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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플라즈마 시스템01 Reduced Graphene Oxide02 

Graphene Oxide
Graphite Oxide

> 10,000K

Reduced
Graphene Oxide

 합성과정

 Crystallinity :  0.07Ω/sq. (World Best!!)

Reduced Graphene by Thermal Plasma Nano Inorganic Materials/Graphene Hybrid Materials

 Power : 최대 100 kW

 Process Gas : Ar, He, N2, H2

 고온 처리 가능 (  8,000 K)

 나노 입자 생산 및 대량 생상 공정 가능 용이

DC 열 플라즈마 시스템

Transfer type Non-Transfer type

다중 아크 플라즈마 토치

· 표면 반응성이 향상된 구조(nano-platform)

· 열적/전기적 성질 향상

· 나노 구조에 의한 탄소의 분산성 향상

·  나노 구조의 확장(새로운 나노구조) 

: 나노 표면에 기능성 폴리머, 생체 재료 등 합성 가능

RF 열 플라즈마 시스템

 Power : 100 kW, 160 kW, 200 kW

 Process Gas : Ar, He, N2, H2

 초고온처리 가능 (  14,000 K)

 빠른 온도 상승 및 하강(106 K/s)

 깨끗하고 간단한 대량 생상 공정 가능 

 높은 화학반응성과 빠른 화학 반응 속도

 나노 입자 생산 및 순도 향상 용이

500 nm 1 nm

2 nm 5 nm

Maker Sheet resistance (Ω/sq.)

Plasma Graphene 0.07

X社 (USA) 100

V社 (USA) 3

T社   (UK) 30

 Crystallinity : d/Ig = 0.139 ▶ 0.004

ㅡ Plasma Treatment
(Id/Ig : 0.004)

ㅡ Raw Material
(Id/Ig : 0.139)

D peak

G peak6,000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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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an Shift (cm-1)

 Carbon Purity  Graphitization

Graphene Oxide
Graphite Oxide > 10,000K

Carbon nano 
hybrid material

Mrcro size
Inorganic material

 합성과정

 Carbon nano hybrid material

Graphite/Ni Graphite/Cu

Graphite/Si Graphite/Fe

72.6 %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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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섬유 제조 시스템03 퀀텀닷 나노소재 합성 및 응용기술04 

 Photon Flux, 열, 수분, 산소에 대한 높은 안정성을 가진 퀀텀닷 분말 기술

 단일층 구조의 퀀텀닷 필름 및 3D 형태의 퀀텀닷 CAP 기술

 Roll-to-Roll 및 Resin Dispenser를 이용한 퀀텀닷 중간재 상용화 기술 

퀀텀닷 Quantum Dot

퀀텀닷 나노소재 응용

 높은 연색지수(  CRI 95)의 자연광 조명

 부드러운 반사광으로 눈의 피로 완화

 퀀텀닷 소재를 이용한 다양한 색온도 구현

 퀀텀닷 소재를 적용하여 향상된 색재현 디스플레이

 단일층 퀀텀닷 필름을 통한 생산단가 절감

 64배 향상된 색상구현 (16million Colors → 1billion Colors)

퀀텀닷 자연광조명 퀀텀닷 디스플레이

 고배광의 균일한 식물 생장, 생산성 향상

 작물 별 최적 파장 조명을 통한 생육촉진

 높은 PPFD값 구현으로 다양한 작물 적용가능

퀀텀닷 식물조명 팜시스템 실증 연구

퀀텀닷 용액 퀀텀닷 필름퀀텀닷 분말

탄소섬유 제조 시스템

 Microwave carbonization

 플라즈마 산화 안정화로

· 3 kW Generator(muegge company)

· Isolator 2450 MHz, 3-stub tuner 

· Utility : 3 hp chiller, Air compressor, N2 Gas

· Temp. : ~1200℃  · Save energy 20~30 %

· Heat + 3 step plasma(DBD)

· Heat Temp. : ~300℃

· Fiber winder : Un/Re winder 

· Time :  90~120 min → 20~3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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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 Modulus

Strain Density

7.58㎛

탄소섬유 성능 분석

탄소섬유 사용 분야

자동차전자기기

악 기

섬유/제지

스포츠

항 공

에너지 건 축

Polymer  

based  

carbon fiber

LED Office LightingLED DownlightLED Bulb

일반식물조명 퀀텀닷식물조명일반식물조명 퀀텀닷식물조명

청상추 광원별 특징 로메인 광원별 특징

청상추 Normal LED QD Lighiting

무게(g) 36 66

높이(cm) 14 17

앞너비(cm) 16 24

로메인 Normal LED QD Lighiting

무게(g) 53 106

높이(cm) 18 22

앞너비(cm) 1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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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텀닷 분말 안정성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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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관리기관 : 철원군

위치 : 근남면 사곡리 1370번지 일원

분양가 : 152,570원/m3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은 강원도와 철원군의 지역전략산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플라

즈마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립인가를 받아 2006년 3월에 개원한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

국가경제의 패러다임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로부터 요구되는 고기능이고 다기능이

며, 소형·경량화 소재특성을 이용한 고부가가치화로 변모하고 있으며,이러한 산업의 고도

화에 따른 다양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노소재 융·복합화 및 양자점 기술을 필요

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구원은 철원군에 플라즈마산업단지를 조성, 최적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의 중소·중견 관련기업의 유치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 동력의창출과 핵심기술을 

개발·이전·육성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경영지원, 관련기술의 공동R&D, 생산성 향상지원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의 새로운 도전에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한반도 평화경제벨트”가 필요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경제번영의 중심지 - 철원

(재)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이사장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외)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1차금속 제조업

· 금속가공제품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 의료, 정밀, 과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전기장비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주요 유치업종

· 국비지원 대상  수도권 이전기업 : 설비투자 최대 24%, 입지 최대 40% 지원 

신증설투자 : 설비투자 최대 24% 지원

· 금융지원 경영안전지원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특수목적자금 지원

· 철원군 지원 기업 유형에 따라 부지 매입 보조금, 임대료 보조금, 투자 보조금, 본사 이전 보조금, 교육 훈련 보조금 등 지원

· 일자리 지원 청·장년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준·고령 인턴제 운영 등 지원

 주요 지원내용

Cheorwon Plasma  
Research Institu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