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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Message from the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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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자동차연구원 원장 허남용입니다.

우리 한국자동차연구원은 1990년 설립 이래 자동차 관련 핵심 기술을 연구하고 부품의 신뢰성 및 인증 등  
다양한 기술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국내 중소·중견기업들과 함께 동반성장해 왔습니다.

최근 자동차 산업은 친환경차로 대표되는 전기차, 수소전기차와 함께 자율주행차로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변화 속에서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에서 생활의 공간으로 진화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 한국자동차연구원은 AI, 빅데이터를 포함한 미래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 확보와  
지역 분원을 연계한 연구 인프라 확대를 통해, R&D 뿐만 아니라 기술 트렌드 및 산업 생태계 분석 등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국내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미래기술 개발 역량 강화에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기업 경쟁력 확보 및 창업 활성화 등 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산·학·연의 협력으로 창의적 역량을  
집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외 유수 자동차 기관과의 기술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국내업체의  
성장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자동차 업계가 순항할 수 있도록 한국자동차연구원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원장    허 남 용

국내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미래기술 개발 역량 강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설립목적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의 자생력 확보와 산업육성을 위해 
정부와 업체가 힘을 모아 설립하였으며, 연구개발, 시험인증, 
교육 및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역할
전략적 핵심 기술 개발

▶   원천기술 개발
▶   고객중심 기술 개발
▶   부품업체 공통 애로 및 취약기술 개발

국가 자동차산업 기술 기획
▶   산업융합원천기술 개발사업 기획
▶   그린 산업 육성 기획
▶   지능형 자동차 산업 육성 기획
▶   신개념 1인용 운송수단 기획
▶   시장자립형 xEV 산업 육성 기획
▶   자율주행기술개발 혁신사업 기획

신뢰성 평가 및 기술 교육
▶   중소기업 200여개 사 설계 기술
▶   10년 10만 마일 보증을 위한 부품 신뢰성 체계 구축

지역 특화기술 개발
▶   대구 지능형 자동차 사업             ▶   영암 프리미엄 자동차 사업
▶   광주 친환경 자동차 사업             ▶   시흥 자동차 뿌리산업 지원 사업
▶   영광 E-모빌리티 사업

주요기능

연구개발
기술지도

신뢰성인증
고장분석

부품
성능시험

기술교육
인력양성

연구시험
시설제공

설립목적 및 주요역할과 기능
 Establishment Purpose & Main Roles & Functions



비전
 Vision 국내 자동차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R&D 역량 고도화를 통한 미래자동차 실현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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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연구원은 국내 최고의 
자동차 전문 연구기관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동차 관련 기술지원과 
신기술을 선도합니다.

2019. 12.     동남본부 설립
2019. 11.     DSRC-V2V(OBU) OmniAir 공인시험기관 지정
2018. 04.     타이어소음측정기관 지정 
2018. 02.     차로이탈경고장치 측정기관 지정
2017. 06.     르노삼성 EMC 시험소 지정
2015. 07.     GM EMC 시험소 지정
2014. 04.     현대 EMC 시험소 지정
2013. 10.     무인자율주행 자동차 경진대회 주관
2013. 03.     영상사고기록장치측정기관 지정
2013. 03.     자동차산업 발전전략포럼 주관
2012. 12.     자동차뿌리산업지원센터 설립
2012. 12.     E-모빌리티지원센터 설립
2012. 12.     프리미엄자동차지원센터 설립
2011. 12.     친환경교통기술연구센터 설립
2011. 11.     타이어에너지소비효율측정기관 지정
2011. 05.     광주전남지역본부 설립
2010. 03.     대구경북지역본부 설립
2010. 02.     그린카 전략포럼 사무국 지정

2007. 08.     전력기술개발사업지원단 지정
2004. 04.     미래형자동차사업단 운영기관 지정
2001. 07.     산업자원부 신뢰성평가센터 지정

1997. 12.     배출가스 및 소음측정기관 지정
1996. 09.     국가공인시험 · 검사기관 지정
1996. 02.     공인연비측정기관 지정

1995. 03.     연구원 준공
1990. 09.     상공부 민간 생산기술연구소 설립허가 취득

연혁
  History

혁신의 시기

발전과 도약

신뢰도 향상

연구원 설립 및 
기반 구축



452명

 53명

인력현황
 연구직 : 452명
 행정직 : 53명
 Total : 505명(박사 115명, 석사 199명, 학사 191명)

 9 본부, 17 센터, 15 실, 1 단, 2 TF, 1 부
[ 분원 ] 4본부, 11센터, 4실

분
원

인원
  Human Resource

조직도
 Organization한국자동차연구원은 자동차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성능시험 신뢰성 평가에 이르는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을 지원합니다.

연구직

행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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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무소 서울

시흥

대구

광주
영암

제조기술연구센터

전남본부
E-모빌리티연구센터

광주본부
전남본부

프리미엄자동차연구센터

대경본부

천안
한국자동차연구원 본원

창원 동남본부

원   장
윤리감사실

자율주행셔틀기술연구TF첨단기동체계사업부

첨단소재연구센터 화학소재연구센터 금속소재연구센터

프리미엄자동차연구센터 E-모빌리티연구센터 연구협력실

차량안전연구센터 차량전동화연구센터 튜닝부품연구센터 운영지원실

환경기술연구센터 소재융합연구센터 미래전장연구센터 정책사업실

지역조직지원실

대경본부

광주본부

전남본부

동남본부

제조기술연구센터

기술정책실 산업분석실 연구지원실 전략기획TF

자율협력주행연구센터 자율주행연구센터 ICT융합연구센터 AI·빅데이터연구센터

신뢰성·안전연구센터 전자기파연구센터 내구기술연구센터

전기구동연구센터 전기에너지제어연구센터 하이브리드동력연구센터 동력성능연구센터

수소모빌리티연구센터 고압연료제어연구센터 전략사업실

경영기획실 인사총무실 구매자산실

주행안전연구센터 차량플랫폼연구센터 열제어연구센터

연구전략본부

소재기술연구본부

스마트카연구본부

신뢰성연구본부

그린카연구본부

경영지원본부

융합기술연구본부

기술사업화실 대외협력실 기업협력실기업지원본부

지역지원본부

회계관리실 정보화지원실

인재교육실 시험인증지원실 인력지원사업단



| 융합시스템기술
· 주행안전제어
· 스마트 섀시
· 고효율 에너지 제어

| 친환경차기술
· 전기구동 및 전력변환
· 전기에너지제어
· 융합동력
· 연비 및 배기 성능평가
· 수소연료전지시스템

| 자율주행기술
· 자율주행부품
· 자율주행시스템
· ICT 및 AI 빅데이타 융합

주요 연구분야
Field of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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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Main Research Areas

|  첨단소재기술
· 신소재 원천기술
· 고경량, 고기능, 친환경 소재기술
· 미래차용 융복합 소재기술

| 신뢰성향상기술
· 신뢰성, 안전향상
· 전자파
· 내구성 향상



본원 소개
Introduction of Headquarter

스마트카연구본부
Smart Car Research Division 16

그린카연구본부
Eco-friendly Vehicle R&D Division 20

융합기술연구본부
Convergence Technology R&D Division 24

소재기술연구본부
Materials Technology R&D Division 26

신뢰성연구본부
Reliability R&D Division 28

Introduction of 
Headquarter



스마트카연구본부
Smart Car Research Division

스마트카연구본부는 기계 중심의 자동차 기술에 전기전자, 정보통신, 지능제어 등의 기술을 융복합하여 
고안전성, 고편의성, 고연결성을 극대화하는 스마트카 원천기술을 연구 개발합니다.

자율협력주행연구센터
Cooperative Automated Vehicle Research Center

주변차량 및 노변인프라와 연계한 모빌리티 서비스 자율 
차량 협력제어와 자율협력 시스템/HW/SW 기능안전, 
MBD-HiLS/EiLS 기반 제어시뮬레이션 및 사고회피
시스템, 상용차 군집주행을 연구하는 센터입니다.

자율주행연구센터
Automated Driving Systems Research Center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신뢰성 향상과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센서융합, 경로계획, 제어 요소기술과 시스템 
통합기술, 시스템 레벨 안전성 향상, VILS/T-Car 기반 시스템 
평가, UX/UI 설계 및 사용성 평가, HMI기반 모니터링 등 
자율주행기술을 개발하는 전문 연구센터입니다.

본원 소개

자율협력주행은 차량탑재 센서(레이더, 
라이다, 카메라 등)와 V2X 통신 (차량- 
보행자-도로인프라 연계) 정보를 융합
하여 보다 안전한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기술로, 레벨3 이상 고레벨 자율주행 
조기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 자율협력 
주행 차량 기술개발, 대형버스용 자율 
주행 핵심부품 및 시스템 개발 총괄, 국가 
기술/법제도 구축 참여, 국제표준 개발 
등 C-ITS와 연계한 자율협력주행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으며, 가상통합 개발 
환경기반 자율협력주행 핵심부품 연계 
시뮬레이션, 시스템설계, ECU 검증 
(HILS),실차 검증(VTHILS) 등 종합적인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특히 세계적  
수준의 VTHILS 기반을 활용하여 사고 
위험이 높은 능동안전시스템 및 기능 
안전(ISO26262) 관련한 설계 및 검증 
기술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율협력주행연구센터 대표 기술     자율협력주행 및 가상환경 기반 능동제어  기술

|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차량과 도로인프라 연계 시스템 구성  |

|  가상통합 실차 개발환경인 50m급 VTHILS  |
(VehicleTraffic Hardware-In-the-Loop Simulation, 세계 2개인 시설)

자율주행연구센터 대표 기술    자율주행 제어시스템 및 HMI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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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상황 정보를 활용하여 자율주행차를 
제어하고 탑승자-시스템간 인터랙션을 
연구하는 기술로서 자율주행 시스템 요구 
사양 정의 및 시스템 설계/통합, 인간  
중심의 HMI 기술 등 관련 전문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차량플랫폼 개발, 
자동차전용도로/도심로 자율주행시스템 
및 전기차 기반 국산 자율셔틀 개발 주관 
등 미래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을 선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유일의 환경 
챔버형 가상현실 자율주행 시뮬레이터
를 구축하여 HMI 제품의 설계-구현-평가 
검증 전주기 상용화 지원체계를 확보 
하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및 운전자 인적 
요인, 운전제어권, UX/UI 설계, 사용성  
평가 등 미래차 인간중심 융복합 연구 
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   자율주행 시스템 설계 및 개발   | |   환경챔버형 주행시뮬레이터   |
(DILS : Driver In Loop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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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카연구본부

본원 소개

가변형 프레임카(소형부터 대형 SUV) 및 
실도로 광원을 모사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장비. 이를 활용하여  차량 환경센서(영상,
레이더, 라이다 등)기반 융합기술 개발, 주행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AI-딥러닝 기술에 대한 
평가 및 검증, AI 학습에 필요한 주행 환경 
데이터를 구축 등을 제공하여 자율주행 센서 
융합 및 평가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스마트화, 친환경화는 차량 내 부품의 전동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장부품의 임베디드시스템 설계 및 통합  
기술/평가 차량용 E/E(Electric/Electronic) 아키텍처 최적화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차량기술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고정밀 연속측위 및 응용서비스 기술, 실내외 3차원 공간정보(HD-Map, LDM 등) 및 ICT 연계 기술, V2X 통신모듈 인증 평가 등의 기술을 연구
하는 ICT융합 전문 연구센터입니다.

ICT융합연구센터 대표 기술     임베디드 시스템 및 고정밀맵/측위 기술

AI빅데이터연구센터 대표 기술      센서 융합 및 평가 기술

ICT융합연구센터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Research Center

차량의 스마트화, 친환경화는 차량 내 부품의 전동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장부품의 
임베디드시스템 설계 및 통합 기술, 차량용 E/E 아키텍처 
최적화 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자율주행차량기술에 
있어서는 고정밀 연속측위 및 응용서비스 기술, 실내외 
3차원 공간정보(HD-Map, LDM 등) 및 ICT 연계 기술, 
V2X 통신모듈 인증 평가 등의 기술을 연구하는 센터입니다.

시뮬레이션-실차 기반 V2X 통신 성능/표준 검증 및 평가 기술

인버터평가 분산충전평가 통신보안평가

회로시뮬레이션기술

SW/HW 구현기술

고정밀 연속 측위 및 매핑 기술

|   차량용 임베디드 모듈HW/SW 개발   | | 시뮬레이션 및 성능 평가 시스템 개발 |

차량용 임베디드 시스템 설계 및 ICT 융복합 기술

| 측위 및 맵핑 기술 |
AI-빅데이터연구센터 
AI-Bigdata Research Center

차량 환경센서(영상, 레이더, 라이다 등)를 활용한 인간 
수준 인지예측 기술, V2X 통신 및 클라우드 기반 AI-빅 
데이터 응용기술, 오픈코어 기반 차량용 SoC 기술, 스마트 
Car-Talk 서비스 콘텐츠 설계/통합/평가를 연구하는 전문 
연구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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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연구본부
Eco-friendly Vehicle R&D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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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 연구본부는 친환경차의 핵심 부품 및 시스템의 국산화, 고성능화 및 융합 신기술을 선도하는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기구동 및 전력변환 기술, 전기에너지제어 기술, 융합동력 기술, 연비/배기 성능평가 기술,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 등을 선도 
하고 있습니다.

xEV용 충전기, 컨버터 등의 에너지 변환
기술, BMS를 포함한 에너지저장시스템 
평가기술, Battery HILS를 활용한 실차 
운전환경에서의 성능 검증기술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실도로 차량 주행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융합 동력시스템(엔진
+전기)의 부품과 차량 성능 개발을 위한 
통합적인 설계·해석·제어·평가 프로 
세스의 ONE-STOP 연구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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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구동연구센터
Electric Powertrain R&D Center

xEV 용 전기구동 및 전력·전장 부품 설계 및 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미래형 친환경 전력기반 차량시스템 및 핵심
부품 공용화 기술 연구개발 및 국내외 표준화 기술을 선도
하는 전문 연구센터입니다.

전기에너지제어연구센터
Electrical Energy Control R&D Center

xEV 용 에너지 저장/전력 변환 시스템 기술을 기반으로 
미래형첨단 자동차 핵심 전력 저장/관리 및 변환 시스템의 
연구개발을선도하는 전문 연구센터입니다.

하이브리드동력연구센터
Advanced Powertrain R&D Center

융합 동력시스템(전기+엔진)의 핵심부품과 차량시스템 
개발을 위한 설계/해석/제어/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기반 
인프라와 응용 기술을 보유한 전문 연구센터입니다.

성능/고신뢰성을 요구하는 차량용 구동 
및 전장모터의 파라미터를 추출/분석 
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어기 및 인버터 
H/W 및 제어로직 S/W를 개발하여 시스템 
적용 후 평가 검증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기구동연구센터 대표기술     전기구동 및 전장모터 파라미터 기반 최적 제어로직 개발 기술

전기에너지제어연구센터 대표기술     xEV용 에너지 변환 및 저장 기술

하이브리드동력연구센터 대표기술     실도로 빅데이터 기반 융합 동력시스템 개발 기술

본원 소개



듀얼 및 48V 전기히터 해석 및 성능평가 타이어 회전저항 성능평가 실증연구

그린카연구본부

본원 소개

동력성능연구센터 
Powertrain Efficiency R&D Center

친환경 대체연료엔진/자동차의 제어 및 평가 기반의 
핵심기술 개발, On/Off-Road 배출가스 성능 최적화, 
배출가스/타이어 인증 표준화 개발을 선도하는 전문 
연구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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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friendly Vehicle 
R&D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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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차량 뿐 아니라, 표준화된 연비/
배출가스 성능 평가 방법이 없는 신개념 
차량(PHEV, ReEV, HEV, CDV 등) 및  
대형차량에 대한 최적화된 평가 방안  
개발, 평가 시스템 구축 및 운용 그리고 
종합적 결과 해석을 통한 시스템 개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력성능연구센터 대표기술     배기/연비 성능 평가 기술



운전자의 부하를 줄이고 탑승자의 편의성
을 증대하기 위한 DVI(Driver-Vehicle 
Interaction) DB 기반의 차량 제어 및 
평가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탑승객 열쾌적성과 자동차 연비 향상을 
위해 부품 및 시스템간의 상호 열 에너지 
이동을 최적화 할 수 있는 부품/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 동역학, 구조 및 내구해석, 실차  
주행 DB를 기반으로 하는 섀시 설계 
기술과 주행시험, 시험실내 성능시험  
등을 통해 섀시시스템의 성능 및 내구  
신뢰성을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플랫폼연구센터 대표 기술      스마트 섀시 시스템 설계 및 평가 기술  

주행안전연구센터 대표 기술      운전자 친화적인 차량제어 및 평가 기술 

열제어연구센터 대표 기술      자동차 열관리 핵심 부품 설계 및 시스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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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기술연구본부
Convergence Technology R&D Division

융합기술연구본부는 차량 - 운전자 중심의 안전 및 고효율화를 위한 주행 플랫폼 기술을 연구하는 본부입니다.

차량플랫폼연구센터
Vehicle Platform R&D Division

차량플랫폼연구센터는 차량 경량화 및 안전 기술 가상 
환경에서의 섀시 플랫폼 해석기술, 차량 동력학기반의  
제어 및 기능안전성 기술, 구동계 및 섀시부품 내구 모드 
개발 및 수명 예측 기술, 내구 하중 재현 기술을 연구하는 
센터입니다. 

주행안전연구센터
Driving Safety R&D Center

주행안전연구센터는 운전자 친화적인 주행안전기술 
확보를 목표로 주행안전 및 동력전달 시스템 설계 및 
평가기술, 차량 및 섀시 부품 상태 모니터링 기술, 경량화 
설계 및 수동안전 기술, 운전자-차량 인터랙션 기반의 
차량 제어 개인화 기술을 연구하는 센터입니다.

열제어연구센터
Thermal Management R&D Center

열제어연구센터는 탑승객의 열쾌적성과 연비향상을 
목표로, 차량 열에너지의 통합 관리 및 시스템 효율개선을  
위한 열유체 부품 및 시스템 기술을 연구하는 센터입니다.

본원 소개

|  열관리 부품 설계/해석  |

|  배기폐열 회수 부품 설계/해석  | |  배기가스 모사 장비  |

|  열유체 환경 모사장비  |

+

+

공조 시스템 성능개선기술

연비향상  폐열회수 시스템 기술  

|  열관리 부품 설계/해석  |

|  건설기계 폐열회수 기술  ||  내연기관 냉시동 성능개선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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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캡슐 기술을 적용하여 미래형 
자동차의 경량화를 통한 고효율화 및 
승객 편의성 향상 가능한 고기능화  
소재·부품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용 구조재의 경량화를 위한 Du-
plex 고인성 알루미늄 합금 설계 기술과 
제품 구현을 위한 주조-전신재 양방향 
대응 경량 알루미늄 소재 제조 및 성형 
공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안정성과 편의성 향상 위한  
열 및 전자기파 제어 첨단소재 개발과 
부품 응용 가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
니다. 

첨단소재연구센터 대표 기술       열 및 전자기파 제어 첨단소재 개발 및 부품화 기술  

화학소재연구센터 대표 기술       스마트 발포 소재 적용 경량 및 기능성 부품 제조 기술

금속소재연구센터 대표 기술       고강도 경량 알루미늄 합금 설계 및 제조 기술

KO
REA AU

TO
M

O
TIVE TECH

N
O

LO
G

Y IN
STITU

TE        26    27

소재기술연구본부
Materials Technology R&D Division

소재기술연구본부는 미래형 자동차 핵심기술 구현을 위한 소재-공정-부품 연계 원천 및 융합기술을 연구하는 본부입니다.

첨단소재연구센터
Advanced Mateirals R&D Center

첨단소재연구센터는 미래 자동차의 혁신을 위한 소재 원천 
기술, 응용기술, 공정기술을 위하여 인간 친화형 스마트
소재, ICT융복합소재, 고효율 에너지소재, 친환경 바이오 
소재, 극미세 구조제어 소재 등의 고부가가치 부품화 기술을 
연구하는 센터입니다. 

화학소재연구센터
Chemical Materials R&D Center

화학소재연구센터는 미래형 자동차의 기능 구현과 승객의 
편의성 및 감성 혁신 기술 확보를 목표로 전장·전자 소재, 
디스플레이·광학·조명 소재와 구조 성능 향상을 위한 화학 
기반 융복합 소재 원천 기술 및 부품화 응용 기술을 연구
하는 센터입니다.

금속소재연구센터 
Metallic Materials R&D Center

금속소재연구센터는 미래형 자동차를 구성하는 차체, 
섀시 및 전동화 핵심부품의 경량화, 고기능화, 고내구화를 
위해 신합금 설계/제조기술, 스마트 제조공정기술, 실차
주행데이터 기반 부품별 최적화된 소재 응용기술을 연구
하는 센터입니다.

본원 소개

|  동일 조성 주조-전신 적용Duplex화 기술  |

|  환경성/경제성 동반 향상 소재기술  |

주조(다이캐스팅) 전신(압출, 압연)

특성 구현 범위
-강도: 260~600 MPa
-연신: 6~40%

자동차 전동화 부품 응용 기술

자동차 경량화 부품 응용 기술

자동차 기능성 향상 부품 응용 기술

자동차 차체 부품 응용 기술

|  매트릭스 수지 및 필러 특성 제어 및 복합화 기술  |

|  모터 하우징  | |  자율차용 ECU  |

전자기파제어 소재 부품 응용 기술

|  배터리 하우징  |

|  경량 크래쉬 패드  |

|  온도 유지 내장 부품  |

|  전기차용 전력 반도체  |

|  차량 실내 경량 에어덕트  |

|  스크래치 복원 내장 부품  |

열제어 소재 부품 응용 기술

|  열전도성 복합소재 적용 부품 열 흐름 예측 및 분석  |

Terminal or Electrical 
Pathway

|  열팽창 코어를 적용한 스마트 발포 캡슐  |

|  기능성 코어를 적용한 스마트 기능성 캡슐  |

|  자동차 부품 하우징류  |

|  자동차 차체 및 충격흡수 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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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개발품에 대해 잠재 고장모드를  
분석하고 가속수명시험 설계를 통해  
필드수명을 예측하고, 필드 고장 부품
에 대한 근본 원인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실차 기반에서 고장을 재현하는 기술로, 
설계 개선의 솔루션 및 신뢰성 향상기술
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뢰성안전연구센터 대표 기술      수명예측 및 고장재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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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연구본부
Reliability R&D Division

신뢰성연구본부는 자동차분야의 신뢰성 평가, 전자파 평가인증 등 공인시험 업무와 자동차 부품의 가속수명예측 및 
고장분석재현 기술연구, 최적 전자기파 환경 연구, 건전성 모니터링 및 상태진단 기술연구, 시스템 안전성 연구 등을 수행합니다.

신뢰성안전연구센터
Reliability Safety R&D Center

신뢰성안전연구센터는 다양한 신뢰성 시험평가와 함께 
가속시험설계 및 수명 예측, 필드 고장품의 고장원인 분석 
및 재현, 신뢰성목표에 근거한 Spec. 개발 등 자동차 
완성차 및 부품사의 신뢰성 향상 기술을 지원하는 전문 
연구센터입니다.

전자기파연구센터
EMI/EMC R&D Center

전자기파연구센터는 친환경 자동차 및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전장부품에 대한 최적 EMC 설계 및 대응방안을 연구
하며, 또한 인체유해성(EMF), 무선전력전송(WPT), V2X 
통신 안테나 성능 연구 및 미래형 자동차의 EMX 기술을 
연구하는 특화된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센터입니다.

내구기술연구센터 
Durability Technology R&D Center

내구기술연구센터는 차량 시스템의 내구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실차 및 부품 시험평가 기술, 강도 및 내구도 시뮬 
레이션 기술, 건전성 모니터링 및 진단예지 기술, 자원순환 
재제조 기술, 국방 기동체계를 연구하는 센터입니다.

본원 소개

전자파 대책 설계 및 국내외 자동차 전장 
EMC 설계/대책/인증 지원을 제공하며, 
인체유해성(EMF), 무선전력전송(WPT)
과 무선통신(RF)의 Total Solution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보유
하고 있으며 최적 EMX 환경 연구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전자기파연구센터 대표 기술        EMX(EMC, EMF, EMP) 및 무선통선기술(RF, WPT) 대응기술

•  Failure Analysis 
    : Radiation 
    : Conduction 
•  

•  Design Review 
   : Design Revision  
   : Robust Design 
•  
   : Circuit   
   : PCB 

Target  
Module 

DUT 

Electric Power/L
oader 

Full assessment of EMI/EMC 

Electric 
Source Electric  

Load 

 Circuit Analysis 
 PCB Analysis 
 Electric Field Analysis 

Support of circuit design 
(using simulation tools)  

Failure Analysis 

Support of debugging 

• High voltage components for Green car 
• Analysis system for biological effects of EMFs 
• OTA Chamber for V2X 
•  EMC LRP Certification of KATECH 
    - KOLAS(ISO 17025), HKMC, GM, RTK, SMC 

EMX 대응기술 프로세스   

Adjustment  

Failure Mechanism 

시스템으로부터 상태정보 데이터를 획득
하여 이상진단 및 수명예측 알고리즘을 
통해 학습시킨 후 실시간으로 시스템의 
이상여부를 진단하고 잔여수명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구기술연구센터 대표 기술        건전성 모니터링 및 상태진단 기술  

Open source + numerical 
Analysis + optimization 

Algorithms for 
Diagnosis and Prognosis

Algorithm

Data acquisition, Data Interface 
Data management 
Remove outlier & error data 
Data Dimension reduction 
Selection of importance features 

Algorithms for 
Data Pre-processing

(B
i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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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원 소개
Introduction of Regional Branches

대경본부  
Daegu-Gyeongbuk Regional Division 32

광주본부  
Gwangju  Regional Division 34

전남본부  
Jeonnam Regional Division 36

동남본부
Dongnam Regional Division 38

제조기술연구센터  
Manufacturing Technology R&D Center 38

Introduction of 
Regional Branches



친환경 차량용 전동 시스템 및 전력변환 
시스템의 성능해석·최적화 설계기술과 
평가검증 기술을 기반으로 차량 부품  
전동화 관련 전기·전자 특화기술 및 
NVH 최적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안전 요소부품/제어기 설계 및 평가 
기술을 이용한 차량/운전자/보행자 사고 
회피, 사고경감, 예방안전, 운전지원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특히 자율주행 실도로 실증기술과 차량/ 
타이어/브레이크 연계 특화기술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차량안전연구센터 대표 기술        자율주행 실도로 실증 및 카바타(Car-Vatar) 기술  

차량전동화연구센터 대표 기술        xEV 전기구동시스템 설계 및 최적화 기술 

튜닝부품연구센터 대표 기술        자동차 튜닝부품 설계 및 성능평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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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본부
Daegu-Gyeongbuk Regional Division

대경본부는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및 자동차 튜닝부품의 핵심모듈 부품에 대한 
연구와 대경지역 자동차부품기업의 기술지원 및 공동 연구개발을 수행합니다.

차량안전연구센터
Vehicle Safety R&D Center

차량안전연구센터는 차량안전 요소부품/제어기 설계 및 
평가 기술을 이용한 차량/운전자/보행자 사고 회피, 사고
경감, 예방안전, 운전지원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특히 자율주행 실도로 실증 기술과 차량/타이어/
브레이크 연계 특화기술을 보유한 전문 연구센터입니다.

차량전동화연구센터
Vehicle Electrification R&D Center

친환경 차량용 전기구동 시스템 및 전력변환 시스템의  
성능해석・최적설계・평가검증 기술을 개발하고, 차량용 
핵심 부품의 진동・소음 특성 분석 및 NVH 성능을 최적화
하는 등 차량 부품 전동화 관련 특화 기술 및 소음・진동 
응용 기술을 보유한 전문 연구센터입니다.

튜닝부품연구센터
Auto Tuning Parts R&D Center

튜닝부품연구센터는 파워업/퍼포먼스업/드레스업 튜닝
부품 설계 및 성능 평가를 수행하고, 주행 환경 기반 실차 
신뢰성/내구 평가 및 연비 평가 기술을 연구하는 센터입니다.

분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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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실도로 실증 기술

웹 기반 카바타/O2O 기술

|  다물체 차량동역학 기반 요소부품 설계 및 실차기반 성능 검증 기술  | |  카바타 서비스 플랫폼 기술  |

|  자율주행차 실도로 실증 기술  |

|  O2O 서비스 플랫폼 기술  |

|  자율주행 데이터 분석 기술  ||  지능형 차량안전 제어기 설계 및 자율차 평가 기술  |

|  전동기 설계해석 및 성능 검증 기술  | |  전력변환시스템 설계 및 검증 기술  |

파워업/퍼포먼스업/드레스업 튜닝부품 
설계 및 성능 평가를 수행하고, 차량용 
부품 및 실차평가를 위한 핵심부품 평가, 
주행 환경 기반 실차 신뢰성/내구 평가, 
연비 평가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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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
Gwangju  Regional Division

광주본부는 친환경(수소·전기) 자동차 핵심(파워트레인, 전장)부품 및 경량 
소재부품 기술개발을 연구하고 있으며, 지역 부품기업의 시험평가 및 인증, 
기술지원 및 인력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분원 소개

미래전장연구센터
Automative Electronics R&D Center

미래자동차 핵심전장부품의 안전성 및 건전성을 확보
하기위한 고장예지 및 수명예측, 강건성 향상 기술을 개발
하며 전장 부품의 고질적인 주요 고장 원인인 마모/부식에 
대한 검증 시험법 개발 및 표준화, 설계 개선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센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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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연구센터
Green Energy System Research Center

친환경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기술개발을 위한 설계/ 
해석/성능시험/내구성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실증을 
통해 안전성 및 환경 개선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센터입니다.

소재융합연구센터
Multi-Material Research Center

자동차 부품 경량화의 핵심 기반 요소기술인 고정밀 소재 
물성특성 분석, 경량 소재부품 고정도 수치해석 기법,  
고강도 이종소재 접합 및 부품구조/성형공정 최적설계 
관련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연구센터 입니다.

고장예지 및 수명예측, 건전성 향상기술을 
개발하며 전장부품의 주요 고장원인인  
마모/부식에 대한 검증 시험법 개발 및  
표준화, 설계 개선과 관련된 장비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래전장연구센터  대표 기술        미래차 핵심전장부품 안전성 및 건전성 확보 기술

친환경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부품 설계/
해석/시험평가 장비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소전주기 제품 실증이 가능한 
전용 테스트베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술연구센터 대표 기술        친환경차 및 충전인프라 연구 개발 및 실증

경량소재 고급 기초물성 분석 및 수치
해석 기법도출을 기반으로 차체섀시 부품 
구조/성형공정 최적설계 기술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소재융합연구센터 대표 기술        차체섀시 부품 경량화 설계해석 기술



전남본부
Jeonnam Regional Division

프리미엄자동차연구센터
Premium Vehicle R&D Center

자동차 관련 기초 소재부터 시스템 단위의 전주기적인 
연구를 하고 있으며, 특히,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을 활용한 
고속 실차 평가 등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고성능 자동차 
부품 및 튜닝부품 개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e-모빌리티연구센터
e-Mobility R&D Center

미래 교통 환경의 한 축인 e-모빌리티(초소형 전기차, 
전기이륜차,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의 핵심부품 및 신개념 
이동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새로운 교통문화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분원 소개

전라남도의 미래먹거리인 e-모빌리티 및 튜닝 관련 기술개발 및 
관련된 다양한 지역사업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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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모빌리티의 사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공학적 설계 기술 및 동역학/충돌 
해석을 통한 모빌리티 성능 해석 평가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성능/튜닝 부품에 대한 단품·모듈  
평가를 바탕으로 자동차 관련 기초 소재
부터 시스템 단위의 전주기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자동차연구센터 대표 기술        고성능 부품 해석·평가기술 

e-모빌리티연구센터 대표 기술        디자인 및 해석 평가기술

고속 실차 기반 신뢰시험 평가 기술

차량 동역학 모델링 기술 

|  소재 개발/물성평가/해석을 통한 검증 기술  |

|  단품 및 모듈 평가기술  |

|  차량 동역학 해석 및 실차레벨 검증 기술  |

|  인간공학적 실내외 UX 분석 기술  |

|  모빌리티 충돌 안전 성능 해석 평가  |

|  승차감 해석 모델  |

|  4륜 Micro-모빌리티   |

|  승차감 분석 시험  |

|  다물체 동역학 및 실시간 차량모델 개발 기술  |

|  핵심부품 및 차량 성능 해석 평가 기술  |

Micro-모빌리티 해석 평가 기술

승차감 부품 영향도 분석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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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시스템 제어 기술

고압 연료시스템 평가 기술

|  천연가스 엔진의 실험기반/물리적모델 결합 및 검증기술  |

|  700bar급  2단 전자식 수소레귤레이터의 제어기술  |

|  수소관련 부품 해석 및 성능평가  |

|  Co-Simulation을 통한  모델기반 Calibration 및 시험자동화  |

|  수소전기차  |

|  고압연료시스템 평가기술  |

동남본부는 수소 모빌리티와 고압연료제어 관련 분야의 핵심기술연구와 
동남권 자동차부품기업의 기술지원 및 공동 연구개발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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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본부
 Dongnam Regional Division

고압연료제어연구센터
Fuel Management System R&D Center

고압화되어 가고 있는 수소연료전지 및 내연기관 연료 
시스템 핵심부품에 대하여 CAE기법을 이용한 설계 
최적화와 시스템 제어 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다양한 테스트베드와 차량적용을  통해 기술 
검증을 지원하는 연구센터입니다. 

제조기술연구센터
Manufacturing Technology R&D Center

제조기술연구센터는 IoT를 이용한 스마트 제조 및 해석/
평가 기술을 기반으로 3D 프린팅 적용 부품 및 공정개발 
기술, 제조로봇 현장적용을 위한 표준화 기술,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구성부품의 성능 및 안전성 확보 최적화 
기술을 연구하는 센터입니다.

분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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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3D 프린팅 
기술의 산업현장 적용 확대 위한 전처리
(설계/해석), 후처리 개선방안 연구 수행 
및 적용 가능 부품/공정 기술 개발 

제조기술연구센터 대표 기술        3D 프린팅 기술을 융합한 부품 및 공정개발  

|  소재특성 분석 및 공정개발을 통한 제조시스템 개발  |

| 설계/해석 기반 자동차부품 제조방안 연구 |

|  주형설계 최적화  |

|  T/M CASE  | <Turbine Impeller  |

|  3D프린팅 제조시스템  |

3D 프린팅 제조공정 시스템 개발

3D프린팅 공정기술 생산현장 도입

고압연료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측모델 및 시스템 제어 기술과 
차량 적용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압연료제어연구센터 대표 기술      고압 연료시스템 제어·검증기술   

차세대 수소전기차용 고 출력밀도 연료
전지 스택 구현을 위해 단위 셀 당 2V를 
발현하는 듀얼셀 분리판을 설계하는  
기술과 연료전지 부품 품질 향상 및  
내구성 확보를 위한 전해질막 검사 및  
가속 활성화 기술(기존대비 1/3 시간단축) 
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소.모빌리티연구센터 대표기술     수소전기자동차용 차세대 고성능 금속분리판 설계 기술 

수소모빌리티연구센터
Hydrogen Fuel Cell Mobility R&D Center

수소전기차의 연료전지 스택을 포함한 연료전지시스템,  
수소저장장치 등의 부품 설계와 제어기술, 그리고 이를 
이용한 수소모빌리티 적용기술 확보를 연구하는 전문 
연구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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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전기자동차용 스택 |

| 차세대 듀얼셀 분리판 |

| 공기공급계 | | 수소공급계 | | 열 및 물관리계 |

| 전해질막 검사 Protocol || 가속활성화 기술 |



개발성과
Accomplishment of Technology Development

Accomplishment of 
Technology Development 

•  xEV용 배터리 HILS 시스템 42
•  Heavy Duty Hybrid System 핵심 부품 및 시스템 통합제어 기술
•  전기버스 휠모터 일체형 전기구동시스템 제어 및 평가 기술

•  도로인프라 협력형 트럭군집주행(Truck Platooning) 기술 개발 42
•  보행자 보호를 위한 자동긴급제동시스템(AEBS) 기술 개발
•  전기차 기반 국산 자율셔틀 기술 개발

•  건설기계 페열회수 시스템 기술 개발 43
•  레벨 3 자율주행차 인적요인(Human Factor) 필드 데이터 수집용 실차 플랫폼
•  멀티노즐 이용 자동 풍량 보정이 가능한 이동식 풍량계 개발
•  상용차용 연비 및 기능 향상을 위한 전동보조형 압축시스템 및 통합 제어기 개발
•  승용차용 섀시 코너 모듈

•  Electric Drive Vehicles Benchmark 기반 핵심 부품 설계 정보 구출 기술 45
•  Partial Foaming 기술 적용 Cockpit Module
•  박막재료 표면 미세구조 제어 및 Tribology 기술
•  셀룰로오스 나노복합소재 제조기술
•  자동차용 유리대체 경량 글레이징
•  차세대 차량용 경량합금 설계 및 부품화 기술
•  헤드램프 모듈용 플라스틱 신소재 기술

•  고장 메커니즘 기반 가속시험법 개발 47
•  10리터급 상용 엔진 친환경자원순환 재제조 기술 
•  ISO 11452-9 전자파 국제 표준 평가 기술 확보
•  전투차량용 유기압현수장치 신뢰성 향상 기술

•  웹 기반 카바타/O2O 서비스 플랫폼 개발 48
•  자율주행 실도로 실증(FOT) 기술 개발
•  친환경 차량용 주요 시스템 전동화 기술 개발

• 고온/고속 소재물성 분석 및 해석연계 기술 49
• 수소융합에너지 실증센터 구축 및 수소충전소 핵심부품 평가 지원
• 차량 탑재형 수소충전소 종합성능 및 안전 평가장비 개발 기술
• 차체 부품단위 정동강성 평가기술

• 1-2인용 스마트 모빌리티 디자인 개발 51
• Vertical 특성을 고려한 전용 타이어 모델 개발(승차감/휠내구 평가용)
• 미래 이동수단 사용자 경험랩 증진 기반구축
• 복합축 휠 내구시험 하중 프로그램 개발
• 자동차 부품 시험 기관 지정을 통한 인증 체계 확립 
• 장비 활용 샤시 부품(휠/타이어/제동) 고속 성능 평가
• 초소형 전기차 산업 및 서비스 육성 실증지원
• 초소형전기차 등 국가 공인인증시험평가기술 

•  연료전지 금속분리판 Carbon Film 코팅 기술  53
•  연료전지 스택용 다공성 분리판 기술 개발

• 금속부품용 Sand mold 적층 제조시스템 개발 53

그린카
연구본부

스마트카
연구본부

융합기술
연구본부

소재기술
연구본부

신뢰성
연구본부

대경본부

광주본부

전남본부

제조기술
연구센터

동남본부



개발성과 Acomplishment of technology Development

Heavy Duty Hybrid System 핵심 부품 및 시스템 통합제어 기술
국내 최초 청정연료(CNG) 엔진 기반 패러렐 및 시리즈 타입의 
대형 하이브리드 동력시스템 동시 개발

- 패러렐 타입 하이브리드 동력시스템 핵심 부품 및 시스템 기술
- 시리즈 타입 하이브리드 동력시스템 핵심 부품 및 시스템 기술
- 대형 하이브리드 동력시스템 설계 및 통합제어 원천기술
- Test-bed HILS 기반 동력 성능 및 통합제어 성능 최적화 기술
- 패러렐 타입 CNG 하이브리드 시내버스 상용화 완료

| 하이브리드동력연구센터 | 
문의 : 김덕진(센터장) / (041)559-3297 · djkim@katech.re.kr

전기버스 휠모터 일체형 전기구동시스템 제어 및 평가 기술
국내 최초 대형 전기버스 전용 후륜 독립 구동형 휠모터 전기
구동시스템 개발을 위한 제어 및 성능 평가 기술

- 고효율/고출력 휠모터 최적설계 및 제어 기술
- 휠모터 구동시스템 적용 차량 제어 기술
- Test-bed HILS 기술을 이용한 구동 성능 최적화 기술
- 개발기업 대형버스 전기구동시스템 공용화 및 상용화 완료

| 하이브리드동력연구센터 | 
문의 : 김덕진(센터장) / (041)559-3297 · djkim@katech.re.kr

도로인프라 협력형 트럭군집주행(Truck Platooning) 기술 개발
도로상황 및 군집대상 차량 정보를 활용한 V2X 안전주행 서비스와 연계한 
Traffic Simulation 환경과 혼류 상황의 군집주행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군집주행의 안전성과 연비효율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

- 환경 인지 센서와 트럭차량 플랫폼 모델링 기술
- 정밀맵을 적용한 실주행과 유사한 도로 생성 기술
- V2X 메시지 기반 안전서비스 모델 구현 기술
- 군집차량의 주행환경 가상화 시뮬레이션 기술
- 군집주행 제어기 설계 및 검증 기술 
- 군집주행 시나리오 기반 실시간 평가 환경구축
- 센터 LDM고 HIL 시뮬레이터 연동 기술

| 자율협력주행연구센터 |
문의 : 정기윤(책임) / (041)559-3169  · kyjeong@katech.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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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V용 배터리 HILS 시스템
xEV용 대용량 배터리시스템의 설계/검증을 위한 Battery HILS시스템 개발

-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유일의 Battery HILS 시스템 구축
- xEV용 고전압 전원체계 설계 및 검증 활용
- 차량 및 시스템 모델링 확대를 통한 해당 배터리시스템의 확대 
  적용배터리시스템 이외의 비선형 특성을 갖는 시스템의 H/W 
  인터페이스를통한 xEV 시뮬레이션 기술의 업그레이드 도모
- xEV용 대용량 에너지 저장시스템의 차량 적용성 검증기간 단축

| 전기에너지제어연구센터 | 
문의 : 송현식(책임) / (041)559-3172ㆍhssong@katech.re.kr

보행자 보호를 위한 
자동긴급제동시스템(AEBS) 기술 개발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를 융합한 전방 센서 융합 기술과 보행자의 
위치 추적 기술을 기반으로 한 위험 상황 판단을 기반으로 한 
자동긴급제동시스템 기술 개발 및 실도로 시험을 통한 오작동 대응 기술 확보

-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간 이종센서 융합 기술
- 보행자 위치 추적 및 이동 예측 기술
- 자차 상태정보를 기반으로 한 경로 예측 기술
- 보행자와 자차의 사고 위험 판단 기술
- 시뮬레이션기반 AEBS 로직 설계 및 검증 기술 
- 보행자 AEB EuroNCAP 시험 환경 구축
- 실도로 센서 융합 및 판단 강건성 확보 기술

| 자율협력주행연구센터 |
문의 : 이혁기(책임) / (041)559-3171 · hlee@katech.re.kr

전기차 기반 국산 자율셔틀 기술 개발
국내 자율주행 부품의 성능·신뢰성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구동기반 
자율셔틀 플랫폼 및 자율주행 시스템, HMI연계 탑승자 및 주변 이용자 대상 
정보제공·위험경고 알림 서비스 기술 개발과 이를 통한 시범 주행 실시

- EV 셔틀기반 자율주행 인지·판단·제어 시스템 기술
- 자율주행 국산 센서·부품 설치 및 평가
- 탑승객 정보제공/인터랙션 고려 미래형 In-Vehicle Display 기술
- 외부 차량 및 보행자 대상 자율셔틀 운행정보 및 컨텐츠 제공 기술
   (디스플레이, 초지향성 스피커)
- 자율셔틀 모니터링 및 제어를 위한 운영자 HMI 기술 
- 자율셔틀 시범주행 테스트

| 자율주행연구센터 |
문의 : 김문식(센터장) / (041)559-3099 ㆍ mskim@katech.re.kr

건설기계 폐열회수 시스템 기술 개발
건설기계의 대표적 장비인 굴삭기의 배기가스, 엔진 냉각수, HF의 폐
열을 증기 사이클(Rankine Cycle) 방식으로 회수하여 전기에너지
로 재생하는 기술 

- 시스템 레이아웃 및 사이클 설계 기술 개발
- 폐열회수용 열교환기 설계/해석/평가 기술 개발
   (배기가스 30 kW 회수, 냉각수 65 kW 회수, HF 19 kW 회수)
- 제너레이터 일체형 팽창기 설계/해석/평가 기술 개발 (효율 80%)
- 랭킨 사이클 폐열 회수 시스템 굴삭기 적용 및 평가 기술 개발
   (재생 에너지 10 kW, 연비 10% 향상)

| 열제어연구센터 |
문의 : 허형석(수석) / (041)559-3351 ·hsheo@katech.re.kr



개발성과

멀티노즐 이용 자동 풍량 보정이 가능한 
이동식 풍량계 개발
풍량 오차가 적은 이동식 풍량계 개발

- 멀티노즐을 이용한 이동식 풍량계 개발
- 노즐 선택을 위한 실린더 제어 기술 개발
- 풍량계 내부 유동 해석 기술 개발
- 실린더 구조 및 위치에 따른 유동 흐름 분석
- 멀티노즐 이동식 풍량계 풍량오차 ±2% 만족
- 3D 프린팅을 이용한 제작성 향상
- 공압을 이용한 실린더 제어 및 전자파 성능 확보
- 풍량계 내부 유동 해석 기술 확보

| 열제어연구센터 |
문의 : 임택규(선임) / (041)559-3261 〮 tklim@katech.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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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omplishment of technology Development

레벨 3 자율주행차 인적요인(Human Factor) 
필드 데이터 수집용 실차 플랫폼
자율주행자동차(Level.3)가 필드 주행 중에 발생하는 운전자, 차량, 도로환경의 
다양한 상태 및 인적 요인(운전준비도, 제어권 전환시 반응, 전환 후 안정화 상태 등)을 
연구할 수 있는 실차 플랫폼을 개발

- 실차 플랫폼에 대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취득 (국토교통부, 2019. 7.)
- 일반인 대상 실차시험에 대한 IRB 심의 승인 (DGIST 생명윤리위원회, 2019. 10.)
- 레벨 3 자율주행차 제어권 전환에 대한 일반인 인적요인 Data-set 구축
    ·일반인 20~70대 운전자 120명, 총 주행거리 약 14,000km 주행 시험
    · 이벤트 Case 약 1,400건, 데이터 용량 1.5TB
-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기준 제정활동을 위한 인적요인 연구기반을 제공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과 운전자 및 탑승자의 수용성 향상을 위한 연구에 활용 

| 주행안전연구센터 |
문의 : 이영석(책임) / (041)559-3345 〮 yslee@katech.re.kr

상용차용 연비 및 기능 향상을 위한 
전동보조형 압축시스템 및 통합 제어기 개발
상용차용 하이브리드 냉방시스템 기술개발

- 전동보조형 압축시스템 적용 및 통합 제어기 개발
- 냉방부하 변동 및 운전자 모드 변경에 따른 
   전동식 압축기 보조적용을 통한 연비 및 상품성 향상
- 배터리 최적 제어를 통한 전동식 압축기 운전 시간 확보 및 
   인버터/컨버터 일체형 시스템 개발
- 하이브리드 냉방시스템 시제품 제작 및 실차 적용
- 실차 운전조건에서의 성능 확인 완료
- 타타대우 트럭에 Option 적용

| 열제어연구센터 |
문의 : 이호성(책임) / (041)559-3094 〮 leehs@katech.re.kr

승용차용 섀시 코너 모듈
고성능 승용차용 섀시 코너모듈의 독자 기술 개발 및 상용화 기술 개발

- 수출형 차량 적용 고성능 섀시코너모듈 개발
- 섀시코너모듈 최적화 : 경량화율 10% 달성
- Virtual Testing 기술 적용
- 가속내구모드 적용 내구 신뢰성 평가기술 개발
- 섀시코너모듈 시험 평가방법 표준화
- 승용차용 섀시코너모듈 수출 계약 (미국 Big3, 14.5억불)

| 차량플랫폼연구센터 |
문의 : 김대성(센터장) / (041)559-3122 〮 dskim@katech.re.kr

Partial Foaming 기술 적용 Cockpit Module
상품성·생산성이 향상된 Partial Forming 공법을 적용한 Cockpit Module 개발

- 소프트판넬과 하드판넬의 장점 융합 기술
- 다양한 디자인 자유도 확보 및 고급감 실현
- 2 Tone & Embo 적용으로 감성품질 향상
- 기존 공법 대비 발포 탈형 시간 단축(15% 단축)
- 진공 성형 실시에 따른 Cycle Time (20% 단축)
- 원가 절감 10% 달성(재료 weight 절감, cost 절감)

| 화학소재연구센터 |
문의 : 하진욱(센터장) / (041)559-3206 〮 juha@katech.re.kr

박막재료 표면 미세구조 제어 및 Tribology 기술
가혹한 환경 하에서 원재료의 표면 보호와 단열, 방열 및 저소음, 무윤활, 
내마모 등 기능성 부여가 가능한 코팅 및 표면처리 공정, 부품화 기술개발  

- 엔진동력계 및 미션 부품의 내구성능 및 품질·효율 향상을 위한 박막코팅 기술 
- 기능성 박막 코팅에 대한 표면 및 계면의 미세구조 제어 기술
- 차량 및 항공 고출력 엔진 냉각손실 저감용 복합 세라믹 박막재료 기술
- 무급유·자기윤활·저소음·내마모성 베어링 코팅 기술
- 습식/ 건식 Surface Texturing 기술
- 차량 엔진동력, 미션, 에어컨 부품 등 마찰·마모 환경의 노출되는 부품에 적용
  (엔진피스톤, 링, 엔진블럭, 라이너, 미션 기어, 클러치, 각종 베어링류, BUSH 등)

| 첨단소재연구센터 |
문의 : 최현주(책임)/041-559-3174 〮 hchoi@katech.re.kr 

Electric Drive Vehicles Benchmark 기반 핵심 부품 설계 정보 구축 기술
부품의 소재, 성능 분석을 통한 신기술 개발 방향 결정

- 선진차량의 주행성능 평가 및 시스템 단위 기술 정보 지원
- 주행이력 확인 차량 성능 열화도 분석을 통한 기술정보 지원
- 선진차량 부품 분석 및 정보 공유를 위한 데이터센터 그린넷
   (http://greenet.katech.re.kr) 운영   

| 금속소재연구센터 |
문의 : 김동옥(센터장) / (041)559-3134 〮 dokim@katech.re.kr



개발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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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omplishment of technology Development

자동차용 유리대체 경량 글레이징
- 자동차 유리의 경량 글레이징 대체 시 부품기준 35% 이상의 경량화
- 연비절감 15% 이상, CO2 35만 톤 감축 가능(중형차 1만 대 기준)
- 글레이징용 투명 고분자 소재 기술
- 내스크레치성, 내환경성, 내오염성 등의 하드코팅 기술
- 경량 소재의 차량 적용성을 위한 성능 시험 및 환경시험
- 디자인 자유도가 높고 전복사고 시 승객의 2차 사고 방지
- 자동차 소비층의 변화로 감성 및 안전성에 대한 요구특성이 강화됨
- 자동차 산업환경의 변화로 에너지 절감을 위한 경량화 및 기능화
- 2019년 IEA-AMT ANNEX 11 주제 선정

| 첨단소재연구센터 |
문의 : 오미혜(수석) / (041)559-3088 〮 mhoh@katech.re.kr

셀룰로오스 나노복합소재 제조기술
고생산성 비식량계 원료 기반 셀룰로오스 나노 섬유 및 
천연물 함유 고분자 복합화 기술

- 물리적 공정을 이용한 셀룰로오스 나노섬유 제조 기술
- 셀룰로오스 나노섬유 복합화 공정 기술
- 천연섬유의 소수화 처리 기술 및 복합소재 분산성 향상 기술
- 높은 함량(30~50wt%)의 천연섬유를 포함한 복합소재 제조/성형 기술
- 리그닌을 활용한 고분자소재의 연소성 향상 기술
- 무기계 보강재 대비 낮은 비중(1.4~1.5g/㎤)으로 제품기준 10~15% 경량화 및 원가절감
- 천연물 기반 소재적용으로 자동차 내장부품의 재활용률 향상 및 CO2 절감
- 사출 성형성 확보를 통한 적용 부품 군 및 디자인 자유도 확대

| 첨단소재연구센터 |
문의 : 윤주호(센터장) / (041)559-3159 〮 jhyun@katech.re.kr

차세대 차량용 경량합금 설계 및 부품화 기술
자동차 경량화를 위한 주조/전신용 고강성 알루미늄 합금 소재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공정기술 및 부품화 기술을 개발

- 압출성이 향상된 고항복강도 Al 합금 소재
- 고성형성/고강도 판재용 Al 합금 소재
- 주조/전신재 겸용 Duplex Al 합금 소재
- 관재 직접 압출 시 Seam line 제어 공정 기술 
- Al 합금 소재 적용 차체/구동 부품화 기술 

| 소재공정연구센터 |
문의 : 김동옥(센터장) / (041)559-3134· dokim@katech.re.kr

헤드램프 모듈용 플라스틱 신소재 기술
고강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신소재 개발을 통한 
자동차용 헤드램프 경량화 기술

- 헤드램프 프로젝션 모듈 프레임용 Low Out Gas PPS 소재 기술(세계최초) 
- 헤드램프 베젤용 성형성 개선 고유동 PBT 소재 기술
- 헤드램프 프로젝션 모듈 30% 경량화(Al 대비)
- 헤드램프 베젤 10% 경량화(기존 PBT 대비)
- 현대기아자동차 중형급 승용차 및 SUV 양산 적용

| 화학소재연구센터 |
문의 : 이평찬(책임)/041-559-3206 〮 pclee@katech.re.kr 

|  Low Outgas PPS  |

|  프로젝션 모듈 프레임  | |  10% 경량 박육 베젤  |

고장 메커니즘 기반 가속시험법 개발
자동차 전장품에 대한 고장물리 기반의 고장 메커니즘 분석과 
신뢰성 목표에 근거한 가속시험법 개발

- 제품의 설계 구조에 기반한 고장모드 분석 및 설계적 취약점 분석
- 필드 클레임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고장 발생 경향성 및 개선효과 분석
- 고장물리에 근거한 고장 메커니즘 분석 및 고장재현 평가기법 개발
- 실차 가혹조건을 고려한 가속모델 정립 및 가속시험법 개발
- 신뢰성 데이터의 통계적 분석을 통한 필드vs시험 정합성 분석
- 신뢰성 목표 기반 신뢰성 기준(Spec.) 개발 및 원리해설서 정립
- 내환경/내진동/내구수명 등 신뢰성 인프라 활용한 시험평가 지원
- 미래차 부품의 설계 취약점 분석 및 가속수명시험법 개발 지원 
- 필드 고질고장에 대한 고장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지원
- 기업 내 신뢰성 평가기준(DV/PV Spec.)의 사내표준화 지원 
   
| 신뢰성·안전연구센터 |
문의 : 박상욱(센터장) / (041)559-3306 〮 swpark@katech.re.kr

10리터급 상용 엔진 친환경자원순환 재제조 기술
사용 후 상용 디젤 엔진(10리터급)의 핵심부품 재제조 상용화 기술개발

- 재제조 성능복원 기술개발 연구
    ·레이저 클래딩 및 Wire-feeding 클래딩 공정 개발
    ·핵심부품 변형 교정 및 수명향상 기술 적용
- 친환경 세척기술, 고장분석기술, 분해/조립기술 연구
- 사용 후 핵심부품 재제조 성능복원을 통한 성능 및 신뢰성 확보
    ·실린더헤드/블록, 크랭크샤프트, 워터펌프, 플라이휠커버, ECU 등
- 신품 동등 성능 확보
    ·최대 출력/토크 100%, 연료소모 97%, 배기성능 100%이상
- 재제조 엔진 내구 신뢰성 150시간 확보, 실차 내구성 5만km 확보

| 내구기술연구센터 |
문의 : 강종수(센터장) / (041)559-3264 · kangjs@katech.re.kr



개발성과

ISO 11452-9 전자파 국제 표준 평가 기술 확보
ISO 11452-9 전자파 국제표준 평가용 안테나 국산화 개발 및 국제표준에 채택

- 포터블기기 내성 평가 국제규격(ISO 115452-9) 및 
   국내외 OEM 요구조건에 부합한 안테나 국산화 개발
    ·국내 최초 개발된 안테나 5종 국제 표준에 채택
       (ISO 11452-9 2nd Ed. Annex C.5 Folded dipole antenna)
    ·표준화: 국제기고서 1건, KS표준 검토 1건, 국제표준 채택 1건
    ·논문 2건: 국내 2017 전자파학회, 해외 ISAP 2018 
    ·국내 학회 기고문 2건: 한국전자파학회 특별지(2019.01), 전기학회 기획시리즈(2019.04)
    ·특허 출원 1건: 소형 다이폴 안테나(10-2018-0054411)
    ·국내 부품사 대상 기술교육 매년 실시

| 전자기파연구센터 |
문의 : 김은하(센터장) / (041)559-3175 · ehkim@katech.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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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omplishment of technology Development

전투차량용 유기압현수장치 신뢰성 향상 기술
軍 사용조건 기반 유기압현수장치(HSU) 신뢰성 평가기준 개발 및 검증

- 설계/공정/평가 고장분석을 통한 가공/검사 공정개선
- 실차 내구시험을 통한 평가기준 설정 및 검증
- 내환경 시험을 통한 신뢰성 확보
- 설계요소 최적화를 통한 시험방법 개발
- 도장공정 개선을 통하여 KS D 9502 (96시간)만족
- 코팅 최적화를 통해 피스톤 및 씰링 작동내구 향상 
    ·B10 수명 6,000 cycle 확보
- 환경내구성 향상  : 기존 150 hr → 200 hr 확보
- 유기압현수장치 가속내구시험법 개발 
    ·B10수명  32,000km 확보
 
| 내구기술연구센터 |
문의 : 강종수(센터장) / (041)559-3264 · kangjs@katech.re.kr

웹 기반 카바타/O2O 서비스 플랫폼 개발
온라인 가상환경에서 수요자 목적에 맞는 차량부품 정보제공, 차량 성능
(가속, 제동, 핸들링, 연비, 승차감, 진동, 내구) 확인, 차량부품 개발환경 지원이 
가능한 웹 기반 서비스

- 대상차종 6종, 차종별 부품 10종 이상 제원/형상/물성/특성 DB 구축
- 가속, 제동, 핸들링, 연비, 승차감, 진동, 내구 성능 해석 결과 제공
   (3D 다물체동역학 기반 성능지표 제시)
- 차량 성능에 따른 최적 부품 추천 서비스 구축
- 차량부품 시공사, 이용자 데이터 수집 및 온라인 역경매 플랫폼 구축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연계 및 O2O 플랫폼과 쇼핑몰 연계 서비스 구축
- 특허권 : 3D 스캔 데이터를 사용한 차량 튜닝 시뮬레이션 방법 등 12건
- 저작권 : 3차원 스캐닝 기반 지(G)80 차량의 하드포인트 데이터베이스 등 12건
- 수상 내역 : 웹어워드 코리아 2016/2017 전문정보분야 우수상 (카바타), 
   인터넷에코어워드 - 2019 기술혁신 대상(카바타 O2O-자동차 튜닝 O2O 웹 플랫폼) 및 
   자동차분야 대상(웹 기반 가상튜닝 서비스, 카바타) 

| 대경본부 차량안전연구센터 |
문의 : 권성진(센터장) / (053) 719-7831 〮 sjkwon@katech.re.kr

자율주행 실도로 실증(FOT) 기술 개발
FESTA 방법론 기반의 자율주행 실도로 실증(FOT)을 통한 
데이터 확보 및 분석 결과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

- FESTA 방법론 기반으로 FOT 준비(Preparing), 데이터 수집(Data Acquisition),  
   수집 데이터 분석(Analyzing)으로 구분된 V 사이클을 접목한 자율주행 실도로 
   실증 프로세스 구축
- 다양한 차종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실도로 실증을 통한 분석 유효데이터 선정
- FOT 시나리오별 데이터 분석(도로, 시나리오, 운전자 개입으로 구분)
- 총 5,000km 이상의 주행 데이터 확보 및 총 1,367개의 이벤트 중 
   109의 위험상황 이벤트 데이터베이스 확보
- 자율주행 실도로 실증 특허 출원 : 5건
- 자율주행 실도로 데이터베이스 등록 : 4건
- 자율주행 실도로 실증 저작권 등록 : 10건

| 대경본부 차량안전연구센터 |
문의 : 권성진(센터장) / (053) 719-7831 〮 sjkwon@katech.re.kr

친환경 차량용 주요 시스템 전동화 기술 개발
친환경 차량용 전기구동시스템(Electric Power Train) 및 
핵심부품 최적 설계/제어 기술 개발

- 160kW급 고급형 전기자동차용 6상 동기전동기 타입 구동시스템 개발
- 250kW급 전기버스 구동용 인휠 시스템 개발 및 평가기술
- 10kW 이상 급 전력변환기기 회로 토폴로지 설계/손실 해석 및 검증시험
- 125cc급 hybrid 전기 이륜차 구동용 인버터 설계 및 제작
- 소형 전동화 차량기반 가상소음 발생장치 개발 및 실차 검증 기술
- 전기구동시스템 진동/소음 및 내구 신뢰성 검증 기술

| 대경본부 차량전동화연구센터 |
문의 : 김규식(센터장)/(053)719-7871 · kimks@katech.re.kr

고온/고속 소재물성 분석 및 해석연계 기술
경량소재의 충돌해석을 위한 고속 물성 평가 및 
고분자 수지의 고온/습윤 조건에서의 고속 물성평가를 통한 
고급 해석기초데이터 확보기술 개발

- 충돌 및 고속성형 조건 구현을 위한 소재단위 고속 평가기술 개발
- 변형율 속도 유지를 위한 Open Loop 제어기술 적용
- 고분자소재 고온 및 습윤조건 고속재료시험 기술개발
- 접합시편 전단/인장 조건 고속 접합특성 평가기술 개발
- 고속카메라 기반 DIC 기법 적용을 통한 변형율 분석기술 개발
- 소재/부품/접합시편 시험을 위한 지그 설계기술 확보
- 초경량 재료 고속물성 DB구축 및 해석 모델 개발

| 광주본부 소재융합연구센터 |
문의 : 송종호(센터장) / (062)960-9260 · jhsong@katech.re.kr



개발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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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omplishment of technology Development

수소융합에너지 실증센터 구축 및 
수소충전소 핵심부품 평가 지원
한국형 수소융합스테이션 표준모델 제시를 위해 수소차·전기차 
융합스테이션용 국산화 부품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Test-bed를 
구축하여 수소차·전기차 대상 실증평가 기술 확보

- 수소차, 전기차 병행충전이 가능한 HECS 및 운영/관리 기술 개발
- 융합충전소 주요 부품 국산화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실증
- 국내/외 충전소 관련 개발부품의 적용/실증이 가능한 통합형 테스트베드 개발
- 충전소 이용 환경 분석을 통한 융합충전소 운영 모델 개발
- 수소누출 감지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그리드, 태양광, 수전해 등 연계 기술 개발

| 광주본부 환경기술연구센터 |
문의 : 정길성(센터장) / (062)960-9230 · gsjung@katech.re.kr

차량 탑재형 수소충전소 종합성능 및 
안전 평가장비 개발 기술
국제 충전 프로토콜(J2601) 기반의 
수소충전소 종합성능 / 안전 평가기술 및 기준 개발

- J2601을 만족하는 유량 가변형 수소충전 시스템 개발
- 수소충전소 열역학적 표준모델 개발 및 검증 기술
- J2601 프로토콜 검증 및 독자모델 개발
- 평가시스템 화재폭발 안전확보를 위한 실증기술 개발
- 수소충전소 성능 및 안전평가 기준개발
- 평가시스템 이동체 설계 기술 개발
- 평가시스템 안전관리 O&M 기술 개발
- 국내 수소 충전소 대상 현장평가를 통한 실증

| 광주본부 환경기술연구센터 |
문의 : 정길성(센터장) / (062)960-9230 · gsjung@katech.re.kr

차체 부품단위 정동강성 평가기술
차체 굽힘/비틀림 정강성 평가 및 고유진동수 등 
동강성 측정기술 개발을 바탕으로한 부품단위 평가기술 개발

- 차체 BIW 단위 굽힘/비틀림 정강성 평가기술 및 장비 개발
- 차체 BIW 단위 동강성 평가기술 개발
- 차체/샤시 부품단위 정동강성 평가기술 개발
- 부품 공진주파수 및 공진점 분석기술
- 부품 강성평가기술 기반 고강성 초경량 부품기술 개발

| 광주본부 소재융합연구센터 |
문의 : 송종호(센터장) / (062)960-9260 · jhsong@katech.re.kr

1-2인용 스마트 모빌리티 디자인 개발
신개념 모듈형 디자인을 적용한 1-2인용 스마트 모빌리티 
디자인 및 ICT 기반 UI 개발

- 1-2인승 전동 운송기기 관련 법 제도 현황 분석 및 제안
- 모듈형 스마트 모빌리티 프레임 구조 및 강도 해석
- 사물 인터넷(IoT) 기반 ICT 연계기술 개발
- 공통 UI(User Interface) 플랫폼 아키텍쳐 사용성 평가 및 피드백

| E-모빌리티연구센터 |
문의 : 나종관(센터장) / (061)350-3402 · ckrah@katech.re.kr

Vertical 특성을 고려한 
전용 타이어 모델 개발(승차감/휠내구 평가용)
승차감 및 휠 내구 평가를 위한 전용 타이어 해석 모델 개발

- Vertical 특성을 고려한 간단한 해석을 위한 전용 타이어 모델 개발
- 해석 결과 분석 및 실제 모델과 비교

| 프리미엄자동차연구센터 |
문의 : 정성필(책임) / (061)813-3036 · spjung@katech.re.kr

미래 이동수단 사용자 경험랩 증진 기반구축
사용자 경험(UX) 중심의 新개념 미래 이동수단의 디자인 및 시제품 개발 지원 체계 구축

- 미래 이동수단 사용자 경험랩 건축
- 미래 이동수단 실내외 사용자 경험 검증체계 구축
- 중소·중견기업 디자인 지원 프로세스 구축
- 미래 이동수단 시제품 제작 지원체계 구축
- 중소·중견기업 사업화 지원 및 시장출시 지원체계 구축

| E-모빌리티연구센터 |
문의 : 나종관(센터장) / (061)350-3402 · ckrah@katech.re.kr

복합축 휠 내구시험 하중 프로그램 개발
필드 및 실차 내구시험을 만족할 수 있는 복합축 휠 내구시험 독자모드 개발 

- 복합축 휠 내구시험 기준모드 개발
- 복합축 휠 내구모드 타차종 확장
- 개발한 기준모드를 이용하여 휠 내구 영향도 비교
- 복합축 휠 내구 기준모드의 유럽 현지 복합축 시험장비 상관성 비교 
- 재현 및 개선안 검증

| 프리미엄자동차연구센터 |
문의 : 심경석(책임) / (061)813-3031 · kssim@katech.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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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omplishment of technology Development

초소형전기차 산업 및 서비스 육성 실증지원
국내 초소형전기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초소형 전기차 실증 운영 지원

-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수집 단말기 등 실증 인프라 구축
- 이동 서비스 별 실증 데이터 수집/분석
- 피드백 R&D를 통한 차량 개선 및 서비스 모델 고도화 지원
- 실증 빅데이터 기반 현행 법제도 문제점 분석 및 개선안 도출

| E-모빌리티연구센터 |
문의 : 나종관(센터장) / (061)350-3402 · ckrah@katech.re.kr

장비 활용 샤시 부품(휠/타이어/제동) 고속 성능 평가
KIC 주행조건을 고려한 초고속 부품 성능(내구) 평가 모드 개발 

- KIC 고속 주행을 통한 차량 극한 성능 평가
- F1 서킷 활용 부품 가속 내구 시험법 개발 
- 장비 활용 부품 가속 내구 시험법 검증

| 프리미엄자동차연구센터 |
문의 : 정성필(책임) / (061)813-3036 · spjung@katech.re.kr

초소형전기차 등 국가 공인인증시험평가기술
초소형전기차와 전기이륜차의 환경부, 국토부 공인인증시험평가 
환경부 공인시험기관 지정 및 우정사업본부 초소형 전기차 시험평가기관

- 초소형전기차, 전기이륜차 공인인증시험평가
    ·제동능력시험
    ·가속제어장치 복귀능력시험
    ·조향성능시험
    ·속도계 시험
    ·고전원전기장치 안전성 시험
    ·전자파 적합성 시험

| E-모빌리티연구센터 |
문의 : 나종관(센터장) / (061)350-3402 · ckrah@katech.re.kr

금속부품용 Sand mold 적층 제조시스템 개발
기존 금속부품 제조공정의 최적화 및 설계 자유도 향상을 위한 
3D 프린팅 적층 제조시스템 개발

- 유동·응고해석을 활용한 3D프린팅용 Casting Design 기술 
 - Sand Mold 품질향상을 위한 Mold wash Coating기술 
 - 생산현장 도입을 통한 상용화 공정기술 개발
 - 제조품질 확보(Surface roughness,  Rz 80 ㎛↓)

| 시흥 제조기술연구센터 |
문의 : 양정직(센터장) / 031-365-5571

자동차 부품 시험 기관 지정을 통한 인증 체계 확립
KOLAS 공인인증시험평가 기관 지정 / 튜닝부품인증제 시험평가 기관 지정 /
E-mark 상호 인정

| 프리미엄자동차연구센터 |
문의 : 이태희(센터장) / (061)813-3021 · thlee@katech.re.kr

- KOLAS 시험기관 지정
    ·타이어 (ECE-R30 (Annex 7), 
        ECE-R54 (Annex 7))
    ·휠 (ECE-R124 (Annex 6, 7))
    ·쇽업 소버 (KS R 4019
- 튜닝부품인증제 시험기관 지정
    ·휠, 브레이크 디스크, 브레이크 캘리퍼, 
        소스펜션 스트럿, 스테빌라이저 바 

- TUV SUD 상호인정
    ·브레이크 패드, 휠 
- Q마크 시험기관 지정
    ·브레이크 패드, 브레이크 디스크,  
        브레이크 캘리퍼, 쇽업소버, 휠, 
        터보차저, 머플러, 파워킷 
- KC 인증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타이어 내구

연료전지 금속분리판 Carbon Film 코팅 기술 
국내 최초로 수소전기차용 금속분리판의 전기절연성 
carbon film(C-fil)의 도체화 및 나노표면처리 기술 개발

- 고가의 귀금속 표면처리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 확보
- 금속분리판의 귀금속 표면처리 기술대비 가격 저감(1/5 수준) 
- Low cost 표면처리 기술로 강산, 강염기, 산화조건의 부품에 적용 가능
- 금속분리판 개발에 필요한 전기전도도, 내식성 등의 분석기법 확립)

| 동남본부 수소모빌리티연구센터 | 
문의 : 구영모(센터장) / (041)559-3160ㆍ jwchung@katech.re.kr

연료전지 스택용 다공성 분리판 기술 개발
채널형 유로디자인에서 독자적인 다공성 분리판
(3D-fine mesh) 설계기술 확보

- 수소전기차용 3D-fine mesh 분리판 기술 개발
- 300㎠ 면적의 다공성 금속분리판 성형공법 개발
- 성형해석기술을 활용하여 성형정밀도가 설계치의 ±20.0㎛ 만족하는 기술 확보
- 다공성 분리판의 물성, 성능 및 내구성 확보 기술 개발

| 동남본부 수소모빌리티연구센터 |
문의 : 김명환(책임) / (041)559-3156 · kimmh@katech.re.kr

|  채널형 유로에서 독자적인 3D-fine mesh 설계기술 확보  |

|  다양의 종류의 유로설계  | |  대면적 스택 검증  |



현장기술지도 및 지원

- 현장 애로기술 해결 및 품질관리 지도
- 시험장비 및 설비의 업계 공동 활용
- 업계 애로기술 상호 연계 지원
- 시작품 지원 및 각종 시험 JIG 제작·시편 가공
- 실차주행 환경의 전자파 평가 지원

공인인증 지원

- 연구부서 지원을 포함한 자동차 관련 부품의 시험검사 분석
- 공인기관자격 및 시험검사업무 관리 운영-KOLAS 유지, 관리, 
   시험성적서의 발급 및 관리
- 시험검사장비 교정 등 관리
- 시제품 가공 지원
- 시험의뢰 접수, 관리 및 분석
- 시험인증 및 관련 기술지도
- 장비 유지관리 및 관련 부품의 시험검사 분석

규격 표준화 품질향상 지원

- 자동차 부품 분야의 국제 표준화 활동
- 자동차 관련 기술표준 보급·확산
- 국제수준 부품업계 품질경영시스템 기술지도

자동차부품 성능시험장  활용 지원

- 자동차부품 및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실차 시험 및 평가
- 타이어 Wet-Grip 및 Pass-by-Noise 인증시험

KOREA AUTOMOTIVE TECHNOLOG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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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기술 지원, Plus

E n t e r p r i s e  T e c h n o l o g y  S u p p o r t



R&D협력기업
LG전자
LG화학
SKCKOLONPI
STX엔진　
UNIDO
고아정공
광주그린카진흥원
국방과학연구소
그린파워
글로비즈
금호타이어　
대동공업　
대흥알앤티
덕일산업　
데스틴 파워 　
덴소코리아일렉트로닉스　
동산테크
동성화학
동양피스톤　
두산인프라코어　
두원공업
두원공조
디아이씨
디엠씨
라온텍
로
맥시스
모토닉
버추얼모션　
벡셀
브이씨텍
비나텍　
비츠로밀텍
삼보모터스　
삼원이엔지
삼현
상신브레이크　
상아프론테크
서연전자
서진오토모티브
성림첨단산업　
성호폴리텍
세종공업　

세프라
센트랄
솔루션링크
솔브레인
시그넷이브이
신흥에스이씨　
쏠락
씨티아이코리아　
알엠에스테크놀러지　
에디슨모터스 　
에스엘　
엔케이
엘켐텍
엠씨넥스
영화테크　
우리산업　
우진산전
윌링스
유니크
유비넷시스　
이래에이엠에스 　
이씨스
이지트로닉스
인포뱅크　
일진복합소재 　
제이엔케이히터　
중앙제어　
카네비컴
캠시스
컨트롤웍스
케이제이엔지니어링
코다코
코리아하이텍
코와
코프라
테너지
테스크
테크트리
티에이치엔
팔
피에스엔
피엘케이 테크놀로지
피티지
하이리움산업　

하이플럭스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한국알앤드디
한국체인공업　
한국피아이엠　
한온시스템　
한화디펜스 　
현대기아자동차
현대로템 　
현대모비스
현대오트론 　
현대제철　
화신
황성공업　

등 388개 기업

정부/지자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주광역시청
대구광역시청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청
천안시청

기관
가스안전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광주지역사업평가단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재단법인전남테크노파크
전북지역사업평가단
제주테크노파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충남테크노파크
한국가스공사 연구개발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전력공사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표준협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대학
계명대학교
국민대학교　
군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울산대학교 　
인하대학교　
충북대학교 　
한양대학교

시험/분석의뢰기업
DELCOM
HK KOREA
KB오토시스
S&T 모티브
가온테크
경우시스테크
계양정밀
고아정공 광주공장
광일이노텍
광진윈텍
국림피엔텍
굳이어코리아
글로벌엔지니어링
금호에이치티
금호타이어
기아자동차

내일시스템
넥센타이어
대경에이티
대동시스템
대승
대우전자부품
대창 모터스
더블유원
더블타이어
던롭타이어코리아
덴소코리아
동성금속
동진모타공업
동환산업
두원중공업
드림텍
디에스오토
디와이 익산공장
로버트보쉬코리아
마그나오토모티브코리아
마스타전기차
만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모간
모딘원진
모본
모토닉 대구공장
미쉐린코리아
미트라프리마 한국지사
발레오오토모티브코리아
밥이든타이어
보림테크
부솔산업
부영산업
블루텍
비나텍
비엠더블유코리아
산일테크
삼경정기
삼보모터스
삼성에스디아이
삼성전기
삼송 창원공장
삼화전기

서연전자
서한워너터보시스템즈
성산브이씨씨
성산암테코
성일튜브
세라컴
세방전지
센싸타테크놀러지스코리아
쌍용자동차
썬베이
쎄미시스코
쓰리축
씨알티코리아
씨앤포스
씨엠파트너
아센텍
아이케이글로벌
아이피지오토모티브코리아
아케마
알씨엔
알에스피
에미션컨트롤스탠다드
에스피엘
에스앤와이시스템
에스엘미러텍
에이치에스엘일렉트로닉스
에이치케이엠엔에스
에이텍티앤
에코닉스
에프디씨
엘지이노텍
엘지전자
엘지화학
엠에스무역
엠텍
영신디엔씨
영신정공
예일모터스
오텍
오토켐
옥성CNC
온세미컨덕터코리아
와이지테크놀로지
완리코리아

요코하마타이어코리아
우리산업
우석엔프라
우성하이테크
우일기전
원진일렉트로닉스
유니온기업
유니온타이어
이룸에이티
이엠티씨
이피씨코리아
인성엔프라
인제레이싱
인터워크코리아
일신금속
일진복합소재
전남테크노파크
제이에스테크
제인모터스
지엔 캐스트
지엔에스케이텍
지유네트웍스
지케이알
지코
카매니아
카텍파트너스
캄텍
캠시스
케이디
케이비오토텍
케이씨티엘
케이에스씨
케이엠에프
케이와이무역
케이지씨코리아
코리아에프티
코리아하이텍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콘티넨탈타이어코리아
크린어스
타이코에이엠피
태성전장
태일테크
테너지

티원트레이딩
티유브이 슈드 코리아
팅크웨어
파워프라자
파트론
팔구통상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프레스토라이트아시아
프릭사
플라스틱옴니엄
피렐리코리아
피앤이솔루션
하이젠모터
한국단자공업
한국에이브이엘
한국자동차튜닝협회
한국타이어 테크노돔
한국테크노돔
한국토프톤
한국프레틀
한국플렉시블일렉트로닉스산업협회
한불모터스
한빛솔루션
한중엔시에스
한진석영
한화 아산1사업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해성옵틱스
현대EP
현대다이모스주식회사
현대모비스
현대비에스앤씨
현대자동차
현대케피코
현우시스템
현크린테크
혼다코리아
효성전기

등 635개 기업
(2019년 기준)

|   국내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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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협력   |

         일본 Japan

· 자동차연구소(JARI)
· 교통안전환경연구소(NTSEL)
· 코벨코연구소

    러시아 Russia

· NAMI-FOND
    중국 China

· 자동차기술연구소(CATARC)
· 길림대학교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 남가주대학교(USC)
·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REI)
· 설계센터(DFR)
· 아르곤국립연구소
· U.C. Davis 대학

         스페인 Spain

· IDIADA
    터키 Turkey    영국 United Kingdom

· 로터스자동차(Lotus)
· 자동차산업연구협회(MIRA)
· 교통부차량인증국

    호주 Australia

· 자동차제조업체협회

United States of America

Colombia

United Kingdom

Russia

Korea
Japan

Australia

China

Germany

Spain
Tur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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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Germany

·프라운호퍼구조내구성연구소
   (Fraunhofer LBF)
· 기술검사협회(TUV)
· 슈투르가르트대학교 IWF 연구소

    콜롬비아 Colombia

· 콜롬비아 상공관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