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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희망분야

1. 공정 개선 및 신 공정 개발이 필요한 화학 및 에너지 제조 산업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2. 공정 운전 효율 개선 전략 수립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IoT 기술을 화학 공정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인터페이싱 기술로서, 스마트 팩토리  

   운영에 적용)

대표연구

분야



대표기술 개요 

및 개발현황

1. 공정 개선 및 개발을 위한 공정 합성 기술 연구 

2. 최적화 기법을 위한 ERP, 물류 관리, 생산 계획 의사결정 모델 개발

3. 스마트 공장 구축을 위한 IoT 기술 기반 생산 모니터링, 안전 진단, 재고 관리 기술 개발

개발 관련

시제품 사진

• 신 재생 에너지 시스템(RES) 

• 풍력, 태양력, 수력, 지열, 바이

오매스 연료 등

• 지속 가능한 인프라의 전략적 

계획을 위해 자원 추출 외에 에

너지 운송 및 분배에 이르는 에

너지 공급 사슬 설계

• 실시간 ERP 관리 및 물류 관

리 시스템 개발

• 수요 변동과 가격에 대한 불

확실성 및 변동성 고려한 동적 

운영 모델 개발

• 공정 운영, 설비 계획 및 스케

쥴링, 비즈니스 전략을 포함한 

멀티 스케일 모델링 기법 연구

• 태양빛의 원유 전환 기술(S2P)

• 태양광을 이용하여 CO2를 재

충전하고, 액체 탄화수소 연료를 

생산하는 에너지 기술

• 경제적, 친환경적인 이점



• 바이오매스의 연료 전환 기술

(B2F)의 최적화된 프레임 워크

• 바이오매스 상부 구조물(BUS)

을 이용한 새로운 바이오매스의 

연료 전환 전략의 합성 및 평가

를 위한 프레임 워크

• 공식화된 최적화 모델을 사용

하여 B2F 전략을 평가

• 시설 위치, 물류, 공급 원료 

및 제품 등과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 지원 가능

• 수소 기반 시설의 설계, 운영

• 자원 고갈과 기후 변화 등 에

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

망한 시스템

• 수소 경제 모델 개발 및 혼합 

정수 선형 계획법(MILP)을 이용

한 최적의 수소 기반 시설확인

• 지속 가능한 수소 경제 설계

특허 및 노하우

순번 출원번호 출원일 발명의 명칭

1 10-2017-0050285 2017-04-19
풍력기반 수소 공급 시스템 설계를 위한 의사결정 

컴퓨팅 시스템

2 10-1886966 2017-04-18 맞춤형 예행계획 제공 방법 및 수행 서버

3 10-2017-0045143 2017-04-07
상품구매 전략 및 공정운영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 

및 이를 수행하는 의사결정 컴퓨팅 시스템

연구 실적

1. 강화기계학습을 이용한 촉매 화학반응 시스템 모델링 및 최적 촉매 반응 시스템 설계 

방법론 개발

Ÿ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Ÿ 과제기간: 2019.06.01 ~ 2022.02.28.

2. 최적화 기법을 이용한 CO2 직접자원화 설계기술 개발 및 평가 

Ÿ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Ÿ 과제기간: 2017.09.15 ~ 2021.12.31.

3. 사례기반 플랜트 공정 및 안전 통합설계 엔지니어링 교육 시스템

Ÿ 지원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Ÿ 과제기간: 2016.10.01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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