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brid Interface Materials : HIM 이란?

초일류 산업국가의 핵심경쟁력은 미래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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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인터페이스 기반 미래소재

◦ 서로 다른 이종 물질 혹은 이종 스케일 간의 하이브리드 연결 기술을 통해 새로운 성능이
부여된 소재

HYBRID
INTERFACE
MATERIALS

◦ 전자, 원자, 분자, 구조적 수준의 연결 기술과 인터페이스 물질 및 볼륨의 설계-창제-평가를
통하여 다양한 고기능, 융복합 기능,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기능을 창출

나노 소재

하이브리드 소재 (2요소)

ex) 고강도 소재

What
is
next?
일반 소재

하이브리드 소재 (3요소)

나노 입자
ex) 표면특성 극대화

하이브리드 나노 입자

인터페이스 영역

1㎚

Grain size

S/V ratio(%)

Macro scale (10㎛ ~)

≦ 0.006

Micro scale (0.1㎛ ~10㎛)

0.6 - 0.006

Nano scale (1㎚ ~ 0.1㎛ ~)

60 - 0.6

하이브리드 인터페이스 기반

미래소재연구단

1Å
Nano 스케일일 때 인터페이스 영역이 전체 면적의 최대 60%를 차지함
[Nano 스케일]

서로 다른 이종 물질 혹은 이종 소재가 만나는 경계면을 인터페이스 영역이라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인터페이스 영역에서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물리화학적 특성이 나타나고 이를 제어하게 되면 소재의 특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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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행물은 부산광역시청에서 지원하는 2019년도 하이브리드 인터페이스 기반 미래소재 연구지원사업의 연구수행으로 인한 결과물임을 밝힙니다.

(재)하이브리드 인터페이스 기반
미래소재연구단 소개

연구 목표 및 내용

연구 성과
차세대 운송 기기용 초고강도 하이브리드 접착 소재 개발

미래 혁신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주행거리 걱정 없는 전기차용 이차전지 양극소재 개발

세계 1등 원천기술 확보

연구단명 (재)하이브리드 인터페이스 기반 미래소재 연구단
연구단장 김광호 교수 (부산대학교)
설 립 일 2013년 11월 26일
사 업 명 글로벌프런티어사업

최종
목표

주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참여기관 부
 산대학교, 서울대학교, KAIST,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부경대학교, 영남대학교, 강원대학교, 가천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제주대학교,
전남대학교, GIST, 재료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16개 대학, 3개 국책연구소>

현대 · 기아 전기자동차 모터 코어 적용

하이브리드 인터페이스 기반 미래소재 및 신부품 융 · 복합 기술 창출

전기료·실외기 걱정 없는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냉방 신기술 개발

하이브리드 인터페이스 기반
신기능 소재·부품 개발 연구

하이브리드 인터페이스 기반
고성능 에너지/환경 소재·부품 개발 연구

1핵심

2핵심
흡착식 에어컨

연구 추진 배경
◦ 급변하는 미래 산업 변화에 대처하고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소재기술개발의 필요성 증대
◦ 첨단 소재로 현재 거론되고 있는 나노 소재는 표면 원자의 활성화로 기존 소재와 특이한 성질을
보이지만 다른 복합기능들을 동시에 구현하기 어렵고 볼륨이 작아 산업적인 응용에 여러 제약이
있는 상황

에너지
하베스팅
산업

공구/코팅
산업
운송

◦ 나노 소재의 한계를 극복하며, 새로운 기능이 복합화 될 수 있는 미래 소재 창출로 원천기술개발을
확보하고 First Mover형 혁신 소재 기술 및 IP 창출 필요
접착제
산업

기대 효과

공침법 · Adsorption · MOF
충/방전 · 유무기하이브리드공정
양극음극물질 · Zeolite
도핑첨가제 · 전기화학반응

TEM · Sintering · RTP
나노복합재료 · Hardening
Nano patterning · 이종접합
Self-Assembly · ALD

전자
산업

센서
산업

반도체
산업

신기능소재

친환경소재

에너지소재

고성능구조용소재
소재 전자계산 기술

강도와 연성이 동시 향상 된 초고성능 경량 합금 개발

차세대 자동차 및 산업 구조체 경량화에 적용

배터리 교체가 필요 없는 IoT 무선 센서용 자율전원 개발

급속 충전 가능한 하이브리드 에너지저장디바이스 개발

차세대
에너지 저장
산업

버려지는 에너지로 전기 생산, 자기+진동 복합 에너지 하베스팅 시스템

기존 배터리보다 100배 빠른 속도로 충전 가능 (전기 자동차, 아이폰 등 활용)

전력기기 상태를 감시하는 열전에너지 하베스터 기술 개발

원자 크기 까지 관찰할 수 있는 소재 검증 · 분석 기술

전력기기 상태 감시 시스템용 독립 전원 (한국전력공사 적용 예정)

리튬이차전지용 양극 산화물, 태양전지, wearable 소재 성능 향상

그래핀-실리콘 결합한 고성능 광 센서 개발

하이브리드 인터페이스 전산 플랫폼 구축

저전력 고성능(고감도) 광센서 (디지털카메라, 자율주행차, 광통신 적용)

전산모사를 통한 다양한 하이브리드 구조의 금속 나노 입자 예측

촉매
산업

Heat pump
산업

H핵심

E-bike용 배터리에 탑재

2차 전지
산업

(항공기·자동차)

산업

흡착식 제습기 및 건조기

KIA NIRO EV 배터리에(양극소재) 탑재

이외 50여개 기술 개발 진행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