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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 비철제련, CCS, GTL, 폐기물 에너지화 공정 등 새로운 화학공정에서 최적 설계, 경제성 분석, 공정 모델링 및 공정 개선을 통해 산업 타당성 조
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유 및 유화, 철강, SNG, 오일샌드 처리, 해수 담수화, 오염물 처리 공정 등의 기존 화학공정에서 상업화, 촉매 개발 및 성능 평가,
유틸리티 사용 최적화, 공정모사 및 해석을 통해 공정개선을 진행하고 있고 추가로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및 최소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화학공정 연구를 토대로 고유/상용 핵심 기술 개발을 수행하여 국가 엔지니어링 역량을 강화하고 이러한 기술을 현장에 응용하고 적용하는 연구를 중점적
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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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공정 모델링 및 모사
유동공정 모델링 및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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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공정데이터분석
포항 2후판 1,2가열로 에너지발란스 모델 개발
회분식 조업의 전산모사를 통한 검증
핀치기술과 생산계획 최적화를 통한 화학공장의 에너지 효율 향상
CO2 저감 및 처리기술 현황 및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이산화탄소 흡수공정 모사 및 최적 흡수제 선정
기후변화 대응 이산화탄소 기술개발 전략 및 정책
실질 경계조건 선정 모델 프로그램개발
경상북도의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소 유치 전략 및 정책 개발
내화물 생산 공정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예측 조사
CO/H2 혼합가스의 철광석 환원특성 규명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 공정 관련 기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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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모니아수를 이용한 CO2포집공정 모사기 개발
변동성을 고려한 프로세스 산업 고유 공급
사슬망의 최적 설계 및 운영
제철소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가스분리 및 MATE
고온형 SOFC 시스템 설계
제일모직 여수 사업장 에너지 절감 과제
SNNC공정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CCS공정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과제에 대한 용역
선박용 MCFC 시스템의 정적 모델 개발
MCFC 연료전지시스템 동적모델 설계 용역
설계 및 제어를 위한 고온형 연료전지 시스템의 모델 개발
선박 보조전원용 MCFC 시스템 개발
10KW급 SOFC 시스템의 정적 모델 개발 및 설계 지원
NI 습식제련 PLANT의 PROCESS CONFIGURATION
산소제조공정 모델 설계 및 시스템 개발
제철소 이산화 탄소 저감을 위한 MATERIAL FLOW 최적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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