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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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명 박사 12명의 졸업생을 배출, 취(창)업률 100%달성

■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및 우수 연구성과 향상 

 ○ 스위스 EPFL, 중국 CAS를 포함하여 다수의 국제 교류를 통해 Science 1편 및 

Nature Nanotechnology 1편을 포함한 26편의 우수 논문 게재

 ○ 본 연구단 소속 참여 학생들은 최근 1년간 Science (1편), Nature Energy (3편), 

Nature Materials (1편), Joule (1편), Nature Catalysis (2편), Nature 

Nanotechnology (1편), Nature Photonics (1편), Energy & Environmental Science 

(1편), Advanced Materials (4편) 등 최상위 국제저명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함

연구역량 영역

성과

■ 에너지 분야 및 머신러닝 분야 선도적 연구성과 다수 창출

 ○ 평가기간 중 237편의 논문(평균 IF: 14.96)을 게재하고, 이 중 80% 가량의 

논문을 상위 10% 이내 저명학술지에 게재함. 전년도 182편 (평균 IF: 12.7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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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를 장려함으로써, 관련분야를 전세계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최상위 우수 

연구성과 (Science, Nature Energy, Nature Materials, Nature Cat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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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억 2469만원으로 전년도 5억 

9660만원, 선정당시 3년평균 4억 9235만원보다 5%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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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케이머트리얼즈, ㈜케미폴리오에 2건의 기술이전(총 3천만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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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체 연구비 수주액이 직전년도 19억/년에서 33억/년으로 증가

 ○ SK ON, 포스코케미칼 등과의 산학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산업현장과 

밀접한 교육 제공

미흡한 부분 /

문제점 제시

■ 전세계적 코로나-19의 여파로 교육·연구·산학 활동 수행 제한

 ○ 국제 학술대회 참석 및 산학협력 성과 지표가 직전년도에 대해 대폭 

향상되었으나, 코로나 직전 대비 실적이 다소 미흡하나 일상회복이 확대됨에 

따라 지속적인 실적 향상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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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편, 총 인용수 = 12,750,  h-index = 55

- Top 7% 학술지 책임저자 (WOS 기준, 2015년 이후) 40편 게재

- 총 65건 이상의 국내/외 특허 출원(28건) 및 등록 (37건)

- 2018년 ~ 2021년: 울산과학기술원 젊은특훈교수

- 2015년: 삼성휴먼테크 논문 금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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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 이전: 5백만원/1건

- 2021년 연구비 수주액: 9.8억 (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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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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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수 2명, 국내취업 3명, 해외 Post Doc. 6명, 국내 Post Doc. 

2명)/석사 7명

- 재학생: 20명 (연구 교수 1명, Post Doc. 2명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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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

2. 대학원 신청학과 소속 전체 교수 및 참여연구진

신청학과(부) 기준 학기
전체교수 수 참여교수 수

전임 겸임 계 전임 겸임 계

에너지화학공학과

2021년 2학기 35 0 35 28 0

2022년 1학기 37 0 37 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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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강희 2022년 1학기 전입 신규임용

2 김동석 2022년 1학기 전입 신규임용

3 곽상규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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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화학
공학과

2021년 2학기 55 37 67 30 14 47 146 113 77 231 164 71

2022년 1학기 53 31 58 32 14 44 159 117 74 244 162 77

참여교수 대 참여학생 비율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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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태양전지 분야의 김동석 교수와 고분자소재 분야의 구강희 교수를 신임교원으로 

임용하였음. 현재 추가로 이차전지, 연료전지, 전산모사 및 AI관련 분야의 우수 연구자를 

교원으로 리쿠르팅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최근 1년간 석사과정 68명, 박사과정 28명, 석박통합과정 230명의 대학원생을 확보하고, 석사 

21명 박사 12명의 졸업생을 배출함. 2022년 2월 졸업생 100% 취(창)업

·다양한 인턴쉽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최근 1년간 58명의 대학원생 후보를 발굴하였으며,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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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

·SK ON, 포스코케미칼 등과의 산학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학원생 확보뿐만 아니라 

산업현장과 밀접한 대학원 교육을 제공

·참여대학원생의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우수연구성과를 Science (1편), Nature Energy (3편), 

Nature Materials (1편), Joule (1편), Nature Catalysis (2편), Nature Nanotechnology (1편), 

Nature Photonics (1편), Energy & Environmental Science (1편), Advanced Materials (4편) 등 

최상위 국제저명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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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역량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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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을 분야별 상위 10% 이내 저명학술지에 게재함

·2021년 9월 이후 2022년 8월 31일까지 1년간 SCI(E)급 국제학술지에 237편의 논문을 

게재하였고, 출판 논문들의 Impact factor(IF) 총합은 3,486.2, 논문당 평균 IF는 14.96으로 양적, 

질적으로 매우 우수. 지난해 동기간(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 81일까지)의 182편, 총IF 

2,316.5, 평균 IF 12.73에 비해서도 질적/양적으로 크게 향상됨

·최근 1년 교원1인당 평균 중앙정부 연구비 수주금액은 6억 2469만원으로, 지난 동기 5억 

9660만원 및 2017-2019 3년간의 평균 4억 9235만원보다 각 5%와 27% 향상됨 

 

○ 산학협력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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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통해 다양한 (지역)산업문제 해결에 기여함

·㈜디케이머트리얼즈, ㈜케미폴리오에 2건의 기술이전(총 3천만원)을 통한 산학협력 활성화

·현대자동차, LG 화학, 에이에이알, 삼성전자, SK 이노베이션, 금강 창호, 한화솔루션, RIST, 

카본밸류, S-OIL 등 국내 에너지 관련 기업 산학협력 과제 수행 및 공동 연구 성과 다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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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하였으나, 최근 1년간 32억/년으로 다시 반등함

·SK ON, 포스코케미칼 등과의 산학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산업현장과 밀접한 교육 제공

< (왼쪽) 최근 2년간 논문 게재 실적 및 연구비 수주현황 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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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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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iVal을 이용한 교육연구단의 역량 분석 – 게재논문의 질적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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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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가지의 과목 중 4가지 과목을 

인공지능 기반 에너지 소재 및 공정설계(서동화 교수), 인공지능 재료과학(서동화 교수), 

화학공학 머신러닝(김동혁 교수), 화학공학전산(김동혁 교수)로 운영하여 융합형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역량을 향상시킴

○ 인력양성 계획 및 지원

 ·본 연구단은 최근 1 년간 석사과정 68명, 박사과정 28명 ,석·박통합과정 230명의 

대학원생을 확보하고 석사 21명 박사 12명의 졸업생을 배출함. 2021년 8월 배출한 졸업생과 

2022년 2월 배출한 졸업생이 100%의 우수한 취(창)업 성과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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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명의 대학원생 후보를 인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선출하고 원활한 연구 환경을 위해 

석사급 최저 80만원, 박사급 최저 110만원 이상의 장학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SK On 그리고 

포스코케미칼과 산학프로그램 개발하여 시작함. 학생들의 다양한 학술 활동을 지원하여 

최근 1년간 본 과제의 지원을 통해 265편의 논문과 60건의 학술대회(발표 및 포스터) 참가가 

이루어지고, 32건의 특허/기술이전/창업 실적이 발생함 

 ·뿐만 아니라. 교육의 국제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인재 양성에 공헌하여, 최근 1년간 9개의 

연구팀에서 미국, 중국, 영국, 싱가포르 등 다양한 국제 연구팀과 협력한 성과가 있었으며 

총 9 편의 논문을 게재함

○ 참여대학원생 연구실적의 우수성

본 연구단 소속 참여 학생은 최근 1년간 Nature Energy 3편 (IF : 67.439), Science 1편 (IF : 

63.714), Nature Materials 1편 (IF : 47.656), Joule 1편 (IF : 46.048), Nature Catalysis 2편 (IF : 

40.706), Nature Nanotechnology 1편 (IF : 40.523), Nature Photonics 1편 (IF : 39.728), Energy & 

Environmental Science 1편 (IF : 39.714), Advanced Materials 4편 (IF : 32.086)을 포함한 총 265 

편의 논문을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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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1.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현황과 계획

■ 교과목 체계 구축 내용

○ 학제융합을 위한 기본 지식 함양

·머신러닝 기반 교과목 편성을 통한 대체 에너지 개발 공정 교육 과정 구성을 계획했으며 이를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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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을 계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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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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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루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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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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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외 학과 간 공동 교과목 개발 등 교과과정 다양화 계획

○ 에너지공학과는 다양한 융합교육 및 연구의 필요성에 의해 교내 타학과와 공동과목을 개발하고 

개설하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이수하고 있음

○ 타과 학생들도 에너지공학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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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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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기반 에너지 소재 및 공정설계(서동화 교수), 인공지능 재료과학(서동화 교수), 화학공학 

머신러닝(김동혁 교수), 화학공학전산(김동혁 교수)로 운영하여 융합형 혁신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과목 구축 및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이를 확장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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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를 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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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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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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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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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주소 등

과목내용

1

고급 전기화학 

촉매반응
ACE60501 권영국 O -

○ 전기화학 기반의 전해 시스템은 신재생에너지 연계가 가능한 환경친화적 차세대 에너지 시스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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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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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일반화학 II CHM10204 권영국 ○ -

○ 일반화학은 화학 반응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돕기 위해 개설된 강의로 화학 반응, 촉매 반응 등의 기초지식을 

포괄적으로 다룸. 해당 기초 화학 이론을 바탕으로 수강생들은 앞으로의 전공 분야를 탐색할 수 있음. 

○ 이에 본 참여교수는‘일반화학 II’ 강의에서 기초 이론에 대한 이해를 돕고, 환경 및 전기화학 분야에 

대한 소개를 더불어 친환경 기술 및 전기화학 기술 분야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는데 활용됨.   

3

화학공학 머신러닝 ECHE24201 김동혁 ○ -

○ Python을 활용하여 회귀 분석 및 신경망과 같은 머신러닝 기반 생명/화학 공학 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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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활동 능력 배양

4

화학공학전산 ECHE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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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고체화학 ECHE3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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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에너지변환 및 

저장 실험
ECHE3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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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 에너지원이 



- 13 -

변환이 되고 에너지 변환 및 저장 장치의 설계 요소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을 제공

7

유기일렉트로닉스 ENE52701 김진영 ○ -

○ 본 수업에서는 에너지 밴드, Charge carrier, 접합, 반도체의 전기적, 광학적 특성과 같은 전자소자의 

기본 개념과 작동원리를 배우고 이를 기반으로 P-N 접합 다이오드나, field-effect transistor, 고분자 

기반 light-emitting diodes, 유기 태양전지와과 같은 다양한 전자소자의 응용에 관해 학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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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적으로 다룸. 그 중 유기 태양전지는 최근 기후변화의 중요성이 여느 때보다 대두되는 오늘날,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차세대 태양전지로 주목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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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캔하고 생성된 학습데이터를 기반으로 대량생산의 가능성을 보여줌. 유기태양전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세대 에너지 시스템 개발에 머신러닝이 적용되어 다양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8

분석화학 ECHE21301 류정기 ○ -

○ 분석화학 분야에서 중요한 여러 가지 원리들에 대한 확고한 지식을 습득하게 함. 통계 및 데이터 

처리, 무게 분석법, 산염기의 평형 및 적정법, 착화합물 형성 및 적정법, 전기 화학의 서론 및 산화 

환원 적정법 등의 내용을 다룸으로써 다양한 적정 분석법의 화학 평형 이론과 응용을 이해하는데 

목표를 둠.

9

고급재료분석 ENE53201 류정기 O -

○ 소재의 특성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분석방법의 이론적 배경, 분석기기의 구성 및 

원리, 활용 방법 강의

○ 전자현미경, 분광분석, X선 분석과 같은 기존의 분석방법 뿐만 아니라, 최신 첨단고도분석 장비 및 

분석방법론 소개

10

고급탄소중립기술 계획

류정기(교

과목공동

개발자)

○ -

○ 탄소중립의 필요성 제시 및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1) 탄소포집, 활용, 저장 기술, 2) 수소생산, 저장, 

수송 기술, 3) 신재생 에너지 기술에 대한 심도있는 강의. 탄소중립을 주제로 다양한 세부기술들을 

심도있게 다루는 교과목. 향후 탄소중립분야를 선도하는 인재육성을 목표로 함

11

태양전지특론 ENE51301 서관용 ○ -

○ 에너지 신산업 관점에서 머신러닝 등 다양한 학문 간의 융․복합을 통한 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후속 

인력 양성의 토대 구축

○ 환경 친화적 차세대 에너지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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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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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인공지능 기반 

에너지 소재 및 

공정 설계

ECHE35001 서동화 ○ -

○ 인공지능을 통해 소재를 디자인하고 에너지 관점으로 적용하여 더 넓은 소재 탐색에 대한 기반 마련

○ 배터리 분야 중 소재를 예측하고 경향을 파악하는 인공지능 융복합 분야에 집중

○ 머신러닝을 통해 배터리 성능과 화학적인 과정에 대한 지식 향상

○ 배터리 소재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과정을 디자인하는 논문을 읽고 발표하여 학부생들에게 융복합 

연구에 대한 흥미 부여

13

배터리 과학 및 

기술 특론 V 

(인공지능 

재료과학)

BST53801 서동화 O -

○ 인공지능을 통해 소재를 디자인하고 에너지 관점으로 적용하여 더 넓은 소재 탐색에 대한 기반 마련

○ 석-박사생들 스스로의 연구에 인공지능과 연계하여 연구개발 활동 및 능력 배양

○ Material Project database를 사용하여 인공지능에 대한 넓은 경험 제공

○ hands-on-session 동안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각종 배터리 소재와 배터리 성능에 대한 예측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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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연구 과정에 도움 부여

14

유기화학 II ECHE20201 양창덕 ○ -

○ 유기 화학수업은 에너지 공학과의 필수 전공 수업으로서 유기 태양전지/배터리/촉매 분야등 차세대 

산업에 근간이 되는 수업이다. 

○ 특히, 친환경 산업에 초점을 두어 기업 수요 기반 석박사생 중심의 에너지-머신러닝 연구개발 활동에 

기초를 배양하며 전문 인력 양성의 효과까지 기대 할 수 있다. 

15

합성생물학특론 ACE60901 이성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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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촉매개론 ECHE43101 이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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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음. 또한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반응에 

이용되며, 전기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재생 가능한 자원에서 연료 및 화학 물질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함. 

○ 촉매의 현상을 개념적 수준에서 설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종 촉매의 기초에 대한 소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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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를 위한 

동역학까지의 개념 확장

17

에너지 변환 촉매: 

태양광 수소 생산
ACE70901 이재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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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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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공정설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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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전통 화학공학의 적용 가능 분야에 대한 관점 제시.

20

분리공정 ECHE40201 임한권 ○ -

 

○ 증류/흡수를 포함한 정통 화학공정에서 핵심 요소로 분류되는 다양한 공정들에 대한 소개와 함께 

머신러닝과 같은 차세대 연구 분야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지도 및 현 기술의 한계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관점 제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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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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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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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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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나노화학 ENE61401 장지현 ○ -

○ 머신 러닝 기반의 나노 구조 제작 및 물성 예측법을 통한 연구 인력 양성

○ 에너지변환/저장과 머신러닝의 융복학 과정 개발

○ 학문 간의 융․복합을 통하여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서 필수적인 나노 구조의 제작의 다양한 접극법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후속 연력 양성의 토대 구축

23

전기화학시스템 

아키텍쳐 설계 및 

응용

BST53901 정경민 ○ -

○ 실용적인 관점에서 기본 전기화학공학의 원리를 탐구하고, 셀 내 열역학, 전달, 반응에 대해 

토의하면서 전기화학 반응 kinetics에 대해 공부하는 것을 목표로 함. 과제를 통해 다양한 배터리 

타입의 단일 셀 설계 방법론과 리튬 이온 배터리의 제조 공정을 공부하고 통계적 배경지식을 

기반으로 한 프로세스 제어에 대해 탐구하고자 함.

24

Introduction to 

Crystallography
ECHE31501 정성균 ○ -

○ 결정의 구조와 대칭을 다루고 X선 회절의 기본 원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에너지 소재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후속 인력 양성의 토대를 구축

○ 에너지 신소재 합성 및 신소재 연구에 적용할 결정 구조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제공

25

Solid state 

batteries
BST51001 정성균 ○ -

○ 재료과학을 바탕으로 전고체전지의 전기화학을 다루며, 나아가 고체전해질의 이온전도에 대한 이해 

확장을 통한 후속 인력 양성 토대 구축

○ 전고체 전지의 전지 제작을 포함하여, 고체 전해질의 성질을 결정하는 요인과 전극과의 계면 현상에 

대하여 고찰을 통한 기업 수요 기반 석박사생 중심의 연구 능력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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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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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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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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

실적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계

확보 

(재학생)

2021년 2학기 37 14 113 164

2022년 1학기 31 14 117 162

계 68 28 230 326

배출 

(졸업생) 

2021년 2학기 13 6 19

2022년 1학기 8 6 14

계 21 12 33

<표 2-1> 교육연구단 소속 학과(부) 참여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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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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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하고 있으며, 총 58명의 학부 인턴이 연구 프로그램을 진행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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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터리 소재 산업체와 산학프로그램 진행

○ SK On과 2026년까지 석사 80명을 함께 선발 하여 리튬이온전지 교육 및 연구 후 별도의 평가 

없이 바로 취업시키는 계약학과 e-SKB(education program for SK Battery)를 설립하고 운영함

○ 포스코케미칼과 2027년까지 석사, 석박사 통합 과정 20명을 함께 선발하여 배터리 소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e-Battery Track 과정을 설립하고 운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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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턴쉽 프로그램

○ 교육연구단의 우수 대학원생 확보를 위하여 인턴쉽 프로그램을 통해 최근 1년간 58명의 대학원생 

후보를 선출

학부 인턴 이수현황 (2021.9.1. ~ 2022.8.31.)

연번
참여교수명 연구자등록번호 참여학생명 

연구내용 

1
강석주 10135890 손정우

친환경적인 양극(공기)을 이용한 리튬=공기(산소, 이산화탄소) 배터리에 유기 전해질을 적용한 연구 진행.

2

강석주 10135890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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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량 배터리 연구를 진행.

3

강석주 10135890 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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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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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현협 10641937 정진우

무전원 마찰전기 센서 제작 과정에 참여

5

곽상규 11004853 이지인
밀도범 함수 이론 계산을 통한 도핑 원소 및 종류에 따른 도핑 그래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 도핑 

형성에너지 및 응집에너지 계산을 통해 산소와 질소가 포함된 그래핀의 도핑 가능성과 구조적 안정성을 

비교함.

6

권영국 10177686 모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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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권영국 10177686 양수민

산화탄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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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권영국 10177686 박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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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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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김동혁 11561289 강동현

Python 기반 전사 인자 및 전사체 시퀀싱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활용 데이터 분석

10
김동혁 11561289 송하연

Python 기반 전사 인자 및 전사체 시퀀싱 데이터 분석

11
김영식 11269439 이승규

WIB 배터리의 화재 예방 효과와 셀 보호 메커니즘

12
김영식 11269439 이현석

독도에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한 ESS 구축 

13
김영식 11269439 김재민

비양도에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한 ESS 구축 

14
김영식 11269439 진효

나시콘 저항 감소를 통한 해수전지의 성능향상

15
김영식 11269439 이창혁

리사이클 수산화 리튬 내 불순물의 배터리 성능 영향 평가

16
김영식 11269439 최승하

배터리 재활용 리튬 추출 건식공정

17
김영식 11269439 문대주

비양도에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한 ESS 구축 

18
김영식 11269439 박재성

독도에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한 ESS 구축

19
김영식 11269439 변재민

ZeFB 적용 전기 킥보드 제작

20
김영식 11269439 오유진

ZeFB 적용 전기 킥보드 제작

21 김진영 10127790 안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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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구조 유기 태양전지에서 열 증착 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 용액 공정이 가능한 정공 수송층에 대해 연구함. 

22
김진영 10127790 김지현

고효율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제작을 위해 할로젠 원소의 구성 비율에 따른 밴드갭 차이에 대해 연구함.

23

김진영 10127790 김재형

태양광 기반 물분해 수소 생산 기술 개발을 위해 높은 개방전압을 가지는 텐덤 유기 태양전지를 제작하고 

다양한 밴드갭을 가지는 유기 물질 조합과 전압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결합층에 관해 연구함. 

24
류정기 10134926 황지민

이산화탄소 전환 촉매 관련 연구 수행

25
류정기 10134926 최락영

이산화탄소 전해조 시스템 관련 연구 수행

26
류정기 10134926 김형빈

수소 생산 전극 표면 개질 관련 연구 수행

27
서관용 10271410 노태윤

페로브스카이트 기본 원리 및 연구의 기초 학습

28
서관용 10271410 오승헌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기본 원리 및 제작과정 참여

29
서관용 10271410 박종현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기본 원리의 학습 및 모듈화 작업 체험

30
서관용 10271410 김유승

결정질 실리콘 구조체 형성에 대한 원리 이해 및 실험과정 참관

31
서관용 10271410 권용준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의 기본원리 학습 및 제작과 측정

32
송현곤 - 김 산

Nonmetal electrocatalysts for hydrazine oxidation toward hydrogen production

33
송현곤 12956054 김대현

고전압 배터리에 사용되는 겔 전해질용 고분자 합성 및 배터리 실험

34
양창덕 20171391 한준호

고효율 높은 재현성을 위한 PTAA 소재 기반 단분자 소재 설계 및 합성

35
양창덕 20181299 박민경

고분자 첨가제의 사용을 통한 유연한 유기태양전지 성능 확인 및 경향성 연구

36
양창덕 20201221 이연경

고투명, 고성능 유기 primer 물질 합성 및 물성 분석

37
양창덕 20201186 위현수

휘발성 그린 첨가제를 이용한 유기태양전지의 성능 향상 및 필름 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38

이지석 10996736 국범석

Photo-lithography와 미세유동 장치를 기반으로 하는 Stop flow lithography (SFL)를 통해 짧은 시간 내에 동일한 

물리·화학적 성질을 지닌 마이크로 입자를 대량생산하는 연구를 진행함. 미세유동 채널을 이용한 SFL과 

Continuous flow lithography (CFL)간의 차이와 광경화성 레진의 Polymerization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형광 

염료를 활용해 Janus 입자를 생산함으로써 SFL을 통한 미세입자 생산의 응용성 및 본 시스템의 우수성을 보여줌.

39
이현욱 11107417 이지유

프러시안 블루 계열 물질 합성 및 리튬 이온 전지용 분리막 연구

40 이현욱 11107417 최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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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러시안 블루 계열 물질 합성 및 리튬 이온 전지용 분리막 연구

41
이현욱 11107417 류승우

프러시안 블루 계열 물질을 이용한 고체전해질 연구 

42
임한권 10970951 구지원

다양한 화학 공정에 대한 공정 설계 및 타당성 평가 연구와 최적화 기법을 적용한 공정 개선 방안 도출

43
임한권 10970951 문종아

다양한 화학 공정에 대한 기초 공정 설계 방법론 및 타당성 평가 기법 연구

44
장지현 10101748 정진원

금속 표면에 유기물을 연결하는 실험 및 분석

45
장지현 10101748 양유진

유기물을 활용한 소중합체의 유무기 물질 합성 및 분석

46

정경민 11556876 최명준

The effect of nanosilver-added-graphite as an anode

은 나노 입자를 포함한 흑연 전극의 거동 및 성능 영향에 대한 연구

47

정경민 11556876 김태하

Design and Performance Test of Full cell Lithium-Ion Batteries

N/P 비 설계 방법 및 C-rate 별 셀 용량 변화에 대한 연구

48

정경민 11556876 정현

Design and Performance Test of Full cell Lithium-Ion Batteries

N/P 비 설계 방법 및 C-rate 별 셀 용량 변화에 대한 연구

49

정경민 11556876 김호준

Design and Performance Test of Full cell Lithium-Ion Batteries

N/P 비 설계 방법 및 C-rate 별 셀 용량 변화에 대한 연구

50

정경민 11556876 최락영

Tortuosity change with density of the electrode mixture when using ECP as conductive additive 

합제 밀도 별 전극 내 tortuosity 변화에 대한 연구

51

정경민 11556876 박창훈

Differences of capacity and rate capability of electrodes according to the composition ratio of carbon black 

and carbon nanotube in LiFePO4.

도전재 종류 및 조성 별 셀 용량 및 율 특성 차이에 대한 연구

52
정성균 12932392 김형종

 멀티스케일 3D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한 양극-고체전해질 복합체 최적화 연구

53
정성균 12967705 남형준

나노구조의 신규 양극 물질 개발

54
정성균 12968854 유래형

양극-고체전해질 계면 열화거동 연구

55
정성균 12958049 최진규

양극-고체전해질 계면 열화거동 연구

56
정성균 12955537 한은서

나노구조의 신규 양극 물질 메커니즘 거동 분석

57
정성균 12967720 김지원

신소재 고이온전도도 고체전해질 개발

58
정성균 12967781 유성민

신소재 고이온전도도 고체전해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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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학원생 학술활동 지원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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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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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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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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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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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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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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참여대학원생의 취(창)업의 질적 우수성

<표 2-2> 2021년 8월 및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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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졸업자

(G)

비취업자(B)
취(창)업대상자

(C=G-B)
취(창)업자

(D)
진학자

입대자
국내 국외

2021년 8월 

졸업자

석사 8 3 0 0 5 5
100

박사 6 0 6 6

2022년 2월 

졸업자

석사 13 6 0 0 7 7
100

박사 6 0 6 6

■ 취업의 우수성 향상 계획

○ 산학간 협력과제 강화 및 대학원생 우선참여를 통한 맞춤형 인재교육 유도하고 있으며, 2021년 

8월 졸업자 14명 중 취업대상자 100% 취(창)업하였으며, 2022년 2월 졸업자 19명 중 취업대상자

도 100% 취(창)업하였으며, 차년도에는 10% 정도의 향상 계획을 가지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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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단 소속 대학원생 취업률 실적

○ 본 연구단은 최근 1 년간 석사학위 21명, 박사학위 12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100%의 취(창)업률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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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 기업 인

재 육성. 90% 이상의 취(창)업률 달성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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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2년 졸업한 교육연구단 소속 학과(부) 참여대학원생 취(창)업 상세 정보

연번
졸업시기

성명 취득학위 구분 회사/대학명 지도교수명
연도 기준월

1 2022 2월 강다영 석사 취업/연구직 삼성 SDI 서동화

2 2022 2월 고상호 석사 취업/연구직 LG화학 이현욱

3 2022 2월 구대령 석사 취업/연구직 LG 에너지 솔루션 강석주

4 2022 2월 김민경 박사 취업/연구직 École Polytechnique Fédérale de Lausanne 이재성

5 2022 2월 김성수 석사 취업/연구직 LG 에너지 솔루션 강석주

6 2022 2월 김영경 박사 취업/연구직 롯데케미칼 이재성

7 2022 2월 김종우 석사 국내진학 울산과학기술원 김영식

8 2022 2월 문현규 석사 국내진학 한국과학기술원 이현욱

9 2022 2월 박선영 석사 취업/연구직 SK ON 정경민

10 2022 2월 박재현 박사 취업/연구직 울산과학기술원 강석주

11 2022 2월 배미솔 석사 취업/연구직 현대제철 류정기

12 2022 2월 배준호 석사 국내진학 울산과학기술원 김영식

13 2022 2월 유수영 박사 취업/연구직 KIST 백종범

14 2022 2월 이정아 석사 국내진학 한국과학기술원 이현욱

15 2022 2월 전치원 석사 취업/연구직 SK온 이현욱

16 2022 2월 정욱현 석사 국내진학 울산과학기술원 이현욱

17 2022 2월 조용준 박사 취업/연구직 Northwestern University 양창덕

18 2022 2월 최덕재 박사 취업/연구직 울산과학기술원 서관용

19 2022 2월 홍영국 석사 국내진학 연세대학교 이현욱

20 2022 8월 길나은 석사 취업/연구직 SK ON 정경민

21 2022 8월 김나현 석사 취업/연구직 LG화학 백종범

22 2022 8월 김지혜 박사 취업/연구직 울산과학기술원 이재성

23 2022 8월 김진영 박사 취업/연구직 울산과학기술원 고현협

24 2022 8월 김효은 박사 취업/연구직 울산과학기술원 이재성

25 2022 8월 민성희 석사 취업/연구직 SK ON 정경민

26 2022 8월 박제희 박사 취업/연구직 Argonne National Laboratory 김영식

27 2022 8월 손아현 석사 국내진학 연세대학교 정경민

28 2022 8월 송채은 석사 국내진학 한국과학기술원 서동화

29 2022 8월 염정희 박사 취업/연구직 Caltech 고현협

30 2022 8월 위태웅 박사 취업/연구직 Rice University 이현욱

31 2022 8월 유종훈 석사 취업/연구직 LG 에너지 솔루션 강석주

32 2022 8월 이혜선 석사 취업/연구직 SK ON 정경민

33 2022 8월 한승희 석사 국내진학 한국과학기술원 서동화

82105
사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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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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ure Energy 3편 (IF : 67.439), Science 1편 (IF : 

63.714), Nature Materials 1편 (IF : 47.656), Joule 1편 (IF : 46.048), Nature Catalysis 2편 (IF : 

40.706), Nature Nanotechnology 1편 (IF : 40.523), Nature Photonics 1편 (IF : 39.728), Energy & 

Environmental Science 1편 (IF : 39.714), Advanced Materials 4편 (IF : 32.086)을 포함한 총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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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췌하고 머신러닝과 

접목하여 융복합적 주제의 차세대 에너지 확보 및 저장 관련 고급 저널 논문(IF > 10) 게재. 40편 

이상의 결과물 목표로 함

참여대학원생 저명학술지 논문 실적 (2021.9.1. ~ 2022.8.31.)

연

번

참여

학생명

지도교

수명
실적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대표연구업적물의 적합성과 우수성

1

엄기주 강석주 저널논문

① 저자명: Kijoo Eom, Sangyun Na, Joong-Kwon Kim, Hyunhyub Ko, Jungho 

Jin, Seok Ju Kang
② 논문제목: Engineering Crystal Phase of Nylon-11 Films for Ferroelectric 

Device and Piezoelectric Sensor

③ 학술지명: Nano Energy

④ 권(호), 페이지: 88, 106244

⑤ 공동저자중 참여교수: 강석주, 고현협

⑥ 게재연도: 2021년

⑦ DOI 번호: 10.1016/j.nanoen.2021.106244

* 성과의 적합성: 에너지 저장 응용에 유용한 강 유전성 필름 형성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습도 조절 주조 및 후속 용융 담금질 공정에 의한 강유전성 나일론-11 

박막 제조

* 연구성과의 우수성: 나일론-11 박막 필름은 ±30 V 의 낮은 작동 전압과 낮은 잔류 분극을 나타내며 수직 

외부 압력 하에서 유망한 압전 응답을 보여줌

* 파급효과

- 비 휘발성 에너지 저장 애플리케이션 및 다양한 전자 응용 분야를 재료 개발에 새로운 방향 제공

- 국내특허 1건 출원

2 구대령 강석주 저널논문

① Daeryung Koo, Seok Ju Kang

② Nitrate Molten Salt Electrolytes with Iron Oxide Catalysts for Open and 

Sealed Li-O2 Batteries

③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④ 13(40), 47740-47748

⑤ 강석주

⑥ 2021년

⑦ 10.1021/acsami.1c16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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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의 적합성: 차세대 에너지 저장소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기존의 유기용매 기반 액체 전해질을 대신하여 질산염 기반 공융점을 

이용한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해액의 부반응으로 인한 성능 저하 억제

* 연구성과의 우수성: 고성능 용융염 기반 전해질을 통해 50 mV 까지 과전압을 획기적으로 낮춤

* 파급효과

- 저온에서 고온까지 구동 가능한 차세대 시스템 제시

- 향상된 개방형 및 밀폐형 리튬-산소 전지 시스템 제시

3

유종훈 강석주 저널논문

① Jong Hun Ryu, Jaehyun Park, Jeongwoo Park, Jinhong Mun, Eunmi Im, 

Hojeong Lee, Sung You Hong, Kwangjin An, Geunsik Lee, Youngsik Kim, Pil 

Sung Jo, Seok Ju Kang
② Carbothermal Shock-Induced Bifunctional Pt-Co Alloy Electrocatalysts for 

High-Performance Seawater Batteries

③ Energy Storage Materials

④ 45, 281-290

⑤ 강석주, 김영식

⑥ 2022년

⑦ 10.1016/j.ensm.2021.11.036

* 성과의 적합성: 친환경 해수 에너지 저장 장치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탄소 열 충격 방법으로 수 초 이내에 합성된 Pt-Co 합금 전기 촉매를 

사용하여 해수 전지의 과전압 및 사이클 내구성 향상

* 연구성과의 우수성: 기존 HCF 전극과 비교하여 개선된 산소 발생 반응 및 산소 환원 반응 활성을 나타내고 

500시간 이상 안정적인 구동을 나타냄

* 파급효과

-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 Pt-Co 나노 합금 촉매 효과를 증명

- 대규모 각형 해수 전지 셀의 확장 가능성 제시

- 국내특허 1건 출원

4

김진영 고현협 저널논문

① Jinyoung Kim, Moonjeong Jang, Geonyoung Jeong, Seungyeon Yu, Jonghwa 

Park, Youngoh Lee, Soowon Cho, Jeonghee Yeom, Youngsu Lee, Ayoung 

Choe, Young-Ryul Kim, Yeoheung Yoon, Sun Sook Lee, Ki-Seok An, Hyunhyub 

Ko
② MXene-enhanced β-phase crystallization in ferroelectric porous composites 

for highly-sensitive dynamic force sensors

③ Nano Energy

④ 89, 106409

⑤ 고현협

⑥ 2021년

⑦ 10.1016/j.nanoen.2021.106409

* 성과의 적합성: 동적 압력 센서의 음향 센싱 부분을 머신 러닝으로의 응용이 가능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2D 물질인 MXene을 PVDF 다공성 매트릭스에 복합재로 형성하여 동적 

압력 센싱 성능을 향상시킴

* 연구성과의 우수성: 낮은 압력 범위에서 11.9 nA kPa-1, 높은 압력 범위에서 1.4 nA kPa-1의 향상된 

민감도를 보임 (기존 센서 0.4 nA kPa-1) 

* 파급효과

- 질감 및 음향 센싱 가능한 센서로, 휴먼-머신 인터페이스로의 응용이 기대됨

5 이지은 곽상규 저널논문

① Seok-Kyu Cho, Kyeong-Seok Oh, Jong Chan Shin, Ji Eun Lee, Kyung Min 

Lee, Junbeom Cho, Won Bo Lee, Sang Kyu Kwak, Minjae Lee, Sang-Young 

Lee

② Anion-Rectifying Polymeric Single Lithium-Ion Conductors

③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④ 32(6), 2107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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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곽상규

⑥ 2022년

⑦ 10.1002/adfm.202107753

* 성과의 적합성: 고안정성 및 고성능 고체 전해질 소재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기존 고체 전해질에서의 낮은 이온 전도 특성과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이온성 고분자의 첨가를 통한 고분자 blend의 형성으로 리튬 전도 특성을 높이고자 함 

* 연구성과의 우수성: 저농도의 리튬염 공급 조건에서도 기존의 액체 전해질 0.0016 mS/cm보다 높은 이온 

전도성인 0.15 mS/cm을 확보하였음 

* 파급효과

- 분자전산모사를 통해 양이온성 고분자 도입에 따른 짝 음이온 종류 별 이온 상호교환 자유에너지 비교를 

진행함. 짝 음이온 선정에 고려되는 음이온 특성을 확인

- 리튬 전도 특성을 높이는 semi-고체 전해질 소재의 새로운 개발 방향 제시 

- 인용횟수: 7회

6

배준호 김영식 저널논문

① Junho Bae, Hyuntae Bae, Jihun Cho, Jaebeom Jung, Yunseok Choi, 

Youngsik Kim

② Zero fire battery concept: water-in-battery

③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A

④ 10(12), 6481-6488

⑤ 김영식

⑥ 2021년

⑦ 10.1039/d1ta10896d

* 성과의 적합성: 리튬이온전지(에너지 저장 장치)의 냉각 및 방화 시스템 적용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기존의 외부 냉각 장치 대신 방화물질과 다중층 실링기술을 접목하여 정상 

작동 시에는 발열을 흡수 및 장수명을 유지하며 열폭주 시에는 화재 전이 방지

* 연구성과의 우수성: 배터리 모듈 정상 구동 시 열관리 및 열폭주 시 화재 전이 방지 확인

* 파급효과

- 모빌리티용 전지 및 기존 ESS 사업 적용을 통한 산업 전반 배터리 화재 안정성 확보

- 부산일보 등 언론에서 우수연구성과로 소개

- 국내 특허 17건 등록 및 출원

- 인용횟수: 1회

7

신광호 김영식 저널논문

① Youngjin Kim, Kwangho Shin, Youngjae Jung, Wang-Geun Lee, Youngsik 

Kim

② Development of Prismatic Cells for Rechargeable Seawater Batteries

③ Advanced Sustainable Systems

④ 6(6), 2100484

⑤ 김영식

⑥ 2022년

⑦ 10.1002/adsu.20210048

* 성과의 적합성: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기존 해수 이차전지 각형(Rectengular)셀 대비, 구조를 확장 및 개선 시켜 

높은 에너지밀도 및 출력을 가지는 새로운 해수 이차전지 각형(Prismatic)셀 개발

* 연구성과의 우수성: 에너지밀도 242 WhL-1 및 5.8 mWcm-2 출력 달성

* 파급효과

- 해수 이차전지의 단위 셀 개발을 통한 각종 해양기기 적용 가능성 확대

- 파일럿 제조 장비 구축을 통한 셀의 표준화 및 규격화 가능

- 국내 특허 3건 등록 및 출원

8 김동엽 김영식 저널논문
① Dongyeop Kim, Jeong-Sun Park, Wang-Geun Lee, Yunseok Choi, Youngsik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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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Development of Rechargeable Seawater Battery Module

③ Journal of The Electrochemical Society

④ 169(4), 040508

⑤ 김영식

⑥ 2022년

⑦ 10.1002/adsu.20210048

* 성과의 적합성: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 모듈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해양 환경에서 사용하는 기존 리튬이온전지 및 납축전지 모듈 대비, 부식 

및 범람의 문제가 없는 해수 이차전지 모듈 최초 개발

* 연구성과의 우수성: 5S 4P 모듈 구조에서 78 Wh 및 25 W 달성

* 파급효과

- 해수 이차전지의 모듈 개발을 통한 각종 해양기기 적용 가능성 확대

- 모듈 단위의 해수 이차전지 개발 방향성 제시

- 국내 특허 3건 등록 및 출원

- 인용횟수: 5회

9

초혜원 김진영 저널논문

① Telugu Bhim Raju, Hye Won Cho, Peddaboodi Gopikrishna, Youngwan Lee, 

Jin Young Kim, and BongSoo Kim
②  Positional Effect of the 2-Ethylhexyl Carboxylate Side Chain on the 

Thiophene π-Bridge of Nonfullerene Acceptors for Efficient Organic Solar 

Cells

③ ACS Applied Energy Materials

④ 4(10), 11675

⑤ 김진영

⑥ 2021

⑦ 10.1021/acsaem.1c02403

* 성과의 적합성: 유기 태양전지의 acceptor로 사용할 물질을 합성을 했고 이 acceptor 물질로 태양전지 제작 

및 작용기의 위치에 따라 태양전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음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acceptor−π–donor−π–acceptor (A−π–D−π–A) 구조를 가지는 세 가지 

새로운 Nonfullenrene acceptor(NFA)를 합성하여 유기 태양전지를 제작하고 더 나아가 작용기의 위치에 

따른 흡수, 에너지 레벨, 광전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 연구성과의 우수성 : 유기 분자에서 작용기의 위치에 따라 높은 효율 혹은 낮은 효율을 보이는 원인을 

흡수, 에너지 레벨, morphology 등 여러 측면에서 정량화하여 분석함.

* 파급효과

- 새로 합성된 세 가지 NFA가 유기 태양전지의 acceptor로 잘 적용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유기 태양전지에 사용될 유기 물질을 합성할 때 end group과 thiophene π-bridge의 side chain 위치 조절이 

앞으로 더 효율적인 유기 태양전지를 제작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 

10

엽지우 김진영 저널논문

① Jiwoo Yeop, Kwang Hun Park, Seungju Jeon, Gayoung Kim, Woojin Lee, 

Seyeong Song, Seo-Hyun Jung, Yejin Kim, Do-Hoon Hwang, Bogyu Lim, Jin 

Young Kim

② High-Crystalline Regioregular Polymer Semiconductor by Thermal 

Treatment for Thickness Tolerance Organic Photovoltaics

③ Solar RRL

④ 6(9), 2200445

⑤ 김진영

⑥ 2022

⑦ 10.1002/solr.202200445

* 성과의 적합성: regioregular polymer인 PDBD-FBT를 donor로 사용해 유기 태양전지 제작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regioregular polymer PDBD-FBT를 합성하여 유기 태양전지 donor로 

사용하였고 열 처리를 통해 crystallinity를 높여 효율을 향상시킴.

* 연구성과의 우수성: regioregular polymer PDBD-FBT를 donor로 사용한 유기 태양전지를 열 처리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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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stallinity, 효과적인 excition과 charge 분리, 향상된 mobility로 PCE를 7.91%에서 열 처리 후 12.53%로 

향상시킴. 또한 두꺼운 필름 두께에서도 효율 저하가 낮음.

* 파급효과

- regioregular polymer인 PDBD-FBT는 유기 태양전지의 새로운 donor 후보 물질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임

- 간단한 열 처리 만으로도 두꺼운 두께의 필름에서의 효율 저하가 낮기 때문에 미래에 유기 태양전지의 

대면적 모듈화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보임

11

박찬범 김진영 저널논문

① Chan Beom Park, Yun Seop Shin, Yung Jin Yoon, Hyungsu Jang, Jung 

Geon Son, Seongheon Kim, Na Gyeong An, Jae Won Kim, Young Chul Jun, 

Gi-Hwan Kim and Jin Young Kim
② Suppression of Halide Migration and Immobile Ionic Surface Passivation for 

Blue Perovskite Light-Emitting Diodes

③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C

④ 10(6), 2060

⑤ 김진영

⑥ 2022

⑦ 10.1039/d1tc05714f

* 성과의 적합성: 비이동성을 가지는 유사할로젠을 통한 향상된 성능의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 합성 및 

LED제작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 내 유사 할로젠(SCN-)의 역할을 규명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소재 및 소자의 효율과 안정성을 향상시킴.

* 연구성과의 우수성: 70% 이상의 PLQY를 가지고 청색영역의 빛을 2주간 유지할 수 있는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 소재를 합성함. 이를 기반으로 제작한 LED소자 또한 작동과정 중 할로젠 분리없이 

발광스펙트럼을 유지함. 

* 파급효과

- 기존의 할로젠이 아닌 유사 할로젠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적인 이점을 규명함으로써, LED뿐만 

아니라 페로브스카이트 기반의 다양한 광학소자에 적용이 될 것으로 기대 됨.

- 효율과 안정성을 동시에 향상 시킬 수 있는 다기능성 물질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12

배미솔, 

강윤석
류정기 저널논문

① Misol Bae, Yunseok Kang, Dongwoog Lee, Dasom Jeon, Jungki Ryu

② Superaerophobic Polyethyleneimine Hydrogels for Improving Electrochemical 

Hydrogen Production by Promoting Bubble Detachment

③ Advanced Energy Materials

④ 12(29), 2201452

⑤ 류정기

⑥ 2022년

⑦ 10.1002/aenm.202201452

* 성과의 적합성: 수소 발생 전극의 표면개질 기술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 기존 수소 발생 전극에서 친수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온/고압의 과정을 거치거나, 초음파생성기와 같은 

추가적인 설비가 필요로 함. 본 연구에서는 간단한 코팅 공정으로 친수성을 구현

* 연구성과의 우수성

- 기존 전극 대비 수소 생산량 150% 향상

* 파급효과

- 수소 촉매 합성 위주의 연구와 더불어, 개발된 촉매들의 표면 젖음성을 제어하는 관점을 제시

- Adv. Energy Mater. 표지논문 선정

- pv magazine & 연합뉴스 등에 우수연구성과로 소개

13 김나영 류정기 저널논문

① Young Hyun Kim, Nayeong Kim, Jeong-Min Seo, Jong-Pil Jeon, Jyuk-Jun 

Noh, Do Hyung Kweon, Jungki Ryu, Jong-Beom Baek

② Benzothiazole-Based Covalent Organic Frameworks with Different 

Symmetrical Combinations for Photocatalytic CO2 Con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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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Chemistry of Materials

④ 33(22), 8705-8711

⑤ 류정기, 백종범

⑥ 2021

⑦ 10.1021/acs.chemmater.1c02660

* 성과의 적합성 : 유기물(COF)기반 광촉매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전환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 촉매의 Framework를 구성하는 building unit을 바꿔주어서, 기공(Porosity), 결정화도(Crystallinity), 비표면적 

(Specific surface area), 빛흡수(Light adsorption)을 조절

* 연구성과의 우수성

- 대칭 제어(Symmetrical combination)에 의한 촉매의 밴드갭 조정의 중요성과 효율적인 광촉매 개발

- 촉매 1 g당 1시간에 1002 umol의 일산화탄소 전환율을 달성

* 파급효과

- 다공성 촉매의 기공 크기를 조절하여 이산화탄소 전환 광촉매의 성능을 분석할 수 있는 관점 제시

14

김나영, 

이인희
류정기 저널논문

① Nayeong Kim, Inhu Lee, Yuri Choi, Jungki Ryu

② Molecular design of heterogeneous electrocatalysts using tannic 

acid-derived metal-phenolic networks

③ Nanoscale

④ 13(48), 20374-20386

⑤ 류정기

⑥ 2021

⑦ 10.1039/D1NR05901G

* 성과의 적합성 : 바이오매스 기반 전기촉매 연구된 결과 보고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 수용액 하에서 빠르게 촉매합성이 가능하고 균일하고 얇은 박막형태로 샘플을 제작 가능히다는 장점을 

가진 Metal-Phenolic Network물질을 전기화학에 응용한 연구들을 보고

* 연구성과의 우수성

- 실용적인 관점에서 값 싸게 대면적 공정을 할 수 있는 물질을 전기촉매로 사용한 예시들을 보고

* 파급효과

- Metal-Phenolic Network 기반의 불균일 전기촉매의 설계에 대한 방향 제안

- Nanoscale 2022 Emerging Investigator 선정

15

이유리, 

이명현
서관용 저널논문

① Deokjae Choi, Inchan Hwang, Youri Lee, Myounghyun Lee, Han-Don Um, 

and Kwanyong Seo

② Wafer-Scale Radial Junction Solar Cells with 21.1% Efficiency Using c-Si 

Microwires

③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④ 6(26), 2208377

⑤ 서관용

⑥ 2022년

⑦ 10.1002/adfm.202208377

* 성과의 적합성: 고효율*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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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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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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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 

16

김서영 양창덕
저널논문

① Seoyoung Kim, Doyoung Lee, Jungho Lee, Yongjoon Cho, So-Huei Kang, 

Wonbin Choi, Joon Hak Oh, Changduk Yang
② Diazapentalene-Containing Ultralow-Band-Gap Copolymers for 

High-Performance Near-Infrared Organic Phototransistors

③ Chemistry of Materials

④ 33(18), 7499

⑤ 양창덕

⑥ 2021년

⑦ 10.1021/acs.chemmater.1c02409

* 성과의 적합성: 신규 도너-업섹터 기반 유기 공중합체 합성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낮은 밴드갭(band gap)을 같은 공중합체의 합성을 통한 유기 전계효과 

트랜지스터와 유기 광트랜지스터에 대한 적용

* 연구성과의 우수성: Bicyclic 2,5-diazapentalene 물질 기반 칼코젠 원소 도입에 따른 효과 규명

* 파급효과

- 낮은 밴드갭 유기 공중합체가 집적 회로 및 광전자 장치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함

17

김서영

오지연

박근형

조용준

양창덕 저널논문

① Byongkyu Lee, Seoyoung Kim, Hak-Won Nho, Jiyeon Oh, Geunhyung Park, 

Mingyu Jeong, Yongjoon Cho, Sang Myeon Lee, Oh-Hoon Kwon, Changduk 

Yang

② Viable Mixing Protocol Based on Formulated Equations for Achieving 

Desired Molecular Weight and Maximal Charge Separation of Photovoltaic 

Polymer

③ Advanced Energy Mateirals

④ 11(46), 2102594

⑤ 양창덕

⑥ 2021년

⑦ 10.1002/aenm.202102594

* 성과의 적합성: 유기 고분자의 분자량 조절 방법론 제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합성된 고분자 배치와 분자량이 다른 배치를 혼합하여 정밀하게 제어된 

분자량을 가진 고분자 배치 재현

* 연구성과의 우수성: 기존의 제어할 수 없는 유기 고분자의 분자량을 공식화하여 적절한 고분자 배치를 

기존에 만들어진 배치들을 사용하여 혼합해 만들어 태양전지 성능에 대한 분자량의 영향을 추가적으로 

살펴봄

* 파급효과

- 이러한 고분자 혼합 적근 방식은 원하는 분자량 고분자를 만들어 내는데 유용하며, 재현성 높은 태양전지을 

만들 수 있음.

- 인용 횟수 : 3회

18

오지연

정성우

박근형

이승록

양창덕 저널논문

① Lian Zhong, So-Huei Kang, Jiyeon Oh, Sungwoo Jung, Yongjoon Cho,  

Geunhyung Park, Seunglok Lee, Seong-Jun Yoon, Hyesung Park, Changduk 

Yang

② Naphthalene as a Thermal-Annealing-Free Volatile Solid Additive in 

Non-Fullerene Polymer Solar Cells with Improved Performance and 

Reproducibility

③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④ 32(33), 2201080

⑤ 양창덕

⑥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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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10.1002/adfm.202201080

* 성과의 적합성: 고휘발성 고체 첨가제를 통한 분자 배열 향상 및 태양전지 성능 향상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기존의 태양전지의 필수 요소인 열처리 과정은 소자 제조 공정의 복잡성이 

증가하는 요소였음. 하지만 개발한 고체 첨가제를 사용하면 열처리 공정을 할 필요 없이 태양전지 성능을 

높일 수 있음

* 연구성과의 우수성: 기존 태양전지에 사용되는 용매 첨가제로 처리된 태양전지보다 고휘발성 고체 첨가제인 

나프탈렌을 사용하였을 때 우수한 성능과 높은 재현성을 확인할 수 있음

* 파급효과

- 태양전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저비용의 우수한 고휘발성 고체 첨가제의 발견을 통한 새로운 접근방법 제시

19

최지은 이동욱 저널논문

① Myung Jin Baek, Jieun Choi, Taeung Wi, Hyeong Yong Lim, Min Hoon 

Myung, Chanoong Lim, Jinsu Sung, Jeong-Sun Park, Ju Hyun Park, Yul Hui 

Shim, Jaehyun Park, Seok Ju Kang, Youngsik Kim, So Youn Kim, Sang Kyu 

Kwak, Hyun-Wook Lee, Dong Woog Lee
② Strong Interfacial Energetics Between Catalysts and Current Collectors in 

Aqueous Sodium-air Batteries

③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A

④ 10(9), 4601-4610

⑤ 이현욱, 곽상규, 이동욱

⑥ 2022년

⑦ 10.1039/D2TA00329E

* 성과의 적합성: 차세대 에너지저장장치인 해수전지의 양극부 고분자 바인더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기존에는 소수성 및 비접착성 바인더를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친수성을 띄고, 강한 수중접착능력을 갖는 고분자 바인더 합성

* 연구성과의 우수성: 해수전지 성능의 비약적 상승

* 파급효과

- 해수전지 상용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

김효은 이재성 저널논문

① Hyo Eun Kim, Jeehye Kim, Eun Cheol Ra, Hemin Zhang, Youn Jeong Jang, Jae 

Sung Lee 
② Photoelectrochemical Nitrate Reduction to Ammoniaon Ordered Silicon Nanowire 

Array Photocathodes

③ Angewandte Chemie International Edition

④ 61(25), e202204117

⑤ 이재성

⑥ 2022년

⑦ 10.1002/anie.202204117

* 성과의 적합성: 질산염에서 암모니아를 얻는 광촉매 기술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전기분해 대신 햇빛을 이용하여 아주 낮은 전압 하에서 95.6%라는 높은 

선택도로 질산염을 환원시켜 암모니아를 생성할 수 있는 광촉매 기술 개발 

* 연구성과의 우수성: 물에 잘 녹지 않는 질소를 물에 녹여 그린 암모니아를 95.6%라는 높은 선택도로 생성함

* 파급효과

- 그린 암모니아 생산의 새로운 기술로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제시

21 김영경 이재성 저널논문

① Young Kyeong Kim, Tack Ho Lee, Jiwoo Yeop, Woo Jin Byun, Jin Hyun 

Kim, Jin Young Kim, Jae Sung Lee

② Hetero-Tandem Organic Solar Cells Drive Water Electrolysis with a 

Solar-to-Hydrogen Conversion Efficiency Up to 10%

③ Applied Catalysis B: Environmental

④ 309, 121237

⑤ 이재성, 김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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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2022년

⑦ 10.1016/j.apcatb.2022.121237

* 성과의 적합성: 친환경 그린 수소 생산 기술 및 시스템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밴드갭 조절을 통해 빛의 흡수 영역을 원활하게 조절 할 수있는 유기 

반도체 소재를 이용하여 빛의 활용범위를 최대화한 태양광 수소생산 시스템 설계  

* 연구성과의 우수성: 서로다른 두가지 소재를 이용하여 물분해 반응에 최적화된 Hetero tandem 유기 

태양전지 제작

- 유기 반도체를 이용한 태양광 수소생산 시스템중 세계 최고 수준인 10% STH 효율 및 84.5% 시스템 전환 효율 달성

- 동일한 소재를 이용하여 무전선 인공잎사귀 형태의 태양광 수소생산 시스템 실증

* 파급효과

- 태양전지-수전해 시스템에 유기반도체 소재의 가능성을 증명하여  반도체 물질의 범위를 유기 소재까지 확장 시킴

- 물분해 반응에 최적화된 hetero tandem 태양전지 디자인 개발 방향 제시

- 세계 최초로 유기 태양전지를 이용하여 상용화의 기준이 되는 10% STH 효율을 달성하여 가능성을 입증함  

22

김지혜 이재성 저널논문

① Jeehye Kim, Youn Jeong Jang, Woonhyuk Baek, A. Reum Lee, Jae-Yup 

Kim, Taeghwan Hyeon, Jae Sung Lee
② Highly Efficient Photoelectrochemical Hydrogen Production Using Nontoxic 

CuIn1.5Se3 Quantum Dots with ZnS/SiO2 Double Overlayers

③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④ 14(1), 603

⑤ 이재성

⑥ 2022년

⑦ 10.1021/acsami.1c16976

* 성과의 적합성: 태양광전환 연료 생산 전극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기존 양자점 소재의 surface trap site를 ZnO/SiO2 이중보호층을 이용하여 

광야기된 전자와 정공이 빠르게 재결합하는 문제점을 해결함 

* 연구성과의 우수성: 무독성양자점을 이용한 광양극 중 가장 높은 효율을 획득함

* 파급효과

- 쉽고 저렴하게 합성할 수 있는 양자점을 광전기화학적 연료 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

23

안장혁 이준희 저널논문

① Kendall D. Hughey, Minseong Lee, Jisoo Nam, Amanda J. Clune, Kenneth 

R. O’Neal, Wei Tian, Randy S. Fishman, Mykhaylo Ozerov, JunHee Lee, 

Vivien S. Zapf, Janice L. Musfeldt

② High-Field Magnetoelectric and Spin-Phonon Coupling in Multiferroic 

(NH4)2[FeCl5·(H2O)]

③ Inorganic Chemistry

④ 61(8), 3434

⑤ 이준희

⑥ 2022년

⑦ 10.1021/acs.inorgchem.1c03311

* 성과의 적합성: 다양한 혼합 프로세스를 통해 공간에서 제어되는 다강체 및 자기전기에 대한 이해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고전장 전기 분극, 자기적외선 분광법, 격자 역학 계산을 통해 기존의 자화 

시스템과 결합하여 자기장-온도의 위상 다이어그램에서 물질 간의 경쟁 구조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 

* 연구성과의 우수성: 600cm-1 미만의 모든 진동 모드가 30T에서 완전히 포화된 자기 상태로의 자기장 유도 

전환을 통해 스핀-포논 커플링을 추출하여 이러한 플랫폼이 다강체 및 자기전기에 대한 더 큰 이해 가능

* 파급효과

- 컴퓨터 모델링과 실험을 통한 저온에서의 다강체에 대한 여러 가지 위상에 대한 원리 규명을 통해 앞으로 

다른 물질 연구에 도움

24 안장혁 이준희 저널논문

①  Yeongdae Lee, Jang Hyuk Ahn, Seokmin Shin, Seo-Hyun Jung, Han-Saem 

Park, Yoon-Gyo Cho, Dong-Gyu Lee, Hoyoul Kong, Jun Hee Lee, Hyun-Kon 

Song

② Metal-Nitrogen Intimacy of the Nitrogen-Doped Ruthenium Oxid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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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ating Electrochemical Hydrogen Production

③ Applied Catalysis B: Environmental

④ 303, 120873

⑤ 송현곤

⑥ 2021년

⑦ 10.1016/j.apcatb.2021.120873

* 성과의 적합성: 저렴한, 고성능의 산화루테늄 수소발생반응 촉매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기존 수소발생촉매인 Pt/C는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값비싼 백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저렴한 소재의 필요성이 대두됨. 산화루테늄에 질소를 도핑해 염기환경에서 

백금보다 더 우수한 성능과 안정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

* 연구성과의 우수성: 염기환경에서 기존의 값비싼 백금촉매보다 더 우수한 성능과 안정성을 보임

* 파급효과

- 컴퓨터 모델링을 통한 염기환경에서의 반응 장소 및 메커니즘, 질소 도핑이 어떤 원리로 더 우수한 성능을 

끌어내는지 규명

- 인용횟수 : 7회

25

서지희 이준희 저널논문

① Ki-Yong Yoon, Juhyung Park, Hosik Lee, Ji Hui Seo, Myung-Jun Kwak, Jun 

Hee Lee, Ji-Hyun Jang
② Unveiling the Role of the Ti Dopant and Viable Si Doping of Hematite for 

Practically Efficient Solar Water Splitting

③ ACS Catalysis

④ 12(9), 5112

⑤ 장지현

⑥ 2022년

⑦ 10.1021/acscatal.1c05106

* 성과의 적합성: 태양광 기반 물분해 소재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기존에 개별로 사용되던 dopant들을 codoping시켰을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태양광 흡수에 의한 물 분해 성능을 눈에 띄게 

향상시켰으며,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 그에 대한 원리를 규명함

* 연구성과의 우수성: 기존 방식으로 합성한 Si:Ti-hematite 대비 photocurrent density 450%배 향상

* 파급효과

-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 co-doping에 의한 구조 및 에너지 변화를 규명, 해당 원리를 바탕으로 동일한 시너지 

효과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인용횟수 : 2회

26

김도원 이지석 저널논문

① Younghoon You, Mi-Jeong Kim, Gwang-Noh Ahn, Sanghyun Bae, Dowon 

Kim, Jung-Kyun Kim, Yongeun Kwon, Jungki Ryu, Jiseok Lee, Dong-Pyo Kim
② Bimodal Light-Harvesting Microfluidic System Using Upconversion 

Nanocrystals for Enhanced Flow Photocatalysis

③ Advanced Materials Technologies

④ 권(호), 2101656

⑤ 류정기, 이지석

⑥ 2022년

⑦ 10.1002/admt.202101656

* 성과의 적합성: Bimodal light-harvesting microfluidic system을 활용한 광촉매 기반 고효율 유기 합성 기술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기존연구와 달리, anti-stokes shift를 보여주는 UCNs을 광촉매 반응 

시스템에 적용하여 광촉매 기반 유기 합성 효율을 높임

* 연구성과의 우수성: 대표 광촉매 반응인 aza-Henry reaction 기반의 기존연구들은 물질이 변환되는데 

4~12시간 걸린다고 보고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스템은 28분 만에 물질 변환이 완료되었으며 약 

2배로 광촉매 효율을 높임.

* 파급효과

- 새로운 microfluidic system을 통한 높은 처리량의 광촉매 기반 유기 합성법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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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미세 유기 구조체 대량합성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함

- NIR을 활용하여 기존의 UV를 활용한 광촉매 반응 시스템 대비 에너지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함

27

위태웅 이현욱 저널논문

① Ji Eun Lee, Kern-Ho Park, Jin Chul Kim, Tae-Ung Wi, A. Reum Ha, Yong 

Bae Song, Dae Yang Oh, Jehoon Woo, Seong Hyeon Kweon, Su Jeong Yeom, 

Woosuk Cho, Kyung Su Kim, Hyun-Wook Lee, Sang Kyu Kwak, Yoon Seok 

Jung

② Universal Solution Synthesis of Sulfide Solid Electrolytes Using Alkahest for 

All-Solid-State Batteries

③ Advanced Materials

④ 34(16), 2200083

⑤ 이현욱, 곽상규

⑥ 2022년

⑦ 10.1002/adma.202200083

* 성과의 적합성: 차세대 에너지 저장소재 합성법 개선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1,2-ethylenediamine 과 1,2-ethanedithiol 을 혼합하여 다양한 종류의 

황화물계 precusor을 손쉽게 용해시킬 수 있는 독창적인 용매 시스템을 고안. 

* 연구성과의 우수성: 새로 고안한 합성법을 통해 LPSCl, LGPS, NSPS 고체전해질을 성공적으로 합성 및 

품질을 향상시킴. 

* 파급효과

- Solution 기반 황화물계 전고체 전해질 합성법을 개선시킴으로써 전고체 전지의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 제시  

- 인용횟수 : 5회

28

박창현,김

민호, 

고상호, 

이찬희, 

최아름

이현욱 저널논문

①  Changhyun Park, Min-Ho Kim, Sangho Ko, Chanhee Lee, Ahreum Choi, 

Taewon Kim, Jinwoo Park, Dong Woog Lee, Seok Woo Lee, Hyun-Wook Lee

② Prussian Blue Nanolayer-Embedded Separator for Selective Segregation of 

Nickel Dissolution in High Nickel Cathodes

③ Nano Letters

④ 22(4), 1804-1811

⑤ 이현욱, 이동욱

⑥ 2022년

⑦ 10.1021/acs.nanolett.1c03973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청바지 염료로 널리 쓰이는 프러시안 블루 물질을 분리막에 코팅하여 

양극에서 용출된 전이금속 이온이 음극으로 넘어가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주어 부반응에 의한 배터리의 

열화를 효과적으로 억제함.  

* 연구성과의 우수성: 기존 분리막과 비교하여 프러시안 블루를 코팅한 분리막을 사용했을 때 150 사이클 후 

배터리의 최종 용량이 30.2% 더 높은 것으로 보아 새로 고안한 분리막이 배터리 용량 감소를 효과적으로 

막아준 다는 것을 확인함. 

* 파급효과

- 간단한 분리막 코팅 기술을 통해 전이금속 용출에 의한 부반응을 억제하여 리튬 이온 전지의 배터리의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킴. 간편한 공정으로 추후 다양한 배터리 형태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Nano Letters의 Supplementary 표지 논문으로 선정 

- 국내특허 1건 출원

29
최아름, 

김민호
이현욱 저널논문

① Ahreum Choi, Taewon Kim, Min-Ho Kim, Seok Woo Lee, Young Hwa Jung, 

Hyun-Wook Lee
② Mitigating Jahn–Teller Effects by Fast Electrode Kinetics Inducing Charge 
Redistribution

③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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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32(19), 2111901

⑤ 이현욱

⑥ 2022년

⑦ 10.1002/adfm.202111901

* 성과의 적합성 : 차세대 수계 에너지 저장 소재 분석

*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 소듐 전지의 활물질로 널리 사용되는 프러시안 계 활물질을 분석 및 

개선한 연구. 유기계와 수계의 시스템을 분석하여 활물질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이에 따른 원인도 분석함.

* 연구성과의 우수성 : 고농도 수계 전해질을 사용하여 기존의 유기계나 수계를 사용할 때 대비 50% 이상의 

싸이클 수명 향상

* 파급효과 

- 가속기 분석을 통한 구조 및 산화수 변화를 관찰하여 수명 향상의 원인을 규명함. 새로운 수계 전지의 개발 

방향 제시

-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의 back 표지논문으로 선정, YTN 사이언스, 한국일보 등에 우수연구성과로 

소개됨. 

- 국내 특허 1건 출원

- 인용횟수 : 1회 

30

Febrian 

Tri Adhi 

Wibowo

장성연 저널논문

① Do Hui Kim, Febrian Tri Adhi Wibowo, Dongchan Lee, Narra Vamsi 

Krishna, Sujung Park, Shinuk Cho, Sung-Yeon Jang

② Non-fullerene based Inverted Organic Photovoltaic Device with Long-Term 

Stability

③ Energy & Environmental Materials

④ 0(0), 1

⑤ 장성연

⑥ 2022

⑦ 10.1002/eem2.12381

* 성과의 적합성: 벌크-이종접합(BHJ) 활성층을 기반으로 하는 용액 처리 유기 광전지(OPV) 장치는 저비용 

휴대용 에너지원으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차세대 에너지 자원으로 촉망 받고 있음.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최첨단 c-OPV에 필적하는 PCE를 갖춘 장기간 안정적인 PM6:Y6 기반 

i-OPV가 개발함.

* 연구성과의 우수성: 보고된 PM6:Y6 기반 i-OPV, ETL/PM6:Y6 인터페이스 및 PM6:Y6 활성층 내의 깊고 얕은 

트랩의 저하된 PCE 및 장기 안정성을 확인함. 

* 파급효과

- 계면 결함은 i-OPV에서 깊은 트랩 밀도를 증가시켜 트랩 보조 재결합에 의한 전하 추출 효율을 감소시킴.

- 화학적 변형에 의한 이러한 계면 결함의 억제는 i-OPV의 전하 수집 효율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킴. 

- mi-OPV는 17.43%의 PCE를 달성했으며, 이는 보고된 i-OPV 장치 중 가장 높은 PCE임. 

31

유제민 장지욱 저널논문

① Jaejung Song, Je Min Yu, Jang Hyuk Ahn, Hyeonjin Cho, Jiyeon Oh, Yoon 

Seo Kim, Jieun Kim, Myohwa Ko, Seong‐hun Lee, Tae Joo Shin, Hu Young 
Jeong, Changduk Yang, Jun Hee Lee, Ji‐Wook Jang, Seungho Cho
② Selective, Stable, Bias‐Free, and Efficient Solar Hydrogen Peroxide 

Production on Inorganic Layered Materials

③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④ 32(25), 2110412

⑤ 양창덕, 이준희, 장지욱,

⑥ 2022년

⑦ 10.1002/adfm.202110412

* 성과의 적합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발전에 주축인 수소에너지와 더불어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과산화수소를 친환경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고효율의 값싸고 대량생산이 가능한 촉매를 개발하고, 

이를 태양광 과산화수소생산시스템에 적용하여 세계최고효율의 태양광-과산화수소생산율을 기록한 

연구로서 환경친화적 차세대 에너지 시스템 개발에 기여하는 연구결과임,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기존 촉매는 유독성 물질 사용 및 합성과정이 복잡해 상용화에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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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본 연구는 MgAl 기반 이중층수산화물에 코발트 함량 조절하여 고효율과 고안정성을 증명함.

* 연구성과의 우수성: 본 연구는 친환경 과산화수소 생산 촉매 연구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세계최고수준의 태양광-과산화수소생산효율(3.24%)을 기록하여 차세대 에너지 생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우수한 연구 성과임.

* 파급효과:

-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표지 논문 선정

- 간단한 합성법과 재료로 값싸고 높은 성능의 산소환원 과산화수소생산 전기촉매 개발

- 높은 수율로 대량생산이 가능하여 본 연구 분야의 상용화를 크게 앞당길 것으로 예상됨

- 전기화학적 높은 성능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태양광 화학에너지 생산시스템에 적용됨을 보이고 차세대 

태양광에너지 활용분야에 적용 가능함을 증명함.

32

박주형 장지현 저널논문

① Juhyung Park, Ki-Yong Yoon, Myung-Jun Kwak, Jae-Eun Lee, Jihun Kang, 

and Ji-Hyun Jang
② Sn-Controlled Co-Doped Hematite for Efficient Solar-Assisted Chargeable 

Zn-Air Batteries

③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④ 13, 46, 54906-54915

⑤ 장지현

⑥ 2021년

⑦ 10.1021/acsami.1c13872

* 성과의 적합성: 광전기화학반응을 통한 그린수소 생산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기존 Zn-air 배터리의 단점인 높은 충전 전압과 낮은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귀금속 Ir/C 전극 대신 값싸고 높은 안정성을 보이는 산화철 광촉매 전극을 사용해 

높은 성능을 보이는 solar-assisted Zn-air 배터리를 개발. 

* 연구성과의 우수성: solar-assisted Zn-air 배터리 테스트 결과 (1mA cm-2 for 10min each cycle), Zn-air 

배터리의 이론적인 1.65V 값과 Ir/C 전극을 사용했을 때 나오는 충전 전압 1.68V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1.45V를 보였고 20시간의 테스트 결과 높은 안정성을 보여 기존의 Zn-air 배터리의 단점을 해결. 

* 파급효과 

- solar-assisted Zn-air 배터리에 충전전극으로 산화철 전극을 사용함으로써 메탈에어 배터리의 단점을 해결 

가능 및 새로운 배터리 디자인 제시.

- 인용횟수: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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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참여대학원생 학술대회 대표실적의 우수성

■ 사업단 소속 대학원생 저명 학술지 논문의 우수성

○ 본 연구단 소속 참여 학생은 최근 1년간 국제/국내 학술 대회에서 총 60번의 발표 및 포스터에 

참여하였으며, 지난 1년간의 실적인 38회 대비 약 58%의 실적 상향을 이룸.

■ 향후 추진 계획

○ 코로나 사태가 잦아듦에 따라, SCI급 저명 논문 게재 실적이 있는 우수 대학원생 선출 비율을 증

가시키고, Nine Bridges Fellowship 등 다양한 학술 지원 계획을 바탕으로 활발한 연구 결과 공유 

활동을 기대하며, 국제/국내 학술 대회 발표 및 포스터 실적을 더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함.

참여대학원생 학술대회 대표실적

연번
참여학

생명

참여형

태
발표논문명  학회명 장소(국가) 날짜

1 백경은 포스터

Synergistic effect of quinary molten 

salts and Ruthenium catalyst for 

high-power-density Lithium-carbon 

dioxide cell

2022년도 한국센서학회 

춘계학술대회

서울(대한

민국)
4/6~7

2 유종훈 포스터

Carbothermal shock-induced 

bifunctional Pt-Co alloy 

electrocatalysts for high-performance 

seawater batteries

2022년도 한국센서학회 

춘계학술대회

서울(대한

민국)
4/6~4/7

3 김라영 포스터

Biodegradable, Electro-active Chitin 

Nanofiber Films for Flexible 

Piezoelectric Transducers

2022년도 한국센서학회 

춘계학술대회

서울(대한

민국)
4/6~4/7

4 김라영 포스터
Ferroelectric β-phase chitin crystals 

for piezoelectric sensors

2022년도 한국센서학회 

추계학술대회

여수(대한

민국)
8/24~26

5 김진영
발표/포

스터

Two-Dimensional Mono-Layered 

MXene for Flexible Electronic 

Devices

2022 MRS Spring 

Meeting & Exhibit

Honolulu, 

Hawaii
5/8-13

6 염정희
발표/포

스터

Plasmonic MXene Composites for 

Biomimetic Photothermoionic 

Nanaochannel with Directional Ion 

Flow

2022 MRS Spring 

Meeting & Exhibit

Honolulu, 

Hawaii
5/8-13

7 이지은
구두발

표

Theoretical Prediction of CO 

Selective Adsorption of the Activated 

Carbon (AC) - Supported Metal 

Halide Cluster

2021 Korean Institue of 

Chemical Engineers 

(KIChE) Fall Meeting

광주(대한

민국)
10/27-29

8 김남혁 발표

The development of Na-metal anode 

based redox flow desalination battery 

system

2022 한국막학회 춘계 

학술 발표회

수원(대한

민국)
4/28-29

9 정성우 포스터

우수한 에너지 저장 및 탈염 성능을 

위한 음이온 교환수지 및 해수전지 

기반의 해수 담수화 시스템

2022 한국막학회 춘계 

학술 발표회

수원(대한

민국)
4/28-29

10 김서해 포스터

Neutralization integrated water 

disinfection system by utilizing the 

rechargeable seawater battery

2022 한국막학회 춘계 

학술 발표회

수원(대한

민국)
4/28-29

11 초혜원 포스터 Eco-friendly solvent processable new International Conference 제주(대한 1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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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or copolymer for organic solar 

cells 

on Advanced Materials 

and Devices (ICAMD) 

2021

민국)

12 초혜원 포스터

Investigation on morphological 

stability of nonfullerene acceptor 

with nonplanar conjugated backbone 

under thermal stress

 Global Photovoltaic 

Conference (GPVC) 2022

광주(대한

민국)
7.6-7.8

13 육도훈 포스터

Flexible Organic Photovoltaics with 

Colorful Semi-transparent 

Metal/Dielectric/Metal Top Electrod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Materials 

and Devices (ICAMD) 

2021

제주(대한

민국)
12.6-12.10 

14 육도훈 포스터

Colorful Semi-transparent Organic 

Photovoltaics By Fabry-Pérot 
Etalon-type Electrode

 Global Photovoltaic 

Conference (GPVC) 2022

광주(대한

민국)
7.6-7.8

15 엽지우 포스터

High Crystalline Regioregular Polymer 

by Thermal Treatment for Organic 

Photovoltaic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Materials 

and Devices (ICAMD) 

2021

제주(대한

민국)
12.6-12.10 

16 엽지우 포스터

HIGH CRYSTALLINE REGIOREGULAR 

POLYMER BY THERMAL 

TREATMENT FOR 

THICKNESS-INSENSITIVE ORGANIC 

PHOTOVOLTAICS

2022 춘계 

한국고분자학회 (The 

Polymer Society of 

Korea)

대전(대한

민국)
4.6-4.8

17 엽지우 포스터

HIGH CRYSTALLINE REGIOREGULAR 

POLYMER BY THERMAL 

TREATMENT FOR 

THICKNESS-INSENSITIVE ORGANIC 

PHOTOVOLTAICS

 Global Photovoltaic 

Conference (GPVC) 2022

광주(대한

민국)
7.6-7.8

18 이우진 포스터

High Stability ZnO Nanoparticles 

Regardless of Solvent Polarity and 

Their Application on Organic Solar 

Cell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Materials 

and Devices (ICAMD) 

2021

제주(대한

민국)
12.6-12.10 

19 김나영 발표

Highly Selective CH4 Production 

using Zn-based Polyoxometalate by 

Photocatalytic CO2 Conversion

한국전기화학회 2022년도 

춘계총회 및 학술대회

제주(대한

민국)
2022.04.07

20 오현명 포스터

Continuous Lignin Valorization and 

Low-voltage Hydrogen Production by 

Modular Microfluidic Reactors

한국전기화학회 2022년도 

춘계총회 및 학술대회

제주(대한

민국)
2022.04.07

21 김지영 포스터

Valorization of Lignin and 

Electrochemical Hydrogen Production 

Using Molecular Metal Oxide Clusters

한국생물공학회 2022년도 

춘계 학술대회

대전컨벤션

센터(대한

민국)

2022.04.1.

22 이인희 포스터

Selective Electrochemical 

Depolymerization of Lignin in 

Lignocellulosic Biomass with 

Polyoxometalate Catalyst

한국생물공학회 2022년도 

춘계 학술대회

대전(대한

민국)
2022.04.15

23 강윤석 포스터

Superaerophobic hydrogel-modified 

electrodes for efficient hydrogen 

evolution reaction

한국공업화학회 2022년도 

춘계 학술대회

제주(대한

민국)
2022.05.13

24 김민정 포스터
Tannic Acid-derived Nanocarbon 

Layers to Improve Charge Separation, 

The 2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wissTech

Center,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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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e Storage, and Catalytic Activity 

of Water Oxidation Photoanodes

Photochemical 

Conversion and Storage 

of Solar Energy

Lausanne(

스위스)

25 김나영 발표

A new catalyst for selective CH4 

production through photocatalytic 

CO2 reduction : Zn-based 

polyoxometalate

The 2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hotochemical 

Conversion and Storage 

of Solar Energy

SwissTech

Center, 

Lausanne(

스위스)

2022.08.04

26 이은렬
구두발

표

Lattice oxygen stability upon 

Li-excess Distribution in High-energy 

density cathode materials

IUMRS-ICA 2021
제주(대한

민국)
2021.10.07

27 박지원 포스터
Polyolefin and polyacrylate additive 

for highly stable organic solar cells

한국태양광발전학회 2021 

추계학술대회

강릉(대한

민국)
11/18-20

28 오지연 포스터

Highly Efficient Layer-by-Layer 
Polymer Solar Cells with Minimized 
Device-to-Device Variations in Both 
Small- and Large-Scale 
Manufacturing by Employing 
Benzothiadiazole-Based Solid Additives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Materials Engineers 

평창(대한

민국)
6/22-24

29 조경현
발표/포

스터

Adaptive laboratory evolution guided 

engineering of an 

Embden-Meyerhof-Parnas pathway 

disrupted Escherichia coli and its 

application to produce 

3-hydroxypropionic acid and lycopene

KSBB 49th Annual 

Meeting & International 

Symposium

경주(대한

민국)
6/22-24

30 하보람 포스터

Introduction of Weimberg pathway to 

engineered E. coli that can utilize 

glucose-xylose simultaneously

KSBB 49th Annual 

Meeting & International 

Symposium

경주(대한

민국)
6/22-24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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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대한

민국)
1/19-20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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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nposium & Exhibition

대한민국 7/7-9

33 김민경 발표

Covalent 0D-2D heterostructuring of 

Co9S8-MoS2 for enhanced hydrogen 

evolution in all pH electrolytes

2021 MRS Fall meeting 

& Exhibition (Materials 

Research Society)

미국 2021.12.08

34 김효은 포스터 Strategies to produce green ammonia 
in photoelectrochemical system

BIEN2021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Women Scientists and 
Engineers conference)

대전(대한

민국)
8/18~20

35 김효은 발표
Photoelectrochemical Nitrate 
Reduction to Ammonia on Ordered 
Silicon Nanowire Photocathodes

72nd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Electrochemistry

제주 

(대한민국)
8/29~3

36 김효은 발표 Strategies to Produce Ammonia in 
Photoelectrochemical System

NANO KOREA 2021, 
The 19thInternational 

Nanotech Symposium & 
Exhibition

일산 

(대한민국)
7/7~9

37 김영경 발표

Precipitating Metal Nitrate Deposition 
of Amorphous Metal Oxyhydroxide 
Electrodes Containing Ni, Fe and Co 
for Electrocatalytic Water Oxidation

2020 Virtual MRS 
spring/Fall meeting & 

exhibit 

국제 

online
11/27~12/04

38 김영경 포스터
Hetero-tandem organic solar cells 
drive water electrolysis with a 
solar-to-hydrogen conversion 

2021년 춘계 총회 및 
학술발표회 (한국 

전기화학회)

부산(대한

민국)
4/8~10



- 42 -

efficiency of 10%

39 남지수 포스터

Multiferroic metal with Huge polar 

distortion driven by spin ordering: 

monolayer Fe3GeTe2

The 12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Materials and Devices 

(ICAMD 2021)

제주 

(대한민국)
12/6-10

40 이현재 포스터
Robustness of Local Dipole in 

Ferroelectric HfO2

The 12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Materials and Devices 

(ICAMD 2021)

제주 

(대한민국)
12/6-10

41 조진형 발표
Origin of unconventional 

piezoelectricity by flat bands in HfO2

American Physics Society 

(APS) 2022 March 

Meeting

Chicago, 

America
2022.3.18

42 조진형 발표
Unconventional Piezoelectricity by 

Flat Phonon Bands in HfO2
Materials 2022

Boston, 

America
2022.4.18

43 김창훈 포스터
Magnetism Induced by Nitrogen 

Doping in Ferroelectric HfO2

2022 MRS SPRING 

MEETING & EXHIBIT

Honolulu, 

Hawaii
5/8-13

44 최아름 포스터

Suppressed Jahn-Teller effects in 

manganese hexacyanomanganates 

with charge redistribution triggered 

by fast kinetics 

2021 한국재료학회 

추계학술대회

경주

(대한민국)
2021.11.25

45 이찬희 포스터

Stack Pressure Measurement to 

Probe the Evolution of the 

Lithium-Solid-State Electrolyte 

Interface

2021 한국재료학회 

추계학술대회

경주(대한

민국)
2021.11.25

46 박창현 포스터

Prussian Blue coating on a Separator 

to Mitigate Lithium Metal Deposition 

on Anodesby Nickel Dissolution

2021 한국재료학회 

추계학술대회

경주(대한

민국)
2021.11.25

47 김주영 포스터

A Mechanism Study on 

Silicon/Graphite Anodes Using 

Side-View Operando Optical 

2021 한국재료학회 

추계학술대회

경주(대한

민국)
2021.11.25

48 김동현 포스터

Controlling interstitial water 

molecules to enhance the 

electrochemical performance of 

copper hexacyanoferrates

2021 한국재료학회 

추계학술대회

경주(대한

민국)
2021.11.25

49
Febrian 
Tri Adhi 
Wibowo

발표/포

스터

High Performance and Eco-Friendly 
Organic Solar Cells Using 
Halogen-Free Solvent

Materials Challenges in 
Alternative and 

Renewable Energy 2022

부산(대한

민국)
8/22-26

50 고묘화 발표

Direct propylene epoxidation with 

oxygen using

a photo-electro-heterogeneous 

catalytic system

2022 KIChE Spring 
Meeting and 

International Symposium

제주(대한

민국)
4/20-22

51 고묘화 포스터

Direct propylene epoxidation with 

oxygen using

a photo-electro-heterogeneous 

catalytic system

2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hotochemical 

Conversion and Storage 
of Solar Energy

Lausanne, 
Switzerland 

8/2-5

52 고묘화 포스터

Direct propylene epoxidation with 

oxygen using

a photo-electro-heterogeneous 

catalytic system

Materials Challenges in 

Alternative and 

Renewable Energy

부산(대한

민국)
8/22-26

53 유제민 발표
High-performance and stable 
photoelectrochemical water splitting 

2021 KIChE Fall Meeting 
and International 

광주(대한

민국)
10/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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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 with 
organic-photoactive-layer-based 
photoanode

Symposium

54 유제민 포스터

Selective, Stable, Bias-Free, and 
Efficient Solar Hydrogen Peroxide 
Production on Inorganic Layered 
Materials

2022 KIChE Spring 
Meeting and 

International Symposium

제주(대한

민국)
4/20-22

55 유제민 포스터

High-performance and stable 
photoelectrochemical water splitting 
cell with 
organic-photoactive-layer-based 
photoanode

2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hotochemical 

Conversion and Storage 
of Solar Energy

Lausanne, 
Switzerland 

8/2-5

56 오동락 포스터

Unassisted selective solar hydrogen 

peroxide production by an oxidised 

buckypaper-integrated perovskite 

photocathode

2022 KIChE Spring 
Meeting and 

International Symposium

제주(대한

민국)
4/20-22

57 오동락 포스터

Oxidized buckypaper integration on 

perovskite photocathode for 

unassisted selective hydrogen 

peroxide production

2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hotochemical 

Conversion and Storage 
of Solar Energy

Lausanne, 
Switzerland 

8/2-5

58 오동락 포스터

Unassisted selective solar hydrogen 

peroxide production by an oxidised 

buckypaper-integrated perovskite 

photocathode

Materials Challenges in 

Alternative and 

Renewable Energy

부산(대한

민국)
8/22-26

59 오혜성 포스터

Performance Estimation Method of 

Li-ion Starting-lighting-ignition 

Batteries of Electric Vehicle through 

Lab-scale Pouch Cell Experiment

241st ECS Meeting
Vancouver 

(Canada)
5/29~6/2

60 길나은 포스터

Understanding Behavior of Cathode 

Active Materials with Different 

Particle Sizes in Mixed Electrode 

Through Current Distribution 

Measurement

241st ECS Meeting
Vancouver 

(Canada)
5/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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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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편 출원함. 지난해 12건 대비 약 158% 가량 향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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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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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대학원생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

연

번

참여학생

명

지도교수

명
실적구분 특허, 기술이전, 창업 상세내용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의 우수성

1

백경은 강석주 특허등록

강석주, 백경은

용융염 전해질과 루테늄 촉매를 이용한 고출력 및 장수명 

리튬-이산화탄소 전지

대한민국

KR10-2314939

2021.10.

본 발명은 용융염 전해질과 루테늄 촉매를 이용한 고출력 및 장수명 리튬-이산화탄소 전지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임. 용융염 전해질과 루테늄 촉매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 포집 능력을 향상시켜, 기존의 

저전류에서만 구동가능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고출력 및 장수명이 가능한 효과를 가짐. 또한, 특정 온도 

영역에서 구동가능한, 고출력 및 장수명 리튬-이산화탄소 전지를 매우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어, 생산성 

향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 

2

박재현 강석주 특허등록

강석주, 디엔 카 투 응우옌, 박재현

У-결정상 나일론-11 섬유막

대한민국

KR10-2360112

2022.02

본 발명은 γ-결정상 나일론-11 섬유막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γ 단일 결정상으로 구성되어 우수한 

열 안정성, 전해질   흡수성 및 이온 전도성을 나타내는 나일론-11 섬유 및 섬유막에 관한 것임. γ 상 

나일론-11 섬유는 α 상 및 γ 상 결정이 혼합된 섬유   대비 높은 전해질 흡수성 및 이온 전도성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나트륨 금속 배터리에서 분리막으로서 적용 가능함. 또한, 본 발명에 따른 γ 상 나일론-11 

섬유는 압전 소자로서 에너지 생상 재료로 활용 및 적용 가능함. 

3

박재현 강석주 특허등록

강석주, 안석훈, 박재현, 황준연, 양민석

유기 고용체를 이용한 음극 활물질 및 이를 포함하는 리튬 또는 소듐 

이차전지용 음극 제조

대한민국

KR10-2425006

2022.07

본 발명은 전기음성적인 치환기가 도입된 휘어진 헥사벤조코로넨 유도체를 포함하는 음극활물질은 

커패시터와 유사한 메커니즘에 따라 고율로 리튬이온 또는 소듐이온의 충-방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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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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량인 이차전지용 음극활물질을 제조 가능함. 

4

박재현 강석주 특허등록

강석주, 권태혁, 김현탁, 박재현

그래피틱 불완전 루이스 산-염기 쌍(GFLP)을   이용한 이산화탄소 

환원용 촉매제 및 이를 이용한 해수 내 이산화탄소 환원 배터리 

PCT 국제 

WO2022/045816 A1

2022.03

본 발명은 그래피틱 불완전 루이스 산-염기 쌍(GFLP)을 이용한 이산화탄소 환원용 촉매제 및 이를 이용한 

해수 내 이산화탄소 환원 배터리 시스템으로 값비싼 희소금속을 사용하지 않고 종래 촉매들의 내구성의 

한계 및 촉매 개질의 한계를 극복한 촉매를 음극으로 사용하여 경제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해수 내 용존 

이산화탄소를 80% 이상의 효율로 에탄올, 프로판올 등의 다중탄소화합물로 변환시킬 수 있음. 또한, 상기 

배터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해수 내 이산화탄소가 환원되면서 pH가 높아져 해수 산성화를 방지할 수 있음.

5

백경은 강석주 특허등록

강석주, 백경은, 권은지, 서사무엘, 오광석

Electrolyte membrane for lithium-air battery, method   of 

manufacturing same and lithium-air battery comprising same

미국, 중국

US17/129,155,   CN202011578967.XA

2021.12.

본 발명은 2가지 이상의 질산염을 포함하여 공융점이 매우 낮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기 용융액을 

이용하여 제조된 전해질막과 탄소 물질 상에 빠른 속도록 금속을 환원시켜 제조시킨 양극을 포함하는 

리튬-공기 전지로, 이는 낮은 온도에서 안정적으로 구동이 가능하고 높은 출력 값을 제공할 수 있음. 또한, 

저온에서 고온까지 다양한 온도 조건에서 구동 가능한 리튬-공기 전지를 제공함. 

6

배준호 김영식 특허등록

김영식, 배준호, 김영진, 전민우

침지배터리 및 이를 포함하는 배터리 모듈

대한민국

10-2389851

2022

본 발명은 유체에 침지되어 배터리의 손상시에도 폭발요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침지배터리에 관한 

것으로서, 양 극이 전로에 의해 각각 연결된 전지부; 전로의 적어도 일부 및 전지부를 피복하는 실링부; 

실링부에 의해 피복된 전지부를 수용하는 하우징; 및 하우징에 충진되어 전지부를 침지시키는 침지유체;를 

포함하

는, 침지배터리가 제공됨.

7

배준호 김영식 특허출원

김영식

수중전지용 벤팅케이스 및 벤팅케이스를 포함하는 벤팅케이스 구조물

대한민국

10-2021-0092286

2021

수중전지용 벤팅케이스에 관한 것으로서, 케이블이 통과될 수 있는 인출공을 포함하는 제1케이스; 및 

제1케이스와 결합되어 수중전지를 수용할 수 있는 내부공간을 마련하고, 일면에 내부공간과 외부를 

연통시키는 벤트가 형성된 제2케이스;를 포함하는, 수중전지용 벤팅케이스가 제공됨

8 배준호 김영식 특허출원

김영식

수중전지용 벤팅케이스 및 벤팅케이스를 포함하는 벤팅케이스 구조물

대한민국

10-2021-0107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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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침지배터리를 수용하는 하우징 모듈에 관한 것으로서, 유체 및 유체 내에 침지되는 침지배터리를 수용하는 

복수 개의 하우징; 및 하우징 간에 유체가 유동될 수 있도록 연통되도록 하고, 하우징 간을 연결하는 

체결부;를 포함하고, 체결부는, 하우징에 고정되는 바디; 및 바디의 중심에 위치되고 유체가 유동될 수 

있도록 하우징 내측으로 양단부가 각각 배치되는 중공형의 유로부재;를 더 포함하는, 하우징 모듈이 제공돔

9

배준호 김영식 특허출원

김영식, 배준호, 서근수, 배현태, 김영진

화제 소화약제 조성물

대한민국

10-2021-0144563

2021

본 발명은 소화약제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폴리머를 기반으로 하는 소화약제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금속화재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금속화재를 진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음.

10

배준호 김영식 특허출원

김영식, 배준호, 배현태, 김영진, 서근수

액침용액을 포함하는 전자기기 보관함, 전자기기 보관모듈 및 

전자기기의 실링 방법

대한민국

10-2021-0152751

2021

본 발명은 액침용액을 포함하는 전자기기 보관함에 관한 것으로서, 침액이 수용될 수 있는 수용공간을 

마련하는 수용부; 수용부에 수용되고, 전자기기 및 전자기기의 외표면을 침액으로부터 방수되도록 감싸는 

실링부를 포함하는 침지물; 수용부 내에 침액 및 침지물을 수용한 상태로 수용부와 결합됨으로써 침액 및 

침지물이 외부와 격리되도록 하는 커버부;를 포함하는, 액침용액을 포함하는 전자기기 보관함이 제공됨.

11

정성우, 

김남혁, 

김서해

김영식 특허출원

김영식, 정성우, 김남혁, 김서해

농축해수 자원화를 위한 세라믹 전해질 기반 전기투석 장치

대한민국

PCT/KR2022/007285

2022

본 발명은 농축 해수 자원화 담수처리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세라믹 기반의 나트륨 이온 

전도성 전해질막을 이용한 농축 해수 자원화 담수처리장치에 관한 것임.

12

배준호 김영식 특허출원

김영식, 김영식, 서근수, 배준호

화재, 폭발을 예방하고, 열관리가 가능한 배터리 및 이를 제조하는 

방법

대한민국

10-2022-0064223

2022

본 발명은 실링부를 포함하는 배터리 및 이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케이스바디; 케이스바디의 

양측에 결합되어 기밀 및 수밀되는 수용공간을 형성시키는 커버부; 수용공간 내에 충진되는 침지유체; 및 

수용공간 내에 침지유체와 함께 수용되는 배터리조립체;를 포함하고, 배터리조립체는, 복수 개의 배터리셀; 

배터리셀 간의 전기적인 연결을 시키는 커넥터; 복수 개의 배터리셀 위치를 기 결정된 배열로 고정시키는 

홀더; 및 홀더에 충진되어 침지유체로부터 배터리셀의 적어도 일부와 커넥터의 노출을 방지하는 실링부;를 

포함하는, 화재, 폭발을 예방하고, 열관리가 가능한 배터리가 제공됨.

13

배준호 김영식 특허출원

김영식, 서근수, 배준호

배터리 방열 및 안전보호 하우징 기술

대한민국

10-2022-0083250

2022

본 발명은 배터리 방열 및 안전보호 하우징에 관한 것으로, 방화재; 방화재의 적어도 일부가 수용되는 

제1수용부를 포함하는 상부하우징; 및 상부하우징이 안착되고, 방화재의 나머지 일부가 수용되고 

제1수용부와 연통되는 제2수용부를 포함하는 하부하우징;을 포함하고, 제1수용부 및 제2수용 간의 연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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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형성되는 수용공간에 배터리 및 배터리를 냉각하는 방화재가 수용되는, 배터리 방열 및 안전보호 

하우징이 제공됨.

14

김남혁, 

정성우
김영식 특허출원

김영식, 김남혁, 정성우

나트륨 전도 세라믹 교환막 기반의 담수화 레독스 흐름 전지

대한민국

PCT/KR2022/010300

2022

본 발명은 에너지 소모량 감소를 위한 이차 전지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에너지 

소모량 감소를 위한 이차 전지는, 유기 전해질에 함침되는 애노드(ANODE)를 포함하는 음극부; 상기 

음극부의 일측에 결합하며, 염수(BRINE)가 주입되는 탈염부; 상기 탈염부의 일측에 결합하며, 수계 

레독스(REDOX) 용액에 함침되는 제1 캐소드(CATHODE)를 포함하는 제1 양극부; 상기 음극부의 타측에 

결합하며, 염수가 주입되는 농축수부; 및 상기 농축수부의 일측에 결합하며, 상기 수계 레독스 용액에 

함침되는 제2 캐소드를 포함하는 제2 양극부;를 포함할 수 있음.

15

박찬범 김진영 특허출원

김진영, 윤영진, 신윤섭, 박찬범

전도성 고분자 및 양쪽성 이온을 포함한 유기 화합물을 포함하는 

다중 복합 재료, 및 이를 포함하는 필름 및 발광 소자, 및 이들의 

제조 방법

대한민국

10-2022-0039877

2022

발광 소자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전도성 고분자의 산도를 약화시키는 pH 완충 효과를 가지면서도, 

페로브스카이트 화합물과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페로브스카이트 화합물의 결함 감소 및 계면에서의 엑시톤 

퀜칭을 방지시킬 수 있고, 전극에서부터의 금속의 확산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다중 복합 재료 및 상기 다중 

복합 재료를 포함하는 필름 및 발광 소자 및 이들의 제조 방법을 제공

16

김현우 류정기 특허등록

류정기, 김현우, 전다솜

광수집 및 촉매 효율이 개선된 광전극, 이의 제조방법 및 광전지

대한민국

10-2305257

2021

고분자 전해질을 이용하여 광전극에 나노입자 등의 기능성 소재를 효율적으로 집적하여 광전기화학 

물분해를 위한 광전극을 제조하는 기술

17

Rashmi 

Mehrotra

류정기

장지욱
특허출원

류정기, 최유리, 장성연, 이상학, 장지욱, Rashmi Mehrotra

수소 생성 장치

대한민국

10-2022-0078976

2022

고분자 전해질을 이용하여 광전극에 나노입자 등의 기능성 소재를 효율적으로 집적하여 광전기화학 

물분해를 위한 광전극을 제조하는 기술

18

배상현 류정기 특허출원

류정기, 배상현, 김민정, 권태혁, 김광민

자연광수확시스템을 포함하는 광전극 및 이를 포함하는 전기화학반응 

시스템

대한민국

10-2022-0079834

2022

자연광합성 광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반도체소자에 집적하여, 태양광 물산화 광전극을 제작하는 기술에 관한 

내용

19 배상현 류정기 특허출원

류정기, 배상현, 김민정, 권태혁, 김광민

자연광수확시스템을 포함하는 광전극 및 이를 포함하는 전기화학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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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PCT

PCT/KR2022/009401

2022

자연광합성 광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반도체소자에 집적하여, 태양광 물산화 광전극을 제작하는 기술에 관한 

내용

20

오현명 류정기 특허출원

류정기, 오현명, 임세준, 김동표

연속 흐름 리그닌 분해 및 저전압 수소 생산을 위한 통합 시스템

대한민국

10-2022-0085179

2022

리그닌을 전기화학적 산화분해를 통하여 방향족 고부가화합물을 생산/분리하고, 이 과정에서 추출된 전자를 

수소생산에 활용하는 일련의 연속 흐름 반응기 제작 기술

21

배상현 류정기 특허출원

류정기, 배상현, 김현우, 김병수, 김동수

전하 분리 효율 제어를 위한 광전극, 이의 제조방법 및 광전기화학적 

물분해 장치

대한민국

10-2427566

2022

전하 분리 효율이 향상된 광전극의 제조방법과 광전기화학적 물분해 장치에 관한 특허. 서로 반대되는 전하 

특성을 갖는 고분자를 사용하여 다층막을 만들어 전하 분리 효율이 향상된 광전극의 제조방법 및 물 분해 

장치에 관한 내용

22

이은렬, 

박상욱
서동화 특허출원

이차전지 신규 양극소재

이은렬, 박상욱, 서동화, 조치호, 박병천

대한민국

10-2022-0050421

2022

이차전지 양극소재인 무질서 암염구조 양극소재(DRX) 에 관하여 서술한 특허이며 특히 신소재인 

부분스피넬 DRX 소재와 저리튬 과잉DRX 소재에 대해 조성과 구조적으로 서술하여 출원한 특허임.

23

김재승 서동화 특허출원

전고체전지용 신규 고체전해질 소재

정윤석, 곽히람, 김재승, 서동화

대한민국

10-2022-0074829

2022

전고체전지용 고체전해질로 사용될 수 있는 Halide계 신규 소재를 개발하여 이에 대한 조성과 합성법에 

대해 서술하여 출원한 특허임.

24

이은렬, 

박상욱
서동화 특허 출원

이차전지 신규 양극소재

이은렬, 박상욱, 서동화, 조치호, 박병천

대한민국

10-2022-0050421

2022

이차전지 양극소재인 무질서 암염구조 양극소재(DRX) 에 관하여 서술한 특허이며 특히 신소재인 

부분스피넬 DRX 소재와 저리튬 과잉DRX 소재에 대해 조성과 구조적으로 서술하여 출원한 특허임.

25 김재승 서동화 특허 출원

전고체전지용 신규 고체전해질 소재

정윤석, 곽히람, 김재승, 서동화

대한민국



- 49 -

10-2022-0074829

2022

전고체전지용 고체전해질로 사용될 수 있는 Halide계 신규 소재를 개발하여 이에 대한 조성과 합성법에 

대해 서술하여 출원한 특허임.

26

김도원 이지석 특허출원

이지석, 오종원, 전인규, 김도원

수포작용제 탐지가 가능한 물질

대한민국

10-2020-0158633

2020

기존의 아크리딘 오렌지(발색단) 분자와는 다르게 중심부에 sulfur group을 포함한 물질을 새롭게 합성함. 본 

물질은 mustard gas와 반응 전후에 아크리딘 코어의 구조 변화를 통해 색상 변화를 일으킴.

27

김도원 이지석 특허출원

이지석, 오종원, 전인규, 김도원

V계열 신경작용제 탐지 물질 및 V계열 모의작용제 물질

대한민국

10-2020-0158634

2020

Oxime 분자와 sulfide가 결합하여 변색 능력이 있는 Isothiazolinone 분자를 활용해 V계열 신경작용제를 

선택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시스템을 개발함. 본 시스템은 두 종류의 화학 반응을 활용해 

G계열 신경작용제 노출 시 색상 변화가 없으나 V계열 신경작용제에 노출 시 색상 변화를 보여줌.

28

김도원 이지석 특허출원

이지석, 오종원, 전인규, 김도원

간섭물질에 대해 우수한 안정성을 가지는 G 계열 신경작용제 탐지 

섬유 패치

대한민국

10-2020-0158635

2020

PCDA-pBO 분자와 PAA 분자의 혼합용액을 섬유에 흡착시켜 휴대 가능한 섬유 패치를 제작함. 기존의 PDA 

기반 시스템과 달리, 본 패치는 유기 인산염 기반의 모의 화학 작용제에 노출 시 1초 이내에 붉은색으로 

변하며 간섭물질에 대한 안정성을 지님.

29

김도원 이지석 특허출원

이지석, 오종원, 전인규, 김도원

V계열 신경작용제 탐지용 섬유패치

대한민국

10-2020-0158636

2020
수포작용제 탐지가 가능한 물질을 기반으로 휴대 가능 센서를 제작함. 본 물질을 면섬유에 흡착시켜 탐지 

패치를 제작하였으며 이는 우수한 수포작용제 탐지능력과 높은 온/습도 안정성을 지님.

30

김도원 이지석 특허출원

이지석, 오종원, 전인규, 김도원

수포작용제 탐지용 섬유패치

대한민국

10-2020-0158637

2020

V계열 신경작용제 탐지 물질 및 V계열 모의작용제 물질을 기반으로 휴대 가능한 센서를 제작함. 본 물질을 

면 섬유에 흡착하여 탐지 패치를 제작하였으며 이는 우수한 sulfide 탐지능력을 보여줌.

31 유제민 장지욱 특허출원

조승호 장지욱 이준희 양창덕 정후영 송재중 유제민

다중금속화합물, 이를 포함한 촉매, 전극, 및 전자장치, 상기 

다중금속화합물의 제조방법

대한민국

10-2022-002893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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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산소환원반응을 통한 친환경 전기화학적 과산화수소 생산에 사용되는 금속복합 전기화학 촉매 중 

우수한 활성도 및 선택도를 위하여 다중 금속화합물 중 조정된 비율의 코발트를 포함하는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진 층상 이중층수산화물을 개발함. 이는 제조방법이 간단하여 대량생산에 용이하고 

규명된 과산화수소 선택도와 안정성이 우수하기에 전기화학적 과산화수소 생성촉매로 이용이 가능함을 

보임. 또한 이를 사용하여 태양광-과산화수소 변환효율이 높은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 광전기화학 

과산화수소 생산의 시장 확대와 상용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32

박주형 장지현 특허등록

장지현, 박주형

티타늄 및 실리콘으로 도핑된 헤마타이트를 포함하는 포토에노드,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물분해 장치

한국

10-2368477

2022

본 발명의 일 구현예에 따른 포토에노드는 10 nm 내지 350 nm의 평균 길이와 10 nm 내지 100 nm의 평균 

직경을 갖는, 구조적으로 안정화된 로드 형상의 티타늄(Ti) 및 실리콘(Si)으로 도핑된 헤마타이트를 복수개 

포함함으로 써, 낮은 턴-온 전압뿐만 아니라 우수한 전기 전도도, 광전류 밀도 및 

광전기화학(photoelectrochemical; PEC)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포토에노드는 물분해 장치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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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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하고 있으며, 기존 연구와 최신 연구의 융복합적 사고 능력 

향상을 바탕으로 새로운 결과 도출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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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순환성 가속화.

참여교수의 교육역량 대표실적

연번
참여교수명

연구자등록번

호
세부전공분야

대학원 교육관련 

대표실적물
DOI번호/ISBN/인터넷 주소 등

참여교수의 교육관련 대표실적의 우수성

1

권영국/류정기/

장성연

12416657/10134

926/10141982
전기화학촉매 교과목 개발 -

탄소중립대학원에 대학원생을 위한 새로운 교과목 ‘고급 탄소중립기술’개발에 참여함. 본 교과목 주제는 

탄소중립의 필요성 제시 및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탄소포집 활용 및 저장 기술, 수소 생산과 저장 및 수송 

기술, 신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심도 있는 전략을 강의하는 것임. 또한 본 강의의 개발 목적은 탄소중립 

관련 기술을 연구하는 대학원생 및 탄소중립기술개론을 수강한 후 관련 분야 대학원 진학 및 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학부 4학년을 대상으로한 심화 교과목을 개발하고자 함. 각 분야의 세부기술에 대한 심도 있는 

강의와 적절한 팀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임. 본강의는 

2022년 1학기부터 개설됨.

2

김영식 11269439 세라믹재료 저서 ISBN:978-981-19-0797-5

이 책은 해수전지의 작동 원리, 재료, 설계를 소개하고 셀과 모듈의 최신 기술을 검토한다. 바닷물의 특성을 

살펴본 다음, 바닷물 배터리의 전하 저장에 수반되는 기본적인 전기화학적 과정을 검토하고, 음극, 양극, 

멤브레인 소재의 개발 및 셀 공학적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제3장에서는 충전식 해수전지에 대한 

최신 연구 개발 결과를 수록하고 있다. 이 책은 지속 가능한 저비용 에너지에 대해 연구하는 대학원생, 학계 

및 산업 연구자들을 포함한 광범위한 독자들을 위해 쓰여졌다.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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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임한권/김진영
10970951/10127

790
화학공학 저서 -

탄소중립: 지구와 화해하는 기술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탄소중립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연구들을 

소개하며 탄소중립과 관련된 UNIST의 기술들이 향후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함. 해당 저서는 관련된 기술에 대해 수소 에너지, 태양광, 원자력 등의 다양한 분류로 나뉘어 기술되어 탄소 

선순환의 개념을 보다 대중들에게 쉽게 풀어 서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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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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9월 이후에는 SCI(E)급 국제학술지에 237편의 논문을 게재하였고 

출판 논문들의 Impact factor 총합은 3486.2, 평균 14.96로 양적, 질적으로 매우 우수하고 작년 

의 182편, 총합은 2,316.5, 평균 12.73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음. 이중 76.7% 이상의 논문 (작년 

73%)을 분야별 상위 10% 이내 저명학술지에 게재하여 질적으로 우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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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ure Nanotechnology 1편, Nature Photonics 1편, Energy Environmental Science 1편, 

Advanced Materials 5편, Advanced Energy Materials 8편 등 1% top-tier저널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하여 그 논문 게제 비율이 9.3%로 작년 4.5%에 비해 질적으로 크게 향상됨. IF 15이상의 

우수 저널에 출판된 논문들이 95편으로 40% (작년 57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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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714 1 태양전지

Nature Energy 67.439 2 이차전지, 태양전지

Nature Materials 47.656 1 이차전지

Joule 46.048 1 이차전지

Nature Catalysis 40.706 1 촉매

Nature Nanotechnology 40.523 1 수소

Nature Photonics 39.728 1 태양전지

Energy Envion. Sci. 39.714 1 촉매

Adv. Mater. 32.086 5 이차전지, 태양전지, 수소

Adv. Energy Mater. 29.698 8 이차전지, 태양전지, 촉매, 수소

Materials Today 26.943 1 태양전지

Chem 25.832 1 소재

Accounts of Chemical Research 24.466 1 촉매

Applied Catalysis B: Environmental 24.319 1 태양전지

ACS Energy Letters 23.991 4 이차전지, 촉매, 수소

Energy Storage Materials 20.831 3 이차전지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19.924 11 이차전지, 태양전지, 촉매, 수소, 소재

Nano Energy 19.069 5 수소, 소재

ACS Nano 18.027 8 태양전지, 소재

Nature Communications 17.694 5 이차전지, 촉매, 소재

Advanced Science 17.521 3 이차전지, 태양전지, 소재

Angewandte Chemie 16.823 7 이차전지, 태양전지, 촉매, 수소,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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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년 중앙 정부 연구비 수주 실적의 경우 교수 당 6억 2469만원으로 작년 5억 9660만원과 

지난 3년 (2017-2019)간의 평균 4억 9235만원보다 각각 5%와 27% 향상된 수치임. 연구단 

국내외 산업체 연구비 수주 실적이 32.1억/년으로 작년의 19억/년에 비해 70% 가량 향상된 

수치이며 COVID-19 이전의 ‘17년~19년’의 33억/년에 가까운 수치임.

< (왼쪽) 최근 2년간 논문 게재 실적 및 연구비 수주현황 비교 >

■ 연구역량 향상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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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접목하고 있음. 예로 Nuclear Engineering and Design에 출판된 “Machine learning based 

prediction of subcooled bubble condensation behavior, validation with experimental and numerical 

results” 논문은 머신러닝 기반으로 원자력 발전소 같은 유체 기반 열전달 산업에서 중요한 현상인 

과냉각 기포 응결에 대한 예측 및 실험적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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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9월 이후 연구단의 국내외 산업체 연구비 수주 실적이 COVID-19 사태로 감소하였던 작년 

19억/년에 비해 13.1억 증가한 32.1억/년으로 COVID-19로 감소하였던 연구비가 회복되었음. 이는 

다자간 영상 회의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온라인을 활용한 산학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원활한 

온라인 교류로 COVID-19에 의해 단절된 산업체와의 인적 교류와 협력관계를 회복한 결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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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학과 프로그램 2개 (SK On 계약학과, 포스코캠 계약학과)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1년간 

20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운영 중임. 추가로 삼성SDI와 향후 5년간 50명 규모의 계약 학과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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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으로 개선할 계획임.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16.799 1 소재

Chemical Engineering Journal 16.744 8 이차전지, 태양전지, 촉매, 수소, 소재

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
16.383 2 소재

Materials Horizons 15.717 1 태양전지

Small 15.153 5 이차전지, 태양전지, 촉매,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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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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9.1.~2022.8.31.) 

실적
비고

중앙 정부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

41,001,834 17,491,416

해외기관(산업체 제외) 
연구비 수주 총 (환산)입금액

355,809 0

이공계열 참여교수 수 28 28

1인당 총 연구비 수주액 1,477,059 624,693

<표 3-1> 최근 1년간(2021.9.1.-202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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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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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저장 응용에 유용한 강 유전성 필름 형성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습도 조절 주조 및 후속 용융 담금질 공정에 의한 강유전성 나일론-11 

박막 제조

* 연구성과의 우수성: 나일론-11 박막 필름은 ±30 V 의 낮은 작동 전압과 낮은 잔류 분극을 나타내며 수직 

외부 압력 하에서 유망한 압전 응답을 보여줌

* 파급효과

- 비 휘발성 에너지 저장 애플리케이션 및 다양한 전자 응용 분야를 재료 개발에 새로운 방향 제공

- 국내특허 1건 출원

2

강석주
1013

5890

이공

계열

유기

전자

재료
저널

논문

① Daeryung Koo, Seok Ju Kang

② Nitrate Molten Salt Electrolytes with Iron Oxide Catalysts for 

Open and Sealed Li-O2 Batteries

③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④ 13(40), 47740-47748
유무

기 

소자

⑤ 강석주

⑥ 2021년

⑦ 10.1021/acsami.1c16050

* 성과의 적합성: 차세대 에너지 저장소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기존의 유기용매 기반 액체 전해질을 대신하여 질산염 기반 공융점을 

이용한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해액의 부반응으로 인한 성능 저하 억제

* 연구성과의 우수성: 고성능 용융염 기반 전해질을 통해 50 mV 까지 과전압을 획기적으로 낮춤

* 파급효과

- 저온에서 고온까지 구동 가능한 차세대 시스템 제시

- 향상된 개방형 및 밀폐형 리튬-산소 전지 시스템 제시

3 강석주
1013
5890

이공
계열

유기
전자
재료 저널

논문

① Jong Hun Ryu, Jaehyun Park, Jeongwoo Park, Jinhong Mun, 

Eunmi Im, Hojeong Lee, Sung You Hong, Kwangjin An, Geunsik 

Lee, Youngsik Kim, Pil Sung Jo, Seok Ju Kang
② Carbothermal Shock-Induced Bifunctional Pt-Co Alloy 

Electrocatalysts for High-Performance Seawater Batteries

③ Energy Storage Materials

④ 45, 281-290유무
기 

소자 ⑤ 강석주, 김영식



- 56 -

⑥ 2022년

⑦ 10.1016/j.ensm.2021.11.036

* 성과의 적합성: 친환경 해수 에너지 저장 장치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탄소 열 충격 방법으로 수 초 이내에 합성된 Pt-Co 합금 전기 촉매를 

사용하여 해수 전지의 과전압 및 사이클 내구성 향상

* 연구성과의 우수성: 기존 HCF 전극과 비교하여 개선된 산소 발생 반응 및 산소 환원 반응 활성을 

나타내고 500시간 이상 안정적인 구동을 나타냄

* 파급효과

-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 Pt-Co 나노 합금 촉매 효과를 증명

- 대규모 각형 해수 전지 셀의 확장 가능성 제시

- 국내특허 1건 출원

4

고현협
1064

1937

이공

계열

재료

공학

저널

논문

① Youngoh Lee, Jonghwa Park, Ayoung Choe, Young-Eun Shin, 

Jinyoung Kim, Jinyoung Myoung, Seungjae Lee, Youngsu Lee, 

Young-Kyung Kim, Sung Won Yi, Jin Nam, Jeongeun Seo, 

Hyunhyub Ko*

② Flexible Pyroresistive Graphene Composites for Artificial 

Thermosensation Differentiating Materials and Solvent Types

③ ACS Nano

④ 16(1), 1208-1219나노

소재

및소

자

⑤ 고현협

⑥ 2022년

⑦ 10.1021/acsnano.1c08993

* 성과의 적합성: 머신 러닝을 통한 온도 센서의 화장품 성능 평가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열 감응성 poly(ethylene oxide) 마이크로도메인을 PVDF/rGO 복합재 

내부에 형성, 고 민감도 온도 센서를 제작

* 연구성과의 우수성: 고 민감도 (11.2% ℃-1) 및 높은 정확성 (< 0.1 ℃)을 보이는 지능형 온도/열량계의 개발 

* 파급효과

- 기존의 많은 비용이 드는 화장품 테스트에 온도 센서를 적용, 주관적 감각을 수치화하여 간편하고 정확한 

평가가 가능해짐

- 지능형 촉각센서 개발로 연합뉴스, 매일경제 등 다수 언론에 소개됨

5

고현협
1064

1937

이공

계열

재료

공학

저널

논문

① Young-Eun Shin, Yong-Jin Park, Sujoy Kumar Ghosh, Youngoh 

Lee, Jonghwa Park, Hyunhyub Ko

② Ultrasensitive Multimodal Tactile Sensors with Skin-Inspired 

Microstructures through Localized Ferroelectric Polarization

③ Advanced Science

④ 9(9), 2105423나노

소재

및소

자

⑤ 고현협

⑥ 2022년

⑦ 10.1002/advs.202105423

* 성과의 적합성: 무전원 마찰 전기 및 초전 성질을 이용한 멀티모드 질감 센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맞물린 마이크로돔 구조의 필름 내부 분자 구조 정렬을 통한 향상된 

성능의 센서 구현

* 연구성과의 우수성: 고민감도 압력 및 온도 센싱 (2.2 V kPa-1 , 0.27 nA ℃-1) 구현

* 파급효과

- 무전원, 고민감도의 온도 및 압력 감지 센서의 개발로 소프트 일렉트로닉스 및 햅틱 디바이스로의 응용이 

기대됨

6 고현협
1064

1937

이공

계열

재료

공학

저널

논문

① Jonghwa Park, Dong-hee Kang, Heeyoung Chae, Sujoy Kumar 

Ghosh, Changyoon Jeong, Yoojeong Park, Seungse Cho, Youngoh 

Lee, Jinyoung Kim, Yujung Ko, Jae Joon Kim, Hyunhyub Ko*

② Frequency-Selective Acoustic and Haptic Smart Skin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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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al-Mode Dynamic/Static Human-Machine Interface

③ Science Advances

④ 8(12), eabj9220나노

소재

및소

자

⑤ 고현협

⑥ 2022년

⑦ 10.1126/sciadv.abj9220

* 성과의 적합성: 무전원 마찰전기 기반 동적/정적 압력 감지 센서 개발 및 머신 러닝을 통한 질감 감지 

정확성 향상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계층적 구조 형성을 통한 향상된 센서 민감도 및 넓은 범위에서의 

선형적 압력 감지

* 연구성과의 우수성: 동적 압력인 질감 감지에서 머신 러닝 결과 92.7%의 정확성으로 다양한 소재의 

질감을 인식 가능

* 파급효과

- 조선일보, 연합뉴스 외 다수 언론에 우수 연구 성과로 소개됨

- 무전원 마찰 전기 센서의 휴먼-머신 인터페이스로의 여러 응용을 보임으로 제작된 센서의 다양한 

로보틱스 분야(VR, AR)로의 적용이 기대됨

7

곽상규
1100

4853

이공

계열

화학

공학

저널

논문

① Byeong M. Oh,Sung-Ha Park,Jeong Hyeon Lee,Jin Chul Kim,Jong 

Bum Lee,Hyeong Ju Eun,Yun-Sang Lee,Bo Eun Seo,Woojin Yoon,Ji 

Eon Kwon,Hoseop Yun,Sang Kyu Kwak,O-Pil Kwon,Jong H. Kim
② Strategic Approach for Enhancing Sensitivity of Ammonia Gas 

Detection: Molecular Design Rule and Morphology Optimization for 

Stable Radical Anion Formation of Rylene Diimide Semiconductors

③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④ 31(42), 2101981
화공

열역

학

⑤ 곽상규

⑥ 2021년

⑦ 10.1002/adfm.202101981

* 성과의 적합성: 에너지 효율이 높은 고성능 센서 물질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SRAF 개념 적용을 위한 perfluoroalkyl 구조를 센서 물질 합성 시 고려하

여 높은 성능 향상을 이끌어냄 

* 연구성과의 우수성: 암모니아 흡착 시, 기존 NDI 기반 센서에 비해 1700% 이상의 current 증가를 보이는 

n-type PDI-PF를 합성함

* 파급효과

- 암모니아와 같은 유해 독성 가스 검지에 뛰어난 효과를 보이는 초민감 센서를 개발함

- 이론적인 계산을 통해 높은 효율의 SRAF가 고성능 센서 개발에 중요한 인자임을 밝혀냄

- 헤럴드 경제 등 다수 언론에 소개됨

8

곽상규
1100

4853

이공

계열

화학

공학

저널

논문

① Dong-Gyu Lee,Su Hwan Kim,Hyun Ho Lee,Seokmin Shin,Jiyun 

Lee,Se Hun Joo,Yeongdae Lee,Sang Kyu Kwak,Hyun-Kon Song
② Breaking the Linear Scaling Relationship by a Proton Donor for 

Improving Electrocatalytic Oxygen Reduction Kinetics

③ ACS Catalysis

④ 11(20), 12712
화공

열역

학

⑤ 곽상규, 송현곤

⑥ 2021년

⑦ 10.1021/acscatal.1c02934

* 성과의 적합성: 전도성 고분자 조촉매 도입을 통한 ORR 전기화학 촉매의 성능 개선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기존 금속 촉매의 ORR 반응성은 표면의 active site와 각 반응중간체 간

의 흡착에너지와 linear scaling relationship (LSR)을 띠나, polypyrrole (pPy) 조촉매가 도입된 금속 촉매는 

LSR로 예상된 값보다 더 뛰어난 반응성을 나타냄을 밝힘

* 연구성과의 우수성: 조촉매 도입을 통해 대부분의 금속 촉매의 반응성이 개선되는 것을 밝혔으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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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발트 금속 촉매의 onset potential이 1 mA cm–2 에서 0.7 로부터 0.85 VRHE 까지 상승하는 것을 확인

* 파급효과

- 양자계산을 통해 pPy 조촉매 투입 환경에서의 금속 촉매 (M = Fe, Co, Ni, Cu, and Zn)의 ORR 반응경로 

규명. 전기화학촉매의 성능을 큰 폭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개발방향에 대한 제시

- 인용횟수: 1회

9

곽상규
1100

4853

이공

계열

화학

공학
저널

논문

① Hongki Kim, Jong Woo Lee, Gi Rim Han, Yu Jin Kim, Su Hwan 

Kim, Seong Keun Kim, Sang Kyu Kwak, Joon Hak Oh
② Highly Efficient Hole Transport Layer-Free Low Bandgap Mixed 

Pb-Sn Perovskite Solar Cells Enabled by a Binary Additive System

③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④ 32(12), 2110069화공

열역

학

⑤ 곽상규

⑥ 2022년

⑦ 10.1002/adfm.202110069

* 성과의 적합성: 고성능 태양전지 소재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CuSCN과 GlyHCl 첨가를 통해 정공수송층 (HTL)이 없는 고성능 Pb-Sn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개발

* 연구성과의 우수성: 20.1% 효율의 정공수송층이 없는 Pb-Sn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개발

* 파급효과

-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GlyHCl 도입에 의한 전자구조적 변화 (defect passivation) 규명

- 새로운 태양전지 소재의 개발방향 제시

- 인용횟수: 7회

10

곽자훈
1020

1244

이공

계열

화학 

공학

저널

논문

① Yongseon Kim, Greg Collinge, Mal-Soon Lee, Konstantin 

Khivantsev, Sung June Cho, Vassiliki-Alexandra Glezakou, Roger 

Rousseau, Janos Szanyi, Ja Hun Kwak
② Surface Density Dependent Catalytic Activity of Single Pd 

Atoms Supported on Ceria

③ ANGEWANDTE CHEMIE-INTERNATIONAL EDITION

④ 60(42), 22769
촉매 

화학 

공학

⑤ 조성준

⑥ 2021

⑦ 10.1002/anie.202105750

* 성과의 적합성: 에너지 소모 저감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Pd/CeO2 촉매에서 single atom catalyst의 특성을 처음으로 규명하였음

* 연구성과의 우수성: Pd/CeO2 SAC의 특성에 대하여 규명

* 파급효과

- Pd/CeO2 SAC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11

곽자훈
1020

1244

이공

계열

화학 

공학

저널

논문

① Myohwa Ko, Yongseon Kim, Jinwoo Woo, Boreum Lee, Rashimi 

Mehrotra, Pankaj Sharma, Jinjong Kim, Seon Woo Hwang, Hu 

Young Jeong, Hankwon Lim, Sang Hoon Joo, Ji-Wook Jang, Ja Hun 

Kwak
② Direct propylene epoxidation with oxygen using a 

photo-electro-heterogeneous catalytic system

③ Nature Catalysis

④ 5, 37-44
촉매 

화학 

공학

⑤ 곽자훈, 장지욱

⑥ 2021

⑦ 10.1038/s41929-021-00724-9

* 성과의 적합성: 친환경 공정 및 에너지 소모 저감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고효율 및 고안정 H2O2 생산 광전기화학 촉매 및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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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성과의 우수성: 상압에서 PO를 H2O2 공급 없이 친환경적, 경제적으로 의미 있게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음.

* 파급효과

- 태양광 에너지만 있으면, 외부전압 없이도 H2O2를 합성할 수 있음

- 기존에 사용되는 귀금속 촉매보다 비해서 값이 싸고, 구동 전압이 낮음

12

곽자훈
1020

1244

이공 

계열

화학 

공학 저널 

논

문

① Konstantin Khivantsev, Nicholas R. Jaegers, Libor Kovarik, 

Miroslaw A. Derewinski, Ja-Hun Kwak, Janos Szanyi
② On the nature of extra-framework aluminum species and 

Improved catalytic properties in steamed zeolites

③ Molecules

④ 27(7), 22769촉매 

화학 

공학

⑤ 곽자훈

⑥ 2022

⑦ 10.3390/molecules27072352

* 성과의 적합성: 에너지 소모 저감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제올라이트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촉매적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

* 연구성과의 우수성: 제올라이트의 촉매적 특성을 향상시킴

* 파급효과

- 제올라이트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모를 저감할 수 있는 촉매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3

권영국
1017

7686

이공

계열

전기

화학

저널

논문

① Mun Kyoung Kim, Hojeong Lee, Jong Ho Won, Woohyeong Sim, 

Shin Joon Kang, Hansaem Choi, Monika Sharma, Hyung-Suk Oh, 

Stefan Ringe, Youngkook Kwon, Hyung Mo Jeong
② Design of Less Than 1 nm Scale Spaces on SnO2 Nanoparticles 

for High-Performance Electrochemical CO2 Reduction

③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④ 32(8), 958전기

화학

촉매

반응

⑤ 권영국

⑥ 2021년

⑦ 10.1002/adfm.202107349

* 성과의 적합성: 신재생에너지 활용 이산화탄소 전환 개미산 생산 촉매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 전환 반응과 경쟁 반응인 수소생성반응(HER)의 

활성은 선형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촉매 입자 내 원자 수준 틈을 형성함으로서 목표 

반응인 이산화탄소 전환 반응만 선택적으로 향상

* 연구성과의 우수성: 상용 주석 촉매 대비 낮은 과전압과 19배 이상 높은 생산속도로 고부가가치 생성물인 

개미산을 생산

* 파급효과

- 촉매 입자 내 원자수준 틈 제어기술을 통해 목표 생성물 생산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으며, 이는 추후 

타 전기화학 촉매에도 적용이 가능함

- Adv. Funct. Mater. 표지 논문으로 선정 및 경상일보 등에 우수연구성과로 소개됨

- 인용 횟수 6회

14 권영국
1017

7686

이공

계열

전기

화학

저널

논문

① Seonjeong Cheon, Won June Kim, Dong Yeon Kim, Youngkook 

Kwon, and Jong-In Han
② Electro-Synthesis of Ammonia from Dilute Nitric Oxide on a 

Gas Diffusion Electrode

③ ACS Energy Letters

④ 7(3), 2107349전기

화학

촉매

반응

⑤ 권영국

⑥ 2022년

⑦ 10.1021/acsenergylett.1c0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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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의 적합성: 신재생 에너지 활용 일산화질소 전환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일반적인 저농도 NO 가스 제거 기술은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SCR) 시스템에 환원제 요소수를 사용하여, N2로 배출하는 기술이나, 본 연구팀은 저농도 NO 가스를 Gas 

Diffusion Electrode(GDE)를 활용한 전기화학 전해 시스템으로 높은 선택도의 암모니아 합성 기술임

* 연구성과의 우수성: 저농도 (1%) 가스를 활용하여, 저렴한 철(Fe) 촉매로 암모니아 생산 전류효율 96% 달성.

* 파급효과

- 해당 기술은 실제 배기가스와 유사한 환경에서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기술로 배기가스 업사이클링 기술의 

원천 기술이 될 수 있음

- ACS Energy Letters 속표지논문으로 선정

15

권영국
1017

7686

이공

계열

전기

화학

저널

논문

① Siraj Sultan, Hojeong Lee, Sojung Park, Minho M. Kim, Aram 

Yoon, Hansaem Choi, Tae-Hoon Kong, Young-Jin Koe, Hyung-Suk 

Oh, Zonghoon Lee, Hyungjun Kim, Wooyul Kim, Youngkook Kwon
② Interface Rich CuO/Al2CuO4 Surface for Selective Ethylene 
Production from Electrochemical CO2 Conversion
③ Energy & Environmental Science

④ 15(6), 2397전기

화학

촉매

반응

⑤ 권영국

⑥ 2022년

⑦ 10.1039/D1EE03861C

* 성과의 적합성: 신재생에너지 활용 이산화탄소 전환 에틸렌 생산 촉매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기존의 산화구리는 강한 환원 분위기에서 금속 상태로 환원되어 에틸렌 

생산 효율이 감소하나, 본 연구에서는 알루미늄을 도입하여 장주기 동안 구리의 산화수를 유지하여 

에틸렌 생산반응의 핵심 과정인 C-C 커플링 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

* 연구성과의 우수성: 이산화탄소 전환 에틸렌 생산 전 세계 최고 효율 (82.4%) 및 기술 경제성 평가 기준 

2.1배를 초과하는 에틸렌 부분 전류밀도 (421 mA cm-2) 달성

* 파급효과

- 공동침전 및 하소의 간단한 공정으로 세계 최고 에틸렌 생산 효율 달성

- Energy Environ. Sci 속표지 논문으로 선정 및 경상일보 등에 우수연구성과로 소개됨

- 국내 특허 1회 출원, 국외 특허 1회 출원.

- 인용 횟수 4회

16

김영식
1126

9439

이공

계열

재료

공학

저널

논문

① Junho Bae, Hyuntae Bae, Jihun Cho, Jaebeom Jung, Yunseok 

Choi, Youngsik Kim

② Zero fire battery concept: water-in-battery

③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A

④ 10(12), 6481-6488
세라

믹재

료

⑤ 김영식

⑥ 2021년

⑦ 10.1039/d1ta10896d

* 성과의 적합성: 리튬이온전지(에너지 저장 장치)의 냉각 및 방화 시스템 적용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기존의 외부 냉각 장치 대신 방화물질과 다중층 실링기술을 접목하여 

정상 작동 시에는 발열을 흡수 및 장수명을 유지하며 열폭주 시에는 화재 전이 방지

* 연구성과의 우수성: 배터리 모듈 정상 구동 시 열관리 및 열폭주 시 화재 전이 방지 확인

* 파급효과

- 모빌리티용 전지 및 기존 ESS 사업 적용을 통한 산업 전반 배터리 화재 안정성 확보

- 부산일보 등 언론에서 우수연구성과로 소개

- 국내 특허 17건 등록 및 출원

- 인용횟수: 1회

17 김영식
1126

9439

이공

계열

재료

공학

저널

논문

① Youngjin Kim, Kwangho Shin, Youngjae Jung, Wang-Geun Lee, 

Youngsik Kim

② Development of Prismatic Cells for Rechargeable Sea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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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teries

③ Advanced Sustainable Systems

④ 6(6), 2100484
세라

믹재

료

⑤ 김영식

⑥ 2022년

⑦ 10.1002/adsu.20210048

* 성과의 적합성: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기존 해수 이차전지 각형(Rectengular)셀 대비, 구조를 확장 및 개선 시켜 

높은 에너지밀도 및 출력을 가지는 새로운 해수 이차전지 각형(Prismatic)셀 개발

* 연구성과의 우수성: 에너지밀도 242 WhL-1 및 5.8 mWcm-2 출력 달성

* 파급효과

- 해수 이차전지의 단위 셀 개발을 통한 각종 해양기기 적용 가능성 확대

- 파일럿 제조 장비 구축을 통한 셀의 표준화 및 규격화 가능

- 국내 특허 3건 등록 및 출원

18

김영식
1126

9439

이공

계열

재료

공학
저널

논문

① Dongyeop Kim, Jeong-Sun Park, Wang-Geun Lee, Yunseok 

Choi, Youngsik Kim

② Development of Rechargeable Seawater Battery Module

③ Journal of The Electrochemical Society

④ 169(4), 040508세라

믹재

료

⑤ 김영식

⑥ 2022년

⑦ 10.1002/adsu.20210048

* 성과의 적합성: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 모듈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해양 환경에서 사용하는 기존 리튬이온전지 및 납축전지 모듈 대비, 

부식 및 범람의 문제가 없는 해수 이차전지 모듈 최초 개발

* 연구성과의 우수성: 5S 4P 모듈 구조에서 78 Wh 및 25 W 달성

* 파급효과

- 해수 이차전지의 모듈 개발을 통한 각종 해양기기 적용 가능성 확대

- 모듈 단위의 해수 이차전지 개발 방향성 제시

- 국내 특허 3건 등록 및 출원

- 인용횟수: 5회

19

김진영
1012

7790

이공

계열

반도

체물

리
저널

논문

① Telugu Bhim Raju, Hye Won Cho, Peddaboodi Gopikrishna, 

Youngwan Lee, Jin Young Kim, and BongSoo Kim
② Positional Effect of the 2-Ethylhexyl Carboxylate Side Chain on 

the Thiophene π-Bridge of Nonfullerene Acceptors for Efficient 

Organic Solar Cells

③ ACS Applied Energy Materials

④ 4(10), 11675

유기

전자

⑤ 김진영

⑥ 2021

⑦ 10.1021/acsaem.1c02403

* 성과의 적합성: 유기 태양전지의 acceptor로 사용할 물질을 합성을 했고 이 acceptor 물질로 유기 

태양전지 제작 및 작용기의 위치에 따라 유기 태양전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음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acceptor−π–donor−π–acceptor (A−π–D−π–A) 구조를 가지는 세 

가지 새로운 Nonfullenrene acceptor(NFA)를 합성하여 유기 태양전지를 제작하고 더 나아가 작용기의 

위치에 따른 흡수, 에너지 레벨, 광전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 연구성과의 우수성 : 유기 분자에서 작용기의 위치에 따라 높은 효율 혹은 낮은 효율을 보이는 원인을 

흡수, 에너지 레벨, morphology 등 여러 측면에서 정량화하여 분석함.

* 파급효과

- 새로 합성된 세 가지 NFA가 유기 태양전지의 acceptor로 잘 적용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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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 태양전지에 사용될 유기 물질을 합성할 때 end group과 thiophene π-bridge의 side chain 위치 

조절이 앞으로 더 효율적인 유기 태양전지를 제작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 

20

김진영
1012

7790

이공

계열

반도

체물

리
저널

논문

① Jiwoo Yeop, Kwang Hun Park, Seungju Jeon, Gayoung Kim, 

Woojin Lee, Seyeong Song, Seo-Hyun Jung, Yejin Kim, Do-Hoon 

Hwang, Bogyu Lim, Jin Young Kim
② High-Crystalline Regioregular Polymer Semiconductor by 

Thermal Treatment for Thickness Tolerance Organic Photovoltaics

③ Solar RRL

④ 6(9), 2200445

유기

전자

⑤ 김진영

⑥ 2022

⑦ 10.1002/solr.202200445

* 성과의 적합성: regioregular polymer인 PDBD-FBT를 donor로 사용해 유기 태양전지 제작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regioregular polymer PDBD-FBT를 합성하여 유기 태양전지 donor로 

사용하였고 열 처리를 통해 crystallinity를 높여 효율을 향상시킴.

* 연구성과의 우수성: regioregular polymer PDBD-FBT를 donor로 사용한 유기 태양전지를 열 처리를 하여 

crystallinity, 효과적인 excition과 charge 분리, 향상된 mobility로 PCE를 7.91%에서 열 처리 후 12.53%로 

향상시킴. 또한 두꺼운 필름 두께에서도 효율 저하가 낮음.

* 파급효과

- regioregular polymer인 PDBD-FBT는 유기 태양전지의 새로운 donor 후보 물질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임

- 간단한 열 처리 만으로도 두꺼운 두께의 필름에서의 효율 저하가 낮기 때문에 미래에 유기 태양전지의 

대면적 모듈화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보임

21

김진영
1012

7790

이공

계열

반도

체물

리 저널

논문

① Chan Beom Park, Yun Seop Shin, Yung Jin Yoon, Hyungsu 

Jang, Jung Geon Son, Seongheon Kim, Na Gyeong An, Jae Won 

Kim, Young Chul Jun, Gi-Hwan Kim and Jin Young Kim
② Suppression of Halide Migration and Immobile Ionic Surface 

Passivation for Blue Perovskite Light-Emitting Diodes

③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C

④ 10(6), 2060
유기

전자

⑤ 김진영

⑥ 2022

⑦ 10.1039/d1tc05714f

* 성과의 적합성: 비이동성을 가지는 유사할로젠을 통한 향상된 성능의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 합성 및 

LED제작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 내 유사 할로젠(SCN-)의 역할을 규명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소재 및 소자의 효율과 안정성을 향상시킴.

* 연구성과의 우수성: 70% 이상의 PLQY를 가지고 청색영역의 빛을 2주간 유지할 수 있는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 소재를 합성함. 이를 기반으로 제작한 LED소자 또한 작동과정 중 할로젠 분리없이 

발광스펙트럼을 유지함. 

* 파급효과

- 기존의 할로젠이 아닌 유사 할로젠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적인 이점을 규명함으로써, 

LED뿐만 아니라 페로브스카이트 기반의 다양한 광학소자에 적용이 될 것으로 기대 됨.

- 효율과 안정성을 동시에 향상 시킬 수 있는 다기능성 물질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22 류정기
1013

4926

이공

계열

촉매

화학

공학

저널

논문

① Misol Bae, Yunseok Kang, Dongwoog Lee, Dasom Jeon, Jungki 

Ryu
② Superaerophobic Polyethyleneimine Hydrogels for Improving 

Electrochemical Hydrogen Production by Promoting Bubble 

Detachment

③ Advanced Energy Materials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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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변환 

및 

저장

소재

④ 12(29), 2201452

⑤ 류정기

⑥ 2022년

⑦ 10.1002/aenm.202201452

* 성과의 적합성: 수소 발생 전극의 표면개질 기술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 기존 수소 발생 전극에서 친수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온/고압의 과정을 거치거나, 초음파생성기와 같은 

추가적인 설비가 필요로 함. 본 연구에서는 간단한 코팅 공정으로 친수성을 구현

* 연구성과의 우수성

- 기존 전극대비 수소 생산량 150% 향상

* 파급효과

- 수소 촉매 합성 위주의 연구와 더불어, 개발된 촉매들의 표면 젖음성을 제어하는 관점을 제시

- Adv. Energy Mater. 표지논문 선정

- pv magazine & 연합뉴스 등에 우수연구성과로 소개

23

류정기
1013

4926

이공

계열

촉매

화학

공학

저널

논문

① Young Hyun Kim, Nayeong Kim, Jeong-Min Seo, Jong-Pil Jeon, 

Jyuk-Jun Noh, Do Hyung Kweon, Jungki Ryu, Jong-Beom Baek

② Benzothiazole-Based Covalent Organic Frameworks with 

Different Symmetrical Combinations for Photocatalytic CO2 

Conversion

③ Chemistry of Materials에너

지 

변환 

및 

저장

소재

④ 33(22), 8705-8711

⑤ 류정기, 백종범

⑥ 2021

⑦ 10.1021/acs.chemmater.1c02660

* 성과의 적합성 : 유기물(COF)기반 광촉매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전환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 촉매의 Framework를 구성하는 building unit을 바꿔주어서, 기공(Porosity), 결정화도(Crystallinity), 

비표면적(Specific surface area), 빛흡수(Light adsorption)을 조절

* 연구성과의 우수성

- 대칭 제어(Symmetrical combination)에 의한 촉매의 밴드갭 조정의 중요성과 효율적인 광촉매 개발

- 촉매 1 g당 1시간에 1002 umol의 일산화탄소 전환율을 달성

* 파급효과

- 다공성 촉매의 기공 크기를 조절하여 이산화탄소 전환 광촉매의 성능을 분석할 수 있는 관점 제시

24

류정기
1013

4926

이공

계열

촉매

화학

공학

저널

논문

① Nayeong Kim, Inhu Lee, Yuri Choi, Jungki Ryu

② Molecular design of heterogeneous electrocatalysts using tannic 

acid-derived metal-phenolic networks

③ Nanoscale
에너

지 

변환 

및 

저장

소재

④ 13(48), 20374-20386

⑤ 류정기

⑥ 2021

⑦ 10.1039/D1NR05901G

* 성과의 적합성 : 바이오매스 기반 전기촉매 연구된 결과 보고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 수용액 하에서 빠르게 촉매합성이 가능하고 균일하고 얇은 박막형태로 샘플을 제작 가능히다는 장점을 

가진 Metal-Phenolic Network물질을 전기화학에 응용한 연구들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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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성과의 우수성

- 실용적인 관점에서 값 싸게 대면적 공정을 할 수 있는 물질을 전기촉매로 사용한 예시들을 보고

* 파급효과

- Metal-Phenolic Network 기반의 불균일 전기촉매의 설계에 대한 방향 제안

- Nanoscale 2022 Emerging Investigator 선정

25

백종범
1012

4722

이공

계열

고분

자화

학

저널

논문

① Gao-Feng Han, Feng Li, Alexandre I. Rykov, Yoon-Kwang Im, 

Soo-Young Yu, Jong-Pil Jeon, Seok-Jin Kim, Wenhui Zhou, Rile 

Ge, Zhimin Ao, Tae Joo Shin, Junhu Wang, Hu Young Jeong & 

Jong-Beom Baek 

② Abrading bulk metal into single atoms

고 

성능 

고분

자합

성

③ Nature Nanotechnology

④ 17(4), 403

⑤ 백종범, 정영후

⑥ 2022년

⑦ 10.1038/s41565-022-01075-7

* 성과의 적합성: 친환경적 금속단원자 담지 촉매 생산기술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기존 상향식 (Bottom-up) 단원자 촉매 생산방식의 틀을 깨는 기술

* 연구성과의 우수성: 하향식 (Top-down) 생산  기술을 통한 고성능 촉매 생산규모 증가와 동시에 

친환경적인 생산기술을 제시함

* 파급효과

- 유기용매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단원자 금속담지 촉매 생산기술 제시

- 상향식 촉매 생산의 단점을 보완한 고성능 촉매 생산기술 제시

- 벌크금속을 이용한 방식으로 생산단가가 기존 상향식 생산방식에 비해 저렴

26

백종범
1012

4722

이공

계열

고분

자화

학

저널

논문

① Hyuk-Jun Noh, Sein Chung, Mahmut Sait Okyay, Yoon-Kwang 

Im, Seong-Wook Kim, Do-Hyung Kweon, Jong-Pil Jeon, Jeong-Min 

Seo, Na-Hyun Kim, Soo-Young Yu, You jin Reo, Yong-Young Noh, 

Boseok Kang, Noejung Park, Javeed Mahmood, Kilwon Cho, 

Jong-Beom Baek

② Hydrophenazine-linked two-dimensional ladder-type crystalline 

fused aromatic network with high charge transport

고 

성능 

고분

자합

성

③ Chem

④ 8(9)

⑤ 백종범

⑥ 2022년

⑦ 10.1016/j.chempr.2022.08.001

* 성과의 적합성: 2차원 유기전자 에너지 재료 소재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측면 확장된 사다리형 구조를 통한 2차원 유기전자 재료 개발

* 연구성과의 우수성: 기존 유기 전자재료의 낮은 전자수송 성능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방향족 

네트워크의 구조를 제시함 

* 파급효과

- 방향족 네트워크 유기 구조체의 광범위한 잠재력을 제시함

- 방향족 네트워크의 확장된 측면 사다리형 구조 합성방법을 제시함

27 백종범
1012

4722

이공

계열

고분

자화

학

저널

논문

① Gao-Feng Han, Feng Li, Alexandre I. Rykov, Yoon-Kwang Im, 

Soo-Young Yu, Jong-Pil Jeon, Seok-Jin Kim, Wenhui Zhou, Rile 

Ge, Zhimin Ao, Tae Joo Shin, Junhu Wang, Hu Young Jeong & 

Jong-Beom Baek 

② Extreme Enhancement of Carbon Hydrogasification v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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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성능 

고분

자합

성

Mechanochemistry

③ ANGEWANDTE CHEMIE-INTERNATIONAL EDITION

④ 61(18), e202117851

⑤ 백종범

⑥ 2022년

⑦ 10.1002/anie.202117851

* 성과의 적합성: 가스 에너지 생산 기술 제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기존 가스의 기체 열 합성반응을 고체-기계화학적 방법으로 대체하여 

높은 선택도를 가진 생산 기술을 개발

* 연구성과의 우수성: 탄소 수소화 관련 고체기반 기계화학적 방법으로 새로운 합성 경로를 제시함

* 파급효과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 자원화 기술개발을 제시

- 고체 가스반응을 통한 새로운 연구 방향 제시

- 탄소 에너지화 기술의 가능성 제시

28

서관용
1027

1410

이공

계열

물리

화학

저널

논문

① Jeonghwan Park, Kangmin Lee, Kwanyong Seo

② 25 cm2 -sized Glass-like Transparent Crystalline Silicon Solar 

Cells with an Efficiency of 14.5%

③ Cell Reports Physical Science

④ 3(1), 100715에너

지재

료화

학

⑤ 서관용

⑥ 2022년

⑦ 10.1016/j.xcrp.2021.100715

* 성과의 적합성: 세계 최초로 개발된 결정질 실리콘 투명 태양전지의 고효율 및 대면적화 기술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고 종횡비의 투광 구조 전면에 conformal한 습식 화학처를 위한 화학물질 

탐색 및 적용 연구는 투명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뿐만 아니라, 식각 기반의 다양한 투명 태양전지에도 

적용이 가능하여 응용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차별 및 혁신성을 보임.

* 연구성과의 우수성: 결정질 실리콘 기반의 투명 태양전지의 크기를 25 cm2 까지 대면적화를 최초로 

구현하였으며, 광 투과도 20%에서 14.5%의 고효율을 보여 다른 투명 태양전지에 비해 독보적인 효율을 

확보하여 우수성을 입증함.

* 파급효과

- 식각 기반의 다양한 투명 태양전지에도 손쉽게 적용이 가능하여 응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됨.

- 고효율 및 대면적화를 동시에 구현하여 투명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상용화에 다가갈 수 있는 핵심적인 

단계 연구로 높은 파급효과를 보임.

29

서관용
1027

1410

이공

계열

물리

화학

저널

논문

① Hyungwoo Kim, Ji Hoon Seo, Srikanta Palei, Kwanyong Seo

② Solvent-Additive Coordination Effect on Lead-Iodide Precursor 

for Enlarging Grain size of Perovskite Film

③ ACS Applied Energy Materials

④ 5(1), 27에너

지재

료화

학

⑤ 서관용

⑥ 2022

⑦ 10.1021/acsaem.1c03249

* 성과의 적합성: Solvent additives를 이용한 차세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고효율화 연구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2-step 공정 기반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제작 시, solvent additives가 

페로브스카이트 결정화에 미치는 영향 및 메커니즘 연구를 통하여,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고효율화 

연구

* 연구성과의 우수성: 기존의 2-step 페로브스카이트 제작 공정에서 solvent additives의 고유한 특성인 

donor number 값에 따른 페로브스카이트 결정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 이를 이용하여 21.2%의 광전환 

효율을 가진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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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급효과

- Solvent additives를 통한 페로브스카이트 결정 크기 증대를 바탕으로, 고효율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제작을 위한 요소 확인

- 페로브스카이트 박막의 결정 크기를 증대시키는 연구이므로, 태양전지 이외의 다양한 광전기 디바이스의 

고효율화에도 접목 가능할 것으로 기대

30

서관용
1027

1410

이공

계열

물리

화학

저널

논문

① Srikanta Palei, Hyungwoo Kim, Ji Hoon Seo, Devendra Singh, 

Kwanyong Seo
② Stability and Efficiency Enhancement of Perovskite Solar Cells 

Using Phenyltriethylammonium Iodide

③ Advanced Materials Interfaces

④ 9(16), 2200464에너

지재

료화

학

⑤ 서관용

⑥ 2022

⑦ 10.1002/admi.202200464

* 성과의 적합성: 패시베이션 물질을 적용하여 고효율, 고안정성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페로브스카이트 상부 페시베이션 물질로 기존에 연구되지 않은 Phenyl 

triethylammonium Iodide (PTEAI) 물질을 이용하여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효율 향상 및 안정성 

향상을 보임. 

* 연구성과의 우수성: PTEAI 물질을 이용하여 약 2%의 광전환 효율이 증가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제작하였고, 500 h이후에도 92%의 광전환 효율을 보이는 고안정성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구현함.

* 파급효과

- 기존의 연구되지 않은 PTEAI 물질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효율 및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및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다른 페시베이션 물질 연구에도 이를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

- 높은 안정성 및 높은 광전환 효율을 보이는 PTEAI가 적용된 페로브스카이트 박막층은 태양전지 이외의 

다른 페로브스카이트 기반의 광전기 디바이스에도 적용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1

서동화
1154 

5679

이공

계열

환경

/에

너지

세라

믹스
저널

논문

① Linghong Yin, Jiung Cho, Su Jae Kim, Il Jeon, Injun Jeon, 

Mihee Park, Minjoon Park, Se-Young Jeong, Dae Hyung Lee, 

Dong-Hwa Seo, and Chae-Ryong Cho
② Abnormal high-lithium storage of pure crystalline C60 

nanoparticles 

③ Advanced Materials

④ 33, 2104763
제일

원리

계산

⑤ 서동화

⑥ 2021년

⑦ 10.1002/adma.202104763

* 성과의 적합성: 기존 흑연 및 하드카본보다 높은 용량, 실리콘 계 소재보다 적은 부피 변화로 인한 

우수한 수명 특성 구현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용출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던 C60 을 전해액 최적화를 통해 사용, 

고용량 구현

* 연구성과의 우수성: 제일원리 계산을 통해 원자 단위의 소재 구조 파악 및 상변이 거동의 원인 규명

* 파급효과

- 현존하는 음극재들의 장점을 모두 가지는 고성능 음극재 개발, 그에 따른 고용량, 장수명 전지의 구현이 예상됨

-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더 넓은 범위의 전극 소재들을 탐색 및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 제시

- 제일원리 계산을 통해 해당 소재의 Li이온의 확산 경로 및 고율속의 원인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고용량, 장수명, 고율속 특성을 가지는 우수한 소재로써, 전기차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32 서동화
1154 

5679

이 공

계열

환경

/ 에

너지

세라

믹스

저 널

논문

① Pankaj Sharma, Jinhyup Han, Jaehyun Park, Dong Yeon Kim, 

Jinho Lee, Dongrak Oh, Namsu Kim, Dong-Hwa Seo, Youngsik Kim, 

Seok Ju Kang, Soo Min Hwang, and Ji-Wook Jang

② Alkali Metal-Mediated Reversible Chemical Hydrogen Storage 

from Sea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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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JACS Au

④ 1, 12, 2339-2348
제일

원리

계산

⑤ 서동화

⑥ 2021

⑦ 10.1021/jacsau.1c00444

* 성과의 적합성: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인 해수 전지를 수소 저장 장치로 그 기능성을 확장함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알칼리금속과 물의 반응은 수소를 생상한다고 잘 알려져 있지만, 그 

역반응은 성립하지 않아 수소 저장 장치로 실 활용되지 못하였음. 본 연구는 이런 난점을 해수 전지의 

원리를 적용함으로 우수한 수소 저장 장치를 개발함

* 연구성과의 우수성: 기존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알칼리-수소 역반응을 해수 전지 시스템을 통해 구현 

해냈음. 이는 미국 에너지부(US Department of Energy)에서 제시하는 질량 당 수소저장량인 6.5 wt%를 

뛰어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임

* 파급효과

- 세계적인 화학저널인 미국 화학회J. Am. Chem. Soc.의 오픈 액세스 자매지인 JACS Au의 출판함

- 해수 전지의 수소 저장 장치로의 활용성을 발견함

- 기존에 없던 해수전지-수소저장장치 혼합형 구조를 전산 기반의 연구를 통해 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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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화
1154 

5679

이 공

계열

환경

/ 에

너지

세라

믹스

저 널

논문

① Sungjin Cho, Dong Yeon Kim, Jung-In Lee, Jisu Kang, 

Hyeongseok Lee, Gahyun Kim, Dong-Hwa Seo, Soojin Park

② Highly Reversible Lithium Host Materials for 

High-Energy-Density Anode-Free Lithium Metal Batteries

③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④ 2208629
제일

원리

계산

⑤ 서동화

⑥ 2022

⑦ 10.1002/adfm.202208629

* 성과의 적합성: 차세대 에너지 저장장치인 무음극배터리 소재를 개발함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무음극배터리 소재의 덴드라이트 형성들 셀 수명을 저하하는 요소를 

질산리튬과 은 나노파티클을 활용해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고체막을 형성시키는 원천 기술을 개발함

* 연구성과의 우수성: 무음극배터리의 고안정성을 유도할 수 있는 인공적인 고체막을 형성함 이론적인 

증명을 통해 기존 은 나노파티클의 비가역성은 무음극배터리의 전해질소모와 부피팽창을 야기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증명함. 이는 차세대 에너지 저장장치의 개발 방향성을 제시할 선구적인 연구임

* 파급효과

- 에너지/재료 우수 저널인 Adv. Funct. Mater.의 게재함.

- 무음극배터리의 수명 이슈를 극복하고 고안정성의 에너지밀도가 높은 소재개발 방향성을 제시함

- 이론 연구를 통해 기존 연구들의 문제점과 앞으로 주요하게 집중할 부분에 대해 원리를 제시함

34

송현곤
1008

4639

이공

계열

전기

화학

저널

논문

① Jonghak Kim, Jeongin Lee, Jinhyeon Jeong, Chihyun Hwang, 

and Hyun-Kon Song

② Shifting Target Reaction from Oxygen Reduction to Superoxide 

Disproportionation by Tuning Isomeric Configuration of Quinone 

Derivative as Redox Mediator for Lithium–Oxygen Batteries
③ ACS Applied Materials and Interfaces

④ 14(7), 9066
전기

화학

분석

⑤ 송현곤

⑥ 2022년

⑦ 10.1021/acsami.1c22621

* 성과의 적합성: 자세대 전지 시스템 분석 및 신규 메커니즘 첨가제 제안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기존 충전 또는 방전용 redox mediator 대신 새로운 개념의 전자 전달 

매개 방식의 메커니즘의 첨가제를 통해 리튬공기전지 성능 향상

* 연구성과의 우수성: 첨가제 사용시 성능 향상 뿐만 아니라, 기존의 첨가제와 높은 적합성으로 인해, 함께 

사용할 경우 크게 성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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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급효과

- 새로운 개념의 리튬공기전지 첨가제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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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곤
1008

4639

이공

계열

전기

화학

저널

논문

① Dong-Gyu Lee, Su Hwan Kim, Hyun Ho Lee, Seokmin Shin, 

Jiyun Lee, Se Hun Joo, Yeongdae Lee, Sang Kyu Kwak, and  

Hyun-Kon Song
② Breaking the Linear Scaling Relationship by a Proton Donor for 

Improving Electrocatalytic Oxygen Reduction Kinetics

③ ACS Catalysis 

④ 11, 20, 12712-12720
전기

화학

분석

⑤ 송현곤, 곽상규

⑥ 2021년

⑦ 10.1021/acscatal.1c02934

* 성과의 적합성: 전기 촉매 개발을 통한 연료 전지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금속별로 전도성 카본인 폴리 파이롤을 사용하여 산소 환원 반응에서 

기존의 경향성을 뛰어넘는 성능을 구현함

* 연구성과의 우수성: 활성산소의 흡착 결합에너지의 감소 (0.3 -> 0 eV) 로 인하여 산소 환원 반응의 

과전압 0.2 V 감소 

* 파급효과

- 금속 기반의 산소 환원 반응의 효율 상승

- 새로운 메커니즘의 규명 및 파급 연구 분야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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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곤
1008

4639

이공

계열

전기

화학
저널

논문

① Yuju Jeon, Jonghak Kim, Haeseong Jang, Jeongin Lee, Min Gyu 

Kim, Nian Liu and Hyun-Kon Song
② Argentophilic pyridinic nitrogen for embedding lithiophilic silver 

nanoparticles in a three-dimensional carbon scaffold for reversible 

lithium plating/stripping

③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A

④ 10, 1768전기

화학

분석

⑤ 송현곤

⑥ 2022년

⑦ 10.1039/D1TA07306K

* 성과의 적합성: 차세대 전지에 필수적인 리튬 금속 기반 3D 음극의 전기화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리튬친화적인 은 이온과 질소 이온간 초분자적 구조체 형성을 통해 전극 

구조체 내 은 함량을 10배 이상 끌어올림

* 연구성과의 우수성: 기록적인 은 함유량을 통해, 3D 리튬 전극 구조체 내 안정적인 리튬 전,탈착을 

유도해 3 mA cm-2의 고속 충방전 조건에서 800회 이상의 수명특성을 보였음

* 파급효과

- 3D 리튬 전극의 부피당 은 함량을 증가시켜, 리튬금속 저장량 개선 및 전극 부피변화를 완화시킴으로써 

얇고 안정적인 3D 리튬 전극 제작의 초석을 마련함

37
양창덕

1016

9769

이공

계열

유기

합성

화학
저널

논문

① Mingyu Jeong, In Woo Choi, Kanghoon Yim, Seonghun Jeong, 

Minjin Kim, Seung Ju Choi, Yongjoon Cho, Jeong-Ho An, 

Hak-Beom Kim, Yimhyun Jo, So-Huei Kang, Jin-Hyuk Bae, 

Chan-Woo Lee, Dong Suk Kim, Changduk Yang 
② Large-area perovskite solar cells employing spiro-Naph hole 

transport material

③ Nature Photonics

④ 16, 119유기

전자

재료

합성

⑤ 양창덕

⑥ 2022년

⑦ 10.1038/s41566-021-00931-7

* 성과의 적합성: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용 유기물 신소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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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상용화를 위한 모듈 형태의 고 효율 및 안정성 향상

* 연구성과의 우수성: 기존에 쓰이던 정공수송층 소재에 나프탈렌 구조를 분자구조에 넣음으로써 분자끼리의 

상호작용의 변화에 른 전하전달 성능 향상과 소수성의 강화로 인한 안정성 향상

* 파급효과

- 60℃ 이상의 고온에서 전지를 작동하는 열 안정성 실험과 2000시간에 걸친 장기 내구성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줌

- 또한 전지를 25cm2으로 확장해 모듈형태로 성능향상을 보여줌으로써 보고된 모듈의 광전변환효율 중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함

- 출처 : 에너지환경신문(http://www.enenews.co.kr)

- 인용횟수 : 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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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덕
1016

9769

이공

계열

유기

합성

화학
저널

논문

① Byongkyu Lee, Seoyoung Kim, Hak-Won Nho, Jiyeon Oh, 

Geunhyung Park, Mingyu Jeong, Yongjoon Cho, Sang Myeon Lee, 

Oh-Hoon Kwon, Changduk Yang
② Viable Mixing Protocol Based on Formulated Equations for 

Achieving Desired Molecular Weight and Maximal Charge 

Separation of Photovoltaic Polymer

③ Advanced Energy Materials

④ 11(46), 2102594유기

전자

재료

합성

⑤ 양창덕

⑥ 2021년

⑦ 10.1002/aenm.202102594

* 성과의 적합성: 유기 고분자의 분자량 조절 방법론 제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합성된 고분자 배치와 분자량이 다른 배치를 혼합하여 정밀하게 제어된 

분자량을 가진 고분자 배치 재현

* 연구성과의 우수성: 기존의 제어할 수 없는 유기 고분자의 분자량을 공식화하여 적절한 고분자 배치를 

기존에 만들어진 배치들을 사용하여 혼합해 만들어 태양전지 성능에 대한 분자량의 영향을 추가적으로 

살펴봄

* 파급효과

- 이러한 고분자 혼합 적근 방식은 원하는 분자량 고분자를 만들어 내는데 유용하며, 재현성 높은 

태양전지을 만들 수 있음.

- 인용 횟수 :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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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덕
1016

9769

이공

계열

유기

합성

화학
저널

논문

① Lian Zhong, So-Huei Kang, Jiyeon Oh, Sungwoo Jung, Yongjoon 

Cho, Geunhyung Park,Seunglok Lee, Seong-Jun Yoon, Hyesung 

Park,Changduk Yang
② Naphthalene as a Thermal-Annealing-Free Volatile Solid 

Additive in Non-Fullerene Polymer Solar Cells with Improved 

Performance and Reproducibility

③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④ 32(33), 2201080유기

전자

재료

합성

⑤ 양창덕

⑥ 2022년

⑦ 10.1002/adfm.202201080

* 성과의 적합성: 고휘발성 고체 첨가제를 통한 분자 배열 향상 및 태양전지 성능 향상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기존의 태양전지의 필수 요소인 열처리 과정은 소자 제조 공정의 

복잡성이 증가하는 요소였음. 하지만 개발한 고체 첨가제를 사용하면 열처리 공정을 할 필요 없이 

태양전지 성능을 높일 수 있음

* 연구성과의 우수성: 기존 태양전지에 사용되는 용매 첨가제로 처리된 태양전지보다 고휘발성 고체 

첨가제인 나프탈렌을 사용하였을 때 우수한 성능과 높은 재현성을 확인할 수 있음

*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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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전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저비용의 우수한 고휘발성 고체 첨가제의 발견을 통한 새로운 

접근방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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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욱
1155

5018

이공

계열

계면

/표

면공

학
저널

논문

① Jintae Park, Jinwoo Park, Jinhoon Lee, Chanoong Lim, Dong 

Woog Lee
② Size Compatibility and Concentration Dependent Supramolecular 

Host-guest Interactions at Interfaces

③ Nature Communications

④ 13, 112Inter

facia

l 

Phys

ics

⑤ 이동욱

⑥ 2022년

⑦ 10.1038/s41467-021-27659-w

* 성과의 적합성: 차세대 기능성 물질로 쓰일 수 있는 호스트/게스트 간섭력 정량화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기존에는 단분자 힘만을 측정하였던 한계점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간섭 에너지로의 변환을 비교적 정확하게 수행하여, 기존 계산결과와 일치함을 보임.

* 연구성과의 우수성: 싸이클로덱스트린/아다만틴 간섭에너지 직접 측정

* 파급효과

- 차세대 기증성 고분자 물질, 또는 자극 감응성 물질 제작시 라이브러리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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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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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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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공

학
저널

논문

① Myung Jin Baek, Jieun Choi, Taeung Wi, Hyeong Yong Lim, 

Min Hoon Myung, Chanoong Lim, Jinsu Sung, Jeong-Sun Park, Ju 

Hyun Park, Yul Hui Shim, Jaehyun Park, Seok Ju Kang, Youngsik 

Kim, So Youn Kim, Sang Kyu Kwak, Hyun-Wook Lee, Dong Woog 

Lee
② Strong Interfacial Energetics Between Catalysts and Current 

Collectors in Aqueous Sodium-air Batteries

③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A

④ 10(9), 4601-4610Inter

facia

l 

Phys

ics

⑤ 이동욱, 이현욱, 곽상규

⑥ 2022년

⑦ 10.1039/D2TA00329E

* 성과의 적합성: 차세대 에너지저장장치인 해수전지의 양극부 고분자 바인더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기존에는 소수성 및 비접착성 바인더를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친수성을 띄고, 강한 수중접착능력을 갖는 고분자 바인더 합성.

* 연구성과의 우수성: 해수전지 성능의 비약적 상승

* 파급효과

- 해수전지 상용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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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저널

논문

① Minseong Kim, Jinwoo Park, Kyung Min Lee, Eeseul Shin, 

Suebin Park, Joonhee Lee, Chanoong Lim, Sang Kyu Kwak, Dong 

Woog Lee, Byeong-Su Kim
② Peptidomimetic Wet-Adhesive PEGtides with Synergistic and 

Multimodal Hydrogen Bonding

③ 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

④ 144(14), 6261-6269Inter

facia

l 

Phys

ics

⑤ 이동욱, 곽상규

⑥ 2022년

⑦ 10.1021/jacs.1c11737

* 성과의 적합성: 카테콜 포함 고분자의 수중접착 메커니즘 연구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기존에는 비교적 rigid한 카본백본을 사용해 고분자를 제작하였으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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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Polyether 백본을 사용해 유연성과 추가적인 수소결합을 가능하게 했음.

* 연구성과의 우수성: 현 시점에서 가장 강한 수중 접착력을 갖는 고분자 합성. 수중접착 메너지금으로 

다중모드의 수소결함을 제안함.

* 파급효과

- 수중접착제 디자인에 라이브러리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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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화학

공학

저널

논문

① ChandranSathesh-Prabu,  Rameshwar Tiwari, Do Yun Kim  and 

Sung Kuk Lee
② Inducible and Tunable Gene Expression Systems for 

Pseudomonas putida KT2440

③ Scientific Reports

④ 11, 18079대사

공학

/합

성생

물학

⑤ 이성국

⑥ 2021년

⑦ 10.1038/s41598-021-97550-7

* 성과의 적합성:  화학물질 및 의약품 합성 산업 등 에너지(친환경) 분야에서 미생물 개량에 필요한 부품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슈도모나스 푸티다(Pseudomonas putida) 균주에서 다양한 탄소원으로부터 

유도될 수 있는 프로모터 시스템 개발 및 새로운 발현 시스템 발굴

* 연구성과의 우수성: 슈도모나스 푸티다에서 탄소원에 의해 유도되는 새로운 프로모터 시스템 개발

* 파급효과

- 새로 개발된 프로모터 시스템은 기존에 보고된 화학 유도 시스템에 준하는 효율을 보여줌, 이는 

슈도모나스 푸티다를 이용하는 화학물질 및 의약품 합성 산업에서 강력한 이점을 가질 수 있음

44

이성국
1020

0613

이공

계열

생물

화학

공학

저널

논문

① ChandranSathesh-Prabu, Rameshwar Tiwari, and Sung Kuk Lee

② Substrate-inducible and antibiotic-free high-level 

4-hydroxyvaleric acid production in engineered Escherichia coli

③ Frontiers in Bioengineering and Biotechnology

④ 10, 960907대사

공학

/합

성생

물학

⑤ 이성국

⑥ 2022

⑦ 10.3389/fbioe.2022.960907

* 성과의 적합성: 재생성 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친환경적 바이오플라스틱 합성에 사용될 수 있는 단량체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항생제와 화학 유도물질을 이용하던 기존의 시스템이 아닌 항생제를 

이용하지 않고 바이오매스를 유도물질로 이용하는 미생물 기반 화학물질 합성 시스템의 개발

* 연구성과의 우수성: 항생제 혹은 화학 유도물질의 첨가 없이 재조합 균주에서 레불린산으로 부터 82 

g/L의 4-하이드록시 발레레이트 생산

* 파급효과

- 재조합 미생물을 이용한 화학물질 합성 시 항생제 및 화학 유도물질의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높은 비용, 

항생제 내성균주의 발생 등 문제 해결

45
이성국

1020

0613

이공

계열

생물

화학

공학

저널

논문

① Rameshwar Tiwari, ChandranSathesh-Prabu, and Sung Kuk Lee

② Bioproduction of Propionic cid using Levulinic acid by 

Engineered Pseudomonas putida

③ Frontiers in Bioengineering and Biotechnology

④ 10, 797020대사

공학

/합

성생

물학

⑤ 이성국

⑥ 2021

⑦ 10.3389/fbioe.2022.939248

* 성과의 적합성: 재생성 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친환경적 바이오플라스틱 합성에 사용될 수 있는 단량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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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슈도모나스 푸티다 균주를 이용하여 레불린산으로부터 프로피온산을 

합성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존 프로피온산 생산에 이용되던 균주들의 느린 성장, 대량의 2차 

대사산물 생산 등의 문제를 극복

* 연구성과의 우수성: 재조합된 슈도모나스 푸티다를 이용하여 레불린산으로부터 26.8 g/L의 프로피온산 합성

* 파급효과

- 위 논문을 통해 슈도모나스의 레불린산 분해 경로가 산업에서 지속 가능한 프로피온산 생산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

46

이재성
1008

7281

이공

계열

화학

공학

저널

논문

① Hyo Eun Kim, Jeehye Kim, Eun Cheol Ra, Hemin Zhang, 

YounJeong Jang, Jae Sung Lee 

② Photoelectrochemical Nitrate Reduction to Ammoniaon Ordered 

Silicon Nanowire Array Photocathodes

③ Angewandte Chemie International Edition

④ 61(25), e202204117

촉매

공학

⑤ 이재성

⑥ 2022년

⑦ 10.1002/anie.202204117

* 성과의 적합성: 질산염에서 암모니아를 얻는 광촉매 기술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전기분해 대신 햇빛을 이용하여 아주 낮은 전압 하에서 95.6%라는 높은 

선택도로 질산염을 환원시켜 암모니아를 생성할 수 있는 광촉매 기술 개발 

* 연구성과의 우수성: 물에 잘 녹지 않는 질소를 물에 녹여 그린 암모니아를 95.6%라는 높은 선택도로 

생성함

* 파급효과

- 그린 암모니아 생산의 새로운 기술로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제시

47

이재성
1008

7281

이공

계열

화학

공학

저널

논문

① Young Kyeong Kim, Tack Ho Lee, Jiwoo Yeop, Woo Jin Byun, 

Jin Hyun Kim, Jin Young Kim, Jae Sung Lee

② Hetero-Tandem Organic Solar Cells Drive Water Electrolysis 

with a Solar-to-Hydrogen Conversion Efficiency Up to 10%

③ Applied Catalysis B: Environmental

④ 309, 121237

촉매

공학

⑤ 이재성, 김진영

⑥ 2022년

⑦ 10.1016/j.apcatb.2022.121237

* 성과의 적합성: 친환경 그린 수소 생산 기술 및 시스템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밴드갭 조절을 통해 빛의 흡수 영역을 원활하게 조절 할 수있는 유기 

반도체 소재를 이용하여 빛의 활용범위를 최대화한 태양광 수소생산 시스템 설계  

* 연구성과의 우수성: 서로다른 두가지 소재를 이용하여 물분해 반응에 최적화된 Hetero tandem 유기 

태양전지 제작.

- 유기 반도체를 이용한 태양광 수소생산 시스템중 세계 최고 수준인 10% STH 효율 및 84.5% 시스템 전환 

효율 달성

- 동일한 소재를 이용하여 무전선 인공잎사귀 형태의 태양광 수소생산 시스템 실증 

* 파급효과

- 태양전지-수전해 시스템에 유기반도체 소재의 가능성을 증명하여  반도체 물질의 범위를 유기 소재까지 

확장 시킴

- 물분해 반응에 최적화된 hetero tandem 태양전지 디자인 개발 방향 제시

- 세계 최초로 유기 태양전지를 이용하여 상용화의 기준이 되는 10% STH 효율을 달성하여 가능성을 

입증함  

48 이재성
1008

7281

이공

계열

화학

공학

저널

논문

① Jeehye Kim, Youn Jeong Jang, Woonhyuk Baek, A. Reum Lee, 

Jae-Yup Kim, Taeghwan Hyeon, Jae Sung Lee

② Highly Efficient Photoelectrochemical Hydrogen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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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Nontoxic CuIn1.5Se3 Quantum Dots with ZnS/SiO2 Double 

Overlayers

③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④ 14(1), 603
촉매

공학

⑤ 이재성

⑥ 2022년

⑦ 10.1021/acsami.1c16976

* 성과의 적합성: 태양광전환 연료 생산 전극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기존 양자점 소재의 surface trap site를 ZnO/SiO2 이중보호층을 

이용하여 광야기된 전자와 정공이 빠르게 재결합하는 문제점을 해결함 

* 연구성과의 우수성: 무독성양자점을 이용한 광양극 중 가장 높은 효율을 획득함

* 파급효과

- 쉽고 저렴하게 합성할 수 있는 양자점을 광전기화학적 연료 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

49

이준희 1149
8089

이공

계열

에너

지띠

/전

자구

조 저널

논문

① Kendall D. Hughey, Minseong Lee, Jisoo Nam, Amanda J. Clune, 

Kenneth R. O’Neal, Wei Tian, Randy S. Fishman, Mykhaylo 

Ozerov, JunHee Lee, Vivien S. Zapf, Janice L. Musfeldt
② High-Field Magnetoelectric and Spin-Phonon Coupling in 

Multiferroic (NH4)2[FeCl5·(H2O)]

③ Inorganic Chemistry
고체 

물리

-화

학 

이론

④ 61(8), 3434

⑤ 이준희

⑥ 2022년

⑦ 10.1021/acs.inorgchem.1c03311

* 성과의 적합성: 다양한 혼합 프로세스를 통해 공간에서 제어되는 다강체 및 자기전기에 대한 이해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고전장 전기 분극, 자기적외선 분광법, 격자 역학 계산을 통해 기존의 

자화 시스템과 결합하여 자기장-온도의 위상 다이어그램에서 물질 간의 경쟁 구조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 

* 연구성과의 우수성: 600cm-1 미만의 모든 진동 모드가 30T에서 완전히 포화된 자기 상태로의 자기장 

유도 전환을 통해 스핀-포논 커플링을 추출하여 이러한 플랫폼이 다강체 및 자기전기에 대한 더 큰 이해 

가능

* 파급효과

- 컴퓨터 모델링과 실험을 통한 저온에서의 다강체에 대한 여러 가지 위상에 대한 원리 규명을 통해 

앞으로 다른 물질 연구에 도움

50

이준희 1149
8089

이공

계열

에너

지띠

/전

자구

조 저널

논문

①  Yeongdae Lee, Jang Hyuk Ahn, Seokmin Shin, Seo-Hyun Jung, 

Han-Saem Park, Yoon-Gyo Cho, Dong-Gyu Lee, Hoyoul Kong, Jun 

Hee Lee, Hyun-Kon Song
② Metal-Nitrogen Intimacy of the Nitrogen-Doped Ruthenium 

Oxide for Facilitating Electrochemical Hydrogen Production

③ Applied Catalysis B: Environmental
고체 

물리

-화

학 

이론

④ 303, 120873

⑤ 이준희, 송현곤

⑥ 2021년

⑦ 10.1016/j.apcatb.2021.120873

* 성과의 적합성: 저렴한, 고성능의 산화루테늄 수소발생반응 촉매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기존 수소발생촉매인 Pt/C는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값비싼 백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저렴한 소재의 필요성이 대두됨. 산화루테늄에 질소를 도핑해 염기환경에서 

백금보다 더 우수한 성능과 안정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

* 연구성과의 우수성: 염기환경에서 기존의 값비싼 백금촉매보다 더 우수한 성능과 안정성을 보임

*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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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모델링을 통한 염기환경에서의 반응 장소 및 메커니즘, 질소 도핑이 어떤 원리로 더 우수한 

성능을 끌어내는지 규명

- 인용횟수 : 7회

51

이준희 1149
8089

이공

계열

에너

지띠

/전

자구

조 저널

논문

① Ki-Yong Yoon, Juhyung Park, Hosik Lee, Ji Hui Seo, Myung-Jun 

Kwak, Jun Hee Lee, Ji-Hyun Jang
② Unveiling the Role of the Ti Dopant and Viable Si Doping of 

Hematite for Practically Efficient Solar Water Splitting

③ ACS Catalysis

고체 

물리

-화

학 

이론

④ 12(9), 5112

⑤ 이준희, 장지현

⑥ 2022년

⑦ 10.1021/acscatal.1c05106

* 성과의 적합성: 태양광 기반 물분해 소재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기존에 개별로 사용되던 dopant들을 codoping시켰을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태양광 흡수에 의한 물 분해 성능을 눈에 띄게 

향상시켰으며,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 그에 대한 원리를 규명함

* 연구성과의 우수성: 기존 방식으로 합성한 Si:Ti-hematite 대비 photocurrent density 450%배 향상

* 파급효과

-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 co-doping에 의한 구조 및 에너지 변화를 규명, 해당 원리를 바탕으로 동일한 

시너지 효과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인용횟수 : 2회

52

이지석
1099

6736

이공

계열

고분

자공

학
저널

논문

① Younghoon You, Mi-Jeong Kim, Gwang-Noh Ahn, Sanghyun 

Bae, Dowon Kim, Jung-Kyun Kim, Yongeun Kwon, Jungki Ryu, 

Jiseok Lee, Dong-Pyo Kim

② Bimodal Light-Harvesting Microfluidic System Using 

Upconversion Nanocrystals for Enhanced Flow Photocatalysis

③ Advanced Materials Technologies

④ 권(호), 2101656기능

성 

고분

자

⑤ 류정기

⑥ 2022년

⑦ 10.1002/admt.202101656

* 성과의 적합성: Bimodal light-harvesting microfluidic system을 활용한 광촉매 기반 고효율 유기 합성 기술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기존연구와 달리, anti-stokes shift를 보여주는 UCNs을 광촉매 반응 

시스템에 적용하여 광촉매 기반 유기 합성 효율을 높임

* 연구성과의 우수성: 대표 광촉매 반응인 aza-Henry reaction 기반의 기존연구들은 물질이 변환되는데 

4~12시간 걸린다고 보고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스템은 28분 만에 물질 변환이 완료되었으며 약 

2배로 광촉매 효율을 높임.

* 파급효과

- 새로운 microfluidic system을 통한 높은 처리량의 광촉매 기반 유기 합성법을 제시함

- 반응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미세 유기 구조체 대량합성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함

- NIR을 활용하여 기존의 UV를 활용한 광촉매 반응 시스템 대비 에너지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함

53 이창영
1110

9810

이공

계열

기타

화학

공학

저널

논문

① Yun-Tae Kim, Daeik Kim, Sanghwan Park, Anar Zhexembekova, 

Mirang Byeon, Tae Eun Hong, Jongwon Lee, Chang Young Lee
② Aqueous Microlenses for Localized Collection and Enhanced 

Raman Spectroscopy of Gaseous Molecules

③ Advanced Optical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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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9(22), 2101209
기타

화학

공학

⑤ 이창영

⑥ 2021년

⑦ 10.1002/adom.202101209

* 성과의 적합성: 소금물 렌즈를 이용한 증강 라만 분광법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기존의 나노물질 대신, 소금물 마이크로렌즈를 간단하게 형성하여 가스 

물질 포집 및 라만 분광법을 통한 식별을 성공.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소금이기에 친환경적인 기술로 

활용 가능

* 연구성과의 우수성: parts-per-billion (ppb) 수준의 Dimethyl methylphosphonate 탐지 성공

* 파급효과

- Polydimethylsiloxane (PDMS)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마이크로렌즈 형성 가능

- 액체-기체 계면에서의 상호 작용 활용 방안 제시

- 분자 포집 기술로 저농도 탐지 가능

- 일정 습도 이상에서는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

54

이창영
1110

9810

이공

계열

기타

화학

공학
저널

논문

① Seung Min Moon, Seongwoo Lee, Hyegi Min, Sanghwan Park, 

Sook Yoon, Jae Hong Choi, Soon Min Yoon, Byeongyun Jung, 

Taehyun Im, Chan-seok Jeong, Beomjin Kim, Chang Young Lee
② Design and Integration of a Gas Sensor Module that Indicates 

the End of Service Life of a Gas Mask Canister

③ Advanced Materials Technologies

④ 7(3), 2100711
기타

화학

공학

⑤ 이창영

⑥ 2022년

⑦ 10.1002/admt.202100711

* 성과의 적합성: 정화통 잔여 수명 지시기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탄소나노재료 기반 화학저항 센서를 이용하여 산업에서 나오는 Toxic 

industrial chemicals (TIC)에 의한 정화통 오염을 확인함. 이 기술을 통해 버려지는 정화통을 줄일 수 있음

* 연구성과의 우수성: 수명을 75%, 50%, 25%, 0%로 직관적으로 확인

* 파급효과

- 정화통 수명을 사용자가 알 수 있기에 안정성 확보 가능

- 잔여 수명을 알지 못해 버려지는 정화통을 줄일 수 있음  

- 다른 정화통에도 적용 가능

- 국내특허 1건 등록

55

이창영
1110

9810

이공

계열

기타

화학

공학 저널

논문

① Saikat Sinha Ray, Ritesh Soni, In-Chul Kim, You-In Park, Chang 

Young Lee, Young-Nam Kwon

② Surface innovation for fabrication of superhydrophobic sand 

grains with improved water holding capacity for various 

environmental applications

③ Environmental Technology & Innovation

④ 28, 102849기타

화학

공학

⑤ 이창영

⑥ 2022년

⑦ 10.1016/j.eti.2022.102849

* 성과의 적합성: 초소수성 모래개발을 통한 수분 보유능력 향상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오일/물 분리를 위해 널리 사용되던 기술이지만, 에너지 보존적이고 

저렴하게 만드는 방법을 제시함. 잠재적으로 건조한 조건에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연구성과의 우수성: 물에 대한 접촉각을 평균 151도로 만들 수 있음

* 파급효과

- 수분 보유력 및 저장 능력을 통해 건조 지역 농업 개선에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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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 청소 기능을 통해 생산력 증진에 적용 가능

- 쉽고 저렴하게 생산 가능함

- 건조 지역에서 수분 손실을 줄여 에너지 절약 가능

56

이현욱
1110

7417

이공

계열

환경

/에

너지

세라

믹스
저널

논문

① Ji Eun Lee, Kern-Ho Park, Jin Chul Kim, Tae-Ung Wi, A. 

Reum Ha, Yong Bae Song, Dae Yang Oh, Jehoon Woo, Seong 

Hyeon Kweon, Su Jeong Yeom, Woosuk Cho, Kyung Su Kim, 

Hyun-Wook Lee, Sang Kyu Kwak, Yoon Seok Jung
② Universal Solution Synthesis of Sulfide Solid Electrolytes Using 

Alkahest for All-Solid-State Batteries

③ Advanced Materials

④ 34(16), 2200083에너

지저

장소

재

⑤ 이현욱, 곽상규

⑥ 2022년

⑦ 10.1002/adma.202200083

* 성과의 적합성: 차세대 에너지 저장소재 합성법 개선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1,2-ethylenediamine 과 1,2-ethanedithiol 을 혼합하여 다양한 종류의 

황화물계 precusor을 손쉽게 용해시킬 수 있는 독창적인 용매 시스템을 고안. 

* 연구성과의 우수성: 새로 고안한 합성법을 통해 LPSCl, LGPS, NSPS 고체전해질을 성공적으로 합성 및 

품질을 향상시킴. 

* 파급효과

- Solution 기반 황화물계 전고체 전해질 합성법을 개선시킴으로써 전고체 전지의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 제시  

- 인용횟수 : 5회

57

이현욱
1110

7417

이공

계열

환경

/에

너지

세라

믹스
저널

논문

① Changhyun Park, Min-Ho Kim, Sangho Ko, Chanhee Lee, 

Ahreum Choi, Taewon Kim, Jinwoo Park, Dong Woog Lee, Seok 

Woo Lee, Hyun-Wook Lee
② Prussian Blue Nanolayer-Embedded Separator for Selective 

Segregation of Nickel Dissolution in High Nickel Cathodes

③ Nano Letters

④ 22(4), 1804-1811에너

지저

장소

재

⑤ 이현욱, 이동욱

⑥ 2022년

⑦ 10.1021/acs.nanolett.1c03973

* 성과의 적합성: 리튬이온전지용 차세대 분리막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청바지 염료로 널리 쓰이는 프러시안 블루 물질을 분리막에 코팅하여 

양극에서 용출된 전이금속 이온이 음극으로 넘어가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주어 부반응에 의한 배터리의 

열화를 효과적으로 억제함.  

* 연구성과의 우수성: 기존 분리막과 비교하여 프러시안 블루를 코팅한 분리막을 사용했을 때 150 사이클 

후 배터리의 최종 용량이 30.2% 더 높은 것으로 보아 새로 고안한 분리막이 배터리 용량 감소를 

효과적으로 막아준 다는 것을 확인함. 

* 파급효과

- 간단한 분리막 코팅 기술을 통해 전이금속 용출에 의한 부반응을 억제하여 리튬 이온 전지의 배터리의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킴. 간편한 공정으로 추후 다양한 배터리 형태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Nano Letters의 Supplementary 표지 논문으로 선정 

- 국내특허 1건 출원

58 이현욱
1110

7417

이공

계열

환경

/에

너지

세라

저널

논문

① Ahreum Choi, Taewon Kim, Min-Ho Kim, Seok Woo Lee, Young 

Hwa Jung, Hyun-Wook Lee

② Mitigating Jahn–Teller Effects by Fast Electrode Kinetics 
Inducing Charge Redistribution

③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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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스 ④ 32(19), 2111901
에너

지저

장소

재

⑤ 이현욱

⑥ 2022년

⑦ 10.1002/adfm.202111901

* 성과의 적합성 : 차세대 수계 에너지 저장 소재 분석

*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 소듐 전지의 활물질로 널리 사용되는 프러시안 계 활물질을 분석 및 

개선한 연구. 유기계와 수계의 시스템을 분석하여 활물질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이에 따른 원인도 

분석함.

* 연구성과의 우수성 : 고농도 수계 전해질을 사용하여 기존의 유기계나 수계를 사용할 때 대비 50% 

이상의 싸이클 수명 향상

* 파급효과 

- 가속기 분석을 통한 구조 및 산화수 변화를 관찰하여 수명 향상의 원인을 규명함. 새로운 수계 전지의 

개발 방향 제시

-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의 back 표지논문으로 선정, YTN 사이언스, 한국일보 등에 우수연구성과로 

소개됨. 

- 국내 특허 1건 출원

- 인용횟수 : 1회 

59

임한권
1097
0951

이공

계열

화학

공학

저널

논문

① Dongjun Lim§, Aejin Lee§, Ayeon Kim, Junaid Haider, Hrvoje 

Mikulcic*, Boris Brigljevic*, Hankwon Lim*

② A 4E feasibility analysis of an on-site, ammonia sourced, 

hydrogen refueling station

③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④ 363, 132356

⑤ 임한권

⑥ 2022년

⑦ 10.1016/j.jclepro.2022.132356

* 성과의 적합성: 암모니아 기반으로 제조된 수소 생산 공정을 수소 충전소으로의 공급을 중점적으로 한 

타당성 평가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암모니아를 기반으로 한 on-site 수소 생산 공정 및 수소 충전소를 

중점적으로 정밀한 공정 설계 및 다양한 관점에서의 타당성 평가를 진행함

* 연구성과의 우수성: 암모니아 기반 on-site 수소 생산 공정 및 수소충전소 중심 타당성 평가는 정밀한 

공정 설계를 수립 후 설계 기반 데이터를 4E(exergy, energy, economic, and environmental)의 폭 넓은 

관점에서 분석함

* 파급효과

- on-site 암모니아 기반의 수소 생산 공정에 대한 정밀한 공정 설계 기반으로 추후 산업 수준에서 도입될 

수소 생산 공정에 대한 기술적 가이드라인 제시

- 수소 충전소를 목표로 공급되는 수소 생산 및 공급 시나리오에 대한 선제적 타당성 평가를 제시함으로서, 

이후 주목되고 있는 수소 공급 시나리오에 대한 경제적·환경적 가이드라인 제시 

60
임한권

1097
0951

이공

계열

화학

공학

저널

논문

① Manhee Byun, Heehyang Kim, Aejin Lee, Seunghyun Cheon, 

Jiwon Gu, Hankwon Lim*

② What is the best scenario to utilize landfill ga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pproaches for technic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feasibility

③ Green Chemistry

④ 24, 5869

⑤ 임한권

⑥ 2022년

⑦ 10.1039/D2GC01108E

* 성과의 적합성: 매립지 가스를 토대로 수소, 전기, 고부가가치 화합물로 전환하는 공정에 대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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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평가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매립지 가스를 활용해 고부가가치 화합물로 전환하는 반응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고 있었지만, 다양한 시나리오를 비교 분석한 연구의 부재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 

및 환경성을 동시에 평가하는 데에 의의가 있음

* 연구성과의 우수성: 매립지 가스를 활용하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경제성 및 환경성을 정성적, 

정량적인 관점 모두에서 타당성 평가를 진행해 관련 시나리오를 결정하는 데에 유용한 가이드라인 제시 

가능

* 파급효과

- 매립지 가스를 활용한 다양한 수소 생산 시나리오 비교 분석 가능

- 매립지 가스를 활용해 methanol, dimehtyl-ether, formic acid와 같은 고부가가치 화합물을 제조하는 

다양한 시나리오 비교 분석 가능

- 매립지 가스를 활용한 다양한 전기 생산 시나리오 비교 분석 가능

61

임한권
1097
0951

이공

계열

화학

공학
저널

논문

① Changgwon Choe, Seunghyun Cheon, Jiwon Gu, Hankwon Lim*

② Critical aspect of renewable syngas production for 

power-to-fuel via solid oxide electrolysis: integrative assessment 

for potential renewable energy source

③ Renewable & Sustainable Energy Reviews

④ 161, 112398

⑤ 임한권

⑥ 2022년

⑦ 10.1016/j.rser.2022.112398

* 성과의 적합성: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원을 토대로 solid oxide electrolysis(SOE)를 통해 생산된 수소를 

syngas로 전환하는 공정에 대한 타당성 평가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SOE와 같은 수전해를 통해 수소를 생산하는 공정을 넘어 고부가가치 

화합물인 syngas로 전환하는 공정에 대한 폭넓은 분석

* 연구성과의 우수성: 연구 대상이 되는 신재생 에너지원을 Hydropower, On-shore wind, Off-shore wind, 

Solar PV, Bioenergy, Geothermal로 폭 넓게 설정하였으며 경제성 및 환경성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최적 

신재생 에너지원을 도출함

* 파급효과

- 수전해를 통해 생산된 수소의 사용처를 단순 연료로서가 아닌 다양한 화합물을 생산하는 공정으로까지 

시야를 넓혀 고려하여 보다 다양한 활용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타 화학 공정에 비해 타당성 평가가 미비한 수전해 공정에 대한 경제적 및 환경적 타당성 평가를 통해 

기술적 성능을 비롯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가이드라인 제시

62

장성연
1014

1982

이공

계열

고분

자공

학

저널

논문

① Yoga Trianzar Malik, Zico Alaia Akbar, Jin Young Seo, Sangho 

Cho, Sung-Yeon Jang, Ju-Won Jeon
② Self-Healable Organic–Inorganic Hybrid Thermoelectric Materials 

with an Excellent Ionic Thermoelectric Properties

③ Advanced Energy Materials

④ 12(6), 2103070정보

/전

자용

고분

자

⑤ 장성연

⑥ 2021년

⑦ 10.1002/aenm.202103070

* 성과의 적합성: 자가 치유 및 신축성 있는 열전(TE) 재료는 자가 구동식 유연한 웨어러블 장치가 기계적 

손상을 자가 수리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함.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전례 없이 높은 이온성 TE 성능 지수(ZTi = 3.74 at 80% 상대 습도)와 

강력한 동시 자가 치유 및 유연함을 가진 유기-무기 이온 TE 복합재(OITC)를 개발함.

* 연구성과의 우수성: 고성능 자가 치유 OITC는 건강 관리 모니터링, IoT 및 소프트 로봇을 포함한 다양한 

신흥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웨어러블 에너지 수확/저장 장치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될 수 있음.

*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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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I IF 29.698의 우수한 논문이며 상위 3% 미만의 저널에 게제됨

- 인용횟수 8회

63

장성연
1014

1982

이공

계열

고분

자공

학

저널

논문

① Zico Alaia Akbar, Yoga Trianzar Malik, Dong-Hu Kim, Sangho 

Cho, Sung-Yeon Jang, Ju-Won Jeon 
② Self-Healable and Stretchable Ionic-Liquid-Based Thermoelectric 

Composites with High Ionic Seebeck Coefficient

③ Small

④ 18(17), 2106937정보

/전

자용

고분

자

⑤ 장성연

⑥ 2022

⑦ 10.1002/smll.202106937

* 성과의 적합성: 웨어러블 전자 장치, 특히 자가 구동 웨어러블 전자 장치의 발전은 유연한 기계적 특성을 

가진 효율적인 에너지 변환 기술의 개발을 필요함.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이온 열전(TE) 재료는 낮은 등급의 열을 수확하여 커패시터 또는 슈퍼 

커패시터를 작동할 수 있는 엄청난 열력으로 인해 큰 주목을 받고 있음.

* 연구성과의 우수성: 본 연구에서 개발된 IL 기반 이온성 TE 복합 재료는 심한 변형(75%) 및 다중 

절단-치유 주기를 포함하여 가혹한 조건에서 우수한 이온성 TE 특성을 유지하는 것을 입증 함.

* 파급효과

- SCI IF 15.153의 우수한 논문이며 상위 10% 미만의 저널에 게제됨

- 인용횟수 2회

64

장성연
1014

1982

이공

계열

고분

자공

학

저널

논문

① Do Hui Kim, Febrian Tri Adhi Wibowo, Dongchan Lee, Narra 

Vamsi Krishna, Sujung Park, Shinuk Cho, Sung-Yeon Jang
② Non-fullerene based Inverted Organic Photovoltaic Device with 

Long-Term Stability

③ Energy & Environmental Materials

④ 0(0), 1정보

/전

자용

고분

자

⑤ 장성연

⑥ 2022

⑦ 10.1002/eem2.12381

* 성과의 적합성: 태양광 발전에 기여함.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성능 저하의 원인을 해결하여 전력 변환 효율(PCE)과 장기 안정성이 

향상된 PM6:Y6 기반 역구조 유기 태양광(i-OPV)을 개발함.

* 연구성과의 우수성: 금속 산화물 기반 전자 수송 층과 벌크-이종 접합 광활성 층 계면 사이의 깊은 

결함은 최적 이하의 PCE와 장치의 열화를 촉진함. 화학적 개질에 의한 계면 결함의 억제는 i-OPV의 PCE 

및 장기 안정성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킴. i-OPV(mi-OPV)는 보고된 PM6:Y6 기반 i-OPV 장치 중 가장 높은 

값인 17.42%의 PCE를 달성함.

* 파급효과

- SCI IF 13.443의 우수한 논문이며 상위 10% 미만의 저널에 게제됨

65 장지욱
1117

4132

이공

계열

화학

공학

저널

논문

① Jaejung Song, Je Min Yu, Jang Hyuk Ahn, Hyeonjin Cho, Jiyeon 

Oh, Yoon Seo Kim, Jieun Kim, Myohwa Ko, Seong‐hun Lee, Tae 
Joo Shin, Hu Young Jeong, Changduk Yang, Jun Hee Lee, Ji‐Wook 

Jang, Seungho Cho
② Selective, Stable, Bias‐Free, and Efficient Solar Hydrogen 

Peroxide Production on Inorganic Layered Materials촉매

화학

공학 

(광

촉매

③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④ 32(25), 2110412

⑤ 양창덕, 이준희, 장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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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광화

학전

극)

⑥ 2022년

⑦ 10.1002/adfm.202110412

* 성과의 적합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발전에 주축인 수소에너지와 더불어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과산화수소를 친환경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고효율의 값싸고 대량생산이 가능한 촉매를 개발하고, 

이를 태양광 과산화수소생산시스템에 적용하여 세계최고효율의 태양광-과산화수소생산율을 기록한 

연구로서 환경친화적 차세대 에너지 시스템 개발에 기여하는 연구결과임,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기존 촉매는 유독성 물질 사용 및 합성과정이 복잡해 상용화에 한계가 

있으나 본 연구는 MgAl 기반 이중층수산화물에 코발트 함량 조절하여 고효율과 고안정성을 증명함.

* 연구성과의 우수성: 본 연구는 친환경 과산화수소 생산 촉매 연구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세계최고수준의 태양광-과산화수소생산효율(3.24%)을 기록하여 차세대 에너지 생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우수한 연구 성과임.

* 파급효과:

-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표지 논문 선정

- 간단한 합성법과 재료로 값싸고 높은 성능의 산소환원 과산화수소생산 전기촉매 개발

- 높은 수율로 대량생산이 가능하여 본 연구 분야의 상용화를 크게 앞당길 것으로 예상됨

- 전기화학적 높은 성능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태양광 화학에너지 생산시스템에 적용됨을 보이고 

차세대 태양광에너지 활용분야에 적용 가능함을 증명함.

66

장지현
1010
1748

이공

계열

무기

광화

학
저널

논문

① Chihyun Hwang, Myung-Jun Kwak, Jinhyeon Jeong, Kyungeun 

Baek, Ki-Yong Yoon, Cheolwon An, Jin-Wook Min, Jonghak Kim, 

Jeongin Lee, Seok Ju Kang, Ji-Hyun Jang, and Hyun-Kon Song

② Critical Void Dimension of Carbon Frameworks to Accommodate 

Insoluble Products of Lithium-Oxygen Batteries

③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④ 14(1), 492-501

촉매

화학

⑤ 장지현, 강석주, 송현곤

⑥ 2022년

⑦ 10.1021/acsami.1c14859

* 성과의 적합성: 차세대 에너지 저장소개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리튬-산소 전지 양극에 주로 활용되어 오던, 나노 크기의 공극을 갖는 

전극 구조 대신, 마이크로미터/나노 스케일의 공극을 갖는 카본 구조체(MmCs)를 제조하여 양극에 

도입함으로써, 리튬-산소 전지의 충/방전 특성을 획기적으로 향상 

* 연구성과의 우수성: 기존 나노 크기 공극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던 방전 산화물(Li-O2)과 전극 활물질의 

전기화학적 접촉이 셀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규명함. MmC 전극은 6 mAh cm-2에 달하는 

우수한 방전 용량과, 120회 이상의 사이클 특성을 나타냄. (나노전극: 방전용량 2 mAh cm-2, 사이클 특성 

30 회)

* 파급효과 

- 사후분석을 통한 리튬 산화물 전/탈착 메커니즘 규명.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양극 소재 개발 방향성 제시 

67
장지현

1010

1748

이공

계열

무기

광화

학
저널

논문

① Juhyung Park, Ki-Yong Yoon, Myung-Jun Kwak, Jae-Eun Lee, 

Jihun Kang, and Ji-Hyun Jang
② Sn-Controlled Co-Doped Hematite for Efficient Solar-Assisted 

Chargeable Zn-Air Batteries

③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④ 13, 46, 54906-54915

촉매

화학

⑤ 장지현

⑥ 2021년

⑦ 10.1021/acsami.1c13872

* 성과의 적합성: 광전기화학반응을 통한 그린수소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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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기존 Zn-air 배터리의 단점인 높은 충전 전압과 낮은 안정성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기존의 귀금속 Ir/C 전극 대신 값싸고 높은 안정성을 보이는 산화철 광촉매 전극을 사용해 높

은 성능을 보이는 solar-assisted Zn-air 배터리를 개발. 

* 연구성과의 우수성: solar-assisted Zn-air 배터리 테스트 결과 (1mA cm-2 for 10min each cycle), Zn-air 

배터리의 이론적인 1.65V 값과 Ir/C 전극을 사용했을 때 나오는 충전 전압 1.68V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1.45V를 보였고 20시간의 테스트 결과 높은 안정성을 보여 기존의 Zn-air 배터리의 단점을 해결. 

* 파급효과 

- solar-assisted Zn-air 배터리에 충전전극으로 산화철 전극을 사용함으로써 메탈에어 배터리의 단점을 해결 

가능 및 새로운 배터리 디자인 제시.

- 인용횟수: 2회

68

장지현
1010

1748

이공

계열

무기

광화

학 저널

논문

① Kyeong-Nam Kang, Sun-I Kim, Jong-Chul Yoon, Jinho Kim, 

Collin Cahoon, and Ji-Hyun Jang
② Bi-functional 3D-NiCu-Double Hydroxide@Partially Etched 

3D-NiCu Catalysts for Non-Enzymatic Glucose Detection and the 

Hydrogen Evolution Reaction

③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④ 14(29), 33013-33023
촉매

화학

⑤ 장지현

⑥ 2022년

⑦ 10.1021/acsami.2c04471

* 성과의 적합성: 친환경적이고 가격 경쟁력 있는 이중 전기화학 촉매 소재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기존의 백금 기반의 값 비싼 촉매 대신, 값 싼 구리 니켈 기반의 많은 

기공을 가지는 집전 장치를 개발하고, 기존의 활물질을 추가로 증착하는 방법이 아닌, 전기화학적으로 

집전 장치의 표면을 변화시켜 활물질로 사용함. 이를 통하여, 전기화학적 당 센서로의 활용 및 수소 

생산의 촉매로 우수한 성능을 가짐.

* 연구성과의 우수성: 기존의 같은 소재의 촉매들 대비 50% 이상의 당 검출 능력 향상 및 수소 생성 

반응시, 백금 메쉬 대비 25% 정도의 과전극 발생

* 파급효과

- 저렴하고 풍부한 금속 소재의 전기화학 촉매를 개발하여, 수소 생성 및 당뇨병에 대한 비효소 포도당 

검출에 대한 광범위한 응용을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함.

- 국내특허 1건 등록

- 인용횟수: 1회

69

정성균
1123

7395

이공

계열

환경

/에

너지

세라

믹스
저널

논문

① Sung‐Kyun Jung, Hyungsub Kim, Seok Hyun Song, Seongsu Lee, 

Jongsoon Kim, Kisuk Kang
② Unveiling the Role of Transition‐Metal Ions in the Thermal 

Degradation of Layered Ni–Co–Mn Cathodes for Lithium 

Rechargeable Batteries

③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④ 32(13), 2108790리튬

이온

배터

리

⑤ 정성균

⑥ 2021년

⑦ 10.1002/adfm.202108790

* 성과의 적합성: 에너지 저장장치 소재 열화거동 이해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높은 에너지 밀도와 안전성을 가진 Ni-rich 층상구조 양극소재 설계에 

대한 이해 제공

* 연구성과의 우수성: 상용화 Ni-rich 양극소재에 대한 산소 발생 메커니즘 이해

* 파급효과

- Ni-rich 양극소재에 대한 산소 발생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제공

- 고안정성 Ni-rich 양극소재 설계 디자인 제공

-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IF : 1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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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정성균
1123

7395

이공

계열

환경

/에

너지

세라

믹스
저널

논문

① Jungmin Kang,Jinho Ahn,Hyunyoung Park,Wonseok Ko,Yongseok 

Lee,Seokjin Lee,Sangyeop Lee,Sung-Kyun Jung,Jongsoon Kim

② Highly Stable Fe2+/Ti3+-Based Fluoride Cathode Enabling 

Low-Cost and High-Performance Na-Ion Batteries

③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④ 32(29), 2201816리튬

이온

배터

리

⑤ 정성균

⑥ 2022년

⑦ 10.1002/adfm.202201816

* 성과의 적합성: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 소재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부피 변화가 작고 다차원 확산 경로를 갖는 개방형 프레임워크 결정 

구조 내에서 이온의 저장을 가능하게 하는 신규 소듐이온 이차전지 양극소재(Na2TiFeF7) 발견

* 연구성과의 우수성: 600사이클 기준 71%의 높은 용량 유지율

* 파급효과

- 저비용, 고에너지 밀도, 장수명 소듐이온 이차전지 양극 소재 개발

- 컴퓨터 모델링을 통한 양극 구조 및 이온 확산 경로에 대한 이해도 제공

-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IF : 19.924))

71

조재필
1005

7111

이공

계열

환경

/에

너지

세라

믹스
저널

논문

① Jaekyung Sung, Namhyung Kim, Jiyoung Ma, Jeong Hyeon Lee, 

Se Hun Joo, Taeyong Lee, Sujong Chae, Moonsu Yoon, Yoonkwang 

Lee, Jaeseong Hwang, Sang Kyu Kwak and Jaephil Cho
② Subnano-sized silicon anode via crystal growth inhibition 

mechanism and its application in a prototype battery pack

③ Nature energy

④ 6, 1164-1175

전지

재료

⑤ 곽상규, 조재필

⑥ 2021년

⑦ 10.1038/s41560-021-00945-z

* 성과의 적합성: 이차전지용 음극 소재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subnano-sized (<1nm)의 Si 소재 합성법 개발을 통한 기존 Si 소재의 

부피팽창 문제 개선

* 연구성과의 우수성: 상용 수준의 각형 셀(103.2kWh, 110Ah ESS) 평가를 통한 2,875 사이클 기준 91%의 

높은 사이클 안정성과 1년 기준 97.6%의 높은 수명 특성 구현

* 파급효과

- Nature energy 표지 논문으로 선정

- 이차전지 중대형 전지의 수명의 개선 기대

- 건식 합성 기술을 통한 대량 생산의 용이성 증가 및 생산비용 절감 효과 기대

72

조재필

 

1005

7111

이공

계열

환경

/에

너지

세라

믹스
저널

논문

① Guangkai Li, Haeseong Jang, Shangguo Liu, Zijian Li, Min Gyu 

Kim, Qing Qin, Xien Liu and Jaephil Cho
② The synergistic effect of Hf-O-Ru bonds and oxygen vacancies 

in Ru/HfO2 for enhanced hydrogen evolution

③ Nature Communications

④ 13, 1270

전지

재료

⑤ 조재필

⑥ 2022년

⑦ 10.1038/s41467-022-28947-9

* 성과의 적합성: water splitting을 위한 촉매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나노입자의 Ru/Vo-HfO2 촉매의 우수한 water splitting 특성에 대한 

메커니즘 규명

* 연구성과의 우수성: Ru/Vo-HfO2 촉매의 Ru-O-Hf 결합과 산소 결함 사이의 강한 상호작용을 통한 우수한 

촉매 특성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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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급효과

- 전기화학적 water splitting을 통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소 생산 방향 제시

- 다양한 재생에너지 변환 장치에 적용 가능한 고성능 촉매 개발 

73

조재필

 

1005

7111

이공

계열

환경

/에

너지

세라

믹스
저널

논문

① Chuang Li, Haeseong Jang, Shangguo Liu, Min Gyu Kim, Liqiang 

Hou, Xien Liu and Jaephil Cho
② P and Mo Dual Doped Ru Ultrasmall Nanoclusters Embedded in 

P-Doped Porous Carbon toward Efficient Hydrogen Evolution 

Reaction

③ Advanced Energy Materials

④ 12(23), 2200029
전지

재료

⑤ 조재필

⑥ 2022년

⑦ 10.1002/aenm.202200029

* 성과의 적합성: water splitting을 위한 촉매 개발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P와 Mo이 동시에 도핑된 Ru nanocluster의 우수한 전자 이동에 따른 

촉매 특성 향상 

* 연구성과의 우수성: 외부 원자 도핑 및 heterostructure 전략을 통해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20wt% Pt/C 

대비 22배 이상의 높은 활성도를 보이는 효율적인 전기 촉매 개발

* 파급효과

- 안정적인 water splitting을 위한 효율적이고 cost-effective한 촉매 개발 방향 제시

- 다양한 재생에너지 변환 장치에 적용 가능한 고성능 촉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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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구의 수월성을 대표하는 연구업적물 (최근 1년(2021.9.1.-2022.8.31.)

연

번
대표연구업적물 설명

1

■ 연구 업적: Minjin Kim, Jaeki Jeong, Haizhou Lu, Tae Kyung Lee, Felix T. Eickemeyer, 

Yuhang Liu, In Woo Choi, Seung Ju Choi, Yimhyun Jo, Hak-Beom Kim, Sung-In Mo, 

Young-Ki Kim, Heunjeong Lee, Na Gyeong An, Shinuk Cho, Wolfgang R. Tress, Shaik M. 

Zakeeruddin, Anders Hagfeldt, Jin Young Kim, Michael Grätzel*, Dong Suk Kim*, Conformal 

quantum dot–SnO2 layers as electron transporters for efficient perovskite solar cells, Science 

2022, 375(6578), 302-306.

■ 성과의 적합성: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효과적인 전자 수송층 연구

■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에서 Textured FTO 표면에 전자 수송층으로 기존의 SnO2를 사

용할 경우 광학적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c-TiO2 위에 polyacrylic 

acid-stabilized Quantum Dot SnO2 (paa-QD-SnO22)를 도입해 Textured FTO 표면에 적합

한 효과적인 전자 수송층을 연구하였음.

■ 연구 내용 및 우수성

  ○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에서 c-TiO2 위에 paa-QD-SnO2 코팅하여 Textured FTO 표면에 

적합한 효과적인 전자 수송층을 개발함.

  ○ c-TiO2 위에 균일하게 코팅된 paa-QD-SnO2 전자 수송층은 페로브스카이트의 태양광 흡수를 

증가시키고 페로브스카이트 박막과 훌륭한 전자 선택적 접촉을 보임.

  ○ 양자 크기 효과로 QD-SnO2의 밴드갭을 ~4 eV로 증가시키고 conduction band edge의 에

너지를 위로 상향 조정하여 페로브스카이트의 conduction band edge와 잘 정렬되어 SnO2 

기반 전자 수송층의 전자 이동 시 에너지 손실을 줄임.

  ○ 고분자 결합제인 paa를 SnO2 QD 용액에 첨가하여 콜로이드 QD-SnO2를 c-TiO2 표면에 단단

히 부착시켜 c-TiO2 층을 완전히 덮는 얇고 균일한 SnO2 층을 코팅함.

  ○ 이러한 c-TiO2 위의 paa-QD-SnO2 이중층 전자 수송층이 도입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25.7% (인증 효율 25.4%)의 높은 PCE를 달성하였고 높은 안정성을 보임.

  ○ c-TiO2 위의 paa-QD-SnO2 이중층 전자 수송층이 도입하여 20% 이상의 PCE를 유지하면

서 최대 64cm2의 대형 페로브스카이트 모듈을 제작함.

■ 파급효과

  ○ Textured FTO 표면에 전자 수송층으로 기존의 SnO2를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성공함.

  ○ 효과적인 전자 수송층을 도입하여 높은 효율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제작하였고 

큰 면적의 페로브스카이트 모듈에도 성공적으로 적용 가능함을 입증함

  ○ Impact factor: 63.714

  ○ 피인용횟수: 1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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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대표연구업적물 설명

2

■ 연구 업적: Jaekyung Sung, Namhyung Kim, Jiyoung Ma, Jeong Hyeon Lee, Se Hun Joo, 

Taeyong Lee, Sujong Chae, Moonsu Yoon, Yoonkwang Lee, Jaeseong Hwang, Sang Kyu Kwak* 

& Jaephil Cho*, Subnano-sized silicon anode via crystal growth inhibition mechanism and its 

application in a prototype battery pack. Nature Energy 2021, 6, 1164–1175.

■ 성과의 적합성: ‘고용량 장수명’ 배터리 음극 소재 및 합성법 개발

■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 Subnano-sized (<1nm)의 Si 소재 합성법 개발을 통한 기존 Si 소재의 부피팽창 문제 개선

  ○ 작은 Si 입자를 둘러싸고 있는 SiC 구조 합성을 통한 배터리 내구성 및 용량 향상

■ 연구 내용 및 우수성

  ○ Chemical Vapor Deposition (CVD, 화학적 기상 증착) 과정 중 핵 성장 억제를 통해 Si 입

자 성장을 1nm 이하로 제한하는 새로운 음극 소재 합성 방향 제시

  ○ 합성 Si 음극재의 부피 팽창률은 상용 흑연 소재와 유사한 15% 내외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 Si 소재의 부피팽창(360%) 정도를 크게 개선함

  ○ 상용 수준의 각형 셀(103.2kWh, 110Ah ESS) 평가에서 2,875 사이클 기준 91%의 높은 용

량 유지율 및 1년 기준 97.6%의 높은 수명 특성을 구현함

■ 파급효과

  ○ Nature Energy 표지논문으로 선정

  ○ 상용 흑연 소재 대비 전기차 주행거리 3배 이상 증가 기대 

  ○ 고용량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응용 가능성 제시

  ○ 건식 합성 기술을 통한 대량 생산의 용이성 증가 및 생산비용 절감 효과 기대

  ○ Impact factor: 67.823

  ○ 피인용횟수: 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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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대표연구업적물 설명

3

■ 연구 업적: 

Mingyu Jeong, In Woo Choi, Kanghoon Yim, Seonghun Jeong, Minjin Kim, Seung Ju Choi, Yongjoon 

Cho, Jeong-Ho An, Hak-Beom Kim, Yimhyun Jo, So-Huei Kang, Jin-Hyuk Bae, Chan-Woo Lee*, Dong 

Suk Kim* & Changduk Yang*, Large-area perovskite solar cells employing spiro-Naph hole transport 

material, Nature Photonics 2022, 16, 119

■ 성과의 적합성: 고효율, 고안정성, 대면적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용 정공 수송층 물질 개

발

■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 기존 고효율 정공 수송층 물질인 spiro-OMeTAD에 나프탈렌 구조 도입을 통해 신규 정공 

수송층 물질인 spiro-Naph를 개발하여 고효율, 고안정성, 대면적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

지 구현

■ 연구 내용 및 우수성

  ○ spiro-OMeTAD의 아민 구조에 나프탈렌을 도입한 새로운 구조의 정공 수송층 물질인 

spiro-Naph 개발

  ○ spiro-Naph는 기존 spiro-OMeTAD 대비 파이(pi) 전자의 비편재화, 공액 구조의 길이와 구

조적 안정성이 향상되었으며, 이런 특성들을 기반으로 높은 유리 전이 온도 (Tg), 강화된 

쌓임 구조와 높은 소수성을 보임

  ○ spiro-Naph를 정공 수송층에 사용하여 24.4%의 높은 효율을 보이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 구현

  ○ spiro-Naph 기반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약 25%의 상대 습도에서 2000시간, 60℃

의 온도에서 400시간, 지속적인 광원하에 300시간 방치되었을 때도 각각 초기 광전 변환 

효율의 89.4%, 78.5%, 80%를 유지함으로써 높은 장기간, 열, 빛 안정성을 보임.

  ○ 25cm2의 대면적 모듈화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에서 21.83%의 광전 변환 효율을 보임

으로써,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산업적 대량 생산을 위해 필수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대면적화 문제의 해결법을 제시함

■ 파급효과

  ○ 고효율, 고안정성, 대면적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구현을 위한 정공 수송층 물질 디자

인 및 개발 원천 기술 확보

  ○ 고효율, 대면적 모듈의 성공적 구현을 통하여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산업적 상용화 

가능성 높임

  ○ Impact Factor: 39.728 / JCR JIF Percentile : Top 0.5%

  ○ 피인용횟수: 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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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대표연구업적물 설명

4

■ 연구 업적: Myohwa Ko, Yongseon Kim, Jinwoo Woo, Boreum Lee, Rashimi Mehrotra, 

Pankaj Sharma, Jinjong Kim, Seon Woo Hwang, Hu Young Jeong, Hankwon Lim, Sang Hoon 

Joo, Ji-Wook Jang, Ja Hun Kwak, Direct propylene epoxidation with oxygen using a 

photo-electro-heterogeneous catalytic system, Nature Catalysis 5, 37-44 (2021)

■ 성과의 적합성: PO는 플라스틱 합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료 중에 하나로, 현재 연간 

7,500만톤이 생산되며 해마다 그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다. PO는 주로 클로로하이드린 

(chlorohydrine)을 이용하여 합성되고 있으며 최근 H2O2를 산화제로 이용하는 H2O2 공정

(hydrogen peroxide process) 이 상업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당량비의 H2O2를 외부에서 

공급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H2와 O2의 산화반응을 

통해 H2O2를 제조하고, PO합성에 직접 이용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반응성과 선

택이 낮고 값비싼 H2를 활용해야 하며, 사용되는 유기물질에 의한 환경 오염 문제가 제

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광ž전기화학적으로 H2O2를 합성하고 부분 산화 촉매의 결합을 

통하여 친환경 PO의 합성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 상온 ž 상압에서 외부전압 없이 태양에너지와 산소로만 과산화수소를 생산하며, 생산된 

과산화수소를 사용하여 연속적으로 Propylene Oxide를 합성할 수 있는 복합 촉매 시스템

이다. 본 연구는 현재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개념의 PO 합성 연구로서 원천성 및 

파급효과가 높은 연구이다.

■ 연구 내용 및 우수성

  ○ 현재까지 개발된 광전극의 시스템은, 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외부전압

을 가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광전극 후단에 값비싼 태양전기가 필요하였다. 이로 인해 광

촉매를 저항이 크고 값비싼 투명 전극 위에 제조해야 하기 때문에 대면적화가 어렵고 경

제성이 충분하지 않았다.

■ 파급효과

  ○ 태양광 에너지만 있으면, 외부전압 없이도 H2O2를 합성할 수 있고 기존에 사용되는 귀금

속 촉매에 비해 값이 싸고, 구동 전압이 낮은 효과가 있음.

  ○ Impact factor: 40.706 

  ○ 피인용횟수:  8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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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대표연구업적물 설명

5

■ 연구 업적: Gao-Feng Han, Feng Li, Alexandre I. Rykov, Yoon-Kwang Im, Soo-Young Yu, 

Jong-Pil Jeon, Seok-Jin Kim, Wenhui Zhou, Rile Ge, Zhimin Ao, Tae Joo Shin, Junhu Wang, 

Hu Young Jeong* & Jong-Beom Baek*, Abraing bulk metal into single atoms, Nature 

Nanotechnology 17, 403-407 (2022)

■ 성과의 적합성: 친환경 금속단일원자 담지 촉매 대량생산기술 개발

■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및 창의성

  ○ 단원자 금속촉매의 기존 상향식 (Bottom-up) 생산방식을 대량생산이 가능한 하향식 

(Top-down)으로 대체 가능한 기계화학적 볼-밀링 기반의 친환경적인 생산기술을 제시함

■ 연구 내용 및 우수성

  ○ 기계화학적 볼-밀링법을 사용하여 고효율 단일금속원자 촉매의 하향식 (Top-down) 생산  

기술을 개발함

  ○ 기존  고효율 단일금속원자 촉매의 생산방식은 금속의 원자화를 구현하기 위해 고도의 

정밀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과 제한된 생산량으로 인해 학술적인 연구부분에 

초점을 맞춰왔음

  ○ 개발된 볼-밀링법을 기반으로 한 하향식 생산 방식은 벌크 금속이 탄소 프레임워크에 직

접 원자화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전자현미경으로 직접 확인 및 증명하였음

  ○ 기계화학적 볼-밀링법은 유기용매 또는 물조차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생산방식으로

써 부산물이나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음.

  ○ 최종적으로 하향식 (Top-down) 생산  기술을 통한 고효율 단일금속원자 촉매 생산 규모 

증가와 동시에 친환경적인 생산기술을 제시함

■ 파급효과

   ○ 개발된 기술로 현재 철, 코발트, 니켈 및 구리등 다양한 벌크금속의 단일원자화 기술을 

구현하였으며, 각 금속에 적합한 촉매를 대량으로 제조 및 적합한 응용분야에 공급이 가

능함.

  ○ Impact factor: 40.523 / JCR JIF Percentile: Top 1.59%

  ○ 피인용횟수: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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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국제화 현황 

① 참여교수의 국제적 학술활동 참여 실적 및 현황 

■ 국제 저술 활동(단행본, ISBN표기)

○ 김영식

 ․ 단행본, "Seawater Batteries"

 Print ISBN: 978-981-19-0797-5, 출판사: Springer Singapore

■ 국제학회/학술대회 발표 활동(초청강연, 기조연설 표기)

○ 권영국

․ (초청강연)

- 발표제목 = "Modulating Electrochemical Interfaces for Selective Carbon Dioxide Conversion"

- 학회 명 = 1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ergy Materials

- 발표시기 = 2021년 11월 6일

․ (초청강연)

- 발표제목 = "Sub-Nanoscale Electrocatalyst Design for Enhanced CO2 Conversion"

- 학회 명 = 241st ECS Meeting

- 발표시기 = 2022년 6월 3일

․ (초청강연)

- 발표제목 = "Designing Catalyst-Electrolyte Interfaces for Electrocatalytic CO2 Conversion"

- 학회 명 = Taipe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atalysis (TICC)

- 발표시기 = 2022년 7월 20일

․ (초청강연)

- 발표제목 = "Designing Electrochemical Interfaces for CO2 Reduction"

- 학회 명 = The 14th Aslla Symposium

- 발표시기 = 2022년 7월 21일

․ (초청강연)

- 발표제목 = "Electrocatalytic Ammonia Synthesis from Nitric Oxide"

- 학회 명 = Materials Challenges in Alternative and Renewable Energy (MCARE) 2022

- 발표시기 = 2022년 8월 24일

○ 김진영

․ (초청강연)

- 발표제목 = "Aesthetic and Colorful: Dichroic Polymer Solar Cells Using High-Performance 

Fabry-Pérot Etalon Electrodes"
- 학회 명 = Materials Research Society (MRS)

- 발표시기 = 2022년 5월 23일

․ (초청강연)

- 발표제목 = "High-performance colorful semitransparent organic solar cells with Fabry-Pérot 
etalon electrodes"

- 학회 명 = Materials Challenges in Alternative & Renewable Energy (MCARE)

- 발표시기 = 2022년 8월 23일

○ 류정기



- 91 -

․ (초청강연)

 - 발표제목 = Controlling Wettability of Electrodes for Enhanced Multi-Phase Electrochemical 

Reactions

 - 학회명 = Th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ature Inspired Surface Engineering(NISE 2022)

 - 발표시기 = 2022년 8월 18일

․ (기조강연)

 - 발표제목 = Controlling Wettability of Electrodes for Enhanced Electrochemical Reactions

 - 학회명 = Nature Inspires Creativity Engineers 2022 Conference(N.I.C.E.)

 - 발표시기 = 2022년 6월 23일

○ 백종범

․ (초청강연)

- 발표제목 = "Mechanochemistry for Material Synthesis: Old is New Again"

- 학회 명 = 2021 AlChe Fall meeting

- 발표시기 = 2021년 11월 16일

․ (초청강연)

- 발표제목 = “Mechanochemical Ammonia Synthesis”

 - 학교명 = 북경공대 (중국)

 - 발표시기 = 2021년 12월

○ 이동욱

․ (초청강연)

- 발표제목 = "Role of Lipid Domains on Protein Adsorption, Intermembrane Adhesion, and Lipid 

Membrane Hemifusion"

- 학회 명 = The 2nd World Congress on Oleo Science

- 발표시기 = 2022년 8월 30일

○ 이성국

․ (초청강연)

- 발표제목 = "Gene Expression Systems in Pseudomonas putida: an Alternative Microbial Cell 

Factory for Production of Platform Chemicals"

- 학회 명 = 2021 KSBB Fall Meeting and International Symposium

- 발표시기 = 2021년 10월 8일

○ 이재성

․ (기조강연)

- 발표제목 =“Solar Hydrogen Production at Scale by Water Splitting – Scale-up and 
Demonstration“

- 학회 명 = EPFL Open Science Workshop on Solar Fuels Standards and Benchmarking

- 발표시기 = 2021년 11월 6-7일

․ (기조강연)

- 발표제목 =“Solar Hydrogen Production at Scale by Water Splitting“

- 학회 명 = Material Challenges in Alternative and Renewable Energy (MCARE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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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시기 = 2022년 8월 22-26일

○ 이준희

․ (초청강연)

 - 발표제목 = “Toward ultimately-dense memory devices using ferroelectric HfO2”

 - 학회명 = 2021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lid State Devices and Materials (ssdm 2021)

 - 발표시기 = 2021년 9월 6~9일

․ (기조강연)

 - 발표제목 = “Atomic semiconductor via flat phonon bands in HfO2”

 - 학회명 = 3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Nanotechnology

 - 발표시기 = 2022년 6월 15일

․ (초청강연)

 - 발표제목 = “Flat-band ferroelectricity first discovered in HfO2”

 - 학회명 = APS March Meeting 2022

 - 발표시기 = 2022년 3월 14일

․ (초청강연)

 - 발표제목 = “Ultimate-density ferroelectric memories by flat bands in HfO2”

 - 학회명 = MATERIALS

 - 발표시기 = 2022년 4월 20일

○ 이현욱

․ (초청강연)

- 발표제목 = "Operando Microscopy on Battery Materials to Resolve Practical Considerations"

- 학회 명 =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Electromaterials

- 발표시기 = 2021년 11월 12일

․ (초청강연)

- 발표제목 = "Prussian Blue Analogues for Batteries"

- 학회 명 = The 12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Materials and Devices

- 발표시기 = 2021년 12월 7일

․ (초청강연)

- 발표제목 = "Hexacyanometallates for Rechargeable Batteries"

- 학회 명 = 2021 MRS Fall Meeting & Exhibit

- 발표시기 = 2021년 12월 7일

․ (초청강연)

- 발표제목 = "Understanding degradation mechanism via diverse analyses at the interphase of 

solid-electrolytes"

- 학회 명 = 14th Pacific Rim Conference on Ceramic and Glass Technology

- 발표시기 = 2021년 12월 16일

․ (초청강연)

- 발표제목 = "Probing degradation mechanisms and structural analysis of solid electrolytes by 

diverse analyses including cryogenic electron microscopy"

- 학회 명 = 2022 MRS Spring Meeting & Exhibit

- 발표시기 = 2022년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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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균

․ (초청강연)

- 발표제목 = "Analysis and design of cathode-solid electrolyte interface for all-solid-state 

batteries"

- 학회 명 = MCARE 2022 Materials challenges in alternateive&renewable energy

- 발표시기 = 2022년 8월 23일

․ (초청강연)

- 발표제목 = "Identification of the role of atomic species in the thermal degradation of layered 

Ni–Co–Mn cathodes for lithium rechargeable batteries"

- 학회 명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eutron Scattering 2022 (ICNS 2022)

- 발표시기 = 2022년 8월 21일 – 2022년 8월 25일

■ 국제기관 수상

  ○ 백종범, 이현욱, 조재필

·Highly Cited Researcher, Global top 1% citation (Clarivate Analytics, November 16, 2021)

  ○ 류정기

·2022, Nanoscale 2022 Emerging Investigator 수상, Nanoscale

■ 국제학회 위원회 활동

  ○ 고현협

․ IMID 2022, Aug 23-26, BEXCO, Busan (Session Chair Multisensory Technology ~)

․ 2022 MRS Spring Meeting&Exhibit, May 8-13, May 23-25(Virtual) Honolulu, Hawaii (Session Chair 

SB04)

․ IUMRS-ICA 2021, Oct 3-8, ICC Jeju (Session Chair MoF1)

 ○ 권영국

․ ISE 2021 Annual Meeting, 2021, August 29-September 3, Jeju, Korea (심포지움 조직)

  ○ 이동욱

․ KJF-ICOMEP 2022, 08.31-09.03 (Local Committee Member)

  ○ 이재성

․ 국제자문위원회, The 9th Tokyo Conference on Advanced Catalytic Science and Technology 

(TOCAT9), July 24 - 29, 2022, Fukuoka, Japan

  ○ 임한권

․ Session Chair, Electronic Waste and Circular Economy, Waste Management and Valorization for a 

Sustainable Future, Nature Conference, 2021

■ 국제학술지 관련 활동(편집위원 등)

 ○ 곽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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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ociate Editor of Korean Journal of Chemical Engineering, Springer, 2021-

 ○ 김동혁

 ․ Bioresources and Bioprocessing (2020~2022)

 ○ 류정기

 ․ 2020.11 – Present, Community Board Member, Nanoscale Horizons 

○ 백종범

․ Wiley-VCH 편집위원 (2021)

․ RSC 편집위원 (2021)

․ ELSEVIER 편집위원 (2021)

․ Advanced Electrode Materials 부편집장 (2021-현재)

○ 이성국

․ Editorial Board (편집위원), KMB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Journal of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2016. 01 ~ 현재)

․ Editorial Board (편집위원), KSBB (한국생물공학회);  Biotechnology and Bioprocess Engineering 

(2022. 01 ~ 현재)

○ 이재성

․ Catalysis Letters (Baltzer Science) 편집위원

․ Topics in Catalysis (Baltzer Science) 편집위원

․ Open Catalysis Journal (Bentham) 편집위원

․ Catalysis for Sustainable Energy (De Gruyter) 편집위원

․ Catalysts (MDPI) 편집위원

 ․ ChemCatChem (Wiley) 편집위원

○ 이현욱

 ․ Editorial Board Member, iScience (2018-)

 ․ Editorial Board Member, Transactions of Tianjin University (2020-) 

 ․ Young Editorial Board Member, Battery Energy (2022-)

 ○ 임한권

 ․ Associate Editor, Cleaner Chemical Engineering (Elsev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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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제 공동연구 실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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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 Sung-Ju

미국 /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 

Youngmin Ko, Hong-I Kim, Sung-Ju Cho, Kyung Min 

Lee, Gwan Yeong Jung, Hyeokjun Park, Se Hwan 

Park, Yun Jung Lee, Youngjoon Bae, Young-Ro Lee, 

Kyoungoh Kim, Sang Kyu Kwak, Sang-Young Lee, 

Kisuk Kang (2021), Liquid-Based Janus Electrolyte 

for Sustainable Redox Mediation in Lithium–Oxygen 
Batteries. Adv. Energy. Mater., Vol. 11, pp. 2102096.

10.1002/aenm.20

2102096

2 곽상규

Zhang, 

Linjuan;Liu, 

Ze;Wang, 

Jian-Qiang

중국 / Shanghai 

Institute of Applied

Physics

Hyoi Jo, Yejin Yang, Arim Seong, Donghwi Jeong, 

Jeongwon Kim, Se Hun Joo, Yu Jin Kim, Linjuan 

Zhang, Ze Liu, Jian-Qiang Wang, Sang Kyu Kwak, 

Guntae Kim (2022), Promotion of oxygen evolution 

reaction via the reconstructed active phase of 

perovskite oxide. J. Mater. Chem. A. Mater., Vol. 10, 

pp. 2271.

10.1039/D1TA084

45C

3 김영식
Stefano 

Passerini

독일 / Helmholtz 

Institute Ulm

Yongil Kim, Alberto Varzi, Alessandro Mariani, 

Guk-Tae Kim, Youngsik Kim & Stefano Passerini 

(2021) Redox-Mediated Red-Phosphorous Semi-Liquid 

Anode Enabling Metal-Free Rechargeable 

Na-Seawater Batteries with High Energy Density. 

Advanced Energy Marterials, 11(38), 21022061.

10.1002/aenm.20

2102061

4 김영식 Jeff Sakamoto
미국 / University of 

Michigan

Joseph M. Valle, Claire Huang, Dhruv Tatke, Jeffery 

Wolfenstine, Wooseok Go, Youngsik Kim, Jeff 

Sakamoto (2021) Characterization of hot-pressed von 

Alpen type NASICON ceramic electrolytes. Solid 

State Ionics, 369(15), 115712.

10.1016/j.ssi.2021.1

15712

5 김진영

Joseph K. 

Gallaher, 

Silvina N. 

Pugliese

뉴질랜드 /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Joseph K. Gallaher & Silvina N. Pugliese et al 

(2021). How Heteroatom Substitution in 

Donor–Acceptor Copolymers Affects Excitonic and 

Charge Photogeneration Processes in Organic 

Photovoltaic Cells. J.Phys.Chem.C Vol 125. 

pp.26590–26600.

10.1021/acs.jpc

c.1c07641

6 김진영
Haizhou Lu, 

Michael Grätzel 

스위스 / École 
Polytechnique 

Fédérale de Lausanne 
(EPFL)

Minjin Kim, Jaeki Jeong & Haizhou Lu et al. (2022). 

Conformal quantum dot–SnO2 layers as electron 
transporters for efficient perovskite solar cells. 

Science. Vol 375. p.p.302-306.

10.1126/science.a

bh1885

7 백종범

Jean-Baptiste 

D'Espinose De 

Lacaillerie

프랑스 / Sorbonne 

University

 Gao-Feng Han, Feng Li, Alexandre I. Rykov, 

Yoon-Kwang Im, Soo-Young Yu, Jong-Pil Jeon, 

Seok-Jin Kim, Wenhui Zhou, Rile Ge, Zhimin Ao, 

Tae Joo Shin, Junhu Wang, Hu Young Jeong & 

Jong-Beom Baek (2022),   Extreme Enhancement of 

Carbon Hydrogasification via Mechanochemistry. 

Angew. Chem. Int. Ed. Vol. 61(18), e202117851

10.1002/anie.2021

17851

8 백종범 Javeed Mahmood
사우디아라비아/KAUS

T

Yoon-Kwang Im,Dong-Gue Lee,Hyuk-Jun Noh,Soo-Young 

Yu,Javeed Mahmood,Sang-Young Lee,Jong-Beom Baek 

(2022), Crystalline Porphyrazine-Linked Fused Aromatic 

Networks with High Proton Conductivity. Angew. Chem. 

Int. Ed. Vol. 61(18), e202203250

10.1002/anie.2022

0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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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송현곤

Nian Liu, Yamin 

Zhang, Yutong 

Wu

미국 /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Jeon, Y., Wu, Y., Zhang, Y., Hwang, C., Lee, H.-W., 

Song, H.-K., Liu, N.

In situ visualization of zinc plating in gel polymer 

electrolyte

Electrochimica Acta, 391 (2021) art. no. 138877.

10.1016/j.electact

a.2021.138877

10 송현곤 Nian Liu

미국 /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Y. Jeon, J. Kim, H. Jang, J. Lee, M.G. Kim, N. Liu, 

H.-K. Song

Argentophilic pyridinic nitrogen for embedding 

lithiophilic silver nanoparticles in a three-dimensional 

carbon scaffold for reversible lithium 

plating/stripping

J. Mater. Chem. A, 10 (4) (2022), pp. 1768-1779

10.1039/D1TA0730

6K

11 양창덕 Xiaohong Zhao
중국 / Nanchang 

University

Lei Wang, Tingting Wang, Jiyeon Oh, Zhongyi 

Yuan, Changduk Yang, Yu Hu, Xiaohong Zhao, 

Yiwang Chen (2022), Halogen-free donor polymers 

based on dicyanobenzotriazole for additive-free 

organic solar cells, 442, 136068

10.1016/j.cej.2022

.136068

12 양창덕 Chuluo Yang
중국 / Shenzhen 

University

Zhenghui Luo, Tao Liu, Jiyeon Oh, Ruijie Ma,J 

insheng Miao, Fan Ni, Guangye Zhang, Rui Sun, 

Cai'e Zhang, Zhanxiang Chen, Yang Zou, Jie Min, 

Changduk Yang, He Yan, Chuluo Yang(2022), 

Isomerization of Asymmetric Ladder-Type 

Heteroheptacene-Based Small-Molecule Acceptors 

Improving Molecular Packing: Efficient 

Nonfullerene Organic Solar Cells with Excellent 

Fill Factors,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32, 

34, 2203200

10.1002/adfm.2022

03200

13 이동욱 Valtiner, Markus Austria / TU Wien

Seo Yoon Lee, Jinhoon Lee, Yoojung Song, M. 

Valtiner, Dong Woog Lee (2021), pH-Dependent 

Interaction Mechanism of Lignin Nanofilms. 

Nanoscale, Vol. 13, pp. 19568-19577.

10.1039/D1NR060

76G

14 이동욱 Waite, Herbert

USA /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Hyungbin Kim, Jinhoon Lee, Yuri Hong, Chanoong 

Lim, Dong Woog Lee, Dongyeop X. Oh, J. Herbert 

Waite, Dong Soo Hwang (2022), The Essential Role 

of Thiols in Maintaining Stable Catecholato-iron 

Complexes in Condensed Materials. Chemistry of 

Materials, Vol. 34, pp. 5074-5083.

10.1021/acs.chem

mater.2c00406

15 서동화 Jinhyuk Lee
캐나다 / Mcgill 

University

Hao Li, Richie Fong, Moohyun Woo, Hoda Ahmed, 

Dong-Hwa Seo, Rahul Malik, and Jinhyuk Lee, 

(2022), Towards High-Energy Mn-based 

Disordered-Rocksalt Li-ion Cathodes, Joule, 6, 1

10.1016/j.joule.20

21.11.005

16 서동화
C. Buddie Mullins 

교수

미국 /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H. Hohyun Sun, Un-Hyuck Kim, Jeong-Hyeon Park, 

Sang-Wook Park, Dong-Hwa Seo, Adam Heller, C. 

Buddie Mullins, Chong S. Yoon & Yang-Kook Sun 

(2021), Transition metal-doped Ni-rich layered 

cathode materials for durable Li-ion batteries, Nat. 

com., 12, 6552

10.1038/s41467-0

21-268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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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이재성 Tack Ho Lee

 영국 / 

Department of 

Chemistry and 

Centre for 

Processable 

Electronics, 

Imperial College 

London, White 

City Campus, Lo

Young Kyeong Kim, Tack Ho Lee, Jiwoo Yeop, 

Woo Jin Byun, Jin Hyun Kim, Jin Young Kim. 

Jae Sung Lee (2022), Hetero-tandem organic 

solar cells drive water electrolysis with a 

solar-to-hydrogen conversion efficiency up to 

10%. Appl. Catat. B: Environ.. Vol. 309, pp. 

121237

https://doi.or

g/10.1016/j.a

pcatb.2022.1

21237

18 이재성 Hemin Zhang

중국 / Collegeof 

MaterialsScienceand 

Engineering,Sichuan

UniversityChengdu6

10065

Hyo Eun Kim, Jeehye Kim, Eun Cheol Ra, 

Hemin Zhang, YounJeongJang, Jae Sung Lee 

(2022), Photoelectrochemical Nitrate Reduction 

to Ammoniaon Ordered Silicon Nanowire Array 

Photocathodes. Angew. Chem. Int. Ed.. Vol. 61, 

pp. e202204117

https://doi.org/

10.1002/anie.20

2204117

19 이준희
Janice L. 

Musfeldt

미국 / University of 

Tennessee

Kendall D. Hughey, Minseong Lee, Jisoo Nam, 

Amanda J. Clune, Kenneth R. O’Neal, Wei Tian, 

Randy S. Fishman, Mykhaylo Ozerov, Jun Hee Lee, 

Vivien S. Zapf, and Janice L. Musfeldt (2022), 

High-Field Magnetoelectric and Spin-Phonon Coupling 

in Multiferroic (NH4)2[FeCl5·(H2O)]. Inorg. Chem. 

2022, 61, 8, 3434–3442

10.1021/acs.inorg

chem.1c03311

20 이창영

Kraingkrai 

Ponhong;Watsaka 

Siriangkhawut;Nor

io Teshima;Kate 

Grudpan;Sam-ang 

Supharoek  

태국/ Mahasarakham 

university, Chiang Mai 

University, Mahidol 

University

일본/ Aichi Institute 

of Technology

K Ponhong, W Siriangkhawut, CY Lee, N Teshima, K 

Grudpan, S Supharoek (2022),  Dual determination of 

nitrite and iron by a single greener sequential 

injection spectrophotometric system employing a 

simple single aqueous extract from Areca catechu 

Linn. serving as a natural reagent. RSC Advances, 

12 (31), 20110–20121

10.1039/D2RA038

70F

21 이현욱 Seok Woo Lee

싱가포르 /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Yeongae Kim, Su Jeong Yeom, Jinkyoung Yoo, 

Jeonghun Yun, Hyun-Wook Lee, Seok Woo Lee 

(2022), Temperature-Dependent Fracture Resistance 

of Silicon Nanopillars during Electrochemical 

Lithiation, Nano Lett., Vol. 22, pp. 6631-6636

10.1021/acs.nanol

ett.2c01946

22 이현욱
Matthew T. 

McDowell

미국 /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John A. Lewis, Chanhee Lee, Yuhgene Liu, Sang 

Yun Han, Dhruv Prakash, Emily J. Klein, Hyun-Wook 

Lee, and Matthew T. McDowell (2022), Role of Areal 

Capacity in Determining Short Circuiting of 

Sulfide-Based Solid-State Batteries, ACS Appl. Mater. 

Interfaces, Vol. 14. pp. 4051-4060

10.1021/acsami.1c

20139

23 임한권

Xiangzhou Yuan, 

Nallapaneni 

Manoj Kumar, 

Shuangjun Li, 

Shuai Deng, 

Carol Sze Ki Lin, 

Daniel C.W. 

Tsang, Ki Bong 

Lee, Shauhrat S. 

Chopra

홍콩 / University of 

Hong Kong

Xiangzhou Yuan§, Nallapaneni Manoj Kumar§, Boris 

Brigljević§, Shuangjun Li, Shuai Deng, Manhee Byun, 

Boreum Lee, Carol Sze Ki Lin, Daniel C.W. Tsang, 

Ki Bong Lee, Shauhrat S. Chopra*, Hankwon Lim*, 

Yong Sik Ok*, “Sustainability-inspired upcycling of 

waste polyethylene terephthalate plastic into porous 

carbon for CO2 capture”, Green Chemistry 24 

(2022) 1494

10.1039/D1GC036

00A



- 98 -

 

24 임한권

Lea R. Winter, 

Menachem 

Elimelech

미국 / Yale 

University

Boreum Lee, Lea R. Winter, Hyunjun Lee, Dongjun 

Lim, Hankwon Lim*, Menachem Elimelech*, 

“Pathways to a Green Ammonia Future”, ACS 

Energy Letters 7 (2022) 3032-3038

doi.org/10.1021/acs

energylett.2c01615

25 조재필 Xien Liu

중국 / Qingdao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Guangkai Li, Haeseong Jang, Shangguo Liu, Zijian Li, 

Min Gyu Kim, Qing Qin, Xien Liu and Jaephil Cho 

(2022). The synergistic effect of Hf-O-Ru bonds and 

oxygen vacancies in Ru/HfO2 for enhanced hydrogen 

evolution. Nat Commun., Vol. 13, pp. 1270.

10.1038/s41467-0

22-28947-9

26 조재필 Xien Liu

중국 / Qingdao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Chuang Li, Haeseong Jang, Shangguo Liu, Min Gyu 

Kim, Liqiang Hou, Xien Liu and Jaephil Cho (2022). P 

and Mo Dual Doped Ru Ultrasmall Nanoclusters 

Embedded in P‐Doped Porous Carbon toward Efficient 
Hydrogen Evolution Reaction. Adv. Energy Mater., Vol. 

12(23), pp. 2200029.

10.1002/aenm.20

2200029

■ 참여교수별 국제 공동연구 추진 계획

○김동혁 교수

․ 세포 내 금속이온 조절 단백질 규명 및 메커니즘 이해

 - 상대국 기관 및 공동연구자 :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대학 Bernhard Palsson 

교수

 - 연구기간 : 2019년 이후 지속

○류정기 교수

․ 리그린 분해산물의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화 관련 공동연구 추진

 - 상대국 기관 및 공동연구자 :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대학 Gyu Leem 교수

 - 연구기간 : 2022년 9월 이후

․ 공동연구기관 방문 및 연구협력 논의

 - University of Zurich 화학과 David Tilley 교수

 - ALD를 이용한 광전극 안정화 관련 공동연구 논의

 - 연구기간 : 2022년 8월 2일

○서관용 교수

․ 독일 율리히 연구소 (Forschungszentrum Julich)와 공동 연구 수행 

      독일 율리히 연구소 Kaining Ding 박사 연구팀과 함께 HIT (Heterojunction with

       Intrinsic Thin layer) 기반 고효율 무색 투명 태양전지 개발 연구 수행 중

  ․ 하버드 대학교 (Harvard University) 연구실과 공동 연구 수행

      하버드 대학교 (Harvard University) 소속 Munib Wober 박사와 함께 실리콘 나노와

      이어 기반 고효율 센서 개발과 더불어, 고효율 대면적 실리콘 투명 태양전지 개발 연

      구 수행중

○서동화 교수

․ 값싼 Mn 기반 DRX 리튬이온전지용 양극 소재 개발

 - 상대국 기관 및 공동연구자 : 캐나다 McGill 대학 / 이진혁 교수

 - 연구기간 : 2019년 이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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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륨 이온 전지 고전압 양극 소재 개발

 - 상대국 기관 및 공동연구자 :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 연구소 / 김해겸 박사

 - 연구기간 : 2021년 이후 지속

․ 에너지 하베스팅 소자 개발

 - 상대국 기관 및 공동연구자 : 싱가폴 난양 공대 / 이석우 교수

 - 연구기간 : 2021년 이후 지속

 ․ 고성능 리튬이온전지 양극 소재 개발

 - 상대국 기관 및 공동연구자 : 인도 Indian Institute of Science / Prabeer Barpanda 교수

 - 연구기간 : 2021년 이후 지속

○이동욱 교수

․ 전기화학표면 힘측정기 활용한 연구 

 - 상대국 기관 및 공동연구자 : 오스트리아 빈공대  / Markus Valtiner 교수

 - 연구기간 : 2022.02- 2023.01

○이재성 교수

․ NRF BrainLink Program (“소재 한계 극복형 친환경 카본프리 수소생산용 텐덤 시스템 개발 및 
대면적 소자 실증”) 의 일환으로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화학과의 Kyoung-Shin 
Choi 교수와 공동연구 및 학생 파견/ 2022.02 ~ 2024.12

․ 연구 인력파견: 
 - 김효은 박사 파견 예정 / 2022.10 ~ 2023.9

○이현욱 교수

․ 에너지저장/수확 하이브리드 관련 신산업 글로벌 인력양성 과제 수행으로 싱가폴 

난양공대 학생 파견 연구

 - 상대국 기관 및 공동연구자 :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교 / 이석우 교수

 - 연구기간 : 2016년 이후 지속

   - 연구인력파견:  

        ⸱ 장지은 학생: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교 파견 예정 / 2022.12 ~ 2023.06

○장지욱 교수

  ․ 향후 연구자 교류 및 공동연구 계획

    - 연구년: 미국 Stanford University / Thomas Jaramillo 교수 / 2023.02 ~ 2024.01

    - 연구인력파견: 

        ⸱ 오동락 학생: 미국 Stanford University 파견 예정 / 2022.12 ~ 2023.11

        ⸱ 유제민 학생: 미국 Stanford University 파견 예정 / 2022.12 ~ 2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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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구자 교류 실적 및 계획

■ 강석주 교수

○ 연구년: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UCSB) / Craig Hawker 교수 / 2021.09 ~ 

2022.08

  ․ 실리콘 음극의 부피팽창 문제 완화를 위해 바인더의 결합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UCSB에서 

합성한 star ploymer의 작용기 종류에 따른 바인더 개발 진행

■ 권영국 교수

○국제 선도연구자 초청 웨비나 진행 및 교류 추진

  ․ 2022. 04.05, Prof. Mark Koper (Lieden University), Advances and challenges in understanding 

electrocatalytic reduction of CO2

  ․ 2022. 11. 17, Prof. Christopher W. Jones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CO2 캡쳐 연구

  ․ 2022. 11. 24, Prof. Ah-Hyung Alissa Park (Columbia University), Carbon mineralization and 

Metal and REE recovery 연구

  ․ 2022. 12. 01, Cindy Kim (British Embassy Seoul), 영국의 Netzero 전략

■ 김영식 교수

○대학원생 교류실적: 

 ․ 박제희: 미국 Argonne National Laboratory, 2019.01~2022.08, Fe계 층상 양극의 원형 모델인 α-NaFeO2의 

전기화학적 성능에 대한 전해질의 영향을 조사. 양극-전해질 계면 안정성이 셀 성능에 미치는 

결정적인 영향을 규명, 충전된 Na1-xFeO2 전극에서 반응성이 높은 Fe4+ 상태가 전해액 

분해와 임피던스 상승 및 성능 저하로 이어지는 두꺼운 계면층의 후속 성장을 촉진하는 

열화 메커니즘 증명. 논문 게재 : Journal of The Electrochemical Society, 2022 169 030536

■ 류정기 교수

○대학원생 교류실적: 

 ․ 배상현 학생

    - 스위스 University of Zurich 화학과 교환학생 파견(David Tilley 교수) (2022년도 한-스위스 

박사과정생 연수사업)

    - 광촉매를 이용한 물 전기분해 연구 수행(Photoelectrochemical water splitting)

○공동연구 방문 실적: 

 ․ University of Zurich 화학과 David Tilley 교수

    - ALD를 이용한 광전극 안정화 관련 공동연구 논의 및 invited lecture

    - 방문기간 : 2022년 8월 2일

○국제 선도연구자 초청 웨비나 진행 및 교류 추진

 ․ 2022. 07. 14, Prof. Woo Soo Kim (Simon Fraser University), 3D-printed architectured 

solids for structural electronics 

 ․ 2022. 07. 26, Prof.Chang-Hwan Choi (Stevens Institute of Technology), Nanoengineering 

of Bioinspired Slippery Surf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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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10. 13, Prof. Kevin Sivula (EPFL), 태양광 수소생산 연구

 ․ 2022. 10. 18, Dr. Gregg Beckham (NREL), 플라스틱 재활용 연구

 ․ 2022. 10. 27, Prof. Gyu Leem (SUNY ESF), 바이오매스 활용 연구

 ․ 2022. 11.10, Prof. David Tilley (Univ. Zurich), 태양광 수소생산 연구

■ 백종범 교수

○국제 선도연구자 초청 웨비나 진행 및 교류 추진

 ․ 2021. 12. 22, Prof. Liming Dai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Case Western Reserve 

Universtiy), Metal-free Carbon Electrocatalysts for Renewable Energy and Environmental 

Remediation

 ․ 2022. 08. 25, Prof. Samira Siahrostami (University of Calgary), Advanced Catalyst Discovery 

for Clean Energy Transformation

■ 서관용 교수

○ 독일 율리히 연구소 (Forschungszentrum Julich)와 공동 연구 수행 

   독일 율리히 연구소 Kaining Ding 박사 연구팀과 함께 HIT (Heterojunction with

   Intrinsic Thin layer) 기반 고효율 무색 투명 태양전지 개발 연구 수행 중

○ 하버드 대학교 (Harvard University) 연구실과 공동 연구 수행

   하버드 대학교 (Harvard University) 소속 Munib Wober 박사와 함께 실리콘 나노와이어 

기반 고효율 센서 개발과 더불어, 고효율 대면적 실리콘 투명 태양전지 개발 연구 수행중

○국제 선도연구자 초청 웨비나 진행 및 교류 추진

 ․ 2021. 10. 05, Prof. Jiaxing Huang (Westlake University), Material Innovations for 

Respiratory Droplet Management

■서동화 교수

○대학원생 교류 실적 :

 ․ 박상욱 : 캐나다 Mcgill 대학 파견, 2022.01~2022.07. Jinhyuk Lee 교수와 국제공동연구 

수행. 차세대 양극 소재 DRX 소재의 첫 사이클 구조변화 특성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논문 

투고 준비 중

■이동욱 교수

○연구년: 오스트리아 빈공대 / Markus Valtiner 교수 / 2022.02 – 2023.01
 ․ 전기화학표면힘측정기를 통해 공동연구 진행으로 공동연구논문 2개 작성 중

■ 이준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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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 ~ 2022.04 

윤미나 박사와 공동연구 수행. 이론 계산과 실험에서 파악된 AI 반도체의 고밀도/초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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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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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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2 

윤미나 박사와 공동연구 수행. 산화하프늄 강유전체 상의 실제 환경에서 증착하기 위한 

온도, 레이저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플랫밴드를 형성하기 위한 조건 파악.

■ 이지석 교수

○ 연구년: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UCSD) / Sailor 교수 / 2021.09 ~ 2022.06

 ․ 본 연구실에서 합성한 다이아세틸렌 기반 소재와 UCSD의 다공성 실리콘을 기반으로 

원거리 신경작용제 탐지 시스템 개발 진행

○ 대학원생 교류 실적:

 ․ 김도원: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UCSD) 파견, 2021.09 ~ 2022.06. Sailor 

교수와 국제공동연구 수행. UNIST에서 합성한 신경작용제 탐지가 가능한 다이아세틸렌 

기반 물질과 UCSD에서 제작한 multi-rugate porous silicon을 융합하여 polymer-porous 

silicon 구조체 제조. Reference band와 signal band 두 개의 sharp한 reflectance band를 

갖는 구조체는 신경작용제와 선택적으로 반응하여 signal band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함. 

해당 구조체는 외부의 빛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먼 거리에서 신경작용제 탐지가 

가능해 high impact를 가지는 논문에 게재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이현욱 교수

○대학원생 교류 실적: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에너지신산업 글로벌인력양성과정 과제의 

지원을 받아 해외 기관에 대학원생 파견하여 공동 연구를 진행하였음. 

 ․ 염수정 : 싱가포르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파견 (2021. 11 – 2022. 08.) 
이석우 교수와 국제공동연구 수행. 난양공대에서 합성한 Silicon nanopillar를 이용하여 

다양한 온도 환경에서 결정성 실리콘의 팽창 및 파괴 거동을 분석함. 논문 게재: Nano 

Letters. 2022, 22 (16), 6631-6636 

 ․ 위태웅 : 미국 Rice University 파견 (2021. 10 – 2021. 08)
Haotian Wang 교수와 국제공동연구 수행. Rice University 에서 합성한 copper nanocube를 

이용하여 CO2 기체를 고부가가치 탄소 물질로 전기변환하는 연구를 함. 특히, silver 

nanoparticle 도핑 후 고부가가치 탄소 물질 중 아세트산 생성의 선택도를 70% 수준까지 

높이는 촉매와 시스템을 개발함.

■ 임한권 교수

○ Professor Ryan Lively, Georgia Tech, U.S.A. (2022-03~2022-06)

 ․ 차세대 이산화탄소 포집 방식으로 주목 받는 Direct air capture (DAC), Direct ocean 

capture (DOC), Carbon capture & utilization (CCU) 관련 기술자문 및 교류

 ․ Microporous membrane 기반 xylene 분리 거동에 대한 타당성 평가 관련 국제공동연구 

진행중(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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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욱 교수

○ 연구년: 미국 Stanford University / Thomas Jaramillo 교수 / 2023.02 ~ 2024.01

○ 대학원생 교류 실적:

 ․ 오동락 학생: 미국 Stanford University 파견 예정 / 2022.12 ~ 2023.11

 ․ 유제민 학생: 미국 Stanford University 파견 예정 / 2022.12 ~ 2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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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산학협력 영역

□ 산학협력 대표 우수성과

■ 연구단 산학 협력 실적 분석

○ 참여 교수 산학협력 실적의 우수성

·본 연구단 소속 참여 교수는 공동과제 수행 등 산학 간 협력을 통해 최근 1년간 국내외 

31건의 특허를 등록함

·국내 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기술이전과 창업 등의 산학 프로그램을 활성화함 

구분 국내 국제 합계
특허 실적 29건 3건 32건

기술이전 실적 2건 40,000 (천원)
창업 실적 1건 1건

○ 산업체 연구비 수주 향상: 지난해의 경우 COVID-19 사태의 여파로 산업체 연구비 수주 

실적이 33억/년에서 19억/년으로 감소하였으나, 최근 1년간 32억/년으로 다시 반등함

○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산업문제 해결 실적의 우수성

·지역산업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국내 삼성환경안전연구소, 현대자동차, LG화학, 에이에이알, 

삼성전자,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금강 창호, 알키미스트, 한화솔류션, RIST, 카본밸류, 

S-OIL 등의 기업체 혹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의 산학 협력을 수행함

○ 산학간 일적/물적 교류 과제 실적

·산학협력 전략으로 대학과 산학 상호 간에 Needs에 맞는 산학협력 간 과제를 KCC, 그래핀올, 

한화솔류션, LG화학, LG 에너지솔류션, 에이에이알,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 전기 

SK이노베이션, 현대자동차, POSCO, 코스맥스, S-OIL, 천보 등을 포함하는 19개 대중소 

기업과의 산학 R&D 활동을 수행 및 진행함

○ 산학간 교류 실적 및 계획

·SK On과 2026년까지 석사 80명을 함께 선발 하여 리튬이온전지 교육 및 연구 후 별도의 

평가 없이 바로 취업시키는 계약학과 e-SKB(education program for SK Battery)를 설립함

·포스코케미칼과 2027년까지 석사, 석박사 통합 과정 20명을 함께 선발하여 배터리 소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e-Battery Track 과정을 설립 운영함 

·삼성 SDI와 함께 석사, 석박사 통합 과정을 선발하여 배터리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 

장학생 과정을 설립 운영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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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교수 산학협력 역량

1.1 연구비 수주 실적

<표 4-1> 최근 1년간(2021.9.1.-2022.8.31.) 이공계열 참여교수 1인당 국내외 산업체 및 지자체 연구비 수주 실적

항 목

수주액(천원) 

3년간(2017.1.1.-2019.12.31.) 실적

(선정평가 보고서 작성내용)

최근 1년간(2021.9.1.~2022.8.31.) 

실적
비고

국내외 산업체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

9,947,010 3,212,066

지자체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

136,904 830,000

이공계열 참여교수 수 28 28

1인당 총 연구비 
수주액

360,143 14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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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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

주

1013

5890

유 기

전 자

재료

특허

강석주, 정재호

해수 전지용 패턴 집전체 제조방법 이에 따라 제조된 해수 전지용 패턴 

집전체

대한민국
유 무

기 

소자

KR10-2312027

2021.10.

본 발명은 해수 전지용 음극 접전체에 관한 것으로, 가역적 해수 전지를 위한 음극으로 음극 집전체에서 

일정 패턴이 형성된 패턴 집전체의 패턴에 따라 선택적으로 소듐 이온 증착이 가능하도록 하는 해수 

전지용 패턴 집전체 제조하여 음극부 표면에서의 불균일한 전기전도성을 해결할 수 있는 해수 전지용 

패턴 집전체를 제조 가능함. 

2

강석

주

1013

5890

유 기

전 자

재료

특허

강석주, 백경은

용융염 전해질과 루테늄 촉매를 이용한 고출력 및 장수명 

리튬-이산화탄소 전지

대한민국
유 무

기 

소자

KR10-2314939

2021.10.

본 발명은 용융염 전해질과 루테늄 촉매를 이용한 고출력 및 장수명 리튬-이산화탄소 전지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임. 용융염 전해질과 루테늄 촉매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 포집 능력을 향상시켜, 

기존의 저전류에서만 구동가능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고출력 및 장수명이 가능한 효과를 가짐. 또한, 

특정 온도 영역에서 구동가능한, 고출력 및 장수명 리튬-이산화탄소 전지를 매우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어, 생산성 향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 

3

강석

주

1013

5890

유 기

전 자

재료

특허

강석주, 백경은

용융염 전해질과 루테늄 촉매를 이용한 고출력 및 장수명 

리튬-이산화탄소 전지

대한민국
유 무

기 

소자

KR10-2360112

2021.10.

본 발명은 용융염 전해질과 루테늄 촉매를 이용한 고출력 및 장수명 리튬-이산화탄소 전지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임. 용융염 전해질과 루테늄 촉매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 포집 능력을 향상시켜, 

기존의 저전류에서만 구동가능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고출력 및 장수명이 가능한 효과를 가짐. 또한, 

특정 온도 영역에서 구동가능한, 고출력 및 장수명 리튬-이산화탄소 전지를 매우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어, 생산성 향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 

4
강석

주

1013

5890

유 기

전 자

재료
특허

강석주, 백경은, 권은지, 서사무엘, 오광석

Electrolyte membrane for lithium-air battery, method of manufacturing 

same and lithium-air battery comprising same

미국, 중국유 무

기 

소자
US17/129,155, CN202011578967.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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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

본 발명은 2가지 이상의 질산염을 포함하여 공융점이 매우 낮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기 용융액을 

이용하여 제조된 전해질막과 탄소 물질 상에 빠른 속도록 금속을 환원시켜 제조시킨 양극을 포함하는 

리튬-공기 전지로, 이는 낮은 온도에서 안정적으로 구동이 가능하고 높은 출력 값을 제공할 수 있음. 

또한, 저온에서 고온까지 다양한 온도 조건에서 구동 가능한 리튬-공기 전지를 제공함. 

5

강석

주

1013

5890

유 기

전 자

재료

특허

강석주, 권태혁, 김현탁, 박재현

그래피틱 불완전 루이스 산-염기 쌍(GFLP)을 이용한 이산화탄소 환원용 

촉매제 및 이를 이용한 해수 내 이산화탄소 환원 배터리 

PCT 국제 
유 무

기 

소자

WO2022/045816 A1

2022.03.

본 발명은 그래피틱 불완전 루이스 산-염기 쌍(GFLP)을 이용한 이산화탄소 환원용 촉매제 및 이를 

이용한 해수 내 이산화탄소 환원 배터리 시스템으로 값비싼 희소금속을 사용하지 않고 종래 촉매들의 

내구성의 한계 및 촉매 개질의 한계를 극복한 촉매를 음극으로 사용하여 경제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해수 내 용존 이산화탄소를 80% 이상의 효율로 에탄올, 프로판올 등의 다중탄소화합물로 변환시킬 수 

있음. 또한, 상기 배터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해수 내 이산화탄소가 환원되면서 pH가 높아져 해수 

산성화를 방지할 수 있음.

6

강석

주

1013

5890

유 기

전 자

재료

특허

강석주, 안석훈, 박재현, 황준연, 양민석

유기 고용체를 이용한 음극 활물질 및 이를 포함하는 리튬 또는 소듐 

이차전지용 음극 제조

유 무

기 

소자

대한민국

KR10-2425006

2022.07.

본 발명은 전기음성적인 치환기가 도입된 휘어진 헥사벤조코로넨 유도체를 포함하는 음극활물질은 

커패시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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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량인 이차전지용 음극활물질을 제조 가능함. 

7

김영

식

1126

9439

재료

공학

특허

김영식

침지배터리 및 이를 포함하는 배터리 모듈

세라

믹재

료

대한민국

10-2021-0055239

2021.

본 발명은 유체에 침지되어 배터리의 손상시에도 폭발요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침지배터리에 관한 

것으로서, 양극이 전로에 의해 각각 연결된 전지부; 전로의 적어도 일부 및 전지부를 피복하는 실링부; 

실링부에 의해 피복된 전지부를 수용하는 하우징; 및 하우징에 충진되어 전지부를 침지시키는 

침지유체;를 포함하는, 침지배터리가 제공됨. 

8
김영

식

1126

9439

재료

공학
특허

김영식

수중전지용 벤팅케이스 및 벤팅케이스를 포함하는 벤팅케이스 구조물

대한민국세라

믹재 10-2021-009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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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2021.

본 발명은 수중전지용 벤팅케이스에 관한 것으로서, 케이블이 통과될 수 있는 인출공을 포함하는 

제1케이스; 및 제1케이스와 결합되어 수중전지를 수용할 수 있는 내부공간을 마련하고, 일면에 

내부공간과 외부를 연통시키는 벤트가 형성된 제2케이스;를 포함하는, 수중전지용 벤팅케이스가 제공됨.

9

김영

식

1126

9439

재료

공학

특허

김영식

차량에 적용되는 수중전지 시스템 및 이를 포함하는 차량

세라

믹재

료

대한민국

10-2021- 0107347

2021.

본 발명은 침지배터리를 수용하는 하우징 모듈에 관한 것으로서, 유체 및 유체 내에 침지되는 

침지배터리를 수용하는 복수 개의 하우징; 및 하우징 간에 유체가 유동될 수 있도록 연통되도록 하고, 

하우징 간을 연결하는 체결부;를 포함하고, 체결부는, 하우징에 고정되는 바디; 및 바디의 중심에 

위치되고 유체가 유동될 수 있도록 하우징 내측으로 양단부가 각각 배치되는 중공형의 유로부재;를 더 

포함하는, 하우징 모듈이 제공됨.

10

김진

영

1012

7790

반 도

체 물

리

특허

김진영, 윤영진, 신윤섭, 박찬범

전도성 고분자 및 양쪽성 이온을 포함한 유기 화합물을 포함하는 다중 

복합 재료, 및 이를 포함하는 필름 및 발광 소자, 및 이들의 제조 방법

대한민국

유 기

전자
10-2022-0039877

2022.

본 발명은 전도성 고분자 및 양쪽성 이온을 포함한 유기 화합물을 포함하는 다중 복합 재료 및 이를 

포함하는 필름 및 발광 소자 및 이들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임. 본 발명에서 발광 소자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전도성 고분자의 산도를 약화시키는 pH 완충 효과를 가지면서도, 페로브스카이트 화합물과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페로브스카이트 화합물의 결함 감소 및 계면에서의 엑시톤 퀜칭을 방지시킬 수 

있고, 전극에서부터의 금속의 확산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다중 복합 재료 및 상기 다중 복합 재료를 

포함하는 필름 및 발광 소자 및 이들의 제조 방법을 제공함.

11

류정

기

1013

4926

촉매

화학

공학

특허

류정기, 이현욱, 염수정, 이철민

나노파티클-폴리머 하이브리드 필름을 통한 광전기화학 물분해 효율의 

향상
에너

지변

환및

저장

소재

대한민국

KR10-2323295

2021.09.

미공개 특허

12
류정

기

1013

4926

촉매

화학

공학

특허

류정기, 김현우, 전다솜

광수집 및 촉매 효율이 개선된 광전극, 이의 제조방법 및 광전지

에너

지변

환및

저장

소재

대한민국

10-2305257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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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 전해질을 이용하여 광전극에 나노입자 등의 기능성 소재를 효율적으로 집적하여 광전기화학 

물분해를 위한 광전극을 제조하는 기술

13

류정

기

1013

4926

촉매

화학

공학

특허

류정기, 김현우, 김다솜

리튬 이차 전지용 실리콘 나노튜브-흑연 음극 및 이의 제조방법

에너

지변

환및

저장

소재

대한민국

KR10-2305257

2021.11.

미공개 특허

14

류정

기

1013

4926

촉매

화학

공학

특허

류정기, 배상현, 김현우, 김병수, 김동수

전하 분리 효율 제어를 위한 광전극, 이의 제조방법 및 광전기화학적 

물분해 장치
에너

지변

환및

저장

소재

대한민국

KR10-2427566

2022.08.

본 발명은 전하 분리 효율이 향상된 광전극의 제조방법과 광전기화학적 물분해 장치에 관한 것임. 서로 

반대되는 전하 특성을 갖는 고분자를 사용하여 다층막을 만들어 전하 분리 효율이 향상된 광전극의 

제조방법 및 물 분해 장치에 관한 내용임. 

15

서관

용

1027

1410

물리

화학

특허

서관용, 이강민, 박정환

태양전지 및 태양전지의 제조방법

에너

지재

료화

학

대한민국

1020-21006779

2022.02.

최근 곡면에 적용 가능한 유연 태양전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상용화 수준의 

효율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일 측면에 따라 제공된 태양전지는 결정질 실리콘 기판의 두께 

감소에 따라 유연성을 갖고, 태양전지 양면에 구비된 광학 필름에 의하여 결정질 실리콘 기판의 두께 

감소에 따라 감소된 광흡수율의 손실분을 보상함으로써, 유연성을 보유하면서, 이와 동시에 고효율을 

얻을 수 있음.

16

서관

용

1027

1410

물리

화학

특허

서관용, 이강민

태양 전지 모듈
에너

지재

료화

학

PCT

PCT/KR2022/003201

2022.03.

반도체 산업의 발전과 전자 소자의 고집적화, 고성능화 요구에 따라 다양한 반도체 재료(결정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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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투명성을 가진 반도체 물질의 특성을 극복하여 무색 투명 전자소자를 개발 mn하기 위한 연구 및 

발명이 요구되었음. 무색 투명한 전자 장치의 개발을 위해 위 발명에서는 가시광 영역의 모든 광을 

투과하여 반도체 기판의 무색 투명성을 보이고, 시야각이 향상된 무색 투명 반도체 기판을 제공을 

가능하게 함. 

17 서동 1154 환경/ 특허 서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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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5679

에너

지세

라믹

스

이차전지양극소재

대한민국

제일

원리

계산

10-2022-0050421

2022.

이차전지 양극소재인 무질서 암염구조 양극소재 (DRX) 에 관하여 서술한 특허이며 특히 신소재인 

부분스피넬 DRX 소재와 저리튬과잉 DRX 소재에 대해 조성과 구조적으로 서술하여 출원한 특허임.

18

이동

욱

1155

5018

계면/

표면

공학
기술

이전

이동욱

아크릴화합물을 포함하는 감압성 점착제 및 이의 제조 방법

Interf

acial 

Physi

cs

㈜디케이머트리얼즈

20,000 (천원)

2022

터치패널 및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광학용 점착제는 높은 투과율이 필요하며 공정과정에서 기포 발생 

등의 문제에 관한 안정성이 필요함. 무용제와 광중합을 이용한 PSA 필름은 의료용 테이프, 라벨, 양면 

테이프, 메모지, 전자, 자동차 등의 생활과 산업 분야에 활용되며 시장이 증가하고 있음. 친환경적인 

광경화형 점착제는 저온경화가 가능하여 설비, 생산성 및 에너지 절감을 가져올 수 있음. 대용량, 

대면적에 적용 가능한 기술을 바탕으로 대면적 디스플레이 적용 가능하며, 유연성을 갖는 기판에 활용이 

가능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센서 등의 시장에 우수한 소재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임. 이러한 

아크릴화합물을 포함하는 감압성 점착제 제작방법에 대한 특허를 기술 이전 진행함. 

19

이동

욱

1155

5018

계면/

표면

공학
기술

이전

이동욱

아크릴화합물을 포함하는 감압성 점착제 및 이의 제조 방법

㈜케미폴리오Interf

acial 

Physi

cs

20,000 (천원)

2022

터치패널 및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광학용 점착제는 높은 투과율이 필요하며 공정과정에서 기포 발생 

등의 문제에 관한 안정성이 필요함. 무용제와 광중합을 이용한 PSA 필름은 의료용 테이프, 라벨, 양면 

테이프, 메모지, 전자, 자동차 등의 생활과 산업 분야에 활용되며 시장이 증가하고 있음. 친환경적인 

광경화형 점착제는 저온경화가 가능하여 설비, 생산성 및 에너지 절감을 가져올 수 있음. 대용량, 

대면적에 적용 가능한 기술을 바탕으로 대면적 디스플레이 적용 가능하며, 유연성을 갖는 기판에 활용이 

가능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센서 등의 시장에 우수한 소재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임. 이러한 

아크릴화합물을 포함하는 감압성 점착제 제작방법에 대한 특허를 기술 이전 진행함. 

20

이성
국

1020
0613

생물
화학
공학

특허

이성국

폴리하이드록시알카노에이트를 생산하는 형질전환 미생물, Transformed 

Microorganism Producing Polyhydroxyalkanoates.대사

공학/

합성

생물

학

대한민국

10-2020-0110632 

2021.

본 발명은 폴리하이드록시알카노에이트를 생산하기 위해 유전자를 변형시킨 형질전환 미생물에 관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본 발명은 3-하이드록시부티르산, 3-하이드록시발레르산, 

4-하이드록시발레르산 등을 단량체로 하는 폴리하이드록시알카노에이트를 생산하는 형질전환 미생물에 

관한 것임. 본 발명의 형질전환 미생물은 이종 균주의 phaC 유전자를 도입시킴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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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하이드록시알카노에이트의 조성 및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종류의 

폴리하이드록시알카노에이트를 생산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

21

이성
국

1020
0613

생물
화학
공학

특허

이성국

메틸로루브룸속 균주에서 탄소원 유도 발현이 가능한 발현 벡터 및 이를 

이용한 유전자 발현 시스템, carbon source-inducible expression vector 

expressable in  strainandgeneexpressionsystemusingsame.
대사

공학/

합성

생물

학

대한민국

10-2021-0180175

2021.

본 발명은 메틸로루브롬속 균주에서 탄소원에 의해 유도 발현이 가능한 유전자 시스템에 관한 것임. 본 

발명의 레불린산에 의해 유도되는 유전자 발현 시스템은 강력하게 발현되는 것은 물론 레불린산 농도에 

따라 발현 강도가 정밀하게 조절됨. 따라서, 본 발명의 레불린산에 의해 유도되는 유전자 발현 시스템은 

메틸로루브롬속 균주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물질 혹은 대량의 화학물질 생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 

22

이성
국

1020
0613

생물
화학
공학

특허

이성국

형질전환 미생물을 이용한 유리 지방산 생산 방법. Method for 

production of free fatty acid using transformed microorganism.대사

공학/

합성

생물

학

대한민국

10-2022-0017491

2022.

본 발명은 형질전환 미생물을 이용한 유리 지방산의 생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특정 

유전자가 결실 및 도입된 형질 전환된 대장균을 이용하고 탄소 대 질소(C/N) 비율을 특정 수준으로 

조절한 기질액을 공급함으로써, 발효에 의한 유리 지방산의 생산량을 향상시킬 수 있음.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형질전환 미생물을 이용한 유리 지방산의 생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23

이성
국

1020
0613

생물
화학
공학

특허

이성국

포도당 및 자일로스를 동시에 탄소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슈도모나스 

균주 변이체.  strain variant capable of simultaneously utilizing glucose 

and xylose as carbon source.
대사

공학/

합성

생물

학

대한민국

10-2022-0063103

2022.

본 발명에선 형질전환 슈도모나스 푸티다 균주에서 자일로스 대사 경로 중 하나인 Weimberg pathway를 

자일로스에 의해 유도되는 프로모터를 이용하여 발현함. 실험실 적응 진화를 통해 자일로스를 

탄소원으로 이용하여 빠르게 자라는 균주를 얻어 내었고, 자일로스의 에서도 빨리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돌연변이를 선별해냄. 역공학적 방법으로 제작된 균주는 포도당과 자일오스를 동시에 섭취하면서 빠른 

성장률을 보임. 본 발명의 결과는 슈도모나스를 이용한 리그노 셀룰로오스 바이오매스 

바이오리파이너리의 가능성을 시사함. 

24

이성
국

1020
0613

생물
화학
공학

특허

이성국

대장균 및 슈도모나스 푸티다에서 사용하기 위한 재조합 발현 시스템. 

Recombinant expression system for use in .  and .대사

공학/

합성

생물

학

대한민국

10-2022-0068383

2022.

본 발명은 대장균 및 슈도모나스 푸티다에서 레불린산에 의해 유도되는 재조합 발현시스템에 관한 것임. 

본 발명에서는 기존 발현시스템의 5’ 비번역부위 엔지니어링을 통해 다양한 발현세기를 가지는 

레불린산에 의해 유도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다. 본 발명의 시스템은 레불린산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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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물질을 합성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음.

25

이성
국

1020
0613

생물
화학
공학

특허

이성국

재조합 슈도모나스 푸티다를 이용한 레불린산으로부터 프로피온산 생산. 

Bioproduction of propionic acid from levulinic acid by utilizing 

recombinant .
대사

공학/

합성

생물

학

대한민국

10-2022-0106942

2022.

본 발명은 형질전환된 슈도모나스 푸티다를 이용하여 레불린산으로부터 프로피온산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것임. 본 발명에서는 프로피온산 대사에 관여하는 내재유전자의 제거와 프로피온산 합성에 

관여하는 아종 유전자의 도입을 통해 레불린산으로부터 대량의 프로피온산을 생산할 수 있는 균주를 

개발함. 본 발명은 형질전환된 슈도모나스 푸티다와 레불린산을 이용하는 공정이 프로피온 생산을 위한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생물 공정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

26

이재

성

1008

7281

화학

공학

창업

이재성

광촉매 및 자외선차단재료

㈜솔프로텍촉매 

및 

반응

공학 2022.

현재 하와이에서는 해양 생물등에 대한 유해성으로 옥시벤존 등의 특정 유기 자외선 차단재가 포함된 

선크림의 사용을 금지한 상태이고, TiO2, ZnO등의 무기 자외선차단재료 기반의 선크림은 유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외선 차단성능이 약하며, 백탁현상 및 피부자극 등의 문제가 심각함. 또한, 최근 국내에서 

개발되는 무기물 소재의 경우 일본에서 대부분 수입하기에,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생산 가능한 

새로운 선크림 물질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본 연구진은 기존 자외선차단재료들의 장점은 

골고루 다 가지면서도 단점은 모두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자외선 차단재료를 개발하였고 임상실험 결과 

또한 성곡적임.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 본 물질을 이용한 친환경 자외선차단재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7

이창

영

1110

9810

기타

화학

공학

특허

이창영

유해 가스 여과시스템 잔여 수명 측정용 가지형 가스센서 모듈

대한민국
기타

화학

공학

10-2021-0135900

2021.

탄소 나노 재료를 사용한 가스 센서제작기술을 기반으로 유해 가스 여과시스템의 잔여 수명을 측정할 수 

있는 모듈 제작 기술로써 산업 유해가스, 가스 유출사고, 가스 누출 방지 분야에 활용 가능한 잔여 수명 

지시 기술 개발 및 센싱에 적합한 위치를 고려한 디자인한 기술 개발로 센서 목표시장에 대해 우수한 

모듈 제작기술을 공급함. 

28

장성

연

1014

1982

고분

자공

학

특허

장성연

유기 태양전지용 광활성층 및 이를 포함하는 유기태양전지

대한민국정보/

전자

용고

분자

KR10-2427877

2022.

본발명은 전자 풍부 유닛으로서 BDT를 포함하고, 전자 결핍 부분(electron-deficient moiety)으로서 BDD와 

BDD-HT 사이의 몰비를 제어함으로써, 적절한 결정성, 분자 배열(molecular ordering)을 갖고 전하 이동이 

우수 한 최적화된 구조의 삼성분 공중합체를 제공함. BDD-HT의 몰비를 증가 시키는 것은 또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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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합체 PBDB0에 비해 삼원 공중합체의 HOMO 에너지 준위를 낮게 재조정하여, VOC를 개선시킴. 이  

합성된 삼원 공중합체는 많은 광학적 및 전기 화학적 특성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알킬 측쇄의 밀도를 

제어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모폴로지를 개선하고 나아가 장치 성능을 개선함.

29

장지

욱

1117

4132

화 학

공학

특허

조승호, 장지욱, 이준희, 양창덕, 정후영, 송재중, 유제민

다중금속화합물, 이를 포함한 촉매, 전극, 및 전자장치, 상기 

다중금속화합물의 제조방법

대한민국
촉 매

화 학

공학 

10-2022-0028930

2022.

본 발명은 산소환원반응을 통한 친환경 전기화학적 과산화수소 생산에 사용되는 금속복합 전기화학 촉매 

중 우수한 활성도 및 선택도를 위하여 다중 금속화합물 중 조정된 비율의 코발트를 포함하는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진 층상 이중층수산화물을 개발함. 이는 제조방법이 간단하여 대량생산에 용이하고 

규명된 과산화수소 선택도와 안정성이 우수하기에 전기화학적 과산화수소 생성촉매로 이용이 가능함을 

보임. 또한 이를 사용하여 태양광-과산화수소 변환효율이 높은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 

광전기화학 과산화수소 생산의 시장 확대와 상용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30

장지

현

1010

1748

무기

광화

학

특허

장지현, 윤종철

환원된 그래핀옥사이드 및 이의 제조방법

대한민국

촉매

화학
KR10-2360891

2022.02.

본 발명의 구현예에 따르면, 촉매의 존재 하에 특정 압력 및 온도를 가하여 수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그래핀옥사이드를 환원시켜 특정 평균 결정 크기 및 산소 함량을 갖게 함으로써, 낮은 저항 및 높은 

전기 전도도를 갖는 우수한 품질의 환원된 그래핀옥사이드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구현예에 따른 방법은 수소가 부족한 환경 및 저온 조건하에서 환원이 이루어지며, 환원 과정 중 

탄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음. 

31

장지

현

1010

1748

무기

광화

학

특허

장지현, 박주형

티타늄 및 실리콘으로 도핑된 헤마타이트를 포함하는 포토에노드,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물분해 장치

대한민국

촉매

화학
KR10-2368477

2022.02.

본 발명의 일 구현예에 따른 포토에노드는 10 nm 내지 350 nm의 평균 길이와 10 nm 내지 100 nm의 

평균 직경을 갖는, 구조적으로 안정화된 로드 형상의 티타늄(Ti) 및 실리콘(Si)으로 도핑된 헤마타이트를 

복수개 포함함으로 써, 낮은 턴-온 전압뿐만 아니라 우수한 전기 전도도, 광전류 밀도 및 

광전기화학(photoelectrochemical; PEC)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포토에노드는 물분해 장치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음. 

32

장지

현

1010

1748

무기

광화

학

특허

장지현, 윤기용

게르마늄으로 도핑된 헤마타이트를 포함하는 포토에노드,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물분해 장치

대한민국

촉매

화학
KR10-2368478

2022.02.

본 발명의 일 구현예에 따른 포토에노드는 255 nm 내지 500 nm의 평균 길이와 8 nm 내지 55 nm의 

평균 직경을 갖는, 구조적으로 안정화된 로드 형상의 게르마늄(Ge)으로 도핑된 헤마타이트를 복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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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함으로써, 낮은 턴-온 전압뿐만 아니라 우수한 전기 전도도, 광전류 밀도 및 

광전기화학(photoelectrochemical; PEC) 성능을 제공할 수있다. 따라서, 상기 포토에노드는 물분해 장치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음. 

33

장지

현

1010

1748

무기

광화

학

특허

장지현, 강경남

금속산화물이 용출된 이중층 페로브스카이트 산화물의 제조 및 이의 

플렉서블 하이브리드 슈퍼커패시터로의 응용

대한민국
촉매

화학
KR10-2397345

2022.05.

본 발명은 금속산화물이 용출된 이중층 페로브스카이트 산화물의 제조 및 이의 플렉서블 하이브리드 

슈퍼커패시터로의 응용에 관한 것으로, 금속산화물 나노입자가 용출된 이중층 페로브스카이트 산화물 

활물질은 페로브스카이트 산화물 내부의 산소 음이온 인터칼레이션 및 Co3O4 활물질 표면의 패러데이 

산화 환원 반응에 의해 우수한 전기 화학적 성능을 나타내어, 플렉서블 하이브리드 슈퍼커패시터에 

유용하게 응용할 수 있음. 

34

장지

현

1010

1748

무기

광화

학

특허

권성우, 백상철, 장지현, 윤기용

대면적화가 가능한 물분해용 광전기화학 광전극 및 이를 포함하는 

물분해 장치

대한민국
촉매

화학
KR10-2404454

2022.05.

본 발명은 투명전극기판, 및 상기 투명전극기판 상에 배치된 광양극(photoanode)층을 포함하는 판상형 

광전극을 포함하고, 광전극은 복수 개로 존재하고, 복수 개의 광전극은 하나의 광전극의 투명전극기판과 

다른 하나의 광전극의 광양극층이 서로 이격되어 대향하도록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물분해용 

광전기화학 광전극에 관한 것이다. 이에 의하여, 물분해 성능을 향상시키면서 대면적화를 가능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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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산업문제 해결 실적의 우수성

<표 4-3> 최근 1년간(2021.9.1.-2022.8.31.) 참여교수 (지역)산업문제 해결 대표실적

연번
참여교수명 연구자등록번호 세부전공분야 (지역)산업문제

실적의 적합성과 우수성

1

곽상규 11004853 화공열역학

반도체 처리 공정 중 발생하는 과불화화합물(PFC)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한 가수 분해용 금속 산화물 촉매 

물질 개발 필요

삼성환경안전연구소 산학협력 (2021.01. ~ 2021.12.)

“기상 반응 촉매 Mechanism 전산 모사 연구”를 주제로 하여, 대표적인 PFC 물질인 CF4를 포함하여 

CHF3,C2F6등의 촉매 표면 위 가수 분해 메커니즘을 이론적으로 규명. 최적의 촉매 물질 선정을 위한 

3종의 descriptor를 파악하여 15종의 금속 산화물에 대한 가수 분해 성능을 예측

2

곽상규 11004853 화공열역학

전기자동차용 고에너지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극 표면 

안정성   및 수명 개선을 위한 전해질 첨가제 

핵심기술 확보 필요
현대자동차 산학협력 (2021.02. ~ 2022.02.)

“고 에너지 밀도의 리튬-이온 이차전지를 위한 첨가제 핵심 소재 기술 가속화 개발”을 주제로 

제일원리계산   기반 전산 스크리닝을 통해 신규 양극, 음극 계면 첨가제 후보군 도출 및 전기화학적 

특성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전해질 개발 가속화에 기여

3

곽상규 11004853 화공열역학

실험을 통한 재료의 물성 해석에서의 많은 비용과 

시간의   절감을 위해 금속 재료의 기계적 물성 변화 

해석 및 스크리닝 기술 개발 필요
현대자동차 산학협력 (2021.07. ~ 2022.06.)

“연료전지시스템 사용소재의 원가절감/안전설계 위한 수소 재료 취화 스크리닝 기술 개발”을 주제로 

실험적 비용 및 시간 절감을 위한 다차원 전산모사 방법론 적용을 통해 수소 침투를 위한 포텐셜 

파라미터 정립과 침투에 따른 금속 재료의 기계적 물성 변화 해석, 도핑 원소에 따른 확산 계수 및 수소 

외부 유출 경향 비교로 효과적인 조성 및 원소 특성 파악

4

권영국 10177686 전기화학
에틸렌 생산을 위한 전기화학적 고효율 CO3환원 촉매 

개발
LG 화학 산학 과제 수행 (2021.11. ~ 2024.10. 진행중) 

“에틸렌 생산 고효율 전극촉매 개발”을 주제로 뛰어난 선택성 및 활성을 나타내는 전극 촉매를 개발 

중. 최종 목표는 에틸렌 전류 효율 (FE) 70%, 부분 전류밀도 (jC2H4)500mAcm-2달성임.

5

권영국 10177686 전기화학

암모니아 산화 반응에 대한 고활성 촉매로 알려진 

백금의 낮은 안정성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수소 생산 

방법 마련
㈜에이에이알 산학협력 (2022.03. ~ 2024.02. 진행중)

“지속 가능한 수소 생산을 위한 암모니아 산화 장기구동 시스템 확보 촉매 개발”을 주제로 암모니아 

산화반응 촉매의 활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향상시키기 위한 촉매 개발 및 비활성화된 촉매 표면 회복기술 

개발을 통해 암모니아를 수소 운반체로서 도입하기 위한 초입 마련

6

김영식 11269439 세라믹재료

기존 AIN(Aluminium Nitride)에 대한 연구는 주로 

열전도도 향상을 중점으로 이루어졌으며, 전기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많이 진행되지 않음
삼성전자 산학협력 (2021.07. ~ 2021.12.)

AIN 소재의 온도별 및 시계열 Electrodynamics를 이해 (Reliable Process Window 확보, Sintering Aids 

함량과 소결 공법에 따른 EIS 및 GITT 분석)하고 고온 DC/EIS 측정을 통한 전자전도도 및 이온전도도 

분석, Arrhenius plot 확보 및 소재의 Activation Energy 확인, AIN 소재 microstructure와 전기적 특성의 

연관성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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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김영식 11269439 세라믹재료

기존 리튬이온배터리는 과충전 등 다양한 원인으로 

열화가 지속될 시 화재, 폭발 및 전이로 이어지는 

배터리 열폭주 현상이 발생 가능

삼성SDI 산학협력 (2022.01. ~ 2023.01. 진행중)

다연소물에 피복 및 침투되어 질식 및 냉각작용을 통해 발화전파 차단이 가능한 방화소재 FPM(Fire 

Prevention Material)을 개발한 뒤 이를 리튬이온 배터리팩에 적용해 안정성을 증가시킨다. 이를 위해 

방화소재가 지녀야할 필요 특성들을 파악하고 후보군 탐색 뒤 조성을 최적화하여 방화소재의 제조 및 

제작공정을 확립. 또한 물성평가를 통해 개발된 방화소재의 기초성능을 파악한 뒤 소화 시험을 통해 

화재 전이가 없음을 확인하고자 함

8

김영식 11269439 세라믹재료
재활용 리튬 추출 과정에서 생성된 불순물들이 전지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부족함

SK이노베이션 산학협력 (2022.08. ~ 2023.01. 진행중)

리사이클 과정을 통해 확보한 수산화리튬 내 불순물의 배터리 성능 영향을 평가하고, 불순물의 허용 

농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함

9

서관용 10271410 에너지재료화학

기존 BIPV 기술은 건물의 지붕 및 벽면 등에 

적용하였지만, 건물 대부분이 유리로 되어있는 

고층건물이 늘어남에 따라 건물의 유리창 부분에 

태양전지를 적용하려는 시도가 필요함

금강 창호 기공 산학협력 (2020.12. ~ 2022.11.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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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양창덕 10169769 유기합성화학

슈퍼 태양전지 – 실리콘 이론한계 돌파형 (>35%) 양산 

스케일 (18.2 x 18.2 cm2)이중접합 태양전지 개발을 

위한 정공수송층 개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2021.10. ~ 진행중)

25cm2대면적 모듈 고효율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개발 및 다양한 Spiro형 분자의 추가적인 합성을 

통해 진공증착 가능한 정공수송층 유기 물질 개발

11

이재성 10087281
촉매 및 

반응공학

석유에 의존하는 세계 화학 산업의 전반적인 영향으로 

인해, 석유 가격의 큰 변동성은 문제를 야기함.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석유를 전적으로 수입에만 의존하는 

지역에서는 경질 올레핀과 BTX 생산 능력 기술이 

에너지 자립화 관점에서 필수적임

한화솔루션 산학협력 (2022.08. ~ 2025.07. 진행중)

“촉매 기반 CO 수소화를 통한 화학제품 제조 기술 개발”을 주제로 CO 수소화 반응을 통하여 

C2-C4경질 olefins와 BTX 등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원료물질로의 선택적 전환을 위한 촉매 및 공정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 때 One step 공정 개발을 통해 에너지 소비 감소 및 공정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감축 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12

이창영 11109810 기타화학공학

화학작용제 노출 위협으로부터 민간인/군인을 보호하기 

위한 화학작용제 인공지능 탐지/식별 어레이센서 기술 

개발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과제 수행 (2020.09. ~ 2023.09. 진행중)

“화학작용제 인공지능 탐지/식별 어레이센서 기술 개발”을 주제로 탄소 나노 재료를 사용한 

어레이센서 제작기술 개발, 인공지능 학습을 기반으로 한 민/군 상업화 가능한 인공지능 탐지/식별 

어레이센서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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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현욱 11107417 에너지저장소재

기존 전고체 전지 구동 과정에서의 내부 압력 변화가 

셀의 수명특성 및 열화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분석하는 데 기술적 

어려움이 있음.   

현대자동차 산학협력 (2022.06. ~ 2023.05. 진행중)

“전고체전지 구동 조건 최적화를 위한 셀 압력/변이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조건 최적화”를 주제로 

전고체전지의 충/방전동안 발생하는 내부 구동압력 및 셀 두께 변화에 따른 변위를 측정 및 해석함. 이를 

통해 압력 변화를 고려한 최적화된 전고체 전지 설계의 방향성을 제시함

14

임한권 10970951 화학공학
SOx제거반응 후 잔여 NH3배출 방지를 위한 습식 

스크러버 공정설계

RIST 산학협력 (2021.09. ~ 2021.12.)

“SOx제거반응 후 잔여 NH3 배출 방지를 위한 습식 스크러버 공정설계”를 주제로 NH3배출 방지를 위한 

습식 스크러버 공정 설계 및 주요 설계 인자 도출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및 결과 검토를 진행함

15

임한권 10970951 화학공학
SMR 공정 부하별 CO2포집 시스템 적용시 CO2저감량 

및 경제성 평가 방법론 개발

RIST 산학협력 (2022.01. ~ 2022.12. 진행중)

“SMR 공정 부하별 CO2포집 시스템 적용시 CO2저감량 및 경제성 평가 방법론 개발”을 주제로 

RIST-POSCO에서 운영중인 SMR 설비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이산화탄소 포집 공정에 대한 경제성 및 

환경성 평가 모델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및 결과 검토를 진행 중

16

임한권 10970951 화학공학 LOHC 기술 분석 및 투자 업체(이하 GH3사) 기술실사

SKEP 산학협력 (2021.10. ~ 2021.12.)

“LOHC 기술 분석 및 투자 업체(이하 GH3사) 기술실사”를 주제로 LOHC 기술 분석 및 SOEC/SOFC 

Integration 기술 개발, GH3사의 LOHC Scale-up 기술 개발, SOEC BOP PKG Scale-up 기술 개발, 

GH3사의 LOHC 기술 및 Patents 검증/검토 등을 골자로 하는 전반적인 기술 자문 수행

17

임한권 10970951 화학공학
이산화탄소 발원지에 최적화된 흡수식 이산화탄소 

포집 장치
㈜카본밸류 산학협력 (2022.01. ~ 2022.12. 진행중)

“이산화탄소 발원지에 최적화된 흡수식 이산화탄소 포집 장치”를 주제로 이산화탄소 발원지의 

이산화탄소 조성에 최적화된 흡수식 이산화탄소 포집 장치에 대한 솔루션 도출을 골자로 하는 전반적인 

기술 자문 수행

18

장지현 10101748 촉매화학

기존 화석연료 개질을 통한 수소 생산을 대체하기 

위한 광전기화학 촉매 (Fe2O3,BiVO4,비백금) 개발 및 

이를 통한 그린 수소 제조 기술의 상업화 테스트 
S-OIL 산학협력 (2017.09. ~ 22024.05. 진행중)

“태양광을 이용한 효과적인 수소제조기술 개발” 주제로 광양극 BiVO4와 음극 3D-Ni/Ni의 성능, 

안정성을 동시에 향상시키기 위한 조 촉매 증착 및 표면처리를 기반으로 고성능 수소 생산을 위한 

메커니즘 분석 및 방법론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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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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실적 및 계획

■ 고현협

○ KCC 산학과제 수행 (2020.04. ~ 진행중)

·연구주제: 수계 적용기반 고분자 가교 네트워크 및 반응 메커니즘 특성화 제어 기술 개발

·연구목표 및 내용: 수계형 바니쉬의 도막 품질개선을 위한 도막 형성 메커니즘 규명 및 공정 

최적화 및 표면 특성 분석기술 개발 및 정량화

·연구결과 및 실적: 국내 특허 1건 출원 및 SCI급 국외 학술지 3건 및 학술대회 발표 국내 5건

■ 곽상규 교수 

○ 그래핀올 산학 과제 수행 (2022.03. ~ 2022.11. 진행중)

·연구주제: 계산과학을 통한 Hetero co-doping 그래핀과 마그네슘 입자 나노복합재의 최적 소재 

모델링 및 설계

·연구목표 및 내용: 이종 도핑 원소 및 농도에 따른 그래핀 내 최적의 도핑 위치 탐색 및 

그래핀 분산성 및 마그네슘 결합력 비교를 통한 나노복합재 최적 소재 그래핀 설계

·연구결과 및 실적: 이종 도핑 그래핀 모델의 도핑 형성 에너지, 응집 에너지, 그래핀 결합 

에너지 및 마그네슘 결합 에너지 계산을 통한 구조 안정성 및 복합화 성능 비교. DFT 계산 

스크리닝을 통한 최적 후보군 제시 

■ 곽자훈 교수

○ 한화솔루션 산학 과제 수행 (2022.08. ~ 2025.07. 진행중)

·연구주제: 촉매 기반 CO 수소화를 통한 화학제품 제조 기술 개발 

·연구목표 및 내용: C2-C4 경질 olefins와 BTX 등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원료물질로의 선택적 

전환을 위한 촉매 및 공정기술 개발 

■ 권영국 교수

○ LG 화학 산학 과제 수행 (2021.11. ~ 2024.10. 진행중)

·연구주제: 에틸렌 생산 고효율 전극촉매 개발

·연구목표 및 내용: 에틸렌 생산 고효율 전극촉매 개발을 통한 에틸렌 전류효율 (FE) 70%, 부분 

전류밀도 (jC2H4)500mAcm-2 달성

○ ㈜에이에이알 산학 과제 수행 (2022.03. ~ 2024.02. 진행중)

·연구주제(1): 백금 기반 고안정성 암모니아 산화 전기화학 촉매 개발 (2022.03. ~ 2023.02.)

·연구목표 및 내용: 60 ℃, 100 mA cm-2의 구동 조건에서 장시간 유지가 가능한 고안정성 촉매 

개발

·연구주제(2): 비활성화된 촉매 표면 회복기술 개발 (2023.03. ~ 2024.02.)

·연구목표 및 내용: 개발된 촉매를 표면 회복기술 개발을 통하여 구동 시간을 증대시키는 방안 

개발

■ 김영식 교수

○ 삼성전자 산학 과제 수행 (2021.07. ~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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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 고저항 세라믹 소재의 고온 Electrochemical Dynamics 연구

·연구목표 및 내용: AIN 소재의 온도별 및 시계열 Electrodynamics 이해 (Reliable Process 

Window 확보, Sintering Aids 함량과 소결 공법에 따른 EIS 및 GITT 분석)

·연구결과 및 실적: 고온 DC/EIS 측정을 통한 전자전도도 및 이온전도도 분석, Arrhenius plot 

확보 및 소재의 Activation Energy 확인, AIN 소재 microstructure와 전기적 특성의 연관성 파악

○ 삼성SDI 산학 과제 수행 (2022.01. ~ 2023.01. 진행중)

·연구주제: 리튬이온 배터리팩의 발화전파 차단을 위한 소화약재 개발

·연구목표 및 내용: 방화소재의 조성 최적화 및 기초 성능 파악 / 방화소재의 열관리 능력 및 

소화성능 평가

·연구결과 및 실적: 리튬이온 배터리팩에 적용 가능한 최적 방화소재 확보 및 방화소재 평가법 

확립

○ SK이노베이션 산학 과제 수행 (2022.08. ~ 2023.01. 진행중)

·연구주제: 리사이클 수산화리튬 내 불순물의 배터리 성능 영향 평가

·연구목표 및 내용: 재활용 수산화리튬 내 불순물의 배터리 성능 영향 평가 및 허용 농도에 

대한 Spec 가이드라인 제시

·연구결과 및 실적: 리튬 리사이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순물이 셀에 미치는 영향의 정량적인 

데이터 확보 및 재활용 원료의 순도 설정의 공정 프로세스 제시

■ 서관용 교수

○ “HMG-UNIST 산학 공동연구실” 운영 (2022.05. ~ 2025.04. 진행중)

·연구주제: 자동차용 고효율 페로브스카이트-실리콘 텐덤 태양전지 개발을 위한 자동차에 적용 

가능한 페로브스카이트와 실리콘을 적층한 고효율의 대면적 탠덤 소자의 제조 기술개발 

·연구목표 및 내용: 상용성의 대면적 코팅 막 제조법 등을 통한 고효율 대면적 소자 제조 기술 

개발을 통해, 최종적으로 자동차에 적용 가능한 고효율 페로브스카이트-Si 탠덤 태양전지 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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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에너지솔루션과의 투명 태양전지와의 융합을 위한 공동연구 (계획중)

·연구 주제: 상용화 가능한 결정질 실리콘 기반 투명 태양전지 개발을 위한 공정 설계 및 

대면적 투명 태양전지 개발

·연구 목표 및 내용: 본 연구팀이 개발한 결정질 실리콘 기반 투명 태양전지의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상용 공정 라인에서 제작 가능한 투명 태양전지를 설계하고 대면적 투명 태양전지 

및 모듈을 개발하는 연구를 목표로 함

■ 서동화 교수

○ LG화학 산학과제 (2019.12. ~ 2022.12. 진행중)

·연구주제(1): 고속 다량 병렬 합성을 이용한 고성능 이차전지 소재 개발 (2019.12. ~ 2022.12.)

·연구목표 및 내용: 고성능 리튬과잉 양이온-무질서-암염구조 양극 소재 개발 및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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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최적화 기법 개발

·연구주제(2): 고분자 소재 탐색을 위한 자율실행 실험실 개발 (2021.06. ~ 진행중)

·연구목표 및 내용: 생분해성 고분자의 녹는점 및 유리전이온도 최적화를 위한 자동화 플랫폼 

개발

·연구주제(3): LMFP 양극재 구조 안정화 및 열화 메커니즘 분석 (2021.10. ~ 진행중)

·연구목표 및 내용: LMFP 양극재의 열화 메커니즘 규명을 통한 안정된 구조의 소재 기술 개발 

및 전극 공정에 대한 기술적 난관이 존재하는 LMFP 양극재의 전극 공정성 개선 방안 제시

·연구결과 및 실적: 국내 특허 1건 출원, 2건 출원 준비 중 및 SCI급 우수 국제 학술지 1편 

심사 중

○ LG 에너지솔루션 산학과제 (2021.05. ~ 진행중)

·연구주제: 인공지능과 로보틱스를 이용한 자율실행 배터리 실험 시스템 개발

·연구목표 및 내용: 액체전해질 탐색 자동화를 위한 배합 및 코인셀 조립 자동화

·연구결과 및 실적: 국내 특허 1건 출원 준비 중

○ 삼성 SDI 산학과제 (2021.09. ~ 진행중)

·연구주제: 제일 원리 계산을 통한 황화물계 고체전해질 수분 안정성 개선

·연구목표 및 내용: 제일원리계산과 XPS 분석을 통한 Argyrodite계 고체전해질 표면에서의 

수분 반응 메커니즘과 수분 반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그리고 상태도 구축을 통한 

수분 반응 예측

·연구결과 및 실적: 수분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확인 (수분 반응 메커니즘 탐색은 현재 

진행 중). 상태도 구축을 완료하여 고체전해질의 대기 노출 시 수분 반응 여부 예측 가능

○ 삼성미래기술연구재단 (2021.12. ~ 진행중)

·연구주제(1): 특이활성 계면전도를 통한 고이온전도성 고전압안정성 할라이드계 나노복합체 

고체전해질 기반 전고체전지 (2021.12. ~ 진행중)

·연구목표 및 내용: 특이활성 계면전도 현상 규명을 통한 고이온전도성 고전압안정성 

할라이드계 나노복합체 기반 고체전해질 개발 및 전고체전지 제조

·연구주제(2): 리튬 금속 전지용 덴드라이트-프리 유기 얼음 전해질 ICE 개발 (2022.06. ~ 

진행중)

·연구목표 및 내용: DFT와 MD를 통해 극저온에서 single-ion conductor로 작동 가능한 유기 

전해질에 대한 메커니즘 연구와 적합한 전해질 solvent 탐색 

·연구결과 및 실적: 국내 특허 1건 출원 중 및 SCI급 우수 국제 학술지 2편 심사 중

○ 현대자동차 Joint  Battery Research Center 산학과제 (2021.11. ~ 진행중)

·연구주제: 황화물계 전고체전지향 초고에너지밀도 양극활물질 개발

·연구목표 및 내용: 황화물계 전고체전지에 적합한 zero-strain 차세대 양극 활물질 개발 및 

적용

·연구결과 및 실적: 국내 특허 1건 출원 준비 중 

○ POSCO Science Fellowship 산학과제 (2022.03. ~ 진행중)

·연구주제: 차세대 양극소재 디자인 및 개발

·연구목표 및 내용: 원자모델링을 활용한 리튬 양극 소재 합성 및 분석

■ 송현곤 교수

○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수행 (2019.11. ~ 2023.05. 진행중)

·연구주제(1): 유기 전해질에서의 산소 환원 반응 향상을 위한 항산화효소 생체모방 화학촉매 

(2019.11. ~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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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표 및 내용: 리튬-공기 전지 및 리튬 이온 전지의 활성 산소종 안정화를 위한 생체 효소 

모방 첨가제 연구  

·연구결과 및 실적: SCI급 우수 국제 학술지 5편 게재      

·연구주제(2): 리튬금속전지용 덴드라이트-프리 유기 얼음 전해질 ICE (2022.06. ~ 2023.05.)

·연구목표 및 내용: 최초의 분자형 고체 유기 전해질의 이온전도채널 형성의 메커니즘 제시와 

이의 높은 기계적 강성을 이용한 향상된 리튬금속 전지의 저온 및 상온 구동에 관한 연구   

○ 삼성SDI 클러스터 산학 과제 수행 (2022.03. ~ 2023.02. 진행중)

·연구주제: 리튬 석출 개선 스킨 코팅 기술 개발

·연구목표 및 내용: 고속 충전시에 발생할 수 있는 리튬 석출을 개선하기 위한 음극 코틱 기술 

개발 

■ 양창덕 교수

○ 삼성전자 공동연구 (2020.12. ~ 진행중) 

·연구주제: 지속 가능한 소자 출력을 위한 소재 개발

·연구목표 및 내용: 지속적인 소자 구동을 위한 자가회복 기능 부여를 위해 수소결합이 가능한 

음전하 대전체 개발. 기존 선행연구를 통해 개발한 소재 전략을 상업성이 뛰어난 소재에 활용 

및 소자 평가 완료

·연구결과 및 실적: SCI급 우수 국제 학술지 1편 게재

■ 이동욱 교수

○ 코스맥스 산학 과제 수행 (2022.03. ~ 2023.02. 진행중)

·연구주제: 마찰력 측정을 통한 물리적 값들과 인간 센서리 사이의 상관관계 연구

·연구목표 및 내용: SFA를 이용해 다양한 화장품 제형의 마찰력을 측정하고, 이를 통해 얻은 

물리적 파라미터들과 인간의 센서리 사이의 상관관계 파악 

○ 덕산하이메탈 산학 과제 수행 (2022.03. ~ 2023.03. 진행중)

·연구주제: 도전볼 도금을 위한 유기입자/무기입자에의 새로운 프라이밍 기술 개발

·연구목표 및 내용: 기존 방법보다 더 안정적인 도전볼 생산을 위해 카테콜기를 이용한 새로운 

프라이밍 기법 개발.

■ 이성국 교수

○ 엘지화학 산학 과제 수행 (2021.12. ~ 2022.11. 진행중)

·연구주제: 산업용 균주 플랫폼 구출을 위한 유전자 발현 조절 모듈 개발

·연구목표 및 내용: 상시 발현 또는 기질 및 탄소원에 반응하여 유전자 발현량을 조절할 수 

있는 프로모터 36개 이상 제작, 신규 유용 프로모터 발굴을 위해 유전체 편집 기술 활용 및 

프로모터 sequence 변이 분석 및 변이 프로모터의 활성 검증 기술 확보

·연구결과 및 실적: 대장균에서 글루코스에 의해 조절되는 hybrid promoter 및 슈도모나스에서 

글루코스와 자일로스에 의해 조절되는 두가지 hybrid promoter 개발 완료

■ 이재성 교수

○ 한화솔루션 산학 과제 수행 (2022.08. ~ 2025.07. 진행중)

·연구주제: 촉매 기반 CO 수소화를 통한 화학제품 제조 기술 개발 

·연구목표 및 내용: CO 수소화 반응을 통하여 C2-C4경질 olefins와 BTX 등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원료물질로의 선택적 전환을 위한 촉매 및 공정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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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및 실적 계획: 본 연구과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CO로부터 경질 olefins과 

방향족을 생산하는 촉매 및 공정기술을 확보하여, 이미 CO 원료를 확보하고 있는 한화로서는 

이로부터 부가가치가 높은 화학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있음. 또한 향후 이 기술을 CO2전환 

기술로 발전시킬 수 있다면 온실가스인 CO2를 석유화학의 기초 원료로 재활용하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창영 교수

○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과제 수행 (2020.09. ~ 2023.09. 진행중)

·연구주제: 화학작용제 인공지능 탐지/식별 어레이센서 기술 개발

·연구목표 및 내용: 단일 및 혼합 화학작용제 식별/정량을 위한 인공지능 가스센서 어레이 개발

·연구결과 및 실적: SCI급 국제 학술지 1편 게재

■ 이현욱 교수

○ 현대자동차 산학 과제 수행 (2022.06. ~ 2023.05. 진행중)

·연구주제: 전고체전지 구동 조건 최적화를 위한 셀 압력/변이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조건 

최적화

·연구목표 및 내용: 전고체전지 충/방전 동안 발생하는 내부 구동압력 거동 분석 및 스프링을 

활용한 셀 두께 변화에 따른 변위 해석 

○ 삼성SDI 산학 과제 수행 (2022.01. ~ 2023.01. 진행중)

  ·연구주제: 원형셀 수명 중 Deform CT 분석

  ·연구목표 및 내용: 실시간 CT 촬영을 통해 전극 단위의 열화 현상 및 기계적/열적 구동의 

분석을 진행하고자 함. 

○ 삼성전기 기술자문 (2022.02. ~ 2023.01. 진행중)

·연구주제: MLC 전고체 전지용 재료 개발에 관한 기술자문

·연구목표 및 내용: 전극 활물질(양극/음극재)의 전도도(이온/전자) 개선을 위한 처리 및 입도 

분포 등에 따른 특성, 그리고 활물질의 충방전 거동 및 반응 메커니즘 등

■ 장지현 교수

○ S-OIL 산학 과제 수행 (2017.09. ~ 2024.05. 진행중)

·연구주제(1): 태양광을 이용한 효과적인 수소제조기술 개발 (2017.09. ~ 2022.03.)

·연구목표 및 내용: BiVO4 촉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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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 ~ 2024.05. 진행중)

·연구목표 및 내용: 3차원 구조의 Ni 촉매 개발을 통한 백금 대체 및 수소제조 기술 상업화를 

위한 10cm2 이상의 BiVO4 광전극 개발

·연구결과 및 실적: 국내 특허 3건 출원

■ 정경민 교수

○ 삼성SDI 전극 설계 관련 산학과제 (2022.03 ~ 진행중)

·연구주제: 후막전극 설계를 위한 새로운 모델링 기법 개발

·연구목표 및 내용: Binder / 도전재 미세구조 고려된 극판 설계 model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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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균 교수

○ 천보 산학 과제 수행 (2020.12. ~ 2022.11. 진행중)

·연구주제: 장수명 전고체전지용 고체전해질-양극 계면 안정화 코팅 소재 개발

·연구목표 및 내용: 황화물 기반 전고체전지용 고체전해질-양극 계면 부반응 안정화용 코팅 

소재 개발 및 장수명 전고체전지 개발

·연구결과 및 실적: 특허 2건 출원 예정 및 SCI급 논문 1건 투고 예정

■ 조재필 교수

○ 삼성 SDI 산학과제 (2021.01. ~ 2021.12.)

·연구주제: 리튬리치형 양극소재 기술 개발  

·연구목표 및 내용: 용량 270 mAh/g이상이고 고합제에서도 안정한 양극소재 합성 및 셀평가 

(상온 25도, 50사이클 후 90%용량 유지율)  

·연구결과 및 실적: 초기용량 달성 및 상온 수명 목표 수준인 90%도달함 (50사이클후)

2.1.2 산학 간 인적/물적 교류 실적 및 계획

○ SK On 산학 장학생 (진행중)

·SK On과 2026년까지 석사 80명을 함께 선발 하여 리튬이온전지 교육 및 연구 후 별도의 평가 

없이 바로 취업시키는 계약학과 e-SKB(education program for SK Battery)를 설립함

○ 포스코케미컬 산학 장학생 (진행중)

·포스코케미칼과 2027년까지 석사, 석박사 통합 과정 20명을 함께 선발하여 배터리 소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e-Battery Track 과정을 설립 운영함 

○ 삼성 SDI 산학 장학생 (진행예정)

·삼성 SDI와 함께 석사, 석박사 통합 과정을 선발하여 배터리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 

장학생 과정을 설립 운영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