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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번호 특허명

기술 요약

폐열을 재활용하여 발전하는 열전발전기 기술

기술 개요 및 특장점

• 폐열 에너지 재활용 및 이를 통한 에너지 사용

효율 향상과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고효율

에너지 변환 기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폐열로부터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열전발전기

기술 필요

• 본 기술은 소규모 및 독립 발전이 가능하여

다양한 응용분야에 활용 가능

• 폐열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발생이 없고, 장수명 및 유지보수

편리성으로 이동형 독립 발전에 응용 가능

• 높은 성능지수를 가지는 열전소재의 적용과

소재 및 모듈 제조공정 기술을 결합하여

고출력 발전 가능

• 소형 독립전원 및 타 발전원과 함께 복합전원

으로 활용 가능

[열전발전기술의 구성 및 응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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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제품 대비 개선점

구 분 기존제품 해당제품

기능/성능 • 500oC 이상의 고온 열원 필요
• 폐열 재활용 및 다양한 열원을 사용 가능

• 시스템 크기의 유연성(수W~수kW급)

개선점 • 저급 폐열 재활용 기술 요구됨 • 고출력화 및 경제성 개선

시장전망

• 세계 폐열 회수 시스템 시장규모는 2019년 543억

달러에서 연평균 8.8%씩 성장하여 2027년에는

1,07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임

• 화석 연료의 환경적 영향(이산화탄소 배출에 의한

온실효과)으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추세로, 지속적인 시장 규모 증대가

예상됨
출처 : Grand View Research, Global Waste Heat 

Recovery System Market, 2020

[세계 폐열 회수 시스템 시장규모 전망]

(단위 : 억 달러)

CAGR(‘19~’27)
8.8%

응용분야

[연료전지 반응 폐열을 이용한 30W급 열전발전기] [군용 수송기기 폐열을 이용한 380W급 열전발전기]

상용화 계획

상용화 예상 시기 2021년 상용화를 위한 후속 단계
기술마케팅,

수요기업 발굴

※ 설비규모, 구축환경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수요 기술 관심 기업 발굴을 위한 기술 설명회 추진

• 폐열 회수 관련 업체 자문 및 기술지도를 통한 기술마케팅 추진

TRL 6: 파일롯 규모의 시제품 제작 및 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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