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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온도차발전의 원리 

표층수와 심층수의 온도차 

프로필렌 
끓는점 -47.6℃ 

 
 

암모니아 
끓는점 -33.34 °C 

폐쇄식 

개방식 

혼합식 



해수온도차 발전의 장 • 단점 

에너지 공급원이 무한하다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주•야 구별 없이 발전이 가능하다 

특별한 저장시설이 필요 없다. 

•  장점 



해수온도차 발전의 장 • 단점 

물질  온도(ºc) 비열
cal/(g·K) 

물질  온도(ºc) 비열
cal/(g·K) 

물(얼음) 0 1.009 은 20 0.056 

물 20 1.000 철 20 0.107 

바닷물 20 0.940 구리 20 0.092 

석유  20 0.470 수은 20 0.033 

알루미늄 20 0.211 금 20 0.031 

•  장점 



해수온도차 발전의 장 • 단점 

발전을 할수 있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다. 

바닷물의 부식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발전 효율(약 3%)이 떨어진다 

•  단점 



해수온도차 발전의 현황 

프랑스 : 리유니온 섬에서 15kW급 플랜트 실증실험을 실시(13년) 
 

일본  : 오키나와 쿠메지마에 50kW 파일럿 플랜트를 설치(13년) 

미국 : 하와이에 파일럿 플랜트를 설치 ( 79년 50kW급 폐쇄형 93년 210kW급 개방형 등 )  

국내 : 강원도 고성군에 200kW급 고온도차발전 플랜트를 제작 (14년) 



감사합니다  

한국 에너지 공단 

인하대 CASERI 연구실 
https://www.youtube.com/watch?v=FHBVgRWAt3c 

https://www.youtube.com/watch?v=FHBVgRWAt3c


부족한 부분 보충 
담수의 원리 ( 교수님의 질문 ) 
해수에서 소금을 제거할 때에는 전혀 다른 2가지 방법이 사용되는데 그 중 전문 용어로  
"상변태(phase transition)"라고 하는 증발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담수를 한다. 물이 증발할 
때, 즉 액체에서 기체가 될 때 물보다 끓는점이 높은 물질은 모두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러
므로 소금 또한 물이 증발할 때 끊는 점이 높으므로 남게 되고 이를 이용하여 담수를 합니
다.  
이 원리로 진공을 이용하여 해수를 증발시키는데 대기압에서는 약 115°C까지 가열해야 하
지만 진공 내에서는 이러한 작업이 상당히 낮은 온도에서도 가능하게 됩니다. 
비열의 큰 이유 ( 발표 중 말로만 한 내용 ) 
물 분자는 두개의 수소원자가 산소원자에 공유결합으로 연결된 상태로 되어있는데 산소
가 수소에 비해 전기적으로 음성을 띠어서 전자들이 보다 많은 시간을 산소원자 가까이에
서 보내서 산소 쪽이 델타 -로 표시되어있고. 수소 쪽이 부분양성전하를 가진다. 이를 이용
하여 공유결합으로 물 분자가 되고 분자 전체 전하가 불균등하게 분포되어있다. 
이 불균등 때문에 물 분자는 다른 물 분자와 결합하게 되는데 이러한 특성 때문에 수소결
합이라고 한다. 수소결합은 아주 약하고 끊임없이 생기고 끊어지고 다시 생겨난다.  
이 수소결합을 끊는데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하기 때문에 물은 비열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