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 STAR 연구실 소개서
가. 자연과학대학

1. 화학과
⬖ 김진호 교수님 연구실 ⬗

Kim Research Group at INU
인천대학교 교수 (2014-현재)
성명

박사후과정 Univ. of

김진호
주요

책임교수

소속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Wisconsin-Madison (2012-2014)

학력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과 (2012)
경력
석사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과 (2009)
학사 한양대학교 화학과 (2006)

구 성 원

직 책

인원

성 명 (담당분야)

박사 후 연구원

1

Bapurao Lad(derug delivery)

석 사

2

김준수(aerobic oxidation), 임재혁(fuctionalized monomer)

산학협력

1. 유산소 산화적 전환법 개발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신약 개발에 응용)

희망분야

2. 기능성 있는 단분자 개발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대표연구
분야

1. 유산소 산화적 전환법
대표기술 개요
및 개발현황

Ÿ

유해한 부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소를 이용한 친환경적 산화제 개발

Ÿ

크롬 산화제 대신 커퍼나 산소를 이용

2. 전이 금속을 촉매로 하는 유기 반응
3. 다양한 유도체를 이용한 신약 후보 물질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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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 촉매를 이용한 황화수소와
아민의 유산소 산화적 합성

• 산화 전위의 조정이 가능한 유기

개발 관련

분자와 그 유기 분자의 테트라히드

시제품 사진

로퀴놀린의 유산소 탈수소화 반응에
대한 촉매 작용

• 상온에서의 HKUST-1/ABNO 촉매
에 의한 2급 벤질 알콜의 유산소 산
화 반응

특허 및 노하우

순번

출원번호

출원일

1

10-2016-0020715

2016-02-22

발명의 명칭
나이트록실/NOx 촉매 시스템을 이용한 방향족
알데히드에서 나이트릴로의 유산소 산화적 전환법

1. 하이드라진의 전이 금속 촉진 유산소 산화반응을 이용하는 환경 친화적인 유기 반응에
관한 연구

연구 실적

Ÿ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Ÿ

과제기간: 2018.03.01 ~ 2021.02.28.

2. 고강도 저비용 아로마틱 폴리케톤계 수지 및 압축강도 180MPa이상급 의료용 복합체 제
조기술개발
Ÿ

지원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Ÿ

과제기간: 2016.01.01 ~ 2020.12.31.

3. 구리 촉매를 이용한 황화수소와 아민의 유산소 산화적 합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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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화 전위의 조정이 가능한 유기 분자와 그 유기 분자의 테트라히드로퀴놀린의 유산소
탈수소화 반응에 대한 촉매 작용
5. 상온에서의 HKUST-1/ABNO 촉매에 의한 2급 벤질알콜의 유산소 산화 반응

논문 27편 / 특허 10건

1. Metabolic profiling reveals glucose and fructose accumulation in gcr1 knock-out
mutant of Arabidopsis,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2019, 62:23.
2. Cu-catalyzed aerobic oxidative synthesis of sulfonamides from sulfonyl hydrazides
and amines, Tetrahedron Letters. 제60권(집), 제11호, pp. 792-795, 2019.03.14.
3. Oxidation Potential Tunable Organic Molecules and Their Catalytic Application to
Aerobic Dehydrogenation of Tetrahydroquinolines, Organic Letters, 제20권(집), pp.
6436-6439, 2018.
4. HKUST-1/ABNO-catalyzed aerobic oxidation of secondary benzyl alcohols at room
temperature, Tetrahedron Letters. 제59권(집), pp. 2722-2725, 2018.
5. The Synthesis of ABNO+BF4- and Its Application to Alcohol Oxidation,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제39권(집), 제6호, pp. 711-712, 2018.
논문

6. Electrochemical performance of AlF3-coated LiV3O8 for aqueous rechargeable lithium
ion batteries, Electrochemical science and technology, 제9권(집), 제1호, pp. 60-68,
2018.
7. Efficient

dehydrogenation

of

1,2,3,4-tetrahydroquinolines

mediated

by

dialkyl

azodicarboxylates, Synthetic Communications, 제48권(집), 제11호, pp. 1291-1298,
2018.04.02.
8. Prediction

of

GPCR-Ligand

Binding

Using

Machine

Learning

Algorithms,

computational and mathematical methods in medicine, 2018.
9. Aerobic Oxidation of Alkyl 2-Phenylhydrazinecarboxylates Catalyzed by CuCl and
DMAP, Organic Chemistry, 제83권(집), 제3호, pp. 1673-1679, 2018.
10. Oxoammonium
Ammonium

Salt-Mediated Oxidative Nitriles

Acetate,

Tetrahedron

Letters,

Synthesis

제58권(집),

from

제50호,

Aldehydes
pp.

2017.12.13.

보유 장비

Reagent Cabinets

Bal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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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4695-4698,

Vacuum Oven

홈페이지

Stirrers

Rotary Evaporators

Vacuum Pumps

400MHz NMR

https://sites.google.com/site/jinhokim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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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현 교수님 연구실 ⬗

Organic Material Synthesis(OMS) Laboratory
인천대학교 교수 (2004-현재)
성명

이스트만 선임연구원 (2003-2004)

김태현

박사후과정 Massachusetts Institute
책임교수

주요

of Technology, Chemistry

학력

(2001-2003)

경력 박사 Univ. of Cambridge, Chemistry
(2001)
소속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석사 성균관대학교 화학과 (1997)
학사 성균관대학교 화학과 (1995)

직 책

인원

연구원

1

성 명 (담당분야)
최욱(기체분리)
IQUBAL HOSSAIN(기체분리),

구 성 원

박 사

2

MD ABU ZAFAR ALMUNSUR(연료전지)
Mayadevi KK(연료전지)
Rajeev KK(배터리)

석 사

4

성승화, 구본혁(연료전지), 김동영, 민경환(기체분리),
김은수, 남재빈(배터리)

1. 연료 전지, 리튬 이온 배터리의 고분자 소재 막 합성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산학협력
희망분야

(수소연료전지차, 노트북, 핸드폰, 약물 전달 시스템 등)
2. CO2 기체 제거 등을 위한 기체 분리막 연구 분야 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보일러, 자동차 엔진, 의료기기 등)

대표연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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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료 전지 주요 구성 요소인 고분자 전해질 막 소재 개발
Ÿ

이온 전도도 향상을 위한 고분자 구조 미세 튜닝

Ÿ

다양한 기기를 통한 시뮬레이션 및 평가 수행 (수소자동차 적용)

2. 리튬 이온 배터리 전해질 및 바인더용 고분자 소재 개발
Ÿ

리튬 이온 배터리의 음극 소재인 카본 그라파이트의 용량 개선 위한 실리콘 소재 연구

Ÿ

용량 높으나, 안정성과 내구성이 떨어지는 실리콘에 적용할 고분자 합성 (바이오, 약물전

대표기술 개요
및 개발현황

달시스템 적용 가능)
Ÿ

배터리 폭발 사고 방지할 수 있는 고체 고분자 전해질 연구 (고분자 구조 미세튜닝)

3. 이산화탄소(CO2) 분리용 기체 분리막 소재 개발
Ÿ

아민을 이용한 CO2 분리, 회수 기술인 습식 공정법 대체 가능

Ÿ

친환경적, 에너지 효율 높은 기술로서 선택성, 투과성 높이기 위한 연구

Ÿ

CO2 분리막을 통해 대기 중 CO2를 해양 물질에 공급하는 기술 연구

Ÿ

해양 쓰레기를 유용한 물질로 활용할 수 있는 리사이클(recycle) 시스템 연구
(게 껍질의 키토산 등, 미역의 알기네이트, 홍합 도파민 추출)

특허 및 노하우

순번

출원번호

출원일

발명의 명칭

1

10-2017-0108691

2017-08-28

연료전지용 음이온 교환막 및 그 제조방법

2

10-2017-0163985

2017-12-01

리튬 이차전지 및 리튬 이차전지 음극용 바인더

3

10-2014-0170787

2014-12-02

4

10-2012-0100844

2012-09-12

5

10-2016-0095042

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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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이산화탄소 분리용 고분자 분리막 및 이를
제조하는 방법
술폰산 기를 갖는 이온성 액체가 함유된 고분자
전해질 막 및 이의 제조방법
실리콘 음극용 고분자 바인더 및 이의 제조 방법

1. 제어된 분자구조를 갖는 알칼리연료전지와 Li전지용 이온성액체계 고분자전해질의 개발
Ÿ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Ÿ

과제기간: 2015.11.01 ~ 2018.10.31

2. 자가 복원 고분자를 이용한 실리콘 음극 소재용 고분자 바인더의 개발
Ÿ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Ÿ

과제기간: 2018.06.01 ~ 2022.05.31

3. 분자구조의 제어를 통한 고성능 음이온교환막 원천소재 개발
연구 실적

Ÿ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Ÿ

과제기간: 2015.08.31 ~ 2020.10.18

4. 열경화성수지 개선을 통한 LPM 함침지의 광택 향상
Ÿ

지원기관: (주)서한안타민

Ÿ

과제기간: 2017.06.19 ~ 2018.09.18.

5. 실리콘 전극용 고분자 바인더 소재 개발
Ÿ

지원기관: ㈜현대/기아자동차

Ÿ

과제기간: 2016.03 ~ 2017.02

논문 70여편 / 특허 30여건
1. PIM-polyimide multiblock copolymer-based membranes with enhanced CO2 separation
performances, JOURNAL OF MEMBRANE SCIENCE, 제574권(집), PP.270~281, 2019.03.15.
2. Physically-crosslinked anion exchange membranes by blending ionic additive into
alkyl-substituted quaternized PPO, JOURNAL OF MEMBRANE SCIENCE, 제574권(집),
PP.33~43, 2019.01.02.
3. Poly(2,6-dimethyl-1,4-phenylene oxide)s with Various Head Groups: Eﬀect of Head
Groups on the Properties of Anion Exchange Membranes,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제10권(집), 제48호, PP.41279~41292, 2018.12.10.
4. Poly(ethylene glycol) (PEG)-crosslinked poly(vinyl pyridine)–PEG–poly(vinyl pyridine)-based
triblock copolymers prepared by RAFT polymerization as novel gel polymer electrolytes,
Polymer Chemistry, 제9권(집), 제42호, PP.5167~5250, 2018.10.30.
5. Poly(Ethylene Glycol)-Crosslinked Poly(Vinyl Pyridine)-based Gel Polymer Electrolytes,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제39권(집), 제9호, PP.1058~1065,
논문

2018.09.12.
6. Ultraviolet irradiation creates morphological order via conformational changes in
polythiophene ﬁlms, ORGANIC ELECTRONICS, 제62권(집), PP.394~399, 2018.08.24.
7. Enhancing the Performance of a Silicon Anode by Using a New Conjugated Polymer
Binder Prepared by Direct Arylation, MACROMOLECULAR RESEARCH, 제26권(집), 제8호,
PP.738~743, 2018.08.13.
8. Dopamine-grafted

heparin

as

an

additive

to

the

commercialized

carboxymethyl

cellulose/styrene butadiene rubber binder for practical use of SiOx/graphite composite
anode, Scientific Reports, 제8권(집), PP.11322~, 2018.07.27.
9. Dopamine-conjugated

poly(acrylic

acid)

blended

with

an

electrically

conductive

polyaniline binder for silicone anode,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제39권(집), 제7호, PP.873~878, 2018.07.10.
10. Poly(aniline-co-anthranilic acid) as an electrically conductive and mechanically stable
binder for high performance silicone anodes, ELECTROCHIMICA ACTA, 제283권(집),
PP.260~268,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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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Various

Poly(etherether

ketone)

Containing

Imidazolium Moiety for Ani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 Application, JOURNAL OF
NANOSCIENCE AND NANOTECHNOLOGY, 제18권(집), 제9호, PP.6447~6454, 2018.05.25.
12. Techno-economic evaluation of gas separation processes for long-term operation of
CO2 injected enhanced coalbed methane (ECBM), KOREAN JOURNAL OF CHEMICAL
ENGINEERING, 제35권(집), 제4호, PP.941~955, 2018.04.02.
13. Anion

exchange

membranes

morpholinium-functionalized

based

poly(arylene

on
ether

terminally
sulfone)s,

crosslinked
JOURNAL

OF

methyl
POWER

SOURCES, 제375권(집), PP.421~432, 2018.01.05.
14. Piperazinium-mediated crosslinked polyimide-polysimethylsiloxane (PI-PDMS) copolymer
membranes: the effect of PDMS content on CO2 separation, RSC Advances, 제8권(집),
제3호, PP.1328~1336, 2018.01.03.
15. 이미다졸륨을 포함하는 폴리페닐렌옥사이드 고분자 제조 및 기체 특성평가, 멤브레인, 제
27권(집), 제6호, PP.528~535, 2017.12.25.

보유 장비

MPLC (medium pressure

glove box

liquid chromatography)

UTM (universal testing

TGA (thermogravimetric

machin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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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IR (infrared spectrum)

충방전기

홈페이지

GPC (gel permeation chromatography)

밀도측정기

DSC

time leg
https://sites.google.com/site/inuoms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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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은 교수님 연구실 ⬗

Energy Conversion & Storage Laboratory (에너지 변환/저장 연구실)
인천대학교 교수 (2016-현재)
성명

전자부품연구원 선임연구원

임태은

(2012-2016)

주요
책임교수

소속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학력

박사후과정 Univ, of Waterloo,

경력

Chemistry (2010-2011)
박사 서울대학교 응용화학부 (2010)
학사 서울대학교 응용화학부 (2004)

직 책

인원

석사 연구원

2

성 명 (담당분야)
정광은(리튬이차전지 양/음극 및 전해액 첨가제 개발)
송혜지(리튬이차전지 양/음극 및 전해액 첨가제 개발)
성민지(리튬이차전지, 전고체전지 및 수계 전지 기술 개발)

구 성 원

이기승(리튬이차전지 양극 및 전해액 첨가제 개발)
학부 연구원

5

오성호(리튬이차전지 양극 및 전해액 첨가제 개발)
김지원(리튬이차전지 양극 및 전해액 첨가제 개발)
안중영(리튬이차전지 양극 및 전해액 첨가제 개발)

산학협력
희망분야

1. 리튬이차전지 4대 핵심소재(양극, 음극, 전해액 및 분리막) 기술개발 및 공동연구
2. 리튬이차전지 4대 핵심소재(양극, 음극, 전해액 및 분리막) 기술 평가/분석
3. 차세대이차전지 관련 소재 기술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노트북, 자동차, 핸드폰 등)

대표연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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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i-rich 층상계 NCM 양극 소재 계면 안정화 기술
Ÿ

Ni-rich NCM 양극 소재 수명 특성 개선을 위한 유/무기 복합계 코팅 기술 및 다기능성
전해액 첨가제 기술 개발

2. 고용량 음극 소재 수명 특성 개선 기술
Ÿ
대표기술 개요
및 개발현황

실리콘 및 리튬 금속 음극 소재 활용을 위한 활물질 제어 기술 및 다기능성 전해액 첨
가제 기술 개발

Ÿ

그래파이트 탄소 소재 계면 안정화 기술 개발

Ÿ

블루카본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고용량 탄소 소재 개발

3.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 개발
Ÿ

전고체전지 고체전해질 계면 안정화 기술 개발

Ÿ

고안전성 기반 수계 이차전지 시스템 핵심 소재 기술 개발

Ÿ

리튬/유황 전지의 수명 특성 개선을 위한 기능성 첨가제/분리막 기술 개발

Ÿ

다가이온 기반 리튬이차전지 계면 반응 개선 기술 개발

• 리튬이차전지 계면 안정화 기술
• 작용기가 제어된 계면 형성을 위
한 양/음극 소재 코팅 기술 및 전
해액 첨가제 기술 연구

•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 기술 개발
개발 관련

• 전고체전지, 수계전지, 다가이온기

시제품 사진

반 전지 등의 차세대 이차전지를
구성하는 핵심 소재 기술 개발

• 고도 분석 기반 메커니즘 연구
• 다양한 조건에서의 전지 평가/분
석을 통한 개발 기술 작동 메커니
즘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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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출원번호

출원일

발명의 명칭

1

10-2017-0134738

2017-10-17

리튬 이차 전지

2

10-2017-0131087

2017-10-11

그래파이트 음극의 표면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허 및 노하우

리튬이온이차전지용 전해질 및 이를 포함하는
리튬이온이차전지

3

10-2017-0047680

실릴포스페이트계 전해액 첨가제, 및 이를

2017-04-13

연구 실적

포함하는 리튬이차전지

논문 84건 / 특허 출원 66건
1. Critical role of elemental copper for enhancing conversion kinetics of sulphur cathodes
in rechargeable magnesium batteries, Applied Surface Science, 제484권(집), pp. 933-940,
2019.
2. Catalytic Investigation of Ag Nanostructures Loaded on Porous Hematite Cubes:
Infiltrated versus Exteriors, ChemistrySelect, 제4권(집), pp. 5185-5194, 2019.
3. Artificial Cathode-Electrolyte Interphases on Nickel-rich Cathode Materials Modified by
Silyl Functional Group, Journal of Power Sources, 제416권(집), pp. 1-8, 2019.
4. Amide-functionalized Porous Carbonaceous Anode Materials for Lithium-ion Batteries,
ChemPhysChem, 제20권(집), pp. 752-756, 2019.
5. Functional separator with lower resistance toward lithium ion transport for enhancing
the electrochemical performance of lithium ion batteries, Journal of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 제71권(집), pp. 228-233, 2019.
6. Chemically-induced cathode–electrolyte interphase created by lithium salt coating on
Nickel-rich layered oxides cathode, Journal of Power Sources, 410-411, pp. 15-24, 2019.
7. Oxidation Potential Tunable Organic Molecules and Their Catalytic Application to
Aerobic Dehydrogenation of Tetrahydroquinolines, Organic Letters, 제20권(집), pp.

논문

6436-6439, 2018.
8. Compositional core-shell design by nickel leaching on the surface of Ni-rich cathode
materials for advanced high-energy and safe rechargeable batteries, Journal of Power
Sources, 제400권(집), pp. 87-95, 2018.
9. Silyl-group Functionalized Organic Additive for High Voltage Ni-rich Cathode Material,
Current Applied Physics, 제18권(집), pp. 1345-1351, 2018.
10. Two-Dimensional Phosphorene-Derived Protective Layers on a Lithium Metal Anode for
Lithium-Oxygen Batteries. ACS Nano, 제12권(집), pp. 4419-4430, 2018.
11. Thiophene-initiated Polymeric Artificial Cathode-Electrolyte Interface for Ni-rich Cathode
Material, Electrochimica Acta, 제290권(집), pp. 465-473, 2018.
12. Metal–organic

Framework

as

a

Multifunctional

Additive

for

Selective

Trapping

Transition-metal Components in Lithium-ion Batteries. ACS Sustainable Chemistry &
Engineering, 제6권(집), pp. 8547-8553, 2018.
13. Enhancement of surface stability of lithium manganese oxide spinel by silyl-group
functionalized fluoride-responsive ionic liquid additives, Journal of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 제64권(집), pp. 311-317, 2018.
14. Room

Temperature

Ionic

Liquid-activated

Nafion

Polymer

Electrolyte

Temperature Operation, Polymer(Korea), 제42권(집), pp. 682-68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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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High

15. Effect of Surface Modification using a Sulfate-based Surfactant on the Electrochemical
Performance of Ni-rich Cathode Materials. Materials Chemistry and Physics, 제214권
(집), pp. 66-72, 2018.
16. Strategic combination of Grignard reagents and allyl-functionalized ionic liquids as an
advanced electrolyte for rechargeable magnesium batteries.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A, 제6권(집), pp. 3126-3133, 2018.
17. Tris(trimethylsilyl) Phosphite as an Efficient Electrolyte Additive to Improve the Surface
Stability of Graphite Anodes,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제9권(집), pp.
32851-32858, 2017.
18. Egg-shell Structured LiCoO2 by Cu2+ Substitution to Li+ Site via Facile Stirring in an
Aqueous Copper (II) Nitrate Solution,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A, 제5권(집), pp.
24892-24900, 2017.
19. Effect

of

Silyl

Ether-functinoalized

Dimethoxydimethylsilane

on

Electrochemical

Performance of a Ni-rich NCM Cathode, ChemPhysChem, 제18권(집), pp. 3402-3406,
2017.
20. Triphenyl borate as a bi-functional additive to improve surface stability of Ni-rich
cathode material, Journal of Power Sources, 제372권(집), pp. 24-30, 2017.
21. Effect of nucleophilic lithium trimethylsiloxide on chemical and electrochemical aspects
of electrophilic carbonate-based solvents for lithium-ion batteries,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제38권(집), pp. 1214-1220, 2017.
22. Sulfonate-immobilized

Artificial

Cathode

Electrolyte

Interphases

Layer

on

Ni-rich

Cathode, Journal of Power Sources, 제360권(집), pp. 480-487, 2017.
23. Magnesium Anode Pretreatment Using a Titanium Complex for Magnesium Battery,
ACS Sustainable Chemistry & Engineering, 제5권(집), pp. 5733-5739, 2017.
24. Surface-initiated

fluoride-scavenging

polymeric

layer

on

cathode

materials

for

lithium-ion batteries, Industrial & Engineering Chemistry Research, 제53권(집), pp.
425-428, 2017.
25. Effect of Tris(trimethylsilyl) Phosphate Additive on the Electrochemical Performance of
Nickel-rich Cathode Materials at High Temperature, Journal of Electrochemical Science
and Technology, 제8권(집), pp. 162-168, 2017.
26. Physically cross-linked polymer binder based on poly(acrylic acid) and ion-conducting
poly(ethyleneglycol-co-benzimidazole) for silicon anodes, Journal of Power Sources, 제
360권(집), pp. 585-592, 2017.
27. Investigation into the stability of Li metal anodes in Li–O2 batteries with a redox
mediator,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A, 제5권(집), pp. 10609-10621, 2017.
28. Novel Pyrrolinium-based Ionic Liquids for Lithium Ion Batteries: Effect of the Cation on
Physicochemical and Electrochemical Properties, Electrochimica Acta, 제240권(집), pp.
267-276, 2017.
29. Computational screening of phosphite derivatives as high-performance additives in
high-voltage Li-ion batteries, RSC Advances, 제7권(집), pp. 20049-2005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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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yte0102.wixsite.com/ecs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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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종달 교수님 연구실 ⬗

Laboratory of Nanomaterials and Sciences (나노재료과학연구실)
인천대학교 교수 (1993-현재)
성명

박사 Johannes Gutenberg Univ.

홍종달
주요

책임교수

학력
경력
소속

Mainz 화학과 (1991)
석사 Johannes Gutenberg Univ.
Mainz 화학과 (1988)
학사 Johannes Gutenberg Univ.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Mainz 화학과 (1985)
학사 부산대 고분자공학과 (1977)

직 책

인원

성 명 (담당분야)

박사 후 연구원

1

Perumal Viswanathan (Electrochemical Biosensors)

구 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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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 슈퍼커패시터, 자동차, 생체 이식형 칩 등)
2. 체내 삽입형 의료장치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혈당 측정기 등)
3. 표면 처리 관련 초소수성 기술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프라이팬 등 주방용품, 창문 유리 등)

대표연구
분야

1. 그래핀을 이용한 슈퍼 커패시터
대표기술 개요
및 개발현황

Ÿ

에너지 저장장치로서, 순간적 고출력이 가능한 엔진 시동 장치 연구

Ÿ

풍력 발전, 선박, 자동차 응용

2. 마이크로 슈퍼 커패시터를 나노 필름에 적용하는 기술
Ÿ

생체 이식형 마이크로 슈퍼커패시터로서, 체내 삽입 가능

Ÿ

작고 유연한 슈퍼 커패시터 (옷 속에 장착 가능, 로봇에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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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면 처리 관련 초소수성 기술
4. 혈당 측정기
Ÿ

생화학적인 촉매를 대체할 수 있는 무기화학적 촉매 사용하여 혈당 측정 위해 몸 속에
전극 주입 (장기간 보관 및 사용 가능)

Ÿ

생화학적 단백질 재료 대신 무기 재료를 사용하여 재사용 가능한 칩 개발

5. 분자막 형성 및 분자막의 특성 규정
Ÿ

나노 코팅을 이용하여 반도체 표면 특성 변형, 센서 기능 부가

• 고분자 전해질 다층에서의 내부
질서 생성 과정 실현

• 스핀 코팅법을 이용한 고분자 전
해질의 유기 초박막 제작법
개발 관련
시제품 사진

• 그래핀 나노시트의 제조 기술
• 그래파이트(흑연)를 그래핀 시트로
박리할 경우, 폴리 전해질의 일종인
폴리(p-페닐렌 비닐렌) 전구체를 안
정제로 사용하여 그래핀과 복합체를
형성함으로써 그래핀의 기능 손상
없이 무결점 그래핀 나노시트를 수
득할 수 있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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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면적 그래핀 시트를 이용한
전극용 필름 개발
• 그래파이트로부터 평균 측면크기
가 47±22㎛에 이르는 거대면적 산
화 그래핀 시트를 손상 없이 분리해
내고, 이를 전이금속 산화물 나노벨
트 또는 전도성 고분자와 소정 비율
로 혼합하여 필름을 형성한 후, 이
를 슈퍼 커패시터 등의 전극에 적용

• 슈퍼 커패시터용 그래핀 / 전도성
고분자 필름 개발
• 높은 에너지 밀도 및 전력 밀도를
가지고, 에너지 저장 용량이 매우
크며 안정적이어서 슈퍼 커패시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술.

특허 및 노하우

순번

출원번호

출원일

발명의 명칭

1

10-2014-0126004

2014-09-22

그래핀 나노시트의 제조방법

2

10-2015-0021179

2015-02-11

거대면적 그래핀 시트를 이용한 전극용 필름

3

10-2013-0007075

2013-01-22

슈퍼커패시터용 그래핀 / 전도성 고분자 필름 및
이의 제조방법

1. 다층 폴리전해질 멤브레인 내에 설치된 나노초 범위에서 작동하는 광학 이온 채널의 제
작 및 특성규명 연구
Ÿ

지원기관: 한국학술진흥재단

Ÿ

과제기간: 2008.07.01 ~ 2011.06.30.

2. 자기조립된 그래핀 나노복합체 필름의 제조와 특성 연구
연구 실적

Ÿ

지원기관: 한국과학연구재단

Ÿ

과제기간: 2011.05.01 ~ 2014.04.30.

3. 생체활용성 다자극감응성 재료의 개발 연구
Ÿ

지원기관: 한국과학연구재단

Ÿ

과제기간: 2017.03.01 ~ 2020.02.28.

논문 85편 / 특허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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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raphene

oxide

induced

hydrothermal

carbonization

of

egg

proteins

for

high-performance supercapacitors,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A, PP. 17040~17047,
2017.08.28.
2. Facile and Scalable Synthesis Method for High-Quality Few-Layer Graphene through
Solution-Based Exfoliation of Graphite,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제9권(집), 제
5호, PP. 4548~4557, 2017.01.17.
논문

3. Humidity sensing properties of transferable polyaniline thin films formed at the
air-water interface, RSC Advances, 제6권(집), 제99호, PP. 96935~96941, 2016.12.01.
4. Nitrogen-Doped Holey Graphene Film-Based Ultrafast Electrochemical Capacitors,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PP. 20741~20747, 2016.07.29.
5. Highly Conductive Stretchable Electrodes Prepared by InSitu Reduction of Wavy
Graphene Oxide Films Coated onElastic Tapes, Advacned Electronic Materials, 제16000권
(집), 제22호, PP. 1~8, 2016.07.01.

홈페이지

http://prof.incheon.ac.kr/~hong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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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학과
⬖ 김연정 교수님 연구실 ⬗

해양환경분자독성학 연구실 (MEMT lab)
인천대학교 교수 (2013-현재)
성명

김연정
주요

책임교수

학력
소속

구 성 원

자연과학대학
해양학과

경력

그린파이오니아 대표 (2016-2017)
박사 한양대학교 생화학 (2005)
석사 한양대학교 생화학 (2000)
학사 한양대학교 생화학 (1998)

직 책

인원

성 명 (담당분야)

박사 후 연구원

1

박미라(해조류 유전체 분석)

박 사

1

하유나(추출물 제조 / 항염증 및 항균 소재 개발)

석 사

5

서도연(해조류 유전체 분석), 박아현(항노화 소재 개발),
정재우(추출물 제조 / 항노화 소재 개발), 최영은(독성 및 안전성
평가), 이원휘(추출물 제조 / 미백 소재 개발)

1. 해양 천연물 유래 기능성 소재 개발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산학협력
희망분야

(미백, 아토피, 항노화 등)
2. 화장품 소재 효능 평가 및 독성 평가 (in vitro & in vivo)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3. 뷰티 오믹스 및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대표연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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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 섬 및 제주 지역 서식 해조류 및 염생식물 유래 추출물 분리 기술
대표기술 개요
및 개발현황

2. in vitro 및 in vivo 효능 평가 기술 (미백, 항염증, 항노화, 항산화 등)
3. 동물대체시험법을 통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 기술
4. 해양 생물 자원의 유전체 분석 및 환경스트레스 저항성 유전자를 이용한 환경 모니터링
기술

개발 관련
시제품 사진

<주요 특허>

특허 및 노하우

순번

출원번호

출원일

1

10-2018-0166566

2018-12-20

2

10-2018-0101689

2018-08-29

발명의 명칭
김 추출물을 함유하는 가려움증의 개선,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참까막살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피부 미백용
조성물

<노하우>
순번

등록번호

등록일

발명의 명칭
신장독성 및 부작용 유발 약물 검색용 바이오마커

1

1013420350000

2013-12-10

및 이를이용한 신장독성 및 부작용 유발 약물 검색
방법

2

1013409490000

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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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토트렉세이트의 폐독성 검색용 바이오마커 및
이를이용한 검색 방법

인체 위해성 유발 환경 유해 화학 물질군인 다환
3

1011872560000

2012-09-25

방향족 탄화수소류,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류 및
휘발성 유기 화합물류를 판별할 수 있는
클래스헤즈켐 어레이

1. 블루카본 바이오매스 기반 원천소재 개발 및 해양자원 재활용 플랫폼 구축 (웰니스 소
재개발)
Ÿ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Ÿ

과제기간: 2017.06 ~ 2026.02

2. 다중 환경스트레스에 대한 남극 무척추동물의 스트레스 방어 및 적응 기작 규명
Ÿ

지원기관: 극지연구소

Ÿ

과제기간: 2017.01 ~ 2019.12

3. 오믹스 툴 기반 수생태 독성 진단용 바이오마커 발굴 연구
연구 실적

Ÿ

지원기관: 두산연강재단

Ÿ

과제기간: 2016.12 ~ 2017.11

4. 해조류의 생활사 및 환경 스트레스에 따른 후성유전학적 조절 기작 규명
Ÿ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Ÿ

과제기간: 2013.11 ~ 2016.10

5. VOCs 노출 모니터링 및 진단용 단백질 마커 검증 및 툴 개발
Ÿ

지원기관: 환경부

Ÿ

과제기간: 2014.05 ~ 2016.03

논문 121편 / 특허 41건
1. Red tide dinoﬂagellate Cochlodinium polykrikoides induces signiﬁcant oxidative stress
and DNA damage in the gill tissue of the red seabream Pagrus major, Harmful
Algae, 제86권(집), pp. 37-45 (2019) (SCI, IF 5.012)
2. Leathesia difformis Extract Inhibits α-MSH-Induced Melanogenesis in B16F10 Cells via
Down-Regulation of CREB Signaling Pathway,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 제20권(집), 536 (2019) (SCI, IF 4.183)
3. Effects of emulsifying agents on the safety of titanium dioxide and zinc oxide
nanoparticles in sunscreens, JOURNAL OF DISPERS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8) (SCI, IF 1.479)
논문

4. Effect of Prunus yedoensis Matsumura extract on the gene expression in HaCaT cells
Mol Cell Toxicol, 제14권(집), pp. 337-345, 2018.07.30 (SCIE, IF 1.83)
5. Cannabidiol

upregulates

melanogenesis

through

CB1

dependent

pathway

by

activating p38 MAPK and p42/44 MAPK, Chemico-Biological Interactions, 제273권(집),
pp. 107-114, 2017 (SCI, IF 3.407)
6. Microcystin-LR bioconcentration induces antioxidant responses in the digestive gland
of two marine bivalves Crassostrea gigas and Mytilus edulis, Aquatic Toxicology
(ISSN 0166-445X), 제188권(집), pp. 119–129, 2017.07.01 (SCI, IF 3.794)
7. Distribution

of

oxygen

functional

groups

of

graphene

oxide

obtained

from

low-temperature atomic layer deposition of titanium oxide, RSC Advances (ISSN
2046-2069), 제7권(집), 제23호, pp. 13979 - 13984, 2017.03.02. (SCI, IF 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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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Investigation of the Genetic Toxicity by Dextran-coated Superparamagnetic Iron
Oxide

Nanoparticles

(SPION)

in

HepG2

Cells

Using

the

Comet

Assay

and

Cytokinesis-block Micronucleus Assay Toxicol Environ Health Sci (ISSN 2005-9752;
SCOPUS), 제9권(집), 제1호, pp. 23-29, 2017.03
9. Transcriptomic change as evidence for cadmium-induced endocrine disruption in
marine fish model of medaka, Oryzias javanicus, Mol Cell Toxicol, 제12권(집), pp.
409-420, 2016.12.31. (SCIE, IF 1.83)
10. Effects of Antifouling Biocides on Molecular and Biochemical Defense System in the
Gill of the Pacific Oyster Crassostrea gigas. PLOS one, 제11권(집), 제12호, e0168978,
2016.12.22. (SCIE, IF 2.776)
11. Thermal

stress

induces

a

distinct

transcriptome

profile

in

the

Pacific

oyster

Crassostrea gigas, Comparative Biochemistry and Physiology, Part D, 제19권(집), pp.
62-70, 2016 (SCI, IF 2.573)
12. The effects of silver and arsenic on antioxidant system in Lemna paucicostata:
Different effects on glutathione system. Toxicol Environ Health Sci (ISSN 2005-9752;
SCOPUS), 제8권(집), 제5호, pp. 332-340, 2016.12

Cell culture

보유 장비

Clean bench &
CO2 incubator

Inverted microscope

Centrifuge &
water bath

Incubators

Growth chamber &
Drying oven

Low temperature incub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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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ecular biology work

Fluorometer & Fluorobox

Chemi-Doc &
UV injector

Real time RT-PCR
Microscopes

Fluorescence microscope & CCD
홈페이지

Stereoscopic microscope

https://memtlab.wixsite.com/marine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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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과대학

1. 기계공학과
⬖ 권재성 교수님 연구실 ⬗

Multiscale Flow Control Laboratory (멀티스케일 유동제어 연구실)
인천대학교 교수 (2016-현재)
성명

권재성

박사후과정 University of Minnesota,
Chemistry (2013-2016)

주요
책임교수

학력

박사 퍼듀대학교 기계공학 (2013)

경력
소속

석사 한양대학교 기계공학 (2006)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학사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 (2001)
직 책

인원

석 사

1

성 명 (담당분야)

구 성 원

산학협력
희망분야

이학민

1. 유체 유동의 가시화 및 계측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자동차, 항공, 터빈 등)
2. 마이크로 유체역학 및 콜로이드 입자 제어 기술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바이오 의학, 약학 분야의 유체 유동 제어 장치 등)

대표연구
분야

1. 유동 가시화 및 계측
대표기술 개요

Ÿ

운전자의 주행 중 쾌적성을 위한 차체 디자인 개선

Ÿ

자동차 주위에 발생하는 항력 및 소음 분석 위해 차체를 풍동에 넣은 후 레이저를 통해

및 개발현황

가시화하여 공기의 유동 흐름 연구
Ÿ

가시화하여 이미지 찍은 후 분석하여 유동 속도 측정

Ÿ

유속 측정 장비인 PIV(입자 영상 유속계)를 사용하여 측정(자동차, 항공, 터빈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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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이크로 유체역학 (유동 가시화 및 계측 적용)
Ÿ

마이크로 스케일에서의 유동현상을 지배하는 힘들의 물리적인 역학 관계를 이론적, 수치
적, 실험적 연구

Ÿ

에너지혈액 안의 바이오 입자 분석할 수 있는 소형화 칩에 적용가능한 기술인 유체 유
동 제어 기능 갖는 디바이스 연구
(마이크로 펌프, 밸브, 믹서 등 마이크로 유체 요소 기기 설계 및 개발)

3. 콜로이드 입자 제어 기술
Ÿ

몸 속 병균의 형질 및 바이오 물질 검출 위한 콜로이드 입자 제어 기술
(바이오 의학, 약학 적용)

• 핵연료 건조 저장 시스템에서의
Backfill 가스의 열전달 특성 연구

개발 관련

• 핵연료 건조 저장 시스템에서의

시제품 사진

Backfill 가스의 유동 가시화 및 계측

• 마이크로 또는 나노 스케일에서의
콜로이드 입자 제어 연구

- 25 -

• 곰팡이,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포
함하는 생물학적 세포의 광전기 조
작을 통한 마이크로 스케일에서의
유동 현상 연구

1. Micro-mixing by a light-actuated Electrothermal Fluid Flow, Journal of Micromechanics
and Microengineering, 2018.
2. Experimental

and

computational

study

of

optically-driven

electrothermal

vortex”,

Progress in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An International Journal, 2018.
3. Local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of natural circulation flow inside an 8×8 partial spent
논문

fuel assembly under dry storage”, International Journal of Heat and Mass Transfer, 제
128권(집), pp. 431~442, 2018.
4. Microfluidic Technology for Cell Manipulation, Applied Sciences Journal, 제8권(집), 제6
호, pp. 1~20, 2018.
5. Form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inkjet-printed nanosilver lines on plasma-treated
glass substrates”, Applied Sciences Journal, 제8권(집), 제2호, pp. 1~16, 2018.

보유 장비

Oscilloscope (DSO-X 2014A)

Microscope (OYLIMPUS IX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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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D camera
(Flow Sense EO VGA)

Vibration isolation systems
(DOTS-5)

Laser head device

sCMOS camera (HiSense Zyla 5.5 MP)

홈페이지

https://sites.google.com/view/msf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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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D camera (pco.2000)

Ventus laser

⬖ 김경태 교수님 연구실 ⬗

Nanoscale Energy Transport Laboratory
인천대학교 교수 (2015-현재)
성명

김경태
연구교수 미시건대학교 (2013)

주요
책임교수

학력
경력
소속

박사후연구원 미시건대학교 (2011)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박사 고려대학교 기계공학 (2010)

직 책

인원

성 명 (담당분야)
구승회 (반도체 공정 기반 초소형 열센서 개발 및 미세 스케일

구 성 원
박 사

2

에너지 전달 연구)
박재희 (미세 스케일 에너지 전달 현상 이론적 규명 연구)

1. 열전달, 열 센서의 성능 향상 및 새로운 센서 설계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산학협력
희망분야

(프라이팬 등 주방용품, 온도계 등 정밀기계)
2. 반도체 공정 기술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반도체 장비, 소형 온도센서 등)
3. 열전달 및 단열과 관련된 기술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반도체 장비, LED, 휴대폰 보조배터리, 헤어드라이기 등 전자제품 등)

대표연구
분야

1. 열 전달 및 단열 관련 기술 - 휴대폰 보조 배터리의 열 해소 위한 방역판 설계
대표기술 개요
및 개발현황

2. 초 근접영역에서 복사 에너지 전달 현상 연구
Ÿ

pW 수준의 미세 열량을 계측할 수 있는 나노 열센서 개발

Ÿ

미래 태양 전지의 개발에 적용

Ÿ

방사능, 방사선 계측 및 방사선 센서

- 28 -

3. 나노스케일에서 온도 측정할 수 있는 소형 온도 센서, 소형 온도계 제작
4. 마이크로 탐침 끝에 부착할 수 있는 열 센서 개발
Ÿ

전기적으로 대전되지 않는 물질에도 적용 가능

Ÿ

전자 현미경보다 더 작은 영역까지 볼 수 있는 센서

Ÿ

반도체 디바이스의 온도 측정을 통한 열 발생 부위 측정, 불량 제품 감지

• 초근접 영역에서 복사 에너지 전
달 현상 연구
• 반도체 공정을 활용하여 수 pW의
초미세열을 나노스케일에서 감지할
수 있는 초고감도 정밀 열센서 개발

개발 관련
시제품 사진
• 분자 접합부에서의 열 전기의 정
전기 제어 연구

• 원자 스케일에서 접합 부위에서의
열 분산 연구

특허 및 노하우

순번

출원번호

출원일

1

10-2018-0058975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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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피코와트 열분해능 주사열현미경용 열저항탐침
제작방법

1. 초정밀 고진공-주사열현미경을 활용한 나노스케일 포논 전달 특성 계측
Ÿ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Ÿ

과제기간: 2015-11-01 ~ 2018-10-31

2. 10nm급 고해상도 열특성 분석을 위한 고진공 주사탐침열현미경 개발
Ÿ

지원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Ÿ

과제기간: 2015-10-06 ~ 2016-10-05

3. 방열설계를 통한 스마트폰 케이스-보조배터리 결합 제품의 소형화
Ÿ

지원기관: 중소기업청

Ÿ

과제기간: 2017-10-20 ~ 2018-07-19

4. 고정밀 공압식 디스펜서 시스템 개발
Ÿ

지원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Ÿ

과제기간: 2018-06-29 ~ 2019-06-28

5. 사용후 핵연료 건식 저장조의 미세 방사능 검출을 위한 방사능열량계 개발

연구 실적

Ÿ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Ÿ

과제기간: 2018-07-18 ~ 2018-12-31

6. 원자스케일에서 열 및 에너지 전달 특성 규명을 위한 원자접촉-주사열현미경
Ÿ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Ÿ

과제기간: 2018-03-01 ~ 2022-02-28

7. 액체 정밀/정량 토출을 제어하는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 기술
Ÿ

지원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Ÿ

과제기간: 2018-08-01 ~ 2019-04-30

8. 스마트 팩토리용 초정밀 IOT 디스펜서 통합 시스템
Ÿ

지원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Ÿ

과제기간: 2019-06-27 ~ 2020-06-26

9. 정밀 복합 구조에 대응하는 비젼 디스펜서 로봇 개발
Ÿ

지원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Ÿ

과제기간: 2019-08-01 ~ 2021-07-31

논문 18편 / 특허 5건

1. Radiative heat transfer in the extreme near field, NATURE, 제528권(집), 제7582호,
PP.387~391, 2015.12.17.
2. Quantification of thermal and contact resistances of scanning thermal probes, APPLIED
PHYSICS LETTERS, 제105권(집), 제20호, PP.3107~, 2014.11.17.
3. Electrostatic control of thermoelectricity in molecular junctions, Nature Nanotechnology,
논문

제9권(집), 제11호, PP.881~885, 2014.11.01.
4. Characterization of nanoscale temperature fields during electromigration of nanowires,
Scientific Reports, 제4권(집), 2014.05.15.
5. Heat dissipation and its relation to thermopower in single-molecule junctions, NEW
JOURNAL OF PHYSICS, 제16권(집), 제1호, 2014.01.01.
6. Heat dissipation in atomic-scale junctions, NATURE, 제498권(집), 제7453호, PP.209~212,
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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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공 원자힘 현미경

보유 장비

초정밀 전류, 전압 계측 시스템

홈페이지

https://sites.google.com/site/nanotransport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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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태성 교수님 연구실 ⬗

Advanced Metallic Materials & Characterisation(AMMC) Laboratory
인천대학교 교수 (2016-현재)
성명

박사 Univ. of Oxford

전태성
주요

책임교수

학력
소속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재료공학 (2010)
석사 Univ. of Bristol
기계공학 (2006)
학사 Northumbria Univ.
생산공학 (2005)

직 책

인원

박 사

1

성 명 (담당분야)
이민수(마이크로 공학, 변형률 민감도, 타이타늄)

구 성 원
지민기(극한 환경에서의 변형, 마찰/마모, 철강/타이타늄),
석 사

3

한국인(마이크로 공학, 변형 쌍정, 마그네슘)
이정림(소재분석, 금속 3D 프린팅, 철강/타이타늄)

1. 금속 소재들(타이타늄, 마그네슘, 철강)의 연구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산학협력
희망분야

(항공, 조선, 자동차, 바이오 분야 등)
2. 고체 역학, 미세 역학을 활용한 소재 가공법 연구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구조물, 기계 부품 제조 분야 등)

대표연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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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속 소재들의 특성 분석, 기초적인 연구
Ÿ

타이타늄 (항공, 바이오, 조선), 마그네슘 (자동차 부품, 가전), 철강 (다양한 구조물, 기계
부품, 바이오, 조선)

대표기술 개요
및 개발현황

Ÿ

열 처리시 소재들의 강도/경도, 내부 구조 등 변형 정도와 같은 기계적 특성 연구

Ÿ

자동차 사고시 소재들의 충격 정도 연구

Ÿ

극저온(우주 항공) 등 다양한 환경에서 소재들의 반응 연구

Ÿ

입자가속기(X-ray), 중성자, 전자 현미경 통한 소재 특성 분석

2. 금속 소재들의 특성을 고려한 가공법 및 관련성 연구
Ÿ

소재들의 신뢰성 분석을 통한 안전성 연구

Ÿ

금속 3D프린팅, 메탈 포밍(forming), 저항 점용접(자동차 적용), 마찰 용접, 열처리(고온/
극저온)

Ÿ

소성 가공 (물체의 소성을 이용해서 변형시켜 갖가지 모양을 만드는 가공법)

3. 프로세싱 후 재료 내부에 잔류 응력(스트레스) 분석
Ÿ

소재들의 안전성, 수명 분석을 통한 구조물 설계(반도체, 조선 등 금속)

• 실시간 마이크로 기계 시험
• (HR) EBSD / 마이크로 필러 /
SEM / FIB / 마이크로 라우에 실험
방법을 통해 시험
• 국소 변형 메커니즘, 변형률 감도
(SRS) 등의 기계적 특성 연구

개발 관련
시제품 사진

• 싱크로트론 X 선 및 중성자 회절
• 잔류 응력, 고유 변형 재구성 방법
(ERM), 피로도 연구
• DLS / ISIS (영국), ESRF / ILL
(FR), FRM-II (DE), PSI / SLS (CH)
의 실험 장비 사용하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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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찰 용접의 응용
• 동종/이종 재료의 용접성, 기계 및
미세 구조의 특성, 프로세스 매개
변수 최적화 및 프로세스 모델링 연
구

순번
특허 및 노하우

1

발명(노하우)의 명칭
Method of joining high carbon (S35C~S55C) steel. POSCO Know-How(2013)
G-H. Lee, Y-K. Kwon, J-H. Jang, T-S. Jun. Method of joining STS-400 series.

2

POSCO

Know-How(2013)

1. 마찰교반용접을 이용한 타이타늄 접합부의 기계적 특성 연구
Ÿ

지원기관 및 기간: 인천대학교 (2019.05.01 ~ 2020.04.30)

2. 점용접 비정상모드 및 자동차사 평가방법에 따른 기가스틸 LME특성분석
Ÿ

지원기관 및 기간: 포스코 (2019.02.01 ~ 2019.10.31)

3. 순수타이타늄의 국부 변형거동 연구
Ÿ

지원기관 및 기간: 인천대학교 (2018.10.01 ~ 2019.04.30)

4. Al도금 HPF강 고온마찰 거동 및 금형소착 발생기구 규명
Ÿ

지원기관 및 기간: 포스코 (2018.10.01 ~ 2019.09.30)

5. 마그네슘 합금의 성형성 향상을 위한 변형거동 연구
Ÿ
연구 실적

지원기관 및 기간: 인천대학교 (2018.05.01. ~ 2019.04.30)

6. 강재 중 Si함량과 용접LME균열 및 결정립계 특성관계 분석
Ÿ

지원기관 및 기간: 포스코 (2017.09.15. ~ 2018.09.14)

7. 마찰교반용접을 이용한 이종금속의 접합에 관한 연구
Ÿ

지원기관 및 기간: 인천대학교 (2017.05.01 ~ 2018.04.30)

8. 미세역학을 활용한 2상 타이타늄 합금의 변형 거동 메커니즘 규명
Ÿ

지원기관 및 기간: 한국연구재단 (2017.06.01 ~ 2020.05.31)

9. 마그네슘 합금의 변형속도민감도 연구
Ÿ

지원기관 및 기간: 인천대학교 (2016.10.01 ~ 2017.04.30)

논문 47편 / 특허 9건
1. Global and local strain rate sensitivity of commercially pure titanium, Journal of Alloys
and Compounds, 제803권(집), pp. 711-720, 2019.
논문

2. Shock absorber mechanism based on an SMA spring for lightweight exoskeleton
applic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Precision Engineering and Manufacturing, 2019.
3. The role of beta-titanium ligaments in the deformation of dual phase titanium alloys,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A, 제746권(집), pp. 394-40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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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abrication and design of mechanically stable and free-standing polymeric membrane
with two-level apertures, Soft Matter, 제14권(집), pp. 9522-9527, 2018.
5. Investigation of local deformation behaviour of metallic materials and recent research
trends: A review, Korean Journal of Metals and Materials, 제56권(집), 제9호, pp.
635-644, 2018.
6. Direct volumetric measurement of crystallographic texture using acoustic waves, Acta
Materialia, 제159권(집), pp. 384-394, 2018.
7. Strain rate sensitivity in commercial pure titanium: The competition between slip and
deformation twinning,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A, 제734권(집), pp. 385-397,
2018.
8. A comparison of mechanical properties and residual stresses of line pipes sized by
expansion and compression process,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ure Vessels and
Piping, 제163권(집), pp. 1-7, 2018.
9. Deformation behaviour of [001] oriented MgO using combined in-situ nano-indentation
and micro-Laue diffraction, Acta Materialia, 제145권(집), pp. 516-531, 2018.
10. A new bcc superlattice intermetallic reinforced titanium alloy system, Scripta Materialia,
제139권(집), pp. 71-75, 2017.
11. The effects of morphology on cold dwell in α-β titanium alloy, International Journal of
Fatigue, 제100권(집), pp. 377-387, 2017.

High Speed Cutter

Mounting Press

Auto Polisher

Nanoindenter

Optical Microscope

Furnace

UTM (30kN)

보유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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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Temp) Friction
Tester

Hot Plate

FE-SEM/EDS

홈페이지

Desiccator

FE-SEM/EDS

FE-TEM/STEM-EDS

https://sites.google.com/view/ammc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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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rared Thermometers

HR-XRD

2. 메카트로닉스공학과
⬖ 박기원 교수님 연구실 ⬗

Human Dynamics Laboratory (HDL)
인천대학교 교수 (2018-현재)
Trine University, Angola, IN, U.S.A.
성명

박기원

조교수, 부교수 (2011-2018)

책임교수

소속

주요

박사 University of Illinois at

학력

Urbana-Champaign, 기계공학

경력

(2012)

공과대학

석사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메카트로닉스 공학과

& State Univ. 기계공학 (2006)
학사 인하대학교 기계공학 (2004)

직 책

인원

성 명 (담당분야)
공유진 (보행 패턴 분석, 재활 로봇)

구 성 원
학부연구원

3

박찬은 (보행 패턴 분석, 로보틱 바이크)
이종록 (보행 동역학 모델링)

산학협력
희망분야

1. 인간 동작 분석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재활보조기구, 의료기구, 로봇 등)
2. 사람 움직임의 수치화 및 모델링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재활 로봇, 의료 로봇, 법보행 등)

대표연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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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간 동작 분석(Human Motion Analysis)
Ÿ

보행 패턴의 특성 분석을 통해 보행 장애 진단 및 근본적 원인 규명

Ÿ

보행시 추락 등 위험 환경 감지, 불안정한 보행 과정 추적, 부상 방지를 위한 연구

2. 생체 역학과 재활 공학을 융합을 통해 사람의 움직임을 정성적 분석하여 수치화한 후
모델링
Ÿ

마커를 통해 모든 관절의 각도를 수치화하여 상호 연관 움직임 및 특징 분석

Ÿ

재활 로봇 개발 (오십견 환자 치료)

3. 스마트 워커(Health monitoring shoes) 개발
대표기술 개요

Ÿ

마커 측정 방식 대신 센서가 부착된 신발을 통해 사람의 움직임 측정 및 분석

및 개발현황

Ÿ

자이로스콥을 이용하여 걸을 때 관절의 각도 분석

Ÿ

블루투스를 통해 핸드폰으로 측정 결과 전송

4. 법보행 분석
Ÿ

카메라에 찍힌 보행자의 관절 각도 및 길이를 계산해 분석하는 프로그램

Ÿ

범죄 현장에서 찍힌 보행 패턴(관절 사이의 길이, 보행 각도, 보폭 등)을 분석하여 범죄
자 검증

5. 파킨슨병 환자 손떨림, 보행 장애 분석 및 개선 실험
Ÿ

DBS(Deep Brain Stimulation, 뇌심부자극술) 이용하여 전기 자극을 주어 부분적으로 뇌
의 활동 억제

• 재활 로봇 개발
• 제어 장치를 통해 가해지는 힘의
개발 관련

크기를 달리할 수 있고, 재활 운동

시제품 사진

의 궁극적 목적 달성 및 부상 위험
방지, 높은 효율성 가짐
• 오십견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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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동작 분석
• 마커를 통해 관절의 각도 분석하
여 수치화한 후 모델링

• 파킨슨 병 환자의 보행 분석

• 스마트 워커 (Health monitoring
shoes) 개발
• 마커 측정 방식 대신 센서가 부착
된 신발을 통해 사람의 움직임 측정
및 분석
• 자이로스콥을 이용하여 걸을 때
관절 사이의 길이, 보행 각도, 보폭
등 분석
• 블루투스를 통해 핸드폰으로 측정
결과 전송

1. 시공간적으로 복잡한 인체 움직임의 정량적, 통합적 분석을 위한 다변수 기법 기반의 플랫
폼 개발
연구 실적

Ÿ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Ÿ

과제기간: 2018.09.01 ~ 2021.02.28

논문 1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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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ssessing gait changes in firefighters after firefighting activities and while carrying
asymmetric loads. Applied Ergonomics, 제70권(집), pp. 44-50, 2018.
2. User tracking control algorithm for a powered wheeled walker. Advances in Mechanical
Engineering, 제9권(집), 제9호, pp. 1-12, 2017.
3. Probabilistic Fatigue Life Updating for Railway Bridges Based on Local Inspection and
Repair. Sensors, 제17권(집), 제4호, 936, 2017.
4. Assessment

of

patellar

tendon

reflex

responses

using

second-order

system

characteristics. Applied Bionics and Biomechanics, ID 7172948, 2016.
5. Effects of aging and Parkinson’s disease on joint coupling, symmetry, and complexity
and variability of lower limb movement during gait. Clinical Biomechanics, 제33권(집),
pp. 92-97, 2016.
6. Effects of air bottle design on postural control of firefighters. Applied Ergonomics, 제48
권(집), pp. 49-55, 2015.
7. Assessment of movement distribution in the lumbar spine using the instantaneous axis
논문

of rotation.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gy, 제28권(집), 제12호, pp.
5063-5067, 2014.
8. Design,

Motion

Planning

and

Control

of

Frozen

Shoulder

Rehabilitation

Robot.

International Journal of Precision Engineering and Manufacturing, 제15권(집), 제9호, pp.
1875-1881, 2014.
9. Characterization of spatiotemporally complex gait patterns using cross-correlation
signatures. Gait & Posture, 제36권(집), 제1호, pp. 120-126, 2012.
10. Assessing gait changes in firefighters due to fatigue and protective clothing. Safety
Science, 제49권(집), 제5호, pp. 719-726, 2011.
11. Effect of load carriage on gait due to firefighting air bottle configuration. Ergonomics,
제53권(집), 제7호, pp. 882-891, 2010.
12. Find Balance: IFSI study examines how PPE affects walking & balance. Fire Rescue, 제27
권(집), 제1호, pp. 56-58, 2009.
13. The benefits of stick walking: evaluation at ankle, knee, and hip joints. Journal of
Ergonomics Society of Korea, 제24권(집), 제4호, pp. 63-71, 2005.

보유 장비

OptiTrack Marker

OptiTrack Motion Capture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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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ce Plate

Data Synchronizer

Data Hub

Lactic acid Measuring

T wand

instrument Set
홈페이지

http://hdl.i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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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rt rate measuring
instrument

L wand

⬖ 차재민 교수님 연구실 ⬗

3D Stem Cell Bioengineering Laboratory
인천대학교 교수 (2018-현재)
성명

차재민

박사 Imperial College London,
주요

책임교수

Biological Systems Engineering
(2010)

학력
경력

석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공학 (2004)

공과대학

소속

메카트로닉스공학과

학사 홍익대학교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 (2003)

직 책

인원

석 사

5

성 명 (담당분야)
김태희(엑소좀 내 치료인자 조절), 정광헌(조직공학),

구 성 원

정선영(organ on a chip), 박예린(엑소좀 내 치료인자 조절),
강우영(조직공학)

1. 줄기세포 유래 엑소좀의 대량 생산 기술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산학협력
희망분야

(화장품, 진단 및 치료제, 인공 관절 등)
2. 줄기세포 유래 엑소좀이 포함하는 치료 인자 조절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화장품, 진단 및 치료제 등)
3. 장기 칩 기술(Organ on a chip)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암 진단 키트 등)

대표연구
분야

1. 줄기세포 치료제를 최적화시켜 대량 생산하기 위한 공정 개발
대표기술 개요

Ÿ

및 개발현황

바이오리액터(인슐린, 항체 신약 등을 큰 공정기기 안에서 대량으로 생산 가능)를 줄기
세포 치료제에도 적용할 수 있는 대량 생산법 개발

Ÿ

GMP에 들어갈 수 있는 상용 가능한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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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공학(뼈, 심장 등 중배엽 관련)
Ÿ

줄기세포 유래 조직 3차원 배양법 및 대량 생산 플랫폼 개발

3. Organ on a chip(장기칩)
Ÿ

전자 회로가 놓인 칩 위에 살아있는 특정 장기를 구성하는 세포 배양하여 해당 장기의
기능과 특성, 역학적, 생리적, 세포 반응을 모방하는 기술로서, 물리 화학적 반응의 메커
니즘 연구 가능 (신약 개발을 위한 모델로서 이용 가능)

Ÿ

3D 바이오 프린팅 이용하여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칩 구현 (인체 모델링, 병렬
칩 구현)

Ÿ

체액에서 암세포가 분비하는 물질(엑소좀이 분비하는 물질) 또는 암세포 사멸시 분비되
는 물질인 바이오 마커 분석

Ÿ

MRI, CT 등 체외 진단기기 없이도 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암 진단 키트 개발

4. 엑소좀 내 치료인자 조절 연구
Ÿ

인체의 3차원적 구조 고려한 줄기세포의 3차원 배양

Ÿ

환경에 따라 다른 엑소좀 분비하도록 하여 신경 재생, 혈관 재생의 효능 연구

Ÿ

뇌, 근육, 뼈 나누어 세포가 분비하는 유전자 비교 연구

순번

출원번호

출원일

발명의 명칭

1

10-2019-0034575

2019.03.26.

2

10-2019-0034596

2019.03.26.

하이드로겔의 기계적 강도를 이용한 줄기세포의
유전자 발현 조절 방법

특허 및 노하우
하이드로겔의 기계적 강도를 이용한 줄기세포 유래
세포외 소포체의 혈관신생 관련 사이토카인 조절
방법

1. 뇌졸중 후 회복증진을 위한 줄기세포 유래 세포외 소포 치료제 개발
Ÿ

지원기관: 보건복지부

Ÿ

과제기간: 2018.01.01 ~ 2019.12.31.

2. 줄기세포 유래 미세소포체의 약학조성물 조절 및 고효율 대량생산 플랫폼 개발 연구
연구 실적

Ÿ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Ÿ

과제기간: 2018.03.01 ~ 2020.02.29.

3. 치료용 세포조직 배양기술 개발
Ÿ

지원기관: 질병관리본부

Ÿ

과제기간: 2018.02.01 ~ 2021.01.31.

논문 총 42편 / 특허 총 6건
1. Closed-type pre-treatment device for point-of-care testing of sputum, Scientific Reports,
제8권(집), PP. 16508~, 2018.11.07.
2. Application
논문

of

Mesenchymal

Stem

Cell-Derived

Extracellular

Vesicles

for

Stroke:

Biodistribution and MicroRNA Study, Translational Stroke Research, 2018.10.19.
3. Serum-mediated Activation of Bone Marrow–derived Mesenchymal Stem Cells in
Ischemic Stroke Patients: A Novel Preconditioning Method, CELL TRANSPLANTATION, 제
27권(집), 제3호, PP. 485~500, 2018.05.18.
4. Efficient

scalable

production

of

therapeu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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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vesicles

derived

from

human

mesenchymal stem cells, Scientific Reports, 제8권(집), 제1호, PP. 1171~, 2018.01.19.
5. Dicalcium

phosphate

coated

with

graphene

synergistically

increases

osteogenic

differentiation in vitro, Coatings, 제8권(집), 제1호, PP. 13~, 2017.12.28.
6. A novel cylindrical microwell featuring inverted-pyramidal opening for efficient cell
spheroid formation without cell loss, Biofabrication, 제9권(집), 제3호, PP. 35006~,
2017.08.14.
7. Mesoderm lineage 3D tissue constructs are produced at large‐scale in a 3D stem cell
bioprocess, Biotechnology Journal, 제12권(집), 제9호, PP. 1600748~, 2017.08.09.
8. Non-thermal

acoustic

treatment

as

a

safe

alternative

to

thermosensitive

liposome-involved hyperthermia for cancer therapy, RSC Advances, 제7권(집), 제47호,
PP. 29618~29625, 2017.06.07.

홈페이지

jae-lab.inu.ac.kr

- 44 -

⬖ 한유성 교수님 연구실 ⬗

Computational Mechanics & Materials Laboratory (CMML, 전산역학재료 연구실)
인천대학교 조교수 (2018.03-현재)
성명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

한유성

(2016.03-2018.02)

책임교수

주요

현대자동차 차량해석실 책임연구원

학력

(2015.01-2016.02)

경력

박사 퍼듀대학교 항공우주공학
(2014)

공과대학

소속

석사 카이스트 기계공학 (2009)

메카트로닉스 공학과

학사 서강대학교 기계공학 (2007)
직 책

인원

석 사

2

구 성 원

산학협력
희망분야

성 명 (담당분야)
김자현(소성가공 해석모델 개발),
이주현(다중물리 재료구성 방정식 개발)

1. 제조업 제품의 품질 개선, 필드 이슈 해결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자동차, 조선, 철강, 원자력, 중공업, IT 등)
2. 기계 설계, 구조 해석 및 공정변수 최적화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대표연구
분야

1. 극한 환경에서 제품의 내구 및 물성 열화(degradation) 원인 규명 및 개선, 신뢰성 평가
Ÿ

고온(원자력), 고압(수소 저장, 수소 자동차), 방사능 화학 물질 등의 극한 환경

2. 다중 물리 / 다중 스케일 구조 해석을 통해 구조물, 기계 시스템의 수명 예측 및 향상
Ÿ

열, 구조, 재료 특성을 반영하여 파손 원인 규명 및 구조물의 수명 예측

대표기술 개요

Ÿ

수치해석 기법을 이용한 재료 거동 및 열화 원인 규명

및 개발현황

Ÿ

열탄소성 재료 거동 특성 연구

3. 비선형 소성변형 문제
Ÿ

절삭, 용접, 기계 가공 효율 및 성능 최적화

Ÿ

비선형 재료 거동 규명 및 제품 품질 개선

Ÿ

가공 공정 효율을 위한 전산해석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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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접 시뮬레이션을 위한 FE 포뮬레이션
• 용접을 통해 커플드 토션빔 액슬
(CTBA, Coupled Torsion Beam Axle) 제조

• Spiral Welding simulation
(스파이럴 용접 해석)
• 대변형 및 용접에 의한 상변태를 고려
개발 관련
시제품 사진

• 차체 내구성 분석
• 차체 강성 평가

• SMR(Small Modular Reactor)의 내부 구조
에 대한 기계 설계 (모드 분석)
• 수명 한계 평가, 성능 및 품질 평가를 위
한 FE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노하우

순번

노하우의 명칭

1

열-구조-재료 특성을 반영한 용접공정 다중물리 해석 코드 개발

2

재료 특성 및 파손 규명을 위한 전산 코드 개발

3

비선형 소성변형 코드 개발 (기계 가공 해석, 공정변수 최적화)

1. 차체 내구성의 CAE 분석 및 품질 개선
연구 실적

Ÿ

지원기관: 현대자동차

Ÿ

과제기간: 2015.01 -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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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MR(Small Modular Reactor)의 내부 구조에 대한 기계 설계 및 FE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Ÿ

지원기관: 한국원자력연구원

Ÿ

과제기간: 2016.04 – 2018.02

3. 전산해석코드(SW) 개발
Ÿ

구조물 건전성, 가공 공정 최적화를 위한 전산 코드 개발

Ÿ

유한요소법, 분자동역학, Phase-field modeling 등

논문 10편

1. A phase field modeling based study of microstructure evolution and its influence on
thermal conductivity in polycrystalline tungsten under irradiation, COMPUTATIONAL
MATERIALS SCIENCE, 제150권(집), PP.169~179, 2018.07.01.
2. An investigation into the influence of grain boundary misorientation on the tensile
strength of SiC bicrystals, MECHANICS OF ADVANCED MATERIALS AND STRUCTURES,
제23권(집), 제6호, PP.494~502, 2016.01.01.
3. An investigation into plastic deformation of irradiated tungsten microstructure at
논문

elevated temperatures using the Anand's viscoplastic model, INTERNATIONAL JOURNAL
OF PLASTICITY, 제74권(집), PP.127~140, 2015.11.01.
4. An ab-initio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knock-on atom induced damage on the peak
tensile strength of 3C-SiC grain bounda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DAMAGE
MECHANICS, 제24권(집), 제3호, PP.446~467, 2015.04.01.
5. An ab-initio investigation of the effect of graphene on the strength-electron density
correlation in SiC grain boundaries, COMPUTATIONAL MATERIALS SCIENCE, 제92권(집),
PP.422~430, 2014.09.01.

• HPC (High Performance Computing)
- 대용량 전산해석을 위한 고성능 컴퓨
팅 장비

보유 장비

• 전산해석 (in-house) 코드
(Finite-element, Phase-field, Molecular
dynamics)

홈페이지

http://cmml.inu.ac.kr/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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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공학과
⬖ 김준동 교수님 연구실 ⬗

Photoelectric & Energy Device Application Laboratory
인천대학교 교수 (2013-현재)
성명

군산대학교 교수 (2012-2013)

김준동

한국기계연구원 선임연구원
주요
책임교수

학력
경력
소속

(2006-2012)
박사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전기공학 (2006)
석사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전기공학 (2001)
학사 광운대학교 전기공학 (1999)

구 성 원

직 책

인원

성 명 (담당분야)

박 사

2

김홍식(에너지학), Malkeshkumar Patel(태양전지)

석 사

2

박왕희(전기공학), 이경남(전기공학)

1. TCO, PEC 셀을 이용하는 광전 소자 개발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산학협력
희망분야

(태양 전지, 스마트 윈도우, 가스 센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반도체 웨이퍼용 연마제 등)
2. 태양 전지 및 광 검출기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컴퓨터 주변기기, 리모컨, 광디스크, 온도검출, 열차단 필름 등 기능성 소재 분야 등)

대표연구
분야

1. 사람의 눈 신경 닮은 투명한 광전기소자 개발
대표기술 개요
및 개발현황

Ÿ

해당 소자가 빛에 의한 자극을 전기 에너지로 바꿔 눈 신경에 가해진 정보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가해지는 빛의 세기와 강도, 반복 횟수에 비례해 동작하는 것 검증

Ÿ

대면적 공정이 가능하여 비용 측면에서 장점

Ÿ

입사하는 빛에너지를 소자의 동작 전원으로 사용해 별도의 전원 장치가 필요 없고,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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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구성 가능
2. 투명한 다차원 에너지 소자 개발
Ÿ

외형이 변화하면서 생기는 전기에너지의 발생이 입사광과의 반응을 통해 증폭된 출력을
나타내는 점 및 기계적-전기-빛의 다른 에너지 형태를 융합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점 규명

Ÿ

플라스틱 가판 위에 투명한 산화물 반도체를 갖는 형태의 투명하고 유연한 전기, 전자,
에너지 소자에 새로운 접근 제공 및 에너지 상호 변환에 대한 기반 메커니즘 확립

3. 2차원 물질의 성장 제어를 통해 대면적 적용이 가능하고, 고성능의 광전기소자 개발
Ÿ

2차원 물질(원자층 두께의 얇은 막)의 성장 방식 규명

Ÿ

광대역 고감도 센서, 투명한 태양 전지 등 다양한 전기 소자 및 에너지 분야에 영향

4. 최고 성능의 투명 광센서 기술
Ÿ

70% 이상의 고투과도, 입력신호에 대한 빠른 반응(100만분의 4초)

Ÿ

초고속/대용량의 광 컴퓨터의 근간 개념으로, 빛의 가장 큰 특징인 고속성과 병렬성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돌파 기술

Ÿ

빛의 신호에 따른 초고속 연산 장치로 응용, 완전 투명 디스플레이, 투명 광원으로 확산
적용 가능

5, 나노 물질 이용한 수소에너지 증대 기술 개발
Ÿ

진공 속에서 가스화한 물질을 표면에 피복하는 방법인 '물리기상증착' 방식으로 2차원
물질인 황화주석(SnS)을 이용해 반응 표면적을 향상시켜 수소의 발생을 크게 증대

Ÿ

2차원 물질을 이용한 광촉매 기술로서, 고감도 광센서, 태양전지 등 다양한 에너지 분야
에 영향, 투명한 태양전지 효율 높일 수 있음

6. 투명한 태양전지 기술 개발
Ÿ

투과율이 80% 이상인 막을 건물 유리에 붙여, 자외선을 흡수하면 빛 에너지의 8%를 전
기 에너지로 전환해주는 기술로, 약 5시간만에 휴대폰 완전 충전 가능

Ÿ

양 방향 전기 생산이 가능하여 야간 전등의 불빛도 전기로 만들 수 있음

Ÿ

건물 유리나 자동차 유리에 적용하면 바로 전기 생산 가능(상용화)

• 눈 신경과 유사한 투명한 광전기
소자(Photoelectric device) 개발
• 해당 소자가 빛에 의한 자극을 전
기 에너지로 바꿔 눈 신경에 가해진
정보를 획득하는 방식
• 가해지는 빛의 세기와 강도, 반복
횟수에 비례해 동작하는 것을 검증
개발 관련
시제품 사진
• 광 검출기
• 광 신호를 검출하여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
• 일반적인 TCO 물질(ITO, AZO)이
이중 TCO 필름으로서 광 검출기에
적용
• 낮은 접촉 저항을 갖고, 단일 AZO
필름과 유사한 투과율을 갖는 이중
TCO 필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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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 전지
• 고효율 셀을 생산하기 위한 다양
한 표면 구조 연구
• 수광 면적을 증가시키고 캐리어
수집 능력을 향상시키는 구조로서,
Si 기판 위에 필러 어레이와 홀 어레
이 제작

특허 및 노하우

순번

출원번호

출원일

발명의 명칭

1

10-2016-0164143

2016-12-05

투명 광전 소자 및 그 제조 방법

1. High potential for the optimum designs for a front contact and junction: A route to
heterojunction solar cell (Solar Energy Materials &Solar Cells)
2. Thermally Stable Silver Nanowires-Embedding Metal Oxide for Schottky Junction Solar
Cells (ACS Applied Materials and Interface)
3. Active Adoption of Void Formation in Metal-Oxide for All Transparent Super-Performing
연구 실적

Photodetectors (Scientific Reports)
4. Mie

Resonance-Modulated

Spatial

Distributions

of

Photogenerated

Carriers

in

Poly(3-hexylthiophene-2,5-diyl)/Silicon Nanopillars (Scientific Reports)
5. Nanostructured SnS with inherent anisotropic optical properties for high photoactivity
(Nanoscale)
6. Critical aspects of impedance spectroscopy in silicon solar cell characterization: A review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1. Swtichable Tow-Terminal Transparent Optoelectronic Device Based on 2D Perovskite,
Advanced Electronic Materials, 2019.02.01.
2. Improved Broadband Photoresponse in Schottky-Like Junction Using Carrier Selective
NiO Contact on p-Si, Solar RRL, 제2권(집), 제12호, 2018.12.01.
3. Piezophototronic

Effect

Modulated

Multilevel

Current

Amplification

from

Highly

Transparent and Flexible Device Based on Zinc Oxide Thin Film, Small, 제14권(집), 제52
호, 2018.11.21.
논문

4. SnS2/p-Si Heterojunction Photodetector, Transactions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제67권(집), 제10호, PP.1370~1374, 2018.10.01.
5. Semitransparent Co3O4 Photocathode and Thickness Dependent Photoelectrochemical
Properties, Beilstein Journal of Nanotechnology, 2018.09.21.
6. All-Oxide-based Highly Transparent Photonic Synapse for Neuromorphic Computing,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2018.09.17.
7. Physical and Chemical data of WS2 platelets and thickness-dependent photoresponses,
Data in Brief, 2018.09.16.
8. Growth of Large-Area SnS Films with Oriented 2D SnS Layers for Energy Efficient
Broadband Optoelectronics,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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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ll Metal Oxide-based Transparent and Flexible Photodetector, MATERIALS SCIENCE IN
SEMICONDUCTOR PROCESSING, 제88권(집), PP.86~93,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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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ar Simulator

⬖ 김학만 교수님 연구실 ⬗

Power & Renewable Energy Laboratory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연구실)
인천대학교 교수 (2008-현재)
성명

김학만

박사 Tohoku Univ. 정보과학 (2011)
주요

책임교수

박사 성균관대학 전기공학 (1998)

학력
경력
공과대학

소속

한국전기연구원 선임연구원 (1996-2008)
석사 성균관대학 전기공학 (1993)

전기공학과

학사 성균관대학 전기공학 (1991)
직 책

인원

박사 후 연구원

2

성 명 (담당분야)
유형준(마이크로그리드 제어), Thai-Thanh Nguyen(마이크로그리드
제어)
손호익(HVDC 제어 및 보호), Van-Vinh Nguyen(HVDC 제어 및 보

구 성 원

박 사

8

호), Akhtar Hussain(마이크로그리드 최적운영), Van-Hai Bui(마이크
로그리드 최적운영), 이운규(마이크로그리드 제어), 손성일(전력 설비
최적화), 박성호(에너지 정책연구), 홍광희(전력계통해석)
최세혁(마이크로그리드 최적운영), Haesum Ali(마이크로그리드 최적

석 사

6

운영), Cao-Khang Nguyen(마이크로그리드 제어), 홍수빈(마이크로그
리드 제어), 장해근(마이크로그리드 제어), 김무성(마이크로그리드)

1. 분산전력시스템(분산전원) 및 에너지 저장장치 제어기 개발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산학협력
희망분야

기술이전 (분산전원, 마이크로그리드, DC배전시스템, AC/DC 하이브리드 시스템 분야 등)
2. 에너지 관리 시스템(energy management system) 기술 분야 산학합력 공동연구 및 기술
이전 (마이크로그리드, 에너지네트워크, 빌딩 EMS 분야 등)

컨버터 병렬운전 제어 기술
신재생에너지원(태양광, 풍력 등)기반의
계통연계

분산전원 제어 기술

컨버터 기술

에너지 저장장치를 이용한 마이크로그리드
주파수 및 전압제어 기술
하이브리드 AC-DC 마이크로그리드 제어 기술

대표연구
분야
분산전력시스템 최적운영 기술
전기에너지와 열에너지가 복합적으로 구성된
시스템의 최적운영 기술

에너지 관리시스템
EMS 기술

하이브리드 AC-DC 마이크로그리드 최적운영 기술
Grid-code를 반영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set-point 선정 최적운영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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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통연계 컨버터 제어 기술
Ÿ

컨버터 기반의 분산전원 병렬운전과 관련된 제어 기술 보유

Ÿ

신재생에너지원 기반의 분산전원 제어 기술 보유

Ÿ

에너지저장장치를 이용한 마이크로그리드의 주파수 및 전압제어 기술 보유

Ÿ

하이브리드 AC-DC 마이크로그리드 제어 기술 보유

2. 에너지 관리 시스템 (energy management system, EMS) 기술
Ÿ

분산전력시스템 최적 운영 기술 보유

대표기술 개요

Ÿ

전기 에너지와 열 에너지가 복합적으로 구성된 시스템의 최적운영 기술 보유

및 개발현황

Ÿ

하이브리드 AC-DC

Ÿ

Grid code를 반영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의 set-point 선정 최적운영 기술 개발 진행

마이크로그리드 운영 기술 보유

중
3. HILS(hardware-in-the-loop simulation) 기술
Ÿ

컨버터 제어기술 및 시스템 운영기술 성능 검증을 위한 HILS 기술 및 테스트 플랫폼 보
유

Ÿ

하이브리드 AC-DC 마이크로그리드의 제어 및 운영 성능 검증을 위한 HILS 기술 및 실
제 하드웨어 기반의 테스트 플랫폼 보유

n 특허(등록) : 9건
순번

등록번호

등록일

발명의 명칭

1

제 10-1976093호

2019-04-30

2

제 10-1769795호

2017-08-14

3

제 10-1786904호

2017-10-11

4

제 10-1767451호

2017-08-07

5

제 10-1753667호

2017-06-28

6

제 10-1690742호

2016-12-22

7

제 10-1689017호

2016-12-16

8

제 10-1689315호

2016-12-19

마이크로그리드의 멀티 주파수 제어 시스템 및 방법

9

제 10-1635805호

2016-06-28

HVDC 시스템의 DC 차단 장치 및 방법

마이크로그리드의 제어 및 운영 연구를 위한 유연한
테스트 플랫폼
마이크로그리드에서 와전류 손실 감소를 위한
초전도 전력 저장 시스템 및 그 제어 방법
마이크로그리드 제어를 위한 BESS에의 모델 예측
제어 장치 및 방법
HVDC 시스템의 과도 성능 향상을 위한 제어 방법
및 HVDC 시스템의 인버터 제어 장치

특허 및 노하우
마이크로그리드 제어를 위한 배터리에 기반한
플라이휠 에너지 저장 시스템
BTB 컨버터 기반 다수 마이크로그리드의 멀티
주파수 제어 시스템 및 방법
마이크로그리드 내 다수 BESS의 퍼지 드룹 제어
시스템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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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특허(출원) : 4건
순번

출원번호

출원일

1

10-2019-0037079

2019-03-29

2

10-2019-0037028

2019-03-29

PCT/KR2018/015

3

695
PCT/KR2015/008

4

905

발명의 명칭
하이브리드 ＡＣ/ＤＣ 마이크로그리드의
분산 제어 시스템
컨센서스를 기반한 마이크로그리드
분산 제어 시스템
독립형 다중 마이크로 그리드 시스템에서 서로 다른

2018-12-11

주파수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드롭 주파수 제어기 및
이를 이용한 독립형 다중 마이크로 그리드 시스템

2016-08-31

마이크로그리드의 멀티 주파수 제어 시스템 및 방법

1. SiC 디바이스를 이용한 전기차용 1MVA급 멀티채널 충전기 개발
Ÿ

지원기관 및 기간: 한국전기연구원 (2019.05.01 ~ 2022.12.31)

2. 마이크로그리드 분산 운영 알고리즘 개발
Ÿ

지원기관 및 기간: 한국전기연구원 (2019.05.01 ~ 2021.11.30)

3. 10MW급 초전도풍력발전기 기반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플랫폼용 기초기술개발
Ÿ

지원기관 및 기간: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2018.03.01 ~ 2021.02.28)

4. 초전도케이블 적용대상 선로 후보지 계통해석 및 보호 협조 기술개발
Ÿ

지원기관 및 기간: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2017.08.03 ~ 2020.04.02)

5. 실시간 가상 다중에너지 최적 제어 프로그램 개발
Ÿ

지원기관 및 기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7.01.01 ~ 2019.10.31)

6. 하이브리드 DC차단기 개폐제어 알고리즘 및 HILS기반 성능검증 기술 개발
Ÿ

지원기관 및 기간: 한국전력공사 (2016.12.01 ~ 2017.11.30)

7. IoT 기반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및 실증(RCMS)
연구 실적

Ÿ

지원기관 및 기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16.06.01 ~ 2017.05.31)

8. 고품질 마이크로그리드를 위한 Resilient 하이브리드 기술 개발
Ÿ

지원기관 및 기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16.04.01 ~ 2019.03.31)

9. 마이크로 그린하우스 최적 운영 솔루션 개발
Ÿ

지원기관 및 기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5.10.16 ~ 2018.10.15)

10. 마이크로그리드 전력저장장치들의 Energy-shaping 기반 협조제어 전략
Ÿ

지원기관 및 기간: 한국연구재단 (2015.07.01 ~ 2017.06.30.)

11. 독립운전 모드의 마이크로그리드 주파수 및 전압제어를 위한 SMES와 BESS의 협조 제어 및 최
적구성에 관한 연구
Ÿ

지원기관 및 기간: 한국연구재단 (2015.07.01 ~ 2017.06.30)

12. HILS 환경에서 멀티 마이크로그리드 Flexible 연계 및 다이나믹 최적 운용 기술 개발
Ÿ

지원기관 및 기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14.10.01 ~ 2017.09.30)

논문 43편 / 특허 13건(등록 9건, 출원 4건)
1. "Double Deep Q-Learning-Based Distributed Operation of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논문

Considering Uncertainties," IEEE Transactions on Smart Grid. Early Access
2. "Limitations in Energy Management Systems: A Case Study for Resilient Interconnected
Microgrids," IEEE Transactions on Smart Grid. Early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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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sensus-based Distributed Coordination Control of Hybrid AC/DC Microgrids," IEEE
Transactions sustainable energy. Early Access
4. "Transfverter: imbuing transformer-like properties in an interlink converter for robust control
of a hybrid ac-dc microgrid," IEEE Transactions on Power Electronics, Early Access
5. "Optimal Operation of Building Microgrids with Rooftop Greenhouse Under Component
Outages in Islanded Mode," Energies, 제12권(집), 제10호, 1930, 2019.05.
6. "Q-Learning-based Operation Strategy for Community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CBESS) in Microgrid System," Energies, 제12권(집), 제9호, 1789, 2019.05.
7. "Diffusion-based Distributed Coordination Control of Power Converters in MG for Efficiency
Improvement," IEEE Access, 제7권(집), pp. 53347-53357, 2019.04.
8. "A Simplified Model of Coaxial, Multilayer High-Temperature Superconducting Power Cables
with Cu Formers for Transient Studies," Energies, 제12권(집), 제8호, 1514, 2019.04.
9. "Optimal Operation of Greenhouses in Microgrids Perspective," IEEE Transactions on Smart
Grid, 제10권(집), 제3호, pp. 3474-3485, 2019.05.
10. "Microgrids as a Resilience Resource and Strategies Used by Microgrids for Enhancing
Resilience," Applied Energy, 제240권(집), pp. 56-72, 2019.04.
11. "An internal trading strategy for optimal energy management of combined cooling, heat
and power in building microgrids," Applied Energy, 제239권(집), pp. 536-548, 2019.04.
12. "An Energy Management System with Optimum Reserve Power Procurement Function for
Microgrid Resilience Improvement," IEEE Access, 제7권(집), pp. 42577-42585, 2019.03.
13. "MPC with Constant Switching Frequency for Inverter-based Distributed Generations in
Microgrid Using Gradient Descent," Energies, 제12권(집), 제6호, 1156, 2019.03.
14. "Impact of Uncertainties on Resilient Operation of Microgrids: A Data-Driven Approach,"
IEEE Access, 제7권(집), pp. 75495-75507, 2019.02.
15. "Impact Analysis of Survivability-Oriented Demand Response on Islanded Operation of
Networked Microgrids with High Penetration of Renewables," Energies, 제12권(집), 제3호,
464, 2019.02.
16. "Resilience-Oriented

Optimal

Operation

of

Networked

Hybrid

Microgrids,"

IEEE

Transactions on Smart Grid, 제10권(집), 제1호, pp. 204-215, 2019.01.
17. "Consensus-based SOC Balancing of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s in Wind Farm,"
Energies, 제11권(집), 제12호, 3507, 2018.12.
18. "A Proactive and Survivability-Constrained Operation Strategy for Enhancing Resilience of
Microgrids Using Energy Storage System," IEEE Access, 제6권(집), pp. 75495-75507,
2018.11.
19. "Low-Voltage

Ride-Through

Operation

of

Grid-Connected

Microgrid

Using

Consensus-Based Distributed Control," Energies, 제11권(집), 제11호, 2867, 2018.10.
20. "Adaptive Robust Optimization-Based Optimal Operation of Microgrids Considering
Uncertainties in Arrival and Departure Times of Electric Vehicles," Energies, 제11권(집), 제
10호, 2646, 2018.10.
21. "A Strategy for Flexible Frequency Operation of Stand-Alone Multi-Microgrids," IEEE
Transactions on Sustainable Energy, 제9권(집), 제4호, pp. 1636-1647, 2018.10.
22. "Optimal Energy Management of Building Microgrid Networks in Islanded Mode
Considering Adjustable Power and Component Outages," Energies, 제11권(집), 제9호, 2351,
2018.09.
23. "Direct Phase Angle and Voltage Amplitude Model Predictive Control of a Power
Converter for Microgrid Applications," Energies, 제11권(집), 제9호, 2254, 2018.08.
24. "A Multi-Agent System-Based Approach for Optimal Operation of Building Microgrids with
Rooftop Greenhouse," Energies, 제11권(집), 제7호, 1876, 20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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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Impact of Demand Response Programs on Optimal Operation of Multi-Microgrid System,"
Energies, 제11권(집), 제6호, 1452, 2018.06.
26. "A Resilient and Privacy- Preserving Energy Management Strategy for Networked
Microgrids," IEEE Transactions on Smart Grid, 제9권(집), 제3호, pp. 2127-2139, 2018.05.
27. "Avoiding Frequency Second Dip in Power Unreserved Control During Wind Power
Rotational Speed Recovery," IEEE Transactions on Power Systems, 제33권(집), 제3호, pp.
3097-3106, 2018.05.
28. "A Droop Frequency Control for Maintaining Different Frequency Qualities in Stand-Alone
Multi-Microgrid System," IEEE Transactions on Sustainable Energy, 제9권(집), 제2호, pp.
599-609, 2018.04.
29. "A Multiagent-Based Hierarchical Energy Management Strategy for Multi-Microgrids
Considering Adjustable Power and Demand Response," IEEE Transacitons on Smart Grid, 제
9권(집), 제2호, pp. 1323-1333, 2018.03.
30. "Robust Optimal Operation of AC/DC Hybrid Microgrids Under Market Price Uncertainties,"
IEEE Access, 제6권(집), pp. 2654-2667, 2017.12.
31. "Improving Transient Response of Power Converter in a Stand-Alone Microgrid Using
Virtual Synchronous Generator," Energies, 제11권(집), 제1호, 27, 2017.12
32. "A Novel Topology of Hybrid HVDC Circuit Breaker for VSC-HVDC Application," Energies,
제10권(집), 제10호, 1675, 2017.10.
33. "Optimal

Operation

of

Microgrids

Considering

Auto-Configuration

Function

Using

Multiagent System," Energies, 제10권(집), 제10호, 1484, 2017.09.
34. "Diffusion Strategy-Based Distributed Operation of Microgrids Using Multiagent System,"
Energies, 제10권(집), 제7호, 903, 2017.07.
35. "Impact Analysis of Demand Response Intensity and Energy Storage Size on Operation of
Networked Microgrids," Energies, 제10권(집), 제7호, 882, 2017.06.
36. "Multi-Frequency Control in a Stand-Alone Multi-Microgrid System Using a Back-To-Back
Converter," Energies, 제10권(집), 제6호, 822, 2017.06.
37. "Optimal energy management of combined cooling, heat and power in different demand
type buildings considering seasonal demand variations," Energies, 제10권(집), 제6호, 789,
2017.06.
38. "Optimal Operation of Hybrid Microgrids for Enhancing Resiliency Considering Feasible
Islanding and Survivability," IET Renewable Power Generation, 제11권(집), 제6호, pp.
846-857, 2017.05
39. "Robustness Improvement of Superconducting Magnetic Energy Storage System in
Microgrids Using an Energy Shaping Passivity-Based Control Strategy," Energies, 제10권
(집), 제5호, 671, 2017.05.
40. "Analyzing the Impacts of System Parameters on MPC-Based Frequency Control for a
Stand-Alone Microgrid," Energies, 제10권(집), 제4호, 417, 2017.03.
41. "Fuzzy Logic-Based Operation of BESS for Enhancing Resiliency of Hybrid Microgrids,"
Energies, 제10권(집), 제3호, 271, 2017.02.
42. "Energy-Based Control Strategy of BESS: A Case Study on Microgrid Applications,"
Energies, 제10권(집), 제2호, 215, 2017.02.
43. "Optimal Load Shedding for Maximizing Satisfaction in an Islanded Microgrid," Energies, 제
10권(집), 제1호, 45, 2017.01.

- 58 -

1. 하이브리드 AC/DC 마이크로그리드 테스트 플랫폼
Ÿ

마이크로그리드와 관련된 제어 및 운영 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가 가능한 플랫폼
∘ AC 마이크로그리드 : 3kW 인버터(3기), AC 선로모의장치, AC 부하모의장치, STS(static
transfer switch)
∘ DC 마이크로그리드 : 3kW 컨버터(3기), DC 선로모의장치, DC 부하모의장치
∘ 인터링크 컨버터 : 15kW 양방향 컨버터

Ÿ

다양한 분산전원(태양광발전시스템, 풍력발전시스템 등) 모의 가능

Ÿ

또한, 시스템의 구성(토폴로지)을 유연하게 변경이 가능하여 다양한 시나리오 테스트 및
개발 제어기 성능 검증 가능

보유 장비

2. HILS(hardware-in-the-loop simulation) 테스트 플랫폼
Ÿ

다양한 시스템의 제어 및 운영시스템의 성능 테스트가 가능한 플랫폼
∘ 실시간 디지털 시뮬레이터 : OP5600(2) - ePHASORsim, eMEGAsim, eFPGAsim
∘ 제어 시스템 : OP8665(3) - DSP 제어기, CompactRIO

Ÿ

전력시스템, 해상풍력발전단지시스템, 철도급전시스템, 에너지네트워크 등 다양한 시스템
모의 가능

홈페이지

http://hvdcmicrogrid.wix.com/power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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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덕주 교수님 연구실 ⬗

Analog RF Power Circuit Laboratory
인천대학교 교수 (2016-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성명

안덕주

책임교수

(2015-2016)
주요

박사후과정 Univ. of California

학력

(2014-2015)

경력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전기공학 (2012)
소속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석사 한국과학기술원 전기공학 (2010)
학사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2007)

직 책

인원

대학원생

3

담당분야

구 성 원
전력변환 회로 및 구조설계, 시스템제어

1. 무선 충전 시스템 – AGV(무인운반차), 전기자동차, 드론, 가전제품 등 다양한 어플리케
산학협력
희망분야

이션으로의 무선충전
2. 무선충전 일반의 전력전자, 코일설계 및 제어기술
3. 고주파 공진형 인버터, 인덕션 히팅 등의 전력전자
4. LED 구동기, 배터리 충전기 등의 전력변환

대표연구
분야

1. 무선충전 시스템 최적제어 기술
Ÿ
대표기술 개요
및 개발현황

다중 송신기의 출력전류 조절을 통한 효율 최대화 연구

( 수신기의 이동 중에도 실시간 충전 가능하도록 충전기의 제어 )
Ÿ

무선 전력 송신용 LCC 인버터 연구

( 인버터 detuning의 실시간 감지 및 재구성 )
2. 무선충전 시스템 최대효율을 위한 코일, 동작파라메터, 전력변환기 구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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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C 인버터의 임피던스 자동 튜닝 회로 설
계

개발 관련
시제품 사진

무선전력전송 다중 송신기의 출력전류 조
절을 통한 효율 최대화 기술 연구

특허 및 노하우

순번

출원번호

출원일

발명의 명칭

1

10-2019-0064302

2019/5

무선전력전송 LCC 인버터의 임피던스 자동 튜닝

2

10-2019-0078769

2019/7

무선전력전송 다중 송신기의 출력전류 조절을 통한
효율 최대화

1. 무선전력전송 모듈 박형/경량화를 위한 설계 기술
Ÿ

지원기관: 삼성전자

Ÿ

과제기간: 2018.6 ~ 2018.10

2. 전기 오토바이 무선충전 시제품 제작
Ÿ

지원기관: 한국쓰리엠

Ÿ

과제기간: 2018.9 ~ 2019.2

3. 넓은 면적을 위한 다중배열 무선전력전송 최적화 및 드론 무선충전으로의 적용
연구 실적

Ÿ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Ÿ

과제기간: 2016.11.01 ~ 2019.10.30

4. 수신기 이동환경에서의 무선전력전송 기초 연구
Ÿ

지원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Ÿ

과제기간: 2019.03.01 ~ 2019.11.30.

논문 20편 / 등록 특허 3건

논문

1. Do-Hyeon

Kim

and

Multiple-Transmitters

Dukju
Wireless

Ahn,

"Maximum

Power

Transfer,"

- 61 -

Efficiency
IEEE

Trans.

Point

Tracking

Power

for

Electronics,

accepted for publication
2. Woojong Kim and Dukju Ahn, "Efficient deactivation of unused LCC inverter for
multiple transmitter wireless power transfer," IET Power Electronics, Jan. 2019.
3. Do-Hyeon Kim and Dukju Ahn, "Self-tuning LCC Inverter using PWM-Controlled
Switched Capacitor for Inductive Wireless Power Transfer," IEEE Trans. Industrial
Electronics, May 2019.
4. Dukju Ahn, Seongmin Kim, Sang-Won Kim, Jungick Moon, and Inkui Cho, "Wireless
Power Transfer Receiver with Adjustable Coil Output Voltage for Multiple Receivers
Application," IEEE Trans. Industrial Electronics, May 2019.
5. Dukju Ahn, "Transmitter Coil Resonant Frequency Selection for Wireless Power
Transfer," IEEE Trans. Power Electronics, Jun. 2018.
6. Sungryul Huh and Dukju Ahn, "Two-Transmitter Wireless Power Transfer with Optimal
Activation and Current Selection of Transmitters," IEEE Trans. Power Electronics, Jun.
2018.
7. Y. Kown and D. Ahn, "Self-oscillating current-fed inverter with low switching loss for
wireless power transfer," Electronics Letters, Jul. 2017.
8. Dukju Ahn, Seongmin Kim, Sang-won Kim, Jungick Moon, and In-Kui Cho, "Wireless
Power Transmitter and Receiver Supporting 200-kHz and 6.78-MHz Dual-Band
Operation without Magnetic Field Canceling," IEEE Trans. Power Electronics, Sep.
2017.

보유 장비

전자로드: 5 kW

전자로드: 250 W

오실로스코프 + 전류프로브

DC 전원공급기 (1kW, 15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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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R 미터

네트워크 어낼라이저 (8.5 GHz)

신호 발생기 (6 GHz)

홈페이지

솔더링 및 rework 스테이션

https://sites.google.com/site/powerckt

- 63 -

4. 전자공학과
⬖ 김훈 교수님 연구실 ⬗

김훈 교수님 연구실
인천대학교 교수 (2008-현재)
성명

김훈
박사 (구)한국정보통신대학교
주요

책임교수

전자공학 (2004)

학력
경력

석사 (구)한국정보통신대학교
전자공학 (1999)

소속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학사 한국과학기술원 전자공학
(1998)

1. 이통통신 시스템 중 기지국 관련 5G, 무선 접속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산학협력
희망분야

(이동통신, LED 조명 등)
2. 최적 자원 할당 기법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빅데이터 분석 통한 스마트시티 교통제어, CCTV 배치, 물류 배차 스케줄링 등)

대표연구
분야

1. 무선 통신 네트워크에서의 패킷 스케줄링, 주파수 할당 방법 연구
대표기술 개요
및 개발현황

Ÿ

기지국에서 주파수와 무선 채널을 사람들에게 파워 할당하는 기술 연구 (무선접속)

Ÿ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활용하여 다중 접속 문제 해결

2. 엣지 컴퓨팅(Edge Computing) 기술 연구
Ÿ

중앙 집중 서버가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다르게 분산된 소형 서버
를 통해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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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전통적인 5G, 무선 접속 분야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엣지 컴퓨팅 적용하여 신속하게
데이터 처리 가능(자율주행에 적용)

Ÿ

주파수 자원 뿐만 아니라 컴퓨팅이나 스토리지, 서비스 모듈 지원할 수 있는 기술

3. 무선 기지국 및 단말기 등의 전송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기술 연구
Ÿ

가시광 통신(VLC) 및 안테나 어레이 측면에서 신호대잡음비(SNR)를 고려하여 조도와 통
신 측면의 최적 제어 방법 연구

Ÿ

안테나 어레이 기술, 빔포밍 기술(같은 에너지로 필요한 부분 집중), 가시광통신 기술(광
정보로 통신)을 LED에 적용(가정용 LED 적용 가능)

4. 최적 자원 할당 기법
Ÿ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스마트시티 문제 해결(교통체증, 신호제어)

Ÿ

보관 기간, 비용 등을 고려한 물류 배차 최적화

Ÿ

수치적 분석을 통한 CCTV 및 센서 배치 최적화

순번

출원번호

출원일

발명의 명칭

1

10-2016-0126962

2016-09-30

2

10-2017-0016831

2017-02-07

이기종망에서 비면허대역 주파수 공유 적응형 신호
전송 방법 및 시스템

특허 및 노하우

가시광통신 시스템에서 에너지 효율을 위한 광전력
최적 제어 방법 및 시스템

1. Performance Analysis of Different Backoff Algorithms for WBAN-Based Emerging Sensor
Networks, SENSORS, 제17권(집), 제3호, 2017.03.02.
2. WBAN MAC Protocols— Non-Saturation Modeling and Performance Analysis,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제11권(집), 제3호, PP.1462~1476,
2017.03.01.
논문

3. Energy-Eficient Optical Power Control For Data Rate and Illuminance Provision in
Visible

Light

Communication,

Light

&

Engineering,

제24권(집),

제2호,

PP.89~95,

2016.05.31.
4. 이기종 무선망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망간 협력 기반 스케쥴링 기법, 전자공학회논
문지, 제53권(집), 제1호, PP.3~8, 2016.01.29.
5. 사용자 요구 조도 보장 에너지 효율적 실내 조명 시스템 조명 방향 및 광속 제어 기법, 조
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제29권(집), 제5호, PP.19~25, 2015.05.29.

홈페이지

http://wit.inche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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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준영 교수님 연구실 ⬗

Integrated Circuits and Systems(ICS) Laboratory
인천대학교 교수 (2018-현재)
성명

송준영
주요

책임교수

학력

박사 고려대학교 전자공학 (2014)
석사 고려대학교 전자공학 (2010)

경력
소속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학사 고려대학교 전자전기전파공학
(2008)

직 책

인원

석 사

2

구 성 원

성 명 (담당분야)
이어진(클록 및 데이터 복원 회로 설계),
유승명(클록 및 데이터 복원 회로 설계)

1. 반도체 설계 관련 유선 통신용 칩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산학협력
희망분야

(센서 네트워크, 이더넷, 디스플레이, 메모리, 자동차 등 응용)
2. 반도체 설계 관련 파워 매니지먼트 칩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시스템 내의 센서에 부착(HDMI 등 포트 내부))

대표연구
분야

1. Wireline 인터페이스 설계

대표기술 개요
및 개발현황

Ÿ

아날로그/ 디지털 이퀄라이저

Ÿ

클록 및 데이터 복원 회로

Ÿ

어댑티브 보정 회로

2. 클록 발생기 설계
Ÿ

다양한 유형의 PLL, DLL 설계

Ÿ

클록 네트워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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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reline 인터페이스 설계

개발 관련
시제품 사진

• 클록 발생기 설계

순번

출원번호

출원일

1

10-2019-0037739

2019-04-01

2

10-2019-0037740

2019-04-01

특허 및 노하우

발명의 명칭
위상차 주기의 조정을 통해 노이즈를 감축할 수
있는 위상 고정 루프 기반의 주파수 고정 장치
랜덤 코드를 이용하여 노이즈 감쇄를 수행하는
위상 고정 루프 기반의 주파수 고정 장치

1. Hyunsu Park, Junyoung Song, Yeonho Lee, Jincheol Sim, Jonghyuck Choi, Chuwoo Kim,
"A 3bit/2UI 27Gb/s PAM-3 Single-Ended Transceiver using One-Tap DFE for Next
Generation Memory Interface,"IEEE International Solid-State Circuits Conference (ISSCC),
Feb. 2019, pp. 382-383.
2. Junyoung Song, Yongtae Kim, Chulwoo Kim “A 9Gb/s/ch transceiver with reference-less
data-embedded pseudo-differential clock signaling for graphics memory interfaces,” IEEE
Transactions on Circuits and Systems II, pp. 1-1 (Early Access), 2019.
논문

3. Yeonho Lee, Yoonjae Choi, Junyoung Song, Sewook Hwang, Sang-Geun Bae, Jaehun
Jun, Chulwoo Kim

“12-Gb/s Over Four Balanced Lines Utilizing NRZ Braid Clock

Signaling With No Data Overhead and Spread Transition Scheme for 8K UHD
Intra-Panel Interfaces,” IEEE Journal of

Solid-State Circuits, vol. 52, no. 2, pp. 463-475,

Feb. 2019.
4. Sang-Geun Bae, Sewook Hwang, Junyoung Song, Yeonho Lee, Chulwoo Kim “A ΔΣ
-Modulator based Spread-Spectrum Clock Generator with Digital Compensation and
Calibration for PLL Loop Bandwidth,” IEEE Transactions on Circuits and Systems II, vol.
66, no. 2, pp. 192-196, Feb.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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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Junyoung Song, Sewook Hwang, Hyun-Woo Lee, Chulwoo Kim, “A 1V 10Gb/s/pin
single-ended transceiver with controllable active-inductor-based driver and adaptively
calibrated cascaded-equalizer for post-LPDDR4 interfaces,” IEEE Transactions on Circuits
and Systems I, vol. 65, no. 1, pp. 331-342, Jan. 2018.
6. Sewook Hwang, Junyoung Song, Yeonho Lee, Chulwoo Kim, “A 1.62−5.4 Gb/s receiver
for DisplayPort version 1.2a with adaptive equalization and referenceless frequency
acquisition techniques,” IEEE Transactions on Circuits and Systems I, vol. 64, no. 10, pp.
2691-2702, Oct. 2017.

홈페이지

https://sites.google.com/view/ics-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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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훈 교수님 연구실 ⬗

Hybrid Multiscale-materials and Device Laboratory (HMDL)
인천대학교 교수 (2014-현재)
박사 후 과정
성명

진성훈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Materials Science and
주요

책임교수

Engineering (2009-2013)

학력

삼성전자 선임연구원 (2006-2009)

경력
소속

박사 서울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2006)
석사 서울대학교 전자공학 (2000)
학사 경북대학교 전자공학 (1998)

구 성 원

직 책

인원

박사 후 연구원

2

박 사

2

성 명 (담당분야)
Mokurala Krishnaiah(쿼터너리 찰코게나이데스 합성),
Kumar Niraj(저차원 재료 합성)
Ajit Kumar(TMDC 합성), Dhanajay Mishra(TMDC 합성)
김승엽(탄소나노튜브), 백종익(저차원 재료 합성), 서승기(TMDC

석 사

6

FETs),

정윤재(탄소나노튜브),

임건웅(플렉서블

회로),

정진헌

(TMDC FETs)
1. 저차원 나노 소재 합성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디스플레이, 열 해소 위한 전자제품, 반도체 장비 중 웨이퍼, 센서, 스마트 윈도우 등)
산학협력
희망분야

2.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 슈퍼 커패시터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전기차, 풍차, 지게차, LED, 호신 용품 구비된 패션 잡화 분야 등)
3. 생체 적합한 소자 또는 회로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생체이식형 임플란트 장치 등)

대표연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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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차원 소재 합성
Ÿ

디스플레이 관련 마이크로 LED, 트랜지스터, 구동 관련 기술 연구

Ÿ

빠른 열 해소를 위한 소재 연구

Ÿ

정전기(ESD)의 대전 방지 재료 연구

Ÿ

차세대 반도체 소재인 탄소나노튜브 관련 초고주파 기반의 수평으로 정렬된 탄소나노튜
브 대면적 정제 기술 연구(열 이동 방식)

Ÿ

무질서한 탄소나노튜브를 전기영동법 통해 한 방향으로 정렬하는 전기영동 기술 사용하
여 탄소나노튜브를 위한 웨이퍼 개발

2. 슈퍼커패시터 연구
Ÿ
대표기술 개요
및 개발현황

저가의 저차원 나노 재료 사용하여 고성능 및 신뢰성 높은 순간적 고출력 에너지 저장
장치 개발

Ÿ

전기차, 풍차, 지게차 적용

Ÿ

유아, 여성을 위한 호신물품
(전기충격기, 호신용 비상벨을 구비한 핸드백, 지갑, 휴대폰 등)

Ÿ

복수의 카드끼리 간섭이 있는 경우 선택적으로 원하는 카드만 인식하도록 하는 기술

3. 생체 적합한 임플란트 소자 또는 회로 관련 기술 연구
Ÿ

나노 소재 이용하여 생체 적합하도록 박막으로 얇고 유연하게 전자 소재 구성

Ÿ

생체 이식 후 치료가 완료되면 수술 없이 전자 소재가 몸속에서 녹아 없어지도록 하는
기술 연구

4. 투명 재료 연구
Ÿ

자동으로 변색 가능한 스마트 윈도우 또는 변색 가능한 안경, 투명 전극 적용

5. 가스 센서, 광센서 연구

• 저차원 나노 소재 합성 기술 연구
(정렬된 탄소나노튜브, 그래핀 등)

개발 관련
시제품 사진

• 열 모세관 유동 방식을 통한 차세
대 반도체 소재인 탄소나노튜브의
핵심 기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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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 전자에 적용되는 저차원 나
노 소재 연구

• 슈퍼커패시터 연구
• s - SW 탄소나노튜브와 산화 인
듐의 헤테로 구조에 의한 슈퍼커패
시터 연구

• 광센서 연구

순번

출원번호

출원일

1

10-2015-0056186

2015-04-21

발명의 명칭
비결정질 이그조(IGZO) TFT 기반 트랜젼트
반도체의 제조 방법
용액공정 기반 탄소나노튜브 정렬 방법, 정렬형

2

10-2015-0150753

2015-10-29

반도체 탄소나노튜브 웨이퍼 제조 방법 및 정렬형
반도체 탄소나노튜브 웨이퍼

특허 및 노하우

3

10-2015-0082379

2015-06-11

4

10-2016-0106806

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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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벽 나노 튜브를 기반으로 한 트랜젼트
반도체의 제조 방법

탄소나노튜브 기반의 고정세 새도우 마스크 및 그
제조 방법

1. "Highly crystalline, large grain Cu2CoSnS4 films with reproducible stoichiometry via
direct

solution

spin

coating

for

optoelectronic

device

applications",

Ceramics

International, 제45권(집), 제9호, pp. 12399-12405, 2019.06.15
2. "Bias Temperature Stress Instability of Multilayered MoS2 Field-Effect Transistors With
CYTOP Passivation", IEEE Transactions on Electron Devices, 제66권(집), 제5호, pp.
2208-2213, 2019.05.
3. "Annealing temperature and stabilizer effects on morphological evolution of Cu2CoSnS4
films on thermally oxidized Si wafers via direct spin-coating", Journal of Alloys and
Compounds, 제781권(집), pp. 1091-1100, 2019.04.15.
4. "Threshold

Voltage

Control

Octadecyltrichlorosilane

and

of

Multilayered

their

Applications

MoS2
to

Field‐Effect

Active

Transistors

via

Quantum

Dot

Matrixed

Displays Driven by Enhancement‐Mode Logic Gates", Small, 제15권(집), 제7호, no.
1803852, 2019.02.15.
5. "Low-Frequency Noise Characteristics in Multilayer MoTe2 FETs With Hydrophobic
Amorphous

Fluoropolymers"

IEEE

Electron

Device

Letters,

제40권(집),

제2호,

pp.

251-254, 2019.02.
6. "Binder-free,

scalable

hierarchical

MoS2

as

electrode

materials

in

symmetric

supercapacitors for energy harvesting applications", Materials Letters, 제236권(집), pp.
167-170, 2019.02.01.
7. "Light-Shield

Layers

Free

Photosensitive

Inverters

Comprising

GaN-Drivers

and

Multi-Layered MoS2-Loads", IEEE Electron Device Letters, 제40권(집), 제1호, pp. 107-110,
2019.01.
8. "Vertical-slate-like MoS2 nanostructures on 3D-Ni-foam for binder-free, low-cost, and
논문

scalable solid-state symmetric supercapacitors", Current Applied Physics, 제19권(집), 제1
호, pp. 1-7, 2019.01.
9. "A circuit mechanism of time-to-space conversion for perception", Hearing research, 제
366권(집), pp. 32-37, 2018.09.
10. "Spray-coated single walled carbon nanotubes as source and drain electrodes in SnO
thin-film transistors", Semiconductor Science and Technology, 제33권(집), 제7호, no.
075013, 2018.06.11.
11. "Novel two-dimensional In2O3 nanodiscs for high-rate performance of solid-state
symmetrics supercapacitors", Materials Letters, 제218권(집), pp. 131-134, 2018.05.01.
12. "Petal-like MoS2 nanostructures with metallic 1 T phase for high performance
supercapacitors", Current Applied Physics, 제18권(집), 제3호, pp. 345-352, 2018.03.
13. "A new strategy for integrating semiconducting SWCNTs into pseudo-cubic In2O3
heterostructures for solid-state symmetric supercapacitors with a superior stability and
specific-capacitance",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A,

제6권(집),

제31호,

pp.

15253-15264, 2018.02.
14. "One-step solvothermal synthesis of carnation flower-like SnS2 as superior electrodes
for supercapacitor applications", Applied Surface Science, 제425권(집), pp. 923-931,
2017.12.15.
15. "Simultaneous Detection of Dopamine and Uric Acid on Indium Tin Oxides Modified
with

Cost‐effective

Gas‐phase

Synthesized

Single

Walled

Carbon

Nanotubes",

Electroanalysis, 제29권(집), 제8호, pp. 1925-1933, 2017.
16. "High-Density reconfigurable devices with programmable bottom-gate array", IEEE
Electron Device Letters, 제38권(집), 제5호, pp. 564-567, 2017.
17. "Photosensitive Full-Swing Multi-Layer MoS2 Inverters With Light Shielding Layers", IEEE
Electron Device Letters, 제38권(집), 제1호, pp. 67-7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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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D 성장장비 - TMDC

CVD 성장장비 - CNT

Micoroscope & UV

초음파 세척기

Cryo-probe

parameter analyzer

Turbo pump

MFC

Aligner 노광 장비

보유 장비

홈페이지

http://hmdlab.wixsite.com/hm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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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경영공학과
⬖ 김관호 교수님 연구실 ⬗

Industrial Intelligence Laboratory (산업지능 연구실)
인천대학교 교수 (2014-현재)
성명

김관호
주요

책임교수

학력
소속

구 성 원

산학협력
희망분야

경력

공과대학

박사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2012)
석사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2008)
학사 동국대학교 정보시스템공학

산업경영공학과

(2006)

직 책

인원

성 명 (담당분야)

박 사

1

이동훈(웹사이트에서 비즈니스 키워드 추출)

석 사

2

한태성(인공지능변호사), 정재민(개인 맞춤 사회적 콘텐츠 추천)

1. 빅데이터, 인공지능, 산업문제를 결합한 지능적 운영 최적화 분야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2. 대용량 데이터를 이용한 학습 기반의 산업 문제 해결 분야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스마트 공장 운영 및 스마트 교통 시스템 운영 분야 등)

대표연구
분야

1. 비즈니스 네트워크 분석
Ÿ

기업간 융합 및 거래 가능성 계산

Ÿ

지역별, 산업별 기업 생태계 조사 및 분석, 잠재적 거래처 발굴, 시장평가 및 분석

2. 설비운영 스케줄 최적화 생성

대표기술 개요
및 개발현황

Ÿ

설비 셋업 및 일정 최소화 관점에서의 설비운영 스케줄 생성 인공지능 에이전트 개발

Ÿ

복수제품 생산 운영시 스케줄링 최적화

3. 인공지능 기반의 태양광 발전량 예측
Ÿ

과거의 PV 태양광 발전 데이터를 이용하여 미래 시간별 발전량을 인공지능을 이용한 추
정 (전력 최적화 운영 계획 수립)

4. 인공지능 기반의 AGV 디스패칭 최적화
Ÿ

AGV 차량의 order 할당 효율화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디스패칭 개발

Ÿ

Order와 장비간 최적할당이 필요한 설비운영 분야

5. 학습 기반의 자동창고 운영 최적화
Ÿ

최적의 경로 선택을 통한 입출고 시간 최소화 및 대용량의 설비운영 데이터를 이용한
순간적 근사 최적화 기법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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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 네트워크 분석
• 주제별 기업간 네트워크 분석 결
과

• 설비운영 스케줄 최적화 생성

개발 관련
시제품 사진

• 인공지능 기반의 태양광 발전량
예측
• 계절별 태양광 발전량 예측 결과

• 인공지능 기반의 AGV 디스패칭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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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기반의 자동창고 운영 최적
화
• 비효율적인 동선과 효율적인 동
선의 비교

특허 및 노하우

순번

출원번호

출원일

1

10-2018-0031342

2018-03-19

발명의 명칭
텍스트 마이닝 기반의 지역별 연구 트렌드 분석
장치 및 이의 동작 방법

1. 인공지능 기반의 에너지 운영 최적화
Ÿ

지원기관: 한국난방공사

Ÿ

과제기간: 2019.02 ~ 2020.07

2. 대용량의 연구 및 특허기술 빅데이터 수집 기술

연구 실적

Ÿ

지원기관: ㈜모베란

Ÿ

과제기간: 2018.11.01. ~ 2019.07.31.

3. 납기일 제약이 고려된 장비셋업 최소화를 위한 딥러닝 기반의 생산계획 연구
Ÿ

지원기관: (주)VMS솔루션즈

Ÿ

과제기간: 2018.08.01. ~ 2019.04.30.

4. 딥러닝 기반 기업 연관성 분석 시스템 설계
Ÿ

지원기관: ㈜이아이피

Ÿ

과제기간: 2018.08.01. ~ 2019.04.30

1. Academic Conference Analysis for Understanding Country-Level Research Topics Using
Text Mi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Information Systems and Industrial
Management Applications, 제11권(집), pp. 1-16, (Scopus, 31 Jan 2019)
2. Recurrent Neural Network Based Hourly Prediction of Photovoltaic Power Output Using
Meteorological Information, Energies, 제12권(집), 제2호, pp. 215, 2019 (SCIE, Ack:
INU2015, 10 Jan 2019)
3. Learning to Dispatch Operations with Intentional Delay for Re-Entrant Multiple-Chip
논문

Product Assembly Lines, Sustainability (SSCI, Ack: NRF2017, 9 Nov 2018).
4.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주제기반의 기업인 네트워크 계층 분석, 전자거래학회지, 제23권
(집), 제3호, pp. 33-49, August, 2018 (Ack: NRF2017 and X-Corps2018).
5. Word2Vec 기반의 의미적 유사도를 고려한 웹사이트 키워드 선택 기법, 전자거래학회지,
제23권(집), 제2호, pp. 83-96, May, 2018 (Ack: NRF2017 and X-Corps2018).
6. 기업 웹사이트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지역 주제 기반의 비즈니스 융합 분석, 대한산업공
학회지, 제44권(집), 제2호, pp. 153-159, Apr. 2018. (KCI, Ack: 인천TP2017, WISET,
NRF2017)

홈페이지

https://sites.google.com/site/imlabi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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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현 교수님 연구실 ⬗

User Value Laboratory
인천대학교 교수 (2015-현재)
성명

삼성전자 IM 선임 연구원

박재현

(2013-2015)
책임교수

주요

박사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

학력

(2013)

경력
소속

석사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

공과대학

(2013)

산업경영공학과

학사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
(2006)

직 책

인원

성 명 (담당분야)

박사 후 연구원

1

Dr. Olga Bitkina(데이터 기반의 인간공학)

박 사

1

Muhammad Hussain(VR, 제조 안전성 분야)

석 사

2

정수환(문화적 차이 and VR), 최문경(VR, 자동화의 신뢰성 분야)

구 성 원

산학협력

1. 인간공학, HCI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로봇, 의료용 재활용 보조장치 등)

희망분야

2. UX/UI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웨어러블 디바이스, 드론 등)

대표연구
분야

대표기술 개요
및 개발현황

1. 생체 신호 수신 및 분석
2. 제품 및 서비스 사용성 / UX 평가
3. 자동차 / VR / AR / 의료기기 / 외골격 로봇 인터페이스 설계 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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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목시계의 시계줄을 자동으로
조절하여 착용자의 손목 둘레를
측정하고, 측정된 손목 둘레를 이
용해 등록된 사용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술 개발
• 도난 및 유실을 방지하고, 스마
트 워치의 보안성을 향상
개발 관련
시제품 사진

• 사용자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운
동 유형을 자동으로 판별 및 분
류하고, 각 유형의 운동을 실시한
횟수를 자동으로 결정하여 기록
하는 기술 개발

특허 및 노하우

순번

출원번호

출원일

발명의 명칭

1

10-2017-0005951

2017-01-13

손목 둘레를 이용한 주인 인증 방법 및 손목시계

2

10-2016-0126916

2016-09-30

피트니스 운동의 유형을 자동으로 분류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

1. 가치 기반 보행 재활 평가 체계 개발 및 적용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value-based gait rehabilitation evaluation) (HMH & Dongguk University Ilsan Hospital,
2019)
2. 다중감각으로 촉발된 생체신호 기반의 개인 인증 방법 개발 (Development of personal
authentication

method

based

on

physiological

signals

triggered

by

multimodal

interfaces) (NRF, 2018~2021)
3. 인체 치수 측정을 위한 인체 3D 스캐닝 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a human body 3D
연구 실적

scanning system for anthropometric measurements) (WEAROBO & TIPA, 2018~2019)
4. 헬멧 착용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 모듈의 인체공학적 적합성 분석 (Analysis of ergonomic
suitability of sensor modules for a helmet monitoring system) (Choice Value, 2018)
5. 작업자용 근력보조 시스템의 인체부하 측정 (Risk assessment of a power assistant suit
for workers) (HMH & Rehabilitation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2018)
6. 피부전기반사 기반 생체신호 분석 인터페이스 개발 (Development of bio-signal analysis
interfaces based on skin conductance responses) (WEAROBO & WISET, 2018)
7. 헬스케어기기용 맞춤형 웨어러블 유닛 3D 프린팅 (3D printing of customizable wearable
units for healthcare equipment) (WEAROBO & INU-BI,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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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32편 / 특허 8건

1. Identifying Traffic Context Using Driving Stress: A Longitudinal Preliminary Case Study,
SENSORS, 제19권(집), 제9호, 2019.05.01.
2. Comparison of Gaze Cursor Input Methods for Virtual Reality Devices,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COMPUTER

INTERACTION,

제35권(집),

제7호,

PP.620~629,

2019.04.21.
3. 업무용 공간 유형에 대한 가상현실 기반 분석, 대한산업공학회지, 제45권(집), 제2호,
PP.154~161, 2019.04.01.
4. Comparison of affective perception of Bitcoin between Korea and China, ICIC Express
Letters, 제13권(집), 제3호, PP.231~237, 2019.03.01.
5. Does the Hand Anthropometric Dimension Influence Touch Interaction?, JOURNAL OF
COMPUTER INFORMATION SYSTEMS, 제59권(집), 제1호, PP.85~96, 2019.01.01.
6. Development of a web-based user experience evaluation system for home applianc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ERGONOMICS, 제67권(집), PP.216~228,
2018.06.06.
7. Analyzing thumb interaction on mobile touchpad devic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ERGONOMICS, 제67권(집), PP.201~209, 2018.06.05.
8. Relationships between physiological signals and stress levels in the case of automated
technology failure, Human-Intelligent Systems Integration, pp. 1-9, 2019.
논문

9. There is no perfect evaluator: An investigation based on prospect theory, Human
Factors and Ergonomics in Manufacturing & Service Industries, 제28권(집), 제6호,
PP.383~392, 2018.06.04.
10. A value sampling method for evaluating user value: a case study of a smartphone,
International

Journal

of

Mobile

Communications,

제16권(집),

제4호,

PP.440~458,

2018.03.30.
11. 제품의 무게와 크기에 따른 선호도 및 만족도 분석: 과자 제품을 중심으로, 대한산업공학
회지, 제43권(집), 제3호, PP.172~179, 2018.03.17.
12. Virtual reality sickness questionnaire (VRSQ): Motion sickness measurement index in a
virtual reality environment, APPLIED ERGONOMICS, 제69권(집), PP.66~73, 2018.01.06.
13. Comparison of Drivers’ Perceived Multitasking Workload, Information, 제20권(집), 제11
호, pp. 8117-8124, 2017.11.30.
14. Inconsistent work performance in automation, can we measure trust in automation?
International Robotics & Automation Journal, 제3권(집), 제6호, 2017.
15. Do interaction modes influence the degree of virtual reality sickness?, ICIC Express
Letters, Part B: Applications, 제8권(집), 제10호, PP.1395~1400, 2017.10.01.
16. A topic modeling method based on the affective filter, ICIC Express Letters, 제11권(집),
제10호, PP.1579~1584, 2017.10.01.
17. 가상 현실 기술 동향 및 멀미 저감 연구 사례, ie매거진, 제24권(집), 제1호, PP.36~39,
201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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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MU / 카메라 기반의
보유 장비

동작 분석 시스템
2. EMG / ECG / GSR 측정 기기

홈페이지

https://sites.google.com/site/uvlabinu/

- 80 -

6. 신소재공학과
⬖ 김정곤 교수님 연구실 ⬗

김정곤 교수님 연구실
인천대학교 교수 (2014-현재)
성명

김정곤
주요 박사 충남대학교 신소재공학 (2000)

책임교수

학력
경력 석사 충남대학교 신소재공학 (1993)
소속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학사 충남대학교 신소재공학 (1990)

1. 유전 특성을 이용한 전파 흡수 및 차단 분야의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산학협력
희망분야

(무선충전기, 레이더 흡수재, X밴드 레이더, 5G 등 적용)
2. 분말 야금의 조직 제어 및 특성 분석을 통한 희귀 금속의 재활용 및 분리 추출 분야의 협
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리튬, 코발트의 분리, 회수 등 배터리 리사이클링, 희토류 형광체 리사이클링)

대표연구
분야

1. 유전 특성을 이용한 전파 흡수 및 차폐 연구

대표기술 개요
및 개발현황

Ÿ

10GHz 전자파 흡수, 20GHz로 확장 예정

Ÿ

무선 충전기, 레이더 흡수재, x밴드 레이더 5G에 적용 가능한 기술

2. 분말 야금에서 조직 제어 및 특성 분석
Ÿ

희귀 금속 재활용 및 분류 기술 연구

Ÿ

희토류 형광체, 리튬, 코발트 등을 분리, 추출 및 회수

Ÿ

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정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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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관련
시제품 사진

특허 및 노하우

연구 실적

순번

출원번호

출원일

발명의 명칭

1

10-2011-0019053

2011.03.03

클링커 생성 방지용 목재펠릿 버너

1. 희토류 형광체 분리 추출 관련 연구 과제

1. Lead acid battery recycling and material flow analysis of lead in Korea, Journal of
Material Cycles and Waste Management, 제20권(집), 제2호, PP.1438~4957, 2017.08.01.
2. MAGNETIC PROPERTIES OF (Nia-Znb)X Cu1-X FERRITE NANOPARTICLE FABRICATED BY
논문

SOL-GEL

PROCESS,

Archives

of

Metallurgy

and

Materials,

제62권(집),

제2호,

PP.1197~1200, 2017.07.22.
3. INFLUENCE

OF

SUBSTITUTED

ELEMENTS

ON

REFLECTION

LOSS

OF

Ba-FERRITE

NANOPARTICLE, Archives of Metallurgy and Materials, 제62권(집), 제2호, PP.1201~1204,
201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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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말입도에 따른 Nd-Fe-B 소결자석의 미세조직 변화 및 자기적 특성, 한국분말야금학회지,
제23권(집), 제6호, PP.447~452, 2016.12.29.
5. Purification

and

Separation

of

Rare

Earth

Elements

from

CCFL

with

Extraction

Chromatography, ARCHIVES OF METALLURGY AND MATERIALS, 제60권(집), 제2호,
PP.1529~1533,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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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보람 교수님 연구실 ⬗

HBRL Research Group
인천대학교 교수 (2013-현재)
성명

이한보람

박사후과정 스탠포드 대학교,

책임교수
소속

주요

화학공학 (2013)

학력

박사 포항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

경력

(2009)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학사 성균관대학교 신소재공학
(2005)

직 책

인원

성 명 (담당분야)
Mohammad Rizwan Khan(Area-selective deposition), 윤재홍

박사 후 연구원

3

(Area-selective

deposition),

Houda

Gaiji(Superhydrophobic

coating)
구 성 원

김현구(Area-selective deposition), Chi Thang Nguyen(Atomic
박 사 과정

4

layer

modulation),

박종서(Ferroelectric

tunnel

junction),

Sumaira Yasmeen(Superhydrophobic coating)
석 사 과정

3

고병국(Area-selective

deposition),

신종우(Area-selective

deposition), 백승주(Atomic layer modulation)

1. 반도체 공정 중 원자층 증착(ALD) 관련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산학협력
희망분야

(반도체, 태양 전지, 배터리, 디스플레이 분야 응용)
2. 초소수성 기술 관련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프라이팬 등 주방용품, 자동차 창문, 전자 제품, 선박 등 다양한 분야 응용)

대표연구
분야

1. 원자층 증착(ALD) 분야
대표기술 개요

Ÿ

및 개발현황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에 박막을 씌우는 과정으로, 매우 얇고, 균일한 두께의 막을 형성
할 수 있으며 낮은 온도에서도 공정이 용이

Ÿ

반도체, 태양 전지, 배터리, 디스플레이 분야에 응용

- 84 -

2. 초소수성 분야
Ÿ

나노 표면을 거칠게 하여 물이 접촉하기 힘들도록 구조를 형성하여 방수 기능을 갖도록
표면을 처리하는 기술

Ÿ

희토류 금속 산화물을 원자층 증착법에 의해 박막 형태로 합성하여 다양한 표면에 소수
성 코팅 기술 연구

Ÿ

프라이팬 등 주방용품, 자동차 창문, 의류, 태양 전지 등 적용

3. 전기가 흐르는 전자섬유 개발
Ÿ

80°C 저온에서 금속 원자층 증착 공정을 적용하여 섬유에 백금(Pt) 박막을 입히는 기술

Ÿ

염료 대신 백금이나 루테늄 등 금속 물질을 섬유에 입혀 전기가 흐르는 전자섬유 개발

Ÿ

높은 민감도, 금속 수준의 전기 저항을 통해 전자섬유 외에도 유연 전자소자, 웨어러블
소자 등 저온 공정이 필요한 분야에 폭넓게 적용 가능

4. 컬러 전자섬유 개발
Ÿ

전도성 금속의 표면에 금속 산화물 층을 원자층 증착법으로 증착시켜 박막 간섭효과를
이용하여 다양한 색상을 갖는 컬러 전자섬유 개발

Ÿ

종래 전자섬유의 금속 빛깔, 흑색 또는 회색의 제한적인 색상을 갖는 문제점을 해결

Ÿ

웨어러블 디바이스, 의류, 군용 등의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응용

5. 그래핀 산화물과 전이금속을 이용한 슈퍼커패시터 개발
Ÿ

그래핀의 산화형태를 이용하여, 다른 촉매 없이 오산화바나듐을 나노선 형태로 변환하는
것 확인 및 이의 메카니즘을 규명

Ÿ

표면과 오산화바나듐의 격자 안에 환원된 그래핀들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

6. 그래핀 결함 극복 기술 개발
Ÿ

그래핀의 금이 간 부분이 가스와 반응성이 크다는 점을 이용하여 ‘백금 전구체’라는 가
스를 결함 부위에 흘려 흡착시키는 기술

• 원자층 증착(ALD) 기술

개발 관련
시제품 사진

• 초소수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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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핀 결함에 금속 입자가 붙은
모습으로, 서로 다른 금속의 전기
화학적 반응을 이용하여 그래핀의
결함 해결하는 기술

• 전도성 금속에 금속 산화물층을
원자층 증착법으로 증착시켜 다양한
색상을 갖는 컬러 전자섬유 개발

• 그래핀 산화물과 전이금속을 이용
한 슈퍼 커패시터 개발 과정
• 커패시터 효율 10배 증가 및 안정
성 테스트에서 5000회 반복해도 기
존의 80% 성능 유지됨을 확인

순번

출원번호

출원일

1

10-2015-0119048

2015-08-24

2

10-2015-0119039

2015-08-24

3

10-2017-0011978

2017-01-25

4

10-2016-0061205

2016-05-19

5

10-2016-0182022

2016-12-29

6

10-2016-0088725

2016-07-13

7

10-2015-0178476

2015-12-14

특허 및 노하우

- 86 -

발명의 명칭
전기적 특성이 향상된 MIM 커패시터용 전기소자
및 이의 제조 방법
개선된 MOS 커패시터용 전기소자 및 이의 제조
방법
이종원소 합금화를 통한 고품질 사중패터닝 물질의
제조방법
PDMS 표면의 구조화를 통한 소수성 코팅막
형성방법
PDMS와 마이크로 파우더를 이용한 초소수성
코팅방법
코어쉘 구조의 소수성 세라믹 파우더를 이용한
표면 개질방법
희토류 산화물 박막을 이용한 표면 개질방법

1. 원자층 증착법을 이용한 기능성 전자섬유 개발
Ÿ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Ÿ

과제기간: 2016.03.01 ~ 2019.10.31

2. 게이트 스페이서 및 다중 패터닝 기술을 위한 SiN/SiO2 플라즈마 원자층 증착 공정 및
대체기술 개발
Ÿ

지원기관: 한국반도체연구조합

Ÿ

과제기간: 2015.06.01 ~ 2020.05.31

3. 계면제어를 통한 selector-less 강유전체 터널링 메모리 소자 개발
Ÿ

지원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Ÿ

과제기간: 2017.07.01 ~ 2019.12.31

4. 새로운 cobalt 전구체를 이용한 원자층 증착 공정 개발
연구 실적

Ÿ

지원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Ÿ

과제기간: 2018.11.01 ~ 2019.07.31

5. 슈퍼커패시터 전극을 위한 전도성 코팅 기술 개발
Ÿ

지원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Ÿ

과제기간: 2018.08.01 ~ 2019.04.30

6. 백금 원자층 증착법을 이용한 우수한 생체적합성을 가지는 의료용 스마트 섬유 개발
Ÿ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Ÿ

과제기간: 2017.12.20 ~ 2018.12.19

7. 3차원 나노 시료의 SEM 측정을 위한 Pt 코팅용 Table-top 원자층 증착 장비 및 50도
이하 ALD Pt 공정 개발
Ÿ

지원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Ÿ

과제기간: 2018.06.01 ~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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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전공학과
⬖ 이민철 교수님 연구실 ⬗

Combustion and Fire Engineering Laboratory (CFEL)
인천대학교 교수 (2015-현재)
성명

이민철
주요

책임교수

학력
경력
소속

공과대학 안전공학과

박사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
(2014)
석사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
(2005)
학사 부산대학교 기계공학
(2003)

구 성 원

직 책

인원

박사 후 연구원

1

주성필(가스터빈 연소 및 계측)

박 사

2

서현정(연소 및 화재안전), 김보연(연소 및 화재안전)

석 사
(예정포함)

성 명 (담당분야)

장대진(가스터빈 연소 및 안전), 전병철(가스터빈 연소 및 계측),
4

김민호(화재실험 및 화재 시뮬레이션), 장은희(화재실험 및 피난
시뮬레이션)

1. 가스 터빈 연소 기술 및 추진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기술자문, 기술이전
산학협력
희망분야

(가스 터빈 및 항공기 산업, 레이저 기반 광학 진단 기술 및 센서 등)
2. 화재 실험, 화재 시뮬레이션(FDS), 피난 시뮬레이션(Path Finder)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화재 관련 안전 및 소방기기, 성능위주설계 시뮬레이션)

대표연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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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스터빈 연소실험 및 전산해석

대표기술 개요
및 개발현황

Ÿ

가스터빈 연소성능분석 및 연소 최적화(효율 상승, NOx 저감, 사고방지)

Ÿ

배기배출물 분석 및 신연료 연소기술개발(수소터빈, Shale Gas, SNG, BFG, Biogas)

Ÿ

고온고압 연소실험시 화염가시화, 레이저 응용 연소진단기술(PLIF, PIV 등) 연구

Ÿ

초음파를 이용한 온도계측 신기술(초당 1000번 이상의 고속측정)

Ÿ

Chemkin을 이용한 연소전산해석 및 연소물성치 제공

2. 화재안전 실험 및 전산해석
Ÿ

열방출률(HRR), 총방출열량(THR) 및 배기배출물 분석(Smoke, CO, CO2 발생률, 질량감소
율 분석)

Ÿ

화재 시 방출가스의 인체독성평가(NES 713) 및 독성지수 산출

Ÿ

화재 시뮬레이션(Pyrosim이용 FDS 등)

Ÿ

피난 시뮬레이션(Path Finder 등)

Ÿ

가스터빈 연소 및 연소 불안정성
연구

Ÿ

레이저 진단 및 화염 시각화 (LIF,
PIV 등)

Ÿ

연소 튜닝 및 최적화

Ÿ

새로운 연료개발에 응용 (수소가
스, 합성 가스, DME, LCV, 바이오
가스, IGCC 등)

개발 관련

Ÿ

연소 측정

Ÿ

고속 OH*/ CH* PLIF/PIV 시스템
및 세계 최고 광학 진단 시스템

시제품 사진

인

Chemiluminescence,

PMT,

HICCD 사용하여 POD 분석

Ÿ

300 MW 태안 IGCC 연구 측정

Ÿ

IGCC는 석탄 가스화로 합성 가스
를 만들어 발전하는 것 의미

Ÿ

H2, CO, CH4의 연소 특성 및
High Multi-mode 연소불안정 관
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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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콘 칼로리미터 시험

Ÿ

건설 및 주택의 가구, 매트리스
부품, 벽재, 외장재, 케이블 커버
에 대한 연소특성 분석 시험

Ÿ

측정 인자 : 열방출률(HRR), 총방
출열량(THR), Smoke, CO, CO2 발
생률, 질량감소율

Ÿ

NES 713 시험

Ÿ

적은 양의 가연성 물질에 대한
연소생성물 독성지수 분석 시험

Ÿ

측정인자 : 13종의 독성가스 (이
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암모니아, 포름알데히드, 아크릴로
나이트릴, 황산, 질산화물, 페놀,
시안화수소,

브롬화수소,

불화수

소, 염화수소)

특허 및 노하우

순번

출원번호

출원일

발명의 명칭

1

10-2019-0074290

20190621

2

10-2019-0063410

20190529

3

10-2019-0063405

20190529

4

10-20180-031030

2018-03-16

손잡이가 빠질 수 있는 도어핸들 조립체

5

10-2018-0028888

2018-03-12

애완동물용 돌출행동 차단장치

6

10-2018-0028889

2018-03-12

소방용 냉각수포켓

가스터빈 연소불안정 진단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가스터빈 연소불안전 진단 방법
가스터빈 연소불안정 진단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가스터빈 연소불안전 진단 방법
가스터빈 연소불안정 진단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가스터빈 연소불안전 진단 방법

초음파를 이용한 연소실용 다점온도
7

30007887

2018-01-22

측정(thermometry) 장치 및 이것을 이용한 온도
측정(thermometry) 시스템

8

10-2017-0102996

2017-08-14

9

10-2017-0049131

2017-04-17

- 94 -

초음파를 이용한 연소실용 다점 온도측정장치 및
이를 사용한 온도측정시스템
온도에 따라 자동으로 개폐되는 여닫이문 잠김장치

초음파를 이용한 연소실용 다점 온도측정장치 및

10

10-2017-0102996

2017-08-14

11

10-2017-0046941

2017-04-11

손 끼임 방지 도어

12

10-2017-0043493

2017-04-04

사용자 보호기능을 갖는 의자

13

10-2017-0038695

2017-03-27

변기용수를 활용한 수계소화장치

14

10-2017-0036769

2017-03-23

안전걸이장치

15

10-2017-0036770

2017-03-23

외벽작업용 안전장비

16

10-2016-0027069

2016-03-07

전개노즐이 구비된 국부용 소방시스템

17

10-2016-0024569

2016-02-29

자동잠금식 퀵커플러

18

10-2016-0024551

2016-02-29

전개형 방염천을 이용한 소방시스템

이를 사용한 온도측정시스템

초음파를 이용한 가스터빈 연소상태 진단장치
19

10-2015-0172675

2015-12-04

(Device for diagnosing the combustion state of a
gas turbine by using an ultrasonic wave)
적외선을 이용한 가스터빈 연소상태진단장치

20

10-2015-0172676

2015-12-04

(Device for diagnosing the combustion state of a
gas turbine by using infrared light)

1. 발전용 가스터빈의 열-음향 연소불안정성 정밀진단 기반기술 개발
Ÿ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Ÿ

과제기간: 2016-06-01 ~ 2019.05.31.

2. 산업안전보건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Ÿ

지원기관: 한국전력공사

Ÿ

과제기간: 2016-10-07 ~ 2017-04-04

3. IGCC 및 가스터빈 발전플랜트용 비접촉식 연소상태진단 기반기술 개발
연구 실적

Ÿ

지원기관: 한국전력공사

Ÿ

과제기간: 2016-12-01 ~ 2017-11-30

4. 원전 케이블 화재시 연소생성물 발생특성 및 인체유해성 실험 연구
Ÿ

지원기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Ÿ

과제기간: 2017-05-01 ~ 2019-12-31

5. 고속온도, 고속화염영상, 고속동압신호의 인공지능 기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가스터빈
연소불안정 예측진단 기술 개발
Ÿ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Ÿ

과제기간: 2019-03-01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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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06편 / 특허 61건
(상・하기 주요 최신 논문 및 특허목록만 기재)

1. Development of novel ultrasonic temperature measurement technology for combustion
gas as a potential indicator of combustion instability diagnostics, Applied Thermal
Engineering, Volume 159, August 2019, 113905.
2. On the observation of high-order, multi-mode, thermo-acoustic combustion instability
in a model gas turbine combustor firing hydrogen containing syngases, International
Journal of Hydrogen Energy, 제44권(집), 제21호, pp.11111-11120, 2019.04.23.
3. 비 안전등급 케이블의 연소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한국연소학회지, 제24권(집), 제1호,
pp.15~24, 2019.03.31.
4. 도심지 터널식 지하공동구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위험성 평가 시나리오 구축, 한
국방재학회논문집, 제19권(집), 제1호, pp.241~248, 2019.02.28
5. Evaluation of the thermal and structural stability of planar anode-supported solid oxide
fuel cells using a 10 x 10 cm2 single-cell test, International Journal of Hydrogen
Energy, 제44권(집), 제11호, pp.5517-5529, 2019.02.26.
6. 가스터빈의 안전운영을 위한 초음파 이용 온도측정기법에 관한 실험 연구, 대한기계학회논
문집 B, 제43권(집), 제2호, pp.93-98, 2019.02.
7. 방염 합판의 연소특성 및 인체 위해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한국방재학회논문집, 제18권
(집), 제7호, pp.233~241, 2018.12.31
8. There is no perfect evaluator : An investigation based on prospect theory, Hum.
Factors Man., Vol.28 No.6 pp.383-392, 2018.06.04.
9. Fire properties of pinus densiflora utilizing fire-retardant chemical based on borated
논문

and phosphorus(II) - Thermal and Gas Emission Characteristics, BioResources, 제13권
(집), 제1호, pp. 506-521, 2018.03.31.
10. 비 안전등급 케이블의 연소생성물 및 인체유해성 평가 연구 필요성, 한국방재학회논문집,
제18권(집), 제2호, pp.215~222, 2018.02.28
11. 통계자료에 근거한 한국 연료연소 발전원별 이산화탄소 배출지수 비교, 대한기계학회논문
집, 제42권(집), 제2호, pp.111~116, 2018.02.
12. 비틀림 시간을 이용한 고주파 다중모드 열음향 연소불안정성에 관한 사례 연구, 대한기계
학회논문집, 제42권(집), 제2호, pp.83~90, 2018.02.
13. 건축용 목재 및 목질재료의 난연 성능 향상 연구, 한국방재학회논문집, 제18권(집), 제1호,
pp.185~192, 2018.01.31.
14. 탄소재료의 적용 방법에 따른 파티클 보드의 연소 특성, 한국연소학회논문집, 제22권(집),
제4호, pp.1-8, 2017.12.31.
15. 건축용 난연 목재 개발에 대한 실험 연구, 한국안전학회논문집, 제32권(집), 제5호,
PP.149~156, 2017.10.23
16. 수용성 방염액 처리 목재의 방염 성능 및 가스유해성 분석, 한국방재학회논문집, 제17권
(집), 제4호, PP.173~179, 2017.07.30
17. Numerical investigation of flow/heat transfer and structural stress in a planar solid
oxide fuel cell, International Journal of Hydrogen Energy, 제42권(집), 제29호, pp.
18504-18513, 2017.07.20.
18. Improved performance of molten carbonate fuel cells with (Li/Na)2CO3 electrolytes by
using BYS coated cathode at low operating tempera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Hydrogen Energy, 제42권(집), 제 29호, PP.18514~18523,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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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난연처리 국산 침엽수재의 연소특성 분석, 한국연소학회지, 제22권(집), 제2호, PP.9~18,
2017.06.30.
20. Fire properties of Pinus densiflora utilizing fire-retardant chemicals based on borated
and phosphorus (Ⅰ) – Combustion characteristics, BioResources, 제12권(집), 제3호,
PP.5417~5427, 2017.06.14.
21. 국내 유용 건축자재용 수입 목재의 연소특성에 관한 연구 - 북미 산재(Douglas-fir,
Western Red cedar)와 아프리카 산재 (Makore, Padauk, Bubinga)를 중심으로 - 한국안전
학회지, 제32권(집), 제3호, PP.8~14, 2017.06.01.
22. Comparison of thermal performances of external and internal reforming molten
carbonate fuel cells using numerical analyses, International Journal of Hydrogen Energy,
Volume 42, Issue 5, PP.3510~3520, 2017.02.02.
23. Explosion characteristics of combustible wood dust in confined system: Analysis using
oxygen consumption energy,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gy, Volume
30, Issue 12, pp. 5771–5779, 2016.12.15.
24. Investigation into the combustion instability of synthetic natural gases using high
speed flame images and their proper orthogonal decomposi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Hydrogen Energy, Volume 41, Issue 45, pp. 20731-20743, 2016.12.07.
25. Effects

of

high-harmonic

components

on

the

Rayleigh

indices

in

multi-mode

thermo-acoustic combustion instability, Int’l J. of Aeronautical & Space Sci, Volume 17,
Issue 4, pp. 518 - 525, 2016.12.01
26. A study on the optimal design of a ventilation system to prevent explosion due to
hydrogen gas leakage in a fuel cell power generation faci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Hydrogen Energy, Volume 41, Issue 41, pp. 18663-18686, 2016.11.02.
27. Analysis of explosion characteristics of combustible wood dust in confined system
using the thermal decomposition rate and mass loss rate, Applied Thermal Engineering,
Volume 109, Part A, pp. 432-439, 2016.10.25
28. Effects of H2/CO/CH4 syngas composition variation on the NOx and CO emission
characteristics

in

a

partially-premixed

gas

turbine

combustor,

Science

China

Technological Sciences, 제59권(집), 제12호, pp. 1804-1813, 2016.10.17.
29. Development of NOx response model of H2/CO/CH4 syngases with nitrogen dilution
in a gas turbine model combustor, International Journal of Hydrogen Energy, Volume
41, Issue 35, Pages 15834-15840, 2016.09.21
30. Effects of Nitrogen Dilution on the NOx and CO Emission of H2/CO/CH4 Syngases in
a Partially-premixed Gas Turbine Model Combustor, International Journal of Hydrogen
Energy, Volume 41, Issue 35, Pages 15841-15851, 2016.09.21
31. 밀폐계 가연성 목재분진의 폭발에너지와 산소소모율에 관한 연구- Part Ⅰ: 폭발에너지의
정량화 및 폭발효율, 한국안전학회지, 제31권(집), 제4호, PP.55~63, 2016.08.08.
32. Effects of convection time on the high harmonic combustion instability in a partially
premixed combustor, Proceedings of the Combustion Institute, Volume 36, Issue 3,
2016.07.12
33. Combustion Instability Characteristics of H2/CO/CH4 Syngases and Synthetic Natural
Gases in a Partially-premixed Gas, International Journal of Hydrogen Energy, Volume
41, Issue 18, 2016.04
34. Combustion Instability Characteristics of H2/CO/CH4 Syngases and Synthetic Natural
Gases in a Partially-premixed Gas Turbine Combustor: Part II—Time Lag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Hydrogen Energy, Vol.41, No.2, 1304-13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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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Gas turbine combustion characteristics of H2/CO synthetic gas for coal 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applic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Hydrogen Energy,
Vol.40, No.34, 11032-11045, 2015.
36. NOx emissions characteristics of the partially premixed combustion of H2/CO/CH4
syngas using artificial neural networks, Applied Thermal Engineering, Volume 80(5) pp.
436-444, 2015.04.
37. Instability mode and flame structure analysis of various fuel compositions in a model
gas turbine combustor,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gy, Volume 29,
Issue 3, pp. 899-907, 2015.03.
38. Investigation into the Cause of High Multi-mode Combustion Instability of H2/CO/CH4
Syngas in a Partially Premixed Gas Turbine Model, Proceedings of the Combustion
Institute, Volume 35, Issue 3, 2015.

<가스터빈 연소동압 모사실험장치>
Ÿ

가스터빈

연소동압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연소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실험장치 (연소동압측성 분
석 및 최적 측정위치, 보정식 등
개발)
Ÿ

센서 7개를 설치 위치, 설치방법,
어댑터 종류에 따라 각기 달리하

보유 장비

며 실험 가능
Ÿ

Labview사의 PXIe 장비를 이용하
여 주파수와 크기를 조정하면서
함수발생

후

신호를

증폭시켜

(Amplifier) 하부 스피커 가진
Ÿ

발생된 음압신호는 각각의 0~6번
동압센서로 최대 1000kHz의 고속
으로 수신되어 신호가 저장 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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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S 713 실험장비>
Ÿ

적은 양의 가연물을 연소시켜 발
생되는 연소생성물의 독성가스를
측정 후 독성지수를 산출하여 분
석하는 장비

Ÿ

시험편 1g을 1150±25℃의 불꽃
에 의해 완전연소 시킨 후 독성
가스 측정

Ÿ

Gas

sampling

pump,

Colorimetric gas reaction tubes
를

이용하여

독성가스의

농도

(ppm) 확인
Ÿ

NES 713규격에 명시되어 있는 각
독성가스의 Critical factors를 적
용하여 독성지수 산출

<초음파 온도계측 시스템 실험장치>
Ÿ

초음파 송수신기를 이용하여 챔
버의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실험장치 (연소불안정 확인
기술과 이데 따른 보정식 개발)

Ÿ

초음파 확산 튜브에 장착된 초음
파 수신기를 이용하여 400℃ 전
후의 온도를 측정

Ÿ

레귤레이터로 공기와 질소를 조
절하여 챔버내에 주입

Ÿ

챔버 내부에 세라믹 볼을 2/3정
도 추가하여 하단 히터에서 발생
하는 열을 센서가 일정하게 받아
들이도록 설계

Ÿ

Labview사의 PXIe 장비를 이용하
여 초음파 센서로부터 얻은 데이
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튜브
상단의 열전대(TP)에서 측정한 온
도와 비교

홈페이지

http://lmc046.wixsite.com/combu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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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에너지화학공학과
⬖ 권오중 교수님 연구실 ⬗

Professor Kwon's Laboratory
인천대학교 교수 (2008-현재)
성명

권오중

박사후과정 서울대학교 (2007-2008)
주요

책임교수

학력
공과대학

소속

박사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
(2007)

경력

석사 서울대학교 응용화학부 (2003)

에너지화학공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응용화학부 (2001)

직 책

인원

성 명 (담당분야)

박사 후 연구원

1

Mohanraju Karuppannan(연료전지 촉매 개발)

연구원

1

김영광(연료전지 촉매 개발)

석 사

3

곡수진(전기도금), 배효은(연료전지 촉매 개발), 이도현(전기도금)

구 성 원

산학협력
희망분야

1. 전기 화학 관련 도금 기술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반도체 배선, PCB 디스플레이 분야에 적용)
2. 연료 전지 분야 및 전기 화학을 이용한 촉매 개발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대표연구
분야

1. 도금 기술 관련 도금 용액의 최적화
대표기술 개요
및 개발현황

Ÿ

구리 또는 니켈

Ÿ

반도체, PCB, LCD 모니터 금속 배선에 적용

2. 패턴이나 나노 스케일에 적용할 수 있는 도금 기술을 응용한 화학 약품 조성 연구
3. 산소 환원 반응에 대한 활성 및 내구성이 향상된 연료전지 촉매 연구
4. 반응물 선택도를 가지는 촉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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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적, 물리적 기능성을 갖는 카본
쉘을 사용한 반응물 선택적 전기 촉매

개발 관련

• 연료 전지의 고분자 전해질 막에 적

시제품 사진

용하기 위한 탄소를 함유하는 질소에
내포된 고내구성 및 활성 Pt 촉매의 합
성 연구

• Pd 전구체가 초음파 화학의 표면 활
성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전류 사용 없이 화학적 촉매 처리 반
응에 의해 금속 코팅막으로 Cu를 석출

순번
특허 및 노하우

출원번호

출원일

1

10-2013-0013363

2013-02-06

2

10-2016-0142843

2016-10-31

발명의 명칭
알릴 알콜을 포함하는 금속 씨앗층 평탄제 및 이를
이용한 씨앗층의 형성방법
금속-아닐린 금속 착물을 활용한 탄소 껍질을 가진
금속 촉매의 합성방법

1. Development of nano-structured non-precious metal based single component and
multi-component composite catalyst for direct urea fuel cell.
Ÿ
연구 실적

지원기관 및 기간: 한국전력공사 (2019.05 ~ 2022.04)

2. The development of highly durable Pt alloy core@carbon shell catalyst for power
generation.
Ÿ

지원기관 및 기간: 현대 자동차 그룹 (2019.05 ~ 2020.04)

3. The development of a reactant selective electrocatalyst using the carbon shell havin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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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physical functionality.
Ÿ

지원기관 및 기간: 한국연구재단 (2018.06 ~ 2021.05)

4. The development of extremely durable Pt core-carbon shell catalyst"
Ÿ

지원기관 및 기간: 현대 자동차 그룹 (2018.09 ~ 2019.03)

5. Synthesis of catalyst/PANI based on polyaniline support and its application to fuel cell
Ÿ

지원기관 및 기간: 한국연구재단 (2015.11 ~ 2018.10)

6. Development of environmentally friendly plating process of 12-layered any layer
multi-flexible PCB for wearable devices
Ÿ

지원기관 및 기간: 산업통상자원부 (2015.06 ~ 2018.05)

7. Development of reliable fine-pitch metallization technologies
Ÿ

지원기관 및 기간: 산업통상자원부 (2010.03 ~ 2015.02)

8. Development of IPA concentration measurement equipment for enhancing the efficiency
of cleaning process in semiconductor process
Ÿ

지원기관 및 기간: 중소벤처기업부 (2013.11 ~ 2014.10)

9. The development of platinum hollow sphere for prot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
Ÿ

지원기관 및 기간: 한국연구재단 (2011.05 ~ 2014.04)

10. Characteristic evaluation of the electrolyte for electroless deposition
Ÿ

지원기관 및 기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09.05 ~ 2011.04)

11. The development of Pt-Pd/C core-shell catalyst and its application to fuel cell
Ÿ

지원기관 및 기간: 한국연구재단 (2008.07 ~ 2010.06)

논문 72편 (2008년 ~ 2019년: SCI 72 편) / 특허 28건
1. Ultrafine

Pt

nanoparticles

stabilized

by

MoS2/N-doped

graphene

as

durable

electrocatalyst for alcohol oxidation and oxygen reduction reactions,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제11권(집), pp. 12504-12515, 2019.
2. Optimization of solution condition for an effective electrochemical reduction of N2O,
Electroanalysis, 제31권(집), pp. 739-745, 2019.
3. Photoelectrochemical, photocatalytic and photochromic performance of rGO-TiO2-WO3
composites, Materials Chemistry and Physics, 제224권(집), pp. 217-228, 2019.
4. Nitrogen and sulfur co-doped graphene-like carbon sheets derived from coir pitch
bio-waste for symmetric supercapacitor applications, Journal of Applied Electrochemistry,
제49권(집), pp. 57-66, 2019.
5. Copper electrodeposition on Polyimide substrate using polyaniline film as a seed layer
논문

for metallization of flexible devices, International Journal of electrochemical science, 제
13권(집), pp. 11829-11838, 2018.
6. Ultraviolet

irradiation creates

morphological order

via

conformational

changes in

polythiophene films, Organic Electronics, 제62권(집), pp. 394-399, 2018.
7. Photoelectrochemical and photocatalytic activity of TiO2-WO3 heterostructures boosted
by mutual interaction, Materials Science in Semiconductor Processing, 제88권(집), pp.
10-19, 2018.
8. Direct formation of Pt catalyst on gas diffusion layer using sonochemical deposition
method for the application in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 International
Journal of Hydrogen Energy, 제43권(집), pp. 10431-10439, 2018.
9. Nitrogen-rich hollow carbon spheres decorated with FeCo/fluorine-rich carbon for high
performance symmetric supercapacitors,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A, 제6권(집), pp.
7522-753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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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High loading Pt core/carbon shell derived from platinum-aniline complex for direct
methanol fuel cell application, Electroanalysis, 제30권(집), pp. 1596-1601, 2018.
11. N2O dissolution with Couette-Taylor flow mixer for the effective electrochemical N2O
reduction reaction, Chemical Engineering Journal, 제335권(집), pp. 915-920, 2018.
12. Charge transfer and intrinsic electronic properties of rGO-WO3 nanostructures for
efficient photoelectrochemical and photocatalytic applications, Materials Science in
Semiconductor Processing, 제74권(집), pp. 136-146, 2018.
13. Performance of Pd cathode catalyst electrodeposited on gas diffusion layer in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 Electrocatalysis, 제9권(집), pp. 59-66, 2018.
14. Green synthesis of rGO-WO3 composite and its efficient photoelectrochemical water
splitting, International Journal of Hydrogen Energy, 제42권(집), pp. 29791-29796, 2017.
15. Dual-functional electrocatalyst derived from iron-porphyrin-encapsulated metal-organic
frameworks,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제9권(집), pp. 28758-28765, 2017.
16. Non-conventional Pt-Cu alloy/MPL electrochemical catalyst formed by electrodeposition
using hydrogen bubble as template, Journal of Power Sources, 제364권(집), pp. 16-22,
2017.
17. Novel synthesis of highly durable and active Pt catalyst encapsulated with nitrogen
containing carbon for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 Journal of Power
Sources, 제362권(집), pp. 228-235, 2017.
18. A facile synthetic strategy for iron, aniline based non-precious metal catalyst of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 Scientific Reports, 제7권(집), pp. 5396-5403,
2017.
19. Enhanced electrocatalytic activity of Pt decorated spinals (M3O4, M=Mn, Fe, Co)/C for
oxygen reduction reaction in PEM fuel cell and their evaluation by hydrodynamic
techniques, Journal of Electroanalytical Chemistry, 제794권(집), pp. 164-174, 2017.
20. Superhydrophilic and self-cleaning rGO-TiO2 composite coatings for indoor and
outdoor photovoltaic applications Solar Cell, Solar Energy Materials and Solar Cells, 제
169권(집). pp. 304-312, 2017.

보유 장비

• 4 point probe: 박막의 면저항을 측정하는

• TGA: 시료를 가열하여 온도에 따를

장비로 박막의 두께 정보와 같이 박막의 비저

시료의 무게를 측정하여 시료의 열적

항을 계산할 수 있다.

안정성을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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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tentiostat: 전기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시
스템의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거나 프로그램
된 전압과 전류를 인가하여 전기화학 반응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홈페이지

• Fuel cell test station: 단위연료전지
의 전류에 따를 전압을 측정하여 단위
연료전지의 성능을 파악할 수 있다.

https://ohjoongkwon.wixsite.com/ee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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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 교수님 연구실 ⬗

Smart Engineering with Membrane Technology (SEMT)
인천대학교 교수 (2019-현재)
한국화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성명

(2016-2018)

김정

박사후과정 한양대학교 (2014-2016)
주요
책임교수

학력
경력
소속

박사 Imperial College London,
Chemical Engineering (2014)
석사 Imperial College London,

공과대학

Chemical Engineering (2014)

에너지화학공학과

학사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Chemical &
Biomolecular Engineering (2010)

구 성 원

산학협력
희망분야

직 책

인원

성 명 (담당분야)

박 사

1

Bao (분리막 특성평가)

석 사

1

Yen (분리막 제막, 개질)

1. 제약, 바이오, 화학산업 분리 기술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2. 수처리 및 해수 담수화에 사용되는 분리막 기술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3. 생체의료용 막을 적용한 인공 장기 기술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대표연구
분야

1. 수처리 연구

대표기술 개요
및 개발현황

Ÿ

해수 담수화 기술

Ÿ

수처리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차세대 소재를 통한 고성능 분리막 제조

2. 유기물 분리 연구
Ÿ

유기 용매 나노여과막(OSN) 기술

Ÿ

고분자 소재를 사용하여 분리막의 기공을 나노 크기로 조절함으로써, 유기 용매의 재활
용 및 제약 화합물의 순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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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체의료용 막 기술 연구
Ÿ

인공 장기 기술

Ÿ

인공 신장, 인공 폐, 인공 간 등의 기술 연구를 통한 맞춤형 분리막 개발

4. 기체 분리 연구
Ÿ

온실 가스 포집 및 저장 기술

Ÿ

CO2, CH4, SF6 등 온실 가스의 선택적 포집을 통한 맞춤형 나노 물질 개발

• 수처리 (해수 담수화 기술)

개발 관련

• 유기용액 분리 및 분획

시제품 사진

• 유기 용매 나노 여과막(OSN) 기술

• 생체의료용 분리막 소재
• 인공 장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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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체 분리
• 온실 가스 포집 및 저장 기술

순번

출원번호

출원일

발명의 명칭
에폭시 수지 제조공정 부산물의 회수를 위한

1

2018-0068038

2018.06.15

투과증발 분리막,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분리 공정

특허 및 노하우

세라믹 복합 분리막의 제조방법 및 이에 따라

2

2018-0064786

2018.06.05

3

2017-0176964

2017.12.21

4

2016-0179763

2016.12.27

5

2016-0076745

2016.06.20.

유기용매 나노여과막 및 그 제조방법

2014.08.11

Improved polymer synthesis

PCT/GB2015/052

6

310
PCT/GB2015/052

7

319

2014.08.11

제조되는 세라믹 복합 분리막
수처리용 다공성 세라믹 분석막 및 이의 제조방법
바이오 가스로부터 고순도 메탄 가스 정제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가스의 정제 방법

Organic solvent nanofiltration with enhanced
permeation of impurities

1. 정밀화학 제품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하이브리드 분리·정제-건조 공정 기술 개발
Ÿ

지원기관: 산업통상자원부

Ÿ

과제기간: 2018.05.01 ~ 2021.12.31

2. 에폭시 수지 제조 공정 부산물의 회수를 위한 증류-투과증발 복합 공정 기술 개발 및
연구 실적

실증화
Ÿ

지원기관: 산업통상자원부

Ÿ

과제기간: 2017.12.01 ~ 2020.11.30.

3. 인공장기 적용을 위한 생체적합형 분리기능성 소재 개발
Ÿ

지원기관: 한국화학연구원

Ÿ

과제기간: 2017.03.01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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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35편 / 특허 7건

< 주저자 논문 >
1. Bio-inspired robust membranes nanoengineered from interpenetrating polymer networks
of polybenzimidazole / polydopamine, ACS Nano, 제13권(집), pp. 125-133, 2019.
2. Polyethylene battery separator as a porous support for thin film composite organic
solvent nanofiltration membranes, ACS Applied Materials and Interfaces, 제10권(집), pp.
44050-44058, 2018.
3. Harnessing Clean Water from Power Plant Emissions using Membrane Condenser
Technology, ACS Sustainable Chemistry & Engineering, 제6권(집), 제5호, pp. 6425-6433,
2018.
4. Controlling the morphology of polyvinylidene-co-hexafluoropropylene (PVDF-co-HFP)
membranes via Phase inversion method, Membrane Journal, 제28권(집), 제3호, pp.
187-195, 2018.
5. Effects of Solvents on Membrane Fabrication via Thermally Induced Phase Separation
(TIPS): Thermodynamic and Kinetic Perspectives, Comprehensive Membrane Science and
Engineering (Book), Elsevier Ltd, 2017
< 참여 연구 논문 >
6. A

novel

green

solvent

alternative

for

polymeric

membrane

preparation

via

nonsolvent-induced phase separation (NIPS) method, Journal of Membrane Science,
2018, accepted.
논문

7. Fabr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Alumina Hollow Fiber Ultrafiltration Membranes,
Membrane Journal, 제28권(집), 제1호, pp. 21-30, 2018.
8. A compact and scalable fabrication method for robust thin film composite membranes,
Green Chemistry, 제20권(집), pp. 1887-1898, 2018.
9. Tailoring nonsolvent-thermally induced phase separation (N-TIPS) effect using triple
spinneret to fabricate high performance PVDF hollow fiber membranes, Journal of
Membrane Science, 제559권(집), pp. 117-126, 2018.
10. Characterization of Ceramic Membranes by Gas-Liquid Displacement Porometer and
Liquid-Liquid

Displacement

Porometer,

Membrane

Journal,

제27권(집),

제3호,

pp.

263-272, 2017.
11. Biogas upgrading using membrane contactor process: pressure-cascaded stripping
configuration, Separation and Purification Technology, 제183권(집), pp. 358-365, 2017.
12. Isomeric influences of naphthalene based sulfonated PAES membranes for energy
generation using RED and PEMFC, Journal of Membrane Science, 제535권(집), pp.
35-44, 2017.
13. Highly conductive and durable poly (arylene ether sulfone) anion exchange membrane
with

end-group cross-linking,

Energy

and Environmental Science, 제10권(집), pp.

275-285, 2017.
14. Open-source predictive simulators for direct contact membrane distillation (DCMD)
module for seawater desalination, Desalination, 제402권(집), pp. 72-87, 2017.
15. Exploring and exploiting the effect of solvent treatment for process intensification in
membrane separations,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제9권(집), 제12호, pp.
11279-1128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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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ore size distribution (다공성 소재 기
공크기분포도 측정장치)
2. Membrane Permeation Cell (분리막 투

보유 장비

과셀)
3. HPLC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용액 성분
분석 장치)

홈페이지

https://semtlab.wixsite.com/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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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용 교수님 연구실 ⬗

Energy and Process Systems Engineering(EPSE) Laboratory
인천대학교 교수 (2013-현재)
성명

박사후과정 University of

김지용
주요

책임교수

학력
경력
소속

공과대학
에너지화학공학과

Wisconsin-Madison, Chemical &
Biological Engineering (2013)
박사 연세대학교 화학공학 (2008)
석사 연세대학교 화학공학 (2003)
학사 연세대학교 화학공학 (2001)

직 책

인원

성 명 (담당분야)

박 사

2

유찬희, Thai Ngan Do

연구원

4

한슬기, 조설희, 김민수, 김성훈

석 사

1

Hong Hanh Vo

구 성 원

1. 공정 개선 및 신 공정 개발이 필요한 화학 및 에너지 제조 산업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산학협력
희망분야

2. 공정 운전 효율 개선 전략 수립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IoT 기술을 화학 공정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인터페이싱 기술로서, 스마트 공장
운영 시스템에 적용)

대표연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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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기술 개요
및 개발현황

1. 공정 개선 및 개발을 위한 공정 합성 기술 연구
2. 최적화 기법을 위한 ERP, 물류 관리, 생산 계획 의사결정 모델 개발
3. 스마트 공장 구축을 위한 IoT 기술 기반 생산 모니터링, 안전 진단, 재고 관리 기술 개발

• 신 재생 에너지 시스템(RES)
• 풍력, 태양력, 수력, 지열, 바이
오매스 연료 등
• 지속 가능한 인프라의 전략적
계획을 위해 자원 추출 외에 에
너지 운송 및 분배에 이르는 에
너지 공급 사슬 설계

• 실시간 ERP 관리 및 물류 관
리 시스템 개발
개발 관련

• 수요 변동과 가격에 대한 불

시제품 사진

확실성 및 변동성 고려한 동적
운영 모델 개발
• 공정 운영, 설비 계획 및 스케
쥴링, 비즈니스 전략을 포함한
멀티 스케일 모델링 기법 연구

• 태양빛의 원유 전환 기술(S2P)
• 태양광을 이용하여 CO2를 재
충전하고, 액체 탄화수소 연료를
생산하는 에너지 기술
• 경제적, 친환경적인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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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매스의 연료 전환 기술
(B2F)의 최적화된 프레임 워크
• 바이오매스 상부 구조물(BUS)
을 이용한 새로운 바이오매스의
연료 전환 전략의 합성 및 평가
를 위한 프레임 워크
• 공식화된 최적화 모델을 사용
하여 B2F 전략을 평가
• 시설 위치, 물류, 공급 원료
및 제품 등과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 지원 가능

• 수소 기반 시설의 설계, 운영
• 자원 고갈과 기후 변화 등 에
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
망한 시스템
• 수소 경제 모델 개발 및 혼합
정수 선형 계획법(MILP)을 이용
한 최적의 수소 기반 시설확인
• 지속 가능한 수소 경제 설계

순번

특허 및 노하우

출원번호

출원일

1

10-2017-0050285

2017-04-19

2

10-1886966

2017-04-18

3

10-2017-0045143

2017-04-07

발명의 명칭
풍력기반 수소 공급 시스템 설계를 위한 의사결정
컴퓨팅 시스템
맞춤형 예행계획 제공 방법 및 수행 서버

상품구매 전략 및 공정운영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
및 이를 수행하는 의사결정 컴퓨팅 시스템

1. 강화기계학습을 이용한 촉매 화학반응 시스템 모델링 및 최적 촉매 반응 시스템 설계
방법론 개발

연구 실적

Ÿ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Ÿ

과제기간: 2019.06.01 ~ 2022.02.28.

2. 최적화 기법을 이용한 CO2 직접자원화 설계기술 개발 및 평가
Ÿ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Ÿ

과제기간: 2017.09.15 ~ 2021.12.31.

3. 사례기반 플랜트 공정 및 안전 통합설계 엔지니어링 교육 시스템
Ÿ

지원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Ÿ

과제기간: 2016.10.01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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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conomic and environmental benefit analysis of a renewable energy supply system
integrated with 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framework”,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 and Design, 제147권(집), Pages 200-213, (2019).
2. “MILP model for the investment and design planning of a national-level complex
renewable energy supply system,” Renewable Energy, 제141권(집), Pages 736-750,
(2019).
3. “Optimization-based assessment framework for carbon utilization strategies: Energy
production from coke oven gas,” Energy Conversion and Management, 제187권(집),
Pages 1-14, (2019).
4. “Techno-1economic evaluation of the integrated polygeneration system of methanol,
power and heat production from coke oven gas”, Energy Conversion and Management,
제182권(집), Pages 240-250, (2019).
5. “An optimization-based design and analysis of a biomass derived hydrogen energy
system”, Computer-Aided Chemical Engineering, 제44권(집), Pages 1573-1578, (2018).
6. “Optimization model for the design and feasibility analysis of

membrane-based gas

separation systems for CO2 enhanced coal bed methane (CO2-ECBM)

applications,”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 and Design, 제132권(집), Pages 853-864, (2018).
7. “HAZOP

study

separation

for

process,”

risk

assessment

Korean

and

Chemical

safety

improvement

Engineering

Researches,

strategies

of

제56권(집),

CO2
Pages

333-342, (2018).
8. “Techno-economic evaluation of gas separation processes for long-term operation of
CO2

injected

enhanced

coalbed

methane

(ECBM),”

Korean

Journal

of

Chemical

Engineering, 제35권(집), Pages 941-955, (2018).
논문

9. “Optimization-based integration and analysis of a complex renewable energy system for
the transport sector,”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 and Design, 제112권(집), Pages
222-234, (2017).
10. “Optimization-based approach for design and integration of carbon dioxide separation
processes using membrane technology,” Energy Procedia, 제136권(집), pages 336-341
(2017).
11. “An optimization model for design and analysis of a renewable energy supply system
to the sustainable rural community,” Energy Procedia, 제136권(집), pages 342-348,
(2017).
12. “Application of Cryogenic Energy Storage to Liquefied Natural Gas Regasification Power
Plant,” Computer-Aided Chemical Engineering, 제40권(집), Pages 2557-2562, 2017.
13. "Combined iterative learning and delta-operator adaptive linear quadratic Gaussian
control of a commercial rapid thermal processing system", Chemical Engineering
Science, 제174권(집), Pages 146-156, (2017).
14. “Integration of carbon capture and sequestration and renewable resource technologies
for sustainable energy supply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Energy Conversion &
Management, 제143권(집), Pages 227-240, (2017).
15. “A comprehensive model for design and analysis of bioethanol production and supply
strategies from lignocellulosic biomass", Renewable Energy, 제112권(집), Pages 247-259,
(2017).
16. “An optimization model to design and analysis of renewable energy supply strategies
for residential sector,” Renewable Energy, 제112권(집), Pages 222-234 (2017).
17. “Feasibility and benefit analysis of biomass-derived energy production strategies using
MILP model: Application to Jeju Island, Korea,” Korean Journal of Chemical Engineering,
제34권(집), Pages 1604-161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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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Scenario-based approach for design and comparatively analysis of conventional and
renewable energy systems,” Energy, 제129권(집), Pages 86-100, (2017).
19. “Economic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of a renewable stand-alone energy supply
system using multi-objective optimization",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es, 제
55권(집), Pages 332-340, (2017).
20. “Design and operation of renewable energy sources based hydrogen supply system:
Technology

integration

and

optimization,”

Renewable

Energy,

제103권(집),

Pages

226-238, (2017).
21. “An integrated decision support model for hedge trading and production planning in
the petrochemical industry,” Industrial & Engineering Chemistry Research, 제56권(집),
Pages 1267-1277, (2017).
22. “An integrated decision support model for design and operation of a wind-based
hydrogen supply system,” International Journal of Hydrogen Energy, 제42권(집), Pages
3899-3915, (2017).
23. “Bi-level optimizing operation of natural gas liquefaction process,” Computers &
Chemical Engineering, 제96권(집), Pages 87-102, (2017).

보유 장비

홈페이지

대용량 전산 처리를 위한 워크스테이션 보유

https://sites.google.com/site/pseati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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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준영 교수님 연구실 ⬗

Laboratory for Advanced Batteries(LAB)
인천대학교 교수 (2013-현재)
성명

문준영

삼성종합기술원 연구원 (2010-2013)
주요

책임교수

소속

박사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

학력

(2010)

경력

석사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

공과대학

(2010)

에너지화학공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
(2004)

구 성 원

직 책

인원

박사 후 연구원

1

박 사

2

성 명 (담당분야)
GAURAV M. THORAT (수계 전지 및 과니켈 양극 물질)
CHUONG VAN HO (전지 시스템 및 과니켈 양극 물질),
정성훈 (양극 표면 처리)
이수현 (전기자동차용 고에너지 밀도의 음극 시스템),

석 사

4

MEIHWA HONG (전기자동차용 고에너지 밀도 배터리),
김진은 (충전용 리튬 이온 전지의 전해질 표면 현상),
소비홍 (리튬 이차전지 전극 구조)

산학협력
희망분야

1. 2차 전지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자동차, 핸드폰, 노트북 등)
2. 차세대 전지 시스템(수계 전지 시스템)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3. 소듐 전지, 마그네슘 전지, 아연 전지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대표연구
분야

1. 2차 전지 소재 중 양/음극 관련 전극 설계 및 공정 기술 및 표면 코팅 기술 연구
대표기술 개요
및 개발현황

2. 차세대 전지 시스템인 수계 전지 시스템 연구
Ÿ

유기 계열 전액 대신 물을 사용하는 친환경적 전지 시스템 연구

3. 자원 한정적인 리튬 전지 대신 소듐, 마그네슘, 아연 전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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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튬 이온 전지의 전해질 연구

• 리튬 이온 전지의 음극 소재 연구
• 새로운 결정 구조 개발, 표면 코팅
및 금속 도핑 기술 연구

개발 관련
시제품 사진

• 리튬 이온 전지의 양극 소재 연구
• 고성능 소재 개발 및 특성 연구

• 리튬 이온 대체할 수 있는
알칼리 이온 전지 연구 (소듐 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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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특허 및 노하우

출원번호

출원일

1

10-2017-0167891

2017-12-08

2

10-2017-0091049

2017-07-18

3

10-2018-0103637

2018-08-31

4

10-2017-0091051

2017-07-18

발명의 명칭
수계 전해액 리튬 이차전지용 음극 소재 및 이의
제조방법
동결방지 첨가제를 사용한 저온작동 가능한 수계
이차전지
수계 리튬이차전지용 표면 처리된 양극 활물질
간단한 교반에 의한 리튬이차전지용 양극 활물질의
표면 처리 방법

1. 고용량 음극 시스템 개발
Ÿ

지원기관: 현대자동차

Ÿ

과제기간: 2018.05 ~ 2019.04

2. 고용량 전지 개발
Ÿ

지원기관: 삼성SDI

Ÿ

과제기간: 2019.01 ~ 2019.07

3. Doping and defect structure of oxide for high potential/capacity cathode for Mg
rechargeable batteries

연구 실적

Ÿ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NRF)

Ÿ

2018.06 ~ 2021.05

4. 복합 고체전해질 전기화학 특성평가
Ÿ

지원기관: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

Ÿ

과제기간: 2018.10 ~ 2019.10

5. 나노 입자를 이용한 고에너지/고출력 향 리튬 이차 전지용 전극 성능 향상 기술
Ÿ

지원기관: 블루골드

Ÿ

과제기간: 2018.11 ~ 2019.07

6. 악성종양의 선택적 광역학 치료를 위한 체내 삽입형 마이크로 LED 융합기술개발
Ÿ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NRF)

Ÿ

과제기간: 2018.11 ~ 2022.04
논문 78편 / 특허 20건

1. Counter

anion

effects

on

the

energy

density

of

Ni

(II)-chelated

tetradentate

azamacrocyclic complex cation as single redox couple for non-aqueous flow batteries,
Electrochimica Acta, 제308권(집), pp. 227-230, 2019.
2. The performance of green carbon as a backbone for hydrogen storage materials,
International Journal of Hydrogen Energy, accepted, 2019.
3. A Facile Process for Surface Modification with Lithium Ion Conducting Material of
Li2TiF6 for LiMn2O4 in Lithium Ion Batteries, Journal of Electrochemical Science and
논문

Technology, accepted, 2019.
4. Multi-dimensional Conducting Agents for the High Energy Density Anode with SiO for
Lithium Ion Battery, Journal of Electrochemical Science and Technology, accepted, 2019.
5. The solid electrolytes Li2O−LiF−Li2WO4−B2O3 with enhanced ionic conductivity for
lithium-ion battery. Journal of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 accepted, 2019.
6. Cathode electrolyte interface

of

lithium

difluorobis(oxalato)

phosphate at

4.4

V

operation of LiCoO2 for high-energy lithium-ion batteries, Electrochimica Acta, 제300권
(집), PP. 156-162, 2019.
7. Artificially coated NaFePO4 for aqueous rechargeable sodium-ion batteries. Journa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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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y and Compounds, 제784권(집), pp. 720-726, 2019.
8. Chemically-induced cathode-electrolyte interphase created by lithium salt coating on
Nickel-rich layered oxides cathode, Journal of Power Sources, 제410권(집), pp. 15-24,
2019.
9. Self-generated Coating of LiCoO2 by Washing and Heat Treatment without Coating
Precursors. Journal of the Electrochemical Society, 제166권(집), 제3호, A5038-A5044,
2019.
10. Studies on the change of lithium ion battery performance according to length and
type of surfactant on the surface of manganese oxide nanoparticles prepared by
reverse micelle method, Macromolecular Research, 제26권(집), 제2호, pp. 139-144, 2018.
11. Ultraviolet irradiation creates morphological order via conformational changes in
polythiophene films. Organic Electronics, 제62권(집), pp. 394-399, 2018.
12. Dopamine-grafted

heparin

as

an

additive

to

the

commercialized

carboxymethyl

cellulose/styrene-butadiene rubber binder for practical use of SiOx/graphite composite
anode. Scientific Reports, 제8권(집), 제1호, 11322, 2018.
13. Synthesis of Cu7S4 Nanoparticles: Role of Halide Ions, Calculation, and Electrochemical
Properties, Journal of Alloy and Compounds, 제764권(집), pp. 333-340, 2018.
14. Mechanochemical Coating with nano-VOPO4: Over Lithiated Layered Oxide with High
Coulombic Efficiency and Good Thermal Stability, Electrochimica Acta, 제282권(집), pp.
582-587, 2018.
15. Room

Temperature

Ionic

Liquid-activated

Nafion

Polymer

Electrolyte

for

High

Temperature Operation, Polymer (Korea), 제42권(집), 제4호, pp. 682-686, 2018.
16. Influence of salt, solvents, and additives on the thermal stability of delithiated cathodes
in lithium-ion batteries, Journal of Electroanalytical Chemistry, 제807권(집), pp. 174-180,
2017.
17. Egg-shell Structure LiCoO2 by Cu2+ Substitution to Li+ Site via Facile Stirring in an
Aqueous Copper (II) Nitrate Solution, Journal of Materials Chemsity A, 제5권(집), pp.
24892-24900, 2017.
18. Oxoammonium

Salt-Mediated

Oxidative

Nitriles

Synthesis

from

Aldehydes

with

Ammonium Acetate, Tetrahdron Letters, 제58권(집), pp. 4695-4698, 2017.
19. Facile nanostructured composite synthesis of Se and Molybdenum chalcogenides/carbon
nanotubes for Li-ion batteries,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제38권(집), pp.
1347-1352, 2017.
20. Physically cross-linked polymer binder based on poly(acrylic acid) and ion-conducting
poly(ethyleneglycol-co-benzimidazole) for silicon anodes, Journal of Power Sources, 제
360권(집), pp. 585-592, 2017.
21. Synthesis of the solid electrolyte Li2O−LiF−P2O5 and its application for lithium-ion
batteries, Solid State Ionics, 제308권(집), pp. 40-45, 2017.
22. Post surface treatment of LiNi0.6Co0.1Mn0.3O2 electrode with poly(4-vinylphenol) for
lithium ion batteries, Electrochimica Acta, 제246권(집), pp. 51-58, 2017.
23. Effect of Tris(trimethylsilyl) Phosphate Additive on the Electrochemical Performance of
Nickel-rich Cathode Materials at High Temperature, Jounal of Electrochemical Science
and Technology, 제8권(집), pp. 162-168, 2017.
24. Novel Pyrrolinium-based Ionic Liquids for Lithium Ion Batteries: Effect of the Cation on
Physicochemical and Electrochemical Properties, Electrochimica Acta, 제240권(집), pp.
267-276, 2017.
25. Surface modification of the LiFePO4 cathode for the aqueous rechargeable lithium ion
battery,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제9권(집), pp. 12391-1239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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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Self-assembled novel BODIPY-based Pd supramolecules and their cellular localization,
Inorganic Chemistry, 제56권(집), pp. 4615-4621, 2017.
27. Surface modification of LiCoO2 by NASICON-type ceramic materials for lithium ion
batteries, Journal of Nanoscience and Nanotechnology, 제17권(집), pp. 4977-4982, 2017.
28. The effect of fluoroethylene carbonate in electrolyte for LiNi0.5Mn1.5O4 in lithium-ion
batteries, Journal of Electrochemical Science and Technology, 제8권(집), 제1호, pp.
53-60, 2017.

Glove box

Wonatech Battery
Cycler - 64 Ch

EIS Analyzer - 4 Ch

C - mixer

Furnace

Spot Welder

Ultra Sonicator

Ball Miller

보유 장비

Roll Pressor

Cell Disassembler

홈페이지

Bar coater

LAND Battery Cycler
- 96 Ch

http://batterylab.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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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범 교수님 연구실 ⬗

Energy & Environmental Catalysis Laboratory
인천대학교 교수 (2016-현재)
성명

박민범

박사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주요

책임교수

학력
공과대학

소속

경력

(2014)
석사 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부
(2010)

에너지화학공학부
학사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 (2008)

직 책

인원

석 사

2

구 성 원

성 명 (담당분야)
권성준 (메탄 직-간접 전환, NO 및 VOC 흡착),
안혜진 (방사능 물질 흡착, 이중기능 촉매를 활용한 연속 반응)

1. 제올라이트 소재 합성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산학협력
희망분야

2. 제올라이트를 이용한 촉매, 흡착제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석유화학 촉매, 자동차 촉매, 새집증후군 등 VOC 제거, 미세먼지의 전구체인 NOX 제거
분야에 응용)

대표연구
분야

1. 제올라이트를 이용한 촉매 연구
Ÿ
대표기술 개요
및 개발현황

석유화학 촉매, 자동차 촉매 연구

2. 제올라이트를 이용한 흡착제 연구
Ÿ

미세먼지의 전구체인 NOX 제거 연구

Ÿ

새집증후군 또는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솔벤트 사용 시에 발생하는 VOC(휘발성 유기
화합물) 제거 목적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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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다공성 소재 합성
메커니즘 규명

개발 관련

• 메탄가스 전환 메탄올 생성을

시제품 사진

위한 촉매 개발

• 바이오매스 전환에 의한
수송용 연료 생산

특허 및 노하우

순번

출원번호

출원일

1

2018-0142263

2018. 11. 19.

발명의 명칭
제올라이트 기반 SCR 촉매,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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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베기가스의 처리방법

1. 방사능 물질 저감을 위한 흡착소재 개발
Ÿ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Ÿ

과제기간: 2019.06.01 ~ 2022.02.28

2. VOC(휘발성 유기 화합물) 산화 촉매 시스템 개발
Ÿ

지원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Ÿ

과제기간: 2019.04.01 ~ 2022.12.31.

3. NOx 환원 촉매용 흡착소재 개발
연구 실적

Ÿ

지원기관: 한국화학연구원

Ÿ

과제기간: 2018.01.01 ~ 2020.12.31.

4. VOC 흡착 소재 개발
Ÿ

지원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Ÿ

과제기간: 2017.05.01 ~ 2018.04.30.

5. 에너지 환경 응용을 위한 나노다공성 소재 개발
Ÿ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Ÿ

과제기간: 2016.11.01 ~ 2019.10.31

논문 30편 / 특허 1건

1. Comparative Study of Diverse Copper Zeolites for the Conversion of Methane into
Methanol, ChemCatChem, 제9권(집), 제19호, PP.3705~3713, 2017.10.10.
2. Synthesis of nanoporous materials via recycling coal fly ash and other solid wastes: A
mini review, CHEMICAL ENGINEERING JOURNAL, 제317권(집), PP.821~843, 2017.06.01.
3. Charge

density

mismatch

tetraethylammonium,
논문

synthesis

of

tetramethylammonium,

zeolite

beta

and

sodium

in

the
ions:

presence

of

Influence

of

tetraethylammonium decomposition, MICROPOROUS AND MESOPOROUS MATERIALS, 제
240권(집), PP.159~168, 2017.03.01.
4. Isothermal Cyclic Conversion of Methane into Methanol over Copper-Exchanged Zeolite
at Low Temperature, ANGEWANDTE CHEMIE-INTERNATIONAL EDITION, 제55권(집), 제18
호, PP.5467~5471, 2016.04.25.
5. Family of molecular sieves containing framework-bound organic structure-directing
agents,

ANGEWANDTE

CHEMIE-INTERNATIONAL

EDITION,

제54권(집),

제38호,

PP.11097~11101, 2015.09.14.

보유 장비

Centrifuge

Evacu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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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alytic reactor

Gas chromatography

Oven
홈페이지

Tube furnace

Dry oven

Talyer flow reactor

http://echeme.i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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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A/DTA

Muffle furnace

⬖ 박영돈 교수님 연구실 ⬗

Organic Optoelectronics Laboratory
인천대학교 교수 (2011-현재)
박사후과정 University of California,
성명

박영돈

Materials Science, chemistry and
biochemistry (2009-2010)

주요
책임교수

학력

박사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

경력

(2008)
석사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

공과대학

소속

(2005)

에너지화학공학과

학사 서강대학교 화학공학 (2003)
직 책

인원

석 사

3

구 성 원

성 명 (담당분야)
박준화(표면처리 및 유무기 센서소자), 권은혜(표면처리 및 유무
기 센서소자), 이정익(표면처리 및 유무기 센서소자)

1. 결정성 고분자의 결정화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산학협력
희망분야

(전도성 고분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분야 등)
2. 금속, 무기물(실리카, 유리) 표면처리를 통한 표면특성 제어 및 접착력 향상 기술 분야 산
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도전성 필름, 2차 전지 등)

대표연구
분야

1. 다양한 고분자에 대한 결정성 및 분자구조 분석
Ÿ
대표기술 개요
및 개발현황

고분자 패터닝 기술

2. 초음파, 열처리, UV 조사 등 후처리 공정을 결정성 향상 기술
3. 비용매 화학 기상증착법을 통한 표면 처리 기술
4. 실리카 표면의 도금 처리를 통한 도전성 필름 제조
Ÿ

용매 없는 공정을 통해 접착력 향상

Ÿ

바인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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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분자 결정성 분석

개발 관련
시제품 사진

• 고분자 코팅을 통한 리튬 이차 전
지용 양극의 표면 후처리 기술

특허 및 노하우

순번

출원번호

출원일

발명의 명칭

1

10-2015-0154733

2015-11-04

유기박막 트랜지스터용 PEDOT:PSS 전극의 제조방법

2

10-2015-0031371

2015-03-06

3

10-2017-0045081

2017-04-07

4

10-2017-0047683

2017-04-13

냉각속도 조절을 통한 폴리사이오펜 박막의 열처리
방법
고분자 코팅을 통한 리튬이차전지용 양극의 표면
후처리 방법
고분자로 표면이 후처리된 리튬이차전지용 양극

1. 실리카 도금을 통한 도전성 필름 제조
Ÿ

지원기관: 중소기업청

Ÿ

과제기간:2017.10.20. ~ 2018.07.19.

2. 상분리가 조절된 MOF/공액고분자 혼성박막 기반의 고성능 기체센서 개발

연구 실적

Ÿ

지원기관: 교육부

Ÿ

과제기간: 2016.11.01 ~ 2019.10.31.

3. 자기조립 일차원 섬유소재형 광전자소자 개발
Ÿ

지원기관: 산업기술평가관리원

Ÿ

과제기간: 2016.07.01 ~ 2021.06.30.

논문 76편 / 특허 15건

논문

1. Metal–Organic

Frameworks

in

a

Blended

Polythiophene

Hybrid

Film

with

Surface-Mediated Vertical Phase Separation for the Fabrication of a Humidity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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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C Advances, 제9권(집), 제1호, pp. 529, 2019.
2. Built-in

Water

Capture

in

a

Polythiophene

Film

Blended

with

Metal-Organic

Frameworks, Macromolecular Research, 제27권(집), 제4호, pp. 421-426, 2019.04.
3. Effect of Crystallization Modes in TIPS-pentacene/Insulating Polymer Blends on the Gas
Sensing Properties of Organic Field-Effect Transistors, scientific reports, 9, 21, 2019.
4. Artificially Coated NaFePO4 for Aqueous Rechargeable Sodium-Ion Batteries, Journal of
Alloys and Compounds, 제784권(집), pp. 720-726, 2019.05.
5. The Solid Electrolytes Li2O–LiF–Li2WO4–B2O3 with Enhanced Ionic Conductivity for
Lithium-Ion

Battery,

Journal

of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

제73권(집),

pp.62-66, 2019.05.25.
6. Highly Crystalline and Uniform Conjugated Polymer Thin Films by a Water-Based
Biphasic Dip-Coating Technique Minimizing the Use of Halogenated Solvents for
Transistor Applications, RSC Advances, 제9권(집), pp. 6356, 2019.
7. Effect of solvent structural isomer on microstructural evolution in polythiophene film
during solidification, Organic Electronics, 제71권(집), pp. 150-155, 2019.08.
8. Tuning Electrical Properties of 2D Materials by Self-Assembled Monolayers, Advanced
Materials Interfaces, 제5권(집), 제1호, 1700316, 2018.
9. Ultrasonication-Mediated Self-Assembly in Polythiophene Films via Control of Residual
Solvent Evaporation, Macromolecular Research, 제26권(집), 제2호, pp. 139-144, 2018.
10. Enhanced Ionic Conductivity of the Solid Electrolyte for Lithium-Ion Batteries, Journal of
Solid State Chemistry, 제258권(집), pp. 467-470, 2018.02.
11. Effect of Solvent Exchange at the Biphasic Dip-Coating Interface on the Formation of
Polythiophene Thin Films, The Journal of Physical Chemistry, 제122권(집), 2432, 2018.
12. 1D versus 2D Growth of Soluble Acene Crystals from Soluble Acene/Polymer Blends
Governed by a Residual Solvent Reservoir in a Phase-Separated Polymer Matrix,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제28권(집), 제34호, 1802875, 2018.08.22.
13. Room

Temperature

Ionic

Liquid-Activated

Nafion

Polymer

Electrolyte

for

High

Temperature Operation, Polymer(Korea), 제42권(집), 제4호, pp. 682-686, 2018.07.
14. Floating-Non-Solvent

Method

for

Inducing

the

Formation

of

Highly

Crystalline

Conjugated Polymer Nanofibrils in the Solution State for High-Performance Organic
Transistors (Front Cover),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C, 제6권(집), pp. 8353-8359,
2018.
15. Ultraviolet Irradiation Creates Morphological Order via Conformational Changes in
Polythiophene Films, Organic Electronics, 제62권(집), pp. 394-399, 2018.11.
16. Thiophene-Initiated Polymeric Artificial Cathode-electrolyte Interface for Ni-rich Cathode
Material, Electrochimica Acta, 제290권(집), pp. 465-473, 2018.11.10.
17. Effect of Non-solvent Addition Amount and Aging Time on the Crystal Nucleation And
Growth in Polythiophene Thin Film, Polymer(Korea), 제41권(집), 제1호, pp. 134-138,
2017.01.
18. Surface-Mediated solidification of a Semiconducting Polymer During Time-controlled
Spin-coating (Front Cover),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제9권(집), 9871, 2017.
19. Surface Modification of LiCoO2 by NASICON-type Ceramic Materials for Lithium Ion
Batteries,

Journal

of

Nanoscience

and

Nanotechnology,

제17권(집),

제7호,

pp.

4977-4982, 2017.
20. Surface Modification of the LiFePO4 Cathode For The Aqueous Rechargeable Lithium
Ion Battery,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제9권(집), 12391, 2017.
21. Solution Processing with a Good Solvent Additive for Highly Reliable Organic Thin-film
Transistors, The Journal of Physical Chemistry C, 제121권(집), 13930, 2017.

- 126 -

22. Synthesis of the Solid Electrolyte Li2O–LiF–P2O5 and Its Application for Lithium-Ion
Batteries, Solid State Ionics, 제308권(집), pp.40-45, 2017.10.
23. Post Surface Treatment of LiNi0.6Co0.1Mn0.3O2 Electrode with Poly(4-vinylphenol) for
Lithium Ion Batteries, Electrochimica Acta, 제246권(집), pp. 51-58, 2017.08.20.
24. Inkjet Etching of Polymers and Its Applications in Organic Electronic Devices, Polymers,
제9권(집), 4411, 2017.

Spin coater(Spin-1200D)

Evaporator

Dip Coater(EF-4100)

(메탈증착기)

보유 장비

UV-Ozone cleanner

Ultrasonic Cleaner

Vacuum

(3510-DTH)

Oven(OV-11)

UV-Vis Spectroscopy

FT-IR Spectroscopy

TGA

(LAMBDA 365)

(Spectrum Two)

(TGA N-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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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 held
UV-Lamp
(VL-4.LC)

DSC (DSC-4000)

Optical Microscopy (BX51)

홈페이지

Vacuum chamber probe

Gas sensor tester

station (M5VC)

(Gasentest)

http://orgelec.wixsite.com/op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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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연 교수님 연구실 ⬗

Organicinorganic Hybrid Nanomaterial Laboratory (유‧무기혼성나노물질 연구실)
인천대학교 교수 (2012-현재)
삼성코닝정밀소재(주) 선임연구원
성명

이창연

(2011-2012)
박사 후 연구원 Northwestern

주요
책임교수

소속

학력

University, Chemistry (2008-2011)

경력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유기금속화학

공과대학

(2006)

에너지화학공학과

석사 성균관대학교 유기화학 (2001)
학사 성균관대학교 화학 (1999)

구 성 원

산학협력
희망분야

직 책

인원

성 명 (담당분야)

박사 후 연구원

1

Gupta Gajendra (광역학 치료제 개발)

석 사

1

김지원 (금속-유기 골격체 합성)

1. 수소 발생 반응 전기화학 촉매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태양전지 등)
2. 광역학 치료제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신약 개발 등)
3. 화장품 성분 안정화 기술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대표연구
분야

1. 수소 발생 반응 촉매 개발
Ÿ

각광받고 있는 수소 에너지 관련하여 수소 발생 효율을 높이기 위한 촉매 중 값이 저렴
한 비백금계 촉매 개발을 완료하였음

대표기술 개요
및 개발현황

Ÿ

전기화학 기기를 이용하여 개발한 촉매의 우수한 수소 발생 성능 확인

2. 에너지 전달을 활용한 광촉매 개발
Ÿ

식물 내에서 일어나는 광합성을 모방하기 위해 MOF가 규칙적으로 정렬되어 있는 점에
서 착안하여 에너지 전달로 이용하였음

Ÿ

에너지 전달을 이용하여 일중항 산소 발생 반응에 사용 및 전환률 측정

Ÿ

수중 유기물질 분해 광촉매로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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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역학 치료제 개발
Ÿ

광역학 치료에 이용되는 광감응제 합성

Ÿ

암세포에 적용하여 우수한 광역학 치료 능력 확인

• 수소 발생 반응 촉매
합성 및 전기화학 성능
측정

• 에너지 전달을 위한

개발 관련

MOF 합성 및 단일항

시제품 사진

산소 생성 능력 확인

• 광역학 치료제 개발을
위한 광감응제 합성

특허 및 노하우

순번

등록번호

등록일

1

10-1757050

2017-07-05

2

10-1846085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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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금속-유기 골격체 기반 알코올 산화반응용 촉매의
제조방법
금속-유기 골격체를 이용한 화장품 성분의 안정화
방법

3

10-1890037

2018-08-13

4

10-1936493

2019-01-02

보디피를 기반으로 하는 루테늄 및 이리듐 금속
고리화합물 항암제
이산화탄소 포집용 금속-유기 골격체 유래
다공성 탄소 물질
불균일 구리 촉매를 이용한 방향족

5

10-1916543

2018-11-01

알데히드에서 나이트릴로의 유산소 산화적
전환법

6

10-1897899

2018-09-05

7

10-1875288

2018-06-29

8

10-1780604

2017-09-14

9

10-1661805

2016-09-26

10

10-1573151

2015-11-24

불균일 구리 촉매를 이용한 알코올에서
나이트릴로의 유산소 산화적 전환법
불균일 구리 촉매를 이용한 삼성분 짝지음
반응을 통한 N-술폰아미딘의 합성법
포피린 및 피렌 기반의 공액 미세기공 고분자
금속 유기 골격체를 이용한 저온 일산화탄소
산화반응 촉매
513 MHSH의 저온상압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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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Ÿ

과제기간: 2019.06.01 ~ 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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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Ÿ

과제기간: 2018.06.01 ~ 2021.05.31.

3. 보습제 활용이 가능한 콜레스테릭 액정 유도체 제조
Ÿ

지원기관: 중소벤쳐기업부

Ÿ

과제기간: 2017.12.15 ~ 2018.09.14

4. 폴리글리세린 축합 리시놀레인산 에스테르의 합성시간 단축

연구 실적

Ÿ

지원기관: 중소벤쳐기업부

Ÿ

과제기간: 2017.05.15 ~ 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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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Ÿ

과제기간: 2016.06.01 ~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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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관: 중소벤쳐기업부

Ÿ

과제기간: 2015.06.01 ~ 2016.05.31

7. 재난 대응 다공성 소재의 친환경 합성 공정 개발
Ÿ

지원기관: 중소벤쳐기업부

Ÿ

과제기간: 2015.05.01 ~ 2016.04.30

8. 친환경 신소재 Inorganic fiber의 합성공정 개발 및 개선
Ÿ

지원기관: 중소벤쳐기업부

Ÿ

과제기간: 2013.11.01 ~ 2014.10.31

논문 59편 / 특허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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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itochondrial Localization of Highly Fluorescent and Photostable BODIPY-based Ru(II),
Rh(III), and Ir(III) Metal Complexes", Inorganic Chemistry, 제58권(집), 제13호, 2019.
2. "Toward an efficient photosensitizer for photodynamic therapy: Incorporating BODIPY
into porphyrinic nanoscale MOFs through the solvent-assisted ligand incorporation"
Dyes and Pigments, 제170권(집), 107576, 2019.
3. "Complementary Chromophore Decoration in NU-1000 via Solvent-Assisted Ligands
Incorporation: Efficient Energy Transfer within the Metal-Organic Frameworks"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제40권(집), pp. 128-133, 2019.
4. "Artificially coated NaFePO4 for aqueous rechargeable sodium-ion batteries", Journal Of
Alloys And Compounds, 제784권(집), pp. 720-726, 2019.
5. "Metal–organic

frameworks

in

a

blended

polythiophene

hybrid

film

with

surface-mediated vertical phase separation for the fabrication of a humidity sensor",
RSC Advances, 제9권(집), pp. 529-535, 2019.
6. "Built-in

Water

Capture

in

a

Polythiophene

Film

Blended

with

Metal-Organic

Frameworks", Macromolecular Research, 제27권(집), 00, 2019.
7. "Colorimetric detection of heavy metal ions in water via metal-organic framework",
Inorganica Chimica Acta, 제486권(집), pp. 69-73, 2019.
8. "In Vitro Mechanistic Study of the Anti-inflammatory Activity of a Quinoline Isolated
from Spondias pinnata bark", Journal of Natural Products, 제81권(집), pp. 1956-1961,
2018.
9. "Role

of

Ce3+

electrochemical

valence

state

performance

of

and

surface

single

step

oxygen

vacancies

solvothermally

on

enhanced

synthesized

CeO2

nanoparticles", Electrochimica Acta, 제284권(집), pp. 709-720, 2018.
논문

10. "BODIPY-based Ru(II) and Ir(III) organometallic complexes of avobenzone, a sunscreen
material: potent anticancer agents" Journal of Inorganic Biochemistry, 제189권(집), pp.
17-29, 2018.
11. "Metal-organic

Framework

as

a

Multifunctional

Additive

for

Selective

Trapping

Transition-metal Components in Lithium-ion Batteries" ACS Sustain Chem Eng, 제6권
(집), pp. 8547-8553, 2018.
12. "HKUST-1/ABNO-catalyzed aerobic oxidation of secondary benzyl alcohols at room
temperature", Tetrahedron Letters, 제59권(집), pp. 2722-2725, 2018.
13. "BODIPY-based

Ir(III)

rectangles

containing

bis-benzimidazole

ligands

with

highly

selective toxicity obtained through self-assembly", Journal of Organometallic Chemistry,
제868권(집), pp. 86-94, 2018.
14. "Self-Assembled BODIPY-Based Iridium Metallarectangles:Cytotoxiciy and Propensity to
Bind Biomoleculs" ChemPlusChem, 제83권(집), pp. 339-347, 2018.
15. "Synthesis of new conjugated microporous polymers via copper-catalyzed click reaction
and their CO2 capture ability" Polymer(Korea), 제42권(집), pp. 371-376, 2018.
16. "Toluene and acetaldehyde removal from air on to graphene-based adsorbents with
micorsized pores", 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 제344권(집), pp. 458-465, 2018.
17. "Efficient

Energy

Metal-Orgnic

Transfer

(EnT)

Frameworks",

ACS

in

Pyrene

Applied

and

Porphyrin-Based

Materials

&

Interfaces,

Mixed

Ligand

제9권(집),

pp.

38670-38677, 2017.
18. "Self-assembly
antiproliferative

of

novel

agents

thiophene-based

selective

against

BODIPY

cancer

Ru(II)

cells",

rectangles:

CHEMISTRY-A

Potential
EUROPEAN

JOURNAL, 제23권(집), pp. 17199-17203, 2017.
19. "Dual-functional electrocatalyst derived from iron-porphyrin-encapsulated metal-organic
frameworks",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제9권(집), pp. 28758-2876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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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Self-assembled novel BODIPY-based Pd supramolecules and their cellular localization",
Inorganic Chemistry, 제56권(집), pp. 4615-4621, 2017.
21. "Facile synthesis of M-MOF-74 (M=Co, Ni, Zn) and its application as electro-catalyst
for electrochemical CO2 conversion and H2 production", Journal of Electrochemical
Science and Technology, 제8권(집), pp. 61-68, 2017.
22. "Beyond

pristine

MOFs:

carbon

dioxide

capture

by

metal-organic

frameworks

(MOFs)-derived porous carbon materials", RSC Advances, 제7권(집), pp. 1266-1270,
2017.

• 다공성 물질인 MOF의 표면적 측정
및 이산화탄소 흡착 수행을 위한 BET

• 수소 발생 반응 촉매 개발 중 열처리 과정에 사용되는

장비

퍼니스 장비

보유 장비

• 개발한 촉매 성능 측정을 위한 전기 화학 장비
홈페이지

http://orginorglab.wixsite.com/orginorg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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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보기술대학
1. 컴퓨터공학부
⬖ 배승환 교수님 연구실 ⬗

Computer Vision Laboratory (컴퓨터 비전 연구실)
인천대학교 교수 (2017-현재)
성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배승환
주요

책임교수

학력
경력
정보기술대학

소속

(2015-2017)
박사 광주과학기술원 컴퓨터공학
(2015)
석사 광주과학기술원 컴퓨터공학
(2010)

컴퓨터공학부

학사 충북대학교 컴퓨터공학 (2009)
직 책

인원

석 사

2

성 명 (담당분야)

구 성 원

산학협력
희망분야

백재용(영상 생성), 이성호(영상인식, 객체검출 및 추적)

1. 객체검출 및 추적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CCTV, 자율주행차량 분야 등)
2.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 영상생성 기술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방송/통신, 애니메이션 분야 등)

대표연구
분야

1. 다중 객체 추적 기술
Ÿ
대표기술 개요
및 개발현황

영상으로부터 검출된 다중 객체들을 연결하여 동시 추적을 수행하는 기술에 대해 개발
을 완료하였음

Ÿ

C코드로 구현된 고성능의 실시간 온라인 다중 객체 추적 기술 보유

2. 객체 인식 기술
Ÿ

CNN 기술을 응용하여 영상으로부터 검출된 객체를 정확하게 판별하는 객체 인식 기술
에 대해 개발을 완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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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영상에서 객체의 부분 폐색과 객체의 크기 변화에도 강인하게 검출 가능

3. 영상 생성 기술
Ÿ

GAN 기술을 응용하여 다양한 객체의 영상을 스스로 생성할 수 있는 딥러닝 기술 보유

• 다중 객체 추적 기술

• 딥러닝 기반의 객체 인식 및 판별
기술

개발 관련
시제품 사진

• 레이더 기반의 객체 추적 기술

• 딥러닝 기반 영상 생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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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출원번호

출원일

1

10-2019-0039617

2019-04-04

발명의 명칭

특허 및 노하우

다중 객체 추적을 위한 트랙렛의 특징 벡터 할당이
가능한 전자 장치 및 그 동작 방법

1. 시각장애인 및 저시력자를 위한 영상기반 주변 안내 기술

연구 실적

Ÿ

지원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Ÿ

과제기간: 2018.03.01 ~ 2021.02.28

2. 객체 중복에 강인한 사물 추적기 개발
Ÿ

지원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Ÿ

과제기간: 2018.04.04 ~ 2018.11.30

1. Jae-Yong Baek, Yong-Sang Yoo, and Seung-Hwan Bae*, Adversarial Learning with
Knowledge of Image Classification for Improving GANs, IEEE Access, April, 2019,
Accept.
2. Seung-Hwan Bae, Survey of Amplitude-Aided Multi-Target Tracking Methods, IET
Radar, Sonar and Navigation (RSN), Vol. 13, No. 2, pp. 243-253, February, 2019.
3. Seung-Hwan Bae, Object Detection based on Region Decomposition and Assembly,
AAAI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AAAI) , 2019 (Accept rate 16.2%)
4. Seong-Ho Lee, Myung-Yun KIM, and *Seung-Hwan Bae, Learning Discriminative
논문

Appearance Models for Online Multi-Object Tracking with Appearance Discriminability
Measures, IEEE Access, Vol. 6, No. 1, pp. 67316-67328, December, 2018.
5. Seung-Hwan

Bae

and

Kuk-Jin

Yoon,

Confidence-Based

Data

Association

and

Discriminative Deep Appearance Learning for Robust Online Multi-Object Tracking,
IEEE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TPAMI), Vol.

40, No.

3, pp. 595-610, March, 2018.
6. Seung-Hwan Bae, Jong-Youl Park, and Kuk-Jin Yoon, Joint estimation of multi-target
signal-to-noise ratio and dynamic states in cluttered environment, IET Radar, Sonar
and Navigation (RSN), Vol. 11, No. 3, pp. 539-549, March,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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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검출, 추적 등에 활용되는 딥

보유 장비

홈페이지

러닝을 수행하기 위한 서버

https://sites.google.com/view/inu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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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재균 교수님 연구실 ⬗

Bioinformatics And Data Analysis (BADA) 연구실
인천대학교 교수 (2015-현재)
성명

박사후과정 University of California,

안재균

Los Angeles, Integrative Biology
주요
책임교수

and Physiology (2013-2015)

학력
경력 박사 연세대학교 컴퓨터공학 (2013)
소속

정보기술대학
컴퓨터공학부

석사 연세대학교 컴퓨터공학 (2009)
학사 연세대학교 컴퓨터공학 (2006)

직 책

인원

박 사

2

석 사

3

구 성 원

산학협력
희망분야

성 명 (담당분야)
권창혁(NGS data 분석 및 도구 개발),
권혁중(암 진단 도구 개발)
서상민(약물작용점 탐색 연구),
이건희(약물 디자인 연구), 고수현(질병 유전자 탐색 연구)

1. 암, 당뇨 등 질병 원인이 되는 유전자 발견 기술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2. 암 예후 예측 방법, 암 예후 기전에 관련된 기술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개인 맞춤형 신약, 암 등 질병 진단 키트 등)

대표연구
분야

대표기술 개요
및 개발현황

1. 유전자와 질병의 관련성 연구 및 질병의 기전 찾는 기술 연구
2. 간암 치료제인 소라페닙(항암제)의 개개인에 대한 저항성 및 저항성 줄이는 방법 연구
3.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표현형 예측을 통해 개인 맞춤 타겟팅 신약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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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에 대한 저항성 여부의 예
측 모델

개발 관련
시제품 사진

• 암에 따른 유전자 간의 상관관
계에 기초하여 유전자 분산 표현
을 위한 유전자 특징 벡터를 생성

순번

출원번호

출원일

1

10-2019-0055615

2019-05-13

발명의 명칭
약물에 대한 저항성 여부의 예측 모델을 생성하는
전자 장치 및 그 동작 방법
암에 따른 유전자 간의 상관관계에 기초하여

특허 및 노하우

2

10-2019-0043509

2019-04-15

유전자 분산 표현을 위한 유전자 특징 벡터를
생성하는 전자 장치 및 그 동작 방법
생성적 적대 신경망을 기초로 암의 예후 예측에

3

10-2019-0031623

2019-03-20

사용되는 바이오 마커의 선정이 가능한 전자 장치
및 그 동작 방법

1. 딥러닝을 이용한 간암 표적항암제 내성기전 규명 및 이를 극복할 새로운 표적항암제 탐색

연구 실적

Ÿ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Ÿ

과제기간: 2019.03.01.~2024.02.28.

2. 개인유전체 정보분석 인력양성
Ÿ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Ÿ

과제기간: 2017~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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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세대 염기서열분석 기반 치주질환 진단 및 예측 인자 발굴 분석 알고리즘 및 유전자 네
트워크 분석 기술 개발
Ÿ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Ÿ

과제기간: 2017~2022

4. 네트워크 기반 기계학습을 이용한 약물의 새로운 용도 예측 기법 연구
Ÿ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Ÿ

과제기간: 2016.11.01.~2019.10.31.

SCI(E) 논문 27편 / 특허 5건(등록), 7건(출원)

1. RN+: A Novel Biclustering Algorithm for Analysis of Gene Expression Data Using
Protein–Protein

Interaction

Network,

Journal

of

Computational

Biology

(online

published), 2019.02.22.
2. Metabolic profiling reveals glucose and fructose accumulation in gcr1 knock‑out
mutant of Arabidopsis,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제62권(집), 제23호, 2019.12.01.
3. DockerBIO: web application for efficient use of bioinformatics Docker images, PeerJ
(6:e5954). 2018.11.27.
4. PISTON: Predicting drug indications and side effects using topic modeling and
natural language processing, Journal of Biomedical Informatics, 제87권(집), pp.
96-107, 2018.11.01.
5. An Improved Method for Prediction of Cancer Prognosis by Network Learning,
Genes, 제9권(집), 제478호, 2018.10.02.
6. G2Vec: Distributed gene representations for identification of cancer prognostic genes,
논문

Scientific Reports, 제8권(집), 13729, 2018.09.13.
7. Coregulation of alternative splicing by hnRNPM and ESRP1 during EMT, RNA, 제24권
(집), pp. 1326-1338, 2018.07.24.
8. Prediction of GPCR-ligand binding using machine learning algorithms, Computational
and Mathematical Methods in Medicine, 제2018권(집), ID 6565241, 2018.01.30.
9. Improved

prediction

of

breast

cancer

outcome

by

identifying

heterogeneous

biomarkers, Bioinformatics, 제33권(집), 제22호, 2017.11.15.
10. Systematic identification of differential gene network to elucidate Alzheimer's disease,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 제85권(집), 2017.11.01.
11. Identifying the common genetic networks of ADR (adverse drug reaction) clusters
and developing an ADR classification model, Molecular BioSystems, 제13권(집) 1788,
2017.08.22.
12. Drug voyager: a computational platform for exploring unintended drug action, BMC
BIOINFORMATICS, 제18권(집), 2017.02.28.

홈페이지

http://bada.i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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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진석 교수님 연구실 ⬗

인터넷 소프트웨어 연구실
인천대학교 교수 (1998-현재)
성명

채진석
주요 박사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 (1998)

책임교수

학력
소속

구 성 원

산학협력
희망분야

경력

정보기술대학
컴퓨터공학부

석사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 (1992)
학사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 (1990)

직 책

인원

성 명 (담당분야)

석사 과정

1

권남구

학부 과정

5

최인혁, 김민지, 권도연, 이주예, 어정윤

1. LBS(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한 객체의 이동 경로 업데이트 서비스 관련 분야의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물류 차량 추적 시스템, 스마트 교통 운영 등에 지도 서비스 제공)
2. 루트 정보를 이용한 이동 이력 데이터 저장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대표연구
분야

1. 객체의 이동 상태에 기반한 이동 경로 정보 제공하는 알고리즘 연구
Ÿ

입력 값에 지도 정보를 넣으면, 교차로 정보를 알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하여 적용

Ÿ

샘플 포인트 최소 및 이동 궤적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압축된 데이
터를 전송함으로써, 네트워크 과부하 및 서버 용량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대표기술 개요
및 개발현황

2. 루트 정보를 이용한 이동 이력 데이터 저장 장치 연구
Ÿ

루트 정보 데이터베이스 상에 소정의 루트 정보를 미리 정의한 후 이동체의 이동에 대
응하는 루트 정보들을 식별하여 상기 이동 이력 데이터베이스 상에 해당 루트 정보들의
집합인 궤적 정보만을 저장

Ÿ

이동체의 이동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상기 이동 이력 데이터베이스 상에 저장되
는 데이터의 용량을 획기적으로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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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적된 데이터량의 비교 그래프
• OP, TB, CB: 실시간 위치 보고량
에 따라 축적되는 데이터량이 증가
• T-Reduce: 연구된 기술 적용시, 실
시간 위치 보고가 증가하더라도 축
적되는 데이터량 거의 일정.

• 이동 궤적을 보여주는 유사 코드

개발 관련
시제품 사진

• 루트 정보를 이용한 이동 이력 데
이터 저장 시스템 개발

• 루트 정보를 이용한 이동 이력 데
이터 저장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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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특허 및 노하우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

1

10-2017-0155276

2017-11-21

2

특허 제10-1635599호

2016-06-27

발명의 명칭
루트 정보를 이용한 이동 이력 데이터 저장
장치 및 방법
LBS 기반 오브젝트의 로케이션 업데이트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장치

1. 이동 객체의 궤적 데이터 관리 시스템 개발
연구 실적

Ÿ

지원기관: ㈜디티씨

Ÿ

과제기간: 2018.03.01 ~ 2021.02.28

논문 14편 / 특허 2건

1. Cong Pu, Sunho Lim, Jinseok Chae, and Byungkwan Jung, ”Active Detection in
Mitigating Routing Misbehavior for MANETs,” Submitted to Wireless Networks, 2017.
2. Namgu Kwon, Jibum Kim, Sunho Lim, Jinseok Chae, and Heemin Park, ”T-Reduce:
Route-Aware Mobile Trajectory Data Reduction in Transportation Management Systems,”
IEEE Access, 제6권(집), pp. 38934-38946, 2018.07.
3. Cong Pu, Sunho Lim, Jinseok Chae, and Byungkwan Jung, ”EYES: Mitigating Forwarding
Misbehavior in Energy Harvesting Motivated Networks,” Computer Communications, 제
124권(집), pp. 17-30, 2018.04.
논문

4. Byungkwan Jung, Sunho Lim, Jinseok Chae, and Cong Pu, ”VRSense: Validity Region
Sensitive Query Processing Strategies for Static and Mobile Point-of-interests in
MANETs,” Computer Communications, 제116권(집), pp. 132-146, 2018.01.
5. A Safe Exit Algorithm for Moving k Nearest Neighbor Queries in Directed and Dynamic
Spatial Networks,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AND ENGINEERING, 제32권(집),
제4호, PP.969~993, 2016.07.25.
6. Byungkwan Jung, Sunho Lim, Jinseok Chae, Cong Pu, ”Validity Region Sensitive Query
Processing Strategies in Mobile Ad Hoc Networks,” Proc. of Military Communications
Conference (MILCOM) 2016, pp. 1022-1027, Baltimore, USA, 1-3 November, 2016.

홈페이지

http://isoft.inche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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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통신공학과
⬖ 강승택 교수님 연구실 ⬗

Microwave engineering &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solutions (MiEMI sol)
인천대학교 교수 (2004-현재)
성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강승택
주요

책임교수

학력

박사 한양대학교 전자통신공학

경력

(2000)

정보기술대학

소속

통신위성개발센터 선임연구원 (2004)

석사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1996)

정보통신공학과
학사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1994)

직 책

인원

성 명 (담당분야)

박사 후 연구원

1

Muhammad Kamran Khattak(5G 빔포밍, 위상변위기)

박 사

2

이창형(방산, 빔포밍, 5G 필터), 박희준(무선충전, 5G 빔포밍)

석 사

3

남궁광균(5G 빔포밍), 권진영(RFID), 서예준(5G 빔포밍)

구 성 원

1. 무선 통신 하드웨어(5G 안테나) 및 에너지 전송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산학협력
희망분야

(항공우주 및 국방용 차량 통신 레이더, 무전기, 전투기, 인공위성 등 5G 장치 설계 분야)
2. 메타물질과 같은 인공 전자 재료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의료서비스, 개인 엔터테인먼트, RFID, 우주탐사, 군사적 목적, 웨어러블 장치)

대표연구
분야

1. 인공 전자 재료(메타물질) 연구
Ÿ
대표기술 개요
및 개발현황

빛의 파장보다 매우 작은 크기로 만든 금속이나 유전물질로 설계된 메타 원자의 주기적
인 배열로 이루어진 물질

Ÿ

투명망토용 흡수체, 고이득 평면 렌즈, 효율적인 소형 안테나, 초민감 감지기 적용 가능

Ÿ

박막 인공자기도체 기반의 소형 웨어러블 안테나 개발
(소형이고 전자파 인체 흡수율(SAR)이 낮아 인체 표면에 효율적으로 장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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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도파관과 캐비티 내 전기장과 자기장의 균일 분포 생성용 영차 공진 장치 개발
(전자레인지에서 닭고기를 골고루 익힐 수 있는 기술)

2. 마이크로파 필터
Ÿ

통과 대역의 주파수는 전송하고, 차단 대역의 주파수는 감쇠시킴으로써 마이크로파 시스
템의 어떤 위치에서 주파수 반응을 제어하는데 사용되는 필터

Ÿ

메타물질을 이용한 초소형, 다기능, 저전력 손실의 장점을 갖는 마이크로파 필터 개발

Ÿ

저지특성이 우수한 초광대역 차단 대역을 가지는 서브 파장 초광대역 저지 여파기 개발
(메타물질인 오른손 및 왼손 전파현상을 결합한 전송 선로(CRLH)의 0차 공진모드를 이
용하여 공진기 전체에 동위상을 가지게 하여 여파기의 크기를 소형화)

Ÿ

초소형 메타물질 구조와 스터브를 이용한 통과특성과 차단특성이 향상된 초광대역 대역
통과 여파기 개발

3. 안테나 연구
Ÿ

다이버시티 안테나, 빔포밍 안테나, B4G/5G 안테나 연구 (전자파 빔 조정)

Ÿ

저주파(6GHz 이하)에서의 IoT(사물인터넷)용 5G 대량 다중 안테나 시스템(Massive
MIMO) 개발

Ÿ

5G와 LTE-A 겸용 기판 집적 도파관 빔포밍 배열 안테나 기판 개발

4. 무선 전력 전송
Ÿ

메타재질구조를 이용하여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 초소형, 광대역, 저전력 손실의 마
이크로파 필터 (Microwave Filters)
개발

• 메타물질을 이용한 평평한 초소형

개발 관련

안테나 (Flat and Compact Antennas)

시제품 사진

개발

•

초소형,

저전력

빔포밍

안테나

(Compact and Low-Loss Beamforming
Antennas) 개발
• 25m 이내 측방의 물체 감지 가능
한 민수 및 군용 차량 레이더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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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통신 밀리미터파 배열 안테나
(mm-Wave Array Antennas for 5G
communication) 개발

• 메타물질을 이용한 무선 전력 전
송 시스템의 성능 개선 시험

순번

출원번호

출원일

발명의 명칭

1

10-2010-0003517

2010-01-14

듀얼리티(Duality) CRLH형 메타재질구조 서브 파장

저지특성이 우수한 초광대역 차단 대역을 가지는
초광대역 저지 여파기
2

10-2016-0105905

2016-08-22

박막 인공자기도체 기반의 소형 웨어러블 안테나
초소형 메타재질구조와 스터브를 이용한

3

10-2007-0097825

2007-09-28

특허 및 노하우

통과특성과 차단특성이 향상된 초광대역 대역통과
여파기

4

10-2017-0181489

2017-12-27

5

10-2015-0191260

2015-12-31

5G와 LTE 공존을 위한 기판 집적 도파관 빔포밍
배열 안테나 기반의 하이브리드 안테나
도파관과 캐비티 내 전기장과 자기장의 균일 분포
생성 영차 공진 장치 및 고지향성 누설파 도파관
안테나

6

10-2016-0013033

2016-02-02

대용량 다중화 통신을 위한 MIMO 배열 안테나

1. New Material & New Fabrication Process Substrate Beamforming Antennas for 5G and
연구 실적

millimeter-Wave Comunication
Ÿ

지원기관: Global Material Corporate

Ÿ

과제기간: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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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칩 기반 5G 이동통신 시스템을 위한 소형 광대역 빔조향 안테나(Small-Sized Wide-band
Beam-steering Antennas for 5G Mobile Comm.) 개발
Ÿ

지원기관: RF TinTin

Ÿ

과제기간: 2017.09~2018.12

3. 2.4 GHz대역의 SWIT 메타구조 스마트 배열 안테나(Metamaterial-Structured Smart Array
Antenna) 개발
Ÿ

지원기관: 전자부품연구원(Korean Electronic Technology Institute)

Ÿ

과제기간: 2018.08~2018.11

4. Glass integrated thin antennas for 5G beamforming with low loss
Ÿ

지원기관: Global Material Corporate

Ÿ

과제기간: 2018.04~2018.12

5. 5G 이동통신기기(mm-Wave Beamforming) Devices)의 전자파 인체 노출 환경 예측 분석
연구
Ÿ

지원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전파연구원(Ministry of Sci & ICT-Radio Research
Agency

Ÿ

과제기간: 2018.03~2018.11

논문 100편 이상/ 특허 30건 이상

1. "How to Improve Isolation and Electrical Characteristics of Two RFID Tag Antennas,
When They Are Located By An Extremely Small Gap", 전기학회논문지, 제68권(집), 제2호,
pp. 334-341, 2019.02.
2. “Tunable

Control

of

Mie

Resonances

Based

on

Hybrid

VO2

and

Dielectric

Metamaterial,” Symmetry, 제10권(집), 제10호, pp. 423, 2018.09.
3. "A thin and short VHF wideband filter using CPW CRLH transmission‐line," Int J RF
Microw Comput Aided Eng, 제28권(집), 제9호, 2018.11.
4. "Wideband 5G beamforming printed array clutched by LTE-A 4 × 4-multiple-input–
multiple-output antennas with high isolation," IET Microwaves, Antennas & Propagation,
제12권(집), 제8호, pp. 1407-1413, 2018.
논문

5. "A Thin AMC-Combined Loop Antenna Applicable to Wearable Devices," International
Journal of Microwave and Optical Technology (IJMOT), 제13권(집), 제2호, pp. 112-116,
2018.03.
6. "A 90o-Bent Spur-Line Combined CRLH ZOR Bandpass Filter for the Channel of the
UWB Communication System," Journal of Electrical Engineering & Technology, 제13권
(집), 제2호, pp. 928-935, 2018.03.
7. "High-directivity microstrip antenna with Mandelbrot fractal boundary," IET Microwaves,
Antennas & Propagation, 제12권(집), 제4호, pp. 569-575, 2018.03.28.
8. "Formulation of the Green’s Functions for Coplanar Waveguide Microwave Devices as
Genetic

Algorithm-Based

Complex

Images,"

Journal

Technology, 제12권(집), 제4호, pp. 1600-1604, 20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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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Electrical

Engineering

&

• 무선통신용 전자파 부품의 주파수
특성 측정용 회로망 분석기

보유 장비

• 무선통신용 안테나의 전자파 방사
의 공간분포와 크기를 측정하는 전
자파 무반사실

홈페이지

https://sites.google.com/site/miemiincheonnational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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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준 교수님 연구실 ⬗

Wireless Systems Laboratory
인천대학교 교수 (2016-현재)
성명

Apple 무선시스템 연구원

정해준

책임교수

(2014-2016)
주요

박사 Georgia Institute of

학력

Technology (2014)

경력

석사 Georgia Institute of

정보기술대학

소속

Technology (2010)

정보통신공학과

학사 연세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2008)

1. 이동 통신 분야(5G, 채널 모델링, MIMO, UWB)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산학협력

2. IoT 환경에서의 센서 네트워크 설계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희망분야

3. LBS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4. 무선 전력 전송, RF 안테나(무선 충전 시스템)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대표연구
분야

1. 통계적 신호 처리 및 통신
2. 협력통신의 cross-layer 최적화

대표기술 개요
및 개발현황

Ÿ

스몰 셀 기지국 클러스터의 건설 위치를 선택하여 최적의 무선 백홀망 설계 장치 개발

Ÿ

밀리미터파 대역에서 디바이스 간 통신 경로 선택하는 장치 개발

Ÿ

이동 통신 회사의 설비투자비용과 영업비용 감소시키는 최적의 무선 백홀망 설계 장치
개발

3. Massive multiple-input-multiple-output (massive MIMO)
Ÿ

다중 입출력이 가능한 안테나 시스템의 개발

Ÿ

기존 무선랜과 비교하여 안테나 기술만으로 전송속도와 통신거리를 획기적으로 향상

4.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라디오를 이용한 무선 통신 시스템의 구현 및 실험
5. IoT 환경에서의 센서 네트워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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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전력 및 정보 전송을 위한
antenna prototype

• EM Simulation
개발 관련

(Array with 480 patch antennas)

시제품 사진

• Software defined radio (SDR)
기반 테스트베드

순번

출원번호

출원일

발명의 명칭
스몰 셀 기지국 클러스터의 건설 위치를 선택하여

1

10-2018-0011809

2018-01-31

최적의 무선 백홀망을 설계하는 장치 및 이의 동작
방법

특허 및 노하우

2

10-2017-0133198

2017-10-13

밀리미터파 대역에서 디바이스 간 통신 경로를
선택하는 장치 및 이의 동작 방법
이동 통신 회사의 설비투자비용과 영업비용을

3

10-2017-0095392

2017-07-27

감소시킬 수 있는 최적의 무선 백홀망 설계 장치
및 이의 동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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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선 전력전송을 위한 3차원 빔포밍기술 기반의 에너지 핫스팟 연구

연구 실적

Ÿ

지원기관: 교육부

Ÿ

과제기간: 2016.11.01 ~ 2019.10.31

2. 선택적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을 위한 자기공명 기반의 빔형성 기술에 대한 연구
Ÿ

지원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Ÿ

과제기간: 2019.06.01 ~ 2022.02.28

논문 19편 / 특허 3건
1. “Secrecy Rate Analysis of Open-Loop Analog Collaborative Beamforming under Position
Estimation Error of Virtual Antenna Array”, IEEE Wireless Communications Letters, 2019.
2. Secrecy Performance Analysis of Analog Cooperative Beamforming in Three-Dimensional
Gaussian Distributed Wireless Sensor Networks, IEEE TRANSACTIONS ON WIRELESS
COMMUNICATIONS, 제18권(집), 제3호, PP. 1860~1873, 2019.03.01.
3. “Energy-Efficient

Path

Selection

Using

SNR

Correlation

for

Wireless

Multi-Hop

Cooperative Communications”, Energies, 2018.11.
4. Comments

on

Spherically-Bound

"A

Stochastic

Random

Mathematical

Arrays",

IEEE

Framework

for

the

TRANSACTIONS

ON

ANTENNAS

Analysis

of
AND

PROPAGATION, 제66권(집), 제10호, pp. 5666-5667, 2018.10.01
5. “Secrecy Rate of Analog Collaborative Beamforming with Virtual Antenna Array
Following Spatial Random Distributions”, IEEE Wireless Communications Letters, 제7권
(집), 제4호, pp.626-629, 2018.10
6. “Performance Analysis of Millimeter-Wave Multi-hop Machine-to-Machine Networks
Based on Hop Distance Statistics,” Sensors, 제18권(집), 제1호, 2018.01.
7. “Analog

Cooperative

Beamforming

with

Spherically-Bound

Random

Arrays

for

Physical-Layer Secure Communications”, IEEE Wireless Communications Letters, 제22권
(집), 제3호, pp. 546-549, 2017.12.
논문

8. “Coverage Probability and Area Spectral Efficiency of Clustered Linear Unmanned
Vehicle Sensor Networks,” Sensors, 제17권(집), 제11호, 2017.11.05.
9. “Analysis of link asymmetry in virtual multiple-input-single-output (VMISO) systems,” Ad
Hoc Networks, 제63권(집), PP. 20~29, 2017.08.01.
10. “Capacity and Fairness of Quality-Based Channel State Feedback Scheme for Wireless
Multicast Systems in Non-Identical Fading Channels“, IEEE Wireless Communications
Letters, 제6권(집), 제4호, PP.446~449, 2017.05.08.
11. “Performance Analysis of Three-Dimensional Clustered Device-to-Device Networks for
Internet of Things“, WIRELESS COMMUNICATIONS & MOBILE COMPUTING, 제2017권
(집), 2017.11.13.
12. “Outage Analysis of Multihop Wireless Backhaul Using Millimeter Wave under Blockage
Effects“, International Journal of Antennas and Propagation, 제2007권(집), 2017.02.21.
13. “Connectivity Analysis of Millimeter-Wave Device-to-Device Networks with Blockage“,
International Journal of Antennas and Propagation, 제2016권(집), 2016.10.17.
14. “Outage Analysis of Millimeter-Wave Wireless Backhaul in the Presence of Blockage”,
IEEE Wireless Communications Letters, 제20권(집), 제11호, pp. 2268-2271, 2016.11.
15. “On Cooperative Transmission Range Extension in Multi-hop Wireless Ad-hoc Networks:
A Review,” Ad Hoc Networks, 2015.06.
16. “Characterization

of

Path-Loss

Disparity

in

Virtual

Multiple-Input-Single-Output

Links,” International Journal of Antennas and Propagation, 2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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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Multi-Packet Opportunistic Large Array Transmission on Strip-Shaped Cooperative
Routes or Networks", IEEE TRANSACTIONS ON WIRELESS COMMUNICATIONS, 제13권
(집), 제1호, pp. 144-158, 2014.01.
18. “Multi-Packet Interference in Opportunistic Large Array Broadcasts over Disk Networks,"
IEEE

TRANSACTIONS

ON

WIRELESS

COMMUNICATIONS,

5631-5645, 2013.11.

홈페이지

https://sites.google.com/site/haejoon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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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권(집),

제11호,

pp.

3.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 전경구 교수님 연구실 ⬗

전경구 교수님 연구실
인천대학교 교수 (2004-현재)
성명

전경구

박사 Purdue Univ. 컴퓨터공학
주요

책임교수

학력
소속

정보기술대학

경력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2001)
석사 Purdue Univ. 컴퓨터공학
(1998)
학사 서강대학교 전자계산학 (1996)

1. 딥러닝을 이용하는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자동 문자 인식) 분야 산학협력 공
산학협력

동연구 및 기술이전 (주차 통제 시스템, 자동차 번호판, 카드 정보, 보험 정보 인식 프로그

희망분야

램, 이미지 내 텍스트 인식 등)
2. 저사양 하드웨어에서 OCR 수행 기술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대표연구
분야

1. 딥러닝 이용한 OCR(자동 문자 인식) 기술 및 딥러닝에 필요한 GPU 하드웨어를 저사양
하드웨어에서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연구 및 상용화
2. 차량 번호판 인식 기술
대표기술 개요
및 개발현황

Ÿ

영상 처리 기술을 사용하여 차량 번호를 인식하나, 번호판이 바뀌거나 그 유형이 바뀌면
알고리즘을 재작업 해야하는 기존의 문제점 개선

Ÿ

학습 자료만 넣어주면 알고리즘 재작업할 필요없이 자동으로 차량 번호판 인식이 가능
한 딥러닝을 이용한 차량 번호판 인식 기술 개발

Ÿ

딥러닝할 경우, 고성능 GPU가 요구되나, 저사양 하드웨어에서 구동할 수 있게 하는 기
술 개발

- 153 -

3. 해외 보험의 대행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4. 명함, 카드 이미지 내에서 텍스트 정보 인식할 수 있는 기술
Ÿ

어플리케이션 적용

5. 다수의 카메라를 이용한 고해상도 360도 동영상 생성 기술

• 다수의 카메라를 이용하나, 연산량
을 감소하고 전송 데이터를 반감하
여 실시간으로 고해상도 360도 파노
라마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 동영상
생성 시스템 개발

개발 관련
시제품 사진

• 번호판 위치, 크기 및 조명 상태에
상관없이 도로 주행 영상에서 자동
차 번호판의 검출율과 검출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자동차 번호판 검
출 방법 연구

순번

출원번호

출원일

1

10-2016-0171616

2016-12-15

2

10-2017-0015476

2017-02-03

특허 및 노하우

발명의 명칭
다수의 카메라를 이용한 고해상도 360도 동영상
생성 시스템
자동차 번호판 검출 방법 및 장치

1. Modeling and Performance Analysis for Cell Access and Handoff Schemes in Two Tier
논문

Cellular Networks, MATHEMATICAL PROBLEMS IN ENGINEERING, 2014.11.24.
2. 스마트폰 가속도계를 이용한 점프동작 자동인식 촬영, 정보과학회논문지, 제41권(집),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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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PP.633~641, 2014.09.01.
3. Random Sample Consensus(RANSAC) 기반 자동 바둑 기보 시스템, 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제17권(집), 제7호, PP.829~837, 2014.07.01.
4. 조도 변화와 바둑돌 미세위치변화를 고려한 CHT 기반의 자동 바둑 기보 시스템, 정보과학
회논문지: 소프트웨어 및 응용, 제41권(집), 제6호, PP.448~455, 2014.06.01.
5. 원형 Hough 변환 및 후처리기법을 이용한 동전 자동 계산 시스템, 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제17권(집), 제4호, PP.413~419, 2014.04.30.

홈페이지

http://www.incheon.ac.kr/prof/main.jsp?prof=2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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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길 교수님 연구실 ⬗

Embedded Image Signal Processing (EISP)
인천대학교 교수 (2012-현재)
중국 사천대학 방문교수 (2018-2019)
성명

이태리 밀라노대학 겸임교수

전광길

(2015-2016, 2019-2020)
프랑스 고등사범학교(ENS-Cachan)
주요

책임교수

방문교수 (2014-2015)
일본 니이가타대학 조교수

학력
경력

소속

(2011-2012)
캐나다 오타와대학 박사후과정

정보기술대학

(2009-2011)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한양대학교 전자공학 박사 (2008)
한양대학교 전자공학 석사 (2005)
한양대학교 전자공학 학사 (2003)

구 성 원

직 책

인원

성 명 (담당분야)

박사 후 연구원

1

왕진 (컬러 영상, TV화질 개선)

석 사

1

장영채 (컬러 영상, 딥러닝)

1. CCTV, 적외선 및 초고속 카메라 등 감시 분야에 있어 영상 확대/축소 기술 및 화질 개선
기술
산학협력

2. 컬러 TV, 전광판 디스플레이 분야 영상 화질 개선

희망분야

3. 컬러를 이용한 방송 송수신 및 기상 예보, 워터마킹을 통한 정보보호 기술
4. 비디오 압축 표준 기술
기업과의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희망 (CCTV, 카메라, TV 등 디스플레이 적용)

대표연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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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메라를 이용한 감시분야
Ÿ

가시광선, 적외선, 초고속 카메라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영상은 서로 다른 크기를 가지고
노이즈에 대한 강인도가 다르다. 이를 고려한 영상 화질 개선 기술이 요구된다.

Ÿ

매트랩으로 구현, 시현이 가능하다.

2. 컬러TV 및 디스플레이 화질 개선 기술

대표기술 개요
및 개발현황

Ÿ

서로 다른 해상도의 디스플레이 상에서 적합한 컨텐츠를 제공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Ÿ

매트랩으로 구현, 시현이 가능하다.

3. 방송 송수신 및 정보 기술
Ÿ

방송 송수신 분야 기술 및 저작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워터마킹 기술이다

Ÿ

매트랩으로 구현, 시현이 가능하다.

4. 비디오 압축 표준 기술
Ÿ

영상 및 비디오는 압축이 없이는 저장/전송이 불가하다. 압축률은 영상의 경우 97%, 비
디오는 그 이상의 압축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소의 정보 손실로 최대의 압축률
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Ÿ

매트랩으로 구현, 시현이 가능하다.

• 고해상도 영상을 위한 잡음 제거를
통한 화질 개선 장치 및 그 방법
• 특허기술을 적용하여 노이즈 제거

개발 관련
시제품 사진

• 이미지 처리 방법
(블로킹 오류 제거 기술)
• 특허를 적용할 때 블록 현상이 해결
된 영상
→

• 베이어 패턴 컬러 필터 어레이 디모
자이킹을 위한 다방향 가중 보간 방법
• 오렌지색, 보라색 등의 컬러 오류를
특허기술을 이용하여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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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의 대비(contrast) 강화 방법 및
장치
• 특허기술을 통해 디스플레이상의 영
상 대조비를 개선하는데 기여

• 디인터레이싱 방법 및 장치
• 특허를 이용하여 디인터레이싱 오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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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플레인 기반 워터마킹 삽입 방
법 및 장치
• 본 특허를 이용하여 영상의 해적판
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있는 경우, 이
들에게 저작권을 밝힐 수 있음

• 멀티 센서 보간 장치 및 그 방법
• 사람의 눈에는 흑백을 구분하는 간
상세포, 컬러를 구분하는 세개의 원뿔
세포가 있다. 세개의 원뿔세포는 각각
적, 녹, 청을 인식한다.
• 그런데 디스플레이가 적, 녹, 청 이
외의 다양한 컬러밴드를 표현할 수 있
다면 화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특허는 이에 관한 내용임.

상기 개발 관련 시제품 사진 관련 특허
순번

등록번호

등록일

발명의 명칭

1

10-1864670

2018-05-30

2

10-1737985

2017-05-15

3

10-1907451

2018-10-05

4

10-1634652

2016-06-23

영상의 대비 강화 방법 및 장치

5

10-1661716

2016-09-28

디인터레이싱 방법 및 장치

6

10-1518664

2015-04-30

비트플레인 기반 워터마킹 삽입 방법 및 장치

7

10-1730968

2017-04-21

멀티 센서 보간 장치 및 그 방법

고해상도 영상을 위한 잡음 제거를 통한 화질 개선

특허 및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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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및 그 방법
이미지 처리 방법
베이어 패턴 컬러 필터 어레이 디모자이킹을 위한
다 방향 가중 보간 방법

연구 실적

성명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연구자등록
번호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전광길

1. 이종 디바이스를 위한
가변 영상/비디오 해상도
제어 기술 연구

인천대학교

2013.06.01

10183306

교육과학기술부/신진연구

연구책임

2016.05.31

전광길

2. 이종 디스플레이 기기를
위한 적외선 초고해상도
기법

인천대학교

2014.07.01

10183306

한-중 협력연구사업

연구책임

2016.06.30

전광길

3. 다중 스펙트럼 CFA 영상
복원을 위한 딥러닝 모델
기반 고속 디노자이킹

인천대학교

2018.06.01

36

10183306

기본연구지원사업

연구책임

2021.05.31

68,000,000

전광길

4. 8K 초고선명
텔레비전에서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해상도
제어 및 화질 개선 기술
개발

인천대학교

2015.11.01

36

10183306

기본연구지원사업

연구책임

2018.10.31

순번

논문명

게재지
(권, 쪽)

1

A robust features based
person tracker for overhead
views in industrial
environment

IEEE Internet of Things
Journal, vol. 5, no. 3,
pp. 1598-1605

2

GPU-accelerated
computation of
time-evolving
electromagnetic
backscattering field from
large dynamic sea surfaces

IEEE Trans. Industrial
Informatics (ISSN:
1551-3203)

3

GPU acceleration of
clustered DPCM for lossless
compression of
hyperspectral images

IEEE Trans. Industrial
Informatics (ISSN:
1551-3203)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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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년도연구비

36

30

39,000

24

20

15,000

30

20

59,174

게재연도
역할
(발표연도)

2018.06

교신

비고
(Impact
Factor)

(5.863)

2019

(5.430)
게재 확정 후
교신
Early Access
출판

2019

(5.430)
게재 확정 후
교신
Early Access
출판

4

Combining unmanned aerial
vehicles with
artificial-intelligence
IEEE Consumer
technology for
Electronics Magazine,
traffic-congestion
vol. 8, no. 3, pp. 81-86
recognition: electronic eyes
in the skies to spot clogged
roads

2019.04

교신

(1.434)

5

Image autoregressive
interpolation model using
GPU-parallel optimization

IEEE Trans. Industrial
Informatics, vol. 14, no.
2, pp. 426-436

2018.02

교신

(5.430)

6

Bilateral filtering and
directional differentiation for
Bayer demosaicking

IEEE Sensors Journal,
vol. 17, no. 3, pp.
726-734

2017.02

교신

(2.617)

연구 시설·장비명

초고속 카메라

규격

수량

i-SPEED LT 2GB
(일본)

용도

초고속 카메라를 통해
1

획득되는 영상의 컬러
오류 분석 목적

보유 장비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열화상 적외선

FLIR T640-IR/T

카메라

(스웨덴)

획득되는 영상의 컬러
1

오류 분석 목적
열화상 영상과 가시광선
영상이 동시 제공됨

홈페이지

다중 스펙트럼

PS/DX4-285GE

카메라

(영국)

다중 스펙트럼 영상 컬러
1

복원을 위한 원본 영상
획득

http://eisp.i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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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라. 생명과학기술대학
1. 생명공학전공
⬖ 김교범 교수님 연구실 ⬗

TISSUE ENGINEERING & STEM CELL SCIENCE Laboratory
인천대학교 교수 (2014-현재)
박사후과정 Rice Univ. &
성명

김교범

Univ. of Pittsburgh, USA,
Bioengineering (2014)
주요 박사 Univ. of Maryland at College
학력 Park, Chemical and Biomolecular

책임교수

Engineering (2010)

경력
생명과학기술대학

석사 Univ. of Maryland at College

생명공학부

Park, Chemical and Biomolecular

생명공학전공

Engineering (2010)

소속

학사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2005)

구 성 원

직 책

인원

박사 후 연구원

1

석 사

4

성 명 (담당분야)
Mani Gajendiran (BioE)
김성준(생명공학&나노바이오), 조희정(생명공학&나노바이오),
김영국(생명공학&나노바이오), 박의선(생명공학&나노바이오)

1. 줄기세포와 바이오 소재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산학협력
희망분야

(의료 및 치료, 신약, 화장품 분야 등)
2. 3D 생체이식형 뼈 및 관절 임플란트 제작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의료용 생체재료 및 인공장기 등)

대표연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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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흉터 억제 피부재생용 조직공학 기술 개발
Ÿ

피부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성장인자를 고분자 껍질로 감싸 체내
안정성을 증가시킨 후, 손상된 피부 조직 주위에 주사하는 방식

Ÿ

주사 한 번으로 상처가 아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흉터 생성을 효과적으로 억제

2. 스테로이드 약물 대체할 수 있는 흉터 없애는 상처 치료법 개발
Ÿ

흉터를 만드는 콜라젠의 과다 발현을 억제하는 단백질 성장인자와 모세혈관 생성을 도
와주는 또 다른 단백질 성장인자를 전달체로 감싼 뒤 얇은 막 위에 코팅

Ÿ
대표기술 개요
및 개발현황

코팅 형태의 패치를 상처 부위에 붙이면 두 단백질 성장인자가 피부나 세포에 효과적으
로 전달되어 흉터가 생기지 않음을 쥐를 통한 실험으로 효과 검증

Ÿ

외과수술 환자들에게 유용

3. 갈륨, 인듐 기반의 액체 금속 활용한 조직공학 플랫폼 기반 기술 개발
Ÿ

액체 금속의 이온성 용출물이 인간의 신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정
량적으로 분석

Ÿ

액체 금속의 생체조직 친화도 분석 통해 인체 부착, 삽입형 소자 개발에 영향

4. 뼈, 피부 재생 향상 신기술 개발
Ÿ

생체 내 음이온 물질(헤파린)의 도움을 받아 양이온인 단백질, 성장인자와 고분자 물질
이 스스로 합성하도록 단백질 막의 일종인 껍데기 만드는 기술

Ÿ

전달체는 전달하고자 하는 약물이나 생체분자를 껍질의 형태로 보호하며 오랜 기간 세
포내 혹은 체내에 머물며 서서히 방출해 조직 재생 치료에 도움

• 줄기세포와 바이오 소재의 상호작
용 연구
• 다양한 표적 조직 재생을 위한 줄
기세포 치료
• 생체 내 환경에서 이식된 줄기세
포 집단과 숙주 조직 사이의 상호
작용에 대한 조사
• 촉진된 줄기세포 분화를 위한 전
구 세포 및 공동 배양 기술
개발 관련
시제품 사진

• 연골 치료를 위한 성장인자 전달
연구
• 치료 성장 인자 전달을 위한 고분
자 복합체의 개발
• 이식 가능한 하이드로 겔을 이용
한 연골 조직 재생
• 흉터 없애는 상처 치료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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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 뼈 임플란트 제작
• stereolithograpy를 이용한 줄기
세포의 생체 고분자 스캐폴드 개발
• 3D 바이오 프린팅 플랫폼 개발

특허 및 노하우

순번

출원번호

출원일

1

10-2018-0090273

2

10-2018-0094582

발명의 명칭
암치료용 액체금속 및 이를 이용한 암치료방법

2018-08-13

렉틴이 결합된 나노입자를 이용한 암 진단 방법

1. 세포 및 성장인자 복합전달용 다기능성 하이드로젤 기반의 연골재생용 조직공학 제제 개
발
Ÿ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Ÿ

과제기간: 2017.04.01 ~ 2020.02.28.

2. 렉틴-야누스 나노입자를 활용한 췌장암세포 분비 엑소좀의 검출 및 분리 기술 개발
연구 실적

Ÿ

지원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Ÿ

과제기간: 2017.10.01 ~ 2019.06.30.

3. 관절조직 재생을 위한 줄기세포/관절세포 사이의 양방향 엑소좀 신호전달 기작
Ÿ

지원기관: 한국과학창의재단

Ÿ

과제기간: 2019.06.01 ~ 2019.12.31.

논문 45편 이상 / 특허 8건
1. “In Vitro Controlled Release of Tuberculosis Drugs by Amphiphilic Branched Copolymer
Nanoparticles”, Journal of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 2019
2. “Coacervate-mediated
논문

Exogenous

Growth

Factor

Delivery

for

Facilitated

Skin

Multifunctional

Gold

Regeneration”, Acta Biomaterialia, 2019
3. “Green

Synthesis

of

PEG-Carboxylate

Polymer

Back-Bonded

Nanoconjugates for Breast Cancer Trea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Nanomedicine, 제
14권(집), pp.819-834, 2019
4. “Synthesis and Functionalization of Beta-Glucan Particles for the Effective Delivery of

- 164 -

Doxorubicin Molecules”, ACS Omega, 제4권(집), 제1호, pp. 668-674, 2019
5. “Quantification of unknown nanoscale biomolecules using the average-weight-difference
method”, Applied Sciences, 제9권(집), 제1호, 130, 2019
6. “Chemoresistance of Cancer Cells: Requirements of Tumor Microenvironment-mimicking
In Vitro Models in Anti-Cancer Drug Development”, Theranostics, 제8권(집), 제19호, pp.
5259-5275, 2018.
7. “Enhanced Skull Bone Regeneration by Sustained Release of BMP-2 in Interpenetrating
Composite Hydrogels”, Biomacromolecules, 제19권(집), 제11호, pp. 4239-4349, 2018.
8. “Applications of Oxygen-carrying Micro/Nanobubbles: A Potential Approach to Enhance
Photodynamic Therapy and Photoacoustic Imaging”, Molecules, 제23권(집), 제9호, 2210,
2018.
9. “Development of 5-Fluorouracil Loaded Folate-Thioglycolate-Gold Nanoconjugates via
Citric Acid-PEG Branched Polymer Stabilization: Anticancer Activity”, Biomacromolecules,
제19권(집), 제8호, pp. 3257–3267, 2018
10. “Engineered

Co-culture

Strategies

using

Stem

Cells

for

Facilitated

Chondrogenic

Differentiation and Cartilage Repair”, Biotechnology and Bioprocess Engineering, 제23권
(집), 제3호, pp. 261-270, 2018.
11. “Cytotoxicity of Gallium-Indium Liquid Metal in Aqueous Environment”,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제10권(집), 448-17454, 2018.
12. “Bone Tissue Engineering Strategies in Co-Delivery of Bone Morphogenetic Protein-2
and Biochemical Signaling Factors”, In: Chun H., Park C., Kwon I., Khang G. (eds)
Cutting-Edge

Enabling

Technologies

for

Regenerative

Medicine.

Advances

in

Experimental Medicine and Biology, 제1078권(집), Springer, Singapore, pp. 233-244,
2018.
13. “Tissue Engineering and Regenerative Medicine 2017: A Year in Review” Tissue
Engineering Part B, 제24권(집), 제5호, pp. 327-344, 2018
14. “The Effect of Bovine Serum Types on Chondrogenic Differentiation of Human
Adipose-Derived Stem Cells”, Biomaterials Research, 제22권(집), 제1호, 6, 2018.
15. “Bone Morphogenetic Protein-2 Associated Multiple Growth Factor Delivery for Bone
Tissue Regeneration”, Journal of Pharmaceutical Investigation, 제48권(집), pp. 187-197,
2018.
16. “Study of Anti-Microbial Activity of Silver Nanoparticle Encapsulated in pNIPAM based
Nanogels”, International Journal of Nanomedicine, 제13권(집), pp.235-249, 2018.
17.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of Biocompatible Zinc Oxide Nanorod Doped-Titanium
Dioxide Nanosheet”, Journal of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 제51권(집), pp.
387-395, 2018.
18. “Recent

Developments

in

Thiolated

Polymeric

Hydrogels

for

Tissue

Engineering

Applications”, Tissue Engineering Part B, 제24권(집), 제1호, pp. 66-74, 2018
19. “Multiple

Growth

Factor

Delivery

for

Skin

Tissue

Engineering

Applications”,

Biotechnology and Bioprocess Engineering, 제22권(집), pp.659-670, 2017.
20. “Water

Soluble

Self-Aggregates

Induced

Green

Emission

of

Biocompatible

Citric

Acid-PEG Hyper Branched Polymer”, Scientific Reports, 제7권(집), 제1호, 16418, 2017.
21. “Transcriptome response of the Pacific oyster, Crassostrea gigas susceptible to thermal
stress: A comparison with the response of tolerant oyster”, Molecular & Cellular
Toxicology, 제13권(집), pp. 105-113, 2017.
22. “Conductive Biomaterials for Tissue Engineering Applications”, Journal of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 제51권(집), pp. 12-26, 2017.
23. “Caffeine Loaded Gold Nanoparticles Conjugated with PLA-PEG-PLA Copolymer for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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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tro Cytotoxicity and Anti-Inflammatory Activity”, Journal of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 제51권(집), pp. 113-121, 2017.
24. “Dual Growth Factors Delivery with Coacervate-Coated Poly (Lactic-co-Glycolic Acid)
Nanofiber for Mouse Skin Flap Survival”, Biomaterials, 제124권(집), pp. 66-77, 2017.
25. “Controlled retention of BMP-2-derived peptide on nanofibers based on mussel-inspired
adhesion for bone formation”, Tissue Engineering Part A, 제23권(집), 제7-8호, pp.
323-334, 2017.

1. RT-PCR (Applied Biosystem)

2. Fluorescence Microscope (Nikon Ti-E)

• 유전자 발현 정량적 검증

• 형광표지자를 활용한 세포 및 샘플의 이미징

보유 장비

홈페이지

3. Rotor-Vap

• 고분자 물질 건조

4. Microwave Synthesizer (Biotage)

• 고분자 물질 합성

http://kkim2014.wix.com/tissueengi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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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민 교수님 연구실 ⬗

Polymeric Biomaterials Laboratory
인천대학교 교수 (2015-현재)
성명

박사후과정 The Johns Hopkins

박경민

University, USA (2012-2015)

주요
책임교수
생명과학기술대학
소속

생명공학부
생명공학전공

직 책

인원

박 사

1

석 사

3

학력

박사 아주대학교 분자과학기술

경력

(2012)
석사 아주대학교 응용공학 (2008)
학사 아주대학교 응용화학 (2006)
성 명 (담당분야)

강전일(나노생명공학)

구 성 원
이소희(나노생명공학), 이동신(나노생명공학),
안정아(나노생명공학)

1. 산소 방출 하이드로젤 관련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산학협력
희망분야

(마스크팩, 화장품, 약물 전달 시스템, 상처 치료제 등)
2. 조직 접합 소재 및 인공 조직체 제작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의료기기, 상처 치료제, 약물스크리닝, 오가노이드(인공 장기) 등)

대표연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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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소 방출 하이드로젤 소재 연구
Ÿ

용액에 자극을 주어 상처 치료 및 피부의 콜라겐 합성 기능 갖는 하이드로젤로 변화시
키는 기술 연구

Ÿ
대표기술 개요
및 개발현황

조직 재생 및 항균 효과 있는 치료제, 약물 전달 시스템, 화장품 소재로 사용

2. 젤라틴 외 다양한 고분자 및 조직 접착 소재 연구
3. 산소 발생 기반의 하이드로젤 외의 생체 소재 표면을 변화시키는 기술
Ÿ

조직 집합체를 이용한 약물 스크리닝, 오가노이드(인공 장기) 적용

4. 하나의 가교 방법으로 2가지 고분자를 상호 침투시키는 방식을 적용하여 하이드로젤 만드
는 기술 연구
Ÿ

근육 생기는 종양 세포 감지 및 다양한 농도에서 약물의 저항성 평가

Ÿ

조직 재생 또는 필러 각각의 약물 전달체에 활용

• 인 시튜 가교 하이드로젤 개발

개발 관련

• 약물 전달체, 조직 재생 단백질,

시제품 사진

필러(보형물) 등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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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상이 발생한 경우, 하이드로젤을
적용하는 실험

• 생체주입형 산소 방출 하이드로젤
연구
• 과산화칼슘을 이용하여 화학적 합
성 없이 간단하고 신속하게 생체주
입형 산소 방출 하이드로젤 제작

• 과산화칼슘을 이용한 서방형 산소
방출형 in situ 가교 하이드로젤의
제조 방법 연구

• 산소 방출 표면 개질 실험
• 생체 적합한 표면 처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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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출원번호

출원일

발명의 명칭
Interpenetrating polymer networks hydrogels for

1

10-2019-0017113

2019-02-14

3 dimensional cell culture and manufacturing
method thereof

2

10-2017-0175152

2017-12-19

생체주입형 산소 방출 하이드로젤의 제조 방법 및
이의 생의학적 용도

특허 및 노하우

과산화 칼슘을 이용한 서방형 산소 방출형 in situ
3

10-2018-0151152

2018-11-29

가교 하이드로젤의 제조방법 및 이의 생의학적
용도

4

10-2016-0040153

2016-04-01

감마-사이클로덱스트린을 함유한 생체주입형
조직접착성 하이드로젤 및 이의 생의학적 용도

1. 복합기능성 카디오도관이 탑재된 심장기능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Ÿ

지원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Ÿ

과제기간: 2015.06.01 ~ 2020.05.31.

2. 기능성 고분자 하이드로젤과 하이폭시아/활성산소 유도 배양 기술을 이용한 종양-혈관
모델의 개발
Ÿ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NRF)

Ÿ

과제기간: 2015.11.01 ~ 2018.10.31.

3. 3D 프린팅 패치 생체적합성 신소재 원천기술 개발
연구 실적

Ÿ

지원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Ÿ

과제기간: 2018.04.01 ~ 2022.12.31.

4. 과산화칼슘매개 효소 고정화 기술을 활용한 산소 방출 고분자 하이드로젤 제조 기술
개발
Ÿ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NRF)

Ÿ

과제기간: 2019.06.01 ~ 2022.02.28.

논문 68편 / 특허 18건

1. Human hair keratin-based hydrogels as dynamic matrices for facilitating wound healing,
Journal of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 제73권(집), pp. 142-151, 2019.
2. Interpenetrating polymer network hydrogels of gelatin and poly(ethylene glycol) as an
engineered 3D tumor microenvironment, Macromolecular Research, 제27권(집), 제2호,
pp. 205-211, 2019. (Highlighted on the journal cover)
3. Oxygen-generating alginate hydrogels as a bioactive acellular matrix for facilitating
논문

wound healing, Journal of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 제69권(집), pp.
397-404, 2019.
4. Hyperbaric oxygen-generating hydrogels, Biomaterials, 제182권(집), pp. 234-244, 2018.
5. In situ cross-linkable hydrogels as a dynamic matrix for tissue regenerative medicine,
Journal of tissue engineering and regenerative medicine, 제15권(집), 제5호, pp. 547-557,
2018.
6. Hydrogen peroxide-releasing hydrogels for enhanced endothelial cell activities and
neovascularization,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제10권(집), 제21호,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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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72-18379, 2018.
7. Catechol-rich gelatin hydrogels in situ hybridizations with silver nanoparticle for
enhanced antibacterial activity, Materials Science & Engineering C, 제92권(집), pp.
52-60, 2018.
8. Tissue

engineering

and

regenerative

medicine

2017:

a

year

in

review,

Tissue

Engineering Part B Reviews, 제24권(집), pp. 327-344, 2018.
9. Oxygen-dependent generation of a graded polydopamine coating on nanofibrous
materials for controlling stem cell functions,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B, 제5권(집),
pp. 8865-8878, 2017.
10. Graded functionalization of biomaterial surfaces using mussel-inspired adhesive coating
of

polydopamine,

COLLOIDS

AND

SURFACES

B-BIOINTERFACES,

제159권(집),

PP.

546~556, 2017.10.01.
11. Multi-layered nanogels with MMP-sheddable PEG masks: Preparation and promotion of
tumor cell uptake by controlling surface characteristics, COLLOIDS AND SURFACES
B-BIOINTERFACES, 제156호, PP. 71~78, 2017.08.01.
12. O-2-controllable hydrogels for studying cellular responses to hypoxic gradients in three
dimensions in vitro and in vivo, Nature Protocols, 제12권(집), 제8호, PP. 1620~1638,
2017.07.20.
13. Tyrosinase-mediated surface co-immobilization of heparin and silver nanoparticles for
antithrombotic

and

antimicrobial

activities,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2017.06.21.
14. Bioinspired

hydrogels

to

engineer

cancer

microenvironments,

Annual

Review

of

Biomedical Engineering, 제19호, PP. 109~133, 2017.06.01.
15. In Situ Forming and H2O2‐Releasing Hydrogels for Treatment of Drug-Resistant
Bacterial

Infections,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제9권(집),

제20호,

16891~16900, 2017.05.24.

보유 장비

Chemical Fume Hood /
Biosafety Cabinet Class II
홈페이지

Rheometer

https://parklabinu.wixsite.com/pb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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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ygen sensor

PP.

⬖ 서명지 교수님 연구실 ⬗

Microbial Biotechnology Laboratory (미생물 생명공학 실험실)
인천대학교 교수 (2013-현재)
성명

서명지

한국식품연구원 선임연구원 (2011-2013)
주요

책임교수

학력
생명과학기술대학
소속

직 책

경력

Brown Univ. Postdoc (2008-2011)
박사 연세대학교 생명공학 (2001-2006)

생명공학부

석사 연세대학교 생명공학 (1999-2001)

생명공학전공

학사 연세대학교 생명공학 (1995-1999)

인원

성 명 (담당분야)
이현진: 발효식품 미생물인 Bacillus 유래 항당뇨 기능성 1-데옥시노
지리마이신 생합성 연구

박 사

3

구 성 원

김미방: 발효식품 유산균인 Lactobacillus 유래 항산화 기능성 C30
카로티노이드 생합성 연구
조의상: 천일염 고균인 Haloferax 유래 항산화 기능성 C50 카로티
노이드 생합성 연구

석 사

1

천정혜: Bacillus 유래 1-데옥시노지리마이신 생합성 연구를 통한 기
능성 발효식품 소재 개발

1. 발효식품 및 식품 원부재료 유래 미생물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산학협력
희망분야

2. 기능성 유산균의 발굴을 통한 프로바이오틱스 및 파마바이오틱스 개발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3. 기능성 식품소재(항산화 및 항당뇨 등) 개발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대표연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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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 미생물 분야
Ÿ

발효식품 유래 기능성 Bacillus 및 Lactobacillus 등 유산균 다량 확보

Ÿ

발효식품 원부재료 유래 Haloferax 등 신규 극호염성 고균 다량 확보

2. 유용 유전자원 발굴 분야
Ÿ

전장 유전체 기반 Bacillus 유래 1-데옥시노지리마이신 생합성 유전자원 발굴

Ÿ

Lactobacillus 및 Haloferax 유래 C30 및 C50 카로티노이드 생합성 유전자원 발굴

3. 항당뇨 기능성 식품소재 개발
대표기술 개요
및 개발현황

Ÿ

1-데옥시노지리마이신 생합성 Bacillus 균주를 활용한 항당뇨 기능성 발효식품 개발

Ÿ

Bacillus velezensis 균주를 활용한 생물막 형성 억제 및 충치 예방 기능성 소재 개발

4. 항산화 기능성 식품소재 개발
Ÿ

C30 카로티노이드(4,4-다이오포뉴로스포린) 생합성 Lactobacillus plantarum 균주를 활
용한 항산화 기능성 발효식품 개발

Ÿ

4,4-다이오포뉴로스포린 생합성 유산균을 활용한 항암 파마바이오틱스 개발

Ÿ

발효식품 유래 GABA 생합성 유산균 발굴 및 이를 활용한 항산화 소재 개발

Ÿ

C50 카로티노이드(박테리오루베린) 생합성 Haloferax 균주를 활용한 항산화 기능성 발
효식품 개발

개발 관련
시제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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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및 노하우

순번

등록번호

1

출원 준비중

2

10-2019-0041542
(출원)

등록일

카로티노이드 생산 균주인 락토바실러스 펜토서스
균주 및 이를 포함하는 항산화용 조성물
충치 유발균의 생물막 형성 억제 활성을 나타내는
2019-04-09

4

10-2018-0127113
(출원)

10-1511970

바실러스 벨레젠시스 균주 및 이를 포함하는 충치
예방 약학적 조성물

(2015년 이후)
3

발명의 명칭

2018-10-24

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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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실러스 벨레젠시스를 이용한
1-데옥시노지리마이신 생산 방법
감마아미노부티르산 생산 균주 및 이를 이용한
감마아미노산부티르산의 생산 방법

1. 4.4‘-Diaponeurosporene을 생합성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활용한 항암 파마바이오틱스 개발
Ÿ

지원기관 및 기간: 한국연구재단 (2019 ~ 2022)

2. 미생물 발효비지의 제조
Ÿ

지원기관 및 기간: 태진지엔에스 (2018 ~ 2019)

3. 점토광물 유래 유용 미생물 발굴 및 특성 구명
Ÿ

지원기관 및 기간: 한국식품연구원 (2017 ~ 2019)

4. 저염 내성 극호염성 고균 유래 카로티노이드 항산화 소재 개발
Ÿ
연구 실적

지원기관 및 기간: 한국연구재단 (2017 ~ 2019)

5. 퉁퉁마디 및 이의 생물전환 산물의 유용성분 규명 및 유용 생리활성 기전 연구
Ÿ

지원기관 및 기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iPET) (2016 ~ 2017)

6. 전통 장류 유래 미생물을 통한 항당뇨 고기능성 식품소재 및 발효식품 개발
Ÿ

지원기관 및 기간: 한국연구재단 (2014 ~ 2017)

7. 북극 다산과학기지 주변 시료의 환경유전체 분석
Ÿ

지원기관 및 기간: 극지연구소 (2014 ~ 2017)

8. 전통식품 메타지놈 유래 유용 유전자원 발굴
Ÿ

지원기관 및 기간: 한국식품연구원 (2014)
논문 81편 / 특허 18건

1. Cho ES, Cha IT, Seo DH, Nam YD, Roh SW, Kim JH*, and Seo MJ* (2019) Paenibacillus

lutimineralis sp. nov., isolated from bentonite. Curr. Microbiol. In press.
2. Cha IT, Cho ES, Lee YK, Roh SW*, and Seo MJ* (2019) Paenibacillus psychroresistens sp.
nov., isolated from the soil of an Arctic glacial retreat. J. Microbiol. In press.
3. Yoo Y, Seo DH, Lee H, Cho ES, Song NE, Nam TG, Nam YD, and Seo MJ* (2019)
Inhibitory effect of Bacillus velezensis on biofilm formation by Streptococcus mutans. J.
Biotechnol. 298:57-63.
4. Cha IT, Cho ES, Choi HJ, Roh SW*, and Seo MJ* (2019) Roseovarius faecimaris sp. nov.,
isolated from a tidal flat. Int. J. Syst. Evol. Microbiol. 69(5): 1465-1471.
5. Bang SJ, Lee ES, Song EJ, Nam YD, Seo MJ, Kim HJ, Park CS, Lim MY*, and Seo DH*
(2019) Effect of raw potato starch on the gut microbiome and metabolome in mice.
Int. J. Biol. Macromol. 133:37-43.
6. Park YS, Kang J, Chung WH, Lim MY, Seo MJ, Nam YD, Yoon JH*, and Seo DH* (2019)
주요논문
(2016년 이후)

Complete genome sequence of acetate-producing Klebsiella pneumoniae L5-2 isolated
from infant feces. 3 Biotech 9(3): 84.
7. Cho ES, Cha IT, Choi HJ, Roh SW, Nam YD, Seo SM*, and Seo MJ* (2018)

Zunongwangia flava sp. nov., belonging to the family Flavobacteriaceae, isolated from
Salicornia europaea. J. Microbiol. 56(12): 868-873.
8. Lee H, Sin HH, Kim HR, Nam YD, Seo DH*, and Seo MJ* (2018) Culture optimization
strategy for 1-deoxynojirimycin-producing Bacillus methylotrophicus K26 isolated from
Korean fermented soybean paste, Doenjang. Biotechnol. Bioprocess Eng. 23(4): 424-431.
9. Cho ES, Cha IT, Roh SW, Nam YD, and Seo MJ* (2018) Haloplanus rallus sp. nov., a
halophilic archaeon isolated from crude solar salt. Int. J. Syst. Evol. Microbiol. 68(10):
3226-3231.
10. Lim HS, Seo DH, Cha IT, Lee H, Nam YD, and Seo MJ* (2018) Expression and
characterization of glutamate decarboxylase from Lactobacillus brevis HYE1 isolated
from kimchi. World J. Microbiol. Biotechnol. 34(3): 44.
11. Cha IT, Cho ES, Park JM, Yeh JY, and Seo MJ* (2017) Nioella aestuarii sp. nov., of the
family Rhodobacteraceae, isolated from tidal flat. Int. J. Syst. Evol. Microbiol. 6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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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5-5210.
12. Oh YJ, Jang JY, Lim SK, Kwon MS, Lee J, Kim NH, Shin MY, Park HK, Seo MJ, and
Choi HJ* (2017) Virgibacillus kimchii sp. nov., a halophilic bacterium isolated from

kimchi. J. Microbiol. 55(12): 933-938.
13. Cha IT, Cho ES, Yoo Y, Seok YJ, Park I, Lim HS, Park JM, Roh SW, Nam YD, Choi HJ,
Lee YK, and Seo MJ* (2017) Paenibacillus arcticus sp. nov., isolated from Arctic soil.
Int. J. Syst. Evol. Microbiol. 67(11): 4385-4389.
14. Cho ES, Cha IT, Park JM, Choi HJ, Lee JH, Roh SW, Cho EA, Kweon MH, Nam YD*,
and Seo MJ* (2017) Flavimarina flava sp. nov., isolated from Salicornia herbacea. Int. J.
Syst. Evol. Microbiol. 67(10):4240-4245.
15. Hwang JM, SeoMJ, and Yeh JY* (2017) Lawsonia intracellularis in the feces of wild
rodents and stray cats captured around equine farms. BMC Vet. Res. 13(1): 233.
16. Lim HS, Cha IT, Roh SW, Shin HH, and SeoMJ* (2017) Enhanced production of
gamma-aminobutyric acid by optimizing culture conditions of Lactobacillus brevis HYE1
isolated from kimchi, a Korean fermented food. J. Microbiol. Biotechnol. 27(3): 450-459.
17. Lim SK§, Kwon MS§, Lee J, Oh YJ, Jang JY, Lee JH, Park HW, Nam YD, SeoMJ, Roh
SW, and Choi HJ* (2017) Weissella cibaria WIKIM28 ameliorates atopic dermatitis-like
skin lesions by inducing tolerogenic dendritic cells and regulatory T cells in BALB/c
mice. Sci. Rep. 7: 40040.
18. Kim B, Lee JH, SeoMJ, Eom SH, and Kim W* (2016) Linarin down-regulated
phagocytosis, pro-inflammatory cytokine production, and activation marker expression
in RAW264.7 macrophages. Food Sci. Biotechnol. 25(5): 1437-1442.
19. Cha IT§, Park I§, Lee HW, Lee H, Park JM, Roh SW, Choi HJ, Nam YD, Lee YK, and
SeoMJ* (2016) Pseudoruegeria aestuarii sp. nov., of the family Rhodobacteraceae,
isolated from tidal flat. Int. J. Syst. Evol. Microbiol. 66(8): 3125-3131.
20. Oh YJ§, Lee HW§, Lim SK, Kwon MS, Lee J, Jang JY, Park HW, Nam YD, SeoMJ, and
Choi HJ* (2016) Gracilibacillus kimchii sp. nov., a halophilic bacterium isolated from

kimchi. J. Microbiol. 54(9): 588-593.
21. Lim SK§, Kim JY§, Song HS, Kwon MS, Lee J, Oh YJ, Nam YD, SeoMJ, Lee DG, Choi JS,
Yoon C, Sohn E, Rahman MA, Roh SW*, and Choi HJ* (2016) Genomic analysis of the
extremely halophilic archaeon Halobacterium noricense CBA1132 isolated from solar
salt that is an essential material for fermented foods. J. Microbiol. Biotechnol. 26(8):
1375-1382.
22. Song HS§, Cha IT§, Rhee JK§, Yim KJ, Kim AY, Choi JS, Baek SJ, SeoMJ, Park SJ, Nam
YD*, and Roh SW* (2016) Halostella salina gen. nov., sp. nov., an extremely halophilic
archaeon isolated from solar salt. Int. J. Syst. Evol. Microbiol. 66(7): 2740-2746.
23. Oh YJ§, Lee HW§, Lim SK, Kwon MS, Lee J, Jang JY, Lee JH, Park HW, Nam YD,
SeoMJ, Roh SW, and Choi HJ* (2016) Lentibacillus kimchii sp. nov., an extremely
halophilic bacterium isolated from Kimchi, a Korean fermented vegetable. Antonie Van
Leeuwenhoek 109(6): 869-876.
24. Park I§, Cha IT§, SeoMJ* (2016) Thalassobius litorarius sp. nov., isolated from a tidal
flat. Int. J. Syst. Evol. Microbiol. 66(4): 1666-1672.
25. Lee MH§, Lee J§, Nam YD, Lee JS, SeoMJ*, and Yi SH* (2016) Characterization of
antimicrobial lipopeptides produced by Bacillus sp. LM7 isolated from Chungkookjang,
a Korean traditional fermented soybean food. Int. J. Food Microbiol. 22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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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Clean bench (무균 조작대)

기기: Incubator (배양기)

모델명: B-CV(CLB-201)

모델명: IB-02G-2C

보유 장비

기기: HPLC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모델명: YL9100plus+ HPLC system

기기: Centrifuge (원심분리기)
모델명: LABOCENE 1580R
홈페이지

기기: Thermo cycler (PCR 머신)
모델명: BioRAD T100 Thermo cycler

기기: UB-VIS spectrophotometer
(자외 및 가시선 분광분석기)
모델명: UV1280

https://sites.google.com/site/mblabi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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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병희 교수님 연구실 ⬗

Skin Diagnostic & Therapeutic Engineering Laboratory
인천대학교 교수 (2015-현재)
성명

박사후과정 UC Santa Barbara,

황병희
주요

책임교수

Chemical Engineering (2011-2013)

학력 박사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2010)
생명과학기술대학
소속

생명공학부
생명공학전공

경력
석사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2005)
학사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2003)

직 책

인원

성 명 (담당분야)

박 사

1

류영채(RNA간섭 유전자 치료, 피부투과기술)

석 사

2

이우기(나노바이오센서) , 정순길(세포형질전환 유전자 치료)

학 사

2

방장혁(질병 유전자 치료), 이재욱(마이크로니들)

구 성 원

1. 생체분자를 이용한 치료기술 중 지혈 펩타이드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의약품)
2. 질병 진단을 위한 바이오센서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질병 진단 및 키트)
산학협력
희망분야

3. 유전자 치료제 전달기술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형질전환, 유전자 치료제)
4. 질병의 진단‧치료 융합 맞춤형 치료 플랫폼 개발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암, 면역질환)

대표연구
분야

1. 지혈 펩타이드를 이용한 지혈제 기술개발 – 동물실험으로 효과 및 안전성 검증
2. 현장 병원균 검출 혹은 질병 진단을 위한 바이오센서 연구 – 암 등의 질병 진단, 병원성
대표기술 개요

미생물 검출에 응용

및 개발현황
3. 유전자 치료제 전달을 위한 세포 전달 시스템 개발 – 플라스미드, siRNA 전달기술 개발
4. 개인의 정밀 의약 플랫폼 개발 – 질병 타입 진단과 정밀 유전자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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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 소재를 이용한 치료기술
(지혈제)

• 현장 병원균 검출이나 질병 진단
을 위한 바이오센서를 통해 질병
(타입) 진단

개발 관련 사진

• 유전자 치료제 전달 기술

순번

출원번호

출원일

발명의 명칭

1

10-2017-0119407

2017-09-18

인간 유래 지혈 펩타이드 및 이의 용도

2

10-2017-0183843

2017-12-29

3

10-2018-0085867

2018-07.-24

금 나노입자 결합 핵산 나노 구조체를 이용한 신호

특허 및 노하우
4

5

PCT/KR2018/012
211
10-2019-0025540

2018-10-17

2019-03-06

증폭 및 응용 방법
융합 펩타이드 나노 어셈블리와 칼슘 이온을
이용한 핵산 세포 형질도입법과 그의 응용
융합 펩타이드 나노 어셈블리와 칼슘 이온을
이용한 핵산 세포 형질도입법과 그의 응용
범용성 혼성화 연쇄반응을 이용한 핵산 현장
검출용 조성물
항체 고정화 자성 나노입자를 포함하는 병원성

6

10-2019-0044109

2019-04-16

미생물 분리검출용 복합체 및 이를 이용한 병원성
미생물 분리 및 검출방법

1. 비바이러스 유전자치료 나노어셈블리 피부전달기술개발
연구 실적

Ÿ

지원기관 및 총연구비: 한국연구재단, 총연구비 241,573 천원

Ÿ

과제기간: 2016.06.01. ~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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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말미잘실크단백질 및 홍합 접착단백질 기반 기능성 복합지혈제 개발
Ÿ

지원기관 및 총연구비: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총연구비 208,000 천원

Ÿ

과제기간: 2017.05.01. ~ 2019.12.31

3. 식품 위생검사 병원균 신속검출을 위한 전처리 융합검출기술개발
Ÿ

지원기관 및 총연구비: 중소기업청, 총연구비 26,666 천원

Ÿ

과제기간: 2017.10.20. ~ 2018.07.19

1. Newly Identified HNP‐F from Human Neutrophil Peptide 1 Promotes Hemostasis,
BIOTECHNOLGY JOURNAL (Online published).
2. Colorimetric

Biosensor

using

Dual‐Amplification

of

Enzyme‐Free

Reaction

through

Universal Hybridization Chain Reaction System, BIOTECHNOLOGY AND BIOENGINEERING
(Online published).
3. Interpenetrating Polymer Network Hydrogels of Gelatin and Poly (ethylene glycol) as
An Engineered 3D Tumor Microenvironment, Macromolecular Research, pp. 1-7.
4. Biosensors

Using

Hybridization

Chain

Reaction-Design

and

Signal

Amplification

Strategies of Hybridization Chain Reaction, Biotechnology and Bioprocess engineering,
제23권(집), 제4호, pp. 355-370.
5. Synergistic

Transdermal

Delivery

of

Biomacromolecules

Using

Sonophoresis

after

Microneedle Treatment, Biotechnology and Bioprocess engineering, 제23권(집), 제3호,
pp. 286-292.
6. His-tagged protein immobilization on cationic ferrite magnetic nanoparticles, Korean
Journal of Chemical Engineering, 제35권(집), pp. 1297-1302.
논문

7. 36H: A novel potent inhibitor for antimelanogenesis, Oxidative medicine and cellular
longevity, 2018
8. Optimization of DNA microarray biosensors enables rapid and sensitive detection,
Biotechnology and Bioprocess Engineering, 제22권(집), 제4호, pp. 469-473.
9. Natural healing-inspired collagen-targeting surgical protein glue for accelerated scarless
skin regeneration, Biomaterials, 제134권(집), pp. 154-165.
10. Multiplex 16S rRNA-derived geno-biochip for detectionof 16 bacterial pathogens from
contaminated foods, Biotechnology journal, 제11권(집), 제11호, pp. 1405-1414.
11. Enriched Astaxanthin Extract from Haematococcus pluvialis Augments Growth Factor
Secretions to Increase Cell Proliferation and Induces MMP1 Degradation to Enhance
Collagen Production in Human Dermal F,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 제
17권(집), 제6호, 955.
12. Delivery of Exenatide and Insulin Using Mucoadhesive Intestinal Devices, Annals of
biomedical engineering, 제44권(집), 제6호, pp. 1993-2007.
13. Hybrid microarray based on double biomolecular markers of DNA andcarbohydrate for
simultaneous genotypic and phenotypic detection ofcholera toxin-producing Vibrio
cholerae, Biosensors and Bioelectronics, 제79권(집), pp. 398-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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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time PCR과 PCR 장비

조직 절편을 위한 Cryostat

Electroporation을 위한 기기

Microplate spectrophotometer

보유 장비

동물세포 배양 및 관찰 시스템
홈페이지

동물실험을 위한 호흡 마취 시스템

https://sdtelab.wixsite.com/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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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노바이오전공
⬖ 송영준 교수님 연구실 ⬗

BioElectronics & BioOptics Laboratory
인천대학교 교수 (2015-현재)
성명

박사후과정 University of California

송영준

at San Diego, 바이오공학 (2015)
주요
책임교수

학력
경력
생명과학기술대학
소속

박사 University of California at San
Diego(UCSD) 나노바이오공학 (2014)
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at San

생명공학부

Diego(UCSD) 전자공학 (2011)

나노바이오전공
학사 인하대학교 전자공학 (2006)
직 책

인원

석 사

1

성 명 (담당분야)

구 성 원
노성환

1. 바이오 칩 기술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액상진단칩, 암진단키트, 플렉서블 배터리, 약물 전달 시스템 등)
산학협력
희망분야

2. DNA에 반도체 포토 공정 적용 기술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박막 전극, 반도체 장비, 반도체 공정, 유전자 분석 키트 등)
3. 셀룰로오스 투명 전극 기술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바이오 필름 등)

대표연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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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이오 전자 분야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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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Ÿ

나노 마이크로 크기의 배터리 물질 패터닝하여 플렉서블 배터리 개발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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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Ÿ

전기를 통해 타겟 유전자 분류, 주파수(AC전압) 변화를 통한 나노 파티클 분류
(암, 백혈병 진단 키트)

2. DNA UV photolithography
대표기술 개요

Ÿ

반도체 공정을 DNA에 적용하여 high resolution 패턴 구현

및 개발현황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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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Ÿ

패터닝을 통해 금선, 박막 전극 구성 가능

Ÿ

질병 진단 위한 유전자 분석 키트 개발

3. 셀룰로오스 투명 전극
Ÿ

친환경 소재인 셀룰로오스 사용하여 투명 전극 구현
(웨어러블 디바이스, 플렉서블 장치, 바이오 필름)

Ÿ

생분해성 플라스틱 활용하여 친환경적 전기 장치 구현 가능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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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NA 컴퓨팅
• 실리콘 기반의 컴퓨터 기술을 사
용하지 않고 DNA, 생화학, 분자생물

개발 관련

학을 사용하여 컴퓨팅

시제품 사진

• Momery 컴퓨팅, Boolean 논리 컴
퓨팅, Thiol DNA 결합, 낮은 분자
검출에 응용

- 183 -

• DNA UV photolithography
• 반도체 공정 중 포토공정을 사용
하여 DNA에 자외선을 쪼아 high
resolution 패턴 구현

• 셀룰로오스 투명 전극
• 친환경적인 셀룰로오스를 사용하
여 투명 전극 구현
•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활용
• 차량 유기용매 대체, 친환경적인
전기 장치 구현 가능

• 암 진단 키트
• 유연한 PCB 칩에 high resolution
패터닝 구현, 암 세포 분비 물질 타
겟팅, 조기 진단 가능

1. DNA multi-bit non-volatile memory and bit-shifting operations using addressable
electrode arrays and electric field-induced hybridization, NATURE COMMUNICATIONS,
제9권(집), 2018.01.01.
2. An Implantable Transparent Conductive Film with Water Resistance and Ultrabendability
for Electronic Devices, ACS APPLIED MATERIALS INTERFACES, 제9권(집), 제48호, PP.
논문

42302~42312, 2017.12.01.
3. White-light emission of blue-luminescent graphene quantum dots by europium (III)
complex incorporation, CARBON, 제124권(집), PP. 479~485, 2017.11.01.
4. Seamless aqueous arc discharge process for producing graphitic carbon nanostructures,
CARBON, 제120권(집), PP. 83~88, 2017.08.01.
5. Polymorphic Architectures of Graphene Quantum Dots, ADVANCED MATERIALS, 제2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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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제31호, 2017.08.01.
6. Influence of MWCNTs on. beta-Phase PVDF and Triboelectric Properties, JOURNAL OF
NANOMATERIALS, 2017.01.01.
7. A

Programmable

DNA

Double-Write

Material:

Synergy

of

Photolithography

and

Self-Assembly Nanofabrication, ACS APPLIED MATERIALS INTERFACES, 제9권(집), 제1호,
PP. 22~28, 2017.01.01.

홈페이지

https://sites.google.com/view/inube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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