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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어선용 열전발전 장치의 성능개선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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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tudy of performance improvement of a thermoelectric generation system  
for the coastal fishing bo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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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we developed a thermoelectric generation system for coastal fishing boats that allows for a high-density 
arrangement of thermoelectric modules, verified the improvement in performance by conducting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field test results and results from previous studies. The developed thermoelectric generation system was installed in a 3-ton 
gill-netter to analyze the engine revolutions per minute and energy production per day for each fishing process over a 
period of 20 days. From the experimental results, the maximum electric energy generated was 207.1 Wh, the minimum 
was 53.93 Wh and the average electric energy was 129.98 Wh. In accordance with the increasing of the engine r.p.m., 
the maximum electric production was 183 W at 1,500 r.p.m. It was approximately 80.5% of designed capacity, 227.2 W. 
Considering the result in the earlier research was 50.7% of designed capacity, 115.8 W. It was improved by 30% compared 
to the earlier one. The fishing operation was classified as departure, fishing and arrival. From the result on production 
analysis of electric energy, the composition of energy was 63% in fishing, 19.5% in departure and 17.5% in arrival. The 
electric energy production per unit hour was 42.8% in arrival, 32.9% in departure and 24.3% in f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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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 온난화 현상은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감축하고자 다양한 노력과 

대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Cakir and 
Stenstrom, 2005; Olah et al., 2008; Rao and Rubin, 

2002). 우리나라 또한 2009년에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usiness as Usual1, BAU) 대비 온실가스 배출

량 30%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등 자구적인 대책을 마련

하고 있다(Hong et al., 2016; Ryu, 2010).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온실가스와 공해물질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에너지원의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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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용을 위한 기술개발에 대한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로는 태양에너지, 풍력, 파력, 
지열, 조력 등이 개발되고 있으며, 에너지원을 효율적으

로 사용하기 위한 기술에는 전기에너지 저장기술, 열에

너지 저장 및 변환 기술 등이 있다(Nema et al., 2010; 
Lee et al., 2016). 

특히, 에너지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술은 

에너지 하베스팅(Energy Harvesting)과 관련된 기술이

다.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이란 우리 주위에서 버려지는 

에너지원을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재사용하는 기술을 

통칭한다(Wu, 1996; Snyder, 2009). 에너지 하베스팅 소

자로는 배기열 및 폐열에서 발생하는 온도차를 이용하

여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열전소자, 태양에너지를 전

기에너지로 변환하는 태양전지, 주위에서 나타나는 각

각의 운동에너지로부터 전기에너지를 얻는 압전소자 등

이 있다(Beeby et al., 2006; Kim et al., 2009).
최근에는 열전소자를 이용하여 폐열로 버려지는 열에

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열전발전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열전발전 기술은 반도체의 양단에 온도차가 있을 때 기

전력이 발생되는 원리를 이용하는 기술로 원재료 가격

이 비싸고 효율이 낮아 우주용 및 군사용 등 특수사용 

목적으로만 개발되어 왔다(Sievers and Bankston, 1988). 
현재의 열전발전 기술은 증기터빈, 내연기관을 사용하

는 발전소, 자동차와 선박 등에 확대 적용되고 있다(Cha 
et al., 2012; Hsiao et al., 2010).

열전발전 기술의 경우 에너지 재생, 긴 수명, 소음과 

기계적 마모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등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가 없다는 장점이 있어, 각 산업분야 전반에서 발생

하는 배기열과 폐열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Rowe and Min, 1998).
국외 자동차 생산회사인 GM, Ford, Mercedes-Benz, 

BMW는 자동차 엔진과 냉난방에 열전발전 기술을 활용하

여 엔진의 부하를 경감하고, 연료 효율을 높여 경비가 개선

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Meisner, 2011; Liebl et al., 2009; 
Crane et al., 2013; Kumar et al., 2013). 일본에서는 철강 

생산 공정에서 버려지는 폐열을 회수하여 재이용하는 열

전발전 기술과 열전교환소자와 연료전지를 조합한 배기가

스 발전시스템 개발에 성공하였다(Chun and Jang, 2014).
국내에서도 열전발전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안어선과 자동차에 응용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연
안어선에는 배기가스로 배출되는 폐열을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열전발전 장치를 개발하고 적용하여, 최대 

115 W(설계용량 대비 50% 수준)의 전기에너지를 생산

하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Lee et al., 2017). 자동차에

는 실린더 또는 머플러 부분에 열전발전 시스템을 적용

하여, 자동차 총에너지의 3.3%를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

하였다(Lee et al., 2014).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와 같은 

열전발전 기술을 응용하는 연구보다 열전소자의 제작과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반 기술 개발과 연구에만 집중되

고 있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재이용하고 기술을 응용

하는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Jang et al., 2008). 
본 연구에서는 어선에서 폐열로 버려지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재이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선행연

구(Lee et al., 2017)된 연안어선용 열전발전 장치의 발전

성능을 개선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열전발전 장치의 

발전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열전소자의 배치를 고밀

도화 하고, 열손실을 최소화한 열전발전 장치를 제작하

였으며, 제작된 장치는 3톤급 연안어선에 설치하여, 현
장실험을 통해서 기존의 발전성능에 대한 연구결과와 

비교분석하고 개선사항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어선 선정

실험어선은 선행연구(Lee et al., 2017)와 동일한 어선

으로 남해군 이동면 연안에서 자망어업을 하는 3톤급 

어선을 선정하였으며, 선박의 제원은 Table 1에 나타내

었다. 실험에 선정된 어선의 어구사용량 조사결과, 길이 

40 m, 폭 2 m를 1폭으로 하는 홑 자망을 사용하며, 어구

의 수량은 평균적으로 10폭으로 구성된 어구 5조를 사

용하고 있었다.
조업어장의 어구 배치는 Fig. 1과 같으며, 총 3구역(A, 

B, C)에서 조업하고 있었다. 어황상태와 계절에 따라 

사용하는 어구의 수와 조업구역은 상이하였다. 조업은 

어구를 투망하여 1일 정도 수중에 침지 후, 익일 출항하

여 양망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유압식 양망기를 

사용하여 어구 1조씩 양망을 하며, 양망 시에 그물에서 

어획물을 수거한다. 1조의 어구가 양망이 완료되면 바로 

투망을 실시하고, 투망이 끝나면 다음 어구를 양망하는 

형태로 조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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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가스 온도 측정

조업 중 어선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기 위해서 발전용 열전소자를 사용

하였으며, 열전소자는 열에너지의 온도범위에 따라 열

전소자를 구성하는 소재와 사양이 다르기 때문에 열원

으로 사용하는 배기가스의 온도 측정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열화상 카메라(TI450, Fluke corporation, 

USA), 열전대(k-type), 데이터 로거(GL220, Graphtec, 
Japan)를 이용하여, 조업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의 온도와 엔진 rpm 변화에 따른 배기가스 온도를 각각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열화상 카메라로 배기관 외부를 촬

영하여 온도분포를 측정하고, 배기가스 온도는 배기관 내

부에 설치된 열전대로 측정하였다. 각각의 온도 데이터는 

PC 및 데이터 로거와 연결하여 수집하였다.

열전발전 장치 설계

조업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온도범위에서 최대

로 전기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열전소자(TEG1B-12610-5.1, 
Thermal Electronic Corp., Canada)를 Table 2와 같이 선정

하였다. 

열전발전 장치(Thermoelectric generator: TEG)는 Fig. 2
와 같이 어선의 배기가스 배기관과 연결되는 플랜지

(Flange), 이를 연결하고 폐열이 흐르는 경로를 만드는 덕트

(Duct), 폐열을 열전소자로 전달하는 히트 싱크(Heat sink), 
전기에너지로 변환하기 위한 열전소자(Thermoelectric module:  
TEM), 그리고 열전소자의 저온부를 냉각하기 위한 워터 블

록(Water block)과 냉각펌프로 구성된다.
열전발전 장치는 선행연구(Lee et al., 2017)와 동일하

게 해수에 노출되는 환경을 고려하여, 모든 구성품은 

내부식성에  강한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하고 알루미

늄 표면 처리를 하였다. 그리고 열전소자 고온부의 가열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테프론과 와이어로 밀봉된 열

전대를 삽입하고, 열전소자와 밀착되는 부위의 표면은 

굴곡이 없도록 하고, 밀착력이 높고, 고온에서도 열전도가 

잘 되는 열전도 접합제(TRACIT-1100, Chemax Corp., USA)
를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113.6 W 열전발전 장치 2대를 상하

로 배치하는 형태였다(Lee et al., 2017) (Fig. 3(a)). 본 

연구에서는 폐열수집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Boat material FRP
Gross tonnage (ton) 2.99

Principal dimensions (m)
L.O.A 8.50
Beam 2.8
Draft 0.79

Main engine (hp)  335 (marine diesel engine)

Table 1. Specification of an experimental fishing boat

Dimensions (mm) 40 × 40
Hot side temperature (℃) 300
Cold side temperature (℃) 30
Open circuit voltage (V) 7.2
Matched load resistance (Ω) 1.8
Matched load output voltage (V) 3.6
Matched load output current (A) 2.0
Matched load output power (W) 7.2

Table 2. Specification for thermoelectric element

Fig. 2.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rmoelectric generation 
device for coastal fishing boat: (a) configuration, (b) side view.

Fig. 1. Position of the experimental fishing b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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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발전 장치 2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형태로 열전소자

의 배치를 고밀도화 하여 제작하였다. 열전소자는 8개를 

직렬로 결선하여 총 4개의 집합체(Array)로 구성하고, 각
각의 집합체는 Fig. 3 (b)와 같이 직·병렬로 결선하였다.

열전소자 배치가 고밀도화 된 열전발전 장치의 설계 

사양을 Table 3에 나타냈으며, 조업 중 제작된 열전발전 

장치의 성능을 측정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Fig. 4와 같이 

설치하였다. 

실험방법

선행연구(Lee et al., 2017)와 동일하게 Fig. 5와 같이 

펌프로 해수를 순환시켜 열전소자 저온부를 냉각시키

고, 생산되는 전력과 열전소자의 고온부 온도 각각은 

전자부하기(Good Will Instrument Co., Ltd GW 

Dimensions (mm) 221(W) × 210(D) × 516(H)
Thermoelectric element 32 series connection
Max. output power (W) 227.2
Max. voltage (V) 57.6
Max. current (A) 2

Water 
cooling block

Material Aluminum
Flow pass 2 pass, multi-channels
Rated power consumption (W) 225

Flow rate (/min) 4

Table 3. Specification of thermoelectric generator module

Fig. 5. Experimental setup for measuring TEG performance.Fig. 4. Photograph of the installed TEG.

Fig. 3. Design of thermoelectric generation device (TEG): (a) previously developed TEG, (b) new TEG designed during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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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EK, PEL-2020, Taiwan)와 데이터 로거로 측정하

였다. 그리고 생산전력은 열전소자의 내부저항 부근에

서 최대로 생산되는 전력을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배기가스 온도 측정 

열전대, 데이터 로거를 이용하여, 실험어선의 공회전 

상태인 600 rpm에서 가용 최대 1,500 rpm까지 100 rpm
씩 증가시키면서, 엔진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온도

를 측정하고, 선행연구(Lee et al., 2017)결과와 비교분석

하여 Fig. 6에 나타내었다. 
엔진 rpm과 배기가스 배출 온도간의 회귀분석 결과, 

회귀식인 수식 (1)과 같이 선형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

으며, 회귀분석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a와 b는 회귀계수, R2은 상관계수이며, 상관계수(R2)의 

값은 0.99이다. 엔진 rpm별 측정한 온도를 분석한 결과, 
선행연구(Trial Ⅰ)에서는 최소, 최대가 각각 86.3, 377.2℃ 
이었으며, 본 연구(Trial Ⅱ)에서는 최소, 최대 각각 57.5. 
309.5℃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배기가스 배출 온도

범위가 다른 이유는 기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되

며, 실제 선행연구(Lee et al., 2017)의 경우는 여름철

(2016년 9월), 본 연구는 겨울철(2018년 2월)에 각각 수

행되었다.

     Temperature(℃) = a‧(rpm/102)+b        (1)

본 실험결과로부터 계절별로 기온이 높은 여름철과 

기온이 낮은 겨울철의 실험조건에서 355마력 엔진이 장

착된 3톤급 어선의 엔진이 가용할 수 있는 600∼1,500
rpm에서 배기가스의 온도범위는 57.5∼377.2℃임을 확

인하였다. 해당 실험어선과 동일한 마력의 엔진이 설치

된 어선은 최대 400℃에서 전기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

는 열전소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열전발전 장치 성능

열전발전 장치의 rpm별 생산되는 전력을 측정하고, 
선행연구(Lee et al., 2017)결과와 비교분석하여 Fig. 7에  

나타내었다. 냉각온도는 실험당시의 해수 온도인 약 12℃로 

유지하고, 생산되는 전력은 전자부하기(Electronic loa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실험어선의 엔진 rpm이 상승하면 엔진에서 배출되

는 배기가스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열전소자의 양단간 

온도차가 커지면서 생산전력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

다. 본 연구에서는 rpm 상승에 따라 생산되는 전력이 

최대 183 W로 설계용량 227.2 W 대비, 약 80.5% 수준

Trial a b R2 Min.(℃) Max.(℃)
I 33 -99.9 0.99 86.3 377.2
II 28 -117.4 0.99 57.5 309.5

Table 4.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f engine rpm and 
temperature of exhaust gas

Fig. 6. Correlation between engine rpm and temperature of 
exhaust gas.

Fig. 7. Generated electrical energy as a function of engine rpm
for two 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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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Trial Ⅱ). 이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최대 115.8 
W 설계용량 대비 50.7%임을 감안할 때, 약 30% 향상

되었음을 알 수 있다(Trial Ⅰ). 이와 같은 이유는 열전

소자의 배치와 열전발전 장치의 설치 위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열전달부는 복사, 전도, 대류의 방법으

로 열을 열전소자로 전달하게 되며, 고온을 제외하고는 

강제대류나 전도에 의해 열을 전달한다. 이처럼 선행연

구(Lee et al., 2017)에서는 실험어선에 설계용량 113.6 
W 열전발전 장치 2대를 상하로 설치하였기 때문에 기

체 열대류 및 전도 경로가 길어져 열손실량이 많은 구

조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전체 설계용

량은 동일하게 하되, 열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열전소자의 배치를 고밀도화 하여 열대류 및 전도 경

로를 최대한 짧게 하고, 고온부에 직접적으로 열이 전

달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고 제작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열전발전 장치의 전기에너지 생산과정 중 열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열화상 카메라를 이

용하여 Fig. 8과 같이 열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을 측정하

였다. 
측정결과, 열전소자와 히트 싱크, 워터 블록 각각에 

밀착되는 부분에서 배기가스로 배출되는 폐열의 손실

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에는 열전발

전 장치의 발전성능 향상을 위해서 열전소자 배치의 

고밀도화 뿐만 아니라, 각각의 부품이 결속되는 부분의 

열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업 중 전력생산량

조업 중 전력생산량을 분석하기 위해서 총 20일의 조

업기간 동안 일별로 생산된 전력량과 조업시간을 Fig. 9
와 같이 나타내었다. 실험결과, 조업기간 중 최대 전력생

산량은 207.1 Wh, 최소 53.93 Wh 이었으며, 평균 전력

생산량은 129.98 Wh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업시간은 

최대 5시간 6분, 최소 1시간 12분이었으며, 평균 조업시

간은 3시간 9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력생산량은 조업 7일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조업

시간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째는 공회전 상태

에서 조류에 의해 엉켜진 어구를 재정비하는 작업을 실

시함에 따라 다른 조업일에 비해 조업시간이 길었던 것

으로 파악되었다. 
일일 조업과정별 생산된 전력량(Wh)을 분석하기 위

해서 조업과정을 출항, 조업, 입항으로 세분화하고, 비교

분석한 결과를 Fig. 10에 나타내었다. 분석결과, 조업기

간 중 총 전력생산량은 조업과정이 63%로 가장 높게 

차지했으며, 그 다음은 출항과 입항과정 순으로 각각 

19.5%, 17.5%를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

는 실제 조업과정이 출항, 입항과정보다 상대적으로 장

시간동안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단위시간당 생산된 전력(W)을 분석하기 위해서 조업

과정을 출항, 조업, 입항으로 세분화하고, 비교분석한 

결과를 Fig. 11에 나타내었다. 분석결과, 단위시간당 생

Fig. 9. Variation in generated electrical energy and hours of 
fishing over a period of 20 days.

Fig. 8. Measurement of heat loss of thermoelectric power generator
using thermal imaging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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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된 전력은 입항과정에서 42.8%로 가장 높게 차지했으

며, 그 다음은 출항과 조업과정 순으로 각각 32.9%, 
24.3%를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조업

과정별로 사용하는 엔진의 rpm이 서로 달라, 단위시간

당 전력생산량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해당 실

험어선은 총 조업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출항과 입

항 시에는 엔진을 1,500 rpm이상으로 사용하고, 실제 

조업 중의 어획, 어구 간 이동 시에는 공회전 또는 1,400 
rpm 이하로 간헐적으로 엔진을 사용한다. 따라서 짧은 

시간 내에 높은 엔진 rpm을 사용하는 출항, 입항과정이 

실제 조업과정보다 시간대비 전력 생산밀도가 높다고 

판단된다. 

입항과정에서 출항과정보다 단위시간당 전력생산량

이 9.9% 높게 나타난 이유는 어획방법이 해안가로부터 

먼 거리에서 가까운 거리에 설치된 어구 순으로 어획하

기 때문에 출항시간보다 입항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이다. 또한 출항할 때는 엔진 배기가스의 온도를 열

전소자로 전달시키는 열전도체가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

지 않은 상태에서 출항하고, 입항 시에는 열전도체가 공

회전 상태에서 전도되는 온도 이상으로 충분히 열전도 

된 상태에서 입항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열전발전 장치의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항해거리가 길거나, 높은 엔진 

rpm을 사용하는 선박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선박은 어획물 운반선, 여객선, 근해 

어선 등이 있으며, 향후 생산된 전력을 항해 장비운용에 

사용하여 엔진 부하율을 낮춤으로써 유류 소모량을 절

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 론

열전소자 배치를 고밀도화한 227.2 W급 열전발전 장

치를 3톤급 연안어선에 설치하여 발전성능 분석을 하였

다. 발전성능은 엔진 rpm, 조업과정별 그리고 조업기간

(20일) 동안의 전력생산량, 그리고 선행연구(Lee et al., 
2017)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실험결과, 엔진 rpm 상승에 따라 생산되는 최대 전력

은 1,500 rpm에서 183 W이었으며, 이는 설계용량 227.2 
W 대비, 약 80.5% 수준이었다. 이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는 최대 115.8 W 설계용량 대비 50.7%임을 감안할 때, 
약 30% 향상되었다.  

20일의 조업기간 중, 최대 생산된 전력량은 207.1 
Wh, 최소 53.93 Wh 이었으며, 평균 전력생산량은 

129.98 Wh 이었다. 조업시간은 최대 5시간 6분, 최소 

1시간 12분이었으며, 평균 조업 시간은 3시간 9분이었

다. 조업과정을 출항, 조업, 입항으로 세분화하여, 일일 

조업과정별 생산된 전력량(Wh)을 분석한 결과, 조업기

간 중 총 전력생산량은 조업과정이 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은 출항과 입항과정 순으로 각각 

19.5%, 17.5% 이었다. 그리고 단위시간당 생산된 전력

(W)을 비교분석한 결과, 입항과정이 42.8%로 가장 높았

으며, 그 다음은 출항과 조업과정 순으로 각각 32.9%, 
24.3%를 차지했다.

Fig. 11. Generated electric power for each fishing process.

Fig. 10. Generated electrical energy during departure, fishing, 
and return of the experimental b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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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의 종합적인 결론은 열전소자 배치를 고

밀도화 하여, 열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발전성능 향

상에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조업과정 중 출항, 
입항과정에서 엔진의 높은 rpm을 사용하거나, 또는 장

시간 엔진을 사용할 때 전력생산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

남에 따라, 실제 높은 엔진 rpm을 사용하고, 장시간 운항

하는 여객선 또는 어획물 운반선 등을 대상으로 열전발

전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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