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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global warming is rapidly emerging as one of the inherently global issues, one of the renewable energies, i.e. thermo-

electric generation, has received attention. In order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rmo-electric generation, a maximum

temperature difference in plain fins in a heat exchanger is needed, and an appropriate pressure drop is required to ensure

stable flow of high temperature fluid. In the present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the temperature difference and pressure

difference for the 2 kW-class thermo-electric generator installed in exhaust pipes of a cogeneration plant were investigated

numerically via thermal fluid analysis using ANSYS CFX. Then, size optimization for plain fins of a heat exchanger was

carried out using SAS JMP, in which the temperature difference was maximized while meeting the requirement of a given

pressure drop condition. A meta-model was generated by using the response surface model, and individual desirability

functions were defined to derive the optimal solution that provided the maximal overall desirability function. The result

obtained by size optimization showed that the temperature difference of the optimized plain fins of a heat exchanger

increased by approximately 27% in comparison with the original model under the given pressure drop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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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ENCLATURE

 = Density

p = Pressure

µ = Viscocity

T = Temperature

t = Time

 = Thermal Conductivity

CP = Specific Heat Capacity

gi = Acceleration due to Gravity

=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T0 = Initial Temperature

µt = Turbulent Eddy Viscosity

ke = Turbulent Kinetic Energy

i,j = Kronecker Delta

Cµ = Constant in the k-ε Models

T = Turbulent Prandtl Number

k = Coefficient of Thermal Conductivity

 = Heat Generation

q = Thermal Conductance

h = Convective Heat Transfer Coefficient

A = Cross Sectional Area

 = Ambience Temperature

Ts = Temperature of Pipe Surface

q·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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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고유가와 지구 온난화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정부에서

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하여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1 이에 따라 화력 발전과 같은 화석연료

에너지원의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 에너지원의 활용을 늘리는

추세다. 그러나 신재생 에너지로 주목받았던 태양광, 풍력 및 수

력 발전 등은 공급이 일정하지 않고, 발전량이 기존의 화력 발

전을 대체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발전 중 버려지는 에너지를 재

활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열전발전 기술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2

에너지 하베스팅의 일종으로 불리는 열전발전은 미사용 산업

에너지에서 전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열에너지를 전기에

너지로 직접 변환하는 발전 방법이다.2,3 열전발전 기술의 핵심

은 열전 효과이며 이는 크게 제백 효과(Seebeck Effect)와 펠티

어 효과(Peltier Effect) 두 가지로 분류된다. 제백 효과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도체 양끝에 일정한 온도차를 주었을 때 이에

비례하는 기전력이 발생하는 현상이며, 열전발전에 이용되는 기

본원리이다. 펠티어 효과는 반대로 전류를 흘렸을 경우 도체의

한쪽은 열이 발생하고, 다른 한쪽은 열을 흡수하는 현상이다.4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열전발전 시스템은 제백 효과를 이용하

는 방식으로 폐열원, 냉각 장치 및 열전발전 스택으로 구성되며,

사용 환경에 따라 단위소자를 여러 형태 및 크기로 배열한 모듈

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어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이 용이하다.

현재 열전발전 기술 적용을 위해 활발히 진행되는 연구는 자

동차 배기열 및 공장 폐열을 이용한 분야이다.5 그러나 열전발전

시스템은 기전력 출력 밀도와 에너지 변환 효율이 낮기 때문에

다양한 기술 적용 분야로의 확장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열전발전 시스템에 대

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Kushch 등6은 대형 디젤엔진의 폐열

을 이용하여 엔진 배기가스의 열적 조건 변화에 따른 열전소자

의 발전 특성을 고려하여 1 kW급 열전발전 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다. n형과 p형 접합 소재로 구성된 네 가지의 열전소자를 대

상으로 실험을 수행하였고, 연비의 개선 정도를 비교하였다.

Nagao 등7은 스포츠형 다목적 차량과 압축천연가스 차량의 배

기가스를 이용하여 열전소자 QW와 Bi₂Te를 실험적으로 비교

하였고, QW를 사용하였을 때 스포츠형 다목적 차량의 경우

2.3%, 압축천연가스 차량의 경우 3%의 연료 절감 효과를 확인

한 바 있다. Jang 등8은 열전모듈에 부착되는 절연기판이 발전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을 통해 평가하였다. 높은 효율을 갖

는 열전발전 모듈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열전소자에 부착되는

절연기판의 두께를 얇고 열전도성이 좋은 재료를 선택하는 것

을 제안하였다. Moon 등9은 열전소자의 발전효율에 대한 저해

인자를 찾아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흡열원과 접촉면의 불균일

함과 공급열량의 편차에 의해 발전량이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열원의 크기와 발전소자의 위치 배열을 조절하여 발전량을 증

가시키는 열전발전 시스템 장치를 제안하였다.

상기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열전발전 출력 여부나 열전소자

와 관련된 내용이 주로 다루어졌으며, 고온부 배관 내부의 열교

환기 형상이나 열교환기 핀의 형상 최적화를 통한 발전효율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배기가스 폐열을

이용하는 열전발전 장치에 적용된 열교환 핀을 대상으로, 이의

치수최적화를 통해 열전발전 효율의 정도를 검토하였다. 치수최

적화는 만족도 함수(Desirability Function)를 이용하여 이루어졌

으며, 열·유동해석을 통하여 최대 온도차가 발생하는 열교환기

핀 두께와 폭의 최적해를 결정하였다.

2. 대상체

Fig. 1(a)는 열병합 발전소의 고온 배기가스 폐열을 이용하는

열전발전 장치의 전체적인 모식도로서, 배기가스가 지나가는 배

기구에 2 kW급 열전발전 장치의 열교환기가 설치되어 있다. 열

병합 발전소는 4층으로 구성되며 2층 소음기 후단에서 3층의

배기구를 통해 열전발전 시스템으로 배기가스가 유입된다. 열전

발전 장치는 Fig. 1(b)와 같이 100 W급 열교환기 단위 스택 10

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며, 이를 상·하로 설치하여

총 발전 용량은 2 kW급이고, 크기는 길이 2,143, 폭 1,903 및

높이 1,489 mm이다. 400oC 고온의 배기가스가 우측의 입구단

으로 유입되고 열교환기 단위 스택을 지나면서 열전소자와 냉

각수에서 발생하는 온도차를 이용하여 제백 효과가 발행하여

전력생산이 이루어진다.

Fig. 2는 열교환기 단위 스택의 형상으로, 중앙에 고온의 배

기가스가 지나가는 열교환 핀이 있으며, 상·하로 열전소자가 설

치되어있고, 가장 바깥면에 20oC의 냉각수가 흐르는 냉각 장치

가 위치한다. 열전소자는 PGM-TK-1 모델10로 상·하부에 각각

16개씩 총 32개가 사용되었다. 열교환 핀은 폭 100, 높이 35 및

길이 410 mm로 폭과 높이에 비하여 길이가 크므로 압력 손실

이 작게 나타나는 Plain 타입11으로 선정하였다.

Fig. 3은 열교환기의 단면도로서, 총 68개의 열교환 핀이 설치

되어있으며, 유로 폭(w)과 핀 두께(t)가 각각 2 및 0.5 mm이다.

Fig. 1 Schematic illustration of 2 kW-class thermo-electric generator

installed in exhaust pipes of cogeneration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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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교환 핀은 열변형과 부식에 강한 스테인리스 스틸인 STS

316L12로 제작되었다.

열전발전에서 열전소자 양측의 온도차가 클수록 발전량이 증

가하기 때문에 열교환기의 성능은 발전량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13 열교환 핀의 w 및 t에 따라 차압 및 온도차가 변화하므

로,11 이는 설계에 중요한 인자가 된다. 따라서 400oC 배기가스

의 유속 조건에서 w와 t의 변화에 따른 차압과 온도차를 열·유

동해석을 통해 계산하였으며, 온도차를 최대로 하고 차압 조건

을 만족하는 w와 t의 치수최적설계를 수행하였다.

3. 열·유동해석

3.1 해석 방법

열·유동해석은 고온부 배관 내 열교환기 단위 스택에서 대칭

경계 조건을 고려한 1/2 형상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며, 상용해석

소프트웨어인 ANSYS CFX14를 이용하였다. 열전발전 스택의

입구 및 출구의 온도차와 차압을 확인하기 위해 냉각 장치는 해

석에서 고려하지 않았으며, 완전 발달 유동이 이루어지도록 단

위 스택 입구단에서 300, 출구단에서 100 mm의 거리를 두고 고

온부 배관을 모델링하였다. 고온부 배관 크기에 비해 열교환

핀의 두께와 유로 폭이 작아 효율적으로 격자를 생성하기 위해

해석의 정확도가 높은 육면체를 우선적으로 생성하는 Hex-

Dominant Meshing을 적용하였다. 열교환 핀의 격자수는 사례연

구에 따라 52만개-120만개 사이이며, 고온부 배관 전체 격자수

는 100만개-360만개 수준이다. 해석에는 배기가스 대신 공기를

사용하였으며, 온도 변화에 따라 변하는 상태량인 열전도도

(Thermal Conductivity)와 동점성계수(Dynamic Viscosity)는 400

과 270oC의 평균값을 적용하였다. 또한, 400oC의 배기가스가 고

온부 배관에 지날 때 열전소자 PGM-TK-1 모델10이 상온공기

(25oC)에 노출되었을 경우 사용되는 총괄 열전달 계수(Heat

Transfer Coefficient, 164.972 W/m2K)와 자연대류 조건(h = 5W/

m2K)을 적용하였다. 이때, 총괄 열전달 계수는 열전소자의 전도

열저항에 의해 구해졌다. 열·유동해석의 경계 조건을 모식도로

나타내면 Fig. 4와 같고, 각 해석 대상체에 적용된 물성치를

Table 1에 정리하였다.

3.2 지배방정식

열·유동해석은 유체 연속방정식, 운동방정식 및 난류유동 에

너지방정식을 통해서 수행된다. 유체는 3차원 정상상태, 비압축

성 유체로 가정하였고, 이때 비압축성 유체에 대한 연속방정식

은 다음 식(1)과 같다. 여기서, i와 j는 직교좌표계의 방향으로

1, 2 그리고 3으로 구성되며, 이는 각각 x, y, z 방향을 나타낸다.

(1)

운동방정식은 Reynolds Average Navier-Stroke (RANS) 모델

을 기반으로 계산되었고, 식은 다음 식(2)와 같다.

(2)

Fig. 2 Stack of heat exchanger consisting of cooling device, thermos-

electric elements and plain fins

Fig. 3 Section view of plain-type fins in heat exchanger

Fig. 4 Boundary conditions of thermal fluid analysis

Table 1 Properties used for thermal fluid analysis

Density
[kg/m³]

Thermal
conductivity

[W/mK]

Dynamic
viscosity
[Ns/m²]

Air at 400℃ 0.5181 0.0475 3.059*10¯³

Thermoelectric
element

- 0.5939 -

Case 2,700 190 -

Fins 7,900 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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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교환기 내부 고온 가스의 난류 유동 에너지방정식은 계산

속도가 빠르고 해석의 수렴성을 확보하기에 가장 적합한 k-ε 모

델15을 사용하였다.

(3)

이때, 레이놀즈 응력은 식(4)의 부씨네스크 근사(Boussinesq

Approximation)에 의해 계산되고, k-ε 모델의 난류점성 계수

(Turbulent Eddy Viscosity)는 식(5)와 같이 나타난다.

(4)

(5)

난류 열유속(Turbulence Heat Flux)은 식(6)으로 계산된다.

(6)

고온부 배관의 열교환 핀에 고온의 배기가스가 유입될 때 유

체와 고체 간의 복합열전달이 발생한다. 이는 식(7)의 복합열전

달 방정식에 의해 계산된다.

(7)

고온부 배관과 열전소자 간의 열전도는 3차원 열전달 방정식

을 통해서 계산되며 식은 다음 식(8)과 같다.

(8)

열전소자와 고온부 배관의 자연대류가 적용되었다. 상온 공

기(25oC)의 자연대류 조건(h = 5 W/m2K)이 적용되었고, 아래와

같은 식(9)로 계산된다.

(9)

단위 스택 입구단에서 주어진 공기의 온도와 유속 조건에서

유로 폭(w)과 핀 두께(t)의 변화에 따른 공기의 차압과 온도차는

단위 스택 출구단에서의 계산된 압력과 온도의 결과로 구해진

다. 이때, 공기의 유속은 5에서 30 m/s 범위로 하였고, w는 1에

서 4 mm로 그리고 t는 0.3에서 0.7 mm로 변화시키는 사례연구

를 수행하였다.

3.3 해석 결과

사례연구에 앞서 공기의 유속이 10 m/s일 때, 유로 폭(w)과

핀 두께(t)는 각각 2 및 0.5 mm인 열교환기 단위 스택의 초기

모델에 대하여 열·유동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5는 이의 결과로

서, 열교환 핀에서 열전소자로 열전달이 발생하여 Fig. 5(a)와

같이 출구단으로 갈수록 온도가 감소하여 약 130oC의 온도차가

발생하였다. 압력의 변화는 Fig. 5(b)와 같으며, 37 mmH2O 수

준의 차압이 발생하였다.

공기 유속의 변화에 대한 차압과 온도차를 살펴보기 위하여,

초기 설계안인 열교환 핀의 t가 0.5 mm에 대한 w의 영향을 살

펴보았다. Fig. 6은 이의 결과이다. 차압의 경우 Fig. 6(a)와 같

이 공기 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차압은 증가하였다. 이때, w가

커질수록 차압 증가의 경향이 대폭 감소하였는데, 차압 감소는

배기가스의 유동에 대한 저항을 낮추고 원활한 열교환을 유발

하여 열전모듈 흡열량의 증가로 이어진다.16 Park 등17 은 배기가

스 배출용으로 사용되는 송풍기의 사용 적정 차압을 100 mmH2O

이하로 제시하였는데, 이를 만족하는 열교환기 단위 스택의 조

건은 공기 유속 10 m/s에서 w가 2 및 4 mm임을 알 수 있다.

Fig. 6(b)는 온도차의 결과로서 공기 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온도

차는 감소하였다. 여기서 w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면, w가 커짐

에 따라 온도차의 감소폭도 커지게 된다. w가 가장 작은 1 mm

의 경우 온도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 열전발전에 유리하지만,

Fig. 6(a)와 같이 차압이 크게 발생하여 서로 상충되는 관계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한편, Fig. 7은 초기 설계안인 열교환 핀의 유로 폭 w = 2 mm

에 대하여 공기 유속의 변화에 따른 차압과 온도차의 해석 결과

로서 t의 변화에 따라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Fig. 7(a)는 차압

의 경우로서 공기의 유속이 느린 영역에서는 t의 영향이 적으나,

유속이 30 m/s 이상인 경우 t가 커짐에 따라 차압이 증가하는

경향이 보인다. 이에 반해 온도차는 Fig. 7(b)와 같이 공기의 유

속이 빨라짐에 따라 열전모듈의 흡열량이 감소하여 줄어든다.16

이때 t에 의한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t가 커짐에 따라 열

전모듈과 열교환 핀의 접촉 면적이 증가하여 온도차가 크게 발

생하였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적정 차압인 100 mmH2O 이하의 조건을

Fig. 5 Results of thermal fluid analysis in stack of heat exchanger

(w = 2, w = 0.5 mm) for velocity of exhaust gas with 10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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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하며, 온도차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 공기의 속도가 10 m/s

이하이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열교환 핀의 w와 t

는 차압과 온도차에 대하여 서로 상충되는 영향을 주고 있으므

로, 열전발전의 발전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열교환기의 성능

을 높이기 위하여 두 값을 설계변수로 치환하고 최적해를 찾기

위한 치수최적설계의 수행이 필요하다. 

4. 치수최적설계

4.1 최적설계 정식화

열전발전 시스템의 열교환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열전소

자로 온도전달이 잘 이루어져야하며, 고온의 유체가 안정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적절한 압력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열교환기의

효율과 고온 배기가스의 원활한 유동을 위하여 열교환 핀의 유

로 폭(w)과 핀 두께(t)에 대한 치수최적설계가 수행되었다.

열교환기 단위 스택 입구 및 출구단에서 공기의 온도차인

T(w, t)를 최대화하기 위한 최적설계 정식화가 이루어졌다. 이

때, 공기의 입구속도가 10 m/s인 조건에서 입구 및 출구단에서

차압 P(w, t)는 100 mmH2O 이하가 되어야 한다. 치수최적설계를

위한 목적함수 그리고 설계변수 및 제약 조건은 다음과 같다.

Maximize T(w, t)

Subject to P(w, t) 100 mmH2O (vinlet 10 m/s)

Subject to 1 mm w  4 mm

Subject to 0.3 mm  t   0.7 mm

설계영역 탐색에 필요한 근사식 도출을 위해 실험계획법

(Design of Experiments, DOE)이 수행되었다. 완전요인배치법

을 사용하여 3수준 2인자로 32회의 실험 조건이 적용되었고,

Table 2와 같이 w와 t에 대하여 각각 9개의 실험점이 생성되었

다. 실험계획법으로 얻어진 각 실험점에서의 목적함수 T(w, t)

와 제약 조건인 P(w, t)를 대상으로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한 반응표면법(Response Surface

Method, RSM)으로 근사식이 도출되었다. 이때 SAS사의 상용

통계해석 프로그램인 JMP18가 이용되었고, Table 3에 도출된 근

사식을 수식으로 나타내었다. Fig. 8은 근사식으로 얻어진

T(w, t)와 P(w, t)의 등고선도(Contour Plot)이다.

단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생성된 근사식의 적합도를 확인

하기 위해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결정계수 R2 (RSquare)19와

Fig. 6 Pressure and temperature differences at t = 0.5 mm in relation

with velocity of exhaust gas due to change of w

Fig. 7 Pressure and temperature differences w = 2 mm in relation

with velocity of exhaust gas due to change of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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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결정계수  (Adjusted RSquare)20가 사용되었다. Table 4

는 이의 결과로서 R2와  모두 1에 가깝게 나타나 근사식의

적합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4.2 만족도 함수를 적용한 최적설계

목적함수와 제한 조건을 만족하는 최적해를 도출하기 위하여

만족도 함수(Desirability Function)21를 적용하였다. 만족도 함수

는 RSM으로 생성된 근사식이 설계변수의 조합에 따른 목적함

수에 만족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함수로서, 0에서 1까지의 범위

내에서 1일 때 가장 이상적인 최적해라고 평가한다. 전체 만족

도 함수 D는 목적함수와 제한 조건에 대한 개별 만족도 dn에 대

한 기하평균을 적용하여 아래 식(10)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10)

설계변수에 개별 만족도를 정의하기 위하여 예측분석도

(Prediction Profiler)를 이용하여 설계변수인 w와 t가 P(w, t) 및

T(w, t)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Fig. 9는 이의 결과로서,

P(w, t)는 w에 대하여 최솟값이 존재하는 비선형적인 특성을

보인다. 이에 비해 T(w, t)의 경우, w와 t는 모두 선형적으로 영

향을 미치지만, 서로 상충되는 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P(w, t)가 100 mmH2O 이하가 되는 범위 내에서 w는 줄

이고 t는 늘리는 설계가 필요하다. 전체 만족도 함수 D의 최댓

값은 P(w, t)와 T(w, t)의 개별 만족도 d1과 d2에 대하여

w = 1.4, t = 0.7 mm에서 0.924로 얻어졌다. 이때, P(w, t)는

94.4 mmH2O 그리고 T(w, t)는 164.3oC이다. Table 5는 초기 모

델과 비교한 결과로서, P(w, t)가 100 mmH2O 이하를 만족하

는 조건에서 T(w, t)는 약 27% 증가하였다. 

만족도 함수로 얻어진 최적해를 검증하기 위하여, 설계변수

의 최적해 w = 1.4, t = 0.7 mm로 생성된 열교환 핀의 유한요소

모델을 이용한 열·유동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은 앞서 수행된

열·유동해석 조건과 동일하게 진행되었으며, Table 6은 이의 결

과로서 목적함수 T(w, t)와 제약 조건 P(w, t) 모두 예측값과

검증값이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Radj

2

Radj

2

Table 2 Design variable points of DOE obtained by 3 levels of 2

factors

i 1 2 3 4 5 6 7 8 9

w 1 1 1 2 2 2 4 4 4

t 0.3 0.5 0.7 0.3 0.5 0.7 0.3 0.5 0.7

Table 3 Fitting curves derived by using RSM

P(w, t)

151.417659777777 + -121.402501214285*w +
152.40056*t + w*w*21.514843222222 + w*t*
-36.6563035714285

T(w, t) 86.48875 + -16.1975*w + 143.554166666667*t

Table 4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for fitting curves

Fitting curves P(w, t) T(w, t)

RSquare 0.9836 0.9283

Adjusted RSquare 0.9672 0.9044

Fig. 8 Contour plots presented by fitting curves

Fig. 9 Prediction profilers of P(w, t), T(w, t) and desirability

functions with regarding to design variables

Table 5 Comparison of initial and optimized models

Passage width 
(w) [mm]

Fin thickness
(t) [mm]

P(w, t)

[mmH2O]
T(w, t)

[℃]

Initial 2 0.5 37.6 128.8

Optimal 1.4 0.7 94.4 164.3

Table 6 Verification of predicted values

Prediction* Verification** Difference

P(w, t)

[mmH2O]
94.4 93.6 0.81%

T(w, t)

[℃]
164.3 162.6 1.03%

* Predicted values obtained by desirability function

** Verified values estimated by F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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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배기가스 폐열을 이용하는 열전발전 장치에

적용된 열교환 핀을 대상으로, 이의 치수최적화를 통해 열교환

기의 차압 성능과 온도차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열교환기에서 발생하는 차압은 공기 유속이 증가함에 따

라 증가하였고, t = 0.5 mm인 경우 w가 커질수록 차압 증가의

경향이 대폭 감소하였다. 사용 적정 차압인 100 mmH2O 이하를

만족하는 열교환기 단위 스택의 조건은 공기 유속 10 m/s에서

w가 2 및 4 mm로 나타났다.

(2) 온도차는 공기 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는데,

t = 0.5 mm인 경우 w가 커짐에 따라 온도차의 감소폭도 커지게

된다. w = 1 mm의 경우 온도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 열전발전에

유리하지만, 차압이 크게 발생하여 서로 상충되는 관계가 나타

났다.

(3) 공기의 입구속도가 10 m/s인 조건에서 차압이 100 mmH2O

이하가 되어야 하는 치수최적설계 정식화가 이루어졌으며, 실험

계획법과 단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근사식을 생성하였다.

(4) 만족도 함수를 적용하여 얻어진 치수최적설계로부터 각

설계변수인 w와 t의 최적해는 각각 1.4 및 0.7 mm이며, 이때 차

압과 온도차는 각각 94.4 mmH2O 및 164.3oC로 얻어졌다.

(5) 차압 성능 100 mmH2O 이하를 만족하는 조건에서 얻어진

온도차의 최적해는 초기 모델 대비 약 27% 증가하여 열전발전

의 발전효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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