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시트를 기반으로 하는 이종
혼합체의 흡착 및 촉매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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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요

적용분야

■ 높은 비등방성과 큰 비표면적을 갖는 무기 나노시트와 다양한 흡착소재

■ 우수한 흡착-탈착성능과 높은 안정성을 갖는 수분 흡착소재의 개발을
통해 에너지 절약형 냉방기의 실용화에 적용가능함.

와의 나노미터 수준의 혼성화를 통해 다수의 흡착자리와 잘 제어된 다공
크기의 다공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수분 및 온실가스 등 타겟 물질에 대한

■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흡착소재 개발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이며,

선택성과 흡착 기능을 최적화하는 기술 개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환경산업의 핵심기술임.
■ 무기나노시트와의 혼성화를 통한 기존 흡착 소재의 안정성 향상 및 흡착
기능성 최적화 기술에 관한 산업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음.
적용분야

<다양한 무기나노시트를 이용한 다공구조 흡착소재 합성>
CO2 저장용 Pilot 개발

초박막 그래핀옥사이드 기체 분리막 개발

CO2 를 기반으로 한 화학 변환

수분 흡착 기능을 활용한 Hea
t-pump와 Chiller 개발

■ 높은 열적 화학적 안정성을 지닌 무기 나노시트와 기존 흡착소재와의 혼
성화를 통해 보다 향상된 열적/화학적 강도를 가지는 실용성 높은 흡착
소재 합성.

기술 특징

활용사례

■ 무기 나노시트의 혼성화를 통한 메조기공 형성과 비표면적 극대화로 다

■ 논문 : SCI급 11편 게재

수의 흡착자리를 가진 우수 흡착 소재 합성.

■ 특허 : 국내출원 7건, 국내등록 3건
- 이산화탄소 흡착제 및 이의 제조 방법 (2017.12.07) / 등록
- 다공성 나노혼성 복합체, 이의 제조 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이산화탄소
흡착제 / 2016.07.07 / 등록
- 향상된 수분 흡착능을 가지는 신규 금속유기구조체-이중층 수산화물
혼성화 나노복합체 및 그의 제조방법 (2017.02.27) / 출원
- 층상 티타네이트 나노시트 혼성효과를 이용한 그래핀 지지체 및 이
중층 수산화물을 함유하는 이산화탄소 흡착제 및 그의 제조 방법
(2017.02.27) / 출원

■ 소량 무기나노시트 도입을 통해 그래핀 기반 혼성체의 자체응집에 의한
표면적 저하 문제점을 극복하며 최적화된 다공구조를 갖는 나노혼성체
합성.

- 다공성 나노복합체, 이의 제조 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전극 물질
(2015.08.19) / 출원

■ 무기나노시트의 높은 안정성으로 MOF 등의 기존소재의 화학적 열적 안
정성 개선.
미래소재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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