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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및 목표 

정보란 미래성을 가지고 있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미래의 핵심산업이 될 에너지, 환경, 
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이들 산업에 핵심이 되는 촉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방향성 있
는 연구개발이 수행되는데 도움을 주려 한다. 

기존의 공정 촉매로만 용도가 인식되던 촉매가 에너지, 환경, 신소재 제조의 핵심기술로 각광
을 받고 있다. 특히 광촉매는 에너지, 환경 분야에서 최근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기술의 하나이
며, 물의 광분해에 의한 수소 생산은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명제인 동시
에 촉매 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기술이기도 하다. 자동차 촉매, 플라스틱 재활용 촉매, 탈취촉매 
등 후처리는 물론 환경친화적 공정 및 제품 생산을 위한 촉매 등 환경 분야에 있어서도 촉매는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신소재 분야 역시 고품질, 환경친화적 플라스틱 제조에 촉매 개발
은 필수적이며 전세계 시장의 타겟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촉매들은, 기존의 공정 개발이 뒷
받침되어야 했던, 국내에서는 상업화가 거의 불가능했던 연구개발과는 달리 단일 상품화가 가
능한 대상으로, 벤쳐 산업으로도 의미가 있는 연구개발 대상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화학공학연구정보센터에 촉매공학분야 IP 사업은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할 
사업으로 생각된다. 주로 단일 상품화될 수 있는 촉매 기술을 바탕으로 한 연구정보, 산업정보
를 제공할 예정이다.  
 

2. 실행 계획  

2.1. 내용 

내용은 국내외 촉매 관련 연구 및 산업 정보로 구성된다. 

1) 연구정보 

학술지 및 보고서를 중심으로 전세계 대학, 연구소 등의 촉매 관련 최신 연구 정보를 제공하며, 
그 정보에 대해 토론한다. 



2) 산업정보 

각종 국내외 신문으로부터 얻어지는 촉매관련 산업정보를 제공한다. 

포함될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환경촉매 (희박연소 자동차 촉매, 디젤 자동차 촉매, DeNOx 등 배가스 처리 촉매, 폐수처
리 촉매, VOC 처리 촉매, 사전오염 예방기술 등) 

- 에너지 관련 촉매 (연료전지, C1 화학, 수소생산 기술, 중질유 분해, 가스 전환기술, 신에너
지 개발 기술 등) 

- 신소재 관련 촉매 (메탈로센 등 고급 플라스틱 제조용 촉매,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기술 등)  

2.2. 정보 공급 계획 

월 2회 이상의 연구정보를 제공하며, 산업정보는 수시로 제공한다. 모든 정보는 인터넷을 최대
한 활용하여 가장 빠르게 최신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2.3. 사업비 구성 

인건비를 주로 하며, 필요시 인터넷을 통한 논문 및 신문 구독에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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