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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744용 해양온도차 발전 사이클의 응축 및 증발 온도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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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 Effect of Condensing and Evaporating Temperature of OTEC Pow er Cycle using R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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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동의 민주화 열기와 이란의 핵문제 등으로 인한 국제 유가의 불안정성, 원자재 가격의 급상승과 기후변

화협약의 규제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다. 또한 조만간 화석에너지의 고갈이 예정되어 있

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해양에너지 중에서 해양온도차는 표층의 따뜻한 

해수와 심해의 차가운 해수의 온도차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양 온도차를 랭킨사이클에 적용하면 터빈으로부

터 동력을 얻을 수 있고, 이동력을 발전기 구동에 사용하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술을 해양온도차 

발전(Ocean Thermal Energy Conversion, OTEC)이라고 한다. (그림1 참조) 해양 온도차 발전시스템 개발에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600~1,000m의 심층수를 지표면으로 끌어 올리는 것으로 최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

로 해저에 해양 온도차 발전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제안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작동 유체를 적용한 해양 온도

차 발전시스템을 해저에 건설할 경우 심해의 높은 압력에 견딜 수가 없는 이유로 이러한 문제점이 없는 작동유체

의 선정이 필수적이다. 또한 기존의 해양온도차 발전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는 프레온계 냉매는 지구온난화와 오존

층 파괴로 인해 항 후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으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냉매의 개발과 적용이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해양 온도차 발전시스템의 건설시 해결해야 되는 심해의 높은 압력과, 기존 프레온계 냉매의 지구환경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냉매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CO2(R744, 이산화탄소)이다. 또한 R744는 무독성 및 비 가연성 천

연 냉매로서 냉동기 등에 응용하여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환경적인 관점에서는 R744는 자연의 작동 유체로서 

다른 유기 작동 냉매 보다 더 환경 친화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EE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림 1의 해양온도차 발전시스템을 모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양온도차 발전시스템에 대한 기초 설계 자료를 제

공하고자 하였다. (그림 2는 R744용 해양온도차 발전 시스템의 P-h 선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 결과 응축온도와 

증발온도가 증가할수록 증발열량은 감소하고 펌프효율과는 무관하게 응축열량은 일정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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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R744용 해양온도차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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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R744용 해양온도차 발전 

시스템의 P-h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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