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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주요사업 위탁연구 수행기관 공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는 2018년도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내용 중 일부를 위탁
연구과제로 수행할 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께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8년 2월 9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1. 위탁연구과제
RFP No. 위탁연구 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비/년 지역 선정과제수

1 초고압 순산소 동축류 화염의 연소특성 및 메커니즘 규명 2018.01.01. ∼2018.12.31. 40백만원이내 국내 0개
2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시스템 소형 터보기계 로터다이나믹스 해석 2018.01.01. ∼2018.12.31. 50백만원이내 국내 0개
3 Piezo/PV 다채널 에너지 하베스팅 인터페이스 IC 개발 2018.01.01. ∼2018.12.31. 50백만원이내 국내 0개
4 모듈형 3상 반도체 변압기 개발 2018.01.01. ∼2018.12.31. 50백만원이내 국내 0개
5 라디칼 스캐빈저 기반의 고내구성 슬러리 첨가제 개발 2018.01.01. ∼2018.12.31. 35백만원이내 국내 0개
6 이산화탄소 전환효율 증대에 적합한 제올라이트 분리막 개발 2018.01.01. ∼2018.12.31. 45백만원이내 국내 0개
7 생물전기화학 기반 CO2 전환 미생물 분리 및 게놈 기반 in silico 대사모델 개발 2018.01.01. ∼2018.12.31. 65백만원이내 국내 0개
8 재사용 이차전지 열화 모델 개발 및 검증 2018.01.01. ∼2018.12.31. 50백만원이내 국내 0개

9 유동층용 CO2 메탄화 촉매 제조, 성형, 대량 공급 기술 개발(Development of CO2 methanation catalyst for fluidized bed (Preparation, Shaping, and Large-scale supply))
2018.01.01. ∼2018.12.31. 100백만원이내 국내/국외 0개

10
알칼라인 수전해 셀 및 스택 내 다중 유동상 해석을 위한 전기화학 모델 개발(Numerical simulation of multiphase behavior in state of the art alkaline water electrolyzer)

2018.01.01. ∼2018.12.31. 60백만원이내 국내/국외 0개

11 포트폴리오 관리 고도화를 위한 주요사업 경제성 분석 시스템 및 지침 개발 2018.01.01. ∼2018.12.31. 60백만원이내 국내 0개
12 KIER R&D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2018.01.01. ∼2018.12.31. 50백만원이내 국내 0개
13 탑다운 연구주제 후보에 대한 심층 분석 및 특허 전략 수립 2018.01.01. ∼2018.12.31. 50백만원이내 국내 0개
14 전기차 확대를 통한 재생에너지 유연성 증가 효과 분석 및 핵심 기술 확보 방안 연구 2018.01.01. ∼2018.12.31. 50백만원이내 국내 0개
15 배가스 입자포집 최적화를 위한 정전분무 특성 플랫폼 DB 구축 연구 2018.01.01. ∼2018.12.31. 50백만원이내 국내 0개
16 고효율 NOx 흡착제 개발 2018.01.01. ∼2018.12.31. 70백만원이내 국내 0개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연구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연차협약 실시)



2. 신청자격
 ∘ 국공립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학협력단 포함) ․ 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연구법인(학술단체 등),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

부서
 ∘ 연구인력·시설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법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내 연구개발전담부서 
 ∘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출자기관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02.09.(금) ~ 2018.02.27(화)
 ∘ 접수방법 : (원본) 우편 및 방문접수, (제출서류 파일) 이메일 접수
   - 마감일 17:30까지 도착분 유효 (원본 및 제출서류 파일 모두 도착에 한해 유효)
   - 접수처 : (34129)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5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사업관리실
   - 해당서류 전체 e-mail 병행 제출 (사업관리실 이상열 : 042-860-3488, e310@kier.re.kr)
 ∘ 제출서류 : 신청기관장 명의 공문(1부), 위탁사업계획서(1부), 발표자료*(1부), 사업자등록증(1부)

    *발표자료 : 자유포맷(ppt), 10분 발표 분량

3. 평가방법
 ∘ 일시 : 2018.03.06.(화) ~ 2018.03.07.(수) 예정
 ∘ 장소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본원) 예정

    *일시/장소는 연구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확정일정은 지원자에게 추후 별도 통보 예정
 ∘ 평가항목 및 배점
   - 연구의 필요성 및 타당성(30), 연차별 연구내용의 명확성(30), 추진전략의 체계성(20), 연구성과의 

명확성(20)

4. 선정방법 및 결과통보
 ∘ 평가결과 아래 기준점수를 통과한 적격자 중 최상위 과제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업무심의회에서 

최종 지원 여부 심의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구분 단독신청 경합

적격기준 종합평점 85점 이상 종합평점 80점 이상 과제중 최상위 과제
 ∘ 선정과제는 2018.03.15.(목)까지 개별 통보 예정 (연구원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6. 참고사항
 ∘ 접수된 서류 등은 반환하지 아니함
 ∘ 연구비 중 부가세 계상시 포함 금액이며, 위탁기관 판단시 부가세법 규칙 제23조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개발(신이론 방법 등에 관한 연구)에 한하는 경우 면세로 진행할 수 있음
 ∘ 신청서의 해당부분 날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로 하며, 신청서 내용 오류는 신청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
 ∘ 최종후보자로 선정된 경우, 발표평가시 검토된 보완사항에 대한 연구계획서 수정 진행

7. 첨부
 ∘ 공모과제 제안요구서(RFP)
 ∘ 위탁사업계획서 작성기준
 ∘ 위탁사업계획서 양식

□ 문의처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사업관리실
           실장 조종길(042-860-3764)
           담당 이상열(042-860-3488, e310@kier.re.kr)

□ 개별 기술별 문의처 : ‘공고과제 제안요구서(RFP)’ 문의처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