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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 보고서 요약문>

중심어

에너지-머신러닝 융합 혁신인재 빅 데이터

소재 스크리닝 고도 분석 및 실시간 해석 인버스 소재 디자인

이차전지 연료전지 태양전지

교육연구단의

비전과 목표 

달성정도

■ 연구단 비전: 미래 에너지 기술 선도형 에너지-머신러닝 융합형 혁신 인재 

양성의 요람

■ 연구단 목표

 ○ 2027년 글로벌 TOP 5 에너지공학과 도약

 ○ 미래 선도형 다학제적 교육을 통한 에너지-머신러닝 융합형 혁신 인재 양성 

 ○ 신에너지 기반 경제 사회를 주도할 국가핵심인재 배출

■ 목표달성 정도

 ○ 에너지 및 머신러닝 교과목의 개발, 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선도 융합인재의 지속적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 연구성과의 질적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글로벌 TOP 5 

에너지공학과로의 도약 기반 마련

 ○ 국내 에너지 관련 기업 다수 산학협력 과제 수행 및 공동 연구 성과 (특허 및 

기술이전) 다수 창출

교육역량 영역 

성과

■ 에너지-머신러닝 융합형 교육 역량 향상 

 ○ 머신러닝 융합 에너지 산업 미래선도형 다학제적 융합 교육

 ○ 전 강좌 영어 강의 및 영어 공용 캠퍼스화로 글로벌 인재 양성

 ○ 해외 연구실 공동연구 및 해외연수를 통한 연구참여형 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

 ○ 에너지 관점에서 다양한 학문 간의 융복합을 통한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후속 

인력 양성의 토대 마련

 ○ 30가지의 과목 중 4가지 과목을 머신러닝과 관련한 과목으로 운영

 ○ 석사 7명 박사 5명의 졸업생을 배출, 88% 이상의 취(창)업률 달성

■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및 우수 연구성과 향상 

 ○ 스위스 EPFL을 포함하여 다수의 국제 교류를 통해 Science 1편 및 Nature 

materials 1편을 포함한 5편의 공동 연구 완료

 ○ 본 연구단 소속 참여 학생들은 최근 1년간 Science 1편, Nature nanotechnology 

1편, Advanced materials 1편, Advanced energy materials 1편, Accounts of 

chemical research 1편 등 저명학술지에 다수 게재함

연구역량 영역

성과

■ 에너지 분야 및 머신러닝 분야 선도적 연구성과 다수 창출

 ○ 평가기간 중 182편의 논문을 게재하고, 이 중 80% 가량의 논문을 상위 10% 

이내 저명학술지에 게재함

 ○ 참여교수 대표성과 63편(참여교수별 최대 3편씩)의 평균 IF 16.11, JCR기준 평균 상위 

7.4% 이내로, 대표연구실적 모두 정량적, 정성적으로 매우 우수함

 ○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및 연구 인프라를 제공하는 동시에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장려함으로써, 관련분야를 전세계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최상위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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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Nature, Science, Nature Energy, Nature Materials, Nature 

Nanotechnology 등) 다수 도출함. 

 ○ 세계 선도대학 대비, 상위 1% 및 10% 이내 국제학술지 게재 논문 비중이 매우 우수

■ 연구비 수주 향상

 ○ 참여교수 1인당 정부수탁 연구과제 수주금액 평균 6억으로 평가 직전 3년 (2017-2019) 

대비 32% 증가

■ 활발한 국제 공동연구를 통한 역구역량 강화

 ○ 국제 공동연구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국제 공동연구 지수가 크게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동연구를 통한 국제 저명학술지에 다수의 연구성과를 게재함

산학협력 영역

결과

■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 이전

 ○ 촉매, 이차전지, 태양전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활발한 산학협력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지역 산업문제 해결에 기여함

 ○ 한국재료연구원, 천보에 2건의 기술이전(총 1억2천만원)을 통한 산학협력 활성화

■ 산학 간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

 ○ 현대자동차, 한국전력, LG 화학, 삼성전자, S-OIL, 삼성 SDI, OCI 등 국내 에너지 

관련 기업 산학협력 과제 수행 및 공동 연구 성과 다수 창출

미흡한 부분 /

문제점 제시

■ 전세계적 코로나-19의 여파로 교육·연구·산학 활동 수행 제한

 ○ 연구단 자체적 노력을 통해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 연구, 산학협력 성과를 

도출하였으나, 객관적 지표의 하락을 피할 수 없었음

 ○ 특히 해당기간 참여대학원생의 국제 학술대회 참석 및 산학협력 성과 지표가 

크게 하락

 ○ 국제 공동연구 성과 지표가 대폭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선도대학 대비 

여전히 미흡함

차년도 

추진계획

■ 연구의 질적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여건 마련

 ○ 우수 교원의 지속적 확보 노력

 ○ 교내, 교외, 국제 교류 협력 증대

■ 온라인 교류의 활성화를 통한 연구역량 및 산학협력역량 향상

 ○ 참여 대학원생의 국제 학술대회 참여 확대

 ○ 국제 연구 교류 및 협력 확대를 통한 연구역량 향상

 ○ 산업체와의 교류 확대를 통한 국내외 산업체 연구비 수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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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교육연구단의 구성, 비전 및 목표

1. 교육연구단장의 교육⦁연구⦁행정 역량

성      명 한 글 고 현 협 영 문 Hyunhyub Ko

소 속 기 관 울산과학기술원    에너지화학공학과

■ 연구 역량

○ 에너지 소재 및 소자 분야 최상위권 저널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여 연구 실적 우수성을 증명하였음. 

이와 함께 다수의 산학과제 수행 및 기술 이전 등을 통해 연구 성과의 상용화에 기여하고 있음

·[주요 연구 실적]

- 국외 학술지 = 총 124편, 총 인용수 = 10,425,  h-index = 50

- Top 7% 학술지 책임저자 (WOS 기준, 2015년 이후) 37편 게재

- 총 58건 이상의 국내/외 특허 출원(28건) 및 등록 (30건)

- 2018년 ~ 2021년: 울산과학기술원 젊은특훈교수

- 2015년: 삼성휴먼테크 논문 금상 수상

- LS니꼬동제련, 현대자동차, 아모레퍼시픽, 이엠텍 등 국내 산학기관과 공동 연구 수행

- 기술 이전: 5백만원/1건

- 2020년 연구비 수주액: 11.2억 (9건)

■ 교육 역량

○ 2010년부터 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기능성 나노소재 및 소자 연구실” 책임을 맡고 있음. 현재까지 

총 19명의 석박사 대학원생을 배출하였으며, 현재 22명의 대학원생을 교육하고 있음. 졸업생들은 국내 

대학(세종대), 정출연 (ETRI), 국내 기업 (삼성전자, LG화학, 삼성디스플레이 등) 및 미국 UC Berkeley, 

Georgia Tech, Purdue 등에서 차세대 에너지 소재/소자 연구 및 상용화 기술 개발을 수행 중에 있음.

·[주요 교육 실적]

- 2010년 ~ 현재: 유니스트 에너지화학공학과 교수

- 졸업생 배출: 박사 13(1명: 대학교수, 1명: 정출연 연구원, 3명: 국내취업, 5명: 해외 Post Doc., 

3명: 국내 Post Doc. )/석사 6명

- 재학생: 22명 (연구 교수 1명, Post Doc. 4명 포함)

- Global PhD Fellowship (GPF) 국가장학금: 3명,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 사업: 4명

■ 행정 역량

○ 현재 4단계 BK21 사업단장을 수행 중이며, 화학공학 트랙장 등 학교 보직 수행을 통해 행정 경험 및 

역량을 확보함. 

·[주요 행정 실적]

- 2021년 ~ 현재: 4단계 BK21 사업단장 수행 중 

- 2018년 ~ 현재: 유니스트 화학공학 트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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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원 신청학과 소속 전체 교수 및 참여연구진

신청학과(부) 기준학기
전체교수 수 참여교수 수

전임 겸임 계 전임 겸임 계

에너지및화학공
학과

20년 2학기 37 0 37 28 0 28

21년 1학기 35 0 35 28 0 28

<표 1-1> 교육연구단 대학원 학과(부) 전임 교수 현황     (단위: 명, %)

<표 1-2> 최근 1년간 교육연구단 대학원 학과(부) 소속 전임/겸임 교수 변동 내역

연번 성명 변동 학기 전출/전입 변동 사유 비고

1 이상영 2020년 2학기 전출 퇴직
2 김소연 2021년 1학기 전출 퇴직

3 정성균 2021년 1학기 전입 신규임용
4 최남순 2021년 1학기 전출 퇴직

신청학과
(부)

기준학기

대학원생 수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계

전체 참여
참여
비율
(%)

전체 참여
참여
비율
(%)

전체 참여
참여
비율
(%)

전체 참여
참여
비율
(%)

에너지및화
학공학과

20년 2학기 13 6 46 20 8 40 89 46 52 122 60 49

21년 1학기 53 42 79 28 13 46 146 103 71 227 158 70

참여교수 대 참여학생 비율

<표 1-3>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지도학생 현황                 (단위: 명, %)

■ 교육연구단장 변경

○ 변경 내역

○ 변경 사유 : 기존 교육연구단장이 퇴직하게 되어 기존 참여교수 중 리더쉽이 뛰어나며 본 

연구단의 선정에 있어 탁월한 기여를 한 고현협 교수를 교육연구단장으로 변경함

구분 성명 수행 기간 비고
변경 전 이상영 2020.09.01.~2020.12.31.
변경 후 고현협 2021.01.01.~2021.08.31.(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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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연구단의 비전 및 목표 달성정도

■ 교육연구단의 비전 및 목표

○ 연구단 비전: 미래 에너지 기술 선도형 에너지-머신러닝 융합형 혁신 인재 양성의 요람

○ 연구단 목표

·2027년 글로벌 TOP 5 에너지공학과 도약

·미래 선도형 다학제적 교육을 통한 에너지-머신러닝 융합형 혁신 인재 양성 

·신에너지 기반 경제 사회를 주도할 국가핵심인재 배출

○ 목표 달성을 위한 혁신 인재 양성 계획

·에너지 분야 전문 소양과 AICBM (AI, IoT, Cloud, Big Data, Mobile)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 융합역량을 보유한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에너지 분야 기존 산업 및 신산업에 머신러닝을 도입․연계하여 고도화시킬 수 있는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융합형 인재 양성

○ 목표 달성을 위한 학과 운영 계획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 에너지변환/저장 및 머신러닝 융․복합 분야에 집중

·기업 수요 기반 석․박사생 중심의 에너지-머신러닝 연구개발 활동 및 능력 배양

·학부 및 대학원 교육을 연계하여 다양한 학문간 융복합 기반 교과과정 제공

·전 강좌의 영어 강의 및 영어 공용 캠퍼스화를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세계최고 수준의 연구시설과 장비를 보유한 최상의 교육 및 연구 인프라 제공

■ 목표달성 수준

○ 교육역량 영역

·본 교육연구단은 울산과학기술원 에너지공학과 소속 28명의 교수로 구성됨. 일부 교수진의 

이직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우수 교원의 리쿠르팅을 통해 교육연구단의 교육 및 연구역량을 

향상시키고 있음. 2021년 전고체전지 분야의 정성균 교수를 신임교원으로 임용하였으며, 2021년 

하반기까지 우수한 역량을 지닌 여성연구원 1명을 추가로 리쿠르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최근 1년간 석사과정 48명, 박사과정 21명, 석박통합과정 149명의 대학원생을 확보하고, 석사 

7명 박사 5명의 졸업생을 배출함. 88%은 졸업생 취(창)업률을 보임

·다양한 인턴쉽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최근 1년간 83명의 대학원생 후보를 발굴하였으며, 기존 

대학원생의 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해 석사급 최저 80만원/월, 박사급 최저 110만원/월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

·국제 인적교류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제 공동연구를 통한 참여대학원생의 

우수연구성과를 Science, Nature Materials, Energy & Environmental Science, Advanced Energy 

Materials, Nature Communications 등 저명학술지에 다수 게재함

○ 연구역량 영역

·2015년 이후 SCI(E)급 국제학술지에 매년 20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이중 80%이상의 

논문을 분야별 상위 10% 이내 저명학술지에 게재함

·2020년 9월, 4단계 BK21사업 개시 이후 2021년 8월 31일까지 1년간 SCI(E)급 국제학술지에 

182편의 논문을 게재하였고, 출판 논문들의 Impact factor(IF) 총합은 2,316.5, 평균 12.73으로 

양적, 질적으로 매우 우수함. 이중 80% 가량의 논문을 분야별 상위 10% 이내 저명학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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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함. IF 15이상의 저명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57편, 32.5%임

·동기간 참여교수 대표성과 63편(참여교수별 최대 3편씩)의 평균 IF 16.11, JCR기준 평균 상위 

7.4% 이내로, 본 교육연구단 참여연구자들의 평균적인 연구실적과 대표연구실적 모두 정량적, 

정성적으로 매우 우수함

·2020년 참여교수 1인당 평균 5억 9660만원의 정부수탁 연구과제를 수주하였으며, 지난 3년 

(2017-2019)간의 평균 4억 9235만원 대비 32% 향상됨

 

○ 산학협력 영역

·촉매, 이차전지, 태양전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활발한 산학협력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지역)산업문제 해결에 기여함

·한국재료연구원, 천보에 2건의 기술이전(총 1억2천만원)을 통한 산학협력 활성화

·현대자동차, 한국전력, LG 화학, 삼성전자, S-OIL, 삼성 SDI, OCI 등 국내 에너지 관련 기업 

산학협력 과제 수행 및 공동 연구 성과 다수 창출

·COVID-19 사태의 여파로 산업체 연구비 수주 실적이 33억/년에서 19억/년으로 감소함

■ 신청서에 작성된 저명대학 벤치마킹 대상과의 비교 분석

○ SciVal을 이용하여 2016년 이후 Harvard, Stanford, MIT, Caltech과 같은 세계 선도대학 및 국내 

최상위대학과 연구 성과를 비교/분석해보면, 본 교육연구단 참여연구자들의 연구성과가 

정성적으로 우수함을 알 수 있음

○ 연구 성과의 우수성과 연관성이 높은 상위 1%이내 및 10%이내 저널 논문게재 비율이 세계 

선도대학에 비해서도 매우 우수함. 특히 4단계 BK21사업 개시 이후 (2020년 이후) 상위 1%이내 

저널 논문게재 비율이 크게 향상됨. 사업 개시 이전 20% 내외에서 2021년 25% 수준으로 향상됨

< SciVal을 이용한 교육연구단의 역량 분석 – 게재논문의 질적 수준 >

○ 세계 선도대학 대비 국제공동연구 비중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나, 4단계 BK21사업 개시 이후 

국제공동연구 지표가 크게 개선됨. SciVal 국제공동연구 비중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개시 이전 

25-30% 내외에서 2020, 2021년에 35% 수준으로 크게 개선됨. 2020년 이후 코로나-19사태에도 

불구하고, 국제공동연구 지표가 크게 향상된 것은 고무적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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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iVal을 이용한 교육연구단의 역량 분석 – 국제협력 >

■ 교육연구단의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애로사항 등 기술

○ COVID-19 사태의 여파로 교육, 연구, 산학협력 전분야에 걸쳐 정량적 지표 개선에 제약 발생

·참여대학원생의 국제 학술대회 참가 부진: 지난 5년간 평균대비 최근 1년간 국제 학술대회 

참가가 70% 이상 급감. 최근 2년간의 코로나 이슈로 국제 교류활동이 사실상 마비되어, 국내 

개최 국제학술 대회 및 온라인 국제학술 대회 위주로 참여함

·국내외 산업체 연구비 수주 부진: COVID-19 사태의 여파로 산업체들의 영업이익 감소, 

가용연구비 감소, 인적교류의 부분적 단절로 인해 산업체 연구비 수주 실적이 33억/년에서 

19억/년으로 감소함

○ 온라인 국제 학술대회 및 산업체와의 온라인 교류 활성화를 통해, 현 상황 극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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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육역량 영역

□ 교육역량 대표 우수성과

■ 연구단 교육 실적 분석

○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본 교육 연구단은 다음과 같은 필요성에 따라 그 목적성을 두고 있음

 ·에너지 신산업 대응 전문인력 수요 급증

 ·신규 에너지산업 발굴 및 고도화를 위한 혁신 인재 필요

 ·에너지 신산업 분야 인재양성 필요성

 ·에너지 융합 혁신 인재 양성 대학원 필요성

특히, 본 교육 연구단은 목표 중 하나인 ‘미래 선도형 다학제적 교육을 통한 에너지-머신러닝 

융합형 혁신 인재 양성’을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와 관련한 30가지의 과목 중 4가지 과목을 

화학공학 머신러닝(김동혁 교수), 화학공학전산(김동혁 교수), 인공지능 기반 에너지 소재 및 

공정설계(서동화 교수), 인공지능 재료과학(서동화 교수)로 운영하여 융합형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역량을 향상시킴

○ 인력양성 계획 및 지원

 ·본 연구단은 최근 1 년간 석사과정 48명, 박사과정 21명 ,석·박통합과정 149명의 대학원생을 

확보하고 석사 7명 박사 5명의 졸업생을 배출함. 2월부터 배출한 졸업생의 75% 취(창)업 

성과를 보이고 8월부터 배출한 졸업생의 100% 취(창)업 성과를 보이면서 총 88%의 우수한 

취(창)업률을 보임

 ·더하여 교육연구단의 우수 대학원생 확보를 위하여 인턴쉽 프로그램을 통해 최근 1년간 

83명의 대학원생 후보를 선출하고 원활한 연구 환경을 위해 석사급 최저 80만원, 박사급 최저 

110만원 이상의 장학금을 지불하고 있음. 학생들의 다양한 학술 활동을 지원하여 최근 1년간 

본 과제의 참여 학생 중 38번의 학술대회(발표 및 포스터) 참가가 이루어짐

 ·뿐만 아니라. 교육의 국제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인재 양성에 공헌하여, 최근 1년간 류정기 

교수 외 4개의 연구팀에서 스위스 Zurich, 캐나다 McGill, 스위스 EPFL, 미국 University of 

Tennessee, 오크리지 국립연구소, 미국 조지아텍 등 다양한 국제 연구팀과 협력한 성과가 

있고,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Science(IF : 41.845) 1편 및 Nature materials(IF :43.841) 1편을 

포함하여 총 5 편의 논문을 게재함

○ 참여대학원생 연구실적의 우수성

본 연구단 소속 참여 학생은 최근 1년간 Science(IF : 41.845) 1편, Nature nanotechnology(IF : 

39.213) 1편, Advanced materials(IF : 30.849) 1편, Advanced energy materials(IF : 29.368) 1편, 

Accounts of chemical research(IF : 21.661) 1편, nano energy(IF 16.602) 4편, Advanced Science(IF 

: 15.84) 1편, Angewandte chemie(IF : 15.336) 1편, Small(IF : 13.281) 1편을 포함한 총 31 편의 

논문을 게재하고 12개의 특허를 출원 및 1번의 기술이전을 완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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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현황과 계획

현황

■ 전공 교과목들의 연계, 융합 및 학생과 교수간의 피드백을 통한 향상된 강의 제공

■ 교과목 체계 구축 내용

○ 학제융합을 위한 기본 지식 함양

·머신러닝 기반 교과목 편성을 통한 대체 에너지 개발 공정 교육 과정 구성

·학부의 기초 교과목 연계를 통한 머신러닝 기반 기초 재료 선정의 연구능력 함양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 (Variation AutoEncoders), 생성적 대립 신경망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자연어 처리, 베이지안 모델 (Bayesian optimization)과 파이썬 

등의 머신러닝 기반 기초 프로그램 교육 

·다양한 머신러닝 프로그램을 재료 연구에 활용시키는 방법 및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인공지능/머신러닝/심층학습에 대한 실습 프로그램을 대학원 교과목에 구성

·본 교과과정을 통해 인공지능/머신러닝/심층학습으로 에너지 재료에 대한 이해도와 

탐색의 폭 향상 기대 

○ 응용분야에 대한 사례 연구

·머신러닝 활용 산학 실제 사례 연구 및 향후 대체 에너지 개발 관련 공정을 

머신러닝으로 분석하여 적용하는 차세대 연구 분야들을 다룰 예정

·대체 에너지 개발 공정의 문제와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파이썬 (Python) 프로그램, 

클러스터링, 뉴런 네트워크, 딥러닝 등의 머신러닝 기반 교과과목의 연계를 통해 

실제/연구에 응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예로써, 배터리 성능을 좌우하는 중요 인자들과 배터리의 성능과의 상관관계를 

머신러닝 기법으로 예지모델 (prognostics)을 만들어 “배터리 수명 예측 진단 

모델”을 구축. 이를 활용하여 최적/최고 경제성을 가질 수 있는 배터리의 수명 전략 

기법 구축 가능

·이외에도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학제융합 기반 공정 해석

·머신러닝 기반의 대체 에너지 개발 공정 해석이 차세대 대표 연구 분야 중 하나로 

선정됨

·대체 에너지 개발 공정 설계는 머신러닝 기법 적용을 통해 경제성을 가지는 산업 

전략에 응용 가능

·머신러닝 기반의 대체 에너지 개발 공정 해석을 통해 스마트 공장, 디지털 트윈 등에 

대한 개념으로 확장 가능

·스마트 공장에 대한 개념 확장으로 기업체 혹은 정부출연기관에서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확보를 위한 산학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교내․외 학과 간 공동 교과목 개발 등 교과과정 다양화 계획

○ 에너지공학과는 다양한 융합교육 및 연구의 필요성에 의해 교내 타학과와 공동과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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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고 개설하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이수하고 있음

○ 타과 학생들도 에너지 공학과의 많은 융합과목을 개인의 지식과 연구의 의연을 넓히기 위해 

활발히 이수 중임

■ 지도교수 및 세부전공 선택

○ 대학원 방문 프로그램인 UNIST Open Lab 행사를 연 4회 실시하여 UNIST 대학원에 관심이 

있는 지원자들에게 연구실과 연구시설을 개방하여 실제 학교 견학 및 교수와의 면담기회 

제공

■ 학위수여 절차

○ 연구계획서 심사

·대상: 박사 과정생 및 석․박사 통합 과정생

·심사시기: 졸업학기 6개월 전

·심사내용: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기반으로 연구의 진행정도를 파악하고 수정 및 보완 

지도

·심사방법: 심사위원을 학위청구 논문심사위원단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프리젠테이션 

발표로 진행

■ 대학원 학사제도 운영

○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및 학칙을 규정하고 내부지침을 근거하여 원활한 학사운영과 이를 통한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창의적/실천적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함

실적 

및 

추진 

계획

■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구축

○ 본 교육 연구단은 목표 중 하나인 ‘미래 선도형 다학제적 교육을 통한 에너지-머신러닝 

융합형 혁신 인재 양성’을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와 관련한 28가지의 과목 중 4가지 과목을 

화학공학 머신러닝(김동혁 교수), 화학공학전산(김동혁 교수), 인공지능 기반 에너지 소재 및 

공정설계(서동화 교수), 인공지능 재료과학(서동화 교수)로 운영하여 융합형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과목 구축 및 역량을 향상시킴. 

○ 명확한 학사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원활한 학사 운영, 다양한 방법을 통한 주기적인 교수와의 

면담 및 연구실 방문으로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창의적/실천적 글로벌 인재 양성을 

지속적으로 실천함.

○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100 % 영어 강의

■ 글로벌 인재 교육을 위한 선순환 구조 확립 방안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과목 구축 → 인공지능 시스템을 응용한 대체 에너지 개발 

연구 → 실제 실험 결과를 과학적 통계적 근거에 기반하여 증명 가능 → 융합형 인재 

양성의 중요성 증대 및 이목 → 융합형 인재에 대한 수요 증가 → 더 많은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과목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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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추가 계획

○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기본 개념과 방법론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시스템 및 응용 프로그램의 

기본 구성요소를 개발하는 수업을 개설하고자 함

○ 추가 개설 강좌를 통해 학생들은 기본 프로그래밍 기술과 입문 컴퓨터 알고리즘을 배울 뿐 

아니라 인공지능 예제를 통해 실습 프로그래밍 경험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머신러닝의 개념과 프로그래밍 실습을 마친 뒤, 기 구축된 교과목과 융합되는 머신러닝 

수업을 추가하고자 함

■ 머신러닝 연계 연구 학점제 계획

○ 대학원에서 진행하는 연구에 머신러닝을 접목하는 연계 연구 학점제 운영을 통해, 자연스럽게 

에너지 분야 연구에 머신러닝을 적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 연구 지도교수와 머신러닝 분야의 지도를 도와줄 수 있는 교수를 선택하여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실제 연구를 진행하는 학점제 디자인

○ 머신러닝 및 프로그래밍에 사용한 코드는 github과 같은 공개형 코드 저장소에 저장하여, 

연차별/프로젝트별 코드가 저장되고, 다른 연구자로부터 코멘트를 받아, 머신러닝 코드를 

유지/보수/개량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함

교과목 체계 구축 내용

연번
과목명 과목코드 교수명 영어강의여부

DOI번호/ISBN/인터

넷 주소 등

과목내용

1

Chemical Engineering 

Termodynamics
ACE23101 곽상규 ○

○ 물질 및 계의 열역학 성질과 법칙들에 대한 배경지식을 습득하고, 화학공학 분야에서 다

루는 다양한 종류의 열역학 계의 반응 및 위상 평형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통계역학이 기초를 배움으로써 물질 및 계의 열역학 성질을 예측하는 분자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계산의 수학적 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본 열역학 과목은 기존의 열역학 관련 수업에서 제공하는 물질 및 계의 거시적 성질을 

가르치는 것은 물론, 미시적 단위의 분자 거동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

하며, 분자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의 근간을 열역학과 연계하여 화학 및 에너지 공학 분

야에서의 머신러닝 연구 응용을 위한 기초지식 배양에도 기여함.

2

반응공학 ACE31102 곽자훈 ○

○ 화학 반응을 이해하고 최적의 반응공정을 설계할 수 있는 인력 양성

○ 실험실에서 얻어진 결과를 상업적 규모에서 실현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 구축

○ 상업적의미를 지닌 공정 설계에 필요한 material and energy balance에 대한 이해 

3

촉매 ACE60301 곽자훈 ○

○ 화학 반응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촉매에 대한 이론 및 응용에 대한 분자 수준

의 이해

○ 촉매의 합성 및 특성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분석 방법에 대한 실제 사례 분석

○ 다양한 촉매의 실제 적용상의 문제 및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모색

4

전기화학 촉매반응 ECHE32001 권영국 ○

○ 전기화학 기반의 전해 시스템은 신재생에너지 연계가 가능한 환경친화적 차세대 에너지 

시스템임. 또한, 이산화탄소를 고부가가치 생산물로 전환하는 연구 분야에서는 전기 

화학 기반의 전해 시스템이 친환경 기반의 상용화에 가장 가까운 수준으로 개발된 

상태임.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 및 C2+ 생산물인 에틸렌, 옥살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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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의 전환 그리고, 공기 중 질소 및 오염물질 NOx를 고부가 수소 저장체인 

암모니아로의 전환 기술 등이 있음. 

○ 해당 기술에 대한 교육 과정은 환경오염물질 저감은 물론, 고부가가치 화합물 및 에너지 

자원 생산 기술에 대한 깊은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차세대 고급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음.

○ 이에 본 참여교수는‘전기화학 촉매반응’ 강의에서 에너지 및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전기화학 전해 시스템의 기본이 되는 과학적 지식과 해당 이론이 

바탕이 된 연구 결과를 소개함. 

5

화학공학 머신러닝 ECHE242 김동혁 ○

○ Python을 활용하여 회귀 분석 및 신경망과 같은 머신러닝 기반 생명/화학 공학 데이터 분

석 능력 배양

○ 빅데이터 기반 데이터 분류 및 분석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 전문 인력 양성

○ 친환경에너지 분야 중 화학/생명공학 및 머신러닝 융복합 분야를 통한 실무 중심 연구개

발 활동 능력 배양

6

화학공학전산 ECHE301 김동혁 ○

○ Python을 활용한 문제 해결을 통해 프로그래밍 언어의 이해 및 다량의 데이터 분석 능력 

구축

○ Python library를 활용한 프로그래밍 언어의 시스템 구성 및 수학적 문제 해결 모델 구성

7

고체화학 ECHE313 김영식 ○

○ 고체화학의 기본 원리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기초과학의 기반을 마련해줌

○ 이온성 고형분, 금속성 분자 성분 등 무기성 고체의 구조적, 화학적, 물리적 측면이 주로 

논의됨

○ 전자 구조, 화학 결합 및 원자 질서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배양

○ 금속, 세라믹, 반도체, 중합체 등 결정과 무정형 고체의 원자 배열의 특성을 조사

○ 대칭, 기초 결정학, 결정 구조, 고체에서의 결합, 특성화 기법(X선 회절, 현미경, 분광법) 

및 결정 결함 등의 전반적으로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여 교육

8

에너지변환시스템개론 ECHE218 김영식 ○

○ 재생 에너지원을 위한 에너지 전환 및 저장 장치의 시스템과 설계를 소개

○ 운동, 태양, 화학을 포함한 지구상에서 이용 가능한 에너지원에 대해 강의

○ 에너지 변환 장치를 통한 에너지 상수 및 에너지 전달에 대한 열역학 개념을 전달

○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의 개념과 열역학의 개념을 결합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재생 가능

한 에너지원이 변환이 되고 에너지 변환 및 저장 장치의 설계 요소에 대해 이해하는 과

정을 제공

9

전자소자 ECHE31601 김진영 ○

○ 본 수업에서는 밴드띠 구조, 반도체의 전기적, 광학적 특성과 같은 전자소자의 기본 개

념, 작동원리를 배우고 이를 기반으로 P-N 접합 다이오드나, field-effect transistor, 

light-emitting diodes, solar cell과 같은 다양한 전자소자의 응용에 관해 학습함. 

○ 무기물 반도체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유기 반도체 소자

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룸. 그 중 유기태양전지는 최근 기후변화의 중요성이 여느 때보

다 대두되는 오늘날,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차세대 태양전지로 주목을 받

고 있음. 

○ 최근엔 롤투롤(Roll-to-Roll) 공정과 머신러닝 기술을 접목하여 유기태양전지의 많은 변수

들을 빠르게 스캔하고 생성된 학습데이터를 기반으로 대량생산의 가능성을 보여줌. 

○ 유기태양전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세대 에너지 시스템 개발에 머신러닝이 적용되어 

다양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10
고분자화학개론 ECHE35101 백종범 ○

○ 에너지 변환/저장 소재로 사용가능한 고분자 물질의 합성 및 물성 분석에 관한 이해

11
인공지능 기반 에너지 소재 및 

공정 설계
BST53801 서동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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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과 에너지 소재 및 공정 설계 적용 방법론 학습을 통한 

에너지-인공지능 융합 역량 배양

○ 대학원 혹은 산업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제 사례를 직접 경험함으로 인공지능과 전공에 

대한 흥미 유발

12

인공지능 재료과학 발급예정 서동화 O

○ 이 과목은 재료과학 분야에서의 인공지능/기계학습/심층학습의 기본 개념과 적용/방법론

을 소개함으로 학생 자신의 연구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인공지능/기계학습/심층학습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인공지능/기계학습/심층학습의 기본 뿐만 아니라 재료 연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학습 

모델, 대표 특징에 대해 다루고 VAEs와 GAN, 자연어 처리, 베이지안 모델이 어떻게 재

료 연구에 활용되는지 소개함.

○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인공지능/기계학습/심층학습 실습을 병행할 예정임. 수업을 통해 

인공지능/기계학습/심층학습으로 에너지 재료를 이해하고 탐색하는 기간 프로젝트를 진

행함. 

13

고급전기화학 ECS51201 송현곤 O

○ 연료전지부터 배터리까지 대부분의 에너지 산업에 핵심이 되는 전기화학을 대학원생들

을 대상으로 강의. 기본적인 용어들의 정의부터 (산화/환원 반응, 전위, kinetics and 

thermodynamics) 시작하여 초기 전기화학의 역사와 전기화학 분석법들과 그에 따른 현

상들을 교육하였음.

○ 전기화학 분석법들이 각 연구들 및 논문들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다양한 연구주

제의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발표 및 토론.

14

Organic Chemistry II ECHE20201 양창덕 ○

○  환경 친화적 차세대 에너지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유기 물질의 기본적 특성을 포함한 

합성, 반응 메커니즘의 교육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15

Colloids and Interfaces ACE50901 이동욱 O

○ 콜로이드는 약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크기를 갖는 고체입자들이 서로 응집되지 않고 

안정하게 혼합된 분산액을 지칭한다. 콜로이드 산업은 현재 정밀화학 산업 시장의 60%

를 차지하고 있고, 다양하게 연구가 진행되어 차세대 에너지 시스템 효율 향상으로 주

목 받고 있음. 

○ 계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과 다른 거동을 보이는데, 에너지변

환/저장과 그 효율에 있어서 계면에서의 반응 및 분자의 거동은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함. 

○ 해당 과목을 통하여 콜로이드와 계면 현상 해석에 대한 능력을 배양해 최종적으로 미시

적인 측면에서의 차세대 에너지 시스템에 필요한 정밀 화학에 대한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또한, 에너지 체계에 관련한 다양한 학문 간의 융·복합을 통하여 후속 인력 양성의 토

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16

합성생물학특론 ACE60901 이성국 ○ -

○ 합성생물학의 최근 연구 성과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은 대학원생들에게 합성 생물학 분야

의 최신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여 주도적인 연구원을 양성

○ 예를 들어, 머신러닝 기법을 합성생물학에 도입한 AlphaFold와 같이 다양한 학문 간의 

융․복합을 통한 교육과정은 후속 인력 양성의 토대가 됨

○ 합성생물학 학문의 최신 지식 및 기술 기반의 환경 친화적 차세대 에너지 시스템 개발 

관련 사례를 소개하여 전문 인력 양성에 도움이 됨

17

촉매개론 ACE43101 이재성 ○ 해당시 기입

○ 촉매 작용은 화학 반응을 제어하여 효율적인 화학 반응의 발견과 개발에 이용되어 전통

적인 화학 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음. 또한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다양한 반응에 이용되며, 전기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재생 가능한 자원에서 

연료 및 화학 물질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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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매의 현상을 개념적 수준에서 설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종 촉매의 기초에 대한 소개

를 제공함

○ 촉매 작용의 기본 개념, 역사적 발전, 불균일 촉매 및 공정의 응용

○ 벌크에서 표면까지 고체 촉매 물질의 결정 및 전자 구조에 대한 이해

○ 모든 불균일 촉매의 기본 과정인 흡착과 탈착에 대한 이해 

○ 촉매의 활성을 설명하는 동역학을 이해하고. 분자 수준의 미세 동역학에서 반응기 설계

를 위한 동역학까지의 개념 확장

18

에너지 변환 촉매: 태양광 수소 

생산
ACE70901 이재성 ○

○ 수소 경제와 탄소 중립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이용하여 물에

서 "녹색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 꼭 필요함. 

○ 실질적으로 태양 에너지는 풍부하고 청정하기 때문에 재생 가능한 에너지이지만, 낮은 

에너지 밀도, 계절 및 날씨의 영향에 의한 간헐적인 에너지 생산, 불균등한 지구 표면으

로의 분포 등의 문제점이 있음. 

○ 태양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수소)로 변환하는 기술은 대규모 보급이 가능하려면 훨씬 더 

많은 개발이 필요함. 따라서 본 수업은 태양광 수소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논의하고, 이

에 필요한 기술을 자세히 설명하여 환경 친화적 차세대 에너지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함.

○ 서론-수소 경제

○ 광촉매(PC) 물 분해

○ 광전기화학(PEC) 물 분해

○ PV-EC(Photovoltaic-Electrochemical) 물 분해

○ 인공 광합성 - 광화학 CO2 감소

19

화공수학 ACE43201 이창영 O

○ 반응기의 설계 및 전달 현상에 대한 지식을 수학적으로 공식화하여 기술에 적용하는 화

학 기술자 인력 양성

○ 기초 화학 공학 이론에 대한 개론을 포함하여 상미분 방정식과 편미분 방정식, 복합 변

수 등 화학공학자의 기반이 되는 학문을 교육하여 후속 인력 양성의 토대 구축

20

이차전지 고도분석 BST53601 이현욱 ○

○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주력산업 중 하나로 이차전지가 있음.

○ 이차전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열화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고도분석 이해가 중요함.

○ 최근 들어 이슈가 되고 있는 머신러닝을 이용하여, 전지의 수명 예측 연구, 분석 결과의 

회기법 분석,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한 이미지 분석 등의 교육을 수행.

○ 석·박사생 중심의 이차전지-머신러닝 연구개발 활동 및 능력 배양

21

공정설계 및 경제성 ECHE44201 임한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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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통 화학공정 설계에 대한 기초 지식 함양 및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수

소 산업과 같은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관점에서의 접근법 지도. 기존 

화학공정에 머신러닝과 같은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시되는 다양한 분야들을 접목하여 

새로운 공정 패러다임에 대한 포괄적인 소개.

22

분리공정 ECHE40201 임한권 ○

○ 증류/흡수를 포함해 정통 화학공정에서 핵심 요소로 분류되는 다양한 공정들에 대한 소

개와 함께 머신러닝과 같은 차세대 연구 분야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지도.

23

Renewable Energy Engineering ACE51001 장지욱 ○

○ 환경 친화적 차세대 에너지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 이 강의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초 지식 획득과 더불어 에너지가 어떻게 생산

되고 사용되는지에 대한 흐름을 이해할 수 있음. 

○ 특히 태양광을 이용한 광전기화학적 물분해에 강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짐.

○ 학생 스스로 조사 및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 간 발표 및 논의를 통해 부족했던 

지식을 보충할 수 있고, 다른 세부적인 분야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음.

○ 신재생 에너지 : 신재생 에너지의 기본적인 정의와 현재의 문제 및 해결점 발견.

○ Solar PV : 태양에너지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현재의 문제점 및 미래 목표 구축.

○ Wind Energy : 풍력 발생의 원인과 그 특성을 이해하고 산업기술에 적용 가능.

○ Biofuels : 바이오 에너지의 종류 및 여러 가지 적용 환경 파악 가능.

○ Hydrogen production : 에너지원으로써의 수소에 대한 이해와 기존 수소 생산 방법 및 

친환경적 수소 생산 방법을 파악 가능. 

○ Photoelectrolysis : 광전기화학적인 수소 생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광촉매 개발 연구에 적용 가능.

○ Presentation : 스스로 조사한 현재 연구의 트렌드와 수준 및 한계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구축.

24

Nanochemistry ENE61401 장지현 ○

○ 실생활에 과학적인 분야를 응용하여 차세대 에너지 개발에 필요한 확장된 교육 과정

○ 에너지 신산업 관점에서 리소그래피 분야의 심층적인 연구개발 활동 공유

○ 석․박사생 중심의 차세대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 활동 및 능력 배양

25

Physical Chemistry I ENE21202 장지현 ○

○ 물리화학 분야에 대한 열역학적 관점의 교육과정

○ 차세대 에너지 시스템 개발에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에너지 변환 관점의 능력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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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에너지 재료 실험 ECHE22302
장지현, 

박종남
○

○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반의 기초적인 유기, 무기, 물리화학적 실험을 통한 에너지 변환 

및 저장 관련의 연구개발 활동

○ 에너지 신산업 발전을 위한 에너지 재료에 대한 특성 및 이해

27

전기화학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및 

응용
BST53901 정경민 ○ -

○ 리튬 이온 전지에서의 열역학, 기초 반응, 전달현상에 대한 토의를 통해 전기화학 반응

의 kinetics에 대해 지도하고 실생활에 적용되는 배터리 산업 관점에서 기본적인 전기화

학 원리와 원통형, 각형 및 파우치 유형의 단일 셀 설계 방법론을 탐구 예정임.

○ 또한 리튬이온전지의 제작 방법, 통계 기반의 평가 방법 리뷰를 통해 리튬 이온 전지 기

반의 에너지 시스템 개발에 대해 전문 인력 양상이 가능하도록 진행할 계획임.

○ 이 수업을 통해 자신의 연구 주제를 가지고 있다면 현 전지 산업의 개요과 process 

losws를 체크하고, 연구 주제가 없다면 어떤 것을 확인해야 하는지 인지하도록 수업을 

진행하고자 함.

28

리튬이온전지를 이한 전극물질 BST52201 조재필 ○

○ 전기화학, 상변태에 대한 기초지식과 더불어 리튬이온전지에 사용되어 온 양극 활물질, 

음극 활물질에 대한 교육 진행

○ 차세대 활물질로 떠오르고 있는 소재에 대한 연구 방향 제시 

○ 차세대 에너지 저장 시스템 개발에 필수적인 이차전지 소재 교육을 통한 연구능력 배양

○ 환경친화적 에너지 저장 소재 개발 및 응용 분야에 집중

○ 급증하는 에너지 신산업 전문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

29

전해액 BST53201 최남순 ○

○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 에너지변환/저장 및 머신러닝 융복합 분야에 집중. 특히 배터리의 

4대 구성요소중 하나인 전해액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룸

30

에너지유기재료개론 ECHE42001 최남순 O

○환경 친화적 차세대 에너지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에너지유재재

료개론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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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력양성 계획 및 지원 방안

 2.1 최근 1년간 대학원생 인력 확보 및 배출 실적

2.2 교육연구단의 우수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계획

현황

 ■ U-SURF (UNIST Summer Undergraduate Research Felowship) Program

○ UNIST 하계연구장학생프로그램 (U-SURF)은 "Challenge the limits"을 모토로 전국의 우수한 

3~4학년 학부생을 선발하여 융합적 학제간 연구를 실험실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임 

○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연구 장학금과 체재비(전원 학생 기숙사 제공)가 제공되며, 낮은 학생 대 

교수 비율로 교수의 직접적인 멘토링을 통해 선발학생의 진로선택에 실질적인 토대가 될 수 

있는 기회 제공

○ 본 연구단의 연구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배터리 과학 및 기술, 차세대 태양전지, 유무기 

하이브리드 소재, 그래핀, 나노융합소자 등 에너지 변환 및 저장과 관련한 대학원 프로그램의 

교수들이 참여하며, 전국 대학 및 MOU를 맺은 세계적 대학 학부생들에게 여름방학 동안 UNIST 

본 연구단에서 관련 연구를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 제공 

○ 실험실 활동 이외에 MT, 체육활동, 석학교수님들의 특강, 산업체 견학 등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제공되며, 인성 교육을 포함한 전인 교육의 장을 마련 

○ 선발된 학생은 주로 4주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며 실험실은 학생의 관심분야를 고려해 

배정. 지도 교수와 협의 승인 시 기간 연장 가능

■ U-WURF (UNIST Winter Undergraduate Research Fellowship) Program

○ UNIST 동계연구장학생프로그램 (U-WURF)은 하계연구장학생프로그램의 연장선상에서 겨울방학 

기간에도 학부생들에게 대학원 연구 경험을 계속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산업 수도 울산에 위치한 여러 에너지 관련 산업체의 현장 방문을 통해, 실험실 내에서 

체험하지 못하는 산업체 현장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마련

■ U-VISIT (UNIST Open Lab) Program

○ 전국의 우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UNIST 본 연구단의 연구실과 연구시설을 개방하여 UNIST 

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

실적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계

확보 

(재학생)

2020년 2학기 6 8 46 60

2021년 1학기 42 13 103 158

계 48 21 149 218

배출 

(졸업생) 

2020년 2학기 2 2 4

2021년 1학기 5 3 8

계 7 5 12

<표 2-1> 교육연구단 소속 학과(부) 참여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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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에 관심이 있는 지원자들에게 미리 UNIST를 견학하게 하여 우수 대학원생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국내 최고 연구중심대학원으로 발전하기 위함

○ 매년 상반기, 하반기 총 2회 실시하고 있음

○ 본 연구단 대학원 연구실 소개, Lab Tour, 교수 개별면담으로 이루어짐

○ 참석자 왕복여비 (KTX, 고속버스 승차권 기준)으로 교통비 지급, 기념품, 식사제공

○ KTX 울산역에서 UNIST 까지 무료 셔틀버스 운행 지원

■ UNIST 학부생 인턴쉽 연구 프로그램

○ 본 연구단이 속한 UNIST에서는 모든 학부생들이 졸업 필수조건으로 관심 분야 연구실에서 

학부생 인턴쉽 연구를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연구 분야에 대한 기초 지식 뿐만 

아니라, 지도교수의 1대1지도, 대학원생과의 멘토-멘티 관계로부터 다양한 연구 기초 능력을 

함량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특히 본 연구단에 소속된 교수 연구실의 인턴쉽 연구에 참여한 학부생 여러 명이 (다수의 

학부생들이)이미 세계적 수준의 권위 있는 학술지에 주저자로 논문을 발표한 바 있으며, 큰 

주목을 받음

○ 학부 학생에게 인턴쉽 후에, 진로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여 본 연구단 내에서의 다양한 연구 

분야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함 

실적

및 

추진 

계획

■ 인턴쉽 프로그램

○ 교육연구단의 우수 대학원생 확보를 위하여 인턴쉽 프로그램을 통해 최근 1년간 83 명의 

대학원생 후보를 선출

■ 융복합 글로벌 대학원생 확보 방안

○ 기존 4가지(U-SURF, U-WURF, U-VISIT, UNIST 학부 인턴쉽 연구 프로그램)의 인턴쉽 프로그램 

중 멘토-멘티 관계를 강화하되, 머신러닝과 관련한 지도교수의 참여를 권장하여 에너지(배터리, 

촉매 등) 및 인공지능 2분야 멘토-멘티 시스템을 적용하여 인턴쉽 참여 학생으로 하여금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이론과 실제 실험과의 연관성을 통해 흥미를 유발함과 동시에 

2분야 모두에 대한 기본적 지식 탑재를 통해 융복합 글로벌 대학원생 확보 유도함.

○ 나아가, 적절한 수의 인공지능과 관련한 지도 교수의 채용으로 교육의 선순환 구조 확립 가능 

학부 인턴 이수현황 (2020.9.1. ~ 2021.8.31.)

연번
참여교수명 연구자등록번호 참여학생명 

연구내용 

1

강석주 10135890 장승원

친환경적인 양극(공기)을 이용한 공기배터리에 다양한 온도에서 구동 가능한 용융염 전해질을 

적용한 연구를 진행. 따라서, 고용량 및 고에너지효율을 가지는 용융염 전해질을 이용한 

리튬/소튬-공기 배터리 양극 연구를 진행. 

2

강석주 10135890 이진아

그래파이트 음극 대비 높은 이론적 용량을 가진 리튬 메탈 음극을 이용한 리튬 메탈 이온 배터리 

연구를 통한 과전압 감소 방안 연구를 진행. 

3

강석주 10135890 변준우

합성 방법이 용이한 줄 발열 방법을 통해 합성한 양극 촉매를 신재생 에너지 배터리인 해수전지에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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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석주 10135890 최진규

뒤틀린 나노카본 기반 도전재가 없는 고 에너지, 고 출력밀도 음극 연구를 진행. 

5
고현협 10641937 박철홍

마이크로구조 기반 대면적 전자피부 개발

6
고현협 10641937 이유진

이온 기반 신축감응형 소자 개발

7

곽상규 11004853 허진호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을 통한 용매 기능기 종류에 따른 그래핀 박리 현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 

Aromatic group과 cyclic amide group이 포함된 유기용매와 그래핀 간의 상호작용과 분자 거동을 

관찰하여 그래핀 층분리 가능성을 비교함.

8

곽상규 11004853 이현동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을 통한 용매 기능기 종류에 따른 그래핀 박리 현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 

Sulfinyl group과 Amide gruop이 포함된 유기용매와 그래핀 간의 상호작용과 분자 거동을 관찰하여 

그래핀 층분리 가능성을 비교함.

9

권영국 10177686 김재환

이산화탄소를 C2+ 생성물로 전환하는 연구에서 비수계 조건에서의 실험 영향인자를 파악하여,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Batch-type cell에서 실험을 진행함. 또한, 기존 수계 조건에서의 이산화탄소 

전환 반응과 비교하여, 비수계 조건에서의 이산화탄소 전환 메커니즘 및 반응 경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

10

권영국 10177686 정단비

이산화탄소를 전기화학적으로 전환 시스템에서 전해질 영향 인자들을 이론적으로 정리하여, 해당 

실험을 위한 장비 활용법 및 H-type cell을 통한 이산화탄소 전환 반응 실험을 진행함.

11

권영국 10177686 오영준

이산화탄소를 전기화학적으로 전환 시스템에서의 전해 Cell을 직접 조립 및 실시간 분석 시스템에 

적용해봄. Cell을 구성하는 영향 인자 및 Cell 디자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  

12

권영국 10177686 최재웅

이산화탄소를 전기화학적으로 전환 시스템에서의 전해 Cell을 직접 조립 및 실시간 분석 시스템에 

적용해봄. Cell을 구성하는 영향 인자 및 Cell 디자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 

13

권영국 10177686 이태호

이산화탄소를 C2+ 생성물로 전환하는 연구에서 공기확산층(Gas Difussion Layer)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GDL 전극 제조 실험을 진행함. 또한, 기존의 수계 반응의 Cell 디자인과 비교하여, 

GDL 전극 기반의 Cell 디자인의 장점 및 해당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  

14
김동혁 11561289 하광종

Python 기반 전사 인자 및 전사체 시퀀싱 데이터 분석

15
김동혁 11561289 안계형

Python 기반 전사 인자 및 전사체 시퀀싱 데이터 분석

16

김동혁 11561289 고진영

Python 기반 전사 인자 및 전사체 시퀀싱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활용 데이터 분석

17

김동혁 11561289 허지은

Python 기반 전사 인자 및 전사체 시퀀싱 데이터 분석

균주 간 탄소 조절 유전자 팬-유전체 분석

18
김영식 11269439 김태영

해수전지 각형 셀 시스템 개발 및 연구

19
김영식 11269439 백승혁

해수전지 음극부 전해질 연구

20 김영식 11269439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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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 일차전지 시스템 연구

21
김영식 11269439 이채혁

해수 일차전지 시스템 연구

22
김영식 11269439 이종민

해수전지 양극부 및 담수화 연구

23
김영식 11269439 김윤성

해수전지 음극부 전해질 연구

24
김영식 11269439 이재성

해수전지 양극 소재 개발 및 최적화

25
김영식 11269439 최효정

해수전지 각형 셀 시스템 개발 및 연구

26
김영식 11269439 김혜린

해수 일차전지 시스템 연구

27
김영식 11269439 김민우

해수전지 양극 소재 개발 및 최적화

28
김영식 11269439 이주호

배터리 시장과 해수전지의 가능성 분석

29
김영식 11269439 김윤지

해수전지 양극부 및 담수화 연구

30
김영식 11269439 박동현

수중전지 전용 킥보드 개발 프로젝트

31
김영식 11269439 진효

수중전지 ESS 프로젝트

32
김영식 11269439 차연진

수중전지 ESS 프로젝트

33
김영식 11269439 김민건

수중전지 ESS 프로젝트

34
김영식 11269439 안세훈

수중전지 전용 킥보드 개발 프로젝트

35

김진영 10127790 박미정

필름형 반투과 유기태양전지 서브 모듈 개발 보조와 유기태양전지에서의 annealing 효과를 통한 

morphology와 효율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함.

36

김진영 10127790 정보영

고안정, 친환경, 고효율 단일접합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제작을 위해 다양한 anti-solvent 

engineering를 기반으로 페로브스카이트의 결정성장에 관해 분석함. 

37

김진영 10127790 김재형

필름형 반투과 유기태양전지 서브 모듈 개발 보조 유기태양전지에서의 annealing 효과를 통한 

morphology와 효율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함.

38

김진영 10127790 권도균

필름형 반투과 유기태양전지 서브 모듈 개발 보조 유기태양전지에서의 annealing 효과를 통한 

morphology와 효율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함.

39 김진영 10127790 손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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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안정, 친환경, 고효율 단일접합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제작을 위해 다양한 anti-solvent 

engineering를 기반으로 페로브스카이트의 결정성장에 관해 분석함. 

40

김진영 10127790 박은진

태양전지-전해조 일체형 물분해 수소 생산 기술 개발을 위해 높은 개방전압을 가지는 텐덤 

태양전지를 제작하고 그 과정에서 전압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결합층에 관해 연구함. 

41

김진영 10127790 정명원

태양전지-전해조 일체형 물분해 수소 생산 기술 개발을 위해 높은 개방전압을 가지는 텐덤 

태양전지를 제작하고 그 과정에서 전압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결합층에 관해 연구함. 

42

류정기 10134926 김지연

태양광 수전해에 사용되는 광전극(BiVO4)의 합성 및 그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코발트 기반 

촉매(Cobalt POM) 합성 방법을 실습함으로써, 신재생 에너지 전환 관련 연구 경험을 쌓는 학부 

인턴의 실습 이력이 있음

43
백종범 10124722 이정우

2 차원 유기구조체의 단량체 합성 및 분석

44
백종범 10124722 정승헌

2 차원 유기구조체의 단량체 합성 및 분석

45
백종범 10124722 임정원

전기화학 촉매 합성 및 분석

46
백종범 10124722 이재호

전기화학적 촉매 합성 및 분석

47
백종범 10124722 백인경

다차원 유기구조체의 단량체 합성 및 분석

48
서동화 10618320 김재승

차세대 전고체전지 개발 및 제일원리계산을 통한 메커니즘 이해

49
서동화 10618320 박유종

차세대 양극 소재 개발

50
서동화 10618320 김서영

차세대 양극 소재 개발

51
서동화 10618320 공민정

차세대 양극 소재 개발

52
서동화 10618320 이현기

실험실 자동화 시스템 구축 및 AI 연구개발

53
서동화 10618320 송유엽

차세대 전고체전지 개발 및 제일원리계산을 통한 메커니즘 이해

54
이동욱 11555018 서재원

아크릴 기반 무용제-광경화형 친환경 감압점착제의 UV 세기에 따른 점착 필름의 접착 강도 측정

55

이동욱 11555018 류지연

산업폐기물인 리그닌의 소수성 특성을 활용한 친환경 활성탄 복합체의 강도 향상 및 pH 환경에 

따른 압축강도 변화 확인

56

이동욱 11555018 문솔아

친환경 해수를 이용한 차세대 에너지 시스템인 해수전지 용도의 상용화 바인더의 전기화학적인 

특성 분석 

57
이동욱 11555018 이상표

에너지 저감을 위한 높은 수평 열전도도를 갖는 육방정계 질화붕소 기반 열전도성 방열 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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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의 개발

58

이동욱 11555018 이승규

친환경 해수를 이용한 차세대 에너지 시스템인 해수전지의 에너지 효율을 증대하기 위한 전극 표면 

개질

59
이동욱 11555018 권상현

수중내 유기물질의 선택적 흡착을 위한 친환경 사이클로덱스트린 기반 단량체 합성 및 고분자 중합

60

이성국 10200613 이정민

3-hydroxypropionate-유도 바이오센서를 개발하여 3-HP 과생산을 위한 인공미생물 제작 연구를 

진행함

61

이성국 10200613 이재형

환경 친화적 인공미생물 개발을 위해서 합성생물학에 머신러닝 기법이 도입된 AlphaFold를 활용한 

연구를 진행함

62
이재성 10087281 한채원

니켈 기반 층상 이중수산화물을 합성하여 CO2 수소화 반응을 통한 메탄 생산에 적용함

63

이지석 10996736 허시연

인턴 과정 중 머신 러닝 기반의 위조 방지 기능을 가진 마이크로 고분자 제작에 관한 연구를 

진행함. 특히, 기존에 제작하지 못한 대면적 고분자 입자 제작에 기여함.

64
장성연 10141982 손정우

태양전지 소자 관련 기초 지식을 습득함. 신재생 고효율 태양전지 소자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함. 

65
장성연 10141982 조민진

태양전지 소자 관련 기초 지식을 습득함. 신재생 고효율 태양전지 소자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함. 

66
장지욱 11174132 백경렬

실험에 필요한 광촉매 합성 및 성능 테스트

67
장지욱 11174132 김태현

실험에 필요한 광촉매 합성 및 성능 테스트

68
장지욱 11174132 김한나

실험에 필요한 전기촉매 합성 및 성능 테스트

69
장지현 10101748 김태헌

유기물을 활용한 소중합체의 유무기 물질 합성 및 분석

70
장지현 10101748 정진원

금속 표면에 유기물을 연결하는 실험 및 분석

71
장지현 10101748 양유진

유기물을 활용한 소중합체의 유무기 물질 합성 및 분석

72
장지현 10101748 최재혁

EUV에 민감한 금속 및 유기 리간드 탐색 및 실험

73

정경민 11556876 홍서린

전지 내부의 전기화학 반응 분석을 위해 LFP와 Gr 확물질을 사용한 반쪽 전지로 기본적인 EIS 

분석을 통해 전지 내부 저항을 평가함.

74
정경민 11556876 김남혁

충전 cut-off voltage와 충전 전류에 따른 전지 특성 변화 연구

75
정경민 11556876 박재훈

충전 cut-off voltage와 C-rate에 따른 방전 용량 변화 연구

76
정경민 11556876 이주호

NCM622 양극 활물질의 충전 심도 및 충전 속도별 용량 변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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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대학원생 학술활동 지원 및 계획

77
정경민 11556876 황병운

NCM622 양극 활물질의 Formation cycle, cut off voltage와 C-rate에 따른 capacity loss 연구

78
최남순 10117105 이재성

리튬 이온 전지 시스템과 관련된 전해질 제조 및 셀 제작

79
최남순 10117105 정영한

리튬 이온 전지 시스템과 관련된 전해질 제조 및 셀 제작

80
최남순 10117105 박의준

리튬 금속 전지 시스템과 관련된 전해질 제조 및 셀 제작

81
최남순 10117105 이창주

리튬 금속 전지 시스템과 관련된 전해질 제조 및 셀 제작

82
최남순 10117105 김승원

징크 전지 시스템과 관련된 전해질 제조 및 셀 제작

83
최남순 10117105 이채미

리튬 금속 전지 시스템과 관련된 전해질 제조 및 셀 제작

현황

■ Nine Bridges Fellowship

○ 취지: 대학원생 중 세계적인 과학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첨단융합학문 

연구에 매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최우수 대학원생 유치를 통해 대학원 과정을 

활성화하여 UNIST가 세계적인 과학기술특성화 연구 중심대학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고자 함

○ 대상: 대학원의 학업성취도 및 잠재적 연구능력이 예상되는 석․박사 통합과정 및 박사과정 

신입생 및 SCI급 우수 논문 게재실적이 있는 석․박사 통합과정 및 박사과정 재학생

○ 지원 금액

·3년간 최대 9천만원 (연간 3천만원, 최대 3년 지원)

·해외 Lab 파견경비 진원 (6개월 이상, 최대 3천만원 지원)

·단, RA/TA등 중복 장학 지원 불가

○ 선발인원: 연간 최대 9명

■ Nobel & Star Fellowship

○ 취지: 연구 성과가 탁월한 학생에게 노벨수상자 등 해외석학과 공동 논문/연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 대상: 석․박사 통합과정 및 박사과정 입학자 (재학생 포함)

○ 지원 금액

·3년간 최대 9천만원 (연간 3천만원, 최대 3년 지원)

·해외 Lab 파견경비 지원 (6개월 이상, 최대 3천만원 지원)

·단, RA/TA등 중복 장학 지원 불가

○ 선발인원: 연간 5명 내외

■ 연구재단 및 국가 장학금 지원자에 대한 연구단 지원 및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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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기초과학 핵심리더 양성사업 등 국가 지원 장학금에 대해 연구단 소속 우수 

대학원생들에게 홍보 및 지원에 대한 상세 안내, 영어 발표력 향상을 위한 어학연구소 언어 

연수프로그램 제공

■ 학생 장학금 지원: 등록금 전액 및 생활보조금

○ 매 학기 단위로 교비 장학생을 선발하여 국가 연구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

·석사급: 최저 월 80만원 이상

·박사급: 최저 월 110만원 이상

■ 융합형 에너지 R&D 프로그램 운영

○ 대학원생으로 구성 된 5개 정도의 연구팀을 공모 후 선발하여 연구비 지원 계획 (팀당 최대 

1천만원)

○ 재원은 학과 예산 및 산학협력 지원으로 진행될 예정

○ 3명의 다른 랩 소속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2~3 팀이, 주도적으로 과제계획, 과제제안, 연구진행 

및 최종 결과발표, 특허출원 및 논문 개제 진행

○ 학과 교수들을 평가위원으로 초빙해 평가, 수상, 및 후속 지원 여부 결정

○ 후속 지원 후 창업 또는 기술이전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 주도적인 연구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윤리적 연구비 집행방식을 체험하고, 더 

나아가 실험실에서 진행하는 연구를 실용적으로 진보시킬 수 있는 능력을 졸업 전에 

선행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소속 랩에서 진행하는 주제의 연구가 아닌, 다양한 랩의 원생들이 모여 스스로 생각한 주제를 

지도교수들의 적극적 인풋 없이 진행함으로써, 융합인재로써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 기업 참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에너지 요소별 연구 분야 교육 프로그램의 산업체 적용 한계점 도출 및 공백 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상호 의견교환

○ 기업과 연구실 간의 기술 격차를 파악하고 기술 및 지식의 공유를 위한 기업인력 활용 기업 

맞춤형 교과목 편성 및 산업체 전문가 강의

○ 산업체 인턴쉽,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 연구원의 산업체 방문을 통한 실무역량을 

강화하며, 산업체 연구 인력의 기초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참여 독려 및 상호 교류 

확산

■ 산학 R&D 인턴쉽 프로젝트 수행

○ 기업의 기술 필요사항과 연구실의 역량을 고려한 프로젝트 목표수립 및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당위성 확보

○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한 AICBM 기반 에너지 기술 (태양광, 배터리, 수소 등) 분야 공동 

연구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대학 및 기업의 R&D 연구시설 공유 및 상호 보완 역할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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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참여대학원생의 취(창)업의 질적 우수성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비율을 고려한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이를 기반으로 산학 연계가 

가능한 연구 분야 및 인력 구성

○ 본교 참여 연구진이 운영하는 산학프로젝트 과제에 수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산업체에서 진행되는 연구 탐색 및 고찰 기회 제공

실적 

및

추진 

계획

■ 대표적인 학술활동 실적

○ 석사 7명 박사 5명의 졸업생을 배출, 88% 이상의 취(창)업률 달성

○ 38번의 학술대회(발표 및 포스터) 참가

○ 스위스 EPFL을 포함하여 다수의 국제 교류를 통해 Science 1편을 포함한 5편의 공동 연구 

완료.

○ Sience 1편을 포함한 31편의 논문 게재 및 12개의 특허 출원 및 1번의 기술 이전.

■ 향후 추진 계획

○ 차세대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이를 

기반으로 산학 연계가 가능한 연구 분야 및 인력을 구성하고, 상호 간의 학술 교류 활동을 

통해 기업 인재 육성. 90% 이상의 취(창)업률 달성 목표

○ 코로나 이후, 40번 이상의 더욱 활발한 오프라인/온라인 학술 대회 참가 및 우수상 획득 목표

○ 코로나 이후, SCI급 저명 저널에 논문을 게재한 우수 대학원생 선출 비율을 20% 늘려, 양질의 

국제 교류로 부터 Science 및 Nature 자매지를 포함한 7편의 공동 연구 완료 목표.

○ 저명 학술지에 40편 이상의 논문 게재 및 14개 이상의 특허 출원 목표.

현황

■ 취업의 우수성 향상 계획

○ 산학간 협력과제 강화 및 대학원생 우선참여를 통한 맞춤형 인재교육 유도

○ 학생역량개발 및취업지원센터 운영

·종전의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리더십프로그램 등을 확대 및 개편하여, 입학부터 

졸업까지 학생의 역량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학생역량개발 

취업지원센터(진로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중이며, 향후 지속적인 지원계획, 

취업 전문가 초빙 특강, 취업역량 진단 및 기업분야에 대한 분석, 인성/직무/PT/토론 

면접 대비 모의면접 훈련 실시

○ 기업채용 설명회 운영

·다양한 기업들의 채용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파악, 국내외 주요 기업의 인사 담당자 

초빙 및 1:1 상담과 설명회 개최
실적

및

추진 

계획

실적

및

추진 

계획

■ 사업단 소속 대학원생 취업률 실적

○ 본 연구단은 최근 1 년간 석사학위 7명, 박사학위 5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88% 의 

취(창)업률로 우수한 성과를 보임.

■ 향후 추진 계획

○ 차세대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이를 

기반으로 산학 연계가 가능한 연구 분야 및 인력을 구성하고, 상호 간의 학술 교류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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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기업 인재 육성. 90% 이상의 취(창)업률 달성 목표

2021.2월 졸업한 교육연구단 소속 학과(부) 참여대학원생 취(창)업률 실적 (단위: 명,%)

구 분

졸업 및 취(창)업현황 (단위: 명, %)

취(창)업률(%)
(D/C)×100

졸업자
(G)

비취업자(B)
취(창)업대상자

(C=G-B)
취(창)업자

(D)
진학자

입대자
국내 국외

2021년 2월 

졸업자

석사 2 0 0 0 2 1
75

박사 2 0 2 2

2021.8월 졸업한 교육연구단 소속 학과(부) 참여대학원생 취(창)업률 실적 (단위: 명,%)  

구 분

졸업 및 취(창)업현황 (단위: 명, %)

취(창)업률(%)
(D/C)×100

졸업자
(G)

비취업자(B)
취(창)업대상자

(C=G-B)
취(창)업자

(D)
진학자

입대자
국내 국외

2021년 8월 

졸업자

석사 5 0 0 0 5 5
100

박사 3 0 3 3

2021년 졸업한 교육연구단 소속 학과(부) 참여대학원생 취(창)업 상세 정보

연번
졸업시기

성명 취득학위 구분 회사/대학명
지도 

교수명연도 기준월

1 2021 2 조승세 박사 취업/연구직 Perdue University 고현협
2 2021 2 김현서 석사 취업/연구직 LG 디스플레이 김진영

3 2021 2 강소희 박사 취업/연구직 울산과학기술원 양창덕
4 2021 2 안장혁 석사 기타 이준희

5 2021 8 엄기주 석사 취업/연구직 SK 이노베이션 강석주
6 2021 8 이병규 박사 취업/연구직 울산과학기술원 양창덕

7 2021 8 김령아 석사 취업/연구직 삼성 SDI 이현욱
8 2021 8 최현석 석사 취업/연구직 SK 이노베이션 정경민

9 2021 8 이태용 박사 취업/연구직 서울대학교 조재필
10 2021 8 이효명 박사 취업/연구직 SMLAB 조재필

11 2021 8 남희범 석사 취업/연구직 현대자동차 최남순
12 2021 8 최가영 석사 취업/연구직 현대자동차 최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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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대학원생 연구실적의 우수성

 ➀ 참여대학원생 저명학술지 논문의 우수성

■ 사업단 소속 대학원생 저명 학술지 논문의 우수성

○ 본 연구단 소속 참여 학생은 최근 1년간 Science (IF : 41.845) 1편, Nature nanotechnology (IF : 39.213) 

1편, Advanced materials (IF : 30.849) 1편, Advanced energy materials (IF : 29.368) 1편, Accounts of 

chemical research (IF : 21.661) 1편, nano energy (IF 16.602) 4편, Advanced Science (IF : 15.84) 1편, 

Angewandte Chemie Int. Ed. (IF : 15.336) 1편, Small(IF : 13.281) 1편을 포함한 총 31 편의 논문을 

게재함.

■ 향후 추진 계획

○ 본 연구단의 연구 및 분석 기기(SEM, HRPXRD, HR-TEM, FT-IR, ICP-OES, Raman, TOF-SIMS, Zeta 

sizer, TGA, Depth XPS, UV-Vis, xD NMR, GC, IC, HPLC, Physisorption 등)을 기반으로 실천적, 

진취적이고 자유로운 연구를 통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연구 주제 발췌. 

   머신러닝과 접목하여 융복합적 주제의 차세대 에너지 확보 및 저장 관련 고급 저널 논문(IF > 10) 게재. 

33편 이상의 결과물 목표. 

연번

참여

학생명

 지도

교수명
실적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대표연구업적물의 적합성과 우수성

1

박재현 강석주 저널논문

① 저자명: Jaehyun Park, Juhyun Park, Minseok Yang, Sehun Joo, Sangkyu 

Kwak, Seokhoon Ahn, Seokju Kang 
② 논문제목: Solid Solution of Semiconducting Contorted Small Molecules 

for High-Performance Li/Na-ion Host Electrodes

③ 학술지명: Energy Storage Materials 

④ 권, 페이지: 36, 123-131

⑤ 공동저자 중 참여교수: 강석주, 곽상규

⑥ 게재연도: 2021년

⑦ DOI 번호: 10.1016/j.ensm.2020.12.021

* 성과의 적합성: 차세대 에너지 저장소재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휘어진 헥사벤조코로넨 유도체 (cHBC, FcHBC)를 유기 고체 솔루션 

전극으로 제작하여 리튬이온, 소듐이온 이차전지의 충/방전특성 향상

* 연구성과의 우수성: 리튬이온 이차전지에서 400사이클에 걸쳐 99.8%의 쿨롱효율, 소듐이온 이차전지에서 

200사이클에 걸쳐 99% 쿨롱효율로 높은 사이클 안정성을 보임

* 파급효과

- PAHs의 고체 솔루션을 이용한 리튬이온, 소듐이온 이차전지의 고성능 유기 활성전극으로서의 개발방향 제시

- 국내특허 1건 출원

2

임은미 

유종훈 

백경은

강석주 저널논문

① Eunmi Im, Jonghun Ryu, Kyungeun Baek, Geondae Moon, Seokju Kang

② “Water-in-Salt” and NASICON Electrolyte-based Na-CO2 Battery

③ Energy Storage Materials

④ 37, 424-432

⑤ 강석주

⑥ 2021

⑦ 10.1016/j.ensm.2021.02.031

* 성과의 적합성: 차세대 에너지 저장시스템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유기전해질을 사용한 기존의 메탈-이산화탄소 전지 대비 수계 전해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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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전해질의 사용이 전해질 분해를 억제하며 전지의 구동을 가능하게 함

* 연구성과의 우수성: 줄-발열 합성법을 이용한 양극이 전지의 과전압 특성 완화를 가능하게 함 

* 파급효과

- NASICON 고체전해질을 통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 및 이산화탄소 포집 응용 가능성 제시

- 국내특허 1건 출원

3

엄기주 강석주 저널논문

① Kijoo Eom, Sangyun Na, Joongkwon Kim, Hyunhyub Ko, Jungho Jin, 

Seokju Kang
② Engineering Crystal Phase of Nylon-11 Films for Ferroelectric Device 

and Piezoelectric Sensor

③ Nano Energy

④ 88, 106244

⑤ 강석주, 고현협

⑥ 2021

⑦ 10.1016/j.nanoen.2021.106244

* 성과의 적합성: 강유전 및 압전 소자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나일론을 조절된 습도 내에서 캐스팅 후 멜트 퀜칭 과정을 통하여 핀홀이 

없는 강유전 및 압전 박막 개발

* 연구성과의 우수성: 20μm 두께의 나일론 박막은 ±30V의 낮은 작동 전압에서 약 4.6μC/cm2의 잔해 편광을 보임

* 파급효과

- 나일론-11상 필름을 기반으로 한 모스부호 검출기 시연 및 다양한 전자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개발 경로를 제공

- 국내특허 1건 출원

4

이우진

엽지우
김진영 저널논문

① Woojin Lee1, Jiwoo Yeop1, Jungwoo Heo1, Yung Jin Yoon, Song Yi 

Park, Jaeki Jeong, Yun Seop Shin, Jae Won Kim, Na Gyeong An, Dong 

Suk Kim, Jongnam Park*, Jin Young Kim*
② High Colloidal Stability ZnO Nanoparticles Independent on Solvent 

Polarity and their Application in Polymer Solar Cells

③ Scientific Reports

④ 10, 18055

⑤ 김진영

⑥ 2020년

⑦ 10.1038/s41598-020-75070-0

* 성과의 적합성: 차세대 전하 수송층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2기능기 배위 착체를 통해 acac 기능화된 ZnO 제조 및 콜로이드 안정성 

및 전기적 특성 개선

* 연구성과의 우수성: 콜로이드 안정성 및 전기적 특성 개선을 통한 기존대비 소자 효율 12 % 향상

* 파급효과

- 용매의 극성과 무관한 콜로이드 안정성 개선을 통해 디바이스 응용에서 나노 입자의 다용도성 향상

- 나노 입자의 응집제 형성 억제를 통한 전하 수송층 박막 모폴로지 개선

- acac 기능화를 통해 기존 대비 태양전지 효율 12 % 향상

- 국내특허 1건 등록

5 김나영 류정기 저널논문

① Nayeong Kim, Jung Seung Nam, Jinhyeong Jo, Junmo Seong, Hyunwoo 

Kim, Youngkook Kwon, Myoung Soo Lah, Jun Hee Lee, Tae-Hyuk Kwon 

and Jungki Ryu

② Selective Photocatalytic Production of CH4 Using a Polyoxometalate as 

a Nonconventional CO2 Reduction Catalyst

③ Nanoscale Horizons

④ 6(5), 379

⑤ 권영국, 이준희

⑥ 2021년

⑦ 10.1039/d0nh0065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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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의 적합성: 차세대 에너지 변환 촉매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이산화탄소 변환 과정에서 아연(Zn) 기반 촉매는 고부가가치인 CH4 기체에 

대한 낮은 선택성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알려졌으나, polyoxometalate (ZnPOM) 형태의 촉매로 합성하여 CH4 

생성의 선택성을 획기적으로 향상

* 연구성과의 우수성: 최초로 ZnPOM을 합성, CH4 생성에 대한 큰 선택성 및 촉매 g당 4.16μmol의 높은 CH4 

기체 수득률 획득

* 파급효과

- 아연 기반의 POM을 이용한 최초의 이산화탄소 변환 촉매로써, 향후 기존 Cu, Ir, Ru 기반의 한정된 촉매를 

대체할 촉매 물질로써의 연구 가능성을 시사

6

배상현 류정기 저널논문

① Yuri Choi, Sanghyun Bae, Byeong-Su Kim and Jungki Ryu

② Atomically-Dispersed Cobalt Ions on Polyphenol-Derived Nanocarbon Layers 

to Improve Charge Separation, Hole Storage, and Catalytic Activity of 

Water-Oxidation Photoanodes

③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A

④ 9, 13874-13882

⑤ 류정기

⑥ 2021년

⑦ 10.1039/d1ta01852c

* 성과의 적합성: 차세대 태양광 에너지 변환 촉매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기존 나노 카본 물질은 수전해 광전극 표면에의 도입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 안정성과 효율성을 지니면서 수전해 산화 광전극에 도입, 수전해 광전극 표면

에서 공촉매로써 활용하는데에 성공

* 연구성과의 우수성: 나노 카본 물질을 수전해 광전극 표면에 성공적으로 도입하여 기존의 수전해 산화 광

전극의 광전류를 2배 이상 향상, 우수한 흡착 안정성을 확인

* 파급효과

- 광전극의 Band Gap을 조절할 수 있는 나노 카본 물질을 도입하는 새로운 방법 제시

7

김현우

김나영
류정기 저널논문

① Hyunwoo Kim, Nayeong Kim and Jungki Ryu

② Porous Framework-Based Hybrid Materials for Solar-to-Chemical 

Energy Conversion: From Powder Photocatalysts to Photoelectrodes

③ Inorganic Chemistry Frontiers

④ 8, 4107-4148

⑤ 류정기

⑥ 2021년

⑦ 10.1039/D1QI00543J

* 성과의 적합성: 차세대 에너지 변환 촉매 연구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태양광 에너지 변환 촉매로써 다공성 망상 구조인 MOF(금속-유기물 복합체) 

및 COF(유기 골격 구조체)의 합성, 구조 및 특성에 대한 연구를 종합하여 향후 태양광 에너지 변환 시스템 

연구에 대한 통찰력 향상

* 연구성과의 우수성: 다양한 MOF 및 COF 연구에 대해 종합하여 향후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

* 파급효과

- MOF 및 COF를 사용한 태양 에너지 변환 촉매 연구의 향후 연구 방향 제시

8 노혁준 백종범 저널논문

① Javeed Mahmood, Eun Kwang Lee, Hyuk-Jun Noh, Ishfaq Ahmad, 

Jeong-Min Seo, Yoon-Kwang Im, Jong-Pil Jeon, Seok-Jin Kim, Joon Hak 

Oh, Jong-Beom Baek

② Fused Aromatic Network with Exceptionally High Carrier Mobility

③ Advanced Materials

④ 16, 325-330

⑤ 백종범

⑥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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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10.1002/adma.202004707

* 성과의 적합성: 2차원 고분자 소재를 이용한 유기반도체 개발 연구로, 고분자 소재를 이용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기존 1차원 선형고분자들의 구조적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2차원 고분자 

소재를 사용하여 안정성을 향상 및 성능 향상

* 연구성과의 우수성: 유기물 중에서도 높은 모빌  티와 안정성 확보

* 파급효과

- 유기물 중 높은 전하이동도

- 높은 안정성 확보

9

노혁준 백종범 저널논문

① Dr. Yi Jiang, Hyeonjung Jung, Dr. Se Hun Joo, Dr. Qi Kun Sun, 

Changqing Li, Hyuk-Jun Noh, Inseon Oh, Yu Jin Kim, Prof. Sang Kyu 

Kwak, Prof. Jung-Woo Yoo, Prof. Jong-Beom Baek
② Catalyst- and Solvent-Free Synthesis of a Chemically Stable 

Aza-Bridged Bis(phenanthroline) Macrocycle-Linked Covalent Organic 

Framework

③ Angewandte Chemie-International Edition

④ 60, 17191

⑤ 백종범

⑥ 2021년

⑦ 10.1002/anie.202106389

* 성과의 적합성: 새로운 합성방법을 통한 2차원 고분자 소재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별도의 용매나 촉매 없이 고체상 중합을 이용하여 결정성을 갖는 2차원 구조체 합성

* 연구성과의 우수성: 새로운 2차원 구조체의 합성 공정에대한 가능성 제시 

* 파급효과

- 용액 공정이 갖는 한계점 극복 

- 촉매의 배제를 통한 새로운 합성 메커니즘 제시

10

노혁준 백종범 저널논문

① Gao-Feng Han, Feng Li, Zhi-Wen Chen, Claude Coppex, Seok-Jin Kim, 

Hyuk-Jun Noh, Zhengping Fu, Yalin Lu, Chandra Veer Singh, Samira 

Siahrostami, Qing Jiang & Jong-Beom Baek

② Mechanochemistry for ammonia synthesis under mild conditions

③ Nature Nanotechnology

④ 16. 325-330

⑤ 백종범

⑥ 2021년

⑦ 10.1038/s41565-020-

* 성과의 적합성: 에너지 효율성을 갖는 새로운 암모니아 공정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기존의 고온,고압 공정 대비 상온, 저압에서의 암모니아 생산 공정을 제시함

* 연구성과의 우수성: 새로운 암모니아 생산 공정을 제시하여 높은 전환율 및 선택도를 보임

* 파급효과

-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열화학적 생산 공정대비 우수한 생산전환율 및 선택도를 보임

- 볼밀링법을 이용한 간단한 공정 구성으로, 상업화 가능성 제시

11
박정환 서관용 저널논문

① Inchan Hwang, Youngsoon Jeong, Yuta Shiratori, Jeonghwan Park, 

Shinsuke Miyajima, Ilsun Yoon, Kwanyong Seo

② Effective photon Management of Non-Surface-Textured Flexible Thin 

Crystalline Silicon Solar Cells

③ Cell Reports Physical Science

④ 1(11), 100242

⑤ 서관용

⑥ 2020년

⑦ 10.1016/j.xcrp.2020.100242

* 성과의 적합성: 고분자 필름에의 구조체 형성을 통한 차세대 고효율 태양전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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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Random inverted-pyramidal polydimethylsiloxane (RIP-PDMS) film을 thin 

c-Si 태양전지에 적용하여, 기존의 thin c-Si 의 흡광 손실을 극복

* 연구성과의 우수성: 기존 thin c-Si solar cells (16.3%)에 비해 향상된 광전변환효율(18.4%)을 보임 

* 파급효과

-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에 유연성이 더해짐에 따른 소자의 적용 범위 확대

- 소자 표면에 구조체를 형성하는 것이 아닌, 기능성 고분자 필름에 구조체를 형성함으로써 표면 재결합의 

증가 없이 광 흡수만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연구로 기대

- 인용횟수 : 2회

12

최덕재 서관용 저널논문

① Deokjae Choi, Kwanyong Seo

② Field-Induced Radial Junction for Dopant-Free Crystalline Silicon 

Microwire Solar Cells with an Efficiency of Over 20%

③ Advanced Energy Materials

④ 11(5), 2003707

⑤ 서관용

⑥ 2020년

⑦ 10.1002/aenm.202003707

* 성과의 적합성: 고효율 태양전지 개발 및 공정 에너지 소모의 막대한 저감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본 연구는 처음으로 방사선 접합을 도핑공정 없이 구현하는데에 

성공하였으며, 기존 열처리 방식이 아닌 원자층 증착 방식을 통해 나노미터 두께의 산화막을 결정질 

실리콘 웨이퍼에 형성하여 구현되었음 

* 연구성과의 우수성: 본 연구는 기존 방사선 접합 형성방식의 한계점 (높은 공정 온도, 독성 물질 사용, 

태양전지 효율 감소)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연구일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보고된 방사선 접합 기반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효율 중 20.1%로 가장 높은 효율을 보였음

* 파급효과

- 현재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의 한계로 고려되는 높은 공정 단가를 해결함과 동시에 고효율 태양전지를 

개발할 수 있어 태양전지 시장의 막대한 파급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

-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리콘 기반의 광전자 소자에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태양전지 산업 이외의 

다양한 산업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 

- 인용횟수 : 0회

13

최덕재 서관용 저널논문

① Kangmin Lee, Sangwon Shin, Wonhee John Lee, Deokjae Choi, 

Yongdeok Ahn, Minsoo Park, Daeha Seo, and Kwanyong Seo

② Sunlight-Activatable ROS Generator for Cell Death Using TiO₂/c-Si 

Microwires

③ Nano letters

④ 21(16), 6998

⑤ 서관용

⑥ 2021년

⑦ 10.1021/acs.nanolett.1c02337

* 성과의 적합성: 결정질 실리콘/금속산화물 이종 접합을 통해 태양광 에너지 활용 방법 확대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본 연구를 통해 최초로 결정질 실리콘 마이크로 와이어 구조와 광촉매가 

결합된 신개념  이종접합 광촉매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하여 제작된 활성산소 생성 디바이스를 

통해 태양광 에너지의 새로운 활용 방법을 제시함.

* 연구성과의 우수성: 본 연구는 기존 광촉매의 한계점 (넓은 밴드갭, 빠른 전자-정공 재결합, 낮은 광흡수)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연구일 뿐 아니라, 디바이스에서 생성된 활성산소의 종류 및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음.

* 파급효과

- 뛰어난 활성산소 발생 효율을 보이는 시스템 개발을 통해  물살균, 세포 사멸, 광역동 치료 등 시장의 

막대한 파급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함.

- 인용횟수 : 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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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최덕재 서관용 저널논문

① Han-Don Um, Inchan Hwang, Deokjae Choi, and Kwanyong Seo

② Flexible Crystalline-Silicon Photovoltaics: Light Management with 

Surface Structures

③ Accounts of materials research

④ In Press

⑤ 서관용

⑥ 2021년

⑦ 10.1021/accountsmr.1c00038

* 성과의 적합성: 고효율 태양전지 개발 및 공정 에너지 소모의 막대한 절감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본 연구는 처음으로 방사선 접합을 도핑 공정 없이 구현하는 것을 성공함. 

또한 기존의 열처리 방식이 아닌 원자층 증착 방식을 통해 나노미터 두께의 산화막을 결정질 실리콘 

웨이퍼에 형성하여 최종적인 디바이스를 구현하였음. 

* 연구성과의 우수성: 위 연구는 기존 방사선 접합 형성방식의 한계점 (높은 공정 온도, 독성 물질 사용, 

태양전지 효율 감소)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연구일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보고된 방사선 접합 기반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효율 중 20.1%로 가장 높은 효율을 보였음  

* 파급효과

- 현재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의 한계로 고려되는 높은 공정 단가를 해결함과 동시에 고효율 태양전지를 

개발할 수 있어 태양전지 시장의 막대한 파급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

-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리콘 기반의 광전자 소자에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태양전지 산업 이외의 

다양한 산업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 

-인용횟수 : 0회 

15

김남우

최덕재
서관용 저널논문

① Namwoo Kim, Deokjae Choi, Hyungwoo Kim, Han-Don Um and 

Kwanyong Seo
② Silicon Microwire Arrays with Nanoscale Spacing for Radial Junction 

c-Si Solar Cells with an Efficiency of 20.5%

③ ACS Nano

④ In Press

⑤ 서관용

⑥ 2021년

⑦ doi.org/10.1021/acsnano.1c04585

* 성과의 적합성: 저비용, 고해상도의 패터닝 공정 도입을 통한 고효율 태양전지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본 연구는 고효율의 유연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에 적합한 구조로 

평가되는 마이크로 와이어 구조를 일반적인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이 아닌 소프트 리소그래피 공정으로 

구현하였으며, 기존에 고려되던 길이 조절이 아닌 나노 미터 단위의 간격 조절을 이용하여 이론적 빛 

흡수량에 근접하는 마이크로 와이어 구조를 구현함

* 연구성과의 우수성: 본 연구는 소프트 리소그래피 공정의 적용을 통해 기존 패터닝 공정인 포토 리소그래피 

공정의 한계점(낮은 해상도, 낮은 처리량, 독성 물질 사용)을 해결할 수 있는 연구일 뿐만아니라, 빛 흡수 

극대화를 위한 마이크로 와이어의 간격 조절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현재까지 보고된 마이크로 와이어 

기반 방사선 접합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효율 중 20.5%로 가장 높은 효율을 보였음  

* 파급효과

- 본 연구에서 구현한 마이크로 와이어 구조를 박막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에 적용함으로써 고효율의 유연 

태양전지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본 연구에서 적용한 패터닝 공정은 구조 제작이 필요한 광전자 소자 산업에도 적용 가능하므로, 

태양전지 산업 이외의 전기/전자 산업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 인용횟수 : 0회 

16 정지홍 송현곤 저널논문

① Yoon-Gyo Cho, Seo Hyun Jung, Jihong Jeong, Hyungyeon Cha, 

Kyungeun Baek, Jaekyung Sung, Minsoo Kim, Hyun Tae Lee, Hoyoul Kong, 

Jaephil Cho, Seok Ju Kang, Jong Mok Park*, and Hyun-Kon Song*

② Metal-Ion Chelating Gel Polymer Electrolyte for Ni-Rich Layered 



- 34 -

Cathode Materials at a High Voltage and an Elevated Temperature

③ ACS Appl. Mater. Interfaces 

④ 13, 9965-9974

⑤ 송현곤

⑥ 2021

⑦ 10.1021/acsami.0c21164

* 성과의 적합성: 고전압용 니켈 고함량 양극재에서의 금속 이온들 석출을 방지하기 위한 킬레이팅 특성을 

지닌 겔 고분자 전해질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셀 내부에서 고분자화를 이뤄서 전극과 전해질 계면 저항값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음. 킬레이팅이 가능한 기능성 작용기를 이용하여 실제 고전압 양극재의 성능 향상을 이뤄냄.

* 연구성과의 우수성: NCM (622) 전지의 용량유지율이 100 사이클 동안 기존 전해질에서는 60% 였으나, 킬레이팅 

고분자 전해질을 이용하여 90% 이상 용량이 유지되게끔 개선. 또한 섭씨 55 도에서 전지 성능을 개선함.

* 파급효과

- 국내 특허 1 건 등록 

17

조용준 양창덕 저널논문

① Donghwan Koo, Yongjoon Cho, Ungsoo Kim, Gyujeong Jeong, Junghyun 

Lee, Jihyung Seo, Changduk Yang, and Hyesung Park
② High-Performance Inverted Perovskite Solar Cells with Operational 

Stability via n-Type Small Molecule Additive-Assisted Defect Passivation

③ Advanced Energy Materials

④ 10, 2001920

⑤ 양창덕

⑥ 2020년

⑦ 10.1002/aenm.202001920

* 성과의 적합성: 페로브스카이트의 유기 첨가제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페로브스카이트는 작은 결정 알갱이들이 뭉쳐진 다결정 구조로 되어있는데 

이는 수분이나 열 등의 외부 자극에 약하기 때문에 안정성에 문제가 대두되어왔음. 이를 소량의 유기화합물을 

첨가해 문제를 해결

* 연구성과의 우수성: 미량의 유기 첨가제의 첨가를 통한 효율 향상과, 안정성의 증가

* 파급효과

- 개발한 첨가제를 이용해 다양한 광전 소자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인용 횟수 : 2회

18

정성우 양창덕 저널논문

① Jae Won Lee, Sungwoo Jung, Jinhyeong Jo, Gi Hyeon Han, Dong-Min 

Lee, Jiyeon Oh, Hee Jae Hwang, Dukhyun Choi, Sang-Woo Kim, Jun Hee 

Lee, Changduk Yang and Jeong Min Baik

② Sustainable highly charged C60-functionalized polyimide in a 

non-contact mode triboelectric nanogenerator

③ Energy & Environmental Science

④ 14, 1004

⑤ 양창덕

⑥ 2021년

⑦ 10.1039/d0ee03057k

* 성과의 적합성: C60으로 기능화된 폴리이미드를 개발하여 비접촉 방식의 고출력 나노발전기에 이용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비접촉 방식의 고출력 나노발전기의 단점인 재료 마모로 인한 출력 전력의 

감소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소재 제시

* 연구성과의 우수성: 기존 비접촉 나노발전기 대비 4.3배 더 높은 출력과 3배 높은 전하유지효율을 보여줌. 

특히나 해당 연구를 통해 세계 최초로 비접촉 방식의 도어락과 자동차 스피드센서에 적용해 우수한 성능과 

소자 안정성을 보여줌

* 파급효과

- 높은 전하 포집 특성을 가진 C60를 도입한 폴리이미드 소재를 사용하여 실제 어플리케이션 도입의 가능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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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횟수 : 2회

19

오지연 양창덕 저널논문

① Tanya Kumari, Jiyeon Oh, SangMyeon Lee, Mingyu Jeong, Jungho Lee, 

Byongkyu Lee, So-Huei Kang, Changduk Yang
② Over 13.8% efficiency of organic solar cells fabricated by 

air-processable spontaneously spreading process through water temperature 

control

③ Nano Energy

④ 85, 105982

⑤ 양창덕

⑥ 2021년

⑦ 10.1016/j.nanoen.2021.105982

* 성과의 적합성: Spontaneously spreading (SS)방법을 이용하여 glove box 바깥에서의 태양전지 활성층 제작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물의 온도를 조절하여 morphology의 변화의 관찰을 통해 물의 온도에 따라 

태양전지의 성능이 바뀐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기존 보고된 효율대비 향상함을 보여줌

* 연구성과의 우수성: 다양한 시스템에서의 적용을 성공적으로 보여줬고 해당 방법을 통해 대면적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함  

* 파급효과

- 해당 결과를 통해 R2R (roll-to-roll) 공정을 사용하여 대면적 태양전지를 달성하기 위한 관점에서 공기 중에 

제작가능한 태양전지 개발에 큰 발전을 부여함

20

이현재 

조진형 

김윤겸

이준희 저널논문

① Hyun-Jae Lee, Minseong Lee, Kyoungjun Lee, Jinhyeong Jo, Hyemi 

Yang, Yungyeom Kim, Seung Chul Chae, Umesh Waghmare, Jun Hee Lee

② Scale-free Ferroelectricity Induced by Flat Phonon Bands in HfO2

③ Science

④ 369(6509), 1343

⑤ 이준희

⑥ 2020년

⑦ 10.1126/science.aba0067

* 성과의 적합성: 기존의 강유전체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물성을 보이는 차세대 소재의 물성 분석을 통해 

추후 에너지 절감에 기여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기존의 크기에 따라 물성이 변하는 강유전체와는 다르게, 강유전성이 도메인의 

크기에 구애받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강유전 특성을 발견하여, 그 활용방안을 제시함

* 연구성과의 우수성: 기존 강유전체가 물성을 유지하기 위해 십수 nm의 scale이 필요한 것과 대조적으로 

HfO2는 1nm 이하에서도 독립적인 강유전성이 남아있음을 밝힘

* 파급효과 

- 빛이나 미세전극을 통하여 1nm 이하의 너비를 가지는 도메인을 독립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초집적 반도체 

개발 가능성 제시

- 기존 FeRAM 의 한계를 극복하여 SRAM 이나 DRAM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반도채 개발의 방향성 제시

- Science 저널 측에서 이래적이게도 PERSPECTIVE를 통하여 따로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 인용횟수: 49회

21

이현재

조진형

김창훈

이준희 저널논문

① Hyemi Yang, Hyun-Jae Lee, Jinhyeong Jo, Chang Hoon Kim, Jun Hee 

Lee
② Role of Si Doping in Reducing Coercive Fields for Ferroelectric 

Switching in HfO2

③ Physical Review Applied

④ 14(6), 64012

⑤ 이준희

⑥ 2020년

⑦ 10.1103/PhysRevApplied.14.064012

* 성과의 적합성: Si 도핑에 의한 산화물의 물성 변화가 도펀트의 화학적 효과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두 가지 

다른 상의 경계가 무너져서 발생함을 밝혀내어 추후 에너지 절감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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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HfO2에서 강유전상의 수득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도펀트인 

실리콘(Si)의 경우, 고압고온상인 강유전상을 상대적으로 안정화한다고 알려져 있었다. 본 연구에서 Si이 

도핑됨으로써, 바닥상태상인 단사정상과 강유전상의 경계를 허물어 강유전상에 단사정상의 구조가 

섞여들어가며, 그로 인하여 구조적으로 안정화 됨을 증명

* 연구성과의 우수성: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펀트가 상을 바꾸지 않고, 물성을 바꾸는 것에 비해 HfO2에 

도핑된 Si의 경우, 두 가지 다른 상들이 섞이게 하여 물성이 달라지는, 새로운 역할을 가짐을 밝혀냄

* 파급효과 

- Si의 도핑 농도 조절 등을 통하여 같은 강유전상이라도 부분적으로 보자력의 크기나 유전율을 바꿀 수 

있어, 0과 1의 두 가지 상태만이 아니라 마치 아날로그 신호와 같이 Multi-level을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

22

안장혁 이준희 저널논문

① Yeongdae Lee, Jang Hyuk Ahn, Hee-Young Park, Jeawoo Jung, Yuju 

Jeon, Dong-Gyu Lee, Min-Ho Kim, Eunryeol Lee, Chanseok Kim, 

Youngkook Kwon, Hyun-Wook Lee, Jong Hyun Jang, Jun Hee Lee, 

Hyun-Kon Song
② Support Structure-catalyst Electroactivity Relation for Oxygen Reduction 

Reaction on Platinum Supported by Two-dimensional Titanium Carbide

③ Nano energy

④ 79, 105363

⑤ 송현곤

⑥ 2021년

⑦ 10.1016/j.nanoen.2020.105363

* 성과의 적합성: 차세대 연료전지용 백금 촉매 지지체 개발을 통해 에너지 절감 효과 기대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기존의 다공성 카본 지지체 대신, 2차원 티타늄-카본 물질인 Ti3C2 

(MXene)를 지지체로 사용해 위에 담지된 백금 입자의 전도성, 안정성, 활성도를 개선

* 연구성과의 우수성: 기존 촉매인 Pt/C 대비 4.4배의 반응성, 1만회의 반복 실험 이후에도 10%의 안정도 향상

* 파급효과

- 컴퓨터 모델링을 통한 전자구조 계산으로 성능향상의 원인을 규명. 새로운 지지체의 연구 방향 제시

- 인용횟수 : 1회

23

이찬희

위태웅
이현욱 저널논문

① Chanhee Lee§, Tae-Ung Wi§, Wooseok Go, Muhammad Fahmi 

Rahman, Matthew T. McDowell, Youngsik Kim*, Hyun-Wook Lee*
② Unveiling Interfacial Dynamics and Structural Degradation of Solid 

Electrolytes in a Seawater Battery System

③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A

④ 8(41), 21804-21811

⑤ 김영식, 이현욱

⑥ 2020년

⑦ 10.1039/D0TA07358J

* 성과의 적합성: 친환경 에너지 저장 시스템 소재 분석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해수전지 시스템의 핵심 소재인 NASICON 고체전해질 연구 분야에서 전무

했던 해수 전지 구동 환경에서의 구조적/전기화학적 열화현상 분석

* 연구성과의 우수성: 고출력·안정성을 확보한 해수 배터리 시스템 설계를 위한 고체전해질 반응/분해 메커니즘 분석

* 파급효과

- 해수전지 구동시 고출력, 안정성을 확보한 고체전해질 개발 방향 제시 및 향후 고체전해질 안정성 평가를 

위한 지표가 될 수 있는 선행 연구로서 활용

- 기계신문 및 경상일보 등에 연구 성과 소개

24 위태웅 이현욱 저널논문

① Shiheng Li§, Tae-Ung Wi§, Min Ji, Zhiyang Cui, Hyun-Wook Lee*, 

Zhenda Lu*

② The Role of Polymer and Inorganic Coatings to Enhance Interparticle 

Connections Diagnosed by In Situ Techniques

③ Nano Le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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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21(3), 1530-1537

⑤ 이현욱

⑥ 2021

⑦ 10.1021/acs.nanolett.0c05035

* 성과의 적합성: 친환경 에너지 저장 시스템 소재 분석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고분자(PPy) 코팅층을 적용 및 실시간 투과전자 현미경 분석을 활용하여 부피 

변화 및 리튬 확산 특성 분석

* 연구성과의 우수성: 전도성 폴리머 코팅 적용 후 SnO2의 충방전시 부피 팽창률 약 200% 감소 및 충·방전 

400사이클 이상 수명 확보

* 파급효과

- 이차전지 소재에 적용할 수 있는 폴리머 코팅층과 산화금속 무기물 코팅층의 물리적/전기화학적 특성 비교 

분석을 통해 소재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코팅층 적용 방향 제시

- SnO2를 비롯한 합금형 음극 소재의 안정성/전기화학적 성능 개선을 위한 폴리머 코팅 연구 방향 제시

25

위태웅 이현욱 저널논문

① Aditya Narayan Singh§, Min-Ho Kim§, Abhishek Meena, Tae-Ung Wi, 

Hyun-Wook Lee*, Kwang S. Kim*
② Na/Al Codoped Layered Cathode with Defects as Bifunctional 

Electrocatalyst for High-Performance Li-Ion Battery and Oxygen Evolution 

Reaction

③ Small

④ 17(18), 2005605 

⑤ 이현욱

⑥ 2021년

⑦ 10.1002/smll.202005605

* 성과의 적합성: 차세대 에너지 저장소재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기존 배터리 양극 소재로 연구되어온 리튬 과잉 산화물 소재의 산화환원

반응을 활용하여 높은 에너지밀도 구현과 함께 우수한 촉매 활성을 가진 차세대 에너지 소재 개발

* 연구성과의 우수성: 리튬 과잉 산화물의 문제점인 전압 강하 현상을 3mV/cycle로 개선 및 높은 전류밀도에서 

IrO2(98mv/dec)보다 낮은 과전압(69.34mV/dec)을 확보함

* 파급효과

- 고전압 충전시 양극 소재의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한 우수한 성능의 촉매 개발

- 원소 도핑을 통한 물질 내 defect, dislocation을 고려하여 배터리 안정성 향상 및 촉매 활성을 증가시키는 

개발 방향 제시 

26

Imil Fadli 

Imran, 

Febrian 

Tri Adhi 

Wibowo

장성연 저널논문

① Havid Aqoma, Imil Fadli Imran, Febrian Tri Adhi Wibowo, Narra Vamsi 

Krishna, Wooseop Lee, Ashis K. Sarker, Du Yeol Ryu, Sung‐Yeon Jang
② High‐Efficiency Solution‐Processed Two‐Terminal Hybrid Tandem Solar 

Cells Using Spectrally Matched Inorganic and Organic Photoactive Materials

③ Advanced Eenergy Materials

④ 10(37), 2001188

⑤ 장성연

⑥ 2020년

⑦ 10.1002/aenm.202001188

* 성과의 적합성: EQE를 개선하고 하위 셀에서 에너지 손실을 줄임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우수한 무기 페로브스카이트/유기 하이브리드 탠덤 소자 개발

* 연구성과의 우수성: EQE를 개선하고 하위 셀에서 에너지 손실을 줄임으로써 무기 페로브스카이트/유기 하이브리드 

탠덤 소자에서 28%까지 PCE를 달성할 가능성을 검증함

* 파급효과

- SCI IF 25.245의 우수한 논문이며 상위 3% 미만의 저널에 게제됨

- 인용횟수 4회

27 Febrian 장성연 저널논문 ① Hong Nhan Tran; Sujung Park; Febrian Tri Adhi Wibowo;; Narra Vam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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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 Adhi 

Wibowo;

Krishna; Ju Hwan Kang; Jung Hwa Seo; Huy Nguyen‐Phu; Sung‐Yeon Jang; 
Shinuk Cho

② 17% Non‐Fullerene Organic Solar Cells with Annealing‐Free Aqueous 
MoOx

③ Advanced Science

④ 7(21), 2002395

⑤ 장성연

⑥ 2020년

⑦ 10.1002/advs.202002395

* 성과의 적합성: 친환경적 합성 기술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솔-겔 경로에서 물의 농도를 조절함으로써 뛰어난 전기적 특성을 가진 무

해열성 MoOx를 성공적으로 개발

* 연구성과의 우수성: 뛰어난 전기적 특성을 가진 무해열성 MoOx 개발

* 파급효과

- SCI IF 15.840의 우수한 논문이며 상위 7% 미만의 저널에 게제됨

- 인용횟수 10회

28

Muhibulla

h Al 

Mubarok, 

F e b r i a n 

Tri Adhi 

Wibowo

장성연 저널논문

① Muhibullah Al Mubarok, Febrian Tri Adhi Wibowo, Havid Aqoma, Narra 

Vamsi Krishna, Wooseop Lee, Du Yeol Ryu, Shinuk Cho, In Hwan Jung, 

and Sung-Yeon Jang

② PbS-Based Quantum Dot Solar Cells with Engineered π‑Conjugated 
Polymers Achieve 13% Efficiency

③ ACS Energy Letters

④ 5(11), 5452

⑤ -

⑥ 2020년

⑦ 10.1021/acsenergylett.0c01838

* 성과의 적합성: CQDSC 장치는 대역 간격이 좁고 온도가 낮기 때문에 저비용 발전기에 적합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TIPS-TPD 장치의 PCE (13.03%)는 보고된 SSE-Free CQDSC 중에서 성능이 

가장 우수함

* 연구성과의 우수성: 상당히 높은 PCE (13.03%)를 가지는 CQDSC 개발

* 파급효과

- SCI IF 19.003의 우수한 논문이며 상위 4% 미만의 저널에 게제됨

- 인용횟수 3회

29

박주형 장지현 저널논문

① Juhyung Park, Ki-Yong Yoon, Taehyo Kim, Hyungsu Jang, Myung-Jun 

Kwak, Jin Young Kim, and Ji-Hyun Jang
② A Highly Transparent Thin Film Hematite with Multi-Element Dopability 

for an Efficient Unassisted Water Splitting System

③ Nano Energy

④ 76, 105089

⑤ 김진영, 장지현

⑥ 2020년

⑦ 10.1016/j.nanoen.2020.105089

* 성과의 적합성: 고효율 자발적 수소 생산을 위한 광전극/태양전지 복합 전극 시스템 제작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 고투과도와 고효율을 동시에 보이는 산화철 전극 제작

- 산화철 투과도 극대화를 통한 고효율 산화철/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복합 전극 제작

- 1.23 VRHE에서 광전류밀도 2.6 mA cm-2 의 고효율 얇은 산화철 전극

* 연구성과의 우수성: 

- 단일전극으로 1.23 VRHE에서 광전류밀도 2.6 mA cm-2의 고효율 고투과도 산화철 전극 개발



- 39 -

- 듀얼전극으로 1.23 VRHE에서 광전류밀도 4 mA cm-2의 고효율 고투과도 산화철 전극 개발

- 복합전극으로 비자발적 광수소 변환 (STH) 효율 4.5% 달성

* 파급효과

- 국내 특허 1건 등록

30

강지훈 장지현 저널논문

① Jihun Kang, Jinwook Min, Sun-I. Kim, Sung-Wook Kim, and Ji-Hyun 

Jang
② Three-Level Micro-Meso-Macroporous Three-Dimensional Graphene for 

Highly Fast Capacitive Deionization

③ Materials Today Energy

④ 18, 100502

⑤ 장지현

⑥ 2020년

⑦ 10.1016/j.mtener.2020,100502

* 성과의 적합성: 마이크로-메조-매크로 기공을 가진 3D 그래핀으로 전기적 담수화 기술 적용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 마이크로-메조-매크로 기공을 통한 더 빠른 전기흡착 속도를 가능하게 하는 3D 그래핀 

- 마이크로 기공에 의해 더 많은 이온을 흡착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짐

* 연구성과의 우수성: 

- 1492.8 m2 g-1의 높은 표면적을 가진 3D 그래핀 그리고 마이크로-메조-매크로 기공을 지님

- 3D 그래핀의 gram scale 합성을 보여줌

- 9.37 mg g-1의 높은 전기흡착 용량, 2.79 mg g-1 min-1의 빠른 전기흡착 속도

* 파급효과

- 탄소 물질의 구조를 통해 더 큰 흡착 용량과 빠른 흡착 속도가 실현될 수 있음을 제시

31

박세원

박민우
최남순 저널논문

① Sewon Park, Seo Yeong Jeong, Tae Kyung Lee, Min Woo Park, Hyeong 

Yong Lim, Jaekyung Sung, Jaephil Cho, Sang Kyu Kwak, Sung You Hong, 

and Nam Soon Choi
② Replacing conventional battery electrolyte additives with dioxolone 

derivatives for high-energy-density lithium-ion batteries

③ Nature Communications

④ 12, 1

⑤ 최남순, 홍성유, 곽상규

⑥ 2021년

⑦ 10.1021/acsenergylett.1c00417

* 성과의 적합성: 차세대 배터리용 전해액 첨가제 기술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차세대 고용량 배터리 전극 소재인 실리콘 기반 음극의 반복적인 싸이클에 

따른 구조적인 열화 및 NCM811 양극재의 비가역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규 합성 첨가제를 개발하여 

전지의 장수명 및 효율을 획기적으로 성장

* 연구성과의 우수성: 신규 합성 첨가제 소재를 적용하여 400 싸이클 기준 81.5%의 용량 유지율 달성 및 고속 

(3C) 싸이클에서 100회 기준 98.9%의 높은 용량유지율 확보

* 파급효과

- 차세대 고용량 배터리의 수명 성능 및 효율을 향상시키는 신규 합성 첨가제 기술 개발

- Editor’s Highlight 논문으로 선정됨

- KBS 뉴스 등에 우수연구 성과로 소개됨

- 국내 특허 1건 등록, ㈜천보에 기술이전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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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참여대학원생 학술대회 대표실적의 우수성

■ 사업단 소속 대학원생 저명 학술지 논문의 우수성

○ 본 연구단 소속 참여 학생은 최근 1년간 A-COE, PVSEC-30 & GPVC, Global Photovoltaic Conference, 

GMEE를 포함한 각종 국제 학술 대회에서 총 38 번의 발표 및 포스터에 참여함.

○ 최근 5년간 661 번의 학생발표 (본 연구단 소속이 아닌 학생 포함) 평균에 비하면 71% 하회하는 

결과임. 다만, 최근 2년간의 코로나 이슈를 이유로 국제적인 교류 활동 마비가 걸린 것을 감안하면 

나쁜 실적이 아님.

■ 향후 추진 계획

○ 코로나 사태 이후, 백신이 보급됨에 따라 SCI급 저명 논문 게재 실적이 있는 우수 대학원생 선출 

비율을 증가시키고, Nine Bridges Fellowship 등 다양한 학술 지원 계획을 바탕으로 활발한 연구 결과 

공유 활동을 기대함. 최근 5년 간의 평균(132번)의 10%를 상회하는 145번 이상의 학술 활동 결과를 

목표로 함.
연

번

지도

교수명

참여

학생명

참여

형태
발표논문명  학회명 

장소

(국가)
날짜

1 고현협 염정희 발표

Soft Hydrogel-based Ion Conducting 

Artificial Tongue for Astringency 

Perception

추계 고문자 학회 Korea
Oct. 6-8,

2020

2 고현협 염정희 포스터
Ion Conductive Hydrogel-based Artificial 

Tongue for Astringency Perception
A-COE 2020 Korea

11. 

8-10,202

0

3 고현협 염정희 발표
Ionotronic Artificial Tongue for 

Astringency Perception

The 8th ICMAP & The 

9th ISFM
Korea

1. 

17-20,20

21

4 김진영 엽지우 포스터

Effect of Substituents of Conjugated 

Polymer Donors on The Device 

Performance of Fullerene and 

Non-Fullerene Solar Cells

The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onic Materials and 
Nanotechnology for 
Green Environment

Jeju, 

Korea

11.1-4, 

2020

5 김진영 초혜원 포스터

2D Star-Shaped Non-Fullerene Electron 
Acceptors with Modulation of J-/H-Type 

Aggregations: Molecular 
Design–Morphology–Electrical Property 

Correlation

The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onic Materials and 
Nanotechnology for 
Green Environment

Jeju, 

Korea

11.1-4, 

2020

6 김진영 이우진 포스터

High Colloidal Stability ZnO 
Nanoparticles Independent on Solvent 

Polarity and their Application in Polymer 
Solar Cells

The 30th International 
Photovoltaic Science and 
Engineering Conference 
& Global Photovoltaic 

Conference 2020

Jeju, 

Korea

11.8-13, 

2020

7 김진영 박찬범 포스터

Origin of The Luminescence Spectra 

Width in Perovskite Nanocrystals with 

Surface Passivation

Global Photovoltaic 
Conference 2021

Gwangju, 

Korea

7.7-9, 

2021

8 류정기 오현명 발표

Efficient electron extraction from 

depolymerization of biomass with 

phosphomolybdic acid for hydrogen 

evolution

한국화학공학회 

2021년도 봄 총회 및 

학술대회

부산
04.23.202

1.

9 류정기 김나영 발표

Highly Selective CH4 production by 

Photocatalytic CO2 Reduction using a 

Zn-based Polyoxometalate

한국화학공학회 부산
04.23.202

1.

10 류정기 김나영 포스터
Selective CH4 production by 

Photocatalytic CO2 Conversio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hotochemistry
온라인

7.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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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Zn-based Polyoxometalat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hotochemistry

11 서관용
이강민, 

김남우
발표

Neutral-colored transparent 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s
PVSEC-30 & GPVC 2020

Jeju, 

Republic 

of Korea

11.8-13

2020

12 서관용

이강민, 

박정환, 

임세연

발표

Enhancement of light absorption in 

transparent cyrstalline silicon solar cells 

using light-harvesting film

PVSEC-30 & GPVC 2020

Jeju, 

Republic 

of Korea

11.8-13.

2020

13 서관용 김형우 발표

Solvent Additives Coordination Effect on 

PbI₂ Precursor and High-Performance 

Perovskite Solar Cells

PVSEC-30 & GPVC 2020

Jeju, 

Republic 

of Korea

11.8-13.

2020

14 서관용

김남우, 

최덕재, 

김형우

포스터

Controlling the spacing of tapered 

silicon microwire arrays via 

micro-sphere lithography

PVSEC-30 & GPVC 2020

Jeju, 

Republic 

of Korea

11.8-13.

2020

15 서관용
박정환, 

이강민
포스터

Enhancing photovoltaic performance of 

transparent crystalline silicon solar cells 

via surface treatment based on 

wet-chemical etching

PVSEC-30 & GPVC 2020

Jeju, 

Republic 

of Korea

11.8-13.

2020

16 서관용 김남우 포스터

Optimization of light absorption in 

microwire based silicon solar cells via 

microsphere lithography 

Global Photovoltaic 

Conference 2021

Gwangju, 

Korea

7.7-9.

2021

17 서관용
진원주,

임세연
발표

Miniaturized crystalline silicon 

interdigitated back contact 

photoelectrode

Global Photovoltaic 

Conference 2021

Gwangju, 

Korea

7.7-9.

2021

18 서관용
박정환, 

이명현
포스터

Enhancing photovoltaic performance of 

transparent crystalline silicon solar cells 

via surface damage control

Global Photovoltaic 

Conference 2021

Gwangju, 

Korea

7.7-9.

2021

19 서관용 최덕재 발표

Field-induced radial junction for 

dopant-free crystalline silicon microwire 

solar cells with an efficiency of over 

20%

Global Photovoltaic 

Conference 2021

Gwangju, 

Korea

7.7-9.

2021

20 서관용 최덕재 포스터
ITO-free carrier selective contact for 

crystalline silicon solar cells

Global Photovoltaic 

Conference 2021

Gwangju, 

Korea

7.7-9.

2021

21 서관용 김형우 포스터

Solvent Additives Coordination Effect on 

PbI₂ Precursor and High-Performance 

Perovskite Solar Cells

Global Photovoltaic 

Conference 2021

Gwangju, 

Korea

7.7-9.

2021

22 이재성 강경웅 포스터

Fluorine, Titanium co-doped hematite 

for enhanced photoelectrochemical 

water splitting performance

2020 KSIEC Annual 

Meeting in Celebration 

of the 30th Anniversary

Gwangju. 

Korea

10.28-30. 

2020

23 이재성 김민경 포스터

Covalent 0D-2D heterostructuring of 

Co9S8-MoS2 for enhanced hydrogen 

evolution in all pH electrolytes

2021 Spring Meeting of 

The Korean 

Electrochemical Society

Busan.

Korea

4.8-10. 

2021

24 이재성 김민경 발표

Covalent 0D-2D heterostructuring of 

Co9S8-MoS2 for enhanced hydrogen 

evolution in all pH electrolytes

NANO KOREA 2021 

Symposium

The 19th International 

Nanotech Symposium & 

Exhibition

Goyang.

Korea

7.07-09. 

2021

25 이재성 김영경 포스터

Hetero-tandem organic solar cells drive 

water electrolysis with a 

solar-to-hydrogen conversion efficiency 

2021 Spring Meeting of 

The Korean 

Electrochemical Society

Busan.

Korea

4.08-1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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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

26 이재성 김효은 포스터

Defect engineering to improve charge 

carrier transport in the LaFeO3 

photocathode for photoelectrochemical 

water splitting

2020년도 

한국화학공학회 가을 

국제 학술대회

e-confere

nce.

Korea

10.14-16, 

2020

27 이재성 김효은 발표
Strategies to produce ammonia in 

photoelectrochemical system

NANO KOREA 2021 

Symposium

The 19th International 

Nanotech Symposium & 

Exhibition

Goyang.

Korea

7.7-9. 

2021

28 이재성 김효은 포스터
Strategies to produce green ammonia in 

photoelectrochemical system

2021 국제 여성 과학 

기술인 대회

Daejeon.

Korea

8.18-20, 

2021

29 이재성 김효은 발표

Photoelectrochemical nitrate reduction to 

ammonia on ordered silicon nanowire 

photocathodes

72nd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Electrochemistry

Jeju.

Korea
8.30-9.3, 

2021 

30 이재성 김지혜 발표

All solution based synthesis of copper 

bismuth oxide photocathode and NiO 

hole transport layer for enhancing 

oxygen reduction reaction

Nano Convergence 

Conference 2021

Gwangju. 

Korea

1.19-20, 

2021

31 장성연

Muhibul

lah Al 

Mubaro

k

포스터

High efficiency colloidal quantum dot 

solar cells achieved with molecular 

engineering of II-conjugated polymer 

hole-transport material

Global Photovoltaic 

Conference (GPVC 2021)

광주-대

한민국

7.7.-9

2021

32 장지현 박주형 포스터

A highly transparent thin film hematite 

with controlled dopability for an 

efficient unassisted water splitting 

system

2020  대한화학회

Online,So

uth 

Korea

7.4-9,202

0

33 장지현 박주형 포스터

A highly transparent and efficient 

hematite for an enhanced 

perovskite-hematite tandem water 

splitting system

2021 한국전기화학회

Busan,So

uth 

Korea

4.8-10.

2021

34 정경민 오혜성 발표

Alignment Design in Consideration with 

Tertiary Current Distribution of Thick 

Electrodes

 239th ECS Meeting
Online

(US)

5.30– 
6.3. 

2021

35 정경민 오혜성 포스터
Analysis of the Effect of Particle Shape 

on Pore Structure
PRiME 2020

Online

(US)

10.4-9, 

2020

36 정경민 김영민 발표
Analysis of Deterioration of Lithium-Ion 

Cells Through Parameter Measurement
PRiME 2020

Online

(US)

10.4-9, 

2020

37 최남순 박세원 포스터

Replacing conventional battery 

electrolyte additives with dioxolone 

derivatives for high-energy-density 

lithium-ion batteries

2021 KSIEC Spring 

Meeting

Busan 

(Korea)

05.14.

2021.

38 최남순 문현규 포스터

Unanticipated Mechanism of the 

Trimethylsilyl Motif in Electrolyte 

Additives on Nickel-Rich Cathodes in 

Lithium-Ion Batteries

2021 KSIEC Spring 

Meeting

Busan 

(Korea)

05.1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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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참여대학원생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의 우수성

■ 사업단 소속 대학원생 특허 실적의 우수성

○ 본 연구단 소속 참여 학생은 최근 1년간 저명 저널(IF > 10)의 논문과 관련된 특허를 포함하여 차세대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특허를 12편 출원함.

○ 특히, 최근 5년간 28개의 참여교수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 평균에 비해 114% 상회하는 결과물 제출.

■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의 우수성 향상 계획

○ 본 연구단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의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고급 저널의 논문 

게재와 연동하여 활발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 향상을 지향. 14편 이상(16% 상회)의 특허 출원 

목표.

○ 본 연구단에서 지원하는 변리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특허 출원, 기술이전, 창업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진행 절차에 대한 장애 현상을 제거함으로써 본 연구단의 실적 향상 가속화를 도모.

연

번

참여학생명 지도교수명 실적구분 특허, 기술이전, 창업 상세내용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의 우수성

1

박재현 강석주
특허

등록

강석주, 박재현, 안석훈, 이철우 

휘어진 헥사벤조코로넨 유도체를 포함하는 이차전지용 

음극활물질, 이를 이용한 음극 제조 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이차전지

대한민국

10-2165013

2020

본 발명은 전기음성적인 치환기가 도입된 휘어진 헥사벤조코로넨 유도체를 포함하는 음극활물질은 커패시터

와 유사한 메커니즘에 따라 고율로 리튬이온 또는 소듐이온의 충-방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짐. 또한, 본 

발명의 전기음성적인 치환기가 도입된 휘어진 헥사벤조코로넨 유도체를 포함하는 음극활물질은 리튬이온 및 

소듐이온의 저장용량이 향상된 것을 특징임. 또한, 본 발명의 음극의 제조방법에 따라 휘어진 헥사벤조코로넨 

유도체의 결정상을 일정하게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인 율속특성을 나타내고, 고율로 충-방전이 가능하며 고용량

인 이차전지용 음극활물질을 제조 가능함.

2

박재현 강석주
특허

등록

강석주, 정재호, 박재현

가역적 나트륨 공기 이차전지 및 이의 제조방법

대한민국

10-2173937

2020

본 발명은 나시콘(NASICON)을 포함하는 세라믹 기반 고체 전해질 분리막을 도입하여 고안정성을 갖는 나트륨 

공기 이차전지를 제공. 세라믹 고체 전해질 분리막을 이용하여 음극부 및 양극부를 구획화하여 양극부의 수분

을 차단하여, 양극부의 수분과 음극부의 나트륨 금속과의 접촉을 방지하고, 음극부에서 발생하는 덴드라이트 

성장을 억제할 수 있는, 가역적 나트륨 공기 이차전지를 제공할 수 있음. 또한, 세라믹 기반 고체 전해질 분리

막을 효율적인 이온 채널로 활용하고, 가역적 나트륨 공기 이차전지의 장수명 및 고효율을 실현시킬 수 있음. 

3

백경은 강석주
특허

등록

강석주, 백경은

금속-공기 이차전지의 전기화학적 성능 평가를 위한 셀 유닛 및 

금속-공기 이차전지의 전기화학적 성능 평가 방법

대한민국

10-2176864

2020

본 발명은 고온에서 금속-공기 이차전지의 전기화학적 성능 평가를 위한 셀 유닛 및 금속-공기 이차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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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학적 성능 평가 방법. 효육적으로 배터리를 가온하여 배터리 온도 조절을 통해 고온 금속-공기 이차전

지의 전기화학 반응의 유도 및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금속-공기 이차전지의 전기화학적 성능 평가를 위한 

셀 유닛을 제공함. 또한, 금속-공기 이차전지의 전기화학적 성능 평가를 위한 셀 유닛을 이용하여, 고온에서 

정확하고 정밀한 성능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금속-공기 이차전지의 전기화학적 성능 평가 방법도 제공함. 

4

이우진 김진영
특허

출원

김진영 허정우 이우진

기능화된 ZnO 나노 입자를 제조하기 위한 조성물, 이에 의해 

제조된 기능화된 ZnO 나노 입자 및 이의 제조방법

대한민국

10-22130830000

2021

기능화된 ZnO 나노 입자를 제조하기 위한 조성물 및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를 유기태양전지에 

전자수송층으로 사용했을 때 기존대비 12% 발전 효율이 향상됨. 이처럼 기능화된 ZnO 나노입자는 높은 

광전기적 특성뿐만 아니라 높은 콜로이드 안정성을 보임. 이를 바탕으로 유기태양전지 뿐만 아니라 친환경 

용액 공정을 요구하는 다양한 광전소자 제작에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됨. 

5

이강민 서관용
특허

출원

서관용 이강민 박정환

연결 전극을 이용한 투명 태양전지 모듈

한국

10-2021-0050362

2021

연결전극을 이용한 투명 태양전지 모듈의 발명을 통해, 보다 상세하게는 집적도를 높이는 동시에 비가시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연결 전극을 이용한 투명 태양 전지 모듈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전도형 (p형, n형)을 가지는 두 타입의 투명 태양 전지를 서로 교대로 배치하고 서로 이웃한 투명 태양 

전지를 연결 전극으로 연결하여 투명 태양 전지 모듈의 집적도를 높이는 동시에 비가시성의 극대화 및 

심미성 향상에 큰 기여를 기대

6

이강민 서관용
특허

출원

서관용 이강민 박정환

엣지 버스바 전극을 이용한 투명 태양 전지 모듈

한국

10-2021-0090693

2021

투명 태양 전지 모듈의 경우 비가시성과 심미성이 중시되나, 인접한 태양 전지 유닛들의 버스바 전극 간을 밀

리미터 단위의 연결 전극을 이용하여 서로 연결하게 되는 경우 연결 전극이 육안으로 식별되면서 투명 태양 

전지 모듈의 심미성을 해치는 문제점이 있음. 위의 연구는 투명 태양 전지 모듈의 집적도를 높이는 동시에 비

가시성을 극대화하며 심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엣지 버스바 전극을 이용한 투명 태양 전지 모듈을 제공하

는데 커다란 의미를 가짐. 

7

정지홍 송현곤
특허

출원

송현곤, 정지홍, 조윤교, 정서현, 공호열

FLAME- RETARDANT GEL ELECTROLYTE AND ENERGY 

STORAGE DEVICE INCLUDING THE SAME

한국

10-2021-0072117

2021

본 발명의 목적은, 전지를 비롯한 에너지 저장장치의 성능 및 안정성을 동시 확보할 수 있는 난연성 겔 전해

질을 제공하는 것이다.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전지 내부에서 겔화가 일어나는 in-situ polymerization 방법을 

새로운 물질 조합에서 발견.

8 강소희 양창덕
특허

등록

양창덕, 강소희. 유자형, 이승호, 곽상규, 이경민, 고은민

리튬 이온 기반 고체상 구아닌 사중체 및 이의 제조 방법

대한민국

10-227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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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본 발명은 리튬 이온 기반 고체상 구아닌 사중체 및 이의 제조 방법이 제공된다. 리튬 이온 기반 고체상 

구아닌 사중체는 구아닌 또는 이의 유도체 또는 잔틴 또는 이의 유도체를 포함하는 사중체 및 사중체의 

중심에 배치된 리튬 양이온을 포함

9

이현재; 

김창훈
이준희

특허

출원

이준희, 이현재, 김창훈

ULTRA HIGH-DENSITY MEMORY AND MULTI-LEVEL MEMORY 

DEVICE AND METHOD OF FABRICATING THE SAME

미국

17233608

2021

친환경 용액 기반 양자점과 이의 분산 기술, 그리고 이를 이용한 광전소자 및 바이오센서 제작기술을 

이용하여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무기 안료 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 분야에 활용 가능한 양자점 소재 생산 기술을 바탕으로, 조명,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바이오센서 등의 목표시장에 대해 우수한 양자점 소재를 공급

10

염수정 이현욱
특허

출원

이현욱, 염수정

리튬 이차전지용 음극 활물질 및 이의 제조방법

한국

10-2020-0182346

2020

본 발명은 리튬 이차전지용 음극의 제조방법으로서, 본 발명에서 적용한 불활성 질소 기체 분위기 하에서의 

플라즈마 표면처리 방식을 통해 전극을 제조 하여 높은 효율의 고속 충∙방전이 가능한 우수한 리튬 이차전지

용 실리콘 및 실리콘/흑연 음극의 전기화학적 특성을 확보하였음. 해당 공정은 낮은 제조 비용과 별도의 물질 

합성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제조된 실리콘 전극은 1C 전류밀도에서 200사이클 후 높은 방전 

용량 (2502 mAh/g) 및 60.1%의 용량 보존율을 보임. 

11

박세원, 

박민우
최남순

특허

등록

최남순 홍성유 박세원 

리튬 이온전지용 기능성 전해질 조성물 및 그를 포함하는 리튬 

이온전지

대한민국

10-2263641

2021.06.04

리튬 이온전지용 기능성 전해질 조성물 및 그를 포함하는 리튬 이온 전지 (특허등록번호 : 10-2263641)의 특

허 등록이 2021년 6월 4일 완료됨. 해당 기술은 고용량 하이니켈 양극 소재 및 실리콘 기반 음극을 채택한 고

에너지 밀도 전지의 수명 및 급속 충전 특성을 향상 및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이므로, 해당 기술을 통해 국산 

전지의 고성능화를 실현하여 국내 전지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함.

12

박세원, 

박민우
최남순 기술이전

최남순 홍성유 박세원 정서영 박민우

리튬 이온전지용 기능성 전해질 조성물 및 그를 포함하는 리튬 

이온전지

㈜ 천보

100,000,000원

기술 이전일 : 2020.12.01

리튬 이온전지용 기능성 전해질 조성물 및 그를 포함하는 리튬 이온 전지 (특허등록번호 : 10-2263641)의 통

상 실시권을 전해질 생산 기업인 (주) 천보에 기술 이전함. 해당 기술은 고용량 하이니켈 양극 소재 및 실리

콘 기반 음극을 채택한 고에너지 밀도 전지의 수명 및 급속 충전 특성을 향상 및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이므로, 

해당 기술을 통해 국산 전지의 고성능화를 실현하여 국내 전지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함.

13

박세원, 

한승희, 

최가영

최남순
특허

출원

최남순 양창덕 박세원 김서영 이상면 한승희 최가영

무흐름 아연-브롬 전지용 기능성 전해액 및 이를 포함하는 무흐

름 아연-브롬 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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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10-2021-0076915

2021.06.14

무흐름 아연-브롬 전지용 기능성 전해액 및 이를 포함하는 무흐름 아연-브롬 전지 (특허출원번호 : 

10-2021-0076915)의 특허 출원이 2021년 6월 14일 완료됨. 해당 기술은 비발화 대용량 에너지저장시스템의 상

용화를 위한 핵심 기술로서, 기존 수계 레독스흐름전지의 한계점인 시스템 복잡성과 고가 활물질 사용의 문제

를 해결한 혁신 전지 기술임. 해당 기술은 태양광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그리드 전력공급을 위한 이차전

지 기반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 개발 완성에 큰 기여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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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여교수의 교육역량 대표실적

■ 신발견에 따른 교육 향상의 우수성

○ 기존 연구에서 발견하지 못한 차세대 에너지 시스템 개발에 대한 최신 연구를 기반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성 정보 제공.

○ 기존 연구와 최신 연구의 융복합적 사고 능력 향상을 바탕으로 새로운 결과 도출 가능.

○ 새로운 현상에 대한 결과 도출을 다시 새로운 결과 도출의 근거로 이용하는 교육 및 연구의 선순환성 

가속화.

연번
참여교수명

연구자등록번

호
세부전공분야

대학원 교육관련 

대표실적물

DOI번호/ISBN/인터넷 주소 

등

참여교수의 교육관련 대표실적의 우수성

1

송현곤 10084639 전기화학 저널 논문
10.1016/j.nanoen.2020.10536

3
차세대 에너지 수확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연료전지 성능 개선에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모서리 

지배적인 구조의 티타늄카바이드 위의 백금이 연료전지 구동에 우수한 성능과 내구성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기존 카본위의 백금 보다 10000 번의 수명 테스트 이후 더 높은 내구성을 보여 우수한 내구성을 지닌 

연료전지로의 상용화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기존 카본이 아닌 티타늄 카바이드의 지지체 역할을 

제안하였으며,. EXAFS, XANES를 통해 물질 조성에 따른 전자 조성을 보는 성취를 달성했다.

2

송현곤 10084639 전기화학 저널 논문
10.1021/acsenergylett.0c024

73
전력 생산량이 조절이 힘든 신재생 에너지의 특성상 광충전 배터리 개발이 필요하다. 해당 연구를 통해 

전극 물질 성능 개선을 통한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갖는 광충전배터리 개발을 해냈다. 리튬망간산화물의 

일반적인 리튬이온전지 이용 반응이 아닌 추가 리튬 삽입 반응을 이용하여 빛에너지의 저장 효율을 

개선했으며 리튬 이온이 리튬망간산화물 내로 더 빠르게, 더 많이 저장되는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충전 

효율을 높이고, 그에 따라 실내조명의 광-충전 에너지 효율을 13.2%까지 개선하여 보고된 최고의 효율을 

달성했다.

3

송현곤 10084639 전기화학 저널 논문 10.1021/acsami.0c21164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 및 수명특성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시도들이 있어왔다. 해당 연구는 

고전압용 니켈 고함량 양극재에서의 금속 이온들 석출을 방지하기 위한 킬레이팅 특성을 지닌 겔 고분자 

전해질를 개발하여 기존 알려진 성능 이상을 구현해냈다. 셀 내부에서 고분자화를 이뤄서 전극과 전해질 

계면 저항값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음. 킬레이팅이 가능한 기능성 작용기를 이용하여 실제 고전압 양극재의 

성능 향상을 이뤄냈다. NCM (622) 전지의 용량유지율이 100 사이클 동안 기존 전해질에서는 60% 였으나, 

킬레이팅 고분자 전해질을 이용하여 90% 이상 용량이 유지되게끔 개선했으며, 섭씨 55 도에서 전지 성능을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4

양창덕 10169769 신재생에너지 저널 논문

https://www.sciencedirect.co

m/science/article/pii/S22112

85521002408

(10.1016/j.nanoen.2021.1059

82)

Spontaneously spreading (SS)방법을 이용하여 공기 중에서의 태양전지 활성층 제작을 통해 넓은 면적에서의 

태양전지 시스템의 다양한 적용가능성을 확인함. 또한 물의 온도를 조절하여 morphology의 변화의 관찰을 

통해 물의 온도에 따라 태양전지의 성능이 바뀐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다양한 시스템에서의 적용도 

성공적으로 보여줌.    

5

양창덕 10169769 신재생에너지 저널 논문

https://pubs.rsc.org/en/conte

nt/articlelanding/2021/ee/d0

ee03057k#!divAbstract

(10.1039/D0EE03057K)

서로 다른 두 물질이 마찰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나온 비 접촉 대전 현상을 이용해 주변의 

기계적인 에너지를 유용한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마찰발전기의 전기 출력을 높이기 위해 소재에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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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 포집 특성을 부여하고자 탄소 동소체인 C60의 기능화된 폴리이미드를 개발해 기존 나노발전기에 비해 

4.3배 더 높은 출력과 3배 높은 전하유지효율의 성능을 보여줌. 특히나 해당 연구를 통해 세계 최초로 

비접촉 방식의 도어락과 자동차 스피드센서에 적용해 우수한 성능과 소자 안정성을 보여줌.

6

이재성 10087281 촉매공학
대학원 교과목 개발 및 

개설 
수소 경제와 탄소 중립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이용하여 물에서 "녹색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 꼭 필요함. 실질적으로 태양 에너지는 풍부하고 청정하기 때문에 재생 가능한 에너지이지만, 

낮은 에너지 밀도, 계절 및 날씨의 영향에 의한 간헐적인 에너지 생산, 불균등한 지구 표면으로의 분포 

등의 문제점이 있음. 태양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수소)로 변환하는 기술은 대규모 보급이 가능하려면 훨씬 

더 많은 개발이 필요함. 따라서 본 수업은 태양광 수소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을 자세히 설명하여 환경 친화적 차세대 에너지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함.

○ 서론-수소 경제

○ 광촉매(PC) 물 분해

○ 광전기화학(PEC) 물 분해

○ PV-EC(Photovoltaic-Electrochemical) 물 분해

○ 인공 광합성 - 광화학 CO2 감소

7

이창영 11004415 화학공학 저널 논문 10.1021/acsami.0c19153

우수한 국제 학술지(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에 그래핀을 활용하는 다양한 전자공학 분야에서 

활용 될 수 있는 주제의 연구를 발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type 도핑에 비해 널리 연구되지 않은 알칼리 

금속을 이용한 비침습적 그래핀 n-type 도핑에 편리하고 강력한 방법을 개발하였다.

8

이창영 11004415 화학공학 저널 논문 10.1021/acsanm.1c01082

본 연구에서는 마스크에 탄소나노튜브 층을 형성함으로써 코로나 바이러스 살균에 효과가 있는 것을 

보였다. 마스크의 폴리프로필렌 표면에 나노스파이크 형태의 구조를 형성하여 초소수성을 보이고, 태양빛 

아래에서 거의 99%에 달하는 살균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해당 연구는 국제 학술지(ACS Applied Nano 

Materials)에 발표되었고, 탄소나노튜브 스프레이 코팅 방식으로 간편하게 호흡기 질환에 대한 비용 

효율적인 개인 보호 기능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였다. 

9

최남순 10117105
에너지 저장 

시스템용 유기재료
저널 논문

10.1021/acsenergylett.1c004

17
차세대 고용량 배터리 전극 소재인 실리콘 기반 음극의 반복적인 싸이클에 따른 구조적인 열화 및 NCM811 

양극재의 비가역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규 합성 첨가제를 개발하여 전지의 장수명 및 효율을 

획기적으로 성장하였다. 신규 합성 첨가제 소재를 적용하여 400 싸이클 기준 81.5%의 용량 유지율 달성 및 

고속 (3C) 싸이클에서 100회 기준 98.9%의 높은 용량유지율 확보하였다.

10

최남순 10117105
에너지 저장 

시스템용 유기재료
저널 논문 10.1021/acsami.0c11996

차세대 고용량 배터리 전극 재료인 NCM 소재 양극재의 큰 문제인 잔류리튬 형성에 따른 TMS 기반 

첨가제의 작동 기작을 파악함으로써 TMS 기반 첨가제의 적용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TMS 기반 

첨가제의 양극 소재에 따른 작동 기작 확인을 통한 첨가제 도입의 방향성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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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의 국제화 전략 

 ➀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화 현황 및 계획

현황

■ 교육 인프라 향상 계획

○ 외국어 강의 및 영어 공용화 사업

·UNIST의 모든 강의는 100% 영어 강의로 진행 중

·UNIST의 모든 학위논문은 100% 영어로 작성함

- 국제적 수준의 교육/연구/행정 지원을 위한 캠퍼스 영어공용화 프로젝트

○ 영어논문교정 서비스 지원 계획

·목적: UNIST 구성원의 영작문(논문, 과제 등)에서 한국인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문법적 

오류 혹은 표현을 감수하여 정확한 영어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

·내용:

- 언어교육원 소속 원어민강사 9명이 감수

- Editing Service 시행 (유료)

- Writing Tutorial Service 시행 (학생 위주의 감수)

- Writing Center 구축을 위한 사전 준비

○ 우수 외국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유치 현황 및 계획

·목적:

- 2030년 세계 10위권 대학으로의 도약에 기여할 세계적 인적 구성

- 우수한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여 UNIST의 국제화 지표 향상에 기여

- 영어 100% 강의 등 국제적 분위기의 캠퍼스 환경 조성에 기여

- 국내 고교 출신 학생들의 국제적 감각 체득에 기여

- 성장 잠재력이 큰 국가의 우수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

- 국제 학술 및 문화 교류에 우리 대학의 공헌도 향상에 기여

○ 우수 외국인 및 재외국민 특별전형 유치 세부안

·각국 상위 1% 과학영재 유치

·본교 진학 이후의 수학 능력을 최우선 고려

·전략적 집중 유치국가: 카자흐스탄, 터키, 베트남,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등

·안정적 홍보 체계 구축

- 주요국 국비 유학생 유치

- 각국 정부 및 교육기관과의 학생 유치관련 MOU 체결

- 주요국 영재학교 및 최우수 명문고 방문설명회 (2019년)

- 주요 국가별 핵심 고교 조사 및 분석

- 각 고교별 특징적인 커리큘럼 조사 및 분석

- 각 국가의 대학입학고사 및 성적 분포 현황 조사 및 분석

- 각 정부의 장학 사업에 적극 참여

- 각국 정부와 새로운 장학 프로그램 개발

-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홍보활용

■ 국제교류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 컨텐츠 교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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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English 및 문화탐방 프로그램 운영 실적 및 계획

·목적: 어학능력을 향상시키고 현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안목 형성과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전공 교육 및 연구관련 해외교류프로그램 운영 계획

·목적: 외국대학의 교육 및 연구시설을 경험할 수 있는 장단기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전공에 대한 선진지식을 학습하고 해당국가의 문화 및 언어 습득을 통한 글로벌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배양

·내용:

- 교환학생 프로그램 (Student Exchange): 학생들의 문화 경험 및 언어 역량 향상, 전공 

지식을 위해 정규학기의 한 학기 또는 일 년 동안 협정교에서 수학한 후 학점을 

인정받는 프로그램

- 계절학기 (Summer Session): 여름 계절학기 동안 자유롭게 협정교 및 비협정교의 현지 

강의와 수업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는 프로그램

- IAESTE 인턴쉽 프로그램: IAESTE (국제이공계인턴교류협회)가 주관하여 대학, 기업, 

연구소 등에서 관심 분야, 전공의 실무경험을 수행한 후 취득한 학점을 산업체 

인턴쉽 학점으로 인정받는 유급 해외 인턴쉽 프로그램

- 해외 기관 연구 인턴쉽 프로그램 (UROP): 여름/겨울 방학 기간 중 4주~8주 동안 

외국대학 교수의 연구실에서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취득학점을 연구 인턴쉽 

학점으로 인정받는 프로그램

- 학술활동프로그램 (Student Academic Activities): 전공 관련 해외학회 등 학술행사 

참석을 통해 연구에 대한 역량 강화와 글로벌 연구 문화 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 대학원생 국제 교류 지원 계획

○ Nine Bridges & Star Fellowship 장학생 대학원생 참여 실적

○ 취지: 대학원생 중 세계적인 과학자로 성장할 가능성 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첨단융합학문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최우수 대학원생 유치를 통해 대학원 과정을  

성화하여 UNIST가 세계적인 과학기술 특성화 연구 중심대학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고자 함.

○ 대상: 대학원의 학업성취도 및 잠재적 연구능력이 예상되는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 

신입생과 SCI급 우수 논문 게재실적이 있는 석 ․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 재학생

○ 지원 금액

·3년간최대 9천만원 (연간 3천만원, 최대3년 지원)

·해외 Lab 파견경비 지원(6개월 이상, 최대 3천만원 지원)

■ 기타 교육 프로그램 국제화 계획

○ 학생 서비스 시스템 영어화 계획

·목적:

- 학사관리팀에서 발간하는 모든 자료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외국인학생 및 교원이 

충분한 학사정보를 얻도록 하며 국내학생들도 영문으로 정보를 습득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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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ST 전 구성원들이 보다 다양한 영어환경에 노출되도록 한다는 궁극적 목표달성의 

발판이 되도록 함

·내용:

- 대학원 주요 행사, 세미나 등 개최 시 영문 메일 및 포스터 안내

- 영문 Academic Life Guidebook 발간

1) - 학부 및 대학원 수강신청 안내를 위한 영문 수강편람 및 교육과정편람 발간

2) - UNIST Academic Calendar 영문 제작 및 배포

실적

및

추진 

계획

■ 류정기

○ 대학원생 교류 계획:

·배상현 학생: 스위스 Zurich 대학(UZH) 파견, 2022. 03. ~ 2022. 06. Tilley 교수와 

국제공동연구 수행 예정

- Tilley Group의 Dual-Working Electrode 및 Potential-Sensing Atomic Force 

Spectroscopy 실시간 분석 활용 방법 및 노하우 습득

- 최종적으로, 실시간 분석 기반 분자 산화물 및 고분자아민의 광전기화학적 물 

산화반응 심층 분석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고효율/고안정성의 광촉매 설계 시도

■ 서동화

○ 대학원생 연구인력 파견 계획:

·박상욱: 캐나다 McGill대 파견 계획 / Jinhyuk Lee 교수 / 2021.11. ~ 2022.09.

-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지원하여 Jinhyuk 

Lee 교수와 국제공동연구 수행 예정. 공동연구의 최종 목표는 제일원리 양자계산 

기반 리튬과잉 양이온-무질서-암염구조 양극재 개발 및 성능 최적화. 본 연구실에서 

합성한 신규 저리튬 고망간 DRX 소재에 대한 이해와 추가적인 연구 지도를 위해 

Jinhyuk Lee 교수의 역량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이재성

○ 대학원생 교류 실적:

·김민경: 스위스 EPFL 파견, 2020.9.1.-2020.11.30. Kevin Sivula 교수와 국제 협력 과제 

수행 (2019 한-스위스 박사과정생 연수사업). UNIST에서 개발한 Co9S8-MoS2 수소생산 

전기촉매를 EPFL의 광전극에 조촉매로 적용하는 연구 진행

■ 이준희

○ 대학원생 연구인력 파견 계획:

·조진형 : 미국 University of Tennessee, 오크리지 국립연구소 파견, 2021.09 ~ 2022.04. 

- 윤미나 박사와 공동연구 수행

- 오크리지 연구소의 슈퍼컴퓨터를 활용하여 양자 컴퓨터를 위한 소재개발 및 현상에 

관한 이론적 연구로 양자 컴퓨터 소재에서 중요시되는 스핀-스핀 얽힘             

효과에 대한 중요 인자 파악 및 중요 인자를 활용한 신소재개발 인공지능 구축

·최지훈 : 미국 University of Tennessee, 오크리지 국립연구소 파견, 2021.08~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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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참여대학원생 국제공동연구 현황과 계획

- 윤미나 박사와 공동연구 수행

- 산화하프늄 강유전체 상의 실제 환경에서 증착하기 위한 온도, 레이저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플랫밴드를 형성하기 위한 조건 파악

■ 이현욱

○ 대학원생 교류 실적:

·이찬희: 미국 조지아텍 파견, 2020.01 ~ 2021.07. Matthew McDowell 교수와 

국제공동연구로 전고체전해질 연구 수행. 고체전해질의 열화현상 규명 연구를 통해 J. 

Mater. Chem. A. 1저자 게재. 압력 센서를 이용한 전고체전지의 실시간 압력 측정 및 

그 이해를 통해 1저자로 ACS Energy Letters (accepted) 및 공동저자로 Nature Materials 

(10.1038/s41563-020-00903-2) 1편, Joule (accepted) 1편의 논문을 게재하였음. 1년 

반만에 우수한 저널의 논문 4편의 실적을 창출함

■ 향후 추진 계획

·코로나 사태 이후, SCI급 저명 논문 게재실적이 있고 영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대학원생의 선출 비율을 20% 이상 증가시켜 활발한 연구 교류 활동 증진 계획 필요시 

해외 타 연구실과의 교환협력 학생을 선출하여 활발한 연구 기술 교류 및 공동 연구

현황

■ 대학원생 해외 연구실 공동연구 계획

○ 최근 5년간 다수의 연구책임자들이 해외 우수 학자들과 교류를 통해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대학원생들의 해외 공동연구로 확장을 하고자 함

○ 주로 미국 소재의 대학들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유럽을 포함한 대륙에 속한 우수 

연구실에도 공동연구 협의를 계획 중임

○ 대학원생과 그 지도교수가 같이 방문하여 15일 이상 체류하면서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음

■ 대학원생 장단기 해외연수 계획

○ 목적 : 대학원생의 연구 여건 개선 및 국제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연수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고자 연수비를 지원

○ 지원 자격 : 박사과정 재학생, 수료예정자, 수료자 (연구생등록자)

○ 연수 기간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실적
및

추진 
계획

■ 국제 공동 연구 실적 요약

○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Science(IF : 41.845) 1편 및 Nature materials(IF :43.841) 1편을 포함하여 

총 5 편의 논문을 게재함.

○ 최근 5년간의 28편의 국제 공동 연구 실적 평균치에 비해 0.6편 하회함. 다만, 코로나로 인한 

국제 교류 현상 속도 저하 혹은 현재 제출했거나, revision 중인 논문을 감안하면 높은 실적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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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추진 계획

○ 코로나 사태 이후, 교류 및 파견 실적 평가가 우수한 연구팀의 선출 비율을 20% 이상 증가시켜 

활발한 연구 교류 활동 증진 계획

○ 주기적인 온라인/오프라인 미팅을 통한 국제적 보고 체계망 구축. 교수 및 학생들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하여 이론적/실험적 실패 요인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상호간의 

과학적/기술적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동시진행적 연구 방향 제시

연
번

공동연구 참여자 

상대국
/ 소속기관

국제 공동연구 실적
DOI 번호/ISBN 등 
관련 인터넷 link 

주소

교육 
연구단 
참여학생
/ 지도교수

국외 
공동연구자

1
오지연

/ 양창덕

Lie Chen 

; Yiwang 

Chen

중국/ 

Nanchang 

University

 Xuexiang Huang, Jiyeon Oh, Yujun Cheng, 

Bin Huang, Shanshan Ding, Qiannan He, 

FeiYan Wu, Changduk Yang*, Lie Chen*, and 

Yiwang Chen, "Narrow Band-gap Materials 

with Overlapping Absorption Simultaneously 

Increase the Open Circuit Voltage and 

Average Visible Transmittance of 

Semitransparent Organic Solar Cells", J. Mater. 

Chem. A, 2021. 9. 5711-5719

10.1039/D0TA11

203H

2
오지연

/ 양창덕

Lie Chen ; 

Yiwang 

Chen.

중국/ 

Nanchang 

University

Yujun Cheng, Hui Jin, Jiyeon Oh, Xuexiang 

Huang, Ruizhi Lv, Bin Huang*, Zaifei Ma, 

Changduk Yang*, Lie Chen and Yiwang Chen, 
“Structural Similarity Induced Improvement in 

the Performance of Organic Solar Cells Based 

on Novel Terpolymer Donors Structural 

Similarity Induced Improvement in the 

Performance of Organic Solar Cells Based on 

Novel Terpolymer Donors,” J. Mater. Chem. 

A, 2021, 9, 9238-9247

10.1002/D1TA0097

1K

3

이현재;

조진형;

김윤겸

/ 이준희

Umesh 

Waghmare

인도 / 

Jawaharlal 

Nehru Centre 

for Advanced 

Scientific 

Research

Hyun-Jae Lee, Minseong Lee, Kyoungjun Lee, 

Jinhyeong Jo, Hyemi Yang, Yungyeom Kim, 

Seung Chul Chae, Umesh Waghmare, Jun Hee 

Lee (2020), Scale-free ferroelectricity induced 

by flat phonon bands in HfO2. Science, Vol. 

369, Issue 6509, pp. 1343-1347.

10.1126/science.ab

a0067

4
이찬희

/ 이현욱

McDowell, 

Matthew T.

미국 /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John A. Lewis, Francisco Javier Quintero 

Cortes, Yuhgene Liu, John C. Miers, Ankit 

Verma, Bairav S. Vishnugopi, Jared Tippens, 

Dhruv Prakash, Thomas S. Marchese, Sang 

Yun Han, Chanhee Lee, Pralav P. Shetty, 

Hyun-Wook Lee, Pavel Shevchenko, Francesco 

De Carlo, Christopher Saldana, Partha P. 

Mukherjee, Matthew T. McDowell*, Linking 

void and interphase evolution to 

electrochemistry in solid-state batteries using 

operando X-ray tomography,  Nature 

Materials, 20 (4) 503-510 (2021).

10.1038/s41563-02

0-00903-2

5 최아름 Lee, Seok 싱가폴 / Caitian Gao, Yezhou Liu, Bingbing Chen, 10.1002/adma.2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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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욱 Woo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Jeonghun Yun, Erxi Feng, Yeongae Kim, 

Moobum Kim, Ahreum Choi, Hyun-Wook Lee, 

Seok Woo Lee*, Efficient low-grade heat 

harvesting enabled by tuning the hydration 

entropy in an electrochemical system, 

Advanced Materials, 33 (13) 2004717 (2021).

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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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역량 영역

□ 연구역량 대표 우수성과

■ 연구단 연구 실적 분석

○ 본 연구단은 울산과학기술원 에너지공학과 소속 28명의 교수로 구성됨. 2015년 이후 SCI(E)급 

국제학술지에 매년 200편 이상의 논문 발표. 이중 80% 이상의 논문을 분야별 상위 10% 이내 

저명학술지에 게재함. 2020년 9월 이후에는 SCI(E)급 국제학술지에 182편의 논문을 게재하였고 

출판 논문들의 Impact factor 총합은 2,316.5, 평균 12.73로 양적, 질적으로 매우 우수함. 이중 

73% 이상의 논문을 분야별 상위 10% 이내 저명학술지에 게재하여 질적으로 우수하고 

참여교수 대표성과로 논문 63편 (참여교수별 최대 3편씩)의 평균 IF 16.11, JCR기준 평균 상위 

7.4% 이내로 지난 1년간 본 연구단 참여연구자들의 평균적인 연구실적과 대표연구실적 모두 

정량적, 정성적으로 매우 우수함을 알 수 있음.

○ 특히 Science 2편, Nature 1편, Nature Energy 1편, Nature Materials 2편, Energy 

Environmental Science 3편 등 1% top-tier저널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하여 그 논문 게제 

비율이 4.5%에 이름. IF 15이상의 우수 저널에 출판된 논문들이 57편으로 32.5%로 매우 높음. 

또한 그 연구 분야가 태양전지, 이차전지, 에너지 하베스트, 촉매,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저널명 IF 출판 편수 연구 분야

Science 41.845 2 태양전지, 소재

Nature 42.778 1 태양전지

Nature Energy 46.495 1 이차전지

Nature Materials 38.663 2 이차전지, 소재

Energy Envion. Sci. 30.289 3 이차전지, 태양전지, 머신러닝

Adv. Mater. 27.398 3 에너지 하베스트, 이차전지, 소재

Adv. Energy Mater. 25.245 8 이차전지, 태양전지, 촉매

Prog. Polymer Sci. 22.62 1 소재

ACS Energy Lett. 19.003 5 이차전지, 태양전지, 촉매

Adv. Func. Mater. 16.836 9 이차전지, 태양전지, 촉매, 수소

Nano Energy 16.602 12 태양전지, 촉매, 수소

Energy Storage Mater. 16.28 7 이차전지

Adv. Sci. 15.84 3 태양전지, 수소

○ 2020년 중앙 정부 연구비 수주 실적의 경우 교수 당 5억 9660만원으로 지난 3년 

(2017-2019)간의 평균 4억 9235만원보다 32% 향상된 수치임. 다만 연구단 국내외 산업체 

연구비 수주 실적이 33억/년에서 19억/년으로 감소하였음. 

■ 연구역량 향상 추진계획

○ 향후 에너지 산업 및 연구개발에 있어 게임체인저가 될 인공지능/머신러닝 기술을 연구에 적극 

도입/접목하고 있음. 예로 Energy Environ. Sci. (IF 30.289)에 출판된 “Machine Learning-Assisted 

Development of Organic Photovoltaics via High-Throughput In-Situ Formulation” 논문은 머신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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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고성능 유기 태양전지의 소재를 효율적으로 탐색한 연구 결과로 에너지-머신러닝 

융합연구의 우수한 예임. 본 연구팀의 많은 연구 그룹에서 머신러닝을 적극적으로 연구에 도입할 수 

있도록 에너지-머신러닝 융합 교육을 진행하여 연구효율 및 역량을 향상시킬 것임.

○ 2020년 9월 이후 연구단의 국내외 산업체 연구비 수주 실적이 감소된 원인은 COVID-19 사태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산업체들의 영업이익 감소로 인한 가용 연구비 감소, 인적 교류의 한계로 인한 

산업체와의 협력관계 단절이 주요인으로 판담됨.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을 활용한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원활한 온라인 교류를 위해 대회의실에 다자간 영상 회의 시스템 구축하고 있음. 

또한 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특별 교육과정 및 연구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기업맞춤형 

계약학과를 통해 인재를 선 육성, 후 채용하고 다양한 공동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협의 중임. 이를 통해 산업체와의 활발한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산업체 연구비 실적을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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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교수 연구역량 

 1.1 중앙정부 및 해외기관 연구비 수주 실적 

항 목

수주액(천원) 

3년간(2017.1.1.-2019.12.31.) 실적

(선정평가 보고서 작성내용)

최근 1년간(2020.9.1.~2021.8.31.) 

실적
비고

중앙 정부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

41,001,834 18,190,473

해외기관(산업체 제외) 
연구비 수주 총 (환산)입금액

355,809 0

이공계열 참여교수 수 28 28

1인당 총 연구비 수주액 1,477,059 649,660

<표 3-1> 최근 1년간(2020.9.1.-2021.8.31.) 이공계열 참여교수 1인당 중앙정부 및 해외기관 연구비 수주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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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업적물

➀ 참여교수 연구업적물의 우수성

연

번

참여

교수명

연구

자등

록번

호

이공

계열/

인문

사회

계열

전공

분야
실적

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세부

전공

분야

대표연구업적물의 적합성과 우수성

1

강석주
1013

5890

이공

계열

유기

전자

재료
저널

논문

① 저자명: Jaehyun Park, Ju Hyun Park, Minseok Yang, Se Hun 

Joo, Sang Kyu Kwak, Seokhoon Ahn, Seok Ju Kang
② 논문제목: Solid Solution of Semiconducting Contorted Small 

Molecules for High-Performance Li/Na-Ion Host Electrodes

③ 학술지명: Energy Storage Materials

④ 권(호), 페이지: 36, 123-131
유무

기 

소자

⑤ 공동저자중 참여교수: 강석주, 곽상규

⑥ 게재연도: 2021년

⑦ DOI 번호: 10.1016/j.ensm.2020.12.021

* 성과의 적합성: 차세대 에너지 저장소재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기존의 삽입형 그래파이트 대신, controted hexabenzocoronene (cHBC)와 

tetra-fluorinated derivative (FcHBC)를 음극으로 활용하여 리튬/소듐 이온 전지의 충/방전 특성을 향상

* 연구성과의 우수성: 리튬이온 전지뿐만 아니라 소듐이온 전지에도 활용가능

* 파급효과

- 컴퓨터 모델링을 통한 구조 및 리튬 삽입/탈리 원리를 규명. 새로운 음극소재 개발 방향 제시

- 국내특허 1건 출원

2

강석주
1013

5890

이공

계열

유기

전자

재료
저널

논문

① Eunmi Im, Jong Hun Ryu, Kyungeun Baek, Geon Dae Moon, 

Seok Ju Kang

② “Water-in-salt” and NASICON Electrolyte-Based Na–CO2 
Battery

③ Energy Storage Materials

④ 37, 424-432
유무

기 

소자

⑤ 강석주

⑥ 2021년

⑦ 10.1016/j.ensm.2021.02.031

* 성과의 적합성: 차세대 에너지 저장소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수계전해액과 비수계전해액을 동시에 사용하여 소듐이산화탄소 전지의 

충/방전 특성을 획기적으로 향상 

* 연구성과의 우수성: 하이브리드 전해액을 이용하여 공기중에 안정적인 전지 개발

* 파급효과

- 새로운 전지 형태 개발방향 제시. 국내특허 1건 출원

3
강석주

1013
5890

이공
계열

유기
전자
재료

저널
논문

① Kijoo Eom, Sangyun Na, Joong-Kwon Kim, Hyunhyub Ko, 
Jungho Jin, Seok Ju Kang 
② Engineering Crystal Phase of Nylon-11 Films for Ferroelectric 
Device and Piezoelectric Sensor

③ Nano Energy

④ 88, 106244
유무
기 

소자

⑤ 강석주, 고현협

⑥ 2021년

⑦ 10.1016/j.nanoen.2021.106244

* 성과의 적합성: 차세대 에너지 소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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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나일론-11 델타페이즈 결정 필름을 강유전체 소자와 압전소자에 동시에 

사용하여 소자 특성을 향상

* 연구성과의 우수성: 4.6 µC/cm2의 잔여 양극화 발생 및 20 µm 두께의 투명한 필름 합성 

* 파급효과

- 나일론-11로 강유전체 소자와 압전소자에 둘다 적용하여 새로운 에너지 소재 개발 방향 제시

- 국내특허 1건 출원

4

고현협
1064

1937

이공

계열

재료

공학

저널

논문

① Seungse Cho, Dong-hee Kang, Hyejin Lee, Minsoo P. Kim, 

Saewon Kang, Ravi Shanker, Hyunhyub Ko
② Highly Stretchable Sound-in-Display Electronics Based on 

Strain-Insensitive Metallic Nanonetworks

③ Advanced Science

④ 8(1), 2001647나노

소재

및소

자

⑤ 고현협

⑥ 2021년

⑦ 10.1002/advs.202001647

* 성과의 적합성: 소리를 내는 신축성 디스플레이 소자의 구현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기존의 디스플레이 소자에 변형 내성을 지닌 금속 나노네트워크의 도입을 

통해 저전압에서 구동 가능한 고 신축성 디스플레이 소자를 개발함

* 연구성과의 우수성: 소리와 디스플레이의 일치를 통한 소리의 시각화 장치의 개발

* 파급효과

-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의 human-machine interface 적용 방법 모색 가능

- 국내특허 1건 등록. 인용횟수: 3회

5

고현협
1064

1937

이공

계열

재료

공학

저널

논문

① Young-Ryul Kim, Minsoo P. Kim, Jonghwa Park, Youngoh Lee, 

Sujoy Kumar Ghosh, Jinyoung Kim, Donghee Kang, Hyunhyub Ko
② Binary Spiky/Spherical Nanoparticle Films with Hierarchical 

Micro/Nanostructures for High-Performance Flexible Pressure 

Sensors

③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④ 12(52), 58403나노

소재

및소

자

⑤ 고현협

⑥ 2020년

⑦ 10.1021/acsami.0c18543

* 성과의 적합성: 심장 박동과 호흡량을 감지할 수 있는 압력 센서의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두 가지 모양을 가진 나노 입자의 맞물린 구조를 통해서 고 민감도와 빠른 

반응 속도를 가진 압력 센서를 구현

* 연구성과의 우수성: 넓은 범위의 압력에 대한 선형적 반응을 보이는 압력 센서의 개발

* 파급효과

- 스프레이-코팅 기법의 제작 방법을 통해서 간단히 제작 가능하여 대량 생산 가능성을 높임

- 넓은 범위의 압력에서의 이력현상 없이 선형적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human-machine interface에서의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수집 가능함

- 인용횟수: 3회

6 고현협
1064

1937

이공

계열

재료

공학
저널

논문

① Youngoh Lee, Jinyoung Myoung, Soowon Cho, Jonghwa Park, 

Jinyoung Kim, Hochan Lee, Youngsu Lee, Seungjae Lee, Chunggi 

Baig, Hyunhyub Ko

② Bioinspired Gradient Conductivity and Stiffness for Ultrasensitive 

Electronic Skins

③ ACS Nano

④ 15(1), 1795나노

소재

및소

⑤ 고현협

⑥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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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⑦ 10.1021/acsnano.0c09581

* 성과의 적합성: 고민감도의 인공전자피부 구현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기존의 마이크로돔 구조에서 표면에 전도성과 강도의 계층화를 통해 

민감도를 향상시킨 전자 피부를 구현

* 연구성과의 우수성: 저전압에서 구동 가능하며, 서로 다른 전도성의 코팅 층을 통해서 기존 연구의 10배 

향상된 민감도로  넓은 압력 범위를 감지할 수 있는 전자 피부를 구현

* 파급효과

- 고민감도 센서를 통한 압력의 계측으로 머신 러닝을 위한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음

- 음성 감지, 약한 세기의 기체 유량 검사와 헬스케어 모니터링 등의 적용을 기대할 수 있음

- 인용횟수: 3회

7

곽상규
1100

4853

이공

계열

화학

공학

저널

논문

① Onur Buyukcakir, Jaegeon Ryu, Se Hun Joo, Jieun Kang, Recep 

Yuksel, Jiyun Lee, Yi Jiang, Sungho Choi, Sun Hwa Lee, Sang Kyu 

Kwak, Soojin Park, Rodney S. Ruoff

② Lithium Accommodation in a Redox-Active Covalent Triazine 

Framework for High Areal Capacity and Fast-Charging Lithium-Ion 

Batteries

③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④ 30(36), 2003761
화공

열역

학

⑤ 곽상규

⑥ 2020년

⑦ 10.1002/adfm.202003761

* 성과의 적합성: 리튬이온배터리 음극 소재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새로운 유형의 redox-active covalent triazine framework (rCTF) 음극 소재 개발

* 연구성과의 우수성: 새롭게 개발된 rCTF 음극 소재는 1190 mAh/g의 고용량과 우수한 사이클 안정성을 

나타냈으며, 20C의 고속 충전 속도에서도 500 mAh/g의 가역 용량과 우수한 사이클 안정성을 보임

* 파급효과

- 계산 과학을 통해 리튬 삽입/탈리 원리를 규명하고 새로운 음극 소재 개발 방향 제시

- 인용횟수: 9회

8

곽상규
1100

4853

이공

계열

화학

공학

저널

논문

① Xiaobo Shang,Inho Song,Jeong Hyeon Lee,Wanuk Choi,Jaeyong 

Ahn,Hiroyoshi Ohtsu,Jin Chul Kim,Jin Young Koo,Sang Kyu 

Kwak,Joon Hak Oh
② Surface-Doped Quasi-2D Chiral Organic Single Crystals for 

Chiroptical Sensing

③ ACS Nano

④ 14(10), 14146
화공

열역

학

⑤ 곽상규

⑥ 2020년

⑦ 10.1021/acsnano.0c07012

* 성과의 적합성: Supramolecular 2D chiral 구조를 갖는 OFET 기반 센서 소재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다양한 연구가 되지 않은 2D 결정 기반 물질(ClCPDI-Ph-DMF)을 합성하여, 

히드라진 도핑만으로 쉽게 광전자 성질이 향상됨을 확인

* 연구성과의 우수성: 단 5분간 히드라진 환경에 노출시켜, 합성된 물질의 광전자 성질이 크게 증가함(R: 약 6배, 

P: 약 30배, EQE: 약 6배, D*: 약 16배)을 확인했으며, DFT 계산으로 히드라진 도핑에 따른 전자친화도의 

증가 및 radical anion의 형성으로 인해 광전자 성질이 개선됨을 규명

* 파급효과

- 합성 용매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supramolecular chirality가 광전자 성질에 크게 영향을 줌을 입증

- 자가 조립된 2D 기반 chiral 유기 반도체 원편광 감지 소자로 제작하여, 양자 컴퓨터, 타원 단층 촬영 분야 

등에서의 응용이 기대됨

- 인용횟수: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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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곽상규
1100

4853

이공

계열

화학

공학
저널

논문

① Hong-I Kim,Eunhye Shin,Seung-Hyeok Kim,Kyung Min 

Lee,Jaehyun Park,Seok Ju Kang,Soonyong So,Kwang Chul Roh,Sang 

Kyu Kwak,Sang-Young Lee

② Aqueous Eutectic Lithium-Ion Electrolytes for 

Wide-Temperature Operation

③ Energy Storage Materials

④ 36, 222
화공

열역

학

⑤ 곽상규

⑥ 2021년

⑦ 10.1016/j.ensm.2020.12.024

* 성과의 적합성: 온도 및 전기화학적 안정성을 높인 전해질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기존에 사용하는 유기계 전해질이 아닌 eutectic 농도의 LiTFSI 수계전해질을 

이용하여 고온 및 저온에서 높은 안정성을 보이는 전해질을 개발 

* 연구성과의 우수성: eutectic 농도의 전해질을 이용하여 hybrid supercapacitor을 제조하였을 때 저온 (-40도) 

및 고온 (100도)에서 높은 에너지 밀도 (200 ~ 400 W/kg)를 보임

* 파급효과

- 기존 전해질 대비 열적, 전기화학적 안정성이 높아, 에너지 저장장치의 안정성 향상 및 응용범위 확대가 기대됨 

- eutectic 농도의 LiTFSI 수계전해질의 넓은 온도 가용 범위는 Li, TFSI와 물 분자가 상호작용하여 물의 

상변화를 방해하였기 때문임을 계산을 통해 밝힘  

10

곽자훈
1020

1244

이공

계열

기타

화학

공학

논문

① Konstantin Khivantsev, Nicholas R. Jaegers, Ja Hun Kwak, Janos 

Szanyi, Libor Kovarik

② Precise Identif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Catalytically Active 

Sites on the Surface of γ-Alumina

③ Angewandte Chemie

④ 60(32), 17522

화학
⑤ 곽자훈

⑥ 2021년

⑦ 10.1002/anie.202102106

* 성과의 적합성: 촉매효율의 향상을 통한 에너지 저감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감마 알루미나는 넓은 표면적과 안정성으로 인하여, 상업적인 촉매 물질로 

오래도록 사용되어져왔다. 이러한 감마 알루미나의 촉매적 특성을 이해를 위하여 다방면의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아직까지도 특별한 activity를 보이는 specific site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고 있음. 본 연구진은 IR, electron 

microscopy, 그리고 solid state nuclear magnetic resonance measurements를 통하여, OH가 열에 의하여 

dehydroxylation 되고, 그로 인해 unsaturated penta-coordinate Al site가 생성되는 mechanism을 제시함. 

* 연구성과의 우수성: 감마 알루미나 표면의 불포화된 알루미나 site에 대한 이해를 기여하고, 촉매적 특성에 

대한 origin을 밝혀낼 것으로 기대함

11

곽자훈
1020

1244

이공

계열

기타

화학

공학

논문

① Eun Jeong Jang, Jaekyoung Lee, Dong Gun Oh, and Ja Hun 

Kwak

② CH4 Oxidation Activity in Pd and Pt–Pd Bimetallic Catalysts: 

Correlation with Surface PdOx Quantified from the DRIFTS Study

③ ACS catalysis

④ 11. 5894

화학
⑤ 곽자훈

⑥ 2021년

⑦ 10.1021/acscatal.1c00156

* 성과의 적합성: 촉매효율의 향상을 통한 에너지 저감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Pd을 기반으로한 촉매에서 CH4의 산화반응 동안 표면의 Pd과 PdO 사이의 빠른 

상호전환으로 인하여, 정확한 활성점을 규명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음. 본 연구진은 diffuse reflectance 

infrared Fourier transform spectroscopy (DRIFTS)를 통하여 partially oxidized palladium(PdOx)의 양과 CH4 

oxidation activity 간의 correlation을 밝혀내어 PdOx가 CH4 산화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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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성과의 우수성: CH4 산화반응 하에서 PdOx 표면에 대한 이해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Pd 기반의 CH4 

산화반응 촉매를 발전을 시킬 것을 기대함

12

곽자훈
1020

1244

이공

계열

기타

화학

공학

논문

① Dong Gun Oh, Jaekyoung Lee, Eunseok Kim, Eun Jeong Jang, 

Ji Man Kim, JaHun Kwak
② Pd/SiO2 as an active and durable CH4 oxidation catalyst for 

vehicle applications

③ Journal of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

④ 99, 90

화학
⑤ 곽자훈

⑥ 2021년

⑦ 10.1016/j.jiec.2021.04.012

* 성과의 적합성: 촉매효율의 향상을 통한 에너지 저감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CO2보다 20배 이상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CH4의 저감은 NGVs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로 여겨져왔음. 이러한 CH4 oxidation 촉매로서 Pd/Al2O3 촉매가 널리 사용되어져왔지만, 

deactivation 문제로 인하여 내구성이 좋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음. 본 연구진는 Pd/Al2O3와 비슷한 

활성을 보이지만, Pd/Al2O3보다 더 저렴하고 더 내구성이 좋은 Pd/SiO2를 이 논문을 통하여 보고하였음. 

고열의 수화반응에서 영구적인 deactivation인 금속의 소결을 겪는 Pd/Al2O3와 달리, Pd/SiO2는 고열의 

수화반응에서의 deactivation이 SiO2 overlayer 형성에 의한 deactivation임을 밝혀내었고, 특정한 처리를 

통하여 regeneration 함으로서, Pd/Al2O3보다 더 내구성이 좋은 촉매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줌 

* 연구성과의 우수성: 이 연구를 기반으로 Pd/SiO2 촉매가 기존의 촉매보다 더 저렴하고 active하며 

durable한 CH4 산화 촉매로 개발될 가능성을 보여줌

13

권영국
1017

7686

이공

계열

전기

화학

저널

논문

① Mi-Young Lee, Stefan Ringe, Hyungjun Kim, Seoktae Kang, and 

Youngkook Kwon
② Electric Field Mediated Selectivity Switching of Electrochemical 

CO2 Reduction from Formate to CO on Carbon Supported Sn

③ ACS Energy Letters

④ 5(9), 2987–2994전기

화학

촉매

반응

⑤ 권영국

⑥ 2020년

⑦ 10.1021/acsenergylett.0c01387

* 성과의 적합성: 신재생 에너지 활용 이산화탄소 전환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주석(Sn) 나노입자를 탄소나노튜브 지지체를 사용하여 합성한 촉매를 활용하여 

포름산에서 일산화탄소로 선택성을 반전

* 연구성과의 우수성: 주석 촉매의 선택성 반전, 기존 주석 촉매 대비 일산화탄소 선택성 100배 이상 향상

* 파급효과

- ACS Energy Letters 표지논문으로 선정. 인용횟수: 6회

- 이산화탄소 변환 반응 촉매 디자인에 전기장 활용 최초 적용

- 연합뉴스, 울산MBC등 다수 매체에 우수연구성과로 소개됨

14
권영국

1017

7686

이공

계열

전기

화학

저널

논문

① DongYeon Kim, Dongyup Shin, Juheon Heo, Hyungseob Lim, 

Jung-Ae Lim, Hyung Mo Jeong, Beom-Sik Kim, Iljeong Heo, Inhwan 

Oh, Boreum Lee, Monika Sharma, Hankwon Lim, Hyungjun Kim, 

and Youngkook Kwon

② Unveiling Electrode–Electrolyte Design-Based NO Reduction for 
NH3 Synthesis

③ ACS Energy Letters

④ 79, 105363전기

화학

촉매

반응

⑤ 임한권, 권영국

⑥ 2020년

⑦ 10.1021/acsenergylett.0c02082

* 성과의 적합성: 신재생 에너지 활용 일산화질소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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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EDTA-Fe2+ 금속 착물 전해질을 활용하여 은 전극에서 일산화질소를 

암모니아로 고효율, 장주기 전환

* 연구성과의 우수성: 일산화질소를 암모니아로 100% 전류효율로 120시간 동안 고효율, 장주기 전환

* 파급효과

- ACS Energy Letters 표지논문으로 선정. 인용횟수: 1회

-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일산화질소를 그린수소 저장체인 암모니아 생성에 활용하는 방안 제시

- 한국경제등 다수 매체에 우수연구성과로 소개됨

15

권영국
1017

7686

이공

계열

전기

화학

저널

논문

① Siraj Sultan, Muhammad Hanif Diorizky, Miran Ha, Jitendra N. 

Tiwari, Hansaem Choi, Ngoc Kim Dang, Pandiarajan Thangavel, 

Jong Hoon Lee, Hu Young Jeong, Hyeon Suk Shin, Youngkook 

Kwon and Kwang S. Kim
② Modulation of Cu and Rh Single-atoms and Nanoparticles for 

High-performance Hydrogen Evolution Activity in Acidic Media

③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A

④ 9, 10326-10334전기

화학

촉매

반응

⑤ 권영국

⑥ 2021년

⑦ 10.1039/D1TA01067K 

* 성과의 적합성: 신재생 에너지 활용 수소 생산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질소(N)를 도핑한 그래핀의 결함자리에 로듐(Rh) 과 구리(Cu)를 혼성한 

촉매를 통해 낮은 과전압 달성

* 연구성과의 우수성: benchmark인 –10mA/cm2에서 8mV의 극도로 낮은 과전압 달성

* 파급효과

- 상용 수소생산 촉매인 백금(Pt) 보다 낮은 과전압과 높은 내구성을 가지는 촉매 디자인 방향성 제시

16

김동혁
1156

1289

이공

계열

생물

화학

공학
저널

논문

① Joon Young Park, Hemraj Rimal, Ina Bang, Linh Khanh Nong, 

Donghyuk Kim
② Genome-wide Identification of DNA-protein Interaction to 

Reconstruct Bacterial Transcription Regulatory Network

③ Biotechnology and Bioprocess Engineering

④ 25, 944–954
시스

템생

물학

⑤ 김동혁

⑥ 2020년

⑦ 10.1007/s12257-020-0030-9

* 성과의 적합성: 차세대 염기서열분석 기술의 개발 및 유전학 동향 분석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원핵 및 진핵 시스템 모두에서 전사 및 전사후 수준에서 유전자 발현 

조절을 연구하며 DNA 결합 단백질에 대한 다양한 도구와 기술에 대하여 기술

* 연구성과의 우수성: 크로마틴 면역침강법(Chromatin ImmunoPrecipitation, ChIP) 기술에 대한 설명 제공

* 파급효과

- 크로마틴 면역침강법을 활용한 기술의 개발 및 동향에 대해 기술

- ChIP 기술을 사용한 광범위한 박테리아의 전사 조절 네트워크에 대한 조사를 통해 대장균, 병원성 및 

기타 비병원성 박테리아에 대해 논의

17 김동혁
1156

1289

이공

계열

생물

화학

공학
저널

논문

① Thuan Phu Nguyen-Vo, Seyoung Ko, Huichang Ryu, Jung Rae 

Kim, Donghyuk Kim, Sunghoon Park
② Systems evaluation reveals novel transporter YohJK renders 

3-hydroxypropionate tolerance in Escherichia coli

③ Scientific Reports

④ 10(1), 19064
시스

템생

물학

⑤ 김동혁

⑥ 2020년

⑦ 10.1038/s41598-020-7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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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의 적합성: 균주 내 3-HP 내성 개선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연구가 잘 진행되지 않은 전사인자 yieP와 오페론 yohJK의 결실을 통해 

3-HP의 균주 내 내성 개선 및  요소 분석

* 연구성과의 우수성: 시스템 수준 균주의 3-HP 내성 관여 유전자 메커니즘 규명

* 파급효과

- 플랫폼 화학적 유용 물질인 3-HP 독성에 의해 산업 균주의 성장이 억제되는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유전자와 오페론의 기능적 규명을 통해 3-HP 내성 관여 유전자 특정

- 3-HP 내성에 관여하는 특정 유전자를 이용하여 향후 높은 3-HP 역가를 가진 균주 개발 방향 제시

- 인용횟수 : 3회

18

김동혁
1156

1289

이공

계열

생물

화학

공학
저널

논문

① Jaewon Lim, Hong-Tae Park, Seyoung Ko, Hyun-Eui Park, 

Gyumin Lee, Suji Kim, Min-Kyoung Shin, Han Sang Yoo, Donghyuk 

Kim
② Genomic diversity of Mycobacterium avium subsp. 

paratuberculosis: pangenomic approach for highlighting unique 

genomic features with newly constructed complete genomes

③ Veterinary Research

④ 52(1), 46
시스

템생

물학

⑤ 김동혁

⑥ 2021년

⑦ 10.1186/s13567-021-00905-1

* 성과의 적합성: 통유전체(pangenome)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 Mycobacterium avium subsp. paratuberculosis 

(MAP) 균주의 유전적 특성 규명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공개된 데이터베이스에 보고된 MAP 균주 40개를 모두 이용한 게놈 구조 

신규 도출 및 균주들 간 계통학적 분석을 통한 유전적 특성에 따른 아형 (sbutype) 분류, real-time PCR을 

통한 아형 분류의 실험적 증명

* 연구성과의 우수성: 40개의 균주에 대한 핵심 유전체 (core genome) 및 전장유전체 (pangenome) 데이터 

확보 및 MAP 균주의 아형 식별용 프라이머(primer) 정보 확보

* 파급효과

- BRIC 농림 성과 포커스에 소개됨

- MAP 유전체 데이터의 기능 주석을 통해 병원성 관여 상동 유전자 규명

- MAP 균주들의 유전적 다형성에 따른 병원성 등 표현형 차이 예측

19

김영식 1126
9439

이공

계열

재료

공학

저널

논문

① Namhyeok Kim, Jeong-Sun Park, Ahmad Mosen Harzandi, 

Koshal Kishor, Mayzonee Ligaray, Kyung  Hwa Cho, Youngsik Kim
② Compartmentalized desalination and salination by high energy 

density desalination seawater battery

③ Desalination

④ 495, 114666세라

믹 

고체

전해

질

⑤ 김영식

⑥ 2020년

⑦ 10.1016/j.desal.2020.114666

* 성과의 적합성: 저에너지 해수담수 기술을 위한 에너지저장형 담수화기술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NASICON을 음극 양면에 배치하는 형태의 시스템 구조를 채택함으로써 

기존 담수화 전지 기술의 탈염과 농축화 과정간 물을 번갈아가며 교환해주어야 하는 비효율성을 해결함

* 연구성과의 우수성: 기존의 에너지 저장형 담수기술 대비 50배 이상의 에너지 밀도를 달성하였고, 담수화 

전지를 활용하여 세계 최초로 해수 내 84% 이상의 염분 제거에 성공

* 파급효과 

- 국내 특허 2건 등록, 1건 출원. 인용횟수: 5회

20 김영식 1126
9439

이공 재료 저널 ① Youngjin Kim, Ahmad M. Harzandi, Jinho Lee, Yunseok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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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공학

논문

Youngsik Kim

② Design of Large-Scale Rectangular Cells for Rechargeable 

Seawater Batteries

③ Advanced Sustainable SystemsSYSTEMS

④ 5(1), 2000106세라

믹 

고체

전해

질

⑤ 김영식

⑥ 2021년

⑦ 10.1002/adsu.202000106

* 성과의 적합성: 차세대 에너지 저장시스템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기존 코인형태밖에 존재하지 않았던 해수전지 셀 플렛폼을 고체전해질을 

작게 분리한 양면형 파우치셀을 개발함으로서 에너지밀도를 비약적으로 향상. 또한 해수에 직접 침지하여 

구동가능한 셀 시스템 개발

* 연구성과의 우수성: 이전 셀 플랫폼 대비 에너지밀도 약3배 향상 (70 Wh/L, 44 Wh/kg → 201 Wh/L, 138 

Wh/kg), 에너지 효율(전압효율) 20%향상, 출력밀도 약 50%향상 및 기타 내구성, 대량생산효율향상

* 파급효과 

- 모듈구성이 용이하며 대량생산을 고려한 셀 설계로 해수전지 상용화 방향 제시

- Advanced Sustainable Systems 표지논문으로 선정

- 다수의 국내외 산/학/연과 공동연구 진행중 

- KBS 및 MBC등 주요언론사를 통한 보도 10회 이상

- 특허현황: 국내 등록 5건, 국내 출원 5건, 국제 등록 2건, 국제 출원 6건. 인용횟수: 1회

21

김영식 1126
9439

이공

계열

재료

공학

저널

논문

① Hyuntae Bae, Youngsik Kim

② Technologies of lithium recycling from waste lithium ion 

batteries: a review

③ Materials Advances

④ 2(10) 3234세라

믹 

고체

전해

질

⑤ 김영식

⑥ 2021년

⑦ 10.1039/D1MA00216C

* 성과의 적합성: 미래 에너지 시장을 위한 리튬 재활용 기술의 정리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기존 폐 배터리 재활용 논문들과 달리, 이 리뷰 논문은 폐 배터리에서 

리튬의 재활용을 중점적으로 작성한 논문

* 연구성과의 우수성: 리튬 재활용 관련 전체적인 단계와 방법 파악

* 파급효과 

- 미래 리튬 자원 확보를 위한 리튬 재활용 시장의 현 상황과 방향성을 제시

- Materials Advances에서 2021 Popular Advances collection으로 선정

- 국내 특허 2건 등록

22
김진영

1012

7790

이공

계열

반도

체물

리
저널

논문

① Hye Rim Yeom, Seyeong Song, Song Yi Park, Hwa Sook Ryu, 

Jae Won Kim, Jungwoo Heo, Hye Won Cho, Bright Walker, Seo-Jin 

Ko, Han Young Woo, Jin Young Kim
② Aesthetic and Colorful: Dichroic Polymer Solar Cells using 

High-Performance Fabry-Perot Etalon Electrodes with a Unique 

Sb2O3 Cavity

③ Nano Energy

④ 77(0), 105146

유기

전자

⑤ 김진영

⑥ 2020년

⑦ 10.1016/j.nanoen.2020.105146

* 성과의 적합성: 다양한 색을 가지는 반투명 유기 태양전지에서의 전하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전극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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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두 개의 얇은 Ag 층 사이에 Sb2O3을 가지는 Fabry-Perot etalon-type 

electrodes의 전극을 도입해 동시에 음극과 컬라필터의 역할을 가능하게 함   

* 연구성과의 우수성: 기존의 증착방식을 이용해 쉽게 제작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극구조의 낮은 면저항과 

높은 투과도 특성을 통해 전류 손실을 최소화 한 R, G, B 각각의 소자는 색을 가지는 반투명 

유기태양전지 중에 가장 높은 효율을 달성함

* 파급효과

- 유기 태양전지의 플렉서블하고 가벼운 특성에 더해 다양한 색과 반투명한 성질을 구현함으로써 건물 

외벽, 자동차 유리, 핸드폰 등에 부착되어 심미적 기능을 가진 전력원으로 쓰일 것으로 기대됨

-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양자점 태양전지 등 다양한 차세대 태양전지에도 위와 같은 접근 방식을 통해 

심미성을 갖춘 소자 제작이 가능함

- 인용횟수: 5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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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1012

7790

이공

계열

반도

체물

리
저널

논문

① Jaeki Jeong, Minjin Kim, Jongdeuk Seo, Haizhou Lu, Paramvir 

Ahlawat, Aditya Mishra, Yingguo Yang, Michael A. Hope, Felix T. 

Eickemeyer, Maengsuk Kim, Yung Jin Yoon, In Woo Choi, Barbara 

Primera Darwich, Seung Ju Choi, Yimhyun Jo, Jun Hee Lee, Bright 

Walker, Shaik M. Zakeeruddin, Lyndon Emsley, Ursula 

Rothlisberger, Anders Hagfeldt, Dong Suk Kim, Michael Grätzel, Jin 
Young Kim
② Pseudo-Halide Anion Engineering for α-FAPbI3 Perovskite 

Solar Cells

③ Nature

④ 592(0), 381

유기

전자

⑤ 김진영

⑥ 2021년

⑦ 10.1038/s41586-021-03406-5

* 성과의 적합성: 유사 할로겐 공정을 통한 페로브스카이트 효율 상승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내 유사 할로겐(HCCO-)의 역할을 규명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태양전지의 효율을 상승시킴 

* 연구성과의 우수성: 25.6%의 고효율을 가지며 450시간의 긴 안정성을 가진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개발함. 

유사 할로겐을 응용하여 태양전지 내 결함구조를 막아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용액 공정을 개발함 

* 파급효과

- 기존에 많이 사용하지 않은 유사 할로겐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접근 방식을 넓힘

- 효율을 상승시킴으로써 이론적 효율 한계에 다가가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함 

- 인용횟수: 25회

24

김진영
1012

7790

이공

계열

반도

체물

리 저널

논문

① Na Gyeong An, Jin Young Kim Doojin Vak

② Machine Learning-Assisted Development of Organic 

Photovoltaics via High-Throughput In-Situ Formulation

③ Energy & Environmental Science

④ 14(0), 3438

유기

전자

⑤ 김진영

⑥ 2021년

⑦ 10.1039/D1EE00641J

* 성과의 적합성: 머신러닝 기반 롤투롤 공정을 통한 유기 태양전지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산업에서 사용되는 롤투롤 공정을 통한 유기 태양전지의 2218개의 정보를 

수집하여, 머신러닝을 통해 높은 효율을 만들어 낼 조건을 발견함

* 연구성과의 우수성: 최적의 전지 성능을 내기 위해 유기 태양전지는 재료 혼합비나 적층 두께별로 복잡한 

최적화 작업이 필요한데, 그 많은 경우의 수에 ‘인쇄 밀도’라는 새로운 값을 고안해내어 머신러닝 기반 

모델을 통해 쉽게 유기 태양전지의 최적 성능 조건을 예측 가능하게 함

* 파급효과

- 공개된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로 예측모델을 만들 수 있어 실험 접근성이 좋아 다양한 곳에서 제공 된 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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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동안 복잡했던 유기태양전지의 최적화를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 됨

- 롤투롤은 상업화된 공정이라 유기 태양전지의 대량 생산에도 바로 적용 가능함

25

류정기
1013

4926

이공

계열

촉매

화학

공학

저널

논문

① Nayeong Kim, Jung Seung Nam, Jinhyeong Jo, Junmo Seong, 

Hyunwoo Kim, Youngkook Kwon, Myoung Soo Lah, Jun Hee Lee, 

Tae-Hyuk Kwon and Jungki Ryu
② Selective Photocatalytic Production of CH4 Using a 

Polyoxometalate as a Nonconventional CO2 Reduction Catalyst

③ Nanoscale Horizons

④ 6(5), 379에너

지 

변환 

및 

저장

소재

⑤ 권영국, 이준희

⑥ 2021년

⑦ 10.1039/d0nh00657b

* 성과의 적합성: 차세대 에너지 변환 촉매 개발

*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CO2 변환 과정에서 Zn기반 촉매는 고부가가치인 CH4 기체에 대한 낮은 선택성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알려졌으나, polyoxometalate (ZnPOM) 형태 촉매 합성을 통해 CH4 선택성을 획기적으로 향상

* 연구성과의 우수성: 최초로 ZnPOM을 합성, CH4 생성에 대한 큰 선택성 및 촉매 g당 4.16μmol의 높은 CH4 기체 수득률 획득

* 파급효과

- 아연 기반의 POM을 이용한 최초의 이산화탄소 변환 촉매로써, 향후 기존 Cu, Ir, Ru 기반의 한정된 촉매를 

대체할 촉매 물질로써의 연구 가능성을 시사

26

류정기
1013

4926

이공

계열

촉매

화학

공학

저널

논문

① Yuri Choi, Sanghyun Bae, Byeong-Su Kim and Jungki Ryu

② Atomically-Dispersed Cobalt Ions on Polyphenol-Derived Nanocarbon 

Layers to Improve Charge Separation, Hole Storage, and Catalytic 

Activity of Water-Oxidation Photoanodes

③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A

④ 9, 13874에너

지 

변환 

및 

저장

소재

⑤ 류정기

⑥ 2021년

⑦ 10.1039/d1ta01852c

* 성과의 적합성: 차세대 태양광 에너지 변환 촉매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기존 나노 카본 물질은 수전해 광전극 표면에의 도입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 안정성과 효율성을 지니면서 수전해 산화 광전극에 도입, 수전해 광전극 

표면에서 공촉매로써 활용하는데에 성공

* 연구성과의 우수성: 나노 카본 물질을 수전해 광전극 표면에 성공적으로 도입하여 기존의 수전해 산화 

광전극의 광전류를 2배 이상 향상, 우수한 흡착 안정성을 확인

* 파급효과

- 광전극의 Band Gap을 조절할 수 있는 나노 카본 물질을 도입하는 새로운 방법 제시

27 류정기
1013

4926

이공

계열

촉매

화학

공학

저널

논문

① Hyunwoo Kim, Nayeong Kim and Jungki Ryu

② Porous Framework-Based Hybrid Materials for Solar-to-Chemical 

Energy Conversion: From Powder Photocatalysts to Photoelectrodes

③ Inorganic Chemistry Frontiers

④ Accepted Manuscript에너

지 

변환 

및 

저장

소재

⑤ 류정기

⑥ 2021년

⑦ 10.1039/D1QI00543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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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의 적합성: 차세대 에너지 변환 촉매 연구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태양광 에너지 변환 촉매로써 다공성 망상 구조인 MOF(금속-유기물 

복합체) 및 COF(유기 골격 구조체)의 합성, 구조 및 특성에 대한 연구를 종합하여 향후 태양광 에너지 

변환 시스템 연구에 대한 통찰력 향상

* 연구성과의 우수성: 다양한 MOF 및 COF 연구에 대해 종합하여 향후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

* 파급효과

- MOF 및 COF를 사용한 태양 에너지 변환 촉매 연구의 향후 연구 방향 제시

28

백종범
1012
4722

이공

계열

에너

지화

학공

학 저널

논문

① Gao-Feng Han, Feng Li, Zhi-Wen Chen, Claude Coppex, 

Seok-Jin Kim, Hyuk-Jun Noh, Zhengping Fu, Yalin Lu, Chandra 

Veer Singh, Samira Siahrostami, Qing Jiang, Jong-Beom Baek

② Mechanochemistry for Ammonia Synthesis under Mild Conditions

③ Nature Nanotechnology

④ 16, 325 
에너

지공

학

⑤ 백종범

⑥ 2021년

⑦ 10.1038/s41565-020-00809-9

* 성과의 적합성: 새로운 암모니아 생성방법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기존의 암모니아 합성법인 하버-보쉬법 대신, 볼밀링을 이용한 암모니아 

합성법을 개발하여, 하버-보쉬법 보다 최종 암모니아 농도를 향상 

* 연구성과의 우수성: 하버-보쉬법에서는 25 vol%에 불과한 최종 암모니아 농도를 82.5 vol%까지 향상

* 파급효과

- 100년이상 이어 내려온 암모니아 합성법인 하버-보쉬법과 차별화된 새로운 암모니아 합성법 패러다임 제시

- Nature Nanotechnology, Joule, Chemistry World, Advanced Science News에서 하이라이트 되었고 50개가 

넘는 신문과 잡지 분야에서 소개되었음

- 기존 하버-보쉬법과 달리 큰 공정 스케일에 구속되지 않는 암모니아 합성 공정을 구축할 수 있음

29

백종범
1012
4722

이공

계열

에너

지화

학공

학 저널

논문

① Feng Li, Gao-Feng Han, Yunfei Bu, Hyuk-Jun Noh, Jong-Pil 

Jeon, TaeJoo Shin,Seok-Jin Kim, Yuen Wu, HuYoung Jeong, 

Zhengping Fu, Yalin Lu, Jong-Beom Baek

② Revealing IsolatedM N3C1ActiveSites for Efficient 

CollaborativeOxygen Reduction Catalysis

③ Angew.Chem. Int. Ed

④ 59(52), 23678
에너

지공

학

⑤ 백종범

⑥ 2020년

⑦ 10.1002/anie.202008325

* 성과의 적합성: 단일원자촉매 연구를 통한 ORR 성능 향상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실험적,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기존의 미비했던 단일원자촉매의 고활성 구조를 확인 

* 연구성과의 우수성: DFT 계산을 통한 고성능의 ORR 단일원자촉매의 반응 매커니즘 고찰 

* 파급효과

- ORR에 중요한 단일원자촉매 구조 및 반응 매커니즘 규명 및 단일원자촉매의 연구 방향 제시

- 실험적,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산성, 염기성 모두에서 두드러진 ORR 성능을 보여주는 단일원자촉매 개발과 전망 제시

30 백종범
1012
4722

이공

계열

에너

지화

학공

학 저널

논문

① Javeed Mahmood, Eun Kwang Lee, Hyuk-Jun Noh, Ishfaq 

Ahmad, Jeong-Min Seo, Yoon-Kwang Im, Jong-Pil Jeon, Seok-Jin 

Kim, Joon Hak Oh, Jong-Beom Baek

② Fused Aromatic Network with Exceptionally High Carrier 

Mobility

③ Advanced Materials

④ 33(9), 2004707에너

지공

학

⑤ 백종범

⑥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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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10.1002/adma.202004707

* 성과의 적합성: 뛰어난 전하이동도를 갖는 유기반도체 소재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기존 전도성 고분자인 사슬형 폴리아닐린(polyaniline)보다 우수한 

전기전도도를 갖으며, 염화수소(HCl)를 도핑(doping)시 전기전도성이 140배 이상 향상

* 연구성과의 우수성: 2차원 고분자를 유기반도체 재료로 사용했을 때의 고질적 문제인 낮은 전하이동도를 극복함

* 파급효과

- 2차원 네트워크 고분자 기반 반도체 물질 개발로의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

- 소자의 두께에 따른 전자적 특성 변화의 연구에 대한 가능성 제시

- 어드밴스드 머트리얼스(Advanced Materials)의 Inside Front Cover Article로 선정

- 20회 이상의 언론 연구성과 소개

31

서관

용

1027

1410

이공

계열

물리화학
저

널

논

문

① Inchan Hwang, Youngsoon Jeong, Yuta Shiratori, Jeonghwan 

Park, Shinsuke Miyajima, Ilsun Yoon, Kwanyong Seo

② Effective photon Management of Non-Surface-Textured 

Flexible Thin Crystalline Silicon Solar Cells

③ Cell Reports Physical Science

④ 1(11), 100242

에너지재
료화학

⑤ 서관용

⑥ 2020년

⑦ 10.1016/j.xcrp.2020.100242

* 성과의 적합성: 고분자 필름에의 구조체 형성을 통한 차세대 고효율 태양전지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Random inverted-pyramidal polydimethylsiloxane (RIP-PDMS) film을 thin 

c-Si 태양전지에 적용하여, 기존의 thin c-Si 의 흡광 손실을 극복

* 연구성과의 우수성: 기존 thin c-Si solar cells (16.3%)에 비해 향상된 광전변환효율(18.4%)을 보임 

* 파급효과

-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에 유연성이 더해짐에 따른 소자의 적용 범위 확대

- 소자 표면에 구조체를 형성하는 것이 아닌, 기능성 고분자 필름에 구조체를 형성함으로써 표면 재결합의 

증가 없이 광 흡수만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연구로 기대

- 인용횟수 : 2회

32

서관

용

1027

1410

이공

계열

물리화학
저

널

논

문

① Deokjae Choi, Kwanyong Seo

② Field-Induced Radial Junction for Dopant-Free Crystalline 

Silicon Microwire Solar Cells with an Efficiency of Over 20%

③ Advanced Energy Materials

④ 11(5), 2003707

에너지재
료화학

⑤ 서관용

⑥ 2020년

⑦ 10.1002/aenm.202003707

* 성과의 적합성: 고효율 태양전지 개발 및 공정 에너지 소모의 막대한 저감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본 연구는 처음으로 방사형 접합을 도핑공정 없이 구현하는데에 

성공하였으며, 기존 열처리 방식이 아닌 원자층 증착 방식을 통해 나노미터 두께의 산화막을 결정질 

실리콘 웨이퍼에 형성하여 구현되었음 

* 연구성과의 우수성: 본 연구는 기존 방사선 접합 형성방식의 한계점 (높은 공정 온도, 독성 물질 사용, 

태양전지 효율 감소)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연구일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보고된 방사선 접합 기반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효율 중 20.1%로 가장 높은 효율을 보였음 

* 파급효과

- 현재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의 한계로 고려되는 높은 공정 단가를 해결함과 동시에 고효율 태양전지를 

개발할 수 있어 태양전지 시장의 막대한 파급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

-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리콘 기반의 광전자 소자에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태양전지 산업 이외의 

다양한 산업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 

33 서동화 1061 이공 저널 ① Jinhyuk Lee, Chao Wang, Rahul Malik, Yanhao Dong, Yim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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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0 계열

환경/

에너

지세

라믹

스 논문

Huang, Dong-Hwa Seo, Ju Li

② Determining the Criticality of Li-Excess for Disordered-Rocksalt 

Li-Ion Battery Cathodes

③ Advanced Energy Materials

④ 11(24), 2100204

제일

원리

계산

⑤ 서동화

⑥ 2021년

⑦ 10.1002/aenm.202100204

* 성과의 적합성: 차세대 에너지 저장소재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리튬 과잉 정도가 다른 nanoparticle scale DRX 양극재를 비교하여 

nanosclae에서의 리튬 과잉이 percolation에 끼치는 영향 규명

* 연구성과의 우수성: 기존 DRX 양극재에서 리튬 과잉 통한 percolation이 리튬 확산에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있지만 nanoparticle scale에서는 중요한 요소가 아님을 규명

* 파급효과

- nanoparticle scale의 DRX 양극재의 새로운 개발방향 제시

- 제일원리계산을 통한 산소 발생 및 구조 변화 규명

34

송현곤
1008

4639

이공

계열

화학

공학

저널

논문

① Yeongdae Lee, Jang Hyuk Ahn, Hee-Young Park, Jeawoo Jung, 

Yuju Jeon, Dong-Gyu Lee, Min-Ho Kim, Eunryeol Lee, Chanseok 

Kim, Youngkook Kwon, Hyun-Wook Lee, Jong Hyun Jang, Jun Hee 

Lee*, Hyun-Kon Song*

② Support structure-catalyst electroactivity relation for oxygen 

reduction reaction on platinum supported by two-dimensional 

titanium carbide

③ Nano Energy

④ 79, 105363

전기

화학

⑤ 송현곤, 이준희

⑥ 2021년

⑦ 10.1016/j.nanoen.2020.105363

* 성과의 적합성: 차세대 에너지 수확 시스템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모서리 지배적인 구조의 티타늄카바이드 위의 백금이 연료전지 구동에 

우수한 성능과 내구성을 보임

* 연구성과의 우수성: 기존 카본위의 백금 보다 10000 번의 수명 테스트 이후 더 높은 내구성을 보여 우수한 

내구성을 지닌 연료전지로의 상용화 가능성을 제안함

* 파급효과

- 기존 카본이 아닌 티타늄 카바이드의 지지체 역할을 제안. EXAFS, XANES를 통해 물질 조성에 따른 전자 조성을 봄

35

송현곤
1008

4639

이공

계열

화학

공학

저널

논문

① Myeong-Hee Lee, Byung-Man Kim, Yeongdae Lee, Hyun-Gyu 

Han, Minjae Cho, Tae-Hyuk Kwon*, and Hyun-Kon Song*

② Electrochemically Induced Crystallite Alignment of Lithium 

Manganese Oxide to Improve Lithium Insertion Kinetics for 

Dye-Sensitized Photorechargeable Batteries

③ ACS Energy Letters

④ 6, 1198-1204

전기

화학

⑤ 송현곤

⑥ 2021년

⑦ 10.1021/acsenergylett.0c02473

* 성과의 적합성: 전극 물질 성능 개선을 통한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갖는 광충전배터리 개발

*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리튬망간산화물의 일반적인 리튬이온전지 이용 반응이 아닌 추가 리튬 

삽입 반응을 이용하여 빛에너지의 저장 효율을 개선

* 연구성과의 우수성: 리튬 이온이 리튬망간산화물 내로 더 빠르게, 더 많이 저장되는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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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을 높이고, 그에 따라 실내조명의 광-충전 에너지 효율을 13.2%까지 개선하여 보고된 최고의 효율을 달성

* 파급효과: SCI 저널 표지 게재(ACS Energy Letters, IF 23.101)

36

송현곤
1008

4639

이공

계열

화학

공학
저널

논문

① Yoon-Gyo Cho, Seo Hyun Jung, Jihong Jeong, Hyungyeon Cha, 

Kyungeun Baek, Jaekyung Sung, Minsoo Kim, Hyun Tae Lee, 

Hoyoul Kong, Jaephil Cho, Seok Ju Kang, Jong Mok Park*, and 

Hyun-Kon Song*
② Metal-Ion Chelating Gel Polymer Electrolyte for Ni-Rich 

Layered Cathode Materials at a High Voltage and an Elevated 

Temperature

③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④ 13 (8), 9965-9974

전기

화학

⑤ 송현곤

⑥ 2021년

⑦ 10.1021/acsami.0c21164

* 성과의 적합성: 고전압용 니켈 고함량 양극재에서의 금속 이온들 석출을 방지하기 위한 킬레이팅 특성을 

지닌 겔 고분자 전해질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셀 내부에서 고분자화를 이뤄서 전극과 전해질 계면 저항값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음. 킬레이팅이 가능한 기능성 작용기를 이용하여 실제 고전압 양극재의 성능 향상을 이뤄냄

* 연구성과의 우수성: NCM (622) 전지의 용량유지율이 100 사이클 동안 기존 전해질에서는 60% 였으나, 킬레이팅 

고분자 전해질을 이용하여 90% 이상 용량이 유지되게끔 개선. 또한 섭씨 55 도에서 전지 성능을 개선함

* 파급효과

- 국내 특허 1 건 등록 

37

양창덕
1016

9769

이공

계열

유기

합성

화학
저널

논문

① Mingyu Jeong, In Woo Choi, Eun Min Go, Yongjoon Cho, Minjin 

Kim, Byongkyu Lee, Seonghun Jeong, Yimhyun Jo, Hye Won Choi, 

Jiyun Lee, Jin-Hyuk Bae, Sang Kyu Kwak, Dong Suk Kim, 

Changduk Yang
② Stable perovskite solar cells with efficiency

exceeding 24.8% and 0.3V voltage loss

③ Science

④ 369, 1615유기

전자

재료

합성

⑤ 양창덕

⑥ 2020년

⑦ 10.1126/science.abb7167

* 성과의 적합성: 페로브스카이트의 유기 정공수송층 물질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성능향상과 수분취약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기 정공수송층의 개발 및 적용 

* 연구성과의 우수성: 불소 도입이라는 간단한 방식으로 안정성과 효율의 동시에 향상시킴.

* 파급효과

- 양립하기 어려웠던 수분 안정성과 효율 문제를 기존 스파이로 구조 물질에 불소 원자를 도입하는 방식을 

통해 상용화 가능성 앞당김

- 국외특허 1건 등록, 인용횟수 : 154회 

38 양창덕
1016

9769

이공

계열

유기

합성

화학
저널

논문

① Donghwan Koo, Yongjoon Cho, Ungsoo Kim, Gyujeong Jeong, 

Junghyun Lee, Jihyung Seo, Changduk Yang, and Hyesung Park
② High-Performance Inverted Perovskite Solar Cells with 

Operational Stability via n-Type Small Molecule Additive-Assisted 

Defect Passivation

③ Advanced Energy Materials

④ 10, 2001920유기

전자

재료

합성

⑤ 양창덕

⑥ 2020년

⑦ 10.1002/aenm.20200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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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의 적합성: 페로브스카이트의 유기 첨가제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에 미량의 유기화합물을 첨가해 태양전지의 

효율, 수분과 열, 광 안정성을 관찰

* 연구성과의 우수성: 페로브스카이트는 작은 결정 알갱이들이 뭉쳐진 다결정 구조로 되어있는데 이는 

수분이나 열 등의 외부 자극에 약하기 때문에 안정성에 문제가 대두되어왔음. 이를 미량의 유기 첨가제를 

넣음으로써 효율 향상과 동시에 안정성이 향상됨

* 파급효과

- 개발한 첨가제는 다양한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광전 소자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인용 횟수 : 2회

39

양창덕
1016

9769

이공

계열

유기

합성

화학
저널

논문

① Jae Won Lee, Sungwoo Jung, Jinhyeong Jo, Gi Hyeon Han, 

Dong-Min Lee, Jiyeon Oh, Hee Jae Hwang, Dukhyun Choi, 

Sang-Woo Kim, Jun Hee Lee, Changduk Yang and Jeong Min Baik
② Sustainable highly charged C60-functionalized polyimide in a 

non-contact mode triboelectric nanogenerator

③ Energy & Environmental Science

④ 14, 1004유기

전자

재료

합성

⑤ 양창덕

⑥ 2021년

⑦ 10.1039/d0ee03057k

* 성과의 적합성: C60으로 기능화된 폴리이미드를 개발하여 비접촉 방식의 고출력 나노발전기에 이용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비접촉 방식의 고출력 나노발전기의 단점인 재료 마모로 인한 출력 전력의 

감소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소재 제시

* 연구성과의 우수성: 기존 PFA 불소 수지 기반의 나노발전기에 비해 4.3배 더 높은 출력과 3배 높은 전하 

유지 효율의 성능을 보여줌

* 파급효과

- 높은 전하 포집 특성을 가진 C60를 도입한 폴리이미드 소재를 사용하여 실제 어플리케이션 도입의 가능성 제시

40

이동욱
1155

5018

이공

계열

계면/

표면

공학
저널

논문

① Chanoong Lim, Dong Soo Hwang, Dong Woog Lee

② Intermolecular interactions of chitosan: Degree of acetylation 

and molecular weight

③ Carbohydrate Polymers

④ 259, 117782Interf

acial 

Physi

cs

⑤ 이동욱

⑥ 2021년

⑦ 10.1016/j.carbpol.2021.117782

* 성과의 적합성: 차세대 친환경 바이오 기초 소재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키토산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응용에 영향을 끼치는 아세틸화 정도에 따른 

정량적 인 분석 및 메커니즘 규명

* 연구성과의 우수성: 환경적 요인과 아세틸화 정도를 조절하여, 세계최초 기존에 보고되어 있지 않던 키토산의 

아세틸화의 환경적 요인과 분자의 작용기에 따른 분자단위의 틈에서의 복합 상호작용 규명

* 파급효과

- pH와 분자량, 그리고 아세틸화 정도에 따른 키토산의 복합적인 영향을 규명하여 키토산의 응용에 대하여 방향성 제시

41 이동욱
1155

5018

이공

계열

계면/

표면

공학 저널

논문

① Ju Hak Lee, Jintae Park, Min Hoon Myung, Myung Jin Baek, 

Hak-Sun Kim, Dong Woog Lee

② Stretchable and recoverable acrylate-based pressure sensitive 

adhesives with high adhesion performance, optical clarity, and 

metal corrosion resistance

③ Chemical Engineering Journal

④ 406, 126800Interf

acial 

Physi

⑤ 이동욱

⑥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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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 ⑦ 10.1016/j.carbpol.2021.117782

* 성과의 적합성: 지속성을 높인 차세대 에너지 저감 소재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기존의 아크릴 기반의 점착제와 비교하여 사전변형이라는 것을 세계최초로 

감압형 접착제에 도입하여, 기존의 좋은 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즉각적인 회복력을 높임

* 연구성과의 우수성: 기존 감압형 접착제에 비하여 4배 이상 회복력 향상

* 파급효과

- 사전변형이라는 것을 감압형 접착제에 도입하여, 회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간단하고 획기적인 성능 향상 방향 제시

- 인용횟수 3회

42

이동욱
1155

5018

이공

계열

계면/

표면

공학
저널

논문

① Vahid Adibnia, Marziye Mirbagheri, Jimmy Faivre, Jordan 

Robert, Jeungjun Lee, Krzysztof Matyjaszewski, Dong Woog Lee, 

Xavier Banquy

② Bioinspired polymers for lubrication and wear resistance

③ Progress in Polymer Science

④ 110, 101298Interf

acial 

Physi

cs

⑤ 이동욱

⑥ 2020년

⑦ 10.1016/j.progpolymsci.2020.101298

* 성과의 적합성: 에너지 소모 저감 및 높은 지속력의 친환경 차세대 윤활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기존 생체모방 친환경 윤활제들의 라이브러리화를 통하여 낮은 마찰계수를 

가지기 위해서는 표면 개질이 필요하고, 그 중 브러쉬타입을 가지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밝힘

* 연구성과의 우수성: 아크릴아마이드 하이드로젤에 비하여 10배 이상의 낮은 마찰계수를 가짐

* 파급효과

- 라이브러리화를 통한 표면 개질과 마찰계수간의 관계를 밝히고, 새로운 지속적으로 사용가능한 브러쉬타입 

친환경 윤활제의 개발방향 제시

- 인용횟수 6회

43

이성국
1020

0613

이공

계열

생물

화학

공학

저널

논문

① Yongjoo Lee, Chandran Sathesh-Prabu, Geun Hwa Kwak, Ina 

Bang, Hyun Wook Jung, Donghyuk Kim, Sung Kuk Lee
② Enhanced production of nonanedioic acid from nonanoic acid by 

engineered Escherichia coli

③ Biotechnology Journal

④ Online Version of Record before inclusion in an issue대사

공학/

합성

생물

학

⑤ 이성국, 김동혁

⑥ 2021년

⑦ 10.1002/biot.202000416

* 성과의 적합성: Nonanedioic acid 생산 특성화 균주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Medium chain α, ω-dicarboxylic acids (MCDCAs) 생산에 활용되는 낮은 

효율과 낮은 선택성을 가지는 고체 금속 촉매 대신, 높은 효율과 높은 선택성을 가지는 알칸 수산화 

효소를 포함한 실험실 적응 진화된 돌연변이 균주를 이용하여 MCDCAs 생산을 향상시킴.

* 연구성과의 우수성: 실험실 적응 진화된 돌연변이 균주는 야생형 균주에 비해 27배 높은 성장을 보였고, 

12.8배 높은 nonanedioic acid 생산량을 보임

* 파급효과

- Nonanoic acid를 주된 탄소원으로 하는 돌연변이 균주를 대상으로 whole genome sequencing 및 RNA sequencing 

분석을 진행하여 빠른 성장 및 nonanedioic acid 생산에 특성화된 균주 개발 및 활용 가능성을 제시함

- 국내 특허 1건 출원

44 이재성
1008

7281

이공

계열

촉매

화학

공학

저널

논문

① Eun Hyup Kim, Yo Han Choi, Min Hee Lee, Jeehye Kim, Hyung 

Bin Kim, Kwang Young Kim, Eun Cheol Ra, Ju Hyeong Lee, Jae 

SungLee

② Base-free CO2 hydrogenation to formic acid over Pd supported 

on defective carbon nitride modified by microwave and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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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s

③ Journal of Catalysis

④ 396, 395-401

촉매

공학

⑤ 이재성

⑥ 2021년

⑦ 10.1016/j.jcat.2021.03.016

* 성과의 적합성: 이산화탄소 수소화를 통한 포름산 생성 반응 활용 촉매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기존의 질화탄소보다 이산화탄소 수소화 반응에 더욱 적합한 질소 산화물 

합성법 및 처리법을 적용하여 활성을 향상

* 연구성과의 우수성: 같은 조건에서 측정시 세계 최고의 활성 보유

* 파급효과

- 이산화탄소 수소화 반응에 영향 끼치는 질화탄소의 성질 발견 및 정량화

- 인용횟수 : 1회 

45

이재성
1008

7281

이공

계열

촉매

화학

공학
저널

논문

① Hemin Zhang, Dongfeng Li, Woo Jin Byun, Xiuli Wang, Tae Joo 

Shin, Hu Young Jeong, Hongxian Han, Can Li, Jae Sung Lee
② Gradient tantalum-doped hematite homojunction

photoanode improves both photocurrents and turnon voltage for 

solar water splitting

③ Nature Communications

④ 11, 4622

촉매

공학

⑤ 이재성

⑥ 2020년

⑦ 10.1038/s41467-020-18484-8

* 성과의 적합성: 친환경 수소 생산관련 소재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수열합성과 하이브리드 마이크로웨이브 어닐링을 통해 탄탈룸(Ta)이 

gradient하게 도핑된 core-shell 구조의 산화철 동종접합 나노로드 전극을 합성하여 개시 전위를 낮춤

* 연구성과의 우수성: Ta만 도핑된 산화철 전극(Ta:Fe2O3)의 광전류 밀도(1.93mAcm-2)보다 높은 광전류 

밀도(3.22mAcm-2)를 얻을 수 있었음. 개시 전위 또한 0.82VRHE에서 0.55VRHE로 많이 감소시켰음

* 파급효과

- 이 효과는 표면상태의 passivation과 동종접합의 형성에 의한 내부확산 전계(built-in electric field)에서 

기인함. 이 전계로 인한 추가적인 구동력이 bulk와 surface에서 모두 전하 캐리어 재결합(charge-carrier 

recombination)을 효과적으로 억제했음을 최신 분석기술을 이용해 규명

- 본 연구의 전략은 다른 금속 산화물 반도체 물질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에도 장점이 있음

- 중앙일보 등에 우수 연구 성과로 소개됨

- 인용횟수: 7회

46

이재성
1008

7281

이공

계열

촉매

화학

공학 저널

논문

① Gyu Sik Chae, Duck Hyun Youn, and Jae Sung Lee

② Nanostructured Iron Sulfide/N, S Dual-Doped Carbon 

Nanotube-Graphene Composites as Efficient Electrocatalysts for 

Oxygen Reduction Reaction

③ Materials

④ 14(9)

촉매

공학

⑤ 이재성

⑥ 2021년

⑦ 10.3390/ma14092146

* 성과의 적합성: 차세대 에너지 촉매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질소와 황이 도핑된 탄소나노튜브-그래핀 지지체 위에 황화철 촉매를 

합성하여 연료전지 산소환원극 촉매로의 반응성을 크게 향상

* 연구성과의 우수성: 염기조건 아래에서 상용 백금 촉매와 비슷한 반응성을 보이면서 안정성을 30%이상 향상 

* 파급효과

- 가격경쟁력을 가지는 전이 금속계 촉매인 황화철과 3차원 구조를 가지는 소와 황이 도핑된 탄소나노튜브-그래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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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체를 사용하여 기존 상용 촉매에 비견되는 반응성과 뛰어난 안정성을 보이는 연료전지 산소환원극 촉매 개발

- 기존 백금계 촉매를 대신할 비백금계 촉매 개발방향 제시 

47

이준희 11 49
8089

이공

계열

에너

지띠/

전자

구조
저널

논문

① Hyun-Jae Lee, Minseong Lee, Kyoungjun Lee, Jinhyeong Jo, 

Hyemi Yang, Yungyeom Kim, Seung Chul Chae, Umesh Waghmare, 

Jun Hee Lee
② Scale-free Ferroelectricity Induced by Flat Phonon Bands in 

HfO2

③ Science

④ 369(6509), 1343고체 

물리

-화

학 

이론

⑤ -

⑥ 2020년

⑦ 10.1126/science.aba0067

* 성과의 적합성: 기존의 강유전체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물성을 보이는 차세대 소재의 물성 분석을 통해 

추후 에너지 절감에 기여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기존의 크기에 따라 물성이 변하는 강유전체와는 다르게, 강유전성이 

도메인의 크기에 구애받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강유전 특성을 발견하여, 그 활용방안을 제시함

* 연구성과의 우수성: 기존 강유전체가 물성을 유지하기 위해 십수 nm의 scale이 필요한 것과 대조적으로 

HfO2는 1nm 이하에서도 독립적인 강유전성이 남아있음을 밝힘

* 파급효과 

- 빛이나 미세전극을 통하여 1nm 이하의 너비를 가지는 도메인을 독립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초집적 

반도체 개발 가능성 제시

- 기존 FeRAM 의 한계를 극복하여 SRAM 이나 DRAM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반도채 개발의 방향성 제시

- Science 저널 측에서 이래적이게도 PERSPECTIVE를 통하여 따로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 인용횟수: 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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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1149
8089

이공

계열

에너

지띠/

전자

구조
저널

논문

① Hyemi Yang, Hyun-Jae Lee, Jinhyeong Jo, Chang Hoon Kim, 

Jun Hee Lee

② Role of Si Doping in Reducing Coercive Fields for Ferroelectric 

Switching in HfO2

③ Physical Review Applied

④ 14(6), 64012고체 

물리

-화

학 

이론

⑤ -

⑥ 2020년

⑦ 10.1103/PhysRevApplied.14.064012

* 성과의 적합성: Si 도핑에 의한 산화물의 물성 변화가 도펀트의 화학적 효과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두 가지 

다른 상의 경계가 무너져서 발생함을 밝혀내어 추후 에너지 절감에 기여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HfO2에서 강유전상의 수득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도펀트인 

실리콘(Si)의 경우, 고압고온상인 강유전상을 상대적으로 안정화한다고 알려져 있었다. 본 연구에서 Si이 

도핑됨으로써, 바닥상태상인 단사정상과 강유전상의 경계를 허물어 강유전상에 단사정상의 구조가 

섞여들어가며, 그로 인하여 구조적으로 안정화 됨을 증명

* 연구성과의 우수성: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펀트가 상을 바꾸지 않고, 물성을 바꾸는 것에 비해 HfO2에 

도핑된 Si의 경우, 두 가지 다른 상들이 섞이게 하여 물성이 달라지는, 새로운 역할을 가짐을 밝혀냄

* 파급효과 

- Si의 도핑 농도 조절 등을 통하여 같은 강유전상이라도 부분적으로 보자력의 크기나 유전율을 바꿀 수 있어, 

0과 1의 두 가지 상태만이 아니라 마치 아날로그 신호와 같이 Multi-level을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

49 이준희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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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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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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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

논문

① Yeongdae Lee, Jang Hyuk Ahn, Hee-Young Park, Jeawoo Jung, 

Yuju Jeon, Dong-Gyu Lee, Min-Ho Kim, Eunryeol Lee, Chanseok 

Kim, Youngkook Kwon, Hyun-Wook Lee, Jong Hyun Jang, Jun Hee 

Lee, Hyun-Kon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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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Support Structure-catalyst Electroactivity Relation for Oxygen 

Reduction Reaction on Platinum Supported by Two-dimensional 

Titanium Carbide

③ Nano energy

④ 79, 105363고체 

물리

-화

학 

이론

⑤ 송현곤

⑥ 2021년

⑦ 10.1016/j.nanoen.2020.105363

* 성과의 적합성: 차세대 연료전지용 백금 촉매 지지체 개발을 통해 에너지 절감 효과 기대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기존의 다공성 카본 지지체 대신, 2차원 티타늄-카본 물질인 Ti3C2 

(MXene)를 지지체로 사용해 위에 담지된 백금 입자의 전도성, 안정성, 활성도를 개선

* 연구성과의 우수성: 기존 촉매인 Pt/C 대비 4.4배의 반응성, 1만회의 반복 실험 이후에도 10%의 안정도 향상

* 파급효과

- 컴퓨터 모델링을 통한 전자구조 계산으로 성능향상의 원인을 규명. 새로운 지지체의 연구 방향 제시

- 인용횟수 : 1회

50

이지석
1099

6736

이 공

계열

기 능

성 고

분자
저 널 

논문

① Jisu Hong, Yoonkyung Shin, Jiseok Lee and  Chaenyung Cha

② Programmable multilayer printing of mechanically-tunable 3D 

hydrogel co-culture system for investigating complex cellular 

behavior

③ Lab on a Chip

④ 21, 710poly

mer 

chem

istry

⑤ 이지석

⑥ 2021년

⑦ 10.1039/D0LC01230K

* 성과의 적합성: 광경화 xy 축 조절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전국 개발이 가능함.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고 해상도의 형태 출력 및 mask 없이 형태 프린팅 가능

* 연구성과의 우수성: 마스크가 없다는 장점을 이용해 기반 데이터 없이 needs 에 적합한 형태의 전극 및 

전해질 제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파급효과

-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전극/전해질 출력 가능. 소재의 자율성. 고해상도 이미지 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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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① Jongwon Oh, Dahye Baek, Tae Kyung Lee, Dongwon Kang, 

Hyeri Hwang, Eun Min Go, Inkyu Jeon, Younghoon You, Changil 

Son, Dowon Kim, Minji Whang, Kibum Nam, Moonjeong Jang, 

Jung-Hoon Park, Sang Kyu Kwak, Jungwook Kim Jiseok Lee

② Dynamic multimodal holograms of conjugated organogels via 

dithering mask lithography

③ Nature Materials

④ 20, 385poly

mer 

chem

istry

⑤ 이지석, 곽상규

⑥ 2021년

⑦ 10.1038/s41563-020-00866-4

* 성과의 적합성: 새로운 방식의 형광 소재 합성 및 색상 발현을 control하여 머신 러닝을 이용해 복잡한 위조 방지 가능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HDDA라는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고 각도에 따라 다른 색을 띈다는 점을 

이용해 프로그램 된 복잡한 방식의 위조 방지 가능 

* 연구성과의 우수성: 새로운 chemical 합성. 새로운 방식을 이용한 광경화 발광 입자 개발.

* 파급효과

- HDDA 라는 소재와 관련된 다양한 소재의 개발이 진행될 것임

- 각도에 따라지는 형광을 이용한 위조 방지이기 때문에 적합한 프로그램 및 세팅 시스템 개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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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방식으로 해석 불가능한 위조 방지 시스템 개발

- 국내 특허 2건을 출원 및 등록함.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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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① Yoonkyung Shin, Inkyu Jeon, Younghoon You, Gwangho Song, 

Tae Kyung Lee, Jongwon Oh, Changil Son, Dahye Baek, Dowon 

Kim, Heesu Cho, Hyeri Hwang, Taeyoung Kim, Sang Kyu Kwak, 

Jungwook Kim, Jiseok Lee
② Facile Microfluidic Fabrication of 3D Hydrogel SERS Substrate 

with High Reusability and Reproducibility via Programmable 

Maskless Flow Microlithography

③ Advanced Optical Materials

④ 23(8) 2001585poly

mer 

chem

istry

⑤ 이지석

⑥ 2020년

⑦ 10.1002/adom.202001586

* 성과의 적합성: 광경화 기반의 형태에 구애받지 않는 전극 제작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형태에 상관이 없이 metal nanoparticle 시드로만 나노 입자를 기름

* 연구성과의 우수성: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고, 광학 구조 상 고해상도의 전극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파급효과

- 고해상도의 형태와 무관한 전극 제작 가능

- 광경화 및 광노출로 나노입자를 기르는 만큼, 짧은 시간에 제작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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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Sanghwan Park, Yun-Tae Kim, Hyegi Min, Seung Min Moon, 

Seoungwoo Lee, Chang Yeong Lee
② Alkalide-Assisted Direct Electron Injection for the Noninvasive 

n-Type Doping of Graphene

③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④ 13(1), 1270

화학

공학

⑤ 이창영

⑥ 2021년

⑦ 10.1021/acsami.0c19153

* 성과의 적합성: 알칼리 금속을 이용한 비침습적 그래핀 n-type 도핑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CVD로 합성한 그래핀의 도핑은 그래핀 기반 전자공학에서 중요하지만 

n-type 도핑의 비침습적 방법은 p-type 도핑에 비해 널리 연구된 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가 나트륨 

음이온에서 그래핀으로 직접 주입되는 비침습성 n-type 도핑에 편리하고 강력한 방법을 개발함

* 연구성과의 우수성: 이전 연구와 달리 본 연구의 방법에서는 링커 없이도 그래핀과 분자 간의 비공유 결

합을 강화하는 것을 입증하였고, 이는 그래핀을 활용할 때 여러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함

* 파급효과

- 그래핀을 활용하는 다양한 전자공학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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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Chanhee Lee§, Tae-Ung Wi§, Wooseok Go, Muhammad Fahmi 

Rahman, Matthew T. McDowell, Youngsik Kim*, Hyun-Wook Lee*

② Unveiling Interfacial Dynamics and Structural Degradation of 

Solid Electrolytes in a Seawater Battery System

③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A

④ 8(41), 21804-21811에너

지저

장소

재

⑤ 김영식, 이현욱

⑥ 2020년

⑦ 10.1039/D0TA07358J

* 성과의 적합성: 친환경 에너지 저장 시스템 소재 분석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해수전지 시스템의 핵심 소재인 NASICON 고체전해질 연구 분야에서 

전무했던 해수 전지 구동 환경에서의 구조적/전기화학적 열화현상 분석

* 연구성과의 우수성: 고출력·안정성을 확보한 해수 배터리 시스템 설계를 위한 고체전해질 반응/분해 메커니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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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급효과

- 해수전지 구동시 고출력, 안정성을 확보한 고체전해질 개발 방향 제시 및 향후 고체전해질 안정성 평가를 

위한 지표가 될 수 있는 선행 연구로서 활용

- 기계신문 및 경상일보 등에 연구 성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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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Shiheng Li§, Tae-Ung Wi§, Min Ji, Zhiyang Cui, Hyun-Wook 

Lee*, Zhenda Lu*
② The Role of Polymer and Inorganic Coatings to Enhance 

Interparticle Connections Diagnosed by In Situ Techniques

③ Nano Letters

④ 21(3), 1530-1537에너

지저

장소

재

⑤ 이현욱

⑥ 2021

⑦ 10.1021/acs.nanolett.0c05035

* 성과의 적합성: 차세대 에너지 저장소재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합금형 음극 소재 SnO2의 성능 향상을 위해 표면 전도성 폴리머(PPy) 

코팅층을 적용 및 실시간 투과전자 현미경 분석을 활용하여 부피 변화 및 리튬 확산 특성 분석

* 연구성과의 우수성: 전도성 폴리머 코팅 적용 후 SnO2의 충방전시 부피 팽창률 약 200% 감소 및 

충·방전 400사이클 이상 수명 확보

* 파급효과

- 이차전지 소재에 적용할 수 있는 폴리머 코팅층과 산화금속 무기물 코팅층의 물리적/전기화학적 특성 

비교 분석을 통해 소재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코팅층 적용 방향 제시

- SnO2를 비롯한 합금형 음극 소재의 안정성/전기화학적 성능 개선을 위한 폴리머 코팅 연구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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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① Aditya Narayan Singh§, Min-Ho Kim§, Abhishek Meena, 

Tae-Ung Wi, Hyun-Wook Lee*, Kwang S. Kim*

② Na/Al Codoped Layered Cathode with Defects as Bifunctional 

Electrocatalyst for High-Performance Li-Ion Battery and Oxygen 

Evolution Reaction

③ Small

④ 17(18), 2005605 에너

지저

장소

재

⑤ 이현욱

⑥ 2021년

⑦ 10.1002/smll.202005605

* 성과의 적합성: 차세대 에너지 저장소재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기존 배터리 양극 소재로 연구되어온 리튬 과잉 산화물 소재의 산화환원반응을 

활용하여 높은 에너지밀도 구현과 함께 우수한 촉매 활성을 가진 차세대 에너지 소재 개발

* 연구성과의 우수성: 리튬 과잉 산화물의 문제점인 전압 강하 현상을 3mV/cycle로 개선 및 높은 

전류밀도에서 IrO2 (98mv/dec)보다 낮은 과전압 (69.34mV/dec)을 확보함

* 파급효과

- 고전압 충전시 양극 소재의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한 우수한 성능의 촉매 개발

- 원소 도핑을 통한 물질 내 defect, dislocation을 고려하여 배터리 안정성 및 촉매 활성을 증가시키는 방안 제시 

57
임한권

10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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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화학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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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① Boreum Lee, Dongjun Lim, Hyunjun Lee, Hankwon Lim

② Which water electrolysis technology is appropriate?: Critical 

insights of potential water electrolysis for green ammonia 

production

③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④ 143, 110963

화학

공정

⑤ 임한권

⑥ 2021년

⑦ 10.1016/j.rser.2021.110963

* 성과의 적합성: 수전해 기반 암모니아 생산 공정에 대한 경제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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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다양한 수전해 방식으로부터 생산된 수소 기반 개선된 Haber-bosch 

암모니아 생산 공정에 대한 경제성평가

* 연구성과의 우수성: 암모니아 생산 공정에 필요한 수소의 다양한 생산방식 (AWE, PWE, SOEC)을 

비교하여 보다 수전해 수소 기반 암모니아 생산 공정에 대한 다각도의 경제적 가이드라인 제시

* 파급효과

- 낮은 공정 효율로 인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기존의 Haber-bosch 암모니아 생산 공정의 개선책 제시

-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 저장체로 주목받는 암모니아의 생산 공정에 수전해 기반 수소를 도입하여 보다 

경제적·환경적으로 개선된 에너지 시스템 기반 구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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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yeon Kim, Youngdon Yoo, Suhyun Kim, Hankwon Lim

② Comprehensive analysis of overall H2 supply for different H2 

carriers from overseas production to inland distribution with 

respect to economic, environmental, and technological aspects

③ Renewable Energy

④ 177, 2021

화학

공정

⑤ 임한권

⑥ 2021

⑦ 10.1016/j.renene.2021.05.127

* 성과의 적합성: 수소를 해외로부터 도입해오는 공급망에 대한 경제적, 환경적, 기술적 실현가능성 제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다중 기준 의사 결정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해외 수소 도입시 고려될 수 

있는 여러 기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

* 연구성과의 우수성: 경제성 뿐만 아니라 환경성과 기술성숙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된 시나리오 분석을 진행함

으로써 보다 더 실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

* 파급효과

- 국내 수소 생산의 한계에 의해 해외 수소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해외 수소 도입의 

전체적인 공급망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제시

- 전체 공급망 중에서 경제적, 환경적으로 영향력이 큰 주요 인자 및 프로세스들을 도출해냄으로써 보다 더 

개선된 공급망 실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59

임한권
1097
0951

이공

계열

화학

공학
저널

논문

① Vijay Mohan Nagulapati, Hyunjun Lee, DaWoon Jung, 

SalaiSargunan S Paramanantham, Boris Brigljevic, YunSeok Choi, 

Hankwon Lim

② A novel combined multi-battery dataset based approach for 

enhanced prediction accuracy of data driven prognostic models in 

capacity estimation of lithium ion batteries

③ Energy and AI

④ 5, 2021

화학

공정

⑤ 임한권

⑥ 2021

⑦ 10.1016/j.egyai.2021.100089

* 성과의 적합성: 리튬 이온 배터리의 수명 예측 모델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다양한 Machine Learnng 기반 회귀 모델을 기반으로 한 리튬 이온 배터리의 

잔여 수명 예측 모델 개발 및 비교 검증, 복합 multi battery data set 모델 도입을 통한 예측 정확도 향상

* 연구성과의 우수성: GPR(Gaussian process regression) 기반 배터리 수명 예측 모델의 높은 정확도 (RMSE=0.0221) 검증

* 파급효과

-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는 배터리의 정확한 수명 예측은 배터리 활용 분야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며, 해당 연구로부터 

개발된 배터리 수명 예측 모델은 배터리의 효율적 활용 및 교체주기를 선정에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제시

60 장성연
1014

1982

이공

계열

고분

자공

학

저널

논문

① Havid Aqoma, Imil Fadli Imran, Febrian Tri Adhi Wibowo, Narra 

Vamsi Krishna, Wooseop Lee, Ashis K. Sarker, Du Yeol Ryu, 

Sung‐Yeon Jang
② High‐Efficiency Solution‐Processed Two‐Terminal Hybrid Tandem 

Solar Cells Using Spectrally Matched Inorganic and Organic 



- 80 -

Photoactive Materials

③ Advanced Energy Materials

④ 10(37), 2001188정보/

전자

용고

분자

⑤ 장성연

⑥ 2020년

⑦ 10.1002/aenm.202001188

* 성과의 적합성: EQE를 개선하고 하위 셀에서 에너지 손실을 줄임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우수한 무기 페로브스카이트/유기 하이브리드 탠덤 소자 개발

* 연구성과의 우수성: EQE를 개선하고 하위 셀에서 에너지 손실을 줄임으로써 무기 페로브스카이트/유기 

하이브리드 탠덤 소자에서 28%까지 PCE를 달성할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제시함

* 파급효과

- 인용횟수 4회

61

장성연
1014

1982

이공

계열

고분

자공

학
저널

논문

① Hong Nhan Tran; Sujung Park; Febrian Tri Adhi Wibowo;; 

Narra Vamsi Krishna; Ju Hwan Kang; Jung Hwa Seo; Huy Nguyen‐
Phu; Sung‐Yeon Jang; Shinuk Cho
② 17% Non‐Fullerene Organic Solar Cells with Annealing‐Free 
Aqueous MoOx

③ Advanced Science

④ 7(21), 2002395정보/

전자

용고

분자

⑤ 장성연

⑥ 2020년

⑦ 10.1002/advs.202002395

* 성과의 적합성: 친환경적 합성 기술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솔-겔 경로에서 물의 농도를 조절함으로써 뛰어난 전기적 특성을 가진 

무해열성 MoOx를 성공적으로 개발

* 연구성과의 우수성: 뛰어난 전기적 특성을 가진 무해열성 MoOx 개발

* 파급효과

- 인용횟수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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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연
1014

1982

이공

계열

고분

자공

학
저널

논문

① Muhibullah Al Mubarok, Febrian Tri Adhi Wibowo, Havid 

Aqoma, Narra Vamsi Krishna, Wooseop Lee, Du Yeol Ryu, Shinuk 

Cho, In Hwan Jung, and Sung-Yeon Jang

② PbS-Based Quantum Dot Solar Cells with Engineered π

‑Conjugated Polymers Achieve 13% Efficiency

③ ACS Energy Letters

④ 5(11), 5452정보/

전자

용고

분자

⑤ 장성연

⑥ 2020년

⑦ 10.1021/acsenergylett.0c01838

* 성과의 적합성: CQDSC 장치는 대역 간격이 좁고 온도가 낮기 때문에 저비용 발전기에 적합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TIPS-TPD 장치의 PCE (13.03%)는 보고된 SSE-Free CQDSC 중에서 성능이 가장 우수함

* 연구성과의 우수성: 상당히 높은 PCE (13.03%)를 가지는 CQDSC 개발

* 파급효과

- 인용횟수 3회

63 장지욱
1117

4132

이공

계열

촉매 

화학 

공학

저널

논문

① Jae Hwa Lee, Hyeonjin Cho, Sung O Park, Jeong Min Hwang, 

Yerin Hong, Pankaj Sharma, Woo Cheol Jeon, Yongjoon Cho, 

Changduk Yang, Sang Kyu Kwak*, Hoi Ri Moon* and Ji-Wook 

Jang*

② High Performance H2O2 Production Achieved by Sulfur-doped 

Carbon on CdS Photocatalyst via Inhibiting Reverse H2O2 

De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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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Applied Catalysis B: Environmental 

④ 284, 119690광촉

매와 

광화

학전

극

⑤ 곽상규, 양창덕, 장지욱

⑥ 2021년

⑦ 10.1016/j.apcatb.2020.119690

* 성과의 적합성: 차세대 태양 연료 생성 촉매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기존의 과산화수소 분해에 의한 고농도 생산의 한계를 극복하여 태양에너지만으로의 

과산화수소 생성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

* 연구성과의 우수성: 희생시약을 이용하여 최고 수준인 17.1 mM 달성

* 파급효과: 과산화수소 분해 억제에 뛰어난 물질의 표면 특성을 제시하여 농축된 과산화수소 용액 제조 기술 

향상에 이바지함.

64

장지욱
1117

4132

이공

계열

촉매 

화학 

공학

저널

논문

① Yerin Hong, Yongjoon Cho, Eun Min Go, Pankaj Sharma, 

Hyeonjin Cho, Byongkyu Lee, Sang Myeon Lee, Sung O. Park, 

Myohwa Ko, Sang Kyu Kwak*, Changduk Yang*, JiWook Jang * 
② Unassisted Photocatalytic H2O2 Production under Visible Light by 

Fluorinated Polymer-TiO2 Heterojunction

③ Chemical Engineering Journal 

④ 418, 129346광촉

매와 

광화

학전

극

⑤ 곽상규, 양창덕, 장지욱

⑥ 2021년

⑦ 10.1016/j.cej.2021.129346

* 성과의 적합성: 차세대 태양 연료 생성 촉매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가시광선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기존 TiO2 촉매의 한계를 극복하여 

가시광선을 이용하여 과산화수소 생성 가능한 촉매 개발

* 연구성과의 우수성: 고분자를 이용한 TiO2 기반 가시광선 흡수 광촉매 개발

* 파급효과 : 고분자와 산화금속 사이 정션을 통한 효과적인 전자-정공 분리 기술 제시. 

65

장지욱
1117

4132

이공

계열

촉매 

화학 

공학

저널

논문

① Je Min Yu, Jungho Lee, Yoon Seo Kim, Jaejung Song, Jiyeon 

Oh, Sang Myeon Lee, Mingyu Jeong1,Yongseon Kim, Ja Hun Kwak, 

Seungho Cho*, Changduk Yang*, and Ji-Wook Jang*
② High-performance and stable photoelectrochemical water 

splitting cell with rganic-photoactive-layer-based photoanode

③ Nature Communications

④ 11, 5509광촉

매와 

광화

학전

극

⑤ 곽자훈, 양창덕, 장지욱

⑥ 2020년

⑦ 10.1038/s41467-020-19329-0

* 성과의 적합성: 차세대 태양 연료 생성 촉매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성능이 뛰어나지만 수계 촉매로써 불안정한 기존의 유기물 광흡수 물질과 

물 분해에 효과적인 촉매를 액체상의 전도체로 접합하여 안정성과 성능 모두를 확보한 촉매 개발

* 연구성과의 우수성: 세계 최고 효율로써 STH 4.33 % 달성

* 파급효과 : 수계에서 불안정한 광흡물질과 특정 반응에 유리한 촉매 사이 정션 및 광흡수물질 보호를 통한 

광촉매 개발 기술 제시  

66 장지현
1010

1748

이공

계열

무기

광화

학

저널

논문

① Jong-Chul Yoon. Xinyue Dai. Kyeong-Nam Kang. Jongha 

Hwang. Myung-Jun Kwak. Sun Hwa Lee. Feng Ding. and Ji-Hyun 

Jang

② Graphitization with Suppressed Carbon Loss for High-Quality 

Reduced Graphene 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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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ACS NANO

④ 15(7), 11655-11666

촉매 

화학

⑤ 장지현

⑥ 2021년

⑦ 10.1021/acsnano.1c02178

* 성과의 적합성: 고품질 그래핀 합성법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 피셔 트롭스치 반응에 사용되는 촉매를 이용하여 산화 그래핀의 특성을 획기적으로 향상

- 그래핀 옥사이드 표면의 산소를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 개발

* 연구성과의 우수성:

- 300도 수준의 낮은 온도에서 고품질 그래핀 합성

- 이산화탄소 발생 억제 (43.84%에서 0.47%)

- 246배(vs rGO), 8배(vs CVD graphene) 향상된 전기전도도 확보

* 파급효과

- 피셔 트롭스치 반응을 이용한 그래핀 옥사이드 환원법 개발

- 국내 특허 1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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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현
1010

1748

이공

계열

무기

광화

학
저널

논문

① Sung-Wook Kim. Jongha Hwang. Seong-Ji Ha. Jae-Eun Lee. 

Jong-Chul Yoon. and Ji-Hyun Jang

② Ultrathin MoS2 Flakes Embedded in Nanoporous Graphene Films 

for a Multi-Functional Electrode

③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A

④ 9, 928

촉매 

화학

⑤ 장지현

⑥ 2021년

⑦ 10.1039/D0TA10397G

* 성과의 적합성: 고용량의 신축성있는 마이크로 슈퍼커패시터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 Plotter를 이용하여 마이크로 슈퍼커패시터 제작 기술 개발

- 높은 커패시터를 가진 MoS2/graphene 합성

* 연구성과의 우수성:

- 55 F/cm3의 커패시터와 82.2%의 커패시터 유지(20,000 cycle 이후), 높은 에너지 밀도(7.64  mWh/cm3), 

높은 전력 밀도(9.96 W/cm3)

- 착용 가능한 마이크로 슈퍼커패시터 제작

* 파급효과

- Plotter를 이용한 마이크로 슈퍼커패시터 제작 및 개발

- 국내 특허 1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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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현
1010

1748

이공

계열

무기

광화

학 저널

논문

① Kyeong-Nam Kang. Hansol Lee. Junyoung Kim. Myung-Jun 

Kwak. Hu Young Jeong. Guntae Kim. and Ji-Hyun Jang
② Co3O4 Exsolved Defective Layered Perovskite Oxide for Energy 

Storage Systems

③ ACS Energy Letters

④ 5(12), 3828

촉매 

화학

⑤ 장지현

⑥ 2020년

⑦ 10.1021/acsenergylett.0c01779

* 성과의 적합성: 차세대 에너지 저장 소재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 페로브스카이트 산화물 속 코발트가 표면으로 흘러나오는 용출 현상과 페로브스카이트 산화물 내에 산소 음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빈 공간(산소 빈자리 결함, Oxygen vacancy)이 많다는 점을 착안해 새로운 물질 개발

* 연구성과의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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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물질을 전극에 코팅한 플렉서블 전지는 215.8 Wh/kg(218.54 mAh/g)의 단위 질량당 에너지 밀도(단일 

전극 시 에너지 저장 용량)를 기록하여, 기존 페로브스카이트 소재를 적용했을 때 보다 60% 향상시킴

- 이 전지를 이용해 3.6 V의 LED 조명을 켤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구부리거나 비틀어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함

* 파급효과

- 이차전지의 저장 메커니즘과 슈퍼커패시터의 저장 메커니즘 모두를 갖고 상호 보완적으로 에너지 저장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전극을 적용한 Full cell을 만들어 상용화 가능성을 보임

- 슈퍼커패시터의 한계점이었던 낮은 에너지 밀도 및 용량, 이차전지의 한계점이었던 낮은 전력 밀도 및 

안정성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함

- 국내특허 1건 등록, 인용횟수 :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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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필

 

1005

7111

이공

계열

환경/

에너

지세

라믹

스
저널

논문

① Moonsu Yoon, Yanhao Dong, Jaeseong Hwang, Jaekyung Sung, 

Hyungyeon Cha, Kihong Ahn, Yimeng Huang, Seok Ju Kang, Ju Li, 

and Jaephil Cho
② Reactive Boride Infusion Stabilizes Ni-rich Cathodes for 

Lithium-ion Batteries

③ Nature Energy

④ 6, 363

전지

재료

⑤ 강석주, 조재필

⑥ 2021년

⑦ 10.1038/s41560-021-00782-0

* 성과의 적합성: 이차전지용 전지 소재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CoxB 표면 처리를 통한 전지 성능의 개선 

* 연구성과의 우수성: 기존의 non active 코팅 방식의 문제점인 표면 전도성 저하로 인한 전지 성능 개선을 

전도성 CoxB 코팅을 통한 고온성능 20% 이상 개선 및 고속 충방전 특성 30% 이상 개선 

* 파급효과

- 이차전지 중대형 전지의 수명의 개선 기대

70

조재필

 

1005

7111

이공

계열

환경/

에너

지세

라믹

스
저널

논문

① Jaeseong Hwang, Seungjun Myeong, Eunryeol Lee, Haeseong 

Jang, Moonsu Yoon, Hyungyeon Cha, Jaekyung Sung, Min Gyu Kim, 

Dong-Hwa Seo, and Jaephil Cho
② Lattice-Oxygen-Stabilized Li- and Mn-Rich Cathodes with 

Sub-Micrometer Particles by Modifying the Excess-Li Distribution

③ Advanced Materials

④ 33(18), 2100352

전지

재료

⑤ 서동화, 조재필

⑥ 2021년

⑦ 10.1002/adma.202100352

* 성과의 적합성: 이차전지용 전지 소재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LMRs 소재에서의 Delocalized excess-Li system 구조 도입을 통한 차세대 

전지 성능의 개선

* 연구성과의 우수성: LMRs 소재의 비가역적 열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Delocalized excess-Li system 

구조를 도입, 83% 이상의 고온 사이클링 성능, 2880Wh/L의 에너지밀도 달성

* 파급효과

- 단결정 LMR 소재의 고에너지 밀도화 기대

71 조재필

 

1005

7111

이공

계열

환경/

에너

지세

라믹

스

저널

논문

① Qing Qin, Haeseong Jang, Yimeng Wang, Lijie Zhang, Zijian Li, 

Min Gyu Kim, Shangguo Liu, Xien Liu, and Jaephil Cho

② Gettering La Effect from La3IrO7 as a Highly Efficient 

Electrocatalyst for Oxygen Evolution Reaction in Acid Media

③ Advanced Energy Materials

④ 11(5), 2003561
전지

재료

⑤ 조재필

⑥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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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10.1002/aenm.202003561

* 성과의 적합성: water splitting을 위한 촉매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PEM 기법에서, OER 매커니즘에 뛰어나게 반응하고 단가가 낮은 고효율 

전기 촉매 개발

* 연구성과의 우수성: 기존 IrO2의 화학적 활성화 과정을 통한 La3IrO7-SLD 촉매의 도입, 20mV의 과전압 

감소, 5배 이상의 질량 활성도 달성

* 파급효과

- 전기화학적 물 전기분해를 통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소 생산 방향 제시

72

최남순
1011

7105

이공

계열

화학

공학

저널

논문

① Sewon Park, Seo Yeong Jeong, Tae Kyung Lee, Min Woo Park, 

Hyeong Yong Lim, Jaekyung Sung, Jaephil Cho, Sang Kyu Kwak, 

Sung You Hong, and Nam Soon Choi

② Replacing conventional battery electrolyte additives with 

dioxolone derivatives for high-energy-density lithium-ion batteries

③ Nature Communications

④ 12, 1에너

지 

저장

시스

템용 

유기

재료

⑤ 최남순, 홍성유, 곽상규

⑥ 2021년

⑦ 10.1021/acsenergylett.1c00417

* 성과의 적합성: 차세대 배터리용 전해액 첨가제 기술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차세대 고용량 배터리 전극 소재인 실리콘 기반 음극의 반복적인 

싸이클에 따른 구조적인 열화 및 NCM811 양극재의 비가역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규 합성 첨가제를 

개발하여 전지의 장수명 및 효율을 획기적으로 성장

* 연구성과의 우수성: 신규 합성 첨가제 소재를 적용하여 400 싸이클 기준 81.5%의 용량 유지율 달성 및 

고속 (3C) 싸이클에서 100회 기준 98.9%의 높은 용량유지율 확보

* 파급효과

- 차세대 고용량 배터리의 수명 성능 및 효율을 향상시키는 신규 합성 첨가제 기술 개발

- Editor’s Highlight 논문으로 선정됨. KBS 뉴스 등에 우수연구 성과로 소개됨

- 국내 특허 1건 등록, ㈜천보에 기술이전 1억원 

73

최남순
1011

7105

이공

계열

화학

공학

저널

논문

① Min Woo Park, Sewon Park, and Nam-Soon Choi

② Unanticipated Mechanism of the Trimethylsilyl Motif in 

Electrolyte Additives on Nickel-Rich Cathodes in Lithium-Ion 

Batteries

③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④ 12, 39, 43694-43704에너

지 

저장

시스

템용 

유기

재료

⑤ 최남순

⑥ 2021년

⑦ 10.1021/acsami.0c11996

* 성과의 적합성: 다양한 양극 소재에서 TMS 기반 첨가제의 기작 파악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차세대 고용량 배터리 전극 재료인 NCM 소재 양극재의 큰 문제인 잔류

리튬 형성에 따른 TMS 기반 첨가제의 작동 기작을 파악함으로써 TMS 기반 첨가제의 적용 방향을 제시

* 연구성과의 우수성: TMS 기반 첨가제의 양극 소재에 따른 작동 기작 확인을 통한 첨가제 도입의 방향성 제시

* 파급효과

- TMS 기반 첨가제의 작동 메커니즘을 밝힘에 따라 향후 TMS 기반 첨가제 합성에 있어서의 방향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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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구의 수월성을 대표하는 연구업적물 (최근 1년(2020.9.1.-2021.8.31.)

연번 대표연구업적물 설명

1

■ 연구 업적:

Jaeki Jeong, Minjin Kim, Jongdeuk Seo, Haizhou Lu, Paramvir Ahlawat, Aditya Mishra, Yingguo 

Yang, Michael A. Hope, Felix T. Eickemeyer, Maengsuk Kim, Yung Jin Yoon, In Woo Choi, 

Barbara Primera Darwich, Seung Ju Choi, Yimhyun Jo, Jun Hee Lee, Bright Walker, Shaik M. 

Zakeeruddin, Lyndon Emsley, Ursula Rothlisberger, Anders Hagfeldt, Dong Suk Kim, Michael 

Grätzel & Jin Young Kim, Pseudo-halide anion engineering for α-FAPbI3 perovskite solar 

cells, Nature 2021, 592, 381-385

■ 성과의 적합성: 페로브스카이트 개질을 통한 태양전지 효율 및 안정성 향상

■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 ABX3의 화학식을 가진 페로브스카이트의 X 자리에 할로젠 원소를 대신하여 들어갈 수 

있는 원자단인 포름산(formate) 이온을 도입하여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안정성과 

성능을 높임

■ 연구 내용 및 우수성

○ pseudo-halide 물질 중 하나인 포름산 이온을 페로브스카이트에 함께 첨가하여 

페로브스카이트 박막의 품질을 개선하여 태양전지의 효율을 25.6%까지 올림

○ 20℃, 60℃에서 1000시간 뒤에 개질되지 않은 페로브스카이트에서 각각 35%, 60% 

만큼의 효율 하락이 관찰되었던 것에 반해 포름산 이온을 도입한 

페로브스카이트에서는 각각 10%, 20%의 효율 하락만이 생김

○ 포름산 이온의 도입 결과 페로브스카이트 박막의 광발광(PL) 수명, 결정립(grain) 크기, 

결정성 향상과 함께 전체적인 페로브스카이트 품질이 좋아진 것을 확인함

○ ssNMR (solid-state nuclear magnetic resonance spectroscopy) 결과를 분석하여 포름산 

이온이 페로브스카이트 내부의 I-를 치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DFT (density 

functional theory) 계산 결과로 이를 뒷받침함

○ 분자동역학(MD) 시뮬레이션과 DFT 계산으로 포름산 이온이 페로브스카이트 표면 

결함에 강하게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는 빛 세기에 따른 VOC 그래프 및 EQEEL의 

결과와도 일치함

■ 파급효과

○ 논문으로 보고된 태양전지 효율 중 가장 높은 수치인 25.6%를 기록

○ ㅍ첨가제를 사용해 간단하게 페로브스카이트의 광전기적 특성 및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방법 제시함으로써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상용화에 한 걸음 다가감

○ Impact factor: 49.962

○ 피인용횟수: 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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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대표연구업적물 설명

2

■ 연구업적

Mingyu Jeong, In Woo Choi, Eun Min Go, Yongjoon Cho, Minjin Kim, Byongkyu Lee, 

Seonghun Jeong, Yimhyun Jo, Hye Won Choi, Jiyun Lee, Jin-Hyuk Bae, Sang Kyu Kwak*, 

Dong Suk Kim*, Changduk Yang*, Stable perovskite solar cells with efficiency exceeding 

24.8% and 0.3V voltage loss, Science 2020, 369, 1615-1620

■ 성과의 적합성

○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용 고안정성, 고효율 유기 정공수송층 물질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 기존의 정공수송층으로 사용하는 스파이로 구조를 갖는 물질(Spiro-OMeTAD)의 수소를 

불소로 바꿔 성능이 좋으면서도 수분을 흡수하지 않는 정공 수송층 물질을 개발함

■ 연구 내용 및 우수성

○ 기존의 정공수송층 물질은 대기 중 수분을 흡수해 성능을 떨어뜨리고 이 수분이 

광활성층인 페로브스카이트까지 분해하는 문제를 갖고있는데, 기존 물질의 수소를 

불소로 바꾸는 간단한 방법으로 성능이 좋으면서도 수분을 흡수하지 않는 정공 수송층 

물질을 개발함

○ 개발된 정공수송층을 사용해 24.82% (美뉴포트社 공인인증 결과 24.64%)의 고효율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결과를 얻어냄

○ 500시간 동안의 고습도 환경에서 기존 정공수송층 물질로 사용했을 경우, 500시간 후 

40% 이상의 효율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던 반면, 개발된 정공수송층 사용 시 

초기성능대비 87% 이상의 성능을 유지함

○ 보고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전압 손실 중에서 가장 낮은 값인 0.3V를 기록해 

이론치에 근접한 1.18V의 높은 전압을 달성함

○ 태양전지를 대면적 (1cm2)으로 제작했을 때에도 22.31%의 고효율을 나타내 상용화 

가능성을 보여줌

■ 파급효과 

○ 양립하기 어려웠던 수분 안정성과 효율 문제를 기존 스파이로 구조 물질에 불소 

원자를 도입하는 간단한 방식을 통해 상용화 가능성을 앞당김

○ Impact factor : 41.845

○ 피인용횟수 : 1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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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대표연구업적물 설명

3

■ 연구업적:

Na Gyeong An, Jin Young Kim and Doojin Vak, Energy & Environmental Science, 2021, 14, 

3438-3446

■ 성과의 적합성: 머신러닝 기반 인쇄형 유기 태양전지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 유기 태양전지 분야에서는 효율을 예측하기 위해 전기적 성질과 효율의 상관관계가 

연구되었으며 효율적인 유기 물질을 밝혀내기 위한 고속 처리 가상 스크리닝 연구가 

있었으나 학습데이터의 소스가 제작 매개변수의 실험적으로 최적화된 정도, 물질의 품질, 

제작 조건 등의 많은 미지의 변수들을 포함한다는 한계점을 지님. 일관된 실험 환경에서 

생성된 학습데이터를 사용하였고, 롤투롤(Roll-to–Roll) 공정을 활용하여 태양전지 

제작함으로써 일관된 학습데이터 생성을 위해 필요한 수많은 소자를 제작하는 어려움을 

해결함.

■ 연구 내용 및 우수성

○ 롤투롤 슬롯 다이 시스템은 재료 공급이 두 개의 슬롯을 통해 이뤄져 즉석 배합 기능을 갖춤. 

따라서 공정 시 주입된 용액들은 다양한 비율로 배합 가능하며, 섞인 용액은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기판에 코팅해 박막의 위치에 따라 물질의 비율이 변하는 다양한 조성을 포함한 긴 

기판으로 제작 가능함. 이때 슬롯 다이 헤드로 주입된 모든 용액이 손실 없이 기판 위에 

코팅되기 때문에 코팅 위치별로 물질의 구성 비율 및 박막 두께를 정량화하는 것이 가능. 

예시로써 PM6:Y6:IT-4F 조합의 유기 물질 재료를 사용함.

○ 롤루롤 공정으로 생산된 다양한 조합의 유기 태양전지 데이터를 머신러닝이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디지털화하기 위해 ‘인쇄 밀도’(Deposition Density)라는 새로운 값을 고안함. 이를 

통해 각 박막 위치에서 물질의 간접적인 박막 두께와 구성 비율을 알 수 있음.

○ 여러 회귀알고리즘 중 Random Forest (RF) 모델을 선택했고, 데이터 세트를 이용해 RF 

기반의 모델이 훈련됨. 이 모델을 이용해 PM6, Y6 및 IT-4F의 전체 3차원 공간에 대한 

효율을 예측함. 유기 태양전지 상업화 생산에는 높은 효율 뿐만 아니라 박막 두께별 효율 

편차가 적은 배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조건을 모두 찾고, 이를 실험적으로 검증함.

○ 단일 연구에 2000개가 넘는 재료 조합의 유기 태양전지를 제작한 최초의 연구임. 또한, 

효율이 10.2%인 태양전지를 제조했는데, 이는 롤투롤 공정으로 제조된 인쇄형 유기 태양전지 

중 최고 효율 기록임.

■ 파급 효과

○ 유기 물질뿐만 아니라 페로브스카이트를 이용한 발광다이오드, 광 검출기 등의 차세대 인쇄형 

전자 소자 연구에도 더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Artifical Intelligence Times, 헤럴드 경제, 연합 뉴스 등에 인쇄형 유기 태양전지 개발 기술과 

머신러닝을 접목한 최초 연구로 소개됨.

○ Impact Factor: 38.532 / JCR JIF Percentile: Top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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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국제화 현황 

① 참여교수의 국제적 학술활동 참여 실적 및 현황 

■ 국제학회/학술대회발표 활동(초청강연,기조연설 표기)

○ 류정기  

·[국제학회 초청강연] Global Photovoltaic Conference 2021 (GPVC 2021)

- 발표제목: Organic functional Materials for solar-to-chemical energy conversion

- 발표일자: 2021년 7월 8일

·[국제학회발표] IUPAC-MACRO2020+

- 발표제목: Enhancement of Electrochemical and Photoelectrochemical Hydrogen Production 

Performances by Applying M13 Bacteriophage Templated Superaerophobic Hydrogels

- 발표일자: 2021년 5월 19일

·[국제학회발표] 1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terials Chemistry (MC15)

- 발표제목: Superaerophobic Hydrogels for Gas-evolving reactions

- 발표일자: 2021년 7월 15일

○ 서관용

·[초청강연] 30th International Photovoltaic Science and Engineering Conference (PVSEC-30) & 

Global Photovoltaic Conference 2020 (GPVC2020)

- 발표제목: Neutral-colored Transparent Crystalline Silicon Solar Cells

- 발표일자: 2020년 11월 9일

· [좌장] Global photovoltaic Conference 2021(GPVC2021)

- 일자: 2021년 7월 9일

○ 서동화

·[국제학회 초청강연]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ode Materials and Nanotechnology 

for Green Environment (ENGE 2020), Jeju, S. Korea

- 발표제목: First-Principles Study on the Reaction Mechanisms of the Electrode Materials for 

Li-ion Batteries

- 발표일자: 2020년 11월 1일

·[국제학회 초청강연] 8th International Congress on Ceramics (ICC8), Virtual conference

- 발표제목: First-Principles Study on the Reaction Mechanisms of the Electrode Materials for 

Li-Ion Batteries

- 발표일자: 2021년 4월 25일

○ 이동욱

·[국제학회 발표] SurfCoat Korea 2021 virtual conference

- 발표제목: Fundamental Analysis of Lignin Molecular Binding Mechanism using Surface 

Forces Apparatus (SFA)

- 발표일자: 2021년 5월 26일

○ 이성국

·[국제학회 발표] 2021 KSBB Spring Meeting and International Symposium, Jeju (onlin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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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제목: The Entner–Doudoroff pathway (EDP) intermediate-inducible expression system 

for 2,3-Butanediol production in Escherichia coli

- 발표일자: 2021년 4월 14 – 16일
·[국제학회 발표] KMB 2020 47th annual meeting & Symposium, Busan, Korea

- 발표제목: High-Level Production of 4-Hydroxyvalerate from Levulinic Acid via Whole-Cell 

Biotransformation Decoupled from Cell Metabolism

- 발표일자: 2020년 9월 23 - 25일

·[국제학회 발표] KMB 2020 47th annual meeting & Symposium, Busan, Korea

- 발표제목: Metabolic engineering of Escherichia coli for 2,3-butanediol production from 

cellulosic biomass by using glucose-inducible gene expression system

- 발표일자: 2020년 9월 23 - 25일

○ 이재성

·[국제학회 기조강연] 30th International Photovoltaic Science and Engineering Conference 

(PVSEC-30) & Global Photovoltaic Conference 2020 (GPVC 2020)

- 발표제목: Solar Hydrogen Production by Photoelectrochemical Water Splitting

- 발표일자: 2020년 11월 8일

○ 이준희

·[국제학회 기조강연] Materials Thailand 2021

- 발표제목: Scale-free ferroelectricity by flat phonon bands in HfO2

- 발표일자: 2021년 7월 7 - 9일

·[국제학회 발표] Fundamentals of Ferroelectrics 2021

- 발표제목: "Scale-free Unit-cell Ferroelectricity Induced by Flat Phonon Bands in HfO2

- 발표일자: 2021년 2월 1 - 3일

○ 이현욱

·[국제학회 초청강연] 2021 International Forum on Graphene in Shenzhen

- 발표제목: Operando Microscopy on Energy Storage Application

- 발표일자: 2021년 4월 11일

○ 장성연

·[국제학회 초청강연] IUPACMACRO2020 (The 48th World Polymer Congress)

- 발표제목: Improvement of Performance and Processibility in Colloidal Quantum Dot Solar 

Cells

- 발표일자: 2021년 5월 18일

·[국제학회 초청강연] Global Photovoltaic Conference 2021 (GPVC 2021)

- 발표제목: Improvement of Power Conversion Efficiency in Colloidal Quantum Dot Solar 

Cells

- 발표일자: 2021년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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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기관수상

○ 백종범, 이현욱, 조재필

·Highly Cited Researcher, Global top 1% citation (Clarivate Analytics, November 18, 2020)

■ 국제학회위원회활동

○ 권영국

·ISE 72nd annual meeting, August 29-September 3,2021, Jeju, Republic of Korea (Symposium 11 Main Organizer)

○ 김진영

·GPVC2021, 2021, July 07-9, Gwangju, Korea (좌장)

○ 이재성

·아태촉매협회 -재정이사 (2004 - )

·국제에너지협회 IEA - Annex-20 전문위원 (2004 - )

·도쿄국제촉매학회 국제자문위원 (2004 - )

·한일촉매학회조직위원장 (2003)

■ 국제학술지관련활동(편집위원등)

○ 곽상규

·Associate Editor of Korean Journal of Chemical Engineering, Springer, 2021- 

○ 김동혁

·Bioresources and Bioprocessing (2020~2022)

○ 류정기

·Nanoscale Horizons (영국왕립화학회 RSC 출판 저널, IF: 10.989)의 Community board member 

(Early career advisory board)로 활동 (2020. 11 - 현재)

○ 이성국

·Editorial Board (편집위원), KMB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Journal of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2016. 01 ~ 현재)

○ 이재성 (국제 학술지 편집 위원)

·Catalysis for Sustainable Energy (De Gruyter, 2004 - )

·Journal of Catalysis (Elsevier, 2007-)

·Catalysis Letters ( Baltzer Science, 2000 - ) 

· Topics in Catalysis ( Baltzer Science, 2000 - ) 

·Applied Catalysis A : General ( Elsevier, 2004 - )

·Journal of Molecular Catalysis A: Chemical ( Elsevier, 2004 - )

·Open Catalysis Journal (Bentham, 2009~)

○ 이현욱

·Editorial Board Member, iScience, 2018.01-present

·Editorial Board Member, Transactions of Tianjin University, 2020.01-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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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제 공동연구 실적 

3) <표 3-6> 최근 1년간 국제 공동연구 실적

연

번

공동연구 참여자 
상대국

/소속기관
국제 공동연구 실적

DOI 번호/ISBN 

등 관련 인터넷 

link 주소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국외 공동연구자

1 곽상규 Lee Seungjin
캐나다 /

University of 
Toronto

Sky-Blue-Emissive Perovskite Light-Emitting 

Diodes: Crystal Growth and Interfacial 

Control Using Conjugated Polyelectrolytes as 

a Hole-Transporting Layer. ACS Nano, Vol. 

14, pp. 13246 (2020)

10.1021/acsnan

o.0c04968

2 곽상규
Wang

Chongmin

미국 /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y

Electrochemical scissoring of disordered 

silicon-carbon composites for 

high-performance lithium storage. Energy 

Stor. Mater., Vol. 36, pp. 139 (2021)

10.1016/j.ensm.

2020.12.023

3 곽자훈

Konstantin 

Khivantsev, 

Nicholas R. 

Jaegers, Janos 

Szanyi, Libor 

Kovarik

미국 /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y

Precise identif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catalytically active sites on the surface of 

γ-alumina. Angew. Chem. Int. Ed., Vol. 60, 

pp. 17522 (2021)

10.1002/anie.20

2102106

4 김영식 Jinhyup Han
미국 / Argonne 

National Laboratory

New High‐Performance Pb‐Based 
Nanocomposite Anode Enabled by 

Wide‐Range Pb Redox and Zintl Phase 
Transition. Adv. Funct. Mater., Vol. 31, pp. 

2005362 (2021)

10.1002/adfm.2

02005362

5 김영식
S.T. 

Senthilkumar

스페인 /  IMDEA 

Energy

Using redox electrolytes to extend the charge 

storage capacity in an aqueous hybrid ion 

battery. Chem. Eng. J., Vol. 411, pp. 128416 

(2021)

10.1016/j.cej.20

21.128416

6 김진영

Anders 

Hagfeldt.;  

Michael 

Grätzel.

스위스 /  École 
Polytechnique 

Fédérale de 
Lausanne (EPFL)

Pseudo-halide anion engineering for α

-FAPbI3 perovskite solar cells, Nature , Vol. 

592, pp. 381 (2021)

10.1038/s415

86-021-0340

6-5

7 김진영 Vak, Doojin

호주 /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

Machine Learning-Assisted Development of 

Organic Photovoltaics via High-Throughput 

In-Situ Formulation, Energy Environ. Sci., Vol. 

14, pp. 3438 (2021)

10.1039/D1EE0

0641J

8 서관용
Seo, 

Kwanyong

일본/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Effective Photon management of 

Non-Surface-Textured Flexible Thin Crystalline 

Silicon Solar Cells, Cell Rep. Phys. Sci., Vol. 1, 

pp. 100242 (2020)

10.1016/j.xcr

p.2020.10024

2

9 서동화 이진혁; Ju Li

캐나다 / McGill 

University;

미국 /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Determining the Criticality of Li-Excess for 

Disordered-Rocksalt Li-Ion Battery Cathodes. 

Adv. Energy Mater. vol. 11, pp. 2100204 (2021)

10.1002/aenm.2

021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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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양창덕 Kuan Sun
중국 / Chongqing 

University

Recent Progress in Flexible and Stretchable 

Organic Solar Cells. Adv. Funct. Mater., 30, 

2002529 (2020)

10.1002/adfm.2

02002529

11 양창덕
Shanshan Chen 

; Kuan Sun

중국 / Chongqing 

University

Performance-enhancing Approaches for the 

PEDOT:PSS-Si Hybrid Solar Cells, 

Angewandte Chemie International Edition, 

Vol. 60, pp. 5036 (2020)

10.1002/anie.201

910629

12 이동욱
Xavier 

Banquy

캐나다 / 

Université de 
Montréal

Bioinspired polymers for lubrication and 

wear resistance. Prog. Polym. Sci., Vol. 110, 

pp. 101298 (2020)

10.1016/j.pro

gpolymsci.20

20.101298

13 이재성  Dongfeng Li 

중국 / Dalian 

Institute of 

Chemical Physics

Gradient tantalum-doped hematite 

homojunction photoanode improves both 

photocurrents and turn-on voltage for solar 

water splitting. Nat. Commun., Vol. 11, pp.. 

4622 (2020)

10.1038/s41467

-020-18484-8

14 이준희
Umesh 

Waghmare

인도 / Jawaharlal 

Nehru Centre for 

Advanced Scientific 

Research

Scale-free ferroelectricity induced by flat 

phonon bands in HfO2. Science, Vol. 369, Issue 

6509, pp. 1343 (2020)

10.1126/science

.aba0067

15 이현욱
McDowell, 

Matthew T.

미국 /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Linking void and interphase evolution to 

electrochemistry in solid-state batteries using 

operando X-ray tomography,  Nat. Mater., Vol. 

20, pp. 503-510 (2021)

10.1038/s41563

-020-00903-2

16 이현욱 Lee, Seok Woo

싱가폴 /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Efficient low-grade heat harvesting enabled by 

tuning the hydration entropy in an 

electrochemical system, Adv. Mater., Vol. 33, 

pp. 2004717 (2021)

10.1002/adma.20

2004717

17 조재필
Dong, Yanhao; 

Huang, Yimeng

미국 /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Reactive boride infusion stabilizes Ni-rich 

cathodes for lithium-ion batteries. Nat Energy. 

Vol. 6, pp. 362 (2021)

10.1038/s41560

-021-00782-0

18 조재필

Chuang; Qin; 

Jiang, Xiaol; Li, 

Chuang; Liu, 

Shangguo; Li, 

Zijian; Qin, 

Qing 

중국 / Qingdao 

University

The Heterostructure of Ru2P/WO3/NPC 

Synergistically Promotes H2O Dissociation for 

Improved Hydrogen Evolution. Angew. Chem. 

Int. Ed., Vol. 60, pp. 4110 (2021)

10.1002/ange.2

0201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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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교수별 국제 공동연구 추진 계획

○ 김동혁

·세포 내 금속이온 조절 단백질 규명 및 메커니즘 이해

- 상대국 기관 및 공동연구자: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 Bernhard O. Palsson 교수

- 연구기간 : 2019년 이후 지속

○ 류정기

·Dual-Working Electrode 및 Potential-Sensing Atomic Force Spectroscopy를 이용한 PEC 

광전극의 실시간 분석

- 상대국 기관 및 공동연구자: 스위스 Zurich University / David Tilley 교수

- 연구기간: 2022.03 ~ 2022.05 예정

○ 서동화

·양이온-무질서-암염구조 양극소재의 산소산화 안정화 메커니즘 이해

- 상대국 기관 및 공동연구자 : 캐나다 Mcgill 대학 / 이진혁 교수

- 연구기간: 2021년 이후 지속

·고성능 리튬과잉 양극 소재 조성 탐색

- 상대국 기관 및 공동연구자 : 미국 Stanford 대학 / William Chueh 교수

- 연구기간 : 2021년 이후 지속

○ 이동욱

·전기화학적 표면힘측정기(EC-SFA)를 활용한 물질 계면에서의 정밀한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

- 상대국 기관 및 공동연구자: 오스트리아 Vienna University of Technology / Markus 
Valtiner 교수

 - 연구기간: 2022.02~ 2023.01 예정
○ 이준희

·HfO2의 강유전체 상의 성공적인 증착에 필요한 조건인 플랫 밴드 형성에 끼치는 중요 인자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플랫 밴드 구현 가능 구조를 예측

- 상대국 기관 및 공동연구자: 미국 오크리지 국립연구소 / 윤미나 박사
- 연구기간: 2021.08 ~ 2022.07

○ 이지석

·에너지 시스템 소재 및 시스템 공동 연구 예정

- 상대국 기관 및 공동연구자: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 Michael J. Sailor 교수
- 연구기간: 2021.07~2021.12

○ 이현욱

·in situ TEM을 이용한 실시간 전기화학촉매 시스템 분석

- 상대국 기관 및 공동연구자: 미국 Rice University / Haotian Wang 교수

- 연구기간: 2021.08. ~ 2022.06.

·전기화학적 열에너지 저장 시스템 개발

- 상대국 기관 및 공동연구자: 싱가포르 난양공대 / 이석우 교수

- 연구기간: 2021.08. ~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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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구자 교류 실적 및 계획

■ 김영식

○ 대학원생 교류 실적

·박제희 : 미국 아르곤 국립 연구소 파견(2019.02~), 이응제 박사와 국제공동연구 수행, 납을 

이용한 nanocomposite anode를 합성하여 리튬이론전지 음극으로 활용, 저가격, 고성능 납기반 

음극물질의 활용으로 리튬저장 메커니즘에 대한 새로운 시각 제시, 논문게재 : Adv. Funct. 

Mater 2021, 31, 2005362

■ 류정기

○ 대학원생 교류 기획

·배상현: 스위스 Zurich 대학(UZH) 파견, 2022. 03. ~ 2022. 06. Tilley 교수와 국제공동연구 수행 예정

- Tilley Group의 Dual-Working Electrode 및 Potential-Sensing Atomic Force Spectroscopy 

실시간 분석 활용 방법 및 노하우 습득.

- 최종적으로, 실시간 분석 기반 분자 산화물 및 고분자아민의 광전기화학적 물 산화반응 심층 

분석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고효율/고안정성의 광촉매 설계 시도.

■ 서동화

○ 대학원생 연구인력 파견 계획:

·박상욱: 캐나다 McGill대 파견 계획 / Jinhyuk Lee 교수 / 2021.08. ~ 2021.06.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지원하여 Jinhyuk Lee 교수와 

국제공동연구 수행 예정. 공동연구의 최종 목표는 제일원리 양자계산 기반 리튬과잉 양이온-무

질서-암염구조 양극재 개발 및 성능 최적화. 본 연구실에서 합성한 신규 저리튬 고망간 DRX 소

재에 대한 이해와 추가적인 연구 지도를 위해 Jinhyuk Lee 교수의 역량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이동욱

○ 연구년 계획 : 오스트리아 Vienna University of Technology / Markus Valtiner 교수 / 2022.02~ 2023.01 

예정

   Markus Valtiner 교수팀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자체 제작한 전기화학적 표면힘측정기(EC-SFA)를 

활용한 물질 계면에서의 정밀한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 예정

○ 대학원생 교류 계획 : 오스트리아의 Vienna University of Technology에 학생 파견 예정 

2021.12~2022.06.30. Markus Valtiner 교수와 국제공동연구 수행. 표면힘측정기를 이용한 원자수준 

틈에서의 전기화학 촉매 기초특성 분석법 연구를 위해 Vienna Univensity of Technology에서 보유하고 

있는 EC-SFA 장비를 활용예정

■ 이재성

○ 대학원생 교류 실적:

·김민경: 스위스 EPFL 파견, 2020.9.1.-2020.11.30. Kevin Sivula 교수와 국제 협력 과제 수행 

(2019 한-스위스 박사과정생 연수사업). UNIST에서 개발한 Co9S8-MoS2 수소생산 전기촉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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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FL의 광전극에 조촉매로 적용하는 연구 진행

■ 이준희

○ 연구년 : 미국 오크리지 국립연구소 / 윤미나 박사 / 2021.08 ~ 2022.07

·HfO2의 강유전체 상의 성공적인 증착에 필요한 조건인 플랫 밴드 형성에 끼치는 중요 인자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플랫 밴드 구현 가능 구조를 예측

○ 대학원생 교류 실적 :

·김찬석 : 미국 University of Tennessee, 오크리지 국립연구소 파견, 2021.08 ~ 2022.04. 

- 윤미나 박사와 공동연구 수행

- 이론 계산과 실험에서 파악된 AI 반도체의 고밀도/초고속 정보처리에 관한 중요 인자와 양자 

컴퓨터의 양자 얽힘에 관한 중요 인자를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여 이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신소재 발굴

·조진형 : 미국 University of Tennessee, 오크리지 국립연구소 파견, 2021.08 ~ 2022.04. 

- 윤미나 박사와 공동연구 수행

- 오크리지 연구소의 슈퍼컴퓨터를 활용하여 양자 컴퓨터를 위한 소재개발 및 현상에 관한 이론적 

연구로 양자 컴퓨터 소재에서 중요시되는 스핀-스핀 얽힘 효과에 대한 중요 인자 파악 및 중요 

인자를 활용한 신소재개발 인공지능 구축

·최지훈 : 미국 University of Tennessee, 오크리지 국립연구소 파견, 2021.08 ~ 2022.01. 

- 윤미나 박사와 공동연구 수행

- 산화하프늄 강유전체 상의 실제 환경에서 증착하기 위한 온도, 레이저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플랫밴드를 형성하기 위한 조건 파악

■ 이지석

○ 연구년 계획 :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Michael J. Sailor 교수/2021.07~2021.12

   미국의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에서 공동연구를 통해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 개발에 도움이 

되는 소재 연구를 진행할 예정.

■ 이현욱

○ 대학원생 교류 실적:

·이찬희: 미국 조지아텍 파견, 2020.01 ~ 2021.07. Matthew McDowell 교수와 국제공동연구로 

전고체전해질 연구 수행. 고체전해질의 열화현상 규명 연구를 통해 J. Mater. Chem. A. 1저자 

게재. 압력 센서를 이용한 전고체전지의 실시간 압력 측정 및 그 이해를 통해 1저자로 ACS 

Energy Letters에 리뷰중인 논문이 있으며, 공동저자로 Nature Materials 

(10.1038/s41563-020-00903-2) 1편, Joule (accepted) 1편의 논문을 게재하였음. 1년 반만에 

우수한 저널의 논문 4편의 실적을 창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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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산학협력 영역

□ 산학협력 대표 우수성과

■ 참여 교수 산학협력 대표 실적의 우수성

○ 곽자훈

·기술이전 명: 유해활성종 제거용 촉매 소재 분석

- 기술이전 회사: 한국재료연구원

- 기술이전 액수: 19,800 (천원)

- 상세내용: 다양한 temperature-programmed analysis 및 in situ 분석 (DRIFTS, Raman, XRD)을 

통해 촉매의 표면과 bulk의 특성을 조사함. 도출된 분석 결과의 해석을 바탕으로 촉매 

거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촉매의 활성점을 알아내어 본 촉매의 유해활성종 제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

·기술이전 명: Oxidative dehydrogenation 촉매 개발

- 기술이전 회사: LG화학

- 기술이전 액수: 22,000 (천원)

- 상세내용: 다양한 방법의 촉매 특성분석을 통하여 oxidative dehydrogenation 촉매의 반응 

메커니즘을 규명함. 분석 결과를 토대로 활성점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촉매의 활성을 높일 수 잇는 방안을 제안

○ 최남순

·기술이전 명: 리튬 이온전지용 기능성 전해질 조성물 및 그를 포함하는 리튬 이온 전지의 통상 

실시권을 (주) 천보 에 기술 이전

- 기술이전 회사: ㈜ 천보

- 기술이전 액수: 100,000 (천원)

- 상세내용: 리튬 이온전지용 기능성 전해질 조성물 및 그를 포함하는 리튬 이온 전지 

(특허등록번호 : 10-2263641)의 통상 실시권을 전해질 생산 기업인 ㈜ 천보에 기술 이전

  해당 기술은 고용량 하이니켈 양극 소재 및 실리콘 기반 음극을 채택한 고에너지 밀도 

전지의 수명 및 급속 충전 특성을 향상 및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이므로, 해당 기술을 통해 

국산 전지의 고성능화를 실현하여 국내 전지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

구분 국내 국제 합계
특허 실적 30건 9건 39건

기술이전 실적 3건 141,800,000 (원)

■ 참여 교수 산학협력 대표 연구 실적

○ 서관용

·금강 창호 기공 산학 과제 수행 (2020.12 ~ 진행중)

- 연구주제: 투광 구조의 설계 및 제작 및 상용 태양전지에 투광 구조의 적용 및 평가

- 연구 개발 내용: 기존 상용 결정질 실리콘에 투광 구조를 적용한 투광형 실리콘 태양전지의 개발 



- 97 -

○ 양창덕

·삼성전자 공동연구 (2017.12 ~ 진행중)

- 연구주제: 포텐셜에너지표면 제어 기반 하이퍼루프 단이온 전도체 (2017.12 - 진행중)

- 연구 개발 내용: 이차전지 분야의 전고체전지 및 금속전지 핵심기술인 고체 전해질 개발 및 

포텐셜에너지표면 제어를 통한 이온 흐름 미끄러짐 현상에 기반한 고체상 단이온전도체 

개발

○ 정경민

·SRFC 산학 과제 수행 (2020.08 ~ 진행중)

- 연구주제: 양산형 리튬금속전지 시스템을 위한 전극 설계 및 요소 소재 기술 개발

- 연구 개발 내용: 가역 리튬석출 유도 흑연 음극을 기반한 NP 역전 설계가 구현되는 양산형 

리튬금속전지 시스템 설계 기술 개발

·삼성SDI 산학 과제 수행 (2017.11 ~ 진행중)

- 연구주제: 저전압 불량 개선 기술 개발 및 고LL 대면적 전지의 설계인자 분석

- 연구 개발 내용: 화성공정에서의 셀 내 금속성 이물에 의한 내부 쇼트 거동 해석 및 

고에너지밀도향 이차입자-단일입자 복합 양극 전극 개발 완료

○ 조재필

·삼성SDI 산학 과제 수행 (2021.01.03. ~ 진행중)

- 연구주제: Co-free 고 용량/고 안정성 OLO 양극 활 물질 개발

- 연구 개발 내용: Co-free 공침 전 구체 및 OLO 양극 소재 개발, 전압 강하 및 수명 저하 

개선 도핑/후처리 기술 개발, Co-free OLO 양극 소재 열화 및 신규 도핑/후 처리에 의한 

개선 메커니즘 규명

○ 최남순

·삼성SDI 산학 과제 수행 (2020.12 ~ 진행중)

- 연구주제 (1) : 전지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전해질 소재 연구 개발

- 연구 개발 내용: 전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용매 및 난연제 탐색 및 전해액 조성 개발

- 연구주제 (2) : 4.5V 고전압 셀의 고온 성능 / 안전성 개선 전해액 개발 (용매/첨가제)  

- 연구 개발 내용: 고전압 셀의 성능 향상을 위한 전해액 조성 개발 및 저율 과충전 안전성 

평가 메커니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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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교수 산학협력 역량

1.1 연구비 수주 실적

항 목

수주액(천원) 

3년간(2017.1.1.-2019.12.31.) 실적

(선정평가 보고서 작성내용)

최근 1년간(2020.9.1.~2021.8.31.) 

실적
비고

국내외 산업체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

9,947,010 1,907,983

지자체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

136,904 0

이공계열 참여교수 수 28 28

1인당 총 연구비 
수주액

360,143 68,142

<표 4-1> 최근 1년간(2020.9.1.-2021.8.31.) 이공계열 참여교수  1인당 국내외 산업체 및 지자체 연구비 수주 실적

1.2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의 우수성

연번

참여

교수

명

연구

자등

록번

호

전공

분야
실적

구분
특허, 기술이전, 창업 상세내용세부

전공

분야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의 우수성

1

곽자

훈

1020

1244

화학

공학

기술

이전

곽자훈

유해활성종 제거용 촉매 소재 분석

한국재료연구원
불균

일 

촉매

19,800 (천원)

2021

다양항 temperature-programmed analysis 및 in situ 분석 (DRIFTS, Raman, XRD) 을 통해 촉매의 표면과 

bulk의 특성을 조사함. 도출된 분석 결과의 해석을 바탕으로 촉매 거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촉매의 활

성점을 알아내어 본 촉매의 유해활성종 제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 할 수 있음. 

2

곽자

훈

1020

1244

화학

공학 기술

이전 

(자문

)

곽자훈

oxidative dehydrogenation 촉매 개발

LG화학
불균

일 

촉매

22,000 (천원)

2021

다양한 방법의 촉매 특성분석을 통하여 oxidative dehydrogenation 촉매의 반응 메커니즘을 규명함. 분석 

결과를 토대로 활성점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촉매매의 활성을 높일 수 잇는 방안을 제안

할 수 있음.

3
최남

순

1011

7105

화학

공학

기술

이전
최남순, 홍성유, 박세원, 정서영, 박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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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 이온전지용 기능성 전해질 조성물 및 그를 포함하는 리튬 이온 전

지의 통상 실시권을 (주) 천보 에 기술 이전에너

지 

저장 

시스

템용 

유기 

재료

(주) 천보

100,000 (천원)

2020

리튬 이온전지용 기능성 전해질 조성물 및 그를 포함하는 리튬 이온 전지 (특허등록번호 : 10-2263641)의 

통상 실시권을 전해질 생산 기업인 (주) 천보에 기술 이전함. 해당 기술은 고용량 하이니켈 양극 소재 및 

실리콘 기반 음극을 채택한 고에너지 밀도 전지의 수명 및 급속 충전 특성을 향상 및 개선할 수 있는 기

술이므로, 해당 기술을 통해 국산 전지의 고성능화를 실현하여 국내 전지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함.

4

강석

주

1013

5890

유기

전자

재료

특허

강석주, 박재현, 안석훈, 이철우 

휘어진 헥사벤조코로넨 유도체를 포함하는 이차전지용 음극활물질, 이를 
이용한 음극 제조 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이차전지

대한민국
유무

기 

소자

10-2165013

2020

본 발명은 전기음성적인 치환기가 도입된 휘어진 헥사벤조코로넨 유도체를 포함하는 음극활물질은 커패

시터와 유사한 메커니즘에 따라 고율로 리튬이온 또는 소듐이온의 충-방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짐. 

또한, 본 발명의 전기음성적인 치환기가 도입된 휘어진 헥사벤조코로넨 유도체를 포함하는 음극활물질은 

리튬이온 및 소듐이온의 저장용량이 향상된 것을 특징임. 또한, 본 발명의 음극의 제조방법에 따라 휘어

진 헥사벤조코로넨 유도체의 결정상을 일정하게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인 율속특성을 나타내고, 고율로 충

-방전이 가능하며 고용량인 이차전지용 음극활물질을 제조 가능함.

5

강석

주

1013

5890

유기

전자

재료
특허

강석주, 정재호, 박재현

가역적 나트륨 공기 이차전지 및 이의 제조방법

대한민국
유무

기 

소자

10-2173937

2020

본 발명은 나시콘(NASICON)을 포함하는 세라믹 기반 고체 전해질 분리막을 도입하여 고안정성을 갖는 

나트륨 공기 이차전지를 제공. 세라믹 고체 전해질 분리막을 이용하여 음극부 및 양극부를 구획화하여 

양극부의 수분을 차단하여, 양극부의 수분과 음극부의 나트륨 금속과의 접촉을 방지하고, 음극부에서 발

생하는 덴드라이트 성장을 억제할 수 있는, 가역적 나트륨 공기 이차전지를 제공할 수 있음. 또한, 세라

믹 기반 고체 전해질 분리막을 효율적인 이온 채널로 활용하고, 가역적 나트륨 공기 이차전지의 장수명 

및 고효율을 실현시킬 수 있음. 

6

강석

주

1013

5890

유기

전자

재료

특허

강석주, 백경은

금속-공기 이차전지의 전기화학적 성능 평가를 위한 셀 유닛 및 
금속-공기 이차전지의 전기화학적 성능 평가 방법

대한민국
유무

기 

소자

10-2176864

2020

본 발명은 고온에서 금속-공기 이차전지의 전기화학적 성능 평가를 위한 셀 유닛 및 금속-공기 이차전지

의 전기화학적 성능 평가 방법. 효육적으로 배터리를 가온하여 배터리 온도 조절을 통해 고온 금속-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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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의 전기화학 반응의 유도 및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금속-공기 이차전지의 전기화학적 성능 평

가를 위한 셀 유닛을 제공함. 또한, 금속-공기 이차전지의 전기화학적 성능 평가를 위한 셀 유닛을 이용

하여, 고온에서 정확하고 정밀한 성능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금속-공기 이차전지의 전기화학적 성능 평

가 방법도 제공. 

7

고현

협

1064

1937

재료

공학

특허

고현협, 박종화

강유전성 콤포자이트 물질 기반   인공 전자 스킨
나노

소재

및소

자

유럽

03281606

2021

본 개시물에 따른 인공 전자 스킨이 다음을 포함. : 하부 전극 ; 하부 전극에 라미네이팅된 첫번째 층 ; 

위로 향하여 똑바로 위치하기 위해 세미스페릭 모양에 있는 첫번째 층에 형성된 제 1 미세한 돔 ; 첫번

째 층에 라미네이팅된 두번째 층 ; 제 1 미세한 돔과 맞물릴 수 있기 위한 세미스페릭 모양에서, 첫번째 

층을 마주보는 놓여있는 두번째 층의 하부 부분에 형성되는 제 2 미세한 돔 ; 두번째 층의 상단 표면에 

라미네이팅된 상부 전극 ; 그리고 거기에 적용된 외부 압을 수신하기 위해 상부 전극의 상단 표면에 라

미네이팅된 패턴 층. 본 개시물에 따른 인공 전자 스킨은과 상이한 신호를 이용함으로써, 동적 압력, 정

압과 온도는 단일 요소에 의해 감지되고 구별한다는 점에서 유리함.

8

권영

국

1017

7686

전기

화학

특허

임정애, 권영국

이산화탄소의 전기화학적 전환으로 생산되는 일산화탄소와 수소의 비율

을 조절하는 방법전기

화학

촉매

반응

대한민국

10-2267675

2021

본 발명은 이산화탄소를 유용물질로 전환하는 전기화학 공정에 사용되는 전극에 관한 것으로 이산화탄소

를 환원시켜 일산화탄소와 수소를 생산 및 이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촉매 기술을 개발함. 그 방법으

로 할로겐화-탈할로겐화 공정을 통해 전극의 금속 표면으로부터 내부로 형성되는 나노입자 및 나노구조

층의 두께 등의 조절에 따른 반응 경로 조정을 통해 가능함. 이 결과는 일산화탄소와 수소 생성 비율을 

조절하여 신가스 퍼멘테이션(Syngas Fermentation) 반응에 사용될 수 있음.

9

권영

국

1017

7686

전기

화학

특허

김동연, 권영국, 허일정, 김범식

질소 산화물로부터 암모니아를 제조하는 전기화학 시스템 및 제조방법

대한민국전기

화학

촉매

반응

10-2250321

2021

본 발명은 미세먼지의 전구체인 질소 산화물을 상온 및 상압에서 높은 선택도의 암모니아를 생성가능한 

전극-전해 시스템 기술임. 그 방법으로 금속착화합물을 활용하여, 수용액 내 질소 산화물을 고농도로 흡

착시킬 수 있으며, 나노구조화된 은(silver) 평면적극을 활용하여, 중간생성체 없이 그린수소 저장체인 암

모니아로의 전환이 가능함.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기존의 하버-보슈 공정을 대체가능한 암모니아 생산 

기술로 기대됨.

10
권영

국

1017

7686

전기

화학

특허

김동연, 권영국, 허일정, 김범식

질소 산화물로부터 질산암모늄 제조를 위한 전기화학 반응기 및 제조 방

법

전기

화학

촉매

반응

대한민국

10-224415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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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금속착화합물과 질소산화물이 고농도로 흡착 및 전기화학적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환원전극, 

산화전극, 기준전극, 금속착화합물을 포함하는 전해질 및 질소산화물 주입구를 포함하는 암모늄이온 제조

장치를 개발함. 이 제조장치는 금속착화합물이 산소에 의하여 산화되어 흡착성질을 잃어버리는 현상을 

전기화학적 환원 분위기를 유지하도록 극복가능하게함. 또한, 산화전극에서는 전기화학적으로 질소산화물

을 산화시켜 높은 선택도로 질산 이온을 제조할 수 있음. 이 결과는 상용화되어 있는 탈질기술들의 낮은 

온도 선택성 및 높은 비용을 극복함과 동시에 고부가가치 물질로의 생산이 가능함.

11

권영

국

1017

7686

전기

화학

특허

김동연, 김범식, 허일정, 권영국, 한종인, 천선정

질소산화물 제거용 전기분해장치, 및 질소산화물 제거방법

대한민국전기

화학

촉매

반응

10-2179532

2020

본 발명은 질소산화물로부터 선택적으로 암모니아 또는   질소를 제조하는 장치를 개발함. 또한, 이 장치

는 기체확산층(Gas Diffusion Layer)를 도입하여 질소산화물에 대한 수용액 상의 낮은 용해도를 극복한 

질소산화물   제거용 전기분해장치임. 이 결과는 심각한 대기오염을 초래하는 질소산화물을 고효율로 제

거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인체에 무해한 질소로의 선택적인 전환이 가능함. 더 나아가,   그린 수소 저

장체인 암모니아를 고수율로 생산할 수 있음.

12

김영

식

1126

9439

재료

공학

특허

김영식

다층 전해질 셀, 다층 전해질 셀을 포함하는 이차 전지 및 이의 제조 

방법세라

믹고

체전

해질

대한민국, 영국, 프랑스

3364489

2020

본 발명은 다층 전해질 셀, 다층 전해질 셀을 포함하는 이차 전지 및 이의 제조 방법에 관한 기술로, 

보다 상세하게는, 다공성 구조 베이스에 이온성 액체가 포함되는 세라믹 고체 전해질 및 액체 전해질이 

포함된 폴리머 코팅층을 적층함으로써, 전해질이 다층으로 구성된 다층 전해질 셀, 다층 전해질 셀을 

포함하는 이차전지 및 이의 제조 방법.

13

김영

식

1126

9439

재료

공학

특허

김영식

리튬 이차전지용 양극, 그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리튬 이차전지

세라

믹고

체전

해질

대한민국, 프랑스, 스웨덴, 폴란드, 영국

3627594

2020

본 발명은 양극 집전체 상에 형성된 양극 합제층을 포함하며, 상기 양극 합제층은 양극 활물질 및 리튬

이온 첨가제를 포함하고, 상기 리튬이온 첨가제는 화학식 Li1+x1+y1M
1
2-x1M

2
x1(PO4)3로 표시되는 리튬 이온 전

도성 세라믹 물질이고, 상기 리튬 이온 전도성 세라믹 물질은 나시콘 타입(NASICON-type, Na super ionic 

conductors-type) 구조의 빈 사이트(site)에 리튬 이온이 추가적으로 삽입된 구조를 갖는 리튬 이차전지용 

양극, 그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리튬 이차전지에 관한 것임. 

14

김영

식

1126

9439

재료

공학

특허

김영식

담수 생산을 위한 이차 전지 및 이를 포함하는 담수화 장치
세라

믹고

체전

해질

대한민국

10-224003

2020

본 발명은 담수 생산을 위한 이차 전지를 포함하는 담수화 장치에 관한 것임.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

른 담수 생산을 위한 이차 전지는 유기 전해질에 함침되는 애노드(anode)를 포함하는 음극부; 상기 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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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일측에 결합하며, 염용액(salt solution)이 주입되는 담수 생성부; 상기 담수 생성부의 일측에 결합하

며,해수(seawater)에 함침되는 제1 캐소드(cathode)를 포함하는 제1 양극부; 및 상기음극부의 타측에 결합

하며, 해수에 함침되는 제2 캐소드를 포함하는 제2 양극부를 포함함. 

15

김진

영

1012

7790

반도

체물

리

특허

김진영, 염혜림, 송세영, 우한영, 유화숙

반투명 유기태양전지 및 이의 제조 방법

대한민국

유기

전자
10-2020-0021032

2021

본 발명의 MDM 전극은 투과되는 파장과 투과도를 선택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 캐소드에서 투과로 인한 

광 전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유기태양전지의 장점인 유기 공액 고분자를 직접 

디자인함으로 광흡수영역대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함. 즉, 고효율 광활성 물질의 선택에 있어 광

활성 물질의 투과 파장 영역과 MDM 전극의 투과 파장 영역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오버랩되거나 일치하

는 유기 광활성 물질들을 선택하여 조합함으로 최소한의 광전류 손실을 이루어냄. 투과 파장 영역은 광

이 투과되어 나타나는 색상의 파장 영역, 투과광의 파장 영역을 의미함. 즉, 광활성 물질의 광투과 영역

과 MDM 전극의 광투과 영역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오버랩되거나 일치함. 예를 들어 상기 광활성층의 광

투과에 의한 색상과 MDM 전극의 광투과에 의한 색상이 동일함. 이로 인해, 높은 효율과 보다 선명한 색

상, 높은 투과도를 구현하는 반투명 태양전지를 제작가능함.

16

류정

기

1013

4926

촉매 

화학 

공학

특허

류정기

에너지 전환 촉매
에너

지 

변환 

및 

전환 

소재

대한한국

10-2021-0031275 (L4)

2021

본 발명은 폴리페놀 Tannic Acid 유래된 N-TAGQD를 광촉매 상에 적용하여 광전극의 전하 분리, 정공 

저장 및 촉매 활성을 향상시키고, 광전기 화학적 물 산화 성능이 향상된 물분해 시스템을 제공. 딥 코팅

과 같은 간단한 공정으로 반도체 광촉매 상에 효과적으로 도입이 가능하고 물분해 효율을 월등하게 개선

시킬 수 있는 새로운 광전극을 제공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한 광전기화학 반응을 이용한 공정 시스템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광전극 분야의 시장 수요와 시장 확대를 기대. 

17

서관

용

1027

1410

물리

화학

특허

서관용, 이강민, 박정환

연결 전극을 이용한 투명 태양전지 모듈

에너

지재

료화

학

대한민국

10-2021-0050362

2021

본 발명은 연결전극을 이용한 투명 태양전지 모듈의 발명을 통해, 보다 상세하게는 집적도를 높이는 동

시에 비가시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연결 전극을 이용한 투명 태양 전지 모듈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

음.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전도형 (p형, n형)을 가지는 두 타입의 투명 태양 전지를 서로 교대로 배치하고 

서로 이웃한 투명 태양 전지를 연결 전극으로 연결하여 투명 태양 전지 모듈의 집적도를 높이는 동시에 

비가시성의 극대화 및 심미성 향상에 큰 기여를 기대.

18
서관

용

1027

1410

물리

화학
특허

서관용, 이강민

Colorless Transparent Semiconductor Substrate and Method for 

Manufacturing Same에너

지재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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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화

학

17267031

2021

본 발명은 반도체 산업의 발전과 전자 소자의 고집적화, 고성능화 요구에 따라 다양한 반도체 재료(결정

질 실리콘, Ge, GaAs, GaAsP 등) 를 포함한 반도체 기판이 사용됨. 그러나 이러한 반도체 재료를 통해 

제작된 반도체 기판은 가시광선을 투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불투명한 특성을 가짐. 이러한 불

투명성을 가진 반도체 물질의 특성을 극복하여 무색 투명 전자소자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 및 발명이 요

구되었음. 무색 투명한 전자 장치의 개발을 위해 위 발명에서는 가시광 영역의 모든 광을 투과하여 반도

체 기판의 무색 투명성을 보이고, 시야각이 향상된 무색 투명 반도체 기판을 제공을 가능하게 함. 

19

서관

용

1027

1410

물리

화학

특허

서관용, 이강민

무색 투명 반도체 기판 및 이의 제조방법

에너

지재

료화

학

대한민국

10-2019-0049829

2021

본 발명은 반도체 산업의 발전과 전자 소자의 고집적화, 고성능화 요구에 따라 다양한 반도체 재료(결정

질 실리콘, Ge, GaAs, GaAsP 등) 를 포함한 반도체 기판이 사용됨. 그러나 이러한 반도체 재료를 통해 

제작된 반도체 기판은 가시광선을 투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불투명한 특성을 가짐. 이러한 불

투명성을 가진 반도체 물질의 특성을 극복하여 무색 투명 전자소자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 및 발명이 요

구되었음. 무색 투명한 전자 장치의 개발을 위해 위 발명에서는 가시광 영역의 모든 광을 투과하여 반도

체 기판의 무색 투명성을 보이고, 시야각이 향상된 무색 투명 반도체 기판을 제공 가능함.

20

서관

용

1027

1410

물리

화학

특허

서관용, 이강민, 박정환

엣지 버스바 전극을 이용한 투명 태양 전지 모듈

대한민국에너

지재

료화

학

10-2021-0090893

2021

본 발명은 투명 태양 전지 모듈의 경우 비가시성과 심미성이 중시되나, 인접한 태양 전지 유닛들의 버스

바 전극 간을 밀리미터 단위의 연결 전극을 이용하여 서로 연결하게 되는 경우 연결 전극이 육안으로 식

별되면서 투명 태양 전지 모듈의 심미성을 해치는 문제점이 있음. 위의 연구는 투명 태양 전지 모듈의 

집적도를 높이는 동시에 비가시성을 극대화하며 심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엣지 버스바 전극을 이용한 

투명 태양 전지 모듈을 제공하는데 커다란 의미를 가짐. 

21

송현

곤

1008

4639

전기

화학

특허

송현곤, 이동규, 이지수, 신석민, 이영대

과산화수소를 이용한 저전압 수소 발생 시스템

대한민국

전기

화학
10-2020-0159346

2020

본 발명은 산소발생전극, 분리막 및 수소발생전극을 포함하는 과산화수소의 산화 반응에 의하여 수소가 

발생하는 저전압 수소 발생 시스템 개발. 

22
송현

곤

1008

4639

전기

화학

특허

송현곤, 정지홍, 조윤교, 정서현, 공호열

FLAME-   RETARDANT GEL ELECTROLYTE AND ENERGY STORAGE

DEVICE   INCLUDING THE SAME

대한민국

전기

화학
10-2021-007211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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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목적은, 전지를 비롯한 에너지 저장장치의 성능 및 안정성을 동시 확보할 수 있는 난연성 겔 

전해질을 제공하는 것이다.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전지 내부에서 겔화가 일어나는 in-situ polymerization 

방법을 새로운 물질 조합에서 발견.

23

양창

덕

1016

9769

유기

합성

화학

특허

양창덕, 강소희. 유자형, 이승호, 곽상규, 이경민, 고은민

리튬 이온 기반 고체상 구아닌 사중체 및 이의 제조 방법

대한민국유기

전자

재료

합성

10-2270253

2021

본 발명은 리튬   이온 기반 고체상 구아닌 사중체 및 이의 제조 방법이 제공된다. 리튬 이온 기반 

고체상 구아닌 사중체는   구아닌 또는 이의 유도체 또는 잔틴 또는 이의 유도체를 포함하는 사중체 및 

사중체의 중심에 배치된 리튬 양이온을 포함함.

24

이동

욱

1155

5018

계면/

표면

공학

특허

이동욱, 김학선, 이주학, 백명진, 명민훈

아크릴 화합물을 포함하는 감압성 접착제   및 이의 제조방법

대한민국

계면

물리
1022637730000

2021

본 발명은 기존 열경화 방식에서 벗어난 UV 경화 방식의 점∙접착 필름의 개발 방법이며, 접착성을 가지

는 아크릴 산과 유연성을 가지는 에틸헥실 아크릴의 다양한 비율 변화를 통한 점착 특성 진행. 매우 높

은 투과성 (> 90%)을 가지며, 광경화를 통한 넓은 면적과 짧고 효율적인 공정 방식을 가지는 필름 제작 

가능성을 확인하여 상업적 접착제로 활용이 가능.

25

이동

욱

1155

5018

계면/

표면

공학

특허

이동욱, 백명진, 최지은, 명민훈

해수 전지용 고분자 바인더 및 이의   제조 방법

대한민국

계면

물리
1022203120000

2021

본 발명은 기존 소수성 바인더 (PvdF)를 해수전지에 적용함으로서 생기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홍

합의 접착 단백질을 모사하여 친수성과 접착성을 갖는 고분자 바인더를 개발함. 고분자 바인더의 특성 

분석을 통한 해수전지 사용 가능성을 확인. 해수전지에 적용시, 기존 바인더보다 높은 전력 용량과 충∙방
전 안정성을 통한 해수전지용 고성능 바인더의 개발 및 소재 공급 가능성 확인함.

26

이성
국

1020
0613

생물
화학
공학

특허

이성국

tetA 유전자를 이용한 이중선별에 의한 대장균의   지놈 엔지니어링 
방법. Method for genome engineering of E. coli by dual selection using 
tetA gene.

대한민국대사
공학/
합성
생물
학

10-2226714

2021

본 발명은 본 발명은 tetA 유전자를 이용한 이중선별에 의한 대장균의 지놈 엔지니어링 방법에 관한 것

으로서, 본 발명의 방법은 지놈 엔지니어링 이후 남게되는 불필요한 염기서열(scar sequence)이 없고 지

놈 엔지니어링을 위한 플라스미드의 재조합이 필요 없으므로, 간단하게 대장균의 지놈 내로 이종 유전자

를 도입하거나 특정 유전자를 제거하는데 유용하게 응용됨. 또한, 본 발명의 지놈 엔지니어링 방법은 테

트라사이클린 내성 및 니켈염 민감성에 의해 높은 효율로 지놈 엔지니어링된 대장균을 선별 가능함.

27 이성
국

1020
0613

생물
화학
공학

특허

이성국

폴리하이드록시알카노에이트를   생산하는 레불리산 대사경로 기반 
형질전환 대장균. Transformed recombinant   microorganism producing 
polyhydroxyalkano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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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대사
공학/
합성
생물
학

10-2177736

2020

본 발명은 폴리하이드록시알카노에이트를 생산하는 형질전환된 재조합 미생물에 관한 것임. 본 발명에 

따른 형질전환된 재조합 미생물은 fadE 유전자 및 atoC 유전자의 발현이 억제된 상태에서 fadB 유전자, 

lvaED 유전자 또는 lvaABC 유전자의 발현 유무에 따라 3-하이드록시부티르산, 3-하이드록시발레르산 및 

4-하이드록시발레르산의 조성을 조절할 수 있음. 또한, 상기 재조합 미생물에서 phaE 유전자, phaC 유전

자 또는 phaAB 유전자의 발현 유무에 따라 다양한 단량체가 함유된 폴리하이드록시알카노에이트를 생산

하는데 활용 가능함.

28

이성
국

1020
0613

생물
화학
공학

특허

이성국

4-하이드록시발레르산을 생산하는 형질전환된 슈도모나스   푸티다. 
Recombinant Pseudomonas   putida producing 4-hydroxyvalerate

대사
공학/
합성
생물
학

대한민국

10-2177743

2020

본 발명은 4-하이드록시발레르산을 고농도로 생산하기 위해 유전자 변형을 시킨 재조합 미생물 슈도모나

스 푸티다(Pseudomonas putida)에 관한 것임. 본 발명의 LvaAB 유전자의 발현이 억제되고, TesB 유전자

가 과발현된 형질전환된 슈도모나스 푸티다 균주로부터 47 g/L의 4HV를 수득함. 이는 현재까지 재생 가

능한 저비용 공급원료인 레불린산으로부터 수득 가능한 4HV의 생산량 중 가장 높은 생산량임. 상기 증가

된 생산율은 기질 또는 중간체를 중심 대사물질로 완전히 이화시킬 수 없는 균주를 구축함으로써 수득

됨. 본 발명에 따른 형질전환된 재조합 미생물은 외부 유도제를 필요로 하지 않고, 비용 효율적이며, 공

정이 용이하고, 산업적 규모로의 확장이 가능함. 본 발명의 형질전환된 재조합 미생물은 기질로부터 4HV

를 대량 생산하는데 활용됨. 

29

이준

희

1149
8089

에너

지띠/

전자

구조

특허

이준희, 이현재, 김창훈

ULTRA HIGH-DENSITY MEMORY AND MULTI-LEVEL MEMORY DEVICE  

 AND METHOD OF FABRICATING THE SAME

고체 

물리

-화

학 

이론

미국

17233608

2021

본 발명은 HfO2의 강유전 유닛을 개별적으로 조작가능한 특성과 0.3nm 폭의 전극을 활용하여 소자를 

만들면 0.3nm 폭에 정보를 개별적으로 저장하는 초고밀도 메모리 설계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함. 또한, 

펄스 레이저 증착법과 같은 것으로 HfO2을 증착 중 Si과 같은 원자로 도핑을 하되, b 방향의 층별로 

도핑 농도를 다르게 하면 각 층마다 분극의 coercive field가 변함. 이 특성을 이용하면 현재 기술로도 

멀티레벨을 구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함. 

30

이창

영

1100

4415

화학

공학

특허

이창영

평판형 필터 전극을 이용한 분말   표면처리용 플라즈마 장치

대한민국전자/

재료

공정

공학

10-2020-0188817

2020

본 발명은 미세분말 소재는 정보, 전자산업, 화학의 촉매나 경량나노, 친환경 소재, 에너지 분야 등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의 광범위한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나노 분말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

술, 나아가 나노 기능화 및 복합 재료 등 이를 응용한 기술 및 상업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됨. 입자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3차원 미세분말의 균일한 표면처리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 때문에 연구 단계에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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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 있는 실정이나, 파우더의 흡착 표면적을 증가시키고 처리 과정에서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파우더의 

처리량 및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분말 표면처리용 플라즈마 장치를 개발함.

31

이현

욱

1110

7417

환경/

에너

지세

라믹

스 특허

이현욱, 염수정

리튬 이차전지용 음극 활물질 및 이의 제조방법

대한민국

에너

지저

장소

재

10-2020-0182346

2020

본 발명은 리튬 이차전지용 음극의 제조방법으로서, 본 발명에서 적용한 불활성 질소 기체 분위기 하에

서의 플라즈마 표면처리 방식을 통해 전극을 제조 하여 높은 효율의 고속 충∙방전이 가능한 우수한 리튬 

이차전지용 실리콘 및 실리콘/흑연 음극의 전기화학적 특성을 확보하였음. 해당 공정은 낮은 제조 비용과 

별도의 물질 합성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제조된 실리콘 전극은 1C 전류밀도에서 200사

이클 후 높은 방전 용량 (2502 mAh/g) 및 60.1%의 용량 보존율을 보임. 

32

장성

연

1014

1982

고분

자공

학

특허

장성연

양자점 태양전지 및 이의 제조 방법

대한민국정보/

전자

용고

분자

10-2201286

2021

본 발명은 광활성층 및 HOMO 에너지 준위가 낮은 정공수송층 계면간 전하 이동의 개선을 통해 전하 

추출 효율 및 외부양자효율을 향상시킨 양자점 태양전지를 제공. 또한, 전하 이동 특성의 개선으로 전하 

추출 효율 및 외부양자효율을 향상시켜 광전변환효율 및 장기안정성이 향상된 양자점 태양전지의 제조 

방법을 제공. 

33

장지

욱

1117

4132

촉매 

화학 

공학

특허

장지욱

3 분할 영역을 포함하는 리그닌 변환   장치 및 리그닌 변환 방법

광촉

매와 

광화

학전

극

대한민국

10-2156236

2020

본 발명은 3 분할 영역을 리그닌의 변환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3 분할 영역을 포함

하는 리그 닌 변환 장치는, 광촉매를 포함하는 산화전극을 구비한 제1 영역; 상기 제1 영역과 연결되고 

전기촉매를 포함하 는 환원전극을 구비한 제2 영역; 및 상기 제2 영역과 연결되고 생촉매를 포함하는 제

3 영역;을 포함하고, 상기 제1 영역 내지 제3 영역은 각각 멤브레인에 의해 분리된 공간을 형성하고, 제1 

영역으로부터 전자를 전달받아 제 2 영역에서 과산화수소를 생성하고, 제3 영역에서 상기 과산화수소를 

전달받아 리그닌의 변환(해중합, 고분자 합 성 또는 둘 다)이 이루어짐.

34

장지

현

1010

1748

무기

광화

학

특허

박영빈, 장지현, 정창윤, 곽명준

마찰전기 생성장치 및 그 장치의 제조법

대한민국

촉매

화학

10-2248972

2021

본 발명은 제1전극부, 상기 제1전극부 상에 돌출되도록 형성되고, 마이크로 또는 나노구조를 가지며, 

이격되도록 배치되는 복수 개의 돌출부들, 상기 제1전극부 및 상기 돌출부들 상의 전부 또는 일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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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되고, 도전성을 가지며, 맥신(Mxene) 소재로 형성되는 제1마찰부 및 상기 제1마찰부로부터 이격되어 

배치되되, 상기 제1마찰부와 상이한 마찰전기 시리즈(triboelectric series) 값을 가지고, 도전성을 갖는 

제2마찰부, 상기 제1전극부 및 상기 제2마찰부에 각각 연결되고, 외력에 의해서 상기 제1마찰부와 상기 

제2마찰부의 접촉과 분리가 반복되어 생성되는 마찰전기를 수집하는 제어부를 포함하고, 상기 

제1마찰부는, 나노 크기를 가지는 복수 개의 입자들을 포함하고, 상기 입자들이 상기 돌출부들 상에 

배치된 상태에서도, 상기 돌출부들의 마이크로 구조 또는 나노구조가 유지되도록, 상기 돌출부들 각각에 

도트(dot) 구조로 배치되는 마찰전기 생성 장치를 제공함. 따라서 마찰면적 향상을 위한 마이크로 구조 

또는 나노 구조의 돌출부들 사이사이에 도트(dot) 형태의 입자들이 배치됨으로써, 돌출부들이 갖는 

마이크로 구조 또는 나노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입자들에 의해 마찰면적을 더욱 증가 시킬 수 있음.

35

장지

현

1010

1748

무기

광화

학
특허

권성우, 장지현, 윤기용

금속산화물 기반 광양극의 효율적인 이종도핑방법 및 그에 따라 제조된 

물분해용 광양극

대한민국
촉매

화학
10-2155192

2020

본 발명은 (a) 철 공급원, 및 4가 이온을 형성하고 Fe3+ 보다 이온 크기가 큰 금속인 주체 도펀트 공급원

을 혼합하여 혼합용액을 준비하는 단계;(b) 상기 혼합용액에 투명전극 기판을 침지시킨 후 열처리하여 상

기 투명전극 기판상에 주체 도펀트 도핑된 FeOOH를 성장시키는 단계;(c) 상기 주체 도펀트 도핑된 

FeOOH를 실리카(SiO2) 나노입자가 분산된 용액에 침지시켜 표면에 열처리하여 객체 도펀트인 실리콘(Si)

을 추가 도핑시킴으로써, 주체 도펀트와 객체 도펀트인 실리콘(Si)이 공동 도핑된 헤마타이트(Fe2O3)를 제

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물분해용 광양극(photoanode)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임. 이에 의하여, 고비용의 

공정 및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도 광전류 밀도를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물분해 장치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

36

최남

순

1011

7105

화학

공학

특허

최남순, 홍성유, 박세원, 정서영, 박민우

리튬 이온전지용 기능성 전해질 조성물 및 그를 포함하는 리튬 이온전지
에너

지 

저장 

시스

템용 

유기 

재료

대한민국

10-2263641

2021

본 발명은 리튬 이온전지용 기능성 전해질 조성물 및 그를 포함하는 리튬 이온 전지 (특허등록번호 : 

10-2263641)의 특허 등록이 2021년 6월 4일 완료됨. 해당 기술은 고용량 하이니켈 양극 소재 및 실리콘 

기반 음극을 채택한 고에너지 밀도 전지의 수명 및 급속 충전 특성을 향상 및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이므

로, 해당 기술을 통해 국산 전지의 고성능화를 실현하여 국내 전지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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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산업문제 해결 실적의 우수성

<표 4-3> 최근 1년간(2020.9.1.-2021.8.31.) 참여교수 (지역)산업문제 해결 대표실적

연번
참여교수명 연구자등록번호 세부전공분야 (지역)산업문제

실적의 적합성과 우수성

1

곽상규 11004853 화공열역학

일층형 필름구조를 갖는 역파장 분산성 보상필름을 자

기조립 과정으로 합성하기 위해 필름 내 분자의 배향

을 관찰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툴 개발 

삼성종합기술원 산학협력 (2020.06.01 ~ 2021.05.31)

- “분자 정렬 예측 시뮬레이션 방법론”을 주제로 배향막 상에 도포된 중합성 액정재료의 액정상 및 정

렬방향을 관찰 가능한 시뮬레이션 툴 개발, 異種소재의 상호 배향을 관찰 가능한 시뮬레이션 방법론 

구축

2

곽상규 11004853 화공열역학

기존 리튬이온전지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전이금속 

용출, HF 가스 발생을 막고 저점도 및 높은 이온전도

도 특성을 가지는 전해질 첨가제, 용매, 리튬염 개발

현대자동차 산학협력 (2020.06.15 ~ 2021.06.14)

- “고성능 전해액 설계를 위한 신규 기능성 첨가제, 저점도 용매 및 리튬 염의 가속화 개발”을 주제로 

리튬 이차전지의 성능과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차원 전산모사를 활용한 스크리닝 방법론을 적용

하여 양/음극 첨가제, 저점도 용매, 리튬염 구조 개발 가속화 방법론 구축

3

김영식 11269439
세라믹고체전해

질

국내외 조선산업의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개발의 수요가 증대하고 있음. 이를 충족할 수 있

는 세라믹 고체전해질 기반의   해수 전지를 선박 내 

적용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차세대 친환경 선박 에너지

원으로 자리매김하고, 국내   조선산업의 신 성장동력 

기반을 조성함.

대우조선해양 산학협력 (2020.04.01 ~ 2020.11.30)

- 선박 적용이 가능한 각형 단셀 단위 해수전지 기반 선박 평형수 처리 및 담수 생산형 에너지 저장 시

스템을 개발. 이후, 해수전지의 용량 및 출력 성능 산출, 선박 내 해수전지 시스템 규모 산정, 선박 내 

해수전지 효율적 운용방안 및 배치 방안 확립을 통해 해당 시스템의 효과적인 선박 적용 방안을 검증

하고 적합성을 검토함

4

서관용 10271410 에너지재료화학

기존 BIPV 기술은   건물의 지붕 및 벽면 등에 적용하

였지만, 건물 대부분이 유리로 되어있는 고층건물이 늘

어남에 따라   건물의 유리창 부분에 태양전지를 적용

하려는 시도가 필요함

금강 창호 기공 산학협력 (2020. 12. 01 ~ 2022.11.30)

- “창호용 투광형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제작 기술 개발” 을 주제로 기존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의 

높은 광변환 효율 (>20%), 높은 옥외 안정성 (>20년)과 함께, 결정질 실리콘의 불투명한 물성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투광 구조의 적용을 통한 투광형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의 개발 

5 서동화 10618320 제일원리계산

현재 사용 중인 이차전지 양극소재의 경우 최소 2개 

이상의 전이금속이 혼합되어 사용되지만 비용적, 성능

적으로   가장 최적화된 시스템을 직접 실험을 통해 

찾기에는 경제적 소모가 너무 많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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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산학협력   (2020.03.01 ~ 2021.02.28)

- “병렬합성을   이용하여 리튬 과잉 양이온-무질서-암염구조의 양극 소재를 평가하고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원하고자 하는 성능 최적화를 시킬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

6

서동화 10618320 제일원리계산

이차전지 산업의 경우 셀 제작 및 평가를 위해 비용적

으로   막대한 인력이 동원될 뿐 만 아니라 작업자에 

의해 배터리 제작 및 평가가 직접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작업자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LG 에너지솔루션 산학협력 (2021.05~2022.04) 

- “로보틱스를 이용하여 배터리 제작 및 전기화학 평가를 자동화하며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더 나은 결

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7

임한권 10970951

화학공학

(공정설계, 

경제성평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 문제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

를   다량 배출하는 공정의 최적화 연구의 필요성

㈜카본밸류 산학협력 (2021.04 ~ 2021.06)

-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관련 최적화 공정 개발”을 주제로 1ton/d 급 수소개질기 기반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최적화 공정 개발 및 평가, 제철소∙발전소∙시멘트 산업 등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조업 연계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공정 제시 및 Pressure swing adsorption, absorption 및 

cryogenics 공정을 대상으로 한 최적화 공정 도출, 경제성   및 환경성을 기반으로 한 최적 scenario 도

출을 위한 연구 수행

8

임한권 10970951

화학공학

(공정설계, 

경제성평가)

사용 후 추가 활용 없이 폐기되는 전기차 폐배터리에 

대한 활용 방안의 필요성

㈜윈드시너지   (2020.06 ~ 2021.05)

- “전기차용 배터리 진단 및 수명 예측 기술 연구”를 주제로 사용중인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 잔존수

명 예측 기술 및 잔존가치추정 방법론에 대한 연구 진행

9

장지현 10101748 촉매화학

기존   화석연료 개질을 통한 수소 생산을 대체하기 

위한 광전기화학 촉매 (Fe2O3,BiVO4,비백금) 개발 및 이

를 통한 그린 수소 제조 기술의   상업화 테스트 

S-OIL 산학협력 (2017.09.01 ~ 2021.07)

- “태양광을 이용한 효과적인 수소제조기술 개발” 주제로 광양극 BiVO4와 음극 3D-Ni/Ni의 성능, 안정

성을 동시에 향상시키기 위한 조 촉매 증착 및 표면처리를 기반으로 고성능 수소 생산을 위한 메커니

즘 분석 및 방법론 구축 

10

조재필 10057111 이차전지 소재

기존 리튬이온전지의 고 에너지 밀도화와 단가 절감을 

위하여, 고용량과 고전극밀도를 동시에 구현하는 양극 

소재에 더불어 높은 단가의 Co가 포함되지 않은 

Co-free 양극 소재의 개발 필요. 

삼성SDI 산학협력 (2021.01.03. ~ 021.11.30)

- “Co-free OLO 양극 소재 개발”

11 최남순 10117105

에너지 저장 

시스템용 유기 

재료

리튬 이차전지 양극 PVDF 바인더 연구개발을 위한 중

합물 전기화학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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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후성 산학협력 (2020.02.01. ~ 2022.01.31)

- “리튬 이차전지 양극 PVDF 바인더 연구개발을 위한 중합물 전기화학 분석”을 주제로 리튬 이차전지

의 성능, 안정성을 동시에 향상시키기 위한 양극 PVDF 바인더 개발 및 전기화학적 분석 연구를 산학 

협력으로 진행함.

12

최남순 10117105

에너지 저장 

시스템용 유기 

재료

삼성SDI-UNIST 미래형 이차전지 : 전지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전해질   소재 연구 개발

삼성SDI 산학협력 (2020.12.01 ~ 2021.11.30)

- “전지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전해질 소재 연구 개발”을 주제로 리튬 이차전지의 성능을 유지하여 발화 

및   폭발 사고로부터 안전한 전해질 소재를 개발하는 연구를 산학 협력으로 진행함.

13

최남순 10117105

에너지 저장 

시스템용 유기 

재료

기존 리튬이온전지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전이금속 

용출 및 cation mixing 현상을 줄이기 위한 양극의 Ni 

전이금속 이온 용출방지 특성을 갖는 첨가제 및 부피

팽창 억제형 음극향 첨가제, 고전압에서 안정한 불소화 

니트릴계 공용매 개발

현대자동차 산학협력 (2020.07 ~ 2021.06)

- “신규 기능성 첨가제 및 신규 저점도 용매를 포함하는 고성능 전해액 조성 기술 개발”을 주제로 리

튬 이차전지의 성능과 안정성을 동시에 향상시키기 위한 HF trap형 양극계면 안정화 첨가제 및 부피팽

창 억제형 음극계면 안정화 첨가제, 불소화 니트릴형 공용매 조성 개발,   수분에 민감하지 않은 비대

칭 리튬염 개발 및 열화기구 해석에 따른 분석 기술 방법론 개발.

14

최남순 10117105

에너지 저장 

시스템용 유기 

재료

삼성SDI-UNIST 미래형 이차전지 : 전지 성능 향상을 위

한 전해질   소재 연구 개발

삼성SDI 산학협력 (2020.12.01 ~ 2021.11.30)

- “전지 성능 향상을 위한 전해질 소재 연구 개발”을 주제로 고전압에서의 전지 성능 향상을 통한 에

너지 밀도 증가와 관련된 연구를 산학 협력으로 진행함.

15

최남순 10117105

에너지 저장 

시스템용 유기 

재료

현대자동차 산학 협력 : 리튬 금속 전지의 성능 향상을 

위한 전해질 소재 연구 개발

현대자동차 산학협력 (2021.03.02 ~ 2022.02.28)

- “고용량 리튬 금속 음극을 위한 SEI 안정화 전해질 조성 개발”을 주제로 안정한 리튬 금속 음극의 

적용 및 이를 통한 수명 특성의 향상에 대한 연구를 산학 협력으로 진행함.

16

최남순 10117105

에너지 

저장시스템용 

유기재료

솔베이 산학 협력 : 고전압 LCO 및 리튬 금속 전지의 

성능 향상을 위한 전해질 소재 연구 개발

솔베이 산학협력 (2021.02.01 ~ 2022.01.31)

- “Rational design of electrolyte systems for Li metal batteries and establishment of mechanisms of 

F-enriched compounds”을 주제로 고전압 LCO 및 Li 금속 음극에 적합한 전해액 소재 개발에 대한 연

구를 산학 협력으로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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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학 간 인적/물적 교류

2.1 산학 간 인적/물적 교류 실적과 계획

2.1.1 산학 간 인적/물적 교류 실적 및 계획

■ 강석주

○ 현대자동차 산학 과제 수행 (2019.12 ~ 2020.12)

·연구주제: 3차원 카본담지체 기반 리튬-산소 전지 음극 개발

·연구목표 및 내용: 다공성 카본 기판 표면 개질 방법 개발 및 3차원 카본/리튬 담지체 기반 

고에너지 밀도 리튬-산소 이차전지용 음극 개발 

·연구결과 및 실적: 국내 특허 1건 출원 

■ 곽상규

○ 삼성환경안전연구소 산학 과제 수행 (2021.01 ~ 2021.12, 진행중)

·연구주제: 기상 반응 촉매 Mechanism 전산 모사 연구

·연구목표 및 내용: 촉매 표면에서 다양한 PFC 기체(CF4,CHF3,SF6,NF3)의 가수 분해 

메커니즘을 이론적으로 규명함으로써, PFC 분해용 최적 촉매 설계를 위한 주요 인자를 확립

·연구결과 및 실적: CF4,CHF3,SF6,NF3기체에 대한 분해 메커니즘 규명, PFC 분해용 촉매 

설계시의 주요 인자 제시

○ 현대자동차 산학 과제 수행 (2021.02 ~ 2022.02, 진행중)

·연구주제: 고 에너지 밀도의 리튬-이온 이차전지를 위한 첨가제 핵심 소재 기술 가속화 개발

·연구목표 및 내용: Cation-mixing을 방지하는 피막을 형성하는 양극 첨가제와 LiF 기반 피막 

형성 및 고온 특성이 향상된 F-donor 대체형 음극 첨가제 개발

·연구결과 및 실적: 고-에너지 밀도의 리튬-이온 이차전지용 양극/음극 첨가제 가속화 개발을 

위한 전산모사 방법론 구축

■ 김영식

○ 대우조선해양 산학 과제 수행 (2020.04 ~ 2020.11)

·연구 주제: 해수전지 기반기술 이용 선내 축전시스템 적용 연구

·연구목표 및 내용: 선박 적용이 가능한 각형 단셀 단위 해수전지 기반 선박 평형수 처리 및 

담수 생산형 에너지 저장 시스템 개발. 해당 시스템의 효과적인 선박 적용 방안 검증 및 

적합성 검토

·연구결과 및 실적: 시작품 1건 제작

■ 류정기

○ 한국전력 전력연구원 (협업 예정)

·연구 주제: 팜유추출 잔유물 EFB(Empty Fruit Bunch)를 이용한 고부가화합물 및 청정수소 

생산 기술 개발

·연구목표 및 내용: EFB바이오매스를 분해하여 고부가가치의 화합물을 생산하는 동시에, 

전자를 추출하여 저전압 수전해를 통해 그린수소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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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추진 논의중

○ 한국철도공사 (협업 예정)

·연구 주제: 폐목재 등의 폐바이오매스의 활용 기술 개발

·연구목표 및 내용: 폐목재의 분해를 통해 유용화합물 생산 기술 개발

·연구과제 추진 논의중

■ 서관용

○ 금강 창호 기공 산학 과제 수행 (2020.12 ~ 2022.11, 진행중)

·연구주제 (1): 투광 구조의 설계 및 제작. (2020.12 ~ 2021.11)

·연구주제 (2): 상용 태양전지에 투광 구조의 적용 및 평가 (2021.12 ~ 2022.11)

·연구목표 및 내용: 기존 상용 결정질 실리콘에 투광 구조를 적용한 투광형 실리콘 태양전지의 

개발. 

·연구결과 및 실적: 창호용 투광형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제작 기술 개발 진행 중 

■ 서동화

○ LG화학 산학협력 (2020.03.01 ~ 2021.02, 진행중)

·연구주제: 대량 병렬 합성 및 인공지능을 이용한 성능 최적화 인공지능 모델 및 고성능 신규 

양극 물질 개발 

·연구 목표 및 내용: 수학적 기법을 활용한 성능 최적화 모델 개발, 대량 병렬 합성을 통한 

고성능 신규 양극 물질 개발

·연구결과 및 실적: 베이지안 기법을 활용한 타겟 성능(이온전도도, 용량, 쿨롱 효율 등) 최적화 

모델 개발, 국내 특허 1건 출원 예정 및 관련 논문 2편 개제 예정

■ 송현곤

○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수행 (2019.11 ~ 2021.11, 진행중)

·연구주제: 유기 전해질에서의 산소 환원 반응 향상을 위한 항산화효소 생체모방 화학촉매 

·연구 목표 및 내용: 리튬-공기 전지 및 리튬 이온 전지의 활성 산소종 안정화를 위한 생체 

효소 모방 첨가제 연구

·연구결과 및 실적: 국내 및 특허 각 2건씩 출원 및 SCI급 우수 국제 학술지 3편 게재

■ 양창덕

○ 삼성전자 공동연구 (2017.12 ~ 진행중)

·연구주제 (1): 포텐셜에너지표면 제어 기반 하이퍼루프 단이온 전도체 (2017.12 ~ 진행중)

·연구 목표 및 내용: 이차전지 분야의 전고체전지 및 금속전지 핵심기술인 고체 전해질 개발 

및 포텐셜에너지표면 제어를 통한 이온 흐름 미끄러짐 현상에 기반한 고체상 단이온전도체 

개발 

·연구결과 및 실적: 현재 특허 3건 출원 중

·연구주제 (2): 지속 가능한 소자 출력을 위한 소재 개발 (2019.12 ~ 진행중)

·연구 목표 및 내용: 수소결합을 포함한 이차 결합을 이용하여 자가 회복이 가능한 음전하 



- 113 -

대전체 

■ 임한권

○ SK 에코플랜트 (협업 예정)

·연구주제 (1): SOFC 연계 LOHC 탈수소화 공정 설계 및 최적화

·연구 목표 및 내용: SOFC 연계 LOHC 탈수소화 공정의 공정 설계 및 최적화 인자 도출, 최적 

LOHC 후보군 제시 

·연구주제 (2): SOFC 연계 LOHC 수소화 공정 설계 및 최적화

·연구 목표 및 내용: SOFC 연계 LOHC 수소화 공정의 공정 설계 및 최적화 인자 도출, 최적 

LOHC 후보군 제시

○ 롯데케미컬 (협업 예정)

·연구주제: 수소∙암모니아∙폐플라스틱 기반 에너지 시스템 설계 및 이를 바탕으로 한 

탄소중립화 실현

·연구 목표 및 내용: 수소∙암모니아∙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및 공급 시스템 설계 및 

최적화 인자 도출, 경제성 및 환경성 평가에 대한 연구 진행

○ 롯데케미컬 (협업 예정)

·연구주제: 톨루엔-MCH 기반 LOHC 시스템 설계 및 최적화

·연구 목표 및 내용: 톨루엔-MCH 기반 수소화/탈수소화 공정 설계 및 최적화 인자 도출, 

경제성 및 환경성 평가 진행

■ 장지현

○ S-OIL 산학 과제 수행 (2017.09 – 2021.07, 진행중)

·연구주제 (1): 태양광을 이용한 효과적인 수소제조기술 개발

·연구 목표 및 내용: BiVO4촉매 증착 및 흡광도 조절을 통한 광수소변환효율 (STH) 10% 이상의 

복합 전극 시스템 개발 완료 

·연구주제 (2): 태양광을 이용한 수소제조기술의 상업화를 위한 scale-up 연구 및 백금 촉매를 

대체할 소재연구

·연구 목표 및 내용: 3차원 구조의 Ni 촉매 개발을 통한 백금 대체 및 수소제조 기술 상업화를 

위한 10cm2이상의 BiVO4광전극 개발

·연구결과 및 실적: 국내 특허 3건 출원 

■ 정경민

○ ABX 산학 과제 수행 (2020.05 ~ 진행중)

·연구주제 (1): CCA 성능 향상을 위한 양/음극 및 전해액 설계 (2020.05 ~ 2021.02)

·연구목표 및 내용: 음극의 합제 밀도가 낮을수록 CCA 성능이 우수함. 양극의 합제 밀도, 로딩 

레벨에 의한 경향은 음극에 비해 크지 않았음. 이온 전도도가 높을수록 AC 전극으로의 전류 

분배량이 증가함. LFP로의 상대적으로 낮은 전류 분배와, bulk 이온 전도도 증가에 의한 전극 

내 이온 전도도 증가는 hybrid cell의 CCA 성능을 향상시킴.

·연구주제 (2): CCA 성능 향상을 위한 AC 전극 설계 (2021.04 ~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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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표 및 내용: 상용 EDLC 해체 분석을 통한 AC 전극 주요 설계인자 파악. AC 전극의 

로딩 레벨 및 합제 밀도에 의해 결정되는 전극 설계인자별 특성 평가.

○ 현대자동차 산학 과제 수행 (2019.12 ~ 2021.05)

·연구주제 (1): 배터리 전극 제조 및 건조 공정의 수분 영향성 평가 (2019.12 ~ 2021.05)

·연구목표 및 내용: 배터리 양/음극 전극 공정의 수분 환경 및 건조 조건 최적화 모델 개발 

완료

·연구주제 (2): 고에너지밀도 양극 전극 기술 개발 (2019.12 ~ 2020.11)

·연구목표 및 내용: 고에너지밀도향 이차입자-단일입자 복합 양극 전극 개발 완료

·연구주제 (3): 전고체배터리 셀의 출력특성 향상을 위한 저저항 전극 조성 개발 (2020.05 ~ 

2021.04)

·연구목표 및 내용: 고출력향 전고체 전지 양극 전극 구조 및 조성 개발

○ 삼성SDI 산학 과제 수행 (2017.11 ~ 2021.11, 진행중)

·연구주제 (1): 저전압 불량 개선 기술 개발 (2017.11 ~ 2021.11)

·연구목표 및 내용: 화성공정에서의 셀 내 금속성 이물에 의한 내부 쇼트 거동 해석

·연구주제 (2): 고LL 대면적 전지의 설계인자 분석 (2019.12 ~ 2021.11)

·연구목표 및 내용: 고에너지밀도향 이차입자-단일입자 복합 양극 전극 개발 완료

○ SRFC 산학 과제 수행 (2020.08 ~ 2022.07, 진행중)

·연구주제: 양산형 리튬금속전지 시스템을 위한 전극 설계 및 요소 소재 기술 개발 (2020.08 ~ 

2022.07)

·연구목표 및 내용: 가역 리튬석출 유도 흑연 음극을 기반한 NP 역전 설계가 구현되는 양산형 

리튬금속전지 시스템 설계 기술 개발

○ OCI 산학과제 수행(2021.05 ~ 2022.04)

·연구주제: 리튬이온 배터리용 실리콘계 음극 소재 개발(2021.05 ~ 2022.04)

·연구목표 및 내용: 실리콘계 음극 소재 평가 프로토콜 구축 및 소재 코팅 조건 최적화 기술 

개발

○ SKI 산학과제 수행 (2019.11 ~ 2020.11)

·연구주제: 급속 충전 프로토콜 개발

·연구목표 및 내용: 전지 내 전위 및 농도 변화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급속 충전 프로토콜 개발

○ 시너지파워 산학과제 수행 (2020.06 ~ 2021.05)

·연구주제: 전기자동차 성능 진단 방법 개발

·연구목표 및 내용: 사용 중인 전기자동차의 잔존 성능 진단 방법 개발을 통해 전지의 가치 

판단

○ OCI 산학과제 수행(2021.05 ~ 2022.04, 진행중)

·연구주제: 리튬이온 배터리용 실리콘계 음극 소재 개발

·연구목표 및 내용: 실리콘계 음극 소재 평가 프로토콜 구축 및 소재 코팅 조건 최적화 기술 

개발

■ 조재필 

○ 삼성SDI 산학 과제 수행 (2021.01.03 - 2021.11.30,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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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 Co-free 고 용량/고 안정성 OLO 양극 활 물질 개발

·연구 목표 및 내용: Co-free 공침 전 구체 및 OLO 양극 소재 개발, 전압 강하 및 수명 저하 

개선 도핑/후처리 기술 개발, Co-free OLO 양극 소재 열화 및 신규 도핑/후 처리에 의한 개선 

메커니즘 규명

·연구주제 (1): Co-free 공침 전구체 및 OLO 양극 소재 개발 (2021.01 ~ 2021.04)

·연구결과: 일차 입자 크기가 크고, 이차 입자 내부 공극도가 낮은 OLO 양극 소재 합성을 위한 

공침 조건 확립

·연구주제 (2): 화학적 활성화 과정을 통한 고 용량 구현 (2021.03 ~ 2021.06)

·연구결과: 산/염기 처리를 통한 화학적 활성화로 높은 초기 효율 및 용량 달성

·연구주제 (3): 전압 강하 및 수명 저하 개선 도핑/후처리 기술 개발 (2021.05 ~ 2021.08)

·연구결과: 물질 내부 Li2MnO2 상의 상 변이와 함께 발생하는 산소 방출을 막기 위한 코팅 

적용

■ 최남순

○ (주)후성 산학 과제 수행 (2020.02 ~ 2022.01, 진행중)

·연구주제 : 리튬 이차전지 양극 PVDF 바인더 연구개발을 위한 중합물 전기화학 분석

·연구목표 및 내용: 신규 개발 PVDF의 물성 및 전기화학적 평가 및 분석 후 개선방안 도출, 

개선품 PVDF의 물성 및 전기화학적 평가 후 양산화 가능성 진단

·연구결과 및 실적: 연구 개발 진행 중.

○ 삼성SDI 산학 과제 수행 (2020.12 ~ 2021.11, 진행중)

·연구주제 (1) : 전지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전해질 소재 연구 개발 (2020.12 ~ 2021.11)

·연구목표 및 내용: 전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용매 및 난연제 탐색 및 전해액 조성 개발

·연구주제 (2) : 4.5V 고전압 셀의 고온 성능 / 안전성 개선 전해액 개발 (용매/첨가제)  (2020.12 

~ 2021.11)

·연구목표 및 내용: 고전압 셀의 성능 향상을 위한 전해액 조성 개발 및 저율 과충전 안전성 

평가 메커니즘 도출

○ 현대자동차 산학 과제 수행 (2020.07 ~ 2022.02, 진행중)

·연구주제 (1): 고성능 전해액 조성 기술 개발 (2020.07 ~ 2021.06)

·연구목표 및 내용: 다기능성 양극계면 안정화 및 음극계면 안정화 첨가제, 고전압 안정성 

향상을 위한 불소화 기능기를 포함하는 니트릴계 용매 및 기존의 리튬염의 문제를 해결한 

고성능 이차전지 전해액 조성 기술 개발 완료

·연구주제 (2): 고율충전을 위한 전해액 첨가제 기술 개발 (2021.02 ~ 2022.01)

·연구목표 및 내용: 저저항성 피막 형성 첨가제 및 lithiophilic 한 SEI를 구성하는 첨가제 및 

부분 고농도화 전해액 기반 고율충전을 위한 전해액 첨가제 기술 개발

·연구결과 및 실적: 국내 특허 8건 출원 진행중.

·연구주제 (3): 고용량 리튬 금속 음극을 위한 SEI 안정화 전해질 조성 개발 (2021.03 ~ 2022.02)

·연구목표 및 내용: Ni-rich NCM 양극 및 리튬 음극의 가역성 확보가 가능한 SEI/CEI 형성 

첨가제를 적용한 풀 셀 수명 성능 향상, 덴드라이트 형성을 최소화하는 리튬 친화형 저 저항 

SEI 형성이 가능한 첨가제를 적용한 풀 셀의 수명 성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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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베이 산학 과제 수행 (2021.02 ~ 2022.01, 진행중)

·연구주제 : Rational design of electrolyte systems for Li metal batteries and establishment of 

mechanisms of F-enriched compounds

·연구목표 및 내용: 고전압 LCO 및 Li 금속 음극에 적합한 전해액 소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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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4단계 BK21 교육연구단(팀) 관련 언론보도 리스트

교육연구단(팀)명 에너지-머신러닝 융합형 혁신 인재 양성 교육연구단

교육연구단(팀)장명 고 현 협

연번 구분

언론사명

/수상기관 등

보도일자/

수상일자 등

제목/

수상명 등
관련 URL

주요내용 (200자이내)

1 성과

연합뉴스 외 

5건
20.09.20

온실가스 

이산화탄소->일산화탄소 

바꾸는 '주석 촉매' 개발

https://www.yna.co.kr/vi

ew/AKR20200919058200

057

ACS Energy Letters 표지 논문으로 게재

2 성과

울산매일신문 

외 14건
20.09.22

UNIST연구진, 

물·자외선으로부터 

태양전지 보호하고 효율 

높이는 코팅 개발

http://www.iusm.co.kr/n

ews/articleView.html?id

xno=888292

수분은 막아내면서 자외선을 가시광선으로 바꾸는 다기능성 페로브스카이트 전지 

코팅재료와 코팅 방식을 개발함.

유기금속이코팅된전지는50~60%의높은습도에서도900시간가까이초기효율을유지했고,

광하향변환(PhotonDownshifting)에의해전지효율도향상됨.

3 성과

부산일보 외 

9건
20.09.25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내구성·효율 동시에 

잡았다!

https://news.unist.ac.kr/

kor/newsletter/20200925

/

차세대 태양전지인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상용화에 걸림돌이었던 수분 취약성 

문제를 해결한 물질이 개발됐다. 이 물질을 쓴 전지는 이제껏 논문으로 보고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중 최고 수준의 효율(24.82%)을 기록했다. 수분 안정성과 

효율을 동시에 잡은 획기적인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 과학저널인 Science지에 

실렸다. 이번 연구를 통해 태양전지인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상용화가 크게 

앞당겨 질 전망이다.

4 성과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A

20.09.30

Unveiling interfacial 

dynamics and structural 

degradation of solid 

electrolytes in a 

seawater battery system

https://pubs.rsc.org/en/c

ontent/articlehtml/2020/

ta/d0ta07358j

고체전해질 소재를 실제 해수전지에 쓰이는 ‘펠렛’(Pellet·가루를 뭉친 얇은 

덩어리)형태로 제작한 뒤 이를 바닷물에 노출시키거나 충·방전과 같은 동적 

변화에 노출시켜 해수전지용 고체전해질의 안정성을 입증

5 성과

연합뉴스 외 

43건
20.10.15

UNIST·삼성전자 '한번 

충전에 1천㎞' 전기차 

전지 기술개발

https://www.yna.co.kr/vi

ew/PYH20201015131500

057?input=1196m

 번 충전으로 서울과 부산 왕복 거리보다 긴 1천㎞를 달릴 수 있는 전기차 전지 

기술이 개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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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과

뉴시스 외 9건 20.10.18

김기환 교수팀 '양자점 

페로브스카이트 반치폭 

벌어짐 원인규명' 성공

https://newsis.com/view/

?id=NISX20201008_0001

190883&cID=10812&pID

=10800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로 각광 받고있는 양자점 페로브스카이트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인 반치폭 벌어짐의 원인을 규명하였다. 합성 온도의 영향이 

페로브스카이트의 표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표면 처리 기술을 

통해 더 좁은 반치폭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양자점 페로브스카이트의 문제점인 

안정성과 고효율에 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7 성과

서울경제 

외12건
20.10.22

UNIST, 무기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1+1 기술’로 상용화 

앞당겨

https://www.sedaily.com

/NewsView/1Z98B3INGP

서로 다른 소재의 하이브리드 태양전지를 개발함. 무기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이 

흡수하지 못하는 태양광 근적외선 영역을 고분자 소재가 대신 흡수하는 방법으로 

전지 효율을 높임. ‘페로브스카이트 단위 전지(sub-cell)’와 ‘고분자 소재 단위 

전지’가 상하로 직렬 연결된 ‘1+1 탠덤 구조’ 전지를 만듬.

8 성과

한국일보 외 

8건
20.11.09

물에 햇볓 쪼여 수소 

만드는 고효율·고안정 

광전극 개발

https://news.unist.ac.kr/

kor/newsletter/20201109

/

유기 반도체 기반의 고효율· 고안정성 광전극(photoanode)이 개발됐다. 유기 

반도체 물질을 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모듈시스템’을 이용해 성능과 

안정성이 모두 우수한 광전극을 개발했다. 기존 무기 반도체 기반 광전극 보다 

수소 생산 효율이 2배 이상 높을 뿐만 아니라 대면적 제조가 가능해 가격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해당 연구를 통해 기존에 효율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던 

태양광 수소 전환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9 성과

부산일보 외 

13건
20.11.27

겉과 속 다 쓰는 신개념 

에너지 저장 물질 개발

http://www.busan.com/v

iew/busan/view.php?cod

e=2020112700370970381

이번 연구를 통해 최초로 ‘용출법을 이용한 이중층 페로브스카이트 산화물’을 

3차원 금속 집전 장치위에 코팅해 에너지 저장용 전극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슈퍼커패시터의 한계점이었던 낮은 에너지 밀도 및 용량, 이차전지의 한계점이었던 

낮은 전력 밀도 및 안정성을 상호보완 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여 차세대 

전지 연구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10 성과

국제뉴스 외 

5건
20.12.01

UNIST 연구진, 

미세먼지로 '암모니아 

합성' 기술 개발

https://www.gukjenews.

com/news/articleView.ht

ml?idxno=2118202

ACS Energy Letters 표지 논문으로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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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성과

부산일보 외 

7건
20.12.03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안정성·효율 모두 잡는 

첨가제 개발

https://news.unist.ac.kr/

kor/newsletter/20201203

-3/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핵심소재인 ‘페로브스카이트’에 미량의 

유기화합물을 첨가해 태양전지의 수분·열·광 안정성을 복합적으로 개선했다. 

전지가 태양광을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효율(광전변환효율) 또한 기존보다 17% 

이상 향상됐다. 이번에 개발한 첨가제는 태양전지 뿐 아니라 페로브스카이트 

LED(PeLED)와 같은 다양한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광전 소자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12 성과

한겨레 외 

10건이상
20.12.15

CO₂ 3% 

줄인다…'쇠구슬 굴리는' 

암모니아 제조법

https://www.hani.co.kr/a

rti/science/science_gene

ral/974219.html

연구팀은 용기에 쇠구슬과 철가루를 넣고 회전시키면서 질소 기체(N₂)와 수소 

기체(H₂)를 차례로 주입했다. 질소 기체가 빠르게 회전하는 쇠구슬에 부딪혀 

철가루 표면에서 분해되고 여기에 수소 기체가 달라붙어 암모니아가 만들어졌다. 

연구팀 방식은 45도에 1바의 저온·저압 조건임에도 반응물에서 생성물을 얻는 

효율(수득률)이 82.5%로, 하버-보슈법의 최상의 수득률인 25%를 상회함을 

확인하였다.

13 성과

경상일보 외 

10건
20.12.28

2차원 신소재 ‘원 

스텝’(One-step) 합성법 

개발

https://www.edaily.co.kr

/news/read?newsId=0154

1606626002784&mediaC

odeNo=257&OutLnkChk

=Y

차세대 반도체 ·촉매 재료로 주목 받고있는 2차원 이황화 몰리브덴을 기존의 

복잡한 후처리 공정을 거치지 않고, 액체 원료비율 조정을 통해 공극결함이 

균일하게 분포된 물질을 합성하였다. 이러한 제어기술은 공정단계 단축을 통한 

생산비용 절감 및 상용화 가능한 대면적크기에서도 물분해 촉매로 사용했을 시 

우수한 수소 생산 능력을 보여 주었다.

14 성과

조선일보 외 

17건
21.01.05

짝퉁 꼼짝마!… 나노 

구조로 사실상 복제 

불가능한 色 구현

https://www.chosun.com

/economy/science/2021/

01/28/LQP73DFK3BAL3

L4VQVDV6X2ICQ/?utm_

source=naver&utm_med

ium=referral&utm_cam

paign=naver-news

Nature Materials에 개제된 위조 방지 시스템에 관한 기사임.

15 성과

파이낸셜뉴스 

외 12건
21.01.05 Amholo 창업 관련 기사

https://www.fnnews.com

/news/202101041516334

002

연구 관련 성과를 이용해 Amholo라는 회사를 창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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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성과

한경일보 외 

1건
21.02.01 U-스타기업 투자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 벤처기업에 21억 

쐈다 | 한경닷컴 

(hankyung.com)

울산창조경제 혁신 센터에서 U-스타기업으로 선정되어 1.5억원 지원받음.

17 성과

중앙일보 외 

16건
21.02.10 휴먼테크논문대상 대상

위조 절대 못할걸? 

고분자에 숨긴 

홀로그램 - 중앙일보 

(joongang.co.kr)

휴먼테크논문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함.

18 성과

교수신문 외 

6건
21.01.28

마찰 발전기' 성능 더 

좋아진다.

http://www.kyosu.net/ne

ws/articleView.html?idx

no=60960

비접촉 방식의 마찰 전기 발전기의 두 소재 사이의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출력이 감소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소재에 탄소 동소체인 C60를 도입하여 

기존의 나노발전기에 비해 4.3배 더 높은 출력과 3배 높은 전하유지효율의 성능을 

보여줬다. 이 기술을 통해 실제어플리케이션에 도입한 결과값도 보여줌으로써 

비접촉 마찰 소자의 수준을 높여줬다.

19 성과

서울경제 외 

3건
21.02.14

대용량·고속충전 배터리 

첨가제 기술 개발

https://www.sedaily.com

/NewsVIew/22IJIINOF0

대용량 리튬이온전지 개발의 난제로 여겨진 전극과 전해액 사이의 부반응에 의한 

불안정성을 해결할 수 있는 전해액 첨가제를 개발함. 이는 차세대 전극 물질인 

하이니켈 양극재와 실리콘 음극에도 큰 효과를 보이며 대용량, 고속충전 배터리 

개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20 기타

아시아경제 외 

1건
21.03.02

코발트-보라이드 양극 

코팅 원천 기술 개발

https://www.asiae.co.kr/

article/202103020848132

5886

코발트-보라이드' 코팅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의 

수명과 열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킴. 이는 한 번의 충전으로 오래 달릴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의 사용화의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1 성과

국민일보 외 

6건
21.03.16

양식장 똑똑하게 지킬 

‘스마트 부이(Buoy)’ 

나왔다

http://news.kmib.co.kr/a

rticle/view.asp?arcid=00

15636012&code=611220

21&cp=nv

해양특화전지(해수전지)가 적용된 스마트 부이는 어장의 위치는 물론 수온, 염도, 

pH 등 15가지 해양 데이터를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음. 바닷물 속에서 

안전한 전력공급이 가능한 만큼 해양에서 다양한 활용이 기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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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상

연합뉴스 외 

2건
21.03.25

UNIST, 실내조명으로 

충전하는 최고 효율 

배터리 시스템 개발

https://www.yna.co.kr/vi

ew/AKR20210325139600

057

https://www.dhnews.co.

kr/news/articleView.htm

l?idxno=122702

https://www.dongascien

ce.com/news.php?idx=45

108

송현곤·권태혁 교수 연구팀이 실내조명을 이용한 배터리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을 

13.2%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이 수치는 지금까지 개발된 광 충전 시스템 중 

최고 효율인 11.5%를 뛰어넘었다.연구팀은 전극 소재인 리튬망간산화물에 

리튬이온을더빠르게집어넣는방법으로충전효율을높였다.리튬망간산화물에전기화학적

자극을줘입자들을한방향으로정렬시키고그크기를키움으로써리튬이온이전극에더많이,

더빨리저장될수있도록했다.연구는에너지분야국제학술지인'에이시에스에너지레터스'(

ACSEnergyLetters)표지논문으로 선정돼출판될예정이다.

23 성과

한겨례 외 9건 21.04.05

한국 연구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논문 또 

‘네이처’에

https://www.hani.co.kr/a

rti/science/science_gene

ral/989757.html#csidx6e

cdf111e7a96b6a895554e

4714c62d

차세대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습기에 약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나, 김진영 교수 연구팀은 기존에 사용한 물질 대신 유사 할로겐 

음이온, 포메이트를 사용하여 효율과 안정성을 향상시켜 해당 태양전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고정관념을 깬 능력을 인정받아 nature지에 논문이 실렸다. 

24 성과

베리타스알파 

외 5건
21.04.22

경상국립대 김기환 

교수팀 '고휘도/고안정성 

벌크 페로브스카이트 

blue LED' 개발

https://www.shinailbo.co

.kr/news/articleView.ht

ml?idxno=1402940

페로브스카이트는 광전기적 특성이 우수하여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로 주목을 

받고있지만, blue LEDs 영역에서는 현재 소재의 낮은 안정성과 복잡한 

공정과정으로 상업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연구팀은 간단한 후처리 공정으로 

페로브스카이트의 이온을 치환하고 유사 할라이드 도입을 통해 고휘도, 고안정성의 

blue LEDs를 구현하였다.

25 성과

동아사이언스 

외 20건
21.05.09

UNIST 국제공동연구팀, 

기존 이론 뒤집는 무질서 

암염 소재 설계 원리 

찾아

UNIST 국제공동연구팀, 

기존 이론 뒤집는 

무질서 암염 소재 설계 

원리 찾아 - 대학저널 

(dhnews.co.kr)

차세대 배터리 전극 소재 설계 원리 뒤집혀…전기차 가격↓ 소재 개발 탄력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513960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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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성과

HelloT 외 21건 21.06.23

UNIST·호주연구진, AI 

기반 인쇄형 유기 

태양전지 개발 기술 

선보여

https://www.hellot.net/n

ews/article.html?no=590

48

다성분 유기태양전지는 유기 광전지(OPV)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켰으나, 

늘어난 성분만큼 최적의 조건을 찾기가 어려워졌다. 연구팀은 이 문제를 롤투롤 

공정을 통해 2000개의 조합을 가진 소자를 제작하여 머신러닝 기반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는 롤투롤을 통해 최고효율의 OPV를 제작할 수 있으며 장비만 

갖춰진다면 바로 상업화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27 성과

경상일보 외 

17건
21.07.16

전기 잘 통하는 고품질 

그래핀 대량 합성 기술 

개발

http://www.ksilbo.co.kr/

news/articleView.html?i

dxno=907098

본 연구팀이 제안한 ‘피셔 트롭치 반응을 이용한 촉매환원법’으로 고품질의 

환원된 산화 그래핀 생산 기술을 통해 환원 과정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가스 

발생량을 0.48%까지 줄이는데 성공했다.

이는에너지생산및저장,투명한디스플레이산업의상업화를앞당길하나의기술이될수있으

며,다양한고분자의흑연화등다양하게적용가능할것으로기대된다.

28 성과

연합뉴스 외 

20건
21.07.29

햇빛 받아 수소 만드는 

인공 나뭇잎 효율, 신종 

도핑 물질로 높인다!

https://www.yna.co.kr/vi

ew/AKR20210729060100

057?input=1195m

기존 보다 고효율의 산화철전극을 제조할 수 있고 대면적화 된 모듈제작이 쉽다. 

또 제작과정 간소해 비용절감이 가능하고 상업화에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산화철 자원의 풍부한 매장량과 저렴한 가격 이점을 살려 

물 분해 이외에 에너지흡수를 활용하는 화학물질 감지 및 이차 전지 같은 다른 

분야에도 응용 가능할 것이다.

29 성과

라이센스뉴스 

외 30건
21.08.22

UNIST 장지현 교수팀, 

태양열로 바닷물 증류 

'3D 프린팅 담수화 장치' 

개발

http://www.lcnews.co.kr

/news/articleView.html?i

dxno=23096

이번 연구는 기존 보다 태양열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설계해 담수 전환 

양을 늘리고, 장치 내구성도 3배 이상 향상시켰다. 또 3D 프린팅으로 쉽게 제조 

가능하다. 연구진은 식수난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0 성과

아리랑TV 

비즈테크코리아
21.08.25

 46회 '그린수소 생산 

기술' 

https://www.youtube.co

m/watch?v=52unCHc6A

V4 

실험실에서 진행하는 그린수소 생산 및 활용 기술에 대한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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