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본원)

· 위       치 : 대전 유성

· 연구분야 :  에너지 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온실

가스 감축, 미래창의연구 등

· 대표전화 : 042-860-3114

· 홈페이지 : http://www.kier.re.kr/

제주글로벌연구센터

· 위       치 : 제주 김녕

· 연구분야 : 육ㆍ해상융복합, 풍력연구, 인력양성

· 대표전화 : 064-800-2301

· 홈페이지 : http://jeju.kier.re.kr/

차세대전지원천기술센터

· 위       치 : 울산 UNIST

· 연구분야 : 차세대전지

· 대표전화 : 052-217-2942

수소ㆍ연료전지산학연협력센터

· 위       치 : 전북 부안

· 연구분야 : 수소ㆍ연료전지

· 대표전화 : 063-581-167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지역조직“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여
국가 이익에 기여하며

국민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다각도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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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연구원의 연구 분야입니다.

또한 연구원의 우수 특허 기술을 사업으로 연계하고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연구를 

확대하며 연구자와 기업을 일대일로 직접 연결하는 ‘1 연구원 1 기업’의 기술지도를 

통해 연구결과들이 연구로 머물지 않고 시장과 소통하며 기술 상용화에 반영될 수 있는 

기술이전 또한 저희 연구원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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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다가오는 미래 세대를 위한 

에너지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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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확산

미래전략정책

품질·시험 인증

•IP경영을 통한 기술이전, 사업화

•기술사업화 관련 사업기획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 중소기업 기술지원 : 에너지닥터 중소기업 멘토링, 

KIER 강소기업 육성 지원, 시작품 제작 지원

•국제공동과제, 개도국협력사업 기획 및 추진

•국제인력교류, 해외에너지전문가 자문단 운용

•연구원 경영전략 수립 : 경영목표, 중장기 발전전략

•글로벌 기술개발 및 정책동향 조사·분석

•연구원 정책방향, 중점사업 기획 총괄

•국제공인시험기관 운영

•정부공인시험 및 시험평가

•에너지 연구개발 품질보증시스템 구축·운영

r&D outcome

energy r&D strategy and Policy research

Quality Management

청정 국산 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 태양열에너지

와 신에너지인 수소제조 및 연료전지 기술 연구 개발

• 태양광연구

• 태양열연구

• 연료전지연구

• 차세대전지 원천기술 연구

• 수소연구

• 신재생에너지자원지도 연구

• 친환경에너지타운 연구

고유가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 에너지

활용에 기여하는 소재 및 응용시스템 개발

• 에너지절약연구

• 에너지ICT연구

• 신연소연구

• 열에너지변환연구

• 에너지네트워크연구

• 에너지저장연구

온실가스 회수기술 개발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및 

화석에너지 전환기술 개발을 통한 고유가 

시대 대비

• 청정연료연구

• 석유가스연구

• 바이오자원순환연구

• 그린에너지공정연구

• 저탄소공정연구

신재생에너지기술, 청정에너지기술, 고효율에너

지기술에 필요한 혁신적인 에너지 소재 및 응용

시스템 개발

• 창의소재연구 

• 수소, 세라믹 등 각종 분리막 연구

• 신재생·청정·고효율 에너지소재연구

• 에너지환경(ET), 나노(NT) 기술 융합 연구

육·해상융복합 원천기술 개발, 통합 실증 

플랫폼 구축 및 시험평가, 글로벌 인력교류 및 양성

• 해양염분차발전 시스템 및 관련 요소 기술

• 육·해상 풍력발전 요소 기술 및 시스템

• 해양바이오에너지 관련 기술

• 해수담수화 등 해양자원 활용 기술

• 해양 신소재 기술

기후변화
연구

climate change 
research

육·해상융복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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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gence &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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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and renewable 
energy research

미래창의융합
연구

advanced energy 
research

에너지효율
연구

energy efficiency
resear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