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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의 제조방법

10-2018-0154002
(공개)

연 구 자 한 중 탁

연구분야 전기소재융합

지식재산권 현황

특허번호 특허명

고품질 고내열성 화학적
박리그래핀 제조기술

10-2019-0119733
(미공개)

[산화탄소나노튜브환원물및그제조방법에관한이미지]

산화 탄소나노튜브 환원물 및 그
제조방법

10-2017-0033090
(공개)

기술 요약

분산제의 사용없이 탄소나노소재를 고농도로

원하는 용매에 분산할 수 있는 기술로

탄소나노소재의 활용도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기술

기술 개요 및 특장점

• 탄소나노튜브의 분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산화

과정을 수행하여도 환원 과정을 통해

탄소나노튜브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어

탄소나노튜브의 전기전도성을 유지할 수 있음

- 산폐수 최소화하여 기능화

- 물, 알코올, 기타 유기용매에 분산제 없이 분산 가능

- 환원 공정을 통해 전기전도도 회복 가능

• 분산제를 사용하지 않고 알코올에서의 분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산화과정을 통해 탄소나노튜브를

처리하여 기재에 인쇄 및 코팅이 용이함

• 환원과정을 통해 탄소나노튜브의 형상이 복원되어

고전기전도성을 띄는 탄소나노튜브를 얻을 수 있음

• 고변형에서 안정적인 탄소나노소재가

금속나노입자에 함침된 탄소나노소재-나노금속

복합체를 얻을 수 있음

- 탄소나노튜브가 금속나노입자에 함침된 구조로

신축전극에 적합

우수기술 1

화학적으로 처리된

고분산/고성능

탄소나노튜브, 

그래핀 기술

기술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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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제 없이 알코올에 분산된
탄소나노튜브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

10-2017-0133953
(공개)

[신축성인쇄전극의 Photo Sintering]



기존제품 대비 개선점

상용화 계획

상용화 예상 시기 12개월 상용화를 위한 후속 단계 시제품 제작

※ 설비규모, 구축환경 등에 따라 변동 가능

구 분 기존 제품 해당 제품

산화과정

수행

• 탄소나노튜브의 튜브 형상이 터지게 되는 결함이

발생함

• 환원을 하더라도 구조가 복원되지 않고

전기전도도가 크게 감소하게 됨

• 환원 과정을 통해 탄소나노튜브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어 탄소나노튜브의 전기전도성을

유지할 수 있음

• 환원에 의해 구조가 복원되어 고전기전도성을

띄는 산화 탄소나노튜브 제조 가능함

금속입자

도입

• 재료로 사용된 탄소나노소재와 금속나노소재가

결합력에 의해 개별적으로 분포됨에 의해 우수한

금속특성의 발현은 다소 미비함

• 반죽을 통한 효율적인 산화공정을 이용하여

탄소나노소재 표면에 금속염과 상호작용하는

다수의 관능기를 도입하여 고변형에서 안정적인

탄소나노소재가 금속나노입자에 함침된 구조로

신축전극에 적합함

TRL 5: 시제품 제작 및 성능평가

TRL1기술 완성도 [TRL] TRL2 TRL3 TRL4 TRL5 TRL6 TRL7 TRL9TRL8

시장전망

• 세계 산화그래핀 시장규모는 2019년 600만 달러에서

연평균 49.6%씩 성장하여 2024년에는 4,500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임

• 그래핀은 강도, 열전도율, 전자이동도 등 다양한 특성이

현존하는 물질 중 가장 뛰어난 신물질로서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태양전지, 자동차, 조명 등 다양한 산업에

응용될 전략적 핵심 소재로 각광받고 있음 출처 : MarketWatch, Graphene Oxide(GO) Market, 2020

[세계산화그래핀시장규모전망]

(단위 : 백만 달러)

CAGR(‘19~’24)
49.6%

응용분야

본 기술은 화학적으로 처리된 고분산/고성능 탄소나노튜브, 그래핀에 관한 기술로 이차전지 도전재, 각종

도전성 첨가제, 배리어 코팅재 등에 활용 가능함

[도전성 첨가제][이차전지 도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