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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성과와 품질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기술 개발을 선도해 나가는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은 세계 최고의 기술수준을 보유한 글로벌 에너지R&D 중심 연구기관

으로서 에너지기술 분야의 산업원천기술 개발 및 성과 확산과 참여하는 열린 소통을

기반으로 선진 조직문화를 구축하여 국가 성장동력 창출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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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Message from the President

‘에너지’는 한 사회의 삶의 수준을 결정할 뿐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과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다가오는 미래에 더욱 큰 화두가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우리가 미래의 세대를 위해 준비하고 고민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1977년 설립 이래로 에너지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극복하면서 국민의 생활 및 국가 안보와 밀접한 에너지기술 연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매립량이라는 유한성을 갖고 있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의 전통적 에너지원의 효율성

제고 및 친환경성을 담보하는 기술 개발과 태양, 바람, 물 등의 새로운 에너지원의 발굴 

및 실용화는 우리 연구원의 연구 분야입니다.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1980년대에는 에너지 안보와 국내자원의 효율적 이용 기술을, 

1990년대는 에너지의 수급 안정과 에너지 고효율화 기술을, 2000년대에는 기후변화와 

에너지환경 관련 기술을 그리고 2010년대에는 다양한 에너지기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미래 가치를 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정적 에너지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 중인 세계적 상황 속에서 연구결과들이 연구로 

머물지 않고 시장과 소통하며 기술 상용화에 반영될 수 있는 기술이전 또한 우리 연구원의 

몫입니다. 연구원의 우수 특허기술을 사업으로 연계하고,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연구를 

확대하며, 연구자와 기업을 일대일로 직접 연결하는 ‘1 연구원 1 기업’의 기술 지도를 통해 

미래창조적 경제와 국가성장동력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리 연구원의 소명은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고 국가의 이익에 기여하며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다각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에너지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여 

국가 이익에 기여하고 

국민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다각도에서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기술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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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경영목표/전략

Vision/Goal/Strategies 

4 5

글로벌 연구기관

도약을 위한

기술경쟁력 확보

중소·중견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성과중심

경영을 통한

연구생산성 제고

4

융합·창의기반 에너지기술로 

새로운 가치와 시장 창출

경영목표

에너지기술로 행복사회를 열어가는 KIER

KIER 비전

추진전략

연 구경 영

수요관리기술 효율향상

전략1

신재생에너지 경쟁력 확보

전략2

기후변화대응 및 청정연료 기술상용화 촉진

전략3

미래선도 에너지융합기술 개발

전략4

성과 중심형 조직 및 인적역량 강화

전략1

예산운영 효율성 확보 및 반부패·청렴 윤리문화 정착

전략2

전주기적 연구자원 및 성과확산 시스템 고도화

전략3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정부정책과 부합한 기관운영

전략4

4세대 形 R&D로의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수행체계 고도화

전략5

공간효율화시스템을 활용한 연구인프라 운영효율 극대화 

전략6

Non-CO2

O2



1977. 08.
한국열관리시험연구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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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연혁/인력/예산

Organization/History/Personnel and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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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0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으로 기관명칭 변경

1980. 03. 
한국종합에너지연구소로 확대 개편

1981. 01.
한국동력자원연구소 발족

1991. 1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발족

연구인력 : 341명 
(83.6%)

지원인력 : 67명 
(16.4%)

인력
408명

정부출연금 : 84,835 
(55%)

기타 : 4,500 
(3%)
연구사업 : 64,721 
(42%)

예산
154,056백만원 

선임연구본부

감사 감사부

기획부

행정부

해외지소

홍보실

원장

에너지효율연구본부

신재생에너지연구본부

기후변화연구본부

미래창의융합연구본부

제주글로벌연구센터

성과확산본부

미래전략정책부

Non-CO2

온실가스저감기술
개발사업단

조직 연혁



Energy Efficiency 
Technology
에너지효율기술

2011 EQ공모전 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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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기술

Energy Efficiency Technology

신연소연구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한 화석연료 및 합성연료의 연소와 

이에 관련된 열에너지 시스템에 관한 연구

중점 연구분야

•산소 연소 철강 가열로의 연소 시스템 및 로 설계 기술

•전력사용 저감을 위한 전기로의 고효율 연소 기술

•축열식 산소연소 및 산소부화연소 응용 기술

•고효율 열 광전(TPV) 발전 기술

•초과엔탈피연소 이용 난분해성 유해가스 처리 기술

•다공체 내 연소 이용 부분 산화 개질 기술

•고온 연료전지용 고효율 개질 기술

•고온 연료전지 BOP 설계 및 운전 기술

•배가스를 이용한 고효율 열회수 시스템

주요 연구실적

•CO2 포집형 축열식 순산소 환원연소 응용기술 개발

•플라즈마 기중용해로 개발

•발전용 미분탄-순산 연소보일러 기술 개발

•고효율 축열식 세라믹 RT 버너 및 제어기 개발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주변보조기기(BOP) 

 시스템 개발

•중소형 소각로의 다이옥신 저감형 열회수장치 연구

•열광전 발전용 고온 마이크로 연소기 핵심 원천기술

   개발

•다단 유동층 건조기 개발

Slit형 노즐에 의해 형성된 순산소 난류 확산 화염

에너지절약연구

건물, 수송, 산업부문 에너지절약 기술개발을 통해 국가에너지 절약목표 달성에 기여

중점 연구분야

•분산발전 통합운용기술

•차세대 마이크로그리드 및 수요자 반응 기술 

•고효율 전력변환장치 기술

•미세 기전 시스템(MEMS/NEMS) 이용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LED 하이브리드 조명

•스마트 그린빌딩, 스마트 창호/외피 

•고효율 복합건조 시스템 및 배열회수시스템

•열변환발전기술(AMTEC)

•미세입자 현탁액 농축/분리기술

•자동차/엔진의 연비/환경 개선 기술

•고효율 친환경 자동차

•미래 대체연료 이용 기술 

주요 연구실적

•신재생에너지 통합운용을 위한 스마트 플랫폼 개발 

•차세대 마이크로그리드 핵심기술개발 

•스마트그리드용 신재생에너지원의 운용시스템 구축 

   및 실증

•선회기류를 이용한 진동 유동층 건조장치 개발 

•고효율 마이크로그리드입자 농축/탈수기술 개발

•AMTEC용 금속유체 순환 및 응축 일체형윅 개발

•스마트 그린빌딩 기술 개발 

•중형 저상버스 표준사양 개발 및 운영기술/보급 전략 연구 

•대체연료(DME) 시스템 및 자동차 개발

•N2O 생성 억제장치 평가기술 개발 

CO2 포집형 미분탄 순산소 연소 보일러

Motor

Gas

burner

PV cells

(GaSb)

Emitter

(SiC tube)

LED 교통신호등 금속유체 순환 및 응축 

일체형윅

300kVA급 마이크로그리드용 실시간 전산모사 
시스템

암모니아 가솔린 혼소 자동차 암모니아 자동차 내부

선회기류이용 고효율 건조장치 열풍-마이크로웨이브 복합건조장치

고효율 복사에너지 변환을 위한 

원통형 다공체 연소기 TPV 발전기술 순산소 연소가열시스템

그린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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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기술

Energy Efficiency Technology

열에너지변환연구

열-열, 열-전기, 전기-열의 효율적 변환을 통한 에너지

이용효율 증대에 관한 연구

중점 연구분야

•히트펌프 응용 분야

   - 스팀생산 히트펌프 응용 열에너지네트워크 기술 

   - 열회수 히트펌프 기술 

   - 지열, 태양열 등 신재생연계 히트펌프 기술 

   - 고효율 냉난방공조(HVAC) 기술 

•미래형 발전 분야

   -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사이클 

•열변환시스템 공통기기 분야

   - 열교환기, 히트파이프, 동력보일러 등 

주요 연구실적

•스마트 에너지네트워크 기술 개발 

•폐열이용 고온제조 하이브리드 히트펌프 개발 

•배가스 열회수 히트펌프 기술 개발 

•직접순환식 지열원 히트펌프 기술 개발 

•산업용 열에너지네트워크 단위 시스템(스팀생산 히트

   펌프) 개발

•초임계 이산화탄소(S-CO2) 발전시스템 개발

중점 연구분야

•스마트 에너지 네트워크 기술 개발

   - 양방향 열거래 기반 열에너지 네트워크 최적화 기술

   - 열에너지 네트워크 스마트 미터 기술

   - 지역냉난방 네트워크 열손실 평가 및 저감 기술

•열병합 발전 설비 개발 및 성능평가

   - 열병합 발전 시스템 : 가스엔진, 가스터빈 열병합발전

   - 유기랭킨사이클/스털링 엔진 발전기

•고체 바이오 연료 보일러 개발 및 성능 평가

   - 가정용 및 산업용 목재 연료(펠릿, 우드칩) 보일러

   - 분말형 고형 연료(커피 찌꺼기 등) 연소기술 개발

주요 연구실적

•마이크로 에너지 네트워크 제어 시스템

•양방향 열거래를 위한 스마트 미터

•100kWe 저온 유기랭킨사이클 터보 발전기 개발

•300kWe급 고효율 가스엔진 열병합 발전 시스템 개발

•65kW 마이크로 가스터빈 성능 평가 및 실증

•한국형 고효율 목재 펠릿 보일러 개발 및 표준화 기술 

    개발

에너지저장연구

전기화학 및 핵심소재 기술을 바탕으로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 구현을 위한 에너지(전기, 열) 

저장기술을 개발하여 전력 수급 안정화

중점 연구분야

•대용량 에너지저장용 레독스 흐름 전지 기술 

•리튬이온전지 기술(LiB, 리튬황 전지)

•수퍼커패시터 기술(박막형 수퍼커패시터, 사이클릭 울트라 

   커패시터, 플렉서블 수퍼커패시터)

•메탈-공기 전지 기술(리튬-공기 전지, 아연-공기 전지)

•액체금속 전지 기술

•열저장 기술

•소수력 기술

주요 연구실적

•5kW급 슬림형 바나듐 레독스 흐름 전지 개발

•다중 전극 기반 전압증폭형 흐름 전지 개발

•플로우 전지용 고분자 합성 및 멤브레인 개발

•리튬-황 전지용 분리막 및 적층셀

•메탈-공기 전지용 고활성 공기극 및 촉매 개발

•유연 박막형 수퍼커패시터 소자 개발

•전기이중층 커패시터용 바이오 활성탄 개발

에너지네트워크연구

열에너지의 효율적인 생산과 사용을 통하여 에너지의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키기 위한 연구

리튬-황 전지 적층셀 유연 박막형 수퍼커패시터 소자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

환기열회수 열펌프 시스템 

고온제조 하이브리드 열펌프 시스템

유기랭킨 사이클 발전시스템펠릿 보일러

순산소 보일러

바나듐 레독스 흐름 전지5kW급 슬림형 바나듐 레독스 흐름 전지 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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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연구

태양광발전기술에 대한 모든 가치 사슬 기술의 선도적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인증제도 및 보급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에 참여하여 산학연을 아우르는 태양광 연구개발 

허브로서의 역할을 통해 태양광 발전산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핵심기술 확보에 기여

중점 연구분야

•결정질실리콘 태양전지, 태양광발전 모듈 및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 시스템(BIPV) 기술개발 

•실리콘, CIGS(CuInGaSe2) 화합물 박막 및 

 염료감응 태양전지 기술개발

•태양광 발전용 전력변환장치(PCS) 기술 개발 

•성능시험 및 평가기술의 국제 표준화 

•태양광 인력양성 프로그램 

•태양광발전(PV) 구성요소기기의 성능시험 및 평가기술의 

국제 표준화 

•PV 시스템 맞춤형 설계 및 진단기술 개발 

•미래형 미니그리드 및 에너지공급 네트워크기술 개발 

•태양광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태양전지 소재 및 소자 성능평가 

•태양전지 장기 안정성 및 수명예측 기법 연구 

주요 연구실적

•CIGS 박막 및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 개발 및 기술이전

•초박형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개발 

•비진공 CIGS 박막 태양전지 개발 

•초저가 범용 원소 이용 박막 태양전지 개발

•건축환경을 고려한 BIPV용 태양전지모듈 제조기술

•태양광 시스템 최적화 기술 개발

•태양전지 및 모듈 성능평가 기술 

태양열연구

태양에너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폭 넓은 온도의 열에너지를 이용한 온수, 냉난방, 열공급/저장, 담수, 발전 및    

수소생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 및 평가 기술 개발

중점 연구분야

•친환경에너지 타운 개발

•제로에너지 태양열주택 개발

•태양열이용 해수담수화 기술개발

•태양열축열기반 융복합 재생열에너지 믹스 및 

   운전기술개발

•축열 및 축냉시스템 개발, 응용 및 성능인정시험

•태양열집열기 및 온수기 성능인증시험기법 연구

•태양열 발전용 흡수, 집광, 저장 기술

•수소 생산을 위한 태양열 열화학 반응 기술

•신재생에너지 자원평가 및 자원지도화 기술

주요 연구실적

•에너지자립형 커뮤니티 개발 및 구축(전북 고창)

•금속산화물이용 2단계 물분해 태양열 수소생산

•100m 공간해상도급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 개발

• 제로에너지솔라하우스 기술이전 

• 태양열 패키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술이전 

• 경사각 조절형 진공관형 집열기 기술이전 

• 태양열 과열방지 장치 기술이전 

• 태양열이용 해수담수화 기술이전 

•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 기술이전 

제로에너지솔라하우스Ⅱ

10kW급 접시형 태양열 발전시스템

40kW급 KIER 태양로

태양열 지열 하이브리드시스템

태양전지 모듈

CIGS 박막 태양전지

슬롯다이 코터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 제조

용 화학기상증착장치

초박형 실리콘형 태양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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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연구

수소연구

연료전지와 전기화학 장치들의 성능과 내구성 향상을

위한 핵심소재 기술 개발과 건물용 연료전지 등 분산형

발전기, 연료전지 자동차, IT용 및 휴대용 전원, 보조전원

(APU)을 위한 연료전지와 전기화학 시스템의 설계, 

그리고 종합화 관련기술 연구

중점 연구분야

•고분자 연료전지(PEFC),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직접 메탄올연료전지(DMFC) 핵심 요소 기술 및 

 시스템 개발

•저가 고성능 고분자 기반 양이온 및 음이온 교환막 및 

 고내구성 MEA 설계 기술 개발

•평관용 SOFC 셀/스택 설계 및 제조 기술 개발

•군용, 물료처리용, 항공기용 연료전지 시스템 설계 기술 개발

주요 연구실적

•1kW급 가정용 연료전지 시스템 제조 기술이전

    (현대하이스코) 

•비파괴방식 기체확산층 품질검사 장치 기술이전

    (리빙케어) 

•기체확산층 물성 및 초정밀 항온 연료전지 성능평가

    장치 기술이전(리빙케어) 

•상용제품 수준의 저가 고내구성 MEA 개발 및 

    이를 이용한 50kW급 스택, 연료전지 미니버스 개발 

•탄화수소계 세공충진막 연속제조 기술개발 

•500W급 DMFC 시스템 구동 미니카 개발 

•kW급 연료극지지 원통형/평관형 SOFC 셀, 스택, 

 금속분리판, BOP, 시스템 개발

    (셀 길이 = 1m, 출력 > 100W, 수명 > 20,000h) 

탄화수소 개질, 물분해를 통한 수소 생산에 대한 핵심요소 기술, 통합 시스템 개발 등 

미래 청정에너지인 수소의 제조, 저장에 대한 연구

중점 연구분야

•SI(황-요오드) 열화학적 물분해 수소제조 공정

•천연가스 개질 공정

•매체순환에 의한 수소생산 공정

•수전해기술 및 재생에너지 연계 기술

•광화학수소제조

주요 연구실적

•천연가스 개질 방식 현장 생산형 수소 스테이션 구축 

•가정용 연료전지용 천연가스 연료처리기 개발 

   (1kW~20kW) 

•50L/h급 SI(황-요오드) 공정 HI(요오드화수소) 분해 

 공정 기술 개발

•광화학수소제조 기술 개발

•수소 저장재료 측정 KOLAS(한국인정기구) 기관 

•1kW급 매체순환 수소제조 기술 개발

DMFC 미니카

고분자 연료전지 스택(25kW)세공충진막 1kW급 가정용 연료전지 시스템

kW급 연료극지지 평관형 SOFC 스택

고분자 연료전지 MEA 제조 시스템

수소충전소

20kW급 연료전지용 천연가스 연료

개질기

황-요오드 원자력 수소 제조공정

광전기화학 수소제조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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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연료연구

저등급의 연료(석탄, 바이오매스 및 폐기물)를 이용한 

청정연료 생산을 통해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에 기여

중점 연구분야

•저등급 석탄 가스화 기술 

•저등급 석탄 고품위화 기술 

•석탄액화 기술(CTL) 

•저급 연료(바이오매스/폐기물) 가스화 및 에너지 생산, 

   연료 생산

주요 연구실적

•국내 최초 석탄액화 통합공정

   (규모 : 0.1배럴/일, 15배럴/일) 

•10톤/일 규모 분류층 석탄가스화기 

•100kg/일 규모 초청정석탄(ash-free coal) 제조기술 

•고수분 함유 저등급석탄의 고품위화 제조 기술

   (5톤/일 규모 유중슬러리 건조기술, 10톤/일 규모 유동층 

   건조기술) 

•바이오매스 활용 분산형 가스화 발전시스템 개발 

   (규모 : 5톤/일) 

1톤/일 규모 습식분류층 가스화기

석유가스연구

고유가 지속, 원유 중질화 경향 등에 대비하고, 석유가스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연구

중점 연구분야

•정유, 석유화학 부생가스 정제 

•천연가스 중의 천연가스액 회수 및 산성가스 제거 기술 

•산소 선택성 흡착제 이용 산소 분리 기술 

•초중질원유 고품위화 기술 

•셰일가스 활용 연료 및 석유화학 원료 생산 기술 

•해양 원유 생산을 위한 상부플랜트 설비 설계기술 

•부유식 원유생산저장하역 설비(FPSO) 적합형 

 천연가스 전처리 공정 기술 

주요 연구실적

•석유화학 부생가스에서 수소 정제 기술(PSA) 

•이소부탄 정제기술(VPSA) 

•올레핀/파라핀 분리 기술(VPSA, displacement) 

•산소 및 질소 분리 기술(흡착) 

•바이오가스 정제 기술(흡착) 

•황화합물/황산화물 분리 기술(흡착) 

•CO2 회수기술(PSA공정, 암모니아수 이용 흡수공정) 

•흡착식 냉동기 기술 

•초중질유분 업그레이드 기술 

•천연가스 처리 기술 

•과산화수소 농축 기술(증류) 

•저장재료 특성평가 기술 

석탄 액화 반응기

(15배럴/일)

암모니아수 이용 CO2 흡수분리 장치

석탄 액화 반응기

(15배럴/일)

석탄 액화 플랜트(CTL)

흡착식 고효율 산소 생산 장치

올레핀 분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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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자원순환연구

온실가스연구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과 

석유 이후의 미래에너지/화학자원 확보를 위하여 

바이오매스와 폐자원을 에너지화하는 연구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도 기술개발을 목표로 온실가스 포집, 저장 및 처리 기술 연구

중점 연구분야

•온실가스 포집, 저장 및 처리 소재/공정 기술개발 

• 흡수, 흡착, 막분리, 건식입자를 이용한 연소전/중/후 

CO2 포집 기술개발 

•유동층을 이용한 에너지·환경 기술개발 

•가스 하이드레이트 응용기술 개발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 원천저감 기술개발 

•연소배가스로부터 오염물질 제거 기술개발  

주요 연구실적

•CO2-H2 분리막을 이용한 연소전 CO2 분리 기술 

   (2011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5대 우수과제 선정) 

•반응촉진형 탄산칼륨 흡수액(KIERSOL) 이용 연소후 

CO2 포집 기술(2012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66대    

우수과제 선정, 현대기아차 CO2 포집 기술이전) 

•10MW급 건식 CO2 회수공정 실제 석탄화력발전소 

   연계 실증 

•0.2MWth급 CO2 원천분리 매체순환 가스연소기 개발 

•3톤/일급 석탄가스화기 연계 연소전 건식 CO2 회수

   기술 

•10톤/일급 유동층 석탄건조시스템 개발 

•고농도 CO2 발생 사업장 적용 가능 액상 흡수제 개발

중점 연구분야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처리 및 바이오연료 생산 기술

•저급 유지 이용 바이오디젤 생산 기술

•미세조류 배양 및 에너지화 기술

•고분자 폐기물 열분해 유화 기술

•가연성 폐기물 가스화 및 합성 천연가스 생산 기술

•유기성 폐기물 이용 바이오연료/화학원료 생산 기술

•N2O 저감 촉매 전환 기술

•화석연료의 생물학적 전환 기술

•중질 석유자원 고품위화 기술

•바이오오일 생산 및 이용 기술

주요 연구실적

•재생 디젤 생산 모듈화 공정 기술 개발 

•동물성 기름의 전처리 반응 및 바이오디젤 생산 기술 

    개발 

•고분자 폐기물 연속식 유화 기술 실증화 

•고수분 유기성 폐기물의 초임계수가스화 기술

•유기성 폐기물 이용 바이오수소 생산 기술 개발

•미세조류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한 요소 기술 개발

50L, 150L 에탄올 발효 설비 100L 목질계 원료 효소 당화 설비

석탄발전 배가스 및 태양광 이용 광생물 반응기 시스템

고분자 폐기물 열분해 유화 실증 플랜트

흡수제 반응열 평가장치

반응촉진형 탄산칼륨 흡수액 이용 CO2 포집공정

연소배가스로부터 알카놀아민을 이용한 

이산화탄소 및 산성가스 포집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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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미래창의융합기술

Advanced Energy Technology

창의소재연구

에너지소재연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및 기후변화 완화를 위하여 소재중심의 애로기술을 확보하고 시장이 원하는 성능 확보에 집중

중점 연구분야

•고투과 선택성 팔라듐계 치밀 복합 수소분리막 

•연소전 이산화탄소 포집을 위한 다층 수소분리막 모듈 

•고효율 마이크로 채널 반응기 

•이산화탄소 포집 및 수소생산 동시공정용 분리막

•산소 투과 세라믹 분리막 기술 

•반응분리 동시 공정용 분리막

•이온 전도 및 계면 반응 메커니즘 연구 

•연소후 이산화탄소 분리막 포집 연구

•폐태양광 모듈 유용소재 회수

중점 연구실적

•팔라듐계 치밀 분리막을 이용한 연소전 이산화탄소 

   포집용 5Nm3/h급 파일럿 모듈개발 

•고투과 산소 투과 분리막 제조 기술 개발 

•고온 열충격에 안정한 SOFC 전극 기술 개발 

•태양광 소재 회수 및 고순도화 기술 

•촉매 연소 건조기 실용화 

•무기 단열재(실리카 에어로겔, 펄라이트 중공체) 

   제조기술 

신재생에너지소재, 청정에너지소재, 고효율에너지소재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통핵심(cross-cutting) 

소재 개발과 에너지환경(ET)과 나노(NT) 기술의 융합 연구

중점 연구분야

•고온 구조용 탄소 및 탄화규소 섬유강화 복합소재 개발

•천연소재를 보강재로 사용한 친환경 특성이 우수한 

고분자 복합재료 개발

•Bend-twist coupling이 고려된 풍력발전용 복합소재 

블레이드 연구

•고온 열전발전을 위한 열변환발전기술(AMTEC) 요소

기술 및 모듈 개발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소재 및 공정 개발

•고온수전해 성능 및 내구성 향상을 위한 소재 및 스택

기술

•나노탄소/나노금속 하이브리드 소재, 바이오탄화체 

 기반 촉매소재

•금속-탄소 하이브리드 기반 수소 제조용 촉매 

•나노 탄소 기반 연료전지/이차전지 전극 소재 개발

•유·무기하이브리드 흡착제 : MOF 및 제올라이트 기반 

촉매 및 이산화탄소 흡착제

주요 연구실적

•한국형 우주발사체용 추진체 노즐 기술 개발

•유무기 나노소재 하이브리드 복합소재 개발

•7MW급 블레이드 구조설계 기술 개발

•평관형 고체산화물 셀을 이용한 대용량 고온수전해 

 수소제조 기술(200L/h @850℃)

•졸겔법에 의한 박막형(<7㎛) YSZ 전해질 제조기술 

 개발, 나노 복합분말을 이용한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소재기술 개발(>1.2W/㎠ @800℃)

•AMTEC 단위셀 및 모듈 성능 향상 기술 개발

   (>3W/unit cell @700℃), 메탈-세라믹 이종접합 기술 

개발

•화학기상증착법(CVD) 및 원자층증착법(ALD)에 의한 

고분산 백금 촉매 제조 기술(Pt ~1nm) 개발

•바이오탄화체 기반 고성능/고내구성 촉매 개발

•탄소나노튜브 및 그래핀 이용 연료전지 전극 성능/

 내구성 향상 기술 개발

•화학적 안정성이 높은 고효율 이산화탄소 흡착제 개발

친환경 특성의 바이오 복합소재

SOFC, SOEC용 평관형 셀 SOFC, SOEC용 평관형 스택

5Nm3/h급 분리막 모듈 고투과 산소분리막

유해가스 흡착제거용 허니컴 소재 섬유강화 세라믹 소재 적용 태양열 흡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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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R 해수담수화 시스템

해양염분차 발전 시스템

중점 연구분야

•해양염분차발전 시스템 및 관련 요소기술 개발 

•해수담수화 등 해양자원 활용기술 개발 

•해양바이오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 

•분리막 및 내부식/생물오손 소재 등 해양 신소재 개발 

•기타 해수열원 등 해양열에너지 네트워크 개발 및 실증 

주요 연구실적

•담수용량 30~60톤/일 규모 독립형 무방류 풍력발전/

   MVR 해수담수화 

•해양미세조류 배양, 수확, 탄수화물 추출기술 

•5kW급 플로우전지 단위 스택 제작 기술 

•35RT급 해수열원 이용 히트펌프 시스템 개발 

•2.4톤/순환 연속식 건조 장치 개발 

해양융복합연구

해양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분야의 융복합 기술 

연구

풍력연구

중점 연구분야

•풍력발전기 하중제어 시스템 

•풍력발전기 통합설계 시스템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기

•풍력발전 플랜트 통합 운영관리 시스템

• 풍력발전시스템에 기반한 육해상 에너지 자립 클러스터 

   통합설계 시스템

•육해상 에너지 융복합 통합실증 플랜트

•소형 및 중대형 풍력발전기 성능검사

주요 연구실적

•서남해 2.5GW 해상풍력 개발을 위한 실증단계 연구

•고효율 저하중 블레이드 최적형상 설계 기술 개발

•두산 3MW 풍력발전기 성능평가

풍력발전 시스템 보급확대를 위한 시스템 통합설계  

기술 및 각종 풍력발전시스템 기술 개발을 통해 미래 

선도형 기술 확보

Jeju Global 
Research Center
제주글로벌연구센터

제주글로벌연구센터 해상풍력 발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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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주요 업무

•이전대상 기술의 발굴 및 국내외 기술이전 협상·계약 체결

• 중장기 기술사업화 전략 수립 및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논문 및 특허 출원·등록 관리

기술이전·사업화, 기술사업화 관련 사업기획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논문·특허 등 연구성과 관리 등의 

업무 수행을 통해 에너지기술 보급·확산을 추진

중소기업지원

주요업무

•공동연구개발 지원 및 보조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에너지기술에 관한 정보 제공

•기술 향상을 위한 전문가 파견

•기술사업화를 위한 창업 지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촉진 지원

•기술표준화 국제협력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기술지원

   - 에너지닥터 중소기업 멘토링 사업

   - KIER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

   - 시작품 제작 지원 사업

중소기업의 당면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신산업 창출과 

글로벌 경쟁력 촉진을 위한 업무 수행

품질·시험인증

주요업무

• 국제공인시험기관 운영 : 조명기기, 단열창호, 자동차 

연비 및 배출가스, 태양열설비, 태양광설비, 풍력발전 

시스템, 연료전지시스템, 수소저장장치, 이차전지 및  

수퍼커패시터 등 17개 시험 품목의 인증시험 

•  정부공인시험 및 시험평가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자동차 연비 및 배출가스, 친환경

건축물(그린빌딩),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신·재생에너지

설비, 에너지소재 및 에너지환경기술 등의 정부공인   

시험 및 일반시험평가 

   -  R&D 관련 내부 분석 지원 및 대외 분석 서비스 제공 

• 연구품질 활동 : 온라인 문서 및 기록관리(연리지)시스템 

활용을 통한 연구품질활동 및 품질경영시스템 운영

국내에서 개발된 우수한 에너지기기 및 기술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보급 촉진을 위하여 국가를 대신하여  

공인시험기관 업무 수행

연구과정 동안 발생하는 주요 문서 및 결과물들을 체계

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여 최종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연구결과물을 제공하는 연구품질활동 수행

연구 및 시험분석 품질을 제고함으로써 고객만족을   

추구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기술의 국제 경쟁력 향상

Result Diffusion
성과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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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품질 활동 : 온라인 문서 및 기록관리(연리지)시스템 

활용을 통한 연구품질활동 및 품질경영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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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주요 업무

•국제공동연구사업 기획

•해외 기술이전 및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개도국협력사업 기획

•국제인력교류/국제MOU체결

•보유기술 설명회, 국제심포지엄, 세미나 개최/지원

•해외에너지전문가자문단 운용

Global KIER 위상정립을 위하여 해외 선진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사업 기획 및 보유기술 해외 성과확산 그리고 

미래 성과창출 지향 국제인력교류, 국제 MOU 체결과 

전문가 자문회의 등 기관 규모의 행사 개최 업무수행

국제 MOU 현황 - 26개국 52개 기관 (2014.05 기준)

 •보유기술 선진화 및 첨단화

 •보유기술 이전, 교육 및 네트워킹 구축

Canada

Brazil

Colombia

U.S.A

JapanChina

Vietnam

Cambodia

Indonesia

Mongolia

India

Kyrgyzstan

Kazakhstan

New Zealand

Israel

Turkey

Uganda

Italy

Germany

Netherland
UK

Finland Russia

Australia
• The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 

[CSIRO]

Brazil
•College of Agriculture, University of Sao Paulo

Cambodia
•National Polytechnic Institute of Cambodia [NPIC]

Canada
•Canada Center for Mineral and Energy
    Technology [canmetENERGY]
•Highbury Energy Inc. (Climate Change
    Research Division)

China
•Guangzhou Institute of Energy Conversion
    [GIEC]
•Institute of Coal Chemistry, Chinese
    Academy of Sciences

Colombia
•University of Antioquia
•Administrative Department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COLCIENCIAS]

Finland
•Technical Research Center of Finland
    [VTT]

Germany
•Research Center Julich

India
•Panjab University
•Hindustan Petroleum Corporation Limited

Indonesia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for Mineral and Coal Technology  
    [tekMIRA]
•PT. Superintending Company of Indonesia
    [SUCOFINDO] (PERSERO)
•PT. Medco Downstream 
•PT. Karya Bumi Baratama [KBB]

Israel
•Korea-Israel Industrial R&D Foundation
•Cleantech Center BINA, Bar-Ilan 
    University
•Tel-Aviv University
•Technion-Israel Institute of Technology

Italy
•Italian National Agency for New
    Technologies, Energy and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ENEA]

Japan
•National Traffic Safety and Environment
    Laboratory

Kazakhstan
•Kazakhstan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Center for Energy Research, Nazarbayev
    University
•Kazakh Energy Expert [KEE]

Kuwait
•Kuwait Institute for Scientific Research
    [KISR]

Kyrgyzstan
•OJSC KyrgyzNeftGas

Mongolia
•Mongolian Academy of Sciences
•Baga Nuur Coal Mining LLC

Netherland
•Energy Research Centre of the 
    Netherlands [ECN]

New Zealand
•University of OTAGO
•New Zealand Forest Research Institute 
    Limited [SCION]
•The University of Auckland (Faculty of
    Engineering)

Russia
•N. D. Zelinsky Inst of Organic Chemistry
    [ZIOC], Russian Academy of Sciences

Saudi Arabia
•KingAbdulaziz University

Turkey
•TUBITAK Marmara Research Center

Uganda
•Kumi University

U.S.A
•National Energy Technology Laboratory,
    DOE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UL]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Carnegie Mellon University
•Cornell University
•Henry Samueli School of Engineering and
    Applied Science, UCLA
•Sandia Corporation
•Foundation of American Scientists [FAS]
•University of Pittsburgh
•University of Hawaii
•American Council on Renewable Energy
    [ACORE]
•Institute of Energy Conversion, University
    of Delaware

UK
•University of Oxford

Vietnam
•State Agency for Technology Innovation

Kuwait

Australia

Saudi Ara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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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전략

중점 연구분야

•경영성과계획 수립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기관평가 지원

•연구원 연구사업 기획

•국내외 에너지기술 정책동향 분석

•기타연구원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업무

경영성과목표, 중장기 발전전략 등을 통한 연구원 R&D

전략 및 국가 에너지기술개발 계획 수립

기술정책연구

중점 연구분야

•경영목표 및 연구원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지원

•경영성과계획서 작성 및 기관평가 연구부문 총괄

•원내 대표 기술평가 및 파급효과 분석연구

•에너지 기술 개발 및 정책 시나리오 플래닝에 기반한

파급효과 분석 및 전략 수립

•에너지 기술과 관련된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분석

다기준 의사결정론, 에너지 시스템 모델링 등의 방법론

을 이용하여 에너지·기후변화·환경문제에 대한 기술적

대응전략 수립 및 에너지기술 개발 및 보급에 따른     

기술·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분석에 관한 정책연구

Energy R&D Strategy and 
Policy Research
미래전략정책

Non-CO2 온실가스

저감기술개발사업단

중점 연구분야

[CH4 저감 활용 기술]

•바이오가스 정제 막접촉기, 기체 분리막 개발 

•매립가스 건식 개질 기술 

[N2O 저감 기술]

•배기가스 정화 촉매 개발 

•전자, 화학공정, 연소배가스, 환경기초시설 등 저감 촉매 개발 

[불화가스류(HFCs, PFCs, SF6, NF3 등) 저감 기술]

•반도체 생산공정 신개념 연소, 촉매, 고이온 에너지 처리기술 

•폐냉매 열분해 기술 

•분리/정제/회수 및 재활용기술 

사업단 홈페이지 : www.nonco2.re.kr

세계 최고수준의 Non-CO2 배출 저감 기술개발, 개발기술의 

조기 상용화 및 수출사업화, 친환경기업 배출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목표달성

•전자, 화학공정, 연소배가스, 환경기초시설 등 저감 촉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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