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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에너지 기술을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실현

사회적
책임 강화

탁월한 
성과 창출

협력 문화 
구축

사람중심
행복경영

더 맑은 지구!
더 강한 경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인류의�지속�가능한�미래를�위하여�기후변화�위기를�
극복할�수�있는�에너지기술을�개발하고�정책�수립에�기여하는�정부출연�연구
기관입니다��우리�연구원이�국가와�인류에�기여하기�위해�추진하고�있는�전략�
방향은�다음과�같습니다�

우리�연구원은�태양광��풍력��바이오�등의�자연에너지를�경제적으로�활용하는
기술��에너지�사용량을�최소화하는�고효율�기술��화석연료를�청정하게�활용
하는�기술��저비용의�수소를�생산��저장��활용하는�기술을�개발하고�보급하여�
2050�탄소중립을�반드시�실현��인류의�지속�가능한�미래를�열겠습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2050�탄소중립�
실현

고효율�저탄소�사회�
구축

에너지전환�
3030���5060

수소경제사회�
실현

협업의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는 세계 최고 연구기관

KIER 소개 About KIER 미션 및 비전 Mission and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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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

3030/5060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혁신기술 

수소경제사회 

선도를 위한

수소 공급 및 
활용기술 

고효율 저탄소

사회구축을 위한 

스마트           
에너지기술 

온실가스

감축과 맑은

공기를 위한 

탄소계 에너지
청정 활용기술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자원개발연구소 통합

1980.03. 한국종합에너지연구소 확대 개편
1979.11. 에너지경제정책연구부

198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명칭변경

1991.1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출범
 한국동력자원연구소에서 분리

1986.09. 에너지경제연구원 분리

2000

세계 일류 탄소중립기술 연구원2022

열관리시험연구소 설립1977

연혁 History 전략목표 Strategic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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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차세대 ‘탠덤 태양전지’, 
효율·안정성 확 올라간다

재생에너지연구소

페로브스카이트 소자용 

자기 조립단 분자막 기반 정공 수송 물질 개발

태양전지의 한계 효율을 극복하기 위해 ‘탠덤 태양전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탠덤 태양전지는 빛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두 개의 서로 다른 에너지 흡수대(밴드 갭)를 

가진 태양전지를 적층한 기술로, 결정질이나 CIGS 태양

전지의 상부에 단파장 빛 흡수에 적합한 페로브스카이트를 

결합해 발전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이는 태양광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이러한 고효율 탠덤 태양전지 

구현에 필요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효율과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자기 조립단 분자막(SAM: 

Self-Assembled Monolayer) 기반의 정공 수송 물질을 

개발했다.

기존 페로브스카이트 구조 기반의 탠덤 태양전지는 빛이 

입사되는 상부층에 정공 수송층이 배치되는데, 이곳에서 

입사 빛의 일부를 흡수하는 기생 흡수가 발생해 효율이 

떨어진다. 이 문제를 해결한 역구조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낮은 기생 흡수로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탠덤 

태양전지에서 우수한 호환성을 보이지만, 기존 구조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에 비해 효율이 낮다.

이중 가장 활발히 연구되는 페로브스카이트/실리콘 기반 

이중 접합 태양전지의 경우 하부 실리콘 태양전지는 효율 

향상을 위해 표면에 피라미드 구조의 빛 산란층이 필수적

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상부의 역구조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광 흡수층 및 전하 수송층의 균일한 코팅이 

가장 큰 난제이며, 효율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효율·안정성 향상 및 

다중 접합 태양전지 적용 확대 예상

연구를 주도한 태양광연구단 홍성준 박사 연구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하며 

염료 및 의약 물질로 많이 이용되는 페노티아진 물질을 

활용해 기판의 표면 거칠기와 무관하게 단분자막을 형성

할 수 있는 저가의 정공 수송 물질을 개발했다.

연구진은 페노티아진 물질을 원료로, 간단한 3단계 유기 

합성을 통해 기판과 결합할 수 있는 정공 수송 물질을    

서울경제, 헤럴드경제, 파이낸셜뉴스 등 24건2022년 2월 16일(수)

태양광연구단

홍성준(책임연구원)

042-860-3205 / 010-4703-4193

jjunnii@kier.re.kr

합성했다. 이 정공 수송 물질을 표면 거칠기가 매우 큰 

FTO(Fluorine doped Tin-Oxide) 투명 전도성 기판에 

간단한 스핀 공정과 낮은 열처리만으로도 자기 조립단 

분자막이 형성됐다. 이렇게 기판에 코팅된 정공 수송    

물질은 기존 상용 고분자 기반의 정공 수송 물질인 

PTAA(Poly-triaryl Amine)에 비해 가시광 영역에서 

기생 흡수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페노티아진 물질 내 존재하는 황과 브롬 작용기를 

도입해 정공 수송 물질과 페로브스카이트 광 흡수층     

사이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결함을 제어할 뿐 아니라 

광 흡수층과 우수한 에너지 레벨을 형성해 정공 수송    

특성과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ADVANCED ENERGY MATERIALS

1월 표지 논문 장식

연구진은 페노티아진 물질 기반의 정공 수송 물질을     

적용해 22.4%(기존 PTAA 기반 18.95%) 이상의 고효율을 

달성했으며 100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태양전지 효율을 

측정한 결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자기 조립단 분자막 형성은 초박막의 정공 수송층을 

기판의 특성과 무관하게 형성할 수 있어 별도의 도핑    

공정이 필요하지 않아 다중 접합 태양전지 중 가장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페로브스카이트/실리콘 이중 접합 태양

전지 제조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신저자인 홍성준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는 고성능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개발을 위한 정공 수송 물질의 

분자 설계 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개발한 물질을   

적용해 실리콘 태양전지의 이론적 한계 효율을 극복할 

수 있는 고효율 다중 접합 태양전지 개발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에너지연 기본 사업인 ‘세대 융합형   

화합물/실리콘 다중 접합 태양전지 기술(연구책임자   

안세진 박사)’ 과제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울산      

과학기술원 화학과 박영석 교수와 공동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특히 연구 결과는 우수성을 인정받아 에너지 분야 최우수 

국제 학술지인 ‘ADVANCED ENERGY MATERIALS              

(IF 29.368)’의 1월 표지 논문(Front cover)을 장식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고성능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개발을 위한 

정공 수송 물질의 분자 설계 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개발한 물질을 적용해 실리콘 태양전지의 

이론적 한계 효율을 극복할 수 있는 고효율 다중 접합 태양전지 개발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DVANCED ENERGY MATERIALS 표지 논문(2022년 1월)

SI/Perovskite 다중 접합 태양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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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크 바르듯 만드는 탠덤 태양전지, 
세계 최고 효율 기록

재생에너지연구소

에너지연, 페로브스카이트/CISSe 탠덤 태양전지 

세계 최고 효율 기록

국내 연구진이 잉크 코팅 방식을 통해 4단자형 용액 공정 

기반 페로브스카이트/CISSe 탠덤 태양전지 최고 효율을 

달성하고 양산화 가능성도 열어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연구단은 대기 환경에서 

간편하게 용액을 발라 코팅하는 방법으로 제작하는 저비용·

고효율 페로브스카이트/CISSe 탠덤 태양전지 핵심      

기술을 개발했다.

‘쇼클리-콰이저(Shockley-Queisser)’ 이론에 따르면 

기존 단일 접합 태양전지가 가질 수 있는 최대 효율은 약 

30% 초반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두 개의 서로 다른 

에너지 흡수대(밴드 갭)를 가진 태양전지를 적층해 빛의 

이용률을 높인 게 탠덤 태양전지이다.

탠덤 태양전지는 일반적으로 실리콘이나 CIGSe계 태양

전지를 하부 셀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상부     

셀로 결합해 구성한다. 하부 셀은 주로 장파장의 빛을    

사용하기 때문에 CIGS계 태양전지를 하부 셀로 적용할 

때는 갈륨(Ga)을 제거해 밴드 갭을 낮춘 CISe 또는 

CISSe 흡수층이 주로 활용된다.

기존 불활성 기체 분위기를 극복하고

대기 환경에서 용액 코팅법으로 제조

고효율과 더불어 유연성 등 다기능성이 장점인 페로브스

카이트/CISSe 탠덤 태양전지의 경우, CISSe 하부 셀의 

저가화를 위한 용액 공정으로 DMF(Dimethylfor 

mamide) 용매에 구리(Cu), 인듐(In), 황(S) 등 출발 

물질을 녹인 잉크 코팅법이 있다. 하지만 공정 중의 산소 

및 수분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박막 코팅을 불활성    

기체 분위기(질소를 채운 글로브 박스)에서 진행해야   

하는 제한이 있어 양산성과는 거리가 있다.

이에 연구진은 양산성 확보에 초점을 두고 DMF 용매   

기반 연구를 진행하던 중, 오히려 공기 중 산소를 활용해 

박막의 특성과 태양전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 

DMF 기반 공정에서 CISSe 박막 형성 중 생성되는 표면 

서울경제, 헤럴드경제, 파이낸셜뉴스 등 30건2022년 4월 26일(화)

태양광연구단

안세진(책임연구원)

042-860-3541 / 010-8651-3531

swisstel@kier.re.kr

결함(Defect)은 전하의 재결합 손실과 전하 이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효율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다. 

그런데 이 결함이 생기는 원인은 박막 형성에 필요한 핵심 

원소인 인듐(In)의 확산 및 반응 속도가 다양한 확산     

방해 요소들에 의해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인듐(In)의 확산 및 반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최적화된 

열처리 온도와 공기 중 산소 공급의 조합을 통해 표면    

결함을 감소시켰다. 

Energy & Environmental Science 

표지 논문 선정 

그 결과 연구진은 양산 가능성이 높은 공기 중 용액 코팅 

방식을 사용하면서도 질소 분위기에서 제작한 기존 소자의 

최고 효율인 13.5%를 뛰어넘는 새로운 최고 효율 기록 

14.4%(인증 효율 기준, 용액 공정 CISSe 태양전지      

카테고리)를 달성했다.

더 나아가 연구진은 이 기술을 공기 중 용액 코팅이 가능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기술과 접목해 4단자형 탠덤 

효율 23.03%를 달성했다. 이는 기존 용액 공정 기반     

페로브스카이트/CISSe 탠덤 태양전지 최고 효율 

19.4%를 크게 상회하는 효율이다.

이번 연구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본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됐으며, 특히 연구 결과는 우수성을 인정받아 에너지 

환경  분야  최우수  국제  학술지인  ‘Ene rgy  & 

Environmental Science(IF 38.532)’의 4월 표지 논문

(Outside front cover)으로 선정됐다. 

이번 연구 결과는 탠덤 태양전지의 높은 발전 성능과 저비용 공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개발했다는 데 중요성이 있다. 

향후 일체형 태양전지 구현 및 대면적화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용액 공정 기반 CISSe 태양전지의 효율 측정 모습용액 공정 기반 CISSe 태양전지

Energy & Environmental Science 표지 논문(2022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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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용량·안전성 휘어잡은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 개발

재생에너지연구소

1분 이내 충전 가능한 고성능 알루미늄 배터리

전하 저장 메커니즘 및 핵심 성능 규명

리튬 이온 배터리는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 전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짧은 수명, 폭발 위험성, 리튬의 희소성에 따른 가격 

변동성이 커 리튬 이온 배터리의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그래핀/  

탄소 나노  튜브 복합 전극을 활용해 1분 이내 초고속    

충전이 가능한 고성능 알루미늄 배터리를 개발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저장연구실 윤하나 박사 

연구진은 목포대학교(유충열 교수), UC 버클리 대학

(UC  Berkeley, 미국), 하버드 대학(Harvard 

University, 미국)과 공동 연구를 통해 초고속 충전이  

가능한 차세대 알루미늄 배터리의 전하 저장 메커니즘 

및 핵심 성능을 규명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래핀/     

탄소 나노 튜브 복합 전극을 이용한 초저가, 초고속 충전,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고성능 알루미늄 배터리 개발에    

성공했다.

알루미늄은 독성과 폭발 위험이 없고 재활용이 가능하며 

지구상에서 3번째로 많은 원소로 가격이 저렴해 수급이 

용이하다. 알루미늄을 이용한 이차전지는 알루미늄 이온을 

사용해 에너지를 저장하는 최신 기술로 상용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알루미늄과 같이 새로운 소재가 도입된 차세대 

배터리의 경우, 기본적인 전기 화학 반응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배터리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이다. 하지만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의 메커니즘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

지지 않았다.

그래핀/탄소 나노 튜브 복합 전극 활용, 

구조적 안정성 확보

연구진은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의 메커니즘을 확인하기 

위해 단결정 그래핀 전극의 층수를 다양하게 변화시킨 

온칩-전기 화학 셀을 제작해, 몇 층의 그래핀에서 AlCl4-

(테트라클로로알루미늄산염) 이온의 인터컬레이션

(Intercaltion) 반응이 일어나는지 정확한 단계 수를     

서울경제, 헤럴드경제, 파이낸셜뉴스 등 29건2022년 5월 25일(수)

에너지저장연구실

윤하나(책임연구원)

042-860-3201 / 010-8767-8239

hanayoon@kier.re.kr

분석했다.

연구진은 2층(2-layer),  3층(3-layer) 그래핀의        

온칩-전기 화학 셀에서는 AlCl4- 이온의 인터컬레이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반면에 4층(4-layer) 그래핀 전

극 소재부터 인터컬레이션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최초로 

증명했다. 또한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의 온칩-전기 화학 

셀 기반의 실시간 전하 수송 측정을 통해 전극 내부로의 

이온 삽입 과정을 부반응 없이 직접 조사할 수 있었으며, 

관찰 결과를 기반으로 전극 성능 향상 인자를 도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기존의 열분해 흑연보다 AlCl4- 

이온의 인터컬레이션을 용이하게 하는 그래핀/탄소     

나노 튜브 복합체 양극을 디자인했다. 그래핀/탄소 나노 

튜브 복합체 양극은 열분해 흑연에 비해 그래핀의  층간 

간격을 이온의 층간 삽입이 용이하게 벌려주는 동시에 

지나치게 벌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박리화 현상은      

막아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나노 과학 기술 분야 세계적 학술지 

Nano Letters에 논문 게재

연구진이 개발한 그래핀/탄소 나노 튜브 복합 양극을    

활용해 만든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 셀을 성능 평가한    

결과, 기존 열분해 흑연보다 60% 향상된 용량을 나타   

냈다. 또한 전체 이온 확산도가 약 2.5배 증가해 1분     

이내의 초고속 충전이 가능하며, 1분 30초의 초고속     

충전을 4,000회 이상 수행해도 약 98%의 용량 유지율로 

뛰어난 장수명 특징을 보였다.

연구진의 뛰어난 연구 결과는 미국화학회에서 발행하는 

나노 과학 기술 분야의 세계적인 학술지인 ‘나노 레터스

(Nano Letters,  IF 11.189)’에 게재됐다. 한편, 이번   

연구는 에너지연 기본사업과 국제 공동 연구 프로그램, 

산림청 산림과학기술개발사업, 농림축산식품부의 기획

평가원 지원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그동안 불명확했던 알루미늄 이온 전지의 전하 저장 메커니즘을 규명함과 동시에 

알루미늄 이온 이차전지가 가질 수 있는 내재적인 성능의 상한 범위 확인이 가능했다. 

이는 실제 벌크 소재를 활용한 배터리 제작 시 성능 개선을 위한 전극 소재적 접근 방안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공동 연구진이 개발한 초고속 충전이 가능한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 파우치 셀을 들고 있는 모습

공동 연구진이 개발한 초고속 충전이 가능한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 파우치 셀의 전기 화학 특성 평가 장면

연구진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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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적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상용화 길 열다...
사이언스지 게재

재생에너지연구소

세계 최고 효율의 대면적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기술 확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그동안 상용화의 걸림돌로 여

겨져 왔던 대면적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낮은 효율

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이중 구조 전자 수송층 제

조 기술을 개발해 1월 21일 과학 분야 세계 최고 권위 학

술지인 ‘사이언스(Science, IF 47.728)’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용액 공정으로 값싸고 손쉽

게 제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분야다. 국내에서 25.7%의 세계 기

록과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는 0.1cm2 이하인 

소면적 셀이며, 대면적(200cm2 이상) 제조 기술은 일본

(Panasonic, 802cm2@17.9%) 등 선진국에 뒤처져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상용화를 위한 고효율·대면

적 기술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자 수송층을 얇고 균일하게

형성하는 것이 관건

고효율 대면적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모듈을 제조하

기 위해서는 전자 수송층을 얇고 균일하게 형성하는 것

이 중요하다. 두께가 얇을수록 빛을 잘 통과시키기 때문

에 높은 전류값을 구현할 수 있으며, 균일하지 못한 전자 

수송층은 결함(Defect)으로 작용해 대면적 모듈 제조 

시 효율 손실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기존 전자 수송층은 화학 용액 증착법(CBD: Chemical 

Bath Deposition)으로 제조된 산화주석(SnO2) 또는 

치밀막 산화타이타늄(Compact TiO2) 위에 다공성 산

화타이타늄(Mesoporous TiO2)을 형성하는 방법이 대

표적이다. 화학 용액 증착법으로 제조된 산화주석은 저

온 공정이 가능하지만, 제조 시간이 매우 길며 넓은 면적

한겨레, 헤럴드경제, 파이낸셜뉴스 등 18건2022년 1월 21일(금)

울산차세대전지연구개발센터

김동석(책임연구원)

052-702-2500 / 010-8789-5151

kimds@kier.re.kr

에서는 균일성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산화타이타늄

은 박막의 안정성이 낮고, 500도 이상에서 1시간 이상 

고온 처리를 거쳐야 해 대면적 상용화에 적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여겨져 왔다.

산화주석과 산화타이타늄 박막 

이중 코팅이 핵심 기술

이에 연구진은 두께가 얇고 균일하며 저온에서도 제조 

가능한 전자 수송층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제조 시간도 

최적화한다면 10분 이내로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기술을 활용하면 크기에 상관없이 균일한 박막을 짧은 

시간 내에 150도 이하 저온에서도 만들어 낼 수 있어 대

면적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만드는 데 최적화된 방

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술 개발의 핵심은 산화주석과 산화타이타늄 박막을 이

중으로 코팅하는 것이다. 먼저 산화타이타늄으로 치밀막

을 형성한 뒤, 산화주석 나노 입자를 도포하는 방식이다. 

이때 폴리 아크릴릭산(PAA: Poly Acrylic Acid)을 이용

하면 두 입자 사이의 상호 작용을 통해 굴곡진 표면

(Textured Surface)에서도 균일한 두께로 산화주석을 

결함 없이 코팅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형성

된 전자 수송층을 태양전지에 활용할 경우 전하의 재결

합을 억제하고, 빛 흡수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고효

율 태양전지를 얻을 수 있었다.

연구진은 개발된 기술을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에 적

용해 0.1cm2 이하 소면적 태양전지 효율 25.72%로 비

공인 세계 기록을 달성했으며, 국제공인인증기관

(Newport)에서도 25.4%의 효율을, 25cm2 및 64cm2 

크기의 서브 모듈에서도 각각 21.66% 및 20.55% 공인 

인증 효율을 기록하여, 각 면적에서 모두 세계 최고 수준

의 변환 효율을 확보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본사업(다기능 차세대 박막    

태양전지 핵심요소 기술개발) 및 한국연구재단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이번 연구 결과

는 스위스 로잔공대팀과 국제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기술을 활용해서 200cm2 서브 모듈에 적용했을 때도 18% 이상의 (비공인) 세계 최고 효율을 달성했다. 

이는 향후 대면적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상용화에 핵심 기술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또한 기존 기술과 달리 제조 시간이 매우 짧으며 150도 이하에서 모든 공정이 가능하고 

대면적 적용에도 급격한 효율 저하가 없어, 상용화 난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른 상용화를 위한 대면적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모식도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기존 기술과 본 연구 결과에 따른 소자 크기에 따른 효율 분포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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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3차원 프린팅 이온 교환막으로 염분차 발전 상용화 앞당긴다

 최지연 책임연구원(해양융복합연구팀)

24  바닷물에서 전기도 식수도... 염분차-담수화 융합 기술 개발

 정남조 책임연구원(해양융복합연구팀)

26 세계 최대 규모 풍력 발전기 시험, 이젠 안방에서 받는다

 김병기 책임연구원(전력시스템연구팀) 

28 해수 담수화 에너지 소비량 절반 이상 낮춘다

 박철호 책임연구원(전력시스템연구팀)

30 풍력 발전 국산화·신뢰성 확 끌어올린다

 김대진 선임연구원(전력시스템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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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수는 물결 무늬의 패턴을 따라 막힘없이 유로를 따라 

흐르게 되고, 이로 인해 오염 물질들이 스택 내부에 쌓이지 

않아 내오염성 향상 및 압력 저감 효과가 극대화됐다.

또한 물결 무늬 패턴막이 직선형 패턴막에 비해 높은 

출력 밀도와 낮은 압력 강하가 확인됐는데, 이는 동일한 

유효 면적을 갖는 패턴막이라 하더라도 패턴 구조물에 

따라 해수와 하수 방류수가 효과적으로 혼합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처 포트폴리오 저널 

클린 워터(npj Clean Water) 온라인 게재

스페이서와 평막으로 구성된 스택과 패턴막으로 구성된 

스택을 비교한 결과 압력을 1/3 이하로 줄여 소모되는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또한 실제 해수와 하수 

방류수를 사용한 비교에서도 스페이서와 평막을 사용한 

스택은 압력이 초기 대비 3배 이상 상승해 6일 만에 

운전이 중단됐으나 패턴막은 14일 이상 안정적으로 

운전해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더불어 스택을 장기간 운전 시 직조형 스페이서를 

사용하는 역전기 투석의 유지 비용은 전체의 30~50%를 

차지하는 데 반해 연구진이 개발한 패턴형 이온 교환막은 

10~20% 수준으로 유지 비용을 절감시켜 경제성을 

확보했다.

연구진이 개발한 3차원 프린터를 이용한 패턴형 이온 

교환막 기술은 대면적화, 양산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뿐만 아니라 성능 손실 없이 다양한 패턴 구조물을 

구현할 수 있고 기존 분리막 소재 기술의 응용 분야 확장 등 

기술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변화대응기술

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연구 결과는 네이처 

스프링거에서 발행하는 환경/물 분야의 국제 학술지인 

‘npj Clean Water’ 3월호에 게재됐으며, ‘패턴형 이온 

교환막 및 이의 제조 방법’ 기술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3차원 프린팅 이온 교환막으로 
염분차 발전 상용화 앞당긴다

제주글로벌연구센터

국내 하수 처리 시설 탄소중립 전환 및 

에너지 자립도 향상 기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해양융복합연구팀 최지연·정남조 

박사 공동 연구진이 하수 방류수와 실제 해수를 이용한 

염분차 발전에서 오염에 강하고 스택 내부 압력 손실이 

매우 적은 물결 무늬 패턴형 이온 교환막 개발에 성공

했다.

염분차 발전 중 역전기 투석(RED: Reverse Electro-

dialysis)은 교대로 적층된 이온 교환막과 그 사이에 

해수, 담수가 원활히 흐르도록 유로 역할을 하는 

스페이서로 구성된다. 그런데 스페이서는 ‘직조’ 방식의 

구조적·형태적 한계로 인해 스택의 압력을 상승시켜 

에너지 소모를 증가시키고 유·무기 오염 문제가 발생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온 교환막에 직접 구조체를 

연결해 스페이서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든 패턴형 

이온 교환막 개발을 위한 노력들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대부분 열압착 또는 용액 캐스팅 방식으로 얇은 막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으며 금속형 몰드에서 분리 시 

발생할 수 있는 균열과 고온·고압으로 인해 이온 교환막 

성능 저하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염분차 발전용 고출력 방오성 

물결 무늬 패턴형 이온 교환막 개발

이에 연구진은 3차원 프린터로 패턴 구조물을 이온 교환막 

표면에 직접 인쇄해 120㎛ 정도로 매우 얇은 패턴형 

이온 교환막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연구진이 개발한 

패턴형 이온 교환막은 압력을 1/3 수준으로 줄이고 

내오염성이 향상돼 스택의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기존의 직조형 스페이서는 직교 형태로 구성돼 작은 

공간이 생겨 해수와 방류수에 존재하는 콜로이드 형태의 

오염 물질들이 쉽게 갇히고 이는 곧 스택의 압력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연구진은 3차원 프린터로 세공 충진형 이온 교환막의 

표면에 물결 무늬 패턴을 적용해 마이크로 크기의 해수 

및 담수의 유로를 만들어 이 문제를 해결했다. 해수와 

서울경제, 헤럴드경제, 파이낸셜뉴스 등 17건2022년 5월 13일(금)

이번에 개발한 패턴형 이온 교환막은 하수 처리장 방류수를 재사용해 

안정적인 전기 생산이 가능한 기술로, 

탄소중립 실현 및 하수 처리장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이온 교환막 기반 다양한 전기 화학 공정 분야에 적용될 수 있어 

국내 소재·부품 기술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해양융복합연구팀

최지연(책임연구원)

064-800-2239 / 010-3375-3482

jychoi@kier.re.kr

롤투롤과 결합된 3D 프린터로 대면적 패턴형 이온 교환막을 
제막 중인 모습

실제 해수 및 하수 방류수 취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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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수준의 분리막 자체 개발 및

대용량 파일럿 플랜트 개발 계획

연구진은 이외에도 역전기 투석-역삼투-역전기 투석 

융합 공정의 핵심 소재인 역전기 투석용 패턴형 이온 

교환막과 역삼투용 삼투막을 자체 개발했다.

역전기 투석 공정에 적용된 패턴형 이온 교환 분리막은 

세계 선도 기관(일본, 후지필름)의 기술과 비교해 두께는 

1/10, 성능은 2배, 내오염성은 3배 이상 향상된 결과를 

확인했으며, 실용화 수준의 적층 기술을 확보했다. 

역삼투용으로 개발된 신규 유입수 조건의 삼투막은 

유입수의 농도가 2.3~2.8wt % 조건에서 99.8% 이상의 

염 제거율을 보였으며, 8인치 모듈화에 성공했다.

연구진은 경제성 분석으로 공정의 대용량화와 최적화 

달성을 통해 담수 생산 단가는 10% 이상 절감, 염분차 

발전 균등화 발전 비용(LCOE: Levelized Cost Of 

Energy) 단가는 130원/kWh 이하도 가능함을 확인했다. 

또한 개발한 염분차 발전 기술은 해수 온도,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발전소(원자력, 화력)의 온배수를 이용해 

대용량 발전소 구축에도 사용할 수 있어 국내 기저 부하와 

재생에너지 간 에너지 믹스 체계 유연성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도 기대한다.

연구진은 향후 저탄소 선도형 해수 담수화 산업의 국내 

기술 경쟁력 강화와 대용량화를 통한 해외 진출을 위해 

2,000톤/일 이상급 대용량 파일럿 플랜트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됐다. 에너지연이 주관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양대, 국민대, 서울대, 아주대, 

한국환경연구원이 참여했으며, 과제 선정과 최종 평가에서 

모두 우수(A) 등급을 받았다.

바닷물에서 전기도 식수도...
염분차-담수화 융합 기술 개발

제주글로벌연구센터

역전기 투석 염분차-역삼투 해수 담수화 

세계 최초 융합 공정 실증

국내 연구진이 역전기 투석(RED: Reverse Electro-

dialysis)-역삼투(RO: Reverse Osmosis) 기술의 

융합을 통해 친환경적인 담수와 전기 생산이 가능한 

핵심 기술을 개발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공정의 핵심 

소재인 분리막은 기존 세계 최고 수준 대비 2배 이상 

향상시켜 글로벌 기술 선도 기반도 마련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해양융복합연구팀 정남조 박사 

연구진은 에너지 소모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역삼투 모듈의

앞뒤에 역전기 투석 발전기를 연계시키는 융합 공정

(역전기 투석-역삼투-역전기 투석)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100톤/일급 담수 생산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기존 역삼투 단일 공정 대비 에너지 소모량을 

30% 이상 절감시켰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해수 담수화 기술이 가장 유망하다. 하지만 해수 

담수화 시장의 78%를 차지하는 역삼투 기술은 담수 

생산을 위한 에너지 소모량이 많고 공정 이후 배출되는 

농축 해수가 다시 해안에 방류됨으로써 해수의 염 농도 

상승으로 해양 생태계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최적화된 역삼투 공정은 1톤의 담수 생산에 약 3.5kWh의 

전기 에너지가 소모된다. 이는 담수 생산 단가의 약 30%를 

차지하며 1.6kg/톤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것과 같다. 

한편 2019년 기준 전 세계 16,000개의 해수 담수화 

플랜트에서 쏟아내는 농축 해수의 양은 하루  1억 

4천만 톤/일이며, 세계 담수화 시장 점유율 50% 이상인 

중동 지역의 해양 오염은 심각하다.

해수 농도 20% 이상 낮춰

농축 해수 친환경 배출

이에 연구진은 에너지 소모량 절감과 농축 해수의 친환경 

처리라는 해수 담수화의 두 가지 기술적 현안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100톤/일급 역전기 투석 염분차 발전-

역삼투 해수 담수화 융합 공정을 세계 최초로 단일 

플랜트로 실증하는 데 성공했다.

전단에 놓인 역전기 투석 발전기는 해수를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해수의 농도를 20% 이상 낮춘 후 

역삼투 공정에 공급할 수 있으며, 이때 역삼투에 필요한 

에너지 소모량은 낮아진 농도만큼 줄어든다.

이어지는 역삼투 공정을 통해 담수와 함께 배출된 농축 

해수는 고밀도의 에너지원으로 저장되고, 후단에 설치된 

역전기 투석 발전기를 이용해 필요할 때 전기로 전환되며, 

최종 배출되는 농축 해수의 농도는 해수 수준으로 배출

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조선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 33건2022년 7월 21일(목)

염분차-해수 담수화 융합 기술은 기존 해수 담수화의 기술적 이슈인 

에너지 소모량 저감 및 농축 해수 친환경 처리가 가능하고, 

해수 이용 장주기 에너지 저장과 대용량 발전이 가능한 미래 에너지 기술의 핵심이다. 

중동, 동남아시아, 유럽 등 세계적으로 관심 높은 물-에너지 융합 기술로 대용량 실증의 조기 완료와 

정부의 지속적 지원을 통해 글로벌 기술 선도가 가능할 것이다.

해양융복합연구팀

정남조(책임연구원)

064-800-2229 / 010-5305-7946

njjeong@kier.re.kr

연구진이 개발한 염분차-해수 담수화 융합 파일럿의 
실험 결과에 대해 논의 중인 장면

하루 100톤급 역전기 투석-역삼투-역전기 투석 
파일럿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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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는 저전압·고전압 시험이 동시에 가능하며 용량도 

세계 최대 용량인 12MVA로 확장해 향후 국내에 도입되는 

모든 풍력 발전기의 저전압·고전압 보상 기능 시험이 

가능하다.

또한 시험 장비는 단권변압기 형태로 개발해 컨테이너 

1대로 콤팩트하게 구성했으며,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해 기존 시험 장비의 단점을 보완했다.

이에 더해 연구원은 IEC-61400-21-1 기반 계통 연계 

적합성 시험 평가에 관련한 시험 장비 보유 및 시험 평가 

능력을 인정받아, 저전압·고전압 보상 기능 시험을 포함

하는 계통 연계 적합성 시험을 위한 KOLAS 인정서를 

획득했다.

전력 품질 시험 분야 KS 인증 체계 완비를 통한 

국산 풍력 발전기 보급 가속화

연구진이 개발한 장비와 기술을 통해 올해부터는 풍력 

발전기의 계통 연계 적합성 시험을 국내에서도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국내 풍력 발전기 회사들의 

해외 인증 및 형식 시험 시 장기간 소요됐던 기간 단축과 

풍력 발전 기술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연구원은 2월 8일(화) 전남 영광 백수풍력 실증 

사이트에서 연구 성과 발표회를 가졌다. 

성과 발표회를 통해 김종남 원장은 “세계 최대 용량의 

12MVA 저·고전압 시험 장비와 계통 연계 적합성 시험

평가 기술은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탄소중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향후 풍력 발전의 대형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2019년부터 3년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

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연구원이 주관하고 ㈜플라스포, 한양대학교, 

대한전기협회가 공동 연구 기관으로 참여했다.

세계 최대 규모 풍력 발전기 시험, 
이젠 안방에서 받는다

제주글로벌연구센터

세계 최대 용량 저·고전압 보상 기능 

시험 장치 및 계통 연계 시험 평가 기술 확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 세계적 풍력 산업의 가파른 

성장 속에서 국내 풍력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술 개발뿐 아니라, 풍력 발전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인증 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대 규모·국내 최초 시험 장치와 

평가 기술을 개발해 풍력 발전 보급에 탄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전력시스템연구팀 김병기 박사 

연구진은 세계 최대 용량의 풍력 발전기를 평가할 수 있는 

12MVA급 저전압·고전압 보상 기능 시험 평가 장치를 

개발하고,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IEC-61400-21-1 

기반 계통 연계 시험 평가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계통 전력선에 낙뢰, 외물 접촉 등 사고에 의해 전압이 

순간적으로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상태가 발생하면, 전력 

계통에 연결된 풍력 발전기는 가동이 중단되고 악화 시 

전력 수급 불균형으로 정전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풍력 발전기는 순간 전압 상승·강하에 의한 계통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이상 전압을 보상(극복)할 수 있는 저전압·

고전압 보상 기능을 보유해야 한다.

이처럼 풍력 발전기는 저전압·고전압 보상 기능을 반드시 

검증해야 하나 국내에서는 저전압·고전압 보상 기능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현장 평가용 시험 장비의 보유와 

시험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해외 기관을 통한 인증 및 시험 활동이 원활하지 

못해 국산 풍력 발전기의 설비 보급 지연 및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풍력 발전 시스템의 신뢰성을 평가 받기 위해 연구원은 

형식 시험에 해당하는 평가를 국내에서 인증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풍력 발전기의 출력 및 기계 하중 

시험을 국산화한 바 있고, 이번 기술 개발을 통해 전력 

품질 시험을 국산화했으며, 2022년도에는 소음 시험 

분야로 확대함으로써 형식 시험을 위한 모든 시험을 

국산화할 예정이다.

국내 최초 IEC-61400-21-1 기반 

계통 연계 적합성 시험 평가 기술 개발

김병기 박사 연구진은 참여 기업인 ㈜플라스포와 협업을 

통해 국내에서도 세계 최대 규모의 풍력 발전기를 시험 

평가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을 개발했다. 즉, 계통의 전압이 

크게 변동 시 계통으로부터 대규모 풍력 발전기의 탈락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풍력 발전기 내 탑재된 저전압·

고전압 보상 기능을 현장에서 평가할 수 있는 시험 장비와 

기술을 개발한 것이다.

기존 국내에서 보유한 시험 장비는 저전압 보상 기능 

시험만 가능한 5MVA급 장비다. 이번에 연구진이 개발한 

동아사이언스,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 27건2022년 2월 9일(수)

개발한 장비와 시험 평가 기술로 

대단위 풍력 발전 단지 건설에 필요한 대형 풍력 발전기를 대상으로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며, 

2022년도에 개발되는 8MW급과 

개발 예정인 10MW급 이상의 국산 풍력 발전기 그리고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원에 대해서도 현장 시험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

전력시스템연구팀

김병기(책임연구원)

064-800-2218 / 010-5128-8550

bk_kim@kier.re.kr

12MVA급 LVRT-HVRT 시험 장비 외관

12MVA급 LVRT-HVRT 시험 장비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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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 금속 삽입 전극(Intercalation)을 도입해 에너지 

추출량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식수 사용도 가능토록 

했다. 이렇게 완성된 탈염 시스템은 역삼투법 독립 

시스템에 비해 소비되는 에너지를 약 51% 수준까지 

획기적으로 저감시켰다. 

차세대 분리막 원천 기술, 소재 공학 분야 

국제 학술지 ‘Nano Energy’ 게재

전 세계 수처리 시스템 시장은 2021년부터 2028년까지 

4.6%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며 2028년이 되면 124억 

2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진이 개발한 

기술은 대표적 수처리 시장인 해수 담수화뿐만 아니라 

환경보호법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는 산업용 

폐수에도 적용할 수 있어, 탈염 공정에 소비되는 에너지의 

혁신적 저감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이번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결과는 소재 공학 분야 저명 국제 학술지인  ‘Nano 

Energy(IF 17.881 JCR Materials Science 분야 5위, 

상위 97.53%)’ 4월 1일자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해수 담수화 에너지 소비량 
절반 이상 낮춘다

제주글로벌연구센터

이온 선택성 나노 분리막을 통해 

탈염과 동시에 에너지 추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글로벌연구센터 박철호 

박사 연구진은 해수 담수화와 같은 탈염 공정에서 

에너지 소비량을 혁신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이온 

선택성 나노 분리막과 전기 화학적 에너지 생성 시스템인 

EC-desalination(압력에 의한 탈염과 동시에 전기 

화학적으로 전력을 추출하는 기술) 공정 개발에 성공

했다.

인구의 증가와 산업의 고도화와 함께 기후 변화로 인해 

물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진 가운데, 편재성 등의 이유로 

공급 부족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다. 특히 물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막상 지구 표면의 약 70%를 차지

하는 바닷물은 극히 제한적 사용만 가능하다. 해수를 

깨끗한 물로 만드는 해수 담수화 기술이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이유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는 많은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고 또 전기를 만들기 위해 막대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기후 변화를 초래한다. 따라서 해수 담수화 기술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게 핵심이며, 이를 위해 소재·

공정·IT 개발에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가 압력 및 유량에 따라 

탈염 정도 및 추출 에너지량 조절 

이런 상황에서 연구진은 기존 압력 응답성 나노 여과막

(Nanofiltration)에 이온 선택성을 갖는 새로운 나노 

분리막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나노 여과막에 의한 탈염 

과정에서 이온의 선택적 투과에 의한 전위차를 발생시키는 

에너지 하베스팅(Energy Harvesting) 개념을 도입해 

전력 소비량을 혁신적으로 낮추는 신기술이다.

연구진이 개발한 나노 분리막은 기존 압력 응답성 나노 

여과막의 기본 성능에 1가 이온과 양 이온 또는 음 이온을 

선택적으로 투과하는 기능을 가져, 막을 사이에 두고 

이온의 선택적 이동에 따라 전위차를 발생시킨다. 마치 

전기뱀장어가 전기를 생산할 때, 이온들로 채워진 막이 

두 이온의 선택적 이동을 허용해 전력이 뿜어져 나오는 

원리와 유사하다.

나노 분리막을 통해 투과된 물에는 1가 이온이 함유되어 

있어 식수원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이에 연구진은 투과수 

내 이온을 제거하고 전극의 전위차를 활용하기 위해 

서울경제, 헤럴드경제, 뉴시스 등 21건2022년 3월 30일(수)

이번 연구에서 개발된 나노 분리막의 새로운 기능 구현으로 

탈염과 동시에 에너지 하베스팅이 가능하다는 것을 처음 보여줬고 

기존 탈염 기술의 에너지 효율 증대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큰 전기를 마련했다. 

산업 분야의 처리수 상태에 맞게 분리막과 전극이 쉽게 최적화될 수 있어 

가시적 수치 이상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전력시스템연구팀

박철호(책임연구원)

064-800-2257 / 010-5624-5505

chpark@kier.re.kr

연구진이 개발한 이온 선택성 나노 분리막

연구진이 개발한 EC-desalination 시스템에서 출력을 확인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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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발전 
국산화·신뢰성 확 끌어올린다

제주글로벌연구센터

대용량 풍력 발전기의 제어 알고리즘 

사전 검증 시스템 개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원 중 풍력 발전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대형화 

추세에 설치 위치도 육상에서 해상으로 옮겨가면서 풍력 

발전기 설비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대용량 풍력 발전기의 

신뢰성을 다양한 조건에서 사전에 모의 실험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전력시스템연구팀과 풍력

연구팀이 대용량 풍력 발전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사전 검증 시스템(P-HILS: Power Hardware-In-

Loop System)을 개발하고 풍력 발전기의 제어 알고리즘 

검증 체계를 마련했다. 이로써 특정 조건과 시험 항목에 

대한 사전 반복 테스트로 제어 알고리즘의 최적화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풍력 발전기의 신뢰성 증대와 원가 

절감에 기여할 전망이다.

풍력 발전기 제어 시스템 원가는 설비 자체의 1% 미만으로 

매우 적지만, 성능에 따라 블레이드, 타워 등을 경량화 

함으로써 원가 절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풍력 

발전기의 설비 용량을 늘려도 제어 시스템 비용은 증가

하지 않아 사실상 풍력 발전기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기술이다.

그런데 최근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증대되면서 출력 변동성 

때문에 전력 계통의 강건성과 복원력을 악화시키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용량 풍력 발전기에는 제어 

알고리즘의 개발과 업그레이드를 통한 합성 관성

(Synthetic Inertia) 제어 기술과 계통 지원 기능(Grid 

서울경제, 헤럴드경제, 파이낸셜뉴스 등 30건2022년 7월 4일(월)

풍력 발전기 사전 검증 시스템은 국내 풍력 발전기 제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통해 

제품의 경쟁력 강화와 향후 서남해 지역의 대규모 풍력 발전 단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 보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력시스템연구팀

김대진(선임연구원)

064-800-2332 / 010-3395-4383

djk@kier.re.kr

대용량 풍력 발전기의 제어 알고리즘 검증을 위한 사전 검증 
시스템(P-HILS) Support)이 필요해지고 있다. 합성 관성 기술과 계통 

지원 기능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제어해 전력 계통에 

안정을 취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실시간 고속 연산을 통한 평가 및

다중화 통신 시스템 신뢰성 검증도 가능

이에 연구진은 풍력 발전기 제어 알고리즘에 대해 시험 

평가할 수 있는 사전 검증 시스템을 개발했다. 즉, 풍력 

발전기 내부의 각종 특성값과 풍속, 풍향 등 외부 환경 

조건에서 풍력 발전기의 전기적인 출력을 통해 제어 

알고리즘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 장비와 기술을 개발했다.

연구진이 개발한 시스템은 실시간 기반의 고속 연산을 

통해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10ms(0.01초) 

제어 주기의 풍력 발전기 제어 알고리즘을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비중 증대로 인한 전력 계통의 

관성 저하 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합성 관성 및 계통 지원 

기능의 다양한 조건에서의 검증 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계통의 유연성 확보가 가능하다.

이에 더해 사전 검증 시스템은 개방형 플랫폼 형태로 

개발되어 주요 구성품의 탈부착이 용이해 다양한 풍력 

발전기 종류와 내부 부품을 시험할 수 있고, 복수의 풍력 

발전기로 구성된 풍력 발전 단지에 대해 제어 및 다중화

(Redundancy) 통신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검증도 

가능하다.

반복 시험을 통한 신뢰성 증대와 

풍력 발전기 내부 부품의 국산화 촉진 기대

연구진이 개발한 시스템은 반복 시험을 통해 제어 

알고리즘 최적화 및 신뢰성 높은 운전으로 원가 절감은 

물론 운영 비용도 감소시킬 수 있으며, 풍력 발전기 주요 

구성품 개발에 적용해 국산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풍력 발전기의 다양한 운전 조건을 모사하고 이에 

대응하는 훈련을 통해 체계적인 풍력 발전기 전문 인력 

양성에도 활용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개발된 사전 검증 시스템은 2개 업체로 이미 

기술 이전이 완료됐으며, 2022년 하반기에도 2개 업체로 

추가 기술 이전이 예정돼 있어 다양한 형태로 산업계에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 연구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본사업과 산업

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 

중이다. 주관기관은 ㈜현대플라스포이며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양

대학교, GIST, 신한EPS가 참여해 2020년부터 4년간 

진행되고 있다.

대용량 풍력 발전기용 사전 검증 시스템 시험 시나리오에 
대해 협의 중인 연구진



수소에너지연구본부

Hydrogen Energy Research

34 연료전지 스택 핵심 부품 ‘분리판’, 대량 생산 길 열려

 유지행 책임연구원(고온에너지전환연구실) 

36 수소도 전기도 만드는 양방향 스택, 핵심 부품 개발

  서두원 책임기술원(고온에너지전환연구실)

38 소부장 결실, 연료전지 핵심 부품 국내서 대량 생산 시작

  정두환 책임연구원(고온에너지전환연구실)

40 구멍 숭숭 그래핀 코팅 기술로 이차전지, 연료전지 내구성 다 잡았다

  김희연 책임연구원(고온에너지전환연구실)

42 연료전지 공기극 대면적 제조 기술 개발, 제조 공정 시간도 1/5로 뚝

  이승복 책임연구원(고온에너지전환연구실)

44 암모니아로부터 고순도 수소 한 번에 뽑는다

  이신근 책임연구원(고온에너지전환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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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를 형성했다. 이와 동시에 단위 전지가 안착되는 

프레임도 여러 개의 레이어를 브레이징 접합함으로써 

양산성과 품질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분리판 

모듈 기술을 개발했다.

스탬핑 분리판 기술은 기존의 기계 가공에 비해 제조 

비용을 1/10 이하로 낮추고 공정 시간을 1/100 이하로 

줄일 수 있어 연료전지 가격 저감뿐 아니라 개발 기간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또한 여러 개의 금속 레이어들을 브레이징 접합해 

모듈화하는 단계에서 부품의 불량을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연료전지 스택의 불량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연료전지 시스템의 운전-정지의 반복 과정에서 

연료와 공기의 누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

됐다.

연료전지 스택의 가격 경쟁력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양산화 길 열려

연구진이 개발한 2kW급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스택은 

각 단위 셀들이 균일한 성능을 보였으며, 핫박스 모듈에 

적용해 200시간 동안 성공적으로 운전함으로써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했다. 개발된 스택 기술은 건물용 연료

전지뿐 아니라 발전용 고효율 연료전지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원에서 개발한 2kW급 스택은 포스코에서 개발한 

연료전지용 금속 분리판 소재를 이용해 ㈜세종공업의 금형 

기술과 ㈜동일브레이징의 브레이징 접합 기술을 통해 

제작됐다. 국내 고온형 연료전지는 대부분 해외 기업에서 

수입하는 상황에서 국산 소재와 부품 기술을 적용해 

개발됐으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양산 기술이 적용된 

분리판을 사용해 개발됐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 및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연구원 기본사업, 중소

벤처기업부 산연협력기술개발의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기술 개발을 통해 특허 출원(대한민국, 10-2021-

0007161)을 완료했다. 연구원은 개발된 고온형 연료전지 

스택 기술을 건물용 연료전지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 

㈜범한퓨얼셀과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료전지 스택 핵심 부품 ‘분리판’, 
대량 생산 길 열려

수소에너지연구본부

프레스 성형 금속 분리판 적용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스택 기술 개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국내 최초로 프레스 금형을 

이용한 스탬핑 금속 분리판 기술 개발을 통해 2kW급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스택을 제작·운전하는 데 성공했다.

연료전지 스택은 연료극-전해질-공기극으로 구성된 

단위 전지, 금속 분리판, 밀봉재 등으로 이루어진, 기본 

부품이 반복 적층된 형태이다. 전기 화학 반응을 통해 

직류 전류를 발생시키는 스택은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핵심 부품으로, 연료전지의 내구성과 초기 투자 비용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연료전지 스택에 사용되는 금속 분리판은 수십 개의 

단위 전지 사이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연결재인 동시에 

연료와 공기를 각 단위 전지에 공급하는 매니폴드의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이다. 금속 분리판은 연료와 공기의 

흐름을 제어하기 위한 미세 유로를 포함하도록 제작돼야 해 

단위 전지와 함께 가장 높은 가격 비중을 차지한다.

금속 분리판은 공기 및 연료 주입부를 포함하고, 표면에는 

기체의 흐름을 유도하는 가스 채널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 개발 단계에서는 기계적 가공으로 유로 패턴을 

만든다. 하지만 건물·발전용 연료전지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부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프레스 금형을 

이용해 금속 분리판을 성형하는 양산 기술 적용이 

필수적이다.

제조 비용은 1/10 이하

공정 시간은 1/100 이하로 줄여

이러한 가운데 고온에너지전환연구실 유지행 박사 

연구진은 두께 1mm의 국산 분리판 소재(POSCO, 

STS460FC)를 스탬핑해 제작한 요철 구조의 분리판 

기술을 통해 80개의 단위 전지와 분리판으로 구성된 

2kW급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스택 개발에 성공했다.

연구진은 프레스 금형을 이용하여 두께 1mm 이하의 

금속 박판을 스탬핑하기 위해 분리판 상면과 하면에 

엠보싱 형태의 돌기를 교차로 배열해 분리판 양면에 

파이낸셜뉴스, 전자신문, 헬로디디 등 18건2022년 1월 27일(목)

개발된 기술은 

도시 가스를 사용하는 고온형 연료전지의 핵심 부품으로서 

시스템 개발의 걸림돌이었던 스택 국산화와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적인 기술로 

스택 원천 기술 개발을 통해 

연료전지 실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진행할 것이다.

고온에너지전환연구실

유지행(책임연구원)

042-860-3414 / 010-3755-7529

jhyu@kier.re.kr

(왼)분리판-단전지 모듈 (오)스탬핑 분리판 모듈

2kW급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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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도 달성이 가능하며, 평관형 셀의 지지체 구조의 

특성으로 기계적 강도가 우수해 특히 수전해 장기 안정

성이 뛰어나다.

수소 연료전지 50% 발전 효율 및 

수전해 스택 효율 100% 달성

연구진은 개발한 10개의 셀을 적층해 750℃ 작동 온도에서 

215W 출력 및 시간당 160L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고효율 셀-스택 기술을 실증 구현했다. 해당 셀은 약 

50%의 발전 효율과 100%의 수전해 스택 효율을 보였으며, 

특히 타 알칼라인 또는 고분자 전해질 방식의 저온 수전해 

방식에 비해 약 20% 이상 높은 효율이 입증됐다.

한편, 에너지연은 ㈜에이프로와 지난 2월 15일 대전 

본원에서 ‘양방형 고온 수전해-연료전지 셀 기술에 관한 

특허 및 노하우’ 기술 이전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체결식에는 

에너지연 김종남 원장, ㈜에이프로 임종현 대표 이사 등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에너지연 김종남 원장은 “개발한 평관형 셀은 고효율 

고온 수전해, 수소 연료전지 스택의 핵심 소재·부품이며, 

해외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 자체 기술을 확보해 

내부 역량을 키웠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현재 

국내에 선점하고 있는 해외 기술을 대체해 탄소중립과 

국가 에너지 자립을 위한 경쟁력 확보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이프로 임종현 대표는 “수소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순수 국내 기술력을 통해 개발된 

제조 기술을 확보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며,  “에너지연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그린 수소 에너지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고, 해외 

수소 활용 사업에도 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에너지연 기본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세기프론티어사업, 과기부·환경부·산업부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 등 15년간 

정부 지원을 통해 수행됐다.

수소도 전기도 만드는 양방향 스택, 
핵심 부품 개발

수소에너지연구본부

양방향 고온 수전해-연료전지 

평관형 셀 핵심 부품 기술 개발 성공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 물에서 수소를, 그리고 필요시 

다시 전기로 변환하는 미래형 에너지 저장 기술인 

양방향 고온 수전해-연료전지 기술의 핵심 부품 ‘평관형 

셀’ 제조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연구진이 

개발한 기술은 중소기업에 기술 이전 돼, 국내 수소 관련 

소재 부품 산업 등 후방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양방향 고온 수전해-연료전지 기술은 하나의 장치 안에 

650∼750℃의 고온에서 수증기를 전기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와 수소를 활용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연료전지 기술이 공존하는 미래형 에너지 저장 기술

이다. 특히 기존 200℃ 미만의 저온에서 작동하는 

수전해-연료전지 기술과 달리 수전해 스택 효율 및 발전 

효율이 약 10% 이상 높은 장점이 있다.

순수 국산 기술로 100cm2 활성 면적의 

대면적 평관형 고체 산화물 셀 핵심 부품 개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고온에너지전환연구실 서두원 

책임기술원 연구진은 국내 최초로 100cm2 활성 면적의 

대면적 평관형 고체 산화물 셀 핵심 부품 기술을 개발했다. 

연구진이 개발한 평관형 셀은 기존 평판형, 원통형 셀 

각각의 장점인 고효율·고안정성을 담보하면서도 부피당 

높은 출력 밀도를 보였다.

연구진이 개발한 평관형 셀은 압출 공정으로 제작돼 

크기, 두께, 길이 등을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다. 여기에 

연구원 고유의 디자인인 납작한 튜브 형상을 적용해 

양 끝단을 밀폐시킨 후 수증기 이동을 위한 채널은 

평관형 셀의 위·아래 면에 형성함으로써 고집적 적층과 

가스 밀폐가 매우 용이한 구조로 제작됐다.

특히 이와 같은 구조는 수증기와 산소의 접촉을 막아주는 

밀봉 부위를 줄일 수 있고, 셀을 가두는 금속 부품이 

필요치 않다. 이에 소모되는 금속 부품은 1/2, 밀봉재는 

1/10로 획기적으로 낮춰 스택 제조의 신뢰성과 경제성이 

매우 뛰어난 기술이다. 또한 수직 적층으로 높은 스택 

서울경제, 헤럴드경제, 전자신문 등 18건2022년 2월 24일(목)

개발한 평관형 셀은 고효율 고온 수전해, 수소 연료전지 스택의 핵심 소재·부품이며, 

해외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 자체 기술을 확보해 내부 역량을 키웠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향후 현재 국내에 선점하고 있는 해외 기술을 대체해 

탄소중립과 국가 에너지 자립을 위한 경쟁력 확보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 될 것이다.

고온에너지전환연구실

서두원(책임기술원)

042-860-3177 / 010-8745-3177

dwseo@kier.re.kr

스크린 프린팅을 통한 대면적 세라믹 막 코팅 공정 모습

연구를 통해 개발한 평관형 고체 산화물 셀 모습

KIER-㈜에이프로 기술 이전 계약 체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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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가 가능하다. 또한 전기 전도도 250(S/cm), 굴곡 

강도 67Mpa 이상을 얻어 미국 에너지부(US DOE)에서 

제시한 기술적 목표를 150% 이상 달성했으며, 260°C 

고농도 인산 내구성 시험에서도 전혀 부식이 없어 저온과 

중온 발전용 및 건물용 연료전지 스택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루었다.

기술 이전 기업은 100대 강소기업에 선정

연구진은 2018년 6월 원천 기술을, 2021년 4월 양산 

기술을 ㈜씨엔티솔루션에 기술 이전해 에너지연의 원천·

양산 기술과 기업의 생산 기술을 접목했으며, 에너지연 

연구진들의 연구 지도를 통해 탄소 복합체 분리판 양산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현재 ㈜씨엔티솔루션은 연간 15,000개의 분리판을 

만들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개발 첫해 5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현재 25만 개 양산 설비를 구축 중이며 2022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이다.

이 기술은 2021년 9월 ‘전기 전도도와 강도가 향상된 수소 

연료전지용 CNT 복합 소재 분리판 제조 기술’로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으로부터 ㈜씨엔티솔루션과 에너지연이 

공동으로 신기술 인증을 받았으며, ㈜씨엔티솔루션은 

100대 강소기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씨엔티솔루션 서정국 대표는 “에너지연에서 기획·

진행하는 각종 연구 사업을 통해, 우수한 연구 인력의 

도움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나노융합 2020 사업(우수연구성과 

사업화지원사업) 및 에너지연의 자체 사업인 2020 성공 

후불제, 2021 산업 연계형 과제의 일환으로 수행됐다.

소부장 결실, 연료전지 핵심 부품 
국내서 대량 생산 시작

수소에너지연구본부

수입 의존 탄소 복합체 분리판 제조

원천 기술 개발로 국산화 성공

연료전지의 핵심 부품이자 대부분 수입에 의존했던 탄소 

복합체 분리판(Bipolar Plate)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원천 

기술이 개발되어 중소기업 기술 이전 및 지속적인 협력 

끝에 국산화의 길을 열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고온에너지전환연구실 정두환 

박사 연구진이 확보한 발전용·건물용 연료전지 분리판 

제조 원천 기술의 ㈜씨엔티솔루션(대표 서정국) 기술 

이전과 에너지연의 산업 연계형, 성공 후불제 사업 공동 

연구를 통해 탄소 복합체 분리판 양산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친환경적이며 높은 효율로 발전·건물·수송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개발·적용되고 있는 연료전지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소형화, 고밀도, 경량화 등을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분리판은 여러 개의 단위 전지를 연결해 스택의 

골격을 구성하는 핵심 소재로, 스택 가격의 30%, 무게의 

80%를 차지해 비용 절감과 무게로 인한 에너지 밀도 

감소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고강도·고내구성 기술 개발

US DOE 기술적 목표 150% 달성

이러한 상황을 인식해 연구진은 탄소 나노 튜브(CNT: 

Carbon NanoTube)를 이용해 고강도·고내구성의 

탄소 복합체 분리판을 개발했다. 기존 탄소 나노 튜브가 

첨가되지 않는 흑연 분리판과 비교해 가볍고 높은 

전도도와 강도를 가지며, 후가공 공정이 필요 없고 제조 

공정이 간단해 가격 저감과 양산화에 유리하다.

연구진이 개발한 탄소 복합체 분리판은 탄소 나노 튜브를 

첨가한 흑연을 필러(Filler)로 사용해 다양한 수지와 건식·

습식 혼합 공정을 거쳐 탄소 나노 튜브 복합체 분리판 

중간 소재를 생산한다. 분말 또는 입상의 중간 소재를 

열가압 성형 틀에 넣어 압력과 가열을 통해 최종 탄소 

나노 튜브 복합체 분리판이 만들어진다. 

연구진이 개발한 기술은 각각의 몰드를 활용해 수요 

기업에서 요구하는 발전·건물·수송 등 다양한 분리판 

동아사이언스, 헤럴드경제, 전자신문 등 29건2022년 3월 24일(목)

성공적인 기술 이전을 통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탄소 분리판의 국산화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정부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연료전지 보급률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온에너지전환연구실

정두환(책임연구원)

042-860-3577 / 010-3425-2396

doohwan@kier.re.kr

연구진이 개발한 CNT 탄소 복합체 분리판

연구진이 제작한 CNT 탄소 복합체 분리판의 기계적 물성을 
측정 중인 모습

연구진이 제작한 CNT 탄소 복합체 분리판의 특성에 대하여 
논의 중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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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비활성화가 필수적으로 동반되는데, 이 경우에도 

촉매 표면에 코팅된 다공성 그래핀 쉘의 보호 효과로 촉매 

입자의 응집, 부식, 탈락을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더불어 그래핀 쉘에 숭숭 뚫린 구멍을 통해 반응물이 

쉽게 이동할 수 있어 촉매 성능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다.

다공성 그래핀 합성 기술 기업에 이전

대한민국 소재 기술 자립에 기여

한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액트로(대표 하동길)와 

5월 6일 11시 대전 본원에서 ‘다공성 그래핀 코팅’ 기술 

이전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에너지연 김종남 

원장, ㈜액트로 하동길 대표 등 관계자 6명이 참석했다.

㈜액트로 하동길 대표는 “스마트폰 부품 사업 일변도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미래 성장 먹거리를 

선정해 투자 및 추가 증설 계획을 수립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향후 원천 기술 및 관련 소재 기업들과 시너지를 

통해 입지를 강화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국내 정밀 부품 제조 전문 기업인 ㈜액트로는 기술 이전 

받은 순수 국내 기술을 기반으로 전극 소재를 양산할 

계획이며, 기존에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던 전극 소재를 

국산화하고 나아가서 관련 해외 시장을 개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본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구멍 숭숭 그래핀 코팅 기술로 
이차전지, 연료전지 내구성 다 잡았다

수소에너지연구본부

역발상 그래핀 쉘 적용, 연료·이차전지 

비활성화 억제 및 내구성 200% 이상 향상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술

뿐만 아니라 수소와 연료전지, 이차전지 등 에너지원을 

저장·공급하는 차세대 에너지 소자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이차

전지와 연료전지의 내구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에 성공해 이목을 끌고 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고온에너지전환연구실 김희연 

박사 연구진은 연료전지 촉매 및 이차전지 전극 물질의 

표면에 다공성 그래핀 쉘을 코팅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연구진이 개발한 기술은 연료전지 촉매와 이차전지 전극의 

내구성 저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기술로, 다공성 

그래핀 쉘을 연료전지 전극용 백금(또는 백금-전이 

금속 합금) 촉매와 이차전지 전극용 실리콘 산화물에 

적용해 내구성을 200% 이상 향상시킬 수 있다.

연구진은 2010년대 초부터 꿈의 소재라 불리는 그래핀을 

적용한 전극 소재 연구에 집중해 왔다. 특히 모두가 흠집이 

없는 매끈한 그래핀을 만드는 데 집중할 때, 연구진은 

오히려 고정 관념을 깨고 구멍이 숭숭 뚫린 다공성 

그래핀에 집중했다. 다공성 그래핀을 금속 촉매의 표면에 

코팅하는 경우, 중간 중간 구멍을 가진 그래핀 껍질의 

신축성과 보호 효과로 인해 연료전지 및 이차전지의 

성능 저하를 억제하는 것을 확인했다.

공정이 간단하고 시간도 짧으며

촉매 10kg 코팅에 원료비는 수백 원에 불과

연구진이 개발한 기술은 반도체 공정에 주로 적용되던 

화학 기상 증착 공정을 응용했다. 전극 물질이 놓인 반응 

챔버 내에 기체 상태의 탄화수소(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화합물) 물질을 저농도로 흘려주는 것만으로 연료전지용 

백금계 촉매 및 이차전지 전극용 실리콘 나노 입자의 

표면에 다공성 그래핀 쉘을 코팅할 수 있다.

이 기술은 공정이 매우 간단하고, 처리 시간이 수 초에서 

수 분 내외로 짧으며, 온도와 반응물의 농도 조절만으로 

그래핀 쉘의 형상 및 두께를 조절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촉매 10kg을 코팅하는데 원료비가 수백 원에 불과할 

정도로 저렴해 적은 예산으로 단기간에 사업화가 용이

하다는 장점이 있다.

기본적으로 모든 종류의 배터리는 충방전 과정에서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손상이 발생하고 충전 효율이 저하

된다. 그러나 이차전지의 차세대 음극재인 실리콘 

나노 입자에 다공성 그래핀 쉘을 코팅하면 배터리의 

충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팽창과 수축에 탄력적으로 

반응하면서 수명 저하(전극의 비활성화)를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또한 연료전지 전극용 촉매의 경우 가동 중 촉매 입자의 

KBS대전, 서울경제, 헤럴드경제 등 25건2022년 5월 18일(수)

이번 기술 이전은 

국내 자체 기술로 개발된 순수 원천 소재 기술에 대한 사업화로서 매우 드문 사례이며, 

K-소부장 기술을 바탕으로 한 수소경제 및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의 인프라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온에너지전환연구실

김희연(책임연구원)

042-860-3613 / 010-3246-1526

heeyeon@kier.re.kr

KIER-(주)액트로 기술 이전 계약 체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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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와 건조만 반복한 후 최종 단계에서만 하소를 진행해 

단일 결정 구조를 갖는 LSCF 공기극을 형성할 수 있다.

연구진이 개발한 기술은 기존 습식 침투 공정 대비 반복

적인 하소 과정을 생략해 공정 시간을 80% 이상 단축시

킬 수 있다. 또한 비교적 낮은 하소 온도를 적용해 나노 

크기의 LSCF 입자들로 이뤄진 균일한 공기극 층을 형성

할 수 있어 대면적화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25c㎡ 대면적 나노 입자층 제조 기술 확보 및

Journal of Energy Chemistry 게재

연구진은 25cm2 대면적의 다공성 GDC 전해질 층에 

요소를 첨가한 LSCF 침투 용액을 초음파 분무로 5회 

습식  침투-건조시킨 후 900℃에서 하소해 균일한 조성과 

나노 입자로 이뤄진 LSCF 공기극 층(300nm)이 형성

되었음을 확인했다. 연구진이 개발한 공기극을 적용한 

단위 전지는 700℃ 작동 온도에서 0.8W/cm2 이상의 

출력 밀도와 1,200시간 동안 안정한 성능을 보였다.

또한 고온 열처리 시 전해질과 공기극 물질 간의 화학적 

반응에 의해 불순물이 생성되어 성능 및 내구성을 

감소시키지 않도록 적용하는 반응 방지막 층도 생략할 수 

있어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의 내구성과 경제성 향상이 

가능하며 상용화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이다.

한편 이번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핵심

기술개발 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연구 결과는 

화학 분야 세계적 학술지인  ‘Journal  of  Energy 

Chemistry(IF 9.676)’에 게재됐다.

연료전지 공기극 대면적 제조 기술 개발, 
제조 공정 시간도 1/5로 뚝

수소에너지연구본부

공기극 반응 활성화 면적 극대화 및 

성능, 내구성, 경제성 확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고온에너지전환연구실 이승복, 

홍종은 박사 연구진이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SOFC: 

Solid Oxide Fuel Cell)의 성능과 내구성은 유지하면서, 

기존 습식 침투 공정 대비 공정 시간은 1/5 수준으로 

단축시키는 공기극 제조 기술을 개발했다.

연구진이 개발한 기술은 초음파 분무 습식 침투 공정에 

요소(Urea) 첨가제를 사용한 용액을 이용한 기법이다. 

이 기술로 기존 습식 침투 공정의 단점인 반복적인 하소 

공정을 최종 단계에서 1회만 실시하도록 공정을 단축

시키면서 조성과 미세 구조가 균일한 나노 입자 

공기극 층을 대면적으로 형성해 상용 수준의 성능과 

장기 안정성을 구현했다.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의 성능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는 

공기극에서 발생하는 산소 환원 반응(ORR: Oxygen 

Reduction Reaction)이다. 이에 공기극의 산소 환원 

반응을 향상시키기 위해 LSCF 상용 공기극 소재보다 

우수한 촉매 특성을 갖는 새로운 조성을 개발하거나 

상용 소재를 나노 구조로 형성해 유효 반응 영역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 중 습식 침투 공정은 전해질이나 공기극 소재로 이뤄진 

다공성 구조 표면에 나노 크기의 공기극 촉매 입자를 

형성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분말 형태의 공기극 

코팅보다 소재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습식 침투 공정은 원하는 촉매 담지량에 도달하기 위해서 

습식 침투·건조·고온 하소의 과정을 수회 반복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반복 열처리 없는 초음파 분무 습식 침투 

공정으로 공정 시간 80% 단축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진은  요소를  침전제

(Precipitating Agent)로 첨가한 침투 용액을 이용해 

반복적인 고온 하소 열처리 공정이 생략된 초음파 분무 

습식 침투(Ultrasonic Spraying Infiltration) 기법을 

개발했다. 

연구진은 LSCF 상용 공기극 소재를 이루는 전구체 금속 

이온들과 요소를 용해시킨 침투 용액을 초음파 분무 공

정으로 다공성 구조 표면에 고르게 분산시켰다. 분산된 

침투 용액은 100℃에서 건조되면서 요소의 가수 분해 

반응에 의해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 용액 내 

pH가 서서히 증가하고, 금속 이온들은 이온 교환 반응을 

통해 금속 수산화물이나 수산화탄산염과 같은 미세한 침

전물을 형성해 다공성 구조 표면에 고르게 부착된다.

표면에 부착된 침전물은 촉매 입자의 전구체(Precursor) 

역할을 해 침투 용액이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일정하게 

유지되고 이후 원하는 촉매량을 담지할 때까지 습식 침

서울경제, 헤럴드경제, 전자신문 등 20건2022년 6월 7일(화)

요소를 첨가한 침투 용액을 이용한 초음파 분무 습식 침투법은 

기존 습식 침투 공정 대비 SOFC 공기극 제조 공정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셀 대면적화에 용이해 상용화에 적합한 기술이다. 

저온 하소 공정으로 형성된 단일 결정 구조의 나노 촉매 공기극 층은 

향후 SOFC 성능과 내구성 향상을 위한 중요한 연구 결과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고온에너지전환연구실

이승복(책임연구원)

042-860-3466 / 010-4708-6608

sblee@kier.re.kr

초음파 분무 습식 침투 공정 적용 습식 침투 공정 초음파 분무 습식 침투 장치에 습식 침투 공정용 단전지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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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이하 저온에서 수소 추출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연구진이 개발한 다수의 분리막을 반응기에 장착해 실험한 

결과 반응기 온도를 100℃ 이상 낮췄음에도 98%의 

분해율, 93% 이상의 수소 회수율로 99.99% 이상의 

고순도 수소를 2kg/d 이상 생산 가능함을 공인 인증 

기관을 통해 검증을 완료했다.

특히 개발한 분리막은 대면적이면서 면적 대비 수소 

생산량이 2배 이상 높아 세계 최고 수준이며, 분리막 

개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수소 생산량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는 에너지연 기본사업과 산업부 알키미스트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됐으며, 연구 성과는 열역학 분야 

저명 학술지인 ‘에너지(ENERGY)’에 게재됐다.

암모니아로부터 
고순도 수소 한 번에 뽑는다.

수소에너지연구본부

수소 분리막을 이용한 암모니아 분해로 

99.99% 이상 고농도 수소 생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고온에너지전환연구실 이신근 

박사 연구진이 암모니아를 수소로 분해함과 동시에 정제가 

가능한 통합형 분리막 반응기를 개발해 99.99% 이상의 

고순도 수소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에 개발한 저온 촉매-분리막 복합 암모니아 개질 

기술은 500℃ 이하의 저온에서 팔라듐 분리막 반응기를 

이용해 암모니아로부터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다. 특히 연구진이 개발한 분리막은 수년간의 

연구 개발 끝에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청정 수소 생산을 위한 여러 방안 중 저압, 고온에서 액체

이며 액화 저장과 운송이 용이한 암모니아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촉매를 이용한 

분해 방식을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반응은 400℃ 

이상에서 95% 이상이 분해되지만 상용 촉매의 활성이 

낮아 분해율을 높이기 위해 600℃ 이상으로 온도를 

올려야 한다. 또한 고순도 제조를 위해 PSA(압력 스윙 

흡착)로 질소를 제거하는데, 질소만 흡착할 수 있는 흡착

제의 한계로 고순도 생산이 어렵다.

일체형 분리막 반응기로 반응 온도를 낮춰 

경제적인 수소 생산 가능성 확보

이에 연구진은 팔라듐 분리막과 암모니아 분해 촉매로 

100℃ 이상 낮은 온도에서 암모니아를 98% 이상 분해

함과 동시에 정제가 가능한 일체형 분리막 반응기 개발에 

성공했다.

기존의 암모니아 기반 수소 추출을 위한 반응기는 

암모니아를 분해하는 반응기와 PSA(압력 스윙 흡착), 

TSA(온도 변동 흡착)로 정제를 하는 기술이 복합적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서 연구진은 PSA, TSA 정제 기술 없이 수소 

분리막을 사용해 수소 생산과 동시에 정제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수소를 생산과 동시에 정제해 평형 반응에서 

생성물 제거 효과로 르 샤틀리에 원리(Le Chatelier’s 

Principle)에 의해 분해 온도를 낮춤과 동시에 고순도 

수소 생산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수소 생산량 세계 최고 수준, 

Energy 저널 논문 게재

분리막 반응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리막의 성능과 

가격인데 연구진은 기존 팔라듐 분리막의 한계로 

인식됐던 비싼 가격과 치밀한 제조가 어려웠던 문제를 

‘무전해 도금법(Electroless Plating)’을 개선해 극복

했다. 이를 통해 팔라듐 사용량은 절반 이하로 줄이면서 

동아사이언스, 서울경제, 헤럴드경제 등 28건2022년 10월 25일(화)

분리막 반응기를 사용하여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기술은 

분해 반응과 수소 정제를 하나로 집약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호주,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 수년 전부터 활발히 연구 중인 공정 집약형 차세대 기술이다. 

우리나라도 기술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분리막과 공정 집약 연구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고온에너지전환연구실

이신근(책임연구원)

042-860-3155 / 010-9897-7573

h2membrane@kier.re.kr

수소 분리막을 이용한 암모니아 분해 수소 생산 기술 원리

연구진이 국산화에 성공한 팔라듐 복합 분리막(위)과 
하루 2kg 수소 생산이 가능한 분리막 반응기(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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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현장 조사 없이도 건물 에너지 성능을 측정한다

 김종훈 책임연구원(에너지ICT융합연구단)

50 코로나 바이러스 99% 사멸시키는 필터 개발... 올해부터 시판

  류승환 선임연구원(에너지ICT융합연구단)

52 출연연 AI 기반 공기질 향상 기술, 기업 상용화 시작돼

  류승환 선임연구원(에너지ICT융합연구단)

54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최대 문제 풀린다

  백종복 책임연구원(에너지ICT융합연구단)

56 전기 만들고 열 만드는 방음벽, 방음 성능도 뛰어나

  강은철 책임연구원(열변환시스템연구실)

58 겨울철 차가운 냉기, 한여름 냉방에 꺼내 쓴다

  윤영직 책임연구원(에너지네트워크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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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사 없이도 
건물 에너지 성능을 측정한다

에너지효율연구본부

AI를 활용해 준공 연도와 난방 면적만으로 

주거 건물의 에너지 성능 예측

건물은 일상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부분

이자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다. 

즉 건물과 기후 위기는 떼어내 생각하기 어려운 관계다. 

건물은 하루아침에 새로 짓거나 단시간 내에 개보수하기 

어려우며, 한 번 지어지면 정해진 배출 강도를 꾸준히 

유지하기 때문에 타 영역보다도 빠른 전환과 성능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ICT융합연구단 김종훈 

박사 연구진이 현장 방문 없이 AI를 활용해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했다. 이로써 기후 

위기 대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존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050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연구가 활발한 가운데, 효과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건물의 현 에너지 성능 수준을 파악하는 

에너지 진단과 모델링이 요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현재 에너지 성능을 파악하기 위해 

외벽의 열관류율과 기밀도 등을 현장에서 측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사업일 경우 모든 대상 건물의 

성능을 실측하기 어렵고 여건 또한 마땅치 않아 건물의 

기본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성능을 평가하고 있지만,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건물의 정보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 방문은 필수이다.

성능 예측 시간 기존 1가구 2시간을

1만 가구 27초로 단축

이에 연구진은 에너지 진단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단축

하기 위해 AI를 활용해 건물 에너지 성능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했다. 40,000 가구 데이터를 이용해 전체 

입력 변수로 학습된 AI 모델의 성능과 준공 연도별 

열관류율, 난방 면적을 입력 변수로 하는 학습된 AI 

모델의 성능 차이가 NRMSE(Normalized Root Mean 

Square Error) 3% 수준이었으며, 저소득층 단독 주택 

모델로 검증한 결과 NRMSE 1.4%로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헤럴드경제, 파이낸셜뉴스, 디지털타임스 등 32건2022년 4월 13일(수)

에너지ICT융합연구단

김종훈(책임연구원)

042-860-3467 / 010-2822-9022

jonghun@kier.re.kr

또한 건물마다 별도로 

수행해야 하는 시뮬레이션 

모델링 없이, 연구진이 

개발한 AI 예측 모델에 

주요 변수의 입력만으로 

전체 대상 가구를 동시에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

했다.   실제로  전국에 

분포한 노후 주택 50,000

가구의 데이터를 이용해 

모델 훈련과 검증을 수행

했고, 임의로 데이터 분할 

및 검증을 100회 시도한 

결과  NRMSE의 표준 

편차가 0.25%로 안정적인 

모델의 성능을 확보했다.

연구진이 개발한 예측 

모델로 10,000가구의 에너지 성능을 예측하는데 걸린 

시간은 약 27초다. 기존 1가구의 현장 방문을 통한 측정 

시간이 1~2시간인 것과 비교하면 획기적으로 시간과 

노동력을 줄일 수 있다.

현장 방문이 필요 없어, 

언택트 방법으로 활용 가능

기존 건축물 에너지 효율 향상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현재의 에너지 성능 진단은 필수이다. 

연구진은 개발한 예측 모델로 건물의 대략적인 현재 

에너지 성능을 파악해 관련 정책 수립 및 사업 사전 

평가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현장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대유행 기간에 비대면 언택트 방법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국토교통부 기존 건축물 저탄소 

에너지효율화 리모델링 최적 모델 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연구 성과는 Civil Engineering 분야 

상위 3.6% 해당하는 ‘Building and Environment’ 

저널에 게재됐다.

개발한 예측 모델을 이용해 건물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을 시작하기 전, 

건물의 대략적인 에너지 성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AI 기반 에너지 산업의 디지털화가 기존 에너지 진단 방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 중 하나가 될 것이다.

AI 모델의 훈련 및 검증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김종훈 책임연구원

국내 노후 주택 에너지 요구량 예측 모델 개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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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99% 사멸시키는 필터 개발...
올해부터 시판

에너지효율연구본부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제거 실험 결과 

각 99.9%, 99% 사멸, 2차 오염도 원천 차단

계절을 가리지 않는 미세 먼지와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효과적인 실내 

환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공기질 개선은 물론 바이러스까지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기업에 이전하고 사업화를 앞두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ICT융합연구단은 광열 

효과(Photothermal Effect) 기반 헤파 필터를 개발

했다. 연구진은 최초로 광열 효과 기반 필터를 이용해 

포집된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 세균을 99.9% 사멸

시키고, 포집된 필터에서 발생 가능한 바이러스의 2차 

증식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실내외에서 유입, 발생하는 미세 먼지, 바이러스 등 각종 

유해 물질들로 인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공기 

청정기 및 열 회수 환기 장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공기 정화 시스템에 설치된 헤파 필터는 

오염 물질이 쌓이면서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가 서식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다시금 실내로 확산돼 2차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2차 오염을 막기 위해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자외선(UV)을 이용하고 있지만 이를 헤파 필터에 직접 

조사할 경우 필터의 부식이 발생해 수명이 급감한다. 

또한 환기 장치 내부 부품의 부식도 유발해 공기의 

흐름이 있는 부분에만 자외선을 조사하고 있다.

기존 헤파 필터에 광열 효과 물질로 코팅,

부가적으로 결로 방지 효과도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진은 기존 열 회수 

환기 장치에 적용 가능한 광열 효과 살균 기술로 코로나

19와 같은 바이러스를 99% 이상 사멸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상용 헤파 필터에 금속 나노 입자 또는 탄소 

나노 튜브와 같이 광열 효과를 일으키는 물질을 코팅해 

조선일보, 대전MBC, YTN사이언스 등 39건2022년 5월 3일(화)

에너지ICT융합연구단

류승환(선임연구원)

042-860-3585 / 010-3148-3585

shyoo@kier.re.kr

광열 헤파 필터 적용 열 회수 환기 장치 시제품

광열 헤파 필터를 제작하는 것이다. 여기에 인체에 

무해한 가시광선 대역의 LED를 조사해 약 10~15초 

안에 60도 이상까지 발열시키면 바이러스 및 박테리아 

세포가 사멸한다.

더불어 연구진은 필터 전반에 걸쳐 광열 효과를 발휘

하기 위한 LED 기반 면 발광 시스템 설계를 적용해 필터 

전반에 균일도 95% 이상 수준으로 가시광을 조사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부가적으로 기존 열 회수 환기 장치의 

문제점인 필터 표면의 습기 제거와 면 발광 시스템의 

열에너지를 이용해 결로 방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국제 학술지 Scientific Reports 게재 및

환기 시스템 전문 기업에 기술 이전 완료

연구진이 개발한 광열 헤파 필터를 이용해 필터에 

포집된 H1N1pdm09 인플루엔자(2009년 전 세계에 

유행한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코로나19 바이러스 

제거 실험을 한 결과 약 10~15분 정도 가시광을 조사할 

경우 각 99.9%, 99% 이상 사멸됐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발열 온도를 70도 이상으로 높이면 99.9% 

이상 사멸된다. 

이 기술은 시스템을 모듈 형태로 제작해 신규 장비뿐만 

아니라 기존 설치 장비의 성능도 쉽게 개선할 수 있어 

적용성이 매우 뛰어난 장점이 있는데 이미 환기 시스템 

전문 업체인 크린테크㈜에 기술 이전돼 상용화를 준비 

중이다. 현재 크린테크㈜는 광열 필터 제작을 위한 설비 

구축을 진행 중이며, 기술 인증 및 시험 평가를 거쳐 

2022년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연구원 기본사업인 산업연계형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됐으며, 연구 성과는 국제 저명 학술지 

‘Scientific Reports’ 2월호에 게재돼 결과의 신뢰성을 

검증받았다.

실내 공기질 향상을 위해 최근 고성능의 헤파 필터를 이용한 환기 장치로 코로나19를 비롯한 

실내 부유 오염원을 99.9% 이상 필터에 포집 할 수 있다. 

광열 헤파 필터 기술을 적용하면 필터에 포집된 바이러스를 99.9%까지 제거 가능하며 

필터에서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가 증식하지 않아 2차 오염까지 방지할 수 있다.

연구진이 개발한 광열 헤파 필터의 발열 성능을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

광열 헤파 필터 제작 전 필터 재료에 대한 가시광 영역에서의 
광-열 변환 효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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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AI 기반 공기질 향상 기술, 
기업 상용화 시작돼

에너지효율연구본부

광열 살균 필터, 결로 방지 및 AI 기반 

실내 공기질 향상 기술 단계적 이전 체결

미세 먼지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실내 각종 유해 

물질로 공기질 향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

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 사멸 필터 

기술 이전에 이어, AI를 활용해 에너지 절감과 자율 

운전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해 이전함으로써 사업화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크린테크㈜(대표 김종원)와 

11월 2일(수),  ‘2022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전시장

(일산 킨텍스)에서 ‘광열 살균 필터 및 AI 기반 실내 

공기질 향상 기술’ 기술 이전 계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에너지연 정학근 에너지효율연구본부장, 

크린테크㈜ 김종원 대표 등 각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환기 시스템은 지난 메르스, 사스의 감염 사례를 통해 

실내 유해 물질에 대한 문제 인식을 출발로, 2006년 

새집 증후군 문제 해결을 위해 ‘100세대 이상 공동 주택 

환기 설비 설치 의무화’가 법제화됐다. 이후 미세 먼지 

심화와 신종 플루, 코로나19와 같은 문제로 헤파 필터 

기반 공조/환기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이제는 

서울경제, 헤럴드경제, 머니투데이 등 22건2022년 11월 3일(목)

에너지ICT융합연구단

류승환(선임연구원)

042-860-3585 / 010-3148-3585

shyoo@kier.re.kr

연구를 통해 개발한 AI 기반 실내 공기질 모니터링 및 광열 필터 적용 열 회수 환기 장치 모습

광열필터, LED모듈
EA

OA

ERV

RA

온·습도, PM2.5, PM10,
CO, CO2, TVOC, Energy

온도
습도

PM2.5
PM10

CO
CO2

TVOC
Energy

분
석

SA

Good Air Quality

•  발열 촉진용 광열 필터

•  가시광역 대역의 파장 활용

•  바이러스 99% 사멸

•  LED 배열을 이용한 열 회수 환기 장치 내 

표면 결로 발생 방지

•  실시간 온·습도, PM2.5, PM10, CO, CO2, TVOC, Energy

•AI 기반 예측을 통한 에너지 절약적 실내 공기 제어

•실시간 제어 신호(풍량, 운전 모드) 송출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BEMS) 연계 가능

AI기반 모니터링 및 제어 모듈

풍량
운전
모드

BEMS

에너지 절약적 실내 공기질 제어

최적 제어용 AI 모델 탑재

IoT-AI 기술 적용을 통한 에너지 효율적이고 똑똑한 

복합 환기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내 공기질 향상과 

환기 부문 건물 에너지 절감 기여

이에 에너지ICT융합연구단 연구진은 지난 광열 효과 

기반 헤파 필터 개발에 이어 실내 공기질 모니터링과 AI 

기반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기술을 개발해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며 바이러스까지 제거 가능한 기술을 확보해 복합 

환기 시스템 사업화 준비에 마침표를 찍었다.

연구진은 IoT 기반 실시간 실내 미세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정보를 통해 적정 실내 

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열 회수 환기 

장치의 자율 운전을 위한 AI 모델을 개발

했다. 또한 실내 온·습도 정보와 건물 

에너지 진단 알고리즘을 개발해 에너지 

절약적 운전 모드가 제공되며, 이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하며 에너지 효율적인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캐나다와 NDA 체결로 

해외 시장 적극 진출 계획

한편, 연구진은 ‘광열 효과 기반 헤파 

필터 기술’에 대해 신기술 인증 및 시험 

평가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또한 실험실 테스트, 건강 관리 분야 현장 

적용에 사용될 광열 살균 필터 시스템으로 구성된 환기 

장치 모듈을 준비해 기밀 유지 협약(Non-Disclosure 

Agreement)에 따라 캐나다의 FHA(Fraser Health 

Authority) 및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에서 시험 및 

평가를 수행해 해외 사업에도 적극 진출할 계획이다.

크린테크㈜ 김종원 대표는 “이번 기술 이전으로 광열 

살균 필터 및 AI 기반 환기 시스템 상용화에 한발 더 

가까워졌으며, 위드 코로나 시대 팬데믹의 불안감을 

덜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일상으로의 회복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성과는 에너지연 기본사업인 산업연계형 

사업의 일환으로, 약 2년간 크린테크㈜와 협력을 통해 

수행한 결과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광열 살균 필터 시스템과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기술을 적용하여 

크린테크㈜가 개발 중인 AI 기반 실내 공기질 향상 환기 시스템의 상용화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

KIER- 크린테크㈜ 기술 이전 계약 체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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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최대 문제 풀린다

에너지효율연구본부

재생에너지 활성화의 핵심, 

스마트 인버터 기술 개발 돼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과 에너지 산업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태양광, 풍력 분야의 성장이 가파르다. 이러한 빠른 

증가세로 전력 구성에서 태양광, 풍력과 같은 변동성 

재생에너지 비중이 커지며 전력 계통에 높은 변동성과 

불확실성이라는 성장통도 수반되고 있어, 재생에너지의 

성장과 함께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 개발 역시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ICT융합

연구단 백종복 박사 연구진이 재생에너지 분산 전원을 

대상으로 강화된 국제 규정인  IEEE1547-2018과 

IEEE-1547.1-2020을 만족시키는 미래형 분산 전원용 

스마트 인버터 기술을 개발했다. 연구진이 개발한 

기술은 전력 계통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재생에너지 

수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전력망과 동적으로 협력

하고 자율적인 결정을 내려 출력 제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패키지형 핵심 기술이다.

재생에너지와 같은 분산 전원 시스템은 전력 변환 

장치인 인버터를 통해 전력 계통에 연결된다. 기후에 

의존하는 재생에너지는 소비량에 비해 발전량이 클 경우 

전압이나 주파수 변동 등의 전력 품질 문제로 계통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여기에서 기존의 인버터는 

불시에 전압이 낮아지면 설비 보호를 위해 모든 설비를 

계통에서 분리하는 수동적인 대응만이 가능했다.

하지만 스마트 인버터는 계통 연계 기능으로 분산 전원의 

간헐성과 변동성에 응답하며 안정성과 복원성을 강화

시켜 전력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기능으로 미국 

등 해외에서는 안정성 증대를 위해 스마트 인버터의 

계통 지원 기능 보유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력 

시스템의 품질 보장을 위한 IEEE-1547과 같은 국제 표준 

개정으로 분산 전원 계통 연계 기준 또한 강화되고 있다.

강화된 계통 연계 국제 규정을 

만족시키는 스마트 인버터 개발

연구진이 개발한 분산 전원용 스마트 인버터 기술은 

태양광, 에너지 저장 장치, 연료전지 등 다양한 분산 전원이 

동아사이언스, 서울경제, 전자신문 등 18건2022년 11월 15일(화)

에너지ICT융합연구단

백종복(책임연구원)

042-860-3575 / 010-3309-0378

jongbok.baek@kier.re.kr

실증 중인 스마트 인버터 시스템

IEEE 1547-2018의 계통 연계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능성(Functionality)과 상호 

운용성(Interoparability)을 모두 만족

시키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전압-유효 전력 제어 기능

(Volt-Watt), 전압-무효 전력 제어 

기능(Volt-Var), 주파수-유효 전력 

제어 기능(Frequency-Watt)으로 전력 

계통의 전압과 주파수를 유지해 안정적인 

계통 공급을 지원한다. 라이드스루(Ride

-through) 기능은 계통 이상 시 계통과 

분산 전원의 연계 유지 또는 분리하는 기능을 제공해 계통 

연계 규정을 만족시켰다. 이와 함께, 모든 제어 알고리즘을 

모듈화해 계통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양한 알고리즘의 

동시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연구진은 IEEE 1547-2018 규정에서 요구하는 

상호 운용성을 위해 규정된 통신 프로토콜인 SunSpec 

Modbus를 탑재해 상위에서 원격으로 스마트 인버터의 

다양한 알고리즘을 위한 매개 변수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변동성 재생에너지와 연계 시, 재생에너지 출력 

평탄화(Smoothing)와 램프율(Ramp Rata) 제어 기능은 

재생에너지의 극심한 간헐성 및 출력 변동성을 완화시킬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과 접속 

한계 용량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국내에서도 보조 서비스 시장이 열릴 경우 발전 사업자들

에게는 다기능 운전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 모델을 기대할 

수도 있어 경제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 인버터

평가 자동화 플랫폼 개발

더 나아가 연구진은 IEEE Std 1547.1-2020에서 규정

하는 검증 절차에 따라 개발한 스마트 인버터를 검증

하기 위한 평가 자동화 플랫폼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스마트 인버터 기술이 탑재된 인버터를 시험하고 평가해 

신뢰성을 확보했으며, 실제로 에너지연 대전 본원에 

스마트 인버터 기술이 탑재된 300kWh/250kW급 실증 

설비를 구축해 실증 결과도 확보했다.

이번 연구는 에너지연 기본사업과 산업통상자원부 ESS

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됐다. 한편 연구진은 연구 

성과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 수요 관리 

사업자, 전력 변환 장치 개발사 등을 대상으로 시장과 

수요처 확보 전략을 수립하고 전문 기업과 연계해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스마트 인버터 핵심 기술은 강화된 계통 연계 규정을 만족하고 

상호 운용성을 지원하는 기술로 전력 계통 품질 향상, 발전 단가 저감, 재생에너지 수용률 향상, 

계통 사고 사전 대비가 가능하다. 

기존 제품 대비 우수한 성능으로 시장 경쟁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를 통해 개발한 분산 전원용 스마트 인버터 기술의 PHILS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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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만들고 열 만드는 방음벽, 
방음 성능도 뛰어나

에너지효율연구본부

노후 방음벽 대체하는

다기능 PVT 방음벽 기술 개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열변환시스템연구실 강은철 

박사 연구진이 새로 건설하는 도로·철로의 방음벽과 

기 설치된 노후 방음벽을 대체할 수 있는 다기능(흡음·

차음, 전기·열 생산) PVT 방음벽 기술을 개발했다.

교통수단이 고속화되고 차량 보유 대수가 늘어나면서 

교통 소음도 덩달아 늘어나 정온한 주거 환경을 해치는 

주요 인자로 대두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교통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

하는 다양한 방음벽 

기술 개발이 시도

되고 있다. 

한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재생

에너지 3030 정책 

등과 맞물려 태양광 

시장은 매년 10%

씩 성장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설치 공간 부족으로 산과 

논밭에까지 설치되는 등 국토가 좁은 대한민국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다기능성 융복합화로 

진화하고 있는 방음벽 활용은 일석이조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

하나의 PVT에서

방음, 전력·온열 생산 동시 구현

여기에 착안한 강은철 박사 연구진은 PVT 기술과 

방음벽을 결합한 형태의 다기능성 방음벽 기술을 개발

했다. 이 기술은 태양광 패널과 태양열 집열기, 흡음재 

등을 활용해 방음 성능 향상은 물론 태양광 패널의 온도를 

낮춰 발전량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온열을 생산하는 기술

이다. 즉 하나의 PVT에서 방음(차음+흡음)과 전력·

온열 생산을 동시에 구현하는 기술이다. 

다기능성 PVT 방음 모듈은 여러 요소 기술의 단순한 

조합이 아닌 융합으로 개발되었다. 태양광 패널의 온도 

대전MBC, 조선일보, 동아사이언스 등 35건2022년 1월 16일(일)

열변환시스템연구실

강은철(책임연구원)

042-860-3511 / 010-6694-4680

kec8008@kier.re.kr

PVT 방음벽 시스템 후면 사진

PVT 방음벽 시스템 전면 사진 상승에 따른 발전량 저하를 막기 위해 PVT 내부에 공기 

유동을 발생시켜 패널의 온도를 낮춤과 동시에 열을 

회수하도록 설계했으며 PVT의 외부 열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흡음재를 단열재로 활용해 흡음과 단열 역할을 한다. 

또한 최적의 방음 기능을 위해 PVT 방음벽 구조체의 

형상과 온열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최적의 전열 

구조를 적용했으며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전될 수 

있도록 자동화된 운전 제어 기술을 개발했다.

패널, 흡음재, 전열 구조 등

요소 기술을 모아 컴팩트형 모듈로 탄생

즉, 태양광 패널은 전력 생산과 차음, 흡음재는 단열과 

흡음, 태양열 집열기 전열 구조는 열 회수와 구조 강도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며, 

이러한 요소 기술들을 

하나의 컴팩트형 모듈로 

탄생시킨 것이 다기능성 

PVT 방음 모듈이다. 

아울러 노후 방음벽을 

용이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현장 시공 기법도 

개발했다.   연구진은 

시스템 설계 및 현장 

설치가 용이한 직렬 연계 

방식의  시공  기법을 

바탕으로 현재 충청남도 

계룡시에 3kWe급의 

다기능성 PVT 방음벽 시스템을 실증 적용해 2021년 

12월부터 운영 중에 있다. 

연구진이 개발한 방음벽은 도로 방음 시설의 음향 성능 

기준에서 기준 대비 높은 성능을 나타냈다. 또한 발전 

효율은 동일한 조건의 태양광 패널보다 6% 이상 높았다. 

일반 태양광 패널은 온도가 증가할수록 발전량이 감소

하는데 PVT 방음 모듈은 공기 유동으로 인해 기존 

태양광 패널 온도보다 약 15℃ 이상 낮아 발전량이 향상

되는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PVT 방음 모듈에서 생산

되는 온열은 단위 면적(m2) 당 400Wt 이상 확보할 수 

있으며, 대합실, 공중 화장실, 휴게실, 흡연실 등 공공

장소에 난방 및 환기, 온수 예열로 활용이 가능해 그 

쓰임새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방음벽의 총 설치 길이는 약 3,200km로, 신도시 발전 및 교통 소음으로 민원이 많아져 

방음벽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기능성 PVT 방음벽 시스템 시장은 

이 중 음영을 고려하더라도 약 1,000km 이상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해 기존 설비를 활용한 다양한 재생에너지 융합 기술이 

개발되어야 하며, 다기능성 PVT 방음벽 기술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PVT 방음벽 시스템 실증 현장 설치

PV 패널 제작 PVT 패널 제작 실증 현장 기반 구축 H-빔프레임 설치 1층 PVT 패널 설치

2층 PVT 패널 설치 PVT 패널 설치 완료 PVT 덕트 배관 설치 PVT 배관 연계 완료

휴게실 현장 설치 Mixing 챔버 설치 내부 덕트 배관 설치 PVT 방음벽 시스템 설비 구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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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차가운 냉기, 
한여름 냉방에 꺼내 쓴다

에너지효율연구본부

국내 최초 동절기 자연 냉열의 고효율 확보 위한 

열 교환 장치 개발 및 실증 성공

국내 연구진이 차가운 겨울철 냉기를 이용, 땅속에 저장

했다가 한여름에 꺼내 하우스 등의 냉방에 이용하는 

새로운 냉방 기술을 개발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네트워크연구실 윤영직 

박사 연구진이 겨울철 차가운 냉기를 이용해 여름철 

농촌의 하우스 냉방에 이용할 수 있는 기포 자가 진동 

현상(Self-excited Bubble Oscillation)을 적용한 

열 교환 장치(Heat Exchanger) 개발에 성공했다.

한여름 폭염에 달궈진 하우스 온도는 50~70℃에 

육박해 농작물의 생육에 치명적이다. 폭염을 막기 위해 

전기 냉방 기기에 의존하고 있으나, 한여름 불볕 더위

에는 한계가 있고 높은 에너지 비용은 농가에 큰 부담이 

된다. 특히나 올해는 고유가에 따른 전력 요금의 상승 

등으로 전력 소모가 많은 전기 냉방보다는 자연 에너지 

또는 자연 친화적인 자연 냉각의 원리를 이용한 새로운 

개념의 냉방 기술 개발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기포 자가 진동 현상을 이용

비용 발생 전혀 없어

이러한 가운데 연구진이 외부 동력이 필요 없는, 기포 

자가 진동 현상을 이용한 고성능 열 교환 장치 개발에 

성공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냉방 기술 시대를 열었다. 

연구진이 개발한 열 교환 장치는 차가운 외기와 축냉조에 

연결된 구불구불한 형태의 모세관 튜브와 튜브 내부의 

냉매로 구성돼 있다. 그리고 땅속에는 냉기의 저장 매체로 

물이 축냉조에 보관돼 있다.

겨울철에는 차가운 외부 공기와 상대적으로 덜 차가운 

땅속 물 사이에는 온도 차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열 교환 

장치 양쪽 끝에서 발생하는 온도차로 내부 냉매가 빠르게 

진동하고 흐름이 발생하며 많은 양의 열을 빠르게 전달

한다. 즉 땅속 물의 열이 더 차가운 외부로 방열되면서 

물 온도는 점점 낮아져 매우 차갑게 되고 이를 여름까지 

KBS대전, 대전MBC, TJB대전방송 등 38건2022년 8월 30일(화)

에너지네트워크연구실

윤영직(책임연구원)

042-860-3225 / 010-4624-8356

yjyoun@kier.re.kr

연구진이 개발한 기포 자가 진동 현상(OHP) 이용 
자연 냉열 생산 열 교환 장치

보관한 후 이용하는 것이다.

이때 열 교환 장치 작동에는 외부 동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운전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 또한 물질의 상 변화

(Phase Change)를 통한 잠열을 이용하면 많은 양의 

열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열 교환 기술에 비해서도 

에너지 소비량은 50% 이상, 크기는 30% 이상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 냉열 생산 효율은 극대화되고 장치 제작에 

소요되는 단가 절감도 가능하게 되어 매우 경제적이다.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한 

하우스 폭염 피해 및 탄소 배출 저감 기여

연구진은 냉열 생산 열 교환 장치를 2022년 3월부터 

강원도 평창군 소재의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실증 

부지에 설치해 냉열 생산과 냉열 저장 실증 실험을 수행

했다. 이를 통해 약 1kW의 냉열 생산 성능으로 약 4.5℃의 

냉수를 생산해 1톤 용량의 지중 축냉조에 

저장하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이 결과는 

3월 이후의 실증 결과이므로 더 낮은 외부 

기온 조건에서는 더 낮은 온도의 냉수를 

생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연구진은 열 교환 장치의 용량과 

성능을 높인 후 올해 10월에 완공되는 서울

대학교 평창캠퍼스 스마트팜 첨단 농업 단지 

내 100평 규모 유리 온실을 대상으로 국내 

최초로 냉방 공급 실증을 진행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식물 공장형 인도어 팜, 도심 건물 

등 다양한 수요처의 냉방 및 공조 기술로 

확장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및 연구원 기본사업의 지원

으로 수행됐다.

세계적인 급격한 기후 위기에 따른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고효율, 저비용의 신재생에너지 기반 시설 하우스 냉방 기술 확보가 중요하며, 

겨울철 신재생 자연 냉기를 이용한 냉방 기술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연 냉열 생산 열 교환 장치를 구성하는 OHP 초열전도체 
단일 모듈에 대해 연구진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연구진이 자연 냉열 생산 열 교환 장치를 이용한 온실 냉방 공급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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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산업 공장, 
암모니아 발전소 질소산화물 제대로 잡는다

기후변화연구본부

질소산화물 제거하는 

금속 착화합물의 결합 메커니즘 규명

질소산화물은 발전·산업계와 같은 고정 배출원이나 

이동 수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에 다량 포함돼 있다. 

대기 중으로 배출된 질소산화물은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 아니라 분진 등과 반응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미세 먼지의 주요 원인이 된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청정연료연구실 윤형철 박사 

연구진(김선형, 조강희)과 계산과학연구실 이찬우 

박사는 질소산화물을 대용량, 고효율로 제거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금속 착화합물(Metal Chelate)을 대상으로 

흡수 성능 차이를 나타내는 핵심인 금속 착화합물의 

결합 형성 메커니즘 규명에 성공했다.

질소산화물의 흡수 성능을 결정하는 금속 착화합물의 

핵심 요소를 규명함에 따라, 연구진이 현재 개발하고 

있는 ‘저온(100℃ 미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제거 

흡수액’에 일산화질소를 고효율로 제거할 수 있는 

최적의 흡수액을 설계하는 데 활용될 계획이다.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대부분 일산화질소(연소 공정의 

경우 90% 이상)로 구성되며, 물에 잘 녹지 않는 일산화

질소 제거가 기술의 핵심이다. 제거 기술 중 금속 착화합물 

흡수액은 일산화질소를 산화 과정 없이 금속 이온에 직접 

결합시켜 제거해 질산 폐수 발생을 최소화하는 기술이다. 

연구진은 현재 흡수액 개발과 함께 흡수액의 장시간 

사용을 위한 재생 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어 

경제성·환경성을 갖춘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고 있다.

서울경제, 헤럴드경제, 전자신문 등 14건2022년 6월 23일(목)

청정연료연구실

윤형철(책임연구원)

042-860-3509 / 010-2814-2893

hyoon@kier.re.kr

연구원이 장기간 평가를 위해 질소산화물 흡수-재생 
순환 실험을 하고 있는 모습

연구원이 질소산화물 흡수액을 제조하고 있는 모습

금속 착화합물의 일산화질소 결합 메커니즘 

분석을 통한 흡수 성능 핵심 요소 규명

연구진은 최적의 흡수액 설계를 위해 금속 착화합물을 

구성하는 금속 이온과 리간드의 조합에 따른 다양한 

금속 착화합물들의 일산화질소 흡수 성능 평가를 수행

했으며, 실험과 계산 과학을 기반으로 금속 착화합물과 

일산화질소의 결합 형성 메커니즘을 밝혀냈다.

금속 착화합물과 일산화질소의 기초 반응 분석을 통한 

실험 조건에서 2가 철 이온(Fe2+)이 다른 금속 이온에 

비해 반응 속도가 빨랐으며, 150배 이상 일산화질소를 

흡수할 수 있는 성능을 보였다. 연구진은 전자 구조 계산을 

통해 철 이온이 최적의 d 궤도 전자수를 가지고 있어 

높은 일산화질소 흡수 물성을 가능케 함을 증명했다.

또한 일반적인 금속 착화합물은 한 개의 일산화질소와 

결합하지만 싸이올기(-SH)를 갖는 리간드로 구성된 

금속 착화합물은 한 개 또는 두 개의 일산화질소와 결합할 

수 있어 1.5~2배 이상 질소산화물을 흡수할 수 있는 

성능을 보였다. 연구진은 계산 과학을 통해 싸이올기를 

갖는 금속 착화합물의 판상 분자 구조가 전자 구조를 

변화시켜 추가적인 일산화질소 결합 자리를 만들어 

흡수액 내 두 개의 구조가 모두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다. 

환경 공학 분야 저명 국제 학술지 

Chemical Engineering Journal 게재 

이러한 금속 착화합물은 일산화질소의 모든 농도 범위

에서 두 가지 형태의 결합 구조로 존재하는데, 농도가 

높을수록 두 개의 일산화질소와 결합하는 비율이 증가

한다. 이는 1994년 네이처에 보고된 일정 농도(500ppm) 

이상에서만 두 개의 일산화질소 결합 구조를 갖는다는 

주장과 다른 결과로, 실험과 계산 과학을 통해 연구진이 

제시한 메커니즘과 일치함을 확인했다. 

기존 주장의 경우 경계 농도에서 두 가지 형태의 농도가 

비연속성을 가짐에 따라 물리적 의미가 약한 반면에, 

이번 메커니즘을 따를 경우 넓은 범위의 농도에서 두 

가지 형태의 비율을 정확하게 계산해 보다 정확한 

일산화질소 흡수 성능 예측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제조 분야 온실가스 

미세 먼지 동시저감 기술개발사업과 환경부 미세 먼지 

사각지대 해소 저감 실증화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

됐으며, 연구 결과는 환경 공학 분야 저명 국제 학술지인 

‘Chemical Engineering Journal’에 게재됐다.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최적의 흡수액을 개발하고 있으며, 

흡수액 재생 기술 확보를 통해 전자 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포함한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다양한 사업장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원이 제조된 흡수액과 재생 촉매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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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패러다임 바꾼다.
암모니아 혼소 기술 개발

기후변화연구본부

기존 발전소 인프라 그대로 활용하면서

청정 발전으로 탄소중립, RE100 구현 가능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석탄 발전을 청정 

발전으로 전환시킬 ‘암모니아 혼소(Co-firing)’기술이 

국내 최초로 개발됐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청정연료연구실 문태영 박사 

연구진은 국내 최초로 순환 유동층 연소(CFBC: 

Circulating Fluidized Bed Combustion) 시스템에서 

이산화탄소 발생을 감축시키는 암모니아 혼소 운전 

기술을 개발했다.

석탄 화력과 열병합 발전소에서 ‘암모니아 혼소’ 기술은 

기존 발전 플랜트 및 송·배전선로 등 전력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좌초 자산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간헐성에 따른 수급 불균형 해소는 

물론 더 나아가 탄소중립 산단 구축, RE100 구현 및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순환 유동층 암모니아 혼소 분야에 

대한 기술이 전무한 상태로, 발전 분야에서 암모니아를 

연료로 이용하기 위한 국산 기술 확보가 시급하다.

국내 최초 100kWth급 순환 유동층 연소 

시스템에서 암모니아 혼소 운전 기술 확보

연구진이 개발한 기술은 상업용 순환 유동층 보일러를 

모사한 100kWth급 순환 유동층 연소 시스템에서 

암모니아를 연료로 활용하는 기술이다. 순환 유동층 

암모니아 혼소 기술은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시도되거나 

보고된 바 없으며, 기존 설비 변경을 최소화하면서 

이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저감하는 암모니아 

혼소 운전 기술로 특허도 확보했다.

암모니아는 무탄소지만 1kg 중 0.8235kg의 질소를 

함유한다. 따라서 탄소계 고체 연료(석탄, 바이오매스, 

코크스 등)를 암모니아로 일부 대체해 연소할 시, 암모니아 

혼소율 증가에 비례해 이산화탄소 감축이 가능하다. 

하지만, 질소산화물 증가와 암모니아 미연소에 의한 

암모니아 슬립(NH
3
  slip)이 발생될 수 있어 이들을 

동시에 감축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전자신문 등 31건2022년 7월 13일(수)

청정연료연구실

문태영(책임연구원)

042-860-3062 / 010-2701-7550

mty1980@kier.re.kr

연구진들이 100kWth급 순환 유동층 연소 시스템에서 
암모니아 혼소 운전을 위해 설비 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

무탄소 연료 암모니아 혼소로 이산화탄소 

배출 크게 줄여 발전소 질소산화물 78% 줄인다

상용 발전소에 암모니아 혼소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설비 

변경은 최소화하면서 고온 영역에서 암모니아 공급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액상 

암모니아를 40℃에서 기화시켜 850℃ 이상의 열 매체인 

유동사가 존재하는 연소로 하부(Dense zone)와 750℃ 

이상의 유동사가 연소로로 순환되는 배관(Downcomer) 

두 곳에 공급해 혼소 운전을 수행 및 비교했다.

이중 연소로 하부에서 암모니아 혼소율 10.2%로 운전할 

경우 안정적으로 연소로 온도가 유지되면서 배기 가스 

내 이산화탄소는 10%가 감축

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암모니아는 연료 역할뿐 

아니라 연소로 내에서 환원제 

역할을 수행해 SNCR(Selective 

non-catalytic  reduction, 

선택적 비촉매 환원법) 반응을 

유도한다. 즉 미세 먼지 전구체

인 질소산화물을 질소로 환원

함으로써 고체 연료 연소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120.5 

ppm 대비, 암모니아 혼소율 

10.2%와 17.5% 운전에서 질소

산화물인 NO를 각각 44.7% 

(△53.6ppm), 78.6%(△94.7 

ppm) 감소시킴을 확인했다.

이는 상용 순환 유동층 보일러에 암모니아 혼소를 

적용 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연료 전환 기술뿐 아니라 

배기 가스 중 질소산화물 감축에 소요되는 운영비 절감

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본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2023년 12월까지 현 세계 

최고 수준(일본  IHI사 미분탄 연소방식)인 암모니아 

혼소율 20%를 뛰어넘는 기술 개발과 암모니아 혼소율 

증가에 따른 슬립 암모니아를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선택적 촉매 환원법)에서 환원제로 활용할 

수 있는 운전 기술도 확보할 계획이다.

발전 공기업의 순환 유동층 보일러뿐 아니라 순환 유동층 열병합 (민간)발전소들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연료 전환 기술이 필요하고 암모니아 혼소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순환 유동층 암모니아 혼소 기술에 대한 기본 설계 및 운영 기술들을 

순수 국산 기술로 확보함으로써 온실가스, 질소산화물을 동시 감축이 가능한 

무탄소 암모니아 발전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순환 유동층 연소에서 암모니아 혼소 운전 기술을 국내 최초로 확보한 KIER 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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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다시 보자! 
수소, 화학 원료 쏙쏙 뽑아낸다

기후변화연구본부

국내 자체 기술로 개발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로부터 수소 생산을 위한 기반 기술 확보

국내 연구진이 폐플라스틱에서 수소, 화학 원료 생산이 

가능한 가스화 기술 국산화에 성공했다. 이 기술은 한화

건설에 기술 이전되어 수소 생산 사업화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청정연료연구실 라호원 박사 

연구진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가스화해 합성 가스를 

생산하는 공정 개발에 성공했다. 연구진이 그동안 

활용처가 제한적이었던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활용해 

수소, 일산화탄소 등 고부가 화학 원료로 재탄생시키는 

기술을 국산화한 것이다. 국내 가스화 기술은 현재 기술 

개발 단계로, 이번 기술 이전은 사업화 단계에 진입한 

유일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폐플라스틱의 처리 방법에 있어 매립과 소각은 면적 

제한, 지표/지하수 오염, 소각 시 불완전 연소로 인한 

환경오염을 심화시키는 한계가 있다. 이에 폐플라스틱을 

친환경적이고 고부가 가치화(발전 연료, 기초 화학 

물질)시킬 수 있는 가스화 기술이 부상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과제로 열분해 

등 화학적 재활용을 통한 폐플라스틱의 연·원료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증가하는 폐플라스틱의 열분해유를 

석유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수소화 사업에 활용하는 

등 고부가 가치 재활용을 위한 시장은 확대될 전망이다.

기초, 특수 화학 물질은 물론

광범위 고부가 파생 상품도 생산 가능

연구진은 2000년대 초반부터 축적해온 석탄, 바이오매스 

등의 탄화수소계 원료를 활용한 가스화 공정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가스화 기술 

개발에 성공해 수소와 일산화탄소 생성비가 90% 이상인 

합성 가스를 생산했다.

연구진이 개발한 기술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고온·

고압 상태의 가스화기에서 한정된 산소 스팀과 함께 

불완전 연소시켜 수소(H
2
)와 일산화탄소(CO)가 주성분인 

합성 가스(Syngas)를 생산한다. 생산된 합성 가스를 

KBS, YTN사이언스, 한국경제 등 40건2022년 8월 24일(수)

청정연료연구실

라호원(책임연구원)

042-860-3076 / 010-4152-8042

seojun@kier.re.kr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화암캠퍼스 가스화 플랜트

정제, 전환, 분리 공정을 거치면 수소 생산이 가능하다. 

또한 가스화 공정을 활용하면 기존에 사용처가 한정적

이던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로 기초, 특수 화학 물질에서 

발전 연료, 전력 생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고부가 

파생 상품을 생산할 수 있다.

가스화기 설계 및 운영에 관한 노하우 이전, 

수소 생산 사업화 진행 예정

연구진은 가스화 공정으로 열분해가 가지는 고열량과 

낮은 재(Ash) 함량 등의 특징으로 인해 수소와 일산화탄소 

생성비가 90% 이상인 고품질의 합성 가스 생산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한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한화건설(대표 최광호)과 

8월 24일 대전 본원에서 ‘가스화기 설계 및 운영에 관한 

노하우’ 기술 이전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에너지연 청정연료연구실 윤형철 실장, 한화건설 플랜트

사업본부 나일석 상무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

한화건설 플랜트사업본부 나일석 상무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가스화 기술 이전으로 저탄소 수소 생산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고, 수소 생산뿐만 아니라 친환경 사업의 

전후방에 걸쳐 탄소 저감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본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이번 기술 이전은 국내 자체 기술로 개발된 ‘가스화 공정 설계 및 운영 기술’에 대한 사업화로서 

폐플라스틱의 고부가 가치 자원화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자원 순환 경제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화암캠퍼스 가스화 플랜트 3D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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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로봇 기반 
무인 촉매 평가 실험실 열리다

기후변화연구본부

로봇을 활용한 촉매 성능 평가의

무인 실험실 시대 열어

지금까지는 연구실 내 수많은 장비와 시약들을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조작하고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해야 

했다. 그런데 이제 로봇 기술을 활용해 완전 자동화하며 

365일 가동되는 실험실이 눈앞에 다가왔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청정연료연구실 박지찬 박사 

연구진이 로봇을 활용한 촉매 성능 평가 자동화 실험실을 

국내 최초로 구축함으로써 무인 실험실 시대를 열었다.

IT 기술의 발달로 세상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반면에 

최첨단 연구를 수행하는 화학 분야 실험실의 연구 수행 

방식은 오히려 정체되어 있다. 수많은 단순 반복 실험

에도 고숙련 전문 인력이 필요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고숙련 인력은 단순 

반복 실험에 시간을 뺏겨 창의적인 연구는 뒷전에 놓인 

상황이다.

최근 사람을 대신해 로봇이 커피 제조나 치킨을 튀기는 

매장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영국 대학의 한 연구팀에서는 

실험실용 이동식 무인 로봇을 이용한 자율 주행 실험 

사례에 대해 네이처지에 보고할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형태의 로봇 적용이 늘어나고 있다.

합성 나노 촉매, 상용 촉매 물질을 

인력 대비 30배 이상 빠르게 성능 평가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진은 기존에는 숙달된 연구원이 

하루 3회 정도만 수행할 수 있었던 촉매 사전 평가 실험을 

로봇을 활용해 무인으로 시간당 6회까지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완전 자동화 촉매 성능 평가 시스템을 

개발했다. 월평균 30~50명 수준의 전문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놀라운 생산성으로 소재 개발 가속화 및 높은 

연구 성과 달성이 기대된다.

화학 산업의 비타민과 같은 촉매는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이나 연료전지, 의약 산업 등 다양한 산업에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고체 촉매 소재 원천 기술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에서 촉매를 국산화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에너지, 

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제법이 복잡하고 재현성이 낮으며 

YTN사이언스, 동아사이언스, 서울경제 등 28건2022년 12월 1일(목)

청정연료연구실

박지찬(책임연구원)

042-860-3605 / 010-6685-9299

jcpark@kier.re.kr

실시간 작동 원격 모니터링 화면

통일된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아 유연성이 떨어진다.

연구진은 보다 빠르고 편리

하면서 신뢰성 높은 촉매 

성능 평가 과정을 위해 국내 

협동 로봇 제조 회사인 ㈜레인

보우로보틱스의 로봇과 진동 

교반기, 마이크로 피펫 등을 

UV/Vis 분광기와 연동시켰다. 

여기에 자체 개발한 자동화 

프로그램을 접목해  촉매 

반응 진행 정도를 실시간으로 

정확히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

했다.

로봇 기반 촉매 자동화 평가 

시스템은 나이트로페놀 촉매 환원 반응을 활용해 동일한 

금속과 함량을 갖는 촉매들에 대해서 각각의 활성도와 

속도 상수 등을 빠르고 정밀하게 반복 측정함으로써 

촉매 간 상대적 성능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하루 100회 이상 촉매 성능 평가 결과를 

확보할 수 있어 촉매 기술 개발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촉매 연구 개발 속도 가속화 및 

신뢰도 있는 촉매 데이터 축적 방법 열어

연구진이 개발하고 특허로 출원한 로봇 기반 촉매 성능 

자동화 평가 시스템을 통해 앞으로는 전문 인력의 투입 

없이도 보다 빠르고 신뢰성 있게 촉매 사전 평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 시스템은 촉매 소재 개발과 나노 

소재의 물성 평가에도 활용이 가능하며, 장기적으로는 

축적된 정보를 기반으로 촉매와 나노 소재 관련 빅데이터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번 연구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기본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이를 배경으로 수행한 다학제 융합 

클러스터 과제(과제명: 로봇 활용 자율 수행 기반 첨단 

나노 소재 플랫폼 기술 도출을 위한 융합클러스터)가 

2022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우수 융합클러스터로 선정

되기도 했다. 연구진은 이 기술이 2024년 이후 나노 

촉매 및 소재 정보학 구축을 위한 핵심 플랫폼 기술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숙달된 연구자들만이 원활히 수행 가능했던 반복적 촉매 평가 실험을 무인 자동화 로봇을 통해 

빠르고 신뢰도 있게 진행하도록 대체한 점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 

향후 나노 촉매 다품종 소량 생산 스마트 실험실을 구현하고 더 나아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접목된 

자율 수행 실험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국가적 촉매 공유 플랫폼 센터를 완성해 보고자 한다.

실제 실험실 내 구축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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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로 
수소 저장 물질을 만든다

기후변화연구본부

이산화탄소를 환원하여 

개미산을 생산하는 신규 효소 발굴

그동안 인류 문명은 석유 정제를 기반으로 한 석유 화학 

산업의 비약적인 발달로 우리 인류의 삶은 매우 풍요

로워졌지만 이로 인해 대기오염 및 각종 쓰레기 문제 등 

환경문제와 기후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의 

관심과 노력은 이산화탄소를 유용하고 재생 가능한 자원

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연구진도 이러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때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광주친환경에너지

연구센터 민경선 박사 연구진이 이산화탄소로부터 수소 

저장 물질인 개미산(Formic Acid)을 생산하는 새로운 

효소를 발굴하는 데 성공했다. 

효소는 원래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춤으로써 반응물인 기질을 생성물인 다른 

분자로 전환시키는,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는 생촉매를 

말한다. 그리고 포름산으로도 불리는 개미산은 개미에서 

발견된 천연 물질로 세균 억제와 수소 이온 지수를 조절

하는 효과를 가져 식품 가공이나 보존제, 염색제, 제설제, 

가소제, 경화지연제 등 여러 산업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친환경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원료로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수소를 저장하는 물질로, 대형 특수 

용기가 아닌 제3의 물질과 결합해 저장·수송하는 LOHC 

(Liquid Organic Hydrogen Carrier)의 활용에도 주목

받고 있다.

개미산을 생산하는 방식 중 화석 연료의 열화학 반응에 

의한 생산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며, 이산화탄소 전기 

화학 반응은 성능 향상과 내구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에 

비해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 환원 효소 기반의 

개미산 생산 방식은 이산화탄소 직접 활용이 가능하며 

부산물 없이 100% 개미산만 선택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 

환원 효소는 15종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적다.

유전체 마이닝을 통해 CO2를 

수소 저장 물질로 전환하는 새로운 효소 찾아내

이에 연구진은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기반 유전체 마이닝

(Genome-mining)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개미산으로 

저장하는 신규 이산화탄소 환원 효소를 발굴해 온실

가스로부터 수소 저장 물질을 생산하는 원천 기술을 개발

했다. 

연구진은 기존 활성이 알려진 이산화탄소 환원 효소의 

단백질 서열을 분석해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서열과 

유사도를 분석하고 활성 부위 구조를 예측 및 분석해 

신규 이산화탄소 환원 효소를 발굴했다. 발굴된 효소로 

이산화탄소 환원 활성 및 반응 특성을 분석해 이산화탄소

로부터 수소 저장 물질인 개미산을 생산하는 효소 반응 

경향신문, 서울경제, 헤럴드경제 등 25건2022년 9월 15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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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구축했다.

새롭게 발굴한 3종의 이산화탄소 환원 효소는 재조합 

단백질 발현 시스템(원하는 단백질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단백질에 해당하는 유전자를 대장균 등 외래 

균주에 도입해 생산하는 시스템)을 통해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이산화탄소로부터 수소 저장 물질로 활용 

가능한 개미산을 생산할 수 있어 이산화탄소 자원화를 

통한 고부가 물질 생산에 핵심이 되는 원천 기술이다.

또한 생촉매인 효소는 이산화탄소로부터 개미산을 생산

하는 기존 경쟁 기술인 전기 화학적 전환, 화학 촉매 전환 

기술에 비해 반응 온도와 에너지 요구량이 낮아 친환경 

저에너지 공정 개발이 가능하다. 이뿐만 아니라 높은 

기질 특이성을 기반으로 일산화탄소 등의 부산물 없이 

100% 선택성으로 개미산을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바이오리파이너리 분야 저명 학술지 

Bioresource Technology 게재

이처럼 연구진이 개발한 기술은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수소 저장 물질 생산과 온실가스 저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 더불어 이번 연구는 그동안 

자연계에서 찾기 어려웠던 효소를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기반 유전체 마이닝을 통해 발굴하고 활성을 확인해, 

이산화탄소 자원화 생촉매의 풀(pool)을 확장했다는 

점에서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기본사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집단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수행

됐으며, 연구 결과는 저명 학술지인  ‘Bioresource 

Technology’에 게재됐다.

유전자와 구조 정보는 그동안 자연계에서 찾기 어려웠던 활성을 찾아내는 데 아주 중요한 기술이다. 

이산화탄소를 직접 활용해 에너지 저장 물질로 전환할 수 있는 

효소 기반 생물 공정 개발 연구는 이산화탄소 자원화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진이 효소 활성 측정을 하고 있는 모습

연구진이 이산화탄소 반응 실험을 준비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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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 미생물로 
악취와 환경 오염 문제 동시 해결

기후변화연구본부

오랜 축산 분뇨 악취 문제 해결 신기술 개발

친환경 유용 미생물로 악취와 슬러지 동시 해결

국내 연구진이 축산 농가의 오랜 숙원인 축산 분뇨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광주친환경에너지연구센터 

이상민 박사 연구진이 발효 왕겨를 이용해 슬러지 분해 

효율을 3.6배 향상시키고, 악취 저감에 특화된 유용 

미생물을 이용한 슬러지 분해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이 

기술은 악취의 주요 원인 물질인 암모니아를 30분 내 

99% 이상 제거하는 놀라운 성능을 보였다.

국내 축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축산 슬러지 발생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악취와 토양·수질 등의 환경 

오염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고질적인 악취 

문제는 축산 농가의 영원한 숙제이며, 2005년 「악취

방지법」 제정 이후 악취 민원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 방안이 없는 상태다.

현재 축산 슬러지의 90%는 퇴비화를 통해 처리되고 

있는데, 2020년 3월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일정 부숙도 이상일 경우에만 퇴비 

살포가 가능해 축산 농가의 어려움은 더욱 커졌다. 자연 

건조할 경우 완전 부숙까지 최소 60일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악취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존 효율 대비 3.6배 향상, 암모니아 99% 제거 

축산 농가 악취 말끔히 해결

연구진은 특정 미생물 촉매가 악취의 원인인 암모니아를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특징이 있음에 착안해 연구를 시작

했고, 결과적으로 고속으로 슬러지를 분해할 뿐만 아니라 

악취 저감에 들어가는 비용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실제 산업적으로 사용되는 유용 미생물 제제에는 다양한 

미생물(방선균, 광합성균, 유산균 등)이 혼합되어져 

있는데, 연구진은 여기에  ‘로도박터 스페로이데스

(Rhodobacter Sphaeroides)’라는 광합성균을 중점

조선비즈, 동아사이언스, 한국경제 등 20건2022년 12월 27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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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조합해 성능이 더욱 뛰어난 악취 

저감용 유용 미생물 제제를 개발했다. 이를 

통해 악취의 주요 원인 물질인 암모니아를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었으며, 슬러지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60~80℃의 

산화열을 발생시켜 건조 에너지 비용까지 

크게 줄일 수 있다.

현재 축산 슬러지 건조를 위해 고가의 

톱밥이 많이 쓰이는데, 이보다 25~40% 

저렴한 왕겨는 규소로 이루어진 겉껍질의 

코팅막 때문에 수분 흡수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연구진은 왕겨를 

먼저 발효시킨 후 투입하는 방법을 선택해 

퇴비화 시간을 80% 이상 줄일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유용 미생물에서 발생하는 산화열을 

이용하면 9일 만에 슬러지 무게가 91% 감소하는데 

이는 톱밥 대비 3.6배 성능이 향상된 것이다.

발효 왕겨를 이용 기존 60일 대비 1주일 내 분해 

모든 악취를 줄일 수 있는 실마리로 평가

연구진이 개발한 기술은 최소 60일 이상 소요됐던 자연 

부숙과 달리 7일 이내로 완전 부숙이 가능하고 추가 장치 

없이 악취를 저감할 수 있어 보다 경제적이고 축산 슬러지 

처리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건조된 

슬러지는 퇴비 및 고형 연료로 사용이 가능하며 이로써 

친환경 에너지 재순환 기술 완성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 기술은 환경 개선 EM 전문 업체인 (유)카야시스템에 

기술 이전되어 현재 유용 미생물과 발효 왕겨 투입 공정에 

최적화된 고속 슬러지 분해 장치를 개발했으며, 전북 

정읍과 김제 부근 축산 농가 현장에서 실증 연구를 진행

하고 있다.

농업회사 법인 카야시스템 임명준 대표는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으로부터 이전 받은 왕겨를 이용한 고속 부숙 

기술은 한국 축산업계의 큰 획이 될 것”이라며, “자연으로 

돌아가는 자원 순환 기술을 통해 악취 해결뿐만 아니라 

지구 환경도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향후 해당 기술이 적용된 축산 슬러지 분해 

산물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자원화하기 위한 연구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농림축산식품부 유용

농생명자원산업화 기술개발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악취 저감 유용 미생물을 이용하여 축산 슬러지뿐만 아니라 

모든 악취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유용 미생물은 악취 저감, 작물 생육 촉진, 토양·수질 개선 등 무한한 활용성을 가지고 있어 

미래를 선도하는 전략 산업 분야가 될 것이다.

신규 유용 미생물 성능 평가 실험

기술 이전을 통해 개발한 시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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