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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실증 
플랫폼/
시험평가

육해상 
융복합 

원천기술

글로벌 
인력교류/

양성

기숙사

설립목적
●    녹색에너지기술 분야의 육해상 융합에너지연구 및 실증사업 통합 추진

●    글로벌 녹색에너지기술개발 Hub로서 기술개발 성과의 실증단지 및 테스트베드 구축

●    국내 녹색기술 전문인력 및 저개발국가의 기술인력 양성으로 자원외교 지원

Mission

연구지원동 대형실험동연구동 특수실험동글로벌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전경

연구내용

●    풍력발전 연계 MVR해수담수화 플랜트

●    신재생에너지 연계 에너지저장 시스템 

개발 및 실증연구

●    도서, 도심지역용 마이크로 그리드 구축 

및 실증

●    해상풍력 제어기술 개발

●    해수열원 이용 지역열공급 시스템

●    전기자동차용 연료전지(DMFC)/배터리 

하이브리드 동력원 기술개발 및 성능평가

●    농수산물 건조용 연속식 열교반 하이브리드 

히트펌프시스템



Jeju Global Research Center

 Converging 
original 

technologies to 
be applied in 
land and sea

Integrated 
demonstration 
platform, test 

and evaluation

Mission

Areas of the Research
●    Variable Wind-powered Mechanical 

Vapor Recompression (MVR) 
Desalination Plant

●    Development of Energy Storage 
System for the Renewable Energy 
Application

●    Micro-grid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for Island and Urban 
Application

●  Research on the Attitude Control 
of Single Offshore Floating Wind 
Turbine

●    District Heating and Cooling System 
Using Sea Water Source

●       Development of a Fuel Cell (DMFC)/
Battery Hybrid Power System for 
NEV

●    Thermally Alternating Hybrid 
Heat Pump System for Drying 
Agricultural Products

Research Support 
Building

Lab Large-scale Research 
Building

Special Research 
Building

Dormitory

Jeju Global Research Center

Purpose of the Center Establishment
●    To carry out land and sea applicable convergence green energy technology R&DB
●  To build a demonstration site and a test-bed as a global green energy technology 

R&D hub
●  To support for resource diplomacy of the country with green energy technology 

workforce training programs for the country and developing countries as well

Convergence Hub of R&DB to Upgrade Korea 
to Join the G5 in Energy Technology

Global 
workforce 
training



MVR
해수담수화

개발목표
●     풍력발전의 부하변동 특성에 적합한 

유연한 MVR해수담수화 플랜트 개발  
(최소 10~최대 60톤/일 담수생산)

●  제주 스마트 그리드내 계절별 전력부하 
평준화를 위한 최적의 MVR해수담수화 
플랜트 운전모드 및 시뮬레이터 개발  
(스마트 워터그리드)

●  MVR담수플랜트의 고농도 농축 방출수로 
부터 바람과 태양열을 동시 활용한 친환경 
제염기술 개발 (1~2톤/일 소금생산)

●  고립지역의 독립전원용 RES연계 무방류 
MVR해수담수 플랜트 및 제염 기술 상용화 
(100~3,000톤/일 담수생산 규모)

기술개요
●  풍력발전과 연계한 고효율 부하변동 대응 MVR히트펌프식 

해수담수화 기술

●  바람과 태양열을 이용해 방출염수로부터 제염을 통한 친환경 
무방류 해수담수화 기술

핵심기술
● 풍력부하변동 대응 MVR시스템 최적설계 및 원격자동 제어기술

●  친환경 무방류 담수플랜트용 부식/스케일방지 고농도 농축 및 
WISE제염기술

● 풍황조건에 따른 풍력발전 출력 안정화 연계기술

● 원격 통합제어 및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 및 운용기술

적용분야
●  각종 음·용수 제조장치, 산업용 증발농축 및 결정화 장치, 

농축수산 폐수 및 폐액 처리장치 등

● 순시적 부하변동 특성을 갖는 신재생에너지의 부하매칭 장치

기대효과
●  적용 사이트 및 수요조건에 따른 최적의 독립전원용 풍력발전 

MVR해수담수화 플랜트 설계 원천기술(FEED) 확보

●  해수의 고농도 농축기술과 연계한 부생 WISE 제염공정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친환경 무방류 해수담수화 플랜트 구현

● 제주 스마트전력그리드와 연계한 물 그리드 기반구축

EVAPORATOR/CONDENSER

HEAT EXCHANGERS

RETURN
FRESH WATER

INTAKE

DEMISTER

HEATER

MVR

SEA WETER

풍력발전 연계 

MVR해수담수화 플랜트

풍력-MVR해수담수화원리

담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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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s of Development
●  Flexible MVR desalination plant design suited for 

a wind power variation (min.10~max.60 ton/day 
potable water)

●  Optimum operation modes and its simulator of 
MVR desalination plant to balance the seasonal 
load variation in Jeju’s smart grid test bed

●  Development of WISE process for producing high 
quality salts from desalination brine discharge. 
(1~2 ton/day salts)

●  Commercialization of zero discharge MVR desalination 
plant combined with WISE system using renewable 
energy sources (RES) in off-grid areas. (100~3,000 
ton/day·plant potable water)

Future Prospects 
●  Establishment of front-end engineering design(FEED) 

technology for variable wind-powered MVR desalination 
plant in off-grid areas 

●  Realization of eco-ZDD plant producing valuable 
byproducts from high concentration discharge by WISE 
process 

●  Build a smart water grid infrastructure linked with 
Jeju’s smart power grid

Variable Wind-powered 
Mechanical Vapor Recompression (MVR) 
Desalination Plant

Key Technologies
●    Optimum design and remote control technology 

of MVR system to variable wind power
●    Salts production WISE technology from high 

concentration (>18wt.%) for a eco-ZDD plant 
with anti-scaling and anti-corrosion

●    Power stabilization and grid-connection technology 
on wind conditions

●    Integrated remote control and real-time 
monitoring system based on IT

Applications 
●  Commercial fresh water systems, Industrial 

evaporative concentrator and crystallizer, 
Various wastewater treatment systems, etc.

●  Water energy storage devices to balance the 
intermittent load variation of RES

Introduction of Technology
●    High efficient desalination technology with a variable wind-powered MVR heat pump system
●    Zero discharge desalination (ZDD) technology through the brine salt production by a wind 

integrated solar evaporation (WISE) method 



신재생에너지 연계 에너지저장 시스템 

개발 및 실증연구

에너지저장
시스템

개발목표
●     신재생에너지 연계 40kW급 에너지저장 시스템 실증

●     신재생에너지 연계 레독스 흐름전지 운전기술 확립

핵심기술
● 스택 설계 및 제조 기술

● 전극 처리 기술

● 전해액 제조 기술

● 고내구성 멤브레인 기술

● 신재생에너지 연계기술 (PCS 개발)

● 통합제어 시스템 설계 기술

기술개요
●  대용량 이차전지로서 안정적 전력저장이 가능한 레독스 

흐름전지 및 이의 핵심소재 기술

●  신재생에너지 연계 장주기 에너지저장 시스템 구축

5kW급 플로우 전지스택

적용분야
●  신재생 에너지 발전단지, 무인기지국 전원, 변전소 등

기대효과
●  스마트 그리드용 MW급 대용량 에너지저장 시스템에 활용

●  대용량 에너지저장 장치를 이용한 부하평준화를 통하여 전력 공급 안정성 향상

●  신재생에너지 발전효율 대비 연평균 가동률 향상

●  스마트 그리드 기반 기술 확보 및 운용기술 안정화

●  대용량 전력저장 시스템 개발 및 실증 인프라 구축

●  기존 납축전지를 이용한 시스템을 대체한 친환경적 에너지저장 시스템 구축



5kW-class Flow Battery Stack

Development of 
Energy Storage System 
for the Renewable Energy Application

Applications 
●  New and renewable farms, unmanned base stations, and 

substations, etc.

Future Prospects 
●  Application to the MW-class high capacity energy storage 

systems for smart grid
●  Improving stability of electricity supply using load leveling 

with the high capacity energy storage system
●  Increasing the annual rate of operation of renewable 

energy system 
●  Developing the technology based on smart grid and 

stabilizing the operation technology 
●  Development of high capacity energy storage system and 

construction of the infrastructure for real applications
●  Building environmental-friendly energy storage system by 

replacement of lead acid battery

Goals of Development
●  Development of 40kW-class energy storage 

system for renewable energy applications
●  Establishing operation technology of redox flow 

battery connected to renewable energy source

Introduction of Technology
●    Redox flow battery as a large capacity secondary 

battery for stable storage of electricity and its 
key components

●    An establishment of energy storage system (ESS) 
with long cycle life connected to the renewable 
energy applications

Key Technologies
●    Stack Design and Fabrication Technology
●    Treatment Technology of Electrode 
●    Preparation of Electrolyte 
●    Technology of High Durability Membrane 
●    Technology connected to the renewable energy 

applications (Development of Power Conditioning 
System)

●    Design technology of integrated control system



도서, 도심지역용 

마이크로 그리드 구축 및 실증

마이크로
그리드

개발목표
●     마이크로 그리드 운영시스템 구축 및 실증

●     리튬이온 전지, 레독스 흐름 전지, 수퍼캐패시터 등 다양한 
에너지저장장치의 신재생에너지 연계운전 

●     마이크로 그리드 전력품질 향상

핵심기술
● 마이크로 그리드 EMS 설계기술

●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 에너지 공급/수요 최적화 기술

기술개요
●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의 일부로서 도서 및 도심지역에 

적용 가능한 마이크로 그리드(microgrid) 실증

●  에너지 공급과 수요의 최적관리를 목적으로 IT를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분산전원, 열병합발전, 에너지저장장치 및 
부하 등으로 구성된 고 신뢰의 에너지 네트워크 시스템

●  계통연계 및 독립운전 가능

적용분야
●  도서지역 등 비전화지역 에너지공급시스템

●  스마트 그린빌딩용 에너지네트워크시스템

●  해수담수화 장치용 에너지공급시스템

기대효과
●  마이크로그리드 기술 상용화를 통한 전력 

공급의 안정성 확보 

●  스마트 그리드 실 환경 신재생에너지 통합 
기술 테스트베드 확보

※ 참여기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포스코아이씨티, 엘지화학 등

전체 마이크로 그리드 실증설비

에너지저장장치



Micro-grid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for Island and Urban Application

Applications 
●  Energy supply system for non-electrified 

areas, islands
●  Energy network system for smart green 

building 
●  Energy supply system for desalination 

plant

Future Prospects 
●  Stabilization of power supply through 

commercialization of micro-grid
●  Possession of the integrated operation 

test bed of renewable energy systems in 
smart grid 

Goals of Development
●  Demonstration study of micro-grid EMS for 

islands and urban area applications 
●  Hybrid operation of various energy storages 

including lithium-ion, redox flow, EDLC with 
renewable energy systems

●  Improvement of the power quality of micro-grid

Introduction of Technology
●    A micro-grid is demonstrated in smart grid 

environment, where distributed generation 
systems, energy storages and loads constitute 
a highly reliable energy network system using 
IT to control the supply and demand of power 
optimally and improve power quality.

Key Technologies
●    Design technology of micro-grid EMS
●    Large-scale lithium-ion battery ESS
●    Optimal control of the energy supply and demand

Research associates: KIER, POSCOICT, LG Chem. etc.

Energy storages

microgrid demo. facilities



해상풍력 제어기술 개발

기술개요
●    대수심에서도 청정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부유식 풍력발전시스템 

기술은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가장 보급 잠재력이 높은 
미래 기술

●    단기용 부유식 풍력발전시스템이 경제성 확보에 유리하나 외력에 의한 
자세 불안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거동을 제어하는 것이 중요

개발목표
●    기존 해상풍력발전기를 활용한 거동 해석용 현장 데이터 확보

●    부유식 풍력발전기 모사 시스템 구축

●    자세 제어 기술 개발

핵심기술
● 해상 현장 외력 및 하중 측정 기술 

● 바람, 파도, 해류의 복합 외력에 대한 풍력발전기 동적 해석 기술 

● 풍력발전기 제어 기술

● 가상 풍력발전기에 의한 에뮬레이터 시스템 구축

적용분야
● 전력 혹은 수소 생산용 부유식 풍력발전기 등

기대효과
● 석유탐사선 등 해양 구조물의 전력 공급용으로 사용 

● 개발 제어시스템을 시제품에 적용하여 실증 시험 수행

●  국내 남동해는 풍력 자원이 우수하고 수심이 매우 깊으므로 실증 후 국내 
기업으로 하여금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를 보급토록 하여 국제 경쟁력 확보

해상풍력
제어기술



Research on the Attitude Control of 
Single Offshore Floating Wind Turbine

Introduction of Technology
●    Floating wind turbine system is a future technology with huge 

potential of obtaining clean energy even in deep water, however it 
is not commercialized yet.

●    Attitude control of a single floating turbine is an important 
technique since it has intrinsical kinematic instability due to the 
simultaneous external forces such as wind, wave and current.

Goals of Development
●  Obtain real metocean and load data campaign using existing 

offshore wind turbine as an external condition basis.
●    Develope a simulation technique of a floating wind turbine system 
●    Emulate controller with attitude control software, applied to the 

virtual floating wind turbine by simulation.

Key Technologies
●    Wind, wave, current and load measurement technique in marine environment
●    Dynamic analysis of wind turbine behavior according to the combined 

external conditions
●    Attitude control technology of floating wind turbine
●    Integration of emulation system with virtual wind turbine

Applications 
●  To get electric power or hydrogen, etc.

Future Prospects 
●  Electric power resource for offshore structure such as oil rig and platforms.
●    Build up and test a prototype floating wind turbine applying developed control 

technique
●    West east sea of the country is deep in water and rich in wind power. Once 

the technology is demonstrated, resulting in excellent output, the technology 
can be deployed by local companies in the global market, acquiring global 
competitiveness.



해수열원 이용 지역열공급 

시스템

기술개요
●    해수가 갖는 열에너지를 히트펌프의 열원으로 이용하여 냉온수를 

제조하고 열수요처에 공급

●    해수이용 히트펌프의 실증연구를 통하여 중대규모의 지역열공급 
플랜트에 적용 가능한 실용화 기술 구축

개발목표
●    해수열원 이용 지역열공급 시뮬레이터 운전을 통한 히트펌프 고성능화 

및 해양바이오 파울링 저감기술 도출

●     실증플랜트 최적 설계, 제작 설치 및 모니터링 기술 확립과 지역열공급 
보급모델 도출

해수열원 이용 히트펌프 시스템

▶ 총 설치용량 : 70kW 

▶ 난방성능계수(COPh) : 3.5 (해수온도 15℃,  온수출구온도 50℃)

▶ 냉방성능계수(COPc) : 4.1 (해수온도 25℃,  냉수출구온도  7℃)

기대효과
●  열수요 및 공급체계를 열에너지 네트워크로 구현할 

경우 유효열에너지 활용 극대화가 가능하며 에너지 
자립화에 접근할 수 있음.

●  기존 시스템에 비해 에너지절약이 약 42% 가능하고, 
CO2 저감도 약 50%가 가능함.

●  해양에너지 이용 열공급 기술 실증, 상용화 발판 마련

적용분야
●    부산, 여수, 포항, 강릉, 제주 등 해안 인접 대도시의 

지역냉난방

●    공공시설(항만관리시설, 여객선 터미널, 지방해양수산 
청사)의 신설 또는 리모델링

핵심기술
●    해수열원 이용 고성능 히트펌프 설계 기술

●    해수열교환기 해양바이오 파울링 저감기술

●    해수열원 이용 지역열공급 시뮬레이터 구축 기술

●    운전 모니터링 설비 및 운전모드 최적화 기술

●    실증플랜트 장기운전 성능분석 기술

해수열원 이용 
지역열공급



District Heating and 
Cooling System 
Using Sea Water Source

Introduction of Technology
●    A sea-water-source heat pump based heating & cooling 

technology for a district heating and cooling
●    Establishment of practical technology for a large scale 

district heating plant through the demonstration study on a 
sea-water-source heat pump

Goals of Development
●  Development of a heat pump performance enhancement 

technology and an anti-biofouling technology by operating 
a sea-water-source based district heating plant simulator

●    Establishment of the optimal design, installation and 
monitoring technologies for a demonstration plant and 
proposal of a standard model for a sea-water-source 
based district heating plant

The sea-water-source heat pump system
▶ Total capacity : 70kW 
▶ Heating COPh : 3.5 (sea water temp. 15℃,  hot water temp. 50℃)
▶ Cooling COPc : 4.1 (sea water temp. 25℃,  chilled water temp. 7℃)

Key Technologies
●    Design technology for a high performance 

sea-water-source heat pump
●  Reduction of ocean bio-fouling for a sea water 

heat exchanger
●  Establishment technology of a district heating 

plant simulator using sea water source
●  Establishment of optimization technologies 

for a monitoring and an operating mode 
●  Performance analysis technology for a long-

term operation of demonstration plant

Applications 
●  District heating and cooling for cities near a 

coast (Busan, Yeosu, Pohang, Gangneung and 
Jeju, etc) 

●  Heating and cooling system for construction 
or remodeling of public buildings

Future Prospects 
●  Achievement of an energy self-supporting 

and of the maximum utilization of available 
energies within a thermal energy network

●  42% of energy saving and 50% of CO2 reduction 
compared to conventional system 

●  Establishment of a foothold for commercializati 
on and demonstration of the heating supply 
technology using ocean energy



연료전지
(DMFC)

직접메탄올연료전지(DMFC) 자동차 (DMFC-EV)

기술개요
●    연료전지를 전기자동차에 장착하여 외부 충전없이 자체 발전에 의하여 

연속 주행이 가능한 전기자동차 개발

●    하이브리드 동력원의 전기자동차 장착을 위한 출력 분배 및 시스템 
보호 기술

●    연료전지에 의한 자체 충전 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연료전지 스택, 
주변기기, 전력변환기 등의 성능 향상 및 제어기술 직접메탄올 연료전지(DMFC) 스택

연료전지 시스템 구성도

기대효과
●    청정 연료 사용에 따른 녹색 성장 그린자동차 개발 환경 개선

●    직접 충전 기술 확립에 의한 근거리 자동차의 운전 영역 확대

●    하이브리드 기술 개발에 의한 스마트그리드 연계 

●    연료전지 배터리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국산화 기술 확보

적용분야
●    근거리 소형 운송차량(휠체어, 골프카, 스쿠터),  NEV 차량 , 휴대용 

동력원, 가정용 동력원, 비상전원, 지게차 등의 동력원에 적용

전기자동차용 

연료전지(DMFC)/배터리 하이브리드 동력원 

기술개발 및 성능평가

핵심기술
●    연료전지/배터리 하이브리드 동력원

●    성형분리판을 적용한 DMFC 스택 (출력밀도 100mW/cm2 이상)

●    차량장착형 연료전지 충전 시스템

●    BOP(balance of plant) 시스템 제어

개발목표
●  DMFC/배터리 하이브리드 동력원 기술 개발(부하 분담 특성 및 운전 

동특성 파악, 출력 10kW 이상)

●  성형분리판을 적용한 경량 견고성 DMFC 스택 개발(용량 2kW 이상)

●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의 운전 특성 분석 및 성능 평가

크기 3210×1575×1560mm (L×W×H)

최대속도 60km/h

1회충전 주행거리 78km

무게/승차인원 960kg/2인승

연료전지 직접메탄올연료전지

배터리 / 최대출력 LiFePO4, 120Ah / 16kW, 2200rpm

연료 메탄올

하이브리드 동력시스템 약70kg, 75ℓ(10ℓ연료통포함)

DMFC-EV 사양 (Specification)



Direct methanol fuel cell stack Configurations of fuel cell system

Dimension 3210×1575×1560mm (L×W×H)
Max. Speed 60km/h
drive range 78km
weight/person 960kg/2
Fuel cell nominal 2kW DMFC at 40V
Battery / Max. power LiFePO4, 120Ah / 16kW, 2200rpm
Fuel Methanol
DMFC/battery hybrid system 70kg, 75l

Specification of Fuel Cell Electric Vehicle

Development of a 
Fuel Cell (DMFC)/Battery Hybrid Power 
System for NEV

Introduction of Technology
●    Fuel cell battery hybrid electric vehicle with no need 

for external power charging
●  Power distribution and system protection technologies 

for the hybrid power sources in electric vehicle
●  Technology for increase of fuel cell stack, BOP, 

power converter and control system for self charging 
technology by fuel cell power

Goals of Development
●  Development of direct methanol fuel cell (DMFC)/

battery hybrid power system (load share and dynamic 
operating test, output power : >10kW)

●  Development of 2kW DMFC stack by using advanced 
bipolar plate

●  Operating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DMFC/battery hybrid electric vehicle

Applications 
●  Small vehicles (wheelchair, golf cart, scooter), 

neighborhood electric vehicle, portable and emergency 
power sources, residental power source, fork lift, etc.

Future Prospects 
●  Development of green growth type green car by using 

clean energy source 
●  Extension of drive range of NEV (neighborhood electric 

vehicle) by establishment of on-board charging 
technology

●  Hybrid technology development to be applied to smart 
grid system 

●  Acquiring domestic technology for fuel cell and battery 
hybrid vehicle

Key Technologies
●    DMFC and battery hybrid power sources
●    DMFC stack using advanced bipolar plate 

(power density over 100mW/cm2)
●    On-board type charging system by DMFC
●    System control for balance of plant (BOP)

Direct Methanol Fuel Cell Electric Vehicle(DMFC-EV)



농수산물 건조용 
히트펌프시스템

기술개요
●    히트펌프의 온열(증발)과 냉열(제습)을 동시에 이용하는 고효율 

농수산물 건조기술

개발목표
●  1차년도: 단속식 건조시스템 개발(규모 : 0.2톤/Batch, 에너지소비량 : 

0.8kWh/kg)

●    2차년도: 연속식 건조플랜트 개발(규모 : 1.0톤/Cycle, 에너지소비량 : 
0.6kWh/kg)

핵심기술
●    건조기 시스템(히트펌프 및 공기 분배시스템)

●    나노구조 열교환 기술(다공성 나노 표면 소재 및 코팅 기술) 

●    진공분위기에서 마이크로파 건조 기술

●    통합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 기술

하이브리드 히트펌프 건조 시스템

다공성 나노 표면

기대효과
●    고효율/고품질 농수산물 건조기술 확보로 국내 농수산 산업의 

선진화 

●    국제 경쟁력 높은 농수산물 건조기 개발로 해외 농수산 건조 
시장 진출

●    첨단 나노 열교환 원천기술 확보

적용분야
●    고추 및 마늘 등 농산물, 해산물, 수산물 건조를 위한 대형 

농수산물 가공 공장

농수산물 건조용 

연속식 열교반 하이브리드 히트펌프시스템

마이크로파 진공 건조 시스템



Hybrid Heat Pump Drying System

Nano-Structured porous surface

Microwave + Vacuum Drying System

Thermally Alternating 
Hybrid Heat Pump System 
for Drying Agricultural Products

Introduction of Technology
●    Thermally alternating hybrid heat pump system, simultaneously utilizing 

hot source (evaporation) and cold source (dehumidification) for drying 
agricultural products with high energy efficiency

Goals of Development
●  Development of batch type heat pump drying system (capacity : 0.2ton/

batch,energy consumption rate : 0.8kWh/kg)
●  Development of cycling type heat pump drying plant (capacity : 1.0ton/cycle, 

energy consumption rate : 0.6kWh/kg)

Key Technologies
●    Drying system (heat pump and air distribution system)
●    Nano-structured Porous Surface (NPS) heat exchange technology (NPS 

material and nano-surface coating) 
●    Microwave drying technology in vaccum
●    Design technology of integrated control and monitoring system

Applications 
●  Large scale 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plant for 

drying raw red pepper, sea weeds, fish, etc.

Future Prospects 
●  Modernization of domestic agriculture and marine 

industries
●    Expansion of high efficiency technology into overseas 

market
●    Initiative of Nano-structured Porous Surface(NPS) 

heat exchange technolog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