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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recent years, increasing concerns of environmental issues of global warming and

limitations of conventional energy resources have resulted in extensive researches into

energy harvesting from unused energy. Thermoelectric generation (TEG) is a promising

technology for waste heat to power, and various kinds of applications are possible if a

waste heat source meets the requirements of TEG operation. In terms of

commercialization, economic feasibility is important for an emerging technology like

TEG. In this study, economic analysis was conducted for the application of TEG on

various sources of waste h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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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효과적 방법

으로 대체에너지 개발과 함께 낭비되고 있는 폐

열 을 회수해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에너지 하

베스팅(Energy Harvesting)이 주목을 받고 있다

[1]. 보일러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포함하여 여러

에너지 생산 공정에서 다양한 품질의 폐열이 발

생되며, 열전소자는 고부가가치로 이용하는 방

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열전소자는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기에너지를 열에너지로 직접

변환하는데 사용되는 소자로 최근 소자에 대한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발전

에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이 진행중에

있다 [2]. 버려지는 폐열을 회수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여러 방안 중에서 열전소자는 다른 기

술과 비교하여 무소음, 무진동의 장점을 가지며

상대적으로 부가적인 장치가 없어 컴팩트한 장

점을 지니고 있다 [3]. 본 연구에서는 보일러의

배가스 폐열을 포함하여 기존 에너지 시스템에

열전발전을 적용하였을 경우 각 시스템의 특성

및 운전 조건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수

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상용화 방안

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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