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에너지 작품 공모전
(제품 아이디어 부문)

1. 아이디어명
지글부글 발전기

한여름의 자동차 차체를 태양열 발전기로 만들자!, JP201708310255_1

2. 개발동기

이 아이디어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과거 화제가 되었던 영상인 여름철 검은색 자동차의 본네트
위에서 달걀을 굽는 영상을 보게 된 것이다. 여름철 자동차의 차체는 매우 높은 온도까지 달궈진다.
이는 차량 실내의 날달걀이 삶은 달걀이 되는 사례만으로도 얼마나 높은 온도까지 올라가는지 알 수
있다.
실제로 기온이 30℃이상인 여름철에 자동차의 본네트 온도는 차체의 색에 따라 낮게는 50℃부터
높게는 83℃이상까지도 올라간다. 이 온도는 사람에게 2도 화상이상의 부상을 줄 정도로 뜨거운 온도
이다. 나는 이 에너지를 위험하게 방치하지 말고 회수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자 이 제품을 구상하
였다.
많은 차량들은 햇볕에 노출되는 시간이 꽤 긴 편이다. 차고 없는 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 차량
은 하루 종일 햇볕에 노출이 되며, 직장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직장의 지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도
록 하여 차량이 햇볕에 노출되는 시간이 꽤나 긴 편이다.
이렇게 긴 시간 햇볕에 달궈지는 차체를 태양열전지판의 열판 대용으로 하여 별도의 열판설치 없
이 태양의 열에너지를 회수하여 전기를 만든다면 많은 양의 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나는 이 아이디어가 열판을 설치하는 비용이 들지 않고 차체를 이용하여 태양열 발전을 할 수 있다
는데 큰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3. 설명서 (디자인, 기능, 역할, 활용용도, 방법 등)

제품의 디자인은 식빵 모양의 통 모양으로 차체 본네트보다 약간 작은 크기이다. 제품은 차량의 본
네트 아래에 장착되어 차량의 외관을 해치지 않는다. 또한 경량화와 높은 열전도율을 위해 프레임은
가벼운 알루미늄으로 제작된다.
전체적인 기능은 차량이 태양빛에 노출되어 차량이 달궈지면 본네트와 제품을 연결하는 방열판 구
조물로 열이 전달되며 통 안의 에탄올과 같은 끓는점이 낮은 액체가 끓는다. 이 기화 된 액체는 배관
을 타고 이동하여 터빈을 돌려 전기를 발전시킨다. 또한 별도의 고동도의 염분이 녹아있는 용액탱크
가 들어있어 빛이 있는 동안 뜨거워진 열을 저장하여 차량이 그늘 속에 들어가도 저장된 열로 지속
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만들 것이다. 그리고 터빈을 돌린 뒤의 기체는 냉각팬과 방열판을 통해 다시
액화하여 통속으로 돌아간다.
이를 통해 이 제품은 낮 동안에 액체가 기체로 변하여 배관을 돌며 터빈을 돌려 전기를 발전시키고,
발전된 전기는 자동차의 배터리와 별도의 배터리에 저장된다.
4. 기대효과

이 제품을 통해 맑은 날, 근무시간이 10시간인 회사에서 차량을 10시간 내내 지상에 방치했다 가정

했을 때, 이런저런 요인을 고려하여 6시간만 실질적으로 달궈졌다 하더라도 이 긴시간동안 발전된 전
기의 양은 굉장히 많은 양일 것이다. 이를 통해 자동차의 배터리가 방전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블
랙박스와 그 외 기타 차량 전자장비들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발전되는 전기를 다른
축전기에 축전시키거나 끌어 씀으로서 전기를 스스로 발전하여 전기세를 낮출 수 있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자동차는 이동의 수단을 넘어 전력공급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한다.
5. 기타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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