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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연료전지, 해양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등 다양한 연료를 활용하여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 화석연료의 대안이 되며 재
생이 되는 에너지원으로 고갈되는 화석연료를 대비하고,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상용화에 대한 각국의 노력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간 소
개해 드린 신재생에너지들의 장단점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태양열에너지

▷장점 : 무공해, 양에 제한이 없다.

▶단점 : 일조량에 영향을 받는다. 밀도가 낮고, 간헐적이며 투자비용과 발전단가가 높아 비경제적이다.

태양광에너지

▷장점 : 발전기가 별도로 필요치 않아 햇빛이 비치는 곳이면 간단히 설치할 수 있으며 소형으로도 제작할 수 있다. 소음과 진동이 적다. 수명이 길고 유지 비용
이 거의 없다. 

▶단점 : 에너지 밀도가 낮아 태양 전지를 많이 필요로 하며 초기 설치 비용이 비싸다. 

풍력에너지

▷장점 : 무제한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다. 공해 배출을 하지 않는 청정에너지이며 설치 비용이 적고 설치 기간이 짧다. 발전에 최소 전력이 필요치 않아 블랙
아웃 상황에서도 가동할 수 있다. 발전단가가 낮고, 관광단지로도 활용할 수 있다. 

▶단점 : 연중 바람이 부는 곳을 찾기 어렵다. 전력 수요가 있는 곳과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 소음이 있다. 

수력발전

▷장점 : 한국은 유리한 지형을 가지고 있다. 한번 건설되면 직접적인 폐기물을 방출하지 않는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다. 국내 부존 잠재량이 많아 보급 효
과가 크다. 에너지밀도가 높아 타 에너지원에 비해 꾸준한 발전 공급이 가능하다

▶단점 : 댐의 초기 건설 비용이 많이 들고 저수지 건설 시 지형을 침수시켜야 하므로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 강수량에 좌우되기 때문에 전기 공급의 안정성
에 문제가 있다. 

바이오에너지

▷장점 : 공해물질이 적다. 재생성을 가지고 있어 고갈 문제가 적다. 에너지 활용도가 높다.

▶단점 : 바이오에너지 원료 확보를 위해 넓은 면적의 토지가 필요하며 산림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 

지열에너지

▷장점 : 보급 잠재력이 높으며 발전 비용이 저렴하고, 깨끗하다. 

▶단점 : 채산성이 떨어지며 환경적 제약이 있다. 

해양에너지

▷장점 : 무공해 청정에너지다. 고갈될 염려가 적다. 

▶단점 :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으며 에너지 밀도가 작고, 시설비가 비쌀 뿐 아니라 전력 수요지와의 거리가 멀다. 

수소에너지

▷장점 : 공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 전기에너지로 전환이 쉽고 에너지 밀도가 높으며 사용이 간편하다. 가스, 액체로서 쉽게 수송할 수 있다.

▶단점 : 폭발의 위험성이 있고 비용이 비싸다. 

댓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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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freeboard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freeboard?page=51
https://www.yyg.go.kr/www/support/member_login?return_url=/www/citizen_participation/freeboard?mode=write&page=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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