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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겠습니다.

CO2



협업의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는 세계 최고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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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  김 종 남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2050 탄소중립 
실현

고효율 저탄소 사회  
구축

에너지전환  
3030/5060

수소경제사회 
실현

사회적
책임 강화

탁월한 
성과 창출

협력하는 
문화 구축

사람중심
행복경영

MISSION
에너지 기술을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실현

더 맑은 지구!
더 강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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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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관리시험연구소 설립����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자원개발연구소 통합
1980.03. 한국종합에너지연구소 확대 개편
1979.11. 에너지경제정책연구부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명칭변경
1991.1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출범

 한국동력자원연구소에서 분리
1986.09. 에너지경제연구원 분리

����

세계 일류 탄소중립기술 연구원����

재생에너지
연구소

태양광
연구단

신재생열융합
연구실

신재생자원지도
연구실

에너지저장
연구실

울산차세대
전지연구
개발센터

수소에너지
연구본부

수소연구단

연료전지
연구실

고온에너지
전환연구실

연료전지
실증연구센터
(부안)

에너지효율
연구본부

에너지ICT
융합연구단

EMS연구실

열변환시스템
연구실

신연소발전
연구실

에너지네트워크
연구실

풍력연구팀

해양융·복합
연구팀

전력시스템
연구팀

운영관리팀

제주글로벌
연구센터

연구
전략본부

정책연구실

기후기술
전략실

글로벌
전략실

기술사업화실

기업협력실

계산과학
연구실

시험분석실

부원장

원  장

해외지소

연구기획조정실
문화홍보실

KIER SCHOOL

감사부

경영기획실

예산실

사업관리실

지식정보실

경영
기획본부

인재지원실

총무회계실

구매자산실

안전문화실

시설운영실

행정본부

온실가스
연구단

미세먼지
연구실

청정연료
연구실

탄소전환
연구실

에너지자원
순환연구실

광주바이오
에너지연구
개발센터

기후변화
연구본부

4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5    



������� �����

��

562명 (2022)

��

180,993백만원 (2022)

행정직 

81명

연구직 

337명

기술직 

144명

울산

제주

광주

부안

대전

위치: 광주 첨단과학지구

연구분야

•바이오에너지

•에너지저장기술

대표전화: 062-717-2411

광주바이오에너지연구개발센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본원

위치: 제주 김녕

연구분야

•염분차 발전

•풍력/시스템 융·복합 

•에너지자립형 전기충전 인프라 

대표전화: 064-800-2301

제주글로벌연구센터

연료전지실증연구센터(부안)

위치: 울산 테크노산업단지

연구분야

•전지산업화 시스템 기술

•전지융합기술 개발 및 실증

대표전화: 052-702-2500

울산차세대전지연구개발센터

위치: 대전 유성

연구분야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향상

•화석에너지 청정 이용

•에너지 관련 융·복합 연구

•이산화탄소 처리 및 이용

대표전화: 042-860-3114

홈페이지: https://www.kier.re.kr

위치: 전북 부안

연구분야

•수소연료전지 실증

•  국내 최대, 세계적 규모의 수소 연료   

전지 인프라 시설

대표전화: 063-581-1671

정부출연금

92,789백만원

자체수입

88,20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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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면수광형 실리콘/페로브스카이트 

이중접합 태양전지

태양광연구   Photovoltaics Research

재생에너지기술

실리콘 태양전지, 박막 태양전지, 차세대 태양전지 및 모듈 원천기술 개발, 태양광발전시스템 성능 고도화 기술개발, 기업

지원, 성능시험 및 평가기술 국제 표준화, 인력양성 지원 등을 통해 세계 최고의 태양광 기술 개발을 추구하고 관련 요소   

기술 개발을 통해 미래 신산업창출 및 에너지강국 실현을 위한 기반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기반 제로에너지 실증연구주택

태양열 기술 연구와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열융합 연구를 통해 에너지 기술개발 및 성과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분야는 태양열 집열, 축열, 활용기술 및 신재생 열융합 연구로 구분되며 주요 연구 주제는 비용효율 향상을 위한 태양열

에너지 핵심 요소기술, 다양한 신재생열원과 히트펌프 등 고효율 열공급시스템과의 융·복합, 신재생열기반 융·복합시스템의

열관리 및 축열제어, 제로에너지(플러스에너지) 주택/건물/커뮤니티 및 도시를 위한 핵심 열공급기술, 태양열 등 간헐적

신재생열원의 안정적 공급 및 전력 등 에너지 수요관리 대응을 위한 열에너지 저장(축열) 기술, 재생열 기반 스마트팜, 

해수담수화 및 산업 공정열, 태양열발전플랜트 및 태양연료용 열화학싸이클 등이 포함되며, 태양열 집열기 및 온수기에 

대한 KS인증 성능시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00kWt급 KIER 태양로  

(바이오메탄 분해 수소생산 실험)

에너지자립형 마을 전경(고창)

중점 연구분야

•태양열 및 태양광열 복합 집열기

•온수열저장 효율화 및 차세대 열저장 기술

•신재생열융합 열저장 및 시스템 이용 기술

•제로에너지 주택/건물, 타운 및 도시 레벨 신재생열융합시스템 기술

•태양열 등 재생열융합 해수담수화 및 산업공정열

•태양열 등 재생열융합 친환경 차세대 냉방

•태양열집광시스템 및 발전플랜트

•태양열이용 바이오메탄 분해 수소생산 기술

신재생열융합연구   Renewable Heat Integration Research

신재생자원지도연구   New and Renewable Energy Resource Map Research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국가참조표준센터로서 신재생에너지자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신재생에너지자원지도 및 활용     

시스템 개발, 신재생에너지 잠재량 산정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수립, 보급사업 지원을 위한 핵심기반 기술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천리안 위성영상 기반 대전시 건물형 태양자원지도 신재생에너지자원지도 실험실

중점 연구분야

•위성영상 기반 신재생 자원측정 및 국가참조표준화

•대한민국 신재생 자원평가 및 자원지도 제작

•신재생 시장잠재량 평가 및 보급전략 정책연구

•신재생 발전량 예보를 위한 e-대동여지도 플랫폼 개발

•국제협력을 통한 신재생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협력

신재생에너지자원지도 웹서비스

중점 연구분야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기술개발(PERC, TOPCon, HJT)

•  칼코지나이드 기반(CIGS, CZTS, CTS) 화합물, 실리콘 박막,      

염료감응 및 유무기 복합형 등의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개발

•페로브스카이트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개발

•  결정질 실리콘, CIGS, 페로브스카이트 기반의 차세대 다중 접합 

태양전지 기술 개발

•PV 모듈 및 건물 일체형 태양광발전(BIPV) 관련기술 개발

•태양전지 전력변환장치(PCS) 기술 개발

•PV 소재, 소자 및 구성요소기기의 성능시험 및 평가

•PV 관련 성능시험·평가기술 개발 및 국제 표준화

•PV 시스템 맞춤형 설계 및 진단기술 개발

•미래형 마이크로그리드 및 에너지공급 네트워크기술 개발

•태양광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초박형 실리콘 태양전지

경량 유연기판상 박막 증착용  

롤투롤 증착 장비 

투광형 CIGS 태양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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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연구분야

•  전고체전지 시스템 및 제조 공정 기술 개발

•  리튬이온이차전지 소재/부품 공정 적용 기술 개발

•  전기차용 전지 시스템 평가/성능 구현 기술 개발

•  세계최고 고효율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기술 개발 

•  실리콘/페로브스카이트 적층형 태양전지 기술개발

•  차세대 이종접합 태양전지(HIT) 제조 및 기술개발

•  실리콘 에피탁시 웨이퍼 제조 및 이를 이용한 태양전지 기술개발

•  부생 수소 및 수소 이용 기술의 연구 개발

•  수소 모빌리티 소재/부품 국산화 기술 지원

   (울산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사업 연계) 

•  알코올(메탄올, 에탄올 등)/물 전해를 이용한 수소 생산 기술의 연구 개발

•  부생 수소 배관망을 이용한 수소 이용 및 실증 기술 개발

•  금속 분리판을 적용한 수소 모빌리티 스택 기술

세계 최고 수준 고효율 태양전지

실리콘계 박막 증착, 웨이퍼 제조용 플라즈마 화학기상증착장치

차세대전지연구   Next-generation Secondary Battery Research

소재합성, 소자제작 및 특성평가 등의 one-stop 연구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차세대 이차전지, 태양전지, 수소활용 분야에 

걸쳐 차세대 전지 핵심원천기술을 연구하여 부울경권 기술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고에너지밀도 차세대 리튬이차전지 음극소재재활용 실리콘 활용 단결정 잉곳/웨이퍼

세라믹 산소 분리막

레독스 플로우 전지 시스템 대용량 그래핀 합성 장치 및 KIERPHENE

에너지저장연구   Energy Storage Research

중점 연구분야

•대용량 레독스 플로우 전지 기술 개발

•리튬계 이차전지 기술 개발

•카본(0D, 1D, 2D, 3D) 기반 에너지저장 기술 개발

•이차전지 및 커패시터 시험평가(KOLAS)

•  고투과 선택성 팔라듐계 및 다층/복합 수소분리막

•산소 투과 세라믹 분리막 기술

•연소 후 이산화탄소 분리막 포집 연구

•태양광 패널 사후관리 기술

•나노다공성 에어로겔 제조 및 응용기술

•전고체전지, 슈퍼커패시터 소재 및 소자 연구

•고성능 전극 및 전해액의 흐름전지 연구

•금속-공기 전지 핵심 소재 및 셀 설계 기술

•액체 금속전지 핵심 소재 및 셀 설계 기술

•전기화학적 탈염 기술

대용량 에너지저장기술 산업화를 목적으로 전력저장용 대용량 이차전지 개발 및 표준화, 시험인증, 신재생에너지 연계 실증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존 에너지저장 이차전지 기술의 패러다임 변화가 가능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차세대 전지용 

소재, 셀 및 시스템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슈퍼커패시터, 흐름전지, 차세대 저장소자 등의

핵심소재/소자의 연구 및 에너지 부품 재활용/재제조 기술, 염분차 발전 핵심원천기술, 분리막 및 촉매, 연료전지 등 에너지 

분야의 소재 부품을 개발, 실 조건에서 응용하는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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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연구분야

•해양에너지 융·복합 플랫폼 기술 개발

•  해양에너지 생산 기술 개발: 염분차발전(역전기투석, 압력지연삼투, Capmixing)

•  해수담수화 및 수처리 기술 개발

•  유용자원 회수 기술 개발

•  저 에너지 소모형 전처리 기술 및 공정 개발

•  해양에너지 및 환경용 핵심소재 부품 기술 개발: 

 이온교환막, 삼투막, 전극 및 촉매

•  해양바이오에너지 기술 개발

•  해양에너지 저장 기술 개발

•  기타 해수열원 등 해양열에너지 네트워크 개발

•  지역 특화 에너지기술 개발 해양염분차발전 실험실 MVR 해수담수화 시스템

해양염분차발전 시스템

해양융·복합연구   Marine Energy Convergence and Integration Research

전력시스템연구   Electric Power System Research

중점 연구분야

•  시스템융·복합 설계 툴 및 운영제어기술

•  부품 빛 시스템의 성능 및 신뢰성 사전검증 기술

•  ESS 충전상태 및 내구수명 예측모델 기술

•  배전망 안정화 기술 및 전력품질 사전검증 기술

•  통합 운영감시 시스템 개발(Total Operating Center)

•  고장모드 및 영향분석 기술 개발(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

•  ESS 및 분산에너지의 안전관리기술 

•  시험실증 표준화 프로세스

•  폐배터리의 운영평가 및 재사용 기술

PHILS 기능을 가지는 30kW급 시험평가시스템 전기차 충전 시스템 운영기술
해상풍력발전 시스템

중점 연구분야

•풍력발전기 제어시스템

•풍력발전기 성능 및 신뢰성 검증

•부유식 풍력발전시스템

•해상풍력단지 통합 운영관리 시스템

•소형 및 중대형 풍력발전기 성능검사

•해상풍력 유지보수 플랫폼

•육해상 풍력발전단지 설계 및 경제성 평가

•풍력발전기 건전성 예측 및 관리 기술

•풍력발전기 디지털트윈 구현 기술

•풍력발전기 소음 측정 및 평가 기술

•분 단위 풍력단지 발전량 예보 기술

•풍력발전기 수평축/수직축 블레이드 설계 및 성능 향상 기술

•미래형 초대형 부유식 풍력 발전시스템 개발 기술

대형 해상 풍력 발전기

측정 시스템 구성도

전기차 충전 시스템

  
‘세계와 경쟁하는 글로벌 연구실’의 비전과 ‘해양에너지 및 환경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확보 및 실용화기술 개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염분차발전, 해수담수화, 해양신소재(분리막, 전극, 촉매), 염수활용기술, 해수열원이용기술, 해양에너지   

저장기술, 해양 바이오에너지기술 등 다양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국내외 대학, 연구소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연구성과의 

품질 향상과 미래형 해양에너지 기술 발굴에 노력하고 있으며,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개발된 성과물의 

보급·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해상에너지기술

풍력연구   Wind Energy Research

  
LCOE 저감 기술을 통한 3020 풍력에너지 보급 달성을 위해 풍력발전기 블레이드 설계 기술, 풍력발전시스템 제어기술,

지능형 유지보수(O&M) 플랫폼 기술, 해상풍력단지 운영기술, 저주파 소음 측정/분석/해석 기술, 초대형 부유식 핵심기술,

디지털 트윈 구현 기술, 건전성 예측 및 관리 기술, 단지개발 타당성 분석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형 및 중대형 풍력발전기의 국가공인 시험검사기관으로서 성능시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외 우수 대학, 연구소, 

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 풍력산업의 기술 자립 및 미래 선도형 풍력 신기술 개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분산형 에너지 네트워크를 통한 이용효율 제고 및 에너지자립기술과 에너지안전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PHILS 시스템을 이용한 통합설계 기술, 운영제어 및 안전관리 시스템, 전기차충전인프라의 운영 기술, 성능실증 시험, 

데이터 최적화 프로세싱, 수용가 단위의 에너지 안정화 기술개발 등의 연구개발실증과 국내외 우수 대학 및 연구소와의  

공동 협력 연구개발을 통해 우수 선진 기술 및 실용화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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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모니아 분해 반응기

고체산화물 기반 양방향 수전해 셀 및 스택

수소에너지기술

수소연구   Hydrogen Research 고온에너지전환연구   High Themal Energy Conversion Research  

연료전지연구   Fuel Cell Research 연료전지실증연구   Fuel Cell Demonstration Research

고분자 연료전지 시스템

SOFC 스택 설계/제작/운전 기술

단전지 적중 개념도

중점 연구분야

•  고체산화물 기반 양방향 수전해 소재 및 스택기술

•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소재 및 공정 기술

•  고온 구조용 SiC/SiC 세라믹 섬유강화 복합소재 기술

•  고온 구조용 C/SiC 세라믹 섬유강화 복합소재 기술

•  복합기능성 섬유강화 폴리머 복합소재 기술

•  고온 내부식성 다공성 탄화규소(SiC) 세라믹 

    구조체 기술

•  전도성 MOF기반 고에너지밀도 

    에너지저장소재 기술

•  이산화탄소 분리막 및 흡착 소재 기술

•  모듈형 금속복합 수소 분리막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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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핵심 연구분야는 섬유강화복합소재 및 바이오 복합소재 기술 개발을 통한 극한

환경대응 소재 개발, AMTEC 에너지 생산시스템, 고체산화물/고분자 연료전지, 고온수전해 시스템의 핵심 소재 및 요소

기술 개발, 그리고 유무기하이브리드 소재를 기반으로 한 촉매 및 흡착소재 개발 분야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에너지환경

(ET)과 나노(NT) 기술의 융합기술을 사용하여 고효율, 고성능 에너지 원천소재 및 부품화 기술의 세계선도적 위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점 연구분야

•  고분자전해질연료전지(PEFC),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 알칼리막연료전지

(AMFC), 직접메탄올연료전지(DMFC) 등에 대한 핵심소재 및 시스템 개발

•  백금저감형 전극촉매

•  저가-고내구성 전해질막

•  막전극접합체(MEA) 설계 및 분석

•  셀 및 스택 설계 및 해석

•  연료전지 시스템 제어 및 진단

•  원통형, 평관형 SOFC 셀/스택/시스템 설계 및 제조

  
1980년 10월 국내 최초로 연료전지 연구를 시작한 연료전지연구실은 국내 최초/유일의 연료전지분야 국가연구실

(N-LAB, 과기정통부, 2020년 7월)로 지정되어 연료전지용 소재, 부품 분야의 원천기술과 스택 및 시스템을 아우르는 

산업화 기반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수소경제사회를 앞당기는 비전을 구현해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중장비, 기차, 

드론 등 이동원용(mobile), 가정·건물용 및 분산발전소와 같은 고정형(stationary), 휴대용 및 극한환경의 특수용(special) 

분야를 위한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고분자전해질연료전지(PEFC), 알칼리막연료전지(AMFC) 및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등 분야에 집중하며, 국내외 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중점 연구분야

•  연료전지 가격 인하

•  연료전지 내구성 확보

•  연료전지 성능에 대한 문제 해결

•  대학, 기업, 지자체 및 연구소와 협력

  
세계 최고 수준의 연료전지 연구개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연료전지 부품, 스택 및 시스템의 개발, 성능

평가, 실증에 관한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산해석, AI 기술을 활용하여 연구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료

전지의 가격 및 내구성, 성능에 대한 문제 기술을 해결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학, 기업, 지자체 및 연구소와 

협력하여 수소산업 활성화, 연료전지 시장확대를 위한 연구기술개발을 주도하는 세계적 연구실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하변동 대응형 알칼라인 수전해 스택 모듈형 수소분리막 가스터빈용 SiC/SiC 복합재 블레이드

  
미래 청정에너지인 수소의 생산 및 저장 기술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소 생산 기술로 천연가스, 

암모니아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개질공정과 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수전해(알칼라인, PEM, 음이온교환막) 및 광화학반응 

기반 그린수소공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장 기술로는 금속수소화물과 복합수소화물 소재 기반 수소저장  

기술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융·복합 실증 연구로 수소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주거모델 실증연구를 수행하며 

국내외 수소 에너지 연구를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점 연구분야

•  수소충전소용 가압형 고순도 수소생산 시스템 설계

•  연료전지용 고효율 컴팩트 연료개질기 설계 및 제어

•  연료개질(메탄/ 암모니아) 구조체 촉매 설계

•  알칼라인/AEM/PEM수전해 핵심소재·부품 및 

 스택 설계

•  광화학 수소제조 촉매 설계

•  고체수소저장합금 물성평가 및 시스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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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너 지 효 율 기 술

고효율 저탄소 사회 구축을 위한 

에너지효율연구
E n e rg y  E f f i c i e n cy  R e s e a rc h

스마트 에너지 사회 구현을 위해 에너지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주기 고효율 에너지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AI 및 ICT, 에너지 절약 및 수요관리, 에너지
효율적 변환 및 발전, 에너지저장시스템 및 운영, 
저공해 고효율 연소, 분산 에너지 발전 및 네트워크 
기술은 연구원의 중점 연구분야입니다.



선회기류이용 고효율 건조장치 암모니아 자동차 내부

300kVA급 마이크로그리드 실시간 디지털 시뮬레이션 시스템

스마트미터 다세대 모사 HILS 시스템

에너지효율기술

에너지ICT융합연구   Energy ICT Convergence Research

EMS(에너지관리시스템)연구   EMS Research

중점 연구분야

•미래형 발전 및 에너지 저장 기술

•  히트펌프·공조시스템 응용 기술

•  열에너지시스템 융합 및 공통 분야

저온 및 고온 열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열-열, 열-전기, 전기-열의 효율적 변환 기술과 열을 이용한 대용량 전력

저장을 포함한 열에너지시스템에 관한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분야로서 미래 발전기술인 초임계 발전

기술, 신재생 및 미활용 열원을 이용한 히트펌프 기술과 이를 응용한 열에너지네트워크 기술, 재생에너지 변동성 흡수를

위한 카르노배터리 기술, 태양열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절약기술의 융합 기술, 냉각탑 기술, 그리고 공통핵심

기기로 터빈, 압축기, 미래형 열교환기, 히트파이프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열변환시스템연구   Thermal Energy Conversion Systems Research

300kWth급 초임계 순산소 연소기 산업용 스팀생산 히트펌프

중점 연구분야

•(발전용 연소) 미래형 발전 기술

•(친환경 연소) 고효율 친환경 초과엔탈피 연소기술

•(산업용 연소) 뿌리산업 분야 수요 대응 고효율 연소기

    설계 기술

•열반응시스템 융합 분야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저공해 고효율 연소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분야로는 차세대 청정 

발전시장 선점을 위한 초임계 순산소 연소기술, 난분해성 온실가스 분해처리와 급속전열에 적합한 초과엔탈피 연소기술, 

에너지분야의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설계 플랫폼 기술 등이 있습니다. 적용분야는 발전용 연소기, 스크러버용 

연소기, 저 NOx 연소기, 무촉매 개질기, 고부가가치 가스 전환 반응기, 열처리로, 플라즈마 유리 용해로 등이 있습니다.

신연소발전연구   Advanced Combustion Power Research

난분해성 온실가스 고성능 분해처리기술 연속 강판 열처리로 무산화 균일가열기술

중점 연구분야

•스마트 에너지 네트워크 기술 개발 

•  열병합 발전 설비 개발 및 성능평가

•  고효율 저공해 보일러 개발 및 성능 평가 

•  차세대 냉방 기술 개발

•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기술 개발 

열에너지의 효율적인 생산과 사용을 통하여 에너지의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키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스마트 에너지 네트워크 기술, 열병합 발전 기술, 보일러 설비 및 열에너지 저장 기술, 미활용열 이용 ORC 및 열전

발전 기술 등 열에너지의 효율적인 생산 및 활용을 위한 다양한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에너지 소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냉방분야에 대한 신기술 개발에도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네트워크연구   Energy Network Research

유기랭킨사이클 발전 시스템양방향 에너지네트워크 시스템암모니아 가솔린 혼소 자동차

중점 연구분야

•  고효율 복합 건조 시스템 및 배열회수시스템

•  과열교환창치 이용 초고온 스팀 생산 원천기술

•  그린카본을 이용한 하수슬러지 연료화 제조 및 공정 기술

•  자동차/엔진의 연비/환경 개선기술

•  고효율 친환경 자동차 및 미래 대체연료 이용 기술

•  전기자동차용 고효율 열관리 기술

  
에너지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과 에너지 관리 및 최적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적용대상은 

산업, 수송, 건물이며 적용규모는 단일 사업장(건물)에서부터 산업단지(공동체)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EMS 

밸류체인은 전방산업, 후방산업, 관리산업, 집단융합산업, 보급산업을 포함하고 다양한 연관산업 결집을 통한 에너지신산업 

창출이 가능합니다.

중점 연구분야

•ICT융합 신재생에너지 최적 관리 및 통합 운영 플랫폼

•CPS와 HIL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트윈 기술

•AI 기반 에너지 수요 예측, 진단 및 관리 기술

•실시간 건물 에너지 예측, 분석 및 성능 진단 기술

•열-전기 복합 에너지 네트워크 최적화 및 분석 플랫폼

  
에너지, 정보통신 및 AI 기술의 융합을 통한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분야로는 분산전원 통합 설계 및 운용기술, 마이크로그리드 기술, 에너지저장시스템 관리 및 운영 기술, 건축물 에너지

/환경 성능 진단 기술, 실시간 건물에너지 예측/분석 기술, 복합에너지 모니터링 기반 지능형 에너지 최적화 기술, 열-전기 

네트워크 최적화 기술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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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후 변 화 기 술

화석연료 청정 활용을 위한 

기 후 변 화 연 구
C l i m a t e  C h a n g e  R e s e a r c h

온실가스 저감, 포집 및 이용기술 개발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미세먼지 저감기술을 통해 
깨끗한 대기질을 확보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바이오매스, 폐자원의 청정에너지화
및 고부가가치화 연구를 통해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합성가스 전환용 촉매 이산화탄소 포집-탄산 광물화 동시 반응 시스템(100kg-CO2/일)

중점 연구분야

•  이산화탄소로부터 고부가 화학제품 및 친환경 연료 생산을 위한 

전기화학적 전환 기술 개발

•  피셔-트롭쉬(Fischer-Tropsch) 합성반응용 고성능 촉매 기술 개발

•  합성가스로부터 초고부가 화합물 생산기술 개발

•  폐자원 회수 및 고부가화 기술 개발

•  고순도 분리/정제 기술 개발

•  탄소전환 시스템 모델링 및 최적화 기술 개발

기후변화 걱정 없는 탄소중립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및 저급 탄소자원을 고부가 화학제품 및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인 이산화탄소 전환 기술 및 합성가스 활용 초고부가 화합물 생산 기술과

더불어 고순도 생성물 분리/정제 기술 및 공정 설계 패키지 개발을 통하여 탄소전환 기술을 산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탄소전환연구   Carbon Conversion Research

기후변화기술

먼지배출 1/10 여과 집진 장치저회분 바이오매스 제조설비(1톤/일)

중점 연구분야

•저비용 고효율 여과집진기술

•  석탄화력발전소 전기집진기 성능개선 기술

•  순산소 유동층보일러 배가스 초미세먼지 제어 기술

•  대기 미세먼지 저감용 공기정화 자동차 기술

•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저온 탈질촉매 기술

•  에너지 절약형 수분분리막을 이용한 물 회수 및 

 백연저감 기술 개발

•  미세먼지 원천저감형 저등급 연료 고품위화 기술

국내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업 및 수송분야 PM, SOx, NOx, 

VOCs 배출제로기술, 미세먼지 발생 원천저감을 위한 하이브리드석탄 및 연료개질기술,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 기술, 

그리고 대기중 미세먼지 직접저감기술 및 노출저감기술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에게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대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연구   Fine Dust Research

모바일 CO2 포집 KIERSOL 공정10 TPD 석탄건조장치

중점 연구분야

•  저탄소 에너지/환경 공정기술 개발

•  흡수, 흡착, 막분리, 건식입자를 이용한 CO2 포집 및 이용 기술 개발

•  유동층을 이용한 고형원료 에너지화기술 개발

•  연소배가스 활용 및 오염물질 제거기술 개발

•  낮은 재생에너지를 갖는 저수계/비수계/상분리 CO2 흡수제 개발

•  습식 흡수제를 이용한 CO2 포집 기술 개발(KIERSOL)

•  CO2를 활용한 합성가스 생산 기술 개발

지구온난화 방지 및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1.5도 시나리오 달성뿐만 아니라 저탄소 기술 도입을 통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의 포집, 전환 및 이용 기술과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 확대 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술로는 

온실가스 포집, 전환 및 이용기술, 저탄소 에너지·환경 공정기술, 유동층 이용 에너지 연소/전환 기술, 연소배가스 활용 및 

오염물질 제거기술 등이 있습니다.

온실가스연구   Greenhouse Gas Research

5000Nm3/h급 수소 PSA 10 TPD 피셔-트롭쉬 반응기

청정연료연구   Clean Fuel  Research

저등급 연료를 이용해 저탄소 및 무탄소 연료를 생산함으로써 국가의 저탄소 발전전략 및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성능 나노촉매 합성 및 혁신적 반응 시스템과의 컨버전스를 통한 친환경, 고효율의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저탄소 가스 처리, 생산 및 활용의 다양화를 위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술로는 저등급 연료, 바이오 자원의 가스화, 나노촉매 소재, 바이오 가스 개질과 전환을 통한 저탄소연료(CH4, 

CH3OH, C2H5OH 등), 탄소 중립 가솔린과 디젤, 무탄소연료(H2, NH3) 생산 및 이러한 연료의 고도 정제 기술이 있습니다. 

중점 연구분야

•저등급 연료 가스화 기술

•  분산형 바이오매스, 폐플라스틱 이용 가스화 발전 시스템 개발

•  석탄액화(CTL) 및 바이오매스액화(BTL) 기술

•  피셔-트롭쉬(Fischer-Tropsch) 합성반응용 고성능 촉매 기술

•  정유 및 석유화학 공정 기술

•  가스 및 액체 분리공정: 흡착, 증류, 흡수, 결정화

•  해양 및 육상 천연가스/원유 처리 및 전환 공정(FLNG, FPSO 등)

•  고성능 나노 촉매 자동화 합성 및 국산 참조 촉매 제조 기술

•  전기장 부과 촉매 반응 기술

•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 및 수송연료 생산 기술

•  무탄소 암모니아 연료 및 수소캐리어 합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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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기술

목질계 바이오매스 급속 열분해 장치(용량: 2톤/일)

바이오수소 생산용 광합성 발효시(용량: 80L)

중점 연구분야

•목질계 바이오매스로부터 발전/수송용 바이오연료 생산 기술

•  저급 유지로부터 바이오중유/디젤 생산 기술

•  바이오자원으로부터 화학원료 생산 기술

•  고분자 폐기물의 열분해 유화 기술

•  NOx/N2O 저감 촉매 및 공정 

•  비재래형 석유계 연료의 고품위화 기술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지속가능한 사회구축과 석유 이후의 미래 에너지/화학자원 확보를 위하여 바이오매스와 폐자원을 

에너지화 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재래형 원유의 고품위화와 대기오염물질 저감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분야로는 바이오 연료 생산기술, 화학원료 생산기술, 중질유 수소화 공정 기술, 환경 촉매 및 

공정 기술 등이 있습니다.

에너지자원순환연구   Energy Resources Upcycling Research

생물 전기화학 반응기

일산화탄소 전환 고압 생물 반응기

중점 연구분야

•  바이오에너지 

•  산업체 배출 폐가스(CO2, 부생가스) 활용 바이오리파이너리 기술

•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처리 및 바이오연료 전환 기술

•  유기성 폐기물의 혐기소화 기술

•  친환경에너지저장

•  이차전지 재사용/재활용 기술

•  배터리 재생 및 복원기술

•  배터리 열화원인 규명분석 기술

•  이차전지 상태 진단 기술

•  차세대 이차전지 핵심 소재 기술개발

지속가능한 에너지 패러다임으로의 전환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생물촉매 기반 바이오에너지와 친환경 에너지 저장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연구 분야로는 생물공학 기반의 바이오리파이너리 요소 기술(생물 촉매 및 반응기 등)과

폐전지의 열화원인 분석을 통한 배터리 재생/복원, 나아가 새로운 수요처로 재사용하는 기술 개발 등에 집중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에너지연구   Bio / Energy Research

28



기술사업화   Business Development정책연구   Energy Policy Research

주요 수행내용

•연구원과협력관계의기업을패밀리기업으로지정하여기술지원,정보교류등의협력활동추진

•기업과의파트너십강화를위한기술교류회,기술커뮤니티운영,수요맞춤형기업지원등수행

•에너지닥터기술멘토링,에너지닥터기업성장지원사업,기술애로상담등수행

중소기업과의동반성장을위하여전문가기술멘토링,기술교육,공동연구개발을지원하고있으며,KIER연구개발성과를

보다적극적으로확산하기위해KIER기술기반스타트업을육성하고있습니다.

기업협력   Business Partnering and Outreach

주요 수행내용

•국가및정부에너지기술정책수립,국내외에너지기술정책동향분석

•국가기후변화대응R&D전략개발,온실가스감축효과분석

•기술경제성분석,기후기술전략수립,시스템최적화,에너지기술정책동향분석

기후변화문제대응을위한기술정책동향을분석하고,혁신적인기후기술R&D전략및관련정책수립을위한기반연구를

통해기후변화문제해결및국가발전에기여하고있습니다.

기후기술전략   Climate Technology Strategy

연구원내우수기술을기업으로보급하여사업화할수있도록지원하는에너지기술성과확산업무를담당하고있습니다.

이를위해우수기술에대한수요기업의발굴,매칭,기술이전계약업무와함께우수연구성과의보호를위한지식재산권

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주요 수행내용

•우수연구성과창출을위해IPMS(지식재산권경영시스템)기반강화

•기술및시장맞춤형사업화체계구축을위한IP경영고도화,시장기반

기술사업화네트워킹,전략적기술이전및사후관리

기관연구사업계획서·중장기발전전략·주요사업추진운영계획등KIER의연구개발정책및전략을수립하고,경영과학기법

(MCDM등),에너지시스템모델링등을이용한에너지·기후변화·환경이슈에대한국가에너지기술정책을선도하기

위한정책연구를수행하고있습니다.

주요 수행내용

•에너지기술R&D투자효과분석,연구성과모니터링,포트폴리오분석

•에너지시스템모델링,에너지기술파급효과분석

•기관연구경영계획수립,에너지기술정책연구,대내외정책업무대응

•미래유망에너지R&D발굴,국내외에너지정책및R&D프로그램분석,기술개발의파급효과분석

대내외R&D전략을수립하며,KIER연구개발의활성화촉진을위한에너지기술정책분석수행

기후위기극복과탄소중립사회를열어가는에너지기술R&D전략수립의싱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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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연구기관및기술수요국과의협력기반확대와글로벌기술경쟁력확보를위해전략적국제협력을추진해나가고

있으며,이를위해워크숍및네트워크구축지원과수요지향및매칭형국제공동연구사업을기획및발굴하고있습니다.

글로벌 전략   Global Strategy

●Cooperation●R&DProject●MOU

캐나다 MOU

미국 MOU

- Canmet ENERGY

-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UTA)
- Building Performance Institute, Inc.
  - National Energy Technology Laboratory, DOE
  - Global America Business Institute (GABI)
  -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NREL) (Intent to Agree: 협력의향서)
  - Foundation of Renewable Energy and Environment (FREE)
- Qualcomm Institute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 AKCSE

캐나다 Cooperation

- KSEA
- GABI 
- KAEA

Cooperation 미국

남아공 R&D Project

- CSIR

R&D Project 스리랑카

- SLSEA

R&D Project 호주

- CSIRO(2)

- Loughborough University
- University of Oxford

인도 R&D Project

- CSIR-NEERI(2)

- EKC

Cooperation 유럽

- Hunan University
- GIEC, CAS

MOU 중국

영국 R&D Project

- KIST Europe

Cooperation 독일

- University of California at Rivers
- Pittsburgh University

- FREE
- Harvard

- WSU
- SIT

- GABI
- University of Delaware

- LBNL
- UCSD
- NTEL

- ARDEMR
- Tanjungpura University
- University of Lampung

- Niigata University
- National Traffic Safety and 

Environment Laboratory

R&D Project 미국

 MOU 인도네시아

 MOU 일본

- Canmet ENERGY

캐나다 R&D Project

-   SCION (New Zealand Forest 
Research Institute Limited)

뉴질랜드 MOU 

- Technical University of 
Denmark (DTU)

MOU 덴마크 

*기타

-   MOU (세계은행 PASET)

-   Adama Science & 
Technology University 
(ASTU)

-   ADDIS ABABA SCIENCE 
AND TECHNOLOGY 
UNIVERSITY (AASTU)

에티오피아 MOU 

-   University of Twente

네덜란드 MOU 

-   Aruba University

Aruba MOU 

-   ERDNES MONGOL 
LLC

몽골 MOU 

-  Institute of Energy 
Science, Vietnam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  Industrial University of 
Hochimihn City

MOU 베트남  

-   Hindustan Petroleum 
Corporation Limited (HPCL)

인도 MOU 

-   Sakarya University 
-   TUBITAK Marmara Research 

Center

터키 MOU 

- Loser Chemie GmbH
- Forschungszentrum
  Jülich GmbH(2)

독일 R&D Project

R&D Project 인도네시아

- ARDEMR
- TBD

- Zhejiang University
- Guangzhou Institute of Energy

R&D Project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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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과학   Computational Science & Engineering

에너지기술개발전과정에다양한계산과학및엔지니어링분석기법을적용하여연구생산성과결과의신뢰성향상을

위한연구를수행하고있습니다.원자단위전산모사,공정스케일업을위한공정시뮬레이션/설계/기술경제성분석(TEA),

에너지/환경시스템최적화연구를위한전산유체역학(CFD)기반수치해석,데이터분석/시각화/머신러닝등의다양한

계산과학기반기술을바탕으로태양광,풍력등의신재생에너지,수소생산/저장/활용,에너지효율향상,화석에너지청정

활용등탄소중립을실현하기위한에너지기술연구개발에기여하고있습니다.

에너지/환경분야의글로벌미래인재육성을위하여

국내외대학과의활발한인적교류와전문적이고체계적인

연구중심의실무교육을통해국가에서필요로한미래

창의융합형인재양성에기여하고자합니다.

K I E R 

SCHOOL

학·연 협력프로그램 개발 및 
우수인재 유치

연수직(박사후연구원, 학생연구원, 
인턴, 실습생) 인력계획 수립, 선발, 활용

UST 학사업무 및 
학생연구원 등 관리

  학생연구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학생연구원 
연수제도 및 환경 개선

KIER SCHOOL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지정한‘국가연구장비공동활용센터’로서에너지기술분야의시험성능평가수행및국제공인시험

제도(KOLAS)를운영하고있습니다.또한고가연구장비공동활용촉진을위한계획수립및운영을총괄하여연구원의R&D

효율성증진에기여하고있습니다.

시험분석   Analysis for Energy Research

KIER 공용 HPC 클러스터

무납비독 태양광 소재 고속대량 스크리닝
머신러닝 기반 멀티스케일 포텐셜 개발

데이터기반 태양광발전량 예측 모델 개발

나노촉매 소재개발 및 메커니즘 규명

A2P2
Automated 

Atomic-simulation

Platform in

Pyt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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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맑은 지구와 
더 강한 경제를 만들어가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고효율 저탄소
사회구축을 위한 

스마트 
에너지

기술 개발

온실가스 
감축과 맑은
공기를 위한 

탄소계 에너지 
청정 활용
기술 개발

에너지 전환 
3030/5060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혁신

기술 개발

수소경제사회
선도를 위한 

수소 공급 및 
활용

기술 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