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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살리는 에너지 재생가능에너지6. ,

지구를 살리는 에너지 재생가능 에너지지구를 살리는 에너지 재생가능 에너지지구를 살리는 에너지 재생가능 에너지지구를 살리는 에너지 재생가능 에너지6. ,6. ,6. ,6. ,

우리 인류가 최초로 사용한 에너지는 불이다 년경 산업혁명이 시작되기. 1800
전까지 사용한 에너지는 재생가능 에너지원으로부터 왔다 써도 고갈되거나 없어.
지지 않는 태양 바람 물 사람의 근육의 힘에서 에너지를 얻었다, , , .
옛날에는 집을 지을 때 햇빛이 각도를 조정하여 집안으로 오랜 시간 빛이 들어

오게 문과 창을 설계하였고 우리나라의 옛 조상들도 햇볕이 잘 드는 남향의 집,
을 지었다 바람의 힘을 이용하여 풍차를 돌려 곡식을 빻았으며 물의 낙차를 활. ,
용하여 물레방아를 돌려 곡식을 빻았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질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어 애용되고 있는 온천은 자연적인 땅의 열 지열 과 관련된다 현대에는 전기를( ) .
이용한 많은 전자기기들이 대신하고 있지만 고대에서 미국의 노예해방이 이루어,
지기 전까지 노예의 근육의 힘을 이용한 노동력은 대표적인 에너지원의 하나였다.
산업혁명 후 태양과 바람 물과 같은 재생가능 에너지원은 석탄과 같은 화석에,

너지로 대체되었고 세기에 들어와서 석유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았다, 20 .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년 차 석유파동 를 겪으며1973 1 (Oil Shock)

높아졌다.
재생가능 에너지원의 가장 큰 특징은 써도 고갈되지 않으며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거나 배출하는 양이 화석연료에 비해 훨씬 적은 친환경,
적인 에너지원이다.
이 단원에서는 재생가능 에너지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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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목표수업 목표수업 목표수업 목표....ⅠⅠⅠⅠ

재생가능 에너지의 정의를 안다1. .

지속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생가능 에너지의 특징을 안다2. .

재생가능 에너지의 근원인 태양에 대해서 안다3. .

재생가능 에너지 중 태양에너지와 바람에너지에 대해서 안다4. .

준비물준비물준비물준비물....ⅡⅡⅡⅡ

학생용 활동지 빔 프로젝터 노트북< I>, ,

학습 활동학습 활동학습 활동학습 활동....ⅢⅢⅢⅢ

도입도입도입도입1.1.1.1.

가 강의 전에 학생들에게 학습지를 나누어 준다. .

나 모둠을 나누고 모둠별로 앉는다 모둠별 인이 적당하다. , . 4~5 .

다 모둠별 이름을 짓게 한다 이름은 에너지나 태양과 관련이 있는. .

이름을 짓게 한다.

라 모둠별로 학습지 문제를 읽어주고 분의 시간을 주고 논의하여. , 10

작성하게 한다.

마 모둠별로 나와 발표하게 한다. .

전개전개전개전개2.2.2.2.

가 모둠별 발표가 끝난 후 파워포인트로 작성된 강의안을 이용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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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개념 종류에 대해 설명한다, .

평가 및 정리평가 및 정리평가 및 정리평가 및 정리3.3.3.3.

가 도입에서 작성한 모둠별 학습지를 칠판에 부착하여 학생들이 수.

업 후에 볼 수 있게 전시한다.

나 파워포인트 강의 후 퀴즈를 통해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학생들.

의 이해도를 확인한다.

과제물 제시과제물 제시과제물 제시과제물 제시4.4.4.4.

가 재생가능에너지 관련된 시민단체의 홈페이지에서 찾아보고 활동. ,

을 조사한다.

나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하는 외국과 우리나라의 사례를 찾아본다. .

지도상의 유의점지도상의 유의점지도상의 유의점지도상의 유의점....ⅣⅣⅣⅣ

가 학습지를 나누어 주고 각 문제를 읽어주고 논의하는 시간을 정하.

여 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나 논의하는 모둠을 돌아보며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선생님이.

모둠별로 다니며 코멘트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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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자료학생활동자료학생활동자료학생활동자료....ⅤⅤⅤⅤ

학생용 활동지학생용 활동지학생용 활동지학생용 활동지< >< >< >< >ⅠⅠⅠⅠ

모둠이름* :
모둠원 이름* :

태양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 해 보자1. .

쓰고 나면 고갈되는 에너지와 써도 고갈되지는 않는 에너지가 무엇이2.
있는지 이야기해 보자.

써도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의 사례를 이야기해 보자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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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참고자료참고자료참고자료[ ][ ][ ][ ]

우리가 태양에게 신세지는 것들우리가 태양에게 신세지는 것들우리가 태양에게 신세지는 것들우리가 태양에게 신세지는 것들****

태양은 우리 삶의 리듬을 만들어 준다 사계절과 낮과 밤이 있어· .

서 우리는 깨어 있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한다 이 모두가 태양덕.

분이다.

태양은 지구를 따뜻하게 해서 물이 기체로 변했다가 비로 내리고·

얼었다가 녹는 등 순환하게 해 준다 그래서 식물과 동물 인간이. ,

물을 마실 수 있다 태양열 때문에 공기는 기체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우리는 숨을 쉴 수 있다.

햇빛을 받는다고 모든 곳이 똑같이 데워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

차이는 저기압과 고기압을 만들고 바람과 여러 가지 기상현상을,

만든다 공기는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이.

다.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 이 식물을 먹고 동물· .

과 인간이 살아갈 수 있다 육식동물도 식물에서 영양분을 섭취하.

는 초식동물을 먹고 살기에 결국은 식물을 통해서 살아나간다고

할 수 있다.

태양 에너지는 이미 수 억 년 전부터 식물을 자라게 했다 그리고· .

이 식물들은 나중에 땅에 묻혀 석탄이 되고 죽은 동식물이 땅에,

묻혀 석유나 천연가스가 생겨난 것이다 이와 같이 석탄 석유를. ,

화석에서 생겨난 화석에너지 라고 부른다 결국 석탄 석유도‘ ’ . ,

축적된 태양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우베 반트라이 미래에너지 태양 푸른나무 쪽( , , , , 31, 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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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자료교사용 자료교사용 자료교사용 자료....ⅥⅥⅥⅥ

파워포인트 강의자료 구성안 및 설명 에너지야 놀자파워포인트 강의자료 구성안 및 설명 에너지야 놀자파워포인트 강의자료 구성안 및 설명 에너지야 놀자파워포인트 강의자료 구성안 및 설명 에너지야 놀자1. _ “ ”1. _ “ ”1. _ “ ”1. _ “ ”

표지[Slide1] 에너지야 놀자에너지야 놀자에너지야 놀자에너지야 놀자

[Slide2]
에너지의 근원

태양

사람의 몸은 태양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_ .
우리는 태양에너지를 몸속에 저장해 놓고 있다.
태양에너지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 들어 있고_ ,
음식물 속의 에너지는 태양에너지를 채워 넣은 식물이나_ ' ' ,
식물을 먹은 동물한테서 온다.
태양은 물 바람 날씨를 움직이는 힘이다_ , , .

[Slide3]
태양 너의 정체를

밝혀라!

태양의 나이 억년_ : 50
태양의 지름_ : 1,392,500km
태양의 내부온도 억 외부 온도는_ 16 , 5,800 .℃ ℃
태양의 질량 톤_ : 2,000×10²⁴

[Slide4]
태양은 이다.□□

천문학자는 거대한 불덩어리_ :
태양전지를 가진 사람 내가 쓰는 전기가 오는 곳_ :
농부 땅에서 나는 농작물한테 중요한 존재랍니다_ : .
안과의사 눈에 위험해요_ :
아이스크림 장사 장사하는데 도움을 주지요_ :
놀러가는 사람 멋진 휴가를 위한 보증 수표_ :
외계인 외계인이 있다면 다른 별과 다를 바 없는 별_ ( ):

[Slide5]
재생가능에너지란

?

다시 써도 고갈되지 않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_
태양 바람 물 나무 땅 등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_ , , , ,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의 원천은 태양에서 나온다_ .
태양은 억 년 동안 매일같이 새로운 에너지를 보내고 있다_ 50 .

억 년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긴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태50
양 에너지를 무한한 끝없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라고 말한다, .

[Slide6]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

석탄 년_ 200
석유 년_ 40
천연가스 년_ 60
우라늄 년_ 50

화석연료…

[Slide7]
재생가능에너지의

태양으로부터 오는 재생가능에너지_
태양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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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풍력에너지-
수력에너지-
생물자원-

태양과 관계없는 에너지_
조력-
지열-

[Slide8]
재생가능에너지1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

태양광발전 태양빛을 전기 생산에 이용_ :
태양열장치 태양에너지를 집열 장치를 통해 모아 난방 온수용_ : ,

열 생산
태양열조리기 빛을 모아 요리_ :
태양열발전기 태양열 응집기를 이용_ :
그 외 태양열 곡물 건조장치 폐수정화 이용장치 냉방장치 등_ , ,

[Slide9]
태양에너지의

잠재량

천체물리학자들이 계산한 바에 의하면 년 동안 지구로 들어오는_ 1
태양에너지 전체 양은 년 동안 인류가 소비하는 에너지의1

배배배배15,42415,42415,42415,424
[Slide10]

햇빛 태양광 에너( )
지의 잠재량

그림으로 보는 태양광에너지의 잠재량그림으로 보는 태양광에너지의 잠재량그림으로 보는 태양광에너지의 잠재량그림으로 보는 태양광에너지의 잠재량( )( )( )( )
한국 땅의 에만 태양전지판을 설치하면_ 2%

의 전기를 해결할 수 있다200TWh .

우리나라의 년 전력소비량은 이며 세[Tip] 2003 336(TWh)

계 위이다11 .

우리나라 에너지관련 소비량1)

에너지소비량
백만( TOE)

석유소비량
천 일( B/ )

전력소비량
(TWh)

인당1
에너지소비량

인(TOE/ )

인당1
전력소비량

인(kWh/ )

위1 미국
2,332

미국
20,817

미국
17,042

카타르
24.35

아이슬랜드
27,630

위2 중국
1,386

중국
6,684

중국
1,776

아이슬랜드
11.72

노르웨이
23,232

위3 러시아
669

일본
5,288

일본
997

바레인
10.16

카타르
17,909

위4 일본]
515

독일
2,625

러시아
792

UAE
9.71

캐나다
17,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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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5 인도
376

러시아
2,574

독일
569

쿠웨이트
9.57

핀란드
16,427

위6 독일
330

인도
2,555

캐나다
547

룩셈부르크
9.47

룩셈부르크
15,933

위7 캐나다
308

한국
2,280

프랑스
469

크리니다드토
바고
8.45

스웨덴
15,397

위8 프랑스
263

캐나다
2,206

인도
463

캐나다
8.24

쿠웨이트
14,811

위9 영국
227

프랑스
1,975

영국
370

미국
7.84

미국
13,066

위10 한국
217

멕시코
1,896

한국 위(11 )
336

한국 위(27 )
4.28

한국 위(22 )
7,007

세계 10,224 80,757 15,223 1.69 2,429
Sour

ce BP BP IEA IEA IEA

[Slide11]
햇빛으로 전기를

만든다!

태양광발전 태양의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_ -
태양광전지 햇빛에너지를 전기로 바꾸어 준다_ - .

[Slide12]
태양광전지

태양광전지 반도체로 이루어지 광전지가 빛에너지를 받으면_ -
그 속에서 전자의 이동이 일어나고 전류가 흐르게 된다.
태양전지 모듈 많은 전기를 얻기 위해 여러 개의 태양 전지를_ -

연결
[Slide13, 14,

15]
태양광발전 사례

사례 독일 쉘 회사의 공장건물의 태양광전지1.
사례 축구장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전지판2.
사례 일본 키요미노 태양주거단지3.

[Slide16]
태양주택

독일 프라이부르크에 있는 태양건축물_
이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보다 훨씬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한다_ .
전기를 판매해서 매달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만 원 정도_ 200 ( 26 )

정도의 수익을 얻는다.

[Slide17]
헬리오트롭

독일 건축가 롤프 디쉬가 지은 태양건축물인 헬리오트롭_
헬리오트롭 이란 말은 해를 따라간다는 뜻이다_ (heliotrope) .
이 건축물은 회전하면서 해가 비치는 쪽으로 회전하도록 설계하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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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외부지름 미터의 층 원통형집으로 건축재료는_ 11 3
나무와 같은 생태적인 것을 사용하였다.

태양건축 헬리오트롭[Tip] (heliotrope)

원통의 전면은 단열유리로 이루어져 있고 뒷면은 거의 완,

벽하게 단열재로 덮여 있다 겨울에는 햇빛을 최대한 받아.

들이기 위해 유리면이 남쪽을 향해서 태양을 보며 회전하

고 여름에는 반대로 뒤쪽 벽면이 태양을 바라보며 돌아감,

으로써 난방과 냉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거의 불필요하게

건축되었다 지붕 위 태양광전지판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헬리오트롭의 조명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한다 헬리.

오트롭은 처음 독일 프라이부르크에 세워졌고 그 후 똑같,

은 건물이 유럽 이곳저곳에 들어섰다.

[Slide18]
솔라 태양 보트( )

독일 보덴제 호수에서 운행중인 솔라 보트_ (solar)
최대시속 에 명이 탑승할 수 있다: 12km 50 .

[Slide19]
햇빛으로 온수와

난방을!

태양열발전_
태양으로부터 오는 복사광선을 흡수해서 열에너지로 변환한다_ .
햇빛을 반사판을 통해 집중시켜 수백도 이상의 열을 얻어 이를_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한다.
[Slide20]

태양열발전 태양열을 저장하여 건물의 냉방과 난방 온수를 사용한다_ , .

태양열 발전은 구름이 적고 햇빛이 강한 지역이 적[Tip]

합하며 사막이 최적지라 할 수 있다, .

사막의 의 면적에 태양열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전 세계1%

의 전기수요가 모두 충족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Slide21]
태양열발전 태양열 주택단지 브람펠트_

[Slide22]
태양열 집열판

태양집열판은 열을 모으는 판으로 태양의 열선을 모아 물을 데운_
다.
왼쪽사진 평판형 태양열 집열판_ :
오른쪽사진 진공관식 집열판_ :

[Slide23] 태양열조리기는 빛에 의해 가동되는 조리시설로 집열판으로 빛을_



64

태양열조리기 모은 뒤 이를 조리기로 반사시켜 음식을 익힌다, .
상자형 파라볼 셰플러 파라볼 조리기가 있다_ , , .

[Slide24]
태양열조리기

태양열 조리기는 해가 많이 나는 아프리카나 인도 등지에서 유용_
아프리카에서 인용 파라볼 조리기 하나가 절약하는 나무를 이_ 6-7
산화탄소로 환산하면 연간 약 톤이다5 .

[Slide25]
태양열조리기의

원리

셰플러 파라볼 조리기의 사진과 원리_
지름 미터의 셰플러 조리기로는 명분 이상의 요리를 할 수 있_ 6 60
고 온도는 섭씨 도까지 얻을 수 있다, 500 .
인도에서는 셰플러 조리기를 개 정도 연결하여 공장이나 명상_ 100
센터에서 만명분 요리를 한다1 .

[Slide26]
재생가능에너지2

바람에서 얻는
에너지

바람의 힘은 오래전부터 이용되었다_ .
기원전 년경 나일강에서는 바람을 이용해서 배를 움직였다_ 5000 .
기원전 년경 중국에서는 풍차를 사용하였다_ 200 .

년경 페르시아에서 거대한 풍차를 이용해 곡식을 빻았다_900 .
이후 년 영국과 중세 유럽에서 풍차가 널리 사용되었다_ 1,100 .

[Slide27]
재생가능에너지2

바람에서 얻는
에너지

바람의 힘은 오래전부터 이용되었다_ .
기원전 년경 나일강에서는 바람을 이용해서 배를 움직였다_ 5000 .
기원전 년경 중국에서는 풍차를 사용하였다_ 200 .

년경 페르시아에서 거대한 풍차를 이용해 곡식을 빻았다_900 .
이후 년 영국과 중세 유럽에서 풍차가 널리 사용되었다_ 1,100 .

[Slide27]
풍력에너지의

잠재량

바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년 동안 인류가_ 1
소비하는 에너지의

약 배약 배약 배약 배308308308308

[Slide28]
풍력발전

대형 풍력발전기_
기둥의 높이- 100m
날개의 지름- 80m
발전 용량- 2MW

독일 발전 용량 는 만 가구에 전기 공급 가능하다_ : 100MW 10 .
사진 덴마크 해양풍력단지_[ ]

재생가능에너지의 이상을 풍력발전으로 충당한다: 80% .
[Slide29]

우리나라의
풍력발전

제주 행원 풍력발전 단지_
기의 풍력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다_15 .

제주도 지역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약 를 생산하고 있다_ 1% .
[Slide30] 대관령 풍력발전단지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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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풍력발전

년 월 준공_2006 10
조성 급 풍력발전기 기 건설_98MW , 2MW 49

국내 최대 규모로 연간 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_ 5 .
이산화탄소 만 천 톤을 저감할 수 있어_ 11 8 ,

의 산림대체효과가 있다7000ha .

[Slide31]
재생가능에너지3

흐르는 물에서
얻는 에너지

재생가능에너지 기술 중에서 수력을 이용하는 기술은 가장_
오래된 것이다.

수력을 이용하여 물을 퍼 올리거나 곡식을 가공하지만 현재_ ,
수력은 대부분 전기 생산에 이용된다.

[Slide32]
소형수력발전

소수력( )

대형수력발전은 재생가능에너지가 아니다_ .
이하 소수력발전이 재생가능에너지이다_10kw .

소수력발전은 댐을 건설할 필요가 없고 강을 변형시키지 않는_ ,
장점을 가진다.

모든 재생가능 에너지 기술 중에서 수력을 이용하[Tip]

는 기술은 가장 오래된 것이고 근대 산업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금도 지역에 따라서는 수력을 이.

용해서 물을 퍼 올리거나 곡식을 가공하기도 하지만 현,

재 수력은 대부분 전기를 생산하는 데 이용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력생산을 위해서 세워진 대부분의 대형 수력

발전소는 새로운 재생가능 에너지에 속하지 않고 또한,

이제는 재생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면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종종 심각한 환경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커다란.

댐을 건설해서 수력발전을 할 경우 댐은 물의 흐름을 느

리게 해서 댐 바닥에 토사가 쌓이게 만든다 이러한 토사.

는 강바닥을 높이고 그 결과 댐으로 들어오는 강물의 흐,

름은 더 느려진다 그리고 이는 댐으로부터 터빈을 통과.

할 수 있는 물의 속도를 점차 감소시키고 따라서 그 양,

도 감소시켜 결국은 수력발전소의 최대 발전용량도 감소

시킨다.

소형 수력발전 방식은 낙차가 큰 곳에 댐이 아니라 관을

설치해서 관속의 물의 힘으로 터빈을 돌리는 것과 흐르

는 물을 그대로 통과시켜서 발전기를(run of the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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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리는 두 종류의 형태가 있다 두 가지 방식 모두 댐을.

건설할 필요가 없고 강을 크게 변형시키지 않는다는 장,

점을 가지고 있다.

[Slide33]
재생가능에너지4
바다로부터 얻는

에너지

조력발전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방식_ :
파력발전 바닷가에서 들이치는 파도의 힘을 이용하는_ :
발전방식으로 연구개발단계에 있다, .
온도차발전 바닷물 온도의 차이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_ :
방식

[Slide34]
조력발전

조수 달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 발생한다_ : .
조력발전은 조수 간만의 차이를 이용한 에너지이다_ .
사진 프랑스 라 랑스 조력발전소 터빈[ ] (La Rance) - 10MW

대 방식24

[Slide35]
조력발전기의

원리

바다의 밀물과 썰물의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용하는 발전_
밀물 때는 물이 육지로 들어오고 썰물 때는 물이 육지에서_ ,
바다로 빠져 나간다

[Slide36]
재생가능에너지5

땅에서 얻는
에너지

지열난방 물 지하수 및 지하 열의 온도차를 이용하여 냉_ : , ,
난방에 활용
사진 독일 바그너사의 지열 이용[ ]

[Slide37]
지열발전

지열을 이용한 발전은 뜨거운 증기나 물이 나오는 곳이 적합하다_ .
지열발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나라는 미국과 필리핀이다_ .

[Slide38]
재생가능에너지6
바이오매스 생물(
자원 에서 얻는)

에너지

생물자원 바이오매스 는 세기까지 가장 많이 사용하였던_ ( ) 19
에너지원이다.
나무 곡물 식물 농작물찌꺼기 축산분뇨 음식 쓰레기 등이 모두_ , , , , ,
바이오매스로 에너지 생산에 이용될 수 있다.
바이오매스는 가공하면 자동차 연료나 전기를 생산하는데_
이용된다.

[Slide39]
똥이 전기를

만든다!
거름에서 얻는

에너지

돼지 소 닭 등 가축의 똥과 오줌 거름 을 모아 발효시킨다_ , , ( ) .
발효과정에서 분해될 때 발생하는 가스를 바이오가스라고 하고_ ,
대부분 불타기 쉬운 메탄가스가 많다.
이 가스를 모아 열병합발전소로 보내 전기를 생산한다_ .
발효 박테리아 효모균 곰팡이가 거름을 분해하는 것을* : , ,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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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로 배우는 재생가능 에너지퀴즈로 배우는 재생가능 에너지퀴즈로 배우는 재생가능 에너지퀴즈로 배우는 재생가능 에너지2.2.2.2.

[Slide40]
쓰레기는
자원이다!

음식물쓰레기에서
얻는 에너지

독일 프라이부르크_
음식 쓰레기를 수집 후 분해*

가스 생산→
전기와 열 생산→
약 가구에 전기 공급한다2,000 .→

사진 독일 징엔의 바이오가스시설[ ]

[Slide41]
바이오연료,
바이오디젤

바이오연료 사탕수수를 발효하면 에탄올로 변환 에탄올에_ - ,
휘발유와 혼합하거나 단독으로 자동차 연료로 사용한다.
바이오디젤 유채기름에 메틸알코올을 넣으면 바이오디젤로_ -
변한다.
바이오디젤은 디젤자동차 연료 난방 발전용 연료로 사용한다_ , , .

[Slide42]
나무는

태양축전지!

나무는 태양에너지를 붙잡아 저장한다_ .
광합성작용 나뭇잎은 땅속 물과 영양소 햇빛 공기 중의_ : , ,
이산화탄소의 도움으로 나무에 태양에너지를 저장한다.
이 과정에서 산소를 발생하고 탄수화물을 나무에 저장해 놓는_

[Slide43]
나무 펠릿

나무는 세기 이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_ 19
에너지원이다.
펠릿은 나무의 찌꺼기를 이용하여 만들어 사용하기 쉽고 가격도_ ,
비싸지 않다.

[Slide44]
나무펠릿 보일러

유럽의 오스트리아와 독일 등지에서는 나무 찌꺼기를 이용해서_
만든 나무펠릿 난방기가 보급하여 사용되고 있다.

표지 재생가능에너지를 알자 퀴즈에서 살아남기표지 재생가능에너지를 알자 퀴즈에서 살아남기표지 재생가능에너지를 알자 퀴즈에서 살아남기표지 재생가능에너지를 알자 퀴즈에서 살아남기[ ] ![ ] ![ ] ![ ] !
알쏭달쏭 퀴즈알쏭달쏭 퀴즈알쏭달쏭 퀴즈알쏭달쏭 퀴즈××××○○○○

1
하나 인류가 발견한 최초의 에너지는 번개이다. .

정답 : ×▶
인류가 발견한 최초의 에너지는 불이다* .

2
두울 석탄과 석유는 아주 오랜 옛날의 동식물들이 지각변동에 의해 매몰되.
어 높은 압력을 받아서 생성된 화석이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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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엣 옛날에는 참기름 들기름 고래기름 등을 불을 밝히는 조명용 기름으. , ,
로 사용하였다.

정답 :▶ ○
세기 말 유럽에서는 고래기름을 가정용 등불과 가로등을 밝히는 조명용* 18

기름으로 사용되었다 석탄가스가 등장하기 전에 파리 런던 등 대도시의 가. ,
로등에는 고래기름을 사용하였다 년대에 런던에서는 여 개의 가. 1730 5,000
로등이 고래기름으로 불을 밝혔다고 한다 고래기름의 수요증가로 인해 고.
래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고래값이 폭등을 하게 되었다 고래기름의 대체품.
으로 석유 를 사용하게 되었다 유럽이나 미( , rock oil or petroleum) .石油
국에서 포경에 대한 압력이 조금 약해진 것은 세기에 들어 석탄가스와20
석유가 보급되면서부터이다.

4
네엣 화석연료는 써도 다시 생기는 고갈되지 않는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이.
다.

정답 : ×▶

5

다섯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온실기체 온실가스 는 일산화탄. ( )
소이다.

정답 : ×▶
온실가스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탄이 있으며* , , ,

이외에도 일산화이질소 아산화질소 염화불화탄소 프레온( ), ( : CFC:
등이 있다 온실가스 기체 중 자연적인 온실효과를chlorofluorocarbon) . ,

일으키는 데에는 수증기가 가장 큰 역할을 맡고 있지만 년, 1985
세계기상기구 와 국제연합환경계획 은 이산화탄소가 온난화의(WMO) (UNEP)
주범이라고 공식으로 선언하였다.

6

여섯 태양광발전은 태양의 열을 이용한 발전기술이다. .
정답 : ×▶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방식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태양빛을 전기* .
생산에 이용하는 태양광 발전과 태양에너지를 집열장치를 통해서 모아들여
난방용이나 온수용 열을 생산하는 태양열 장치로 나뉜다 그 밖에도 빛을.
모아서 요리를 하는 태양열 조리기 접시 모양의 태양빛 응집기로 빛을 모,
아 수백도 이상의 열을 발생시키는 접시형 집열장치 포물선 형태로 구부러,
진 홈통형 반사판으로 빛을 모아서 열을 얻는 장치 거대한 태양열 응집기,
를 이용해서 수 천 도에 달하는 열을 만들어서 발전하는 태양열 발전기 태,
양열 건조장치 태양열을 냉방장치 등 다양한 장치가 나와 있다, .

스펀지 퀴즈스펀지 퀴즈스펀지 퀴즈스펀지 퀴즈

7 하나 인류가 발견한 최초의 에너지는 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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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불:▶

8
두울 억년동안 매일 새로운 에너지를 보내주고 있는 생명은 물론 모든. 50 ,
에너지의 근원은 이다[ ] .

정답 태양:▶

9

세엣 태양 바람 물 나무 땅 등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로 다시. . . . . ,
써도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를 라고 한다[ ] .

정답 재생가능에너지:▶
태양은 억 년 동안 매일같이 새로운 에너지를 보내고 있다 억 년은* 50 . 50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긴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태양 에너지를 무한한,
끝없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라고 말한다 또 태양에서 비롯된 다른 에너지도.
마찬가지다.

10
네엣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이 한번 사용하고 나면 고갈되는 에너지원. , ,
을 통칭하여 라 한다[ ] .

정답 화석연료 혹은 화석에너지:▶

11

다섯 재생가능에너지의 하나로 물의 낙차의 힘을 이용한 발전 방식으로 대.
형댐이 필요 없고 강을 변형시키지 않아 친환경적인 발전방식을 [ ]
이라 한다.

정답 소수력 발전:▶
서바이벌 주관식 퀴즈서바이벌 주관식 퀴즈서바이벌 주관식 퀴즈서바이벌 주관식 퀴즈

12
하나 화석연료는 앞으로 년 안에 고갈될 위기에 있다 재생불가능한 에. 100 .
너지인 화석연료의 대표적인 것 가지를 말하면2 ?

정답 석탄 석유 천연가스: , ,▶

13
두울 바람에너지를 이용하는 현대 풍력발전기의 할아버지로 곡식을 빻는데.
사용한 기기를 무엇이라 하나 ?

정답 풍차:▶

14
세엣 해가 많이 나는 인도나 아프리카 등지에서 태양의 복사광선을 모아.
요리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무엇이라고 하나?

정답 태양열 조리기:▶

15

다섯 재생가능에너지 중에서 태양에너지와 크게 상관없는 에너지 개는. 2 ?
정답 조력 지열: ,▶

태양과 상관없는 재생가능에너지는 땅속 깊은 곳에서 나는 지열이 그 하*
나이다 지열로 데워진 지하수로 난방을 할 수 있다 밀물과 썰물의 조석간. .
만의 차를 이용한 에너지 조력 도 태양과 상관없는 에너지의 하나이다 이( ) .
에너지는 달이 지구 주위를 돌때 둘 사이에서 끌어당기는 중력으로부터 나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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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여섯 유채기름에 메틸알코올을 넣어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무엇이.
라고 하는가?

정답 바이오 디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