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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특허
·환원된 그래핀 옥사이드를 포함하는 수화젤의 제조방법 (제10-2015-00400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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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채널 전기화학 장비
·고출력 근적외선 레이져 장비

·전기방사장비
·세포배양기

본 생체모방 재료 연구실은 ‘고기능성 생체재료’ 개발을 목표로, 세포 및 조직의 기능이
능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생체재료와 이와 관련한 제반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한다.
생체조직내의 물리적, 기계적, 생화학적, 전기적인 복합적 특성과 세포의 생장, 거동, 분화를 포함한
다양한 상호적용을 면밀히 연구함으로써, 특정 세포의 역가를 조절할 수 있는 생체 모방 특성의
기능성 생체재료를 개발하고자 한다. 특히, 줄기세포의 배양과 분화를 조절할 수 있는 특성화된
생체모방재료를 개발하여 신경, 심근, 근골격계의 조직 재생에 적용할 수 있는 의료용 세포지지체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실험실은 1) 전도성 유기고분자 및 그라핀의 전기재료를 이용한

융합연구
및 비전
융합연구가능
분야 목록 반영

전기적 특성을 갖는 생체재료, 2) 점탄성이 특화된 생체재료, 3) 줄기세포 이식용 마이크로 수화겔
시스템 개발, 4) plasmonic & magnetic 나노재료 등의 smart bionano 소재 개발, 응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중이다. 본 실험실은, 국내외의 여러 선도 그룹과의 공동 연구 및 다양한 새로운 기술교류를

글로벌인재양성

협 력

인류복지향상

통하여 최신의 치료용 생체재료 개발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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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http:// sites.google.com/site/biomaterialj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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