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후연구원 채용 직무기술서
모집분야

채용분야
(채용직종)

박사후
연구원

분류
체계

세부모집분야
(모집직무)

태양광 시스템
태양광 모듈 및 시스템, 모듈
신뢰성 테스트, 시스템 O&M 및

경제성 평가
○ (에너지기술개발) 에너지효율향상 연구개발/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이산
화탄소 처리 및 이용 연구개발/ 화석에너지 청정이용 연구개발/ 에너지관련
융·복합 연구개발

KIER 중점사업
분야

○ (에너지기술 보급 확산 및 중소기업 육성) 우수 에너지기술의 기술사업화 및 보급
확산/ 중소ㆍ중견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동 기술개발 및 애로기술 지원/
시험평가, 인증, 인력 양성
○ (에너지기술 정책수립) 국내·외 에너지기술 개발 동향 수집∙분석/ 에너지

교육요건
핵심책무

환경문제 대응 미래 전략기술 기획 및 정책반영 지원
학
력
박사
전
공
전기전자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신소재공학,
세부전공
전력 및 에너지시스템, 시스템 구조해석, 태양광시스템
○ 농촌형 태양광시스템 개발 및 모듈 신뢰성 확보
○ O&M 기술 적용, 농가형 태양광시스템 경제성 평가
○ 농촌형 태양전지 경량화 모듈 및 고강도 구조물 개발

직무수행내용

○ 경량화 모듈 및 시스템 내구성 확보를 위한 안정성ㆍ신뢰성 평가
○ 농촌형 태양광 보급표준 개발을 위한 경제성 평가 및 O&M 기술
○ (태양광 모듈 경량화 및 신뢰성 평가) 경량화 모듈 제조 및 신뢰성 평가

세부업무
수행내용
(task기반)

○ (경량 모듈용 구조물 개발) 구조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한 모듈 프레임 및
지지구조물 해석을 통한 연구개발 업무
○ (농촌형 태양광시스템 설계 분석) 시스템 O&M 및 효율분석을 통한 경제성
평가 업무
○ 태양광 관련 모듈 및 시스템 관련 지식

필요지식

○ 구조해석 프로그램 활용
○ 태양광 모듈 성능ㆍ안정성ㆍ신뢰성 평가 관련 지식
○ 태양광 모듈 제조의 이해 또는 경험
○ 태양광 모듈 성능의 이해 및 신뢰성 평가 기술

필요기술

○ 시스템 지지구조물 모델링 및 해석 시뮬레이션 기술
○ 시스템 경제성 평가 및 수익구조의 이해
○ 태양광시스템 및 경제성에 대한 기술적 이해도 및 연구 역량

직무수행

○ 객관적인 판단 및 꼼꼼하고 논리적인 결과 분석 태도

태도

○ 연구/지원부서 및 소속 실 동료와의 원활한 소통능력

필요자격

○ 적극적인 연구 협업 및 팀워크 수행능력
○ (필수) 최근 5년 이내 SCI 또는 SCIE 논문 주저자(교신저자) 1편 이상
(온라인 출판논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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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후연구원 채용 직무기술서
채용분야
(채용직종)

박사후
연구원

분류

모집분야
세부모집분야

실리콘 태양전지

실리콘 태양전지
(모집직무)
○ (에너지기술개발) 에너지효율향상 연구개발/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이산

체계

화탄소 처리 및 이용 연구개발/ 화석에너지 청정이용 연구개발/ 에너지관련
융·복합 연구개발

KIER 중점사업
분야

○ (에너지기술 보급 확산 및 중소기업 육성) 우수 에너지기술의 기술사업화 및 보급
확산/ 중소ㆍ중견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동 기술개발 및 애로기술 지원/
시험평가, 인증, 인력 양성
○ (에너지기술 정책수립) 국내·외 에너지기술 개발 동향 수집∙분석/ 에너지

교육요건
핵심책무

환경문제 대응 미래 전략기술 기획 및 정책반영 지원
학
력
박사
전
공
재료공학, 신소재공학, 에너지공학, 화학 등
세부전공
태양전지, 반도체 등
○ 실리콘 태양전지 구조 기술 개발 및 특성 분석
○ 실리콘 태양전지 제조 및 특성 분석

직무수행내용

○ 실리콘 태양전지 고효율화를 위한 구조 설계 및 개발
○ PERC, 양면수광형, 탠덤 구조를 포함하는 실리콘 태양전지 기술 개발
○ 실리콘 표면구조 개선, 패시베이션 기술 고도화를 통한 태양전지

세부업무

고효율 기술 개발

수행내용

○ 도핑층 개선을 위한 낮은 포화전류밀도를 갖는 도핑 기술 개발

(task기반)

○ PERC, 양면수광형, 탠덤 구조를 포함하는 실리콘 태양전지 구조 개발
및 각 단위 공정 기술 개발
○ 실리콘 태양전지 특성 평가 및 분석 관련 전문 지식

필요지식

○ 재료공학 및 신소재공학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 지식
○ 반도체 공정 기본 지식 및 태양전지 소자 관련 전문 지식
○ 실리콘 태양전지 구조 및 공정 설계 기술

필요기술

○ 실리콘 태양전지 재료 및 소자 특성 분석 기술
○ 선진 기술 동향 분석 및 연구개발 기획 능력 등
○ R&D 과제 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 등
○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호기심과 도전성이 있는 자

직무수행
태도

필요자격

○ 긍정적이고, 능동적이며, 사회성이 우수하여 협력연구수행이 가능자
○ 조직 및 시대의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위기 대처능력이 우수한자
○ 정부출연 연구원으로써의 품위와 연구윤리가 확보된 자
○ 공정성을 유지하고 고객 및 공공 민원서비스 정신이 투철한 자
○ (필수) 최근 5년 이내 SCI 또는 SCIE 논문 주저자(교신저자) 1편 이상
(온라인 출판논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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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후연구원 채용 직무기술서
채용분야
(채용직종)

박사후
연구원

분류
체계

모집분야
세부모집분야

태양전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모집직무)
제조 및 성능 분석
○ (에너지기술개발) 에너지효율향상 연구개발/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이산
화탄소 처리 및 이용 연구개발/ 화석에너지 청정이용 연구개발/ 에너지관련
융·복합 연구개발

KIER 중점사업
분야

○ (에너지기술 보급 확산 및 중소기업 육성) 우수 에너지기술의 기술사업화 및 보급
확산/ 중소ㆍ중견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동 기술개발 및 애로기술 지원/
시험평가, 인증, 인력 양성
○ (에너지기술 정책수립) 국내·외 에너지기술 개발 동향 수집∙분석/ 에너지

교육요건
핵심책무

환경문제 대응 미래 전략기술 기획 및 정책반영 지원
학
력
박사
전
공
화학공학, 재료공학, 신소재공학, 에너지공학, 화학
세부전공
태양전지, 전기화학, 물리, 화학, 신소재
○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제조
○ 태양전지 성능측정 및 성능향상을 위한 소재개발 및 분석
○ 대면적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제조를 위한 전문지식 습득

직무수행내용

○ 고효율 저비용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제조
○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제조 및 안정성 평가 분석
○ 세계 최고수준의 성능을 구현하기 위한 셀 제조기술 습득

세부업무

○ 페로브스카이트 소재 분석 및 이를 활용한 고효율 태양전지 제조

수행내용

○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제조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구조분석 및

(task기반)

박막제조 기술
○ 10*10cm2 급 이상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제조 및 성능 분석
○ 태양전지 관련 전기화학 전공 관련 지식

필요지식

○ 태양전지 특성평가 결과 해석 및 성능향상 관련지식
○ 태양전지 관련 성능ㆍ안정성ㆍ신뢰성 평가 관련 지식
○ 페로브스카이트 소재 특성 분석 및 개선 기술 지식
○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제조기술

필요기술

○ 태양전지 특성 분석 기술
○ 기타 태양전지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
○ 전기화학/태양전지에 대한 기술적 이해도 및 연구 역량

직무수행

○ 객관적인 판단 및 꼼꼼하고 논리적인 결과 분석 태도

태도

○ 연구/지원부서 및 소속 실 동료와의 원활한 소통능력

필요자격

○ 적극적인 연구 협업 및 팀워크 수행능력
○ (필수) 최근 5년 이내 SCI 또는 SCIE 논문 주저자(교신저자) 1편 이상
(온라인 출판논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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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후연구원 채용 직무기술서
채용분야
(채용직종)

박사후
연구원

분류

모집분야
세부모집분야

수전해 기술 개발

수전해 전극 및 셀 개발
(모집직무)
○ (에너지기술개발) 에너지효율향상 연구개발/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이산

체계

화탄소 처리 및 이용 연구개발/ 화석에너지 청정이용 연구개발/ 에너지관련
융·복합 연구개발

KIER 중점사업
분야

○ (에너지기술 보급 확산 및 중소기업 육성) 우수 에너지기술의 기술사업화 및 보급
확산/ 중소ㆍ중견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동 기술개발 및 애로기술 지원/
시험평가, 인증, 인력 양성
○ (에너지기술 정책수립) 국내·외 에너지기술 개발 동향 수집∙분석/ 에너지

교육요건

핵심책무

직무수행내용

환경문제 대응 미래 전략기술 기획 및 정책반영 지원
학
력
박사
전
공
화학공학, 재료공학, 신소재공학, 에너지공학, 화학
세부전공
수전해, 연료전지, 전기화학, 계면반응공학, 물리화학 등
○ 수전해 전극 및 셀 개발
○ 수전해 성능·내구성 시험 및 분석
○ 수전해 전극 및 셀 개발
○ 수전해 성능·내구성 시험 및 향상 기술 개발

세부업무

○ 수전해용 전극, 셀 개발

수행내용

○ 수전해 표준 셀 및 표준 시험 키트 개발

(task기반)

○ 수전해 성능 및 내구성 테스트 방법 개발

필요지식

필요기술

직무수행
태도

필요자격

○ 수전해/연료전지 관련 전기화학 전공 관련 지식
○ 수전해 시험 및 분석을 위한 공학적 지식
○ 수전해 전극 및 셀 제작 및 평가, 분석 기술
○ 데이터 해석 및 문서/논문 작성 기술
○ 전기화학/수전해에 대한 기술적 이해도 및 연구 역량
○ 객관적인 판단 및 꼼꼼하고 논리적인 결과 분석 태도
○ 적극적인 연구 협업 및 팀워크 수행능력
○ (필수) 최근 5년 이내 SCI 또는 SCIE 논문 주저자(교신저자) 1편 이상
(온라인 출판논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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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후연구원 채용 직무기술서
채용분야
(채용직종)

박사후
연구원

분류
체계

모집분야
세부모집분야

건물에너지·설비
인공지능 기반 건물에너지

(모집직무)
수요관리기술 개발
○ (에너지기술개발) 에너지효율향상 연구개발/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이산
화탄소 처리 및 이용 연구개발/ 화석에너지 청정이용 연구개발/ 에너지관련
융·복합 연구개발

KIER 중점사업
분야

○ (에너지기술 보급 확산 및 중소기업 육성) 우수 에너지기술의 기술사업화 및 보급
확산/ 중소ㆍ중견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동 기술개발 및 애로기술 지원/
시험평가, 인증, 인력 양성
○ (에너지기술 정책수립) 국내·외 에너지기술 개발 동향 수집∙분석/ 에너지

교육요건

환경문제 대응 미래 전략기술 기획 및 정책반영 지원
학
력
박사
전
공
건축공학, 기계공학, 전기전자
세부전공
건물에너지 모델링 & 시뮬레이션
○ 기계학습 기반의 건물에너지 수요관리기술 개발

핵심책무

○ 지능형 건물에너지 수요관리시스템 성능평가를 위한 Hardware in the
Loop Simulation 시스템 구축
○ 기계학습 기반의 건물에너지 수요예측 및 최적화 기술 개발

직무수행내용

○ 기계학습용 데이터 제너레이션을 위한 테스트 베드 건물에너지
시뮬레이션 모델 구축
○ 기계학습모델-건물에너지 시뮬레이션 모델 실시간 연계운전기술 개발
○ (건물에너지 수요예측 및 최적화 ) 기계학습 기반의 건물에너지

세부업무
수행내용
(task기반)

수요예측 및 최적화 소프트웨어 개발
○ (건물에너지 시뮬레이션 모델) 건물에너지 시뮬레이션 툴을 사용하여
건물의 외피/창호, 공조설비, 조명설비 등에 대한 상세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 (실시간 연계운전기술) 건물에너지 분야 도메인 지식을 활용하여 지능형
건물에너지 수요관리 시스템 운전 및 성능평가
○ 건축 환경 및 설비 관련 지식

필요지식
필요기술

○ 상세 건물에너지 모델링ㆍ시뮬레이션 관련 지식
○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관련 지식
○ 건물에너지 모델 구현을 위한 시뮬레이션 툴 활용 기술
○ C/C++, Python 프로그래밍 가능자 우대
○ 건물에너지 모델링 & 시뮬레이션에 대한 기술적 이해도 및 연구 역량

직무수행

○ 객관적인 판단 및 꼼꼼하고 논리적인 결과 분석 태도

태도

○ 연구/지원부서 및 소속 실 동료와의 원활한 소통능력

필요자격

○ 적극적인 연구 협업 및 팀워크 수행능력
○ (필수) 최근 5년 이내 SCI 또는 SCIE 논문 주저자(교신저자) 1편 이상
(온라인 출판논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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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후연구원 채용 직무기술서
채용분야
(채용직종)

박사후
연구원

분류
체계

모집분야
세부모집분야

전력전자
DC/DC 컨버터 및 인버터 설계,

(모집직무)
시험 및 평가
○ (에너지기술개발) 에너지효율향상 연구개발/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이산
화탄소 처리 및 이용 연구개발/ 화석에너지 청정이용 연구개발/ 에너지관련
융·복합 연구개발

KIER 중점사업
분야

○ (에너지기술 보급 확산 및 중소기업 육성) 우수 에너지기술의 기술사업화 및 보급
확산/ 중소ㆍ중견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동 기술개발 및 애로기술 지원/
시험평가, 인증, 인력 양성
○ (에너지기술 정책수립) 국내·외 에너지기술 개발 동향 수집∙분석/ 에너지

교육요건
핵심책무

직무수행내용

환경문제 대응 미래 전략기술 기획 및 정책반영 지원
학
력
박사
전
공
전기공학, 전기 및 전자공학
세부전공
전력전자, 전기기기
○ Energy Router용 전력변환장치 설계 및 구현
○ DC/DC 컨버터 및 인버터 Power Stage H/W 구현
○ Energy Router용 양방향 DC/DC 컨버터 설계 및 구현
○ Energy Router용 양방향 DC/AC 인버터 설계 및 구현
○ DC/DC 컨버터 및 인버터 시뮬레이션 모델 구현
○ 전력변환장치용 DSP 제어회로 설계 및 구현

세부업무
수행내용
(task기반)

○ 10kW급 양방향 DC/DC 컨버터 H/W 및 DSP 제어회로 구현
○ 10kW급 인버터 H/W 및 DSP 제어회로 구현
○ Energy Router Power Stage Simulation model 구현 및 시험 (PSIM or Simulink)
○ Energy Router용 전력변환장치 시험환경 구현 및 성능 평가
○ 전력변환회로 Power H/W 설계 및 구현 지식

필요지식

○ 전력변환회로 제어를 위한 DSP 설계 및 구현 지식
○ PSIM/Simulink 기반 power stage simulation model 설계 및 구현 지식
○ 전력변환회로 시험환경 구현 및 성능평가 지식
○ 양방향 DC/DC 컨버터 설계 기술

필요기술

○ 양방향 DC/AC 인버터 설계 기술
○ 전력젼환회로 제어회로 및 시험환경 구현 기술
○ 전력전자기술 이해도 및 연구 역량

직무수행

○ 객관적인 판단 및 꼼꼼하고 논리적인 결과 분석 태도

태도

○ 연구/지원부서 및 소속 실 동료와의 원활한 소통능력

필요자격

○ 적극적인 연구 협업 및 팀워크 수행능력
○ (필수) 최근 5년 이내 SCI 또는 SCIE 논문 주저자(교신저자) 1편 이상
(온라인 출판논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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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후연구원 채용 직무기술서
모집분야

채용분야
(채용직종)

박사후
연구원

분류
체계

세부모집분야
(모집직무)

중고온 열전소자 기술개발
반도체 열전소자 제작 및
공정개발 / 시스템 적용확장

기술 개발
○ (에너지기술개발) 에너지효율향상 연구개발/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이산
화탄소 처리 및 이용 연구개발/ 화석에너지 청정이용 연구개발/ 에너지관련
융·복합 연구개발

KIER 중점사업
분야

○ (에너지기술 보급 확산 및 중소기업 육성) 우수 에너지기술의 기술사업화 및 보급
확산/ 중소ㆍ중견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동 기술개발 및 애로기술 지원/
시험평가, 인증, 인력 양성
○ (에너지기술 정책수립) 국내·외 에너지기술 개발 동향 수집∙분석/ 에너지

교육요건
핵심책무

환경문제 대응 미래 전략기술 기획 및 정책반영 지원
학
력
박사
전
공
전자공학, 재료공학, 기계공학
세부전공
열전소자, 열전소재, 열전 발전 시스템
○ 중고온 열전소자 신구조 및 공정 개발
○ 중고온 열전소자 시스템확장 기초연구
○ 중고온 열전소자 계면구조 설계 및 공정 개발

직무수행내용

○ 중고온 열전소자 계면 구조 상세분석 (TEM 등)
○ 중고온 열전소자 열교환기 시스템적용 기술 개발

세부업무
수행내용
(task기반)

○ (중고온 열전소자 신구조 및 공정 개발) 스커털루다이트 열전소자
고출력화 기술 개발 및 BiTe 열전소자 고온 안정성 개선 기술 개발
○ (중고온 열전소자 시스템확장 기초연구) 중고온 열전소자 시스템 확장을
위한 열교환기 시스템 적용 및 성능 측정
○ 반도체 소재에 대한 이해

필요지식

○ 반도체 소자에 대한 이해
○ 열교환기 기본 구조 및 열기반 발전시스템에 대한 기초 이해

필요기술

직무수행
태도

필요자격

○ 소재구조 분석 경험 (SEM, TEM등)

○ 소재, 소자분야 독자적으로 실험 설계하고 연구 진행할 수 있는 능력
○ 연구 과제를이해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과 실행 능력
○ 연구/지원부서 및 소속 실 동료와의 원활한 소통능력
○ (필수) 최근 5년 이내 SCI 또는 SCIE 논문 주저자(교신저자) 1편 이상
(온라인 출판논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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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후연구원 채용 직무기술서
채용분야
(채용직종)

박사후
연구원

분류
체계

모집분야
세부모집분야

전도성 금속-유기 구조체 개발
유기합성, 금속-유기 구조체 합성

(모집직무)
및 전기화학적 응용
○ (에너지기술개발) 에너지효율향상 연구개발/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이산화탄소 처
리 및 이용 연구개발/ 화석에너지 청정이용 연구개발/ 에너지관련 융·복합 연구개발

KIER 중점사업
분야

○ (에너지기술보급확산및중소기업육성) 우수 에너지기술의 기술사업화 및 보급 확산/ 중소ㆍ
중견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동 기술개발 및 애로기술 지원/ 시험평가, 인증, 인력 양성
○ (에너지기술 정책수립) 국내·외 에너지기술 개발 동향 수집∙분석/ 에너지

교육요건
핵심책무
직무수행내용

환경문제 대응 미래 전략기술 기획 및 정책반영 지원
학
력
박사
전
공
화학, 화학공학, 재료공학, 신소재공학, 에너지공학
세부전공
유기화학, 무기화학, 전기화학, 초분자화학, 나노화학
○ 유기리간드의 설계 및 합성을 통한 전도성 금속-유기 구조체의 합성 및 분석
○ 슈퍼커패시터용 전기화학적 특성 평가
○ 유기리간드의 설계 및 합성을 통한 전도성 금속-유기 구조체의 합성 및 분석
○ 금속-유기 구조체의 전극재료 응용
○ 슈퍼커패시터용 전기화학적 특성 평가
○ Conjugated 유기리간드의 합성 및 분석

세부업무

○ 전도성 금속-유기 구조체의 합성 및 X-선 구조 분석

수행내용

○ 전극재료 합성

(task기반)

○ 슈퍼커패시터용 전기화학적 특성 평가
○ 과학적 성과에 대한 SCI 논문 작성
○ 유기합성 및 분석에 대한 지식
○ Air-free 유기화합물 합성을 위한 지식

필요지식

○ 화학물질 분석 지식 (X-ray diffraction, ESI-Mass, AFM, NMR, etc)
○ 표면적 측정 지식
○ 전기화학적 지식
○ 유기합성
○ Schlenk technique, Glove box 사용 능력

필요기술

○ X-선 구조 분석, 질량분석, NMR 분석, AFM 분석,
○ 전도성 금속-유기 구조체 합성 및 분석
○ 슈퍼커패시터용 전기화학적 특성 평가
○ 유기합성에 대한 이해도 및 연구역량

직무수행
태도

필요자격

○ 전기화학에 대한 기술적 이해도 및 연구 역량
○ 객관적인 판단 및 꼼꼼하고 논리적인 결과 분석 태도
○ 연구/지원부서 및 소속 실 동료와의 원활한 소통능력
○ 적극적인 연구 협업 및 팀워크 수행능력
○ (필수) 최근 5년 이내 SCI 또는 SCIE 논문 주저자(교신저자) 1편 이상
(온라인 출판논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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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후연구원 채용 직무기술서
채용분야
(채용직종)

박사후
연구원

분류
체계

모집분야
세부모집분야

CCUS 기술개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전환 동시

(모집직무)
반응 기술 개발
○ (에너지기술개발) 에너지효율향상 연구개발/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이산
화탄소 처리 및 이용 연구개발/ 화석에너지 청정이용 연구개발/ 에너지관련
융·복합 연구개발

KIER 중점사업
분야

○ (에너지기술 보급 확산 및 중소기업 육성) 우수 에너지기술의 기술사업화 및 보급
확산/ 중소ㆍ중견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동 기술개발 및 애로기술 지원/
시험평가, 인증, 인력 양성
○ (에너지기술 정책수립) 국내·외 에너지기술 개발 동향 수집∙분석/ 에너지

교육요건
핵심책무

직무수행내용

환경문제 대응 미래 전략기술 기획 및 정책반영 지원
학
력
박사
전
공
화학공학, 환경공학
세부전공
CCUS, 반응공학
○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전환 동시 반응 공정 개발

○ 단위 공정별 반응 해석 및 반응기 설계
○ 이산화탄소 포집/전환 동시 반응시스템 구축

세부업무

○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전환 반응 메커니즘 분석

수행내용

○ 이산화탄소 포집/전환 동시 반응시스템 설계 및 운전

(task기반)

○ 현장 연계 공정 구축 및 성능 평가

필요지식

필요기술

○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전환 관련 전공 지식
○ 반응 해석 및 공정 설계를 위한 관련 지식

○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전환 반응 해석 기술
○ 단위 반응기 설계 및 통합 공정과의 연계 기술
○ 이산화탄소 포집/전환에 대한 기술적 이해도 및 연구 역량

직무수행

○ 객관적인 판단 및 꼼꼼하고 논리적인 결과 분석 태도

태도

○ 연구/지원부서 및 소속 실 동료와의 원활한 소통능력
○ 적극적인 연구 협업 및 팀워크 수행능력

필요자격

○ (필수) 최근 5년 이내 SCI 또는 SCIE 논문 주저자(교신저자) 1편 이상
(온라인 출판논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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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후연구원 채용 직무기술서
채용분야
(채용직종)

박사후
연구원

분류

모집분야
세부모집분야

CO2 포집 기술 개발

습식 CO2 포집 실증 기술 개발
(모집직무)
○ (에너지기술개발) 에너지효율향상 연구개발/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이산

체계

화탄소 처리 및 이용 연구개발/ 화석에너지 청정이용 연구개발/ 에너지관련
융·복합 연구개발

KIER 중점사업
분야

○ (에너지기술 보급 확산 및 중소기업 육성) 우수 에너지기술의 기술사업화 및 보급
확산/ 중소ㆍ중견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동 기술개발 및 애로기술 지원/
시험평가, 인증, 인력 양성
○ (에너지기술 정책수립) 국내·외 에너지기술 개발 동향 수집∙분석/ 에너지

교육요건
핵심책무

직무수행내용

환경문제 대응 미래 전략기술 기획 및 정책반영 지원
학
력
박사
전
공
화학, 화학공학, 기계공학
세부전공
분리공정, 열역학, 공정제어, 반응공학
○ 습식 CO2 포집 실증 기술 개발
○ 저에너지 소비형 포집을 위한 혁신 CO2 포집 소재 개발
○ 태안 습식 CO2 포집 실증 설비 운전 및 운전데이터 해석
○ 혁신 CO2 포집 소재 발굴 및 성능 평가 (실험실 규모)
○ (실증 설비 운전) 태안화력발전소 내 습식 CO2 포집 실증 설비의 운전

세부업무
수행내용
(task기반)

○ (실증 운전 결과 해석) 상기 실증 운전 결과 해석을 통한 실증기술 개발
○ (혁신 소재 개발) 실험실 규모에서 혁신적인 습식 CO2 포집 소재 발굴
및 성능 평가
○ (습식 포집 소재 분석) 기기분석 (GC, IR 등)을 통한 습식 포집 소재의
유지 관리
○ 화공 단위 조작 (기체흡수, 증류 등) 전공 관련 지식

필요지식

○ 실증 운전 결과 해석을 위한 공정 모델링ㆍ시뮬레이션 관련 지식
○ 습식 CO2 포집 소재 관련 지식
○ 습식 CO2 포집 소재 관련 성능 평가 기술

필요기술

○ 화학공정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기술
○ 기상, 액상 기기 분석 기술
○ 화공 단위 조작에 대한 기술적 이해도 및 연구 역량

직무수행

○ 객관적인 판단 및 꼼꼼하고 논리적인 결과 분석 태도

태도

○ 연구/지원부서 및 소속실 동료와의 원활한 소통능력

필요자격

○ 대형 설비 운전에 대한 철저한 안전 의식 및 규정 준수 의식
○ (필수) 최근 5년 이내 SCI 또는 SCIE 논문 주저자(교신저자) 1편 이상
(온라인 출판논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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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후연구원 채용 직무기술서
채용분야
(채용직종)

박사후
연구원

분류
체계

모집분야
세부모집분야

촉매반응 시스템 개발
합성가스 전환용 촉매 합성 및

(모집직무)
성능평가
○ (에너지기술개발) 에너지효율향상 연구개발/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이산
화탄소 처리 및 이용 연구개발/ 화석에너지 청정이용 연구개발/ 에너지관련
융·복합 연구개발

KIER 중점사업
분야

○ (에너지기술 보급 확산 및 중소기업 육성) 우수 에너지기술의 기술사업화 및 보급
확산/ 중소ㆍ중견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동 기술개발 및 애로기술 지원/
시험평가, 인증, 인력 양성
○ (에너지기술 정책수립) 국내·외 에너지기술 개발 동향 수집∙분석/ 에너지

교육요건
핵심책무

환경문제 대응 미래 전략기술 기획 및 정책반영 지원
학
력
박사
전
공
화학공학, 재료공학, 공업화학, 화학
세부전공
촉매, 반응공정, 무기재료합성, 재료분석
○ 전기장 부과용 촉매 합성 및 성능평가
○ 전기장 부과 합성가스 전환용 반응기 운전
○ 합성가스 전환용 반응기 운전 및 조건 최적화

직무수행내용

○ 나노구조체 합성 연구개발
○ 개발 촉매의 반응적용 및 성능평가
○ 촉매 합성 및 분석

세부업무
수행내용
(task기반)

○ 합성가스 전환용 촉매 반응 성능 평가
- CO2, CH4 전환용 반응운전 장치 연구개발
- RWGS용 전기장 부과 반응운전 및 공정변수별 조건최적화
○ 촉매 장기안정성 확보
- 전기장 부과 방식을 도입한 CO2 전환용 촉매 합성 및 성능평가
○ 화학반응 공정에 대한 전반전 지식

필요지식

○ 촉매의 제법, 특성, 구조분석에 대한 전반적 지식
○ 화학, 재료, 화학공학 분야 관련 지식
○ 촉매를 이용한 기상반응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필요기술

○ 합성가스 전환용 반응장치 운전 기술
○ 재료분석 및 촉매합성 기술
○ 성실성 및 지속적인 긍정적 자세

직무수행
태도
필요자격

○ 창의적이고 꼼꼼한 결과 분석 태도 및 논리적인 사고방식
○ 연구/지원부서 및 소속 실 동료와의 원활한 소통능력
○ 적극적인 연구 협업 및 팀워크 수행능력
○ (필수) 최근 5년 이내 SCI 또는 SCIE 논문 주저자(교신저자) 1편 이상
(온라인 출판논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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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후연구원 채용 직무기술서
채용분야
(채용직종)

박사후
연구원

분류

모집분야
세부모집분야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산업분야 적용 집진기술 개발
(모집직무)
○ (에너지기술개발) 에너지효율향상 연구개발/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이산

체계

화탄소 처리 및 이용 연구개발/ 화석에너지 청정이용 연구개발/ 에너지관련
융·복합 연구개발

KIER 중점사업
분야

○ (에너지기술 보급 확산 및 중소기업 육성) 우수 에너지기술의 기술사업화 및 보급
확산/ 중소ㆍ중견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동 기술개발 및 애로기술 지원/
시험평가, 인증, 인력 양성
○ (에너지기술 정책수립) 국내·외 에너지기술 개발 동향 수집∙분석/ 에너지

교육요건
핵심책무

직무수행내용

세부업무
수행내용
(task기반)

환경문제 대응 미래 전략기술 기획 및 정책반영 지원
학
력
박사
전
공
기계공학, 화학공학, 환경공학
세부전공
미세먼지, 에어로졸, 집진, 대기오염제어 등
○ 미세먼지 제어기술 연구개발
○ 산업분야 적용 집진기술 및 장치 연구개발
○ 가스/공기 중 입자상 물질 거동 제어기술 연구개발
○ 미세먼지 제거기술 연구개발

○ (입자상 물질 제어기술 개발) 미세먼지, 에어로졸 제어용 집진기술 및
장치 연구개발
○ (미세먼지 제거기술 개발) 필터기술, 전기집진기술 및 싸이클론 등을
이용한 미세먼지 제거기술 연구개발
○ 기계공학, 화학공학 및 환경공학 전공 관련 지식

필요지식

○ 에너지환경분야 기본지식 및 미세먼지 제어기술
○ 에어로졸 거동제어 및 해석기술
○ 가스중 에어로졸 정제기술
○ 현안에 대한 문제도출 및 구체화 기술

필요기술

○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문제해결 기술
○ 연구개발성과 활용 기술
○ 에너지환경분야에 대한 기술적 이해도 및 연구 역량

직무수행

○ 객관적인 판단 및 꼼꼼하고 논리적인 결과 분석 태도

태도

○ 연구/지원부서 및 소속 실 동료와의 원활한 소통능력

필요자격

○ 적극적인 연구 협업 및 팀워크 수행능력
○ (필수) 최근 5년 이내 SCI 또는 SCIE 논문 주저자(교신저자) 1편 이상
(온라인 출판논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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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후연구원 채용 직무기술서
채용분야
(채용직종)

박사후
연구원

분류
체계

모집분야
세부모집분야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
리그닌 액화(lignin liquefaction),

(모집직무)
바이오오일 업그레이딩
○ (에너지기술개발) 에너지효율향상 연구개발/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이산
화탄소 처리 및 이용 연구개발/ 화석에너지 청정이용 연구개발/ 에너지관련
융·복합 연구개발

KIER 중점사업
분야

○ (에너지기술 보급 확산 및 중소기업 육성) 우수 에너지기술의 기술사업화 및 보급
확산/ 중소ㆍ중견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동 기술개발 및 애로기술 지원/
시험평가, 인증, 인력 양성
○ (에너지기술 정책수립) 국내·외 에너지기술 개발 동향 수집∙분석/ 에너지

교육요건
핵심책무

직무수행내용

환경문제 대응 미래 전략기술 기획 및 정책반영 지원
학
력
박사
전
공
화학공학, 기계공학, 화학
세부전공
바이오에너지, 반응공학 등
○ 리그닌계 바이오매스의 액화용 연속 초임계유체 반응기 운전, 해석
○ 바이오오일 업그레이딩용 연속 촉매 반응기 운전, 해석
○ 리그닌계 바이오매스의 고압 연속 투입장치 운전
○ 리그닌계 바이오매스의 연속 초임계유체 액화 반응장치 운전
○ 바이오오일의 업그레이딩 촉매 제조 및 촉매 반응장치 운전
○ 리그닌계 바이오매스의 고압 연속 투입장치 운전 최적화

세부업무
수행내용
(task기반)

○ 리그닌계 바이오매스의 연속 초임계유체 액화 반응장치 운전 최적화
○ 리그닌계 바이오매스의 액화반응용 촉매 개발
○ 바이오오일의 업그레이딩용 촉매 개발 및 촉매 반응장치 운전 최적화
○ 촉매 특성 분석
○ 반응물 및 생성물 분석
○ 리그닌계 바이오매스 및 이의 열분해 관련 지식

필요지식

○ 바이오오일의 촉매 업그레이딩 관련 지식
○ 초임계유체의 물성 관련 지식 및 고온, 고압 반응장치에 대한 지식
○ 촉매 제조 및 특성 분석 관련 지식
○ 리그닌계 바이오매스 특성 분석 기술

필요기술

○ 리그닌계 바이오매스 열분해 및 열분해유 업그레이딩 관련 기술
○ 촉매 제조 및 특성 분석 기술
○ 실험계획 및 실험수행 성실성

직무수행

○ 객관적인 판단 및 꼼꼼하고 논리적인 결과 분석 태도

태도

○ 연구/지원부서 및 소속 실 동료와의 원활한 소통능력
○ 적극적인 연구 협업 및 팀워크 수행능력

필요자격

○ (필수) 최근 5년 이내 SCI 또는 SCIE 논문 주저자(교신저자) 1편 이상
(온라인 출판논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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