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튜린에너지

나노금속 유체 공기혼합 주입을 통한
연비향상 및 NOx 저감
www.tuirea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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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연료의 주제로
그룹을 만들고
튜린기술에 대한 이론연구

대표: 전경훈
카이스트 전기전자 공학과 박사
카이스트 연구교수 역임
독일 율리히 연구소에서 연구
아일랜드에서 연료첨가제 발명
(주)로우카본 연료첨가제 연구소장 역임

Dr. Steven B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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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르도 기업과 연결
튜린 첨가제의 엔진 내의
연소 특성 분석

레베산업, 메카랩, 씨피엔테크에서 파트너쉽 검토중

Dr. Luewton Agostinho
NHL Stenden (Netherlands)
튜린첨가제의 기초적 물성분석 및
액적에 관한 특이한 현상 관측

Dr. Brendan Duffy
Manager of CREST (Ireland)
튜린 첨가제의 안정성 실험
및 부식성 방지제 제안

특허
영국등록 GB2581131, 한국, 독일, 미국, 중국 출원

원리: 물의 정전기 특성을 이용한 에너지 하베스팅
Electrokinetic
Effect

Armstrong
Effect

• Cluster charge balance break
• Coulomb repulsion
• Cluster mobility enhancement

• Pressure enhancement
• Air-Fuel mixture enhancement

• Uniformity enhancement

Environmental Safety

원유 내 검출되는 금속 성분 예시
교통환경연구원/석유관리원 유해물질검사 기준
첨가제 제조자가 제시한 최대의 비율로 첨가제를 자
동차연료에 혼합한 경우의 성분(첨가제+연료)중
카드뮴(Cd)․구리(Cu)․망간(Mn)․니켈(Ni)․크롬(Cr)․철
(Fe)․아연(Zn) 및 알루미늄(Al)의 농도는
각각 1.0㎎/ℓ 이하이어야 함

연료:첨가제
= 1 : 0.001

물:고체=
1 : 001 ~ 0.000001

성능평가 결과

영국 코벤트리/브라이튼 대학 테스트
연료소비 (CO2 배출) 3~70% 절감

인하대 테스트
CO2 7~15%, CO 15%, NOx 57% 절감

아일랜드 2.8톤 트럭 실증 테스트
8~10% 연료소비 (CO2 배출) 절감

유럽 전역 2500Km 테스트
10~12% 연료소비 (CO2 배출) 절감

현재까지 이루어진 네트워크
Letter of interest received
Bentley Motors (영국), Lawlor Automotive (아일랜드), TruckScience (남아공)

Project under discussion
Ricardo PLC with Univ. of Brighton (영국)

Long term road test on-going
Recon Waste Management (북아일랜드)

Lots of friendly test results with several thousand hours received
• 상용차: Iveco Stralis 12% save, Volvo 500FH 10% save, Hyundai Starex VAN 6% save

• 디젤: Skoda Octavia 14% save, Smart forfour 10% save, BMW 520d 8% save
• 가솔린: Ford Mondeo 9% save, BMW 630i 12% save, Mini Cooper 11% save
• 에탄올연료: Ford KA 15% save, Chevrolette Spin 5% save, Renault Sandero 10% save

사업 타당성 계산 예
10만톤 컨테이너선 연간 연료 소비량 90,000T
10만톤 컨테이너선 연간 연료지출: 500억원
CO2 배출량: 270,000T
예상 탄소세: 135억원
첨가제 사용한 경우
첨가제 사용 안 한 경우
유류비 50억절감+
탄소세 14억절감첨가제 36억 지출 =
연간 28억 이익
유류비 500억
예상 탄소세 135억

첨가제 1대 설치비용 5억

유류비 450억
첨가제값
연 36억
예상 탄소세: 121억

연간 27,000톤 CO2 절감!

사업 전략 1

(7억원 투자 유치)

Usage
• 2.5억원으로 네트워킹과 100명의 테스트 클라이언트 확보
• 2억원으로 프로토타입과 파일롯 시스템 확보
• 2.5억원으로 생산설비 개발과 공인인증

Outcome:
제조업체 실증 및 판매처 개발

사업 전략 2

(25억원 투자 유치)

생산설비 완공!
Sales (톤)

Turnover (억)

Gross Profit (억)

Product
T1

ROI Jobs
Y1

Y2

Y3

Y1

Y2

Y3

Y1

Y2

Y3

23.6

115

282

9.4

46

113

3.5

17.3

42.3

Cost of sales & administration
= 연간 50만원 /truck

Raw material & factory running
cost = 연간 75만원 /truck

3

55

Our profit
= 연간 75만원/truck

제안된 방식은 기존의 연료첨가제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
현재까지는 경쟁 업체가 없음!

Fuel saving
"average"

T1

Envirox

XMILE

Dipetane

8% for diesel
10% for gasoline

5%

7%

2 - 3%

None

None

None

Solvent +
Enzyme

Solvent based,
Ingredient undisclosed

Expired

None

Independent Lab VW engine, Kia Soul,
test
Hyundai Sonata

Composition

Patent

Over 99.99% Alkaline
Solvent +
water + under 1ppm CeO2 Nanoparticles
each nanoparticle
over 20,000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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