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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

첫째, 국내외 협업과 연구원 자체의 역량강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연구원
내부에 기후기술전략센터를 설립하여 기후기술로드맵을 수립하고, 해외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컨트롤
하였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메커니즘 기후기술센터(CTCN) 가입 등을
통해 에너지기술을 통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해외교류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둘째, 타 기관과의 융합연구를 확대하며 에너지기술의 허브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13개 기관이
참여한 에너지 R&D 벨트를 구축하여 17개의 연구과제를 발굴하였고, FEP 융합연구단을 유치하여 연료다변
화형 미래에너지 생산기술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우리는 융합을 통해 국가가 직면한 에너지문제를 해결
하며 세계를 바꿀 기술들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중소·중견기업으로의 기술 이전을 통해 에너지로 행복사회를 만들어가는 비전을 지속적으로 발휘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지원 전담인력을 확보하였고 190개의 패밀리 기업을 육성하며 기술의 수요-공급
매칭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KIER R&D 성과확산의 날’ 개최는 에너지기술의 산업체이전을 통한
국가 에너지 선순환체제에 기여하였습니다.

넷째, 내실 있는 연구를 통해 연구 R&D 역량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도입 2년 만에 타 기관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전자 연구노트 작성은 체계적인 연구를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IP경영시스템의 고도화와
지속적으로 진행된 연구품질 역량 강화교육은 R&D 성과의 질적 생산성을 높였으며 산업부로부터

에너지 기술로 행복사회를 열어가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IP R&D 최우수 기관 표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섯째, e-감사시스템을 고도화하며 자체 감사 인프라를 강화함으로써 달성한 2015 자체감사 최상위 기관
타이틀은 우리 기관의 투명한 연구터전을 빛나게 해주는 성과물입니다. 앞으로도 투명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낌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전 세계 195개국은 제21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파리 협정’을 채택했고,
이에 따라 2020년부터 신기후체제의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온실

연구원 여러분이 소속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과 소통해 준 결과 국민에게 유용한 공공정보 10선에

가스 감축에 대응할 핵심기술은 에너지기술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에너지 분야

연구원의 우수에너지기술 정보가 선정되었고, 출연연 최초로 웹어워드코리아 공공블로그 분야 대상을

최고 연구기관으로, 다가올 신기후체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가 에너지문제 해결을 선도하기 위해 국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2015년은 에너지기술을 선도한다는

높은 연구 성과로 국민 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개편되는 연감이 한국에너지

책임의식과 리더십을 유감없이 발휘했던 한 해였습니다.

기술연구원에 근무하는 자부심으로 연결되기를 바라며 다양한 정보공유의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6. 6

08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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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KIER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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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분야

연구분야

저등급 석탄 고품위화 기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kW급 염분차발전 핵심기술 국내 최초 확보

청정연료연구실 이시훈 박사 저등급 석탄의 열량을 높여 발전효율을 올리고 이산화탄소 발생을

●

저감할 수 있는 기술 개발, GS건설에 기술이전

●

●

해양융복합연구실 정남조 박사팀 해양에너지를 이용한 kW급 염분차발전 핵심기술 개발
대표적 염분차발전 방식인 역전기투석 방식과 압력지연삼투 방식의 핵심 원천기술 국내 최초 확보

고품위화기술(CUPOTM)*

●

2015기술산업화 대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수상
TM

* CUPO

: Coal Upgrading by Palm Oil Residue

02

06

연구분야

연구분야

세계 첫 탄소배출권 적용한 이산화탄소 포집기술(KIERSOL) 산업체 기술이전

태양열 해수담수화 실증 플랜트 구축 및 기술이전

그린에너지공정연구실 윤여일 박사팀이 개발, 세계 첫 탄소배출권 적용한 이산화탄소포집기술

●

(KIERSOL)*과 공정 설계 기술 중소기업 이전 계약
* KIERSOL : 산업공정 배출가스 중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선택적으로 포집하기 위해 탄산칼륨을
주물질로 하는 액상흡수제 및 이를 이용한 포집공정 기술

태양열연구실 곽희열 박사팀 태양열과 태양광 발전을 에너지원으로 동시에 활용하는 고효율 해수

●

담수화 플랜트* 기술 개발, 전라남도 여수 실증 플랜트 구축 및 중소기업 기술이전
* 태양에너지 해수담수화 실증시스템 구축 : 담
 수 생산 용량 10m3/day, 저온수 이용 다중효용 증발
식 담수기 개발

03

07

연구분야

연구분야

초청정 고효율 미래에너지 생산기술 개발 FEP융합연구단 유치

친환경 제로에너지타운 실증단지 착공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로 유지하면서 높은 발전효율에 도달 할 수

●

있는 초청정 고효율 연료다변형 미래에너지 생산기술 개발을 위한 FEP융합연구단 유치(‘15.12.1)
주관기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협동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기계

●

연구원과 4개 대학, 5개 기업 공동 참여

제로에너지 건물기술 적용하여 84.7% 에너지 절감 달성 및 연 603톤의 온실가스 저감효과 달성

●

가능한, 진천 자립형 제로에너지타운 실증단지 조성
계간축열이용 블록히팅시스템과 태양광발전 등을 결합하여 진천 친환경에너지타운 열-전기 100%

●

자립 달성 예정

04

08

연구분야

경영분야

연료전지 상용화 앞당길 신구조 촉매 개발

체계적 인력운영을 통한 성과확산 기여

에너지소재연구실 김희연 박사 연료전지의 내구성을 높이고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백금코어와

●

그래핀쉘로 구성된 새로운 구조 촉매 개발

●

●

세계적 나노분야 학술지 ‘ACS Nano’ 및 ‘Nature nanotechnology_Research Highlight’ 부분에 게재

●

10

인력관리분야 우수기관, 비정규직 부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 표창
IP R&D 단계별 실무 교육 제공 활성화가 특허이전과 활용률 증가에 기여, 최우수 IP R&D
기관선정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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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분야

경영분야

투명하고 청렴한 연구환경 기반 조성 인증 획득

KIER 최초 연구소 기업 설립(1, 2호)

연구비관리 투명성 / 효율성 강화를 통한 한국연구재단 연구기관 연구비관리체계 평가

●

A등급 획득

●

출연(연) 자체감사 최상위 기관 선정 및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표창

●

●

●

KIER 기술 상용화 및 창조경제 기여를 위한 연구소기업 설립
(주)케이앤에스에너지(‘15.06) - 단일 진공관형 태양열 집열기
에스엠케이에너지(주)(‘15.10) - 바이오매스 반탄화를 위한 역흐름 다중 방해판 열분해장치 및
관련 기술

10

14

경영분야

경영분야

국민과 소통하는 대한민국 에너지 대표 연구원

기업과 함께하는 ‘KIER R&D 성과확산의 날’ 개최

KIER 이전가능 우수 에너지기술 45선 2015년 행정자치부「국민에게 유용한 공공정보 10선」에 선정

●

에너지연 블로그 ‘꿈틀e’ 2015 웹어워드코리아 공공블로그분야 대상 수상(출연연 최초)

●

중소·중견기업에 에너지 유망기술을 소개하고 사업화 기회 탐색할 수 있는 ‘KIER R&D 성과확산

●

의 날’ 개최
중소기업청 등 정부기관 소속 중소·중견기업지원 전문가와 에너지기술 관련 기업 대표 200여명이

●

참석하여 차세대 발전, 화석연료 전환, 에너지 고효율 기기 등을 발표하고 다양한 의견 교류

11

15

경영분야

경영분야

에너지 R&D 전략적 협력체계 ‘에너지 R&D 벨트’ 구축

에너지빈곤층 주택에너지 진단 및 기금 조성

에너지 기술 한계 극복과 미래에너지 기술선도를 위한 융합 R&D 협력체계 구축

●

에너지 R&D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롯데케미칼 등 출연(연), 공기업,

●

민간기업 13개 기관 MOU체결 및 연구과제 발굴

에너지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저소득층 200가구의 주택에너지효율진단 및 주택에너지 효율

●

진단사 350명 양성
주택에너지진단사 양성교육 수익금 한국에너지복지재단에 기부

●

12

16

경영분야

경영분야

해외 글로벌 인프라 구축 통한 GLOBAL KIER 도약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정문 리모델링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메커니즘 기후기술센터(CTCN) 가입으로 정부-민간-NGOs 간 협력체계 구축

●

KIER Energy Eureka Forum 개최, 출연(연) 최초 해외한인과학자 네트워크 활용 및 국제공동

●

연구 활성화(UKC 3건, EKC 2건)
미국 몬타나주 스티브 불록(Steve Bullock) 주지사를 포함한 몬타나주 정부 방문단과 함께 기술

●

연구원의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정문 출입부의 교통안전체계를 강화하고자 연구원 정문

●

리모델링
높이 1.6m의 기존 담장 철거로 개방감 확보, 소통과 공유의 공간 구성 및 역동적이고

●

개방적인 연구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연구원 정문 LED 문주 간판 설치

협력 및 상호 협력을 위한 LOI 체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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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연혁

VISION

비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출범
한국동력자원 연구소에서 분리

도약성장기

1991.11

2000.12

에너지기술로 행복사회를 열어가는 KIER

비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명칭변경

경영목표

융합ㆍ창의기반 에너지기술로 새로운 가치와 시장 창출
1986.09

글로벌 에너지 연구기관 도약: 세계 최고 에너지기술 8건 개발
에너지경제연구원 분리

성장기
1981.01

국가 성장동력 창출과 산업육성: 기술료 49억 달성 (29%↑)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자원개발연구소 통합

창조경제 주역 육성: 패밀리 중소기업 230개 육성 (667% ↑)
* 증가율은 2013년 대비 증가율
에너지경제정책연구부

1980.03

1979.11

추진전략
한국종합에너지연구소
확대개편

14

태동기

열관리 시험연구소 설립

1977.09

태양에너지 연구소 설립(1978.05)

글로벌 연구기관

중소ㆍ중견기업과

성과중심 경영을

도약을 위한

동반성장을 위한

통한 연구생산성

기술경쟁력 확보

파트너십 강화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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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조직

PERSONNEL AND BUDGET

인력 및 예산

1부원장, 8본부, 1부, 1연구단, 36실,
5센터, 1사업단, 1팀, 1지소 (ʼ15.12말 기준)

원장

감사
감사부

2015년 인력현황

412 명

반부패 ・ 청렴팀

(단위 : 명)

구분

임원

연구직

기술직

행정직

합계

인원(명)

1

280

81

50

412

부원장

에너지효율 연구본부

신재생에너지
연구본부

에너지절약
연구실

에너지ICT
연구실

신연소
연구실

열에너지변환
연구실

에너지네트워크
연구실

태양광연구실
- 차세대전지


태양열연구실
- 신재생에너지


연료전지연구실
- 수소
 ・ 연료전지

수소연구실

친환경
에너지타운
구축사업단

원천기술센터

지원센터

청정연료
연구실

석유가스
연구실

에너지소재공정
연구본부

창의소재
연구실

에너지소재
연구실

제주글로벌
연구센터

해양융복합
연구실

기후변화 연구본부

성과학산본부

기술사업화실

풍력연구실

중소기업지원실

산학연협력센터

바이오자원순환
연구실

그린에너지공정
연구실

에너지저장
연구실

2015년 수입현황

158,999

(단위 : 백만원)

구분

금액

원

저탄소공정
연구실

기관운영비

26,302

주요사업비

47,466

시설비

4,890

차입금상환

-

정부수탁 및 민간수탁

54,746

기타사업 및 기술지원

4,395

기타수입 및 기술료

4,201

전기이월액

16,999

정부출연금

자체수입

운영관리실

전기이월액

품질・ 시험인증실

158,999

합계
FEP융합연구단

정책연구실

대외협력 정책본부

기획조정본부

경영지원본부

기획실

인력운영실

해외지소

NonCO2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사업단

16

예산실

총무복지실

홍보실

국제협력실

사업관리실

지식정보실

회계재무실

구매자산실

2015년 지출현황

158,999
시설운영실

안전관리실

(단위 : 백만원)

구분

원

금액

인건비

인건비

35,190

경상운영비

경상운영비

8,552

사업비

연구직접비

86,580

차입금 상환

차입금 상환

-

기타

시설비, 기술료경비, 결산잉여금

8,146

차기이월액

차기이월액

20,531

합계

158,999

17

ENERGY
R&D REVIEW 2015
에너지R&D 리뷰 2015
1. 에너지효율연구본부
2. 신재생에너지연구본부
3. 기후변화연구본부
4. 에너지소재공정연구본부
5. 제주글로벌연구센터
6. FEP융합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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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연구본부

국가에너지수요 절감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합리적 에너지 이용에 기여하기 위한

Energy
Efficiency Research
Division

에너지수요관리/효율향상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으로 주요

20

연구분야인 에너지기기 고효율화 기술, 산업공정 고도화 기술, 고효율 에너지저장
기술, 스마트 에너지 네트워크 시스템 및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 시스템 핵심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습니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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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대표성과

1
미래 스마트 에너지 네트워크 기술개발

2
본부대표성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과 효율성 극대화

에너지 저장분야 차세대 플로우 전지 개발
ICT 융합형 에너지저장 시장 선도

에너지효율연구본부는 에너지를 최적으로 관리하여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에너지효율연구본부 에너지저장연구실이 하나의 프레임에 전극 2개를 적용하여 전압을 2배로 증가

극대화하기 위해 전기 및 열 사용현황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제어 인프라 구축과 에너지 사용 네트워크

시킨 고전압형 레독스 플로우 전지 기술을 개발 하였다. 레독스 플로우 전지 (RFB)는 기존 일체형

최적화 및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차전지와는 달리 출력과 용량(사용 시간)을 독립적으로 설계하여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유일한
이차전지로써, 대용량 에너지저장시스템에 적합한 이차전지로 각광받고 있다.

배경

발전원 투입이 가능한 고신뢰성 마이크로그리

면에서 두 배의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셀을 적

연구원 내의 에너지관리 시스템 중, 주요관리

드 설계 핵심기술을 개발하였다. 이 뿐만 아니

용시켰을 경우 레독스 흐름전지(RFB)의 효율

시스템은 필요에 의해 개별적으로 설치 및 운

라 능동형 가상 다중발전시스템의 개념을 확립

은 81.4%를 달성하였고 그 결과 효율 80%이

영되고 있어 전체 에너지 사용 현황에 어려움

하고, 저온 열공급 기반의 에너지 수요·공급의

상의 고전압형 플로우 전지 스택(5kW) 기술 확

이 존재한다. 그동안 연구원 내에서 개별적으

기초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보로 에너지저장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술

로 운용된 건물공조설비관리시스템(Honeywell

을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상위 10% SCI 논문 1

EBI), 발전설비관리시스템(Siemens PCS7), 전

우수성과

편을 게재했고, 기술이전 1건과 KPEG S등급 특

력관리시스템(Honeywell Niagara)을 통합하

개발된 기술과 플랫폼은 웹기반 실시간 에너지

허 1건, A등급 특허 2건을 등록하는 성과를 달

여 도심지 및 산업단지의 수요처를 고려한 ICT

진단 및 평가가 가능하며 에너지 사용 정보뿐

성하였으며 세계 최초로 전극-스택셀 (tandem

기반 분산형 에너지수요관리의 기술 프레임

만 아니라 과거 운전 데이터까지 제공하고 사

electrode cell stack) 기술과 직병렬 하이브리드

혁신이 요구 되는 시점이다.

용자가 편리하게 데이터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플로우 기술을 중견기업에 기술 이전 하였다.

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로 개발된 마이크로그리
연구내용

드 기술이 KPEG S등급 6건과 A등급 6건의 특

연구팀은 우선적으로 에너지 사용 패턴 분석

허로 등록되었으며, 중소기업에 기술이전을

기대효과
배경

플로우 전지 단일스택의 고전압화 및 효율 항

레독스 흐름전지의 출력과 효율을 결정하는 핵

상을 통하여 대용량 에너지저장시스템의 경쟁

Ethernet을 통해 데이터 접근이 가능하도록 각

심부품이 적층으로 구성된 스택 셀이다. 이러한

력을 확보하고 스택의 모듈화를 통하여 스마트

관리시스템의 프로토콜을 수정하였으며 전력

기대효과

셀은 전압을 높이기가 어려우며 효율저하의 문

그리드 부하평준화 및 부하관리용 에너지저장

사용현황과 열에너지 관련 운전 데이터를 실시

향후 에너지 인프라 측면에서 마이크로그리드

제점이 있었고,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시스템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더욱이 세계 최고

간으로 통합하여 저장 데이터 서버를 구축하였

기술은 에너지 안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군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였다.

수준의 대면적 유연박막형 슈퍼커패시터 기술

다. (InSQL RTDB) 또한 Oracle SQL 기반의

기지 등 국가 핵심시설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

과 에너지관리시스템 정보 통합화를 위하여

1건 진행하였다.

Tandem electrode cell stack 설계도

을 국내기업에 이전하는 산업연계형 Spin-off

DB를 추가하여 웹기반의 에너지 정보 제공과

될 수 있다. 또한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

연구내용

데이터 저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에너지 인프

용할 수 있는 저온 열에너지 네트워크 기술의

하나의 셀에 기존 1.6V였던 전압을 3.2V로 올

저장 기기의 제품화를 선도 할 수 있을 것으

라 측면에서는 마이크로그리드 통합제어가 가

추가 개발과 미활용 에너지의 적극적인 이용

리는 이중전극 셀 스택(tandem electrode cell

로 기대된다.

능한 개방형 통신제어 플랫폼과 함께 지능형 수

으로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효율 증대를 기대

stack)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기존 스택 대비 2

요반응기술을 개발하였으며, 높은 신재생 분산

할 수 있다.

배의 전압을 가지는 단일스택을 제조할 수 있

사업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ICT 융합형 에너지

게 되었으며, 직병렬 하이브리드 플로우 기술
을 적용함으로써 기존 스택 대비 효율을 5% 향
상시켰다.
우수성과
300kW급 마이크로그리드 통합 시험설비

2014년에 500W급 스택 셀이 개발되었고, 2015
년에 개발한 1000W급 스택 셀은 부피면에서
절반가량 감소의 효과를 보였으며, 에너지 밀도

KIER 에너지 모니터링 구성 개략도

22

5 kW 레독스플로우전지 스택 및 시스템

저온 열공급˙저장 네트워크 시스템 구성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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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 및 결과

1

주요 연구 및 결과

2

에너지절약 연구

에너지 ICT 연구

산업 에너지 다소비기기, 건물 에너지효율 등급, 수송 부문 친환경 자동차 및 효율 향상 부문과 관련된 기술의

ICT 기술을 융합한 고효율의 에너지 기술을 가정 및 산업에 적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에너지

선도적인 연구 개발 및 인증 제도를 수행함으로써 국가적인 에너지 절약 및 이산화탄소 절감을 주도하는

공급 및 수요 관리 기술을 바탕으로 국가에너지 절약 및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 확보에 기여 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물질의 하이브리드

배경 및 필요성

양방향 거래를 위한 건물 복합

배경 및 필요성

분리시스템 개발

산업용 건조기 분야는 고점성 물질을 달라붙지 않도록 유지

에너지수요관리 핵심기술 개발

향후 에너지 생태계는 열과 전기 등 복합적인 에너지 관리의 필요성

함과 동시에 저 에너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

이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 생산에 참여하는 수요자와의 연계

발이 필요하다.

운영 및 거래를 위한 에너지 관리 및 모델 발굴이 필요하다.

연구개발
이를 위해 연구팀은 클로렐라 용액의 파우더화를 위해 직/간

연구개발
하이브리드 건조 시스템

이를 위해 다세대 건물의 열전기 복합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부

접 방식의 동시 열원을 이용하였으며, 건조기 배열을 회수함

하 제어 알고리즘과 양방향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 사용 최

으로써 전체 시스템의 열효율을 향상 시켰다. 이를 통해 기존

적화 기술을 적용하고 전기/열 하이브리드 에너지원과 부하가 고

건조 시스템(열효율 35%)에 비해 건조 공정에 소비되는 에너

려된 복합 에너지 시스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산세대형 EMS 장치

지를 20% 이상 절감함과 동시에 최종 제품의 영양분 함유량
을 10% 이상 증가시켰다.
건조시스템 설계기술 확립

터보컴파운드를 적용한
배기에너지 회수시스템 개발

하이브리드 열원 시스템

배경 및 필요성

KIER-UCLA 스마트그리드

내연기관에서 배기가스로 버려지는 에너지는 전체의 30~40%에

국제협력 사업

해당되므로 이를 재활용한다면 시스템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LED 조명, 전기자동차 등 다양한 스마트 기기
가 건물에 도입됨에 따라 이들을 통합하여 전력 소비를 제어
하는 스마트 그리드 기반 건물에너지관리 기술에 대한 요구가

연구개발

증가하고 있다.

전기식 터보컴파운드시스템은 버려지는 배기가스로부터 회전력
을 얻을 수 있는 터빈과 터빈에 연결되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배경 및 필요성

터보컴파운드용 터빈 및 볼류트

연구개발

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이용하여 배기에너지의 15~20%를 회

이를 위해 연구팀은 미국 UCLA와 국제공동연구를 통하여 스마트

수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체 시스템효율을 10%까지 향상시킬 수

미터, 전기자동차, 태양광발전, LED 조명 등 다양한 스마트기기의

있다.

통합제어가 가능한 개방형 플랫폼과 지능형 수요반응기술을 개발하

개방형 통신제어 플랫폼 구조

고 캠퍼스 실증을 통해 기술의 우수성을 검증하였다.

전기식 터보컴파운드시스템

스마트 그린빌딩 실증

주택에너지 현장 진단

배경 및 필요성

고신뢰성 마이크로그리드

배경 및 필요성

플랫폼 개발

기존 건축물 에너지리모델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건축물의 에

기술 개발

군기지와 같은 국가 핵심시설의 운영을 위해서는 정전사고와 같은

너지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진단기술이 필수적이다.

상용계통 공급중단 상황에서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한 고신뢰성 마이크로그리드 기술의 확보가 필요하다.

연구개발

연구개발

기존 건축물 에너지성능에 대한 정량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ISO
13790, 9972, 9869-1의 건물에너지성능 평가 및 진단 기법들을

스마트폰앱 기반 주택에너지 진단플랫폼

응용한 스마트폰앱 기반 진단플랫폼 및 진단장비를 개발하였다.

연구팀은 실시간 디지털 시뮬레이터 기반 3MW급 고신뢰성 마이

마이크로그리드 통합 시험설비

크로그리드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독립운전 조건에서 신재생 분산
발전 투입율 40% 수준을 달성하였다. 높은 투입 조건에서 출력변
동을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화석연료 소모를 저감시
키면서 독립운전 시간의 확대가 가능하다.

스마트폰 연계형 열화상 장비

24

마이크로그리드 적용

25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Energy Technology Leader

주요 연구 및 결과

3

주요 연구 및 결과

4

신연소 연구

열에너지변환 연구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해 화석연료 및 합성연료의 연소와 이에 관련된 열에너지 시스템에

열-열, 열-전기, 전기-열의 효율적 변환을 통한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목적으로, 열그리드와 전기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점 연구분야로 순산소연소 응용 기술, 초과엔탈피연소 응용 기술, 신재생

그리드를 연결시켜주는 핵심기기인 히트펌프 및 열에너지네트워크 기술, 미래를 위한 초임계 CO2

융합 연소 응용 기술 등이 있습니다.

발전 기술, 그리고 재생 열 기반 에너지 융복합 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효율 전기아크로(EAF)

배경 및 필요성

스팀생산

배경 및 필요성

기술 개발

국가적인 전력수급에 대응하고 위기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전력

히트펌프 개발

산업 공정에서는 다량의 폐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공정

다소비형 산업설비인 EAF의 전력소비 절감을 위한 기술 개발이

용 저압 스팀을 생산하여 에너지를 저감하는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

필요하다.

연구개발

연구개발
EAF의 전력사용 20% 절감을 목표로, 신개념의 열화학에너지 이

스팀을 생산하기 위해 기존 히트펌프의 생산 온도를 30℃이상 상
EAF 시뮬레이터 실험장치

승시키는 사이클을 설계하였으며 압축기 장기수명 운전을 통해

용 EAF 기술 개발을 위해 예열/탈취/미반응열 회수 통합기술 개

내구성을 확보하여 실용화에 대응하였다. 또한 100kW 성능을 가

발이 진행 중이다. 시뮬레이터 운전을 통해 스크랩 예열 및 탈취

진 스팀히트펌프 시제품 제작을 완료하였다.

스팀생산 히트펌프 개요도

성능 비교 실험을 수행하고 신개념 예열기 구조 설계와 운전 개
념을 정립하였다.

EAF 시뮬레이터 제어화면

Compact 분위기 가스연소
열처리 공업로 기술 개발

스팀히트펌프 시제품

배경 및 필요성

미래형 초임계 CO2발전 시스템

배경 및 필요성

신기후체제(COP21)에 대비하는 온실가스 감축방안으로서 국가에

핵심기술 개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의 감축을 위하여 기존 스팀 발전 시스

너지의 10%를 소비하는 철강(금속) 산업 분야의 효율 향상 및 친환

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소형 고효율 미래 발전 기술의 개발

경 공정 개발이 필요하다.

이 필요하다.
연구개발

연구개발
철강 제품의 탈탄 및 산화반응 억제가 필요한 무산화 열처리로

적용 가스연소로

초임계 CO2 발전 기술은 기존 스팀 발전 대비 2~5%의 효율 향상

에서 분위기 가스(RX gas)의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부

및 소형화(터빈 크기 1/20로 감소)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

개질 방식 부분적용 및 금속학적 공정기술을 융합하여 공정시간

다. 세계 최초로 축류형 초임계 CO2 터보 발전기(60kWe)를 설계

을 30% 단축하였다. 소형 축열 RT 버너를 이용한 간접 가열 기

및 제작하였으며, 구동 시험을 위한 테스트 루프를 제작하고 있다. 이

술을 개발함으로써 30%의 에너지 절약 및 공간 축소 효과를 이

에 앞서, 국내 최초로 10kWe급 밀폐형 터빈-발전기-압축기 유닛을

끌어냈다.

개발, 83℃/85bar 조건에서 시운전에 성공하였다.
연소성능실험 결과

KIER S-CO2 발전기 테스트 루프

난분해성 Non CO2

배경 및 필요성

재생 열 기반 융복합

배경 및 필요성

온실가스 분해처리

전자산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과불화 화합물(PFCs)은 CO2 대비 수

시스템 개발

지열, 태양열, 태양광 등의 개별 기술을 융합하면 상호 단점이 보완,

기술 개발

천 배 이상의 온실효과를 갖는 대표적인 Non-CO2 온실가스이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므로 효과적인 융복합을 위한 종합적인 기술

서 난분해성 물질로, 효과적인 분해처리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연구개발

연구개발
예혼합 초과엔탈피연소기술을 개발하고 가장 난분해성인 CF4

KIER 60 kWe S-CO2 터보 발전기

난분해성 온실가스 분해처리 실험장치

기존에 개별 적용되었던 지열, 태양열, 태양광 시스템을 통합, 재생

의 분해처리에 적용함으로써 기존 상용공정 대비 분해율 향상

열을 융복합 적용함으로써 온열, 냉열, 전기를 복합 생산하는 기술

(70→96%) 및 에너지 사용량 50% 절감을 달성하였다.

을 개발하였고, 이러한 융복합 기술을 통하여 전체 에너지 생산량

재생 열 기반 융복합 시스템 개요도

증가 및 시스템 효율 향상 기술을 확보하였다.

난분해성 온실가스 분해처리 실험결과

26

재생 열 기반 융복합 시스템 시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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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네트워크 연구

에너지저장 연구

에너지 공급 및 사용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에너지네트워크 연구는 에너지의 단계적(cascade) 생산, 소비 및

사회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국가전력 부족 사태 방지 및 스마트 에너지 수요관리에 기여하기

이용방법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열병합발전을 근간으로 하는 저온 에너지네트워크, 열에너지의

위한 고효율 에너지저장장치의 개발을 목표로 하며, 전기화학 및 핵심소재 기술을 바탕으로 한 에너지

합리적 공급 및 소비를 위한 열택배 기술, 저온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고급 에너지인 전기를 생산하는 유기랭

저장기술 개발을 통하여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 구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킨사이클 기술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분산형 가상 다중발전

배경 및 필요성

대용량 레독스

배경 및 필요성

에너지수요관리 기술 개발

ICT 기반 분산형 에너지수요관리 기술개발, 에너지 이용 효율개

플로우 전지 개발

레독스 플로우 전지의 핵심부품인 스택의 고전압 한계 문제점을 해

선, 국가 온실가스 저감 방안 수립, 에너지수요관리 기반의 신산

결하면서도 다른 전지와의 효율 및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업 육성 정책에 부합할 수 있는 보급 모델 확립의 필요성에 대응

창의적으로 설계한 후 제조하였다.

하기 위한 스마트 에너지수요관리의 획기적인 기술 변화가 요구
되고 있다.

연구개발
ICT 기반 분산형 수요관리 모델

하나의 매니폴드에 두 개의 전극을 적용하는 이중전극 구조로 충

연구개발

전극 구조 비교

전전압을 기존의 1.6V에서 3.2V로 올리는 기술을 개발했으며, 스

다양한 에너지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설비의 운

택비용을 20% 이상 절감할 수 있게 되었고, 81.4%의 높은 에너지

영 유연성(Flexibility)의 확보를 위해 중·소규모 저온(55~60℃)

효율을 달성하였으며, SCI 논문, KPEG S등급 특허 등록 및 기술

열 네트워크 운영 기술 및 양방향 에너지거래 구현을 위한 실시간

이전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최적 운전 제어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저온 열공급 저장 네트워크 시스템

고전압형 1kW 스택

중·저온 폐열 활용을 위한

배경 및 필요성

박막형

배경 및 필요성

열화학 열저장 기반 열택배용

기존의 열저장은 고정형 열저장 장치와 열수요처간 연결된 배관네

수퍼커패시터 개발

최근 들어 다양한 모바일 IT기기 산업에서의 안정적인 전기에너

열저장 장치 개발

트워크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공간적, 시간적 제약이 존재하

지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고, 초소형 에너지 저장 소자에 대한 필

게 되는데,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신기술이 필요하다.

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연구개발
열화학열저장은 기존의 현열저장 및 상변화를 이용한 저장과 달

연구개발
열화학열저장 축열/방열 원리 (출처: ECN)

면적 120cm2이상, 두께 0.3mm 이하의 도전적 목표를 가지는 박

리 화학물질의 흡탈착 또는 화학반응을 열을 저장하고 활용하는

형 슈퍼커패시터 소자 개발로 세계 최고 수준의 박형 소자 기술

데 이용하는 기술이며, 이를 이동이 가능한 컨테이너를 통해 열이

달성에 성공하였고, 세계 최초의 박막형 슈퍼커패시터 기술을 개

필요한 곳으로 이송하여 현장에서 열을 생산하여 사용하는 것을

발하였다.

박형 슈퍼커패시터(면적 120cm2이상)

의미한다.

열택배 개념도

유기랭킨사이클
터보발전기 개발

박형 슈퍼커패시터(0.3 mm 두께)

배경 및 필요성

리튬 - 공기 전지

배경 및 필요성

200℃이하의 저온 열원은 난방 등 직접 열 활용이 어려운 경우 버

기술 개발

에너지저장 시스템의 관점에서 보면 전기자동차의 경우 500km

려지게 되는데, 유기랭킨 사이클 (ORC)은 이러한 저온뿐만 아니라

이상의 일충전 주행거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

신재생 열원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다.

로 혁신형 에너지 저장 기술인 고에너지밀도의 리튬-공기 전지 기
술 개발 필요성이 증대되어 왔다.

연구개발
2008년부터 R245fa를 작동유체로 하는 유기랭킨 사이클터보발

100kW ORC 터보발전기 시제품

연구개발

전기 개발을 시작으로 고속구심터빈, 가스포일베어링, 시스템 통

Bifunctional 공기극, 고이온전도성 복합 전해질, 일체형 메탈 음

합, PLC 제어기 개발을 완료하여 전자동 운전이 가능한 시제품

극 기술 개발을 통하여 리튬-공기 전지 신규 요소 기술을 성공적

을 제작하였다. 개발된 ORC시스템은 100℃의 저온 열원을 이용

으로 확보하였고, 향후 추가적인 기술 개발을 통하여 기술 상용화

하여 100 k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12%이상의 발전효율을

및 원천 소재 기술 확보가 가능하리라 기대된다.

리튬-공기 전지 개요

달성하였다.
ORC 제어기 주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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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공기 전지 요소 및 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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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연구본부

청정 국산 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 태양열에너지와 신에너지인 수소제조 및 연료

New and
Renewable Energy
Research Division

전지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로에너지 솔라하우스

30

및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와 같은 특화된 연구분야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발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여 기술의
산업화를 통한 에너지 선순환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제협력, 대국민 홍보 및
정부 정책지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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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대표성과

1

2
본부대표성과

초박형 실리콘 태양전지 기술 개발
항공/우주, 무인 정찰기, 웨어러블 활용 초경량 태양전지 개발

고분자연료전지용 저가형 전해질막 개발
고분자전해질의 국산화 및 내구성 향상에 성공

신재생에너지연구본부 태양광연구실은 실리콘 소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초박형 실리콘 태양전지

신재생에너지연구본부 연료전지연구실은 연료전지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부품인 고분자연료전지용

기술을 개발하였다.

저가형 전해질막을 개발하고 있다.

상용불소화전해질막과의 이온전도도 비교 및 전해질막 사진

배경

양전지 변환효율 17.1%를 달성하였고 기존의

태양전지 산업이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는,

tabbing 장비를 개선하여 리본이 아닌 전도성

‘그리드 패리티’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그리드

페이스트를 사용한 초박형 결정질 실리콘 태양

패리티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와 기존 에너

전지 모듈을 구현하였다.

지의 발전단가가 같아지는 균형점을 일컫는다.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의 공정과정 중 웨이퍼

우수성과

단계는 제조단가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개발된 기술을 통하여 와이어 절단 공정을 이

위해 실리콘 소재 비용을 줄여 제조단가를 낮

용, 100 ㎛ 두께의 6인치 실리콘 기판을 상용

추는 태양전지 기술을 개발하여 그리드 패리티

화 가능한 수준의 수율로 높이는데 성공하였으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며 초박형 실리콘 태양전지 모듈 제작 및 신뢰

연구내용

였다. 따라서 초박형 실리콘 태양전지를 이용한

연구팀은 실리콘 태양전지 산업에서 상용화 되

모듈 제조를 성공시킴으로써 초박형 결정질 실

고 있는 180 ㎛ 두께의 기판을 50 ㎛로 줄이고

리콘 태양전지의 사업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성 평가를 통해 IEC 61215 인증 규정을 만족하

배경

과불소화전해질막과 동등한 전지출력을 나타

고분자전해질연료전지에서 양이온을 전달하는

내어 그 우수성을 증명하였다. 또한, 전해질막

다. 현재 산업화되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와이

기대효과

과불소화전해질막은 연료전지의 성능을 좌우

의 산화안정성 및 내구성 향상을 위한 복합막

어 소(wire saw) 공법을 이용하여 제조된 웨이

실리콘 기판 두께가 감소함에 따라 태양전지의

하는 핵심부품으로 매우 우수한 성능을 지니고

제조기술을 개발하여, 기존의 전해질막과 비교

퍼의 경우, 현재 180 ㎛ 두께가 상용화되고 있

경량화를 실현할 수 있다. 태양전지 수송/설치

있으나 높은 가격으로 인하여 연료전지 생산단

하였을 때 내구성을 약 3배이상 향상시키는 결
과를 보여주었다.

자 웨이퍼링, 태양전지, 모듈 공정을 개발하였

으나 본 과제에서는 100 ㎛ 기판 제조 및 파손

비용 등을 저감하여 항공/우주, 무인 정찰기 등

가를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

율을 저감시키기 위한 공정을 개발하였고 이온

의 동력 공급을 위해 태양전지를 확대 적용 가

국 에너지부 (DOE) 자료에 따르면 전체 연료전

주입/박리공정을 이용하여 50 ㎛ 초박형 실리

능 하며 또한 실리콘을 이용한 유연 태양전지를

지스택의 구성성분 중 약 22%의 가격에 해당하

우수성과

콘 기판을 제조하였다. 또한 실리콘 태양전지에

구현하는 기술이 향후 인체에 착용 가능한 산업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진국에서는 관련된

술폰산화 멀티블록고분자의 합성이 가능한 저

서 기판의 두께가 얇아지면 빛 흡수량 감소에

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초박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 국

가형 고분자전해질막의 합성원천기술을 획득

의해 효율이 감소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형 실리콘 기판에 적합한 장비기술 및 공정을

내에서는 전량 수입의 의존하고 있어 국산화가

하여 SCI 논문 2편 (J. Mater. Chem. A외 1편) 및

기술 개발을 통해서 기판의 두께가 얇아지더라

개발을 통하여 기존 고가의 수입 장비를 국산

시급한 상황이다.

특허 2편을 발표하였다. 또한, 산화안정성 및

도 태양전지의 고효율이 가능하도록 개발하여

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내구성을 향상시킨 결과는 J. Power Sources
연구내용

6인치 대면적, 50 ㎛ 두께의 결정질 실리콘 태

에 소개되었다.

신재생에너지연구본부 연료전지연구실이 연료

개발 전해질막의 연료전지 성능

초박형 실리콘 기판 및 태양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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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주입/박리공정

전도성 페이스트를 이용한

으로 제조된 웨이퍼

실리콘 태양전지 모듈 제조 공정

전지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부품인 고분자연

기대효과

료전지용 저가형 전해질막을 개발하였다. 고가

2016년 2월 일본에서는 가정용 연료전지가 13

의 과불소화전해질막을 대체할 수 있는 전해질

만대 보급되었고, 현대자동차, 토요타, 혼다 자

막 제조를 위해 저가의 방향족모노머를 이용하

동차가 연료전지자동차의 양산체제를 구축하

여 고이온전도성 고분자량의 멀티블록 고분자

고 있다. 이에 따라서 국내 및 전 세계적으로 고

를 합성하였다. 개발된 전해질막은 기존의 과불

분자연료전지의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소화전해질막과 동등한 성능을 보이면서 저렴

높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상황속에 전해질

하게 제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연구팀이

막을 국산화하여 고분자연료전지 시장을 선도

개발한 전해질막을 이용한 연료전지는 상용

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무기복합막의 제조과정 및 전해질막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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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 및 결과

1

주요 연구 및 결과

2

태양광 연구

태양열 연구

차세대 저가·고효율 태양전지의 선도적인 기술개발을 통하여 태양광분야의 국가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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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태양광발전의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응용분야 발굴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전 및 수소생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 및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에너지

창출 및 보급확대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자립형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위한 신재생융복합 기술 및 실증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진공 R2R 공정기반

배경 및 필요성

신재생융복합이용 계간축열식

배경 및 필요성

CIGS 박막 모듈 개발

현재 급성장하고 있는 차세대 태양전지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미

블록히팅 기술개발 및 실증연구

기존 단일 건물 위주의 신재생에너지 적용에서 탈피하여, 다양

래기술로, 고효율/저원가의 구현이 가능한 R2R 공정기반의 플렉

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지역 단위에 공급

서블 박막 태양전지 제조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하고자 한다.
연구개발

연구개발
1200℃ 이상의 고온 진공 공정을 150℃ 이하의 저온 비진공 공정

하이브리드 공정 개념도

‘15.6월부터 4년간 기술개발과 실증운전을 통해 국내 최초로 태양

으로 대체한 하이브리드 CIGS 박막 제조기술을 세계최초로 개발

열 기반 계간축열식 블록히팅 시스템을 도입하여 열에너지를 자

하였으며 이는 고품질 CIGS 박막의 양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

립한다. 전기에너지는 수요량만큼 생산하되 매전(販電)하여 그 수

다. 지속적인 기술완성도 향상을 위해 R2R 공정 기반의 대면적

익을 유지관리비 및 주민복지에 활용(필요 전기에너지는 한전 계

플렉서블 박막 태양전지 제조를 위한 라인을 구축하고 공정개발

통전력 이용)한다.

사업개요

을 진행 중이다.
박막 태양전지 전문 연구 센터
진천 친환경에너지 타운 에너지 구성도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 3.0

배경 및 필요성

표준화 및 예보기술 개발

신재생에너지 경제성 확보 및 환경규제의 상생적 회피방안을 도
출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잠재량, 입지정보, 환경규제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준화된 자원지도가 제작되어야 한다.
연구개발
신재생에너지 정책, 산업, 학술분야 종사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
영하여 실용적인 300종의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를 개발하였다.

25%급 이중접합 CIGS계

배경 및 필요성

이는 세계최고인 미국 재생에너지연구소(NREL)의 1.5배에 해당

박막 태양전지 핵심기술 개발

CIGS계 이중접합 구조 태양전지 기술 개발로서 초고효율화 구현을

한다. 특히 태양자원지도는 천리안 인공위성을 활용하였으며, 풍

위해 핵심 소재, 소자 및 분석에 걸쳐 최적화를 목표로 함으로써 저

력자원지도는 국제특허를 취득한 복잡지형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가, 초 고효율 CIGS 박막 태양전지 국산화를 통한 국내 태양전지 기

세계 최고 수준의 시·공간 해상도를 달성하였다.

신재생에너지자원지도

술의 세계 우위를 점유하고자 한다.
연구개발

이중접합 CIGS 박막 태양전지

이를 위해 연구팀은 은(Ag)이 첨가된 와이드 밴드갭 광흡수층을

태양열 해수 담수화 실증 플랜트

개발하여 이를 이용한 적층형 구조로 제작된 CIGS 박막 태양전지

배경 및 필요성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친환경 해수담

에서 변환효율 19.7% 달성 (Top cell: 12.1%, Bottom cell: 7.57%)

수화 기술이 필요하고, 톤당 에너지 소비율이 최소화되는 고효율

하였다.

담수기 실증을 통한 성능 검증이 필요하다.
각 단계별 핵심 공정

연구개발
담수용량 10㎥/일 규모 태양열 해수담수화 플랜트 구축 및 운영

태양열 해수담수화 실증 플랜트

을 통한 사업화 모델을 완성하였다. 또한 저압증발식 다중효용 담
수기 실증 운전을 통한 성능을 검증하였으며 향후 5년간 무인 운
전을 통하여 국내·외로 성과를 확산할 예정이다.

다중효용 담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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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 및 결과

3

주요 연구 및 결과

4

연료전지연구

수소 연구

연료전지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성능, 내구성 및 가격목표를 맞추기 위해 전해질막, 촉매, MEA 등의

탄화수소 개질, 물분해를 통한 수소생산 핵심 요소기술, 통합 시스템 개발 등 미래 청정에너지인

핵심소재의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실제 적용될 시스템을 위한 분리판과 스택설계 및 제어기술

수소의 제조, 저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확보 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분자연료전지 MEA

배경 및 필요성

탄화수소이용

배경 및 필요성

고분자연료전지 MEA는 실제 연료전지의 전기가 발생하는 부분

수소제조

탄화수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저가, 고효율의 수소제조 기술과
고효율 수소이용 기술의 연계가 필요하다. 생산된 수소는 분산발전

으로 연료전지의 성능과 내구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부품이다. 연
료전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백금
촉매의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

용 연료전지, 수소 충전소 및 수소 사용 산업(반도체, 초경합금, 정밀

흑연화 온도에 따라 기공 조절된 촉매지지체

화학, 제약) 등의 분야에 적용 가능하다.

연구개발

연구개발

가교된 친수성 고분자(PVA)를 이용하여 중온저가습용 MEA의 성

연구팀은 분산발전용 연료전지 수소공급을 위한 1~50 kW급 천

능 및 내구성을 크게 향상 시켰으며, MEA 제조 및 운전조건 최

연가스 이용 수소제조 개질기와 백업전원용 연료전지 수소공급용

적화로 국내 최고의 촉매 단위무게 당 전력량을 확보하였다(1.191

1~3 kW급 메탄올 개질기 설계 기술을 개발 중이다.

50 kW급 수소제조 개질기

㎾/g-Pt). 기공구조 제어 및 탄소지지체의 흑연화 공정 최적화
를 통한 고내구성 촉매지지체와 이를 이용한 촉매 개발로 중온형
MEA 내구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기공구조 제어된 고내구성 탄소지지체 및 촉매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배경 및 필요성

일체형 메탄올 개질기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는 효율이 우수한 최적 온실가스 저
감기술로서 상용화를 위한 가격 경쟁력 확보 및 성능/내구성 향상
을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수전해 수소제조

재생에너지의 비균질성과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균질성을 부여하

연구개발
세라믹 접속자 및 금속분리판 소재를 적용한 고성능·장수명

세라믹 접속자 적용 평관형 SOFC 셀

는 에너지 저장 및 변환 기술로 수전해 효율 향상과 가격 저감을

SOFC 셀/스택을 개발하였고, 기존 기술 대비 우수한 내구성을 확

위한 기술이 필요하다.

보하였다. 원통형 SOFC 셀 기술을 적용하여 휴대용 25W급 SOFC

연구개발

발전기를 개발하였다. 고온 공전해 기반 syngas 제조를 위한 핵

과거 수전해 기술보다 높은 효율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소극과 산

심 기술로서 가압 운전이 가능한 고효율 SOFC 셀 및 최적 운전

소극의 과전압 저감을 위한 고효율 전극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

기술을 개발하였다.

재생에너지 기반 수전해 수소제조

며, 이를 산업에 바로 적용하기 위한 전극 코팅 기술을 연구하
SOFC 기반 가압 공전해 시스템

직접메탄올 연료전지

배경 및 필요성

고 있다.

배경 및 필요성
고효율 수전해 전극 미세구조

직접메탄올 연료전지(DMFC)를 휴대용(군용) 전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 스택과 시스템의 경량화와 내구성 향상, 2) MEA의 고
성능화와 저가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DMFC의 상용화와 제
품 보급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연료전지 제품 인증을 위한 표준
이 필요하다.

캠핑 트레일러 전원공급용 DMFC 시스템

연구개발
금속분리판을 사용한 연료전지 스택의 경량화, 시스템 물관리를
위한 사출성형 기액분리기, 촉매 사용량 저감 및 MEA 성능 향상
기술을 확보하였다. 현재 DMFC 제품 인증을 위한 기반(표준과 시
험 장비)을 구축하고 있다.
드론 전원용 DMFC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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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연구본부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문제 대응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청정하고

Climate Change
Research Division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에너지원 다양화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기후변화
연구본부는 CO2 포집/이용 기술 저가화 및 청정연료 보급 확대를 위한 상용화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저비용 CO2 포집 기술과 포집된 CO2의
고부가가치화 전환 기술 개발, 세계 최고의 저급탄 고부가가치화 및 가스화 기술
개발, 비재래형 석유가스 자원화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탄소
기술 실증 인프라 확립을 위해 연소배가스 설비를 활용한 산업기술개발을 지원
하고 있으며, 바이오매스 및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 자립을 통해 탄소순환사회의 실현을
가시화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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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대표성과

1

2
본부대표성과

CO2 포집 공정 KIERSOL
세계 첫 탄소배출권 적용한 이산화탄소 포집기술(KIERSOL) 중소기업 기술이전

CO2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하이브리드석탄 제조 공정
국내 R&D로 개발된 이산화탄소 저감형 저등급석탄 고품위화 기술

기후변화연구본부 그린에너지공정연구실은 액상 포집용 흡수제를 활용한 고효율의 CO2 포집기술을

기후변화연구본부 청정연료연구실은 저등급석탄 고품위화를 통해 CO2 및 미세먼지 저감이 가능한

개발하였다.

하이브리드석탄(HCK) 제조 공정을 개발하였다.

배경

우수성과

배경

우수성과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방법

CO2 포집 공정의 성능지표로 가장 많이 사용

정부는 2015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

원천 및 제조기술에 관한 국내·외 지식재산

중 가장 대표적인 기술은 이산화탄소 포집 및

되는 재생용 리보일러 열용량 수치는 2.2 GJ/

라 총 12기의 석탄화력발전소(USC 1,000MW)

권 30건을 확보하였다. 2013년 1월, 저명한 에

저장 기술(CCS, CO2 Capture and Storage)

tCO2(KIERSOL)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본 공

신설 계획을 수립하였다. 발전용 석탄을 전량

너지/환경 분야 학술지인 미국화학회(ACS)의

이다. 배기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분리시

정에 사용한 재가열기는 독자적으로 자체 개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설계탄

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 포함 총

키는 기술인 CO2 포집기술은 CCS 기술 비용

한 하이브리드형 재가열기로써 액상 흡수공정

(6,080kcal/kg)의 수급 불균형이 예측되기 때

10편의 SCI급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기술이전 2

중 약 70~8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도가 매

의 단점인 끓어오름, 불규칙한 수위 제어, 열효

문에 향후 발전효율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연

건, 국내·외 유관기관(한국중부발전(주) 및 인

우 높다. 따라서 고효율의 CO2 포집 기술을 확

율 저하 문제를 모두 해결하였다. 소재와 공정

료의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뿐만

도네시아 SUCOFINDO 등)과의 MOU 체결을 진

보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필요할 것으

에 대해 우수한 성과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종

아니라 신기후체제 출범으로 전체 전력의 40%

행하였다. 주요매체의 언론보도와 미래창조과

로 판단된다.

합하여 자체적인 공정 설계 패키지까지 완성하

를 차지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학부장관 표창장 수상 등으로 기술의 우수성
을 인정받았다.

였다. 본 기술은 2012년에 현대기아차(주) 생산

배출문제는 최대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연구내용

공장 적용용으로 기술이전하였으며, 2015년에

해결하기 위해 CO2 및 미세먼지 감축이 가능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포집을 위한 CO2 흡

는 기반(주)에 바이오메탄 정제용으로 기술이전

한 하이브리드석탄(HCK) 제조 공정 적용이 절

기대효과

수 기술 중 가장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액상 포

되었다. 본 기술은 2016년 5월 미국 연방 정부

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2014년 하이브리드 석탄 100만톤/년 생산 설비

집용 흡수 소재부터 흡수제를 활용한 흡수 공

가 지원하는 테크컨넥트(TechConnect)에서

정을 1톤 CO2/일 포집 규모로 자체 개발하였다.

글로벌 혁신 기술상을 수상하였다.

에 대한 Pre F/S 결과 년간 매출액은 약 8,700
연구내용

만불이며, 연 이윤은 840만불로 9.6%의 이윤

인도네시아에서 국내로 석탄을 들여올 경우

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국내 500MW 발전소 1

기대효과

50mm이하로 조분쇄 되어 이송된다. HCK 제조

기에 적용할 경우 운송비, 석탄소비세, 우드펠

형태이다. 이 흡수제를 활용하여 공정 설계에

KIERSOL은 그 자체의 기술적 효과로 환경시

공정을 활용하면 큰 알갱이의 석탄은 단순 바이

릿 대체, CO2 거래제를 포함한 공적비용 절감

필요한 각종 물성을 측정하였으며, 열역학 거

장 진입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오매스 함침/저온탄화 과정만을 거쳐 소수성의

금액은 년간 약 267억원인 것으로 분석된다. 향

동 예측 모델을 확보하여 공정 설계에 이용하

에 약 3 조원의 CCS 세계 시장이 조성될 것으

업그레이드된 연료로 들여올 수 있다. 표면적이

후 인도네시아로부터 년간 약 3,000만톤에 달

였다. 실험실규모부터 시작하여 벤치급 규모(1

로 예측하고 있으며, 본 기술이 최소 10%이상

커 이송 시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약 20% 정도

하는 저급탄의 안정적인 수급 방안 제시가 가능

연구한 흡수제는 탄산칼륨을 주성분으로 하여,
디아민계 흡수속도 촉진제를 혼합한 수용액상

톤 CO2/일)까지 자체 설계, 제작하였다. CO2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기술은 최종

의 4mm 이하 미분탄은 그래뉼 형태의 연료로

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2세대 바이오매

포함한 다양한 농도(5~50%)의 가스에 적용

사용자의 공정 규모에 맞추어 H 엔진니어링, S

제조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수분 재흡착 및 자

스 적용 하이브리드 석탄 제조 공정 적용을 통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KIERSOL-N(5~19%),

엔지니어링, C 엔지니어링사와 기술 라이선스

연발화, 분진발생이 억제되고, 연료손실을 방지

해 중국 발 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

KIERSOL-C(20~30%), KIERSOL-B(31~50%)

제공과 관련된 협의를 하였으며, 기술 수출을

하고 저장이 용이해지는 등 생산량을 크게 증대

를 얻을 수 있다. 이는 한·중 간 공동 현안 해

처럼 3가지로 분류하였고 이는 기술이전에도

위해 미국의 몬타나주 T 에너지사, 글로벌 가스

시킬 수 있다. 현재 기술이전 기업에 5T/D 규모

결을 위한 국제 협력을 유도하며 기후변화대응

상당히 용이하다.

회사 P사, 글로벌 석유화학사 S사와 기술이전

하이브리드 석탄 제조 공정을 설치하여 사업화

에 진취적으로 앞서나갈 방안이 될 것이다.

하이브리드석탄
(Hybrid Coal by KIER, HCK)의 정의

협의 중에 있다.

를 위한 장치 시운전 중에 있다. 또한, 하이브리
드석탄 제조 공정에서 지속적이고 경제성 있는
바이오매스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기
존 바이오매스 이용기술(bio-ethanol, pulp &
paper 등)과 연계하여 하이브리드 석탄 제조용
1세대 식량기반의 당밀을 대체할 수 있는 2세대
셀룰로직계 바이오매스(초본계/목본계) 기반의
융복합 에너지 공정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KIERSOL 공정

40

KIERSOL 흡수제

KIERSOL 공정설계패키지

2세대 비식량 기반의 바이오매스 적용
하이브리드석탄 제조 개념

5톤/일 규모 하이브리드석탄 제조 공정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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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연료 연구

석유가스 연구

저등급 연료인 석탄 및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청정연료 생산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품위 연료 및

석유와 가스 분야에 대한 처리/전환 및 활용 기술 확보를 위한 선도적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부가 물질(합성석유 또는 화학원료물질)생산을 위한 미래 선도 기술 개발, 바이오매스 가스화 실용화 기술

탄소 자원화를 위한 일산화탄소의 분리정제 기술, 차세대 청정연료용 전기화학적 암모니아 생산 기술,

개발, 미세먼지 제어기술 등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 및 핵심기술 확보를 통하여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국가의

저온 열원 활용 흡착식 냉방시스템 기술 등을 확보하여 국가차원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후변화대응 대응기술 및 에너지 안보에 기여합니다.
고성능 FT 촉매

배경 및 필요성

일산화탄소 선택성 고효율

배경 및 필요성

(FT: Fischer-Tropsch)

FT(Fischer-Tropsch) 합성기술은 합성가스(H2+CO)로부터 경

흡착제 및 분리공정기술 개발

일산화탄소 자원의 고부가화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제철소와 석유
화학단지 부생가스 및 합성가스 등으로부터 일산화탄소를 효율적

유 생산을 위한 LTFT(저온 FT: 200-280°C)기술과 경질 올레핀
및 휘발유 생산을 위한 HTFT(고온 FT: 300-350°C)기술로 구분

으로 회수할 수 있는 흡착분리공정기술과 함께 일산화탄소의 흡착

석탄가스화 및 FT 합성기술 개념도

량과 선택도가 우수한 흡착제 개발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연구개발

연구개발
본 연구에서는 LTFT에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는 ferrihydrite계 촉

FT 합성석유

LTFT용 ferrihydrite계 촉매

다양한 종류의 기질, 착화물, 환원제의 제반 특성을 평가한 후 개선

매 및 최적의 활성화 방식을 개발하였다. 또한 탄소가 코팅된

된 흡착제 제조법을 적용함으로써, 일산화탄소 흡착량이 28cm3/g

철-카바이드 나노입자 합성을 통해 세계최고수준의 성능을 나타

이고(1기압, 20℃), 이산화탄소 성분 대비 일산화탄소 성분의 순수

내는 HTFT용 Fe계 촉매 개발에 성공하였다.

일산화탄소 선택성 흡착제

성분 흡착량비가 3.5 (IAST 모델 예측에 의한 혼합가스 조성(50:50)

HTFT용 코팅 철-카바이드 나노입자 촉매

에서의 선택도는 18)를 나타내는 우수한 흡착제를 개발하였다.
개발 흡착제의 CO 및 CO2 흡착량

고형연료용 20kW급
보급형 가스화 발전기

배경 및 필요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배경 및 필요성

전원 infra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도서, 산촌, 벽지 등에서는 현지

흡착냉방 시스템 개발

저온폐열, 태양열 등 저온 열원을 이용하여 냉방/냉장열을 생산하

에서 조달 가능한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한 소규모의 전원 발생 설

는 무전력 열구동 흡착식 냉방 시스템을 개발하여 에너지 절감 및

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형연료를 이용한 가스화 발전기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의 제작 및 운전 기술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연구개발

연구개발
가스화 발전기 Isometric View

물을 냉매로 사용하므로 수분 흡탈착량이 60% 향상된 획기적인

기존 바이오매스 가스화 설비와 합성가스 이용 가스엔진 기술을

흡착식 냉방시스템 개략도

흡착제를 개발하였고 이를 이용한 냉방시스템 개발 중에 있다.

접목한 20kW급 보급형 고체 가스화 발전기를 개발하였다. 가스화
실험과 가스엔진 실험을 통해 일체형 가스화 발전기를 제작하였으
며, trouble shooting을 통해 가스화 효율 60%, 엔진 효율 30%인
가스화 발전기 설계 기술을 확보하였다.
가스화 발전기

백필터 집진기

개발한 수분 흡착제

배경 및 필요성

탄소 사용이 없는

배경 및 필요성

미세먼지 배출규제 강화에 따라 고효율-저비용 집진기술에 대한 수

암모니아 생산 기술 개발

물과 질소를 원료로 상압·저온에서의 전기화학적 암모니아 생산

요가 증가하고 있다. 배출업체측은 성능 향상과 함께 집진설비 설치

기술 개발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저장 (단속성/편재성 해결) 문제

공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집진기를 요구하고 있다.

및 하버-보슈 공정의 단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연구개발
설치면적 최소화를 위하여 10M이상의 백필터를 개발하였다. 백

연구개발
15M 백필터 집진기

물과 질소를 원료로 암모니아를 전기화학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필터의 높은 재생성능 및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절반이하로 줄일

전극촉매, 전해질 및 전해셀을 개발하였고, 상압 60℃에서 암모니

수 있는 복합재생기술을 적용하여 길이 10, 12, 15M 백필터 성능

아 합성률 16 L·m-2·hr-1를 달성하였다.

암모니아 에너지 시스템

평가를 완료하였다. 현재까지 초미세먼지 제거효율 99.99% 이상,
필터재생성능은 기존 대비 2배 이상 수준이다.

백필터 복합재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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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자원순환 연구

그린에너지 공정연구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석유 이후의 미래 에너지/화학자원 확보를 위하여 바이오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적 온실가스인 CO2를 선택적으로 포집하고, 이를 유용한 화학물질로

매스와 폐자원을 에너지화 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바이오매스/폐자원 에너지 전문가

전환, 이용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집단으로서 다양한 생물학적, 열화학적 기법을 적용하여 자원 확보 및 고효율 전환에 이르기까지 기술
전주기에 대하여 최적 해법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세조류

배경 및 필요성

CO2 흡수공정

배경 및 필요성

바이오리파이너리

미세조류 바이오 리파이너리 공정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고활

KIERSOL

CCS(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중 70~80%의 비용을 차지하

성 균주, 저가 배양기, 고효율 회수/추출/연료전환 및 고부가 유용

는 CO2포집기술을 개발하여 우수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면, CO2

물질 생산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처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개발
대규모 보급이 가능한 미세조류 배양용 비닐소재 광생물 반응기

연구개발

를 개발하였고, 경제적인 미세조류 바이오매스 회수를 위하여 재

본 기술은 CO2 흡수 기술 중 가장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액상 포

생가능하고 하단공정과 연계가 가능한 새로운 개념의 다기능성
자성 응집제를 개발하였다.

KIERSOL 흡수제

집용 흡수 소재부터 흡수제를 활용한 흡수 공정을 1톤 CO2/일 포
비닐 광생물반응기

집 규모로 자체 개발하였다. 연구한 흡수제는 탄산칼륨을 주성분
으로 하여, 디아민계 흡수속도 촉진제를 혼합한 수용액상 형태이
다. 이 흡수제를 활용하여 자체 공정 설계를 통해 연속 CO2 포집
공정을 제작하여 최적화하였다.

미세조류 회수 자성 응집기술

바이오오일 업그레이딩

배경 및 필요성

저수계 흡수제를 이용한

배경 및 필요성

목질계 바이오매스는 가장 풍부한 바이오자원이다. 목질계 바이오

CO2 습식공정

CCS 기술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포집 기술 중 물 사용량을 크게

매스를 보다 경제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연료로 전

줄이거나 사용하지 않는 흡수제를 사용함으로써 흡수공정의 재생

환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에너지를 크게 낮출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연구개발
목질계 바이오매스로부터 부가가치가 높은 액상의 그린연료를 생

연구개발
2톤/일 급속 열분해 장치

본 기술은 2011년부터 미래부 KCRC 지원으로 추진하였다. 기존 흡

산하는 2단계 기술을 개발하였다. 1단계에서는 바이오매스의 급속

수제와 대비하여 물의 양을 줄임으로써 CO2 흡수능을 증가시키는

열분해를 통하여 바이오오일을 생산하고, 2단계에서는 바이오오

동시에 사용하는 에너지도 줄일 수 있으며 소재에 적합한 공정 개발

일의 화학적 업그레이딩을 통하여 8,000kcal/kg 이상 열량의 디

을 병행하였다. 또한, 기존 공정보다 13.0% 이상 에너지 절감형 신

젤엔진용 그린연료를 생산하였다.

공정을 개발하여 한국, 미국에 특허를 등록하였다.

바이오오일(좌) 및 그린연료(우)

비식용유지 이용
바이오 항공유 생산 기술

CO2전환

항공유 소비와 그에 따른 CO2 배출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고급 알코올 합성

배경 및 필요성
기후변화협약 21차 당사국총회(COP21) 이후의 新 기후변화체제에

이의 해결을 위하여 비식용 바이오매스로부터 바이오항공유를 생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로서 이산화탄소 포

산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집, 저장 및 이용기술(CCUS)의 개발이 필요하다.

연구개발

저수계 포집 공정

열통합형 저에너지형 공정도

배경 및 필요성

다양한 바이오매스 중 비식용 유지(폐유지 및 자트로파, 미세조류

KIERSOL 공정설계패키지

연구개발
쿠르드 자트로파 오일 및 이로부터
생산된 바이오항공유

본 연구에서는 균일/불균일계 하이브리드 촉매를 이용하는 저온

오일 등)를 원료로 독립형 바이오항공유 생산공정 개발에 필요한

알코올 합성공정의 개발을 통해 높은 알코올 수율을 달성하여 기

원천 기술을 확보했다. 주요 성과로 수소 첨가 없는 비식용유지 탈

존 기상공정의 성능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었다.

알코올 합성공정 성능비교

산소 전처리 반응용 촉매 및 공정 최적화 및 공정 부산물로부터
수소 생산 기술 등이 있다.

저온 알코올 합성공정 개념도
비식용유지의 비수첨 탈산소반응 촉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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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공정 연구
저탄소공정연구실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 확대,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점연구 분야로는 저탄소 에너지/환경 공정기술 개발,
흡수, 흡착, 막분리, 건식입자를 이용한 CO2 포집 및 이용 기술 개발, 유동층을 이용한 고형원료 에너지화
기술 개발, 연소배가스 활용 및 오염물질 제거기술 개발 등이 있습니다.
폐기물 연료

배경 및 필요성

CO2 원천분리를 위한

배경 및 필요성

연소 순환 유동층

2015년까지의 관련 법 제도 정비는 폐기물 에너지의 적극적 이용

케미컬루핑 연소기술 개발

연료와 공기를 혼합하여 연소하는 기존의 연소방식 대신, 두 개의

보일러 개발

을 가능하게 하였다. 산업계는 폐기물의 고형연료화를 통한 연료

반응기와 금속산화물을 이용하여 산소분리설비 없이 이산화탄소를

와 폐기물 연소의 환경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에너지 고효율 이

원천적으로 분리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용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추구하게 되었다.
연구개발

연구개발
원주 10MWe RDF 전용 열병합 발전보일러

현재까지 200kWth 급 케미컬루핑 연소기의 장기 연속운전을 실

2007년 1MWe 규모의 RDF 전용 보일러의 국산화 개발을 완료하

증하였으며, 연료전환율 99.2%, CO2 선택도 99%의 세계최고수

였다. 연료 기준 RDF 1ton/h를 연소하며 보일러 증발량은 8ton/h

준의 성능을 얻었다. 향후에는 공정의 scale-up과 성능향상을 위

으로 450℃ 38atm의 증기를 생산한다. 후속 실증사업으로 중부

해 가압 500 kWth급 공정의 실증을 계획하고 있다.

200kWth 케미컬루핑 연소기

발전(주)이 주관하는 10MWe RDF 전용 열병합 발전보일러 건설
을 완료하였다. 터키 TUBITAK에 국내 기술을 이용한 22MWe 저
등급 석탄 연소 유동층 발전 보일러 설계 용역을 수행하였다.

연소후 건식

배경 및 필요성

CO2 포집

Post 2020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고 국내 온실가스 저감 및 국제

RDF-ISO1

500kWth 케미컬루핑 연소기 3D 설계

CCS 시장 진출을 위하여 화석연료의 연소배가스 및 산업공정 배
출가스 중에 포함된 CO2를 저비용 고효율로 포집가능한 차세대 건
식 CO2 포집기술 확보가 필요하다.
연구개발

연소후 건식 CO2 포집기술 개념도

2002년 교육과학부 21C 프론티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세
계 최초로 2010년 3월 남부발전(주) 하동화력본부에 0.5 MW급 설
비를 준공하였다. 정부 부처간 연구개발 모범 승계사례로 2010년
11월부터 4년 간 10 MW 연소후 건식 CO2 포집기술 과제 개발이
진행되었고 현재는 상용화기술 확보를 위해 10 MW 플랜트 운영
과제를 진행 중에 있다.

10MW 건식 CO2 포집플랜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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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재공정연구본부

신재생 에너지기술, 청정 에너지기술, 고효율 에너지기술에 필요한 혁신적인 에너지

Energy Materials and
Process Research
Division

소재 및 응용시스템 개발을 선도해나가고 있습니다. 산소 및 수소 분리막, 연료전지,

48

고온수전해 시스템 그리고 탄소 및 바이오섬유 강화 복합소재 등의 기술 연구로
온실가스 저감과 청정사회를 위한 기반 기술을 확보하였으며, 태양광 모듈소재
재활용과 에너지저장용 전극소재 기술 개발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 및 활용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에너지원인 염분차 발전 및 FCDI 핵심기술과 AMTEC
시스템 개발로 미래성장 동력 발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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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대표성과

1

2
본부대표성과

수소 분리막 및 모듈화 기술 개발
혼합가스중 수소만 선택 분리 가능

극한환경용 탄소섬유-탄화규소 복합소재 개발
우수발사체, 항공기, 발전용 가스 터빈 활용 가능 첨단 소재

에너지소재공정연구본부 창의소재연구실이 혼합가스중 수소만 분리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제막 및

탄소섬유-탄화규소 복합소재(Cf/SiC composites)는 고온용 고비중 수퍼합금 소재의 경량화 대체재로

모듈화 기술을 개발하였다. 수소분리막은 다공성 금속지지체의 표면에 팔라듐합금을 코팅하여

우주 발사체나 추진체, 항공기 가스터빈 엔진 및 연소기 노즐 등으로 활용되는 첨단소재이다. KIER는

수소만을 선택적으로 분리하는 소재로 분리효율과 비용측면을 만족하기 위한 분리층의 치밀화 및

현재 MI(Melt Infiltration) 공정으로 특화된 세라믹 복합소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발하고 있다.

박막화가 관건이다.

배경

우수성과

배경

국외특허 출원 10건, 등록 4건과 국내특허 출원

청정화 및 효율극대화를 위해 연료 패러다임쉬

선진국에서는 CCS 공정용 핵심소재/모듈에 대

탄소섬유-탄화규소 복합소재의 경우 항공우주

14건, 등록 8건의 차별화된 원천기술을 확보하

프트가 진행 중으로, 최종 에너지 미디어를 수

해서, 연도별 개발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다. 한

나 군수, 원자력 분야와 같은 극한환경용 핵심소

였으며, 국외 SCI 논문 7건과 국내 주요학술지

소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 억제와 동

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2015년 미국에너지성이

재로 활용됨에 따라 공공성이 매우 큰 미래국가

3건의 성과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풍력발전 블

시에 에너지체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제시한 목표치 만족 이상의 분리막 개발로 초기

전략 기술이기 때문에 정부출연연구원이 주도적

레이드용 탄소섬유-유리섬유 하이브리드 복합

외에서는 활발한 수소제조와 동시에 이산화탄소

투자비를 만족함과 동시에 공정에너지비용 감소

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술이다. KIER는 기존 초

체 제조방법’ 특허기술은 2013년 ㈜에스코알티

포집을 동시에 만족하는 공정개발(연소전 CCS)

(30%)에도 기여하는 성과를 얻었다. 관련한 국내

내열합금이 한계를 보이는 초고온·초고압 분위

에스사에 통상실시권 계약 체결을 통한 기술이

연구가 진행중이다.

외 특허 17편 출원/등록, 상위 10% SCI 잡지에

기에서 내구성(인성·강도·내열성)을 담보할 수

전을 완료함에 따라 제품 구성 부품의 국산화

10편을 투고하였다.

있는 복합소재 공정 개발과 소재 신뢰성 확보를

65%, 공정 국산화 100% 달성이 가능한 우수한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실적을 달성하였다.

연구내용
수소/이산화탄소 분리공정의 성능은 분리막과

기대효과

이의 모듈화 기술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에 대

CCS 대응에 필요한 핵심요소기술을 확보함으

연구내용

기대효과

응하기 위해 제막부분에서는 수소분리층 구성물

로써, CO2 문제가 가시화될 때 절대적인 역할

탄소섬유-탄화규소 복합소재는 섬유/기지상의

탄소섬유-탄화규소 복합소재는 항공우주 및

질인 고가의 팔라듐 사용량을 최소화함과 동시

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CCS와는 별개로, 수소는

계면제어 기술, 3차원 대면적/복잡 부품 형상

국방 산업 분야의 비행체/발사체/극초음속 여

에 고효율(수소투과량 극대화) 만족을 위해서 박

화학공정 및 전자산업용 원료물질로서 현재에도

화 기술, LMI 기반 기지상 고밀도화 기술이 핵

객기 외장 소재, 엔진 내장 소재, 추진체용 노즐

막코팅기술을 개발하였다. 모듈개발부분에서는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중소형 수

심기술이며, 이를 위한 저가/단순 전구체 기반

소재 및 민간 분야의 IGCC 발전, 원자력 발전

분리막의 고유한 성능이 98%이상 발휘됨과 동

소제조 및 정제장치로 적용할 때 기존 공정의 효

PyC-BN 멀티코팅 기술, 섬유 적층/배향에 따

용 소재와 수송용 고성능 제동 소재 등에 적용

시에 부피최소화(컴팩트화)를 만족하기 위해서

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로 작용하여 단기적

른 3차원 형상화 기술, 입자상 필러(filler) 강화

이 가능하다. 전 세계 섬유강화 세라믹 복합소

‘마이크로채널형’ 모듈 개발을 진행하였다. Pilot

인 차원에서도 시장성이 기대된다.

에 의한 성형체 고밀화 기술, Si-alloy 용융침투

재 시장규모는 2015년 기준 9억달러 수준이고,

test(5Nm3/hr)를 진행하여 공정 스케일업 과정

공정 기반 LMI 기술에 대한 차별화된 원천기술

2020년까지 13%/년 정도 성장하여 20억달러

에서 필요한 공정 구성기술을 확보하였다.

을 확보하였다.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항공우주
및 국방, 에너지·환경 산업분야가 복합소재 시

수소분리용 금속복합막 개발 관련

우수성과

장이 50%를 차지함에 따라 개발소재의 광범위

KIER는 LMI 공정 기반 탄소섬유-탄화규소 복

한 시장이 기대된다.

합소재 기술을 국내 최초로 연구개발하였다.

수소분리막 외형

수소분리막 표면
태양열 흡수기용 탄소섬유-탄화규소 복합소재 허니컴

마이크로채널형 분리막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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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테스트 리그

풍력발전 블레이드용 탄소섬유-유리섬유 하이브리드 복합체

우주발사체용 탄소섬유-탄화규소
복합체 노즐

탄소섬유-탄화규소 복합체
래디언트 버너 노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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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 및 결과

1

주요 연구 및 결과

2

창의 소재 연구

에너지소재 연구

에너지 분야의 고 기능성과 내구성 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핵심소재 개발을 통해 해결하려는 목표로 연구를

에너지기술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원천기술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2000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고단열성 에어로겔로부터 수소 또는 산소 제조를 위한 분리막까지 다양한

이후 에너지기술의 한계 극복과 미래 에너지 신산업 패러다임을 주도할 수 있는 에너지소재 원천기술

원천소재 확보를 위해 창의적 소재 및 공정개발을 수행하였으며 보다 다양한 에너지 분야의 소재로 그 응용

개발과 융합을 통한 실용화로 연구범위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플랙시블 에어로겔 블랑켓

배경 및 필요성

기술개발

고성능 단열재인 에어로겔 블랑켓은 현재 건물과 산업의 화학플

수전해 기술은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제조하는 기술로, 공해물

랜트, 설비 및 배관, 해양플랜트, LNG선 등의 단열재, 흡음재로 적

질 없이 대량의 수소를 제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전기

용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 Cabot Corp사 및 Aspen Aerogel사

에너지가 월등히 적게 소요되면서도 뛰어난 효율을 보이기 때문에

는 에어로겔 블랑켓을 개발하여 시판 중에 있으나, 국내 기술 개발

가장 유력한 수소제조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다.

고온수전해

에어로겔 블랑켓 미세구조

배경 및 필요성

연구개발

연구개발

평관형 고체산화물 수전해 장치는 튜브형 스택을 이용한 고온형

에어로겔 분말 제조과정중 표면개질 및 용매치환 공정이 거친 후

수전해 기술로, 600~800℃ 이상의 고온에서 물로부터 수소를

에 생성되는 소수화겔을 기존의 섬유상 웹에 복합화시켜 상압건

분리 및 회수하는 기술이다. 집적도가 매우 높고 경량의 컴팩트한

조 공정 적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에어로겔 블랑켓을 저비

모듈(30cm2의 전극면적)을 구성할 수 있다.

평관형 고체산화물 셀

용으로 신속하게 제조할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에어로겔 블랑켓

금속 복합 수소분리막 기술

배경 및 필요성

고온수전해 스택

CSP용 고온열저장재 개발

배경 및 필요성

분리막을 이용한 연소전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은 이산화탄소를

태양열 발전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열저장재는 어는 온도가

포집함과 동시에 고농도 수소 생산이 가능한 최고효율 공정이

220℃로 높아서 열전달유체를 따로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

며, 분리막/모듈 개발이 요구된다.

었다. 본 연구에서는 용융염의 어는 온도를 110℃로 낮추어 배관
을 따라 순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증기발생실험 결과 400℃,

연구개발
다공성 금속지지체의 표면에 팔라듐계 합금을 3.5㎛ 이하로 박

100bar의 증기생산에 성공하였다.

금속 복합 수소분리막

막 코팅하여 수소투과량을 향상시켰다. 모듈은 물질전달 저항을

연구개발

최소화하는 구성을 개발하였다. 분리막 모듈을 번들화 하였고

개발된 용융염 순환시스템은 40kWt급 태양열발전장치와 연계운

상기 번들모듈을 이용하여 벤치스케일의 연속공정과 파일롯 공

전도 성공하였으며, 경제성 분석 결과, 20.1 cent/kWh이던 발전

정을 개발하였다. 이산화탄소를 90% 이상으로 농축함과 동시에

단가가 개발된 열저장재를 사용하여 10시간 열저장 했을 때 12.0

수소정제(99.8%이상)를 입증시킬 수 있었다.

cent/kWh로 감소하였다.
집광 태양열이용 용융염 순환장치 실험결과

pilot 공정용 분리막 모듈
(합성가스 처리량 기준 5Nm3/h)

분리막을 이용한
저비용 산소제조 핵심기술개발

배경 및 필요성

탄소섬유-탄화규소 복합소재

IGCC 공정에서 기존 심냉법에 의한 산소제조기술을 대체하고자

초고온이나 초고압 극한환경 분위기에서는 기존 금속의 제한적
물성으로 섬유강화 세라믹 복합소재 적용이 필수적이며, 특히 탄

기술을 개발하여 이산화탄소 포집 핵심기술 확보를 목표로 한다.

소섬유-탄화규소 복합소재는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가 경쟁적으
로 진행되고 있는 미래국가전략적 소재기술이다.

연구개발
열충격 내구성 분리막 소재 개발

연구개발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복합체 세라믹 분리막을 개발하였다. 종래

탄소섬유-탄화규소 복합소재 개발 및 차별화된 원천기술 확보를

perovskite 물질의 한계인 낮은 내구성, 기계적 취약성을 해결하

위해 near-net shape 형상화 공정 개발, 전구체 기반 저가 섬유

기 위해 CeO2 기반의 fluorite-perovskite 복합체를 개발하였다.

코팅 기술 개발 및 LMI 공정 기반 복합소재 치밀화 기술 등을 국

높은 투과율(3.6 ml/min cm2, 세계최고수준)과 내구성을 동시에

내 최초/최고 수준으로 주도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환경 및 항공

갖는 원천소재기술을 확보하였다.

우주, 국방 산업 분야 적용을 목적으로 고강도, 고인성 및 초내삭
산소분리 세라믹 멤브레인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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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고효율/저가 순산소 제조 기술과 고효율 수소제조/정제용 분리막

산소 분리막의 투과율(효율)과 분리막의 내구성(화학적, 기계적)을

용융염 이용 증기발생 시스템

마 물성을 보유한 탄소섬유 기반 세라믹 복합소재(CMC)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요철형 Cf-SiC 복합소재 래디언트 버너 노즐

초내삭마용 평판형 및
hemi-sphere Cf-SiC 복합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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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부대표성과

발전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 염분차발전 핵심기술 개발
무한 청정 바닷물로 전기 생산
제주글로벌연구센터 해양융복합연구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염분차발전 핵심기술을 독자 개발하였다.
염분차발전은 SGP라고 하며 무한 청정의 바다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신 개념의 발전
기술이다. 2015년도에 개발된 염분차 발전 기술은 이온의 이동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역전기투석
방식의 염분차발전 시스템이다.

배경

우수성과

역전기투석 염분차발전 시스템의 출력과 효율

2015년 개발한 역전기투석 기반 염분차발전 스

을 결정하는 핵심부품이 스택이다. 기존에는 스

택의 전력밀도는 2.4W/m2로 선진연구그룹 대

택의 높은 압력구배와 이온교환막의 낮은 성능

비 20% 향상되었으며, 효율도 15%를 달성했

이라는 문제점이 있었고, 제주글로벌연구센터

다. IF 5이상 SCI논문 4편을 게재했고, KPEG

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노력

S등급 특허, A등급 특허 10건을 등록하는 성과

하였다.

를 달성하였다.

연구내용

기대효과

기존 유로 구조를 채널형과 cross-flow 방식

역전기투석 염분차발전 단일스택은 모듈화를

으로 전환하여 스택에서의 압력손실을 50% 이

통해 대용량 발전시스템 제작이 가능하고, 해수

상 감소시켰으며 35μm 두께의 이온교환막 제

담수화연계, 전기충전용 전력공급 시스템, 비상

조를 통해 저항을 크게 낮춰 이온교환 성능을

발전시스템, 군용기기, 휴대용 소형 발전기 등

향상시키고, 제조 원가도 상용제품 대비 50%

다양한 응용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핵

절감하여 스택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심소재인 이온교환막 및 전극은 연료전지, 배
터리 등 잠재적인 에너지소재 개발로 Spin-off
될 수 있다.

제주글로벌연구센터

Jeju Global
Research Center
역전기투석 기반 염분차발전 시스템

독자개발 된 단위스택

“G5 에너지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융복합 R&DB 허브”의 완성을 목표로, 해양염분
차발전, 풍력발전, 육·해상 에너지 시스템통합, 통합실증플랫폼 구축, 글로벌 인력
교류 및 양성,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세계 최고 수준
의 육·해상 융복합 에너지 기술 확보를 통해 미래 에너지문제와 환경문제 해결 및 새
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연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관계의
증진을 통해 국가 기관으로서의 사회공헌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발된 KIER 이온교환막 사진 및 상용 이온교환막의 성능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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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 및 결과

1

주요 연구 및 결과

2

해양융복합 연구

풍력발전 연구

해양에너지기술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 에너지기술의 선도적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해양

풍력발전시스템의 보급 확대를 위한 시스템통합 해석기술 및 풍력발전단지 개발을 위한 자원조사, 단지설계,

염분차발전 연구개발의 국제적 허브 역할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핵심기술

상용화를 위한 성능평가, 미래 기술인 부유식 풍력발전시스템 통합기술개발 등 풍력발전 연구개발 허브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역전기투석 기반

배경 및 필요성

부유식 풍력발전시스템

배경 및 필요성

염분차발전 핵심기술 개발

염분차발전의 경우 전력생산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스템 운영에

통합기술

부유식 풍력발전시스템은 해상 고정식 풍력발전 시스템과 함께

사용되는 에너지 소모량을 최소화하면서 스택의 효율을 향상시키

해상풍력발전 시장을 주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기술로, 향후

기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안정적으로 세계시장 진입 및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개발
자체 개발한 세공충진형 이온교환막 및 유로구조 설계 기술을 바

전력밀도

연구개발

2

탕으로, 세계 수준보다 20% 향상된 성능 (2.4W/m )의 스택을 개

부유식 풍력발전시스템의 핵심인 경제성 있는 부유식 하부시스

발하였으며, 현재 스택의 최적화 및 모듈화 기술 개발을 통한

템 설계해석기술 확보를 위해 부유식 풍력발전시스템 전체 동적

kW급 파이롯플랜트 공정을 개발하고 있다.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높은 정확도의 국내 연동해석 프로그램

통합해석코드 구성도

을 개발하였다.

단위스택
통합해석코드

압력지연삼투 기반

배경 및 필요성

풍력발전 운영제어

배경 및 필요성

염분차발전 전용

양산화를 위해 상용화된 전용 분리막 모듈이 필요하며, 시장에

시스템의 성능 및 신뢰성 사전검증

풍력발전시스템의 부품 또는 시스템의 성능 및 신뢰성을 실증 또는

중공사막 모듈 개발

서는 평막보다 높은 충진도를 보이는 중공사막 모듈을 요구하고

시스템 개발

상용화에 앞서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 안정성 및 가동

있다.

률 증대와 유지보수 비용을 저감시켜 시장 경쟁력을 증대시킬 수 있
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연구개발
분리막 코팅 소재 개발을 통해 전력밀도 21.5 W/m2의 분리막 생

계면중합법을 한 분리막의 전력밀도

연구개발

산 공정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4인치급 중공사막 모듈

풍력발전시스템의 운영제어시스템 성능/신뢰성을 사전에 검증 할

개발을 위해 양산화 적용 코팅 공정을 개발하고 있다.

수 있으며 또한 전체 풍력발전시스템의 거동특성을 사전에 모사
평가 할 수 있는 실시간 사전검증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였다.

사전검증 시뮬레이터

압력지연삼투 전용 중공사막

저 에너지 소모형 해수 전처리

배경 및 필요성

기술 개발

염분차발전기술, 해수담수화기술 등 차세대 해양에너지기술의 획
기적인 발전을 위해 에너지 소모가 최소화된 해수 전처리 기술 개
발이 요구되고 있다.
연구개발
생물전기화학 기반 기술을 통해 에너지 회수율 120%, 해수내 다가

에너지회수율

이온 제거율 80%, 폐수내 유기물 제거율 70%인 유·무기 동시 전
처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유·무기 동시 전처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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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부대표성과

초청정·고효율 연료다변화형
미래에너지 생산기술개발

배경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내용에는 수치모

현재 우리나라 전기에너지 생산의 상당부분을

사, 소재개발, 시스템 설계, 공정기술 등이 복합적

차지하고 있는 화력발전소는 화석연료를 사용하

으로 연계되어 있어서 기술 간 융합연구 형태로

고 있으며 이는 주된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지목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받고 있다.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를 감축하기 위해 발전효율 향상, 이산화탄소 포

활용분야

집 저장, 바이오매스 및 저급 연료의 사용이 가

본 연구결과는 발전사, 환경 플랜트 관련업계, 제

능한 초청정· 고효율 연료다변화형 발전기술개

철소, 유틸리티 공급업체에서 활용가능하며, 지

발이 필요하다. 한편,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역난방 및 유틸리티 공급시설 설치 및 노후발전

은 가뭄에 의한 물 부족 현상을 초래하였다. 위

소 개체 등에서 활용이 예상된다.

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물 회수 및 재
활용을 통해 발전용수 사용량을 효과적으로 절

향후계획

감할 수 있는 물 자립형 발전 기술 개발이 필요

1단계에서 2MWe Oxy-CFB시스템 개발을 통한

하게 되었다.

CO₂ 원천분리 기술 구현, 2단계에서 Oxy-CFBCSC 통합 실증 시스템 구현 및 상용규모 설계를

연구내용

위한 BEDD(Basic Engineering Design Data)

CO₂ 원천분리를 위한 순산소 초임계 순환유동층

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 종료

(Oxy-CFB-USC) 연소기술 개발, 고효율 초초

후에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통해 중/소규모의

임계 유체회로 기술 및 소재기술 개발, 순산소 연

열병합 설비, 독립형 에너지 공급시설, 대규모 발

소를 위한 초청정 환경제어기술개발, 배가스 및

전 설비 등에 적용하며 상용화해 나갈 것이다. 향

냉각탑에서 물회수 기술개발 등에 대한 연구를

후 기술의 해외진출을 통해 활용할 계획이다.

FEP 융합연구단

FEP Convergence
Research Center
2015년 12월 1일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증가,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현상 등

FEP융합연구단 한국남동발전 여수화력발전소 시찰

국가가 직면한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미래선도형 융합
연구단인 FEP융합연구단이 출범하였습니다. 이산화탄소 원천분리, 발전효율 향상,
물 회수 재이용 기술 등과 같은 개발 목표를 가지고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관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협동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표준
과학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의 참여연구원 49명이 주관연구기관 On-site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는 4개 대학과 5개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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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중인 실증규모
Oxy-CFB-USC 시스템

실험실 규모 0.1 MWth급 시험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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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술사업화 및 중소기업 지원
1

기술사업화

●

시장기반 기술사업화 네트워킹 – 에너지기반 상호 협력적 관계 구축

에너지 기술의 연구성과 확산 제고를 통해 국가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

적극적인 기술이전·사업화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기술사업화 활동은 R&D 단계부터 시장을 고려한

시장기반 기술사업화 네트워킹은 보유 우수 기술의 전략적 기술 마케팅 추진을 위하여 국가 기술사

IP를 기획·관리하고, 우수기술을 발굴·마케팅 하여, 수요기업에 이전하고 사업화 활동을 지원하는

업화 유관 기관과의 상호 협력 관계 정립 및 R&R을 통해 에너지 기술사업화 Eco System을 구축하는

일련의 연구개발 성과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IP경영고도화’,‘기술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하여 수요 기업 Pool을 공유하고,‘연구자-기술-기업’의 상호 연계 관계를 구축

사업화 네트워킹’,‘전략적 기술마케팅’의‘3-Phase’추진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기술설명회 및 기술상담회를 개최하여 기업과의 대면을 확장하고 기술사
업화 기반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전략적 파트너 R&R

KIER - 유관기관 間 ‘전략적 파트너
링’을 통하여 기업 Pool을 공유하고 기
술설명회 및 기술상담회를 진행하여
에너지 분야의 기술이전·사업화 활
성화

KIER 기술수요
조사

KIER의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기업들
과 KIER 패밀리 기업DB를 바탕으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기술이전에
대한 수요를 등급별로 분류하고 기술
매칭

실적
•KIER 전략적 파트너링 구축
간담회/세미나 추진
•(주요 파트너링 대상) 국가 기술사업
화 전담기관 및 지역 기술이전 조직,
기술사업화 유관 협회 및 IP금융 주
체(KIAT, KETEP, 발진회, 기보 등)

•총 528개 기업 대상 조사 수행, 83건
의 진성 수요 발굴하여 기술이전사
업화 연계

2015년 시장기반 기술사업화 네트워킹 실적

2015년 사업화 유앙 에너지 기술 컨퍼런스

IP경영고도화 - 기술사업화 전주기 IP경영을 통한 역량 강화 추진

전략적 기술마케팅 – 체계적 마케팅 전략으로 기술 활용률 증대

●
IP경영고도화는 R&D기획에서부터 기술이전 및 사후관리에 이르는 기술사업화 전주기 성과확산 체
계를 IP관점에서 구축·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IP경영시스템(IPMS, IP Management
System)의 구축·운영 및 고도화, 성과 확산업무 프로세스 및 규정 개선, Power Patenting 및 IP·
사업화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강한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전략적 기술마케팅은 KIER 보유 기술의 연구자별·기술분류별 Segmentation을 통해 기술 DB를 구
축하고, Targeting/Positioning 등의 기술마케팅 전략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기술 활용률을 제고하
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유 기술을 우수 기술과 미활용 특허로 분류하여 우수기술의
경우 ‘사업화유망 에너지기술 컨퍼런스’를 통해, 미활용 특허의 경우 ‘에너지기술 나눔페어’를 통한 이
원화된 마케팅을 추진 중입니다.

구분

내용

실적

IP경영시스템
(IPMS) 구축·
운영 및 고도화

R&D기획에서 기술이전·사후관리에
이르는 기술사업화 중심의 전주기 성과
확산 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구축·운영

•’14년 : 지식재산권 관리 시스템 구축
•’15년 : 기술이전 시스템 구축
•’16년 :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예정)

전주기 성과
확산 정책·
프로세스 개선

전략별 KIER 기술이전사업화/마케팅
추진 계획 및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전
주기적 IP 관리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KIER 기술이전사업화/마케팅 추진
전략 수립
•미활용특허 활용 운영 계획 수립
•직무발명 누락특허 처리방안 수립
•특허활용률 개선 방안 수립

Power
Patenting

Marketable한 고품질 기술자산 확보,
급변하는 기업의 기술수요에 적극 대
응하기 위한 IP경영지원·특허전략 프
로그램 추진

•특허 출원 및 OA 스크리닝
•전사 기술트리 및 보유특허 3,500여건
DB 구축
•특허전략지원프로그램 추진

IP·사업화
역량강화 교육

IP-R&D 단계별 활동·수요·접근성
을 고려한 강한 IP창출 및 사업화 역량
강화 교육 추진

•총 13회 개최, 285명 교육 이수
(’15.02-’15.12)

구분
전사 테크트리
구축

KIER IP 자산실사

기술별 마케팅
전략수립 및 추진

내용

실적

기술 패키징을 통한 마케팅 활용을
위해 KIER만의 IP 기술 분류체계 구축

•대분류(33개) -> 중분류(161개) -> 소
분류(621개)의 테크트리 분류
코드 구축 및 IPMS 반영

KIER 보유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수 조사 및 기술실사

•KIER 보유 특허자산 : 총 3,941건
•KPEG 평가 : 상기건 중 1,785건 평
가(한국·미국 등록특허)
•1,785건 평가대상 중, 활용(실시)중인
특허 693건, 활용추진·미활용 특허
1092건 분류

정량/정성 기술/IP분석을 통해 우수
기술 및 미활용특허 분류, 기술별·
산업별·수요별 마케팅 전략 수립을
통한 기술이전 추진

•‘15년 기술설명회 및나눔페어 12회 개최
(우수기술) 2015 사업화유망 에너지
기술 컨퍼런스
(미활용 특허) 2015 에너지기술
나눔페어
(산업수요기술) 수요조사를 통한 보유
기술 매칭

2015년 전략적 기술마케팅 실적

2015년 IP경영고도화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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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 기술사업화 전략으로 성과 확산 도모

향후계획

●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체계적인 기술사업화 전략 수립 및 효율적 프로세스의 내재화를 통해, “혁

2015년 신기후체계(COP21)로 대변되는 각국의 급변하는 기후변화 정책에 적시에 대응하기 위한 핵

신을 이끄는 글로벌 기술 비즈니스 파트너”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중심의 연구개

심 에너지 기술의 확보가 요구되는 시점에,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원천기술 개발 및 성

발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의 질적 생산성 향상 도모를 위해 노력한 결과, ‘15년 산업통상자원부 선정

과확산 실용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다 더 적극적인 국내외 기술이전·사

IP-R&D 최우수 기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KIER 기술이전·사업화 웹사이트(tlo.kier.re.kr)를

업화 활동 추진·확대를 통해 에너지기술의 민간 이전 및 실용화를 선도하고, 국가 신성장 동력을 창

구축하여 이전가능 우수 기술과 미활용특허 목록을 게재하고, 활발한 온라인 홍보에 대한 공로를 인

출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공공 기술사업화 대표 기관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정받아 행정자치부의 ‘2015년 국민에게 유용한 공공정보 10선’에 선정 되었습니다. 아울러 강한 특
허 창출 및 유관 기관과의 전략적 연계를 통한 진성 수요기업 발굴, 기업대면 확대(기술상담회/설명
회 개최 확대, 온라인 홍보 강화)를 통해 기술 활용도를 제고하였으며 기술이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 사업화 유망 에너지 기술 컨퍼런스
2015년 사업화 유망 에너지 기술 컨퍼런스

38.9%

72건
68건

29.2%
42건

2014

’15년 IP R&D 최우수 기관

특허활용률 제고

2015

2013

2015년 유용한 공공정보 10선 선정(행정자치부 주관)

2014

RIEF 2015(러시아 국제에너지포럼) 참가 및 기술이전설명회/상담회 개최

2015

기술이전 건수 증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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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지원

●

에너지닥터 중소기업 멘토링사업 수행 및 성과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은 전체 사업체의 99%이며, 근로자의 88%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로 우리

●

나라 경제의 중심축이자, 미래의 성장동력입니다. 어려운 대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분야를 개

‘에너지닥터 중소기업 멘토링사업’은 연구원의 중점 지원사업 중 하나로, 지난 2014년 처음 실시하여

척해 나아가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연구원과 기업간 상생협력을 위

매년 양적 성과와 더불어 많은 지원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닥터를 통해 멘티 기업은 기

하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는 다양한 지원・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술자문 뿐만 아니라 연구과제 기획, 시장 및 기술정보동향 파악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에너지닥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분

지표

지원효과

사회적 효과

고용창출(명)

99

경제적 효과

매출증대(백만원)

35,223

기술개발 단축(개월)

7

기술경쟁력 증대(%)

19

지식재산권

특허출원(건)

16

기타

연구과제 기획 외(건)

97

고용창출 99명

기술적 효과

제2회 에너지한가족 파트너십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기업 중 95%가 해당 사업에 만족하였으며, 92%는 실질

●
기업의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신규 사업 진출 및 매출 증진을 위하여 전주기 기술지원 프로그램

적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을 운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업의 애로기술을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닥터 중소기업

만족도

멘토링사업’ 과 ‘강소기업육성지원사업’, 신사업 창출을 위한 ‘시작품제작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

구분
전체 만족도

실질적 도움 여부

매우 그렇다

61%

58%

진하였습니다. 에너지・환경 기술 분야에서 노하우를 축적한 퇴직 연구 인력의 기술력을 활용하여 기
업에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기술자문단’을 구성하였으며, 365일 상시 애로기술 접수 및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애로상담 핫라인’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수요자 중
심의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산업체의 기술수요를 조사하고 연구원과 공유함으로
써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수요기술조사’ 및 연구원의 개발 기술을 기업에 미
리 알리는 ‘기술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34%

34%

5%

9%

아니다

-

-

매우 아니다

-

-

34%

61%

매우 만족

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보통

지원실적(2015년)

향후계획
192개 기업

강소기업육성지원사업

•기업현장 애로기술 해결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에너지효율 향상

41개 기업

시작품제작지원사업

•시작품제작 및 성능평가

6개 기업

•기업 애로기술 상담
•전문가 연계 기술자문

30개 기업

중소•중견기업과의
기술교류회

•연구원 및 지원 프로그램 안내
•기업 당면 애로기술 논의
•수요기술 발굴

4회
(45개 기업 등 101명)

수요기술 조사

•산업체를 대상으로 수요기술 및
애로기술 조사

130건

•기업관련 유용정보 제공
•지원사업 안내

6회

KIER 중소・중견기업 지원 프로그램

66

지원분야

에너지닥터 중소기업
멘토링사업

중소기업 뉴스레터

그렇다
보통이다

에너지닥터 중소기업 멘토링사업 만족도 조사

•애로기술 진단 및 자문
•연구기획 지원
•기술교육 및 정보제공
•시험분석

기술애로상담 핫라인 및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

공동연구 기획 97건

●

활발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구분

기술경쟁력 19 %

에너지닥터 중소기업 멘토링사업 주요 성과

●
연구원의 설립목적인 ‘국가 성장동력 창출과 국민경제 발전 기여’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자합니다.
세계 선도형 에너지·환경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단기지원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협력관계를 이끌어 갈 예정입니다.
나아가 국가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더욱더 나은 에너지 행복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기업과
함께 상생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작품제작지원사업 성과물

중소·중견기업 기술교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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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품질

●

혁신적인 연구품질 활동으로 연구품질 문화를 선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2011년부터 연구품질활동을 추진하고

●

있습니다. 연구품질활동은 ‘좋은 시스템에서 좋은 산출물이 나온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연구 수행 프

지속적인 연구품질활동을 통해 연구품질 및 R&D 지식관리 선도기관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먼저 대

로세스 등을 개선하여 체계적인 연구 수행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연구성과물

내적으로는 연구품질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 적용하여 연구원 고유의 연구 문화로 자리매김했습니

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연구품질활동의 일환으로 2015년에는 연구품질활동의 확

다. 실제로 2015년부터 연구원에서 수행되는 주요사업 전체에 연구품질활동을 적용하기 시작하였으

대 적용 및 연구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식 산출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며, 전자연구노트 활용률은 전년 대비 약 4.4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대중화되었습니다. 아울러 한국에

연구품질 활동의 다양화 및 수준 제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외 유수의 연구기관(중국 항공종합기술연구소 등)에서 우리 연구원의 연

너지기술연구원은 연구품질활동 및 R&D 지식관리와 관련하여 대외적으로도 연구품질문화를 선도
●

구품질활동 및 R&D 지식관리에 대해 벤치마킹을 하였으며, 연구단지 품질협의회 등의 활동을 통해

2015년에는 연구품질활동을 확대하여 연구원내 주요사업 109개 과제 전체에 적용하였습니다. 연구

연구품질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품질활동에 대한 연구원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관련 교육, 과제별 방문 모니터링, 우수사례 공모전 등
을 실시하였으며, ISO9001 인증 유지를 통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연구품질활동이 국제표준에

6546

부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요 활동

일자

대상

연구품질입문교육

총 3회 (’15.02-’15.03)

158명

연구품질필요성 및 시스템 사용법

연구품질역량
강화교육

총 7개 과정
(’15.08 - ’15.09)

81명

데이터마이닝, 창의적 문제해결법 등

연구품질모니터링

연 2회
(’15.09 - ’15.10)

109개 과제

연구품질 우수사례
공모전

’15.12

ISO9001 인증 유지

총 2회 심사
(’15.05, ’15.12)

내용

1501

부서 : 9개
개인 : 7명
-

연구품질활동 애로사항 수집
연구노트 우수 작성부서 및
작성자

2014

2015

전자연구노트 활용도 증가

중국 항공종합기술연구소의 연구품질 벤치마킹

ISO9001 인증 유지 및 갱신

향후계획
관련 제도 개선

’15.04, ’15.06

연구품질규정 및
연구품질시스템 개정

2015년 연구품질활동 주요 실적

●
2016년에도 연구품질활동 및 R&D 지식관리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새롭고 다양한 시도를 할 예
정입니다. 먼저 연구품질활동의 효과성 분석을 통해 연구품질활동이 실제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향
상에 기여함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연구품질활동을 더욱 장려하고자 할 것입니
다. 아울러 기존에 축적된 R&D 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R&D 지식 검색시스템을 구축

●
연구과정의 지식 산출물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연구노트 및 연리지시스템1) 활
용을 활성화하고, R&D 지식관리체계의 도입을 기획하였습니다. 또한 원내 R&D 분야별 전문가를 검색

하고자 합니다. 전자연구노트 및 연리지시스템 등을 통해 축적된 R&D 지식을 통합 검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연구자들 간의 융합연구를 활성화하고, 기존 연구결과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연구생산성
을 높일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융합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 연리지시스템

: 연구원 내 자체 운영 중인 R&D 온라인 문서 및 기록관리시스템 명칭

구분

내용

’15.02

전자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노트 우수사례집 발간

’15.03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한 원내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전자펜 도입

’15.04

R&D 지식관리체계 기획

연중

R&D 전문가 검색시스템 구축

’15.5

2015년 연구개발 지식관리 인프라 구축 실적

70

일자

전자연구노트 활성화 계획 수립

전자연구노트 활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자펜 도입
R&D 과정의 지식관리를 위한 표준 분류체계 수립
R&D 지식관리 시스템 요구사항 및 기능 정의
연구분야별 원내 전문가 검색 시스템 구축
연구노트 핸드북 발간

ISO 9001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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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품질 및 시험인증(품질·시험인증실)
2

시험인증

●

공동장비활용실 구축

1997년 한국열관리시험연구소로 설립한 이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이르기까지 에너지기술 분야의

●

연구개발은 물론, 국내에서 개발된 에너지기기 및 에너지기술의 보급 확산을 위하여 시험인증업무를

2015년도에는 연구장비 공동활용을 목적으로 총 33개 분석 장비로 구성된 공동장비활용실을 구축하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였습니다. SEM 분석, X-선 분석, 열 및 기계적 특성 분석, 연료특성 및 유해성 분석, 촉매 분석 등 5
개 분야의 장비를 집적화하여, 원내·외 분석 지원 및 자율사용 기반을 마련하였고, KIRD 장비교육

장비확충 및 품질경영 고도화를 통한 국제공인시험기관 도약

사업(원외 사용자 교육) 및 원내 자율사용자대상 교육을 통해 연구장비 공동활용 기반 확충에 노력

●

하였습니다.

2003년 7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에너지 분야의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으로 인정받았으며,
2015년도에는 국제공인시험기관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KOLAS 정기사후관리평가 수감과 6개의

공동장비활용실 확충

연구장비 공동활용센터

KOLAS 인정 시험규격을 확대함으로써, 연구원의 KOLAS 품질경영시스템이 국제규격에 부합한 시

561 m2

15종 21대
2

험기관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첨단 분석 장비 확대

→ 640 m

→ 19종 33대

활용분야

활용 대상

열 및 기계적 특성 분석,
SEM 분석, X-선 분석, 연료
특성 및 유해성 분석, 촉매
분석 등

중소기업 및 대기업,
학교 및 개인 등
R&D 인력

●
이와 같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국내 에너지산업의 기술발전 및 품질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세계

시험분석 인력의 전문성 향상으로 성과제고

일류 국제공인시험 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중장기 발전 목표를 수립하고, 국제규격에 부합한 첨단

●

시험설비 및 장비 확충과 시험결과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시험분석서비스 전담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64th International X-ray Conference(2015년 8월)에서 Best XRD Poster로 선정되었고, KBSI 주

구분
KOLAS 시험
(일부 정부
공인시험
포함)

연구장비 공동활용 관리시스템

시험품목

전기재료 및 부품

이차전지, 슈퍼커패시터

에너지절약 및 효율

LED 교통신호등, 자동차연비 및 배출가스, 창 세트

신·재생 에너지설비

태양열 집열기, 태양열 온수기, 태양광발전용 인버터,
태양광발전 모듈, 고분자 연료전지시스템, 풍력발전시스템

정부공인시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 공동주택 결로방지, 목재펠릿
보일러, 지열이용설비, 소각열 회수시설, 신·재생에너지설비

일반성능평가시험

KOLAS 및 정부공인시험 외에 에너지절약설비, 신재생에너지
설비, 그리고 에너지환경설비 등에 대한 시험평가서비스 제공

시험분석

열 및 기계적 특성 분석, 전자현미경(SEM) 분석, 물성(X-선)
분석, 연료특성 및 유해성 분석 등

시험인증 및 분석 주요 내용

최 과학이미징 공모전(2015년 8월)에서는 전자현미경 부문에서 입상하였습니다.

64th International X-ray Conference (Best XRD Poster 수상)

KBSI 과학이미징 공모전(전자현미경 부문 입상)

향후계획
●
2016년도에는 KOLAS 제3차 갱신평가를 수감하고, 2개(고분자연료전지시스템, 풍력발전 시스템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인프라 확충

기계적 하중 측정)의 KOLAS 인정 시험규격을 확대할 예정이며, 연료전지 시험실이 있는 전라북도 부

●

안의 수소연료전지산학연협력센터의 KOLAS 시험소 추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분석관련 대외사업 주관기관으로 중소기업 지원(중기청),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사업, KIRD 출연(연)
패밀리기업 R&D 역량강화 교육지원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중소기업 기술지원 접점의 기반
을 넓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기술 분야 중소기업의 R&D 목표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분석지원
과 분석 이론 및 실무에 대한 교육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구분

‘15시험 건수(건)

KOLAS 시험

353

319

정부공인시험

221

274

일반성능평가시험
원내

분석

원외
총계

‘14 시험 건수(건)

187
3,336
31,688

또한 2016년부터는 미래부 지정 “연구장비 공동활용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첨단 분석 장비의 공동활
용을 촉진하고, 전문성을 지닌 분석전문인력의 고도화된 분석 서비스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기술 및
에너지환경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197
27,590

30,824

●

28,342

30,640

2,298
31,430

2015년도 시험평가 및 분석지원 실적

KOLAS 인정서(국문)

72

KOLAS 인정서(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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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국제협력

●

글로벌 파트너쉽 구축

2011년 에너지기술의 선진화 및 보유기술 해외이전을 목표로 선진 연구기관 및 기술 수요국과 전략

●

적 국제협력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협력의 일환으로 2015년에는 유엔기후변화협

에너지 기술 분야 선도 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신기술 조기 확보를 위해 출연(연) 최초로 재외한인

약 파리총회 홍보관 운영 및 對개도국 기술상담, 세계과학기술포럼 에너지세션 및 에너지시스템통합

과학자 네트워크를 활용, 국제공동과제 선발 및 지원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

분야 선진 연구기관 후속 워크샵을 개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국제공동사업 발굴 및 지원 활동을

니다. 특히 2015년에는 KIER Energy Eureka Forum을 유럽 및 미국에서 개최하여 5건의 과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발굴 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구분

KIER Energy
Eureka Forum (‘15.7)

주요내용
•재외한인과학자(유럽, 캐나다, 미국) 연구협력파트너 발굴을 통한
공동연구과제 발굴(5건)
-U
 KC(재미한인과학자) 신시내티大, NCSU, RPI / EKC(재유럽한
인과학자) 덴마크공대, 옥스퍼드大
•CCS(탄소포집저장) 기술개발 및 시범화사업 관련 전문가들과 공동

한영 CCS-CCT 워크숍 (10.15)

협력 논의
- (참여) 주한영국대사관, 셰필드大, Leeds大, 에딘버러大

SETT 프로그램(개도국 수요발굴 워크샵)

세계과학기술포럼
에너지세션 (10.19)

대체 신재생에너지 R&D 정책 토론 에너지세션 개최
•화석연료

- (참여) 미국, 독일, 일본 등 60여개 국가 및 국제기구

KIER-iiESI 워크숍 (10.21)

NREL(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 및
•미국

iiESI(에너지시스템통합연구소)와 ESI 공동연구 논의
- (참여) 미국, 아일랜드, 벨기에, 덴마크, 일본 등

●
국제인력교류 활성화 및 수요중심 국외인력 지원 프로그램(K-Fan*)을 통해 親KIER 네트워크를 구
축하여, 개발도상국 기술협력 수요 발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시찰, 한국어교
육 등 수요중심 프로그램 운영 설문조사에서 83%의 높은 만족도를 달성하였으며, 연구원 석사과정
졸업 등 국외인력의 국내기업 취업 사례도 창출하였습니다. 개도국 기술수요 사업 발굴 워크샵(‘15.12
첨단 신기술 확보

호치민)에 귀국 국외인력이 베트남 대학 교수로 참여하였으며, ODA 사전예비타당성조사 사업 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구분

공동연구, 파트너십, 인력교류

보유기술 이전

※ 국제협력 목표
• K-Fan 프로그램, 인력교류, 워크샵 등의 [①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을 바탕으로,

[② 글로벌 R&D 및 해외기술이전 기반] 을 확립

주요내용

필드트립

•국내 적응과 산업·문화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산업시찰 : 동서발전/현대제철(당진) / DMZ 방문

기어코(한국어 교육)

•한국어 강사(국립대 어학센터) 초빙 한국어 교육
- 초급, 중급 수준별 분반 교육 : 14명 수강

네트워킹데이(교류회)

개도국 대상
에너지기술교육 프로그램

•국외인력 및 활용책임자 등이 참여한 교류 및 소통의 장
- 우수활동(논문 주저자 등) 외국인 포상
•개도국 기술 수요-사업 발굴을 위한 지속가능 에너지기술 교육
프로그램 시행(베트남, 인니, 라오스, 미얀마 참가)을 통한 협력 관
계 구축(수요발굴 11건)

* K-Fan: KIER(Korea) Friendship and Networking 프로그램

• 연구원 보유기술의 해외 이전 및 첨단 신기술 확보하는 장기 목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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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R&D 및 해외기술이전 기반 구축
●
對개발도상국 글로벌 R&D 기술협력 기반조성을 위해 국제기구, 정부, 해외기관과 긴밀한 협력 관계
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2015년에 화두가 된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기술개발 및 이전의 중요성에 따라 유엔기후변화협약 산하
기술메커니즘인 CTCN(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에 가입함으로써, 개도국 기술지원 서비스 사업 입찰
참여 자격을 획득하였습니다. 제21회 파리 총회(COP21)에서는 한국 홍보관에서 보유기술을 전시하고,
나이지리아 등 개도국 공무원, 공기업, R&D기관 대상으로 기술상담을 실시함으로써 플랫폼을 구축하
였습니다. 아울러, 터키 국립에너지연구소로부터 컨설팅 사업을 추가 수주(‘15.7)함으로써, 해외민간수
탁을 활성화하고 및 국내 출연(연) 기술의 해외이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UNFCCC
기후기술센터
CTCN 가입 (9.28)

대상 CTCN 기후기술지원 서비스 참여 자격 부여(5만-25만USD 규모)
•개발도상국

- 정부/민간/NGOs 간 협력체계 구축, 개도국 기술지원 입찰시 선제적 위치 확보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제21회
당사국총회(파리)
COP 21 참여(‘15.12)

코트디부아르, 케냐, 세네갈, 볼리비아 등 정부 공무원, 공기업,
•나이지리아,

민간기업, R&D 연구기관 대상 보유기술 설명
- ‘신재생에너지자원지도’로 세계 최고의 데이터 정밀도 및 정확도를 확보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평가와 보급, 종합관리 및 활용서비스 체계 구축

TUBITAK MRC-EI
(터키 국립에너지연구소)

•(1차)
 105 스팀톤/시간 순환유동층보일러 설계 (’14.10.16～’15.12.15/ 65만USD)
•(2차) 배연탈황공정 설계 컨설팅 사업 (’15.7.1～’17.12.31/ 16.5만USD)

CKC2015 리서치데이 프로그램

iiESI 워크숍 개최

2015 Korea-UK CCS-CCT

향후계획
●
우리나라 글로벌기술협력 NDE로 지정된 정부(미래부)와 협력하여, 양자협력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인프라인 UNFCCC의 기술메커니즘(TEC, CTCN)과 재정메커니즘(GCF, GEF)의 유기
적 성과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
연구원이 보유한 기후변화대응 에너지기술들을 해외 수요 지역 환경에 적용토록 하고, 나아가 관련
KIER-iiESI 워크숍

핵심기술과의 통합 실증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하여 미션이노베이션* 로드맵 수립 및 글로벌 기후기
술협력 협의회 및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협의회에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 파리 기후총회(‘15)에서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공공투자 향후 5년간 두 배 확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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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과학대중화 및 사회공헌
1
●

과학대중화

KIER는 에너지 지식 및 기술 기부, 대국민 공모전, 과학대중화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과학문화 대
중화를 선도합니다. 2007년 출연기관 최초로 실시한 과학문화 대중화프로그램인 EQ과학교실을 통
해 따뜻한 과학나눔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및 보유기술 공모전과 공모전 결과를 활용
한 다양한 이벤트 및 국민참여형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과학문화 대중화 및 국민과의 소통에 기여
하고 있습니다.

과학대중화 및 사회공헌
1. 과학대중화
2. 사회공헌
EQ 과학교실

에너지기술 교육기부 - EQ 과학교실
●
EQ 과학교실은 에너지공감지수를 높이고자 학교 및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학생들을 초청하여 최
신 에너지기술을 강연하고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15년에는 EQ 과학교실의 대상을
도서산간 및 소외계층으로 확대하였으며 EQ 과학교실 전용 교재 및 스토리텔링형 프레지 프로그램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교육참여자의 참여도를 제고하며 흥미유
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상

실적

참여인원

도서산간 및 소외계층

전남 신안보육원 등 6회

161명

일반학생

대전 만년중학교 등 47회

3,017명

대학생 멘토링

대학생 대상 2회

12명

합 계

55회

3,190명

과학교실 자체 제작 교재

꿈나무 과학멘토 공로표창

81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Energy Technology Leader

Ⅵ. 과학대중화 및 사회공헌

에너지 공모전을 통한 과학문화 대중화

국민 참여 온·오프라인 과학대중화 콘텐츠 제작

●

●

에너지 및 연구원 대표 기술을 주제로 한 대국민 참여 공모전을 매년 시행하여 에너지 분야 국민 인식

꿈나무과학멘토프로그램 개발단, KIER 블로그 기자단을 선발하여 에너지기술 및 과학문화 대중화를

도를 높이고 연구성과를 다양한 분야로 확산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에너지 및 보유기술을

위해 온·오프라인형 과학대중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자단 운영 등 참여형 운

주제로 한 공모전들이 기존의 일회성 공모전에서 벗어나 공모전 결과물을 활용하여 이벤트 및 프로그

영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아 연구원 블로그(꿈틀e)가 웹어워드 코리아 공공블로그 분야에서 출연연

램을 도출하는 등 에너지 분야 국민 인식도 제고와 연구성과 홍보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대상

주제

공모참가

선정

미래 에너지 세상 그리기(그림)

미래 에너지 세상을 자유롭게 표현

35개

18개

연구성과 홍보 콘텐츠
(UCC, 이미지)

‘친환경에너지타운’ 및 ‘해양염분차기술’

54개

12개

에너지기술 공감 콘텐츠
(카드뉴스, 일러스트)

에너지기술의 가치를 표현

32개

12개

구분

발굴주체

오프라인

꿈나무 과학멘토
프로그램 개발단

온라인

KIER 블로그
기자단

웹어워드 코리아 공공블로그분야 ‘대상’ 수상

공모전 결과 활용 틀린그림찾기 게임 제작

2015 대한민국 과학창의축전
미래에너지 세상그리기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
강윤의(대덕초등학교)

활동현황
•프로그램 개발 세미나 4회
- 연구실 체험 및 연구자 강연
- 태양광 모형 자동차 만들기
- 주변 재료 활용 신재생에너지 마을 모형
만들기 개발
* 지속적인 참여 프로그램으로 추진
- 에너지세상 그림/글짓기 등
•기자단 선발 및 운영 통한 콘텐츠 관리
- 총14명 선발, 5개 카테고리 운영
- 활동 : 에너지 관련 콘텐츠 165개 등록
* 우수 컨텐츠 게시자 포상 실시

발굴건수

3건

165건

연구원 공식 페이스북 오픈

향후계획
●
국내 도서산간 지역을 포함한 전국으로 에너지 기술 교육기부를 확대하고 외국인학교 및 해외 전시
를 통한 국제화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온·오프라인 공모전 주제를 다양하게 확대하는 한편
공모전 결과물을 활용하여 국민이 참여할 수 있고 과학과 에너지기술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다양
한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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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공헌

●

특화된 에너지기술을 활용한 대외지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지속가능한 활동을 통해 국민의 행복에 기여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

●

고 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네트워크를 확보하여 프로그램을

KIER의 강점을 활용하여 주택에너지 효율진단사를 양성하고, 전문인력이 저소득층의 주택에너지 효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2015년 사회봉사단을 구성하여 307명의 구성원이 참여한 월별 사회공헌활동

율진단을 실시하는 선순환적 대외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한국에

을 시행하였으며, SNS 사회공헌페이지를 개설하여 우리의 활동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 및 소통

너지재단에 기부하였습니다.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전국 각지역에 위치한 저소득층의 주택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통해 사회 환원을 통한 에너지빈곤층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에너지 분야의
선도주자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에너지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국민들과 에너지로 소통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31회
28회

2014

시기

금액

1차

’15.06.01

10,000천원

2차

’15.08.20

10,000천원

3차

’15.12.17

10,000천원

계

2015

저소득 계층 및 소외계층,
지역사회 대상 사회 공헌
사랑의 연탄배달

구분

30,000천원

전문 주택에너지진단사 양성교육 수익금

사회공헌 관련 현황 및 통계

참여와 나눔의 에너지 사회공헌
●

향후 계획

매월 연구원 봉사단이 사회복지시설, 연구원주변의 환경미화, 사랑의 연탄배달 등의 활동을 전개하

●

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소외계층 및 지역사회 대상으로 사회공헌을 확대하여 활동을 진행하였고,

향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2016년 사회공헌 활동은 2015년보다 더 확대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이를 사내 게시판과 Facebook페이지에 업로드 하여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였습니다. 전직원의 자발

다방면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속성이 중요한 사회공헌의 특성상,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적 참여로 에너지 나눔기금을 조성하는 등 연구원 내부의 힘을 모아 외부로 전달하며 다양한 확산효

에 에너지 기술로 행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나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참여를 확

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하여 내부 구성원들의 결속을 다져나가겠습니다.
(단위: 천원)

일자

내용

지원액

참여인원

대상기관

2월, 9월

•사회복지시설 지원 (설, 추석, 연말연시)

5,000

21

천양원, 중촌사회복지관

3월

•국립 현충원 환경미화

22

대전 국립현충원

4월

•장애우와 함께하는 걷기 행사

-

24

유성구장애인복지관

•연구원 주변 환경미화

-

104

탄동천, 월정리 해변

40

보훈요양병원,
김녕소망 요양원

5월, 10월
11월, 12월
7월

•요양원 식사 수발 등

8월

•일사일촌 농촌 일손돕기

-

42

공주시 초봉리

10월

•사랑의 연탄배달

1,000

22

유성구 복지재단

11월

•사랑의 김장나누기 지원

1,000

9

대전시립장애인복지관

•2015 국군장병 위문금
12월

•저소득가정 청소년 교복지원
•희망 2016 성금기탁

7,200

11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봉사
연중

•장애우 가정 지원(서구 월평동 정OO)
합계

유성구장애인복지관 봉사활동

주택에너지 진단사 기부금 전달식

국가보훈처
유성구 복지재단
사랑의열매공동모금회
유성구장애인복지관
1,200

12

15,400

307

지팡이회

사회공헌활동 성금 조성 및 사용내역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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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KIER 포토뉴스

1. KIER R&D 성과 확산의 날

2.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7. 제38회 창립기념식

8. 2015년 신입직원교육

3. 에너지기술 R&D 벨트 협약식

4. iiESI 워크숍

9. K-FAN Networking Day

10. 2015년 연구개발특구 기술박람회

5. 몬타나주와 LOI 체결

6.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11. KIER 사회공헌활동

12. JGRC 에너지 쉼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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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포상내역

포상내역
포상일자

부서명

직급

성명

포상일자

부서명

직급

성명

2015-02-05

중소기업지원실

책임기술원

유윤종

과학기술발전 유공

2015-12-10

열에너지변환연구실

선임연구원

강은철

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 유공 포상

2015-02-05

대외협력정책본부

책임연구원

주현규

연구행정 부문 우수자 선정

2015-12-10

청정연료연구실

선임연구원

라호원

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 유공 포상

2015-04-21

에너지소재연구실

선임연구원

김세영

제48회 과학의 날 유공 포상

2015-12-17

기후변화연구본부

책임연구원

이창근

에너지기술 국제기구 협력활동 유공 포상

2015-04-21

그린에너지공정연구실

책임연구원

윤여일

제48회 과학의 날 유공 포상

2015-12-21

홍보실

행정원

최수철

유성구 꿈나무 과학멘토 사업 유공

2015-04-21

태양광연구실

책임연구원

곽지혜

제48회 과학의 날 유공 포상

2015-12-29

감사부

책임행정원

서성석

감사 유공 포상

2015-04-21

해양융복합연구실

책임연구원

정남조

제48회 과학의 날 유공 포상

2015-12-29

사업관리실

책임기술원

김성환

감사 유공 포상

2015-06-25

청정연료연구실

책임연구원

이시훈

기술사업화 및 국가 기술시장 발전 유공 포상

2015-12-29

감사부

책임행정원

곽경호

감사 유공 포상

2015-08-06

품질ㆍ시험인증실

기술원

이고운

2015 KBSI 과학이미징사진공모전 포상

2015-12-29

감사부

책임기술원

백남주

감사 유공 포상

2015-09-04

신재생에너지연구본부

책임연구원

송락현

창립기념일 포상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표창

2015-12-30

청정연료연구실

책임연구원

최영찬

2015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포상

2015-09-17

안전관리실

선임행정원

황창희

2015 을지연습 비상대비업무 유공 포상

2015-12-31

연료전지연구실

책임연구원

박석희

KIER_Top Energy Research Group

2015-09-25

태양광연구실

선임연구원

김경수

제3회 솔라 기능경기대회 유공 포상

2015-12-31

기후기술전략센터

책임연구원

홍종철

에너지 환경 분야 연구개발 및
기후변화대응 기술혁신 유공 포상

2015-10-20

에너지저장연구실

책임연구원

진창수

전지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2015-12-31

연료전지연구실

책임연구원

김창수

KIER_Top Energy Research Group

2015-11-02

태양광연구실

선임행정원

고석환

제4회 솔라페시티벌 개최 유공 포상
2015-12-31

연료전지연구실

책임연구원

이원용

KIER_Top Energy Research Group

2015-12-01

청정연료연구실

책임연구원

최영찬

2015년 IP-R&D 우수기관 선정 유공
2015-12-31

연료전지연구실

책임연구원

임성대

KIER_Top Energy Research Group

2015-12-01

중소기업지원실

선임연구원

박세준

2015년 IP-R&D 우수기관 선정 유공
2015-12-31

연료전지연구실

책임연구원

양태현

KIER_Top Energy Research Group

내용

2015-12-31

연료전지연구실

책임연구원

박구곤

KIER_Top Energy Research Group

2015-12-31

연료전지연구실

책임기술원

김민진

KIER_Top Energy Research Group

2015-12-31

연료전지연구실

선임연구원

손영준

KIER_Top Energy Research Group

2015-12-31

구매자산실

책임행정원

김일자

201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2015-12-31

연료전지연구실

선임연구원

배병찬

KIER_Top Energy Research Group

2015-12-31

연료전지연구실

선임연구원

김승곤

KIER_Top Energy Research Group

2015-12-01

에너지절약연구실

책임기술원

김정근

2015년 IP-R&D 우수기관선정 유공

2015-12-08

중소기업지원실

책임기술원

이상호

중소기업 기술 지원 유공 포상

2015-12-10

에너지절약연구실

선임연구원

김성일

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 유공 포상

2015-12-10

창의소재연구실

책임연구원

유지행

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 유공 포상

2015-12-10

에너지절약연구실

선임연구원

최종원

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 유공 포상

2015-12-10

90

포상내역

에너지소재연구실

선임연구원

서민수

내용

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 유공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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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신규임용자

2015년 퇴직자

신규임용자

퇴직자

92

성명

부서명

직급

임용일자

성명

부서명

직급

퇴직일자

강민구

태양광연구실

선임연구원

2015-01-01

박영옥

청정연료연구실

책임연구원

2015-01-19

류승환

에너지절약연구실

연구원

2015-01-01

박상일

신연소연구실

책임연구원

2015-01-24

정우남

신연소연구실

연구원

2015-01-01

이일운

에너지ICT연구실

선임연구원

2015-02-21

김범준

수소·연료전지산학연협력센터

선임연구원

2015-01-01

김민성

열에너지변환연구실

책임연구원

2015-02-25

박종범

총무복지실

행정원

2015-03-01

이석수

시설운영실

기술원

2015-03-01

이현진

태양열연구실

책임연구원

2015-02-25

우유진

국제협력실

행정원

2015-03-01

김동훈

바이오자원순환연구실

선임연구원

2015-02-28

이소정

예산실

행정원

2015-06-01

김대희

해양융복합연구실

선임연구원

2015-03-31

송영배

지식정보실

기술원

2015-06-01

이진국

태양열연구실

책임기술원

2015-04-05

조강희

석유가스연구실

선임연구원

2015-06-01

권철홍

기술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2015-04-12

이광세

풍력연구실

선임연구원

2015-06-01

홍량

안전관리실

책임기술원

2015-04-30

권상훈

사업관리실

행정원

2015-06-01

임흥수

구매자산실

책임기술원

2015-07-17

한지형

해양융복합연구실

선임연구원

2015-06-01

김상국

바이오자원순환연구실

책임연구원

2015-07-18

송영호

회계재무실

행정원

2015-06-01

주종훈

창의소재연구실

선임연구원

2015-08-31

최재규

수소·연료전지산학연협력센터

기술원

2015-06-01

김지은

기술사업화실

기술원

2015-06-01

최재규

수소·연료전지산학연협력센터

기술원

2015-08-31

김희웅

인력운영실

행정원

2015-06-01

박수억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2015-12-14

이범준

열에너지변환연구실

선임연구원

2015-07-01

백종복

에너지ICT연구실

선임연구원

2015-07-01

김민식

바이오자원순환연구실

선임연구원

2015-07-01

문태영

청정연료연구실

선임연구원

2015-07-01

박동용

태양열연구실

선임연구원

2015-07-01

노철우

열에너지변환연구실

선임연구원

2015-07-01

윤시원

에너지네트워크연구실

연구원

2015-07-13

김태우

에너지소재연구실

선임연구원

2015-09-01

한경진

기술사업화실

기술원

2015-12-15

권지희

품질ㆍ시험인증실

기술원

2015-12-15

김윤정

운영관리실

기술원

2015-12-15

김민정

운영관리실

행정원

2015-12-15

양충현

운영관리실

기술원

2015-12-15

한설이

에너지절약연구실

기술원

2015-12-15

이종민

수소·연료전지산학연협력센터

기술원

2015-12-15

신균하

시설운영실

기술원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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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연구과제 수행 현황

2015년 지식재산권, 논문, 기술료 현황

2015년 연구과제 수행 현황

최근 3년(2013-2015) 특허 출원 및 등록
구분

과제수

연구비(백만원)

119

73,105

미래창조과학부

57

24,643

산업통상자원부

160

59,165

환경부

10

4,005

국방부

2

2,585

중소기업청

11

920

기타부처

10

3,234

소계

250

94,552

산업계

44

2,171

대학

1

50

타 출연연

2

134

공공기관

32

8,260

투자, 출자기관

15

1,574

외국수탁

5

309

기타

1

20

자체연구개발사업

1

82

합계

470

180,257

주요사업

정부수탁사업

민간수탁사업

2013년

2015년

국내

국외

계

국내

국외

계

국내

국외

계

출원

501

263

764

292

150

442

256

124

380

등록

352

46

398

417

65

489

283

82

365

최근 3년(2013-2015) 기술이전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기술이전 건수

42

68

72

기술료(백만원)

3,768

2,574

2,209

최근 3년(2013-2015) 논문 현황
학술지 논문 게재
학술발표
국외

연도

94

2014년

구분

국내

소계

SCI

SCIE

일반
학술지

SCI

SCIE

일반
학술지

2013년

221

52

13

11

5

104

2014년

237

57

14

14

12

2015년

193

64

9

6

14

소계

총계

국외

국내

406

413

622

1,035

1,441

78

412

508

579

1,087

1,499

66

352

458

595

1,05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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