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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I. 제목
핵융합발전로공학 연구체계 수립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본 과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핵융합발전로공학 연구전략을 검토하고 수립
함으로써 핵융합발전로공학 연구체계를 확립하여 제시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한다.
여기에는 연구개발 기획작업과 아울러, 이에 필요한 일부 핵심기술의 연구수행 (증
식블랭킷 및 3중수소 연료주기, 발전로시스템)을 포함한다.
핵융합에너지는 환경문제 유발이 최소화된 깨끗하고 안전하면서도 대용량
이며 연료자원이 실질적으로 무한하고 기술파급효과가 높은 미래지향적 에너지원
이다. 1950년대에 시작된 핵융합에너지의 개발 노력은, 1990년대에 EU-일본-미국
의 대형 연구장치들에서 D-T핵융합의 과학적타당성을 실증하였고, 현재는 ITER사
업을 계기로 실용화를 위한 공학실증단계로 진입하였다.
한편 원자력연구소는 국내유일의 원자력 연구기관으로서 반세기에 걸친 원
자력기술 국산화노력의 결과로 형성된 높은 수준의 핵공학 기술기반을 바탕으로
하여 종합적인 핵융합발전로공학 기술기반을 조기에 확립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
을 이미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2003.5월 우리나라의 ITER협약 가입은 우리나라가 블랭킷-3중수
소처리 등의 ITER 용 핵심 핵기술을 제공함에 있어 국가 원자력전문 연구기관으로
서 우리연구소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당면한 책임을 완수를 위하여 해당 요소기술의 개발에 즉시 착수하
는것과 함께 핵융합발전로공학 장기 개발전략 및 연구체계의 수립 과 발전로시스
템 개념 정립 등 핵융합에 대한 우리연구소의 거시적-전략적인 입장을 정의하고
확립하는 작업이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완료되어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연구소가 주도하는 핵기술 중심의 핵융합발전로공학 기술개
발노력은 (1)장기적으로는 자원빈국인 우리나라가 에너지문제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제공할 뿐 아니라, (2) 중기적으로는 ITER를 계기로 실용화연구단
계에 진입함에 따라 앞으로 배타성을 띠게 될 선진기술국 그룹에 우리나라가 적시
에 진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연구소의 미래지향목표인 “Vision2020”과도 일
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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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아니라 미래에너지원의 하나인 수소생산에 있어서도 고온가스로(HTGC)
를 보완할 기술로서 핵융합로가 제시(미국 Bush대통령의 2003.2.6선언 등)되고 있
어, 다양하고 광범한 기술파급효과를 갖는 미래에너지기술로서의 핵융합 발전로공
학 개발의 중요성은 충분히 가시범위 이내로 들어서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중국-인도 등 원자력 기술개발에 있어 한국과 경쟁적 위치에 있는 국
가들도 ITER사업에 직-간접으로 참여하게 됨을 계기로 핵융합발전로기술개발에 적
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실천하고 있어 우리나라로서는 단순히 원자력선진국으로
의 발전-도약이라는 관점뿐 아니라 후발 원자력 경쟁국과의 장기적 미래에너지기
술의 확보와 기술자립을 위한 생존경쟁이라는 관점에서도 핵융합발전로 기술개발
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핵융합발전로 개발을 목표로 하는 장기전략 및 연구체계 수립
(2) Vision 2020에 따라 핵융합발전로 개념설계에 필요한 요소기술 확보를 위한 중
기계획 및 연구체계 수립
(3) 증식블랭킷 및 연료주기, 핵융합 발전로시스템기술 등 핵심요소기술개발 조기
착수
(4) IEA주관 Test Blanket Work Group 국제공동작업 한국참여 TB모델 선정, 개발계
획 작성-제출.
IV. 연구개발 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가. 연구개발 결과
본 과제를 통하여 핵융합발전로공학 기술개발을 위하여 우리나라 고유설계
의 1GWe급 핵융합발전시험로 KDEMO(가칭)의 건설운영 및 발전성능검증을 최종목표
로 하여 총 45년에 걸쳐 3단계로 추진되는 매스터플랜을 도출하고 제시하였다.
단계별 개발업무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10년)에서는 ITER의 핵심사업인 증식블랭킷 검증사업의 준비단계이
다. 우리고유의 증식블랭킷 검증시험용 모듈의 설계를 완성하고 시제품의 노외시험
을 완료한다. 이를 뒷받침하고 타당성을 검증하기위하여

발전시험로 시스템기술

및 개념설계 개발을 병행한다. 또한 디버터등 노심기술, 재료기술과 같은 주요한
발전로기술들을 개발한다. 특히 1단계에서는 ITER에서 수행될 블랭킷 검증실험을
위한 증식블랭킷 시험모듈(KTBM)의 개발을 중심으로 하여 세부분야별로 상세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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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발계획을 도출하고 제시하였다.
2단계(15년)에서는 개발된 증식블랭킷의 성능을 ITER에서 실증한다. 이 실
증결과는 발전시험로 KDEMO(가칭)의 공학설계에 반영된다. 이와 함께 토카막노심,
증식블랭킷, 연료주기, BOP 등 각 서브시스템들의 공학설계도 완성-검증한다. 발전
시험로의 건설을 제외하면 발전시험로의 설계개발능력을 독자적으로 확보하게 된
다.
3단계(20년)에서는 발전시험로 KDEMO(가칭)을 건설하고 운영하여 대규모 상
업발전능력을 실증한다. 여기에는 발전시험로의 국제공동개발 추진상황이 반영되
며, DEMO급 발전시험로가 ITER와 같이 국제공동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3단계
사업내용은 해당 발전시험로의 국제공동개발사업 참여로 대체된다.

나. 활용방안
기획안에서 제시된 각 사업은 해당일정계획에 따라 원(연) <기관고유사업>
의 신규사업으로 2005년도부터 즉각 착수토록 한다.
이후 가능한 빠른시간에 증식블랭킷(Breeder Blanket) 관련 핵심기술개발
및 애로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원자력 국제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하여 IEA의 해당 기술협약(Technology Agreements) 체제 가입 등을 위한 관련정
부부처 및 국내외 기관과의 필요한 의견조정 및 작업을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추
진한다.
본질적으로 장기사업일 수 밖에 없는 핵융합발전로공학 프로그람을 이러한
task-oriented 중단기사업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으므로 중장기적으로 원자
력연구개발사업 및 여타 장기적 연구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연구예산확보 및 연구여
건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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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Title
Establishment of KAERI Strategy and Organization for Fusion Power Technology
Research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is project aims at establishment of a KAERI strategy and organization for
fusion power technology research on a long-term time scale, over 40-50 years of time
into the future. This includes detailed near-term R&D planning for those immediately
necessary activities such as breeder blanket, tritium technologies, and power plant
concept studies.
Nuclear fusion is widely considered as an ideal future nuclear energy that is
environmentally acceptable, suitable for large-scale electricity production for commercial
purpose, and sustainable for its minimal consumption of natural resources. Over 50
years of fusion research worldwide has led us to the construction of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ITER), which is expected to start in 2005.
KAERI has been the national institute for researches in the peaceful utilization
of nuclear energy since 1959, with advanced technological and human resources in
nuclear engineering as well as in other science, technologies, and policy studies. This
excellent research assets enable KAERI to develop fusion power technologies efficiently
and systematically, through strategic relocation and coordination of its resources.
In this regard, therefore, Korea's participation in ITER in 2003. 5 mandates a
leading role by KAERI in supplying the negotiated nuclear components of ITER, such
as shield blanket modules, tritium plant, and so on, in addition to the planned breeder
blanket test experiments. This in return requires KAERI a feasible and verifiable
strategy and long-term plan for fusion power technology development, as well as
immediately necessary researches for current issues such as breeder blanket and power
plant concepts.
Such a plant-oriented, engineering-intensive fusion energy research will lead
Korea most efficiently to (1) the establishment of technological basis for the critical
long-term national autonomy in energy, and (2) succesful participation in ITER project
which will allow Korea to join in the group of countries with advanced fusion power
technologies. Such a vision is an essential ingredient of the "KAERI Vision 2020"
toward a sustainable nuclear energy, technology, and industry in Korea.

III. Contents and Scope of the Project
(1) Establishment of a long-term R&D strategy for nuclear fusion energy
(2) A mid-term planning for R&D in power plant conceptual design studi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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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essary core technologies, in compliance with KAERI Vision 2020.

IV. Results and Proposal for Its Utilization
(1) Results
A three-stage, 45 years long, R&D strategy and research plan that aims
construction, operation, and demonstration of a commercially meaningful large-scale
electricity production through a demonstration fusion power reactor (tentatively
designated as 'KDEMO') is derived and proposed.
Each stage includes following R&D activities:
The 10-year first stage aims at successful preparation for the ITER test blanket
test experiment. Korean breeder blanket concepts and their test modules (KTBM) are
developed, and ex-pile tests are completed. In parallel to this, conceptual design study
of KDEMO fusion power plant and other related activities are performed to support the
KTBM development process.
The 15-year second stage aims at (1) successful completion of ITER test
blanket experiments and finalization of KDEMO blanket design, (2) completion of the
engineering design of the KDEMO power plant, which includes magnets, divertor,
breeder blanket, fuel cycle, and BOP.
The 20-year third stage aims at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KDEMO
power plant. If an international DEMO project is decided and materialized, then
KDEMO construction/operation will have to be replaced by such international DEMO
project and related activities.
(2) Proposed utilization of the results
Proposed plans are to be immediately started, even as a temporary intramural
project, to meet those urgent R&D needs mandated by the ITER project, especially
ITER schedules for Test Blanket experiments. A concurrent, in-depth discussion/review
and coordination of the proposed plan is necessary, among the related organizations
including the government, KAERI, and other related institutes/industries. The process
must be started immediately and a decision thereof must be reached as soon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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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분석

1-1. 핵융합발전로기술의 정의 및 범위
가. 핵융합과 핵융합발전
핵융합은 수소와 같은 가벼운 핵종이 고에너지로 충돌하여 융합하는 반응을 말하
며, 이때 질량결손에 의한 에너지가 반응생성입자의 운동에너지 혹은 방사선에너지
의 형태로 방출된다. 핵융합발전은 이러한 핵융합(fusion)반응을 안정적으로 유지
하면서 반응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바꾼 다음, 이를 이용하여 발
전기를 돌려서 최종적으로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의 전체를 뜻할 뿐 아니라, 본
질적으로 핵에너지임으로 인하여 그 전기생산과정에 수반되는 안전성이나 경제성,
환경적합성의 문제까지도 실질적으로 포함하게 된다. 즉 따라서 핵융합발전에서는
직접적인 과학적-공학적인 구성요소 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요소들도 고려하는
것이 불가피 해 진다.
현재 개발중인 핵융합발전은 여러가지 핵융합반응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에너
지에서도 쉽게 일어나는 중수소(Deuterium, D)-삼중수소(Tritium, T)의 핵융합반응
(D-T반응)을 이용하게 되는데, 융합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두 핵이 10kev이상의
높은 운동에너지로 서로 충돌해야만 한다. 이러한 고에너지 핵자를 만들어내는 방
법으로는 가속기에서의 입자빔과 같은 병진운동에너지 형태가 아닌 고온기체상태에
서의 입자와 같은 열운동에너지를 이용한다. 그 이유는 입자빔의 충돌을 통한 핵융
합의 경우에는 핵융합반응의 낮은 반응단면적으로 인해 거의 모든 고에너지입자들
이 핵융합반응을 일으키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림으로서 가속에너지가 낭비된다.
반면

일종의

초고온기체

상태인

플라즈마상태에서

이루어지는

熱핵융합

(theromonuclear fusion)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자빔의 ‘가속’이 아닌 플라즈마
의 ‘가열’을 통해 10kev의 에너지에 도달하게 한 다음 통계역학적 충돌과정으로
서의 핵융합반응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플라즈마의 수송특성에 따라 온도가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한 고에너지 입자의 재활용이 가능해지며, 에너지효율을 획기적
으로 높일 수 있다. 이후 ‘핵융합발전’은 이러한 10 kev(약 1억도) 수준의 초고
온기체,

즉 기체원자가 전자와 이온으로 분리된 플라즈마상태에서의 ‘열핵융합발

전’을 뜻한다.
열핵융합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 혹은 노형개념중에서는 도우넛모양의 밀폐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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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는 토카막(tokamak)방식을 중심으로 하여 스텔라레이터(stellarator) 등
다양한 형상의 자장을 이용하는 자장핵융합(magnetic fusion)이 현재는 가장 실용
화에 근접해 있다(다음절 참조). 본 기획사업에서는 이 자장핵융합중에서도 가장
발전되어있으며 실현가능성이 높은 이 토카막방식의 발전로를 중심으로 그 기획범
위를 설정하였다. 따라서 이후부터는 별도의 부연설명이 없어도 ‘핵융합발전’은 이
자장밀폐방식의 열핵융합(tokamak magnetic fusion)을 이용하는 핵융합발전, 특히
토카막방식의 핵융합발전을 뜻한다.
한편 D-T 핵융합발전의 특징은 반응생성물이 헬륨이어서 원자력발전의 사용후핵연
료와 같은 고준위 폐기물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연료중 중수소는 풍
부하나 3중수소는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핵종이라는데에 심각한 문젯점이 있
다. 그러나 이 3중수소 공급 문제는 D-T반응에서 헬륨과 함께 생성되는 14Mev 중성
자와 리튬사이에 일어나는 다음의 핵반응을 이용하여 발전로내에서 자체적으로 생
산-공급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3중수소 증식(tritium
breeding)과정이다.
Li6 + n → T + He4 + 4.8Mev
7

4

Li + n → T + He + n - 2.5Mev
Li6, Li7은 자연계에 풍부히 존재하는 원소들이며 반응생성물은 여전히 헬륨이다.
또한 연료주기가 발전로내에서 완결되는 폐회로를 이룬다는 중요한 특성을 나타낸
다. 최종적으로 볼 때, 외부에서 공급하여야 하는 소모자원은 중수소와 리튬이며
현실적으로 무한하다고 볼 수 있으며, 반응생성물 중의 중성자에 의한 방사화, 연
료인 삼중수소의 누출가능성 등의 문제를 제외하면 고준위 폐기물은 원천적으로 발
생하지 않는다.
나. 토카막
앞절에서 약술한 대로 현재 자장열핵융합 장치방식 중에서도 토카막방식은 그 성과
나 전망에 있어 가장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
토카막은 기본적으로 변압기와 같은 원리에서 움직이는데 1차회로는 변압기의 1차
전류와 같으며 2차회로는 플라즈마에 해당한다. 즉 변압기의 1차회로에 해당하는
토카막의 중앙솔레노이드(central solenoid)전자석의 전류를 변화(rampinp up 혹은
ramping down)시키면 2차회로에서 유도기전력이 발생하며 이 기전력으로 플라즈마
방전이 이루어지고 원형단면을 가진 도우넛모양의 폐쇄전류인 플라즈마 전류가 유
지된다. 이렇게 도우넛모양으로 형성되어 흐르는 플라즈마전류를 붙잡아놓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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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플라즈마전류방향으로 강력한 토로이달자장을 걸어주게 되며, 이 역할은 플라즈
마주위를 도너스껍질처럼 감싸고 있는 10~20개 가량의 토로이달전자석이 맡는다.
이로써 토카막의 기본 얼개는 완성된다. 최근에는 플라즈마성능개량에는 플라즈마
단면을 원형이 아닌 D-형으로 제어하는것이 필수적이라는것이 알려져서 이를 위하
여 중앙솔레노이드처럼 중앙축을 중심으로 장치외곽에 필요한 위치에 설치되는 10
개 내외의 폴로이달전자석이 추가된다. 다음 쪽에 독일 ASDEX토카막의 사례에 있어
이들 전자석구조를 설명하였다. ASDEX의 경우는 철심이 없는 air-core변압기에 해
당하지만 JET같은 토카막은 철심을 가지고 있다. 발전로는 연속가동이 필수적이므
로 초전도재료를 이용한 초전도전자석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그림 1 독일의 ASDEX-Upgrade토카막의 사례에서 살펴본 토카막장치의 얼개. 중앙의
Central OH coil은 본문의 Central Solenid를 말하며, Shaping Field Coil은 본문의
Poloidal Field Coil에 해당된다.

또한 도우넛형 플라즈마(플라즈마전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역시 도우
넛형의 진공용기를 토로이달 자석내에 설치하고 토로이달자장으로 채운 다음 플라
즈마를 발생-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플라즈마노심에서 방출되는 중성자뿐 아니라
확산해 나오는 플라즈마입자 및 고온기체원자들과 복사(radiation)에너지를 감당하
기 위하여 진공용기의 내벽은 플라즈마대면부품(plasma facing components, PFC)들
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들은 적절한 초고온 내열재료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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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중요한것은 디버터(divertor)라 불리는 부품으로서 노심 및 토카막장치 관련
된 절에서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기본적으로 正常운전의 경우 진공내벽의 PFC로
확산해가는 입자흐름을 자장을 이용하여 차단한 다음, 특정한 위치(주로 아래쪽 도
우넛내부의 아래쪽 바닥) 에 마련된 디버터부분으로 입자/열 흐름을 집중시켜 효과
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디버터가 설치된 토카막의 PFC는 정상상태에서는
입자/열류가 상대적으로 거의 없으며, 주로 붕괴(disruption) 혹은 ELM 등의 특수
상황시에 미처 디버터가 처리하지 못하는 입자/열류를 처리하여 배기하게 된다.
한편 발전로의 경우에는 이렇게 디버터가 처리하는 배기가스중에는 핵융합생성물인
헬륨과 함께 미처 핵융합반응을 일으키지 못한 채 배기되는 소중한 연료물질인 D-T
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헬륨으로부터 분리-수거하여 연료주기시스템으로
재공급 하는것이 핵심적인 기능의 하나로 추가된다.

다. 핵융합발전로공학을 구성하는 요소기술
앞에서 설명한 토카막장치를 구성하는 요소기술에 추가하여, 핵융합발전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카막에 증식블랭킷(breeder blanket)이라는 부품이 필수적으로
추가되어야 한다. 블랭킷은 도우넛형 진공용기 내에 노심플라즈마와 진공용기벽의
사이의 공간에 벽돌처럼 모듈/섹션으로 설치되어 플라즈마 전체를 감싸게 되며 따
라서 블랭킷의 제일 안쪽면은 플라즈마대면재(PFC)로서도 기능하게 된다.
플라즈마 노심에서 발생되어 플라즈마 밖으로 나오는 14 Mev 핵융합중성자들은 일
단 블랭킷을 거쳐 지나가면서 블랭킷 내부에서 그 운동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바꿈과
동시에 리튬과 반응하여 삼중수소를 생산한다. 이 삼중수소는 블랭킷내부에서 회수
되어 처리공정을 거쳐 노심으로 다시 공급되면서 연료주기회로를 연속적으로 순환
하게 된다 (다음페이지 그림2 참조).
따라서 발전로의 핵심부품인 이 증식블랭킷의 개발과 성능검증이 발전로개발의 핵
심과제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핵융합에서 발생하는 14 Mev 중성자가 성능검증에
필요한 만큼 충분한 양이 없으면 블랭킷의 성능을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로 핵융합반응을 통해 대량으로 중성자를 발생시키는 핵설비로
서의 토카막이 필요해진다.
3절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현재 국제공동건설사업으로 추진중이며 우리나라도 참
여하고 있는 ITER(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국제핵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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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실증로)가 바로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점에서 보자면 현존 연구장치들은
모두가 중성자를 발생시키지 않거나 못하는 非核설비(non-nuclear facilities)이
다. 그러나 ITER전단계이며 과학실증로인 현존하는 EU의 JET(Joint European
Torus)의 경우에는 핵융합의 과학적타당성 입증이라는 장치운영의 모든 목표를 완
수한 후 최후단계로서 1998년 이래 장치전반의 방사화(activation)로 인해 장치접
근이 불가능해 지는 것을 감수하고 실제 핵융합반응을 통해 다량의 중성자를 발생
시키므로써 ITER개발에 필요한 관련 핵기술들의 기초적인 개발검증에 현재 활용하
고 있다. 이 JET및 ITER를 포함한 토카막연구는 다음절에서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이상의 살펴본 내용을 종합할 때, 과학 및 공학관점에서 본 핵융합발전로는 크게
(1) 핵융합반응이 일어나는 플라즈마 및 플라즈마를 발생-유지하는 토카막장치,
(2) 핵융합반응에서 생성된 중성
자의 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바꾸면
서 동시에 중성자-리튬의 핵반응
을 이용하여 연료인 삼중수소를
생산-처리-공급하는

증식블랭킷

(breeder blanket) 및 트리튬 및
in-situ 연료주기시스템,
(3) 이렇게 추출된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일반적인

원자력발전소와 유사한 형태의 나
머지부분(Balance of the Plant,
BOP)의 세 분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블랭킷과 BOP를
포함하는 핵융합발전로의 기본적
그림 2 핵융합발전로의 얼개. (JET홍보자료, 2004)

얼개를 옆의 그림2에 나타내었다.

핵융합발전로공학을 구성하는 기술요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참고사
례로는 ITER이후의 핵융합발전로 개발과 관련, 80년대의 개념연구를 거쳐 90년대
후반 EU에서 시작하여 진행중인 “핵융합발전로 개념연구(Power Plant Conceptual
Study, PPCS)”라는 시스템설계연구 프로그람을 들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람에서 다
루는

모델“C" 핵융합발전로의 경우 예상되는 플랜트 레이아웃을 다음페이지 그림

3에 예시하여 두었다. (발전로시스템 및 요소기술 개발연구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서는 다음절 해당부분에서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페이지 그림4에는 이
EU-C 발전로의 건설경비를 기술요소별로 분류한 자료와, 현재 개발중인 공학실증로
인 ITER에 동일한 분석기법을 적용해 본 경우를 각각 비교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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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교자료는 상업발전로 EU-C와 공학실증로 ITER는 발전단가 등 가격경쟁력의 차
이를 제외하고는 건설비용 구성요소의 관점에서 살펴본 기술체계의 특성 측면에서
는 발전에 필요한 터빈을 제외하면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

그림 3 핵융합발전소의 레이아웃 (자료출처: Maisonnier(EFDA), 2003). 토카막노심과 연결
된 최근접상태에서 (블랭킷 등)조립실, Tritium plant, 및 Hot cell들이 설치되어 있다.

그림 4 핵융합발전소 건설비용(direct capital cost). 발전단가 산정을 위한 총
비용은 여기에 운전경비, 자본경비 및 간접경비, 외부경비(external costs) 등이
추가로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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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CS프로그람에서는 핵융합발전로가 현실적으로 적용-수용가능한 에너지원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만족해야 할 기술적 요구를 부과하는 조건으로서 대략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1).
(1) 안전성-환경적합성
- 비상시 소개(emergency evacuation)이 불필요할것.
- 능동수단 없이 수동적수단만으로도 안전하게 운전이 중지되어야 함.
- 냉각불능(LOCA)사고하에서 구조물용융이 없을것.
- 폐기물 발생-방출량-저장량 최소화
(2) 운전성능
- 기저부하용 완전연속운전 (~ 1 GWe급)
- 가동율 75~80%, 연간 비정기가동정지사고가 거의 없어야 함.
(3) 경제성
- 경제성보다 대중수용성이 더 중요할 수도 있음
- 대등한 대중수용성의 다른 발전방식과 경쟁가능한 경제성
(4) 건설기간은 ~5년 이내2)

Maisonnier가 제시하고 있는 PPCS의 연구결과를 요약하자면, 핵융합발전로공학은
장치측면의 하드웨어중심의 과학-공학적 기술요소에 더하여 안전성-경제성과 같은
시스템적-소프트웨어적인 예측-분석기술과 함께, 시스템기술 및 장치공학의 유기적
인 개발을 통한 플랜트건설공정의 최적화 등을 포함할 때에만 핵융합발전로공학의
기술체계가 현실적으로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핵융합발전로공학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데에
필요한 기술들은 대략 다음과 같이 영역별로 분류하여 정의해 볼 수 있다.
가. 토카막 장치 및 구성요소
나. 블랭킷 및 트리튬시스템기술
다. 핵에너지수송시스템(Nuclear Heat Transport System, NHTS) 및 BOP
마. 안전성, 환경적합성 분석 및 시스템공학
라. 핵융합재료, 핵자료, I&C, 원격조작 등등의 발전로공학 기반기술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 속하게 되는 다양한 기술요소기술들이 본 기획보고서에서 다
루게 될 기술영역이 된다. 이들 요소기술들을 학제적 상호연관을 기준으로 다음 그
림4의 도표와 같이 분류-설명될 수 있다.
1) D. Maisonnier, “The European Power Plant Conceptual Study", 23차 SOFT, Venice 2004.
2) 이 조건은 D. Maisonnier의 미-일 핵융합발전로공학 워크샵(2002)에 발표한 논문에는 포함되어 있
으나, 위의 SOFT 논문(2004)에서는 빠져 있다. 그러나 발전로의 건설공기를 가능한 한 짧게 한다
는 것은 발전단가 등 경제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 요구조건임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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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핵융합발전로공학을 구성하는 요소기술들의 학제적 연관관계

결론적으로 본 기획보고서가 목표하는 바 핵융합발전로 개발이라는 장기적-종합적
사업추진의 관점에서 볼 때 발전로공학을 구성하는 이들 기술분야들은 연구개발에
필요한 업무의 양/성격, 기술적 상호연관도,

예산 및 인력의 수요, 우리나라의 관

련 기술수준 및 연구현황, 특히 가장 중요한 ITER사업의 추진일정-추진전략 및 국
제협력 동향 등의 요소들을 감안할 때
(1) 노심 및 토카막장치
(2) 블랭킷 및 연료주기
(3) 발전로시스템공학
(4) 발전로재료
의 4개 연구개발분야로 대별하는것이 가장 타당하며, 이를 기준으로 조사기획작업
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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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절. 해외기술개발 동향 및 수준
1-2-가. 플라즈마노심 및 토카막 장치
앞 절에서 핵융합발전연구는 플라즈마를 이용한 (열)핵융합연구로부터 시작되었음
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핵융합연구는 국가별 비밀사업으로 수행되던 1950년대를 거
쳐 1960년대에는 미-소-영-불-독 등 선진제국이 공개적인 연구와 연구교류에 합의
한 이래 각국이 다양한 플라즈마장치를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1969년 국제사회에 보고된 소련의 T-3 토카막의 연구결과는 당시 여타
의 모든 연구 성과들을 압도하는 괄목할만한 것이었다. 이 보고를 영국의 Derek
Robinson이 이끄는 당시로서는 최신기술인 톰슨산란(Thomson scattering) 진단팀이
소련을 방문하여 직접 실험적으로 확인 한 이후, 세계각국에서 토카막은 열핵융합
연구를 위한 각종의 플라즈마장치중에서도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70년
대 중반 이후 각국의 대표적인 핵융합연구장치로 자리매겨진 토카막 장치들로서는
PLT, Alcator-C, D-III(미국), T-10(소련), TOSCA(영국), ASDEX(독일), TFR(불란
서), JFT-2(일본)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토카막방식의 핵융합발전로 개념개
발 연구가 시작된다(참고문헌).
1980년대에는 이러한 1970년대의 다양한 각종 토카막 연구시대를 거쳐 이들 성과를
기반으로하여 과학적분기점(scientific breakeven, 투입에너지 = 방출핵융합에너
지, 옆의 그림6 참조)의 달성을 목표로 하는
대형 토카막장치들이 개발되기 시작하는데, 미
국의 TFTR 유럽연합의 JET, 일본의 JT-60, 러
시아의 T-15들이 그들이다. 이들 중 T-15는 유
일하게 초전도전자석을 채용하여 큰 관심을 끌
었으나 안타깝게도 성공적인 가동에 실패한데
다 소련의 개방에 따른 경제난과 겹쳐 결국 폐
쇄된다. 이들 대형 연구용토카막의 개발건설과
함께,

유럽연합에서는

대형

공학실증로

NET(Next European Tokamak)의 개발연구의 병
행한다. NET사업에서 축적되는 연구성과 및 기
그림 6 같은 플라즈마 노심성능일 때
에는 토카막크기(반경)와 핵융합출력
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JET에서 검증
된 노심성능을 기준으로 설계된 ITER
의 핵융합성능을 짐작할 수 있다.
(Euratom-FOM자료)

술인력은 이후 ITER의 국제공동 개발사업에 한
핵심적인 축을 담당하게 된다.
1982년 JET의 가동은 1992년 D-T핵융합반응의
성공적인 보고로서 핵융합의 ‘과학적’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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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입증한다는 그 목적을 달
성한다. 그리고 일본의 JT-60
는 원형으로 된 처음의 설계
를 D형의 플라즈마로 개조한
다음에 JET와 동등한 수준의
우수한 연구결과를 만들어내
고 있다. 이들 성공적인 장치
들은 모두 D형의 플라즈마형
상에 상전도 구리전자석을 이
용하며 30초~60초 가량 방전
이 지속되는 펄스운전을 한
다. 전반적으로 볼 때 현재의
열핵융합은
그림 7 각 장치별로 과학적분기점에 접근하여온 경과
표. 빨간점은 D-T반응으로 실제 핵융합반응을 실험한
결과를 나타내며. 파란점은 토카막, 초록색점은 스텔
라레이터에서의 결과를 뜻한다.

매

1.8년마다

200%씩의 속도로 핵융합 성능
개선 이 이루어져서 90년대
후반에는 과학적 분기점(투입
에너지=창출된 핵융합에너지,

Q = 1)의 달성하였으며 Q=10을 목표로 하는 공학실증로 ITER의 건설단계에 진입하
고 있다 (아래 그림8 참조).

그림 8. 핵융합 삼중계수(밀도× 온도× 가둠시간)로 살펴본 노심성능의 발전속
도를 가속기기술(초록색). 컴퓨터CPU기술(빨간색) 등 다른 주요기술들의 발전속
도와의 비교표 (스위스 CRPP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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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시기에는 발전로에 필요한 연속적인 정상상태(steady-state) 운전기술 개
발을 위하여 초전도전자석을 채용한 토카막개발도 시작되었으며 Tore-Supra(프랑
스)가 대표적이다. Tore-Supra는 최초의 초전도토카막인 T-15과 마찬가지로 D형이
아닌 원형플라즈마를 발생하며 가동초기 토로이달전자석의 파손 및 대체로 인한 가
동중단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무난히 극복하여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가동하면서 장
펄스운전(long-pulse operation)과 관련한 많은 성과들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플라즈마 형상제어(plasma shaping control)가 불가능한 원형단면임으로 인하여 노
심성능에서는 다소 제한적이다. 특히
한편 1987년 미국과 소련의 합의에 따라 블랭킷 등 핵융합발전의 핵심적 공학문제
들을

검증하기

위한

장치인

ITER(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의 국제공동건설사업이 미-소-EU-일본의 4국체제로 공식화 함에 따라 ITER
의 설계작업이 1988년 시작된다. 그러나 1998년에는 공학설계가 완료와 함께 건설
확정단계에서 미국의 탈퇴로 인하여 착공이 미루어진다. 이후 그동안의 기술발전을
반영하여 ITER의 성능저하는 최소화하면서 사업목적은 달성할 수 있도록 건설경비
를 50% 가량으로 축소한 ITER-FEAT로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며 이 ITER-FEAT의
2003년 미국과 중국이 다시 ITER체제에 참여하고 2004년 우리나라도 참여하는 6국
체제로서의 ITER사업추진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에는 프랑스 Cadarache와 일본의
Rokkasho-mura의 두곳중 한곳을 건설부지로 결정하는 문제를 두고 협의가 진행중이
며, ITER 착공으로 나아가기 위한 산고(産苦)의 최종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중형연구장치(70~80년대), 대형연구장치(80년대말~현재), 대형실증장치개발
(90~현재)로 이어져 온 핵융합로 개발과정에서 현재 핵융합발전로 구성요소 중 플
라즈마노심장치로서의 토카막장치공학에 관련된 최대의 기술개발 주안점은 ①초전
도전자석-전자석운전기술과 ②디버터-차폐블랭킷 등 플라즈마대면부품(PFC)들, ③
원격조작기의 세 분야로 정리된다. 여기서 ITER 부품으로서의 차폐블랭킷은 3중수
소 증식을 하는 핵설비가 아니라 진공용기를 중성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차폐용이
므로 디버터와 함께 플라즈마와 직접 닿는 플라즈마대면부품(PFC)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아래 표2에 ITER관련 기술개발에서 7대 핵심개발사업으로 수행된 항목들을
아래 표2에 나타내었다.
표 1 ITER사업의 7대 대형R&D사업
L1.
L2.
L3.
L4.
L5.
L6.
L7.

Central Solenoid Model Coil
Toroidal Field Model Coil
Vacuum Vessel Sector
Shield Blanket Module
Divertor Cassette
Blanket Module Remote Handling
Divertor Remote Hand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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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석
전자석
PFC
PFC
원격조작
원격조작

초전도전자석은 기본적으로 이미 생산 및 제작기술이 완전히 상업화되어있는 저온
(Tc=4K이하) 금속초전도체를 사용하며, 기술개발의 주안점은 대형전자석의 정밀가
공 및 ITER의 차세대방식 노심운전시나리오를 가능하게 해 주는 전자석운전성능의
검증에 있다.
특히 토카막의 플라즈마전류 발생-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유도기전력을 생산하는 중
앙솔레노이드(CS) 자석의 ramping up/down 변화율을 견뎌낼 수 있는 자석 및 운전
기술의 개발이 핵심인데, 현재 ITER CS개발사업에서 실험적으로 달성한 자장변화율
은 상승시 1.2 T/sec (목표치 0.4), 하강시 1.5 Tesla/sec (목표치1.2)이며 이러한
조건하에서 10,000회의 반복실험을 완료하였다3).
디버터(Divertor)는

발전로의 플라즈마노심으로부터 외곽으로 내부벽으로 확산해

나오는 ‘식은’플라즈마를 자장으로 차단한 다음 그 열류-입자류를 한방향/한곳으
로 모아서 국소적으로 처리하는 토카막부품이다.

다음페이지의 그림9에는 일반적

으로 현존 대형 토카막에서 디버터가 다루어야 하는 플라즈마열류의 규모를
열류를 다루는 다른 자연-인공의 상황들과 비교되어 있다. ITER의 경우,

높은
토카막

내부벽을 향하여 방출되는 총 160MW의 수준의 엄청난 열류를 아래쪽에 설치된 디버
터영역에서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재 54개의 디버터 모듈로 이루어진 디버터구
조가 총 187MW (모듈 하나당 3.5MW)의 열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부품
및 mock-up 모듈의 검증실험이 진행중이다.
다음페이지 그림10에는 JET 토카막의 디버터를 포함한 내부모습과 함께, ITER를 위
해 제작중인 디버터모듈의 실물대 모습을 나타내었다. 여기서 플라즈마의 가운데부
분은 너무 고온이라 가시광선은 발생하지않고 극자외선-X선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빛만 방출되므로 빈 공간처럼 보인다. 가시광선은 최외곽의 저온 플라즈마에서만
방출된다. 플라즈마 중앙부가 옅은 보랏빛을 띄는 것은 카메라시선상에서 중앙부의
앞-뒤쪽에 위치한 표면부분의 가시광선이 겹쳐서 카메라로 들어오는 것이다. 최외
곽으로 확산해 나오는 플라즈마 열류는 자장에 의해 차단된 다음 아래쪽 도랑모양
의 디버터구역으로 유도되고 그곳에서 처리된다. 이렇게 디버터구조 내에서 플라즈
마가 집중적으로 물질벽과 집적 접촉하게되면 급격히 식으면서 강렬한 가시광선을
방출한다(아랫쪽 하얗게 빛나는 부분). 디버터는 바닥을 따라 모듈형태로 이어져
결합하여 디버터의 도랑을 이룬다.

3) ITER 홈페이지 참조. URL=http://www.iter.org/L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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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핵융합로의 디버터가 다루어야 하는 열류(heat flux)를 다른 자연인공의 고온상태와 비교하여 보았다. 대략 로켓 분사구의 구조물-재료들이
다루는 열류와 비슷한 수준이나 지속기간은 훨씬 길다. 핵융합발전로를 구
성하는 부품중에서 블랭킷 등 핵심적인 핵부품(nuclear component)을 제외
하면 아마도 디버터가 가장 기술난이도가 높은 부품일 것이다.(자료출처:
S. Zinkel, ORNL)

(a)

(b)

그림 9 (a) JET토카막의 도우넛형태 내부공간의 모습. 왼쪽 반은 플라즈마가 없을 때의 모
습인데 아래쪽 바닥의 도랑모양의 구조가 디버터이며. 오른쪽 보라색부분은 토카막방전이
일어나고 있는 운전중의 모습을 각각 합성한 것이다.
(b) ITER의 경우 디버터는 54개의 모듈이 연결되어 디버터도랑을 구성하는 구조로 이루어
지는데, 사진은 그 중 한 모듈의 실물대장치가 검증실험을 위해 조립되고 있는 모습을 보
여준다. (EFDA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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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나. 블랭킷, NHTS 및 연료주기

90년대 후반 D-T 융합반응에 기초한 토카막형 핵융합로의 플라즈마에 대한 과학
적 연구가 크게 진전되면서 이제 핵융합 에너지 개발이 공학적 접근 단계에 접어들
었다고 인식되고 있다. 핵융합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중성자의
운동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변환시키고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삼중수소를 생산하는
증식 블랭킷, 블랭킷의 열을 전기에너지로 변화시키기 위한 NHTS (Nuclear Heat
Transport System), 그리고 삼중수소 회수, 처리, 가공 관련 연료주기 기술의 개발
이 필수적이다.

(1) 블랭킷 연구개발
토카막형 핵융합로에서 블랭킷은 진공
용기 내부에 위치하여 핵융합 반응이 일
어나는 플라즈마 영역을 감싸면서 플라즈
마에서 방출되는 중성자의 열을 회수하고
중성자를 이용하여 3중수소를 생산하는
부분을 일컫는다. ITER의 경우 블랭킷은
3중수소를

증식하는

증식

블랭킷

(Breeding Blanket)과 3중수소증식은 하
지않고 단순히 중성자만을 차폐 블랭킷
(Shield Blanket)으로 구성되며, 증식 블
랭킷은 플라즈마를 직접 대하는 일차벽
(First Wall)을 포함한다. 블랭킷은 다음
과 같은 주요한 기능을 한다.
그림 11. ITER의 내부. 회색 벽돌형태의
모듈들이 블랭킷모듈이다.

1) 핵융합 반응에 의한 에너지의 대부
분을 가지고 나오는 중성자 운동에너지와

이차적인 감마 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변화시키며 이 열을 냉각재를 이용하여
외부로 제거한다.
2) D-T 반응의 연료이면서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삼중수소를 증식한다.
3) 진공용기(Vacuum Vessel) 및 초전도 자석을 중성자와 감마선으로부터
보호한다.
4) 일차벽(First Wall)은 플라즈마와 블랭킷을 구분하는 물리적 경계로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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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D-T 융합반응에 기초한 핵융합 에너지는 자연계에는 없는 연료인 삼중수
소를 자급자족할 수 없으면 의미 있는 에너지로서 개발될 수 없다. 또한 고 품질의
열을 생산할 수 없다면 타 에너지원과의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결국 핵융
합 에너지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고 성능의 블랭킷 개발이 반드시 이루어져
야 한다.
핵융합 에너지를 개발하는 세계 각국은 30~50년 후 건설을 목표로 하는 DEMO용
핵융합 발전로를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블랭킷을 연구하고 있으며, 관련 핵심기술
의 타당성을 ITER를 통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들 블랭킷은
삼중수소 증식재의 형태에 따라서 크게 고체형과 액체형으로 분류된다. 또한 각 블
랭킷은 냉각재 및 냉각 방식에 따라서 보다 다양한 형식으로 세분된다. 증식재가
냉각재로 사용되는 자체냉각(Self-cooled), 독립적인 냉각재가 사용되는 독립냉각,
그리고 증식재와 독립 냉각재가 동시에 사용되는 소위 이중냉각재 (Dual-coolant)
방식 등이 있다.
고체형에서는 리튬 세라믹 (Li2O, Li4SiO4, Li2TiO3, Li2ZrO3)이 증식재로 사용되
고, 세라믹 증식재를 Pebble Bed 형태로 블랭킷에 장전하여 삼중수소를 생산하며,
생산된 삼중수소는 헬륨 가스를 흘려서 회수된다. 액체형 블랭킷의 경우에는 리튬,
PbLi, 용융염 (FLiBe, FliNaBe) 등이 증식재로 사용되며, 액체 증식재는 블랭킷을
통과하는 회로를 통하여 흐르도록 되어 있다. 생산된 삼중수소는 블랭킷 외부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회수된다. 일반적으로 고체형은 액체형에 비해 기술의 성숙도가
상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액체형은 보다 고성능의 블랭킷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핵융합 에너지를 개발하고 있는 각 국에서는 고체형과 액체
형 블랭킷의 기술개발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ITER 참가국은 자국의 DEMO용 블랭킷 개념의 기술적 타당성을 ITER를 이용하여
시험하기 위한 검증시험용 모듈인 소위 TBM(Test Blankt Module)을 개발하고 있으
며, ITER 산하의 TBWG(Test Blanket Working Group) 모임을 통하여 국제적인 협조
를 꾀하고 있다. 다음페이지 표3에 각국이 제안하고 연구 중인 TBM 개념을 정리하
였다.
표에서 보듯이 고체형 블랭킷은 일본을 제외하고 모두 헬륨 냉각재를 사용하고
있다. 헬륨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고온의 열을 얻고 안전성을 향상시키
기 위함이다. 또한 고온의 헬륨을 이용하여 매우 단순하고 고효율의 헬륨 직접 사
이클(Direct cycle)의 구현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일본은 비교적 낮은 온도에
서 보다 높은 열효율을 얻기 위해서 초임계수(Super-critical water)를 냉각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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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방식을 연구 중이다. 이중냉각재 (Dual-coolant) 개념에서는 헬륨을 이용
하여 일차벽을 냉각하고 증식 블랭킷은 액체 증식재로 자체 냉각된다.
표 2.

ITER 참가국의 검증시험용 증식블랭킷 모듈(TBM) 개념의 비교.

국가

TBM 개념/구조재

관심분야

*

유럽

He-cooled ceramic/LAFS
He-cooled PbLi/LAFS

일본

He-cooled ceramic/LAFS
H2O-cooled ceramic/LAFS

러시아

He-cooled ceramic/LAFS
Self-cooled Li/V

미국

He-cooled ceramic/LAFS

중국

He-cooled ceramic/LAFS
He-cooled Pbli/LAFS

한국

He-cooled ceramic/LAFS
액체형은 개념정립중

Silicate(Li4SiO4) 및
Titanate(Li2TiO3) 증식재
Super-critical water coolant
Molten salt/LAFS
Self-cooled Li/V
Other Liquid metal concepts
Silicate
Self-cooled Li/V
He-cooled PbLi/LAFS
Dual-coolant (He, PbLi)/LAFS
SiC Flow Channel Insert
Molten salt
Self-cooled Li/V
Dual-coolant(He, PbLi)/LAFS
He-cooled ceramic/LAFS
He-cooled PbLi/LAFS
Self-cooled Li/V
He-cooled Molten Li/LAFS

ITER TBM의 구조재로는 방사성 폐기물을 최소화 하고 사고시 안전성을 향상시키
기 위해서 중성자에 의한 방사화 정도가 낮은 LAFS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FS의
최대 운전 온도는 약 550℃이기 때문에 냉각재의 최대온도는 이보다 약간 낮다. 핵
융합로의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운전온도가 가능한 고온 구조재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ODS, SiC 등을 블랭킷의 구조재로 사용하는 연구가 각 나라
에서 진행되고 있다.
액체 리튬을 사용하는 경우 고온을 얻기 위해서 재료적 적합성이 좋은 바나디움
(V)이 흔히 구조재로 사용된다. V은 가격이 매우 비싸고 가공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V 구조재에 대한 연구는 과거 미국에서 매우 활발하게 연구된 바 있
으며, 그 결과 개발의 타당성이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일본과 러
시아에서는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고체형 및 액체형 블랭킷은 고유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각 개념의 타당성
관련 현안들이 서로 다르다. 고체형 증식재의 주요한 장점은 액체형에 비해서 보다
많이 연구가 되었고 기술의 성숙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과 비교적 쉽게 삼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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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회수할 수 있다는 특성이다. 또한 PbLi과 용융염에 기초한 액체형에 비해서
삼중수소의 침투(Permeation) 문제가 덜하다는 장점도 있다. 반면 다음과 같은 단
점도 가지고 있다. 삼중수소 증식비율(Tritium Breeding Ratio, TBR)이 낮아서 반
드시 많은 양의 베릴륨 중성자 증배재(Multiplier)를 요구한다. 베릴륨은 독성이
매우 강하고 가격 또한 비싸다. 리튬 세라믹은 열전도도가 나쁘고 최고 허용온도가
약 900℃ 정도로서 제한되기 때문에, 구조재의 성능에 관계없이, 고온의 냉각재 온
도를 달성하기가 어렵다. 자연상태 리튬의 7.42%만을 차지하는 Li-6를 60-90% 정도
로 농축해야 한다. 또한 비교적 짧은 주기로(3-4년) 블랭킷을 교환해야 하고 증식
재의 재활용이 매우 어려워서 방사성 폐기물의 양이 많다.
액체형 블랭킷의 공통적인 장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고온 구조재만 개발된다면
고온운전이 가능하여 고 열효율의 달성이 가능하다. 중성자 조사에 따른 증식재의
피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블랭킷의 수명을 고체형에서 보다 연장 시킬 수 있으며,
방사성 폐기물의 양도 저감된다. 핵융합로에서 블랭킷의 수명연장은 상당한 경제성
제고 효과가 있다. 액체형 블랭킷의 공통된 단점은 다음과 같다. 액체 증식재에 의
한 구조재의 부식이 고온에서 심하다. 특히 용융염의 경우 부식이 가장 큰 문제 중
의 하나이다. 강한 자기장에 의한 MHD (Magneto-hydrodynamic) 압력강하가 발생한
다. 증식재의 융점이 비교적 높아서 증식재 회로의 유지 보수가 어렵다. 또한 증식
재를 냉각재로 사용하는 경우 열교환기 설계가 어려워진다.
액체형 블랭킷은 증식재의 종류에 따라서도 그 특성이 크게 달라진다. 리튬 증
식재는 삼중수소 증식비가 가장 높고, 삼중수소의 용해도가 매우 높아서 삼중수소
의 침투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리튬의 높은 화학적
활성은 증식재로서의 리튬의 가장 큰 단점이다. 따라서 리튬은 반드시 불활성 가스
환경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한편 리튬의 높은 삼중수소 용해도 때문에 리튬으로부
터 삼중수소를 회수하는 것이 어렵다. 리튬의 높은 열전도도는 매우 큰 MHD 압력강
하를 유발할 수 있다.
PbLi 증식재의 가장 큰 장점은 활성이 매우 낮다는 점과 삼중수소의 용해도가
낮아서 비교적 쉽게 삼중수소의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삼중수소의 낮
은 용해도로 인해 삼중수소 침투 문제가 심각하며, MHD 압력강하도 여전한 문제이
다. 또한 PbLi에서는 중성자 조사에 의해서 Po-210, Hg-204와 같은 방사성 물질이
발생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증식재의 방사능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단점도 있다.
Po-210, Hg-204는 핵융합로의 안전성을 위해서 연속적으로 제거되어야 한다. 한편
PbLi에서는 약 90% 정도의 매우 높은 Li-6 농축이 요구된다.
용융염은 매우 낮은 압력에서 운전이 가능하다고 MHD 압력강하가 매우 적고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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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활성도 낮다. 그러나 중성자 조사에 의해서 부식성이 매우 강해지고, 충분한
TBR을 위해서는 높은 Li-6 농축도가 요구된다. 특히 용융염의 삼중수소 용해도는
PbLi보다도 낮아서 삼중수소의 침투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고성능의 액체형 블랭킷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식문제의 해결이 반드시 요구된
다. 구조재의 부식 방지를 위해서 개발되고 있는 방안은 주로 구조재의 표면에 부
식에 강한 코팅을 하는 것이다. 구조재 코팅은 MHD 압력강하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도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만족할 만한 해결책은 없으며, 장기적인 연
구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핵융합로 블랭킷에서의 삼중수소 침투(Tritium permeation) 현상은 냉각재의 삼
중수소 오염을 유발시키고 이는 삼중수소의 환경으로의 유출 가능성을 매우 크게
한다. 또한 삼중수소 침투는 삼중수소 증식비(Tritium breeding ratio)를 크게 저
하 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삼중수소 침투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직까지는 이 분야에서도 충분한 해결책은 없는 상태
이다. 더욱이 플라즈마 영역에서 블랭킷 쪽으로의 삼중수소 침투에 의한 냉각재의
오염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액체 리튬을 증식재로 사용하는 개념을
제외하고는 모든 블랭킷 개념에서 삼중수소 침투 문제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임을 의미한다. 각 국에서는 구조재 표면의 특수 코팅을 통하여 삼중수소 침투
를 방지하는 연구를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다. 그러나 핵융합로 블랭킷 환경에서 장
시간 안정적으로 삼중수소 침투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직 고안되지
못한 상화이며, 보다 많은 연구개발이 요구되는 기술이다.

(2) NHTS 연구
NHTS 는 블랭킷에 축적된 열을 제거하여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수
송하는 기능을 한다. 현재 핵융합로 블랭킷의 냉각재로 연구되는 물질은 기존 원자
력발전소의 냉각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들이다. 따라서 NHTS 분야에는 많은 부
분이 기존 원자력발전소와 동일한 개념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핵융합로의 경우
냉각재가 삼중수소로 오염이 될 수 있다는 점과, 경우에 따라서 냉각재에서 삼중수
소를 회수해야 하고 더욱 복잡한 냉각 방식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기술
적용의 한계가 있다.
이미 기술하였듯이, 고체형 증식재를 사용하는 블랭킷 개념에서는 헬륨 가스와
물이 냉각재로 고려되고 있으며, 액체형 블랭킷에서는 자체냉각, 독립냉각, 2중 냉
각재 방식 등 다양한 냉각재 및 냉각 방식이 연구되고 있다. NHTS 관점에서 이들
다양한 블랭킷 개념은 냉각재를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터빈을 돌리는 소위 직접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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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클(Direct Cycle)과 블랭킷 냉각재의 에너지를 열교환기를 통하여 이차 냉각 회
로로 전달하는 방식의 간접 사이클로 나누어진다.
직접 사이클 개념은 주로 헬륨과 같은 가스 냉각 방식에서 흔히 사용되며, 시스
템이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다. 초임계수를 냉각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직접 사이
클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헬륨 직접 사이클은 냉각재의 온도가 800~900℃ 정도로
매우 높지 않으면, 전체 열효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초임계수를 쓰는 경
우에는 약 540℃의 냉각재 출구온도에서도 40% 이상의 열효율이 얻어지므로 상대적
으로 직접 사이클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들 직접 사이클 기술은 기존 원
자력이나 화력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의 성숙도는 높다고 볼 수 있
다. 시스템의 단순성과 고온에서의 높은 열효율이 가능하기 때문에 헬륨 냉각재를
사용하는 블랭킷 개념에서는 직접 사이클 NHTS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추구되고 있
다. 그러나 핵융합로의 경우 냉각재가 삼중수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NHTS로부
터 냉각재의 누출을 극소화하는 기술이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과거의 경험에 의하
면 헬륨 가스는 운전 중에 상당한 양이 누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냉각재 누출
에 따른 삼중수소의 방출은 헬륨 냉각 직접 사이클에서는 주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
다. 헬륨 직접 사이클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블랭킷에서의 삼중수소의 냉각재로의
침투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간접 사이클에서도 삼중수소 누설 문제는, 약간 완화되기는 하지만, 냉각재의
종류에 관계없이 여전히 주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액체 증식재 블랭킷에서 증식
재 자체가 냉각재로 사용되는 간접 사이클에서는 또 다른 핵융합로 고유의 문제점
이 있다. 즉, 냉각재 내부에 삼중수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NHTS에서 삼중수소를 회
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먼저 냉각재에 포함된 삼중수소는 열교환기를 거치면서 이
차 냉각회로로 침투할 가능성이 많다. 이에 대한 예방책이 NHTS 설계시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냉각재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흐르기 때문에, 냉각재에서 삼중수
소 회수 또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 방법으로 열교환기 튜브를 이중으로 하여 삼중수소도 제거하면서 열교환도 하
는 방식이 연구되고 있지만 이 개념 역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NHTS 분야에 있어서 기술수준은 상당히 성숙되어 있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냉각재에 포함된 삼중수소의 유출을 제한치 이내로 유지하면서 효율적
인 NHTS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또한 Li, PbLi, 용
융염과 같은 액체 금속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개념의 경우, 비록 유사한 냉각재가
기존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었거나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연구개발이 요
구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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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트리튬 및 핵융합발전로 연료주기
D-T 반응에 기초한 핵융합로는 밀페방식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비슷한 연료주
기를 갖는다. 연료 중의 하나인 중수소는 바닷물에 충분히 많은 양이 포함되어 있
으며, 회수 비용이 매우 높지 않아서 공급관점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삼중수소는 약 12년의 반감기를 가지는 방사성 핵종으로서 리튬과 중성자와
의 핵반응을 이용하여 증식 블랭킷에서 생산되어야만 하며 일종의 순환 연료주기를
갖는다. 삼중수소의 생산가격과 환경으로의 누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고려할 때 블랭킷에서 자체 생산되는 삼중수소를 회수, 가공하여 연료로서 주입하
고 미처 연소되지 않은 삼중수소를 재순환 시키는 연료주기 기술은 핵융합 발전로
핵심기술 중의 하나이다.
삼중수소 연료주기는 1) 블랭킷 내부 고체 및 액체 증식재로부터 삼중수소 회
수, 2) 플라즈마 잔재로부터 삼중수소 회수, 3) 냉각시스템의 삼중수소 제거, 4)
PFC (Plasma Facing Component)에서 삼중수소 회수, 5) 방출된 고체형 증식재에서
삼중수소 회수, 6) 삼중수소 저장 및 수송, 7) 연료가공 및 주입, 8) 삼중수소 폐
기물 처리 등 매우 다양한 단계로 이루어진다. 아래 <그림 12>에는 핵융합로에서의
전형적인 삼중수소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다.
연료로 가공되어 플라즈마에 주입된 삼중수소의 평균적인 연소율은 약 5~10% 정
도로 주입된 연료의 대부분이 회수되어 재사용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삼중수소는
여러 가지 다른 기체뿐만 아니라 경수소(H) 및 중수소와 혼재하기 때문에, 그림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연료로 가공되기 전에 동위원소 분리과정을 거친다. 삼중수소
는 대부분의 재료에 잘 침투하는 특성이 있어서, PFC와 같이 삼중수소에 노출된 재
로는 대부분 삼중수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블랭킷 냉각재는 삼중수소로
오염된다. 따라서 냉각재에서 삼중수소를 제거하는 기술이 요구된다.
현재 삼중수소 처리 및 관리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이다.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 핵무기용 삼중수소관련 기술과 핵융합
로용 기술 등이 폭넓게 개발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캐나다는 주로 CANDU 형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삼중수소의 회수 및 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과 독일
도 핵융합 연료로서 삼중수소 기술을 오래전부터 개발하여 오고 있다. 이들 기술은
소위 민감 기술이자 고급기술로서 대부분 공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핵융합로 연료주기와 관련된 삼중수소 기술은 연구결과들이 비교적 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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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핵융합로 삼중수소 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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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되어 있다. 삼중수소 연료주기에서 중요한 기술은 증식재에서 생성된 삼중수소를
효과적으로 회수하는 것인데, 증식재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방법이 사용된다.
고체형의 경우 세라믹 증식재에서 방출되는 삼중수소를 약간의 경수소가 섞인
헬륨가스를 이용하여 회수한다. 이 때 삼중수소는 T2, T2O, DTO, HTO 등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또한 헬륨 등의 가스와 섞여 있다. 순수한 삼중수소는 흡착공정,
촉매반응, 동위원소분리를 위한 초저온 증류법 등을 이용하여 얻어진다. 이러한 기
술은 CANDU 원자로에서 사용하는 삼중수소 제거 기술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서
관련기술이 상당히 성숙된 상태이다.
액체상태 리튬, PbLi, 용융염을 증식재로 이용하는 블랭킷에서는 증식재의 특성
에 따라서 서로 다른 삼중수소 회수 방법이 연구되고 있으며, 관련 기술은 아직 개
발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리튬은 삼중수소의 용해도가 매우 높아서 삼중수소를
회수하는 것이 쉽지 않은 반면, PbLi 과 용융염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삼중수소의
용해도가 낮아서 비교적 쉽게 삼중수소의 회수가 가능하다. 특히 용윰염 증식재는
삼중수소 용해도가 극히 낮아서 삼중수소를 단순히 펌프하는 방식으로도 회수가 가
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페이지 (표3)에는 리튬과 PbLi으로부터 삼중수소를
회수하는 대표적인 방법을 정리하였다.

- 23 -

(표3)의 방법들은 모두 실험실 수준에서 타당성이 확인되었을 뿐 실제 시스템
규모에서의

타당성이

검증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리튬의

경우

Molten

Sat

Extraction 방법이 가장 많이 연구되었으며, 최근에는 Cold Trap 방식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기대되고 있다. PbLi 증식재의 경우에는 NaK 회로와 Cold Trap 방식이 타
당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위의 방법들도 삼중수소 제거 효율이 커
야 80-90% 정도로서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이다. Permeation 및 Gettering
방법은 일반적으로 속도가 느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성능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다. 결국 액체 증식재로부터 삼중수소를 보다 효율적으로 회수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크다.

표 3.
증식재

리튬

PbLi

액체 증식재에 따른 삼중수소 회수 방법

회수 방법

특성

Molten salt extraction

리튬과 용융염 혼합, LiT 전기분해

Permeation window

금속 박막을 통한 T 회수

Gettering

이트리움(Y) 같은 흡수체로 T 회수

Fractional distillation

부분적인 리튬 증발을 통한 T 농축

Cold trap

H 추가 후 낮은 온도에서 T, H 회수

Permeation window

금속 박막을 통한 T 회수

Liquid-gas contractor

방울 형태 리튬과 역방향 가스 흐름 활용

NaK loop and cold trap

NaK 회로로 투과 후 낮은 온도에서 회수

Gettering

이트리움(Y) 같은 흡수체로 T 회수

핵융합 발전로에서 삼중수소와 관련된 큰 현안 중의 하나는 그 취급양이 엄청나
게 많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최대 실험시설에서의 하루 처리 능력은 약 1.1kg
정도인데, 1000 MWth 열출력 핵융합로에서는 하루에 약 5kg의 삼중수소가 처리되어
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많은 양의 삼중수소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공정기술
의 개발이 요구된다. 삼중수소는 핵융합로에서 환경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
적인 방사성 물질이며, 취급과 저장이 매우 어려운 핵종이다. 높은 신뢰도를 유지
하면서 삼중수소 누출을 극소화 하는 공정의 개발은 핵융합 에너지의 성공적인 개
발은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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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다. 핵융합발전로 재료

핵융합로 재료를 발전로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도시하여 보면 대략 <그림1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3. 발전로 로심의 구성요소별로 살펴본 발전로재료.
고에너지 (14 MeV) 중성자와 고온 플라즈마를 접해야 하는 중심부에는 내열/내침식
성이 우수한 재료가 일차벽 및 디버터의 플라즈마 대면재로 고려되고 있다. 대표적
인 소재로는 원자번호가 낮은 Be이나 원자번호가 큰 텅스텐이나 텅스텐 합금을 고
려하고 있으며, heat flux가 높은 부분은 탄소/탄소 복합체를 고려하고 있다. 원자
번호가 큰 소재는 정상 가동 상태에서 플라즈마에 의한 침식이 저 원자번호 물질보
다 현저히 작다. 그러나, 고 원자번호 물질은 대면재로부터 나오는 불순물이 플라
즈마에 미치는 영향 커서 플라즈마 내에 허용되는 농도가 작다. 탄소/탄소 복합체
는 화학침식에 의해 발생된 C가 hydrogenate carbon 피막의 주된 원인이므로 디버
터 부품에 CFC 사용을 줄이고 W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있다.
블랭킷은 DT 반응의 원료물질인 삼중수소를 생산하는 역할, 핵융합 반응에 의한 열
을 회수하는 역할, 중성자로부터 바깥 쪽 구조물을 차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구성
요소다. 블랭킷은 구조물과 증식재로 구성된다. 구조물은 소재의 선택에 따라 핵융
합로의 운전조건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핵융합 발전로 실현을 위해
서는 구조재의 개발이 달성되어야만 하는 핵심요소이다. 따라서, 핵융합로 재료연
구는 구조재의 개발이 관건이며, 각 국에서도 집중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ITER의 Test Blanket Module 이용연구를 위한 단기적인 구조재로는 저 방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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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ritic Martensitic (FM) 강이 고려되고 있다. 개발된 대표적인 FM 강은 일본의
F82H, JLF-1, JLS-1 미국의 ORNL 3971 및 유럽연합의 EUROFER 등이 있다. FM 강은
고온구조용 금속재로 액체금속로나 화력발전로에서 적용되고 있으나 핵융합로 소재
로는 저 방사화 특성을 고려하여 Ni 이나 N 의 함량을 최소화한 7-12 Cr 합금이 개
550oC 이하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운

발되었다. 그러나, FM 강은 최대 사용온도가
전효율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W 함량을 조절하거나 산화물을 분산 강화시킨 Oxide
dispersed strengthened (ODS) FM 강이 개발되고 있다. 분산 강화 산화물로 Y2O3가
o

최적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사용온도를 650 C 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 ODS FM 강
도 초임계수 원자로 뿐만 아니라 초초임계 화력발전로에 소재로 많은 연구가 진행
되었다. 그러나, 앞의 FM 강과 마찬가지로 핵융합로 소재로는 저 방사화 특성이 고
려된 미량원소의 정밀제어가 필요하다. 원자로의 효율을 높이려면 FM 강보다 더 높
은 온도에서 내방사선 특성이 우수한 소재의 개발이 요구된다. Vanadium (V) 합금
과 탄화규소/탄화규소 (SiC/SiC) 복합체가 대표적인 후보소재이다. V-4Cr-4Ti로 대
표되는 V 합금은 저방사화와 저 반응열을 나타내는 물질이며 내열성과 액체 리튬과
양립성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운전온도를 700oC 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저온 조사 취화, 고온 크립 및 He 취화, Magnetohydrodynamic (MHD) 압력
강하, 산화 등 문제가 있으며, 가공이 어렵고, MHD 압력강하를 방지하기 위한 절연
체 AlN, CaO 코팅에 어려움이 있다. 탄화규소/탄화규소 복합체는 내열성, 열충격
o

저항, 내 크립 특성, 화학적 안정성이 우수하여 운전온도를 1000 C 까지 향상시킬
수 있으나, 열전도도가 금속에 비하여 낮고, 조사 팽윤, 조사 크립, 기밀성, 제조
공정, 결합기술 등 장기적으로 해결하여야 문제를 갖고 있다. FM강, ODS FM 강, V
합금 및 SiC/SiC 복합체와 관련된 연구는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의
Fusion Material Agreement 하에서 일본, 미국, 유럽연합, 러시아 등이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등,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독자적인 연구와 더불어 2국 혹은 3-4국이 연합
된 공동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Ta, Mo 및 W의 합금들이 구조재 후
보소재로 고려되고 있으나, 아직은 기본적인 물성/성능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다음페이지의 <그림14>에 이들 후보 구조재의 사용가능 온도를 비교하여 나타내었
다. 합금들은 하한 온도는 조사 경화와 취화를 고려하여 정하였고, W과 Mo는 자료
가 부족하여 신뢰성이 낮다. 상한온도는 150 MPa 크립 강도와 화학적 안정성을 고
려하여 정하였다.
증식재는 리튬의 산화물인 고체 세라믹 증식재, 액체 금속 리튬 증식재, 리튬과 벨
릴륨의 불화물인 용융염 증식재로 구분된다. 세라믹 증식재는 Li2O, LiAl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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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핵융합발전로용 합금구조재들의 작동온도 영역.

Li2ZrO3, Li4SiO4, Li2TiO3가 있으며, 산화물 분말을 구형의 pebble로 성형하여 소결
하거나 산화물을 용융-분무(melt-spray) 시켜 pebble 형태로 만든다. 세라믹 증식
재가 지녀야 할 요구조건은 Li의 함량이 많아야 하고, 열전도도가 높고 열팽창이
적어야 하며, 사용온도 폭이 넓어야 하고, 삼중수소 방출 거동이 좋아야 한다. 이
를 위해서 소결 pebble은 입자 평균크기가 1 μm이고 약 15-20%의 기공율을 지녀야
한다. 세라믹 증식재의 최근 연구 issues는 삼중수소 거동 평가, 열물리 및 열화학
적 특성 평가, 구형 충진 기술 개발, 증배재 및 구조재와 양립성 평가, 제조 공정
및 recycling 기술 개발이며, IEA / Nuclear Technology of Fusion Reactors
Implementation Agreement / Solid Breeder Blanket Subtask Group에서 일본, 미
국, 유럽연합, 러시아가 공동연구과제를 도출하여 연구하고, 정보를 교류하고 있
다.
Li2O, Li4SiO4, Li2TiO3가 유망한 후보소재로 고려하고 있으며, 리튬산화물의 특성을
Table 1에 비교 하였다. 액체 증식재는 액체 리튬이나 액체 리튬-납이 대표적인 후
보재이다. 액체 리튬보다는 리튬과 납의 공융액상인 Pb-17Li의 적용을 더 고려하고
있으며, Pb-17Li의 장점은 삼중수소 증식 능력이 우수하고, 열전도도가 비교적 높
으며, 조사손상이 없고, 증배재(multiplier)가 별도로 필요없으며, 삼중수소 추출
이 쉽고, 증식재로 수명이 무한하다. 그러나, 구조재가 FM 강이고, 증식재이며 자
기 냉각재로 쓰일 때, MHD 압력 강하효과가 문제가 되고, 공기나 물과 화학적인 안
정성도 고려하여야만 하며, 삼중수소 확산제어도 중요한 해결점들 중에 하나이다.
MHD 압력강하 효과는 Pb-17Li와 구조재 사이에 SiC 절연재를 삽입하거나 구조재로
SiC/SiC 복합체를 사용하여 극복하려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용융염 증식재인
FLiBe는 LiF와 BeF2가 섞인 염이다. FLiBe는 물이나 공기와 화학적 안정성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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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자기 냉각재로 사용되어도 MHD 압력강하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삼중
수소 용해도가 적은 장점이 있다. 반면, 부식성, 사용온도의 제한, 불소제거, 열전
달과 삼중수소 permeation이 나쁜 단점을 갖고 있다.
증식재로 세라믹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삼중수소의 증배재로 Beryllium (Be)이
rotating electrode method를 이용하여 구형 pebble로 사용된다.

또한 Be은 플라

즈마 오염에 적은 영향을 미치며, radiative power 손실이 작고, 좋은 산소 getter
역할을 하며, 화학적 sputtering 거의 없으며, 손상부위를 쉽게 보수할 수 있는 기
술이 확보되어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일차벽은 armor로 고려되고 있으며, ITER
에서는 블랭킷의 플라즈마 대면 타일로 적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Be은 융점이 낮
고, 중성자 조사를 받는 동안 기계적 열화거동을 나타내며, 독성이 강한 물질이고,
삼중수소 방출 속도가 늦으며, 특히, 물이나 증기와 반응하여 열과 수소를 만들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을 받는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시키기 위하여 Be12T와 같은
합금이 개발되었으며, 이 합금은 융점이 상대적으로 높고, 물 및 증기와 반응성이
낮고, 팽윤현상이 적은 장점을 갖고 있다.
블랭킷의 유형은 핵융합로의 특징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인자이며, 특히, 블랭킷
구조재의 개발은 핵융합로의 설계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는 핵심기술에 해당된다.
냉각재를 고려한 구조재와 증식재의 조합에 따른 블랭킷의 유형은 크게 다음과 같
이 분류할 수 있다.
1. Ceramic breeder+ferritic/martensitic steel structure concepts
1.1. Water-cooled concepts
1.2. Helium-cooled concepts
2. Pb-17Li+ferritic/martensitic steel structure concepts
2.1. Dual-coolant blanket concept
2.2. Water-cooled Pb-17Li blanket
3. Self-cooled lithium+vanadium alloy structure concepts
4. SiCf /SiC+liquid or ceramic breeders concepts
4.1. SiCf /SiC+Pb.17Li concepts
4.2. SiCf /SiC+ceramic breeder concepts
5. Other concepts
5.1. Blanket concept with tungsten alloy as structural material and
heat extraction by lithium evaporation
5.2. FLiBe concepts with ferritic or other structural materials
지난 수 십년동안 핵융합 연구를 수행한 국가들은 Demo 핵융합로를 위한 개념설계
를 수행하여 왔으며, 각 구성요소의 운전 조건에 따른 후보소재 선정을 추진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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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각국의 DEMO개념에 채택된 융합로재료들의 비교.

며, 그 결과를 위 그림15에 요약하였다.
이러한 Demo 개념들을 토대로 ITER에 시험 블랭킷 모듈(TBM)을 설치하고 블랭킷의
성능을

평가하려는

연구가

계획되고

있다.

6개국이

Test

Blanket

Working

Group(TBWG)를 형성하여 각국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공동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TBM
연구에서는

블랭킷

유형에

따른

electro-magnetics,

neutronics,

tritium

production, thermo-mechanics와 plant intergration에 대한 특성평가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얻
어진 결과가 Demo 및

그림 16 ITER의 핵심부품개발에 채택된 각종 재료들의 요약.

발전로의 설계와 건
설을 위한 핵융합로
기술 발전은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기대
하고

있다.

ITER를

설계할 때 산업적으
로 검증된 재료를 중
심으로 설계 및 건설
을 추진하여 구조물
의

주된

재료가

Stainless 강 이었듯
이(Table

2

참고)

TBM 연구를 위한 블랭킷 설계에서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FM 강을 기준 구조재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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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고

있으며,

증식재로는

Li4SiO4나 Li2TiO3와 같은 세라믹

그림 17 각 ITER참여국이 개발중인 검증시험용 증식
블랭킷모듈(TBM)의 개념 및 재료관련 검증주안점.

스와 Li 혹은 Pb-17Li 액체 금속
및 용융염에 관심을 갖고 있다
(옆의 그림17 참조).
플라즈마 대면과 블랭킷 구조물
사이에는 플라즈마 대면 쪽의 높
은 열부하로 인하여 heat sink가
필요하게 된다. Heat sink 소재
는 열전도도와 고온 구조적 특성
을 고려하여 Cu의 합금인 CuCrZr
이나 Al2O3 미세입자가 분산된 산
화물 분산 강화 (ODS) Cu가 고려
되고 있다. ODS Cu를 사용하면
CuCrZr 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제조단가, 가
공성 및 접합성에 개선이 요구된다.
블랭킷 바깥 쪽으로 차폐층이 존재한다. 이 층은 중성자나 감마선의 외부방출을 차
단하는 역할을 하며, C나 SiC 등이 고려되고 있다. 차폐층 바깥 쪽에는 플라즈마
밀페를 위한 자석이 위치하며, 큰 출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출력밀도를 높여야 하
므로 더욱 강한 자장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동작에 소요되는 전력을 적절한 수준
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초전도 자석이 필수적이다. 초전도 재료로는 Ni계 합금인
Nb3Sn이나 NbTi가 적용되고 있으며, 액체질소 온도에서 작동할 수 있는 고온 세라
믹 초전도체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플라즈마 부가가열을 위한 고주파 가열방식에서 window 재료로 BeO 와
Al2O3 등이 고려되고 있으며, 전기 절연체로 Al2O3, BeO, MgO, MgAl2O4 등 고려되고
있다.
이렇게 살펴 본 구성요소별 소재개발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각 구성요소별로 다
양한 소재가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플라즈마를 중심으로 블랭킷까지에 위치하는
구조용 소재는 매우 혹독한 운전여건에서 특성을 발휘하여야 하므로 적정 소재의
개발 및 소재에 대한 신뢰성 높은 물성/성능자료가 운전효율이 높은 핵융합로 실현
을 위한 선행요소가 된다. 따라서 핵융합로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일본, 유
럽연합, 러시아에서도 핵융합로 재료 개발 연구는 구조재와 플라즈마 대면재에 많
은 연구를 집중하고 있다. 또한 IEA의 fusion material 관련 공동연구 프로그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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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technology of fusion reactors 관련 공동연구 프로그램에서도 FM 강, ODS
FM 강, V 합금, SiC/SiC 복합체, Be, Insulator, 세라믹 증식재, 플라즈마 대면재
와 관련된 공동연구가 미국, 일본, 유럽연합. 러시아 등이 참가한 가운데 수행되고
있다.

각 국의 연구현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미국
미국의 핵융합로 연구는 1999년을 기점으로 소재 개발에서 재료과학에 대한 기반연
구 수행으로 연구방향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각 구성요소 재료에 대한 선도
연구소 중심의 연구에서 핵심 원천기술의 대한 집합적 연구 수행으로 연구 수행 방
법도 변화를 주었다. DOE를 중심으로 핵융합로 재료과학 연구 프로그램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 연구소로는 ORNL , PNNL, ANL, LLNL이 참여하고 있고, 대학으로는
UCSB, UCLA, RPI, WSU, Princeton, Merrimack College가 참가하고 있다.
또한 외국과 공동연구를 활발히 추진하여, 일본과는 HFIR를 이용한 조사시험을
JAERI와 수행하고, 노내외 시험 공동연구를 DOE/MEXT Jupiter-II 프로그램으로 수
행하고 있다. 러시아와는 BOR-60, SM-2에서 조사시험 연구를 수행하고, 유럽의
PSI, RISO와는 HFR-Petten 조사시설을 이용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IEA에서 주도하는 다국간 핵융합 재료연구에 참여하여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구조재 합금과 세라믹 복합체, 플라즈마 대면재, heat
sink를 중심으로 세라믹 절연재와 광재료가 연구되고 있으며, 연구를 추진하는 소
재와 각 소재의 주된 연구 issues를 아래 그림18에 요약하였다.
2001년의 핵융합로 재료 프로그램의 연구비는 7460 k$로 fusion energy 연구 예산
의 3%에 해당하며, 연구기관에 따른 예산 배정 비율과 연구분야에 따른 예산 배정
비율은 FiG. 3에 나타낸 바와 같다. ORNL이 가장 많은 연구비를 쓰고 있으며, 이는
HFIR를 이용한 조사시설의 확보와 다년간 재료연구에 대한 기술확보에 때문이라 생
각된다. 분야별로는 재료의 파괴거동이나 기계적, 부식 성능평가 분야에 많은 예산
이 배정되었다. 이는 90년말 바뀐 재료 개발 연구방향의 전환과 밀접한 관련이 소
재개발보다는 핵심 원천 재료기술 연구에 치중한 결과라 생각된다.
(나) 일본
일본은 JAERI를 중심으로 각 대학들이 핵융합 연구를 위한 체계적인 Infra가 잘 갖
추어져 있다. 핵융합 재료 관련 연구는 구조재료, 증식재와 증배재 및 플라즈마 대
면재에 대한 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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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미국의 핵융합로재료과학 연구프로그람의 요약.

구조재료 연구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ITER용 TBM을 위한 FM 강과 ODS FM 강을
단기적 연구 대상소재로 노내외 성능 평가 및 제조공정 개선을 통한 TBM 적용 및
장기적으로 Demo 핵융합로나 발전로를 고려한 V 합금이나 SiC/SiC 복합체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자 한다.
증식재와 증배재 연구는 JAERI를 중심으로 pebble 제조를 완료하였고, 증식재
pebble의 thermomechanical 특성 및 노내 거동 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며, pebble의
양산화 공정이나 recycle 공정 개발이 진행 중이다. 한편 대학에서는 Osaka 대학과
Kyushu 대학 등에서 삼중수소 거동 평가 등 기초적인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플라즈마 대면재 연구는 IEA 공동연구 프로그램에 나고야 대학, 후쿠오카 대학, 교
토 대학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High Z 대면재와 플라즈마 상호반응에 대한 연구
를 수행하고 있으며, 토야마 대학과 나고야 대학에서 플라즈마 대면재의 삼중수소
거동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토호쿠 대학, 큐수 대학 및 가고시마 대학에서는
LHD joint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high-Z 대면재의 개발 및 평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
고, 큐수 대학에서는 미국과 공동연구에 참여하여 W 코팅물질의 H과 He의 조사시험
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홋카이도 대학에서는 TRIAM-1M and LHD의 1차벽 분석연
구, 오사카 대학에서는 pebble bed 디버터 개념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일본은 국내 연구 infra를 활용한 연구 못지않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미국 및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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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 연합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IEA의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선도하고
있다.
(다) 미일 협력연구
JUPITER (Japan-USA Program for Irradiation/Intergration TEst for fusion
Research) II 프로젝트는 일미과학기술협력사업/핵융합분야 공동 프로젝트이다.
1995-2000년도의 JUPITER에 이은 계속 프로젝트로 2001년에 6년 계획으로 시작되었
다. JUPITER 프로젝트에서는 변동 및 복합조사 조건에서 주요한 저방사화 구조재료
및 기능재료에 대한 동적 특성 평가를 하였다. JUPITER-II 프로젝트에서는 JUPITER
결과를 토대로 선진 블랭킷트의 조사 특성과 시스템 intergration 에 대한 조사거
동 및 요소기술 연구를 수행하고자 계획되었다.
최근 보고된 연구결과는 MHD 효과 저감을 위한 코팅재로는 Er2O3, Y2O3, CaZrO3와 같
은 새로운 소재를 제시하였고, 코팅법으로는 플라즈마 코팅법과 RF 스퍼터링법을
개발하였다. Li의 내부식성은 Er2O3가 우수하였다. V-Cr-4Ti 합금은 가공성과 용접
성을 확인하였고, HFIR 조사에 의한 Li 분위기에서 조사 크립거동과 용접부 거동
및 불순물 효과 규명을 계획하고 있다. SiC 복합체 연구에서는 개량 제조공정, 용
접법, 고기밀성 및 고열전도도 복합체를 개발하였고, 미소시험편 기술을 확립하였
다. 또한 페블형 고체 증식재 시스템에서 열전도 특성 평가, 고온 응력부하하에서
페불의 변형과 구조재와 반응시험 장치 개발, 페블의 변형에 의한 냉각거동의 계산
법을 개발하였다. SiC 조사시험은 고온 rabbit 시험, 가속기 이용 치수 안정성 및
핵변환 효과를 분석하였다, 향후 조사시험용 대형부품 제조와 헬륨 분위기에서 내
o

산화 및 내식성과 크립특성을 평가하고, 1100 C까지 고온 응력부하 환경에서 변형
과 열전도도 특성을 평가하려 하며, rabbit의 조사후 시험, 고온 중조사 환경에서
캡슐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분자 동력학을 위한 potential 정비 및 개량, MD법에
의한 crowd ions와 격자결함의 상호작용 규명 및 조사손상 코드(NPRIM)을 개발하였
으며, 향후 PKA의 상세 계산에 필요한 합금 평가 고도화를 수행하고자 계획하고 있
다.
(라) 유럽 연합
유럽연합도 일본과 비슷한 일정으로 핵융합 재료 연구를 추진하려 하고 있으며, 각
국간에 긴밀한 infra가 잘 구축되어 있다. 블랭킷을 위한 구조재나 증식재는 앞에
서 언급한 국가들 비슷한 관심사를 유지하며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도 유
럽연합 내의 국가들간 분담연구 뿐만아니라 IEA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선도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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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 증식재 연구의 경우 독일의 FZK에서 Li4SiO4 제조공정을 개발하고, pebble
thermomechanical 특성 평가하며, Be pebble을 개발하고, 프랑스의 CEA에서 LT
pebble을 개발하며, 이태리의 ENEA에서는 LT pebble 개발과 더불어 He 및 Li과 양
립성을 평가하고, 내덜란드의 NRG에서는 HFR-Petten 조사시설을 이용한 조사거동
평가를 수행하는 등 각국이 역할 분담이 적절히 배분된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마) IEA 재료연구 국제협력 현황

현재 IEA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에너지기술 국제협력 프로그람중에서 핵
융합로 재료 관련 연구는 <Fusion Materials>협약과 <Nuclear Technology of
Fusion Reactors>협약하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그 간략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핵융합로재료 Fusion Materials>
1. 제목 : “Experimentation on Radiation Damage in Fusion Materials”
내용 : Develop a common technological base for the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fusion materials through joint radiation experiments
참가국 : China | Japan | Russian Federation | Switzerland | United States
2. 제목 : “Fast Flux Neutron Irradiation of Candidate Fusion Breeder Blanket
Materials”
내용 : Develop a technological base to measure and evaluate the neutron
irradiation effects, tritium release and thermal properties of candidate
blanket materials
참가국 : Japan | Russian Federation | United State

<Nuclear Technology of Fusion Reactors>
1. 제목 :“Tritium Breeding Blanket, Radiation Shielding & Tritium Processing Systems
of Fusion Reactors”
내용 : Develop a technology base for blanket, shield and tritium processing
systems of fusion reactors
참가국 : Canada | EU | Japan | Russian Federation | United States
2. 제목 : “Plasma-Facing Components for Fusion Reactors”
내용 : R&D demonstrations of PCF for next generation fusion devices.
참가국 : Canada | EU | Japan | Russian Federation | United States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매우 다양한 재료기술이 체계적으로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기적으로 ITER TBM을 이용한 재료 개발 및 성능평가를 위한 재료기술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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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DEMO나 발전로를 위한 재료기술이 진행되고 있다. 그
러나 핵심요소는 고온 및 내방사선 특성이 우수한 구조재의 개발이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점이다. 그리고 각 국의 연구 infra 구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된다.

IEA을 중심으로 한 다국간 연구 그룹이나 미-일, 미-유럽연합, 유럽연합 내의 다
국간 역할 분담 등 연구시설이나 연구인력의 조직적인 infra의 구축은 우리에게 절
실히 요구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공동연구 추진 및 연구 교류 모임의 가입을 위하
여 격차가 적은 기술을 중심으로 교류의 시작 및 확대가 이루어져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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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라. 발전로시스템 및 안전성-환경적합성 분석

(1) 발전로시스템 연구현황
핵융합발전로 시스템연구는 발전로 구성분야별 필요한 기술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연구가 아니라, 현재의 기술현황 및 가까운 미래의 예측가능한 기술전망을 체계적
으로 종합하여 계획대로 미래에 발전로가 개발되었을 때 시스템의 성능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연구를 말한다. 이러한 시스템연구작업은 핵융합발전로개발에서와 같이
연구수행시점와 연구결과가 구체적으로 생산되는 시점사이에 수십년씩의 긴 시차가
존재하거나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일반적인 기술개발주기를 넘어설 정도의 긴 lead-time을 갖는 연구개발사업
에서는 지금현재의 연구개발 전략 및 논리의 타당성이 그대로 미래시점에도 타당하
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개발전략 및 논리 자체의 역사성을 감안한 체계적인 예측분
석을 통하여 타당성을 점검하고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과정에는 아래의 그림19에 표현한 바와 같이 ‘무엇이 가능한가’라는 기술적 측면
의 판단과정과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기술적+기술외적 측면의 판단과정이 유기
적-합목적적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지므로서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의 타당성을 점검
하고 견지해 나갈 수 있게 된다.

그림 19 발전로 시스템설계 및 분석 연구의 역할

즉 시스템연구는 핵융합발전기술 개발과 같은 대규모-장기연구개발사업 추진과정에
있어 유지해야 하는 합목적성-타당성을 필요할 때 마다 확인-검증하여 그 결과 및
판단을 그 시점의 개별적 연구개발과정 및 정책수립과정과 상호교환-반영할 수 있
게 해주는 일종의 예측모사분석(simulation analysis)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핵융
합발전로 시스템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작업들을 미국의 ARIES 시
트템개발연구의 논리체계를 참고로 하여 다음페이지 그림20에 도시하였다.
이러한 발전로시스템연구에서는 과학기술적 및 사회-경제-정책적 고려를 거쳐 도출
되는 시스템해석-설계 논리 알고리듬에 따라 발전로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부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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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시스템설계-분석연구의 일반적인 추진체계 (ARIES자료 참조)

소기술의 분석틀/분석모듈들을 결합하여 구성하므로써 핵융합발전로 전체에 대한
시스템관점에서의 결과물을 산출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발전단가(COE)라든
가 안전성기준 만족여부 등을 들 수 있겠다.

그림 21 시스템분석연구의 요소기술 연관도. 붉은 화살표는 기
술연관에 추가하여 실제 핵융합에너지의 흐름을 나타낸다.

위 그림21에는 핵융합반응부터 송전에 이르기까지 핵융합에너지의 흐름을 기준으로
볼 때, 발전로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서브시스템들의 기능을 모사하는 설계 및 해
석기술들이 전체 발전로시스템 설계 및 해석에서 있어 어떠한 상호연관관계를 갖는
가를 개념적으로 도시하였다. 이중에서 플라즈마노심-블랭킷-NHTS-연료주기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 및 기술개발 동향은 앞의 해당절에서 각각 살펴 보았다. 본 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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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발전로시스템을 구성하는 나머지 요소기술인 BOP(Balance of the Plant)기술분
야의 동향과 함께, 각 서브시스템의 관점을 넘어서 반드시 시스템 전체의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일체적인 해석연구가 수행되어야만 하는 안전성-환경적합성-경제성 해
석연구에 대하여 그 내용과 기술개발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현재 완료된 핵융합발전로 시스템설계연구로는 미국의 UCLA대학에서 1981년부터
시작된 ARIES 시스템연구가 가장 유명하다. 이 ARIES연구는 최초의 ITER형 발전
로부터 최근의 stellarator형 발전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핵융합발전로에
대한 시스템적 분석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한편 EU의 PPCS는 80년대부터 JET의 건설과 병행하여 착수-추진되어온 발전시
험로 설계연구프로젝트

NET(Next European Torus) 프로그램이 ITER설계완료를

계기로 전면적인 발전시험로 설계연구로 전환하는 단계의 프로젝트라 볼 수 있다.
JET설계-제작-운영 및 NET-ITER 설계경험에 더하여 새로이 수행된 SEAFP등
안전성분석 프로그람과 SERF등 경제성분석 프로그람을 종합하여 총체적인 시스템
설계분석 프로젝트로서 수행하고 있으며, 기술개발전망의 정도에 따라 EU-A(현재
기술로 건설가능한 발전실증로)부터 EU-D(상당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진 미래에 건
설가능한 완전한 상업로)까지 네가지의 발전로모델에 대해 분석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중 물을 냉각수로 사용하는 EU-A모델은 포기되었고, B-C-D세가지 모델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이들 EU의 발전시험로 모델을 포함하여 다른 핵융합발전

연구 선발국들의 DEMO/PROTO급 모델들의 개념을 다음페이지 그림22에 요약하였
다.
다음으로는 이들 ARIES등 발전로모델의 연구현황 및 결과를 발전플랜트시스템의
측면에서 원자력발전소 등 여타의 플랜트기술들과 구체적으로 비교분석 해 보기로
한다.

(가) ARIES-I 연구결과 분석
ARIES-I 보고서는 Power cycle의 실현 방법으로 Dissociating gas, inert-gas
Brayton cycle, Rankine cycle의 3 가지 경우에 대해 장단점을 논의하고 최종적으
로 Rankine cycle을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Dissociating gas를 활용하는 방법은 높은 온도를 얻을 수 있어 효율이 높다는 장
점이 있으나 냉각재가 독성이 있고 재료를 부식시키는 경향이 너무 커 이에 견디는
재료를 개발해야하는 난점이 있어 채택이 어려우며, Brayton cycle은 경제적인 효
율을 얻기 위해서는 노심출구온도가 너무 커야하므로 현재는 실현가능성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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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와 화석연료발전소에서 많은 활용 경험이 있는
Rankine cycle의 채택을 권고하였다. 이 세 가지 경우의 장·단점을 다음과 같이 표
로 정리하였다.

그림 22. 각국별 발전시험로(DEMO/PROTO) 개념들의 요약비교표.

표 4. 핵융합발전로 열교환 싸이클들의 장단점 비교

Dissociating
gas

Inert-gas
Brayton cycle

Rankine cycle

Advantage

Disadvantage

- Higher possible maximum
cycle temperature
- Smaller equipment,
compact design

- Safety hazard from toxicity
of N2O2 and NOCℓ
- Material Needs to be
developed
- Corrosion problem

- Compact
- Higher possible maximum
cycle temperature (1200℃
for open cycle, 850℃ for
closed cycle),
- Highest efficiency for the
same maximum cycle
temperature
- Abundant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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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w efficiency

ARIES-I 보고서에서 제안한 Rankine cycle의 제원은 다음과 같다.
ARIES-I option 1
블랭킷 입구에서의 He 온도는 350℃, 출구온도
는 650℃이며 블랭킷에서 나온 He은 증기발생기
/과열기, 재열기1, 재열기2로 각각 공급되어 증기
를 데운다. 증기발생기/과열기, 재열기1, 재열기2
를 통과하면서 생성된 증기는 각각 고압터빈, 중
압터빈, 저압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한다.
증기의 압력은 31MPa로 초임계 상태이며 이는
열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때 31
MPa의 증기는 증기발생기/과열기, 재열기1, 재열
기2를 거치며 급격한 상변화를 겪지 않음.
현재 선진국에서는 운전압력을 31 MPa로 올리고
운전온도도 이에 따라 650℃(1200℉), 760℃
(1400℉), 860℃(1600℉)로 올리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ARIES-I option 2
Option 1과 유사하나 전통적인 설계로 재열기
출구의 증기온도를 600℃로 유지하기 위해 블
랭킷 출구의 He온도를 760℃로 높였다.
블랭킷 입구의 He온도는 350℃이며 블랭킷을
떠난 고온의 He은 재열기2, 재열기1, 증기발생
기/과열기를 차례로 통과하며 31 MPa의 증기
를 데운다. 각 터빈에 공급되는 증기의 온도는
각각 600℃임. 이 경우 열교환기의 효율은
option 1의 경우보다 낮으나 높은 He온도가 이
를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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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온을 이용하는 기존의 발전플랜트 기술현황

핵융합발전로의 Blanket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발전계통으로 보내기 위해
서는 증기발생기의 설계가 중요하다. 증기발생기는 한 쪽은 He, 다른 쪽은 물이 될
것이므로 overall heat transfer coefficient U가 물-물의 경우에 비해 1/10 정도
에 그칠 것이므로 열전달면적을 극대화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미
국/러시아/프랑스/ 일본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가스냉각로인 MHTGR의 증기발
생기는 나선형 튜브로 He이 흐르는 증기발생기 (once-through helical bundle
steam generator)를 채택하고 있다

1) 고온가스냉각원자로 (HTGCR)
가스냉각원자로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DRAGON,

AVR,

Peach-Bottom과 같은 실험로와 THTR-300, Fort St. Vrain과 같은 원형로가 건
설된 바 있다. 그러나 재료부식을 포함한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상업로로 발전하지
는 못했다. 이들의 노심출구온도는 모두 750℃ 이상이다. 이들의 주요설계변수는
다음페이지의 그림25에 정리되어 있다.
또한 그림26에는 현재 연구용, 난방용 또는 상업발전용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고온가스로를 정리하였다. 이미 상업화되어 운전중인 가스로인 MAGNOX의 개량형
으로 영국에서 개발한 Advanced Gas-cooled Reactor의 노심출구온도는 650℃이
다. 또한 미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Modular high temperature gas cooled
reactor(MHTGR)의 노심출구온도는 704℃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건설을 추진
중인 PBMR은 노심출구온도는 850℃를 목표로 설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가스냉각
로는 적절한 효율을 얻기 위해 노심출구온도를 매우 높게 설계하고 있다.
GEN IV의 하나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VHTR의 노심출구온도는 1000℃를 목표
로 하고 있으며 전기생산보다는 수소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새로 개발되는 가스로는 최소 650℃의 노심출구온도를 목표로 하고 있
으며 이 온도에서 부식과 방사선환경에 견디는 재료의 개발도 아울러 추진하고 있
으며 10 내지 20년 이내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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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건설된 바 있는 실험로와 원형로의 주요 설계변수 요약.
실험로

노형명
국명
운전기간
플랜트 출력(MWt/Mwe)
노심
직경 (m)
높이 (m)
출력밀도 (W/cc)
원자로 압력용기
1차계통 압력
노심입구온도 (℃)
노심출구온도 (℃)
연료
연료물질

연료형식
연소도(MWd/t)
가스순환기 대수
증기발생기 대수
원자로건물

원형로

DRAGON
영국
1964-1976
20/-

AVR
독일
1967-1988
46/15

Peach-Bottom
미국
1967-1974
115/42

THTR-300
독일
1986-1989
750/308

Fort St. Vrain
미국
1981-1989
842/342

1.1
1.6
14

3
2.5
2.5

2.8
2.3
8,3

Steel

Steel

Steel

20
350
750

11
270
950

24
340
725

5.6
6
6
Prestressed
concrete
40
250
750

6
4.8
6.3
Prestressed
concrete
48
405
785

UO2
-3중피복
(Zr. U) C
(Th, U) C

(Th, U) C2
(Th, U) C2

(Th, U) C2

-2중피복

-2중피복

6각봉
(March hole)

구형
(Pebble bed)

원통형

6
-

137,000
2
2

62000
2
2

격납용기

격납용기

격납용기

-2중피복
(Th, U) C2

(Th, U) C2

-2중피복

-3중피복
ThC2
-3중피복

구형
(Pebble bed)

6각 기둥형
블록

100,000
6
6
Confinement
방식

100,000
4
12
Confinement
방식

그림 26. 개발중인 고온가스로의 주요설계변수
항목
국명
운전개시목표
플랜트 출력(MWt/Mwe)

HTR-500

HTR-M

MHTGR

GT-MHR

PBMR

독일

독일

미국

미/러/불/일

남아공

-

-

-

2010

2008

1390/550

노심

200/80

450/173

600/278

400/~170

x N module

x N module

x N module

x N module

직경 (m)

7.1

3

4.2

3.0/4.8

높이 (m)

5.4

9.6

7.9

7.9

출력밀도(W/cc)

6.6

3

6

6.6

PCRV

Steel

Steel

Steel

Steel

5.5

6

7.1

7.2

9

260/700

250/700

288/704

490/850

489/900

연료물질

UO2

UO2

UO2

UO2

UO2

연료형식

구형

구형

블록형

블록형

구형

증기터빈

증기터빈

증기터빈

가스터빈

가스터빈

원자로 압력용기
1차계통 압력(MPa)
원자로 입구/출구온도(℃)
연료

발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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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온 화력발전로 (High temperature fossil power plant)
Power cycle의 효율을 올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최대온도를 올리는 것이며 최
대온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압력도 함께 올려야 하며 이를 위해 최근에 건설되는 화
력발전소의 보일러 출구에서의 증기는 초임계압상태이다.
2000년에

상업운전에

들어간

일본

Electric

Power

Development

Co.의

Tachibanawan 2호기의 보일러 출구 및 재열기 출구 온도는 600℃/610℃ 이며 압
력은 25 MPa이다. 다음의 표는 최근에 일본에서 건설되었거나 건설이 예상되는 초
임계압 석탄발전소의 제원을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압력은
대체로 24.0 - 25.0 MPa이며 온도는 565℃ - 600℃ 정도이다.
현재 각국에서는 한층 더 높은 효율을 얻기 위해서 보일러 출구 온도를 760℃
(1400℉) 나아가서는 871℃(1600℉) 까지 올리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
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림 27. 최근 일본에서 운전중인 초임계압 대용량 화력발전소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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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융합발전로 안전해석 연구현황
핵융합발전소는 이중 및 삼중수소(Tritium)를 연료로 하여 다량의 전기에너지를
생산한다. 다른 종류의 발전방법과 비교할 때, 핵융합발전의 안전 및 환경 측면에
서의 특징은 핵융합 반응의 본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핵융합로의 긍정적인 측
면을 구성하는 주요 안전인자들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정리된다.
(1)

핵융합

반응자체에서

생산되는

이산화탄소가

없기

때문에

온실효과에

의한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프라즈마 출력 폭주 시 자체적인 반응의 고유 특성으로 핵융합 반응이
중지된다.
(3)

연속운전시

이중수소와

삼중수소(Tritium)로

속적으로 주입되므로 연료

재고량은

약

구성된

혼합핵연료가

1분의 운전만

연

가능하도록 최

소화된다.
(4) 출력밀도가 정상운전에는 크지 않으며, 반응 정지 후 붕괴열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핵분열성(Fissile) 물질을 생산하지 않는다.
(5) 기존 원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보다는 대개 반감기가 짧은 방사능이
배출되므로 폐기물 관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Tritium 과 물질의
중성자에 의한 방사화 (Neutron Activation of Materials)가 방사능위
험에 대한 잠재적 방사선원(Radiation Source)이다.
또한 핵융합로의 안전 목표는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효과적인 방어로 개인, 사
회, 그리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핵융합발전소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
체적인 목표로는
(1) 최악의 핵융합 사고에서도 발전소 밖의 거주자들의 방사능에 대한 위
험도가 작아 거주들의 대피가 불필요하도록 설계하고
(2)

발전에서

생산되는

방사능

폐기물이

환경으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없도록 폐기물의 방사능 준위가 낮아 폐기물관리의 부담을 후손에 넘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안전성과 관련한 핵융합로 연구는 재료연구와 안전해석으로 대별된다. 재료 연구
는 FW (First Wall) 및 Blanket, 그리고 구조물의 방사화(Activation)를 줄이기 위
한 것으로 발전소 폐기물의 관리와 제염해체했을 경우 방사선 동위원소의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주로 진행되고 있다.4)
4) A. Natalizio et al., "Assessment of occupational radiation exposure for two fusion power
plant designs", Fusion Engineering and Design 54 (2001) 375-385; N.P. Taylor, "Neutronic

aspects of the safe쇼 and envirnmental performance of silicon carbide as blanket structural
material," Fusion Engineering and Design 54 (2001) 617-625; Karin Brode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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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해석은 방사능 배출의 원인이 되는 설계기준 사고를 정의하고, 그 결과
Tritium을 포함한 방사능 배출량과 환경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안전
해석 코드의 개발과 검증, 그리고

사고 시 예상되는 현상 파악을 위해 실험 연구

도 수행되고 있다.5)
이 절에서는 실증로 설계의 기본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실험로인 ITER안전성해
석과 관련된 연구를 먼저 소개한다. 다음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핵융합 실증로 설계
를 위해 국제협력으로 수행된 SEAFP (Safety and Envirnmental Assessment of
Fusion Power) 프로그램을 기술한다. 다음으로 일본 및 미국에서 수행되는 핵융합
로 관련 연구 현황을 소개한다.
(1) ITER(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안전성해석6)
ITER의 주요 목적은 안전성 관점에서 미래에 건설될 핵융합로의 잇점을 입증하
는 것이다. 그러나 실험로의 특성 때문에 설계와 재료의 선택, 그리고 그 외의 모
든 것이 실증로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ITER 참여 전문
가들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며, 설계에 어떻게 최대한 반영해야 할
지, 그리고 안전성을 제시하기 위해 어떻게 평가를 수행할 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
했다. 이 중에서 안전요구조건을 명시하고 상세 안전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시
급한 문제임을 인식했다.
안전요구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설계와 안전에 대한 철학적 일관성 유지를
위해 둘 사이에 끊임없는 교류가 이루어 져야한다. 이 점에서 안전설계 지침서
(Safety Design Guidelines)가 필요하다. 이것은 설계지침에 대한 요소를 서류화할
뿐 아니라 안전해석과 관련된 계통 및 부품의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
문이다. ITER는 비록 최초의 핵융합 실험로이지만, 실증로 설계에 대비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입증된 것을 기록하고 핵융
합의 구체적인 특성에 대해 접근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Management of waste from six potential fusion power plant models," Fusion Engineering and
Design 54 (2001) 349-352
5) Kazuyuki Takase et al., "Results of two-phase flow experiments with an integrated
Ingress-of-Coolant Event (ICE) test facility for ITER safety," Fusion Engineering and
Design 54 (2001) 593-603.
6) C. Gordon et al., "Lesson learned from the ITER safety approach for future fusion
facilities," Fusion Engineering and Design 54 (2001) 397-403;
M. Costa, "Safety
classification of the ITER fusion power shutdown system and resulting safety requirements,"
Fusion Engineering and Design 54 (2001) 36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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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대한 가장 능동적인 방법은 해로운 물질의 생산자체를 억제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저온장치의 헬륨 회로의 재고량인데, 이 계통의 복잡성, 과압 보호,
Confinement, 그리고 비용을 고려하여 재고량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ITER-FEAT(Fusion Energy Advanced Tokamak)에서는 Confinement 기능을 제공하는
부품과

계통을

확인하기

위하여

Line-of-defense(LOD)

방법을

사용한다.

Confinement는 작업자, 공공, 그리고 환경을 방사능 누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물
리적인 밀폐 뿐 아니라, 기능적으로 삼중수소 정화의 역할을 한다.
외부로 배출 가능한 방사성 물질의 평가는 발전소 부지 선정의 기술적 근거를 제
시할 뿐 아니라, ALARA(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를 설계에 적용하도록 설
계지침을 제공한다. 1998 ITER의 평가결과 관리(Maintenance) 과정에서 80 %의 삼
중수소가 배출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이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방사능
기인물질의 균형된 배치, 혹은 평가방법의 개선이나 Containment 제어방법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작업자 안전을 위해 피폭량(Exposure)을 ALARA 수준으로 낮추고, ALARA 방법을
가능하면 설계초기에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또 설계 초기에는 최고 예상되는 방사
선 피폭량(Radiological Exposure)과 그 위험을 확인하는 것을 강조했다. 그 다음
단계로 방사선량을 줄이기 위해 어떤 분야에 노력을 집중해야 할지를 판단하기 위
해 초기 ALARA 평가지침서를 개발하는데 주력했다. 예를 들면 1998 ITER 설계에서
Divertor 관리.보수에 대한 작업선량은 초기 73 pers-mSv에서 ALARA 평가결과 차단
재(Shielding)를 사용함으로써 19 pers-mSv로 약 3.8 배 줄일 수 있었다. ITER는
운전 혹은 해체(Decommissioning) 시 폐기물의 성질을 상세하게 개발하는 것도 포
함했다. 이 결과는 프라스마 근처에 적절한 차단재를 설치하여 진공용기(Vacuum
Vessel), 자석, 및 저온장치로부터 방사화를 피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ITER-FEAT에 대해 분석하면서 Joint Central Team과 Home Team이 제공한 자료들
을 이용해 설계진전과 함께 상세 안전평가도 수행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사고
해석 지침서 (사고에 원칙과 방법), 사고해석자료 목록(설계 및 분석 자료, 사고해
석 설계 허용기준), 사고해석 명세서(기본 사고 시나리오, 장비의 성능, 초기조건,
구체적 사고에 대한 결과), 결과해석(Sequence Analysis), 작업안전, 방사성 물질
의 명세, NSSR/GSSR ((Non-site Specific Safety Report / Generic Site Safety
Report)의 입력형식과 내용에 대한 표준 서식이 제공되었다.
ITER 프로그램에서 1998년말 까지 예정되었던 설계기준사고(DBEs, Design Basis
Events)의

선정과

안전특성

및

안전요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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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을

위해

GEMFASE(General

Methodology of Safety Analysis and Evaluation for Fusion Energy Systems)가 개
발되었다. DBEs는 발생빈도(Occurrence Probability)와 예상되는 사고결과의 규모
에 따라 3개로 분류(Catagory I, II, III) 하였으며, GEMFASE를 적용하여 최종설계
에서 21개의 DBEs를 선정하고, 이 중 Catagory I 에는 8개, Catagory II에 8개, 그
리고 Catagory III에는 5개의 DEBs가 속해져 있다.
또한 ITER 해석을 위한 새로운 전산코드도 개발하였는데, 진공용기 내 열적거동
과 연계하여 플라스마 거동을 분석하는 SAFALY나 코드 모듈 사이의 Data 이동을 위
해 개발한 ISAS 코드가 새로 개발되었다. 반면에 경수로해석에 쓰였던 코드들의 적
용범위를 확대하여 ITER 해석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표적인 예가 경수로
해석에 사용되었던 MELCOR와 같은 코드의 모델 수정/개선이다. 코드 개발과 함께
규제기관의 검토에 대비해 코드의 유효성 검증(Verification and Validation)에 대
한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
(2) SEAFP(Safety and Environmental Aspects of Fusion Power)7)
위에서 기술된 핵융합로의 잇점을 살려 핵융합 실증로의 건설 가능성을 연구하
기 위해 유럽 핵융합 연구(Europe Fusion Program)의 일환으로 일련의 SEAFP 연구
가 수행되었다. 이 연구 결과의 첫 성과는 1995년의 SEAFP-1에 대한 보고서로 발간
되었다.

연구내용은 핵융합 실증로 개념설계에 대해 안전 및 환경영향에 대해 평

가하는 것이다. 이 설계에서는 플라즈마 對面(Plasma-facing) 부품과 Ferritic 철
과 Vanadium 합금 구조물로 구성된다고 가정한다. MINERVA-W와 MINERVA-H로 불리는
2개의 기본 설계에 근거한다. 두 모델 모두 FW과 Blanket 구조물은 현존하는 저 방
사화(Low-activation) 재료를 사용한다. 그러나 Tritium을 생산하는 Blanket과 중
성자 증배재(Multiplier)는 각각 다르며, MINERVA-W는 냉각재로 물을 사용하고,
MINERVA-H는 헬륨을 냉각재로 사용한다.
여기에서 얻은 결론은 핵융합로의 안정성 및 환경특성에 잇점이 많다는 점을 재
확인한 것이고, 이 보고서는 1996년 핵융합로 평가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다. 반면
이 연구 결과로부터 보다 깊은 이해와 연구가 더 필요한 새로운 과제(Issue)도 발
견되었다. 따라서 SEAFP-1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SEAFP-2와 SEAFP-99의 연속과
제가 1999년까지 이어졌다. 이들 후속 연구는 주로 설계에 사용되는 재료의 구체적
인 점을 새롭게 보완하고 해석방법을 개선하는 작업들이었다. SEAFP-2의 목적은 재
료의 특성(Specification) 개선과 발생 가능한 사고 시나리오에 대해 보다 폭넓은
지식을

얻는

것이었다.

환경으로

방사능

배출의

최소화를

위해

격납용기

(Containment)를 결정하고, 핵융합 물질의 저장 필요성 최소화를 위한 방법을 분석
7) I Cook et al., "Safety and Environmental Impact of Fusion," EUR (01) CCE-FU/FTC 8/5,
EFDA-S-RE-1, Apri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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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SEAFP-1에서 채택된 두개의 Blanket 개념에 3번째 Blanket을 추가한 것
이다.
SEAFP-2에 사용된 발전소 모델은 PM 1-3 이며, SEAFP-99은 PM 4-6에 근거하였다.
그래서 총 6개의 핵융합 발전소 모델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 중 3개의 모델은
Blanket 재료에 따라 구분된다. 각 모델에 대한 특성은 위 표6에 정리되어 있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PM-1 발전소 모델은 FW/Blanket 구조물로써 Vanadium 합금
을 사용했고, PM-2와 PM-3 발전소 모델은 저 방사성 Martensitic 철을 구조물로 사
용했다. 한편 SEAFP-99 발전소 모델에서는 Silicon carbide를 구조물로 사용한
표 5. SEAFP에 사용된 발전소 모델의 특성 [5]
Plant Model

FW/blanket
Structure

1

Vanadium Alloy

2
(MINERVA-W)
3
(MINERVA-H)
4
5

6

Tritium
Generating
material
Li2O Ceramic
Pebble Bed

Low Activation
Martensitic
Liquid Li17Pb83
Steel
Low Activation Li SiO Ceramic
4
4
Martensitic
Pebble Bed
Steel
SiC/SiC
Liquid Li17PB81
Low Activation
Martensitic
Steel with
Liquid Li17PB81
SiC/SiC
Insulators
Li4SiO4 Ceramic
SiC/SiC
Pebble Bed

Neutron
Multiplier

FW/blanket
Coolant

None

Helium

Li17Pb83

Water

Beryllium

Helium

Li17PB81

Liquid Li17PB81

Li17PB81

Helium and
Liquid Li17PB81

Beryllium

Helium

다.8)
ITER 설계를 위해 다양한 안전 및 환경특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실험
로인 ITER와 실증로인 SEAFP 발전소 모델의 차이로 인해 두 가지 관점에서 다르다.
즉, 실증로는 ITER에 비해 높은 출력, 높은 Blanket 온도, 그리고 높은 중성자 조
사량(Fluence)을

갖는다.

두

번째

차이는

ITER에

비해

저

방사성

재료

(Low-activation Material)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SEAFP-2의 다른 하나의 목
표는 실증로가 상대적으로 기 개발된 재료와 가까운 장래에 개발될 저 방사성
Ferritic-martensitic 철을 사용하는 데, 이것이 폐기물 저장이 최소화되는 수준으

8) I Cook et al., "Results,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of the SEAFP-2 programme," Fusion
Engineering and Design 51-52 (2000) 409-417;
Karin Broden et al., Management of waste
from six potential fusion power plant models," Fusion Engineering and Design 54 (2001)
349-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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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방사능 배출이 줄어들 수 있는 지이다. 이것이 ITER 연구결과를 핵융합 실증로
에 직접 적용할 수 없는 이유이다. 그러나 ITER 연구로부터 얻은 경험과 지식은 실
증로 연구에 적용될 수 있으며 연구방법도 동일하다. 또한 ITER에 대한 인.허가 목
적의 안전성을 입증에는 상세 설계가 필요한데, ITER는 SEAFP-2 모델과는 달리 이
것이 가능하다.
SEAFP-2 연구결과 핵융합로는 안정성 및 환경특성의 잇점 외에도 상대적으로 가
까운 장래(near-term)에 현실화될 수 있는 Ferritic-martonsitic 철이 안정성 및
환경 성능을 얻을 수 있다는 점과 발전소 내에서 최악의 가상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최고 선량은 ~ mSv 수준이며, 이 값은 주민 대피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수치라는
결론을 얻었다. 원전의 운전 및 해체에서 생겨나는 방사성 불질의 대부분 혹은 전
부가 몇 십년 후에는 소멸하거나 핵연료가 재처리되어 거의 폐기물 저장시설 필요
성이 아주 낮게 될 것이다. 이런 목표는 현재는 완전히 개발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가까운 장래에 현실화될 Martensitic 철 구조물을 이용하더라도 이룰
가능성이 있음도 확인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Vanadium 합금이 낮은 방사화로 인해 더 좋은 성능
을 가지고, 가상 냉각재상실 사고와 장기 폐기물 관리까지 포함하여 Silicon
Carbide 복합체(SiC)의 Blanket을 가진 핵융합로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
했다.
(3) 일본9)
ITER-FEAT에 대한 설계진전과 연구개발 활동과 연관하여 건설에 필요한 안전설
계 방법, 설계코드, 안전관련 기술개발이 일본에서 시작되었다. 현재 JAERI에서는
ITER에 적용할 안전해석 및 설계코드의 검증에 필요한 실험자료 축적을 위해 안전
관련 연구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ITER-FEAT의 운전 신뢰도 증대를 위한 연구와 안
전특성인 피동안전에 대한 확인을 위한 연구개발도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이중벽
의 진공용기, 다량의 Tritium을 취급할 수 있는 Tritium 순화장치, 저온에서 운전
되는 초전도 자석, 그리고 강한 방사선 환경에서 운전되는 용기 내 부품에 대한 논
의도 계속하고 있다. JAERI에서는 ITER-interim Design Criteria(ISDC)를 참고로
진공용기와 Tritium 정화장치에 대한 초안을 준비하고, ITER 면진설계에 대한 일반
적 지침서도 개발하고 있다.

9) S O'hira et al., "Safety Activities in JAERI related to ITER," Fusion Engineering and
Design 54 (2001) 515-522; Kazuyuki Takase et al., "Results of two-phase flow experiments
with an integrated Ingress-Of-Coolant Event (ICE) test facility for ITER safety,“ Fusion
Engineering and Design 54 (2001) 59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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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R의 안전확보를 위해 새 시설(Caisson)이 준공되어 1998년 12월 Tritium 배출
관련 실험을 수행했다. 주요 연구개발의 과제(Issue)는 (1) ITER의 비정상 상태 시
Tritium 배출을 모의하여 Confinement 성능 확인과 다양한 조건에서 Tritium 배출
량의 평가; (2) Confinement 내로 배출된 Tritium과 구조물과의 화학적 반응이나
벽면에서 흡수 등과 같은 Tritium 거동에 관한 분석; (3) 건물 밖 환경으로 배출된
피폭량 산정 근거가 되는 외부에서의 Tritium 거동;

(4) 보수 및 유지에 필요한

보호 장비를 개발하는 분야에 연구개발을 집중하고 있다. 또 일련의 수행된 실험결
과는 Tritium 거동분석을 위해 개발된 해석코드의 검증에 이용되고 있다.
ITER의 사고 시 현상이해와 해석코드 검증을 위한 일본의 대표적 핵융합로 실험
연구로는 일본 JAERI의 ICE를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다. ICE는 PFCs(Plasma-Facing
Components)속으로 냉각관이 통과한다면 어떤 사고에 의해 진공용기(VV, Vacuum
Vessel)가 파열되었을 경우 고압.고온 냉각수가 진공용기 속으로 유입될 수 있다.
이 경우 냉각수는 PFCs의 고온표면과 접촉하여 증발한다. 결과적으로 VV는 수증기
로 채워지고 압력은 증가할 것이다. 급속한 압력증가는 충격파를 발생시키고 용기
를 가압시킨다. 이 현상을 ICE라 부르며, ICE 실험장치는 이 현상의 이해를 위해
제작된 것이다.

ICE는 예비실험을 거쳐 VV에서 일어나는 물리현상을 정량적으로

이해하고, 핵융합로 안전해석 전산코드의 검증을 위해 실험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이다.
(3) 미국10)
미국의

핵융합

연구는

(i)

핵융합로

내부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생성물

(Activation Product), 먼지(Dust), Tritium, 혹은 헬륨과 같이 가장 많은 방사선
원을 차지하는 방사성 물질과 위해한(Hazardous) 물질의 거동에 대한 이해; (ii)
전자석(Maget), 프라즈마, 붕괴열(Decay Heat), 화학반응과 같은 핵융합로의 에너
지 원(Energy Source)이 방사선원 이동에 미치는 영향; (iii) 핵융합로의 비정상
상태를 기술할 수 있는 최신 해석전산코드의 개발; (iv) 핵융합로 개념과 관련한
안전 및 환경 영향 평가이다.
평가를 위한 실험들 중 APEX (Advanced Power Extraction)와 ALPS(Advanced
Limiter/divertor Plasma facing systems)는 핵융합로의 장래를 위해 최신 열 제거
기술을 시험하는 실험이고, ARIES(Advanced Reactor Innovations and Evaluation
Study)와 FIRE(Fusion Ignition Research Experiment)는 핵융합 발전소의 지속적인
설계 고도화 연구를 위한 개념이며, IFE(Advanced Power Extraction)도 역시 설계
10) David A Petti, et al., "Future directions in US fusion safety and environmental
activities," Fusion Engineering and Design 54 (2001) 537-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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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고도화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개발하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구체
적으로는 방사성 생성물 원(Activation Product Source)과 폐기물 관리. Tritium
생성원항(Source Term), 핵융합 액체의 안전, 핵융합 물질(Fusion Material)의 화
학적 활성도(Chemical Reactivity), 신뢰도(Risk and Reliability), 핵융합로 안전
해석 전산코드 등과 관련한 분야에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기존 경수로에서 사용되는 안전해석 전산코드를 핵융합로 안전해
석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코드의 수정 및 검증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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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절. 국내기술개발 동향 및 수준
1-3-가. 플라즈마 및 토카막 장치기술
토카막장치의 개발은 1970년대 말에 시작되어 물적-인적으로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
하고 연구자들의 개척자적인 열정으로 진행된 서울대학교의 SNUT토카막 개발노력이
토카막연구의 효시이다. 이를 바탕으로 원자력연구소에서 토카막개발을 시작, 1989
년에 자체설계-제작된 소형 연구용토카막 KT-1에서 성공적으로 토카막플라즈마를
발생시켜 토로이달자장 1Tesla, 플라즈마 전류 50kA, 방전시간 30msec정도의 펄스
방전을 유지하는데 성공한 것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첫 토카막방전이다. 또한 1994
년에는 KAIST에서 미국 Texas대학 물리학과의 연구용 소형 토카막인 Pretext를 들
여와 Kaist Tokamak으로 재조립하여 운전에 들어갔다.
한편 원자력연구소는 KT-1의 다음단계 중형급 연구용 토카막인 KT-2개발을 1992년
에 시작하여 1994년 개념설계를 완료11)하고 토로이달전자석 제작에 진입하였으나
1996년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주관하는 국가핵융합사업으로 초전도전자석을 채용한
최첨단 대형 연구용토카막 KSTAR의 개발이 시작되면서 KT-2 제작 및 관련 연구개발
활동은 중단되었다. 이후 1996년부터 국가핵융합사업으로 추진중인 KSTAR토카막은
11년째인 2006년에 장치조립을 완료하고 2006년 12월에는 첫 토카막방전을 달성할
계획으로 현재 건설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다음페이지 그림 참조).
KSTAR12)는 ITER와 같이 차세대토카막(Advanced Tokamak: AT)방식의 장펄스-정상상
태의 노심운전이 이루어지므로 이를 제어하기 위한 초전도전자석, 특히 중앙솔레노
이드(Central Solenoid,CS)를 위시한 폴로이달자장(PF)전자석 및 운전기술의 성공
적인 개발은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핵심적인 기술현안이며 현재 시제품의 성능을
검증하는 과정에 있다. 이 성능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PF전자석의 AC운전이
검증된 다음, KSTAR완공후 초전도전자석을 이용한 AT노심운전에 성공하게 되면 이
는 핵융합공학의 핵심기술중 하나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쾌거가 될 것이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KSTAR는 완공후에도 상당기간동안 연구장치로서뿐 아니라 발
전로 관점에서도 핵심적인 부품인 디버터가 없이 가동된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버터는 그 자체로 복잡한 plasma-wall반응에 대한 이해 등 물리적-공
학적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발에 있어 설계연구와 함께 다양한 실험적 연
11) Concept Definition of KT-2: A Large-Aspect-Ratio Midsize Divertor Tokamak with
Intense RF Heating, KAERI/TR-472/74; 또한 Proceedings of the First Taedok International
Fusion Symposium on Adavanced Tokamak, March 28-29, 1995 (KAERI/TR-515/95)의 논문
참조.
12) 2004년 10월 현재 공정율 80.3%, KSTAR 홈페이지 URL=http://www.knfp.ne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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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지원이 필요하나, KSTAR의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실험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점과 관련, 초전도 대형토카막인 KSTAR는 헬륨냉각과정과 장치안정성 등의 원인
으로 인하여 사전에 계획된 운영계획 및 운전일정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므로,
KSTAR 운영계획에 반영된 프로그람이 아닌, 대소-완급차원에서 다양한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각종 이슈들의 연구개발을 KSTAR에서 전부 수행한다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중형급 이상 규모의 토카막의 운전 및 실험경험의 절대적인 부
족과 함께, 디버터 등 토카막 장치공학의 핵심적 이슈들을 실험적으로 연구-지원하
는 문제 등 KSTAR에서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을 지원-해결할 수 있는 사용
자중심의 토카막 보조실험 및 연구지원장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 국내
토카막연구의 현황이다.

그림 29. 원자력연구소의 소형연구용토카막 KT-1 및 중형 KT-2토카막 (단
위는 mm).

그림 28 국가핵융합사업으로 1996부터 개발이 진행중인 대형 초전
도 연구용토카막 KSTAR (기초과학지원연구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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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나. 블랭킷, NHTS 및 연료주기
최근까지 국내 핵융합관련 연구는 토카막 플라즈마에 대한 기초 물리 연구에 치
중되어 왔다. 이 결과 핵융합 에너지의 개발을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블랭킷,
NHTS (Nuclear Heat Transport System) 및

연료주기 분야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황무지 상태이며, 극히 최근에야 관련 연구가 매우 제한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따
라서 이들 분야의 개발수준은 국내의 관련된 연구개발 기술수준이 높은 수준으로
이미 확보되어 활용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낙후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노력이 체계적으로 집중되면 단시간내에 연구성과와 투자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발전로공학 기술분야라 할 수 있다.

1. 블랭킷
우리나라는 2003년에 ITER 프로그램의 참가국이 되었으며, 10%의 분담금을 부담
하기로 되어 있다. 국내에서 핵융합로 블랭킷에 대한 연구는 ITER 참가 선언 후 두
가지 방향으로 시작되고 있다. 첫 번째는 ITER 건설을 위하여 우리나라가 제공할
차폐 블랭킷(Shield Blanket)의 개발이다. 다른 하나는 ITER를 이용하여 삼중수소
의 증식 및 고효율 열 생산의 타당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TBM(Test
Breeding-Blanket Module)에 대한 연구이다.
1.1

ITER용 차폐 블랭킷 개발

ITER에서 플라즈마 영역을 감싸고 있는 블랭킷의 대부분은 물로 냉각되는 차폐
블랭킷이며, 이들 차폐용 블랭킷은 각 참가국이 분담금의 비율에 따라서 일정량씩
현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참가국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차폐 블랭
킷을 개발하여 ITER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최근에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차폐 블랭킷은 베릴륨으로 코팅된 일차벽과 냉각재 유료를 가지고 있는 스테인
레스 스틸로 이루어져 있다. 차폐 블랭킷은 플라즈마 영역에서 발생하는 방사선,
14.1 MeV 중성자의 운동에너지와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감마선에 의해서 가열되며,
이러한 열에너지를 물을 이용하여 냉각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진공용기와 외부 초
전도 자석을 중성자와 감마선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도 해야 한다.
일차벽은 열하중이 가장 높은 곳으로서 효과적인 열 제거를 위해서 특수한 방식
으로 제작된다. 일차벽 제작에 사용되는 관련 소재는 매우 엄격한 품질 관리를 거
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생산된 바가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일차벽 코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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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하는 베릴륨은 국내에서 생산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우 독성이 강해서 고
도의 취급기술이 요구되는데, 이 또한 국내에서는 아직 경험이 없다. 베릴륨은 높
은 독성과 매우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플라즈마 오염 가능성이 타물질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아서 거의 유일한 일차벽 코팅재로 평가되고 있다.
차폐 블랭킷 핵심 기술의 하나는 복잡한 형상의 다양한 부품을 접합(Joining)하
는 것이다. 차폐 블랭킷의 제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접합기술이 소위 HIP (Hot
Isostatic Press) 방식이다. 이 방식은 특별히 제작된 용기에서 가스를 매개로 고
온과 고압을 동시에 이용하는 기술로서 재료의 조직이 조밀화 되고 치밀화 되어 기
계적 성질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국내에서 HIP은 극히 일부 산업에서 소규모
로 사용된 바는 있지만, 차폐 블랭킷과 같은 복잡하고 큰 규묘의 부품 제작에 사용
된 바는 없는 실정이다. 또한 관련 기술이나 장비가 모두 외국에서 수입한 것으로
서 국내 HIP 기술은 매우 초보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다. ITER 차폐 블랭킷을 제작
하기 위해서는 핵심 접합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HIP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ITER용 차폐 블랭킷은 복잡한 구조와 특수한 제조방식으로 인해 관련 기술이 국
내에는 없는 상황이다. 현재 원자력연구소에서는 요구되는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와 함께 일본과 같은 참가국으로부터 HIP과 같은 핵심기술을 입수하거나 전수
받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참가국의 의무로서 차폐 블랭킷의 일부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국내에서 건조된 차폐 블랭킷이 ITER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국내 관련 기술 수준
이 ITER에서 요구되는 수준임을 확인 받는 시험을 통과해야만 한다. 현재 국내 해
당 연구기관에서는 이러한 일종의 QC (Quality Control) 절차를 통과하기 위한 준
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1.2

ITER TBM 개발 연구

우리나라도 ITER 참가국의 하나로서 자체적인 TBM을 ITER에 장착하여 시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2003년 제11차 TBM을 위한 TBWG 회의에 참가하면
서부터 고유의 TBM 개발을 위한 계획을 구상 중이며 TBM 관련 기초 연구만이 수행
되고 있다. 그러나 이전까지 국내에서 핵융합로 블랭킷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였고
아직도 향후 국내 핵융합 발전로 개발을 위한 청사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유
TBM 모델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단지 TBWG 모임을 통하여 입수한 관련 선진국
의 연구결과를 분석하면서 한국 고유의 TBM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를 핵설계 관점
에서 주로 진행하고 있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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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ITER 참가국은 고체형 및 액체형 블랭킷을 동시에 TBM을 추진하고 있
다. 한국도 기술적인 성숙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고체형을 일차적인 TBM 형식으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고성능의 보다 진보된 블랭킷 개념으로 액체형 증식재
블랭킷 개념을 추진할 계획을 구상 중이며, TBWG 회의에서 한국의 이와 같은 계획
을 밝힌 상태이다. 고체형 TBM의 경우 유럽 TBM의 일부 모듈을 택하는 방식과 자체
적인 TBM을 장착하는 방식을 고려 중이나,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는 수행되지 않고
있다.
액체형의 경우 다양한 블랭킷 개념에 대한 비교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잠정
적으로

헬륨을

냉각재로

사용하고

액체

리튬을

증식재로

사용하는

방식

(Helium-Cooled Molten Lithium, HCML)과 헬륨냉각 PbLi 증식재 (Helium-Cooled
Liquid Lithium, HCLL) 방식을 주요한 TBM 후보 개념으로 고려하고 있다. HCML의
경우 핵설계 관점에서의 최적화 연구가 원자력연구소와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PbLi 증식재에 대한 연구를 일본의 대학과 공동으로 연
구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TBWG 그룹은 ITER의 완공시기를 2015년 경으로 추정하고, 완공 직후 TBM을
ITER에 장착하여 시험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각 참가국이 TBM에 대한 DDD(Design
Description Document)를 올해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그 동안 관
련 연구가 미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정을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다. 결국, 한국
고유의 TBM은 개발이 된다 할지라도 ITER가 완공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제한적인 시험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엄청난 분담금을 지출하면서 ITER에
참가하는 주요한 기술적인 명분의 하나는 실제 핵융합로 블랭킷 기술, 즉 증식 블
랭킷 기술의 확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독자적인 TBM
의 연구/개발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2. NHTS 연구
핵융합 에너지에 의한 열을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현
재 국내에서 전혀 수행되고 있지 않다. 다만 NHTS 분야는 많은 부분이 현재의 원자
력발전소와 동일한 개념이 사용된다. 이 경우 그 동안 원자력발전소의 개발,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국내에 축적된 관련 고급기술을 많은 부분 응용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그러나 핵융합 발전소의 NHTS는 기존의 물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원자력발전소의
NSSS (Nuclear Steam Supply System)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핵융합로의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고온의 열을 얻기 위해서 블랭킷의 냉각재로서 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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륨 가스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본만이 고압의 물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개념을 연구
중이다. 헬륨 가스를 냉각재로 사용하는 경우 NHTS 는 기존의 물 냉각재와는 상당
히 다른 설계와 시스템을 요구한다. 국내에서는 헬륨가스 냉각 원자로에 대한 경험
이 없기 때문에 관련 기술은 확보되어 있지 않다. 핵융합로의 NHTS 설계가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 NHTS와 구별되는 큰 특징은 삼중수소에 의한 냉각 시스템의 오염 가
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NHTS로부터 환경으로의 삼중수소 방출이 엄격히 제한
되도록 NHTS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과 NHTS의 일부로 삼중수소 회수 시스
템이 장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된 기술은 국내에서 전혀 연구된 바가
없다.
한편 국내에서는 최근 헬륨냉각 고온가스로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고
온가스로의 NHTS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헬륨냉각 블랭킷에서와 유사하다. 따라서 고
온가스로 개발 프로그램에서 개발되는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적으로 NHTS 분야에 있어서 국내 기술 및 연구 인력은 상당한 수준에 있다
고 할 수 있지만 NHTS 설계시 요구되는 삼중수소 누출방지 및 회수관련 기술의 확
보가 필요하다.

3. 트리튬 및 핵융합 연료주기
전술한 바와 같이 핵융합 연료주기에 대한 국내 연구 또한 거의 전무한 상태라
고 할 수 있다. 단 국내에서는 중수(D2O)를 냉각재 및 감속재로 사용하는 CANDU 원
자로의 중수로부터 삼중수소를 분리하여 저장하는 연구의 일부를 수행한 바 있어
관련 기술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CANDU

원자로에서

생성된

삼중수소를

분리하기

위해서

TRF(Tritium Recovery Facility)를 케나다와 협력하여 건설하고 있으며, 한국원자
력연구소를 중심으로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에서 삼중수
소 추출 관련 촉매기술, 삼중수소 저장기술 등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이 기술은 핵융합 발전로의 연료주기에서 매우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증식 블랭킷의 형식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삼중수소 회수 기술이 요구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액체형 증식 블랭킷을 사용하는 경우, 삼중수소는 리튬과 같은 액체 증
식재에서 분리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TRF에서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 요구된다. 핵
융합 발전로의 경우 TRF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은 양의 삼중수소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훨씬 고도의 기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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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국내에서는 중수에서 삼중수소를 촉매반응과 초저온증류법을 이용하여 분
리하고, 지르코늄 하이드라이드 혹은 우라늄 하이드라이드 같은 형태로 저장하는
기술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혀 경험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핵융합로에서 연료주기
기술은 생산 및 회수, 저장, 수송, 가공뿐만 아니라 모든 공정에서의 외부로의 누
출 방지 기술 등 매우 넓은 범위를 포함한다. 이들 관련 기술은 매우 중요한 핵융
합 발전로 핵심기술일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에 긴 시간과 많은 투자를 요구하기 때
문에 장기적인 연구개발 계획을 빨리 수립할 필요가 있다.
삼중수소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핵융합 발전로가 존재하지 않는 지금의 상황에
서 삼중수소의 가치는 지대하다 할 수 있다. 다행히 한국은 CANDU형 원자력 발전소
를 보유하여 잠재적인 삼중수소 제공국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한국은 삼중수소라는
전략물질의 보유국으로서 그 위치를 향후 핵융합 발전로 기술의 연구개발에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3-다. 재료 및 원자력 기반 기술
앞 절의 국외 기술 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핵융합로 재료 관련 연구는 플라즈마
대면재와 블랭킷 재료 분야에 연구가 집중되어 진행되고 있다. 그런 반면, 국내에
서는 핵융합로 재료 개발을 목표로 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된 보고는 없으며,
핵융합로용 재료 연구 infra가 구축되어 있지도 않다. 그러나, 핵융합로를 위한 많
은 후보재료는 일반 산업용 소재를 목표로 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제조공정 개발 및 특성평가 경험은 핵융합로 재료 개발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 판단
된다. 그러나 핵융합로 재료가 위치하는 고유한 운전조건에서 발생되는 재료 거동
이해와 이에 따른 소재 개량 기술 개발 등은 많은 시간과 예산을 필요로 하리라 생
각된다. 또한 이 분야에서 외국과의 기술적인 격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커지
리라 예상되며, 빠른 시일 내에 기술 선진국과의 연구교류 실현은 부족한 연구
infra를 극복하고, 연구 효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핵심요소가 되리라 판단된다.
각 소재별로 국내의 핵융합로 재료 연구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FM 강 개발은 원자력 연구소에서 액체 금속로나 수소생산용 초고온 가스로에 적
용하고자 개발하고 있으며, 화력 발전용으로는 두산 중공업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o

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고온(약 550 C)에서 재료의 기계 구조적 성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핵융합로에서 요구하고 있는 저방사화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소재 제조공정 기술개발은 상당한 진척을 이루었지만 핵융합로에서
요구되는 고에너지 중성자 조사 성능, 냉각재와 양립 성능, 삼중수소 거동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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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능평가 연구경험은 전무하다. ODS FM 강은 아직은 기계적 합금 공정과 같은
실험실 규모의 합금제조 공정을 개발하는 수준이다. 초임계 원자로나 초임계 혹은
o

초초임계 화력발전용 재료로 FM 강보다 약 50~100 C 높은 온도에서 적용을 고려하
고 있다. 따라서 FM 강보다도 제조공정 개발 측면에서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요구
된다.핵융합로 운전조건의 성능평가 경험은 전무하다.
SiC/SiC 복합체 개발은 제조공정 연구에 치우쳐서 진행되어 CVI법, PIP법, RS법
과 같은 제조공정 개발이 원자력연구소와 몇 대학에서 수행되고 있다. SiC 복합체
는 원자력 분야에서는 핵융합로 구조재 뿐만 아니라 GFR의 노심소재로도 개발되고
있으며, 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산업용 소재로도 그 용용이 기대되고 있다. 제조공정
개발은 원자력연구소에서 독자적인 공정개발이 실험실 규모로 완성되어 노외 특성
평가를 수행 중이며, 큰 부품을 위한 실형상 소재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핵융합로용 소재 적용을 위한 노내 성능 거동 평가에 대한 경험은 없다. 단지, 국
외의 선도연구 그룹인 IEA SiC/SiC subtask나 미국의 ORLN과 PNNL, 일본 Kyoto 대
등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기반이 확보된 수준이다.
C/C 복합체는 항공기 브레이크 소재로 (주)DACC에서 상용품이 생산되고 있기 때
문에 큰 부품을 생산하는 기술이 확보되어 있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핵융합로 대면
재 외에 수소생산용 초고온가스로에 제어봉 sheath나 고온 내열재로 활용을 고려하
고 있으며, 일반 산업용으로는 고온 구조재로부터 가전 제품 방열판 등까지 다양한
용도을 갖고 있다. 일반 산업용 소재는 핵융합로용 소재에 비하여 불순물에 대한
재료 시방 사양이 상대적으로 느슨하므로 저급의 복합체로도 활용할 수 있다. 반
면, 핵융합로 소재로 적용되려면 흑연화가 잘 되어 있고, 고순도인 C/C 복합체가
요구되며, 이에 대한 해결은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경제성이 더 큰 제약조건이라 생
각된다.
세라믹 증식재 개발은 원자력연구소에서 LiAlO2, Li2ZrO3, Li2TiO3의 nano 입자크
기 분말 제조 공정연구를 완료하여 대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Li 세라믹스 제조 공정
을 개발하였다. 아울러, 목포대와 함께 nano 분말을 이용한 pebble 제조 기반 기술
을 확보하고 있으며, 세라믹 볼을 생산하는 (주)세노텍과 양산화 공정에 대한 협의
가 검도되어 왔다. 따라서, 단기간 내에 공정 최적화 및 pilot plant 규모의
pebble 생산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향후에는 IEA의 세라믹 증식재 subworking 그
룹에 참여하여 노내외 성능평가 공동연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Heat sink로 고려되고 있는 Cu 합금의 경우 기계금속연구소를 중심을 CuCrZr이
개발되고 일부 상용화되어 있으며, Al2O3 분산 Cu은 원자력 연구소에서 분말제조 공
정을 응용하여 봉상제조 공정을 확보한 상태이다. 이 소재도 자동차 용접 전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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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산업용 소재로 고려되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핵융합로 소재로의 성능평
가 경험은 없다.
초전도체 개발은 전기연구소를 중심으로 초전도체 개발 프론티어 사업이 수행되
고 있다. 그러나 핵융합로 자석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 KSTAR에 장착될 저온 초
전도체도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인발한 것이다. 고온 초전도체는 세계적으로
아직 장선재를 만드는 기술에 어려움이 있다. 국내에서는 전기연구소, 원자력연구
소, 일부 대학에서 고온 초전도체 장선재를 만드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다양한 접합기술과 코팅기술이 핵융합로 부품을 만들기 위하여 필요하다. 접합
공정이나 코팅기술은 일반 산업에서도 다양하게 응용되기 때문에 국내에도 많은 경
험과 기술이 축적되어 있으리라 판단된다.
이상의 국내기술 현황을 고려하면 제조공정 기술보다 핵융합로 운전조건에서 성
능평가에 대한 경험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핵융합 관련 모든
분야가 그렇듯이 핵융합 재료 분야도 연구 infra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며, 연구
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선진기술과 근접한 기술을 중심으로 국제 공동 연구
를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IEA working group과 같은 다국간 연구협력 그룹에 가입
하여 지속적인 기술 추적 및 공동연구가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1-3-라. 핵융합발전로 시스템 및 안전성-환경적합성 분석

국내에는 현재까지 핵융합발전로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없었다. 그러나
발전로시스템연구가 핵융합발전공학 요소기술들의 당면한 연구수행 뿐 아니라 미래
의 연구전략수립에 있어 전략적 판단에 필요한 준거틀로서 기능하며 그 판단결과가
연구전략의 검증 및 필요한 수정보완에 중요한 feedback자료 및 과정을 제공하는
기능은 앞에서 간단히 살펴본 바와 같다. 한편 국내에서는 핵융합발전로 차원에서
이러한 시스템적 연구가 수행된 적은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총체적이며 유기적인
(holistic) 시스템적 기술기반 뿐 아니라 직접 응용가능한 안전해석 등 핵심적인 해
석기술도 한국표준형 원자력발전소 등 시스템설계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원자력
연구소 및 국내 원자력산업계에서 기존 확보된 연구역량이 소중한 기본자산이 될
수 있으며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가) NHTS 설계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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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중반 원자력연구소를 중심으로 원전설계의 기술자립을 위해 CE(현
Westinghouse)와 공동설계를 시작한 후 영광3,4, 울진3,4, 영광5,6 울진5,6 월
성,2-4등을 공동으로 또는 독자적으로 설계함으로써 일부 노심 관련 코드를 제외하
고는 원전설계의 기술자립을 이루었다고 판단된다. 최종적인 자립을 위해 이 미자
립 분야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설계경험을 바탕으로 울
진5,6호기는 국내 표준형원자로인 KSNP로서 개발하였으며 안전성이 더욱 제고된
차세대형 원자로인 APR1400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신고리 3,4호기로 건설될 계
획이다. APR1400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실증이 요구되었던 많은 열수력실험은 국
내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하여 KAERI의 실증실험 수행능력을 제고한 바 있다. 또한
원전의 안전성에 필수적인 안전해석 분야에서도 RELAP을 토대로 한 3차원 계산능
력을 보유한 MARS를 개발하는 등 국제적인 위상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KSNP와
APR1400에 이어 일체형원자로인 SMAPT와 액체금속로인 KALIMER의 개발도 일
부 러시아의 협력을 받아 KAERI가 독자적으로 설계를 수행함으로써 노심, 유체,
안전해석, 기계, 계측제어, 운전 등 다양한 설계분야에서 경험을 쌓아가고 있어 이
러한 연구와 설계경험은 핵융합 발전계통을 설계하는 데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4세대 원자로의 개발을 위한 국제공동연구협의체인 GEN IV에도 참여함으로
써 발전로 설계와 연구에 대한 경험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KAERI는 6개의 노형
중 SFR, GFR, SCWR의 3개 노형의 개발에 참여한다. 앞으로 수행될 GEN IV의
국제공동연구개발 경험 역시 핵융합 발전계통의 개발에 직접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KAERI는 국가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발전과 수소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고온가
스로인 VHTR의 본격적인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VHTR은 노심출구온도가 1000℃
에 이르는 초고온가스로이므로 VHTR의 개발에서 얻어지는 연구결과는 많은 부분
이 핵융합발전로의 He 냉각계통의 열수력설계가 기계설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다.
이와 같이 핵융합발전로의 개념설계를 위한 국내의 연구기반은 매우 잘 조성되어
있으며 GEN IV와 VHTR의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어 나오게 될 많은 연구결과는
이 기반을 더욱 다지게 될 것이다.

나) BOP 설계 경험
발전계통은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초임계압으로 운전하는 것이 현재 세계적인 추세
이며 국내에도 이미 초임계압 화력발전소가 건설되어 운전중이며 수기가 더 건설되
고 있다. 현재 보령에 표준화된 설계에 따라 건설된 500 MWe급 초임계압 화력발
전소 (보령화력 5-6, 당진화력 1-4)가 운전중에 있으며 800 MWe급(영흥화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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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이 영흥에 건설되고 있다. 800 MWe급 초임계압 화력발전소는 24.2 MPa,
566℃/ 566℃으로 운전될 예정이며 효율은 43.5%로 예상하고 있음. 설계특성은
다음과 같다.
8 stages feedwater heating (3 high pressure heaters, 1deaerator, 4 low
pressure heaters)
3 x 50% condensate and condensate booster pump
2 x 50% auxiliary turbine driven boiler feed pump and motor driven
boiler feed pump
1 x 30% startup boiler feed pump
2 x 50% circulating water pump
Turbine bypass system
1 HP turbine, 1 IP turbine, and 2 LP turbine

500 MWe급의 운전조건은 24.2 MPa, 538℃/538℃이다. 이 화력발전소에서 보일
러를 제외한 부분을 Fusion reactor의 전력생산 계통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일
러를 증기발생기로 대체하면 될 것이다. 이 때 증기발생기로 공급되는 He의 온도는
최소 600℃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핵융합발전로의 발전계통에 Rankine cycle 방식을 채택하면 위와 같이 국내에 이
미 확보되어 있는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불필요한 기술이전비용의 지출을 방지함과
동시에 기술개발기간 단축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GEN IV의 하나로
선정된 초임계압수냉각원자로(SCWR)에 대한 연구도 국내에서 착수되었고 2005년
부터는 국제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2025년에 상세설계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국제공동연구가 수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계획이 예정대로 수행된다면 이
연구결과를 적절히 수정 변경하면 핵융합발전로 발전계통의 설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Brayton cycle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경제적인 발전개념이
개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병행하여 진행하면서 적절
한 시점에 power cycle 방식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CO2를 매체로
한 Brayton cycle은 동일한 질량으로 운반이 가능한 에너지의 양이 물에 비해 매
우 작아 기본적으로 대용량의 발전시스템에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물
론 이는 경제성이 월등히 우수한 경우에는 극복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를 극복
할 수 있을 정도의 획기적인 연구결과가 나오리라는 기대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기
본적으로 소용량의 발전에 적합한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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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발전로 안전성해석 및 환경적합성

이 분야 역시 핵융합발전로와 직접 관련되어 구체적인 연구작업이 이루어 진 적은
없다. 그러나 70년대 이후부터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하나로 및 한국표준형 경수로
의 개발과 중수로 성능개량연구 과정을 통해 원자로시스템전반 및 핵심부품에 대해
축적된 사고해석 및 안전성분석 기술은 현재 상업로에 적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개
발되었다. 이들 분석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적 실증연구와 코드의 분
석코드의 개발 및 응용도 함께 병행되어 왔다. 결국 핵융합로의 경우에도 냉각계통
과 계통외의 방사능 거동은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경수로에서 얻은 기술적 경험
이 그대로 혹은 약간의 개선을 통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냉각계통에서 발생하는
계통 과도기 해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실험적 연구 분야에서는 경수로 노심 용융과 관련한 노심냉각, 노외 냉각, 냉각재와
노심 용융물의 반응 등에 대한 실험을 80 년 후반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이들
실험자료는 현재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단계이며, 국제 협력을 통해 국내의
실험자료와 함께 상호 약점 보완과 신뢰성 향상을 꾀하고 있다. 해석에 사용되는
전산코드 역시 국내 개발을 포함하여 대부분 해외에서 도입한 것을 국산화하여 국
제 코드 비교 평가연구도 가입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런 결
과로 코드 해석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으며, 대표적인 국내 활용의 전산코드로
는 경수로 노심 용융 시 핵분열 물질의 이동을 추적할 수 있는 MELCORE 코드가
있다.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이미 약간의 수정을 통해 핵융합로 해석에 사용하고 있
기 때문에 국내에서 개발되는 핵융합로의 해석에 사용되는 데는 큰 기술적 문제는
야기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핵융합로의 냉각계통 안전해석에 대해서도 냉각재가 액체인 경우 경수로에서 사용
되는 해석 방법론이 약간의 수정작업을 통해 쉽게 적용될 수 있으리라 짐작된다.
액체 냉각계통의 해석에는 이미 실험 및 실제 발전소에서 얻은 자료를 통해 아주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핵융합로의 적용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대표적인 계통분석 코드로는 미국에서 도입한 RELAP5 코드를 국내에
서 개선 혹은 기능확대를 통해 국산화한 MARS 코드가 있으며, 약간의 실험을 통
한 기체 냉각재 적용이 검증되면, 핵융합로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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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액체금속로(KALIMER)의 해석방법은 핵융합로 냉각
재가 액체금속일 경우도 과도 모의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해석체계가 갖추어져 있
어서 적용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속 중성자 반응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론도 이미 갖추고 있다. 국내에서 고온가스로(VHTR)가 개발되고 있고 이의 해
석 방법론도 함께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핵융합로의 가스 냉각계통에 무리없
이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냉각재가 중수이고 냉각유로가 다수의 독립
적인 튜브들일 경우에도 중수로 해석에 사용되는 CATHARE 코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

사고해석을

통해

일단

핵융합로에서

발생되는

방사성물질源

(Radioactivity Source)이 알려지면, 그 외 환경적인 평가는 경수로에서 사용되는
방법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응용작업의 기반으로 핵자료데이터베이스가
핵융합로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포함하도록 확장되어야 하는것은 물론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까지 축적된 안전해석과 관련한 기술을 기본으로 하여 핵
융합로를 포함한 어떠한 노형에 대해서도 적절한 수정보완작업을 거쳐 대응할 수
있는 국내 기술기반이 이미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열거한 핵심적 원자
력기술들은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액체금속로 및 고온가스로등 차세대신형로
의 개발에 매우 중요하게 기여할 뿐 아니라, 향후 핵융합로의 개발에도 실험 및 해
석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기

확보된 노심및 토카막장치, 블랭킷, 플랜트 및 안전성 등 각 요소기술 및 기반기술
들을 효과적이고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완결된 핵융합발전로시스템으로서 설
계-해석연구를 가능하게 해주는 시스템기술 및 코드의 개발이 가장 시급하게 착수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뿐만아니라 핵심 원자력 기반기술의 이러한 다양한 응용연구를 통해 기술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기술은 핵융합 선발국에서 블랭킷 및 시스템기
술 등의 기술기반이 모두 종합되어 원자력기술 자원들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
런 국내의 기반기술 확보는 이들 기술들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재배치하면, 원
자력기술 전반의 미래기술화-선진화가 달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 64 -

1-4. 공학실증로ITER 국제공동건설사업 및 발전로기술 개발현황
1-4-가. ITER사업과 국제협력동향
1985년 제네바에서 열린 미-소 정상회담에서는 냉전의 종식과 함께 매우 상징적이
고 중요한 합의 한가지가 이루어졌는데, 열핵융합 공학실증로(ITER)의 국제공동건
설사업의 추진에 대한 합의가 그것이다. 이 합의는 1988년 미-소-EU-일본의 4개국
이 합의하고 참여하는 ITER개념설계활동(CDA) 체제의 시작과 함께 현실화되었다.
2001년 7월에는 공학설계가 완료되어 승인되고 ITER 공학설계활동(EDA) 체제가 종
료되었으며 짧은 기술조정활동(CTA)기간를 거쳐 현재는 착공을 위한 건설부지 선정
및 참여국 역할분담 등의 협상을 위한 경과조처(ITER Transitional Arrangement,
ITA) 단계에 있어 건설부지만 확정되면 곧장 착공될 예정이다.
현재 ITA에 참여중인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일본-러시아-중국-EU등 6개
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건설부지를 두고 EU의 Cadarache를 지지하는 3개국(EU, 러
시아, 중국)과 일본의 Rokkasho-Mura를 지지하는 3개국(일본,미국,우리나라)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관련, 최근 보도에 의하면 인디아가 EU를 통하
여 ITA에 참여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중13)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현재의 교착
상태가 해소될 수도 있으므로 ITA협상과정에 매우 민감한 문제라 볼 수 있다. 한편

그림 30 현재 우리나라가 그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국제열핵융합실험로 ITER (ITER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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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기존의 지지국가인 러시아-중국에 더하여 인디아, 카나
다, 스위스가 투자하는 별도의 국제공동사업으로 추진할것을 고려할 수 있을것이라
는 보도14)도 있다.
ITER사업은 앞서 설명한 JET, JT-60U, TFTR등의 현세대 대형토카막 핵융합“연구장
치”들에서 핵융합의 에너지생산수단으로서의 과학적인 타당성(Q = 핵융합에너지/
투입에너지 = 1 이상)을 입증한 다음, 이를 기반으로 실제의 핵융합“발전로”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공학적 타당성을 실증하는 핵심연구단계이다. 즉 ITER건설 및
운영단계에서 핵융합발전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공학적 문제들을 해결-검증하고 나
면 ITER의 다음단계는 실제로 전력을 생산하여 시험송전하는 핵융합발전소(일명
DEMO)를 건설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 되겠다.

그림 31 ITER 건설일정. 약 10년이 소요되며, 총 건설경비는 47억유로(63억
불)로 추산된다.

따라서 ITER사업의 핵심은 단순히 대규모로 핵융합반응을 일으켜 발전소와 같은 수
준의 대량의 14Mev 중성자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데 그치지 않는다. (핵융합중성자
의 대량발생은 현존 장치들에서도 부분적으로 검증되었는데, 이는 이들 현존장치들
에는 중성자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핵설비들이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ITER는 핵융합중성자의 대량발생과 함께 이들 중성자의 에너지를 실제로 열에너지
로 전환함과 동시에 중성자를 이용하여 연료인 3중수소를 충분한 양을 증식하여 공
급하는 2중의 기능을 증식블랭킷(Breeder Blanket)이 설계한 대로 발휘한다는 것,
그리하여 발전소로서 이러한 순 에너지생산(net energy production)을 자체적으로
13) 2005.3.13일자 NDTV보도. URL=http://www.ndtv.com
14) 상기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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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ITER 건설후 가동1단계(10년) 일정표. 1단계운영에서는 발전로상태의 점화
플라즈마 제어기술 확립과 함께 증식블랭킷의 성능실증을 완료하고 1단계운영 10년
의 종료와 함께 이들 결과를 바탕으로 발전시험로 DEMO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유지할 수 있는 “점화상태”(ignition)를 공학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그 목표이다.
그리고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발전로재료 성능 및 안전성 등 발전로에 필요한
성능을 공학적으로 실증하는 것이 된다.
ITER사업의 그동안의 추진경과중 중요한 사항들을 다음페이지 표7에 정리하여 두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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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1985~현재까지 ITER사업추진의 경과 요약
1986.10

- 1985년 미소 정상회담 합의에 의거, 미-EU-러-일본의 4개국이 공동 개념설계
연구개발작업의 착수를 미국이 제안하고 4개국이 검토시작함.
(CDA)

1988.4

- ITER 개념설계활동(CDA)시작.

1992.7
1994.3

기간

- ITER 공학설계활동(EDA)시작 (6년, ITER Council이 책임관리함)
- ITER 협약 및 Protocol#1 서명.
- Protocol#2 서명, ITER 협약체제의 완성.
- ITER council의 ITER 최종설계보고서(FDR) 승인.(통칭 ITER-98로
불림)

1998.6

- 특별작업그룹(SWG)의 건의를 Council가 승인함에 따라 건설비용
절감을 위한 ITER 축소설계연구 시작.
- 미국이 협약에서 탈퇴함 (EU-일본-러시아
- ITER EDA를 2001.7까지 연장함(총 9년)

공학설계
(EDA)
기간

- ITER 축소설계안 및 비용/안정성 최종평가(ITER-FEAT)를 완성-확정
2001.3

하고 ITER Council에 승인을 요청함.
- 이 ITER-FEAT를 대상으로 공동실시협상(Joint Implementation
Negotiations)을 시작함

2001.6

- 카나다가 site제안을 통해 실시협상에 참여함(총 4개국)
- ITER Council에서 ITER-FEAT가 승인됨

2001.7

- ITER EDA가 종료하고 ITER CTA(Coordinated Technical Activities,
기술조정활동)이 후속작업으로 시작됨.

2002.12

- ITER CTA(기술조정작업) 종료.

기술조정
(CTA)
기간

- ITER 경과조처 (ITER Transitional Arrangement, ITA) 발효-시작.
2003.1

ITA는 ITER실시협상이 합의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종료됨.
- 중국이 실시협상에 참여 (총 5개국)

2003.2

- 미국이 실시협상에 참여 (총 6개국)

2003.6

- 한국이 실시협상에 참여 (총 7개국)

2003.12

- 카나다가 실시협상-ITA에서 탈퇴 (총 6개국).

~ 현재

- 건설위치 결정협상 진행중 (Cadarache(EU) 와 Rokkasho-mura(일본)
중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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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조처
(ITA)
기간

1-4-나. ITER 이후 발전시험로 DEMO/PROTO 개발과 ‘빠른경로’전략
일반적으로 핵융합에너지 개발사업의 특성15)으로
(1) 아주 긴 시간단위에서 이루어짐(long time horizon)
(2) 광범한 국제협력의 필요한 점
(3) 대형연구장치에 의존하는 점
의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 연구전략에 따라 개발시간이 크게 길
어질수도 있으며 개발비용이 크게 늘어날수도 있다. 반면 기술현황 및 개발전망을
정확하게 분석-파악하고 국제협력을 효과적으로 조직하여 추진하게 되면 개발시간
이나 비용을 크게 단축하는것도 가능하다.
이것이 가능한 근본적인 이유는 핵융합연구개발은 최소한 10년이상 20년까지 계속
되는 대형연구설비-연구프로그람을 시간/사업단위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
라서 추진전략상 도출된 연구설비들 혹은 연구단계들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분석
한 다음 현단계의 연구개발 성과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두 단계를 하나로 합쳐서 수
행하는것이 가능해 질 수도 있다. 만약 이렇게 한단계가 생략되어도 여전히 추진목
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그만큼 시간과 투자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가령 현단
계장치인 JET는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다음단계에 대한 기존
의 추진계획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JET 이전에 일반적으로 핵융합 연구선발국 사이에서 ITER사업 이후 핵융합상업발전
에 이르기까지의 실용화 전망에 대해 묵시적인 동의가 이루어졌던 로드맵은 가격경
쟁력을 갖춘 본격적인 핵융합상업발전에 이르기 전에 Next Step(공학실증로) DEMO (발전실증로) - PROTO (원형발전로)를 거치는 <3단계 로드맵>이었다.
기존의 이러한 3단계 로드맵은 기본적으로 80년대에 JET등 현존연구장치들의 개발
당시에 그 목적을 설정하고 역할을 규정하는 과정(그러므로 지금의 ITER가 ‘Next
Step’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되고 있다)에서 그 뼈대가 대략 정립된 것이었다. 따라
서 80년대 이후 JET 등의 연구과정에서 이루어진 H-mode의 발견이나 차세대토카막
(Advanced Tokamak, AT)개념의 확립 등 지난 20년간 축적된 다양한 기술개발 성과
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이었다. 가령 EU의 경우 이 ‘Next Step'개발계획은
JET(Joint European Torus)개발과 함께 NET(Next European Torus)개발사업으로 동
시에 시작되어 병행되었으며, ITER-98의 개념-공학설계 개발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한 바 있다.
15) EU의 SERF연구 최종보고서 summary, p.59. 200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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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상의 각 단계를 구성하는 이들 연구장치 하나하나가 엄청난 투자(100~200억
불)와 시간(20년내외)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분석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게 된다. 즉 핵융합 상업발전의 보편화에 이르기까지“필요한 기술요소,
실현가능성 및

실현에 필요한 lead-time을 면밀히 분석, 선택-통합-집중을 통하여

필요한 연구단계(연구시설)의 수를 줄여서 전체적인 개발기간을 줄인다”면 직접적
투자비용 뿐만 아니라 개발기간단축에 따른 간접투자비용도 크게 줄어들게 되며 따
라서 투자효과는 물론 핵융합발전의 경제성도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다는 것이
다.
이러한 이유로 2001년 EU집행부의 지시에 따라 영국의 King경(런던대 교수)가 이끄
는 특별 TFT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로 도출된 ‘지름길(Fast Track)’전략은 ITER 운
영 및 ITER이후의 핵융합연구전략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연구성과이다. 이 Fast
Track전략의 결론을 요약하자면: 지난 20년간 JET, JT-60U, TFTR 등 현단계 대형장
치들에서 목표한 수준 이상으로 달성된 연구개발 성과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ITER에
서 증식블랭킷-연료주기 등 DEMO업무의 일부를 미리 앞당겨서 검증한 다음, 마찬가
지로 DEMO에서 PROTO의 임무를 앞당겨서 수행하는, 즉 DEMO와 PROTO를 하나의 단계
로 합쳐 DEMO에서 곧바로 안정적인 대규모 발전-송전능력을 실증하는 것이다. 그
결과는 ≪Next Step(ITER) ⇒ DEMO ⇒ PROTO≫의 3단계를 ≪ITER ⇒

DEMO≫의 2단

계로 단축하는 것이 되며 PROTO는 가격경쟁력을 갖춘 완전한 상업발전로로서 건설
된다. (69쪽 그림33의 개념도, 그림34의 로드맵 시안 및 70쪽 그림35의 로드맵 상
세시안 참조).

이러한 Fast Track전략에 의한 <2단계 로드맵>에서 각 단계의 장치

들에게 부여되는 임무는 다음과 같다.
I. NEXT STEP (즉 ITER) (2005년 착공, 2015년 가동)
1) 점화플라즈마(ignited plasma)의 발생 및 제어, 장펄스운전 실증
2) 열 및 입자의 배출 (디버터 및 PFC)
3) DEMO용 Breeder Blanket의 증식성능 검증 및 설계 validation
4) 모든 목표를 달성 시, 최종적으로 발전성능의 조기 실증
II. DEMO (2025년 착공, 2035년 가동)
1) 블랭킷의 완전한 정격가동을 대규모 전면적 발전-송전 성능의 입증
2) 상업발전에 적합한 운전신뢰성 확보 및 실증
3) 첫 상업발전로 PROTO용 발전로재료들의 성능검증
⇒ 상업발전로 PROTO (2040년 착공, 2045년 가동),
1) 상업발전에 적합한 가격경쟁력과 경제성
2) 검증된 저방사화 발전로재료를 전면적으로 채용한다.

이 Fast Track 로드맵에 따르면 ITER 다음의 DEMO/PROTO단계부터는 실제로 발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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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상업발전을 향한 기존의 <3단계접근>과 ‘Fast Track’의 <2단계
접근>의 개념비교도. ITER는 DEMO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고 DEMO와 PROTO를
합쳐 DEMO/PROTO의 한단계로 줄이므로서 전체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투자자
원을 절약하므로써 핵융합의 경제성을 높인다. 가로축의 년수는 ITER착공부
터의 햇수이며, 가령 2005년 금년에 ITER 건설부지가 확정되고 착공되면
DEMO/PROTO는 15~20년후 2025년에 착공하여 2035년경에 (상업발전이 아닌)
발전-송전능력을 실증한다(별모양 표시).(Euratom-FOM자료)

그림 34. Fast Track의 2단계 로드맵 개념도. 외견상 Next Step(ITER)→DEMO→PROTO라
는 기존 3단계 로드맵의 형태이지만 이 PROTO는 그림33과는 달리 상업발전로이며, 이
DEMO는 그림33의 DEMO/PROTO에 해당하며 기존 3단계 로드맵의 PROTO의 임무인 발전성
능의 실증까지 수행하는, 실질적인 2단계 로드맵이다.(출처: King Report,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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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EU의 PPCS연구에서 제시된 보다 구체적인 ITER→DEMO(→상업발전)의
2단계‘Fast Track' 로드맵 시안. 앞의 그림34의 Fast Track 로드맵개념도에
서의 PROTO는 여기서는 명시적으로 “상업발전로”로 대체되어 진행된다. 즉
여기서의 “상업발전로”는 첫 상업발전로로서 그림34의 PROTO에 해당한다.
[자료출처: C. Llewellyn-Smith, 23차 SOFT 학회 발제논문, Venice, Italy,
2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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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이 이루어지므로 (실제로 ITER에서도 상징적인 수준이나마 송전이 가능하다면
시도할 계획으로 있다. 그림 ITER운영일정표 참조) 핵융합발전의 실용화가 시작된
다고 볼 수 있다. DEMO/PROTO는 ITER 가동후 10년째에 착공하여 20년째(2035년 추
정)에 송전을 개시하는 것으로 하는데 발전단가(COE)의 경쟁력에 대한 요구를 제외
한

발전소의

모든

기능을

실증하는

것으로

설정된다.

EU에서

설계개발중인

DEMO/PROTO들의 발전단가는 대략 재생에너지보다는 싸며 현재 도매가의 범위내에
걸쳐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음절 참조).
최근 아주 열띠게 진행중인 ITER 부지선정 및 사업추진 논의에 있어서도 이 Fast
Track 전략에 비추어 본 이해득실의 평가와 전망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서 소개한 King Report에서 결론적으로 도출하고 있는 전략적 고려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King Report, 2001.12)
1. ITER사업은 핵융합발전을 향한‘지름길’전략에서도 생략이 불가능한, 전략적으로 필수
불가결한 단계이다.
2.‘지름길’전략을 통하여 과거의 DEMO(발전시험로)단계와 PROTO(상업발전원형로)단계를
하나의 단계로 합쳐 DEMO/PROTO로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3. 유럽의 입장에서 핵융합연구에 필요한 중기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ITER연구에 중점을 두고 핵융합에너지의 연속적인 생산-추출을 실증한다
2) 핵융합연구기관들은 이에 필요한 ITER R&D 및 플라즈마물리에 집중한다.
3) 스텔라레이터 및 球형토카막 등 대안개념 장치에서의 연구활동은 미래의 핵융합발전로
개념개발 및 개선의 가능성을 탐구하는데에 있으므로 유지한다.
4. 재료의 개발연구는 지속가능하고 환경적 영향이 유연하며(benign), 경제성을 갖춘 원자
력기술의 개발에 꼭 필요하다. 여기에는 국제 핵융합재료 조사시설(International
Fusion Materials Irradiation Facility)와 같은 설비를 통하여 ITER 뿐 아니라
DEMO/PROTO에 적용할 재료들의 성능 및 적용타당성을 실험적으로 검증하는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5. 그 외 전략적 요소들:
- ITER를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 일찍 완성한다.
- ITER와 IFMIF의 건설 및 운영은 긴밀하게 연계되어 병행추진한다.
- JET등 기존장치들은 ITER계획에 따라 최대한 활용하면서 단계적으로 종료한다.
6. 재정자원의 절약 및 확보.
- ITER와 IFMIF/재료개발의 병행필요성은 추가재원을 필요로 하며 이는 국제협력의 확대
를 통해 마련되어야 한다.
-‘지름길’전략을 통해 한 단계가 생략하는것은 결국 공공자금의 필요한 투입규모를 대
폭 축소하는 지름길도 된다.
7. 마지막으로, 산업체의 역할 및 육성이 중요하다.

이러한 ‘지름길’전략으로 상징되는 EU의 발전플랜트를 지향 ITER/DEMO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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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은 똑같이 발전플랜트를 지향하는 일본이나 러시아와 거의 일치할 뿐 아니라
공유되고 있다.
한편 미국은 1998년 ITER탈퇴 이후의 핵융합연구전략을 발전플랜트를 배제한 기초
과학 지향으로 전환한 다음 다시 ITER협상에 복귀한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유지하
고 있다.16)

미국의 이러한 플랜트공학 배제-기초과학 위주의 개발전략은 기본적으

로 (1) 전세계적인 에너지위기는 오지 않을 것이며, (2) CO2온실효과에 의한 전세
계적인 기후변화 문제는 오지 않을 것이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
고 있다17).

나아가 ITER이후의 핵융합에너지 연구전략에 있어서도 유럽-일본과는

달리 가까운 미래에 실현을 목표로 하는 DEMO와 같은 발전시험로 개발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기술개발전망에

있어

상당히

낙관적인

외삽

(extrapolation)을 가정하는 ARIES등 상업발전로 개념연구에 주로 치중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교토의정서의 승인과 비준을 거부하는 전 미국 하원 과학위
원장인 James Sensenbrenner의원의 다음과 같은 공식발언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난
다: “교토협약은 과학적으로 불완전한 지식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 시행에) 너무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시행절차에 있어서도 너무나 많은 의문들을 내포하고 있
다.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은 참여의 의무도 지지 않으므로 불공평하며, 무엇보다도
소위 “기후변화문제”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을 것이다.”18)
그러나 미국의 (아마도 현시점에서는 잠정적으로) 이러한 발전로기술을 배제한 채
기초과학 및 첨단기술만을 지향하는 핵융합연구는 핵융합상업발전의 실현에 필요한
산업-산업체 및 연구기반을 육성하고 제공하는 데에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여겨지
고 있으며19), 따라서 과학기술정책이 아닌 국가적 에너지정책측면에서 볼 때에는
EU 혹은 일본처럼 발전플랜트 지향의 연구개발을 통해 산업기반을 같이 구축해 가
는것 보다는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EU-일본 등 에너지정책적 차원의 전략에 따라 ITER사업을 적극적으로 주도
하는 국가들과 이와는 달리 미국과 같이 ITER사업을 에너지정책이 아닌 과학기술정
책에서 접근하고 있는 나라도 있어 그 전략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
라의 핵융합발전 연구개발계획 및 추진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이러한 선발국들의 연
구개발목표 및 전략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의 보편성과 특
16) Anne Davis, "Fusion Energy Science Program, US DOE", 16th ANS-TOFE학회 주제논문,
Madison, USA, 2004.9.
17) 독일 연방하원의회의 교육-연구-기술 위원회에서 시행한 “핵융합청문회” 질의응답자료. 2001.3.
질문 C19 및 해당 답변 참조.
18) 전게서.
19) Iotti, presentation at ANS-SOFE meeting, Madison, USA, 2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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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과 대비, 면밀히 비교분석-검토하고 장단점을 파악하여 에너지안보라는 본질적
목표 뿐 아니라 장기적-대규모 투자에 합당한 우리나라의 자체적 목표설정과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다.

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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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다. 핵융합 상업발전의 전망

핵융합발전로개발 전략수립에 있어 장기적인 예측연구가 매우 중요해지는 기본적인
이유는 핵융합에너지 개발사업에 내재하는 다음의 세가지 특성에 기인한다:
(1) 유래없이 아주 긴 시간단위에서 이루어짐(long time-horizon)
(2) 광범한 국제협력의 필요하다는 점
(3) 대형연구장치에 의존한다는 점.
우선 ①시간스케일이 매우 길다는 특징은 ③대형연구장치에 의존한다는 점과 결합
되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즉 시간으로 보면 매우 먼 미래이지만, 연
구단계의 수로 보자면 2-3개의 적은 숫자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하나하
나가 대규모 투자를 요하는 각각의 연구단계에 대한 기술내적-기술외적 요소를 망
라한 치밀한 전략적 검토를 필요로 하게 된다. 뿐만아니라 단계의 숫자가 적으므로
어느 한 단계도 분명한 검증도 없이 생략하거나 개발을 소홀히 할 수 없이 장기적
이고 전략적인 계획이 필수적이며, 각 단계에서 부여된 역할을 완수하고 목표를 달
성하여야만이 최종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②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현실의 핵융합연구개발 전략에 있
어 만약 핵융합상업발전기술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면 ITER 및 DEMO/PROTO에 모두
참여 혹은 개발하는것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따라서 일단 치
밀한 예측연구를 통한 전략이 수립되고 나면 (현재의 중론인 지름길전략의 경우)
공학실증로 ITER부터 DEMO/PROTO를 거쳐 상업발전의 보편화 까지는 외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과정의 전체에 걸쳐 치밀한 예측연구를 통하여 전략의 타
당성을 항상 검증하고 상세한 세부사항을 수정보완해 나가는것이 장기적인 목표달
성을 확보해 나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전망연구에 있어 우선 기술적관점에서 핵융합 상업발전의 실용화 전망에 대
해서는 EU, 미국 및 일본 등 선발국가에서 수행된 다양한 발전로 시스템설계연구들
에서 도출된 기술적타당성 및 (그 분석-평가의 결과로서 발전단가로 표현되는) 경
제성에 관한 결과들을 참조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중 가장 최근이며 가장 구체
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판단되는 EU의 발전로 개념설계연구(Power Plant Conceptual
Study, PPCS)의 결과20)를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20) D. Maisonnier, "The European Power Plant Conceptual Study", 23차 SOFT학회 발표논문,
Venice, Italy, 2004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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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CS에서는 DEMO/PROTO급 설비와 그 이후의 상업발전로급 설비를 망라하여 설정된
성능을 만족하는데 필요한 기술요소들을 반영하여 발전로개념을 구성한 다음 이들

그림 37 EU의 핵융합발전로 개념설계연구 (PPCS)에서 설정된 A-D
네가지 발전로모델의 특징(위) 및 성능사양(아래). A와 B는 기술
개발전망의
외삽을
최소화하고
현재기술로
건설가능한
DEMO/PROTO급 발전로이고, C와 D는 각각 적절한 기술개발을 가정
한 상업발전로급 발전로개념이다.

기술의

필요시기와

확보정도에

따라

필요한

기술개발에

대한

적절한

예측

(extrapolation)을 포함하여 이를 각각 EU-A,B,C,D의 발전로모델로 나누어 성능과
발전단가(COE)를 평가한다. 가령 model A와 B는 현재기술로서 건설가능한 발전로개
념들이며 DEMO/PROTO급 장치라 볼 수 있다. 반면 C와 D는 각각 적절한 또는 상당한
기술개발을 예측-가정하여 구성가능한 발전로개념들이며, 완전한 상업발전로급 장
치를 말한다. 이들 A-D의 네가지 발전로모델의 특징과 사양을 아래 표에 요약하였
다21). 이중 물을 냉각재로 쓰는 A모델은 Li과의 접촉사고와 관련한 안전성문제로
최근 포기된 바 있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아직 수냉식 모델개발 계속중임)
현재 ITER 다음단계로 2025년경 착공이 예상되는 DEMO/PROTO급 발전시험로에는 모
델B와 모델C를 후보로 하여 발전로기술 개발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가령 ITER에
서 수행되는 증식블랭킷 시험검증 사업에서는 이 모델B와 모델C에서 채택된 증식블
21) D. Maisonnier, 전게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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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킷의 시험용 모듈들(모델A에 사용될 헬륨냉각 고체pebble(HCLL)블랭킷과 모델B에
사용될 헬륨냉각 액체 LiPb(HCLL)블랭킷)이 설치되고 검증될 예정이다.
앞서 설명한 대로, PPCS에서는 완전한 대규모 상업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에 대해
일정한 외삽을 허용하여 전망하고 있는데, 향후에 중점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기술
요소들과 그 구체적 전망에 대해 다음페이지 표38에 정리하였다. Llewellyn-Smith
가 요약한 이 기술개발 수요 및 확보전망에 의하면 ITER에서는 수명평가와 관련한
재료조사 (material irradiation) 시험검증이 필요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기술이
확보될 전망이며, IFMIF를 이용한 재료검증후에 DEMO에서 나머지 기술들이 확보된
다. 이러한 기술개발 수요 및 전망의 분석연구 결과를 PPCS에서는 다음의 네가지
사항으로 요약,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22).
(1) 핵융합발전로의 경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플라즈마 노심성능은 ITER에 적용되었
던 물리설계의 기준, 즉 현재 실현되고있는 플라즈마 노심성능이면 거의 충분하다.
(2) 상업발전의 경제적 타당성은 첫세대의 핵융합발전로들에서부터 확보될 것이며, 안전성
및 환경적합성에서는 우월적인 위치를 확보할 것이다.
(3) 10 MW/m2의 첨두열류를 견뎌낼 수 있는 헬륨냉각 디버터의 설계 및 재료개발을 조속히
완성하는것이 필요하다.
(4) 75% 수준의 높은 가동율(availability)를 확보할 수 있는 발전로 유지보수 개념의 조속
한 정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판단하에 DEMO급 발전시험로로서 EU에서 현재 설계개발-분석중에 있는 모델
B 및 C의 연관성/차잇점을 다음페이지 그림39에 각각 개념도로서 예시하였다.
다음으로 핵융합 상업발전의 경제성예측에 대해 PPCS에서 수행된 분석연구의 결과
를 좀 더 살펴본다면 결론적으로 이 PPCS 예측연구에 사용된 발전로모델 B~D 세가
지 로형에 대해 분석 평가된 발전단가는 전력시장 도매가격을 충분히 만족하는 경
우(모델D, 3~5 Eurocent /kwh)에서부터 풍력발전과 비슷하며 태양에너지-조력발전
보다는 낮으며 최고단가는 소비자가격대의 최저영역에 해당하는 (모델A, 5~9
Eurocents/kwh)것으로 드러나 첫세대 핵융합발전로에서 경제성을 확보하리라는 전
망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그 결과23)를 옆의 그림40에 나타내었다. 참고로 DEMO의 모
델로서 고려되고 있으며 ITER에서 블랭킷의 성능검증이 이루어질 모델 B 및 C는 각
각 4~8, 4~7 Eurocents/kwh의 발전단가를 갖으며, 외부비용(external costs)은 네
가지

모델이 모두 0.06 ~ 0.09 Eurocents/kwh로서 풍력발전과 비슷한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22) D. Maisonnier, 전게논문.
23) I. Cook, "The European Power Plant Conceptual Study", 16차 ANS-TOFE학회 발표논문,
Madison, USA, 2004년 9월.

- 78 -

그림 38 PPCS에서 예상하는 상업발전 보편화에 필요한 기술개발 수요 및 해당기
술이 필요한 정도의 요약. 모든 필요한 기술은 아무리늦어도 DEMO/PROTO의 2단
계운전까지는 전부 확보된다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해당기술이 확보되는
위치이며, 붉은색은 반드시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 위치임. 즉 상업발전단계에서
는 모든 기술이 반드시 확보되어 있어야 함).

그림 39 EU에서 개발중인 DEMO급 발전시험로인 모델B(헬륨냉각-고체Li페블 블
랭킷인 HCPB채용)과 모델C(헬륨냉각-액체lithium-lead 블랭킷인 HCLL채용)의
개념도. 두 모델 다 디버터는 헬륨냉각-금속1차벽을 채용하고 있다. 이들 블랭
킷의 시험용 모듈이 제작중이며 ITER에서 그 설계성능을 실험적으로 검증하게
된다 (자료출처: L V Boccaccini, 12차 TBWG회의, 2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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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PPCS연구에서와 같은 기술적 관점뿐 아니라 경제 및 환경, 사회적 측면까지
포함하는 통합적 관점에서 핵융합발전을 포함한 장기적 에너지수급 전망에 대한 체
계적이고 정량적인 예측연구는 EU에서 1997~2004년 기간동안 2년 단위로 4단계에
걸쳐 수행된 SERF (Socio-Economic Research on Fusion) 연구가 최초라 할 수 있
다. 앞서 소개한 PPCS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수행되는 이 SERF연구에는 IEA 주
관 프로그람의 하나로서 20여년간 계속하여 수행중에 있는

에너지기술 시스템해석

프로그람(Energy Technology Systems Analysis Programme, ETSAP)에서 개발된 시장
분배에

관한

선형계획(Linear

Programming)

모델링기술인

MARKAL

(MARKer

ALlocation)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참고로 현 단계인 4단계(2003-2004)에서 수행
되고 있는 연구분야 및 주제들을 아래 표8 에 정리하여 두었다.
1997-2000년 기간동안(1-2단계)
의 SERF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2100년에 예상되는 핵융합
발전의 시장 지분율은 다른 어
떤 요소보다도 CO2 배출규제와
같은 환경오염방지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것은 핵융합발전과 핵
분열발전을 망라한 일반적 원자
그림 40 EU의 PPCS가 평가한 핵융합 발전단가.

표 7. EU의 제4차 SERF(2003~2004)사업에서 수행중인 연구분야 및 주제
분 야

주 제

장기적-전세계적 발전수요 시나리오에서 핵융합의 역
할에 대한 최저단가모델을 통한 정량적 연구
모델링/시나리오
장기적-전세계적 에너지환경 시나리오에서 핵융합의
역할에 대한 다지역/부분평형모델을 통한 정량적 연구
미래송전망에서 핵융합의 base-load기여도분석
자족적 연료주기조건에서의 핵융합의 외부비용 및 환경
직접비용/
영향도에 대한 평가
외부비용 분석
핵융합연구의 순현재가치(NPV): 연구투자의 누적 및
장기적 투자회수
(없음)
정책기구/거버넌스
독일어권 국가에서의 핵융합의 리스크에 대한 대중인식
에 대한 inclusice deliberative연구
핵융합에 대한 대중관심제고의 장기전략 및 연구개발
사회적 수용성
반영방안 연구
핵융합 및 에너지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일수 있는
EU공교육 활성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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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CRPP(스위스)
CIEMAT(스페인)등
6개기관
IPP (독일)
VR
UKAEA(영국)

OEAW
FOM (네덜란드)
ENEA (이태리)

력에너지 경제성의 핵심적인 특징이다. 가령 2100년대 CO2의 목표치를 600PPM 이하
(현재는 약 450 PPM)로 설정하여 배출규제가 강력하게 시행되면 핵융합발전을 포함
한 재생에너지의 수요는 급격히 높아져서 주로 석탄-석유 수요를 대체하면서 핵융
합발전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15~20%대에 이르게 되며 원자력발전의 시장점유율
(7~8%내외)을 추월한다. SERF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CO2 배출규제에 가장 큰 영향
을 받는 것은 석탄-석유등의 화석에너지이며 태양열-풍력-핵융합은 환경규제가 강
력할수록 공급점유율이 각각 20% 수준, 총 60% 수준까지 높아질수 있는 것으로 나
타나며, base-load 및 intermittent라는 역할구분으로 인해 서로 상충함이 별로 없
이 나란히 증대한다(아래 그림41 참조). 원자력-수력은 1990년과 대비할 때 시장점
유율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기는 하지만 일단 CO2배출규제가 시행만 되면 목표치 CO2
농도값에 거의 영향을 받지않고 7~10%내외의 공급비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다. 한편 2100년의 CO2농도 목표치를 지금과 같은 450PPM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
서는 (이 연구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시나리오) 석탄화력발전은 전적으로 중단되는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41. 2100년 CO2농도목표치에 따른 발전방식별 EU의 전력시장 배분율 예측
(자료출처:SERF보고서).

마지막으로 핵융합발전은 핵반응과 중성자를 이용하므로 명백하게 원자력의 일부이
며,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방사선, 방사능물질과 폐기물을 동반하므로
이와 관련된 사고 및 환경측면에서의 안전성문제가 중요해진다. 그러므로 상업발전
의 전망에 대한 분석평가에는 반드시 이에따른 대중수용성에 대한 평가 및 전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앞서 소개한 EU의 SERF연구는 기술적-경제적 예측연구 외
에도 대중수용성에 대한 사회적 조사 및 분석연구를 포함하고 있어 매우 유익한 정
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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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라. 우리나라의 ITER사업 참여와 그 의의의 검토
(1) 우리나라의 ITER사업 참여현황
우리나라는 2003년 6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ITER협상 1차 준비회의
(Prepatory Meeting, P-1)에 참여함으로써 공식적으로 ITER사업 협상참여국이 되었
다. 참여당시의 ITER사업추진 현황은 개념설계(CDA), 공학설계(EDA) 및 기술조정
(CTA)단계가 모두 완료되고 부지선정 및 실시계획 확정을 위한 임시조처(ITER
Transitional Arrangement, ITA)단계에 있었으며 카나다가 탈퇴하고 미국과 중국이
ITA의 출범과 함께 가입하여 총 6개국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이 ITA
단계에 있다 (앞절의 표8 참조).
이상적으로는 ITER사업추진의 초기단계부터 참여하는것이 바람직하였겠으나 앞에서
살펴본 대로 그동안의 기술개발과정이나 우리나라의 현황, 또한 ITER의 역할-존재
의의 및 이후의 발전로개발 추세를 살펴볼 때, ITER 건설 직전의 최종단계에서 가
까스로라도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ITER는 독자개발의 부담이 없이 국제공동연구를 통하여 핵융합발전로 개발에 필요
한 과학적-공학적 기술들을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원자력산업 여건상으로 볼 때 이러한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증식블랭킷이나 트리튬회로 등 발전로에 필수적인 공학기술의 검증하기 위한
시험대로서의 ITER의 존재이유를 감안할 때, 관련된 원자력-과학 및 산업기술기반
을 높은 수준으로 확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다른 어떤 후발국보다도 효과적으
로 이 기회를 활용하는데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
원자력산업기술과의 연계가능성이라던가 미래원자력기술 확보 가능성은 3장에서 보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ITER건설부지가 조만간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착공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가
ITER사업 참여국으로서 분담해야 하는 비용의 규모도 결정될 것이다. 현단계에서는
총 건설 및 운영 비용24)의 10% (현금 및 현물)을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는
건설기간 10년간 총 약 6억불, 연간 6000만불(660억원)을, 그리고 이후 운영단계에
서는 20년간 총 약 7억불, 연간 3500만불(390억원)을 분담하게 되리라 전망된다.
현재 건설기간동안 현물로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상중인 분야는 전원설비, 3중수소
24) 2005년 3월 현재 EU에서 평가하고 있는 ITER사업경비는 10년간의 건설경비 47억유로(약61억
불)을 포함하여 30년간 총 100억유로(130억불) 수준이다 (AFP통신, 20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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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설비, 초전도선재, 차폐블랭킷, 진공용기 부품 및 장치조립용 치공구, 일부 진
단장치

등등 우리나라가 산업적 제작-납품 능력을 어느정도 인정받은 분야들이다.

이들의 현물가치는 이미 확립된 ITER비용산정체계에 의해 정해진 것이며, 납품과정
에서는 ITER의 QA/QC에 따른 제반 절차를 만족하여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ITER 건설부지 결정을 위한 최종협상에서는 이러한 구체적
인 부담내역보다 훨씬 상위의 문제들(건설부지, 책임자선정, 등등)이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총 사업비 대비 참여국별 부담비율은 유지되겠지만 구체적인 부담내
역은 이들 상위문제의 협상결과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표 8. 우리나라의 ITER건설사업 현물참여(안)
(출처. 기초과학지원연구소, ITER협상 NSSG-9회의 준비자료. 2003.11)
WBS
1.1

Magnet Systems

6. Conductor
1 Main Vessel

1.5

1.6

Direct Capital

참여율

Cost (kIUA)

(%)

6 A) TF

215.0

20

61.7

1 A) Sectors + Bl
Manifold

123.7

20

35.5

24.5

67

23.6

22.1

67

21.3

29.75

67

28.6

1 A) FW (Incl Be)

87

20

25.0

1 B) Shield

58

20

16.7

22.0

100

31.6

Procurement Packages

Vacuum Vessel

Blanket System

2.2 Machine Assembly

2 A) equat + NB ports
2. Port Assemblies 2 B) upper ports
+? VV Supports
2 C) lower ports
1. FW/Blanket
Shield Modules
2. Assembly
Tooling

2 A) Ass tools
(n. 3 to 11)

US M$

3.2

Tritium Plant

2. Storage &
Delivery, Long
Term Storage
System

14.5

88

61.7

4.1

Power Supplies

2. AC/DC
Converters

82.2

65

76.7

5.5

Diagnostics

TBD

137.5

4

7.9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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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3

(2) ITER사업참여의 투자효과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고려사항
앞서 간략히 언급한 바와 같이 ITER 건설위치가 결정되어 사업이 확정-시행될 경우
우리나라는 향후 약 30년의 장기간에 걸쳐 ITER의 건설 및 운영비용의 10%를 분담
하게 되는데 이는 약 130억불의 10%인 13억불을 30년에 걸쳐 부담하게 되며 첫 10
년간 약 5억불이상의 건설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연구투자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참여 및
투자의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연구개발 연계전략을 도출하여 장기
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는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의 첫걸음은 앞 절들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공학실증로 ITER의 존재이유와 그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ITER는 그 다음단계의 발전시험로(DEMO/PROTO)를 목표로 하여 그동안
개발되어왔던 증식블랭킷-연료주기-노심기술 등 요소기술들을 실증할 수 있도록 핵
융합발전로와 유사한 중성자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건설되는 장치이다. 이 점에서
볼 때, 연속운전 등 노심기술은 ITER의 운영과정에 참여하므로써 얻어질 수 있겠으
나 증식블랭킷, 연료주기 등 핵심적인 발전로 장치부품기술은 ITER를 활용하여 검
증할 수 있는 기술-시제품의 개발제작 및 자체연구역량을 갖추지 않으면 실증이 불
가능하며 따라서 발전시험로로 연계될 수 있는 ITER참여효과도 없어진다고 판단된
다.
단기적으로는 연구개발단계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술습득과 자체기술검증을 동
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회인 블랭킷 검증시험의 전과정에 필히 동참하여 목표를 달
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ITER 투자-건설-운영에서 얻는 결과들의 의미와 한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함께, 이 한계를 넘어서서 투자효과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타당하고
달성가능한 목표가 설정되어 추구되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성립한다. 즉
ITER사업참여국으로서 우리나라도 I기존 ITER 참여국들과 같은 고유의 DEMO, 즉 고
유의 발전시험로 개념 및 설계개발, 그리고 요소기술의 개발연구가 반드시 병행추
진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ITER 참여국 각국별로 수행중인 이들 발전시험로
DEMO 개발사업은 ITER건설및 운영사업과는 별개로 IEA등 국제협력틀과 ITER사업을
활용하여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플랜트지향의 발전시험로 개발전략은 현재 진행중인 ITER건설부지의 선정결
과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앞절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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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R/DEMO개발 국제동향분석의 결론은 핵융합상업발전의 실현을 최단시간내에 이루
는 것을 목표로 발전로공학에 치중하는 EU 및 일본의 입장과 발전로공학보다는 기
초적인 물리연구에 치중하는 미국의 입장으로 대별되는 한편, ITER건설은 EU와 미
국이 지지하는 일본에 의해 거의 무한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
다.

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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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핵융합발전로연구의 파급효과와 시장성

산업혁명이래 전통적으로 특히 지난세기동안 국가소유 중심의 지배구조나 독과점적
산업구조 등 공급자중심으로 유지되어온 에너지시장은 지난세기 후반부에 이르러
시작되어 하나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에너지공급시장의 탈규제(deregulation)
및 자유화(liberalization)라는 혁명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러한 반면 산업혁명이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전세계적인 산업화과정은 필연
적으로 에너지소모량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수반하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지구온난
화라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학적인 변화와, 그 파국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차츰 보
편화하여 전세계적인 공감을 얻어가고 있다. 2005년 2월 발효된 쿄토협약은 모든
형태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범세계적인 제도적 규제장치를 마련하려는 이러한
추세가 현실화 하고 있는 극명한 사례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시장상황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의 패러다임 전
환이라 할 만한 변화를 21세기의 에너지산업에 강요하고 있으며, 이 변화는 『생산
자에서 소비자로의 권력이동』이라는 개념으로 그 핵심을 요약할 수 있을 것이
다25). 이러한 파라다임 변화는 미래사회를 위한 에너지 전망 및 기술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책판단의 기준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그 영향력을 넓혀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혁명적 전환기에 있는 에너지시장의 상황을 감안할 때, 에너지기술의 개발
및 사용에 관한 평가기준은 우선 (1) 경제적 효율성, (2) 공급의 안전성, (3) 환경
적 적합성의 세가지 일반적인 기본요건 외에도, 지속가능성 측면에 주목하여 다음
과 같은 요건들을 더 구체적으로 요구26)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4) 자원보존성
(5) 소비자의 관점에서 본 품질 및 신뢰성
(6) 정치적인 요인에 의한 공급불안에 대한 안전성
(7) 사회적-국제적 적합성
뿐만 아니라 현재의 세계적인 에너지시장의 자유화 경향의 측면으로부터 불가피하
게 부과되는 조건으로
25) “21세기 에너지산업의 전망 - 소비자로의 권력이동”,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책자료 2001-01,
2001.
26) “Energising Europe", European Commission Brochure, 2000. 독일 연방하원 교육-연구-기술
평가위원회의 “핵융합 청문회” 기록(2001.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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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쟁력, 세계화가능성, 그리고 정부보조금이 필요 없거나 중기적으로
불필요하게 될 것
도 지속가능성의 한 구성요소로서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21세기의 미래에너지 기술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핵융합발전과 같은 전
혀 새로운 에너지기술을 실현하여 2050년경 부터는 대규모 상업발전을 시작한다는
시장진입 전망은 이러한 기준들에 비추어 정책적 결정에 필요한 수준의 확실성으로
그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핵융합발전과 관련한 이러한 입증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하여 명확한 답을 필요로 하는 사항들은 가령 2001년 3월 독일연방 하
원의회의 교육-연구-기술 평가위원회에서 주최한 핵융합연구관련 청문회27) 에서 다
음과 같이 요약된 바 있다.
① 산업화, 대도시화 등으로 인하여 전력수요의 baseload가 크게 늘어날 것인가?
② 지구온난화, 대기환경, 그리고/혹은 자원보존 등의 이유로 인하여 CO2배출억제
정책이 시행될 것인가?28)
③ 원자력(핵분열)에너지는 사회적 수용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④ 재생에너지는 얼마나 현실성을 확보할 것인가?
본 장에서는 이러한 고려사항에 중점을 두고 핵융합발전이 갖는 중요한 파급효과들
과 시장성에 대해 사회적-경제적-과학기술적 측면에서 각각 살펴보기로 한다.

2-1. 핵융합발전로연구의 사회적효과

2-1-1. 복지사회와 에너지수요 및 확보의 안정성
산업화가 어느 정도 완성되면 생산활동에서 인간의 노동이 절약되므로써 일상적인
경제활동의 중점이 점차로 써비스 및 문화부문으로 이동하는 복지지향사회로 나아
가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사회적 흐름이라 하겠다. 산업화를 기반으로 하는 이러
한 복지사회의 유지-발전에 에너지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 중의 하나임은 자명하
다. 비단 산업사회뿐 아니라 어떤 사회에 있어서도 에너지는 식량과 함께 그 생존
에 필요한 근원적 요소 중의 가장 첫 번째 요소라 할 것이나, 생산의 자동화가 극
27) 독일 연방하원 교육-연구-기술평가위원회의 “핵융합 청문회” 기록 (2001.3).
28) 2005.2월 쿄토의정서의 발효로 전지구적 이산화탄소 배출억제책은 현실화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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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된 복지사회에서는 자연히 생산을 가능하게하는 에너지의 중요성도 극대화 되
는것은 필연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산업화된 복지사회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확보와 안정적인 공급, 즉 에너지안보는 산업사회의 핵심적인 사안이다.
그러나 개인이나 사회 나아가 국가간에 상호의존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현대산업사
회에서 에너지안보라 함은 꼭 에너지의 완전한 자립이나 에너지의 대외의존도를 최
소화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수용가능한 에너지안보의 목표는 가능
한 한 필요한 에너지원의 종류 및 확보경로(지리적 요소 등)를 다변화 함과 동시에
이들 종류/확보경로간의 균형상태를 항상 능동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
들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략이 성립하기위한 전제조건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원은 확보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생존을 넘어선 경제활동을 위한 부분을
언제나 필요할 때 시장에서 호혜적 협상을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협상력
을 갖출 수가 없을 것이다.
가령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에서의 전쟁으로 인하여 산업생산 및 그에 필요한 에
너지수요가 엄청나게 팽창한 상태였음에도 기본수요 조차 만족시킬 수 없을 만큼
부존자원이 빈곤한 일본이 중동으로부터의 석유수송로를 서방에 의해 봉쇄당함에
따라 진주만공습이라는 미국을 상대로 한 군사적도발로 난관을 해결하려 시도할 수
밖에 없었다는 역사적 분석29)을 사례로 들 수 있겠다.
아마도 이러한 에너지안보상의 치명적인 실책 경험이 일본으로 하여금 석유수입의
90%이상을 중동에 의존하는 위험성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200억불 이상의 자본이 투
입되어야 하는 동시베리아 송유관건설을 러시아와 협력하여 추진하면서 2006년까지
국내석유수요의 1/5을 시베리아석유로 충당할 계획30)을 수립하면서 동시에 원자력
과 핵융합 기술개발에 엄청난 자원을 투입하는 계기로 작용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와 같은 에너지빈국은 원자력과 같이 최소한의 자원
량으로 최대한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해진다. 핵융합 또한 원자력으로서의 이러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소모자원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조달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핵융합발전에서 소모되는 자원인 중수소와 리튬은 바닷물에 풍부하
게 함유되어 있으며 자원의 지리적 편재라는 문제가 원천적으로 제거되어 있다. 뿐
29) 가령 조지프 나이 (양문희 번역), “국제분쟁의 이해”, 도서출판 한울, 2001. 서울. 참조.
30) 서울경제 2004.1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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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에너지밀도가 매우 높은 원자력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연료자원의 절대소
모량 자체가 매우 적어 경제성을 무시할 수도 있는 비상시에는 자체공급이 가능하
다.(발전로 1기의 전 수명기간중 소모되는 자원의 총량은 중수소와 리튬을 합하여
10여톤 수준에 불과하다).
가령 풍부한 매장량과 안전성으로 인해 全지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온 화
석연료인 석유-석탄은 그 매장 및 채굴이 지리적으로 편재되어 있다는 사실로 인하
여 안정적인 공급이 완벽하게 보장될 수 없다는 냉엄한 사실 외에도, 최근에 발효
된 쿄토협약이 강제하게 될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정책의 영향을 결정적으로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출된 EU의 에너지안보 전략
은 자원이 없는 산업사회인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 할 것이다. 2000년에 발간된 EU
의 에너지보고서31)는

2030년의 EU에너지 수급전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론짓고

있다.
1) 2030년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약 70%
2) 재생에너지는 목표 시장점유율인 12%에 도달하지 못한다.
3) 쿄토의정서의 목표들은 달성되지 못한다.
4) 원자력이 없이는 장기적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훨씬 더 어려워진다.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전망에 대한 대책으로서
가) 수요부문에서 산업-민간소비부문에서 에너지효율을 높여 나갈 것,
나) 공급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함께 원자력, 특히 핵융합발전
기술개발에 노력을 집중할 것32)
을 명시하고 있다. 즉 미래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 핵융합발전의 중요한 역
할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관련 재생에너지는 기술개발의 수준이 아직 충분한 경제
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거나 추가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일반적인 판단외에
도 태양에너지와 같이 지역적 기후특성에 따른 지리적인 편재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낮밤-조수간만 등의 시간적 편재성으로 인하여 기저부하용 전력생산에는
부적합하다는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므로, 원자력으로서의 핵융합발전의 의미는 이점
에서 더욱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핵융합발전 관련한 지리적편재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것은 아니다. 바로 핵융
합발전이 지니는 첨단종합기술의 집중특성으로 인한 “남북”편재의 가능성, 즉 에
너지를 어느정도 자급할 수 있는 국가그룹과 그렇지 못한 국가그룹의 구분이 이루
어 질 것이다. 즉 핵융합발전과 같은 기술집약적 에너지의 경우에 대체로 산업화수
준을 따라가면서 이러한 구분이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되는 바, 대략 전지구적 차원

31) The Green Paper: Towards a European strategy for the security of energy supply.
European Commmission, 2000.11.
32) 전게서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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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남북문제”라 칭해지는 경우와 같은 지리적편재의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핵융합에너지의 이러한 특징과 함께 선진국의 에너지안보전략을 참고로
할 때, 핵심적인 핵융합발전로 요소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확보하게 되면 핵융합
발전에 의한 에너지생산은 최악의 경우에 우리사회의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에너
지 공급능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국제시장에서의 협상력을 유지하도록 해 줌으
로써 실현가능한 에너지안보의 확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2-1-2. 핵융합발전이 사회에 제공하는 기회(opportunity)와 위험(risk)
앞절에서 살펴본 에너지안보 문제가 핵융합발전이라는 에너지기술의 지속가능성에
있어 “공급측면”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 절에서는 지속가능성의 사회적“수요측
면”이라 할 수 있는 요소, 즉 핵융합발전이 제공하는 사회적 기회와 위험비용, 그
에 따른 대중수용성 등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 필요성을 평가해 보기로 한다.
핵융합은 핵반응을 이용하는 원자력의 일종이면서도 연료부존량이 현실적으로 무한
할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우수한 안전성과 환경적합성을 지니고 있음은 이미 오랜
기간동안 잘 알려져 있다.

특히 국가차원의 에너지정책적 관점에서 바라본 핵융합

발전의 안전성 및 환경적합성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33).
(1) 대기를 오염시키거나 독성이 있는 기체를 생산하지 않는다.
(2) 연료물질의 에너지밀도가 매우 높아서

소모량이 적다 (발전로1기의 전 수명기

간동안 중수소+리튬 합계 10여톤 정도 소모함). 이들 연료물질의 가공과정 또
한 대규모 채굴이나 기타 심각한 환경훼손과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물론 중수
소는 해수중에 무한정으로 포함되어 있다.
(3) 사고로 인하여 파국적 결과를 초래하는것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이로 인한 환
경훼손도 없다.
(4) 핵융합발전로 건설에 소요되는 자원의 종류와 소모량은 기존 발전소와 크게 다
르지 않으며, 따라서 건설과정 뿐 아니라 채굴 및 가공과정에서 새로운 환경적
부담은 초래하지 않는다. 한편 핵융합반응의 낮은 방사화특성은 사용된 자원의
많은 부분들을 단시간내에 재활용하여 새 발전소의 건설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재활용기준(clearing)의 도출 등 구체적인 연구 또한 현재 진행중인
중요한 연구분야중의 하나이다.
33) 독일 연방하원 산하 교육-연구-기술 위원회의 “핵융합 청문회” 기록중 질문 B2 및 답변.
2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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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복지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는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는 점은 앞에서 살
펴본 바와 같다.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이러한 판단에는 최근 중요한 이슈로 떠
오른 소위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라는 개념에 함축되어 있는 두가지 요
소가 이미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즉 (1) 사회가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여야 한다

는 것과 (2) 안정적(지속적)인 생산-공급이 가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에너지안보
가 (2)번 즉 공급측면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것이라면, 안전성과 환경적합성은 (1)
항, 즉 세대간의 변화를 넘어 소비자대중사회가 계속 수용하고 필요로 할 수 있도
록 하는 수요측면의 지속가능성과 관계 지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위 독일연방의회 청문회에서의 평가 중 (1)항은 좀 더 정확하게 부
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1)항에서 언급하는 기체생성물이란 화석연료에서의
이산화탄소 혹은 SOx/NOx 등이나 핵분열원자로의 노심(연료봉)내에서 생성되어 그
압력이 누적되는 방사성기체들과 같이 유독하거나 기후에 영향을 끼친다던가 혹은
스스로 사고의 발생원인이 되는 기체가 핵융합발전에서는 생성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
그러나 핵융합발전로의 블랭킷에서는 연료핵종이며 동시에 방사성원소인 기체상태
의 삼중수소가 끊임없이 증식되고 있으며, 설령 압력누적 등 사고의 원인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발생-방출-회수-재투입과정을 통하여 노심을 통과하면서 끊임없

이 순환되고 있는 바, 이 삼중수소시스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누출의 위험
이 분명히 있을 뿐 아니라 삼중수소의 높은 침투(permeation)특성은 필요한 안전성
의 달성을 원천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기술적 현안이기도 하다.
플랜트전체의 안전성측면에서 볼 때에는 핵융합발전이 방사성물질, 특히 삼중수소
14

나 C 과 같은 기체 방사성핵종의 누출사고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 하더라도
최종적 위해도(risk)는 기존의 핵분열 원자력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
이며, 따라서 기술개발에 따라 안전성-환경적합성 및 대중수용성을 미래세대에서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확보하게 될 전망도 원자력에너지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여타 에너지기술과 충분히 경쟁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되고 있다.
한편 연료주기가 발전로내에서 완결되는 특징은 연료물질/사용후연료 등 민감한 핵
물질의 이동필요성을 없애므로 테러 등의 사고위험으로부터도 상대적으로 자유롭
다. 핵융합발전에 내재한 이런 안정성과 환경적합성은 핵융합발전로를 대도시등 대
량소비지역에 인접하여 건설하도록 해 주므로 송전손실의 절감등 발전단가를 낮추
어 경제성을 제고하는데에도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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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가령 EU에서도 이태리와 함께 원자력발전을 포기하고 태
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보급에 적극적이면서 모자라는 전력은 프랑
스로부터 수입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독일이

핵융합발전에 대해서는 연방하원에

서 이러한 청문회를 통한 정책적 판단을 거쳐 이태리와 함께 EU의 핵융합로개발 프
로그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핵융합이 기회비용을 넘어서서 제공하는 이러한 혜택
은 향후 원자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우리에게 핵융합발전의 공급-수요 양면에서
의 뛰어난 지속가능한 원자력으로서의 잠재력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고 할 것이다. 이러한 잠재력을 인식-확인하고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현실화 하는것
은 우리사회가 우리나라의 원자력산업계에 부과하는 의무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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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핵융합발전로연구의 경제적효과와 시장성
2-2-가. 핵융합발전의 경제성
가. 핵융합발전단가의 구성
발전의 경제성은 종국적으로 발전단가(Cost of Electricity, COE)로 집약하여 표현
할 수 있다. 아래 그림42에 핵융합발전소의 발전단가 구성요소34)들을 제시하였다.

그림 42 핵융합발전의 발전단가(Cost of Electricity, COE) 구성표. 핵융합발
전로의 특성상 연료비용은 극소(~0.5%)이며 운전 및 보수 (Operation and
maintenance) 경비에 포함되어있다.(EU SERF1997~2000보고서(2001) 자료)

여기서 볼 수 있는 핵융합발전소의 발전단가의 특징은 널리 알려진 대로 건설-운영
-폐로와 관련된 이러한 각종의 직접경비중에서도 건설과 관련된 자본투자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아 발전단가의 90%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점은 핵융합발전은 원자력발전과 달리 연료주기가 플랜트내
에서 완결되므로 인하여 연료주기공정에 따른 폐기물처리비용은 물론, 재처리, 사
고대책비용 등 발전단가에는 포함되지 않는 추가비용인 외부비용(external cost)
발생요소가 극소화된다는 것이다. 가령 가장 중요한 외부비용 발생요소는 블랭킷
14

및 트리튬시스템, 냉각계통에서 발생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인 C 인데35), 이 또한 앞
34) Socio-Economic Research on Fusion(SERF)보고서, EFDA-RE-RE-1, 2001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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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핵융합발전로 재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어떤 경쟁에너지에 비교해보아도 극소화된 외부비용 및 자본투자가 거의 전
부를 차지하는 핵융합 발전단가의 특성은 발전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 초기투자가
많다는 단점보다도 자본 및 재정계획이 상대적으로 매우 단순화됨으로 인하여 사업
전망 및 계획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장점을 더 매력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
도록 해 준다.
나. 핵융합발전의 비용 - 연료
핵융합발전의 낮은 연료비용은 “무한정한 에너지”와 같은 표현을 통해 가장 널리
홍보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부정확한 오해를 초래할 소지를 제공하고 있어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이는 증식 블랭킷의 역할과 한계에 관련된 것으로서 앞장의 해
당 현황개괄에서 상세히 살펴본 바 있으므로 간단히 요약만 하도록 하겠다.
- 연료핵종은 중수소(D)와 삼중수소(T)이다. 중수소는 해수속에 무한정으로 있으며
경제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 삼중수소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으며 중수형원자로
에서만 극소량 생산된다. 따라서 핵융합발전로는 자체적으로 3중수소를 만들어내
는 증식블랭킷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 증식블랭킷에서 3중수소를 증식하기 위해 소모되는 것은 리튬이다. 리튬은 전지
등에 사용되는 자원으로서 지구상에 흔히 존재하며 지리적 편재도 심각하지 않을
뿐더러 해수속에도 포함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추출가능하다.
- 따라서 연료측면에서 소모되는 자원은 중수소와 리튬의 두가지 이며, 핵융합발전
으로 하여금 연료비용 측면에서 뛰어난 가격경쟁력을 가지게 해 준다.
다. 핵융합발전의 비용 - 건설 및 운전유지
핵융합발전로는 초전도전자석 및 관련된 극저온설비, 대형 진공용기 등 구조물, 블
랭킷과 디버터 등 고난이도 기술 및 설비투자를 요구할 뿐 아니라 핵융합반응의 플
라즈마크기 비례효과로 인해 발전로의 규모가 클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건설비의 비
중이 다른 원자로에 비해 매우 크다.

운전유지에 있어서는 고체형 블랭킷의 경우

Li소모로 인한 블랭킷의 주기적 교체가 필요하나 향후 액체형 블랭킷의 기술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블랭킷교체는 불필요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플라즈마 배기설비인
디버터의 마모에 따른 교체도 필요하다. 이러한 소모성부품의 재료개발 및 성능개
개량에 따른 수명연장이 이루어지면 그만큼 운전비용은 줄어들게 된다.

35)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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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핵융합발전의 비용 - 안전성, 환경적합성 및 대중수용성
핵융합발전의 안전성 및 환경적합성은 1장에서 자세히 살펴보았으므로 여기서는 중
요사항만 간단히 요약해보기로 한다. 플라즈마상태에서 지속되는 열핵융합은 기본
적으로 진공하에서 일어나며 반응성격상 반응폭주(runaway)가 불가능하므로 노심용
융(meltdown)등 중대사고는 일어날 수가 없다. 즉 핵융합발전로 노심은 본질적으로
수동적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 또한 연료물질이나 핵연료, 구조물핵종의 성격상
핵분열원자로에서와 같이 기체상의 방사성/유독 가스가 대량으로 생성-누적되지 않
는다. 블랭킷에서 생성되는 삼중수소는 누적되지않고 별도의 연료주기회로를 통해
on-site로 처리순환되므로 자체적으로는 사고원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발전로를 구성하는 부품의 숫자/집적도가 높아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의 복잡
도가 분열발전로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그만큼 고장의 확률이 높지만 로내에 기
체로 방출가능한 형태의 방사성핵종 재고의 절대량이 적을 뿐 아니라 삼중수소, C

14

등과 같이 반감기가 짧은 경핵종만을 포함하므로 중대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현재 사용가능한 저방사화 ferritic steel구조재를 채택한 발전로의 경우에
도 발생가능한 최악의 사고의 경우의 피폭량은 수 mSv에 머무르는 수준으로 평가되
어 사이트폐쇄가 불필요하다. 향후 SiC 등 저방사화 구조재의 개발과 부품수명의
연장 등 연구성과가 적용되면 안전성 및 환경적합성은 더욱 개선될 것이다.
핵융합발전에 내재한 이러한 안전성과 환경적합성은 외부단가(external costs)가
미래형 발전방식 중 최저수준이라는 결과로 나타난다.(아래 그림43 참조).

그림 43 발전방식별 외부경비(external costs)의 비교. 핵융합은 원자
력보다는 낮고 태양광발전(photovoltaic energy)과 비슷하며 풍력보다
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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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핵융합발전의 혜택과 비용의 비교, 발전단가(COE)
가장 최근에 수행된 전문적인 핵융합발전 경제성연구인 EU의 SERF (Socio-Economic
Research on Fusion)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핵융합발전단가는 결론적으로 석탄-원
자력보다는 50%가량 비싸며 재생에너지보다는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 그러나 석탄의 발전단가에 CO2배출억제정책을 적용한 "clean coal" 경우 핵융
합은 상대적으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요약하면 CO2배출억제정책이 시
행되면 핵분열원자력과 마찬가지로 핵융합발전 또한 상업발전으로서의 가격경쟁력
과 경제성을 갖는다.
구체적인 발전단가 분석결과로는 앞선“1-4-다. 핵융합 상업발전의 전망”절에서
PPCS의 최근결과를 들 수 있다. 78쪽의 그림40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현재 PPCS에
서 분석연구중인 1세대 핵융합상업발전로 모델들의 COE는 현재가격으로 환산할 때
3~10 Eurocents수준으로써 현재 도매가격영역 수준에 도달하고 있거나 소매가격의
최저선에 걸쳐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예상COE및 개발비용 등을
고려한 비용대비 혜택의 측면에서는 CO2저감정책과 시장점유율을 15-20%로 가정할
때

경제성 = 혜택의 현재가치 (NPV) / 건설비용의 현재가치 = 1500~3000% 수준이

며, 예상되는 개발비용을 감안하더라도 1000%이상의 투자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다음절들 참조).

2-2-나. CO2 배출억제 - 미래원자력 경제성 및 시장성의 공통적 전제조건
향후 100년간의 에너지기술정책에 대한 전망연구에 있어 핵융합발전 뿐 아니라 모
든 원자력기술의 경제성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최근 발효된 쿄토협약에 따른
CO2배출량억제(CO2 reduction)정책의 향후 시행속도 및 시행수준이다. 이 CO2감소
정책은 최근 全지구적인 환경재앙으로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되는 온실효과
(greenhouse effect)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총 방출
량을 전지구적으로 줄여나가지 않으면 향후 지구환경은 파국을 맞게 될것이라는 전
망에서 비롯된다.
CO2저감대책의 주 표적은 화석연료에 의한 에너지생산이며, 여기에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전통적인 에너지원이 망라된다. 저감대책의 내용은 각 에너지산업으로
하여금 CO2 발생량에 따라 일정율의 벌금을 발전총량에 대해 매김으로써 총량제 개
념으로서 발전단가를 높여서 CO2발생이 적거나 없는 발전기술의 개발을 유도하자는
데에 있다. 이러한 추세는 비단 발전뿐 아니라 자동차 등 운송수단이나 난방 등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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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CO2 발생원인이 되는 경제행위에 적용된다. 가령 산업-기업별로 배당된 CO2배출
허용량은 배출억제 노력에 따라 모자라거나 남는 허용량을 해당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에 따라 사고 팔 수 있게 될것이다. 이 CO2배출억제의 측면에서 에너지산업을
바라보자면 원자력이나 풍력-조력-태양발전 등의 발전방식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특히 원자력에게 매우 유리한데, 그 이유는 원자력을 제외한 이들 기술은 아직 가
격경쟁력이 충분하지 않아 대체에너지로서 경쟁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기술개발과 투자가 필요한 형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쿄토협약체제에 부합하는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은 가장 경쟁력이 우수하며, 핵융합 또한 핵반응에 기반한
원자력으로서 이러한 장점을 공유한다.
이러한 CO2배출억제정책의 시행이 원자력/핵융합을 포함한 에너지기술들의 경제성시장성의 전망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선형프로그람(LP)기법을 이용하는 체계적이고
정량적 분석연구는 90년대 중반 이래 미국과 EU에서 시작되었다. 앞서 소개한 EU의
SERF프로그램은 이 연구를 현재까지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연
구는 비원자력 에너지산업 예측기술연구과정에서 개발되어 지금 전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MARKAL”분석기법을 기반으로하여 원자력/핵융합을 포함한 에너지
경제의 장기적 전망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다음페이지 그림44-46에 그 중요한 결과
들을 요약하였다.
한편 시장점유율을 전적으로 시장주도(MD)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규제를
포함하는 합리적전망(rational perspective, RP)을 가정한 분석에서도 대동소이한
추세를 나타낸다. 가령 앞의 그림41에서의 시장점유율은 이러한 합리적전망의 가정
하의 결과로서 그림46과 등가의 것이다. 두 결과의 전체적인 추세는 동일하나 합리
적전망을 가정한 경우에는 핵분열발전의 비중이 핵융합발전 대비 상대적으로 더 작
아지며 석탄화력발전은 전적으로 소멸된다는 차이가 있다. 다음페이지 그림47에 MD
와 RP 두 가정의 핵심적인 차이36)를 정량적으로 정리하여 두었다.
한편 EU의 SERF와 유사한 21세기 에너지기술수요 및 개발에 대한 장기적 전망연구
가 미국에서도 진행되어 그 결과는 1997년 대통령보고서로 발간되었으며 그 중요한
결과를 다음페이지 그림47에 나타내었다. 최근 개발되고 있는 포괄적 MARKAL등 발
전된 선형계획기술을 활용하면서 현재까지 진행중인 EU의 SERF보다 다소 정성적이
고 개념적이지만, 대체적으로 앞의 그림44-46에서와 같은 SERF의 결론과 유사한 내
용37)을 제시하고 있다.

36) 전게서, p44.
37) “21세기의 도전에 대한 연방정부의 에너지 연구개발”,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 (PCAST)보고
서, 1997.11., 제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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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46 시장주도(Market Drive)를 가정한 2100년의
발전원별 시장점유율. (위) CO2배출억제정책 없을때,
(가운데) CO2 배출억제 적용시 2100년의 시장구조, (아
래) CO2배충출억제+원자력이 EPR,HTR등 차세대로형으로
발전될 경우의 2100년 시장구조.(자료출처: SERF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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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시장점유율 예측분석에 있어 시장주도(Market Drive, MD)형 및 합
리적전망(Rational Perspective, RP)형 가정의 중요한 차이점들.

그림 48 미국의 대통령과기자문위원회(PCAST)보고서의 CO2배출억제와 관련한 21
세기 에너지기술의 전망의 개요도. 역시 재생에너지+차세대원자력+핵융합을 해결
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표에서 상단부는 각 기술의 시장진입이 진행됨(x축)에
따라 기여하는 CO2배출억제량(y축)을 나타낸다. 따라서 시간축과의 교차점은 시
장진입의 시점, 즉 상용화가 개시되는 때를 나타낸다. 아래쪽은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기간 및 비용을 나타낸다. 에너지기술과 함께 에너지자급형주택기술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는점이 흥미롭다. (PNGV=Partnership for a New Generation
of Vehicles, AIGCC=Advanced Integrated Combined Gasification Cycles)

이렇게 1997년까지 EU와 대동소이한 방향으로 21세기 에너지시장전망을 하고 있는
미국이 현재 쿄토협약의 비준에 부정적일 뿐 아니라 ITER사업과 핵융합발전로공학
연구에 소극적이라는 점은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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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CO2배출억제와 관련된 원자력 등 에너지기술개발 및 에너지시장의 종합
적 전망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론은 EU집행위원회 연구개발局(DG-XII)과
네덜란드정부의 공동발주에 따라 ECN이 MARKAL기법을 이용하여 실시한 연구의 다음
과 같은 결과요약38)에 잘 정리되어 있다.
핵융합발전은 CO2 배출억제정책이 시행되지 않으면 석탄화력발전이나 원자력보다 발전
단가가 비싸므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CO2 배출억제정책이 시행될 경우는 석
탄화력발전보다 싸지므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석탄화력은 경쟁력부족
으로 시장에서 도태가 불가피해진다. 구체적으로 핵융합발전은 32~67 ECU/tCO2의 CO2
배출벌과금 영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 외에는 핵융합발전의 가격경쟁력은
경쟁기술들의 변동을 포함한 다른 조건들의 변동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다. 그러나 CO2배출억제나 감소를 위하여 핵융합발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
며 가격경쟁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나 핵융합발전을 대체할 마땅한 발전방식도 뚜렷하지 않다.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보유한 원자력발전의 경험은 많은 문젯점을 내포하고 있다. 안전성의 문제나 actinide
문제, 핵확산의 위험성 등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술혁신이 꼭 필요하다.
CO2배출을 분리하고 발전소를 지리적으로 격리하는 방식의 석탄화력발전은 해결책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더군다나 화석연료의 고갈과 지리적격리에 따른 비용을 생각하면
핵융합발전의 대안으로는 부적합하다.
수력, 풍력, 바이오매스, 태양광발전(photovoltaic power) 등 재생에너지는 발전시장
에 상당한 지분을 확보할 수 있을것이다. 특히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은 간헐적
(intermittent)발전방식이므로 핵융합발전과 같은 기저발전능력을 확보하기가 불가능
하다.

MARKAL에 기반한 이러한 에너지기술 및 정책의 장기전망 기법을

막스플랑크연구소

(IPP)와 네덜란드 에너지연구재단(ECN)과 공동으로 인도의 경우에 적용하여 본
2001년 연구결과39) 또한 이와 대동소이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생각할 때 중국이 21세기의 막대한 에너지수요를 CO2배출억제
정책 하에서 충족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매우 적극적일 뿐 아
니라 ITER사업 참여 등 핵융합발전연구에도 매우 적극적이라는 사실, 또한 중국과
함께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 중인 인도가 최근 EU를 통하여 7번째로 ITER 사업에 참
여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는 보도는 여러 가지로 매우 시사적이며 우리나
라로서는 반드시 참고-검토해야할 사항이다.

38) The long term potential of fusion power in Western Europe - MARKAL scenarios until 2100 ,
ECN 보고서 1998.12.
39) Long Term Energy Scenarios for India, ECN보고서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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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다. 핵융합발전 연구개발비용의 투자효과 및 경제성
현실적인 에너지 代案으로서 핵융합발전에 대한 오래된 비판중의 하나는 개발비용
이 너무 비싸 경제성을 갖추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일견 근거있는 이 주장에 대한
타당한 반론을 위해서는 핵융합개발에 드는 비용과 핵융합개발이 가져다 주는 혜택
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밀한 비교분석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전문적이고 정량적인 비교분석작업의 결과는 EU에서 수행된 바 있는 SERF와
같은 경제성분석연구라던가 현재 3단계가 수행중에 있는 PPCS와 같은 발전로시스템
연구의 보고서들에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 특히 막대한 개발비용에 걸맞는 투자효
과에

대해서는

PPCS에서

다양한

발전로모델을

대상으로

확률론적결정분석

(probabilistic decision analysis)기법을 응용하여 분석한 바 있으며 그 중간결과
를 그림48에 도시하였다.
이 결과의 해석40)에는 연구개발투자
의 평가에 대한 두가지 중요한 요소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장기간에 걸
쳐 투입된(투입될) 개발비용을 평가
시점

즉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는

development discount rate와 미래
에 얻을 핵융합발전의 혜택을 평가시
점인
그림 49 EU의 PPCS연구에 따른 개발투자의
현재가치(NPV)평가와 개발할인율 및 이용할
인율과의 관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는

exploitation discount rate가 그것
인데(그림48), 경제상황이나 상용화
시점, 예상되는 시장점유율 등의 전

망과 긴밀하게 연동되는 이들 할인율들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핵융합개발
의 투자효과는 “효과全無”에서 3조$이상에 이르는 편차를 나타낸다. 가령 상용화
시점이 늦춰질수록 투자비용/금융비용은 증가하고 혜택의 할인율이 누적되어 NPV는
낮게 평가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상용화시점은 투자효과를 평가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지나친 낙관도 비현실적인 비관도 배제한 현실적으로 타당한 평가치는 상용화시점
에 따라 (CO2 배출감소 시행을 전제한 다음) 15-20%의 시장점유율을 가정했을 때
대략 2천억$~ 5천억$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다음페이지 그림49).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적절한 CO2 배출억제가 시행되지 않거나 혹은 핵융합발전의 경쟁력확보에 실
40) D. Ward & I. Cook, US-Japan Workshop on Power Plant Studies and Related Advanced
Technologies (with EU participation), San Diego USA, 2003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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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하거나 하여 시장점유율이 1%대에
머무르는 극단적인 경우에 있어서도
NPV값은 1천억$ 수준으로 예측되고
있어서 핵융합발전연구투자의 경제
적 타당성은 상당히 안전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이다41).

그림 50 EU의 PPCS연구에 따른 핵융합발전
상용화 시점과 개발투자비용의 현재가치
(Net Present Value, NPV)와의 관계.

2-2-라. 핵융합발전로 연구개발과 ‘핵융합산업’의 성장
앞 절들에서 살펴 본 핵융합 상업발전에 대한 가능성 및 경제성 등의 전망이 아무
리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현실에서 핵융합상업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활동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여기에는 실제로 핵융합발전로를 이루는
다양다종의 부품을 제작하여 상업발전소를

실제로 건설-운영 할 수 있도록 생산기

술-인력-판매시장-수요자 등을 갖춘 “핵융합산업(fusion industry)”이 성립하고
유지될 수 있는 산업적기반이 병행하여 구축되어 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점은 연구개발과정에서도 핵융합발전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공공섹터의 <기
술적인 추진논리>와 실제 플랜트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산업기술개발 및 핵융합발전
산업의 기업기반 구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발전업자 및 엔지니어링-건설업자를 포
함한 기업섹터의 자본투자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경제적 타당성논리>를 항상 일치
시켜가는 가운데 핵융합발전의 R&D사업이 진행되어야만 향후 핵융합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산업기술이 확보된다는 중요한 조건을 부과하며, 따라서 핵융합연구개발의
추진전략에 있어 주요 고려사항의 하나로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물론 지금까
지의 어떠한 산업의 제품주기보다도 긴 timeline을 가지는 핵융합발전 연구개발사
업의 장기적 특성은 여기에서도 매우 중요한 고려배경이 된다.

◆ EU의 경우

41) D. Ward, "The Economic Viability of Fusion Power", 23th SOFT 학회 발표논문, Venice,
Italy, 2004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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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서는 “원자력분야 연구 및 기술훈련에 관한 EURATOM 자문위원회(CCE)” 산하
의 연구기관-산업 협의체인 핵융합-산업 위원회(CFI)가 핵융합연구관련 산-연 협력
체제에 대한 의견수렴 및 조정을 담당한다. CFI에 부여된 임무42)는
1) 산-연 협력을 유도하여 산-연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과학지식을 단계적으로 이
전하는 방안 제시하고
2) 발전사업자를 포함하여 핵융합에 관심을 가진 모든 산업체를 위한 기술세미나
등의 개최하며
3) 기타 EU집행부가 요청하는 업무
로 되어있다. 다음은 2003년에 ITER사업 추진전략 수립과정에서 EFDA의 요청에 따
라 검토-작성-제출된 EURATOM의 핵융합산업위원회(CFI)보고서를 요약한 것이다43).
가. 기업의 관심사항 두가지
① 제품개발과 기술개발의 관계: 일반적으로 제품주기가 1년이하의 단기일때는 제
품개발과 기술개발이 병행된다. 그러나 핵융합처럼 개발주기가 아주 긴 경우에는
제품개발은 시장전망이 확실해지기전에는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은 자명하다. 그러나 만약 “지름길(Fast Track)"전략이 효과적으로 조직되고 집행
될 경우, 핵융합발전의 시장전망은 20-30년 이내에 기업에서 필요한 수준으로 확실
해 질 것이며 본격적인 제품개발투자도 이루어 질 수 있다.
② 한편 EU의 發電시장의 추세는 엄격한 규제와 (이에 부합하고도 생존할 수 있는)
독과점적인 결합체제로부터 완전자유화의 방향으로 이동중이다. 따라서 발전기술
개발주기 및 제품 개발주기는 짧아질 수 밖에 없는 추세이다.
나. 위 두가지 관심사항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1) 발전사업자(Utility)의 경우
○

발전사업자는 핵융합발전로를 건설하고 소유하고 운영하는 주체이다. 이러한

발전사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핵융합발전

개발비용의

예측연구에는

많은

extrapolation이 들어있으므로 발전소의 건설에 필요한 투자비용이 충분히 확실하
지 않다. 한편 발전소의 건설비용은 비싸지만 연료비용은 매우 싸다는 것은 확실하
다.

42) EU 핵융합산업위원회(Committee on Fusion-Industry, CFI) 협약서.
43) EU 핵융합산업위원회(Committee on Fusion-Industry, CFI) 보고서 2003. EFDA 홈페이지참조.
ttp://www.efda.org/pics/gif/pdf_trans.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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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향후의 에너지시장 전망에 대한 분석결과는 핵융합발전의 시장잠재력이

좋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업발전이 시작될 시점의 시장상황에서 경쟁력을 갖출수
있음이 밝혀진다면 발전사업자의 관심은 높아질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핵융합연구
개발에 있어 발전로플랜트 지향성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경
쟁력의 입증은 불가능 해진다.
○

현재 발전사업자는 불확실한 미래전망으로 인해 어떤 발전방식에 대해서도 더

이상 기술개발에 투자하기를 망설이고 있는 형편이다. 핵융합은 몇가지 예외(재료,
접합기술 등 spin-off)를 제외하고는 투자성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당장의 투자
를 망설이고 있는 발전기술분야 중의 하나이다.
(2) 대형 엔지니어링업체의 경우
○

대형복합시설인 발전플랜트 건설에 있어 대형 엔지니어링업체는 항상 발전사업

자의 중요한 파트너가 된다.
○

ITER와 같은 차세대 연구장치건설의 능력도 있고 관심도 많으며, 따라서 기업

기회의 측면에서도 유럽에 건설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후속-연관 프로젝트의
단기적 사업전망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자체투자에 의한 개발참여는
꺼리고 있다.
○

이들 엔지니어링 회사의 자체투자-연구개발은 단기간에 투자회수전망이 확실할

때만 가능하다. 반면 발전사업자들은 정부차원에서

핵융합에 대한 미래 에너지시

장에서의 핵융합에 대한 에너지정책적 의지를 명확히 하는 경우에만 상황이 바뀔수
있을 것이다.
○

한편 핵융합기술중의 플라즈마관련 지식기반은 아직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으

며 이들 업체로의 이전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3) 전문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체의 경우
○ 아주 전문적인 특수부품의 납품에 흥미 (PFC, 플라즈마 가열설비 등)를 가지고
있으며, 필요한 개발비용은 대부분 납품가에 포함된다.
○

핵융합발전에 대한 관심보다는 spin-off기술의 획득에 따른 투자비용의 단기적

인 회수 가능성에 따라 핵융합연구에 참여를 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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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경우
한편 공동체(EU)차원에서 발전플랜트 지향의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EU와는
달리, 플랜트지향이 아닌 첨단과학 및 spinoff지향의 기초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는
미국의 경우는 EU의 보고서에서 지적한 대로 발전사업자나 대형엔지니어링 업체의
관심은 아직 미약한 반면, 기술개발 중심의 중소기업에서는 개별기술의 연구개발과
정에 상당한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은 이러한 국내상황에서 미국의
한 중소기업의 입장44)을 정리해 본 것이다.

○ 미국의 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 구체적으로는 주식평가 및 투자배당이익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 한편 기업가치의 평가에 있어서는 다음의 요소들이 고려된다.
① 사업기반(매출량 등 재무건전성).
② 사업성장: 새 시장의 창출 및 진출가능성 (spin-off기술 등)
③ 신기술의 확보
④ 기업이미지 (미래지향적, 발전가능성, 사회적기여, 등등)
○ 핵융합발전 연구개발 및 미래의 핵융합발전산업이 제공하는 기술들의

기업가능

성은 과학-공학-산업기술-산업응용 등 기술개발의 전 분야에 걸쳐있다.
○ 핵융합발전 연구개발이 제공하는 기술들의 기회와 기업평가상 중요한 요소들과
의 상호충족 관계는 아래 표11과 같다. 가령 핵융합 산업기술, 즉 발전로플랜트지
향의 연구개발은 판매시장 등 사업기반에서부터 기업이미지에 이르는 전 분야에서
기업평가에 기여한다.

과학

공학

산업기술

사업기반

○

○

사업성장

○

○

○

○

신기술확보

○

기업이미지

○

○

산업응용

○

○

표 9 핵융합발전에 필요한 요소기술들의 속성과 기업요구와의 상
호관계 (Iotti, 2004).
44) Iotti, Bob, 23t ANS Topical Meeting on Fusion Engineering, Madison, USA, 200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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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두 사례비교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것이다.

EU주도의 국제핵융합연

구의 방향은 ITER를 중심으로한 발전로지향의 공학연구인데 반해 미국의 연구방향
은 물리위주의 파급효과지향의 연구를 견지하고 있다는 차이는 시사하는바가 크다.
이러한 차이는 특히 관련된 경제-기업적 측면에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바, 기업
의 첨단기술습득에는 도움이 될수 있으나 기업의 생존에 필요한 사업환경의 구축이
어려워짐으로 인하여 기술혁신을 지향하는 소규모 회사들이 위축-도산하게 되므로
써 관련분야의 산업적 기술역량의 축적과 건강한 이윤창출이 저해되는 악순환을 초
래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관찰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판단으로 우리를 이끈다. 우선 핵융합연구는 기
업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소를 구비하고 있지만 이 기업적 관심이 신시장신산업의 창출-성장과 같은 핵심적인 경제효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업기반과 사
업성장은 물론 신기술확보와 기업이미지 등 기업의 관심사 전분야에 기여할 수 있
는 공학기술-플랜트지향의 핵융합‘발전공학’ 연구가 필수적이다. 이와 비교할 때
발전로개발연구가 결여된 핵융합‘과학’은 사업기반-사업성장 이라는 기업적 관심
에 필요한 핵심요소가 결여되어 있으며, 연구파급효과의

산업응용잠재력 또한 산

업화의 기여도는 발전로공학 및 플랜트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이는 핵
융합발전이 본질적으로 핵기술이 핵심에 위치하고 있는 거대복합 원자력산업이라는
점에 비추어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최근 우리나라에 원자력발전소 부품제작-납품업체 및
KSTAR개발과정에 참여중인 초전도소재-전자석 개발업체를 중심으로 관련 업체들이
모여 핵융합연구의 산업화를 유도-촉진하기 위한 목적하에 한국핵융합협의회(Korea
Fusion Industry and Technology Associatio, KFITA)가 발족하여 활동하게 된
것45)은 매우 고무적인 일일 뿐 아니라 핵융합연구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설정
이라는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되어야 하리라 여겨진다.

45) 한국핵융합협의회 홈페이지 참조. URL=http://www.kfit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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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핵융합발전로연구의 과학기술적효과
앞서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를 살펴본 바와 같이 장기적-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
는 핵융합개발연구는 오직 발전로공학-플랜트건설 지향의 연구개발이 추진될 때에
만 핵융합상업발전의 실현을 통한 경제적-사회적-에너지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핵융합산업’의 발생과 성장을 도우므로써

핵융합상업발전의 실

현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투자의 전망 등 산업적기반을 갖출 수 있게 해 주므로써
핵융합발전이 지속가능한 미래원자력산업으로서 성립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므로 핵융합연구개발의 과학기술적 파급효과를 고려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가)본질적 파급효과인 지속가능한 미래원자력-에너지 기술로서의 측면과
(나)부수적 파급효과인 첨단과학 및 신기술유발 등 과학기술적 spin-off효과
의 둘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3-가. 노형전략 및 기술개발의 연계를 통한 원자력 미래기술화
널리 알려져왔듯이 유럽의 원자력연구는 50년대 후반 이래 유럽원자력공동체, 즉
유라톰(EURATOM)이라는 지역공동체조직을 통하여 각국정책이 아닌 공동체정책을 최
우선으로 하고 이에 기반한 협력관계를 통해 각국정책이 수행되는 방식으로

시행

되어 왔다. 이러한 사업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연구사
업을 체계적-합리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며 이 결과가 현재
EU가 ITER사업 등 전세계 핵융합연구개발 협력사업을 주도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공동체차원의 연구체제를 갖추므로서 민감한 시대에 개별국가적 차원에서
빈발할 수 있는 이해상충관계를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특히 부
존자원의 절대빈곤으로 인해 원자력에너지에 상당부분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과
전반적인 대중수용성의 악화라는 상황의 모순적 대립을 공동체차원에서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원자력 정책 및 연구개발 의 분업체제 통해 극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
다.
가령 원자력신형로 개발은 프랑스가 전담하되 그 생산전력을 원자력을 줄여나가기
로 한 국가들에서 구매함으로써 공동체전체로서 필요한 원자력 기술기반을 유지하
는 한편, 미래원자력으로서의 핵융합발전은 각국의 원자력인력 및 기술기반의 체계
적인 재배치(relocation)을 통해 노형전략적 관점의 기술연계화를 효과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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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철저하게 공동체차원에서 핵융합발전로 개발사업을 성공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다.
이와 유사한 원자력기술의 미래지향적 연계개발 정책은 일본에서도 유지되었다. 즉
일본원자력연구소
반면 미국의 경우는 우수연구센터(Center of Excellence)개념으로 대표되는 국립연
구소간의 경쟁체제로 핵융합연구가 수행되어 왔고 지금도 그러한 철학으로 수행되
고 있어서 유럽이나 일본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중성자를 다루는 핵기술(nuclear technologies)이라는 공통의 기술기반을
전략적로 유지-강화하면서 핵분열원자력의 성능개량과 핵융합원자력의 기술개발 및
실용화의 병행 및 기술연계화를 통한 원자력의 미래에너지기술화 작업은 우리나라
와 같은 자원빈국에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안보 및 에너지기술의 확보라는 차원에
서 매우 중요한 사활적인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3-나. 첨단 과학 및 신기술유발(spin-off) 효과
앞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핵융합발전연구의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중 가장 중요
한것은 지속가능한 미래원자력기술로서의 역할이며, 이 자체로서 핵융합발전이라는
새로운 원자력산업의 성립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자력으로서의 핵융합외에도 종합과학으로서의 핵융합의 특성은 다양한 분
야의 첨단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기존의 첨단과학기술분야로부터 성과를
지원받을 뿐 아니라 핵융합연구 고유의 첨단산업-첨단기술 견인효과 및 파급효과를
갖는다. 가령 인터넷-광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한 고용량-고속 데이터 처리기술 등
최첨단의 컴퓨터과학-공장자동화기술은 핵융합연구장치의 효과적인 운영에 절대적
인 기여를 하고 있다. 한편 핵융합연구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오랜기간에
걸쳐 발전하고 영역을 넓혀가면서 지금은 하나의 학문분야로 성립한 플라즈마물리
학이 없었다면 현재와 같은 초고집적 반도체기술이나 신소재, 나노기술의 개발 등
첨단산업의 성립은 아마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다음페이지의 표 11에는 핵융합 연구에서 도출되는 이러한 첨단과학기술 관련
spin-off들이 산업에 성공적으로 이전되고 응용된 EU의 사례들46)을 예시하였다. 이
와 함께 종합과학으로서의 핵융합에 포함된 초전도, 진공기술 등 범용산업기술은
46) EU집행위원회 홍보자료, "Fusion Energy: MOVING FORWARD",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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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의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해당 산업기술의 새로운 응용능력과 기술경쟁력
을 높여준다는 상호 호혜적인 파급효과를 갖는다.
나아가 핵융합과 범용산업기술사이의 이러한 상호적 파급효과는 해당 범용산업기술
과 유사한 상호적 관계를 갖는 여타 연구개발사업들의 파급효과와 함께 총체적인
관점에서 사회적투자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유도-배
치-관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가령 초전도기술이라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지닌 중요한 범용첨단산업기술의 개발노력은 현재 정부주도부문에서는 21세
기 프론티어사업(과학기술부)으로 수행중인 “차세대초전도응용기술개발사업”47)와
기초연구지원사업(과학기술부)으로 수행중인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개발사
업”48)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사업의 성과를 통해 초전도기술의 산업이전 및 산업기
술화가 이루어 질 것이다. 그리고 이들 산업기술은 본 연구에서 기획-제안하는 핵
융합발전시험로개발사업의 향후 2-3단계에서 발전시험로를 설계하고 건설하는데에
아주 시의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당 산업체로서는 확보된 기술이
제품생산 및 납품을 통해 안정적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활용될 수 있어서 국가적 연구개발투자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다.

표 10. EURATOM 기관별 핵융합 spin-off기술의 산업응용 사례 요약.
기관

spin-off내용

산업응용

CEA(프랑스)

토로이달 펌프 리미터

항공우주산업의 각종 내열재
전력산업의 고전류 스위칭용 합금

RISO(덴마크)

플라즈마유속 레이저진단기술

항공산업의 레이저 anemometer
풍력발전기 최적화연구

CEA(프랑스)

Tore-Supra 초전도전자석 선재개발

의료용 MRI 전자석개발

FZK(독일)
IPP (독일)

플라즈마가열용 Gyrotron개발
산업체에 기술이전-산업응용지도
고에너지입자의 일차벽손상 해석을 위한
반도체산업의 이온주입기술 개선
컴퓨터코드 개발

DCU(아일랜드)

음이온원의 고주파결합 진단기술

반도체 가공장비 개발

ENEA (이태리)

가장자리플라즈마 진단기술

인공위성용 플라즈마추진체 개발

ENEA (이태리)

NbSn/NbTi 다섬유 초전도선재개발

입자가속기, 의료용 MRI 장치개발

UKAEA (영국)

핵융합전원 마이크로스위칭 부품개발

전자동 자카드섬유 직조장치 개발

UKAEA (영국)

일차벽용 탄소복합체 개발

항공-자동차등의 제동장치-동력전달장
치 응용, 항공우주용 힛싱크.

47) 사업단홈페이지 URL=http://www.cast.re.kr 참조.
48) 사업단홈페이지 URL=http://www.knfp.ne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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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연구개발사업의 추진필요성 및 타당성

이제 우리나라에서 핵융합발전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을
살펴봄에 있어,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갖는 보편성 측면 즉 (핵융합연구를 이미
수행하고 있는) 다른나라와 공통으로 처해있는 측면과, 그와는 달리 우리나라만 갖
는 특수한 측면으로 각각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측면은 앞장에서 살펴본 것 처럼 핵융합발전연구의 경제적-사
회적-과학기술적 파급효과를 근거로 하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연구개발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타당성도 동일한 논리적 맥락에서 도출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앞장에서 살펴본 핵융합발전연구의 이러한 보편적인 필요성타당성을 간략히 요약한 다음, 우리나라가 처한 특수성측면에서 볼 때 어떠한 추진
필요성을 더 찾아볼 수 있나를 살펴보는데 중점을 두고 살펴봄으로써, 2부에서 이
들 필요성을 충실히 반영하면서 동시에 그 추진타당성에 합당한 연구개발사업계획
을 구성하는데 지침으로 삼고자 한다.

3-1. 핵융합발전로개발 사업추진의 사회적-경제적 필요성
우리나라는 핵융합발전개발에 매우 적극적인 EU-일본과 같은 선발선진국들의 사회
적-경제적 상황을 대부분 혹은 상당수준 공유하고 있으므로 앞장에서 살펴본 객관
적-보편적인 필요성이 우리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1) 에너지대량소비-산업화-복지지향 사회로 진입
지난 30여년간의 급격한 산업화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전력소모량 역시 급격
하게 증가49)하여 현재는 선진국들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의 국민1인당 전력소비량을
나타내고 있다(다음페이지 표11 참조). 특히 수출주도의 경제정책으로 인하여 제조
업의 급속한 발달이 이러한 전력소모의 증가를 주도하였다. 그리하여 최근의 GDP당
전력소모율을 살펴보면 OECD평균수준을 웃돌고 있어 국내산업에서 제조업의 높은
비중을 암시하고 있다.(다음페이지 표 12~13참조).
49) 장순흥, “전력정책의 주요 쟁점과 원자력발전의 지속가능성”. 이하 통계표는 상기 논
문에서 재인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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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향후에도 (첨단산업 위주로 재구성을 하더라도) 결국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주도의 경제정책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산업용전력의 수요는 꾸
준히 증가하리라 예상되며, 여기에 더하여 산업고도화-복지사회화와 소득수준의 향
상으로 인한 민간소비 및 서비스영역의 전력소비가 빠르게 증대하게 되면 1인당 전
력소비는 선진국수준 이상으로 증가하게 될 것임을 아래 표14와 같이 충분히 예상
할 수 있다. 즉 장기적인 전력수요증대에 대한 안정적 공급계획의 필요성이 다른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아직 더 높다.
표 11. 전력수급 관련현황 (1980~2001)
(출처: 산업자원부,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2∼2015), 2002. 8)
구

분

1980

최대수요(천㎾)
5,457
발전설비용량(천㎾) 9,391
설비예비율(%)
72.1
명목전기요금(원/㎾h) 50.88

1990

1995

1997

1998

17,252
21,021
21.8
52.94

29,878
32,184
6.4
61.28

35,851
41,042
13.1
65.26

1999

20005

2001

32,996 37,293 41,007 43,125
43,406 46,978 48,451 50,859
31.1
19.1
16.8
15.1
72.08 71.59 74.65 77.06

표 12 주요국의 1인당 전력소비량 추이 (단위:kWh)
[출처: 경영통계(한국전력공사), Selected Energy Indicators for 2001(IEA)]

구

분

1961

한 국
대 만
프랑스
일 본
미 국

1970

52
316
1,512
1,218
4,393

1980

240
852
2,563
3,064
7,422

1990

859
2,222
4,310
4,455
9,605

1995

2,206
3,895
5,722
5,331
11,157

2001

4,006
6,154
6,582
6,154
12,309

5,607
8,482
7,402
7,907
12,896

표 13 주요국의 GDP당 전력소비(단위: 95US$/kWh)
[출처: Selected Energy Indicators for 2001(IEA)]

국가
비율

영국
0.27

독일
0.29

일본
0.32

프랑스
0.32

한국
0.39

호주
0.41

국가

대만

캐나다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OECD평균

비율

0.48

0.63

0.65

0.66

0.97

0.36

표 14 판매전력량 전망 (출처: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2∼2015), 2002. 8)

수
요
관
리
後

구
분
수요관리前
주택용
상업용
경공업
중공업
계

2001
259,098
39,211
82,729
66,190
69,601
257,731

2005
314,023
47,659
106,538
77,983
78,876
31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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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360,968
57,539
128,237
86,756
82,792
355,324

2015
398,166
66,010
146,449
95,279
84,212
391,950

미국
0.41

(2) CO2 배출억제 - 쿄토의정서 및 에너지수급의 장기전망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문제는 수출주도형 국가경제라는
특성상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으며 장기적이고 신뢰도가 높은 에너
지정책이 필요한 이유라 할 것이다. 이점에서 아직도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
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상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2005년 2월 발효한 쿄토협약
및 이에 의거하여 향후 100년을 전망하며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지구적 CO2배
출억제정책의 시행이다.
이 쿄토협약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인도, 중국.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과는 달
리 CO2방출을 축소해 나가야 하는 산업화국가로 분류될 것이라 예상되며, 이 정책
이 점차적으로 전지구적인 규제제도로 현실화해 감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구조 및
장기적 에너지정책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 현재 우리나라 정부차원에서 수립되어 있는 <제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2002~2015>에서 다루는 15년이라는 기간은 주로 현존하는 발전원들을 기준으로 효
과적인 전력수급계획을 전망한 것이기는 하나, 핵융합발전-재생에너지 및 원자력수
소 등 미래기술의 실용화 개발주기보다도 대체로 짧은 기간 동안의 전망연구 결과
라는 한계로 인하여 이들 미래에너지 기술개발의 성과가 제공할 수 있는 에너지수
급구조의 장기적인 변화가능성을 제대로 반영하기에는 미흡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51. 에너지원별 전원구성 추이 전망
[출처: 산업자원부, 제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02~2015), 2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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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현재 정부에서 전망되고 있는 비율로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화력발전을 유지하
는 전망계획(앞페이지 그림51 참조)으로는

무엇보다도 그 시간지평이 턱없이 짧기

때문에 100년을 전망하며 추진되는 쿄토협약과 같은 전지구적인 추세에 효과적이고
예측가능한 방법으로 장기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젯점은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래에너지기술의 개발은 lead-time이 매우 길어 가능
한 한 일찍 기술개발계획단계에서부터 정책적으로 조직적으로 반영되고 있어야 한
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뚜렷해진다. 예컨대 현재의 2015년까지의 전력수급전망은
이들 핵융합이나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계획이나 목표성과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2005-2050년 기간의 전력수급전망”과 같은, 보다 장기적인 정책에 의해 유
기적으로 뒷받침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들 및 그에 대한 대응방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이
수행중인 MARKAL등의 에너지시스템 경제성 분석전망연구를 활성화 하여야 하며, 원
자력의 확대 및 필요한 기술개량, 핵융합발전-신재생에너지의 도입 등과 같은 CO2
배출이 없는 에너지원으로 대체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요약하자면 현재의 전망연구의 15년이라는 시간지평은 쿄토협약 및 전지구적 CO2배
출억제정책과 양립가능한 미래에너지기술들의 기술개발주기보다도 짧기 때문에 그
전망이 매우 靜態的(static)이며 따라서 예측효과 측면에서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
다. 그러므로 핵융합발전 및 재생에너지 등의 미래에너지 신기술들의 개발주기를
포함하고 쿄토협약과 같은 장기적인 외부조건에도 부합하도록 動態的(dynamic)이며
장기적인 전망 및 전략수립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명백해진다. 선진국에서 수행된
이러한 장기적인 전망연구 사례를 참고하면, 핵융합발전이 산업사회의 장기적 에너
지수급에서 지니는 뚜렷한 잠재력과 중요한 역할은 앞장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3) 에너지원의 확보 - 장기적인 에너지자율성 및 에너지안보
핵융합발전이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갖는 특성에 대해서는 앞장에서 자세히 살펴보
았다. 가령 원자력과 같이 단위에너지생산량 대비 소모되는 자원량이 적은 에너지
기술은 해당 자원을 확보하는데 그만큼 용이하므로, 설령 우라늄을 수입에 의존한
다 하더라도 에너지안보에 기여도가 화석연료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크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2003년 석유수입량은 세계 7위, 총 억불 규모로써 필요한 에
너지를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한마디로 국제적으로 조금의 여건변화가
있으면 그대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에너지안보 제로(0)상태라고 말할 수 있
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원자력발전이 현재 우리사회의 최소한의 생존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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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를 일정기간동안은 자급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에너지안보를 위한 협상력
의 기반을 제공하였으며 현재까지 점진적으로 협상력을 높여주고 있다는 사실은 매
우 중요하다. 가령 74년 석유파동과 같이 시장동향에 따른 경제성측면도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측면은 경제성문제를 완전히 넘어서서 중요
해지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원자력에너지가 갖는 이러한 에너지안보 특성은 미래원자력으로서의 핵융합발전의
경우에는 더더욱 두드러진다.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 원자력으로서 자원
소모량이 적다는 특징을 공유하며, (2)자원의 지리적 편재성이 현실적으로 전혀 없
다는 점, 그리고 (3) 미래에도 지속가능성을 견지할 수 있는 안전성-환경적합성-대
중수용성 때문이라 요약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와 에너지안보적 상황이 비슷한 자원빈국인 EU 및 일본은 기존에
너지원 의 안정된 확보와 함께 특히 상대적으로 석유보다 에너지원 확보측면 뿐 아
니라 CO2저감대책에도 유리한 미래 원자력분야 중에서도 특히 핵융합발전기술 개발
에 매우 적극적이다. 이점은 현재 공학실증로 ITER의 건설유치경쟁에 비슷한 입장
의 EU와 일본이 국운을 걸다시피 하고 있다는 사실로서 단적으로 입증된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노력들은 이들 에너지자원빈국들이 에너지자율 및 안보에 대해
얼마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즉
반드시 해야하는 일인데 오래 걸리는 일이라면 방법은 미리 적절한 시기에 시작하
고 꾸준히 계속하는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와 같은 처지의 나라에서 핵융합발전로
개발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4) 남북경협 및 통일전망
90년대 후반 이후 북한의 산업화과정을 적절한 수단을 통해 지원하므로써 북한경제
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남한경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북한산업화의
부담을 적절히 분산시킴으로써 남북통일로 나아가는 보다 원만하고 현실적인 방안
으로 삼고자하는 논의가 우리사회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입주와 함
께 제품생산이 시작된 북한 개성공단과 같은 이러한 남북경협사업의 진행에 있어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략적 고려요소중의 하나는 안정적인 전력생산 및 공급이
라는 문제일 것이다.
특히 북한이 필요한 곡물과 석유를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중국 역시 빠른
산업화 및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전력수요의 급격한 확대가 불가피하여 향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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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250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것이라는 보도까지 있는 현황이고 보면, 북한
이 점진적인 산업화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는데에 있어 남한의 협력은 남북의 평
화공존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 변수로서 기능할 가능성도 높다. 나아가 쿄토
협약과

고려할 때 남북한 전체로 본 한반도의 장기적 전력수급전망에 있어 원자력

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북한산업화에 필요한 에너지수요의 문제를 한반도 전체의 관점 뿐 아니라
남한에도 유익한 정책적-경제사회적 도구로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남한의 전력
정책 및 전력산업이 어느정도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을 때에만 가능해진다. 그러므
로 남한의 장기적 에너지정책과도 긴밀한 관련이 있게 된다.
이점에서 <남북경협-남북통일>과 <핵융합발전의 상용화>는 30-50년 이라는 비슷한
time horizon을 공유한다는 점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 즉
남북통일과정에서 에너지문제를 해결하는데에 있어 핵융합발전능력의 개발 및 확보
는 하나의 유익하고도 현실적인 상황통제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국가
정책적으로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육성할 만한 충분한 잠재적 가치가 있다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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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핵융합발전로 개발사업 추진의 산업적-과학기술적 필요성

2장에서는 핵융합발전연구가 갖는 산업적 파급효과의 핵심은 플랜트건설을 지향하
여 발전로개발을 목표로

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될때만 산업적 파급효과가 가능하다

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과학기술측면의 파급효과는 원자력기술의 선진화-미래
기술화라는 본질적인 효과와 첨단기술 유발 및 산업응용-선진화라는 spin-off효과
로 대별하여 요약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 및 산업응용 수준, 특히 원자력 상업발전기술 및 산업기
반은 선진국형에 거의 접근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장에서 살펴본 핵융합발전연구가
산업적 측면 및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필요한 보편적인 근거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에
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앞절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는 에너지자원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한 원자력산업기술 및
원자력발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에도 원자력의 대중수용성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으므로, 원자력를 지속가능한 미래에너지기술로 발전-변모시키기 위한 노력은 국
가적 에너지정책 측면에서 매우 중요해진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핵융합연구의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중에서도 원자력으로 하
여금 지속가능한 미래에너지기술로서 성립하고 발전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이 1차적
이고 본질적인 과학기술적 파급효과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자력산업이 매우 발
달해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독특한 경우에는 핵융합발전로개발을 통해서만이 지속
가능한 新시장-新산업을 창출한다는 <산업적 파급효과>와 원자력의 미래기술화라는
1차적 <과학기술 파급효과>는 “원자력의 미래에너지화”라는 하나의 핵심적인 파
급효과로 자연스럽고 또 효과적으로 융합된다고 볼 수 있다.

3-3-1. 원자력의 미래에너지기술화
(1)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의 역할과 그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우리나라는 국민총생산이나 교역규모 뿐 아니라 1인당 전기소모량이나 가구당 자동
차 숫자 제조업의 비중 등에서 거의 G7국가들에 가까운 수준의 산업화사회에 속한
다. 이는 지난 30년간 본격적으로 진행된 산업화과정의 결과이며 특히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건설가동된 원자력발전이 이 산업화에 필요한 안정적인 전력공급원으로
서 기여한 바는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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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년2월 코토협약의 발효를 계기로 CO2 배출억제정책의 전세계적인 시행은 가
까운 미래의 현실로 성큼 다가왔다. 그러나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주도형 산업
구조의 혁명적인 변화가 없는 한 이미 선진국수준에 도달해 있는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는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이며, 따라서 원자력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는
것이 쿄토협약 하에서 필요한 전력수요를 나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리라 예상된
다. 이렇게 우리사회가 향후 장기간동안 원자력에너지를 필요로 할것이라는 예상은
"지속가능한(sustainable) 원자력"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 확보방안을 차질없이 준
비해야 하는 의무를 우리사회, 특히 원자력산업에게 부과한다.
이 ‘지속가능성’개념의 근저에는 ‘세대간 형평성(intergenerational quity)’개
념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에너지기술의 “지속가능성”의 개념 역시
본질적으로는 현세대가 수용가능했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미래의 세대들에게
도 수용가능 해야만 지속될 수 있다는, 단순히 기술적-경제적 측면 위주의 공급부
문에서만은 아닌, 사회적이며 멀리는 문화적인 측면까지를 아우르는 “수요측면”
에서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소비자대중의 수용성을 에너지기술의 지속가능성의 한 핵심적인 요소로 보아야 하
는 것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원자력을 개발하고 사용해오고 있는 선진제국의 경험의
결론이기도 하다.
따라서 “생존”의 차원을 넘어서 “삶의 질” 차원으로 옮겨가고 있는 우리사회
가치관의 사회적 변동추세를 생각할 때, 에너지자원이 거의 전무한 사회로서“원자
력의 불가피성”과 이러한“원자력의 지속가능성”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논
리와 정책 뿐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해 줄 미래지향적 원자력기술 개발전략 및 개
발계획의 수립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예상되는 미래 세대들의 가치체계 변화에도 지속적으로 부합해 갈 수 있도록 원자
력을 보다 안전하고 환경에 적합하며 자원소모를 최소화함으로써 미래지향적 에너
지로 발전시켜나가는 길 뿐이며, 그 문제에 대한 기술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제공
하는 것이 바로 원자력기술개발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원자력산업계에서 꾸준히 수행되어온 차세대 경수로기술의 개
량연구와 함께, 최근 시작된 고온가스로개발사업이 지니는 중요성은 높이 평가되어
마땅하다.
가령 원자력발전의 대중수용성 악화에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방사성폐
기물처분장의 설치 문제는, 고준위 사용후핵연료도 아닌 중-저준위 폐기물의 처리
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심각한 사회적문제를 야기하면서 부지선정도
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음으로써 엄청난 국가적-사회적 부담으로 남아있다.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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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고준위 사용후핵연료의 현재 재고량도 쿄토협약의 시간지평으로 보면 조만
간 포화상태에 다다를 것이므로 합당한 처분장의 건설 혹은 국제규정을 지키면서
재처리하는 방안의 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게 될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런
문젯점들은 핵분열원자력발전의 연료주기가 원자력발전소 외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설비/공정들과 필연적으로 연계되게끔 되어 있는 한 불가피 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들 문제의 해결책으로써는 안전성과 환경적합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차세대발전
로의 개발을 통해 안전성을 높이고 폐기물의 양을 줄이면서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연료주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대중수용성을 개선해 나가는 것일 것이나,
본질적인 한계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점에서 핵융합발전이 지니는 내재적 안전
성 뿐 아니라 그 연료주기가 발전소내부에서 완료된다는 본질적으로 매우 유리한
특성을 활용하는 것은 원자력의 미래에너지기술화에도 큰 의미를 부여할 것이다.

(2) 미래지향적 신형로개발사업의 연계추진 필요성
따라서 현실의 에너지를 책임지고 있는 기존노형들의 성능개량연구와 함께, 핵융합
발전기술 개발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액체금속로나 고온기체냉각로등의 기술연관성
이 높은 미래지향 노형들과의 기술연계구조와 개발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한된
재정자원과 인력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상호연계
된 개발전략 및 계획을 노형전략 차원에서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점은 CO2
배출억제정책의 시행에 따라 장기적으로 원자력의 지속가능한 미래기술화가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진다.
가령 미래에너지기술개발을 위한 국가적 원자력사업으로 최근 시작된 수소생산을
위한 고온가스로 개발의 경우, 수소의 분해에 필요한 1000℃ 내외의 고온기체는 고
온가스로 뿐 아니라 향후 핵융합발전로에서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한 수소생
산 공정개발에 대한 제안50)도 있다 (다음페이지 그림 51참조).

원자로노심에서 생

산되는 고온의 기체냉각재를 물분자를 분해하는 화학공정의 반응열로 이용하는 이
들 수소생산기술개발에서는 고온헬륨냉각재를 만들어 내는 원자로의 개발이 1차적
으로 중요하지만, 필요한 1000℃ 내외의 초고온상태에서 해당 원자로를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Graphite/CFC, SiC 등 초고온용 구조재료 및 가공기술
(그리고 이들 구조물내에서 초고온-초고압상태의 헬륨냉각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

50) K. Schultz, "Fusion Production of Hydrogen", 그리고 S. Konishi, “Potential Fusion Market
for Hydrogen Production under Environmental Constraints", 제16차 ANS-Topical Meeting
on Fusion Engineering (Madison, USA, 2004.9)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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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조작하는 공정기술)의 개발이 핵심적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이점에서 고체형 HCPB타입의 핵융합로 기술개발이 결국 많은 부분에서 고온가스로
의 개발경험과 인력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요소기술의 개발수요 측면에서 기본
적으로 공유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은 고려할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뿐만아니라 이
들 신형로의 개발에 착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고온가스로와 핵융합로의
기술적 연관성을 분석하여 연계가능한 기술개발과정을 전략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단순히 수소생산기술의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요소기술들의 응용능력을 높임으로써 미래원자력기술 전반의 경
쟁력강화에 기여하는 효과도 추가적으로 얻어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그림 52 핵융합로를 이용한 열분해 수소생산. 고온가스로 등의 열원을
이용하는 열분해공정과 동일하다. (자료출처: Schultz, ANS-TOFE 2004)

공통적인 요소기술에 근거하는 이러한 원자로형간의 연계가능성 및 연계필요성은
고온가스로-핵융합로 뿐 아니라

액체금속로-핵융합로 사이에도 성립한다.

물론

이들 로형 뿐 아니라 경수로-중수로를 포함하는 모든 원자로형이 결국 핵반응에서
나오는 중성자를 다루는 핵기술(nuclear technology)라는 점에서 원자력기술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며, 나아가 “원자력발전”기술의 개발이라는 광범한 연계개발체제
하에서 수행되어왔고 수행되고있다는 점은 부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한편 수소의 열분해생산에 핵융합발전로를 이용하는 경우, 핵융합로 고유의 특성으
로 인해 극복되어야 할 고유의 기술적 문제점들도 있다. 우선 핵융합반응에서 나오
는 14Mev 중성자에너지의 일부가 반드시 트리튬증식 및 장치운영에 사용되어야만
하므로 상대적으로 열효율이 극대화될 수 없다는 점이다. 그 외에도 트리튬의 침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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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eation)에 의한 고압헬륨 냉각회로의 오염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재료 및
공정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연구들도 관련된 신형로기술개발에 적절히 연계
되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원자력 원천기술 응용능력의 강화로도 이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2장에서 EU의 SERF연구결과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EPR과 같은 차세대경수
로나 고온가스로 등 안전성-환경적합성 측면에서 대중수용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신형원자로기술을 꾸준히 개발하면서 新원자력인 핵융합기술개발과 기술
연계성을 극대화 하여 새로운 미래지향적 원자력기술체계를 만들어 가므로써

CO2

배출억제정책 하에서 핵융합을 포함한 이 미래원자력기술로 하여금 미래의 한국사
회가 필요한 에너지를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
다.

(3) 원자력연구개발 투자현황과 투자포트폴리오의 관리
이제 앞에서 살펴본 대중수용성 개선과 관련된 지속가능성의 수요측면이나 미래원
자력기술화와 관련된 지속가능성의 공급측면에서 국내의 원자력기술개발 연구 및
투자의 현황을 살펴볼 때,

액체금속로 설계연구와 핵융합연구장치건설사업(KSTAR

사업)에 관련된 가열장치개발사업라든가

양성자 기반공학, 그리고 최근에 수소생

산을 위한 고온가스로(VHTGR)개발사업이 착수된 점을 제외하고는 연구개발 투자의
대부분이 경수로-중수로-핵연료 등 기존 상업발전로의 당면한 기술개량분야에 주로
집중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지금 현재 현실의 에너지수요를 만족해야하는 상업발전으로서 반드시 확보-유
지하여야 하는 안전성 및 산업경쟁력을 감안할 때 이러한 당면한 연구개발 현안들
을 충실하게 만족해 나가야 할 필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이 자명한 것이며 이러한
연구개발 성과가 차곡차곡 쌓여야만 그것을 기반으로 미래지향적 원자력기술도 개
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04년 현재 총1,956억원의 원자력 연구개발사업 예산에서 이들 미래원자력
관련 연구개발예산은 범위를 넓게 잡더라도 총 301억원, 15%에 머무르는 수준이므
로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미래지향적 기초기술분야를 제외한 직접적인 미래원자력 발전
기술 개발은 액체금속로, 고온가스로의 2개사업으로서 합계 72억원(3.6%)에 머무르
고 있으며, 핵융합발전 관련 기술개발에는 KSTAR용 가열장치개발에 60억원(3.0%)수
준으로서 EU나 일본과 같은 국가들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이를 통해 볼 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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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기술의 미래화-선진화를 지향하는 연구개발투자는 <지속가능한 미래원자력기
술>을 현재의 연구개발을 통해 담보하기에는 전반적으로 크게 미흡하였으며 따라서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균형 잡힌 연구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향으로의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아래 표15의“2004년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시행

계획”자료 참조, 과학기술처, 2004.1월)

표 15. 2004년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요약
사 업 분 류
중장기사업
연구기반확충사업
실용화연구사업
연구기획정책평가사업
연구기반조성사업
방사선기술사업
원자력이용 수소생산시
스템 개발사업
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합
계

해당분야내

사업총액
(백만원)

미래원자력사업
액체금속로 설계기술개발
128,516
장수명핵종소멸처리
23,578 핵융합(KSTAR)
5,700
800
26,700 양성자기반공학
4,500
3,000

고온가스로

2,800
195,594

해당예산
(백만원)
4,173
3,167
6,000
13,800
-

비율(%)
5.7
25.4
0.0
0.0
51.7
0.0

3,000

100.0

30,140

0.0
15.0

이렇게 기존기술의 개선에 편중된 연구개발투자 포트폴리오는 앞선 장들에서 살펴
보았듯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입장에 있을 뿐 아니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기술이 발달하고 많은 기술개발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프랑스-일본에
서 핵융합로-고속로-고온가스로 등 미래원자력 기술개발에 매우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지는것과 비교할 때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문제로 드러날 수도 있다.
이런점은 다음페이지의 그림53에 나타낸 유럽연합의 연구개발 총국(DG-12)에서 관
장하는 제6차 Framework Programme (2002~2006)의 총예산 중

EURATOM이 관장하여

집행하는 원자력관련 연구개발예산의 구성표를 살펴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 계
획에 의하면, 유럽연합차원에서 수행되는 원자력 연구개발의 총예산 12억3천만유로
(약 1조7500억원)의 61%에 해당되는 7억5천만 유로(약 1조 500억원)이 핵융합발전
로 개발연구에 투입되고 있다. 이중 2억유로는 ITER에 참여분담금(2002년 현재의
약정금)이며 나머지 5억5천만 유로는 이를 지원 혹은 관련된 핵융합기술개발을 위
한 EU의 독자연구 예산이라 볼 수 있다.
참고로 유럽연합차원에서는 더 이상 핵분열발전로 개발은 수행되고 있지 않으며 각
국별로 국내정책 내지 민간섹터의 연구개발 투자정책에 따라 수행되고 있다. 가령
프랑스는 원자력발전기술 개발에 매우 적극적인 반면 인근 독일이나 이태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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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유럽원자력공동체의 FP6(2002-2006)기간동안의
Euratom주관 원자력연구개발 투자예산의 구성.

원자력기술개발에 매우 소극적이며 따라서 국내 전기수요의 상당한 부분을 프랑스
에서 수입하여 충당하며 프랑스는 이러한 수출수요를 감안하여 전기생산 및 원자력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EU차원에서 에너지수급이 조절되고 있다.
한편 핵非확산(nuclear non-proliferation) 문제와 관련하여 볼 때 핵융합발전은
기존 원자력발전과 대비하여 핵확산 문제와 연관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
러므로 핵융합발전기술이 지니는 원자력기술 및 원자력에너지의 미래화 및 선진화
라는 측면에서의 우수한 잠재력은 핵非확산문제에서 상대적으로 독립되어 새로운
에너지시장의 창출 및 첨단산업기술로의 전화 등 산업적 활용가능성이 매우 뛰어나
므로 체계적으로 추구되고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하는것이 장기적인 에너지정책적
관점 뿐 아니라 연구개발 투자효과를 확보하는 데에도 필요하다. 이점은 우리와 같
은 상황의 프랑스-일본이 핵융합발전에 적극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미래사회의 에너지문제에 있어 핵융합발전의 이러한 중요성은 비단 선진산업사회뿐
아니라 중국 및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들 조차도 적극적으로 기술개발에 뛰어들도
록 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특히 이들 두 나라는 최근의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 에
너지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공급은 아직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어
원자력발전산업의 확장에 적극적이기도 하다. 뿐만아니라 이들 국가들의 막대한 인
구를 생각하면 산업화에 따라 소비자전력수요의 급격한 증가도 충분히 예상된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로써는 기존의 원자력과 함께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원자력에너
지 확보방안으로써 핵융합발전 기술개발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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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고려는 이들 국가로 하여금 대규모 원자력개발 뿐 아니라 ITER참여와 핵융
합발전로개발, 그리고 고온가스로 개발 등 전력생산을 위한 미래원자력 기술개발로
이어지도록 추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국가들과 거의 동일한 필요성에 직면하
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미래원자력 에너지기술 및 산업측면에서의 경쟁 뿐 아니라
에너지자율성 및 에너지안보라는 차원에서도 경쟁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3-2. 미래지향적 첨단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
핵융합발전로개발의 과학기술적 필요성 중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국가기간산업
및 과학기술인 원자력을 미래화-선진화 하므로서 이들 국가적 미래산업에 안정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것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다.

그러

나 복합-첨단기술로서의 핵융합발전로공학의 성격상 각종의 다양한 첨단 범용산업
기술의 유발 및 기술견인효과를 지니는 다양한 spin-off효과들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은 과학기술 및 관련된 첨단산업 측면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spin-off파급효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산업구조 고도화-선진화로의 도약이
필요한 경제체제-경제단계에서는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로써 그 보편적인 타당성은
앞장의 2-3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가령 현재 진행중인 KSTAR사업과 같은 ‘핵융
합과학’지향의 첨단핵융합연구장치 개발사업의 타당성은 핵융합발전공학의 밑받침
이 되는 플라즈마물리학 등 기초과학기술의 개발에 못지않게 이러한 다양한
spin-off기술파급효과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표적으로는 핵심적인 범
용-첨단 산업기술인 초전도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체에 이전하게 된다는 파급효과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다양한 플라즈마 진단기술이나 노심-블랭킷 부품 및 공정개발 과정을 통해 얻
어지는 신소재기술 등 많은 첨단산업적 파급효과도 얻어진다. 이들중 대표적인 효
과로는 초고집적반도체산업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반도체공정에서 플라즈마기술은
뺄수없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중의 하나이며, 반도체산업이 우리나라에서 핵심적인
미래산업분야의 하나임을 생각하면 핵융합발전로 개발연구에서 파생되는 과학기술
적 spin-off효과의 중요성은 다시 한번 뚜렷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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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핵융합발전로개발 사업추진의 시의적절성과 타당성
핵융합발전연구의 타당성 및 필요성에 관하여 앞 장들에서 살펴본 논의 속에는 우
리나라에서 핵융합발전로 개발연구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착수되어야 하는
배경 및 근거, 즉 사업의 긴급성 혹은 시의적절성과 타당성의 근거를 제공하는 내
용들은 대부분 다 제시되어 있다. 그 요체는 이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
이다.
(1) 공학실증로 ITER사업은 핵융합발전실증에 있어 마지막 남은 연구단계이다.
(2) 우리나라는 ITER사업투자 및 참여를 결정하였으나,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투자효과를
회수하는데에 필요한 발전로기술의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3) ITER사업은 국제공동사업으로서 자체적인 일정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4) 기존의 원자력기술기반을 바탕으로 핵융합과 기술연관성이 높은 신형원자로 개발사업이
최근에 속속 착수되고있다.
(5) 따라서 지금이 핵융합발전로 개발연구를 체계적으로 시작할 최적의 시기이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앞서 살펴본 근거요소들을 다시 한번 간략히
요약하여 본 다음 사업추진의 시의적절성-타당성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3-2-1. 사업추진의 시의적절성 요건
앞장들에서 살표본 바와 같이 이러한 맥락에서 EU에서 현재의 기술현황과 가까운미
래의 기술개발전망을 분석-종합하여 제안한 개발전략이 소위 핵융합의 “빠른경로
(Fast Track)" 전략이다.

영국 UKAEA의 디렉터인 Llewellyn-Smith교수에 의하면

이 “빠른경로”전략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51)(SOFT 2004)
1. 기술요소, 실현가능성 및

실현에 필요한 lead-time을 면밀히 분석, 선택-통합-집중을

통하여 필요한 연구단계(연구시설)의 수를 줄여서 전체개발기간을 줄인다.
2, ITER+IFMIF ==> ITER-like DEMO ==> 상업발전으로 중간개발단계 최소화한다. 가령 원자
력, 우주항공분야에서는 수많은 DEMO들과 수많은 재료개발설비가 필요하였던것과 비교참고하는것이 필요하다.
3. 이를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적 관점이 아닌) 건설사업적 관점에서 효율적-합리적 추진전
략에 따른 경영체계가 필요하다.

51) C. Llewellyn-Smith, "The Need for Fusion", 23차 SOFT학회 발제논문, Venice, Italy,
2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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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외부적 상황과 함께 앞장들에서 살펴본 경제사회적-정책적 예측분석에 따라
우리나라가 고유의 핵융합발전시험로(가칭 KDEMO)개발해야 할 필요성은 우선 밝혀
졌다. 그러나 KDEMO 개발사업이 지금 혹은 가능한 빠른시간에 시작되어야 한다는
시의적절성 혹으 시급성에 대한 분석은 기술적 요소들의 기술개발전망을 포함한 실
현가능성(feasibility)을 검토하여 계획일정과 비교평가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
요해진다.
KDEMO개발사업에 있어 핵심개발경로 (Critical Path)는 <증식블랭킷 설계 및 기술
개발

시험용 증식블랭킷모듈 성능의 ITER 검증

발전시험로 KDEMO의 설계확정

-건설>로 이어지는 경로이다. 그러므로 KDEMO 추진전략 및 추진계획은 이 핵심경로
가 실현될 가능성을 극대화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만약 위와 같은 핵심경로상에 외부적으로 정의되고 부과되는 경직적인 제약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은 반드시 만족되어야만 한다. KDEMO개발에 있어서는 ITER건설후 가
동기간에 실시되는

증식블랭킷(TBM) 성능검증실험이 그 제약조건에 해당한다.

즉

KDEMO의 증식블랭킷이 과연 설계대로 중성자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변환하며 삼중수
소를 증식하는지 여부를 시험-검증을 수행하기위해서는 ITER를 사용하던지 아니면
ITER와 같은 공학실증로를 독자적으로 확보하여야만 하는데, ITER에서의 증식블랭
킷 시험검증일정은 국제공동사업으로서의 ITER성격상 이미 거의 대부분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공학실증로를 건설하지 않는 이상 이
ITER사업일정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참여국들이 따라가야 하는 외부적 제약조건으
로 기능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그 외부적 이정표를 지적하자면 최악의 경우에 있어서도 ITER 1단계 운
전에서 D-T운전이 시작되고 시험용 증식블랭킷 모듈(Test Breeder Module)들의 종
합성능(Plant Integration and Performance Test, PI)실험이 시작되는 5차년도 시
작시점의 짧은 운전정지기간에는 KDEMO용 TBM, 즉 KTBM이 ITER에 장전되어 있어야
만 한다.(65쪽 그림32의 ITER 1단계 운영일정표 참조).

더 바람직하게는 2.5년간

의 EM시험이 끝나는 3차년도 후반부의 6개월 운전정지기간을 이용하여 KTBM을 설치
하는것이 좋을것이다.
즉 외부적으로 정해지는 이 이정표상의 설치가능시기를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가 자
체적으로 설계-개발한 증식블랭킷의 성능을 제대로 검증할 기회를 놓지게 되므로
블랭킷설계 및 제작기술의 타당성도 검증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
로 핵융합발전로 기술의 개발과 이의 구현으로서 우리자체 설계의 발전시험로
KDEMO의 개발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핵융합발전로기술의 개발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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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으로 불가능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신형원자로기술개발의 일환으로서 액체금속로 기술개발이 그동안 꾸준히 지속
되어 액체금속 공정기술 등 핵융합로와 관련된 기반기술의 축적이 상당히 이루어져
있는것과 함께, 최근 개발사업이 시작된 고온가스냉각로(HTGR)개발 또한 헬륨기체
냉각 및 고체펠렛 등 핵융합로와 기술연계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들 신형원자로
개발사업과 핵융합로 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물적-인적투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발되는 미래원자력기술들의 응용영역 확대와 다양한 응용
경험을 통해 기술경쟁력도 높여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점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우리고유의 KDEMO 개발과 함께 증식블랭킷 개발 및 검증사업을 가능한
한 조속한 시간내에 너무 늦기전에 시작하고 추진하는 수행하는것은, ITER사업참여
와 사업투자를 핵융합발전로기술개발이라는 최종목표로 연결하여 투자효과를 회수
하는데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핵심고리를 확보하는 것이 된다. 뿐만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다양한 신형로개발사업과의 효율적이고 시의적절한 연계개발을 통하여 원
자력의 미래기술화-미래산업화를 달성하므로써 지속가능한 원자력기술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시의적절한 사업이 될 수 있다.

3-4-2. 사업추진의 타당성의 요건
핵융합로개발과 같이 대부분의 기술개발수명주기를 초과하는 매우 장기적인 연구개
발사업의 타당성은 자연히 장기적-단기적으로 각각 달라질 수 있는 시제논리적
(temporal)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바, 이러한 가능한 괴리를 객관적이고 합리적
으로 평가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최종적-장기적인 타당성은 사업이 완료되어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시점에서
만 최종적으로 검증될 수 있다. 따라서 타당성분석에는 사업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 특히 요소기술의 개발전망을 포함한 다양한 예측연구가 불가피해진
다. 한편 단기적 타당성은 앞절에서 살펴본 시의적절성을 근간으로 하여 현재단계
에서 장기적 타당성을 유지하는데에 얼마나 계획대로 기여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요
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사업추진의 타당성은 일단 시의적절하게 사업이 착수되어야
한다는 사업시작단계를 포함하여 사업수행중의 어떤 시점에서도 유지할 수 있기 위
해서는 우선 발전로의 시스템설계 및 해석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보완-개선해 나가
면서 이를 총체적인(holistic) 관점에서 타당성평가의 준거틀(reference frame)로

- 127 -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사업추진중에 필요한 때 마다 이
러한 준거틀에 비추어 그 시점에서의 장/단기적 타당성을 검증하고 필요한 수정보
완을 거쳐 타당성을 확보하여 하나하나 축적해 나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요약하자면, 핵융합발전로기술개발의 장기적 타당성은
① 현단계가 단기적으로 요구하는 시의적절성 및 사업추진상황의 합목적성
② 현단계에서 가능한 최선의 예측연구를 통하여 현단계를 넘어선 장기적관점의 합
목적성 및 실현가능성
을 최대한 갖출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전략을 확립함으로써 확보해 나갈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장기적 미래예측에서 불가피한 불확실성을 극소화 할 수 있
는 분석도구 및 자원들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타당성요건과 관련, 작금의 ITER사업 참여 및 추진현황에 따라 외부적으로
부과되는 조건과 이에 부응하는 사업추진의 단기적 시의적절성 및 구체성에
대해서는 앞절에서 살펴보았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그리고 장기적 합목적성을
확보하고 축적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1) 핵융합의 일반적인 경제사회기술적 의의
(2) 우리나라의 경제사회기술적 특수성에 근거한 타당성 고려요소
- 우리나라는 자원빈국이면서 동시에 고도산업화 사회
- 높은 원자력의존도는 지속불가피- 에너지안보 등등
- 원자력기술의 선진화-다양화 시급 - 지속가능한 원자력
- 기존 원자력 및 전력산업, 그리고 새로운 핵융합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기술화를 촉진하기 위한 발전로공학 개발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이를위하여 고온가스로 등 GEN-IV + 핵융합로의 로형전략 필수적
이들 각 항목에 대해서도 앞에서 경제적-사회적-과학기술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그
타당성과 필요성을 살펴본 것으로 대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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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결론

이상의 본 보고서 1부의 핵융합발전로공학 연구전략-연구체계 수립을 위한 기술현
황분석 및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의 분석, 평가를 통하여 얻어진 결론들은 다
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ITER사업으로 대표되는 현 단계 핵융합발전 기술개발은 실용화-상업발전에 충
분히 근접하였으며, ITER 다음의 DEMO사업은 핵융합상업발전을 실증할 것이다.

(2) 핵융합발전과 원자력발전을 효과적으로 연계-개발하는것은 고도로 산업화된 국
가가 쿄토협약을 지키면서 21세기를 살아남기위한 에너지수급에 필수적인 요소
인 “지속가능한 미래원자력”을 확보하는데에 매우 중요하다.
쿄토협약으로 현실로 다가온 CO2배출규제를 포함하는 에너지수요 전망연구의 공통
적인 결론은 향후 100년간은 성능이 개량된 차세대원자로들이 에너지수요의 상당부
분을 담당하는것이 필요하리라는 것과, 핵융합상업발전의 조속한 실현과 시장진입
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즉 안전성과 환경적응성, 그리고 대중수용성이 향상된 미래
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원자력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장기적 노형전략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빈국이며 원자력의존도가 높
은 산업국가일수록 타당하며, 특히 자체적인 원자력발전 기술기반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최선의 정책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고온가스로, 액체금속로 등 차세대 GEN-IV 원자력기술개발과
핵융합발전로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연계-계열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 발전로형은 기본적인 원자력기반기술의 공유는 물론, 세부적으로도 중첩되는
기술분야가 많아 연구개발효과를 시너지적으로 상승시킬수 있는 공통분모가 많을
뿐 아니라 개발일정에 있어서도 연계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분야들이 많다. 그
러므로 경제적-효율적으로 미래원자력 기술을 확보한다는 정책관점에서 연계개발의
장단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3) 선진국수준의 산업화를 이룬 우리나라가 상업발전 이전에 남은 마지막 연구장
치/단계로서 공학실증로 ITER건설사업의 참여결정을 통한 핵융합발전기술 개발
의지를 표명한 것은 시의적절할 뿐 아니라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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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개발전략상 발전시험로인 DEMO 및 상업발전로에

필요한 공학적 검증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이자 유일한 기회인 ITER의 건설 및 운영계획에 비추어
볼 때 2015년경 까지 증식블랭킷을 개발-검증할 수 있는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이
지금 당장 시작되지 않으면, 향후의 핵융합발전기술 개발-확보는 현실적으로 지금
부터 이미 불가능해진다. 즉 ITER에 참여하여 우리가 필요한 기술개발 및 성능검증
을 수행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개발기회가 없던지 혹은 문자그대로 천문학적인 예산
을 쏟아부어 독자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다.

(4) 핵융합발전에 필요한 장기투자의 효과를 확보하는데에는 플랜트지향의 발전로
공학연구가 필수적이다.
공학실증로 ITER 국제공동건설사업의 의미와 발전실증로 DEMO와 관련해서 본 ITER
사업 참여의 의의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건설사업 참여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너
머의 본질적 목표인 “핵융합발전로 원천기술의 확보”를 목표로 설정하여 발전로
개념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플랜트건설을 지향하는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연구개발사
업을 추진할 때에만 新에너지市場의 창출,

新에너지産業의 창출 등 대규모 장기투

자에 합당한 경제성과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

(5) 현시점에서 핵융합발전로개발 사업추진의 장-단기적 타당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필요한 요소는 ①고유한 발전시험로 개념정립 연구, ②이를 준거틀로 하여
증식블랭킷 등 핵심요소기술을 ITER사업일정에 맞추어 적시에 개발하는 것, 이
두가지이다.
이러한 기술현황분석과 장단기적 타당성분석을 거쳐 연구개발사업의 최종목표로 발
전시험로 KDEMO의 개발 및 발전실증을 2050년까지 완성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
를 위해 긴 Lead-time을 요하는 핵심기술로서 증식블랭킷, 노심, 발전로재료, 그리
고 KDEMO 시스템설계의 네 분야는 1단계 10년동안 우선적으로 개발하도록 한다.
1단계 10년간의 중점은 ITER에서 그 성능을 실증하기 위한 우리고유의 증식블랭킷
시험모듈(KTBM, Korea Test Blanket Module)의 개발과 이를 시스템적으로 뒷받침하
는 발전로 시스템기술 개발의 두가지 분야에 둔다. 그리고 이 두가지 핵심연구분야
의 성공에 필요한 다양한 주요 요소기술들을 일정계획에 따라 지원-공급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KDEMO 노심기술개발 및 발전로재료분야에서 수행된다.
이렇게 구성된 KDEMO개발사업의 개괄 및 1단계사업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2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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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에서 각각 정리하였다.
(6) 최소한 위의 두 요소를 포함하는 핵융합발전로 개발연구 사업이 최대한 조속한
시간 내에 착수,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Lead-time이 매우 긴 핵융합발전기술의 장기적-종합사업적 성격을 고려할 때
기술개발 핵심경로(critical path)상의 이정표(milestones)들을 확인하고 국내외
현황을 감안하여 현시점부터 개발이 시작되어야 하는 이정표들을 도출, 최대한 조
속한 시간내에 연구개발에 착수하지 않으면 장기적 목표달성은 그만큼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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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사업추진 배경 및 추진목표

1-1. 핵융합발전시험로 KDEMO 연구개발 사업추진의 배경

1-1-가. 핵융합공학실증로 ITER 국제공동건설사업 참여
1부에서 살펴본 대로, ITER사업은 실제 핵융합발전로의 노심환경에서 공학적 핵심
기술들을 검증하기위해 건설되는, 핵융합발전의 실증단계 이전의 유일한 마지막 남
은 단계이자 장치로 그 역할과 의의를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D-T 핵융합발

전로가 필요로 하는 연료 중에서 트리튬은 자연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반드
시 핵융합발전로 자체에서 충분한 양이 증식되어 자급될 수 있어야 만이 핵융합발
전이 성립할 수 있다. 즉 트리튬을 증식하지 못하는 핵융합발전로는 (당분간은) 실
현불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ITER라는 개발단계 및 장치의 존재이유
는 그 다음단계인 발전시험로DEMO를 위한 공학적 실증목적, 특히 시험용 증식블랭
킷모듈(Test Blanket Module, TBM)을 이용한 DEMO용 블랭킷의 에너지추출 및 트리
튬증식과 같은 핵융합발전로의 핵심성능을 실제로 검증할 수 있도록 발전로와 유사
한 풍부한 중성자환경을 만들어내는 데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볼 때 이러한 사실은 만약 우리나라가 핵융합 상업발전기술을 개발-보
유하려 한다면 ITER사업은 (제품개발이 아닌) 기술개발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마지
막 기회가 된다는 뜻이 되며, 따라서 ITER사업 참여의 문제는 현실적으로는 결국
공동개발에 참여하여 노심기술, 증식블랭킷 및 트리튬 연료주기기술 등과 같은 핵
심적인 핵융합발전로 요소기술을 개발하여 보유하거나, 아니면 핵융합발전 기술보
유를 포기하고 핵융합에너지의 소비자 입장을 취하거나 하는 <양자택일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기술축적을 이루어 온 선발
국들과는 달리 향후 발전로 독자개발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수준의 기술개발과
기술축적이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제공동사업인 ITER건설-운영사업에 참여
하는것이 단시간에 핵융합발전 기술축적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기회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회전망에는 우리나라가 이미 갖추고 있는 높은
수준의 원자력산업 및 기술기반이 소중한 자산이자 동시에 근거가 된다.
한편 ITER의 다음단계는 발전시험로인

DEMO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에 주목해

야 한다. 이 DEMO단계가 ITER와 같이 국제공동사업으로 수행될지 아니면 각국별-그
룹별 개별사업으로 진행될 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현재로서 분명한 것은, 국
제공동사업으로 추진되므로 인하여 후발국에게도 참여와 협력을 통한 기술획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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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이 ITER사업이 마지막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그리
고 설령 DEMO가 국제공동사업으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ITER참여를 통해 발전로공
학의 기술기반을 갖추지 못한다면 DEMO참여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
하여 중국과 우리나라가 ITER건설협상의 마지막단계에서 합류하게 된 것이며, 브라
질-인도 등 향후 에너지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 확실한 국가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ITER사업참여는 무엇보다도 핵융합에너지의 소비국이 아니라
핵융합에너지생산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되겠다는 정책적 의지의 표현이다.
핵융합발전 원천기술확보의 국가정책적 필요성과 타당성은 앞선 1부 2-3장에서 살
펴보았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와 같이 산업사회이면서 에너지자원이
부족한 일본이나 EU등의 연구선발국들이 제시하는 개발필요성의 보편적인 근거들은
우리나라에도 거의 모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에너지자원의 대외의존
도 정도라던가 원자력의 중요한 역할 및 원자력기술의 선진화 필요성 등 우리나라
가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나라가 핵융합발전연구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뚜렷해 진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첨단과학기술의 spin-off 뿐만 아니라 원자력등 관련산업의 선진화-미래
화를 포함하여 종국적으로 새로운 에너지산업의 창출 등, 핵융합발전기술 개발의
과학기술적-산업경제적-사회적 전방위적인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발전로공학
및 플랜트공학을 지향하는것이 필수적인데, 이러한 발전플랜트지향의 전략으로 추
진되고 있는 ITER사업에 우리나라가 참여하기로 한 것은 따라서 파급효과 측면에서
도 매우 적절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파급효과는 ITER사업참여 그 자체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우리나라도 국가정책차원에서 이러한 발전로공학-플랜트
지향성을 갖춘 핵융합발전 연구가 병행될 때에만 목표한 그 파급효과를 유지하고
종국적으로 획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핵융합발전로 개발사업 착수의 필요성은 ITER사업의 투자효과라는 사업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명백해진다. ITER사업참여에서 우리나라가 분담해야 할 막대한
투자에 대한 투자효과 확보의 방안에 대한 냉정하고도 철저한 분석과 평가가 뒤따
라야 한다. 예상되는 투자규모는 10년의 건설과정동안 매년 약 600억원(5000만불)
씩 총 6000억원(5억불)의 현물 및 현금을 투입하게 되며 이에 더하여 완공후에는
20년간 운영경비를 매년 약 480억원(4000만불)씩 총 9600억원(8억불)의 현물 및 현
금, 그러므로 향후 30년간 ITER사업에 총 1조6000억원의 자원을 투입하게 되는데
이는 정부의 연구개발투자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수준이다.
그러므로 ITER 사업을 자체적인 핵융합발전로 개발연구로 조직적으로 연계시키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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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새로운 에너지산업과 시장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지 않고 첨단기술
획득 및 파급효과라는 부차적 효과만 도모한다면 이러한 장기적인 대규모투자의 의
의를 살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 투자효과를 회수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는 것이 1부
2장의 기술동향 분석결과로부터 도출되는 결론이다.

1-1-나. 발전시험로 KDEMO 연구개발의 필요성
ITER사업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막대한 투자의 효과를 찾기 위해서는 ITER사업이
갖는 성격 및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이를 우리나라의 국가적 에너지정책
과 부합시켜 그 사업참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핵융합발전로 개
발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 목표를 달성할 개발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선
행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1)ITER사업을 단순히 첨단과학기술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만 본다면 지나치게 장기적이고 투자규모가 클 뿐 아니라 기술체계적 연계성의 미
흡으로 투자효과를 확보하기도 어렵다. (2) 따라서 국가적 에너지정책의 장기적 전
략 측면에서 핵융합발전로 개발목표를 정의하고 큰 틀에서 추진하면서 그 틀 내에
서 현단계 중점사업으로서 ITER사업이 파악되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말하자
면 ITER 사업의 수행은 자체적인 핵융합발전로개발사업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항상
평가-검증되어야 하며, 동시에 역으로 ITER사업의 수행내용 및 결과는 다시 핵융합
발전로 개발사업 수행에 피드백되는 사업구조를 확립하고 견지하므로써 대규모-장
기투자에 필요한 타당성을 유지-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ITER사업과 한국형 핵융합발전시험로(KDEM0) 개발사업의 이러한 연계구조는 가령
핵융합발전로의 가장 중요한 핵심기술-부품인 증식블랭킷을 예로 들어 아래 그림1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즉 발전시험로 KDEMO의 서브시스템인 증식블랭킷의 개발-설치는 사전에 ITER를 이
용하여 그 성능을 검증하는것을 전제로서 요구하며, 역으로 이렇게 ITER에서 우리
가 검증하게 될 시험용 블랭킷모듈 (Korean Test Blanket Module, KTBM)은 발전시
험로 KDEMO의 블랭킷 개발과정에서 합목적적으로 도출-정의되는 것이다. 다시말하
면 KTBM 개발 및 ITER에서의 검증사업은 발전시험로 KDEMO의 핵심부품인 증식블랭
킷의 전체개발과정의 일부인 subset로서 역할을 하며, 그 산출물은 전체과정 안에
서 KDEMO블랭킷설계의 수정-보완작업을 거쳐 공학설계로 진행-확정할 수 있도록 해
해주는 수정보완의 근거자료로서 역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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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ITER를 이용한 실증시험용 블랭킷모듈(KTBM)과 KDEMO블랭
킷의 관계. 여기서 TBR은 삼중수소 증식율(Tritium Breeding
Ratio)로서, 증식블랭킷의 성능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발전시험로 KDEMO의 개념정의 및 설계연구는 반드시 KTBM사업을 선행하
여, 최소한 병행하여, 진행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논리적 요구는 ITER및 TBM사업에
참여중인 선발국가들에게도 당연히 부과되는 것이며, 이들 국가들의 TBM개념들도
이와 같이 각자 개발중인 자국의 발전시험로(DEMO)용 블랭킷 개발과정에서 도출되
는 사전검증의 필요성을 만족하기 위한 것이다.(표1 참조)

ITER건설사업의 이러

한 목적과 역할에 비추어 볼 때 DEMO용 증식블랭킷을 시험검증하는 사업은 당연히
ITER 건설사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ITER건설-운영사업과는 별도의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물론 기술적으로는 건설-운영사업과 TBM사업은 당연히 긴밀한 상호
연관하에 진행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의 핵융합발전로 개발 사업의 목표를 구체적
으로 설정하고 이와 연계하여 ITER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우리나
라의 핵융합발전시험로(KDEMO)의 개념정의 및 개념설계연구에서 시작하는 핵융합발
전로 개발사업의 착수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러므로 본 핵
융합발전로 연구개발 기획작업의 최종적인 목적은 한국형 핵융합발전로 KDEMO의 개
발로 설정되어야 하며, 그 추진단계는 크게 보아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
다.
(1단계) 우리의 핵융합 발전시험로(KDEMO)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로부터 ITER에서
검증할 증식블랭킷 시험검증용 모듈(KTBM)을 개발한다. 그리하여 ITER가동
에 대한 준비를 완료한다.
(2단계) ITER를 이용한 KTBM 시험검증결과를 KDEMO 설계연구에 반영하고,
공학설계를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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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EMO의

(3단계) KDEMO를 건설-가동하고 핵융합 발전을 실증한다.

1-1-다. ITER를 이용한 증식블랭킷 시험모듈(TBM) 검증실험 일정
앞 절에서 살펴본 대로, 국제공동사업인 ITER건설사업과 우리나라의 핵융합발전시
험로 KDEMO 개발사업의 연계고리가 되는 핵심적 요소는 ITER를 이용하여 수행될
“증식블랭킷” 시험모듈(Test Blanket Module, TBM) 검증실험이다.
여기서 꼭 짚어야 하는 것은, 이 TBM은 ITER에 우리나라가 제작납품할 “차폐블랭
킷”(Shield Blanket)과는 별개의 사업이라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차폐블랭킷은
ITER에서 생산되는 핵융합중성자들을 차폐하고 그 열에너지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단순한 구조의 ITER부품이지만, TBM 즉 증식블랭킷은 여기에 더하여 발전로의
핵심기능인 삼중수소 증식기능 및 관련된 냉각-추출-분리기능을 모두 포함하여 전
체적인 삼중수소 증식플랜트(모듈)로서의 성능을 시험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
서 발전(시험)로는 증식블랭킷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만, 중성자의 안전한 차단만을
목표로 하며 그 이용과는 상관없는 차폐블랭킷은 발전로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만약 ITER의 내벽을 차폐블랭킷으로 밀폐하지 않고 증식블랭킷 모듈들로 밀폐한다
면 ITER는 DEMO에서 이루어질 발전로기능을 미리 앞당겨 실증할 수 있지않나, 즉
ITER를 생략하고 곧장 DEMO로 나아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질문이 가능하다. 그러
나 증식블랭킷과 같은 발전로 핵심부품의 실험적 검증단계를 완전히 생략하고
ITER를 곧장 DEMO화 하려면 건설비용이 200% 이상 늘어나는 반면, 그 목표달성을
확신할 수 없으므로 자원의 낭비로 귀결될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 높다. 따라서 발
전시험로 DEMO급의 핵융합성능을 가지되, 검증되지 않은 증식블랭킷 등 핵심부품
및 성능의 실증하기 위한 중간단계로 (증식블랭킷이 아닌 차폐블랭킷으로 처리된)
ITER단계를 한번 거쳐가는것이 훨씬 논리적으로 타당할 뿐 아니라 risk가 최소화
된 가장 확실한 목표도달 경로이며, 결과적으로 따라서 훨씬 경제적이다.
이 TBM실험은 ITER완공후 첫날부터 곧바로 시작하여 1단계 운영기간 10년내에 종합
적인 Plant Integration (PI) 성능검증까지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
일정은 ITER 건설 및 운영일정과 긴밀히 연계되어 참여국들 사이에 이미 합의된 사
항이어서 조정이 불가능하므로 중국이나 우리나라와 같은 후발참여국의 경우에는
자국의 상황을 일부 조정할 수는 있겠으나 전체적인 일정틀은 ITER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반드시 확보해야할 이정표로서, 반드시 적시에 달성하여야 하는 단기적인 목
표로 기능한다.(다음페이지 ITER 블랭킷 검증시험 일정 참조) 구체적으로 이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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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TBM검증실험 참여국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정표를 부과한다.
(1) ITER 가동과 함께 시작되는 블랭킷 검증실험에 참여 (착공후 11차년도부터)
(2) ITER 1단계중에 PI(Plant Integration)검증실험까지 완료 (착공후~20차년도)
한편 21차년도 이후의 ITER 2단계 운영기간의 검증실험 계획은 현재 미정이나, 액
체브리더 등 추가적인 차세대개념의 증식블랭킷 시험모듈의 검증에 필요한 실험들
을 수행한다. 따라서 각 기간별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조절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
기간구분의 변경을 요구하는 검증일정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그림 56 ITER 완공후 첫 10년간의 운영계획. 블랭킷 검증실험은 맨 아랫칸에 일정이 나타나
있다. ITER운전이 수소(H)방전 ⇒ 중수소(D)방전 ⇒ D/T예비방전 ⇒ D/T정격방전으로 단계별
로 진전하여 나감에 따라(밑에서 둘째칸), TBM 검증실험은 ①EM시험 ⇒ ②Neutronics시험 ⇒
③증식시험 ⇒ ④Plant Integration 시험의 네단계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ITER운영 1단계기간중의 구체적인 TBM검증실험은 ITER 운영일정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 1단계 (2.5년)
- 수소방전, 중성자발생 없음.
- 기본성능 및 인허가요건 만족 확인, TBM의 전자기력테스트
- 중성자환경이 아니므로 모듈내부에 증식재는 포함될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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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R 정기점검 (6개월간 가동중지)
◆ 2단계 (4-5차년도 24개월)
- D-D방전 및 저출력 D-T방전
- Neutronics 테스트(핵설계 및 재료검증)
- 증식성능 설계모델링 검증
◆ 3단계 (6-7차년도 24개월)
- 저출력-중출력 D-T방전, neutron fluence = 0.006 MWa/m2)
- 트리튬 증식 실험 (예비시험용 짧은시간)
- 고온구조(thermomechanics) 테스트 (고온구조설계 및 재료검증)
- 고온발생 예비실험 (열수력설계 및 재료검증)
◆ 4단계 (8-10차년도 36개월)
- D-T방전, neutron fluence=0.09 MWA/m2)
- 온라인 실시간 트리튬 증식 및 회수
- 고온발생 본실험
- 발전능력 테스트 (미정)
이러한 단계별 검증실험을 거쳐 종국적으로는 각각의 TBM에 대해
(1) 각 증식블랭킷들의 핵설계-열구조설계-열수력설계의 모델 및 설계도구들의 유
효성을 검증하고 (design validation);
(2) 블랭킷 냉각(중성자에너지 추출) 및 트리튬의 증식성능을 실증하되;
(3) 검증의 최종적 성능지표인 삼중수소증식비(Tritium Breeding Ratio, TBR)를
1.1 ~ 1.3 수준으로 달성
하므로써 증식블랭킷의 설계 성능을 종합적으로 실증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우리의 KTBM검증실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KDEMO 개념 및 KDEMO 블랭킷의 개념이
먼저 정립되어 ITER검증이 필요한 성능사양들이 도출되어야 한다. 이 검증필요 성
능사양을 기준으로하여 ITER에서 해당성능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KTBM의 설계제작이
수행된다.
따라서 KTBM은 D-T운전과 종합성능(PI)실험이 시작되는 3단계에는 최소한 1基가
ITER에 설치되어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위의 설명에서와 같이 ITER의 TBM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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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일본의 TBM검증실험 계획. 총 4기 이상의 시험용블랭킷모듈(TBM)이 계획되어 있다.
ITER가동 첫날에 들어갈 System-Check Module은 본 사업계획에서 Day-One Submodule (DOS)와 거
의 같은 의미를 갖는다. Basic module은 고체형 pebble-bed개념에 기반한 것이며 1단계 첫10년
동안 검증을 완료하고 DEMO실시설계에 반영된다. 2단계 10년동안에는 두가지의 advanced
modules가 계획되어있고 액체형을 포함한, 상업발전소를 지향하는 발전된 모델이다. 이 검증시
험 결과를 종합하여 제작되는 production type module은 필요한 설계변경 및 수정조치 후 DEMO
에 설치되어 운영되는데, 기본 고체형블랭킷일수도 있고 발전된 액체형블랭킷일수도 있다.

실험이 시작되기 전에 KTBM의 非核(non-nuclear)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부분모듈인
Day-One-Submodule(DOS)의 개발-제작-노외시험-인허가를 완료하고 ITER 설치까지
완료하여 ITER가동의 첫날부터 전자력시험 등 기본성능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
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다시 이 非핵시험용 부분모듈인 DOS뿐 아니라 KTBM
의 설계-제작 및 조립시험을 포함하는 전 과정이 ITER건설이 진행되는 첫 10년 동
안에 차질없이 진행, 완료되어야 함을 뜻한다.
한편 위 그림3에 제시된 일본의 TBM검증실험 추진일정52)에서 볼 수 있듯이 ITER가
동과 함께 검증실험이 시작되는 “기본형”KTBM (아마도 헬륨냉각방식의 고체
pebble-bed 형식의

HCPB 블랭킷)과는 달리 다양한 액체형 블랭킷을 포함한 “고급

형”KTBM들의 개발 및 검증일정은 KDEMO의 개발일정 및 기술수요에 따라 조정되어
가면서 ITER운영 1-2단계에 걸쳐 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고급형”KTBM의 개발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어 DEMO의 일정에 맞도록 조기
에 성능검증이 완료될 경우에는 “기본형”을 대체하여 DEMO용 블랭킷으로 적용될

52) M. Akiba, "DEMO Definition of Japan", 제12차 ITER Test Breeder Work Goup(TBWG) 실
무회의 발표자료, 일본 나카, 2004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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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DEMO다음의 상업발전로에 적용하는것을
목표로 진행하게 된다.

1-1-라. 원자력의 영역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원자력의 필요성

앞장들에서 살펴본 대로, 에너지자원이 전무할 뿐 아니라 수출이 주도하는 경제 및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이 에너지 특히 전력수급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것이 불가피하다.
특히 2005년 2월에 발효된 쿄토의정서에 따라 전세계적인 CO2배출억제정책이 실시
될 것이 유력해 진 이상, 이산화탄소배출이 없는 원자력발전은 축소가 불가피한 화
석연료 화력발전을 대체하게 될 전망이다. 그러므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에너지의

해외의존도를

낮추게

하는

원자력발전의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을 확보해 나가는 것은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경
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사회의 미래에너지를 책임져야 할 의무를 짊어진 “지속가능한” 원자력의 이러한
중요성과 관련하여 최근에 수행된 바 있는 원자력 국가기술지도(Nuclear Technology
Roadmap, NuTRM) 작성사업에서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경청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원자력은 주로 핵분열에너지로부터 열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하는 산업으로 성장
해 오고 의학적인 목적으로 방사선을 이용한 분야에도 폭 넓게 활용 해 오고 있다. 특히 최근
에는 생명공학(BT)과 미세공학(NT) 등 첨단기술이 발달하면서 원자세계에 대한 인간의 활
용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원자력은 이러한 분야들과 아직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은 최첨단 과학이라는 등식이 무너지고 원자력은 구시대의 힘을 상징하
는 의미로 고착화되고 있다. 원자력에 대한 연구개발도 이미 추진 중에 있던 연구개발을 계
속 추진하는 형태로 고착화 되어 있고 단지 미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4세대 원전개
발만이 새로운 기술적 개념을 도입하는 연구개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의 답보상태는 원자력산업의 침체를 몰고 올 가능성도 있는 정체된 이러한 분위기는 기
존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을 해칠 우려도 있다. 최근 일본에서 발생되고 있는 원자력사고는 이
러한 정체된 환경에서 고정된 관념으로 사업을 수행하다가 발생된 '원자력 피로사고
(Fatigue Accident)라고 할 수 있다53).

이러한 점에서 안전성과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차세대경수로라던가 GEN-IV

등 미래원자력 기술개발사업과 함께 미래의 수송에너지인 수소를 경제적으로 생산
53) 원자력 국가기술지도 작성사업 보고서 초고자료, 과학기술처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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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고온가스로(VHTGR) 개발 등은 원자력발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데 매
우 긴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국가사회가 요구하는 안정적인 에너지/전력공급
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책무를 충분히 다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가령 우리와 같이 에너지 대외의존도가 높은 EU와 일본에서 SERF 및
사업을

유사한 연구

다양한 최신의 첨단기법과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장기적인 에너지기술개발

전망연구를 수행하므로써 미래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전략을 검증보완하여 그 타당
성을 사전에 확보하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원자력의 지속가능성확보에 핵융합발전이 기
여할 수 있는 잠재력은 앞의 1부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요약하자면 핵융합이라
는 핵반응에서 생산되는 중성자의 에너지를 가공하여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일체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핵융합발전은 명백한 원자력기술(nuclear technology)이므로 엄
격한 국가-사회적 관리하에서 전문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그렇게 추진될 경우에
한해서 자원소모량, 안전성, 폐기물 및 연료주기특성 등에서 뛰어난 환경적합성 및
대중수용성을 지니고 있어 미래세대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속가능한 원자
력’으로서 그 잠재력의 실현을 목전에 두고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원자력산업으로서의 핵융합발전로 개발을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원자력기술 및 산업을 활용하여 착수해야할 필요성이 명백해진다. 더군다나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원자력기술이기때문에 필요성이 임박하여 명백해 졌을때 개발
을 시작하기에는 기술적, 정책적, 사회적으로 지불해야할 기회비용이 엄청날 수 있
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가능한 조속한 사업착수의 필요성은 더욱 명백해진다.
나아가 핵융합발전은 기존의 경수로 및 중수로 중심으로 개발되어온 기존의 원자력
발전기술의 응용영역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게 될 뿐 아니라 고속로, 고온가스로, 등
차세대 노형개발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연결고리로 역할하므로써

원

자력을 지속가능한 미래에너지로 확장-유지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가령 핵융합발전로의 핵심기술중 하나인 중수소 및 삼중수소 관련 기술들은 전적으
로 기존의 중수로의 연구개발 및 운전과정에서 유래하는 것이며, 핵융합발전로에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해당기술을 더욱 개선하므로써 달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시
너지효과는 명백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차세대경수로 개발과정에서 확보되는 안전
성 및 환경적합성 관련기술이라던가 시스템일체화기술, 압력용기 제작가공 등의 산
업기술 등 광범한 영역에 걸치는 상업발전로의 다양한 핵심기반기술들이 이들 원자
로형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자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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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핵융합발전로공학이 고속증식로 및 고온가스로 등 미래지향적 원자로형들과
구체적인 발전로공학기술들에서 겹치거나 공유하는 부분이 매우 많다는 사실은 매
우 중요하다. 가령 핵융합로와 고온가스로는 고체세라믹 핵연료pebble 설계제작기
술과 헬륨냉각기술 등 거의 동일한 기술을 채용하고 있다 보아도 무방할 뿐 아니
라, 기술개발이 긴요한 핵심분야로서 600~1000℃수준에서 사용가능한 ODS강, SiC복
합재료 등 고온 구조재료의 개발을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편 고속증식로와
핵융합로는 액체금속 혹은 용융염(molten salt)의 물성자료, 운전제어기술 및 양립
성(compatibility)및 재료개발연구 등을 공유할 수 있다. 역으로 핵융합발전로 기
술개발에서 얻어지는 활용되거나 로형전략에 따라 공통개발사업으로서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도 있다. 아래 표에 고속증식로-고온가스로-핵융합로의 요소기술들의 상
호연관관계를 도시하여 보았다.

그림 58 고온가스로-액체금속로-핵융합로 세 미래지향적 로형의 요소기술 연
관도. 세 로형이 겹치는 부분은 경수로 등 다른 로형과도 공유하는 원자력발
전로 일반적인 기반기술이 될 것이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미래지향적 원자로형이라 할 수 있는 세 로형의 요소기술
들은 공통분모가 매우 많다. 물론 공통기술이라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적
용되는 영역이나 핵종이 달라지는 만큼 구체적인 작업내용까지 하나하나 다 같을
수는 없겠지만, 연구개발의 기본도구라던가 기본논리체계는 최소한의 수정보완을
거쳐 세 로형의 기술개발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정도의 구체적인 공유가능성
을 지닌 기술적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EU의 경우 고체형 HCPB블랭킷이
나 액체리튬형 블랭킷의 개발에 참여하는 관련분야의 전문인력은 거의 모두가 HTGR
이나 고속증식로 개발과정에서 구축된 전문인력을 새로운 영역으로의 기술응용-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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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원에서 자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활용한 결과이며 충분히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뿐만아니라 세 로형 모두 향후 20-40년후의 실용화를 목표로 장기적으로 진행중인
사업들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사업별로 기술분화가 뚜
렷하여 지기 전에 사업초기부터 각 사업의 기술수요내용-일정과 필요한 개발일정을
면밀히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에 따라 로형간의 기술개발 연계구조를 수립하고 효
과적으로 연계된 연구개발 추진체계를 구축한다면 인적-물적 연구개발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발될 기술의 응용잠재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시너지효과의 가능성은 매우 크다.
그러므로 이들 미래지향적 원자로들의 연구개발작업을 로형전략 차원에서 효과적으
로 연계시켜 장기적-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긴요할 뿐 아니라, ITER사업참
여 등의 국가정책적 요소를 고려할 때 시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16. 발전형태별 가능한 수소생산공정의 비교(Konishi, ANS-TOFE 2003)
에너지원 PV, 풍력 등
수소공정

재생에너지

경수로

고온가스로

핵융합로

고속로

전기분해 (conventional)
전기분해(vapor)
IS 공정
Steam reformation
Biomass Hydrogen

- 따라서 연관된 발전로형별로 기술개발체계의 연계조직화로 미래원자력 기술수요
에 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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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한국형 핵융합발전시험로 (KDEMO) 목표개념의 설정

앞의 절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TER사업참여가 요구하는 막대한 투자의 효과는
장기적으로 크게 볼 때는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핵융합발전로 개발 프로그람이 동시
에 수행되고 있을 때에만, 그리고 단기적으로 작게 볼때에는 그 핵융합로개발 프로
그람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식블랭킷 및 연료주기의 개념이 확립되어 있을 때에만,
ITER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이 기술적-전략적으로 가능해지며, 따라서 그 투자효과도
확보될 수 있다.
즉 우리가 어떤 핵융합발전로를 개발할 것인가 하는 명확한 목표나 전략이 없이
ITER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투자효과를 기대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
므로 단기적으로는 ITER사업참여,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핵융합발전로 개발이
성공하기 위한 첫걸음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핵융합발전로의
개념정립 및 개발연구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하며, 그리하여 최단시간안에 그 과정
및 결과들이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증식블랭킷의 개념정립 및 설계개발연구로 연
결되므로써

ITER에서의 TBM사업을 효과적인 수행할 수 있는 추진전략의 기준틀로

서 역할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지향하는 발전시험로 개념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우선 각국의 DEMO
개념정의 및 개념설계 개발현황을 간단히 살펴보는것이 필요하다. 이 결과는 다음
페이지의 표1과 같이 정리될 수 있으며 대략 다음과 같은 일정한 추세가 있음을 파
악할 수 있다.
우선 기존의 고온가스로(HTGR) 기술개발과정에서 확보된 헬륨냉각기술 및 세라믹
페블 기술을 확장-적용하고 있는 리튬산화물 세라믹페블에 기반한 HCPB(Helium
Cooled Pebble Bed) 고체 블랭킷 개념들은 모든 나라에서 별다른 기술개발이 없이
현재기술로 실현가능한 “기본형”블랭킷으로 채택하고 있다. 흥미로운것은 일본은
차세대경수로 개발과정에서 얻어지는 초임계수(supercritical water) 냉각기술을
적용하는 WCPB(Water Cooled Pebble Bed) 방식의 고체블랭킷을 고수하고 있는데,
EU의 경우에는 누출사고시 리튬과의 폭발반응 등의 문제로 인해 수냉식은 포기한
바 있다. 이 고체기반의 “기본형”블랭킷들은 발전시험로에 당장이라도 적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나, 낮은 연소율이라던가 낮은 냉각제 출구온도, 트리튬의 침
투(permeation)문제 등 상업발전소가 요구하는 고효율의 발전시스템을 구현하여 경
쟁력있는 발전단가를 실현하는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1부 2장의 파급효과 관
련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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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러시아

일본

명칭

DEMO-S

DEMO
2001

GWt(f)

3.1(2.44)

(2.3)

GWe

1.2 or 1.5

Q

24~28

40

NWL
블랭킷
타입

2.52
HCPB

SCL

구조재

LAFS

V-alloy

냉각재
온도

520

650

COE,
효율,
기타

유럽연합

A-SSTR

미국

1.5

ARIES
I
2.59
(1.9)
1.0

ARIES
AT
2.0
(1.75)
1.0

30

35

20

~50

2.2
HC(DC)
LL
LAFS
(ODS)
+ SiC
He480
LL700

2.4

2.5

3.3

SCLL

HCPB

SCLL

SiC

SiC

SiC

957

650

1100

DREAM

EU-B

EU-C

EU-D

6.4

(3.4)

(3.4)

(2.5)

3.2

1.5

1.5

75

>50

~15

3.5

6.0

1.2

1.8

WCPB

WCPB

HCPB

HCPB

SiC

LAFS
(Euro
-fer)

320

800

590

HiTc
DEMO

High K
SiC

~ITER
e=43%
nearterm

5.5
(4.5)
1.7

LAFS
LAFS
(F82H) (F82H)
~320

76mill

e=44%

e=61%

65mill HiTc
95mill 50mill

표 17. 각국의 DEMO개념사양 비교표. 흰색은 현재기술로 건설가능한 near-future개념, 분
홍색은 향후에 상당한 기술개발성과를 필요로 하는 상업발전소 지향의 far-future개념이며
노란색은 그 중간쯤 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time-frame 상의 구분에 가장 중요
한 요소는 구조재료이며, 현재 개발된 LAFS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SiC 혹은 V-alloy등 미래
에 개발될 재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정적으로 달라진다. 한편 ITER에서의 검증을 위해
제안된 시험용블랭킷모듈(TBM)에는 이들 블랭킷 타입들이 거의 대부분 망라되어 있다.

한편

액체상태의

리튬이나

리튬-납

액체합금에

기반한

HCLL(Helium

Cooled

Lithium-Lead), DCLL(Dual-Coolant Lithium-Lead), SCL(Self-Cooled Lithium) 등
액체방식의 블랭킷개념들은 냉각성능이 뛰어나고 중성자반사체(reflector)가 불필
요한 등 여러 가지 뛰어난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냉각-증식재와 구조재 사이의 양
립성문제라든가, 토카막노심의 강력한 자장하에서 액체금속이 받게 되는 자기유체
역학적(magnetohydrodynamic, MHD)힘에 의한 냉각재 압력저하현상 등의 기술적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 연구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장점을 살
린 “고급형”블랭킷으로서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업발전까지의 긴 lead-time을 감안한 “고급형” 블랭킷 개발연구와 함
께, 발전시험로 DEMO 등 발전성능의 공학적 실증을 위한 단기전략적인 관점에서
“기본형” 블랭킷 연구를 병행하는것이 모든 핵융합기술개발국의 공통된 전략이
다. 상업발전에서 요구하는 높은 가격경쟁력과 발전효율은 최대한 고온에서의 운전
을 요구하므로 이에 합당한 구조재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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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전략 측면에서 이렇게 발전성능의 실증을 위한 DEMO급 발전시험로와

시장

에서의 가격경쟁을 위한 상업발전로를 구분하는 이러한 블랭킷 병행개발전략은 매
우 타당하면서 현실적인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ITER 다음단계를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실현
성을 주안점으로 하는 DEMO급 발전시험로는 모든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설정하는 단
기적(near-future) 개발목표이며 매우 구체적으로 그 설계개발작업이 진행중에 있
다. 한편 800C이상에서 작동가능한 SiC 등 고온구조재의 개발전망을 전제하고 장기
적인 관점에서 가격경쟁력을 갖추는것을 목표로 장기적(far-future) 개발목표로서
상업발전로의 개념설계연구도 활발히 병행하고 있다. 이런 전략은 블랭킷에 있어서
도 고체기반 블랭킷과 액체기반 블랭킷 두가지 옵션을 병행하여 개발한다는 전략적
공통점을 나타낸다.

한국형 발전시험로 KDEMO의 목표개념
발전시험로
개념

KDEMO-A

KDEMO-B

비 고

~1 GWe (~2.5 GWf) 용량
ITER방식의 노심물리 및 노심성능
공통점

저방사화 Ferritic Steel (LAFS 혹은 ODS) 구조재
헬륨냉각 금속일차벽 디버터
Nb계열 저온 금속초전도체 전자석

차이점

HCPB 블랭킷

HC(DC)LL블랭킷

발전시험로

상업발전로 지향

저효율

고효율

실현가능성

기술혁신 잠재력

특징

표 18. KDEMO의 목표개념 설정. 기술성숙도가 높은 현존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므로써 현실
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KDEMO-A를 DEMO의 기본형 목표개념으로 설정하되 상업발전에 적합
한 성능 및 기술잠재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KDEMO-B의 연구개발도 병행한다. 단 KDEMO의
최종로형은 ITER에서의 KTBM검증사업의 결론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되며 여기서 선택된
블랭킷을 채택한 실시설계가 완성된 다음 최종 3단계에서 KDEMO 건설-운영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보편적인 조건과 추세들을 감안할 때, 한국형발전시험로 KDEMO의 목표개념
을 위 표3과 같이 KDEMO-A/B의 두가지 개념으로 도출하여 연구개발을 병행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기본적으로 기술성숙도가 높은 현존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므로써 상대적으로 실현가
능성이 높은 HCPB방식의 고체블랭킷에 기반한 KDEMO-A를 DEMO의 기본목표개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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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되, 기술개발의 필요성은 더 많이 남아있으나 발전로에 적합한 잠재적 성능
이 우수한 액체블랭킷을 채용하는 KDEMO-B의 연구개발도 지속적으로 병행하며,
KDEMO의 최종로형은 ITER에서 수행될 KTBM검증사업의 결론에 따라 정한다는 개념이
다.
한편 이러한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발전로구조재 등 재료개발연구가 뒷
받침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이러한 재료개발의 전략적 의의에 대해서는 다음절에서
원자력발전로 로형전략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들 연구개발
사업은 ITER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국제공동연구라는 여건을 최대한 활용할 뿐 아니
라 우리가 기여가능한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임하므로써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국
제공동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특히 우리나라같은 후발국에게
는 유익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렇게 설정하여 본 KDEMO개념의 타당성은 아래 표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EU에서도 KDEMO-A/B와 매우 유사한 EU-B와 EU-C의 두가지 로형을

near-term DEMO

로서 설정하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도 알 수 있다.

그림 59. EU에서 near-term DEMO로 선택하여 설계 및 성능-경제성 해
석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EU-C 및 Eu-D 모델의 성능사양. KDEMO-A/B모
델은 이들의 성능사양과 개발전망을 참고로 하여 선정한 것이다. 다른
선발국들의 DEMO개발전략도 이와 대동소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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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개발 단계설정의 기준 및 배경

이제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설계에 의한 발전시험로 KDEMO를 최종적인 연구개발목적
으로 설정하였다면, 이러한 목표설정의 배경이 된 국내적-국내적 상황을 지금까지
살펴 본 내용을 참고로 하여 연구개발의 단계를 설정함으로써 각 단계의 연구성과
뿐 아니라 장기적 연구개발사업으로서 합당한 타당성을 점검하고 확인하므로써 차
질없이 다음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단계구분작업이 필요해진다.
이러한 단계설정작업에 있어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나라가 참여하여
국제공동사업으로 진행되는 공학실증로 ITER 건설 및 운영사업이다. 착공이후 건설
기간 10년에 운영기간 20년을 합하여 총 30년동안 계속될 ITER사업에서 우리나라가
사업참여국으로서 부담하게 되는 막대한 투자의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 나가야함을 앞장들에서 살펴본 바 있다. 즉
(1) 발전로공학 기술 지향
(2) ITER 운영일정상, 특히 발전로용 증식블랭킷 검증사업의 핵심 이정표의 확보
의 두가지가 ITER사업참여 실효성 확보의 근간이다.
이와 관련, 아래 그림6 에 단계별로 짚어가야 할 국내외 이정표 및 단계이행을 위
한 결정사항들을 요약하여 보았다.

그림 60 KDEMO 사업기간중의 중요 국내외 이정표 및 단계구분.

이러한 상황판단을 배경으로 하여 본 기획에서는 다음과 같이 핵융합발전
기술개발사업의 단계를 설정하였다.

- 151 -

(1) 1단계: ITER착공

ITER 완공 및 KTBM 공학설계 완료 (10년)

1단계는 ITER 완공과 동시에 각국의 시험용 증식블랭킷모듈(Test Blanket Module,
TBM)들이 장입되어 전자력(electromagnetic, EM)시험을 시작한다는 점에서 ITER의
완공 및 가동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설정되었다. 이 시점에 다른나라들과 같이 검증
실험을 시작하지 못하면 이후에는 ITER 운영일정 및 인허가 등과 관련하여 뒤늦게
검증실험을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진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 시점에는 반드시 검증실험활동을 시작하여 전체 ITER운영과
정에 참여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핵심적인 이정표가
된다. 따라서 1단계는 ITER 가동후의 2단계에서 KDEMO를 위한 우리 고유설계의
TBM, 즉 KTBM 검증실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적 준비를 완료하는 기간으
로 기능한다.
내용적으로는 KDEMO 블랭킷의 시험용 모듈(KTBM) 개발을 중심으로 하여
1) 발전시험로 KDEMO의 개념설계를 완성하고 KDEMO 블랭킷의 설계확정에 필요한
핵심적 필수검증사항 및 검증기준을 도출한다.
2) 상기 검증사항/검증기준을 반영한 우리고유의 TBM, 즉 KTBM의 개념설계와 공
학설계를 완성하고 KTBM Proto-Mockup의 제작과 노외시험을 완료한다.
3) 본격적인 KTBM 검증실험에 앞서 ITER가동과 동시에 장입하여 EM시험 등 기본
검증실험을 수행할 KTBM Day-0ne-Submodule (DOS)를 제작, 노외시험을

완료

하고 인허가를 획득한다.
4) KDEMO 개념설계 완성 및 공학설계 착수에 필요한 핵심노심기술, 특히 디버터
기반기술개발 및 실험적 검증연구를 수행한다.
5) KDEMO 및 KTBM개발, KDEMO노심기술개발에 필요한 재료기술의 개발 등이 연구
개발내용의 중심이 된다.
1단계 종료시에 2단계 사업착수를 위하여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
이 정리해 볼 수 있다.
가. ITER운전개시와 함께 시험용 수소방전단계에 장착하여 기본성능검증실험을 수
행할 수 있도록 시험용 증식블랭킷의 Day One Submodule(DOS)의 제작-노외시험
-인허가-설치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DOS 설치작업 및 검증실험준비 완료
여부는 1단계 종료일자와 ITER 가동개시 일자와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며, 완료
여부의 판단은 1단계 종료일자보다는 ITER가동개시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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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EU의 PPCS연구에서 제시된 핵융합상업발전의 추진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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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나. KDEMO의 개념설계가 1차완료되어야 하며, 따라서 증식블랭킷 시스템의 개념설
계도 1차완료되어 있어야 한다. 여기서 1차완료라 함은 ITER에서의 증식블랭킷
시험모듈(KTBM)

검증실험의 결과에 따라 설계, 재료 및 가공에 관한 수정보완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KDEMO용 증식블랭킷시스템의 모든 성능을 실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험모듈
(KTBM)의 설계, full-scale prototype 제작 및 노외시험과정이 완료되어있어야
하며, 2단계중 ITER에 설치될 full-scale KTBM의 제작을 위한 인허가작업에 착
수할 준비가 끝나있거나 진행중이어야 한다. 즉, 2단계에 KTBM이 설치될 일정
에 (검증사업의 목적인 검증사항들을 제외한) 어떤 절차적 불확실성도 없는 상
태여야 한다. 여기서 KTBM은 1단계의 개발결과에 따라 KDEMO-A형(고체형 HCPB)
블랭킷일수도 있고 KDEMO-B형(엑체형 HCLL혹은 DCLL 혹은 독자모델)일수도 있
으며, 두가지 다 일수도 있다.

(2) 2단계: ITER완공

KTBM 성능검증 및 KDEMO 공학설계 완료 (15년간)

단계구분 기준: KDEMO의 독자건설을 기준으로우리나라의 독자적 발전실증로(가칭
KDEMO)의 공학설계를 완성하는 15년간의 기간(2015~2029)으로 설정.
이 기간에는 ① 1단계에서 개발된 KTBM들을 ITER환경에서 설계 및 성능검증을 수행
하고 그 결과를
또한

국제

② KDEMO의 공학설계에 반영하여 완성하는 것이 내용의 핵심이다.

핵융합로재료

조사시험설비

(International

Fusion

Material

Irradiation Facility)를 이용한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과 긴밀한 협력하에 ③ 핵융
합발전로 재료 개발 및 성능검증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이 2단계에서는 가장 먼저 준비가 완료되는 KTBM의 설계-성능 등 모든 검증실험이
첫 10년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에 살펴볼 바와 같이 이 첫 10년동
안에 ITER다음단계인 DEMO/PROTO급 발전시험로의 착공이 계획되고 있는 바, 국제공
동 건설 혹은 국가그룹에 의한 블록별 건설의 어느쪽이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독
자적인 KDEMO를 건설하느냐 아니면 국제/블록 공동건설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
는 기술기반을 갖추느냐가 중요해 지기 때문이다.
2단계 종료시점에서 3단계로 진행하기 위해 확보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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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KDEMO에 장착할 최소한 1개이상의 증식블랭킷의 설계 및 성능검증이 완료되어
야 한다.
나. 검증된 블랭킷을 채택한 KDEMO의 상세설계가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
다. DEMO건설에 대한 국제협력여부가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중 DEMO/PROTO급 발전시험로를 ITER와 같이 국제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느냐 아니면
각국별로 독자건설하게 되느냐의 여부가 당연히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된다. 지금
현재의 ITER협상과정이나 기타 국제공동연구의 협력추세를 볼 때, ITER에서 필요한
검증이 다 끝난 후인 DEMO/PROTO건설단계에서는 각국별로 독자적으로 수행되거나
이해관계가 합치하는 국가별로 블록을 형성하여 블록단위로 공동건설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만일 DEMO급 발전시험로를 국제공동으로 건설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조성하여 확정하거나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정적으로 확보된다면 3단계
계획(독자적인 KDEMO건설)은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하며, 그런 경우 다음사항이
추가적으로 고려-확인되어야 한다.
라. DEMO/PROTO건설에 우리가 전적으로 혹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술분야
의 선정 및 전략적 육성, 그리고 그 성과 및 기술수준이 객관적으로 또 국제적
으로 공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3단계: 발전시험로 KDEMO의 착공
10년의

건설기간을

거쳐

완공후

가동

10년동안의

발전성능실증 (20년)
발전실증기간을

포함,

총

20년

(2030~2050)으로 설정한다. 이후 상업로 건설단계는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이 전혀
없는 전력사업으로 간주, 사업자가 시행하도록 한다.
3단계의 시작시기는 다른 나라들의 일정을 감안하여

KDEMO의 건설기간이 다른나라

의 DEMO건설기간과 일정한 전략적 시차를 유지하되 중복기간이 있도록 5년정도의
시차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써 기술적 관심분야에서
선발국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공동관심사에 대해서는
공동작업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delayed overlapping 전략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선발국의 관심을 유지하고
협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징적인 설계사항을 KDEMO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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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론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해 주는 KDEMO의 가치-의의는 개념정립 내지 설계
개발단계에서부터 다른 나라들과의 유기적인 협력교류관계를 통하여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ι
/~

- 156 -

2장. 연구개발의 목표 및 연구내용 요약
2-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및 단계별 목표
1장에서 살펴본 사업추진의 배경과 그에 따라 도출-설정된 사업목표에 따라 핵융합
발전로공학 연구개발사업의 최종목표 및 단계별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
다.

구분

목

최종목표
(2050)

단계별
목표

표

한국형 핵융합발전시험로 KDEMO의 건설-가동 및 발전성능의 실증
1단계 (10년)

- 증식블랭킷 개념설계 및 KTBM 개발
- 발전시험로 개념설계 완료

2단계 (15년)

- KTBM 성능검증 및 증식블랭킷 공학설계
- 발전시험로 공학설계 완료

*

3단계 (20년) - 발전시험로 건설가동 및 발전성능실증
*) KDEMO를 독자건설하게 되는 경우임. DEMO단계가 ITER처럼 국제공동 혹은 국가블록의
공동사업 형태로서 건설추진될 경우에는 3단계 목표는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임.

2-2. 연구개발의 단계별 목표 및 연구내용
(1) 1단계(1차년도~10차년도) 연구개발내용

구분
1단계
최종목표
(10차년도)

연 구 내 용
발전시험로KDEMO 개념설계 완성
시험용증식블랭킷 KTBM의 Proto-Mockup 제작-검증
1-1단계
(3년)

1단계
세부단계별
내용

1-2단계
(3년)
1-3단계
(4년)

-

KTBM 개념설계 및 부품개발
KDEMO 개념정의
KDEMO 노심검증실험(CUTE) 설계완료
발전로 재료기술 기반구축
KTBM 시험모듈 및 시제품 제작-시험
KTBM 공학설계
노심검증실험(CUTE) 건설
차세대재료 및 KTBM구조재 개발
KTBM Proto-Mockup제작검증
발전시험로 건설가동 및 발전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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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단계 (11차년도~ 25차년도) 연구개발내용

구분

연 구 내 용

2단계
최종목표
(25차년도)

2단계
세부단계별
내용

한국형 증식블랭킷시험모듈(KTBM) 성능검증 완료
한국형 발전시험로(KDEMO) 공학설계 완성
2-1 단계
(5년)

KTBM 제작 및 설치
KDEMO 공학설계

2-2 단계
(5년)

KTBM 검증실험 1차완료(ITER 1단계운전)
KDEMO 플랜트 공학설계 완성

2-3 단계
(5년)

KTBM 검증실험 최종완료
KDEMO 블랭킷 공학설계 수정 및 prototype시험완료
KDEMO 플랜트 공학설계 최종확정

(3) 3단계(26차년도~45차년도)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구분

연

3단계

용

KDEMO 발전성능의 실증

(45차년도)
3-1단계
(10년)

KDEMO 건설
상업발전로 개념설계
블랭킷 성능개량

3-2단계
(10년)

KDEMO 발전성능 실증
발전로 운전관리 및 유지보수기술 실증
블랭킷 성능개선 실증
상업발전로 공학설계완료

세부단계별
내용

내

한국형 핵융합발전시험로 KDEMO의 건설-가동

최종목표

3단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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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3-1. 한국형 발전시험로 KDEMO 개발 추진체계
(1) 추진체계
한국형 발전시험로 KDEMO 개발사업의 전 기간(2005~2050)동안의 사업추진 체계 및
흐름을 아래 그림에 간략히 나타내었다.

그림 62 KDEMO 개발사업(2005~2050) 추진체계

이 체계에서 핵심경로는 KDEMO설계(KTBM설계)

KTBM제작 및 ITER 검증

KDEMO설계

확정 및 건설가동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3부에서는 이중 1단계 10년간의 사업인
“KDEMO-KTBM 설계-개발 및 ITER검증실험 준비완료”를 상세하게 세부분야별로 나
누어 연구체계를 수립하고 연구내용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장기간에 걸칠 뿐 아니라 국제적인 맥락에서 추진되는 연구개발사업은 그
추진체계나 조직을 전기간동안 동일하게 유지한다는것은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단
계별 사업의 성격에 따라 추진체계나 조직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데, ITER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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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외부적인 추진일정이 대충 정해져 있는 1단계에는 KTBM개발업무를 중심으
로 하여 관련개발업무들이 조직되는 대략 다음과 같은 추진체계를 통해 운영하는것
이 불가피 하다.

그림 63 KDEMO 개발사업 1단계(1~10차년도) 추진체계.

즉 핵융합발전로 연구개발사업의 1단계 10년간은

앞서 요약설명한 바와 같이 크게

볼 때 ①발전시험로 KDEMO 개념설계와 이에 따른 ②시험용증식블랭킷모듈(KTBM)의
개발 및 ITER검증실험 준비완료, 이 두가지로 요약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연구
개발 성격이 강하며, KTBM개발에는 산업체 참여가 부분적으로 필요하지만 2단계에
서 수행될 KDEMO 공학설계와 KTBM제작과정에서는 산업체의 본격적인 참여가 필수적
이므로 1단계 연구개발단계에서부터 인력을 포함한 산업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단계 사업목표 및 추진체계의 이러한 특성을 감안할 때 사업추진조직은 다음과 같
이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은“플랜트건설사업의 성격이
지배적일 뿐 아니라 따라서 반드시 플랜트건설사업 관점에서 추진되어야만 하
는”54) <ITER 건설사업>과 이 플랜트를 합목적적-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개
발 성격이 강한 <KDEMO 연구개발사업>은 따라서 그 추진주체에 있어 산업체주도 대
비 출연연주도로 구분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처럼 성격이 확연하게 다른

54) R. Andreani, “Technology Challenges on the Road to Fusion Reactor", 제23차 SOFT학회,
Venice, Italy, 2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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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업이 모두 성공하기 위해서는 1단계의 이러한 분업적 수행은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두 사업간의 효과적인 기술협조체제의 구축이 매우 중요해진다. 그러나
1단계에서 요구되는 이러한 분업체제는 ITER건설사업이 종료되고 KDEMO건설준비가
이루어지는 2단계에는 연구개발과 플랜트건설이 융합된 하나의 일관적인 추진조직
으로서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21세기 프런티어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는 초전
도 산업기술 개발이나, KSTAR 개발사업의 성과로 구축될 초전도전자석 및 관련 극
저온기술은 2단계 즉

KDEMO 설계 및 건설준비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체계에

포함되는것이 시의적절하고 합리적이다.
특히 ITER건설단계에서 우리나
라는 설계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술축적도
부족하기 때문에 기술적 측면에
서는 주도할 수 있다고 보기 어
려우며, 기존 설계에 따른 제품
개발-제작 및 납품과정에서 경
제성 및 산업경쟁력 논리에 입
각한 산업체주도의 사업추진이
불가피하다. 물론 이 과정에서
그림 64. KDEMO사업의 단계별 특성. 1단계는 100% 연구
개발 성격(파란색)을 갖는 반면 3단계는 100% 플랜트건
설사업 성격(황색)을 갖으며 따라서 2단계는 연구개발플랜트건설사업의 융합적 성격을 갖는다. 그러므로 병행
되는 플랜트건설사업인 ITER 및 DEMO/PROTO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시의적절한 전략적 입장설정과 함께 국내산업
적 기반의 구축-조직화가 매우 중요해진다.

필요한 기술지원은 연구개발논
리에 입각하여 출연연주도로 추
진되는 핵융합발전로 개발사업
에서 공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단계별 사업특성 및 그
에 따른 사업추진의 전략적 요

구를 감안할 때 핵융합발전로공학 1단계사업의 추진조직은 출연연주도로 구성하되,
산업체주도의 ITER사업조직과 출연연주도의 KDEMO개발조직이 과기처 및 원자위원회
의 관장하에 효과적인 분업/협조를 가능하도록 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와는 달리 ITER건설사업이 완료되고 없는 대신 KTBM등 ITER운영
사업 참여활동이 시작되는 바, 이들 ITER운영관련 활동은 적당한 분야에 배치하여
전체적으로 발전시험로 KDEMO 개발이라는 큰 틀 하에서 연구활동이 진행되고 점검
되도록 하는것이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연계기술간의 조직적인 산업화에도 합당
하리라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점에서 볼 때, KDEMO사업은 출연연구소와 산업체 사
이의 기술 및 인력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KDEMO 플랜트설계 사업을
중심으로 배치하는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여기에는 앞서 설명한 대로 1단계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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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구축된 블랭킷 및 발전플랜트설계 관련 산업체 뿐 아니라 KSTAR, 21세기 프론
티어 사업 등 관련 사업을 통해 국내에 구축된 초전도자석 및 극저온산업, 장치구
조물 산업 등을 체계적으로 편입하여 효과적으로 배치-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3단계에서는 DEMO/PROTO급 발전시험로를 단독으로 건설하느냐 국제-국가블록 공도
으로 건설하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지게 된다. 만약 단독으로 건설하기로 하는 경우
에는 기존의 ITER 건설사업 및 진행중인 다른 선발국의 DEMO건설사업의 추진체계를
참조하여 우리나라 형편에 가장 적합한 추진조직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보더라도 KDEMO 개발일정은 선발국들의 DEMO/PROTO급 발전시험로의 개발
일정과 대비, 일정한 시차를 전략적으로 유지하는것이 매우 긴요해진다.

3-2. 한국형 발전시험로 KDEMO 개발사업 추진전략
3-2-1. 원자력 로형전략과 연구개발 연계-계열화
지속가능한 원자력을 위해 반드시 따라주어야 하는 원자력기술의 미래기술화
작업은 이미 광범한 상업화가 이루어져 있는 경-중수로의 성능개선 작업과 함께
고온가스로-액체금속로-핵융합로 등 미래형 원자로기술개발로 이루어지는것이
일반적이다. 본 사업에서 이들 세가지 신형원자로 개발계획을 연계하여야 한다는
전략의 근거는 아래 그림에 나타난 것 처럼 이들 노형의 기술적 공통분모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림 65 고온가스로-액체금속로-핵융합로 세 미래지향적 로형의
요소기술 연관도. 세 로형이 겹치는 부분은 경수로 등 다른 로
형과도 공유하는 원자력발전로 일반적인 기반기술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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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광범한 기술공통분모는 우연한 것이 아니라, 선발국에서의 핵융합발전로
기술개발은 바로 이들 고온가스로-액체금속로의 개발경험 및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 결과로 핵융합발전로의 노형도 크게 볼 때 고온가스로
에서 유래하는 HCPB형과 액체금속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HCLL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또한 고온가스로 기술을 거의 그대로 활용하는
HCPB형 발전로의 기술적 완성도가 액체금속로 기술의 일정한 응용연구를 요구하는
HCLL형 발전로보다 상대적으로 앞서 있게 되는 결과도 나타내게 된다.
세 로형간의 공통기술을 연계개발이 효과적일 수 있는 분야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1000C급 초고온 구조재료, 액체금속 운용기술 및 재료 compatibility기술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각 노형들의 기술체계 및 기술수요를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가능한 분야에서 최적화된 연계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된다면 각각의 연구
개발에 소요되는 예산, 자원 및 인력의 절감이 충분히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과정에서 연계전략에 따라 해당기술을 개발하고 순차적으로
각각 다른 노형에 응용하여 보완-비교-검증하는 과정을 통하여 해당기술 및 인력의
전문성-적응성-유연성이 높아지므로써 전체적으로 연구개발역량이 제고되는 상승효
과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사업별 추진전략과 일정을 감안하여 연구
개발에 따른 risk와 benefit을 효과적으로 배분-공유하여 관리하므로써 사업관리상
의 시너지효과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3-2-2. 국제협력 전략수립의 고려요소
핵융합발전시험로 KDEMO의 개발에 있어 국제협력의 불가피성은 치밀하고 효과적인
국제협력 전략을 요구하게 된다. 앞절들에서 상세하게 설명된 이들 국제협력의

동

향들이 우리의 개발전략 및 국제협력전략에 끼치고 따라서 고려해야 하는 영향들
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가. “빠른경로”(Fast Track)의 영향
1장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최근의 ITER건설사업 협상과 관련하여 대두된 빠른경로
(Fast Track) 전략의 핵심은 ITER에 DEMO의 업무를 일부 흡수하여 발전공학 실증로
로 기능하게 하고 DEMO는 기존의 PROTO(상업원형로)의 역할을 흡수하여 DEMO/PR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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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기능하게 하여 장치건설단계를 하나 줄임으로써 본격적 핵융합 상업발전까지
필요한 시간과 공공자금 투자를 절약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이 우리에게 끼치
는 효과는 ITER라는 국제공동사업을 상업발전에 이르기까지의 유일한 연구개발단계
로 만듬으로써 핵융합 상업발전기술의 확보를 지향하는 국가라면 ITER사업참여가
불가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ITER사업에의 참여와 관련된 핵융합발전로공학 기술개발을 동시에 시작하
게 된 우리나라에게 있어 ITER사업참여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발전로공학 기술개발에 있어서도 효과적인 국제협력은 핵심
적인 전략사항이 될 수 밖에 없다.

나. “핵융합 확대접근”(Broad approach to Fusion)의 영향
1부에서 살펴본 대로 핵융합 확대접근 (Broad Approach to Fusion)이란 핵융합 국
제협력을 ITER건설사업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재료照査시험시설(IFMIF) 등 대형
시설과 블랭킷검증(TBM)사업 등 관련 연구개발활동을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대폭 확
장된 국제협력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의 배경은 ITER 건설부지결정에서 배제된 국가에 대해 합당한
incentive를 부여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데, 그 범위에 따라서는 국가단위의 핵융합
개발전략을 포기하고 이 국제협력체제에 위임한다는 측면(가령 Euratom과 같은 체
제를 핵융합에 관한 한 全지구적으로 확대하는 측면)도 있어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복잡하고 전문적인 정치적-전략적-기술적 분석평가과정을 필요로 할 것이다. 특히
ITER다음의 발전시험로 DEMO를 포함시키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핵심적인 논의대상
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이점에서 일본과 EU의 입장은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EU는 DEMO는 각자 건설하자는 입장이고 일본은 ITER를 EU가 건설한다면
DEMO는 일본이 건설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ITER는 국제공동, DEMO는 각국별 혹은 각 국가그룹별
건설이라는 상황을 기본상황으로 전제하는 추진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
런 조건하에서는 어떤경우가 되더라도 결론은 마지막 공동개발 기회인 ITER에 참여
하고 자체적 증식블랭킷기술 및 시스템기술의 확보라는 참여-투자의 목적을 달성하
므로써 DEMO단계에서 독자적 혹은 그룹단위 공동건설에서 일정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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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효과적인 국제협력전략의 구성요소
이러한 국제협력동향의 평가로부터 효과적인 국제협력전략의 설정에 있어 기본적으
로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은 결국 다음의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A) ITER건설후보지 지지와는 별도로 EU/일본과의 기술협력에 일방에 치우침이
없이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ITER건설부지 선정협상에 있어 일본을 공식적으
로 지지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 외에도 미국의 지지를 받고 있어, 러시아-중국
의 지지를 받는 EU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일본과는 2004년 한-일 핵융합협력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한-일 핵융합관련 기술협
력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다. 현재는 세부협력분야가 정
해지지 않고 관리 및 지적재산권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협력 프로토콜만 규정되어
있는 상태55)이며, 이 틀 하에서 현재 KSTAR사업 관련한 기술인력의 교차방문 등 협
력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중이다. 한편 핵융합발전로공학의 기술협력
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ITER및 DEMO개발 등 핵융합발전로공
학 개발기관인 일본원자력연구소(JAERI)와의 핵융합발전공학 협력협정을 추진하거
나 기존 원자력협력협정에 핵융합발전로공학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반면 EU와는 아직 공식적인 협력의 틀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EU가 미국, 일본,
러시아, 최근에는 중국과 체결한 방식의 포괄적인 쌍무협력협정을 우리나라도 추진
하고 있으나 아직 그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비단 ITER사업 뿐만
이 아니라 핵융합의 실용화-산업기술화를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EU와의
기술협력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최근 우리나라가 참여하
기로 확정된 EU의 새로운 GPS체계구축사업인 “갈릴레오 프로젝트” 외에도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EU의 우주개발 프로그람이나 기타 우리의 국익과 부합하는 잠재력
이 우수한 기술협력분야들을 국가정책적 관점에서 치밀한 분석과 준비를 거쳐 적극
적으로 지원-활용할 수 있는 전향적이고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IEA에서 주관하는 8가지 핵융합발전기술 관련 협력협정56)들에 동참하여
기술교류 뿐 아니라 인력교류가 활발히 유지되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들
중 특히 “핵융합로 핵기술(Nuclear Technologies for Fusion Reactors)", “핵융
55) 한일 핵융합협력협정. 2004.11, 홍봉근, private communication.
56) URL: http://www.iea.org/dbtw-pd/textbase/techno/technologies/index_fusion.asp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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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재료/IFMIF(Fusion Materials and IFMIF)", 그리고 “핵융합발전의 안전성-환경
적합성-경제성(Fusion Power: Major Safety and Environmental Advantages with
Viable Economics)"의 3개 협력분야는 본 사업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핵융합발전로
공학 기술개발과 직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ITER-IFMIF-DEMO등 당면한 국제협력사
업의 논의에서 기술적인 기본현안들이 예비적으로 토론-검토되고 의안으로서 준비
되는 장소이기도 하므로 적극적인 참여는 이들 사업에 대해 효과적이고 시의적절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는데에 매우 중요하다.
기본적으로는 향후 발전시험로 DEMO의 건설이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느냐 하는 문제
와 함께, 그 이전에 ITER건설부지 문제등의 핵심적인 중요사안에서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해관계를 최대로 보전-확장할 수 있도록 해 주
는 국제협력정책이 가장 유익한 것이다. 따라서 확실한 전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B) 선택이 불가피한 사안에는 <발전로시스템설계 개발>보다는 <증식블랭킷개발>에
더 기여할 수 있는 기술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다.
선발국들이 개발하는 DEMO개념들은 대부분 대동소이하며, 구체적으로 차이가 드러
나는 분야는 증식블랭킷의 설계-제작 및 시험운영기술과 관련된 세부분야들이다.
디버터도 증식블랭킷에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핵심요소기술이지만 증식블랭킷과는
달리 대부분의 발전로개념들이 대동소이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DEMO를 다른 DEMO와 다른 것으로 만들어주는 정체성요소를 하나만
골라내자면 그것은 증식블랭킷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핵융합발전로 기
술확보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증식블랭킷 기술자립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시스템기술보다도 증식블랭킷 기술에서 훨씬 취약
하므로 연구투자 및 개발효과가 극대화 될수 있을 뿐 아니라 이미 기반이 확보된
원자력발전로 시스템기술이라던가 관련 신형로 개발사업과의 기술연계효과도 높다.
결론적으로, 확실하며 타당한 근거도 없이 불요불급한 선택과 연구자원을 집중하므
로써 연구개발전략상 운신의 폭을 좁히는것 보다는 가급적 균형잡힌 국제협력정책
을 유지하되, 만약 선택-집중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증식블랭킷 분야에서 실질적
인 기술협력이 가능하도록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이 연구개발전략상 타당하다고 판
단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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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인적자원 및 산업자원의 지원 및 육성
3-3-1. 핵융합발전의 긴 Lead-time과 공공섹터의 역할
핵융합발전 기술개발의 중요한 전략적 고려요소중의 하나는 그 개발과정에 필요한
산업자원 내지 인력자원의 관점에서 볼 때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이 대부분의
산업투자 혹은 인력수요-공급의 투자회수주기(turnaround time)보다 유례없이 길다
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기술개발의 전망이 가능해 졌다 하더라도, 사업투자의
전망이나 교육-직업선택의 결정과정 등에 필요한 민간섹터의 전망도 일정수준 이상
긍정적으로 가시화 되기 전에는 기업 등 민간섹터로서는 장기적-대규모의 연구개발
투자가 매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연구개발의 과실이 이들 민간섹터의 전
망 가시권 이내에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 까지는 정부 및 관련연구기관 등
의 책임있는 공공섹터에서 그 비전(vision)을 제시하고 추동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인 의사표현이 이루어져야만 이후에 정부-연구기관-산업체투자-산업
화로 이어지는 善순환을 기대할 수 있으며, 또 가능해 지게 된다.57)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지원체제의 기본요건은 ①ITER사업참여가 차질없이 수행
되는 것과,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국제공동-국가그룹단위공동

-독자건설을 막론하고) ②핵융합발전시험로 건설에 착수한다는 국가적 정책의 두가
지라고 볼 수 있다. 이런점에서 볼 때, 본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핵융합발전시험
로 개발”사업의 착수는 ITER사업참여와 함께 그러한 국가정책적 의사표시로 간주
될 수 있으며, 기업으로 하여금 新산업창출을 위한 연구개발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
EU의 경우, 이러한 국가-공동체차원의 정책적 의사표현이 일찍부터 매우 뚜렷이 민
간섹터에 전달되어 왔을 뿐 아니라, ITER사업을 계기로 그러한 방향의 구체적인 노
력이 정책의 일부로서 설정되고 또 기능하고 있다58). 이런 추세는 ITER 및 핵융합
발전에 적극적인 일본에서도 대동소이하다59)60).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로 EU
에서는 대기업부터 전문화된 소기업까지 다양한 수준의 기업들이 ITER 연구개발 및
건설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다음페이지의 표8과 표9에 정리하여 보았
다.
57) CFI 보고서, EURATOM 2002.
58) R. Andreani, Concluding Remarks, 23rd SOFT, Venice, Italy, 2004.9.
59) Future Direction of National Fusion Research, 일본 문부과학성, 2003.9.
60) Report on Technical Feasibility of Fusion Energy, 핵융합개발전략 소위원회 보고서, 일본핵
융합위원회 (JAERI 영역자료). 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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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분야별 분류는 ITER에서 핵심대형 R&D분야로 설정된 7가지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이중 EU가 주도적 혹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4개
개발분야에

표 23. ITER 7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EU의 참여율
EU Share of
the Total Value (%)
10
98
14
45
24
14
90

Projects
L1
L2
L3
L4
L5
L6
L7

-

Central Solenoid Model Coil
Toroidal Field Model Coil
Vacuum Vessel Sector
Blanket Module
Divertor Cassette
Blanket Module Remote Handling
Divertor Remote Handling

표 24. EU의 ITER연구개발분야별 산-학-연 협력체제의 구성
(EU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분야)
Euratom소속기관

참 여 기 업

토로이달
전자석
모델코일
(L2)

CEA Cadarache (불)
FZ Karlsruhe (독)
ENEA, Frascati (이)
CRPP, Villigen (스위스)

AGAN Consortium:
[Alstom (불), Accel(독), Babcock
Noell Nuclear GmbH(독), Ansaldo
Superconduttori(이)]

블랭킷
모듈
(L4)

CEA Cadarache (불)
NFR (스웨덴)
ENEA Frascati (이)
CRPP Villigen (스위스)
NRG (네델란드)
OAW (오스트리아)
RISO (덴마크)
SCK/CEN (벨기에)
TEKES (핀란드)
UKAEA (영국)

EFET-EWIV(독), ABB TRC (스웨덴),
ATEA (불), Atmostat (불)
Bodycote HIP Ltd (영),
Bodycote Powdermet (스웨덴),
Candotti (이), Framatom ANP (불)
Kvalitetsproduktion AB(스웨덴)
Mécaéro (불) Metso Powdermet Oy
(핀랜드) Motala Verkstad (스웨덴)
NFM (불), NNC(영), Phoenix (영),
Proform (불), Siemens AG (독),
TCS (불), Tecphy (불)
Verdict Aerospace (영)

디버터
카셋트
(L5)

CEA Cadarache (불)
CEA Grenoble (불)
CEA Saclay (불)
ENEA Brasimone (이)
ENEA Frascati (이)
FZ Julich (독)
TEKES (핀란드)

Ansaldo Ricerche (이)
Framatome ANP (불)
Plansee Gmbh (오스트리아)
Snecma Motors (불)

디버터 ENEA Frascati (이)
원격조작 CEA Cadarache (불)
(L7) TEKES (핀란드)

Belleli Energy (이)
Comex Nucleaire (불)
Co-ord3(이), Gradel (뤽상부르그)
RTM(이), Scientia Machinale(이),
Siemens AG(독), Spaggiari(이)
SPAR Aerospace(카나다)Toshiba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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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기관/대학

JRC Ispra (이)
Studsvik (스웨덴)
VTT (핀란드)
Dresden공대 (독)
Leuven왕립대 (벨)

서는 기업 및 대학의 참여가 매우 활발함을 알 수 있는데, 특히 블랭킷개발에 기업
및 대학의 참여가 활발한 것이 대단히 인상적이다. 즉 꾸준한 연구개발이 진행되어
야 하는 분야에서는 기술개발 뿐 아니라 연구개발인력의 양성도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는 말이 되겠다.

3-3-2. 산업기술자원의 육성전략
1부 2-2-라절에서 살펴보고 앞절에서 요약한 바와 같이, 핵융합발전 연구가 산업투
자를 유발하여 산업기술화 하면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플랜트건설을
목표로 하는 발전로공학 지향의 사업추진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조기에

적극적인 산업참여가 가능하도록 연구개발 방식이 아닌 건설사업 방식의 사업내용
및 사업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등
공공섹터에서 정책적-기술적인 비젼을 제시하므로써 산업체가 장기적 연구개발투자
의 효과를 가시권내에서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산업지원육성방안은 범용산업기술 내지 상업화된 원자력산업
기술과 같이 이미 산업화가 어느정도 이루어져 있는 분야보다는 핵융합발전로에 고
유한 산업분야에서 더욱 필요로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원자력 및 핵융합
의 특수성을 감안한 산업지원 및 육성전략을 수립하되, 활용범위가 넓은 범용산업
기술은 해당기술의 개발 및 확보현황에 따라 (1) 현재 개발중인 기술은 기술개발기술이전 위주, (2) 개발완료-산업체이전중인 기술은 산업체참여-사업기반 확보 위
주로 분류하여 고려하는것이 타당할 것이다.
가령 핵융합발전로의 핵심부품중 하나인 초전도전자석은 금속저온초전도체를 이용
하는 기술로써 선진국에서는 이미 실용화가 된 분야로서 산업응용분야 및 잠재력이
매우 넓고 큰 범용산업기술분야이며 그 파급효과는 막대하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지난 10년동안 KSTAR사업 과 21세기 Frontier사업 등 정부주도의 대형국책사업을
통해 초전도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참고로 KSTAR사업에서는 초전도전
자석과 같은 대형구조물 개발이 주안점이며, Frontier사업에서는 선재-제어기술 및
전력기기 기술개발이 주안점이라 구분할 수 있는데 산업기술 측면에서 보자면 공통
분모가 매우 크다. 이들 두 사업이 모두 완료되는 2008년이후에는 참여기업으로의
기술이전과 실용화가 완료되어 산업기술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KDEMO사업의 측면에서는 이들 산업체가 기술이전을 완료한 후 안정적인 제품생산을
통해 산업기술화를 완성하고 경쟁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국가산업전략적 관점에서
협력시기와 방법을 검토하는것이 필요할 것이다. KDEMO사업 추진전략상 이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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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EMO 공학설계 및 건설준비가 본궤도에 들어서는 2단계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
다.
한편 여타 대형 구조물 제작 및 조립 등의 산업기술도 장기간의 원자력발전소 국산
화과정을 통해 제작가공기술은 산업화가 완료되어 국산원자력발전소 개발에 활용되
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들 기술및 산업체는 KSTAR 구조물의 건설에도 참여하고 있
으므로 KDEMO의 일반적인 구조물 건설에 필요한 산업기술은 핵융합로 고유의 여건
에 따른 설계 및 품질관리 기술을 제외하면 대부분 상당한 수준으로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블랭킷 등 핵융합발전로 고유의 원자력구조물(nuclear structure) 가공, 제작
및 품질관리 기술은 아직 경험이 없어 완전한 산업기술화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
나 ITER 차폐블랭킷 제작-납품과정을 통해 기본적인 블랭킷 설계-제작공정 및 품질
관리기술을 확보하고 산업기술화를

달성 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이 경험과 기존의

원자력구조물제작 산업기반을 본 사업에서 수행될증식블랭킷 연구개발과정 뿐 아니
라 고온가스로-액체금속로 등 연관사업의 성과들과 효율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긴
밀한 산학연 협력을 통해 품질관리기술을 포함한 완전한 산업기술화를 달성 할 뿐
아니라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본
사업의 1-2단계에서 이러한 일련의 증식블랭킷의 산업기술화 작업이 차질없이 진행
되고 완성될 수 있도록 한다.
발전로 시스템설계기술은 다년간의 한국표준원자력발전소 개발 과정을 통하여 연구
기관 및 관련 엔지니어링산업체에 기술적-인적 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기초자산은 현재 차세대경수로 및 일체형원자로, 고온가스로 등의 신형로개발사업
에 성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기술자산은 핵융합발전로 시스템설계개발에도 매
우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현재 토카막노심과 관련하여

KT-1,2 및 KSTAR를 거치면서 확보된 국내의 설계기술

들은 우선 구성요소측면에서 노심과 그 주변의 매우 제한된 부분에 국한된 subset
일

뿐

아니라

해석도구측면에서도

중성자를

전혀

다루지

않는

非원자력

(non-nuclear) 설계체계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발전로시스템의 관점에서 본
다면 매우 제한적인 서브시스템이기는 하나, 주어진 영역내에서 기본적인 논리정합
성은 구축-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발전로시스템기술과 효과적으로 연계싵켜
완전한 핵융합발전로 시스템기술로서 확장시키는데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다.
토카막노심이라는 서브시스템과 핵융합발전로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연계시키는 이
러한 작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연결고리는 증식블랭킷일 것이다. 핵융합발전로의 핵

- 170 -

심 서브시스템으로서의 블랭킷설계는 기존 핵분열원자로와 설계논리 및 설계도구들
은 거의 동일하나 세부사항에서 알고리듬 및 필요한 핵자료가 달라지므로 노심과
연관하여 새로이 개발되어야 하는 요소들이 있다. 특히 노심에서는 플라즈마기술
위주이므로 기존의 분열로 노심과는 전혀 다르다.
이러한 차잇점을 반영하여 사업1단계 즉 시스템기술 개발초기에는 원자력 연구기관
이 주도하는 학-연협력체제를 중심으로 산업체가 일부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하
고, 개발완료후 공학설계 및 플랜트건설 준비작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2단계에서는
산업체가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는 산연협력체제로 진행하는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1단계부터 산업체가 특정업무를 분담하지 않더라도 산업체인력이 전분야에 참여하
여 시스템기술개발 전 과정에 대한 경험과 인력을 축적하므로써 향후 상업발전로
개발시 별도의 기술이전단계를 거칠 필요없이 독자적인 시스템설계개발이 가능한
능력을 확보토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3-3-3. 인적자원의 육성전략
핵융합발전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적인 전문직 직업인이 해당업무에 종
사하게 되는 경력기간과 비슷하거나 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경력의 초기에
핵융합연구에 참여한 사람은 핵융합발전의 실용화 이전에 연구개발의 중간에 은퇴
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이러한 자연스러운 인력의 이탈과 진입을 차질없이
관리하면서 기술인력의 체계를 일관성있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력수요의 내용과
규모를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안정적인 교육훈련시스템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양성
하고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적자원의 육성전략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앞절에서 살펴본 산업자원의 육
성전략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측면들이 고려될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은 직
업적 가치에 대한 개인적 전망-판단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과학공학-산업기술적 의의 및 역할이 정확하게 반영된, 기술적으로

보다 정확한

vision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정책의 수립이 필요해진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과기
뿐 아니라 교육, 산업부처의 vision 및 정책공유가 필요하며 민간전문가 자문그룹
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가령 이런 점에서 볼 때 1부 2-2절에서 살펴본 대로 같은 원자력(nuclear energy)
중에서도 핵융합발전이 다른 핵분열발전방식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대중수용
성을 나타낸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며 원자력기술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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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발전의 잠재력을 활용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핵융합의 중요성 및 한계에
대해 대중홍보 및 교육활동과 함께 유관 민간시민단체들을 적절한 검증절차를 거쳐
연구개발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참여토록 하여 의견을 청취-반영하므로써 투명한
방법으로 대중수용성을 꾸준히 유지-제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기술적관점에서 살펴보면 연구개발단계에서 교육기관 및 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하며, 다양한 접근경로를 통한 학위과정이 가능하도록 사업에 참
여하는 연구기관이나 학교에서는 연구개발 사업내용 및 추진일정에 이러한 가능성
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특히 산업체에서는 기술인력양성에 대하여 개인적관점에
서도 접근하고 반영할 수 있는 mind와 기업문화의 정립-확대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특히 장기파견 등). 이러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다루는 산-학-연 협의체의 운영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핵융합발전로공학을 구성하는 기술분야별로 국내의 기술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하여 인력육성 전략수립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기
로 한다.
가) 노심물리 및 노심기술
이 분야는 토카막장치공학 및 플라즈마물리와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인력으
로서 국내에서는 KT-1/2, KAIST-T, HANBIT, KSTAR 및 가열장치 등의 개발 및 운영
을 통하여 미흡하나마 일정수준의 인력이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노심
장치 설계기술분야에서는 대형초전도장치인 KSTAR개발과정을 통해 상당한 고급기술
인력과 경험이 축적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토카막운영 및 실험 경험을 일정수준 이상 갖추어진 연구인력이 매
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위의 토카막 혹은 플
라즈마장치 중에서 실제로 운영되거나 운영 중인 분야는 플라즈마크기, 접근성, 방
전시간 등 극히 제한된 성능의 KT-1, Kaist-T의 두 超소형토카막과 변형된 미러장
치인 Hanbit뿐이므로 토카막운영-실험 관련 인력을 앞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 역
시 매우 제한적이고 부족할 수 밖에 없을것이 명백하다는 점이다.
이점은 KSTAR가 향후 완공되어 운전을 시작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보완이 되리라 예
상되기는 하나 여전히 미흡할 것이다. 왜냐하면 KSTAR는 최첨단 초전도장치에 대형
장치이므로 운전일정이나 운영정책이 교육훈련보다는 국가주력장치로서의 프로젝트
에 일차적으로 집중할 수 밖에 없어 매우 경직적이고 보수적으로 운영될 것이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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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점을 감안하면 결국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주임무로 하여 유연하게 운영
할

수

있는

이용자지향의

소형

연구용

토카막장치

(가칭

CUTE:

Compact

User-oriented Tokamak Experiment)를 제작하여 활용해야 할 필요성61)이 명백해진
다. 이를 통하여 CUTE ⇒ KSTAR ⇒

ITER ⇒

KDEMO의 인력양성 및 공급의 연계구

조가 성립, 교육훈련 뿐 아니라 관련된 분야 연구인력의 familiarization에도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본의 경우 대형토카막 JT-60를 건설하기에 앞서 약 10
년간 미국 General Atomics사의 중형토카막 DIII-D의 machine time의 50%를 사용한
다는 조건으로 해당장치의 운영예산을 부담하면서 필요한 토카막운영-실험인력의
육성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전례 또한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겠다.
나) 핵융합발전로 고유의 원자력기술분야 (증식블랭킷, 연료주기 등)
이들 분야의 인력은 산업체에는 거의 육성되어 있지 않으며, 연구기관에도 핵연료중수로 둥 관련기술의 개발과정에서

물적-인적 인프라는 광범하게 구축되어 있지

만 구체적으로 블랭킷 및 연료주기와 직접 관련된 인력자원은 매우 미흡하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

설계분야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기존인력 및 기술기반을 활용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블랭킷핵설계 전담연구인력의
육성이 불가피하다. 특히 고온가스로 및 액체금속로의 연관기술분야의 연구인력 육
성계획과 연계가 가능해지는 경우에는 응용능력이 획기적으로 제고된 설계기술인력
pool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시험검증, 운전기술, 및 품질관리 등 연구기관이 주도적으로 수행해
야 하는 분야에서도 대동소이한 상황이며 비슷하게 상호연계된 인력육성 전략이 필
요하리라 판단된다. 그러나 연료주기분야에서는 ITER납품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플랜트급 설비를 제작납품하여야 하므로 중수로 관련 기본인력을 기반으로 연구인
력을 육성함과 아울러 플랜트제작 관련 산업체인력의 육성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
다.
한편 재료가공 및 부품제작 등 제작기술분야는

블랭킷 형식에 따라 각각 다른 전

략하에 접근해야 하리라 여겨진다. 우선 고체형 HCPB 블랭킷은 선발국에서는 요소
기술들의 산업기술화 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제품이 필요한 시기도 상대적으로 촉
박하기 때문에 산업체 기술인력의 수요가 매우 높고 시급하다. 따라서 가공 및 조
립제작과 같은 분야에서는 기술개발과정에서 산업체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빠른시
간내에 필요인력이 확보되고 기술이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 분야의 인력육성은
기술적으로 공통분모가 많은 고온가스로사업의 유관기술분야와 연계하에 검토-계획
61) 3부 3장의 CUTE관련한 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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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HCLL과 같은 액체형 블랭킷에서는 재료가공.부품제작 기술 이전에 재료선정
및 재료간의 양립성문제 등 아직 많은 연구개발이 필요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설
계부터 재료 및 부품가공, 제작조립 및 품질관리에 이르는 전 기술분야에서 연구개
발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인력의 육성이 1-2단계에 걸쳐 우선적-집중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 분야의 인력육성은 기술적으로 공통분모가 많은 액체금속로사
업의 유관기술분야와 연계하에 검토-계획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

다) 범용 산업기술
이 분야로 분류되는 기술인력 중 핵심적인 부분은 초전도전자석 및 대형구조물 제
작분야일 것이다. 초전도전자석부분은 KSTAR 개발과정을 통해 선재제작부터 전자석
구조물제작-운영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으로 산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기술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진공용기등 대형구조물 제작기술분야에서도 KSTAR 진공용기 및
구조물제작 등 관련하여 일정한 수준의 산업체 기술이전이 이루어 지고 있다.
따라서 이 실용화된 범용산업기술 분야의 인력양성은 기관-학교의 연구인력보다는
산업체의 개발-제작-품질관리 기술인력의 양성을 지원하므로써 이들 산업체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이를 위하여 KDEMO용 초전도전
자석의 가능한 조기에 발주하므로써 공동설계를 작업을 거쳐 제작-품질관리의 전과
정에 걸쳐 해당산업체의 연구인력-기술수준 및 기술경쟁력을 유지발전 시킬 수 있
는 충분한 사업적 전망을 제시해 주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KDEMO를 국제공동으로 건설하게 되면 최소한 일정한 물량을 이들 산업체가 수
주하여 연구개발 투자를 기업이익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관련된 공공섹터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KDEMO등 국내사업에서 부분적이라도 이러한 초기
물량이 확보된다면 향후 IFMIF나 대형 입자가속기 등 국내외의 관련 대형 건설사업
에 참여하여 추가물량을 수주도 가능하므로, 산업체로서는 그에 필요한 상업적 경
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추어질 것이라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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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연구개발 소요자원의 평가

4-1절. 단계별 소요자원의 분석 및 평가
4-1-1. 1단계 사업(1~10차년도)의 소요예산 평가
사업의 1단계는 KTBM, 즉 KDEMO 증식블랭킷의 실증시험용 모듈의 개발작업을 중심
으로하여 KDEMO 시스템기술 등 핵심기반기술을 구축하고 동시에 연구인력을 확보조직화 하는 단계이다. 예산 및 인력투입이 비교적 큰

장치-시설 개발관련 세부사

업으로는 KTBM 부품 및 시제품들의 제작 및 노내-노외 실증시험, NHTS 열수력-안전
성실험, 디버터 등 노심기술검증을 위한 실험장치(CUTE) 등이 있다.
1단계 사업의 상세한 내용 및 소요자원 평가는 다음의 3부“1단계 사업 연구개발
세부내용”에서 다루어지며 그 세부사업별 평가결과가 제시되어 있으며, 10년간 정
부 2,051억원과 민간참여기업 150억원, 총 2,251억원의 소요예산(직접비)과 함께
총 1,114 M-Y의 인력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4-1-2. 2단계 사업(11~25차년도)의 추정소요자원 평가
2단계사업은 ITER에서의 KTBM검증사업의 단계적 수행을 중심으로 하여 KDEMO의 공
학설계를 완성하고 KTBM검증사업 결과에 따라 KDEMO공학설계를 확정하는 단계이다.
자원투입이 큰 장치-시설개발로는 KTBM의 제작 및 ITER검증실험이다. (15년간 총
약 7~8000억원)
우선 개발비용이 기당 최소한 500억원 수준(약 450만불, Pebble Bed타입 고체블랭
킷모듈에 대한 EU의 경험적 비용평가62))으로 평가되는 KTBM은 블랭킷 타입별로, 검
증실험 단계별로 추정해 볼 때 전 검증기간동안 총 4~5기 이상의 물량이 개발-제작
되어야 하리라 예상된다. 이에 더하여 ITER 검증실험을 위한 다양한 부속실험장치
들이 병행개발-제작되어야 할 것이다. 필요한 KTBM 개발물량에 대한 이러한 추정평
가는 표 에 나타나 있는 일본의 TBM 사업계획을 참고하고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비
해 기술기반에서 미흡한 후발국임을 감안할 때 충분히 현실적인 추정이라 여겨진
다.

한편 액체증식 블랭킷의 경우에는 발전시험로에의 적용전망보다는 상업발전로

에 적용함을 목표로 더 장기적 관점에서 개발하고 그 성능을 ITER에서 검증하게 되
62) private communication, Test Blanket Working Group(TBWG) meetin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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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TBM제작 및 검증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투자수요가 고체블랭킷 대비 상대적으
로 더 크리라 예상되므로 기당 개발비용을 50% 더 많은 750억원수준으로 높여 추정
하여야 하리라 예상된다.(15년간 (500×3 + 750×3)×150% = 총 약 5700억원).
2단계에 수행될 다른 주력업무로는 발전시험로 KDEMO 공학설계연구와 그에 필요한
노심기술 및 재료기술 등 요소기술들의 연구개발인데, 개념설계단계인 1단계에 대
비할 때 공학설계와 관련된 지원실험연구가 수행될 뿐 아니라 IFMIF등 국제공동연
구사업도 추진되는 관계로 업무분량이나 투입인력이 대폭 늘어나게 될 것이다.(1단
계 투자규모의 1500억원 × 300% = 총 약 4500억원). 특히 이 단계에서는 산업섹터
의 기술자원 육성 뿐 아니라 인력참여-양성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체
참여가 본격화 될 수 있는 연구개발 및 부품-용역의 조달체계를 갖추고 활용하므로
써 전적으로 플랜트건설사업의 성격을 띠게 되는 3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 산업적기
반을 확고히 구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표적으로는 KDEMO 플랜트시스
템설계에 엔지니어링산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 이외에도, 현재 진행
중인 KSTAR 건설사업을 통해서 국내산업체에 기술이전 중에 있는 초전도전자석기술
이나 진공구조물 제작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KDEMO의 초전도전자석 및 냉동시스
템, 진공-구조의 공학설계 사업을 해당산업체 및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진
행하여야 한다.(총 약 3000억원, 이중 산업체가 50% 분담)

4-1-3. 3단계 사업(26~45차년도)의 추정 소요자원 평가
3단계사업은 발전시험로 KDEMO의 건설 및 가동단계이다. 그러나 앞절들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3단계사업의 추정투자규모는 DEMO/PROTO급 발전시험로를 각국별로 독자
건설하느냐 아니면 ITER와 같은 국제공동 혹은 국가블록별로 공동건설하게 되느냐
의 상황전개에 따라 전면적으로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ITER 1단계 종료후
에 DEMO관련하여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발전
시험로 KDEMO를 독자적인 건설을 목표로 설정하고 1-2단계에서 설계연구 및 관련
기술개발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절에서는 그러한 독자건설의 경우
에 필요한 투자규모를 추정해 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현재의 ITER노심설계에 반영된 노심물리 및 near-future공학을 적용한
DEMO의 건설경비는 현재 추진중인 ITER-FEAT의 두배 정도 (즉 ITER-98과 비슷한 수
준), 약 80억유로(100억불, 12조원)으로 평가63)되고 있는데, 이는 착공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이루어질 기술개발 성과에 따라 다소 개선될 수도 있다.

물론 DEMO이후

63) 독일 연방하원의 교육-연구-기술위원회의 “핵융합청문회” 기록, 질문 C6에 대한 답변. 2001.3.
다른 전망치들도 비슷한 DEMO노형에 대해서는 대략 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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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건설될 상업발전로들은 혁명적인 기술혁신이 없더라도 예상가능한 추가적인 기
술개발성과뿐 아니라 건설과정의 학습효과(learning effects)도 반영되므로 여기에
서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 보는것이 타당할 것이다. 핵융합발전로에 내재하는
기술적 난이도나 복잡도를 고려할 때 종국적인 현재의 원자력발전소의 건설비용 대
비 약 200% 수준, 즉 6-7조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공감을 얻고 있다64).
한편 약 20년동안의 운전기간중 본 사업기간에 속하는 가동후 첫 10년기간동안 블
랭킷/디버터 교체 등을 포함한 운전 및 유지보수 비용을 건설비의 ~50%정도로 예상
(6조원)된다. 그러므로 사업기간동안의 총 투자규모는 최대 약 18조 정도의 연구개
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리라 예상된다.
한편 발전용량 1GW의 경우 발전시험로임을 감안 약 50%의 가동율로 20년간 운영한
다고 가정하면 2003년도 원자력의 정산전력단가(40원/kwh)를 기준으로 할 때 년간
총 발전량 4500Gwh, 20년간 약 90 Twh = 90× 109 kwh에 대해

약 3조6천억원의 전

력판매수익이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의 전력단가 상승추세나 투자금액의 이자비용
을 고려해서 대략 이를 상회하는 수준의 투자참여를 발전산업(utilities)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건설에 참여하는 산업체에 대해서도 상당부분을 기술획득
의 경비로 분담케 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대략적으로 볼 때 사업기간 20년간의
총 투자비용 18조원 중에서 30~50% 정도, 금액환산 약 6~9조원 수준의 투자재원을
발전산업 및 건설산업체에서 분담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물론 이러한 산업체의 투자재원분담비율은 해당 산업이 예측하는 매출전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따라서 향후 25년간 국내 및 국제 연구개발 동향 및 산업
화추세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다. 그러므로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순히
첨단과학 및 spin-off 지향의 연구개발 보다는 지금과 같이 ITER-DEMO/PROTO-상업
발전로 개발로 이어지는 발전플랜트 지향의 공학위주 연구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지
속되는것이 훨씬 더 산업체의 참여 및 투자를 용이하게 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
는 예상되는 전력판매수익의 150%정도를 참여산업체에서 분담할 수 있는 최저선으
로 잡고 3단계 산업체 투자규모를 총 투자수요의 1/3인 6조원 정도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단계에서는 산업섹터의 기술적-인적 자원이 주된 역할을 하게 됨으
로 1-2단계에서부터 산업기술이전 및 인력육성계획이 확립되어 차질없이 시행되어
서 필요한 인력및 기술수준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산업체에서 최소한으
로 필요한 인적-기술적기반의 유지 및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산
업체입장에서 보자면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투자에 대한 회수전망의 기반
이 되는 향후 판매시장 등 기업활동의 전망에 대한 확신이 가능하도록 정부에서 향
64) D.Ward. 23th SOFT, Venice, Italy, 2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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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핵융합발전로 건설에 대한 정책적 차원의 비젼을 제시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산업정책을 포함한 국가에너지전략 차원의 정책적 판단에는 CO2배출억
제와 같은 국제정치적 요소에서부터 고온가스로, 핵융합발전로 등 기술개발을 통한
원자력기술 선진화와 핵융합발전 경제성 제고 등 기술적-경제적 요소를 거쳐

종국

적으로는 원자력이 미래세대에도 여전히 수용가능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사회적
요소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겠지만, 본 연구의 결론은 지금부터 ITER등 주
어진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능동적으로 그 준비를 하나하나 해 간다면 충
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요약될 수 있겠다.

4-2. 추정소요예산(직접비) 및 추정소요인력의 요약
이상과 같이 예상추정한 소요인력 및 소요예산(직접비)의 평가결과를 아래 표10으
로 요약하였다.
표 25. KDEMO개발사업의 단계별 추정소요자원 요약.

단계

연구활동

1단계

KTBM개발

(10년)

KDEMO 개념설계

2단계

KTBM 검증실험

(15년)

KDEMO 공학설계

추정

추정예산 (직접비)

소요인력

(억원 @2004)

(M Y)

정부

민간

합계

1,114

2,051

200

2,251

2,500

11,700

1,500

13,200

KDEMO 건설-운영
3단계

상업화에 적합한

(20년)

안정적 발전성능의

DEMO
4,000

120,000 60,000 180,000 국제공동
개발?

실증
합 계

비고

7,614

133,751 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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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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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핵융합발전로공학 1단계 사업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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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핵융합발전로공학 1단계 사업요약

1-1절. 1단계 사업의 역할 및 의의
핵융합발전로공학의

1단계(2005~2014)

10년간의

사업은

그

다음의

2단계

(2015~2029) 및 3단계(2030~2045)를 거치면서 조직적-체계적-장기적으로 추진
되는 KDEMO개발사업에 필수적인 핵심기술들을 확보하는 제일 첫 단계이다.

특히

이 1단계에는 KDEMO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 중요한 외부요소중의 하나인 공학실
증로 ITER 국제공동건설사업의 일정에 맞추어 우리나라가 ITER에 참여하는 목표
와 기대하는 성과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이 맞추어져 있
다.
이러한 추진배경에 따라 핵융합발전로공학 제1단계 사업은
(1) 우리 고유설계의 증식블랭킷 시제품 (Korea Test Blanket Module, KTBM)의
개발-검증연구를 중심으로 하여
(2) KDEMO발전시험로의 핵심 노심장치중의 하나인 디버터 개념설계 및 노심관련
기술개발-검증사업,
(3) 이들 기술개발의 장기적 합목적성을 검증하고 연구개발활동에 피드백하기 위한
예측모사분석도구로서의 KDEMO 발전시험로 시스템기술의 연구개발,
(4) KDEMO/KTBM와 그 이후의 상업발전로를 지향하는 차세대재료 기술개발연구
의 네가지 사업분야로 구성된다.
이들 각 주력분야에서 계획에 따라 1단계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완료되어 블랭킷,
노심-디버터, 시스템설계-분석 등 발전로공학의 핵심기술들이 확보되면 2단계에서
발전시험로 KDEMO의 공학설계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
리라 기대된다.

1-2절.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 및 세부단계별 연구개발내용
<1단계 사업의 최종목표>
(1) 한국형 증식블랭킷(KTBM) 공학설계 및 성능검증시험용 시제품 생산하여
ITER가동과 함RP 검증실험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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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와 병행하여 한국형 발전시험로(KDEMO)의 시스템연구를 수행하여 TBM연
구개발의 장-단기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KDEMO의 개념설계를 완성한다.

<세부사업별 최종목표 및 연구내용>
세부사업별로 살펴본 1단계 10년동안의 연구개발의 최종목표는 다음과 같다.
(1) KTBM :

공학설계 및 시험용시제품(EM submodule) 생산

(2) KDEMO 노심:

KDEMO 노심기반기술의 개발 및 검증

(3) KDEMO 시스템: KDEMO 시스템 개념설계 및 건전성분석.
(4) 발전로재료:

상업발전로용 차세대재료 기술기반구축 및 KDEMO지원

또한 각 세부사업의 단계별 주요연구내용을 아래 표에 요약하였다.

1-1단계
(2005~2007)
KTBM
개발

개념설계완료
TBWG용DDD작성

KDEMO
노심기술

디버터 물리설계
CUTE 설계

KDEMO
시스템
기술

시스템/구성요소
개념정의
시스템코드구축
모듈개발전략수립

핵융합
발전로
재료기술

SiC CVD기술
PFC 접합기술
V 시제품

·1-2단계·
(2008~2010)
소재-부품가공의
qualification

1-3단계
(2011~2014)

최종결과

EM submodule생산
TBM 공학설계 완성
인허가 획득

공학설계
시험시제품

검증실험 부품제작
CUTE건설

디버터/노심기술
검증실험
이용자프로그람지원

디버터기술
검증실험

시스템/구성요소
개념설계
시스템 모듈개발
시스템코드 완성

시스템모듈 완성
KDEMO 개념설계
및 건전성분석

개념설계
시스템코드

SiC 조사실험
V 양립성시험loop
PFC조사/열화실험
HiTc 전자석설계
조사모사 모델확립

T급 HiTc전자석
SiC/PFC/V 검증
DB구축
IFMIF 조사실험

Tesla급
HiTc 전자석
SiC/PFC/V
공정 및 DB

1-4절.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Lead-time이 매우 긴 핵융합발전로 개발연구의 특성상 KDEMO개발사업은 제일
처음의 1단계에서부터 불가피하게 장-단기적 전략요소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작용
하고 있으므로 처음부터 장단기적 전망을 고려한 신중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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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 고려요소
1) ITER 참여 및 증식블랭킷 검증실험일정
- ITER 가동전 KTBM의 qualification 및 인허가절차를 완료하여야 함.
- ITER 가동후 10년이내에 블랭킷 검증실험 완료하고 DEMO착공
2) 선발국과 유사한 수준에 단기간(향후10년간)에 도달하여야 함
- 관련된 기반기술은 보유하고 있으나 분야확대 및 적응노력이 필요
- 국제협력-공동연구 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
3) 단기적 요소의 고려만으로는 장기적관점에서의 타당성을 보장할 수 없음.
- 예) TBM 및 발전로블랭킷 개발에서 고체형 증식블랭킷 및 액체형 증식블랭킷
의 개발을 병행하는것이 필요하다.
장기적 고려요소
1) 사업시작단계의 인력구조, 기술현황, 정책논리가 사업종료단계에도 계속 동일하
게 유지되리라는 보장이 없음.
- 예측모사분석(projected simulation analysis)적 시스템연구를 통하여 현시점
연구개발의 합목적성-현실성을 연구개발 전과정에 걸쳐 언제든지 자체적으로
검증-수정보완하여 견지할 수 있음.
- 소요인력 양성 및 소요자원의 타당성확보에 있어서 장기적관점에서 추진하는것이
필수적인 이유,
2) 시스템기술확보와 인력수급계획의 필요성
- 블랭킷개발전략의 논리적토대가 되는 발전로시스템기술의 조기착수 필요
- 연관분야와의 전략적 상호교류 활성화 (VHTGR, KSTAR. KOMAC 등)를 통한
전문인력의 전문분야 다양화-기술적응력 향상, 전문인력 활용도 극대화 필요.
- 과학기술 연합대학 등 대학과의 교류 및 참여유도 등을 적극 추진하여 미래에
소요되는 인력의 양성계획 및 추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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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발전시험로 KDEMO 개발 1단계 10년 (2005~2014) 추진체계

이러한 추진전략에 의거한 발전로시험로 KDEMO개발연구사업의 1단계 추진체계를
위 그림1에 도표로 나타내었다. 이 체계도상에서 KTBM은 단기적-집중적 성격이
강한 사업이며, KDEMO-노심기술-발전로재료 분야는 1단계출발부터 장기적 타당
성을 확보해 나가는데 필요한 사업분야로 볼 수 있을것이다.

- 184 -

1-5절. 추정소요예산 및 인력
가. 1단계(2005~2014) 소요예산 (직접비) 요약
(단위:억원)
연도
항목
KTBM 개발
KDEMO 노심*
KDEMO 시스템
발전로재료
합 계

1단계
(2005~2007)

2단계
3단계
(2008~2010) (2010~2014)

합 계

203

291

338

28
(115)

186
(276)

148
(268)

151

279

357

57

89

124

832
362
(662)
787
270

439
(529)

845
(935)

967
(1,087)

2,251
(2,551)

나. 1단계(2005~2014)

소요인력 요약.
(단위: man-year)

연도
항목

1단계
(2005~2007)

2단계
3단계
(2008~2010) (2010~2014)

합 계

KTBM 개발

113

157

199

KDEMO 노심*

16
(76)

24
(84)

43
(123)

KDEMO 시스템

73

108

197

469
83
(283)
378

발전로재료

42

58

84

184

244
(304)

347
(407)

523
(603)

1,114
(1,314)

합 계

*) KDEMO 노심분야 중 가열및 전류구동 기술분야는 현재 KSTAR사업내에서 수행중이다.
따라서 위 표에서 해당 기술분야의 소요치는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향후 정책변경에 따라
이 사업이 KDEMO에 포함하여 수행하게 될 경우에 소요예산 및 해당인력이 각각 포함된
수치를 괄호안에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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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검증용 증식블랭킷모듈 (KTBM) 개발
2-1절.

KTBM개발 사업요약

TBM (test blanket module)은 국제 공동으로 건설중인 핵융합발전 공학시
험로 ITER에서 성능을 검증할 각종 증식 블랭킷의 시험모듈을 뜻한다. 태양에서는
수소끼리 자연적인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만 지구상에서 인공적으로 핵융합 반응
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수소의 동위원소인 중수소(deuterium)와 삼중수소(tritium)
를 이용한 D-D 또는 D-T 반응을 이용한다. ITER 에서는 반응이 용이한 D-T 반응의
실현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핵융합의 원료 중에서 중수소는 바닷물에서
무한정 공급이 가능하지만 삼중수소는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인
공적으로 만들어서(증식) 공급하여야 하는데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블랭킷이
다. TBM의 목적은 첫째, 삼중수소 증식을 통해서 핵융합 지속을 위한 삼중수소의
자급자족 가능성을 평가하고, 둘째, 핵융합 열을 이용해서 고품질의 전력생산이 가
능한지를 확인하고, 셋째, 증식 블랭킷의 설계 및 제조기술을 검증하는 것이다.
만일 증식 블랭킷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핵융합의 산업적 의미가 전혀
없어진다. 따라서 핵융합 발전의 구현을 위해서는 증식 블랭킷의 제작기술 확립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기술 확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2015년부터 가동에 들
어갈 ITER에 시험용 블랭킷을 삽입하여 핵융합 환경에서 그 기능과 건전성을 입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KTBM은 ITER 사업 참여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제작하
여 성능을 시험-검증하게 될 우리 고유설계의 증식블랭킷(TBM)이다.

핵융합발전

이 lead-time이 매우 길어지는 장기사업적 성격이 많음을 반영, 장치공학적 완성도
가 상대적으로 높은 고체방식 1개와 기술적잠재력이 뛰어난 액체방식 1개 등 2개
의 KTBM을 병행개발하여 ITER에서 시험 검증 하므로서 향후 어떤경우에도 성공
적인 핵융합발전로 기술개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것이 필요하다.
TBM 연구와 관련한 각국의 동향을 보면 EU의 경우 헬륨냉각 페블베드 증
식블랭킷 (HCPB) 및 헬륨냉각 액체 증식블랭킷 (HCLL) 분야에서 다른 나라에 비
하여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HCPB와 수냉 페블베드 증식블랭
킷 (WCPB)의 상세설계에 주력하고 있으며 미국은 아직 구체적인 블랭킷 모형을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우리 고유의 시험용 블랭킷인

KTBM을 개발하기 위한 주요 기술 항목과 개발계획에 대해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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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최종목표
- ITER 시험용 고체형 및 액체형 KTBM 설계, 부품검증 및 인허가 취득

소요 예산 및 인력
1) 소요 예산
(단위 : 억원)
세부 단계
연구 분야

1-1 단계
1-2 단계
1-3 단계
(2005~2007) (2008~2010) (2011~2014)

합계

KTBM 설계

58

81

94

233

재료 및 기능성 부품
개발

72

109

110

291

Subsystem 제작 및
요소시험

58

86

110

254

시스템 통합 및 실증
시험

15

15

24

54

합계

203

291

338

832

2) 소요 인력
(단위 : MY)
세부 단계
연구 분야
KTBM 설계
재료 및 기능성 부품
개발
Subsysgtem 제작 및
요소시험
시스템 통합 및 실증
시험
합계

1-1 단계
1-2 단계
1-3 단계
(2005~2007) (2008~2010) (2011~2014)

합계

34

51

64

149

37

57

65

159

33

40

58

131

9

9

12

30

113

157

199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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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절. KTBM 설계

2-2-1. 1단계 사업의 최종목표
ITER에서의 시험을 위한 고체형 및 액체형 KTBM 상세설계 보고서 완성

2-2-2. 세부단계별 목표 및 연구내용
단계

목표

1단계 (2005 ~ 2007)

기본설계 (DDD 작성)

2단계 (2008 ~ 2010)

설계 최적화 및
예비 상세설계

3단계 (2011 ~ 2014)

상세 및 검증 설계 완료

연구내용
-

설계 방법론 확립
KTBM 예비 설계
성능 개선을 위한 설계 최적화
Mock-up 기본설계
KTBM 상세 및 검증설계
Mock-up 상세설계

2-2-3. 기술현황 분석
ITER 참가국은 각국에서 관심을 가지는 핵융합로 블랭킷 개념의 일차원리(First
Principle)를 실험로인 ITER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TBM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TBM은 기본적으로 핵융합로 블랭킷과 동일한 역할을 하며, 아래와 같은 주요한 기
능을 한다.
1) 핵융합 반응에 의한 중성자 운동에너지와 이차적인 감마 에너지를 열에너지
로 변화시키며 이 열을 냉각재를 이용하여 외부로 제거한다.
2) D-T 반응의 연료이면서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삼중수소를 증식한다.
3) 진공용기(Vacuum Vessel) 및 초전도 자석을 중성자와 감마선으로부터
차폐시키는 기능을 한다.
4) 일차벽(First Wall)은 플자즈마와 블랭킷을 구분하는 물리적 경계로서
기능한다.
ITER 참가국은 세라믹 형태의 리튬을 삼중수소 증식재로 사용하는 고체형 블랭
킷과 함께, 보다 진보된 개념으로서, 액체 상태의 리튬, PbLi, 용융염 등을 증식재
로 사용하는 액체형 블랭킷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다.
고체형 블랭킷은 증식재로서 Li4SiO4와 같은 리튬 세라믹을 사용한다.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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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고체형은 액체형에 비해서 보다 많이 연구가 되었고 기술의 성숙도가 상대적으
로 좋다는 장점이 있으며, 생산된 삼중수소의 회수가 상대적으로 쉽다. 한편 액체
형 블랭킷은 삼중수소 증식비가 좋고 (특히 리튬의 경우), 고온 운전이 가능하여
고체형 블랭킷 보다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중성자 조사에
의한 증식재의 피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재료 문제가 해결되면 블랭킷의 수명을 고
체형에 비해서 매우 길게 설계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TBM은 냉각 방식에 따라서도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증식재가 냉각재로 사용되
는 자체냉각 방식, 독립 냉각 방식, 독립적인 냉각재와 증식재를 냉각에 동시에 사
용하는 이중냉각 방식 등으로 나누어진다. 자체냉각 방식과 이중냉각 방식은 액체
형 블랭킷에만 해당된다. 독립냉각 방식의 경우 일본만이 고압의 물을 냉각재로 사
용하는 개념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모든 국가는 헬륨을 냉각재로 채택하고 있다.
TBM은 위에서 기술한 블랭킷의 주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
며, 아래와 같은 다양한 설계분야를 포함한다.
- 핵설계
- 열수력 설계
- 고온 구조 설계
- 삼중수소 계통 설계
- 안전성 해석
핵설계는 삼중수소의 생산이 자급자족될 수 있도록 하고, 블랭킷이 요구되는 차
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며, 블랭킷 전체 설계 흐름
도에서 가장 먼저 수행되어야 한다. 핵설계는 블랭킷에서 열원(Heat Source)의 분
포를 결정하고, 또한 재료의 건전성 해석에 필요한 중성자속과 같은 다양한 자료들
을 생산한다. 핵설계의 결과로서 삼중수소의 생산 및 분포에 대한 정보가 얻어지
며, 이는 삼중수소 계통 설계에 활용된다.
열수력 설계는 핵설계에서 계산된 열원 분포를 이용하여 냉각재 온도분포 및 압
력강하 등과 같은 열수력 관련 제반 인자를 결정한다. 헬륨과 같은 기체를 냉각재
로 사용하는 경우 냉각재 관은 중성자 차폐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핵설계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고체형 블랭킷에서는 세라믹 증식재에서
생성된 삼중수소를 헬륨 가스를 이용하여 제거하기 때문에 TBM 열수력 설계는 이부
분도 포함한다. 액체 증식재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MHD (Magneto-Hydrodynamic) 현
상에 의한 압력강하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핵융합로 블랭킷에서 일차벽
은 가장 열적 하중이 많은 곳으로서 일차벽의 효율적인 냉각이 주요 현안 중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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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다. 액체형 블랭킷에서 헬륨과 같은 독립적인 냉각재가 사용되는 경우, 주 냉
각재뿐만 아니라 천천히 흐르는 액체 증식재에 대한 열수력 설계도 매우 중요한 분
야이다.
고온 구조 설계의 기본적인 목표는 고온에서 TBM의 기계적/구조적 건전성이 핵
융합로 조건하에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TBM의 고온 구조 설계는 일반적인 시
스템의 고온 구조 설계뿐만 아니라 핵융합로 조건에 따른 특수한 현상도 고려해야
한다. 먼저 매우 강한 자기장 내부에 TBM이 위치하기 때문에 자기장에 의한 교란을
TBM이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TBM은 토러스 모양의 진공용기 내
부에 부착되며 그 구조가 매우 복잡하다. 이로 인해 다양한 기계적/구조적 안정성
의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 사고시 플라즈마의 붕괴(Disruption)은 엄청난 힘을
TBM에 가하기 때문에 구조 설계에서는 이에 따른 영향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삼중수소 계통 설계는 핵융합로 블랭킷의 고유한 시스템으로서 블랭킷에서 생성
된 삼중수소를 회수/처리/저장하는 계통에 대한 설계이다. 고체형 블랭킷의 경우
고정된 증식재로부터 방출된 삼중수소를 헬륨 가스를 이용하여 회수하여 외부에서
삼중수소를 분리하는 공정이 있다. 증식재로부터 방출된 삼중수소는 H, D와 섞여
있으며, HTO, T2O 등의 물분자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삼중수소를 얻
기 위해서는 동위원소 분리과정이 필요하다. 액체형 블랭킷의 경우에는 삼중수소는
블랭킷 외부에서 액체 증식재로부터 회수되며, 고체형 증식재로부터 삼중수소를 회
수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기법이 액체형 증식재에서는 사용된다. 따라서 TBM의
삼중수소 계통 설계는 고체형과 액체형에 서로 다른 계통이 설계되어야 한다.
블랭킷에 대한 안전성 해석은 원자력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해석에서 요구되는
항들을 대부분 포함할 뿐만 아니라 핵융합로 고유한 부분들이 추가된다고 볼 수 있
다. ITER TBM의 경우 요구되는 안전성은 ‘어떤 경우에도 TBM에서의 문제는 ITER
운전을 방해해서는 안된다’이다. 예를 들어, 사고시 TBM에서 발생되는 수소의 양
은 어떤 값 이하로 규제되어야 한다. TBM은 다양한 과도상태와 사고상태를 견디도
록 설계되어야 한다. ITER에서 플라즈마 붕괴는 일차벽에 순간적으로 엄청난 열 하
중을 가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블랭킷의 건전성은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냉각재
상실사고(LOCA)시 블랭킷 내에서의 붕괴열을 적절히 제거할 수 있도록 TBM은 설계
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핵융합로는 어떠한 사고시에도 주위 주민들의 소개
(Evacuation)가 요구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블랭킷은 다량
의 삼중수소를 생산하는데, 삼중수소의 외부로의 유출은, 어느 경우에도, 제한치를
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한편 PbLi과 같은 액체 금속을 증식재로 사용하는
경우, Po-210과 Hg-204와 같은 방사성 핵종이 상당량 발생할 수 있다. 사고시 이들
핵종의 환경으로의 유출 또한 제한치를 넘지 않도록 블랭킷은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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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BM에 대한 국내에서의 연구는 핵설계 관점에서의 극히 제한적인 연구를 제외
하고는 없는 상황이다. TBM의 목적은 각국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소위 DEMO 형 핵융
합로 블랭킷 개념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KTBM의 형식을 결정하기 위해
서는 먼저 한국형 DEMO 발전소의 개념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KTBM에 대한
설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KDEMO 블랭킷 개념을 결정하기 위한 Trade-off 연
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2-4. 추진전략
- ITER TBM 관련 후발국으로서 TBM 기본설계를 마친 참가국의 연구결과를 최대
한 활용하고, 필요하다면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함.
- KTBM은 고체형과 액체형 블랭킷 각 하나씩을 추구함. KTBM 형식은 KDEMO 블랭
킷에 기초하는 것으로 함.
- 각 설계 분야는 타 분야 설계와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모든 설계 분야의
연계를 통한 반복 설계를 수행함.

2-2-5. 소요 연구자원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항목
(2005 ~ 2007) (2008 ~ 2010) (2011 ~ 2014)
- 핵설계
10
11
5
- 열수력설계
4
3
4
- 고온구조설계
9
12
16
- 트리튬계통설계
9
15
30
- 설계통합-안전성-인허가
12
25
27

합계
26
11
37
54
64

총소요예산(억원)

50

72

90

212

인력(총man-year)

34

51

64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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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세부분야별 상세연구내용
2-2-6가. 핵설계
1. 1단계최종목표
고체형 및 액체형 KTBM 상세 핵설계 보고서
2. 세부단계별 목표 및 연구내용
단계

목표

1-1단계 (2005 ~ 2007)

기본설계 (DDD 작성)

1-2단계 (2008 ~ 2010)

상세설계

1-3단계 (2011 ~ 2014)

설계보완

연구내용
- 핵설계 방법론 확립
- KTBM 예비 핵설계
- 핵적 성능 최적화
- KTBM 상세 핵설계
- 설계보완 (필요한 경우)

3. 세부연구내용
<1-1단계>
연구내용: 핵설계 방법론 확립 및 DDD를 위한 TBM 예비해석
1) 설계 및 해석 전산코드 체계 구축
a. 확률론적 방법 (MCNP, MCCARD 전산코드 확립)
- 연소계산 방법론 확립
b. 결정론적 방법 (DANT 코드체계 구축)
2) 핵자료집 확립
a. 단면적 자료집 (FENDLE, ENDF-B, JENDLE, JEF) 타당성 평가
- 중성자 반응 단면적 평가
- Nuclear Heating 관련 자료 평가
3) KTBM 예비분석
: 타 분야와의 연계를 통하여 결정된 KTBM 기본설계 대상
a. 핵적 성능 분석
- 삼중수소 증식비(TBR,Tritium Breeding Ratio)
- 중성자 에너지 증폭(NEM, Neutron Energy Multiplication)
b. TBM 방사선 (중성자, 감마선) 차폐 성능 분석
- 진공용기(VV) 중성자 조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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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전도 자석 중성자속 조사량 및 가열 평가
c. 타 분야(열수력, 고온 구조 설계, 안전해석, 재료) 기본 설계인자 생산
- 열원(중성자 및 감마선에 의한 열원) 분포, 삼중수소 분포,
dpa 분석용 중성자속
d. TBM 방사화 예비 분석
- 블랭킷 연소계산를 통한 평형상태 방사화 평가
- 방사성 폐기물 평가
<1-2단계>
연구내용: KTBM 핵설계 최적화 및 상세 핵설계
1) KTBM 핵적 성능 최적화
a. KTBM의 TBR, NEM 그리고 중성자 및 감사선 차폐 최적화
- 블랭킷 구조 최적화
- Spectral Shifter를 이용한 중성자 스펙트럼 최적화
- 최적 차폐 물질 선정
- 리튬 자원 활용 최적화
- 방사성 폐기물 최소화
2) 상세 핵설계 (최적화된 KTBM 설계 대상)
a. 핵적 성능 상세분석
- 다차원 상세 TBR, NEM 평가
- TBM 연소에 따른 핵적 성능 평가
b. 방사선 (중성자, 감마선) 차폐 성능 상세 분석
- 진공용기(VV) 중성자 조사에 따른 Re-weldability 평가
- 초전도 자석 중성자속 조사량 및 가열 평가
c. 타 분야(열수력, 고온 구조, 안전성 해석, 재료) 상세 설계인자 생산
- 열원(사고시 붕괴열 포함) 분포 생산
- 삼중수소 분포 생산
- dpa 분석용 중성자속 분포 계산
- 계측기 모델 관련 자료 생산(필요한 경우)
d. TBM 방사화 상세 분석
- TBM 전체 연소계산를 통한 방사화 특성 분석
- 방사성 폐기물 평가
<1-3단계>
연구내용: KTBM 설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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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시 관련 설계 보완
4. 소요연구자원(추정)
: 고체형 및 액체형 블랭킷 핵설계 동시 수행

단계
소요예산
(억원)
인력(총man-year)

1-1단계

1-2단계

1-3단계

(2005 ~ 2007)

(2008 ~ 2010)

(2011 ~ 2014)

10

11

5

26

8

9

4

20

합계

5. 추진전략
- 관련 선진국의 연구결과를 최대한 활용하며, 가능하면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함.
- KTBM 핵설계는 KTBM 형식이 결정된 것을 전제로 함. KTBM의 형식은 KDEMO용 블랭
킷 개념을 따름.
- 기본적으로 KTBM의 설계는 고체형 및 액체형 두 개념을 동시에 수행함.
- 상세 핵설계는 핵융합로의 복잡한 구조를 정확하게 모사할 수 있는 몬테 까를로
방식을 이용하여 수행함.
- 블랭킷의 핵설계는 KTBM 설계에서 가장 상위의 작업이며, 기본적으로 핵설계는
타 분야 설계와 연계하여 수행함. 특히 상세 설계 단계에서는 열수력 설계, 고온
구조 설계, 안전성 해석 분야와 밀접하게 연계하여 추진함.
- KTBM의 기본적인 목적은 KDEMO 블랭킷의 기본원리(First Principle)를 확인하기
위함임. 경우에 따라서 크기와 구조면에서 KDEMO 블랭킷과 상당히 다른 KTBM이 설
계될 수 있음. 예를 들어 액체 리튬을 사용하는 경우 ITER에서 허용하는 리튬의 양
이 제한되기 때문에 살제 KDEMO 블랭킷에서와 다른 리튬 제고량이 사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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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나. KTBM 열수력 설계
1. 최종목표
- 고체증식재 KTBM의 헬륨 냉각수로(cooling loop)와 방출수로(purge loop)의
설계
- 액체증식재 KTBM의 열수력 기본설계
2. 단계별 목표 및 주요 연구내용

단계

목표

주요 연구내용
- 설계기준 설정

1-1단계
(2005-2007)

고유 TBM 개념설계 및
기초설계

- 고체 증식재 및 액체 증식재의
열수력 개념설계
- 설계방법론 확립 및 설계코드 확
보
- 고체 증식재 SM의 상세설계(형

1-2단계
(2008-2010)

고유 TBM

상 및 크기)

Sub-Module(SM) 설계

- 액체 증식재 SM의 기본설계
- SM 열수력 해석 및 최적화
- Mock-up 기본설계

1-3단계
(2011-2014)

고유 TBM Mock-up 설계 - Mock-up 열수력 해석 및 최적
(고체 증식재)

설계
- ITER 시험방안 수립

3. 세부 연구내용
[1-1단계]
(1) 고유 TBM 설계기준 및 설계변수 설정
(2) 고체 증식재 및 액체 증식재의 열수력 고유 개념설계
(3) 고체 증식재 및 액체 증식재의 설계방법론 확립 및 설계코드 확보
(4) 고체 증식재의 헬륨 냉각수로의 기초설계(형상, 크기)
(5) 고체 증식재의 헬륨 방출수로의 기초설계(형상, 크기)
(6) 액체 증식재의 열수력 기본설계(형상)
(7) 고유 TBM의 예비 설계기술보고서(DDD) 작성
[1-2단계]
(1) 고체 증식재 및 액체 증식재의 열수력 설계절차 확립
(2) 고체 증식재 Sub-Module(SM)의 상세설계
(3) 액체 증식재 Sub-Module(SM)의 기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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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M의 열수력 상세해석 모델링 및 전산해석(유량, 온도분포 및 압력분포)
(5) 고체 증식재 SM의 최적화
(6) SM 설계 검증방안 수립
(7) 고유 TBM의 SM 설계보고서 작성
[1-3단계]
(1) 고체 증식재의 Mock-up 설계절차 및 검증방안 수립
(2) 고체 증식재의 Mock-up 기본설계
(3) 고체 증식재의 Mock-up 열수력 해석
(4) 고체 증식재의 Mock-up 최적설계
(5) ITER 시험방안 수립 및 인허가 지원
(6) 고유 TBM 최종 설계보고서 작성
4. 소요 연구자원(추정)

구분

1-1단계(3년)

1-2단계(3년)

1-3단계(4년)

합계

4

3

4

11

6

6

8

20

소요예산
(직접비, 억원)
인력(총 M.Y)

5. 특기사항 및 기타

2-2-6다. 고온 구조설계
1. 연구 목표
- TBM용 submodule 고온구조 설계 완료
- KTBM mock-up 고온구조 설계 완료
2. 연구내용
<1-1단계(3년)>
<TBM용 submodule 예비설계>
- 해외 TBM 구조 및 submodule 구조 특성자료 검토
- TBM과 TBM submolule간의 기계/구조적/interface 설계 기준 설정
- TBM submodule 예비설계 및 해석(고온구조 및 진동 특성 해석 등)
. submodule 구성하는 부품(components) 설계 및 해석
. 부품간의 체결 부위 설계 및 해석
. pebble, submodule간의 고온 접촉 및 동적거동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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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들을 조립한 submodule 구조물 설계 및 해석
- TBM submodule의 예비설계보고서(DDD) 작성
- TBM submodule 예비 설계 자료 생산
<KTBM mock-up 예비설계>
- 해외 TBM 구조 특성자료 검토
- KTBM mock-up 부품 및 구조물에 대한 기계/구조적/interface 설계
기준 설정
- KTBM mock-up 구조 및 System 고안
(Be 및 Ceramic Pebble Bed/Assembly 포함)
- KTBM mock-up 예비 설계 및 해석(고온구조 및 진동 특성 해석 등)
. KTBM mock-up 구성하는 부품(components) 설계 및 해석
. pebble, submodule의 고온 접촉 및 동적거동 해석
. KTBM mock-up 구성하는 부품간의 체결 부위 설계 및 해석
. 부품들을 조립한 KTBM mock-up 구조물 설계 및 해석
. KTBM mock-up과 외부 ITER 장치와의 연결부 설계 및 해석(필요시)
- TBM mock-up 예비설계 및 해석(고온구조 및 진동 특성 해석 등)
- KTBM mock-up 예비 설계 자료 생산
<1-2단계(3년)>
<TBM용 submodule 상세설계>
- TBM submodule 상세설계 및 해석(고온구조 진동, 피로 특성 해석 등)
. submodule 구성하는 부품(components) 상세 설계 및 해석
. submodule 구성하는 부품(components)간의 체결 부위 상세설계
및 해석
. pebble, submodule간의 고온 접촉 및 동적거동 상세해석
. 부품들을 조립한 submodule 구조물의 상세 설계 및 해석
- TBM submodule 상세설계 자료 생산
<KTBM mock-up 상세설계>
- KTBM mock-up 구조 및 System 형상 보완
(Be 및 Ceramic Pebble Bed/Assembly 포함)
- KTBM mock-up 상세 설계 및 해석(고온구조 진동, 피로 특성 해석 등)
. KTBM mock-up 구성하는 부품(components) 상세 설계 및 해석
. pebble, submodule의 고온 접촉 및 동적거동 상세해석
. KTBM mock-up 구성하는 부품간의 체결/연결 부위 설계 및 해석
. 부품들을 조립한 KTBM mock-up 구조물의 상세설계 및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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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BM mock-up과 외부 ITER 장치와의 연결부 상세설계 및 해석
(필요시)
- KTBM mock-up 상세설계 자료 생산
<1-3단계(4년)>
<TBM용 submodule 최적설계>
- TBM submodule 최적설계 및 해석(고온구조 진동, 피로 특성 해석 등)
. submodule 구성하는 부품(components) 설계 및 해석
. submodule 구성하는 부품(components)간의 체결 부위 설계 및 해석
. pebble, submodule간의 고온 접촉 및 동적거동 해석
. 부품들을 조립한 submodule 구조물의 설계 및 해석
- TBM submodule 최종설계 자료 생산
<KTBM mock-up 최적설계 및 제작>
- KTBM mock-up 최적 설계 및 해석(고온구조 진동, 피로 특성 해석 등)
. KTBM mock-up을 구성하는 부품 설계 및 해석
. pebble, submodule의 고온 접촉 및 동적거동 해석
. KTBM mock-up을 구성하는 부품간의 체결 부위 설계 및 해석
. 부품들을 조립한 KTBM mock-up 구조물의 설계 및 해석
. KTBM mock-up과 외부 ITER 장치와의 연결부 설계 및 해석
(필요시)
- KTBM mock-up 최종설계 자료 생산
3. 추진방법
- 국제협력을 통한 정보교환 및 국내 미확보기술에 대한 협력
- 산/학/연 연계로 사업추진
4. 소요예산(인건비 포함)
단 계
예산(억원)
총소요인력(MY)

1-1단계(3년)

1-2단계(3년)

1-3단계(4년)

9억

12억

16억

[3억]
2MYx3년=6MY

[3억]
3MYx3년=9MY

[4억]
3MYx4년=12MY

[1MYx3년=3MY]

[1MYx3년=3MY]

[1MYx4년=3MY]

*

* [ ]의 값은 mock-up설계외에 submodule을 추가로 설계할 때 추가 인력 및 예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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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라. 트리튬 계통 설계
1. 최종목표
트리튬 계통 개념 설정
2. 세부단계별 목표 및 연구범위
단

계

목 표

연구내용

1-1단계 (2005 ~ 2007)

트리튬 계통 개념 설정

트리튬 계통 기술 분석
트리튬 계통 설계 요건

1-2단계 (2008 ~ 2010)

트리튬 계통 요소 기술 확보

트리튬 계통 요소 기술 분석
트리튬 계통 PFD 작성

1-3단계 (2011 ~ 2014)

트리튬 계통 개념설계

흡착탑 및 촉매반응기
수소동위원소 분리 및 폐기물

3. 기술현황
트리튬 계통은 핵융합발전로의 노심 핵연료를 위한 핵심 계통이다. 한국에서의
핵융합 연구는 주로 Tokamak 플라스마 물리에 치중되어 왔기 때문에 이 분야의 연
구는 사실 상 황무지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단, 한국은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중심
으로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에서 트리튬 관련 촉매기술,
트리튬 저장용기기술, 삼중수소제거설비(TRF)기술 등을 부분적으로 연구한 경험이
있다.
선진국의 트리튬 계통 기술은 삼중수소제거설비(TRF) 및 국제핵융합실험로
(ITER) 등의 트리튬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되어 왔다. 현재 국
제적으로 트리튬 관리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선진국은 캐나다,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인데, 이 국가들은 트리튬 처리 및 관리시설을 설치 운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자국에 필요한 트리튬을 리튬에 중성자를 조사하여 생산하고 있다. 조
사 후 생성된 트리튬은 기체 확산법 등의 방법으로 고순도 정제한다. 관련 연구는
대부분 비밀로 되어 있다. 한편 프랑스는 그레노블 연구로에서 발생하는 트리튬의
경우 기상촉매반응과 초저온증류로 분리 농축하고 있다.
일본의 트리튬 관련 연구는 핵융합로의 트리튬 공학 및 과학, 트리튬의 환경 거
동 및 생물학적 영향, 중수로의 트리튬 관리와 트리튬 폐기물의 관리에 대하여 연
구기관과 대학교에서 수행되고 있다. 트리튬 기술 개발은 주로 JAERI의 Tritium
Process Laboratory (TPL)에서 핵융합연료주기계통을 위해 수행되고 있는데,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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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위원소 분리를 위한 초저온 증류와 수용액 트리튬폐기물 처리 등을 포함하고 있
다.
트리튬과 관련한 미국의 핵융합 연구는 Los Alamos 국립 연구소(LANL) 에서는
물과 메탄 같은 불순물 기체로부터 트리튬을 회수하는 공정 연구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그 공정의 건설 및 운전이 단순하고, 다른 폐기물을 생성시키지
않으며, once-through 공정을 사용해야 하며, 삼중수소수를 발생시키는 중간 공정
단계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공정으로써 Palladium Membrane
Reactor(PMR)를 선정하였다. PMR은 촉매반응기와 palladium membrane permeator를
결합한 장치이다.
독일의 트리튬관련 연구는 주로 Karlsruhe Tritium Laboratory(TLK)에서 수행되
고 있다. 핵융합로 개발을 위한 트리튬 연구에 있어서 TLK는 전체 유럽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현재 약 200 kCi 트리튬 취급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트리튬의 안전
관리, 트리튬 폐기물의 최소화, 및 게터베드의 개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이 장차 고준위폐기물을 발생하지 않는 궁극적인 대형 에너지원인 핵융합발
전 기술 분야의 선진국이 되기 위해 트리튬 계통 개념설계연구는 조속히 추진되어
야 한다.
4. 세부단계별 연구내용
<1-1단계>
목표: 트리튬 계통 개념 설정
연구내용:
1) 트리튬 계통 기술 분석
- 초저온증류 기술 분석
- 수소동위원소 내 불순가스 제거용 흡장 기술 분석
- 트리튬 Pd 투과막 기술 분석
2) 트리튬 계통 설계 요건
- 트리튬 재고 최적화 방안
- 단순화에 의한 안전성 제고 방안
3) KTBM 트리튬 계통 개념 설정
- 초저온증류 계통 모델링
- 흡장 및 투과막 계통 모델링
<1-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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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트리튬 계통 요소 기술 확보
연구내용:
1) 트리튬 계통 요소 기술 분석
- 주요 기기 분석
- 계통 별 분석
2) 트리튬 흡착, 촉매반응기 및 계통 기술 개발
- 트리튬 흡착제 선정
- 촉매반응기 형식 결정
- 계통 별 기기 형태 선정
3) KTBM 트리튬 계통 PFD 작성
- 계통별 기기별 온도 압력 결정
- 주 배관 흐름도 결정
- 주 기기 항목 결정
<1-3단계>
목표: 트리튬 계통 개념설계
연구내용:
1) 상온흡착탑
- 상온흡착탑 개념설계
- 상온흡착공정 P&ID 작성
2) 초저온흡착탑
- 초저온흡착탑 개념설계
- 초저온흡착공정 P&ID 작성
3) 촉매반응기
- 촉매반응기 개념설계
- 촉매공정 P&ID 작성
4) 동위원소 분리 계통
- 동위원소 분리 계통 개념설계
- 동위원소 분리공정 P&ID 작성
5) 폐기물 계통
- 폐기물 계통 개념설계
- 폐기물 처리공정 P&ID 작성
5. 추진전략
- 한국원자력연구소의 트리튬 취급기술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트리튬 계통 개
념설계를 수행하여 한국이 장차 고준위폐기물을 발생하지 않는 궁극적인 대형
에너지원인 핵융합발전 기술 분야의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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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튬 계통 개념설계 시, 월성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TRF)의 운전 경험을 반
영함.
- 설계 단계 별로 QA/QC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설계자료의 객관적인 신뢰도를 확
보함.
- 트리튬 계통 설계를 위해 이미 핵융합 트리튬 계통 시험 장치 설계 및 시험
연구

실적이 있는 프랑스 CEA, 미국 LANL, 캐나다 AECL, 일본 JAERI 및 독일

TLK와의 기술교류를 추진함.

* 트리튬 계통설계 연구개발 업무의 흐름도

6. 연차별 소요예산 및 소요인력
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소요예산(억원)

3

3

3

5

5

5

7

7

8

8

54

인력(총man-year)

2

2

2

3

3

3

4

4

5

5

33

- 203 -

2-2-6마. 설계통합-안전성해석 및 인.허가
1. 최종목적
KTBM 설계통합-안전성해석 및 인.허가
2. 세부단계별 목표, 연구내용 (단계설정이 필요없으면 생략)
단계

목표

1-1단계
(2005 ~ 2007)

통합계통 개념설계

1-2단계
(2008 ~ 2010)

통합계통 기본설계

1-3단계
(2011 ~ 2014)

통합계통 상세설계

연구내용
관련 자료수집 및 검토
통합계통 개념설계
설계 및 안전기준 정의
안전해석 코드 개발요건 (PIRT)
안전성 실증실험 요건 및 장치설계
통합계통 기본설계
계통 안전/열수력 해석코드 개발
코드 검증 및 불확실성 정량화
안전해석 방법론 개발
통합계통 예비해석
안전성 실증실험
통합계통 상세설계
통합계통 안전해석
인.허가 문서생산 및 인.허가
운전지침서 개발

3. 세부연구내용
<1단계>
목표: 통합계통 개념설계
연구내용:
1) 관련 자료수집 및 검토
- 다양한 Blanket 설계에 대한 기술자료 수집 및 검토
2) 통합계통 개념설계
- KTBM 세부설계 사양 선정
- 통합계통 개념설계
3) 설계 및 안전기준 정의
- 선정된 KTBM 설계에 대한 설계 및 안전기준 정의 (KINS 공동연구)
- 관련 규제지침 등 인.허가 요건 개발 (KINS 수탁 또는 별도 세부과제)
4) 안전/열수력해석 코드 개발요건
- PIRT (Process Identification & Ranking Table) 개발
- 코드 해석능력 검토 및 기반코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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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개발요건 개발
5) 안전성 실증실험 요건 및 장치설계
- 안전성 실증실험 요건 개발
- 실험장치 설계
- 계측기 개발
<2단계>
목표: 통합계통 기본설계
연구내용:
1) 통합계통 기본설계
- 통합계통 설계개선
2) 안전/열수력 해석코드 개발
- 코드체계 개발: 계통 열수력, 전산유체, 핵적동특성 통합해석체계 구축
- 유체특성 모델 개발
- 열수력모델 개발 및 검증
. 열수력모델 적용성 평가 및 선정
. 열수력 실험 DB 구축
. 코드 개선 및 검증
- 계통 모델 개발 및 검증
. 열교환기 등 TBM 계통 모델
3) 코드 검증 및 불확실성 정량화
- 코드 검증 평가계산
. 열수력 실험 DB 구축
. 실험 모델링 및 평가계산 수행
- 코드 불확실성 정량화
4) 안전해석 방법론 개발
- 사고유형 정의
- 사고유형별 사고 시나리오 및 안전기준 선정
- 사고유형별 안전해석 방법론 개발
5) 통합계통 예비해석
- 통합계통 예비 안전/열수력 해석
6) 안전성 실증실험
- 실증실험 장치 구축
- 실증실험 수행
<1-3단계>
목표: 통합계통 상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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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1) 통합계통 상세설계
- 통합계통 설계 개선 및 상세설계
2) 계통 안전/열수력 해석
- 계통 안전/열수력해석
- 계통 성능해석
3) 인.허가 문서생산 및 인.허가
- 인.허가 문서생산
- 인.허가 질의.응답
- 인.허가 획득
4) 운전/기술지침서 개발
- KTBM 운전지침서 개발
- KTBM 기술지침서 개발
4. 소요연구자원(추정)

단계

1-1단계

1-2단계

1-3단계

(2005 ~ 2007)

(2008 ~ 2010)

(2011 ~ 2014)

12

25

27

64

8

18

22

48

소요예산
(억원)
인력(총man-year)

합계

5. 특기사항 및 기타.
- 설계/안전기준 및 인.허가 규제지침의 개발을 위한 연구에 KINS 참여 필요
- KTBM 설계 안전성 평가는 시스템설계와 연계 해석되어야 함. (소요자원에 시
스템설계 분야는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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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KTBM 재료 및 기능성 부품 개발

2-3-1. RAFS/ODS 구조재 및 가공기술 개발
1. 1 단계 최종 목표
- TBM용 FMS 재료 시방서 생산 및 ODS 합금 개발
2. 세부 단계별 목표 및 연구 범위
단계

목표

1-1단계
(2005 ~ 2007)

- FMS 최적 후보 합금 선정
- 후보 ODS 합금 설계 및 시험
제조

1-2단계
(2008 ~ 2010)

연구 내용

- TBM 설계용 FMS 재료 DB
구축
- Pilot scale (수십 kg급)
ODS 후보합금 생산

-

FMS 후보
FMS 기초
상용 ODS
ODS 합금
kg 내외)

-

FMS 기초 특성 자료 생산
FMS 열시효 영향 평가
FMS 용접 및 용접부 특성 평가
FMS 조사손상 특성 자료 생산
ODS 후보 합금 제조 및 기본
특성치 확보
ODS 합금의 접합기술 개발
FMS 재료 시방서 생산
후보 FMS 합금 가공 방법 및
가공 조건 최적화
FMS 제조 공정 자격인증
후보 시제 ODS 합금의 요구
특성치 확보
후보 시제 ODS 합금의 중성자
조사시험 착수
ODS 합금의 near-net-shape 제조기술
확보

-

1-3단계
(2011 ~ 2014)

- FMS 재료 spec. 생산 및
최적 제조공정 확립
- 후보 ODS합금의 물성자료
구축 및 중성자 조사시험
착수

-

2-1 단계
(2015 ~ 2018)

- 개발 ODS 합금 특성 data
book 완성

대상 합금 선택 및 확보
특성 시험 수행
합금의 소요 특성 평가
시험제조 (실험실 규모: 1

- 개발 ODS 합금의 실제 적용에 필요한
Q/A 문서 완성 (기계적 특성,
가공성, 상합성, 조사특성 포함)

3. 기술 현황
(1) RAFS 구조재 및 가공기술 개발
1) 핵융합로 스테인레스강의 최근 개발현황
FM강(ferritic/martensitic steel)은 이미 화력발전 등에서 사용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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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하며 조사 팽윤과 He 취성에 대한 저항성이 크고 물, 가스 그리고 액체 금속
냉각재와의 양립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크리프 강도의 감소로 인해
o

o

사용 온도가 550 C 정도로 제한된다는 점과 400 C 이하의 온도에서 야기되는 조사
취화, 그리고 자성을 가짐으로 인한 설계상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핵분열이나 핵융합로에서 높은 방사능 물질이 생성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고에너지 중성자가 핵분열성이 없는 노심 부품이나 구조재료에 의해 흡수되면 흡수
된 원자의 변환이 일어나 방사능 동위원소가 생성된다. 이 방사화 원소는 안정한
동위원소로 붕괴하는데 이때 β나 γ 방사물의 방출을 동반한다. 원소에 따라 다르
긴 하나 어떤 경우는 조사가 완료된 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 방사물의 방출이 계속
되기도 한다. 이러한 방사화는 안전과 일상적인 작업, 발전소의 해체, 방사선 폐기
물의 처분에 있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에 따라 핵융합로 재료 개발에서 고려해
야할 중요한 두 가지 사항은 첫째 방사화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Mo, Nb, Ni 등
의 첨가를 억제하고 대신 비슷한 효과를 지닌 W, V, Mn, Ta, Ti 등을 첨가하는 것
이며, 다른 하나는 소량 첨가되어도 유도 방사화와 dose rate에 영향을 미치는 불
순물을 최대한 제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핵융합로에 적용되는 재료는 높은 에너지
의 중성자 조사에 의해 야기되는 조사 손상에 대한 저항성 뿐 아니라 고온에서 사
용 중에 충분한 인성과 고온 강도를 유지해야 한다.
외국에서 연구된 저방사화 FM강을 표18에 나타내었다. FM강은 안정한 미세
조직과 적정한 강도, 인성, 그리고 조사손상에 대한 저항성을 보유하고 있어 핵융
합로 재료로의 사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
표 43 Basic Compositions of Reduced-Activation Ferritic and
Martensitic Steels

USA

EU

Japan

2-9Cr-V
2-9Cr-W
2-12Cr-W-V
9Cr-W-Mn
9Cr-V-Mn
12Cr-W-Mn
12Cr-V-Mn

9Cr-W-V-Ta-N
12Cr-W-V-Ta-N
9-10Cr-W-V-Ta-Ti-Ce
9Cr-W-V-Mn-Ti

2-15Cr-W
2-3Cr-W-V-Ta
7-9Cr-W-V-Ta
11Cr-W-V-Ta

블랭킷 구조재에 FM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액체금속, 물, 헬륨 냉각재,
삼중수소 증식재, 수소 플라즈마 등 가동 분위기와의 양립성 관점에서 우수한 특성
을 보유해야 한다. 블랭킷 구조재의 사용환경을 보면 neutron flux가 > 3 MW/m2,
2

high heat flux가 1~20 MW/m , 그리고 사용 말기까지의 조사량이 약 15 MWa/m

2

(150 dpa)이다. 또한 14 MeV 중성자 조사와 수소 및 헬륨의 발생으로 인해 구조 재
료의 물리적 성질과 기계적 성질이 변화한다. 조사 손상에 의한 구조재의 변화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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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경화와 취화 (<0.4 Tm), 조사 크리프 (<0.45 Tm), 공공 형성에 의한 팽윤
(0.3~0.6 Tm), 고온 He 취성 (>0.5 Tm) 등이 있으며, 특히 핵분열로에 비해 구조재
의 조사량이 많고 He 발생속도가 높아 입계의 He 취성과 팽윤이 가속된다.
FM강은 저온에서 조사 경화, 조사 유기 파괴인성천이온도 증가, He과 수소
에 의한 파괴 특성 변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고온에서는 크리프 강도의
감소, He-induced swelling, grain boundary embrittlement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 블랭킷 후보 구조재료
현재 블랭킷 구조재료로 연구되고 있는 재료를 표19에 나타내었다. 유럽에
서는 EUROFER 97을 후보 재료로 선정하고 물리적, 기계적 특성 및 조사특성에 대한
연구를 거의 완료한 상태이고, TBMs mock-up과 prototype에 적용할 새로운 EUROFER
를 제조할 계획을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F82H강을 제조하여 IEA program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9Cr강에 텅스텐과 탄탈륨을 첨가한 재
료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표 44 Typical/nominal Compositions (wt%) of RAFM Steels with Favorable

Combination of Properties
C

Si

Mn

Cr

W

V

Ta

N

0.01-

0.05

0.4-

8.0-

1.0-

0.12

max.

0.6

9.0

1.2

0.30

-0.10

B

0.20- 0.06- 0.02- 0.004-

EU

EUROFER

Japan

F82H

0.10

0.20

0.50

8.0

2.0

0.20

0.04

USA

9Cr-2WVTa

0.10

0.30

0.40

9.0

2.0

0.25

0.07

0.04

0.006

<0.01 0.003

F82H 강은 12Cr 강과 9Cr 강에서 개량한 강으로 크롬 함량을 8%로 감소시
킴으로서 미세한 α‘에 의한 취성을 감소시켰다. 그리고 Ta 등을 첨가하여 크리프
파단 강도를 향상시켰으며, 입자 크기를 조절하였다.

o

F82H강은 1200 - 1050 C에

서 열간압연하고, 1040 oC에서 normalizing하여 완전한 오스테나이트 조직을 만든
o

후 공냉하여 마르텐사이트 조직으로 변태시킨다. 이후 740 C (Ac 온도 이하)에서
템퍼링하여 템퍼드 마르텐사이트 조직을 얻는다. 이러한 제조 공정에 의해 만들어
진 F82H강은

prior austenite grain size가 ~ 100μm 정도이고, 전위 일부가 회복

되고, M23C6가 주 석출물로 형성되어 있는 조직을 가진다. 또한 전위 밀도가 ~
14

5x10 /m

-2

20 -3

정도이고, M23C6 석출물의 number density가 ~ 1x10 m

정도이다. 이 재

o

료는 550 C에서 5000 시간 시효처리하여도 템퍼드 마르텐사이트 조직이 상대적으
로 안정하였으며,

o

Laves phase는 600 C 이상에서 1만 시간 유지한 이후에 생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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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었다. 또한 500 C까지의 온도에서 중성자 조사시 래스, 전위 그리고 석출물의 구
조가 상대적으로 안정하였으며, Ni와 B를 doping하였을 때 58Ni, 10B 그리고 열 중
성자 사이의 (n,α) 반응에 의해 생성된 He이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었다.
3) 국외 연구개발 현황
미국의 national program에는 ORNL, PNNL, ANL, LLNL, UCSB, UCLA, RPI 등
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 외에 DOE/JAERT (irradiation experiments in HFIR),
DOE/MEXT

Jupiter-II

(irradiation

experiments

in

HFIR

and

complementary

nonirradiation tests using unique US facilities), RF (irradiation experiments
in BOR-60, SM-2), EU (PSI, RISO, irradiation experiments in HFR-Petten), IEA
(USA, RF, EU, PRC, Canada, switzerland) 등의 joint R&D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연구에서 issues가 되고 있는 것은 저방사화
(안전, 폐기물 처리), 제조/접합, 기계적 거동 및 열물리 특성, 조사 손상 및 He
영향, 화학적 양립성 및 부식 등이다.
미국의 ORNL에서는 구조재의 조사 전/후 기계적 특성, 미세조직-특성, 물
리적

특성

평가,

MHD

insulator와

Li의

양립성,

접합,

He

accumulation,

displacement damage modeling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 support
service로 조사 캡슐 설계, assembly, surveillance, disassembly, specimen
sorting, shipping

host laboratory 등을 수행하고 있다.

PNNL에서는 조사후 변형 기구, novel experimental technique 인 조사시킨
TEM 시편을 이용하여 기계적 특성, microchemistry, 미세조직 정보를 얻는 기술 개
o

발, 열 크리프와 조사 크리프의 정량적 관계 (490-605 C 범위에서), 그리고 조사
크리프 계수 (팽윤이 없는 경우 약 ~0.5x10-6 MPa-1 또는 오스테나이트강의 반,
creep swelling coupling coefficient는 약 ~1x10

-6

-1

MPa )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

이다.
향후 FM 강을 핵융합로 블랭킷 구조재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델 합금의
performance limiting과 조사유기 현상에 관한 연구, flow and fracture에 대한 기
초 연구,

o

400~650 C 범위에서 He migration, trapping and bubble formation에

대한 기초 연구, 가동 온도 한계를 높이기 위한 연구 (nano-phase engineering 포
함) 등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 ODS 합금 개발
Ferritic/Martensitic 강은 100 dpa 이상의 높은 중성자 조사에 대해서 조사
저항성이 높으므로 DEMO 핵융합로의 first wall과 블랭킷 소재로뿐만 아니라 개량
고속로의 피복관 및 duct 소재로서 주목받고 있는 소재이다. 하지만 불충분한 고온
기계적 특성 및 크리프 특성 때문에 그 활용온도는 600℃ 정도까지로 제한된다. 발
전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항상 운전온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므로 합금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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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이나 열처리를 통한 석출물의 안정화 등을 통한 소재개선이 꾸준히 연구/개발
되어 왔다.

산화물 분산강화 F/M강은 열적으로 안정한 산화물을 기지금속 내에 분

산시켜 줌으로써 더욱 높은 온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준다. ODS 강은
산화물 분말 (원소분말 혹은 합금 분말)을 주로 기계적 합금화법을 이용하여 기지
분말 내에 분산시킨 후 그 분말을 hot pressing, 열간압연 혹은 HIPing 등을 통하
여 인고트로 제조하고 열간/냉간 공정을 통하여 원하는 크기 및 형태의 제품으로
만든다.
현재 상용화된 철계 ODS 강으로는 SMC (Special Metals Corporation)의 MA 956
과 Plansee Gmbh의 PM2000 이 있다. 이들은 모두 20%Cr-5%Al의 철계 합금에 0.5%의
미세한 Yttria (Y2O3) 입자를 분산시킨 것인데 그 화학조성을 아래의 표20에 나타내
었다.
표 45 Chemical Composition of Commercial Fe-base ODS Steel
Fe
MA956
(UNS

Bal

S67956)
PM2000

Bal

Cr

Al

Ti

18.5

3.75

0.2

21.5

5.75

0.6

20

5.5

0.5

C

<0.1

Y2O3
0.3
0.7

Cu

Mn

<0.15 <0.30

Co

<0.3

Ni

P

<0.50 <0.02

0.5

1) 국외 연구개발 현황
일본에서의 산화물 분산강화 합금의 개발은 주로 고속로의 피복관 개발과
핵융합로 소재와 관련하여 1980년대 후반부터 진행되어 왔는데 JNC (Japan Nuclear
Cycle Development Institute)가 중심이 되어 Kobe 철강회사와 여러 대학 연구팀들
과의 협력체제 아래에서 고속로 피복관 개발을 주 대상으로 추진되어왔다. 1990년
대에 들어서서 고온 압출과 온간압연을 통하여 두께 1mm 정도의 얇은 튜브재를 개
발하고 축방향과 원주방향의 기계적 강도의 이방성을 해결하는 연구에 주력하였으
며 열처리를 통한 상변태와 재결정 공정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은
상황이다. 또한 미소 합금원소들의 영향 등에 대한 연구를 병행하여 소량의 Ti 첨
가를 통한 미세 Yttria 입자의 초미세화를 확인하고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확인한 바 있다. 최근에는 ODS 합금의 접합, 양산체재 구축 및 데이터베
이스 구축에 주력하며 미국과 러시아의 연구로에서 중성자 조사 시험 및 데이터 축
적에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DEMO 핵융합로의 first wall 및 블랭킷 구조물에 적용
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는데, 튜브재와 달리 판재의 경우 기 개발한 분산 산
화물의 함량을 더욱 높여서 고온강도를 더욱 높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두꺼운 부품의 제작을 위해서는, 전체 두께에 걸쳐서 냉각속도를 고르게 유지하기
힘들므로, 새로운 제조공정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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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는 특히 프랑스가 ODS 강의 연구, 개발에 적극적인데 CEA/Saclay,
CEA/Grenoble을 중심으로 유럽연합 여러 나라들과 함께 수행하고 있다. 핵융합로
소재로 기 개발한 EUROFER (9% Cr 강)에 Yttria 분말 첨가한 ODS 합금의 개발에 주
력하고 있다. EUROFER를 제조한 오스트리아의

Bohler사 EUROFER 강을 기체분무법

(gas atomizing)을 통하여 분말제조 후 기계적 합금화법을 통하여 분말을 제조하고
그 특성들을 평가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EUROFER 97합금을 기지로 한 ODS 합금 시
편에 대하여 네덜란드의 Petten, HFR 원자로를 이용하여 250~450℃ 온도영역에서
15 dpa 수준까지 중성자 조사시험을 수행하고 있다(아래 표21 참조). EUROFER ODS
합금은 기지 강에 비하여 인장특성이나 크리프 특성이 훨씬 더 개선되어서 활용온
도를 550℃에서 650℃ 혹은 심지어 700℃까지 올릴 수 있는 것으로 판명 났지만,
충격 파괴특성 부분에서는 아직 개선할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 이과 관련해서 불순
물의 조절, 제조과정의 개선 등을 중점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표 46 Chemical Specification of EUROFER Steel.
P,
S,
Fe

C

Si

Mn

Ni,
Mo,

Ti,
Cr

V

W

Ta

O,
Al

Co,

Nb. (Sn+As+
B

Sb+Zr)

N

Cu
Bal

0.11 <0.05 0.4

<50 p

9.0

0.2

1.1

0.06

<10 <10

0.09

0 p

p

<100 p

0.03

융합로에서의 고온은 소재의 얇은 표면에 국한되고 내부에는 온도가 낮아
질 것이므로 ODS 합금을 일반 강 표면에 붙이거나 혹은 점차적인 ODS 조성을 표면
에 형성하도록 하려는 제안도 있으며, ODS강의 고온 인장강도나 크리프 강도는 매
우 증가하지만, 파괴인성과 용접성의 문제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융합로의 주요 부
품 소재로 사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견해도 있다 (A. Tavassoli/CEA).
2) 국내 연구개발 현황
국내에서의 ODS 합금 관련 연구는 주로 금속간 화합물, 혹은 W 기지 중합
금과 관련하여 대학교의 실험실 규모 (수 백 그램 정도)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여
연구한 바 있으나 실제 상용화를 목표로 ODS 합금개발을 추진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 상용 ODS 합금 개발을 위해서는 적어도 pilot scale의 ODS
합금을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이 우선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종국적으로는 국내 소재
제조업체에서 생산시설을 구비해야 할 것이다. 혹은 pilot scale의 시제 합금/부품
을 제조한 후 최종 합금 및 부품의 제조는 외국의 생산자에게 주문할 수도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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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기본적으로 ODS 합금의 개발 제조를 위해서는 합금분말 제조장치 (gas
atomization), MA 장치 (mechanical alloying장치; attritor 혹은 ball mill, 등),
그리고 Consolidation 시설 (HIPPing, 열간 압출기, 등)이 필요할 것이다.
4. 세부 단계별 연구 내용
<1-1단계>
목표: FMS 최적 후보 합금 선정 및 후보 ODS 합금 설계와 시험제조
연구 내용:
1) FMS 후보 대상 합금 선택 및 확보
2) FMS 및 상용 ODS 합금의 기초 특성 시험 수행 및 특성평가 자료 수집
3) ODS 합금 시험제조, 물성평가 및 후보합금 선정(실험실 규모; 1 kg 내외)
<1-2단계>
목표: TBM 설계용 FMS 재료 DB 구축 및 Pilot scale ODS 후보합금 생산
(수십 kg급)
연구 내용:
1) FMS 합금 물리적/자기적/열적/기계적 특성 자료 생산
2) FMS 열시효 영향 평가
3) FMS 용접 및 용접부 특성 평가
4) FMS 조사손상 특성 자료 생산
5) 후보 ODS 합금의 시제품 생산 (pilot scale ; 수십 kg 수준)
6) 시제 ODS 합금에 대한 기본 특성 평가
7) ODS 합금 접합/가공기술 구축
<1-3단계>
목표: TBM용 FMS 재료 spec. 생산과 최적 제조공정 확립 및 후보 ODS 합금의
기본물성 자료 구축과 중성자 조사시험 착수
연구 내용:
1) FMS 재료 시방서 생산
2) 후보 FMS 합금 가공 방법 및 가공 조건 최적화
3) FMS 제조 공정 자격인증
4) 후보 시제 ODS 합금의 요구 특성치 확보
5) 후보 시제 ODS 합금의 중성자 조사시험 착수
6) ODS 합금의 near-net-shape 제조기술 확보
<2-1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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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개발 ODS 합금 Q/A 문서 완성
연구 내용
1) 기계적 특성; (고온) 인장특성, 파괴특성, 크리프 특성 DB
2) 사용 환경과의 상합성 특성 DB
3) 중성자 조사에 따른 미세조직/칫수 안정성, 기계적 특성 안정성 DB
4) 접합부위의 중성자조사 특성 DB
5. 추진 전략
FM 강은 외국에서 이미 개발된 합금을 활용하고자 하며, 최적 후보합금 선정
을 위하여 대상합금의 기초 특성시험을 수행하고, TBM 설계용 특성자료를 구축하고
자 한다. 아울러 FMS 재료 Spec을 작성하고, 제조공정의 최적화 조건 제시, 자격
인증 등을 통하여 TBM용 구조물을 완성하고자 한다.
ODS FM 강은 재료개발을 목표로 하고 수십 kg급 생산을 위한 공정개발, 특성평가,
접합기술 개발, 물성 및 성능(가공성, 양립성, 조사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을
위한 Q/A documnet를 완성한다.
실험실 규모로는 1kg 급을 시험제조를 통하여 기반 기술을 확보하고, 산업체
와 연계하여 pilot plant 규모의 생산을 완성한다.
FM 강 및 ODS FM 강에 대한 기초적인 재료기술은 GEN-IV 에너지 시스템과 관련된
FM 강 개발연구 그룹과 cross-cutting 기술 활용을 통하여 연구효율의 극대화를 이
루고자 한다.
아울러 IEA의 Fusion Materials Agreement에 가입하여 국제공동 연구를 통한
연구 수준의 향상을 꾀하며, 일본의 JAERI, Kyoto Univ. 및 산업체나 미국의 ORNL
등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선진연구 기법의 수용 등을 통한 연구 수준을 향상을 실현
한다.
조사시험과 Li loop이나 He loop과 같은 큰 규모의 실험설비를 이용한 소재
성능향상에 연구에 비중을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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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RAFS/ODS 구조재료” 개발 일정

6. 소요 예산 및 인력
단계

1-1단계

1-2단계

1-3단계

(2005~2007) (2008~2010) (2011~2014)

합계

2-1단계
(2015~2018)

예산(억원)

20

55

30

105

21

인력(MY)

13

30

25

6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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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Li 세라믹 및 Be 금속 페블 개발
1. 1단계 최종 목표
- Li 세라믹 및 Be 금속 페블 개발
- ITER 시험을 위한 페블의 제조자격 인증
2. 세부 단계별 목표 및 연구 범위
단계

목표

연구 범위

1-1 단계
(2005 ~ 2007)

- Li 세라믹 및 Be 금속 페블 1차
시제품 개발 (size 및 강도)
- 페블 물성 data 확보

- 페블 가공기술개발
- 페블 물성분석
- 페블 조사시험 준비
: 실험설계 및 장치 제작

1-2 단계
(2008 ~ 2010)

- Li 세라믹 및 Be 금속 페블 2차
시제품 개발(미세조직)
- 페블 베드 물성 data 확보

- 페블 가공기술 개량
- 페블 베드 물성분석
- 페블 단기간 조사시험 및
조사후 시험

1-3 단계
(2011 ~ 2014)

- ITER 시험용 Li 세라믹 및 Be
금속 페블 시제품 개발
- 페블 노내시험 data 확보 및
성능평가 보고서 작성

- E-M submodule용 페블 제조 및
QA/QC 문서 작성
- 물성분석(페블베드 단위)
- 페블 장기간 조사시험 및
조사후 시험
- 페블 성능 평가

3. 기술 현황
(1) 개요
태양에서는 수소끼리 자연적인 핵융합 반응이 가능하지만 지구상에서 인공적으로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수소의 동위 원소인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이용한
D(Deuterium, 중수소)-D 또는 D-T(Tritium, 삼중수소) 반응을 이용한다.

ITER 핵

융합로에서는 반응이 보다 용이한 D-T 반응의 실현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
다.

핵융합의 원료인 중수소는 바닷물에서 무한정 공급이 가능하고 삼중수소는 블

랭킷의 리튬에 중성자를 충돌시키면 인공적으로 얻을 수 있다. 블랭킷 내의 리튬세
라믹은 핵융합 반응으로 발생한 고속 중성자를 이용하여 삼중수소를 제조하는 역할
을 한다. 또, 원자번호가 낮아 중성자 차폐성이 우수하여 운동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역할도 한다. 블랭킷에 같이 장입되는 베릴륨 역시 원자번호가 낮은 재
료로서 열에너지를 만들고 중성자를 증식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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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 세라믹과 베릴륨은 블랭킷 내부에 구형 페블 형태로 장입된다. 페블 크기는
설계 측면에서 He 냉각재의 압력 강하, 열전달, 충전밀도, 재료 측면에서 열응력과
조사 균열 저항성 등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지름 0.1-1 mm의 작은 크기로 제한된
다. 리튬 세라믹 페블의 경우 삼중수소 방출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가능한 높
은 밀도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입자크기가 작을수록 삼중수소 방출을

용이하게 하고 높은 기계적 강도를 얻을 수 있으므로 1~2 μm 정도의 작은 입자크
기가 유리하다. 가급적 고순도 분말을 사용하고 제조 공정상 순도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여 불순물 원소가 중성자 조사중에 여기되는 것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최근
의 계산 결과에 의하면, 베릴륨 페블 역시 작은 입자크기를 가지는 것이 조사 팽윤
감소와 기체 방출에 유리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이를 위하여 새로운 베릴륨 페블 제
조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2) 연구 현황
1) 리튬 세라믹 페블
리튬 세라믹은 액체 금속에 비하여 열적 안전성이 뛰어나고 화학적 활성이
낮으므로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세라믹 증식재 후보재로는 Li2O, LiAlO2,
Li4SiO4, Li2ZrO3, Li2TiO3등이 고려되었다.

Li2O는 다른 후보재에 비하여 높은 리

튬원자 밀도, 높은 열전도도, 낮은 삼중수소 용해도를 가지며, 삼중수소 증식율이
제일 높기 때문에 가장 유망한 재료이지만 수분과의 반응성이 높고 증기압이 크기
때문에 블랭킷의 차가운 쪽으로 리튬 원자가 쉽게 이동하여 증착되어 He 냉각재의
흐름을 저하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LiAlO2는 융점이 높고 물과의

반응성이 낮아 사용온도 범위가 넓고, 우수한 조사특성을 지니지만 삼중수소 방출
특성이 나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용 가능한 최저 온도가 높다는 단점이 있다.
Li4SiO4는 Li2O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중수소 확산율이 좋
고 화학적 안정성이 뛰어나다. 하지만 열팽창 계수의 이방성 때문에 조사 손상이
큰 단점이 있다. Li2ZrO3와 Li2TiO3는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한 특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조사특성과 안정성이 뛰어나고 삼중수소 방출 특성도 우수하
다. 특히 Li2TiO3의 경우에는 낮은 삼중수소 방출 온도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
다. Li2ZrO3의 경우에는 조사 후에 Zr이 여기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다. 이상의
결과로 현재 세라믹 증식재 연구는 Li4SiO4, Li2TiO3 두 재료에 집중되어 진행되고
있다.
구형 리튬 세라믹 페블 제조 공정에 관한 연구는 리튬 세라믹의 수분 흡착
문제, 대량 생산 체제의 가능 여부, 농축 Li-6 재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진행되고
있다. 실제 제조 공정은 구형 페블을 성형하는 공정과 구형을 유지하며 소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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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상의 강도와 밀도를 부여하는 공정의 2단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구형 페
블 제조 방법에 관한 연구는 다음 4가지 정도의 서로 다른 제조 공정으로 진행되었
다.
① Melting-Spraying (dropping) Process
이 방법은 리튬 세라믹을 1450℃ 정도의 고온에서 용융하여 액상을 분무하
거나 액상 방울을 떨어뜨리면서 고화시켜 구형 페블을 제조하는 방법이다. FZK와
Scott Glaswerke 등에서는 Li4SiO4 혹은 Li4SiO4+SiO2 조성의 리튬 세라믹 페블을 유
리 제조 공정을 응용하여 제조하였다. 아래 그림4는 제조된 페블의 전자현미경 사
진으로 Li4SiO4 페블의 경우 0.1-0.2 mm의 직경을 가지고 Li4SiO4+SiO2 페블의 경우
직경 0.25-0.63 mm의 구형 페블을 제조하였다. 페블의 밀도는 두 조성 모두 어닐링
후 약 98% 이상의 값을 가졌다. JAERI와 Mitsubishi에서는 Li2O를 용융시킨 후 노
즐을 통하여 공기 중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직경 1 mm의 Li2O 구형 페블을 제조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림 4 Melting/spraying법으로 제조된 Li4SiO4 페블

② Sol-Gel Type Process
Sol-gel 공정을 응용한 페블 제조 공정은 조사 후 잔존하는 Li-6를 재활용
하는데 다른 공정에 비하여 용이하므로 폐기물 절감에도 유리한 방법으로 JAERI,
ECN 등에서 많이 연구되었다.

JAERI에서는 NFI와 함께 1-1.5 mm 직경의 Li2O,

Li2TiO3 페블을 sol-gel 공정으로 성형하여 제조하였다. 소결 후 페블의 밀도는 이
론밀도의 80-85% 값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ECN에서는 0.5-1 mm 직경의
Li2TiO3 페블을 sol-gel 법으로 제조하였지만 소결 밀도가 80% 이하로 낮은 값을 가
졌다.
다음페이지 그림5는 JAERI에서 적용한 sol-gel 제조 공정의 개략도이다.
Li2TiO3 분말을 물이나 알코올에 PVA와 같은 바인더를 첨가하여 분산시킨 슬러리를
제조한다. 이때 공정 변수로는 Li2TiO3 분말 양, 바인더 양 등의 슬러리 조성과 슬
러리 점도, pH 값등이 있다. 분산된 슬러리는 아세톤이나 금속 alginate에 진동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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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을 통하여 떨어뜨려 gel로 만든다. 슬러리 방울의 크기는 노즐의 직경, 진동수
등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페블의 성형밀도와 강도는 gelation 용액의 온도와 용
액 내에서의 유지 시간 등을 조절하여 제어한다. Gel화된 페블 성형체는 균열이 발
생하지 않는 조건에서 건조한 후 하소, 소결하여 페블 소결체로 제조된다.

그림 6

은 sol-gel 공정으로 실제 제조된 페블 성형체의 사진으로 슬러리 조성 즉, Li2TiO3
분말 양과 바인더 양의 변화에 따라 슬러리 점도 등이 영향을 받고 그에 따라 페블
의 모양이 크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5. Sol-gel 공정 개략도
그림 6.바인더 양에 따른 sol-gel pebble

③ Extrusion-Spheronization-Sintering Process
분말 페이스트를 사출하여 원통 형태로 자른 후 구형화하여 페블 성형체를
제조한 후 소결하는 방법으로 AECL, CEA 등에서 시도하였다. 이 방법은 수율, 생산
속도가 높아 양산화에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AECL은 Ceramic Kingston과 공
동으로 직경 1.2 mm의 LiAlO2, Li2ZrO3, Li2TiO3 등을 페블 성형, 소결하여 이론 밀
도의 80-90 %인 페블을 제조하였다. CEA의 경우 이 방법으로 직경 1 mm의 Li2TiO3,
Li2ZrO3를 제조하였다. CEA에서는 이 방법과 다음의 agglomeration-sintering 공정
을 모두 시험, 평가하였으며 1998년 이후 extrusion-spheronization-sintering 공
정을 선택하여 개발하고 있다.
다음페이지 그림7은 CEA의 extrusion-spheronization-sintering 공정을 도
시한 것으로서 각 단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Li2CO3와 TiO2를 혼합한 후 고상반응으
로 Li2TiO3를 합성한다. 이때 공정 변수로는 각 분말의 순도, 입자크기, 비표면적,
조성비, 합성 온도, 시간 등이 있다. 2단계는 사출 공정을 위한 분말 페이스트 준
비 단계로 바인더, 가소제 등의 종류와 혼합비에 따라 점도 등의 페이스트 특성을
조절한다. 다음은 분말 페이스트를 사출기에 넣고 원통형으로 사출하여 일정한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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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절단하는 공정이다. 사출 압력, 노즐의 직경, 절단 길이 등을 조절하여 제조
한 원통형 성형체를 구형화기에 넣고 시간과 회전 속도 등을 조절하여 구형 페블로
형상화한다. 제조된 구형 페블 성형체는 1000-1100℃에서 소결하여 이론 밀도의
85-9% 정도의 소결밀도를 가지는 페블 소결체로 제조된다. 현재 이 방법은 약 10
kg

batch

생산

단계까지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다.

그림8은

extrusion-

spheronization-sintering법에 의하여 제조된 Li2TiO3 페블의 전자현미경 사진으로
서 약 0.8-1 mm 직경으로 소결밀도는 이론 밀도의 93% 정도이다.

그림 8. Li2TiO3 페블 (자료출처: CEA)

④ Agglomeration-Sintering Process
JAERI와 Kawasaki에서는 이 방법
으로 직경 1 mm의 Li2O, Li4SiO4,
Li2ZrO3 페블 제조를 시도하였으며
약 90% 소결밀도를 가지는 페블을 제
조하였다고

보고하였다.

CEA에서도

Li2TiO3에 대하여 이 방법을 시도하
여 직경 1 mm, 소결밀도 90%의 기계
적 강도가 우수한 페블을 제조하였다
그림 7. Extrusion-Spheronization -Sintering

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CEA에서는 비

공정도 (자료출처: CEA)

교

시험에서

extrusion-spheroni-

zation-sintering법을 페블 제조 공
정으로 선택하였다.
벌크 세라믹 재료에 대한 기계적 성질 데이터는 많이 알려져 있고 측정이
용이하지만 실제로 의미를 가지는 페블 혹은 페블 베드 단위의 데이터는 아직 미비
한다. 페블에 대하여는 하나의 페블을 압축 시험하여 파괴하중을 측정한다. 단일
페블의 파괴 하중은 조성, 페블 밀도, 직경, 미세구조, 제조 공정에 의존하여 달라
진다. FZK에서는 Li2ZrO3, Li2TiO3 페블 베드에 대하여 6MPa, 700℃까지 일축 압축
시험을 행하여 비교적 좋은 결과를 얻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4MPa, 400℃ 시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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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2ZrO3 페블의 경우 거의 파괴되지 않았고, Li2TIO3 페블의 경우에는 0.3% 정도 미
미한 파괴가 일어난 것으로 관찰되었다.
핵융합로 운전시에는 장시간 고온에 노출되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의 미
세조직 건전성 역시 중요한 물성이다. CEA와 FZK 등에서는 900-1200℃에서 4개월
정도까지 공기 중과 He-0.1% H2에서 장시간 열처리하여 밀도 및 입자크기 등의 미
세조직 건전성과 페블간의 접합 정도등을 시험하였다. Li2TIO3 페블의 경우 1000℃,
공기 중과 He-0.1% H2에서 입자성장이 관찰되었지만 페블 파괴하중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여러 리튬세라믹의 열전도도는 같은 밀도 하에서 Li2O, LiAlO2, Li2ZrO3 or
Li2TiO3, Li4SiO4 순으로 낮아진다.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값은 페블 베드 단위에서
의 기체상의 열전도도이며 이 값은 냉각재 기체의 압력, 충전밀도, 페블 크기, 페
블 밀도 등이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JAERI에서는 hot-wire method을 사용하여
페블베드의 열전도도 측정을 시도하였다.
Li2TiO3의 경우 100% 밀도를 가지는 페블의 열전도도는 100-900℃ 범위에서
아래 식으로 표현된다.

λ pebble = (2.7 ± 0.3) W / mK
Li2TiO3 페블 베드의 열전도도는 약 82% 밀도를 가지는 1.2 mm 직경의 구형
페블이 충전밀도 63%로 채워져 있을 경우, 다음 식을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온도 T는 섭씨 온도이다.

λ pebble bed = 0.62 + 5.5 × 10−4 T W / mK
리튬 증발은 냉각재 흐름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블랭킷 운전 온도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온도에 따른 리튬 세라믹의 증기압은 진공 분위기 혹은 수소(수증
기)가 포함된 분위기에서 측정하고 있다. Knudsen effusion mass spectrometry 결
과에 의하면 증기압은 LiAlO2, Li2TiO3, Li2ZrO3, Li4SiO4, Li2O 순으로 높아진다.
페블에 발생할 수 있는 열응력의 원인으로는 열팽창, 열구배, 열충격, 열
적 피로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열응력에 의하여 페블이 파괴 혹은 손상되는
경우 부스러기 등이 한 곳으로 몰려 퍼지 가스의 압력이 강하될 수 있다. 열적 피
로에 따른 손상 거동은 ENEA, FZK, JAERI, AECL 등에서 수차 시험되었다. 일반적으
로 DEMO HCPB 블랭킷의 최대 승온 속도는 20℃/s이므로 열적 피로 시험은 20-50℃
/s의 승온 속도로 400-800℃ 구간을 1000회 정도 반복하여 손상 정도를 관찰하고
강도 등을 측정한다. AECL의 결과에 의하면 1.2 mm 직경의 Li2TiO3, Li2ZrO3 페블의
경우 피로 강도 저하가 관찰되었으며 이는 입자크기가 10-50 μm로 조대하여 이로
인한 열팽창 이방성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CEA에서는 Li2TIO3 페블에 대하여
약 15℃/s의 승온 속도로 350-800℃ 구간을 300회 반복하여 시험하였다. 미세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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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나 부스러기는 관찰되지 않았고 시험 후 페블 파괴 하중 역시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삼중수소의 방출은 고체내 확산/표면에서의 탈착 2단계 과정으로 이루어진
다. 삼중수소 방출의 율속 단계는 입자크기가 크거나 온도가 높으면 확산 단계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잇다. 또한 퍼지 가스 내의 약간의 수소는 삼중수소 방출에 증
진시키는 작용을 한다. EXOTIC-6 시험에서는 Li4SiO4, Li2ZrO3 페블에 대하여 퍼지
가스 내의 수소 분압을 0.001%, 0.01%, 0.1%, 1%로 늘려 가면서 삼중수소 방출 거
동을 관찰하였다. 수소 분압이 높을 경우에는 확산제어에 의한 방출 거동을 보이
고, 수소분압이 낮을 경우에는 탈착 반응이 제어하는 방출 거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Li2TiO3와 Li2ZrO3는 다른 리튬 세라믹에 비하여 저온까지 삼중수소 방출율
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Casadio 등의 결과에 의하면 ~85% 이상의 소결밀도를
가지는 치밀한 Li2TiO3 페블의 경우, 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삼중수소 방출 속도가
증가한다. 중성자 조사로 인하여 발생한 He 가스의 방출은 삼중수소에 비하여 매우
느리게 진행되므로 블랭킷의 조사 팽윤 문제를 더 크게 야기할 수 있다. 이를 억제
하기 위하여는 페블의 입자크기를 수 μm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베릴륨 페블
HCPB 블랭킷에서 베릴륨은 중성자 증식재로서 직경 1 mm 정도의 페블 형태
로 사용된다. 구형 페블은 열응력이나 조사 균열에 대하여 가장 유리한 모양으로
알려져 있으며 90년대 초반 이후로 rotating electrode process (REP)법으로 제조
되고 있다. 다음페이지 그림10은 REP법에 의한 베릴륨 페블 제조 공정을 나타낸 개
략도이다. 텅스텐 고정 전극과 고순도 베릴륨 회전 전극사이에 아크 방전을 일으켜
서 녹은 베릴륨이 원심력에 의하여 방울 방울 떨어져 나가면서 He 분위기에서 응고
되어 아래와 같은 페블이 제조된다. 페블의 직경은 회전 전극의 회전 속도를 조절
하여 제어할 수 있다.
베릴륨 금속의 가장 큰 문제점은 He 등의 가스의 방출 속도가 낮고 그로 인
한 부피 팽윤이다. 이점이 가능한 작은 크기의 페블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이다. 다
음페이지 그림9는 REP법으로 제조한 베릴륨 페블을 JMTR에서 조사 시험한 결과이
다. 페블 형태의 베릴륨이 hot press에 의하여 제조한 베릴륨에 비하여 낮은 조사
팽윤성을 보이고 조사 후에도 압축 강도가 저하되지 않았다.
베릴륨은 용융점이 1287℃로 상대적으로 낮아 고온 응용에는 제한 요소가
있다. 또, 중성자 조사에 의한 기계적 특성의 열화, 낮은 삼중수소, He 방출속도,
공기나 증기와의 반응성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어 새로운 베릴륨 합금이 고려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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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일본에서는 600-900℃의 고온, 고 중성자 선량 (~20,000 appmHe, ~50dpa) 하
에서 운전하는 일본의 DEMO 블랭킷 등에 적용하기 위하여 Be12Ti, Be12V등의 베릴라
이드를 연구하고 있다. 베릴라이드는 베릴륨에 비하여 높은 약 1700℃ 정도의 융점

그림 10 Rotating Electrode Process

그림 9 베릴륨 페블 조사 시험 결과

개략도와 베릴륨 페블

을 가지고, 고온에서의 화학적 안정성 우수하다. Be12Ti의 경우, 구조재 (SS316LN)
등과의 양립성이 베릴륨에 비하여 우수하고 JMTR 조사
500℃에서 ~4×10

20

시험 결과, 조사 팽윤성이

2

n/cm (E>1MeV)으로 베릴륨의 1/12 정도로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

다. 하지만, 베릴륨에 비하여 취성이 높아 전극 제조와 페블 제조 시에 열응력에
의하여 전극이나 페블이 쉽게 손상되는 단점이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최근에는 조사 팽윤과 삼중수소 방출의 측면에서 새롭게 보려는 연구들이 진행되
고 있으며 EU 등에서는 보다 작은 입자크기를 가지는 베릴륨 페블을 이용하려는데
주목하고 있다. ANFIBE 코드의 이론적 예측에 의하면 기체 방출에 이상적인 입자크
기는 1 μm이하이다. 이 크기는 REP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크기이므로, 현재 FZK에
서는 베릴륨 분말 등을 이용하여 작은 입자크기를 가지는 페블을 제조하려는 시도
되고 있다.

4. 세부 단계별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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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단계>
1) 페블 가공 기술 개발
가) Li-세라믹 페블
a. 분말 합성 및 페이스트 준비 기술
b. Li4SiO4 용융 및 융사 기술
c. Li2TiO3 페블 성형기술
d. Li2TiO3 페블 소결 및 size 제어 기술
나) Be 금속 페블
a. Be 취급시설 구축
b. Be, Bellylide (Be12Ti, Be12V) electrode 제조 기술
c. REM (Rotating Electrode Method)에 의한 페블 제조 기술
d. Be 페블 소결기술
2) 페블 물성 분석
a. 기본 물성 분석: 순도, 크기, 구형도, 밀도
b. 기계적 물성:
Li-세라믹 페블; single pebble crush load, fracture strength,
toughness
Be-금속 페블; ductility, yield strength, creep
c. 열물성:
열확산도, 열전도도, thermal stability (phase, long-term
annealing, lithium vaporization)
d. 열응력 물성 (thermomechanical properties): 열팽창, 열충격
(thermal cycle (shock)), 열구배 (thermal gradient)
e. Material compatibility: 세라믹 페블/구조재 및 Be 페블/구조재
반응성
f. 세라믹 페블, Be 페블의 steam 안전성
g. Be 페블 산화 시험
3) 페블 조사시험 준비
a. 조사시험 및 조사후 시험 설계
b. 하나로 시험용 캡슐 설계 및 제작
c. 조사후 시험 장치 설계 및 제작
<1-2 단계>
1) 페블 가공기술 개량
가) Li 세라믹 페블

- 224 -

a. 미세조직 제어 기술 및 불량 페블 재활용 기술
b. 페블 가공기술 최적화 및 실용화 기술 (batch up)
나) Be 페블
a. 페블 밀도 제어기술
b. 페블 제조 기술 최적화
2) 물성 분석 (페블베드 단위)
a. 페블베드 단위 물성 평가 기술 개발
b. 기계적 물성: 페블베드 일축 압축강도 시험
c. 열적 물성: 페블베드 유효 열확산도, 페블베드 유효 열전도도, thermal
stability (sticking, long-term annealing, lithium vaporization)
d. 열응력 물성 (thermomechanical properties): 열팽창, 열충격
(thermal cycle (shock)), 열구배 (thermal gradient)
3) 페블 조사시험 (단기간) 및 기체방출 시험
a. 페블 단기간 조사 시험
b. 기체 (트리튬, 헬륨)방출 시험
c. 기체 방출 모델
d. swelling
<1-3 단계>
1) ITER 시험용 페블 제조 및 QA/QC 문서 생산
a. 양산 업체 선정 및 기술 이전
b. Submodule용 세라믹, Be 페블 양산 기술 최적화 및 제조
c. 양산 페블 노외 물성 평가
d. Submodule용 페블 인허가 문서 작성
2) 물성 분석 (페블베드 단위)
a. 열적 물성: 페블베드 유효 열확산도, 페블베드 유효 열전도도, thermal
stability (sticking, long-term annealing, lithium vaporization)
b. 열응력 물성 (thermomechanical properties): 열팽창, 열충격
(thermal cycle, shock), 열구배 (thermal gradient)
3) 페블 조사시험 (장기간) 및 기체방출 시험
a. 기체방출 시험
b. swelling
c. microstructural stability (sintering, phase change)
4) 페블 성능 평가
a. 기체 방출률 및 트리튬 inventory
b. sw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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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Life-limiting factor
5. 추진 전략
Li 세라믹 페블 및 Be 금속 페블은 선진국에서 각 페블 별로 2-3 개씩 후보
재료가 개발되고 있다. 재료(화학조성) 개발은 실험실 개발 및 산업체 양산을 거쳐
서 중성자 조사환경에서의 검증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장기간의 개발과 투자가 필요
하다. 우리는 KTBM, 특히 ITER 시험용 KTBM module 에 사용되는 페블을 10년 안에
개발해야 하는 일정을 맞춰야 한다. 그러나 국내의 기술수준 및 개발기간을 고려할
때 재료의 자체개발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ITER 시험용 KTBM module에
사용되는 Li 세라믹 및 Be 금속 페블은 선진국의 재료 중에서 특성을 분석/평가하
여 최적의 재료를 선택하는 전략을 갖고 있다. Li 세라믹 및 Be 금속 페블 개발은
선택한 재료를 이용하여 페블 형태로 제조하고 또한 고유 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
도록 페블의 size 및 미세조직을 개량하는 연구개발에 집중한다.
1-1 단계에서는 페블의 가공기술을 개발하여 1차 시제품을 제조하고 페블 단
위의 물성 data를 생산하여 설계에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페블의 중성자 조사시험
준비를 위해서 캡슐 및 트리튬 실험장치를 구축한다.
1-2 단계에서는 페블의 제조기술을 개량하여, 특히 페블이 적합한 미세조직
을 갖도록 제조방법을 개량한다. 페블베드 단위로 물성을 분석/평가하여 공학적 설
계에 필요한 data를 생산한다. 페블의 중성자 조사시험을 통해서 트리튬 거동 및
swelling에 대한 data를 생산한다.
1-3 단계에서는 제조기술을 산업체에 이전하고 산업체의 제조자격인증을 실
시하고 ITER 시험용 페블을 제조한다. 페블성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ITER 시
험 인허가에 대비한다.
페블 관련 연구개발의 국내 기술수준이 선진국에 비하여 상당히 뒤떨어져 있
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국제협력을 주요한 추진전략으로
한다. 블랭킷 개발 또는 제4세대 원자력 시스템 개발과 관련해서 선진국이 구성하
고 있는 국제연구 group에 가입하고 (IEA의 Fusion Materials, TBWG 등), 선진국의
연구기관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이러한 협력을 통해서 국내에 구비
되지 않은 연구장비 및 설비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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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Li 세라믹 및 Be 금속 페블” 개발일정 및 추진체계
연도
기술분야

1

2

3

4

5

6

7

8

9

10

 Li 세라믹 및 Be 금속 페블 개발 및 ITER 시험 제조자격 인증
목표

 페블 1차 시제품 개발
(size 및 강도)
 페블 물성 data 확보

• Li 세라믹 페블 가공기술
• Be 금속 페블 가공기술
•Size 및 강도 조절

연구내용

• 페블 열물성
• 페블 기계적 물성
• 페블 조사시험 및 PIE 설계
• 하나로 시험용 캡슐 제작
• 조사후 시험 장치 설계 및
제작 (TMS 원형)

 페블 2차 시제품 개발
(미세조직)
 페블베드 물성 data
확보

 E-M submodule용 페블 시제품
개발(산업체 기술이전)
 페블 노내시험 data 확보 및
성능평가

• E-M submodule용 페블 제조 및
• Li 세라믹 페블 미세조직 제어
QA/QC 문서 생산
• 불량 페블 재활용 기술
• 페블 제조기술 최적화 (kg batch 규모)
• 가공기술 최적화
• 양산업체 선정 및 기술이전
• 페블 베드 열물성
• 페블베드 기계적 물성
• 페블 베드 열충격 물성
• 페블 조사시험(단기)
• 조사후 기체 방출 시험
• 기체방출 모델

• 페블 베드 열물성
• 페블베드 기계적 물성
• 페블 베드 열충격 물성
• 페블 장기 조사 및
조사후 기체 방출 시험
• 페블 성능평가 (swelling, 기체방출율)

6. 소요 예산 및 인력

단계

1-1 단계
(2005 ~ 2007)

1-2 단계
(2008 ~ 2010)

1-3 단계
(2011 ~ 2014)

합계

예산(억원)

42

42

60

144

인력(MY)

18

20

30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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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액체 증식재 및 소재기술 개발
1. 최종 목표
KTBM 액체 증식재 (리튬 및 PbLi) 소재 및 취급 기술 확립
2. 세부 단계별 목표 및 연구 내용
단계

목표

연구 내용

정지상태 양립성 파악

- 액체 증식재 취급기술
- 정지상태 증식재 부식 특성 및
방지 방안
- 삼중수소 거동 관련 기초 실험

1-2 단계
(2008 ~ 2010)

동적회로 장치 완성 및
기초 실험 수행

-

1-3 단계
(2010 ~ 2014)

구조재와 증식재의 양립성
확인

- 동적상태 부식 특성 분석 및
방지 방안 연구
- 삼중수소 투과 분석 및 방지
방안 연구

1-1 단계
(2005 ~ 2007)

동적회로 설계 및 제작
부식특성 기초 실험
MHD 압력강하 분석
삼중수소 거동 기초 분석

3. 기술 현황
ITER 참가국은 세라믹 형태의 리튬을 삼중수소 증식재로 사용하는 고체형 블
랭킷과 함께, 보다 진보된 개념으로서, 액체 상태의 리튬, PbLi, 용융염 등을 증식
재로 사용하는 액체형 블랭킷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다. 액체형 블랭킷은 삼중수소
증식비가 좋고 고온 운전이 가능하여 고체형 블랭킷 보다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중성자 조사에 의한 증식재의 피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재
료 문제가 해결되면 블랭킷의 수명을 고체형에 비해서 매우 길게 설계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액체형 블랭킷에서는 삼중수소 증배를 위한 Li-6의
농축도가 낮을 수 있어서 리튬 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액체 상태의 증식재가 블랭킷을 통과하여 외부로 흐르는 구조를 가지
기 때문에 재료적인 문제와 삼중수소 회수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공통적인 문제점의 하나는 증식재에 의한 구조재의 부식이다. 부식관점
에서 용융염이 가장 심각한 문제를 유발한다. PbLi과 리튬은 상대적으로 부식이 덜
한 편이며, 리튬은 PbLi 보다 부식 관점에서 약간 유리하다. 결과적으로 용융염은
심각한 부식문제 때문에 가장 많은 기술개발이 요구되는 증식재로서 현재 ITER 참
가국 중 미국과 일본이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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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Li은 리튬에 비해서 화학적 활성이 매우 적어서 유럽, 미국, 일본, 중국에
서 관련 TBM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PbLi은 삼중수소의 용해도가 매우 낮아서 삼
중수소의 구조재로의 투과(permeation)가 매우 큰 문제로 남아 있으며, MHD 압력강
하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 중의 하나이다. PbLi의 경우 부식과 MHD 압력강하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위 SiC로 이루어진 FCI (Flow Channel Insert) 가 연구되고 있
다. 또한 PbLi에서는 중성자 조사에 의해서 Po-210과 Hg-204로 대표되는 방사성 핵
종이 발생하며, 이들 핵종의 처리가 주요한 현안 중의 하나이다.
액체 리튬을 활용하는 블랭킷은 설계의 단순성과 고성능으로 인해 오래전부
터 핵융합로의 블랭킷으로 연구되고 있다. 리튬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화학적 활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리튬은 반드시 비활성 가스 분위기에서 증식재로 사용
되어야 하는 제약점이 있다. 현재 러시아가 ITER TBM으로 Vanadium을 구조재로 사
용하는 Li/V 개념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과 미국이 관련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리튬은 부식성 관점에서 PbLi 보다 장점이 있으며, 특히 리튬의 경우 삼중수소의
용해도가 매우 높아서 모든 블랭킷 개념 중에서 유일하게 삼중수소 투과가 거의 문
제가 되지 않는 개념이다. 그러나 높은 삼중수소의 용해도 때문에 역으로 리튬으로
부터 삼중수소를 회수하는 것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위와 같은 액체형 증식재의 특성을 고려할 때 ITER TBM 혹은 DEMO 블랭킷의
경우 액체 리튬 혹은 PbLi을 증식재로 하는 블랭킷 개념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
다.
지금까지 국내에서의 액체형 블랭킷에 연구는 핵설계 관점에서의 제한적인
연구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태이다. 향후 국내에서의 고성능 핵융합로 블랭킷 개
발을 위해서는 액체 증식재에 대한 기초연구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4. 세부 단계별 연구 내용
<1-1단계>
연구 내용: 정지상태 액체 증식재에 의한 구조재의 부식특성 분석
1) 액체 증식재 취급기술 확립
a. 물성 분석 및 화학적 반응 방지책 확립
b. 취급요건 확립
2) 실험장치 설계 및 제작
a. 최대 운전온도: 600-700 C
b. 불활성 기체(헬륨 혹은 아르곤) 분위기
3) 부식실험
a. 구조재별(Eurofer, ODS Steel, SiC) 정지상태 부식 특성 분석
- 물리적 화학적 반응성 평가
b. 부식 방지 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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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재 표면 코팅
- 증식재 내 부식 방지물질 첨가
4) 삼중수소 거동 분석
a. 온도에 따른 용해도 및 삼중수소 부분압력 평가
b. 구조재를 통한 삼중수소 투과율 분석
<1-2단계>
연구 내용: 동적회로 설계/제작 및 기초 실험
1) 동적회로 설계 및 제작
a. KTBM 액체 증식재 회로 조건을 모사할 수 있도록 각 부품 설계
: 배관, 전자펌프, 불순물 제거 필터, 히터, 자기장(MHD 특성 분석),
온도, 압력, 속도 측정기, 온도 및 속도 제어기 등
b. 삼중수소 농도 제어 및 측정기 설계 및 제작
2) 구조재(Eurofer)에 대한 부식특성 기초 실험
a. 온도 및 속도에 따른 화학적 부식 평가
b. 온도 및 속도에 따른 물리적 부식(Erosion 포함) 평가
3) MHD 압력강하 분석
a. 증식재 속도에 따른 압력강하 평가
b. MHD 압력강하 방지 방안 도출
4) 리튬내 삼중수소 거동 분석
a. 동적회로 내에서의 삼중수소 (D혹은 H 이용) 거동 분석
b. 동적상태에서 구조재로의 삼중수소 투과율 분석
<1-3단계>
연구 내용: 증식재와 구조재의 양립성 연구
1) 구조재(Eurofer, ODS Steel, SIC) 부식 연구
a. 구조재별 온도와 속도에 따른 부식 특성 파악
b. 온도구간 500 - 600 C
2) 구조재 부식 방지 방안 도출
a. 구조재 표면 코팅에 따른 부식 특성 평가
3) MHD 압력강하 방지 방안 연구
a. 구조재 표면 코팅 방법
b. SIC Flow Channel Insert (FCI) 효과 평가
4) 삼중수소 거동 분석
a. 동적 증식재 내에서 삼중수소 거동 특성 분석
b. 삼중수소 투과 방지 방안 도출
5) 동적회로 관리기술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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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진전략
(1) KDEMO 액체 블랭킷 개념에서 사용되는 액체 증식재를 대상으로 연구 수행.
(2) 관련 선진국과의 국제 공동연구를 통하여 기존 연구결과를 최대한 활용.
(3) 리튬회로 관련 실험장치는 한국원자력연구소 액체금속로 팀의 소디움 회로
건설 및 활용 경험을 이용하고, PbLi 회로의 경우 HYPER 팀의 납합금 (Lead
Alloy) 회로 관련 경험을 활용 함.
(4) 만약 헬륨냉각 방식 블랭킷 개념을 채택한다면, 리튬은 정지상태와 유사함.
(5) 본 연구에서 완성된 동적회로를 이용하여 삼중수소 회수 기술개발에도 활용.
(6) 만약 ITER에서 러시아의 Li/V TBM 시험 이후에 KTBM이 설치된다면 러시아의
리튬관련 외부 회로를 우리가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

연도
기술분야

1

2

4

3

5

6

7

8

9

10

 액체 증식재 소재 및 취급기술 확립
목표

연구내용

 정지상태 액체증식재/
구조재 양립성 파악

 동적 회로장치 완성
및 기초실험 수행

 구조재와 증식재의 양립성 확인

• 동적 회로 제작
• MHD 압력강하 분석

• 액체 증식재/구조재 부식 (동적상태)
• 삼중수소 투과 및 방지 방안

• 액체 증식재 실험장치 제작
• 리튬/구조재 부식(정지상태)
• 액체 증식재 취급기술

그림 12. “액체증식재 및 소재 기술” 개발 일정

6. 소요 예산 및 인력

1-1 단계

1-2 단계

1-3 단계

(2006 ~ 2007)

(2008 ~ 2009)

(2010 ~ 2012)

예산 (억원)

10

12

20

42

인력 (MY)

6

7

10

23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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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2-4. KTBM subsystem 제작 및 요소시험
2-4-1. 연구개요
가. 1단계 최종목표
KTBM submodule 및 mock-up 제작기술 및 검증시험 요소기술 개발
나. 세부단계별 목표 및 연구범위
세부
단계

1-1
단계

연구분야

목표

연구범위

KTBM
제작기술 개발

KTBM mock-up
일차벽 제작기술 개발

열수력 시험

KTBM 열수력
시험설비 구축

고온구조 시험

KTBM mock-up
고온구조 예비시험

KTBM 고온구조 특성시험자료 검토
부품 제작 및 예비시험

Tritium
계통시험

KTBM 트리튬
계통시험 장치 설계

트리튬 계통 시험 장치 기술 분석
KTBM 트리튬 계통시험 장치 설계

KTBM 열수력 실험요건 개발
열수력 시험설비 설계 및 기본설비 구축

KTBM
KTBM submodule 및
제작기술 개발 mock-up 제작기술 개발
1-2
단계

1-3
단계

구조재 접합용 HIP 조건 선정시험
sample 접합 및 검증시험

submodule 및 small scale mock-up 제작
제작성 평가 및 검증시험

열수력 시험

고유 TBM submodule
열수력 시험, 설계검증

submodule 열수력 시험 (유량, 온도, 압력)
submodule 열수력 실험자료 DB 구축

고온구조 시험

KTBM submodule 및
mock-up 상세시험

상세 성능 시험 (고온구조, 진동, 피로특성)
부품간 상호작용 연구

Tritium
계통시험

KTBM 트리튬
계통시험 장치 제작

KTBM
제작기술 개발

prototype TBM
제작기술 개발

열수력 시험

고유 TBM mock-up
시험및 설계 검증

mock-up 열수력 시험 (유량, 온도, 압력)
mock-up 열수력 실험자료 DB 구축

고온구조 시험

KTBM submodule 및
mock-up 최종시험

최종 성능 시험 (고온구조, 진동, 피로특성)
submodule 제작 완료

Tritium
계통시험

KTBM 트리튬
계통시험 장치 시험

트리튬 분리, 정제계통 시험장치 제작
흡착 및 촉매반응기 계통시험 장치 제작
대형 TBM 제작성 평가 시험
ITER 시험용 TBM 제작

트리튬 추출, 분리, 정제계통 시험
흡착 및 촉매반응기 계통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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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현황
KDEMO 설계와 건설에 증식블랭킷 제작기술 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며 기술
확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2015년부터 가동에 들어갈 ITER에 시제품 블랭킷을
삽입하여 핵융합 환경에서 그 건전성을 입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ITER Test Blanket Module Program이라 하며 (이하 TBM) EU와 일본, 미국은
각각 고유의 TBM 설계 및 제작에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TBM 연구와 관련
한 각국의 동향은 EU의 경우, 헬륨냉각 페블베드 증식블랭킷 (HCPB) 및 헬륨냉각
액체증식블랭킷 (HCLL)에 걸쳐 다른 나라에 비하여 활발한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HCPB의 경우 구체적인 설계와 시제품 제작일정을 수립한 상황으
로

분석되고

있다65)66)67).

일본의

경우

HCPB와

수냉 페블베드

증식블랭킷

(WCPB)에 대하여 상세설계 및 전산모사를 통한 열 및 구조해석에 주력하고 있으
며68) 미국은 아직 구체적인 블랭킷 모형을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69).
EU는 증식블랭킷 mock-up 제작과 관련하여 6 cell TBM box 제작과 1:3
mock-up 제작, 1:1 mock-up 제작을 계획하고 있으며 ITER 운전에 맞추어서 기
능별로 특화한 EM-TBM, NT-TBM, TM-TBM과 PI-TBM의 제작 및 단계적인
ITER 투입을 계획하고 있다70). (아래 그림13-14 참조)

그림 14 EU의 HCPB TBM(각주1 자료)
그림 13 EU의 HCPB TBM 구조

65) R. Meyder, L. U. Boccaccini and

U. Fischer, Test Strategy for European HCPB Test Blanket
Modules in ITER, 16th Topical Meeting on the Technology of Fusion Energy, Madison, Wiscosin,
USA, Sept 14~16 (2004).
66) A. Cadella et al, The manufacturing technologies of the European breeding blankets, J. of Nuclear
Materials, 329~333, 133~140 (2004).
67) P. Norajita, G. Reimann, R. Ruprecht and L. Schafer, HIP experiments on the first wall and the
cooling plate specimens for the EU HCPB blanket, J. of Nuclear Materials, 307~311, 1558~1562
(2002).
68) K. Ezato et al, Design of Solid Breeder Test Blanket Modules in JAERI, Japan-Korea Workshop on
ITER Blanket, Naka, Oct. 12~13 (2004)
69) M. Abdou, Introductory Remarks to APEX, TBM* Meeting, November 3-5, (2003)
70) R. Meyder et al, 전게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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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ell TBM box 제작은 mock-up 제작의 초기단계로 저방사화강 box 구
조물에 냉각수 channel을 접합, 가공한 모형이다. 6 cell TBM box는 TBM 구조
성형에 필요한 접합기술인 Hot Isostatic Pressing (HIP) 기술 확립과 TIG 용접
및 EB 용접기술의 확립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box 제작을 통하여 제작된
sample의 가공 중 변형 현상과 치수변화 연구와 용접성 평가에 주안을 두고 있다.
1:3 mock-up은 실제 규모 TBM을 1/3으로 줄인 모형이며 이의 제작을 통하여 일
차벽 냉각성능 평가, 응력평가 및 변형정도의 평가를 계획하고 있다. 1:1 mock-up
의 경우 실제 TBM과 같은 규모의 모형제작으로 이는 중성자 증식용 베릴륨
pebble bed 및 트리튬 증식용 리튬 산화물 pebble bed의 삽입까지 고려한 종합적
인 mock-up 이다. 이의 제작을 통하여 일차벽 냉각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압
력강하 및 고온 구조 평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정상상태 뿐 아니라 사고시 열수력,
열구조 평가까지 계획하고 있다. EU는 mock-up 제작과 prototype TBM을 각각
2006년과 2008년까지 완성할 것과 열수력 실증실험을 망라한 노외 종합평가를
2011년까지 완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표 53 EU의 TBM mock-up 제작 동향
mock-up

개요

제작목적 및 기대효과

6 cell TBM
box

저방사화강 box 구조물에
냉각수 channel을 접합

1:3
mock-up

실제 규모 TBM을 1/3으로
줄인 모형
실제 TBM과 같은 규모
베릴륨 pebble bed 및 리튬
산화물 pebble bed을 포함

1:1
mock-up

Hot Isostatic Pressing (HIP) 기술 확립
TIG 용접 및 EB 용접기술의 확립
제작된 sample의 치수변화 정량화
가공 중 변형 현상 및 용접성 평가
일차벽 냉각성능 평가
고온 응력 및 변형정도의 평가
일차벽 냉각성능의 종합적 평가
압력강하 및 고온 구조 평가 계획
사고시 열수력, 열구조 평가까지 계획

그림 15. TBM mock-up 제작관련 요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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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BM 트리튬 계통 시험 장치 설계 및 시험은 트리튬 계통 시험 장치 기
술 분석, 트리튬 분리 및 정제 계통 시험 장치 제작, 흡착 및 촉매반응기 계통 시험
장치 제작 및 시험을 포함한다. 현재 국제적으로 트리튬 관리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선진국은 캐나다,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인데, 이 국가들은 트리튬 처리 및 관
리시설을 설치 운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자국에 필요한 트리튬을 리튬에 중성자를
조사하여 생산하고 있다. 조사 후 생성된 트리튬은 기체 확산법 등의 방법으로 고
순도 정제한다. 그레노블 연구로에서 발생하는 트리튬의 경우 기상촉매반응과 초저
온증류로 분리 농축하고 있다. 독일의 트리튬관련 연구는 주로 Karlsruhe Tritium
Laboratory(TLK)에서 수행되고 있다. 현재 약 200 kCi 트리튬 취급시설을 보유하
고 있으며 트리튬의 안전 관리, 트리튬 폐기물의 최소화, 및 게터베드의 개발에 관
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의 트리튬 연구동향은 주로 JAERI의 Tritium

Process Laboratory

(TPL)에서 핵융합연료주기계통을 위해 트리튬 기술 개발이 수행되고 있는데, 수소
동위원소 분리를 위한 초저온 증류와 수용액 트리튬 폐기물 처리 등을 포함하고 있
다. 트리튬과 관련한 미국의 연구는 Los Alamos 국립 연구소(LANL)에서 물과 메
탄 같은 불순물 기체로부터 트리튬을 회수하는 공정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중심으로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기초
과학지원연구원 등에서 트리튬 관련 촉매기술, 트리튬 저장용기기술, 삼중수소제거
설비(TRF)기술 등을 부분적으로 연구한 경험이 있지만 종합적인 연구는 사실상 전
무한 실정이며 이러한 KTBM 트리튬 계통 시험 장치 설계 및 시험은 한국의 ITER
참여를 통한 트리튬 회수 및 공급의 기반이자 동시에 결실이 되는 분야로 연구개발
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라. 세부단계별 연구내용
(1) 1-1 단계
1) KTBM 제작기술 개발
일차벽 제작과 관련한 각국 (EU, 일본, 러시아, 미국)의 동향 조사
일차벽 성형에 필요한 구조재의 HIP 조건 선정시험을 수행
- 저방사화 강인 F82H강 및 EUROFER에 대한 HIP 접합시험을 수행
- HIP 온도, 압력, 시간변수 및 HIP 공정변수에 따른 접합성 평가 수행
- 최적의 HIP 조건 선정
일차벽과 armour 재료 접합성 연구
- TBM이 ITER 환경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ITER 차폐 블랭킷과 마찬가
지로 일차벽과 armour 재료간의 접합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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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릴륨과 저방사화 구조재강 간의 접합시험을 수행
- HIP 온도, 압력, 시간변수 외에 층간물질 영향연구 수행
- 층간물질 (interlayer) : 접합시 베릴륨이 확산, 취성의 금속간 화합물이
생성하여 접합강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
TBM용 냉각수 channel 가공 연구와 냉각수 channel과 일차벽간 접합연구
- 판재에 groove 가공 후 직접 HIP 접합
- plate에 사각형 channel을 접합하는 연구 수행
- 접합 후 건전성 평가.
접합성 평가
- 기계적 시험 : 인장, 충격, 전단, 파괴인성, 굽힘시험
- 미세조직 분석 : 미세구조 관찰, 조성분석 (EPMA)
- 비파괴 시험 : 초음파 검사(UT) 및 와전류 탐상검사(ECT)

2) 열수력 시험
KTBM 열수력 실험기준 및 측정인자의 설정
국내외 TBM 관련 열수력 시험설비 현황 및 실험자료 조사
TBM Sub-Module(SM) 및 Mock-up 실험요건을 개발
KTBM mock-up 열수력 평가용 실험방법 및 실험절차의 개발
실험장치 및 시험설비 설계 및 예비실험
3) 고온구조 시험
해외 TBM 구조 및 submodule, mock-up 구조 특성 시험자료 검토
TBM과 TBM submolule, mock-up의 기계/구조적/interface 시험기준 설정
TBM submodule 및 mock-up의 예비 제조자료를 생산
TBM submodule 및 mock-up의 부품 제작 및 예비시험 수행
- submodule 및 mock-up을 구성하는 부품의 제작
- 부품간의 체결 부위에 대한 예비 성능시험
- 부품들을 조립한 submodule 및 mock-up 구조물 제작 및 예비시험
- KTBM mock-up과 외부 ITER 장치간 연결부 예비 성능시험 수행
4) 트리튬 시험
트리튬 계통 시험 장치 기술 분석 수행
- 공정 별 시험항목 분석
- 시험 장치별 기기 특성 분석
트리튬 계통 시험 장치의 설계 요건 개발
- 공정 별 시험항목을 분석

- 236 -

- 시험 장치별 기기 특성 분석
KTBM mock-up 성능평가에 필요한 트리튬 계통 시험장치 설계
- 트리튬 추출과 분리 및 정제에 필요한 시험기기의 기본 설계
- 동위원소 흡착 및 촉매반응용 시험기기의 기본 설계
(2) 1-2 단계
1) KTBM 제작기술 개발
small scale mock-up 접합용 HIP 조건 선정 시험
- 구조재간 최적의 HIP 조건 도출
- 베릴륨 armour와 일차벽간 최적의 HIP 조건 도출
submodule 및 small scale mock-up 제작
- sample 가공, 접합, 성형, Beryllium 접합, 냉각수 channel간 용접 수행
제작성 평가 및 검증시험
- 파괴시험 : 광학현미경, SEM / EPMA, 기계적 특성시험
- 초음파 검사 (UT) 및 와전류 탐상검사 (ECT)
- HHF (High Heat Flux) 시험
2) 열수력 시험
고유 TBM Sub-Module(SM)의 실험방안(측정방법, 실험절차) 확립
SM 실험장치 상세설계 및 시험설비 구축
SM의 열수력 실험(유량, 온도분포 및 압력분포 등 측정)
SM 실험결과 분석, SM 설계검증 및 최적화 방안 도출
SM 열수력 실험자료 DB 구축
3) 고온구조 시험
TBM submodule 상세 성능시험(상온, 고온, 자기장 등)
- submodule 구성하는 부품 제작 및 상세 성능시험, 체결부위 성능시험
- pebble, submodule간의 상호작용 성능시험
- 부품들을 조립한 submodule 구조물 제작 및 상세 성능시험
KTBM mock-up 상세시험
- KTBM mock-up 구성 부품 제작 및 상세 성능시험, 체결부위 성능시험
- 부품들을 조립한 KTBM mock-up 구조물 제작 및 상세 성능시험
- 필요시 KTBM mock-up 과 외부 ITER 장치간 연결부 상세 성능시험
4) 트리튬 계통 시험
트리튬 계통 시험 장치 상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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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튬 추출, 분리, 정제, 동위원소 흡착 및 촉매반응 시험기기 상세설계
트리튬 분리 및 정제 계통 기술
- 기기 간 물질 및 에너지 전달에 따른 인터페이스 조건 반영
KTBM 트리튬 계통 시험 장치 제작
- 트리튬 추출, 분리 및 정제 계통 시험 장치,상온 및 초저온 흡착기 제작
- 촉매반응기 및 수소동위원소 분리탑 제작
(3) 1-3 단계
1) KTBM 제작기술 개발
대형 TBM 제작 조건방안 수립
- KTBM 제작 기준 및 품질보증 방안 수립
대형 TBM 제작성 평가시험
- 대형 시편에 대한 접합시험
- 접합성 평가 시험 : 파괴, 비파괴, HHF 시험
ITER 시험용 TBM 제작
2) 열수력 시험
고유 TBM Mock-up의 실험방안 확립, 실험장치 상세설계
Mock-up의 열수력 실험(유량, 온도분포 및 압력분포 등 측정)
Mock-up 열수력 실험자료 DB 구축
ITER 시험계획 및 시험절차 수립
3) 고온구조 시험
TBM submodule 최종 성능시험(상온, 고온, 자기장 등)
- submodule 구성하는 부품 제작 및 최종 성능시험, 체결부위 성능시험
- pebble, submodule간의 상호작용 최종 성능시험
- 부품들을 조립한 submodule 구조물 제작 및 최종 성능시험
KTBM mock-up 최종 시험
- KTBM mock-up 구성 부품 제작 및 최종 성능시험, 체결부위 성능시험
- 부품들을 조립한 KTBM mock-up 구조물 제작 및 최종 성능시험
- 필요시 KTBM mock-up 과 외부 ITER 장치간 연결부 최종 성능시험
4) 트리튬 계통 시험
트리튬 추출, 분리, 정제계통
- 트리튬 내 헬륨 제거 실험
- 투과막 성능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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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bient, cryogenic molecular sieve bed
- 상온 및 초저온 흡착탑 성능 시험
촉매반응기
동위원소 분리
- 중수소 및 삼중수소 분리 측정 시험
트리튬 폐기물 처리
- 트리튬 폐기물 고형화
마.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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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연차별 소요예산 및 소요인력
1) 소요예산 (직접비)
(단위 : 억원)
세부

1단계
2단계
3단계
(2005~2007) (2008~2010) (2011~2014)

합계

1) KTBM 제작기술 개발

15

30

40

85

2) 열수력 시험

6

5

6

17

3) 고온구조 시험

16

24

30

80

4) Tritium 계통시험

18

24

28

70

55

83

104

242

합계

2) 인력
(단위 : man-year)
세부

1단계
2단계
3단계
(2005~2007) (2008~2010) (2011~2014)

합계

1) KTBM 제작기술 개발

9

12

20

41

2) 열수력 시험

3

5

6

14

3) 고온구조 시험

9

12

16

37

4) Tritium 계통 시험

12

12

16

40

33

41

58

132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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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세부연구 분야별 사업내용
2-4-2가. KTBM 제작기술 개발 (KTBM 일차벽, 구조체, mock-up,
submodule)
1. 최종목적
KTBM Small / Large / Prototype mock-up 제작기술 개발 및 검증시험
2. 세부단계별 목표, 연구내용
단계

목표

1-1단계
(2005~2007)

일차벽 구조체
제작기술 개발

1-2단계
(2008~2010)

submodule 및
mock-up
제작기술 개발

1-3단계
(2011~2014)

Prototype TBM
제작기술 개발

-

연구내용
HIP 조건 선정 시험
sample 접합시험
파괴 및 비파괴 시험
small scale mock-up 접합용 HIP조건 선정시험
submodule 및 small scale mock-up 제작
제작성 평가시험
제작성 검증시험
대형 TBM 제작 조건방안 수립
대형 TBM 제작성 평가시험
TBM 품질보증 방안 수립
ITER 시험용 TBM 제작

3. 세부 연구내용
<1-1단계>
목표: 일차벽 구조체 제작기술 개발
연구내용 :
1) 자료 조사
a. TBM 일차벽 제작과 관련한 외국 (EU, 일본, 러시아, 미국)의 동향 조사
2) HIP 조건 선정시험
a. Ferritic-Martensite steel 접합시험
- F82H, EUROFER에 대한 HIP 접합시험
- HIP 공정, 온도, 압력, 시간변수 시험
1050℃ / 10MPa / 2hr → 1050℃ / 200MPa / 3hr (2step HIP)
1100℃ (single HIP)
- 접합 후 인장, 충격시험, 미세조직 관찰과 EPMA로 조성변화 관찰
b. Beryllium armour 접합시험
- Beryllium과 Ferritic-Martensite steel 접합시험
- HIP 온도, 압력, 시간, 층간물질 변수 연구

- 241 -

3) sample 접합 시험
a. Ferritic-Martensite steel sample 접합시험
- 냉각수 channel 접합시험 (2 step HIP, single HIP)
- groove 가공 후 직접 HIP 접합하는 방안과 groove 내에 round tube
를 삽입하여 HIP 접합하는 방안, plate에 rectangular tube를 접합하는
방안 연구
b. Ferritic-Martensite steel sample 용접시험
- 용접 인자 (TIG, EB)에 따른 F-M 구조재의 접합 건전성 평가
c. Beryllium armour sample 접합시험
- 평면 및 곡면부에 대한 Beryllium 접합시험
4) 접합성 평가시험
a. 접합된 sample에 대한 파괴시험
- 광학현미경, SEM / EPMA
- 기계적 특성시험 (인장, 충격, 파괴, bending 시험)
b. 비파괴 시험
- 초음파 검사 (UT) 및 와전류 탐상검사 (ECT)
<1-2단계>
목표 : Submodule 및 mock-up 제작기술 개발
연구내용 :
1) small scale mock-up 접합용 HIP 조건 선정 시험
a. 구조재간 최적의 HIP 조건 도출
- 저방사화 Ferritic-Martensite Steel (F82H, EUROFER)에 대한 최적
HIP 도출
b. 베릴륨 armour와 일차벽간 최적의 HIP 조건 도출
2) submodule 및 small scale mock-up 제작
a. sample 가공 : F-M steel에 열처리로 잔류응력 제거 후, groove 가공
b. sample 접합 : <2단계>에서 제시한 HIP조건에 따른 접합
c. sample 성형 : 냉각수 channel에 대한 굽힘 성형
d. Beryllium 접합 : mock-up에 Beryllium 접합 및 slitting
d. 구조재 내벽 접합법 (용접) 확립 : 냉각수 channel간 용접 수행
3) 제작성 평가시험
a. 파괴시험
- 광학현미경, SEM / EPMA
- 기계적 특성시험 (인장, 충격, 파괴, b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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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비파괴 시험
- 초음파 검사 (UT) 및 와전류 탐상검사 (ECT)
4) 제작성 검증시험
2

a. HHF (High Heat Flux) 시험 : 2MW/m , 1000cycles 인가
(Jülich, JEBIS)
<1-3단계>
목표 : Prototype TBM 제작기술 개발
연구내용 :
1) 대형 TBM 제작 조건방안 수립
a. KTBM 제작 기준 수립
b. 품질보증 방안 수립
2) 대형 TBM 제작성 평가시험
a. 대형 시편에 대한 접합시험
- 대형 시편에 대한 가공, HIP 접합, 굽힘성형, channel 용접시험
- 가공 후 육안검사, 치수검사
b. 기계적 특성시험
- sample 채취 후 거칠기 측정, 미세조직 관찰 (OM, SEM, EPMA)
- sample 채취 후 인장, 충격, 파괴, 피로, 굽힘, 전단시험 수행
c. 비파괴 시험 : UT, ECT, radiography 수행
2

d. HHF 시험 : 2MW/m , 1000cycles 인가 (Jülich, JEBIS)
3) ITER 시험용 TBM 제작
a. ITER 시험용 KTBM 제작

4. 소요 연구자원 (추정)
단계

1단계
(2005 ~ 2007)

소요예산
(직접비,억원)
인력(총man-year)

2단계

3단계

(2008 ~ 2010) (2011 ~ 2014)

합계

15

30

40

85

9

12

20

41

5. 특기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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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나. 열수력 시험
1. 최종목표
- 고유 TBM (KTBM) 열수력설계 검증 및 최적화
- 고유 TBM (KTBM) 열수력 실험자료 DB 구축
2. 단계별 목표 및 주요 연구내용
단계

목표

주요 연구내용

1-1단계
(2005~2007)

TBM 열수력 시험설비
설계 및 기본설비 구축

- 실험요건 개발 및 계획 수립
- 실험방법 및 실험절차 개발
- 시험설비 설계 및 기본설비 구축

1-2단계
(2008~2010)

고유 TBM
Sub-Module(SM) 실험 및
열수력설계 검증
-

SM
SM
SM
SM

실험방안 확립
실험장치 상세설계
실험 및 결과 분석
열수력설계 검증

1-3단계
(2011~2014)

- Mock-up 실험방안 확립
고유 TBM Mock-up 실험 - Mock-up 실험장치 상세설계
및 ITER 시험계획 수립 - Mock-up 실험 및 열수력설계 검증
- ITER 시험계획 수립

(*) Mock-up: 1/4 또는 1/2 TBM Port Module
3. 세부 연구내용
<1-1단계>
목표 : TBM 열수력 시험설비 설계 및 기본설비 구축
연구내용 :
1) 실험기준 및 측정인자 설정
2) 국내외 TBM 관련 열수력 시험설비 현황 및 실험자료 조사
3) TBM Sub-Module(SM) 및 Mock-up 실험요건 개발
4) 실험방법 및 실험절차 개발
5) 실험장치 및 시험설비 설계
6) TBM 열수력실험 기본설비 구축
<1-2단계>
목표 : 고유 TBM Sub-Module(SM) 실험 및 열수력설계 검증
연구내용 :
1) 고유 TBM Sub-Module(SM)의 실험방안(측정방법, 실험절차) 확립
2) SM 실험장치 상세설계 및 시험설비 구축
3) SM의 열수력 실험(유량, 온도분포 및 압력분포 등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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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M 실험결과 분석
5) SM 설계검증 및 최적화 방안 도출
6) SM 열수력 실험자료 DB 구축
7) SM 실험보고서 작성
<1-3단계>
목표 : 고유 TBM Mock-up 실험 및 ITER 시험계획 수립
연구내용 :
1) 고유 TBM Mock-up의 실험방안(측정방법, 실험절차) 확립
2) Mock-up 실험장치 상세설계 및 시험설비 구축
3) Mock-up의 열수력 실험(유량, 온도분포 및 압력분포 등 측정)
4) Mock-up 실험결과 분석 및 설계검증
5) Mock-up 열수력 실험자료 DB 구축
6) ITER 시험계획 및 시험절차 수립
7) Mock-up 실험보고서 작성
4. 소요 연구자원(추정)
구분

1-1단계

1-2단계(3년)

1-3단계(4년)

(2005 ~ 2007)

(2008 ~ 2010)

(2011 ~ 2014)

6

5

6

17

3

5

6

14

소요예산
(직접비, 억원)
인력(총 M.Y)

5. 특기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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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2-4-2다. 고온 구조시험
1. 최종목적
- TBM용 submodule 고온 구조시험 및 제작 완료
- KTBM mock-up 고온 구조시험 및 제작 완료
2. 세부 단계별 목표, 연구내용
단계

목표

연구내용

1-1단계
(2005~2007)

- 구조 특성시험자료 검토
TBM용 submodule 및
- 시험기준 설정
KTBM mock-up 예비시험
- 부품 제작 및 예비시험

1-2단계
(2008~2010)

TBM용 submodule 및 - 상세 제조자료 생산
KTBM mock-up 상세시험 - 상세 성능시험

1-3단계
(2011~2014)

- 최종제조 자료 생산
TBM용 submodule 및
- TBM submodule mock-up 최종시험
KTBM mock-up 최종시험
- TBM submodule 및 KTBM mock-up
및 제작
제작 완료

3. 세부 연구내용
<1-1단계>
목표 : TBM용 submodule 및 KTBM mock-up 예비시험
연구내용 :
1) TBM용 submodule 예비시험
a. 해외 TBM 구조 및 submodule 구조 특성시험자료 검토
b. TBM과 TBM submolule간의 기계/구조적/interface 시험기준 설정
c. TBM submodule 예비 제조 자료 생산
d. TBM submodule 부품 제작 및 예비시험
- submodule 구성하는 부품(components) 제작
- 부품간의 체결 부위 예비성능시험
- 부품들을 조립한 submodule 구조물 제작 및 예비시험
2) KTBM mock-up 예비시험
a. 해외 TBM 구조 특성시험자료 검토
b. KTBM mock-up 부품 및 구조물의 기계/구조/interface 시험기준 설정
c. KTBM mock-up 예비 제조자료 생산
d. KTBM mock-up 부품제작 및 예비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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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BM mock-up 구성하는 부품(components) 제작
- KTBM mock-up 구성하는 부품간의 체결 부위 예비성능 시험
- 부품들을 조립한 KTBM mock-up 구조물 예비 성능시험
- KTBM mock-up과 외부 ITER 장치와의 연결부 예비 성능시험
(필요시)
<1-2단계>
목표 : TBM용 submodule 및 KTBM mock-up 상세시험
연구내용 :
1) TBM용 submodule 상세시험
a. TBM submodule 상세 제조자료 생산
b. TBM submodule 상세 성능시험(상온, 고온, 자기장 등)
- submodule 구성하는 부품(components) 제작 및 상세 성능시험
- submodule 구성하는 부품(components)간의 체결 부위 상세성능시험
- pebble, submodule간의 상호작용 성능시험
- 부품들을 조립한 submodule 구조물 제작 및 상세 성능시험
2) KTBM mock-up 상세시험
a. KTBM mock-up 상세 제조자료 생산
b. KTBM mock-up 상세 성능시험(고온구조 및 진동, 피로 특성 시험 등)
- KTBM mock-up 구성하는 부품 제작 및 상세 성능시험
- pebble, submodule간의 상호작용 성능시험
- KTBM mock-up 구성하는 부품간의 체결 부위 상세 성능시험
- 부품들을 조립한 KTBM mock-up 구조물 제작 및 상세 성능시험
- KTBM mock-up 과 외부 ITER 장치와의 연결부 상세 성능시험
(필요시)
<1-3단계>
목표 : TBM용 submodule 및 KTBM mock-up 최종시험 및 제작
연구내용 :
1) TBM submodule 최종제조 자료 생산
a. TBM submodule 최종시험(고온구조 및 진동, 피로 특성 해석 등)
- submodule 구성하는 부품 제작 및 PQT 수행
- submodule 구성하는 부품에 대한 최종성능시험
- submodule 구성하는 부품간의 체결 부위 최종 성능시험
- pebble, submodule간의 상호작용 최종 성능시험
- 부품들을 조립한 submodule 구조물 시편 제작 및 최종 성능시험
b. TBM submodule 제작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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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TBM mock-up 최종시험 및 제작
a. KTBM mock-up 최종제조 자료 생산
b. KTBM mock-up 최종 시험(고온구조 및 진동, 피로 특성 해석 등)
- KTBM mock-up을 구성하는 부품 제작 및 PQT 수행
- KTBM mock-up을 구성하는 부품에 대한 최종성능시험
- pebble, submodule의 상호작용 최종 성능시험
- KTBM mock-up을 구성하는 부품간의 체결 부위 최종 성능시험
- 부품들을 조립한 KTBM mock-up 구조물 시편제작 및 최종성능시험
- KTBM mock-up과 외부 ITER 장치와의 연결부 최종성능시험
(필요시)
c. KTBM mock-up 제작 완료

4. 소요 연구자원 (추정)
단 계

1단계
(2005 ~ 2007)

소요예산
(직접비, 억원)
인력(총man-year)

2단계

3단계

(2008 ~ 2010) (2011 ~ 2014)

합계

16

22

30

70

9

11

16

37

5. 특기사항 및 기타
- 국제협력을 통한 정보교환 및 국내 미확보기술에 대한 협력
- 산/학/연 연계로 사업추진

- 248 -

2-4-2라. 트리튬 계통 시험
1. 최종목적
KTBM 트리튬 계통 시험장치 제작 및 시험
2. 세부단계별 목표, 연구내용
단계

목표

연구내용

1단계
(2005~2007)

트리튬 계통 시험
장치 설계

- 트리튬 계통 시험 장치 기술 분석
- KTBM 트리튬 계통 시험 장치 설계

1-2단계
(2008~2010)

트리튬 계통 시험
장치 제작

- 트리튬 분리 및 정제 계통 시험 장치 제작
- 흡착 및 촉매반응기 계통 시험 장치 제작

1-3단계
(2011~2014)

트리튬 계통 시험
장치 시험

- 트리튬 추출, 분리, 트리튬 정제 계통시험
- 흡착 및 촉매반응기 계통 시험

3. 세부 연구내용
<1-1단계>
목표: 트리튬 계통 시험 장치 설계
연구내용:
1) 트리튬 계통 시험 장치 기술 분석
a. 공정 별 시험 항목 분석
b. 시험 장치별 기기 특성 분석
2) 트리튬 계통 시험 장치 설계 요건
a. 공정 별 시험 항목 분석
b. 시험 장치별 기기 특성 분석
3) KTBM 트리튬 계통 시험 장치 설계
a. 트리튬 추출, 분리 및 정제 시험기기 기본설계
b. 동위원소 흡착 및 촉매반응 시험기기 기본설계
<1-2단계>
목표: 트리튬 계통 시험 장치 제작
연구내용:
1) 트리튬 계통 시험 장치 상세설계
a. 트리튬 추출, 분리 및 정제 시험기기 상세설계
b. 동위원소 흡착 및 촉매반응 시험기기 상세설계
2) 트리튬 분리 및 정제 계통 기술
a. 기기 간 물질 전달에 따른 인터페이스 조건 반영
b. 기기 간 에너지 전달에 따른 인터페이스 조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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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TBM 트리튬 계통 시험 장치 제작
a. 트리튬 추출, 분리 및 정제 계통 시험 장치 제작
b. 상온 및 초저온 흡착기 제작
c. 촉매반응기 및 수소동위원소 분리탑 제작
<1-3단계>
목표: 트리튬 계통 시험 장치 시험
연구내용:
1) 트리튬 추출 계통
a. 트리튬 내 헬륨 제거 실험
b. 트리튬 흡탈장 실험
2) 트리튬 분리 계통
a. 초저온증류기 실험
b. 충전물 선정 및 트리튬 재고 측정 시험
3) 트리튬 정제 계통
a. 투과막 성능 시험
b. 막 재료 기계적 특성 시험
4) Ambient & Cryogenic Molecular Sieve Bed
a. 상온 흡착탑 성능 시험
b. 초저온 흡착탑 특성 시험
5) 촉매반응기
a. 귀금속촉매별 특성 측정 시험
b. 반응 온도 및 압력의 영향 시험
6) 동위원소 분리
a. 중수소 및 삼중수소 분리 측정 시험
b. 수소 함량 분석
7) 트리튬 폐기물 처리
a. 트리튬 폐기물 고형화
b. 폐기물의 안전 취급 기술 시험
4. 소요 연구자원(추정)
단계
소요예산(억원)
인력(총man-year)

1단계

2단계

3단계

(2005 ~ 2007) (2008 ~ 2010) (2011 ~ 2014)
18
24
28
12
12
16

5. 특기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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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70
40

2-5절. KTBM 시스템 통합 및 실증시험
2-5-1. 1단계 최종목표
- ITER 실증시험에 전반에 대한 세부 계획 수립
- KTBM submodule의 ITER 장전을 위한 인허가 획득

2-5-2. 세부단계별 목표 및 연구범위

세부단계

연구목표

연구범위
- ITER test port 공유방안
- 시험용 module 개념
- 국제 기술협력 방안

1-1 단계
(2005 ~ 2007)

- ITER 실증시험 전략 및
총괄계획 수립

1-2 단계
(2008 ~ 2010)

- module 별 실증시험 세부계획 - module 별 측정대상 및 측정방법
수립
- module 별 계측기 및 data 획득방법

1-3 단계
(2011 ~ 2014)

- ITER 시험용 submodule
장전 인허가

2-1 단계
(2015 ~ 2017)

- Electro Magnetic
- 실증시험 절차
submodule ITER 시험
- 실증시험 data 확보 (및 분석)
- Neutron Tritium sumodule - E-M submodule의 PIE
ITER 시험
- prototype KTBM 시스템(블랭킷 + 보조
- prototype KTBM 시스템 통합 시스템) 통합
및 노외검증
- 실증시험 data 확보 및 분석
- Thermo-Mechanics
- N-T submodule PIE
submodule 시험
- 실증시험 운영
- KTBM 시험
- 시험 data 확보 및 분석

2-2 단계
(2018 ~ 2020)
2-3 단계
(2021 ~ 2024)

- 인허가 주관
- submodule 장전

2-5-3. 기술현황
ITER에 참여하고 있는 6개국들은 각국 고유의 TBM(Test Blanket Module)을 설계/
제작하고 ITER 운전이 시작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실증시험을 수행할 계획을 발표하
고 있다. 실증시험은 ITER 운전과 동시에 시작되고 10년 동안 수행될 예정이다.
ITER 운전은 site 결정 후 약 10년 후로 예상하고 있으며, 따라서 TBM 개발 기간은
한국의 경우 ITER 건설기간과 동일하게 약 10년이다. 다른 참여국은 10 여년 전부
터 증식블랭킷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했으므로 부터 에 비하여 TBM의 시험목적은
첫째, 트리튬 증식을 통해서 이것의 자급자족 가능성을 평가하고, 둘째, 핵융합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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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해서 고품질의 전력생산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셋째, 증식 블랭킷의 설계
/제조기술을 검증하는 것이다.

증식 블랭킷이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핵융합의 산

업적 의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ITER에서는 3개의 port를
TBM 시험에 배정하고 있다. 하나의 TBM size는 1/2 port를 표준으로 삼으려는 경향
이 있고 이 경우 ITER를 이용하면 6개의 TBM을 동시에 시험할 수 있다.
증식 블랭킷은 다양한 개념에 따라서 개발될 수 있고 따라서 참여국이 계획하고
있는 실증시험도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참여국들은 시험 방법 및 공간 조정을
위해서 TBWG(Test Blanket Working Group)을 운영하고 있다.

TBWG는 2004년 7월에

13차 회의가 독일 Garching에서 있었고 2004년 12월에 14차 회의가 일본 Naka에서
있다. TBWG에서 TBM 개념을 대략 5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각 개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 및 시험 참여 의사를 보인 국가를 아래표에 나타내었다.

TBM 개념
1. Li 세라믹 증식재
+헬륨냉각(HCPB)

시험계획추진 또는
시험참여의사를 표명한
국가들
EU, JA, RF, US, CHN, KOR
(전부)

2. Li-Pb 액체 증식재
+헬륨 냉각 (DCLL)
3. Li 세라믹 증식재
+가압수 냉각 (WCPB)
4. Molten salt
self-cooled
5. Li 액체+self-cooled
(SCLL)

예상 port 위치
port A(2/2),

C(1/2)

EU, CHN

port B(1/2)

JA

port B (1/2)

US, JA

port C (1/2)

RF, KOR

port C (1/2)

표 65. ITER 실증시험을 위한 TBM 종류 및 관련국가

증식 블랭킷의 여러 개념 중에서 Li 세라믹 + 헬륨냉각 개념은 모든 참여국이
관심을 갖고 시험을 수행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러한 선호도에 대한 이유는
이 개념이 오랫동안 개발되었고 상대적으로 기술축적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3개국(유럽연합, 일본, 러시아)은 자국의 실증시
험 계획을 발표하였다.

10년 동안 진행되는 시험은 시기적으로

4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은 ITER 운전유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의
시험계획을 아래 그림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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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유럽연합의 TBM 시험 계획

ITER의 운전일정에 따르면, 처음 1~3년 동안은 H-H plasma 운전이고, 4년은 D-D
plsma 운전, 5~7년 동안은 D-T plasma (low duty), 8~10년 동안은 D-T plasma
(high duty) 운전이 예정되어 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ITER 운전
의 출력을 높여가는 운전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ITER 운전조건에 적합한 TBM
시험을 위해서 시간에 따라서 4개의 기능이 다른 TBM을 순차적으로 장전하여 시험
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종류 TBM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TBM의 명칭은 EU, 일본,
러시아가 서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그 기능 및 시험 목적은 동일하다.
가. Electro-Magnetic TBM
E-M TBM은 H-H plasma 운전 3년 동안 장전되며 이 기간동안은 중성자가 발생하
지 않기 때문에 이후의 다른 TBM에 비하여 비교적 시험환경이 유리하다. E-M TBM은
전자장 정상상태 및 전자장 transient 시 전자장의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한 목
적으로 실시한다.

여기에서는 전자장, 와전류, 힘, 기계적인 영향 등을 측정 분석

하는데, 이것들은 주로 plasma disruption과 관련이 있다. 측정한 data는 설계
code로 예측한 값과 비교하면서 설계 code 및 방법을 검증하는데 활용한다. E-M
TBM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표준 TBM 설계가 plasma disruption에서도 기계적으로
건전해야함을 보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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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TBM은 표준 TBM과 동일한 설계로 제작하고, 다만 Li 세라믹 페블과 Be 금속
페블에서 열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로 흐르는 헬륨 냉각 채널을 닫는다. 따

라서 일차벽만 헬륨 냉각이 이루어진다. 여기에 장착되는 계측기는 thermocouple,
flow meter, pressure transducer, magnetic field 측정기기, eddy current 측정기
등이다.

시험

중에는

on-line으로

측정

data가

thermo-mechanics 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생산하고

기록된다.

시험

data는

설계 코드의 validation에 활용

된다.
E-M TBM은 제작과 qualification에 약 2년 정도가 소요되고 3년 동안의 ITER 시
험이 종료되면 다시 약 2녕동안 조사후 시험을 통해서 기계적인 변형 등을 분석 평
가한다.
나. Neutron-Tritium TBM
N-T TBM은 중성자와 tritium 생산 관점에서 표준 TBM과 거의 동일한 기능을
갖도록 설계/제작하고, D-D 및 low duty H-T plasma 운전기간 총 3년 동안 장전한
다. N-T TBM은 중성자 fluence를 측정하고 또한 중성자와 Li의 핵반응에 의해서 생
성되는 트리튬을 TBM 밖으로 회수해서 트리튬 모니터를 이용해서 측정한다.
서

N-T

TBM에는

통상적인

계측기

(thermocouple,

flow

meter,

따라

pressure

transducer) 외에도 특수한 계측기들이 필요하다.
중성자 fluence는 TBM의 여러 위치에 activation coil을 장착해서 측정하거나
또는 Li 및 Be을 캡슐에 넣어서 이것을 TBM에 장착하고 연소한 후 PIE를 통해서 생
성된 헬륨 양을 측정하면 중성자 fluence를 평가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트리튬은 Li 세라믹 페블에서 생산되는데, He 기체로 페블을 purge 하면서 트리
튬을 회수하고 이 purge He 기체를 트리튬 monitor를 통과시키면서 트리튬의 양을
측정한다. TBM 안에 들어있는 트리튬은 PIE를 통해서 측정 가능하다. 이러한 방법
으로 트리튬 생성량 및 회수량을 측정할 수 있다.
측정 data는 neutronics 해석 코드의 검증 tritium 방출량 해석 코드의 검증에
활용된다.
다. Thermo-Mechanics TBM
T-M TBM은 low duty D-T 및 high duty D-T 운전기간에 걸쳐서 총 2년동안 TBM
의 열적 기계적 거동 data를 생산할 목적으로 실험한다. 측정 대상은 주로 TBM 내
의 온도분포 및 변형량 이고, 측정기는 thermocouple, flow meter, pressure
transducer, 변형측정기가

장착된다. 측정 data는 on-line으로 기록하며 PIE를 통

해서도 얻는다. 시험 data는 열해석 및 구조해석 코드 또는 해석방법의 검증에 활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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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Plant-Integration TBM
P-I TBM은 high duty D-T 운전기간 2년 동안 실험하며

plant 운전을 상정하

여 종합적으로 blanket 시스템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측정 평가하는 목적을 갖는다.
따라서 P-I TBM은 blanket 외에도 보조 시스템 (트리튬 추출 시스템, 헬륨 냉각 시
스템)의 성능을 확인하게 된다. 여기에는 통상적인 측정기(thermocouple, flow
meter, pressure transducer)가 장착된다.

2-5-4. 세부단계별

세부단계

연구내용

연구목표

연구범위
- ITER test port 공유방안
- 시험용 module 개념
- 국제 기술협력 방안

1-1 단계
(2005 ~ 2007)

- ITER 실증시험 전략 및
총괄계획 수립

1-2 단계
(2008 ~ 2010)

- module 별 실증시험 세부계획 - module 별 측정대상 및 측정방법
수립
- module 별 계측기 및 data 획득방법

1-3 단계
(2011 ~ 2014)

- ITER 시험용 submodule
장전 인허가

- 인허가 주관
- submodule 장전

2-1 단계
(2015 ~ 2017)

- Electro Magnetic
submodule ITER 시험

- 실증시험 절차
- 실증시험 data 확보 (및 분석)

2-2 단계
(2018 ~ 2020)

- Neutron Tritium sumodule - E-M submodule의 PIE
ITER 시험
- prototype KTBM 시스템(블랭킷 + 보조
- prototype KTBM 시스템 통합 시스템) 통합
및 노외검증
- 실증시험 data 확보 및 분석

2-3 단계
(2021 ~ 2024)

- Thermo-Mechanics
submodule 시험
- KTBM 시험

- N-T submodule PIE
- 실증시험 운영
- 시험 data 확보 및 분석

2-5-5. 추진전략
KTBM 시스템 실증시험은 ITER를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시험에 관련된 중요한 결
정이 ITER 참여국 사이에서 인정되고 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추진전략에서 국제
협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엇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미 참여하고 있
는 Test Blanket Working Group을 적절히 활용하여 우리의 시험계획을 인정받는 것
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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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우리 기술수준을 감안하여 선진국의 기술자료를 분석/평
가하여 우리에 적합한 시험계획을 작성한다. 여기에는 우리가 원자력(핵연료) 시스
템을 개발하면서 축적한 노내시험 및 PIE 기술 등이 크게 활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의 타 분야에서 진행되는 KTBM 설계 및 제조는 최종적으로 ITER 실험을 위
한 것이므로 대내적으로는 타 분야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인허가 문서 생산을 총괄
한다. KTBM 실증시험의 대외적 및 대내적 추진방법을 아래그림에 도시하였다.
그림 18 연구추진일정 및 수행체계.
연도
기술분야

블랭킷 설계

1

2

4

3

• 블랭킷 개념 설계
• 설계코드 및 설계 방법 수립
• 기본설계 완료 – DDD 생산

5

6

• 설계 database 축적
• 설계모델 분석 및 평가
• 상세설계

7

8

9

10

• 상세설계
• submodule 시험용 설계 보고서 생산
• DDD 개정

DDD

인허가 문서

KTBM
실증시험

• ITER test port 공유 방안
• 국내 시험계획 수립

• TBM 상세 시험 계획 수립

• ITER 시험 인허가 획득

국제협력

• TBWG 참여

• 신기술 자료 수집
• TBWG 참여

• ITER 시험 인허가 획득

Electro-magnetic
submodule

블랭킷 제조

• 일차벽 (소형) 가공기술 개발
• 기타부품 기술시방 개발
• 페블 제조기술 개발

• 페블 가공방법 개량
• 일차벽(중형) 가공기술개발
• 페블 및 일차벽 특성 시험

•E-M submodule 제작 및 관련 QA/QC
문서 생산

2-5-6. 단계별 소요예산 및 인력

세부단계

1-1단계
(2005 ~ 2007)

1-2단계
1-3단계
(2008 ~ 2010) (2011 ~ 2014)

소요예산
(연구비,억원)

15

15

24

54

인력(MY)

9

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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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제 3 장. KDEMO 노심기술 개발

3-1. KDEMO 노심기술개발 1단계사업 요약
3-1-1. 1단계 최종목표 및 세부단계별 목표

1단계 최종목표

KDEMO 토카막노심 핵심기반기술 개발 및 검증
- 디버터 및 노심 개념정의

1-1단계
(2005-2007)

- 이용자지향 검증실험장치 CUTE 설계
- (2MW급 RF-NBI 가열-전류구동장치 개발)
- CUTE 장치건설

1-2단계
(2008-2010)

- 디버터 요소기술개발 및 검증실험 설계
- (2MW급 RF-NBI 가열 기술개발)
- 디버터 요소기술 및 노심기술 검증-개량

1-3단계
(2011-2014)

- KDEMO 노심설계 기술자료 제공
- (2MW급 RF-NBI 전류구동 기술개발)

3-1-2. 기술현황 및 연구개발 배경 요약
토카막장치 및 플라즈마 노심관련 일반적인 기술현황은 1부에서 국내외 기술현황을
살펴보면서 충분히 소개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KDEMO 노심기술 개발과 관련하
여 볼 때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차세대토카막(AT)방식의 노심플라즈마는 대부분의 발전로 개발연구에 있어 기
본적인 노심형태로 상정되고 있을만큼 충분한 물리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는데, 그
기본적 플라즈마압력 profile를 그림1에 도시하였다. 이러한 AT플라즈마에서는 (1)
뛰어난 에너지가둠특성과 그 결과로 뛰어난 핵융합특성을 나타내는 AT방식의 노심
플라즈마는 기본적으로 안전계수q가 플라즈마노심 중앙에서 외곽보다 높은, 소위
반전된 전단분포(reversed shear profile, RS)의 형태를 갖는다. (2) 이 RS특성은
q가

최소값을

갖는

플라즈마

외곽영역에

내부수송장벽(internal

transport

barrier, ITB)를 생성하여 높은 플라즈마압력구배를 나타낸다. (3) 이 압력구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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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플라즈마 노심종류별 플라즈

그림 19. 플라즈마노심 수송특성을 결정하는

마압력(P=∑n T)

수송과정 순환개념도.

profile의

개념

도.(Pamela, SOFT 2004)

다시 RS특성발현에 유리한 높은 자발전류
(Bootstrap)분포를 생성하며, (4) 이 전류분포에 추가하여 적절한 전류구동을 통해
RS형의 안전계수분포를 다시 유지할 수 있도록 총전류분포를 조절할 수 있다. 그리
하여 (1)→(2)→(3)→(4)→(1)의 전 과정이 안정적으로 반복되고, 플라즈마노심은
AT상태를 유지하여 뛰어난 에너지수송특성과 핵융합반응특성을 유지할 수 있다.
EU에서 수행중인 발전로시스템연구(PPCS)결과에 의하면, 발전로의 노심물리적 근거
는 이러한 AT노심물리만으로도 이미 거의 충분하여 이 AT노심물리를 향후에 발전로
에 그대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경쟁력에 큰 영향은 없다는것이 이 PPCS연구의 결론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AT노심수송의 順순환을 유지하는데 기술적으로 필
요한 사항은 일차적으로 전류구동기술이며, 다음으로는 내부수송장벽(ITB) 뿐 아니
라 AT의 기본요소중 하나인 가장자리 수송장벽(pedestal)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플라즈마수송과정을 전반적으로 통제하는 디버터, 이 두가지가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
한편 가열-전류구동 및 디버터, 이 두가지 기술이외의 노심관련 플라즈마-토카막기
술 중 일차벽, 초전도전자석 및 극저온기술, 진공용기 등 조기에 산업활용도가 높
은 토카막 장치공학관련기술들은 KSTAR 및 ITER참여, 그리고 Frontier사업 등을 통
하여 조만간 개발이 완료되어 국내산업체에 자체적으로 확보될 예정이다. 뿐만아니
라 AT운전시나리오개발 및 이에 필요한 가열-전류구동 장치 및 기술은 기본적으로
“KSTAR가열장치 개발” 사업에서 수행하면서 확보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들 타사
업에서 개발되고 있는 기술들은 향후 2-3단계의 KDEMO 공학설계 및 건설단계에서는
이미 개발완료되어 산업체에 이전된 상태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므로 본 KD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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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기술개발에서 해당 요소기술의 별도개발은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KDEMO설계연
구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지만 확보전망이 현재 확실하지 않은 토카막노심기술의
개발에 우선적으로 집중하므로써 국가적 연구개발자원의 투자효과를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
일반적으로 핵융합발전로를 정의하는 첫 번째 장치공학요소는 블랭킷이지만 블랭킷
다음으로 발전로의 특성을 정의하는 장치공학요소는 디버터라 할 수 있으며, 토카
막노심의 관점에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장치공학요소이다. 디버터의 특성은 노심
플라즈마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으며, 역으로 디버터는 노심플라즈마의 물성에 큰
영향을 준다. 뿐만아니라 발전로에서 디버터는 배기중에 Tritium을 다량 포함하고
있어 연료주기나 플랜트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장치공학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버터에 대한 이해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그리고 JET나
KSTAR와 같은 연구장치뿐 아니라 ITER와 같은 공학로-발전로에서도 핵심적인 로심
부품인 디버터의 물리 및 공학은 KSTAR사업의 1단계 사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
며, 향후 2단계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개발될 예정이나 그 전망은 확실하지 않다.
그러므로 본 토카막노심기술 개발과제에서는 디버터라는 장치공학요소에 중심을 두
고 가열 및 전류구동이라는 노심플라즈마 물리의 중요한 이슈를 다루는 것이 현재
의 우리나라의 핵융합 연구상황에서 발전로지향의 토카막노심장치 기술개발의 가장
타당한 전략방향임을 다시한번 알 수 있다. 한편 본 과제에서 KDEMO 디버터 개념설
정을 위해 수행되는 디버터 기반기술 개발은 KDEMO개발 뿐 아니라 KSTAR와 같은 기
존 연구장치 개발사업에도 호혜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디버터 등 이러한 토카막노심관련 기술개발과정에서는 크고작은 실험적 검증이 필
요한 사례가 많이 대두되는데, 이를 그때그때 검증하고 수정보완해 나갈수 있기 위
해서는 이 목적을 위해 필요할 때 적기에 유연하게 플라즈마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검증실험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발전로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연구장치인
KSTAR조차도 초전도 대형장치라는 특징으로 인해 이러한 목적의 다양하고 유연한
검증실험을 그때그때 적시에 수행하기에는 저온장치의 특성이나 장치운영일정 및
시스템이 몇달-몇년단위로 엄정하게 계획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계획되고 승인
된 실험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KDEMO사업관련된 노심기술개발등의 과정에서 대두되는 각양각종의
실험적 시험-검증수요를 만족할 수 있는 이용자프로그람 지향의 소형 다기능 토카
막장치인 CUTE(Compact User-oriented Tokamak Experiment)를 제작-활용하여 이들
시험검증수요를 적시에 경제적으로 만족해 나가는 것이 대형-장기-복합과제의 연구
개발 전략상 반드시 필요하다. 더군다나

CUTE의 이용자지향개념은 KDEMO사업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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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각종 진단기술 개발이나 기술개발 아이디어의 시험등 일반 이용자들의 각양각
색의 다양한 장치이용 수요도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충족할 수 있게 한다. 뿐만아니
라 CUTE와 같은 이용자지향개념의 소형범용토카막은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저변확대
를 위한 교육훈련용으로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cost-benefit상의 경
제성과 더불어 그 건설타당성이 극대화된다.

3-1-3. 세부단계별 연구내용 요약

I-1 단계
(2005-2007)

I-2 단계
(2008-2010)

I-3 단계
(2011-2014)

디버터

노심기술검증실험

가열및 전류구동

디버터 기술추적 및
핵심요소기술 도출
디버터재료 물성조사
및 DB구축

KDEMO 내-외부의 이용
수요 조사발굴 및 분석
노심기술 검증실험장치
CUTE 개념설계 및
공학설계

2MW급 RF-NBI가열
장치개발

디버터 요소기술 및
부품개발
검증실험 설계

이용자프로그람 도출
CUTE 건설
디버터 검증실험 설치
및 시험

2MW급 RF-NBI가열
실험

디버터 요소기술 및
부품 검증실험
KDEMO 디버터설계
데이터 및 기술제공

CUTE 운영
디버터/노심기술
검증실험
이용자프로그람 수행

2MW급 RF-NBI전류
구동실험

KDEMO 디버터 요소기술
최종결과물
및 검증DB

CUTE 장치
노심기술 및 다양한
이용자프로그람

2MW급RF-NBI 장치
가열/전류구동기술

3-1-4. 추진전략
3-1-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KDEMO 노심기술 개발 1단계 사업에서는 가열-전
류구동 및 디버터, 이 두가지 집중분야 외에 토카막노심과 관련된 범용산업기술 중
초전도소재-초전도전자석 및 관련 극저온기술, 진공용기, 구조 및 조립기술 등 기
본적 토카막 장치공학기술은 KSTAR 및 ITER참여와 Frontier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
업을 통하여 이미 개발완료를 목전에 두고 있거나 개발이 진행중이므로 조만간 개
발완료 후 국내산업체에 이전되어 자체적으로 확보될 계획이다. 따라서 국가연구개
발자원의 효과적 활용 차원에서 본 KDEMO 노심기반기술 개발에는 이들 범용산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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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분야는 포함하지 않는다.
향후 KDEMO 공학설계(2단계) 및 건설가동(3단계)에는 현재 타사업에서 개발중인 이
들 범용-핵심 산업기술분야는 산업체로의 개발 및 기술이전이 완료된 시점에 있게
된다. 그러므로 향후 KDEMO개발 2-3단계에서는 산학연 협력체제를 구성하여 이들
산업체를 체계적-조직적으로 활용하는것이 이들 기술개발을 수행중인 해당 타사업
들의 연구개발목표에도 부합할 뿐 아니라 나아가 기술을 이전받은 산업체에 제품판
로를 제공하게 되며 기술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하는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적
연구개발전략뿐 아니라 산업정책적으로 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본 KDEMO 노심기술 개발분야에서는 KDEMO설계개발에 필요하지만 전세계적
으로 개념정립이나 확보전망이 아직 충분히 투명하지 않은 디버터 등 토카막노심기
술의 개발과, 이에 관련된 기술개발과정을 시험검증을 통하여 유효성을 확보하며
관련 기술및 인력축적을

꾀하는 지원체계 노력에 우선적으로 집중하므로써 국가적

연구개발자원의 투자효과를 높이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기술개발의
전망 및 예측과 그에 따른 효율적인 연구개발전략의 수립-운영은 핵융합과 같은 장
기-대형-복합 개발사업에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1부 및 3부4장의 시스템
연구 기술현황 참조).
이러한 추진전략하에서 수행되는 KDEMO 노심기술개발의 추진체계도를 아래 그림에
도시하였다.

그림 21.. KDEMO 노심기술 개발 추진체계도 (2005~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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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연차별 소요예산(직접비) 및 소요인력 요약
<소요예산>
1-1단계

1-2단계

1-3단계

(2005-2007)

(2008-2010)

(2011-2014)

디버터기술

13

24

38

75

노심기술 검증실험

15

162

110

287

가열-전류구동

(90)

(90)

(120)

(300)

28

186

148

342

(118)

(276)

(268)

(642)

1-1단계

1-2단계

1-3단계

(2005-2007)

(2008-2010)

(2011-2014)

디버터기술

6

9

15

30

노심기술 검증실험

10

15

28

53

가열-전류구동

(60)

(60)

(80)

(200)

16

24

43

83

(76)

(84)

(123)

(283)

소요자원

노심기술 합계

합계

<소요인력>
소요자원

노심기술 합계

- 262 -

합계

3-2 절. KDEMO 디버터 기반기술 개발
3-2-1. 1단계 최종목표 및 세부단계별 목표
1단계 최종목표

KDEMO 디버터 기반기술 개발 및 검증

1-1단계
(2005-2007)

- 디버터 기술추적 및 핵심요소기술 도출
- 디버터재료 물성조사 및 DB구축

1-2단계
(2008-2010)

- 디버터 요소기술 및 부품개발
- 요소기술 및 부품 검증실험 설계-제작

1-3단계
(2011-2014)

- 디버터 요소기술 및 부품 검증실험
- KDEMO 디버터설계 데이터 제공

3-2-2. 기술현황
디버터는 토카막개발 초기부터 가장자리 플라즈마를 처리하여 배기하기 위한 방법
으로 고안된 이래, 80년대의 획기적인 성과중의 하나인 H-모드 토카막플라즈마의
뛰어난 플라즈마가둠특성의 한 원인으로 지목 된 이래 그 물리적-공학적 역할과 중
요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토카막물리-장치기술 고
유의 측면을 넘어서서 핵융합발전로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디버터는 여전히 매우
중요한 기술요소이다. 즉 디버터는 발전로의 타고남은 재라고 할 수있는 헬륨을 잘
배기하면서 동시에 배기까스에 포함된 트리튬을 효과적으로 회수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한편 발전로환경에서 디버터로 흐르는 열류(헬륨배기까스 및 플라즈마)는 정상상태
운전시의 총 열류의 50%이상을 차지하는 매우 열부하가 큰 부품이므로 노심 전체의
구조적 안전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플라즈마대면재의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리튬의 burnup으로 인한) 블랭킷모듈의 교체와 함께

디버터모듈이 주기적

으로 교체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발전로 운영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술요소로
간주된다.
현재로서 이러한 발전로개발관점에서 디버터와 관련하여 가장 시급하게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기술분야로는
(1) 정상운전중의 플라즈마 열류처리 성능(구조 및 운전, 초고온재료, 열유체)
(2) 플라즈마 배기 및 삼중수소 회수
(3) 정상운전중의 정기교체 및 보수를 위한 원격조작기술
의 분야들이 공통적으로 지적된다. 이들 분야는 향후 차세대재료들의 개발상황에
따라 큰 영향을 받으며 성능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이제는 디버터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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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는 과학적-공학적 기술요소들과 그 개발현황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디버터의 기능과 구조
핵융합로의 디버터는 1) DT 핵융합반응(D+T→n+α+17.6 MeV)에서 생성된 α입자
에너지와 외부에서 투입한 플라즈마 가열 에너지 중 방사에너지 일부를 제외한 나
머지를 흡수하여 다른 구조물들을 보호하며 2) 핵융합반응 생성물인 헬륨(Helium)
을 배기하여 노심에서 헬륨농도가 수%이하가 되도록 하고 3) 분순물이 노심으로 들
어가 플라즈마가 희석되고 과도한 방사로 냉각되는 것을 막고 4) 플라즈마에 연료
공급을 하는 창구가 될 수 있으며 5) 노심 플라즈마 주변의 중성입자들을 제거해
플라즈마 밀폐가 나빠지는 것을 막는다. 또 6) 노심 플라즈마 외각층의 온도와 밀
도 기울기를 조절하여 노심 플라즈마를 제어할 수 있다.
디버터는 플라즈마 대향부품(plasma facing component)의 일종으로 노심 플라즈
마를 바라보고 설치되므로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따라서 높은 열유속에 견
뎌야 하고 중성자 차폐로서의 기능도 담당해야 한다. 또 중성자에 바로 노출되어
있는 제 1벽이 다른 열부하를 가급적 받지 않도록 해준다.
디버터는 자장에 의해 생성된 노심 플라즈마의 최 외각 폐 자속면 [이 자속면
밖의 자력선은 플라즈마 노심에서 분리된다는 의미에서 이를 separatrix(분리면 또
는 분리선)라고 부른다. 이차원 단면에서 내외 분리선이 만날 때 형성되는 점을 X
점이라고 한다] 밖으로 확산되어 나온 이온들을 유도해서 제 1벽에 부딪히기 전에
자력선을 따라 이동하여 일정 구역에 부딪히도록 만든 부품이다. 일단 디버터에 부
딪힌 이온들은 중성화되어 방출되므로 이를 통상적인 방식으로 배기할 수 있다.
그림 1은 현재까지 개발되어 있는 최신의 디버터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디버

터의 구조는 그림 1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디버터 자장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
다. 자장구조는 X 점을 중심으로 플라즈마 노심과 벽 사이에 존재하는 내외 경계층
(scrape-off layer: SOL)과 가운데 X 점 하부의 고립영역(private flux region)의
세 공간으로 분리되므로 디버터도 기본적으로 세 개의 부분으로 구성된다. 플라즈
마 단면에서 작은 반경 쪽의 내부 디버터 판 (inboard target), 큰 반경 쪽의 외부
디버터판 (outboard target) 및 가운데 부분의 돔 (central dome) 등이 그것이다.
특히 가운데 돔 부분을 중성입자 차단체(neutralbaffle)라고도 부르는 경우도 있지
만 디버터 구조물은 모두 중성입자 영역과 플라즈마 영역을 차단하는 구실을 한다.
내외 디버터 판에는 SOL 플라즈마가 부딪히는 반면 고립영역에 있는 돔은 이온이
부딪히기보다는 디버터를 향하는 플라즈마 방사열과 전하교환에 의해 생성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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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입자들이 부딪힌다.
디버터 판과 돔을 모듈화된 디버터 몸체에 장착하여 한꺼번에 원격 설치 및 원
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디버터 개발추세다.

Inboard/Outboard
X-point

그림 22. 디버터의 예 (ITER).

나. 디버터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 파라미터
디버터 설계와 운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선 플라즈마 노심으로부터
SOL로 입자와 에너지가 얼마큼 수송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 것은 노심 플라즈마의
수 %에 해당하는 폭을 가지는 가장자리(edge) 부분의 밀도와 온도 또는 압력 분포
의 영향을 받는다. 일단 SOL로 들어온 입자들은 노심과는 달리 중성입자 밀도가 높
고 자력선이 열려 있는 특수한 환경에서 이동하게 되는데 SOL에서는 자력선에 수직
한 확산과 자력선 방향으로의 확산의 차이에 의해 SOL의 폭 및 디버터 열유속 분포
가 결정된다. 자력선을 따라가는 확산이 훨씬 빠르므로 열유속은 좁은 폭에 집중되
기 마련이다.
디버터 열유속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는 방사에너지의 양과 분
포다. 방사는불순물의 분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균일한 방사가 일어나는 노심에
서의 방사가 바람직하지만 플라즈마 밀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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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연구경과 디버터의 열유속을 감소시키는 결정적인 방법은 활발한 방
사와 재결합의 촉진을 통해 SOL 플라즈마의 온도를 낮추고 이온전류를 줄이는 것으
로 이때 SOL 플라즈마가 디버터 표면에서 이탈하는 (detached) 현상이 일어난다.
이탈현상은 자칫 노심 플라즈마의 밀폐를 나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
요가 있다.
ELM II

정상상태에서의

에

너지 흐름 외에 노심
플라즈마의

가장자리

층 중에서도 특히 마지
막 층(pedestal width)
의 압력분포에 따라 주
기적으로 (∼1 Hz) 발
생하는

ELM(edge

localized mode)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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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토카막 가장자리 플라즈마 동작영역의 예 (ASDEX-U).

또는 플라즈마 노심 에
너지의 수%) 순간적으

로 (0.1∼1 ms) 디버터에 집중되도록 만들 수도 있다. 그림 23은 독일의 ASDEX-U
토카막에서 실험결과를 종합하여 nT 그래프 상에서 디버터 모드 운전시의 동작영역
을 표시한 것인데 핵융합로는 H-mode/type I ELM 영역에서 운전될 것으로 예상된
다.
(1) SOL/디버터 입자 및 에너지 수송물리 연구
SOL에서 자력선에 수평한 방향으로의 수송은 비교적 고전적인 모델에 의해 잘
기술될 수 있는데 주요 항목인 쿨롬 충돌산란, 이온-중성입자간 전하교환, 중성입
자 사이의 충돌산란 등은 디버터 판근처처럼 충돌이 심할 때는 유체모델로 기술할
수 있지만 밀도가 낮거나 충돌확률이 떨어지는 고 에너지 전자에 의한 수송 현상의
기술에는 동력학적 보정도 필요하다.

특히 불순물 입자에 대해서는 온도 기울기에

따라 발생하는 열추력(thermal force)과 수소 이온과의 충돌에 기인한 결합현상의
하나인 마찰력도 중요한 항목이다. 열추력은 불순물 이온을 SOL 상류로, 마찰력은
하류로 미는 힘을 발생한다.
한편 디버터의 열부하 분포 또는 최대 열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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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수직한 방향으로의 수송은 플라즈마 교란현상(plasma turbulence)에 기인한 이
상확산(anomalous diffusion)에 의해 잘 설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계수는
기존 장치들의 SOL 두께에 맞춰 반실험적인 방법으로 구하고 있는데 핵융합로에 적
합한 모델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중성입자의 분포는 디버터판에서의 재순환과

SOL에서의 이온화 및 재결합의 영향을 받는데 중성입자 밀도와 이온 밀도가 비슷한
경계지역에서는 활발한 이온-중성입자 충돌을 통해 이온 수송에도 큰 영향을 미친
다. 특히 방사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불순물 입자의 생성율 및 분포는 재료의 스퍼
터링이나 의도적인 불숨물도입 패턴에 의해 결정된다.
디버터 열부하는 최종적으로 디버터에 입사되는 열유속 즉 입자속과 에너지의
곱으로 주어진다. 에너지 속에는 노심으로부터의 각종 열에너지 외에도 디버터 판
위에서 발생하는 이온과 전자의 결합에너지도 포함되므로 디버터 플라즈마의 온도
를 낮추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결국 이온속 자체를 줄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2). 이온종과 열방사 연구
SOL 및 디버터 플라즈마 특성을 주도하는 것은 수소 (D, T, H) 입자들이다. 수
소 이온, 원자 및 분자 사이의 이온화, 재결합, 탄성 충돌, 전하교환 및 분자해리
(molecular dissociation)와 방사 등이 디버터 플라즈마의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플라즈마 온도와 밀도의범위에 따라 주도적인 반응이 달라지는데 수 eV 이상의 높
은 온도에서는 이온화가 주도적이고 1 eV 정도의 아주 낮은 온도에서는 재결합이
활발하다. 전하교환은 온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재순환과 이에 따른 디버
터 플라즈마의 이탈현상이 있는 경우에는 높은 중성입자 밀도로 인해 체적 재결합
과 방사의 재흡수 및 중성입자간 충돌이 중요한 구실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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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각종 이온의 방사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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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디버터의 열부하를 낮추는 핵심방안 중 하나가 수소와 헬륨에 의한 고유한 방사
외에 불순물 입자를 통해 방사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다. 불순물 입자의 방
사는 전하분포와 방사율 계수에 의해 결정되는데 전하분포는 이온화와 재결합 반응
율에 의해 정해지고 방사는 제동복사, 재결합, 여기 등의 과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방사율 계수에 관해서는 비교적 정확하게 구해져 있지만 특히 여기 후 선방사에 관
해서는 높은 원자번호 물질로 갈수록 자료의 정확성이 떨어진다. 앞페이지 그림24
는 ADPAK 코드에 의해 계산된 방사율인데 높은 원자번호 물질에 대해서는 낮은 온
도에서 매우 부정확하므로 계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또 어떤 원소와 섞여 있느냐
에 따라 전체적인 방사율이 달라진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방사의 증가를 위한 불순믈로는 C, Be, W 등 스퍼터링된 벽재료 물질이나 Ne,
Ar, N 등 의도적으로 주입하는 물질이 있다. 높은 원자번호를 가진 물질은 노심 방
사원이 될 수 있지만 H 모드 운전이 안 된다든지 핵융합 반응율 자체가 떨어진다든
지 하는 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 작은 원자번호를 갖는 물질을 사용하
면 SOL과 디버터 영역에서 방사를 증가시킬 수 있는데 여전히 플라즈마의 밀폐,
ELM 특성, 디버터 이탈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적절한 동작영역
에서 사용가능한 불순물 종류와 주입 패턴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3) 각종 비례칙 정리
많은 실험장치로부터 얻은 결과를 이론적인 분석을 통해 관련변수들의 함수로
나타낸 반 실험식은 새로운 장치를 설계할 때 매우 유용하다. 그런데 예상되는 동
작영역에 많은 실험값이 나와있지 않으면 좋은 비례칙을 만들어낼 수 없다. 그런
면에서 핵융합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비례칙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아마 ITER
가동을 통해 핵융합로에 적용 가능한 비례칙이 생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디버터 열유속 폭
디버터 플라즈마가 디버터에서 이탈되어 있을 때는 자료가 거의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L 모드와 ELMy H 모드에 대해 비례칙이 만들어져 있다. 예를 들어 ELMy
H 모드에 대해 중심면에서 외부 디버터 열유속 폭 λq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     ±   ±     

만일 ITER에 적용한다면 디버터 열유량이 100 MW일 때 약 2.8 cm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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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 감쇄거리
SOL에서 플라즈마 온도가 감소하는특성거리를 말한다. 이것은 열부하의 분포,
최대 열부하값을 결정한다. 분리선 근방에서 플라즈마 온도가 40-50 eV보다 높을
때는 이 값이 거의 변하지 않고 온도가 낮을 때는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
립되어 있지는 않다. 온도가 높을 때 감쇄거리 λT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 

Pedestal 폭 및 에너지 손실
SOL에 공급되는 에너지는 노심 플라즈마의 가장자리 층 중에서도 최외각
pedestal 층에 포함되어 있는 에너지량에 좌우된다. 이 층은 보통 수 cm 정도인데

    (JET)처럼 표현된다. pedestal층에
예를 들어 ELMy H모드에 대해  ∝ 

있던 에너지가 ELM을 통해 분리선을 넘어 SOL로 들어가 손실되는 분율에 관해서는
다음 비례칙이 만들어져있다. 이중 방사에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디버터에 입사
된다.
       ±     ±    ± 

ELM 관련
ELM은 H모드 수송장벽 즉 pedestal층에 있던 입자와 에너지가 아주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SOL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림 2에서 보면 초기에 L모드로 출발
한 플라즈마를 더욱 가열하면 최외각 층의 온도와 밀도가 올라가면서 수송장벽이
형성되어 밀폐가 향상된 H모드가 되고 ELM 형식 III이 나타난다. 여기에서 온도가
오르면 ELM free-H모드가 생겼다가 결국 불안정해지고, 압력(온도와 밀도가 같이)
이 증가하면 ELM 형식 I이 나타난다. 여기에서 밀도가 증가하면 (온도의 감소) 다
시 ELM 형식 III이 나타난다. ELM I 영역에서 특정한 조건이 되면 ELM II가 발생한
다.
ELM은 pedestal 층의 온도를 감소시켜 노심 플라즈마의 밀폐를 나쁘게 할 뿐만
아니라 디버터의 열부하를 크게 증가시킨다. 특히 ELM I은 주기가 느린 대신 ELM
II에 비해서는 2∼5, ELM III에 비해서는 5∼10 배정도 많은 에너지를 내보낸다.
2

만일 ELM의 폭이 0.2 ms이고 에너지 밀도가 0.52 MJ/m 이면 텅스텐 타일 표면이 녹
고 1 cm

두께의 타일에 대해 이런 일이 106번 계속되면 수명이 다하는 것으로 계

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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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로 플라즈마에 요구되는 동작영역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상 ELM이나 때에
따라서는 이에 수반되는 플라즈마 붕괴를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가능하면 같은
영역에서도 충격이 적은 ELM이 발생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ELM의 종류와
거동 및 영향을 주는 관련 파라미터들과의 상호관계에 대한 자료의 축적이 필요하
다. 특히 pedestal의 온도 및 밀도, 궁극적으로는 ELM 주기 및 손실률에 미치는 플
라즈마 형상(특히 triangularity), 자장구조(q 값) 및 플라즈마 전류의 영향에 대
한 비례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JET에서 얻은 ELM I의 주기에 관한 비례칙을 예
로 들면         과 같다. 또 연료 공급방법, 플라즈마 가열방
법과 ELM과의 연관성도 정량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펠렛 입사
나 RF 가열시 ELM 주기가 빨라지는 대신 첨두 열부하는 낮아진다. ELM의 열부하 폭
은 정상상태보다 두 배 이상 넓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 디버터 관련 공학 파라미터
디버터 운전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노심 플라즈마로부터 디버터에 수송되는 에
너지량이 얼마이고 또 이를 얼마나 잘 수용하는가 하는 것이다. 아래 표48은 핵융
합로에서 예상되는 에너지 흐름 및 디버터의 열부하를 요약한 것이다.
디버터의 열부하 분포는 SOL의 분리선과 디버터 수열면의 각도에 의해 결정된
다. 이것은 또 표면에서 등방적으로 방출되는 재순환 입자의 공간 분포와 SOL 플라
즈마 특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다시 디버터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열부하 및
재순환 특성을 변화시킨다.
내부 및 외부 디버터는 SOL의 중심 면으로부터의 거리(connection length)가 다
른 만큼 열유속도 차이가 난다. 통상 외부 디버터쪽의 열부하가 높은데 이런 불균
형은 열적, 구조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재순환 특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2

현재 핵융합실험장치에서는 디버터의 최대 열부하가 10 MW/m 를 넘는 경우가 없
표 73. 핵융합로 노심의 에너지 배분율.
Fusion power

5000 MW

Heating power

250 MW

α power

1000 MW

Core radiation power

250 MW

Edge radiation power

200 MW

SOL/Divertor radiation power

450 MW

Divertor heat load

350 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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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만 핵융합로 디버터의 최대 열부하는 20 MW/m 에 이를 전망이다. 또 ELM에 의해
∼1 MJ/m2의 에너지가 반복적으로 가해진다. 냉각이 불충분하면 디버터 판의 재료
표면이 녹을 수도 있으며 ELM은 재료에 피로파괴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하고 있다. 정상상태에서 표면이 녹지 않더라도 스퍼터링이 일어나면 이온화되어
노심 플라즈마의 밀폐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스퍼터링 후 재 증착하면서
삼중수소를 흡착하면 처리가 곤란해진다.

디버터 구조
과거 디버터는 단순히 SOL의 에너지를 흡수 처리하는 것에 그쳤지만 이제는 노
심 플라즈마 밀폐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품으로 인식되어 있다. 디버터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적절한 열부하 수준으로 조절하는 것과 디버터 플라즈
마의 이탈 조건을 유지하는 것 및 재순환 중성입자의 분포를 알맞게 유지하는 것이
다.
디버터를 소위 밀폐형으로 만들면 노심의 유효전하수(Zeff)가 낮아지고 H-L 전
환 밀도값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플라즈마 파라미터에도 어느정도 영향을 주는 것
으로 알려져 있으나 큰 효과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디버터 플라즈마의 이탈을 위
한 밀도 하한치를 낮추고 디버터의 열부하를

낮추는 큰 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밀폐형이란 디버터와 플라즈마 사이의 연결은 SOL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디버터 배기공간과 플라즈마가 구조물 사이를 통해 우회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막는
다는 의미이다.
디버터 판의 각도를 기울여 최대 열부하를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디버터 판으로
부터 방출되는 재순환 입자가 플라즈마로 직접 향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설계요건이다. 이런 개념들은 디버터 영역을 V자형 형상이 되도록 하고 이
런 형상은 중성입자를 잘 가두어 방사화를 증가시키고 디버터 열부하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디버터는 X점을 기준으로 안쪽과 바깥쪽으로 나뉘어지는데 토카막 플라즈마의
기하학적인 형태상 입자 수송 특성이 비대칭적일 수밖에 없다. 디버터의 건전한 운
전을 위하여 이런 불균일을 해소하는 방편의 하나로 큰 컨덕턴스를 갖는 통로로 두
디버터 판을 연결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계산결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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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버터 재료
디버터 타일재료로는 탄소, 텅스텐 등이 가능한 재료로 알려져있다. 베릴륨은
낮은 원자번호와 산소 친화력, 낮은 수소 결합력 등 때문에 제 1벽 재료로 널리 쓰
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융점이 낮아서 열부하가 큰 디버터에는 적당하지 않다. 탄소
는 낮은 원자번호에다 녹지 않고 아무리 큰 열충격에도 구조적 형태를 유지하지만
수소와의 결합 및 화학적 스퍼터링이 잘 일어난다는 것이 문제다. 스퍼터링 물질이
차가운 표면에 증착되어 형성된 성근 막은수소를 잘 내보내지 않는다. 고온의 표면
에 증착하면 해리 및 재결합을 통해 휘발성 탄화수소로 변환되어 삼중수소 축적이
라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탄소타일의 손실을 막을 수는 없다.

그림 26. ITER 디버터의 구조 및 위치별 PFC재료

그림 25. EU의 ITER디버터

구성도.(EFDA 자료).

의

상부수직벽

(upper

vertical target)의
모노블럭

복합

W-CFC

어셈블리의

실물대 시제품.(EFDA자료)

텅스텐은 높은 융점과 매우 낮은 스퍼터링 수율 및 낮은 수소 친화력을 가지므
로 디버터 재료로 적당하다. 한편 큰 열방사는 SOL 에너지를 조절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노심에 축적되어 플라즈마에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또 우려되는 점
으로 중성자에 의해 높은 방사능을 띌 수 있다. 플라즈마 붕괴시 용융에 의한 손실
증가도 에상된다. 게속되는 열충격 및 수소주입에 의한 기포형성에 기인한 균열 발
생의 염려도 있다.
디버터 타일재료로서 가져야할 일반적인 특성을 요약하면 표49 와 같다. 어떤
재료가 이 모든 특성을 다 가질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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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4. 디버터 타일재료가 가져야할 특성의 요약.
1. 노심 플라즈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삼중수소와의 친화력이 낮다.
3. 중성자, 감마선 등에 의한 손상과 방사화가 낮다.
4. 열전달 특성이 우수하다.
5. ELM, 플라즈마 붕괴 등 열충격에 강하다.
6. 수소, 헬륨 등의 조사에 의한 손상이 적다.
7. 가공이 쉽다.

디버터의 구조재로는 지금까지 널리 쓰여왔고 ITER에서 사용 예정인 스테인리
스강은 사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지금 한창 Ferritic 강이나 바나듐 합금 및 SiC
등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디버터의 냉각재로는 물, 헬륨, 액체금속 등이 사용 가능하다. 기능은 다르지
만 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해 블랑켓의 냉각재와 같은 종류를 쓰는 것이 유
리할 수도 있다. 핵융합로의 디버터는 열부하가 높은 만큼 냉각재의 유속을 빠르
게 하는 것은 물론 냉각관 표면의 열전달계수를 높이기 위한 특별한 구조개선과
시험이 필요하다.
(2) 연료/불순물 배기
디버터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입자의 조절이다. 연료입자 및 핵반응 생성물
인 헬륨 및 불순물입자들을 배기하여 노심 플라즈마의 건전성을 보장하는 한편 때
로는 연료를 공급하는 창구가 되기도 하고 방사화 조절을 위하여 불순물을 주입하
기도 한다.
연료도입은 노심 플라즈마를 위한 것이어서 디버터와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지
만 가장자리 층이나 pedestal 및 SOL의 입자분포 조절을 위해서 기체를 도입하는
경우 디버터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사용해 왔던 기체 펄스도입은 물론
펠렛입사 방식도 핵융합로에서는 가장자리 층을 크게 벗어날 수 없으므로 노심 플
라즈마에 직접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개발이 필요하다.
입자 배기량은 결국 입자 공급량과 같은데 핵융합 반응을 고려하더라도 핵종
마다 거의 평형이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D+T 반응에 의해 헬륨이 새롭게
생성되지만 분율은 수 %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입자 공급량은 필요한노심 플라즈
마 밀도 또는 노심의 연료 입자수를 유지하기 위해 손실되는 양만큼을 보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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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입자 손실은 총 입자수를 입자밀폐 시간으로 나눈 것이다. ITER를 예로
들면 연료입자 배기량은 약 50 Pa.m3/s이고 헬륨 배기량은 약 2 Pa.m3/s로 추정된
다. 이 때 필요한 배기펌프의 용량은 디버터의 중성입자 밀도 범위에 따라 결정되
지만 매우 큰 펌프가 필수적이다.
핵융합로의 정상운전을 위해서는 헬륨의 장치 내 체류시간이 노심 플라즈마 밀
폐시간의 15배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헬륨의 배기는 우선
노심, 가장자리, SOL 및 디버터 영역에서 헬륨 수송특성의 영향을 받는다. 지금까
지 실험결과에 의하면 노심 플라즈마에 비해 배기기체중 헬륨 농도는 다소 낮은
편이다. 결국 헬륨의 배기량은 헬륨 수송량보다는 펌프 배기속도에 의해 좌우된
다.
수소는 기존의 배기펌프로 큰 배기속도를 얻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헬륨은 적
절한 대용량 배기펌프가 아직 없으므로 신뢰성 있는 펌프의 개발이 필요하다.

3-2-3. 세부단계별 연구내용
본 기획에서 개발목표로 설정된 발전시험로 KDEMO용 디버터의 설계, 제작 및 운
전과 관련 있는 물리적, 공학적 연구개발과제를 요약하면 다음 표50과 같다.

표 75. 디버터 관련 기술개발 과제
물리과제

공학과제

1. Pedestal, SOL 및 디버터 플라즈마의
입자수송 물리
2. Pedestal, SOL 관련 비례칙
3. 노심플라즈마의 불순물 허용치 및
도달가능치
4. 디버터 플라즈마 온도 하강 방안
5. SOL 방사 증가 방안
6. 플라즈마 밀폐에 악영향을 안 미치는
디버터 이탈

1. 재순환 기체의 흐름을 조절하는 디버터
구조
2. 연료공급과 헬륨배기를 최적화하는
구조
3. 정상, 비정상 상태에서 디버터 재료의
마모를 최소화하는 방안
4. 삼중수소 흡착의 감소 및 처리방안

일반적으로 이들 연구주제들을 발전로지향의 사업에서 수행하게되는 업무흐
름도를 ITER의 경우에 대하여 아래 그림27에 예시하였다. KDEMO의 디버터개발도 이
러한 일반적인 추진단계를 밟아가면서 연구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게 된다. 다음에
각 세부단계별로 수행할 주요 연구내용들을 정리하면 SOL 및 디버터 플라즈마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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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디버터 구조 및 재료 개발을 위한 mock-up 제작 및 시험과 각종 구조해석 등
이 포함된다.

그림 27. ITER의 디버터 부품개발 흐름도 (Linke, ANS 2004).

◆ I-1단계 (2005-2007)
-SOL/디버터 플라즈마 물리연구
-각종 비례칙 정리
-디버터 구조 및 재료 연구
-디버터 시험편 제작 및 시험
디버터 물리연구
디버터 개발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디버터에 관련된 정확하고 풍부한 최신 자
료를 축적하고 이를 활용하여 KDEMO 디버터를 개념설계를 완성하려는 것이다. 우선
각종 디버터 관련 계산코드를 수집, 정비하여 KDEMO 노심 플라즈마 모델설정의 결
과를 입력자료로 삼아 SOL 및 디버터 플라즈마의 거동특성과 몇 가지 디버터 구조
에 대한 디버터의 열부하 및 재순환 특성을 분석한다.
디버터 구조 및 재료 연구
디버터 재료 및 구조에 대한 자체적인 연구개발 결과 및 각 국에서 연구된 결과
들을 종합하여 디버터의 공학적 모델을 구성하고 디버터 개발을 샘플 제작 및 시
험, mock-up 제작 및 시험과 실기원형 제작 및 시험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1 단계
에서는 샘플 제작, 시험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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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편 시험
시험편 시험의 목표는 선택한 타일재료와 냉각판 재료 또는 구조재의 접합방
법, 접합재료 및 공정을 확립하는 것이다.

샘플은 디버터 판의 타일 및 냉각판

또는 구조재를 수 cm×수 cm 크기로 여러 개 만들어 몇 가지 방법으로 접합하고 기
계적 시험 및 광학적 관찰을 통해 건전성을 비교한다. 시험편들을 방사선에 조사
한 후 기계적 특성이 어떻게 변하는 가를 시험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 I-2단계 (2008-2010)
-SOL/디버터 플라즈마 물리연구 계속
-각종 비례칙 정리 계속
-디버터 구조 및 재료 연구 계속
-디버터 Mock-up 제작 및 시험
-디버터 실기원형 제작 및 시험
Mock-up 시험
디버터 판 mock-up은 냉각판에 냉각관을 매설하고 샘플 시험을 통해 수립된 공
정에 따라 타일을 접합하여 모형을 만들고 열부하 시험을 거친다. 열부하 시험은
일정 열유속(또는 일정 온도까지)을 일정 시간 동안 가하는 반복시험을 통해 주어
진 사용 조건에서 표면 온도상승 및 피로특성을

검사한다. 시험과 함께 온도분포

및 열응력 계산도 병행한다. Mock-up 시험과 병행해서 또는 별도로 냉각재와 냉각
관 구조의 특성을 비교, 평가하는 시험도 수행한다.
실기원형 제작시험
시험편 시험과 mock-up 제작을 통해 정립된 가공방법을 적용하여 실기와 같은 크
기 및 구조로 원형을 만들어 기계적 가공성을 확인한다.
디버터판에는 플라즈마 붕괴시 열부하 외에도 유도전류와 자장의 상호작용에 의한
전자기력이 발생하고 특히 플라즈마 수직이동(VDE)시에는 디버터판을 타고 직접
플라즈마 전류가 흘러 (halo current) 역시 큰 전자기력이 발생한다. 또 방사선에
의한 내부 열발생도 있다. 이와 같은 복합적인 열적, 기게적 조건에서 구조해석을
수행하여 피로특성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 I-3단계 (2011-2014)

- 276 -

-SOL/디버터 플라즈마 물리연구 계속
-각종 비례칙 정리 계속
-디버터 구조 및 재료 연구 계속
-디버터 실제 환경에서의 디버터 시험
실제 환경에서의 디버터 시험
디버터 설계, 제작 및 운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시 입자 및 에너
지 수송에 관한 물리량이다. 디버터 플라즈마의 거동도 토카막 플라즈마의 형상
및 밀도분포 또는 기울기와 디버터의 구조, 기체도입 패턴 등에 따라 예민하게 변
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토카막 플라즈마 환경에서 디버터 개념을 검증해 보는 것
이 바람직하다. 디버터의 열적, 기계적 건전성에 대해서는 전자빔이나 이온빔장치
에서 시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겠지만 그 시험조건 또는 설계조건의 범위는 실
제 토카막에서 노심 플라즈마와 디버터 플라즈마 및 디버터의 상호작용에서부터
실험적으로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3-2-4. 추진전략

그림 28. 디버터 기반기술개발 추진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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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연차별 소요예산 및 소요인력

1-1단계

1-2단계

1-3단계

(2005-2007)

(2008-2010)

(2011-2014)

소요예산 (억원)

10

15

20

45

소요인력 (man-year)

4.5

6

10

20.5

소요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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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3-3 절. KDEMO 노심기술 검증실험 (CUTE)
3-3-1. 1단계 연구개발 최종목표 및 세부단계별 목적
<1단계 최종목표>
KDEMO 노심기술 개발검증 및 KDEMO사업내부-외부의 다양한 플라즈마활용수요를 만
족하면서 동시에 전문인력양성과 기술저변확대에 활용할 수 있는 이용자지향의 소
형 범용연구용토카막 CUTE (Compact User-oriented Tokamak Experiment)를 건설하
고 활용한다.

<세부단계별 목표>
1-1단계(2005-2007)

1-2단계(2008-2010)

노심-디버터 검증실험장치 CUTE 개념설계-공학설계
CUTE 건설
디버터 검증실험 설계
CUTE 가동 및 이용자프로그람 지원

1-3단계(2011-2014)

디버터 요소기술 및 노심개념 검증-개량 지원
KDEMO 노심설계 기술자료 제공

3-3-2. 기술현황
이 절에서는 핵융합로 지향의 대형장치가 아닌, 각국에서 현재 가동중인 요소기술
개발용-연구지원용 소형 토카막들의 현황 및 특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소형토카막이면서 의미있는 가둠실험이나 요소기술개발-시험검증 등 지원실험
이 가능한 수준의 플라즈마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형상비(aspect ratio) = 주반
경/부반경=토카막크기/플라즈마크기의 값이 작아지는 小형상비 혹은 球型토카막
(spherical tokamak, ST)의 형태를 지니게 된다. 반면 大형상비인 현존 발전로형에
필요한 기술개발이나 물리연구등 지원연구를 위해서는 동일한 플라즈마 기하를 갖
는 저에너지 토카막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지원 및 특화연구 용도의 현존 소형 토카막장치들 중 小-형상비로 분류되는
장치로는 영국의 MAST(아래 사진 참조), 미국의 NSTX, 등 다양한 장치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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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大-표준 형상비로 분류되는 소형장치로는 일본의 TRIAM, JFT-2M과 미국의 ET
(사진참조), TEXT, Alcator C-Mod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TRIAM을 제외한 모든 장
치가 구리전자석을 채용하고 상온에서 작동하는 소규모장치들이며, 접근성이 뛰어
나고 활용이 용이하다.

그림 29. 영국 UKAEA의 소형 특성화토카막 MAST(좌)와 그 토카막방전(우).(MAST 홈
페이지 자료).

그림 30 미국 UCLA의 연구용토카막 ET(Electric Tokamak). 전원
등 기존설비를 이용하여 약 500만불(60억원)의 예산으로 연 5명
내외의 인력으로 제작되었으며 가열기술개발, 고압플라즈마물
리, 진단기술개발 등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자료출처:UCLA
ET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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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형상비장치의 활용유망분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Morris, SOFT 2004)
1. ITER뿐 아니라 일반적인 토카막물리 영역확대에 기여
(가) 목적을 잘 정의-설정하여 추진할 경우 각종 비례칙의 정립에 기여할 수 있는
강점분야에서의 물리실험이 가능하다 (강점분야: ELMs, pedestal, fast-particle에
의한 불안정성, 수송장벽 등 분야)
(나) 발전로의 핵심요구사항인 연속운전에 필수적인 RF전류구동에서 신개념개발연
구에도 유용하게 활용할수 있다(NSTX의 고조파Fast Wave 가열실험, MAST의 번스틴
波 가열실험 등등)
2. 발전로 및 토카막 부품시험 장치 - 현재 DEMO용 재료검증을 위한 14-Mev volume
neutron source로서 ST타입의 토카막인 CTF(Component Test Facility)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음.
3. 그 자체 발전로형으로서도 성립가능 - 중앙포스트의 공학문제가 해결될 경우.

3-3-3. 세부단계별 연구내용
1-1 세부단계 (2005 ~ 2007)
(1) 이용자 그룹 파악 및 이용용도 및 이용에 대한 의견수렴
KDEMO 사업 내부에는 전류구동, 디버터 등등 노심기술개발 세부사업들 처럼 자유롭
게 조종-이용할 수 있는 토카막플라즈마가 필요한 분야는 물론이고 KTBM 블랭킷 개
발, 발전로 재료개발, KDEMO 노심설계 등 토카막/플라즈마를 이용하여야 하는 실험
적 연구 수요가 많이 있다. 그리고 ITER사업 및 KSTAR사업에서도 기술개발 및 시험
검증, 교육훈련 등 다양한 목적으로 유연하고 자유롭게 실험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나 경직성이 높은 자체일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서도 해외설비를 이용할 필요없이 국내의 CUTE설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
우가 매우 많을 것이다.
뿐만아니라 핵융합과 직접 연관이 없는 KOMAC이나 VHTGR같은 원자력사업분야에서도
고온-고열류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실험적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서도
활용할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이용자그룹을 파악하여 그 활용분야
와 활용수요를 파악하는것이 CUTE 장치개념을 설정하고 장치를 설계하는 준비단계
에서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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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UTE 장치의 mission도출, 장치개념의 정의, 장치설계
이런 수요조사를 통하여

CUTE장치에 주어지는 mission이 정의되고 가용자원이 파

악되면 이를 최대한 경제적으로 만족할수 있는 장치개념을 정의하고, 이에 따라 장
치의 설계를 수행한다. 현재 10 MVA급 grid 수전설비, 2MJ 축전기뱅크 등 전원규모
가 충분하고 20t크레인이 설치된 베이건물 및 보조건물, 300kW 고주파 전송설비 등
등의 기본지원설비가 충분히 확보되어있으므로 CUTE장치건설의 투자효과는 얼마든
지 경제적으로 극대화될 수 있는 여건이다.

1-2 세부단계 (2008 ~ 2010)
(1) CUTE 장치 건설
10MVA grid수전설비 및 2MJ 축전기뱅크, 300KW 고주파 전송시설, KT-1 및 부대 계
측설비, 실험동 등등의 기존설비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경제성과 장치효용성을 극
대화하는 장치설계 및 제작가공-조립공정을 도출하여 추진한다.
(2) 이용자 그룹 및 이용자 프로그람 구성
- 이용자프로그람을 운영하고 반영요구사항을 도출하여 이용에 필요한 설비 혹은
장치특성이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건설과정에 반영하고 시행한다.
1-3 세부단계 (2011 ~ 2014)
(1) CUTE 장치 운영
- 자체 운영인력은 2 man-year 이내 (진공. 제어, 전원 등 핵심관리분야와 프로그
람 총괄관리)
- 교육훈련(대학원생-postdoc 및 이용자그룹)에서 1 man-year 정도를 분담하여 토
카막 장치 운전-유지-보수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한다.
(2) 노심기술 검증실험 및 이용자프로그람 수행
- 1-2단계에서 도출되고 계획된 이용자프로그람 및 교육훈련 프로그람 지원
(디버터 지원 및 기타 KDEMO노심설계 및 재료개발 등 KDEMO내부수요 지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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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력에서 발전로와 유사한 AT방식의 플라즈마 형상 및 여건에서 개발기술의 기
본적인 타당성 검증 및 실험을 통한 공학적 문제점 예측-분석
- 극저온에서 가동되는 초전도토카막의 경직된 운영시스템이나 일정은 사용자입장
을 우선으로 하는 자유로운 장치활용이 어려움. 따라서 다양하고 유연한 실험을 필
요로 하는 연구개발업무에는 부적합.

3-3-4. 추진전략
(1) CUTE는 철저하게 이용자지향의 실험프로그람 및 인력운영을 지향한다.
- CUTE 장치설계는 물론, 장치개념 정의단계에서부터 명시적-잠재적 이용자들의 의
견 및 사용분야를 수렴하여 반영한다. 가령 아래 그림13과 같은 운영체제를 구성하
여 운영한다.

그림 31. 노심기술 검증실험(CUTE) 운영체계의 한 예.

- CUTE 실험프로그람은 20% 자체프로그람, 30% 내부사용자, 40% 외부사용자 프로그
람 으로 배정함.
- CUTE 운영인력중 50%은 교육-훈련목적의 내-외부 참여자로 충당.
(2) CUTE건설은 cost-benefit을 극대화하도록 기존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설
계-제작-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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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추진전략하에서 KDEMO 노심기술검증실험의 추진체계를 아래 그림에 도시하
였다

그림 32. 노심기술 검증실험 (CUTE) 추진체계

3-3-5. 연차별 소요예산 및 소요인력

1-1단계

1-2단계

1-3단계

(2005-2007)

(2008-2010)

(2011-2014)

소요예산 (억원)

15

162

110

287

소요인력 (man-year)

10

15

28

53

소요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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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3-4. KDEMO 가열 및 전류구동 기술개발(*)
*) 이 세부사업은 현재 “국가핵융합사업(일명 KSTAR사업)”에서 “가열장치개발”
사업으로서 수행되고 있으며, 별도의 상황변화가 없는 한 해당 사업에서 수행될 예
정임.
3-4-1. 1단계 최종목표 및 세부단계별 목표

1단계 최종목표

2MW급 가열-전류구동 기술개발

1-1단계(2005-2007) - (2MW급 RF-NBI 가열장치 개발)
1-2단계(2008-2010) - (2MW급 RF-NBI 가열시험)
1-3단계(2011-2014) - (2MW급 RF-NBI 전류구동 시험)

3-4-2. 기술현황

3-4-3. 세부단계별 연구내용

3-4-4. 추진전략*
*) 이 세부사업은 현재 “국가핵융합사업(일명 KSTAR사업)”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별도의 상황변화가 없는 한 해당 사업에서 계속 수행될 예정임.

3-4-5. 연차별 소요예산 및 소요인력*
1-1단계

1-2단계

1-3단계

(2005-2007)

(2008-2010)

(2011-2014)

소요예산 (억원)

90

90

120

300

소요인력 (man-year)

60

60

80

200

소요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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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4장. 발전로 시스템 설계개발 분야
4-1절 KDEMO 시스템 설계개발 분야 요약

4-1-1. 연구개발목표
발전시험로 KDEMO를 이루는 각 구성요소의 개념설계와 설계도구들을 개발하고 통합
하므로써 발전시험로 KDEMO의 시스템 개념설계를 완성하며,

시스템연구를 통해 설

계건전성, 안전성-환경적합성, 그리고 경제성을 분석-평가-제시한다.

4-1-2. 세부분야별 목표
발전시험로 KDEMO 시스템 설계개발은 1) 플라즈마 노심 및 플라즈마 발생-가둠
장치인 토카막장치, 2) 연료인 Tritium을 증식하고 열에너지를 생산하는 블랭킷, 3)
발생한 열에너지를 발전계통으로 수송하는 열수송계통인 NHTS (Nuclear Heat
transport System), 4) 이 열에너지로 터빈발전기를 돌려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BOP (Balance of Power), 5) 트리튬과 중수소의 공급 및 Tokamak 배기 처리 및
수소동위원소 분리 계통,

그리고 트리튬 저장, 수질 및 대기 탈삼중수소 계통과 같

은 연료주기의 다섯 가지 주요 장치공학 분야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전기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와 안전성과
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실험과 해석도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각 분야에 필요한 핵자료인 반응 단면적, 방출입자 에너지, 각분포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분야가 포함된다.
이러한 KDEMO 시스템 설계개발 분야의 1단계 연구개발사업(2005-2014)에서 시
스템기술 분야의 연구목표는 다음페이지 표56과 같이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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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 KDEMO시스템기술 구성분야별 1단계 연구목표.
분야
설계통합 및 시스템 개념설계
노심기술
블랭킷 개념설계
NHTS 개념설계
연료주기 개념설계
핵융합 및 핵 DB 구축
사고해석-안전성 기초연구

연구목표
시스템코드 개발 및 KDEMO 플랜트 설계통합
토카막장치 개념정의 및 개념설계
블랭킷 개념정의 및 개념설계
기초 열수력 실험
NHTS 설계요건 및 계통구성개념 개발
연료주기 요소 기술 확보, 연료주기 개념설계
핵자료 평가기술 기초연구, DB 구축
안전해석 방법론 개발
KDEMO 대형 모의 실험장치 건설 및 실험 수행

4-1-3. 세부분야별 연구내용 요약
1단계의 연구개발사업에서는 각 분야의 개념설계에 요구되는 실험을 포함한 기
초연구와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개념설계를 수행하여 핵융합발전로의 설계개념에
대한 연구가 아래 그림33에서와 같이 수행될 것이다. 1단계의 세부1단계인 최초 3
년간(2005-2007)은 핵융합발전로의 설계에 필요한 요소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주로 수행할 것이며 각 분야의 개념설정을 위한 업무가 수행될 것이다. 세
부2단계(2008-2010)에서는 요소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연구가 계속될 것이며

그림 33 KDEMO 시스템설계개발분야의 1단계 업무추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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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각 분야의 설계개념을 확보할 것이다. 세부3단계

(2011-2014)에서는 용량, 발전방식, 안전성확보의 한계 및 수준, 등을 포함한 핵융
합발전로의 설계를 위한 기본요건을 설정하고 각 분야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핵융
합발전로의 설계개념을 제시할 것이다.
KDEMO 시스템 설계분야는 다양한 분야가 인접한 분야와 자료를 주고받으면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세부 1, 2단계에서 중점적으로 수행할 기초연구 또는 개념
설정을 위한 연구는 세부3단계 또는 차후의 연구개발 업무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단계에서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으면 1단계에서의 연구결과가 개념설계에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내용이 될 수도 있으므로 각 분야의 업무를 조정하는 설계
통합의 역할이 매우 크다. 따라서 세부3단계에서 핵융합발전로의 개념설계를 완성
하기 위해서는 세부1단계 초기에 필요한 실험 및 해석 업무를 상세히 정의하고 각
분야가 주고받아야 할 정보의 종류와 시기에 대한 설계통합분야의 충분한 사전 검
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34와 같다.

그림 34. 핵융합발전로 시스템 개념설계 각 분야의 업무 흐름도.

각 분야의 1단계 연구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심분야에서는 핵융합발전로 구성요소 중에서도 핵융합반응이 일어나는 플라
즈마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토카막장치의 개념설계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토카
막장치를 이루는 전자석 및 저온시스템, 디버터 및 플라즈마대면부품(PFC), 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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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구조 등등 각 구성요소들의 개념설계 및 설계통합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1단계
개념설계연구의 중점은 토카막시스템의 구조적 건전성과 안전성 등 발전시험로
KDEMO의 노심으로서의 토카막장치와 그 시스템적 건전성을 확보하는 개념설계
및 설계통합에 그 중점을 두게 될 것이다.
핵융합 발전에서 블랭킷 개념은 발전소 전체에 매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
쟁력 있는 KDEMO 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블랭킷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고, 최적의 성능을 갖는 블랭킷이 개발되어야 한다. 따라서 1단계에서의 연구결
과로 블랭킷의 개념을 확실히 설정해야 할 것이다.
블랭킷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이용해 전기엔지를 생산하는 시스템은 NHTS
와 BOP가 담당한다. 증기발생기와 터빈, 발전기를 포함하는 BOP의 기술은 국내에
상당한 기술이 정착되어 있으므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NHTS는 냉각
재가 He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He에 대한 유동 및 열전달 특성에 대한 연구가 선
행되어야 할 것이며 개스터빈 방식을 채용할 것에 대비해 최근에 많은 연구가 진행
되고 있는 CO2 Brayton cycle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터빈 발전기
계통의 열수송 매체로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열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초임계압
으로 운전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므로 초임계압수의 유동 및 열전달 특성을 얻기
위한 실험도 수행해야 한다.
핵융합발전로의 성패여부는 블랭킷에서 트리튬의 증식이 적절히 이루어지느냐
에 달려있다. 한국에서의 핵융합 연구는 주로 Tokamak 플라스마 물리에 치중되어
왔기 때문에 발전시험로 KDEMO의

트리튬과 중수소의 공급, Tokamak 배기 처리

및 수소동위원소 분리 계통, 그리고 트리튬 저장, 수질 및 대기 탈삼중수소 계통 설
계를 포함하는 연료주기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황무지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러나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중심으로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에서 트리튬 관련 촉매기술, 트리튬 저장용기기술, 삼중수소제거설비(TRF)기술
등을 부분적으로 연구한 경험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료주기에 대한 연구를 수
행할 예정이다.
원자력연구소는 일본 교토대 노물리 연구소, 러시아 Dubna 시설을 이용하여 핵
자료 실측능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기본적인 측정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하전입자 반응 핵자료 평가 자료집을 국내, IAEA등에 배포하고 중성자 핵자료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를 ENDF/B-VI에 포함시킨 바 있으며 Table of Nuclides를 개
발하여 미국 BNL, LANL, 독일, 브라질등 국제적인 네트워크와의 공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측정부분은 시설 및 기술면에서 모두 취약하고 핵구조 자료와
평가기술은 아직도 취약한 상대이므로 꾸준한 연구개발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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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발전로의 설계개념을 설정하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인자는 사고에 대한
안전성의 확보이다. 사고에 대한 안전성 입증방법에는 2가지의 선택이 있을 수 있
다. 그 중 하나는 실험적인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해석적 방법이며 대부분 계통을
모의할 수 있는 전산코드를 개발하여 해석적 방법으로 계통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코드의 유효성(Validity)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코드 내 각
모델이나 물리 현상에 대한 예측 능력을 반드시 검증하여야 하며 해석적인 방법으
로 입증이 어려울 경우는 불가피하게 실험적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코드의
검증은 각 코드의 개별적인 모델이나 현상의 타당성 입증을 위해 분리효과 실험이
먼저 수행되어야 하고, 그 후 각 모델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전체 계통 모의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종합적인 효과(Integrated Effect)을 통한 검증이 요구된다. 따라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발전시험로 KDEMO의 안전해석 전산코드체계를 확보하고 이
의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종합효과 실험장치를 설계, 건설하여 모의실험을 수행
할 것이다.

4-1-4. 소요예산 (직접비) 및 인력 요약
< 소요예산 >
(단위: 억원)
년도

1-1단계

1-2단계

1-3단계

(2005~2007) (2008~2010) (2011~2014)

합계

설계통합

12

12

22

노심설계

21

30

55

블랭킷 설계개량

15

30

55

NHTS 개념설계

42

48

46

연료주기 개념설계

20

33

62

46
106
100
136
115

핵융합 핵/원자
DB구축 및 이용

6

9

12

27

안전성 및
환경적합성 해석

35

117

105

257

KDEMO시스템
합 계

151

279

357

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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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인력 >
(단위: Man-Year)
1-1단계

1-2단계

1-3단계

(2005~2007)

(2008~2010)

(2011~2014)

설계통합

6

6

12

노심 개념설계

9

15

30

블랭킷 개념설계

9

15

30

NHTS 개념설계

15

15

38

연료주기 개념설계

15

24

44

24
54
54
68
83

핵융합 핵/원자
DB구축 및 이용

3.5

6

8

17.5

안전성 및
환경적합성 해석

15

27

35

77

KDEMO시스템
합 계

72.5

108

197

377.5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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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4-2 절. 설계통합 및 시스템개념설계
4-2-1. 연구개발 최종목표 및 세부단계별 목표

1단계 최종목표
1-1단계 (2005-2007)

발전시험로 KDEMO 개념설계 완료
- 시스템설계 기술기반 구축
- KDEMO 개념정의
- KDEMO 시스템코드 개발

1-2단계 (2008-2010) - KDEMO 개념설계 및 scoping study
- 전략적 특성화기능에 대한 핵심 분석모듈 개발
- 특성화된 KDEMO 시스템코드의 완성
1-3단계 (2011-2014) - 기존 시스템코드와 비교분석 및 성능검증
- KDEMO 플랜트 개념설계통합 및 검증, 개념설계 완성

4-2-2. 국내외 기술개발현황
핵융합발전로 시스템연구의 목적은 “핵융합발전로를 구성하는 각 부분의 체계적인
해석을 통하여 발전플랜트 단위의 경제성을 최적화 하는, 특히 (블랭킷 및 디버터
와 같은) 핵융합발전의 핵심요소(fusion power core)들의 성능을 최적화하므로써
경제성을 극대화하는 발전플랜트 운전조건을 도출하는 것"으로 요약된다71).
핵융합발전로 시스템설계 연구와 종래의 JET 혹은 나아가 ITER와 같은 물리적-공학
적 핵융합 연구장치 설계의 다른 점은 <연구장치>는 노심에서의 핵융합 반응율을
높이는것, 즉 플라즈마의 성능을 극대화하는데에 주로 치중하거나 (JET등 물리연구
장치) 핵융합중성자의 fluence와 건설경비와의 최적화에 치중하는 반면 (공학실증
연구장치로서의 ITER), 일단 핵융합발전의 과학적-공학적 타당성이 입증되어 구체
적 실증이 필요한 단계에 달하고 나면

발전로설계는 발전플랜트 전체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효율-경제성을 극대화하는것, 따라서 블랭킷성능 극대화 및 플랜트 안
전성-효율 최적화설계가 중요해진다.
그러므로 핵융합발전로의 시스템적 연구는 발전로 구성분야별 필요한 기술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연구가 아니라, 현재의 기술현황 및 가까운 미래의 예측가능한 기술
71) R. W. Conn et al, The ARIES-I Tokamak Reactor Study: Final Report, 1991,
UCLA-PPG-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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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을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계획대로 미래에 발전로가 개발되었을 때 시스템의 성
능을 예측하고 분석하여 사전에 도출되어 설정된 목표를 만족하는지를 판단하는것
이 그 목표이다. 이러한 시스템연구작업은 핵융합발전로개발에서와 같이 연구수행
시점와 연구결과가 구체적으로 생산되는 시점사이에 수십년씩의 긴 시차가 존재하
거나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핵융합발전과 같이 긴 lead-time을 갖는 연구개발사업에서는 지금 현재의 연구
개발 전략 및 논리의 타당성이 그 결과이용이 계획되어 있는 미래시점에도 여전히
타당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개발전략 및 논리 자체의 변화발전가능성을 감안
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예측분석을 통하여 개발 전주기에 걸쳐 항상 그 타당성을 점
검하고 필요한 수정보완을 시행하므로서 개발의 합목적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
수적이다.

이러한 시스템작업이 개별기술의 연구개발활동에 대해 갖는 의의와 역

할을 아래 그림35-36에 도시하여 보았다.
즉 시스템연구는 핵융합발전기술 개발과 같은 대규모-장기연구개발사업 추진과정에
있어 전주기적으로 그 합목적성을 확인-검증하고 그 결론을 그 시점의 개별적 연구
개발과정 및 정책수립과정과 상호교환-반영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예측모사분
석(simulation analysis)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림 35 발전로 시스템설계 및 분석 연구의 역할

그림 36 시스템연구의 일반적인 논리체계. ARIES자료에 대중수
용성 확보를 위한 소비자사회의 의견입력 단계를 추가하여 보
완해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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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시스템연구에서는 요소기술분야의 과학기술 성과 및 사회-경제-정책적 고
려를 거쳐 도출되는 시스템해석-설계의 논리를 구현한 알고리듬에 따라 발전로시스
템을 구성하는 각 부분-요소기술의 분석틀-분석모듈들을 결합하여 구성하므로써 핵
융합발전로 전체에 대한 시스템관점에서의 결과물을 산출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
으로는 경제성의 기준으로서 발전단가(COE)라든가 안전성기준 만족여부 등을 들 수
있겠다.
아래 그림37 에서와 같은 시스템해석 및 설계기술상의 중요 요소기술 중 노심-블랭
킷-NHTS-연료주기 부분은 앞서 해당절에서 그 기술동향을 살펴 보았다. 본 절에서
는 시스템구성에 필요한 나머지 요소기술인 BOP(Balance of the Plant)기술분야의
동향과 함께 시스템 전체의 관점에서 해석이 수행되어야만 하는 안전성-환경적합성
-경제성 분석기술에 대하여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37 KDEMO 시스템분석연구에서 요소기술사이의 연관도. 붉은
화살표는 기술적연관성 뿐 아니라 실제 핵융합에너지의 power
flow를 나타내며 구체적인 모사계산작업이 수행되는 단계이다..

구체적으로 다음페이지 그림38의 ARIES시스템코드의 fusion power flow 연산논리구
조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연산과정은 연산대상 파라미터간의 관계식 형태로 주어지
는데 대부분 volume average된 비례칙 형태의 0-dim 혹은 1-dim 관계식들로 이루어
져 있다. 그러나 해당 파라미터를 산출하는 과정 내부에서의 연산은 연산목표나 연
산영역의 복잡성에 따라 3차원 해석과정을 거칠수도 있다. 가령 neutronics게산의
경우, 최적화작업의 경우와 같이 빠르고 정확한 iteration을 통하여 결과에 수렴하
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적절하고 효과적인 모델링을 거쳐 단순화한 다음
MCCAD(김창효, )와 같은 특성화된 빠른 1-dim계산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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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고 공간적 구조가 중요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MCNP와 같
은 완전한 3-dim계산을 거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각 분야별로 다양한 목적과
성능을 갖는 계산모듈들을 개
발하거나 확보하여 용도에 따
라 활용하는것이 중요하다.
한편 90년대 말경에 시작된
그림 38 ARIES 시스템코드에서 fusion power flow의
파라미터계산 논리구조.

EU의

PPCS(Power

Plant

Conceptual Study) 프로그람
에서는

70-80년대에

NET

(Next European Torus, 현 JET의 후속장치로 ITER의 모태가 됨)설계연구에서 개
발된 설계도구들과 함께, 90년대에 여러단계에 걸쳐 본격적으로 개발된 안전성-환
경적합성 분석도구 (SEAFP프로그람)와 경제성 분석도구(SERF프로그람)들을 종합
하여 보다 완전한 시스템설계분석연구를 현재 수행중에 있다72).
이 PPCS에서는 기술개발 예측정도에 따라

A(현재 기술로 가능한 모델), B, C, D

(상당한 기술개발예측을 포함한 모델)의 네가지 발전로타입에 대해 상세한 시스템
분석연구와 함께 비교평가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대략 20년

정도의 개발기간을 거쳐 2025년경 착공계획인 DEMO(혹은 KDEMO)와 같은 발전
시험로는 B모델 혹은 C모델에 가까운 기술개발예측을 포함하여 개발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C모델과 D모델은 1세대 상업로 (향후 ~30년의 기술개발기간 설정)
내지 더 발전된 상업발전로(40년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다. 다음페이지의
그림39-40에 PPCS 발전로모델들의 기본사양을 정리하였다.
이 PPCS연구에 의하면, PPCS model plant 들의 내부발전단가(internal cost)는 9유
로센트/kwh (A모델) 내지 3 유로센트/kwh (D모델)로 평가되었다(2부 참조). 한편
핵융합발전의 외부단가(환경보전금, 보상경비, 대중수용성 확보경비 등)는 비교적
낮은편에 속하며 모델들간에 0.06~0.09 유로센트/kwh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결론적
으로 가까운미래에 실현가능한 플랜트모델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발전로공학 전략수립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것은, 이런 전망에 필요한 기술개
72) D. Maisonnier, The European Power Plant Conceptual Study (PPCS), 23차 핵융합공학국제
심포지움(SOFT), Venice, Italy, 2004.9.

- 296 -

그림 39. EU-PPCS에 사용된 발전로플랜트모델들의 기본
사양. (Maisonnier, 2004)

그림

40

PPCS

플랜트모델들의

핵융합출력노심(fusion

power

core)

사양.

(Maisonnier, 2004)

발은 블랭킷-디버터-재료 등 발전로공학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플
라즈마물성 혹은 노심물리는 이미 거의 충분하여 현재의 ITER의 AT방식 노심물리를
추후에 발전로설계에 그대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경쟁력확보에는 큰 영향은 없다는
것이 이 PPCS연구의 결론중의 하나이다73).

4-2-3. 기술개발의 내용
본 설계통합 및 시스템개념설계 분야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연구를 수행하되 1단계

73) D. Maisonnier, 전게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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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014) 첫 10년동안에는 발전시험로 KDEMO의 개념설계안을 도출하고 그 설계
안의 물리적인 타당성과 공학적인 실현가능성 및 건전성,

그리고 발전실험로라는

역할에 적합한 경제성을 순차적으로 검증-제시함을 연구내용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시스템분석도구들도 개발하게 된다.
그리하여 사업의 2단계에는 1차적으로 검증된 실현가능성과 건전성을 더욱 상세하
고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공학설계로서, 최종단계에서는 발전시험로의 건설가동 및
그 예상된 발전성능을 실제 송전으로 입증으로서 KDEMO 시스템연구는 완결된다.
이러한 전체전략에 입각하여 1단계에 시스템설계분야에서 수행될 연구내용은 각 세
부단계별로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1-1 세부단계 (2005-2007)
- 기존 시스템코드(ARIES등) 설치 운용, 논리체계 및 알고리듬 분석
- 핵심 모듈들의 기능분석 및 특성화-대체개발 전략수립
- KDEMO 개념정의 복수시안 도출 및 성능비교분석
1-2 세부단계 (2008-2010)
- KDEMPO 시스템코드의 논리체계-알고리듬 도출 및 기존시스템코드와 비교분석
- 핵심적 해석모듈의 논리체계-연산구조 및 모듈간의 연계구조 분석
- 기술예측 및 경제성해석 등 정책적으로 필요한 자체해석모듈들의 개발.
- 전략적 특성화기술분야의 선정, 핵심모듈의 개발 및 시스템 코드개량
- KDEMO 개념설계 시안 도출
1-3 세부단계 (2011-2014)
- 핵심모듈의 경쟁력 비교검증 완료
- KDEMO 시스템코드 완성, 기존 시스템코드와의 비교분석 및 성능검증
- KDEMO 개념설계안 성능검증

4-2-4. 추진전략
(1) 국제협력의 적극 참여 및 활용
- 초기 개념정의 및 코드개발 전략수립과정에는 ARIES등 기존코드를 이용하여 이를
분석-응용하는것이 필요하다.
- 이후 시스템코드 및 전략적 핵심모듈의 개발과정에는 국제협력을 적극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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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력있는 분야에서는 코드의 교환 검증 등 개방적인 연구협력을 통하여 신뢰도
를 높이면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국제협력이 되도록 한다.
(2) 기 개발된/개발중인 시스템연구기반을 최대한 활용
- 원자력발전소개발과정에서 축적된 안전성해석/시스템연구기반을 적극 활용한다.
- 고온가스로 개발사업 등 관련 시스템개발사업의 시스템연구활동과 긴밀한 협조체
제를 구성하여 기술영역을 시너지적으로 확대하고 시스템기술의 효과적인 선진화를
추구한다.
이러한 추진전략하에서 KDEMO 설계통합 및 시스템기술개발의 추진체계를 아래 그림
에 도시하였다.

그림 41. 시스템코드개발 및 KDEMO 설계통합 추진체계도.

4-2-5. 추정 소요예산 및 소요인력
1-1단계

1-2단계

1-3단계

(2005-2007)

(2008-2010)

(2011-2014)

소요예산 (억원)

12

12

22

46

소요인력 (man-year)

6

6

12

24

소요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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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4-3절. KDEMO 토카막노심 개념설계
4-3-1. 최종 및 단계별 연구개발목표

1단계 최종목표

발전시험로KDEMO의 토카막장치 개념설계 완성

1-1 단계 (2005-2007) - KDEMO 토카막장치 개념정의
1-2 단계 (2008-2010) - 디버터 및 초전도전자석 개념설계
1-3 단계 (2011-2014) - KDEMO 토카막장치 개념설계

4-3-2. 국내외 기술개발현황
1부에서 발전로 노심, 즉 플라즈마 및 토카막장치에 대하여 전반적인 국내외 기술
현황을 소개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KDEMO 개발계획 및 전략수립과 관련하여 기술
개발현안으로 고려해야하는 사항들을 간단히 요약, 점검하기로 한다. 이러한 관점
에서 플라즈마/토카막 장치 관련하여 기본적인 기술현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차세대토카막(advanced tokamak, AT) 방식의 플라즈마 노심개념이 정립되었으
며 보편화 되고 있다(ITER 및 여타 각국의 DEMO연구에서 기본적으로 채용되고 있
음).
(2) 금속 저온초전도재료를 이용한 초전도전자석 제작기술은 완전히 상업화 되어
있다. 그러나 AT노심 구현에 필요한 수준의 폴로이달/중앙 전자석제작-시험 및 운
전기술은 ITER 부품개발 및 ITER 건설-운전과정에서 완전히 확보될 것이다.
(3) DEMO 및 발전로와 관련하여 토카막 장치공학 및 발전로공학의 관점에서 연구노
력을 집중하여 기술혁신을 창출, 해결해야 하는 기술적 현안은 1)헬륨냉각 디버터
개념의 검증; 2) 장치의 섹터화 모듈화를 통한 효과적인 원격 유지보수 방법의 개
발의 두가지 이슈로 정리될 수 있다74).
따라서 KDEMO 토카막노심 개념설계연구도 이러한 방향을 지향하면서 수행되어야 한
다. 특히 디버터설계가 이러한 발전로지향성을 갖도록 연구개발노력을 집중하여야
74) D. Maisonnier, 전게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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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설계 전과정에 걸쳐서 블랭킷분야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어 토카막구조
섹터화-모듈화가 공학적 건전성을 초기부터 확보할 수 있도록 개발연구가 이루어지
는것이 중요하다.

4-3-3. 기술개발의 내용
(1) 1-1 세부단계 (2005-2007)
- 노심플라즈마 해석 코드 개념정의 및 코드구성
- 디버터 개념정의 및 물리설계
- 저온초전도전자석 개념정의 및 물리설계
- KDEMO 토카막 장치구조 및 cryogenic system 개념정의
- 고온초전도전자석 소재 및 성능예측비교 분석 및 기술개발전략 수립
- KDEMO 토카막장치 개념정의
(2) 1-2 세부단계 (2008-2010)
- 디버터 개념설계
- 저온초전도전자석 개념설계
- 고온초전도전자석 개념정의 및 토카막장치와의 compatibility 분석
- 토카막 장치구조 및 cryogenic system 개념설계
(3) 1-3 세부단계 (2011-2014)
- 노심플라즈마 해석코드의 성능검증 (CUTE 및 기타 실험데이타)
- 디버터 개념설계 수정보완-완성 (CUTE 검증실험 결과반영)
- 고온초전도 전자석 개념설계
- 저온/고온 초전도전자석 개념설계 및 타당성 비교분석
- 저온초전도전자석, 토카막장치 및 진공-저온구조 개념설계 완성

4-3-4. 연구개발 추진전략
(1) 국제협력의 적극적 활용
- ITER사업 및 핵융합 관련 IEA Task Agreements 등 국제협력체제를 적극
적으로 활용한다.
- 개발초기에는 기존개발된 각종 설계해석코드들의 활용 극대화

- 301 -

- 특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것이 가능한 전략적 핵심 설계-분석모듈은 자체
개발한 다음, 개방적이고 호혜적인 국제협력을 활용하여 여타 필수적인 핵심모듈
기술을 효과적으로 이전하여 활용한다.
(2) 초전도전자석 설계개발 및 산업체활용 전략
- 초전도기술은 산업적 잠재력이 막대하므로 원자력/핵융합의 관점이 아닌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검토-수립-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 구체적으로 저온초전도 금속소재를 이용한 장치공학 기술은 대형 전자석
기술은 현재 진행중인 KSTAR건설사업을 통해서 산업적 능력까지 확보된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초전도기술 Frontier사업을 통하여 전동기 및 에너지저장기술 등 그
외의 산업적 기술기반이 광범하게 구축될 것이다.
- 이러한점을 감안, KDEMO용 초전도전자석 및 기술은 현재 상업화되어 있으
며 가까운 미래에 국내산업체에도 확보될 예정인 금속 저온초전도 소재를 이용하
되, 장기적으로 DEMO 이후의 상업발전로를 감안하여 세라믹/금속 고온초전도체의
활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개발은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 따라서 초전도전자석 설계개발의 주안점은 전체 토카막장치 내지 발전플
랜트의 시스템구조적 관점에서 (구조적-기능적-경제적) 건전성을 확보하는 개념설
계를 도출하는데에 주어진다.
(3) 디버터 설계개발 전략
- 발전로공학의 관점에서 토카막 장치공학의 기술적 현안은 발전로지향 디
버터, 특히 헬륨냉각 디버터와 함께 장치의 섹터화 모듈화를 통한 효과적인 원격
유지보수 방법의 개발의 두가지 이슈로 정리됨을 살펴본 바 있다.
- 디버터는 그 장치공학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선진국에서도 확실
한 물리적-공학적 기술기반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분야이므로 설계기술 및 장치기술
개발을 집중적-체계적으로 추진한다 (KDEMO 노심기술개발분야와 상호보완적)
(4) 토카막 기계구조 설계개발 전략
- 효과적인 원격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섹터화-모듈화 된 토카막 장치구조
는 발전로지향의 장치공학에서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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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KDEMO 토카막노심 개념설계연구도 이러한 방향을 지향하면서 수행
되어야 한다. 토카막장치의 설계개발 전 과정에 걸쳐서 전자석 및 블랭킷분야와 같
은 구조관련 핵심분야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어 토카막시스템의 구조를 섹터
화-모듈화 하여 공학적 건전성을 초기부터 확보하고 효과적인 원격유지보수가 가능
하도록 장치구조의 설계개발연구가 이루어지는것이 중요하다.
(5) 기타 토카막 설계개발 분야의 추진전략
- 여타 토카막 장치공학 관련하여 KSTAR/ITER사업 및 Frontier사업을 통하
여 1단계기간중에 국내산업체-유관기관에 확보될 기술자산은 2단계에 KDEMO 건설을
위한 공학설계단계에서 효과적-체계적으로 평가-조직-활용하도록 하므로써 국가적
기술투자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한다.
이러한 연구개발 전략에 따른 KDEMO 토카막노심 개념설계 사업의 추진체계를 아래
그림12에 제시하였다.

그림 42 KDEMO 토카막노심 개념설계 개발 추진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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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추정 소요예산 및 소요인력

소요자원

1-1단계

1-2단계

1-3단계

(2005-2007) (2008-2010) (2011-2014)

합계

플라즈마 노심설계

9

8

10

23

디버터-노내구조 설계

9

12

25

42

초전도전자석-저온구조 설계

3

10

20

35

소요예산 합계 (억원)

21

30

55

100

소요인력 (man-year)

9

15

30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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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절. KDEMO 블랭킷 개념설계
4-4-1. 최종목표
KDEMO 블랭킷 개념설계

4-3-2. 단계별 목표 및 연구내용
단계

목표

주요 연구내용

1-1단계
(2005 ~ 2007)

블랭킷 개념 결정

블랭킷 Trade-off 연구

1-2단계
(2008 ~ 2010)

블랭킷 개념 설계 (1)

고체형 블랭킷 개념설계

1-3단계
(2011 ~ 2014)

블랭킷 개념 설계 (2)

액체형 블랭킷 개념설계

4-4-3. 기술현황
D-T 반응에 기초한 핵융합로에서 블랭킷은 삼중수소 생산, 열 생성 및 제거,
중성자 및 감마선 차폐의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핵융합발전로의 핵
심 중의 하나이다. 특히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은 삼중수소를 자체 생산하는 것은
핵융합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넓은 의미에서 블랭킷은 플라wm
마 바라보는 일차벽(First Wall, FW), 삼중수소 증식 블랭킷 그리고 차폐 블랭킷을
포함한다.
블랭킷은 삼중수소 생산 방식과 냉각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개념들이 연구/개발
되고 있다. 삼중수소 증식재에 따라서 블랭킷은 크게 리튬 세라믹을 사용하는 고체
형과 액체형으로 구분된다. 냉각 방식에 의해서 블랭킷은 삼중수소 증식재 자체가
냉각재로 사용되는 자체냉각(self-cooled) 방식과 독립냉각(separately-cooled) 방
식, 그리고 이 두 개념을 혼합한 이중 냉각방식(dual-coolant) 등이 연구되고 있다.
고체형 증식재 방식이 기술적으로 가장 성숙되어 있으며, 액체형은 보다 고성능의
블랭킷 개념으로 평가된다. 핵융합 발전을 추진하는 각 나라에서는 주로 핵융합발
전로 기술의 데모(demo)를 위한 고체형과 고성능의 상업로를 위한 액체형을 동시
에 연구/개발하고 있다. 독립냉각재를 사용하는 경우 냉각재로서는 물과 헬륨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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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구되었는데, 물의 경우 안전성의 문제로 현재는 일본만이 관련 연구를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헬륨 냉각재가 주로 연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 동안 블랭킷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관계로 현재 특별
히 선택된 블랭킷 개념은 없는 상태이다. 핵융합 발전에서 블랭킷 개념은 발전소
전체에 매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KDEMO 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
다도 블랭킷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고, 최적의 성능을 갖는 블랭킷이 개발되
어야 한다.

4-3-4. 세부연구내용
가. 1-1단계
o 기존의 다양한 블랭킷 개념을 비교/평가하여 KDEMO를 위한 고체형 및 액체형
블랭킷 개념을 도출
o KDEMO 개념결정시 기존 개념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
록 수정하거나 개량, 혹은 새로운 개념의 블랭킷 도출
1) 고체형 블랭킷 개념 결정
a. 핼륨냉각 고체형 증식재 블랭킷 비교/평가
- Li4SiO4, Li2TiO3, Li2ZrO3 증식재 재료 특성 평가
- 핵적 성능 (T 증배비, 중성자 에너지 증폭비, 차폐) 평가
- 삼중수소 회수 및 Permeation 평가
- 열적 성능 (냉각재 온도 및 압력) 평가
- 재료 및 기계적 성능 평가
- 안전성 평가
- 자원 활용도 및 폐기물 평가
b. 기존 개념의 수정 및 개선 방향 도출
- 새로운 삼중수소 증식재 연구
- 블랭킷 성능 향상 방안
2) 액체형 블랭킷 개념 결정
a. 자체냉각, 독립냉각, 이중 냉각 개념 비교/평가/개선
- 액체 리튬, PbLi, 용윰염 증식재 특성 평가
: 부식성, 독성, 활성 등
- 핵적 성능 (T 증배비, 중성자 에너지 증폭비, 차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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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중수소 회수 및 Permeation 평가
- 열적 성능 (냉각재 온도 및 압력) 평가
: MHD 압력 강하 고려
- 재료 및 기계적 성능 평가
- 안전성 평가
- 자원 활용도 및 폐기물 평가
b. 기존 개념의 수정 및 개선 방향 도출
- 새로운 삼중수소 회수 방안
- 성능 향상 방안
나. 1-2단계
o 1단계에서 결정된 고체형 블랭킷 (FW, 증식 블랭킷, 차폐 블랭킷) 설계
o DDD (Design Description Document) 생산을 목표로 함
1) 고체형 블랭킷 개념설계
a. 핵설계
b. 열수력 설계
c. 기계 설계
d. 삼중수소 계통 설계
e. 안전해석 (삼중수소 오염 포함)
f. 방사성 폐기물 평가
다. 1-3단계
o 1단계에서 결정된 액체형 블랭킷 (FW, 증식 블랭킷, 차폐 블랭킷) 설계
o DDD (Design Description Document) 생산을 목표로 함
1) 액체형 블랭킷 개념설계
a. 핵설계
b. 열수력 설계 (MHD 효과 고려)
c. 기계 설계
d. 삼중수소 계통 설계 (액체 증식재로부터 삼중수소 회수 시스템 포함)
e. 안전해석
f. 방사성 폐기물 평가
g. 액체 증식재 부식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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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추진전략
o 핵융합 발전로를 연구해온 관련 선진국에서 기 수행한 연구결과를 KDEMO
블랭킷 개념 설정에 최대한 활용.
o 고체형 및 액체형 모두 현재 타당성 자체에 대한 현안을 가지고 있음. 각 방
식의 타당성은 결국 실험적으로 평가되어야 함.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ITER
에서의 실험일 것임. 따라서 KDEMO 블랭킷을 위해서 액체형 및 고체형 개
념에서 각각 한 개념을 선정하고 연구함.
o KDEMO 블랭킷 개념은 향후 경쟁력 있는 핵융합 발전로 실현을 목표로 결정
o ITER를 위한 KTBM은 기본적으로 KDEMO 블랭킷에 대한 시험이어야 함. 따
라서 KDEMO 용 블랭킷 연구는 KTBM 개발과 밀접하게 연계하여 추진함.
o 블랭킷 설계는 그 특성상 삼중수소 생산/회수를 포함하여 발전소 시스템 거의
모든 부분과 연계되어 있음. 따라서 KDEMO 블랭킷 개념설계는 관련된 모든
인자를 고려하여 수행함.
o 블랭킷 개념설계는 전체 시스템 설계에서 플라즈마 및 토카막장치 설계와 함
께 가장 먼저 수행되어야 하고, 타 분야와의 연계분석 및 반복적인 설계를 수
행

4-4-6. 연차별 소요예산 및 소요인력

단계

1단계

2단계

2단계

(2005 ~ 2007) (2008 ~ 2010) (2011 ~ 2014)

합계

소요예산 (억원)

15

30

55

100

인력(총man-year)

9

15

30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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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절. KDEMO NHTS75) 개념설계

4-5-1. 1단계 최종목적
NHTS 계통과 BOP 계통의 개념설계 완료.

4-5-2. 세부단계별 목표 및 연구범위
단계

목표

연구내용

1-1단계
(2005 ~ 2007)

- 기초 열수력 실험

- 유동/열전달 측정기술개발
- 요소기술 기초실험

1-2단계
(2008 ~ 2010)

- 열수력 실험

- 요소기술 기초실험
- 주요 기기/계통 성능실험

- 설계요건개발

- 요건 설정 관련 자료 수집
- 설계 기본요건 설정

- 계통구성개념 확정

- NHTS, BOP, I&C and MMIS

- NHTS, BOP 개념설계

- NHTS/BOP design basis 설정
- NHTS/BOP 개념설계

1-3단계
(2011 ~ 2014)

4-5-3. 기술현황
핵융합에너지로부터 전기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스템은 핵분열로부터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존의 원자력발전소와 기본적인 차이는 없다. 단지 에너지원이
핵융합이냐 또는 핵분열이냐 하는 차이일 뿐이다. 기존의 원자력발전소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원자로에서 에너지를 얻은 냉각재가 직접 터빈을 돌리는 비등수
형원자로(BWR)와 중간에 증기발생기와 같은 열교환기를 통해 2차계통을 데우고
이 2차계통76)의 증기가 터빈을 돌리는 가압수형원자로(PWR)이 있다. 핵융합발전에
도 같은 방식들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액체형 블랭킷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PWR과 같이 증기발생기에서 한 번 더 열
교환을 하는 간접방식(indirect power cycle)이 될 수밖에 없고 고체형 블랭킷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방식과(direct power cycle) 간접방식이 모두 가능하다. 이
75) Nuclear Heat Transport System
76) 블랭킷에서 열을 제거하는 He cycle을 1차계통이라 하고 이 loop의 열교환기를 통해 물이나
CO2가 열을 전달받아 터빈을 돌리는 power cycle은 2차계통이라 부르기로 한다. 이들은 또한 냉
각계통과 발전계통으로도 부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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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고체형 블랭킷을 사용하는 경우 블랭킷의 냉각재는 헬륨이 될 것이며 이 헬륨

에

의한

냉각방식은

많은

연구가

진행된

가스냉각로

HTR-500,

MHTGR,

GH-MHR, PBMR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원자로 출구온도는 HTR-500과 MHTGR
이 700℃ 정도이고 GT-MHR은 850℃, PBMR은 900℃이다. 가스냉각로가 경수형
원자로에 비해 선호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감속재의 부피가 커서 원자로의 크기가
커야 하므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출구온도를
올려야 하며 이에 따라 고온부식에 견디는 재료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출구
온도가 900℃까지 올라가 경수로와 경쟁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 따라서 액
체형 블랭킷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PWR과 같은 간접방식을 적용하면 될 것이고 고
체형 블랭킷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가스터빈을 쓰는 직접방식이나 PWR과 같은 방
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 개념설계가 수행되었거나 이미 건설되었던 고
온가스로와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고온가스로의 주요 설계제원은 각각 그림
44와 다음페이지 그림45와 같다. 참고로 1차계통은 He 냉각이고 이차계통은 증기
터빈을 채택한 MHTGR의 제원과 원자로단면도는 다음페이지 그림46과 같다.
이와 같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개념은 이미 확보되어 있으며 국내에서
도 GEN IV의 하나인 고온가스로 VHTR의 개발이 착수되었으므로 He 냉각방식에
의한 원자로의 냉각과 고온구조 및 원자로 재료에 대한 개발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
그림 109 건설된 바 있는 실험로와 원형로의 주요 설계변수
실험로

노형명
국명
운전기간
플랜트 출력(MWt/Mwe)
노심
직경 (m)
높이 (m)
출력밀도 (W/cc)
원자로 압력용기
1차계통 압력
노심입구온도 (℃)
노심출구온도 (℃)
연료
연료물질

연료형식
연소도(MWd/t)
가스순환기 대수
증기발생기 대수
원자로건물

원형로

DRAGON
영국
1964-1976
20/-

AVR
독일
1967-1988
46/15

Peach-Bottom
미국
1967-1974
115/42

THTR-300
독일
1986-1989
750/308

Fort St. Vrain
미국
1981-1989
842/342

1.1
1.6
14

3
2.5
2.5

2.8
2.3
8,3

Steel

Steel

Steel

20
350
750

11
270
950

24
340
725

5.6
6
6
Prestressed
concrete
40
250
750

6
4.8
6.3
Prestressed
concrete
48
405
785

UO2
-3중피복
(Zr. U) C
(Th, U) C

(Th, U) C2
-2중피복
(Th, U) C2
-2중피복

(Th, U) C2
-2중피복

(Th, U) C2
-2중피복

(Th, U) C2
-3중피복
ThC2
-3중피복

6각봉
(March hole)

구형
(Pebble bed)

원통형

구형
(Pebble bed)

6각 기둥형
블록

6
-

137,000
2
2

62000
2
2

격납용기

격납용기

격납용기

100,000
6
6
Confinement
방식

100,000
4
12
Confinement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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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0 실용 고온가스로의 주요설계변수

항목
국명
운전개시목표
플랜트 출력(MWt/Mwe)

HTR-500

HTR-M

MHTGR

GT-MHR

PBMR

독일

독일

미국

미/러/불/일

남아공

-

-

-

2010

2008

1390/550

200/80

450/173

600/278

400/~170

x N module

x N module

x N module

x N module

노심
직경 (m)

7.1

3

4.2

3.0/4.8

높이 (m)

5.4

9.6

7.9

7.9

출력밀도(W/cc)

6.6

3

6

6.6

PCRV

Steel

Steel

Steel

Steel

5.5

6

7.1

7.2

9

260/700

250/700

288/704

490/850

489/900

연료물질

UO2

UO2

UO2

UO2

UO2

연료형식

구형

구형

블록형

블록형

구형

증기터빈

증기터빈

증기터빈

가스터빈

가스터빈

원자로 압력용기
1차계통 압력(MPa)
원자로 입구/출구온도(℃)
연료

발전방식

그림 111 MHTGR 제원과 원자로 단면도.

상한다면 적어도 이러한 방식에 의한 핵융합원자로의 냉각 및 발전시스템의 구현도
20년 이내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KSNP와 APR1400을 개발하는 과정
에서 원자로와 발전계통을 설계하는 know-how를 축적하였으며 이와 같은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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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가진 많은 인력이 국내의 관련 연구기관에 다수 확보되어 있다. 또한 제4세
대 원자로인 GEN IV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축적될 것으로 예상되는 초임계압수냉
각원자로와 초고온가스로의 개발경험은 핵융합발전로의 계통을 개발하는데 큰 도움
이 될 것이다. 간접방식을 채택하고 이차계통의 터빈을 초임계압의 물로 돌린다면
아래 그림47과 같은 계통이 될 것이다.

그림 112 핵융합발전로 NHTS계통의 개념도

핵융합발전로의 발전계통에 Rankine cycle 방식을 채택하면 위와 같이 국내에
이미 확보되어 있는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불필요한 기술이전비용의 지출을 방지함
과 동시에 기술개발기간 단축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GEN IV의 하나
로 선정된 초임계압수냉각원자로(SCWR)에 대한 연구도 국내에서 착수되었고 2005
년부터는 국제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2025년에 상세설계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국제공동연구가 수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계획이 예정대로 수행된다면 이
연구결과를 적절히 수정 변경하면 핵융합발전로 발전계통의 설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5 MPa로 운전하는 초임계압수를 매체로 터빈을 돌리는 Rankine cycle의 열
평형도(heat balance diagram)는 다음페이지의 그림48과 같으며 주요 설계변수는
표66으로 정리하였다.
간접방식을 채택할 경우 이차계통을 Rankine cycle 또는 Brayton cycle로 구성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Brayton cycle은 Rankine cycle에 비해 효율이 낮으며 고온
이 아니면 효율적이지 못하다. 최근 고온가스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Brayton cycle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초고온가
스로와 같이 노심출구 온도가 1000℃ 가까이 되면 Rankine cycle과 같은 효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므로 이도 하나의 고려대상이 될 것이다. 그림49는 Brayton
cycle을 채택할 경우 직접방식과 간접방식의 flow diagra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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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 발전계통의 열평형도 (heat balance diagram)

표 91 발전계통의 주요변수.
Total steam flow rate, kg/s
Number of turbine generator sets
Number of reheates
Number of regenerative feedwater heaters
Steam conditions
Maximum throttle pressure, MPa
Temperature after superheat, ℃
Temperature after reheats, ℃
Extraction pressure, MPa
Heater 1
Heater 2
Heater 3
Heater 4
Heater 5
Heater 6
Heater 7
Heater 8
Condenser back pressure, MPa
Feedwater inlet temperature, ℃
Gross thermal efficiency, %
Recirculating power fraction (assume)
Net plant efficiency, %
Net electric power, 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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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1.9
1
2
8
25
550
525
8.59
503
2.72
1.33
0.57
0.20
0.06
0.01
0.005
300
44.68
0.2
35.74
1,500

그림 114 Brayton cycle의 flow diagram (direct and indirect cycle).

일본 TIT의 Yashusi Muto는 He과 CO2 Brayton cycle에서 앞페이지의 표66
에서와 같은 자료를 얻었다 여기서 노심출구온도는 터빈입구에서의 온도를 의미한
다. 아래 표6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터빈입구에서의 온도가 800℃의 경우 48 52%의 효율을 얻을 수 있으며 터빈입구에서의 온도가 600℃인 경우에도 운전압력
에 따라 다르지만 이보다는 낮지만 경수로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38- 47%의 효율
을 얻었다. 다음페이지의 그림50은 INL의 연구결과이며 터빈 입구온도 897.4℃,
압력 7.83 MPa의 경우 효율 48.1%를 얻고 있다.

CO2를 매체로 한 Brayton cycle은 동일한 질량으로 운반이 가능한 에너지의
양이 물에 비해 매우 작아 기본적으로 대용량의 발전시스템에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표 92 CO2 Brayton cycle의 주요 설계변수 (Yashusi Muto, TIT).

Reactor thermal output, MWt

He
CO2
One
One
Two
Intercooling Intercooling Intercooling
600
600
600

Partial
Cooling
600

Reactor inlet temperature, ℃

529

521

495

596

Reactor outlet temperature, ℃

800

800

800

800

Reactor outlet pressure, MPa

7

7

7

7

Mass flow rate, kg/s

416

1703

1563

2313

Turbine power, MW

541.3

487.4

496.9

518.6

Output, MW

288.2

288.1

302.6

313.4

Cycle thermal efficiency, %

48.03

48.02

50.43

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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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5 CO2 Brayton cycle의 flow diagram 및 주요설계변수 (INL).

단점이 있다. 물론 이는 경제성이 월등히 우수한 경우에는 극복할 수 있으나 현재
로서는 이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획기적인 연구결과가 나오리라는 기대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소용량의 발전에 적합한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핵융합발전로의 발전계통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NHTS과 BOP의 개념설계에 앞
서 다음과 같은 실험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블랭킷에서 헬륨 또는 액
체브리더로 열을 빼내기 위해서는 좁고 복잡한 공간에서의 유체의 유동 및 열전달
현상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며 1차와 2차계통 사이의 열교환기에 대한 성능
검증이 있어야 한다. 또한 필수적으로 추가되어야 할 안전계통에 대한 개념설계와
함께 실증실험이 따라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고온에서 내부식성을 가진 재료의
개발이 핵융합발전로 개발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인자중의 하나이므로 이에 대
한 연구도 아울러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별도의 장에서 기술될 것이다.

4-5-4. 세부단계별 연구내용
가. 1-1단계
초임계압 상태에서 물질은 임계압력 이하에서와 전혀 다른 현상을 보이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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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특이한 물성을 반영한 발전계통의 유동현상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선행되어
야 한다. 예를 들어 물의 경우 초임계압 상태에서 유사임계온도를 지나며 물성이
급격한 변화를 겪는다. 이 때 유체의 유동과 열전달 현상은 임계압 이하에서 적용
되는 여러 가지 상관식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 영역에 고유한 상관식 만에 의해 표
시할 수 있다. 따라서 세부 1단계 3년간은 블랭킷으로부터 열을 제거하는 1차(냉
각)계통에서 헬륨의 유동 및 열전달 현상과 2차(발전)계통에서 활용할 수 있는 초
임계압수의 유동과 열전달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또한
Brayton cycle을 채택하는 경우 매질로 가장 유력시 되는 CO2의 유동 및 열전달
현상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1) 기초 열수력 실험
a. 고압 He 유동 및 열전달 실험
b. Blanket내 고압 He 압력강하 실험
c. 초임계압수 열전달 및 압력강하 측정기술 개발
d. CO2 열전달 및 압력강하 측정기술 개발(Brayton cycle 채택시)

나. 1-2단계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수행된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응용연구가 수행될 것이
다. 블랭킷은 많은 독립적인 유로가 있으며 이 많은 유로에 흐르는 냉각재의 유량
이 편차가 없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유동분포를 확인하는 실험이 요구
된다. 간접방식(indirect power cycle)을 채택하면 He-CO2 또는 He-Water 사이
의 열전달이 일어나며 이 때 헬륨 측의 열전달계수가 매우 낮으므로 열교환기가 불
필요하게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나선형 튜브(helical tube)를 사용해야 할 필
요가 있다 따라서 나선형 튜브 내에서의 헬륨, CO2, 물 사이에서 일어나는 열전달
또는 열교환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Brayton cycle을 채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성능실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블랭킷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냉각장치가
설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성능실험도 수행되어야 한다.
1) 열수력 실험
a. Blanket내 He 유동 분포 실험(오리피스 장치 필요 여부 검토)
b. Helical tube에서의 유동 및 열전달 특성 연구
c. Helical tube 진동 실험
d. Auxiliary blanket cooling loop 열교환기 성능실험
e. Aux blanket cooling loop 성능실험
f. CO2 power cycle 실증실험 (Brayton cycle 채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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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3단계
3단계에서는 1, 2단계에서 수행한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개념설계를 수행한다.
개념설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전의 수명, 용량, 안전개념, 포괄적인 부지요건과
같은 설계 일반을 포함, 안전성, 발전소 성능, 건설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설계요건
을 개발한다. 개발된 설계개념을 바탕으로 실험결과를 고려하여 NHTS와 BOP의
계통구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이 때 주요기기의 성능, 배치기준, 비교검토 등
이 이루어진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념설계에 들어가며 개념설계의 결
과로는 각 계통의 열수력적인 1차적인 자료가 생산되면 각 기기의 배치가 결정된
다. 제어실의 구성과 각 기기에 대한 계측제어의 개념이 완성되고 BOP 분야에서는
heat balance와 general arrangement가 결정된다.
1) 설계 기본요건 개발
a. 설계일반
- 용량
- 안전계통 개념
- 발전소 설계수명
- 설계 philosophy (단순화, 여유도)
b. 안전성
- 안전여유도
- 노심손상빈도
- LOCA protection
- Station blackout coping time
- 운전원 조치시간
- 방사능 대량유출 빈도
- 격납용기 설계
- 격납용기 안전여유도
- 방사선원항
- 수소발생 허용량
- 방사선 비상계획
c. 발전소 성능
- 가동율
- 재장전주기
- 불시정지 회수
- 부하추종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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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ad protection 능력
-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발생량
- 부지내 습식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용량
- 작업자 방사선 피폭량
- Operability
- Maintainability
- 기기 접근 및 교체 용이성
- I&C 기술성
- 운전의 단순화
- 제어실 설계
d. 건설성 및 설계과정
- 건설공기
- 건설착수 시점의 설계 공정율
e. 경제성
- 건설담가
- 핵연료비
- 운전보수비
b. 설계 기본요건 설정
- Gas-cooled reactor, PWR, BWR 설계요건 조사 분석
- 국내기술 여건 조사
- 국내 외 규제기관의 안전성 목표 조사 분석
- 항목별 설계기준 및 요건 분석
- 설계 기본요건 설정
2) 설계기준 설정
a. NHTS design basis
- 해외 인허가 요건 검토
- 새로운 개념 적용에 대한 영향 검토
- NHTS design basis 확립
b. Codes and Standards
- 적용대상 기술기준 현황조사 및 비교검토
- 설계영향 검토
- 대상 기술기준 적용방안 수립
c. 설계기준서 작성
- 일반 설계기준 작성
- 분야별 설계기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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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통구성개념 설정
a. NHTS
- 계통 구성: loop, 주요 기기 위치
- 온도, 압력 설정
- 주요기기 기능, parameter, 운전특성 결정
- 안전계통의 운전 모드 결정
- 사고대처 방안 확립
b. I&C and MMIS
- 선진 노형의 설계 비교 검토
- I&C, MMIS 설계개념 수립
c. BOP
- 표준화력발전소 설계의 적용성 평가 (500 MWe, 800 MWe)
- 용량변경에 따른 계통, 기기, 구조물 설계변경사항 파악
- BOP 계통설계 개념 제시
- 주요 건물 배치 결정
- 격납건물 형태 결정
- 터빈발전기 설계 비교검토
- 터빈발전기 설계 개념 제시
4) 개념설계
a. NHTS 유체계통 개념설계
- NHTS thermal design
- NHTS dynamic stability analysis
- Blanket 내 열수력 개념설계
- System description (system function. flow diagram, general
arrangement, 주요기기 성능 예비설계인자)
- System design requirement (components, valves, I&C)
- Interface requirement
- NHTS 건전성을 위한 수화학 전략 연구
b. NHTS 기계구조 개념설계
- System arrangement and support
- 유체계통 구조 및 배관 재료 선정 평가
c. NHTS I&C 및 MMIS 개념설계
- 제어실 및 I&C 개념 구성
- MMIS 예비구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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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IS 신기술 적용전략 수립
d. BOP 개념설계
- Heat balance diagram 작성
- General arrangement 작성
- 격납건물 발전소 배치, 터빈 발전기, BOP 계통 등 주요구조물,
계통, 기기 설계를 구체화하기 위한 최적화 개념 설계 수행

4-5-5. 추진전략
헬륨과 물, 헬륨과 CO2 사이에 일어나는 열전달 현상과 헬륨의 블랭킷 안에서
의 유동 현상은 실험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여 개념설계에 활용한다. 개념설계의 안
전성확보를 위해서는 보조블랭킷냉각계통(Aux. blanket cooling system)에 대한
실증실험을 수행하고 Brayton cycle을 채택할 경우에는 CO2 power cycle에 대한
실험적인 연구를 수행한다.
연구인력은 KSNP, APR1400을 개발하면서 축적된 유체계통, 기계구조, 안전해
석, 계측제어 분야의 설계경험 인력을 활용한다. 또한 각 분야간에 유기적인 협조체
제를 구축해 설계에 있어서 중복이나 누락을 방지한다. 이를 도식적으로 표시하면
그림51 같다.

그림 116 시스템의 각 분야와 NHTS와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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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연차별 소요예산 및 소요인력

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소요예산 (억원)

14

14

14

15

17

16

10

10

13

13

136

인력(총man-year)

5

5

5

4

6

5

8

8

11

11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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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절. KDEMO 연료주기 개념설계
4-6-1. 1단계 최종목표
발전시험로 KDEMO의 연료주기 개념설정

4-6-2. 세부단계별 목표 및 연구범위
단계

목표

연구범위

1-1단계
(2005 ~ 2007)

연료주기 개념 설정

- 연료주기 계통 기술 분석
- KDEMO 연료주기 개념 설정

1-2단계
(2008 ~ 2010)

연료주기
요소기술 확보

- 연료주기 요소 기술 분석
- 연료주기 PFD 작성

연료주기 개념설계

- Tokamak 배기 처리 및 수소동위원
소 분리 계통 개념설계
- 트리튬 저장, 공급 계통, 수질 및
대기 탈삼중수소 계통 개념설계

1-3단계
(2011 ~ 2014)

4-6-3. 기술현황
발전시험로 KDEMO의 연료주기 개념설계는 트리튬과 중수소의 공급, Tokamak
배기 처리 및 수소동위원소 분리 계통, 그리고 트리튬 저장, 수질 및 대기 탈삼중수
소 계통 설계를 포함한다. 한국에서의 핵융합 연구는 주로 Tokamak 플라스마 물
리에 치중되어 왔기 때문에 이 분야의 연구는 사실 상 황무지 상태라고 말할 수 있
다. 단, 한국은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중심으로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기초과학지
원연구원 등에서 트리튬 관련 촉매기술, 트리튬 저장용기기술, 삼중수소제거설비
(TRF)기술 등을 부분적으로 연구한 경험이 있다.
선진국의 연료주기 관련 트리튬 기술은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등의 트리튬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되어 왔다. 현재 국제적으로 트리튬 관
리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선진국은 캐나다, 일본, 미국, 독일 등인데, 이 국가들은 트
리튬 처리 및 관리시설을 설치 운용하고 있다.
일본의 트리튬관련 연구는 핵융합로의 트리튬 공학 및 과학, 트리튬의 환경 거동
및 생물학적 영향, 중수로의 트리튬 관리와 트리튬 폐기물의 관리에 대하여 연구기
관과 대학교에서 수행되고 있다. 트리튬 기술 개발은 주로 JAERI의 Trit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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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Laboratory (TPL)에서 핵융합연료주기계통을 위해 수행되고 있는데, 수
소동위원소 분리를 위한 초저온 증류와 수용액 트리튬폐기물 처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트리튬과 관련한 미국의 핵융합 연구는 Los Alamos 국립 연구소(LANL)
에서는 물과 메탄 같은 불순물 기체로부터 트리튬을 회수하는 공정 연구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그 공정의 건설 및 운전이 단순하고, 다른 폐기물을
생성시키지 않으며, once-through 공정을 사용해야 하며, 삼중수소수를 발생시키는
중간 공정 단계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공정으로써 Palladium
Membrane

Reactor(PMR)를

선정하였다.

PMR은

촉매반응기와

palladium

membrane permeator를 결합한 장치이다.
독일의 트리튬관련 연구는 주로 Karlsruhe Tritium Laboratory(TLK)에서 수행
되고 있다. 핵융합로 개발을 위한 트리튬 연구에 있어서 TLK는 전체 유럽의 중심
적인 역할을 한다. 현재 약 200 kCi 트리튬 취급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트리튬의
안전 관리, 트리튬 폐기물의 최소화, 및 게터베드의 개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발전시험로 KDEMO의 연료주기 개념설계는 KDEMO 설계의 연료공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연구개발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4-6-4. 세부단계별 연구내용
가. 1-1단계
1) 연료주기 계통 기술 분석
- 연료주기 공정 설정
- 공정 주기기 항목 결정
2) 연료주기 계통 설계 요건
- 배기계통 및 수소동위원소 분리계통 설계요건 설정
- 트리튬 장기저장 및 공급계통 설계요건 설정
3) KDEMO 연료주기 개념 설정
- 연료주기 공정 계산
- 주기기 및 공정 계산 프로그램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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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2단계
1) 연료주기 요소 기술 분석
- 기기별 설계 사양 산출
- 공정별 설계 사양 산출
2) 트리튬 공정 및 탈삼중수소 계통 기술 최적화
- 트리튬 분리 농축 계통 최적화
- 탈삼중수소 계통 최적화
3) 연료주기 PFD 작성
- 연료주기 공정 물질 및 에너지 수지 결정
- 공정 온도 및 압력 결정
다. 1-3단계
1) Tokamak 배기 처리
- 배기 처리 계통 개념설계
- Pd막 분리 공정 개념설계
2) 수소동위원소 분리
- 초저온증류 계통 개념설계
- 촉매반응기 계통 개념설계
3) 트리튬 저장 및 공급 계통
- 트리튬 장기 저장 및 공급 계통 개념설계
- 중수소 혼합가스 공급 계통 개념설계
4) 수질 및 대기 탈삼중수소 계통
- 수중 삼중수소제거 계통 개념설계
- 대기중 삼중수소제거 계통 개념설계
5) 화학분석 계통
- 삼중수소 분석 계통 개념설계
- 중수소 분석 계통 개념설계

4-6-5. 추진전략
- 한국원자력연구소의 500kCi급 트리튬 저장용기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트리튬
저장 및 공급 계통을 설계하여 핵융합연료인 트리튬의 안전공급 능력을 확보
함.
- Tokamak 배기 처리를 위해 Pd막 분리 공정을 채용하여 고순도로 배기 트리
튬을 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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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동위원소 분리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삼중수소 제거설비 관련 연구 경험
을 바탕으로 초저온증류 계통과 촉매반응기를 설계함.
- 설계단계별로 QA/QC 활동을 수행하여 설계 자료의 객관적 신뢰도를 확보함.
- 계통 설계를 위해 이미 핵융합연료주기 연구 및 실험 실적이 있는 미국
LANL, 캐나다 AECL, 일본 JAERI 및 독일 TLK와의 기술교류를 추진함.
연구개발 업무의 흐름도

그림 117 연료주기 기술개발 업무의 흐름도.

4-6-6. 연차별 소요예산 및 소요인력
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소요예산 (억원)

5

7

8

10

11

12

14

14

17

17

115

인력(총man-year)

4

5

6

7

8

9

10

10

12

12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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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절.

핵융합 핵 DB 구축

4-7-1. 1단계 최종목표
핵자료기초연구

4-7-2. 세부단계별 목표 및 연구범위

단계
1-1단계
(2005 ~ 2006)

1-2단계
(2007 ~ 2011)

1-3단계
(2012 ~ 2014)

목표

연구내용

- 핵자료기초분석
- 평가기술기초연구

- 핵종 조사 및 현황파악
- 기존파일 자료분석
- 평가기술 습득

- 평가 방법론 정립
- 단면적 평가

-

- DB 구축

- 평가 데이터 검증
- 핵융합용 단면적 DB 구축
- 핵자료 배포

평가 방법론 개선 및 정립
평가 모델 정립
핵종별 파라미터 결정
단면적 평가

4-7-3. 기술현황
일반현황
핵자료는 입사입자와 원자핵과의 반응 특성으로 반응 단면적, 방출입자 에너지,
각분포 등의 중요도가 다르므로 특정분야에서 중요시되는 핵반응 종류와 정밀도에
따른 핵자료를 공급해야 한다. 특정목적에 필요한 핵자료 측정 평가 처리에 장기간
이 소요되므로 적절한 핵자료 공급을 위해서 기술적인 자립이 요구된다. 최근에는
핵융합, 가속기활용 연구, 우주개발등의 분야에서 수십, 수백 MeV의 정밀한 핵자료
를 요구하고 있다. 정밀한 핵자료 생산과 검증 능력의 확보는 경제적이고 안전한
시스템 설계를 가능케 하고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증진에 기여한다.
고밀도 저잡음 중성자 선원의 발전으로 에너지 종속적인 단면적 측정이 가능하
게 되었으며 핵반응의 정밀한 모형의 전산코드 발달로 정밀한 핵자료의 공급도 가
능하게 되었다.
세계 각국은 핵자료 갱신작업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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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프랑스, 중

국 등에서 핵자료의 실측, 평가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국외현황
미국은 평가 핵자료집인 ENDF를 꾸준히 개량하여 1990년대 초에 ENDF/B-VI
를

공개하였다.

또한

미국의

BNL(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의

NNDC(National Nuclear Data Center)는 핵자료의 평가 수집 배포 활동을 하고
있고

핵구조에

대한

데이터도

개량하고

있다.

LANL(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에서도 핵자료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ORNL(Oak
Ridge National Laboratory)에서는 정밀 측정과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러시아는 1996년에 BROND-2를 공개하였고 이를 갱신한 BROND-3를 2001년
초에 발표하였고 유럽은 핵융합용 평가 파일인 JEFF와 원자로용 평가파일인
JEF-2를 공개하였으며 이들을 통합한 JEFF-3을 개발하는 중이다. CERN에서는
측정장치를 설치하여 필요핵종에 대한 정밀 측정을 계획하고 있고 KfK에서도 중성
자 포획 단면적을 측정하고 있다.
일본은 JENDL-3.2를 이미 공개하였으며 최근에 3.3을 발표하였다. 특히 일본은
핵융합용 감마 생성 자료를 꾸준히 보완하고 있으며 교토대학, 도쿄공대, 도호쿠대
학을 중심으로 필요핵종에 대한 측정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은 CENDL-3을 완
료하였고 공개하였다.
국내현황
우리나라에서는 표준연구원를 중심으로 핵구조 연구가 수행중이고 원자력연구소
를 중심으로 핵반응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원자력연구소에서는 그동안의 중장기
과제 수행을 통하여 핵자료 평가체제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포항가속기연구소는
100 MeV 급 전자 가속기를 활용한 핵반응의 실측을 수행하고 있다. 자원연구소는
2 MW급 반데그라프를 활용하여 단면적 측정분석을 하고 있다. 원자력병원에서도
50 MeV 싸이클로트론을 이용한 핵반응을 측정하고 있으나 정밀분석이 요구되며
원자력연구소의 하나로에서는 소형시료에 대한 측정은 불가능하다.
원자력연구소는 일본 교토대 노물리 연구소, 러시아 Dubna 시설을 이용하여 핵
자료 실측능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기본적인 측정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하전입자 반응 핵자료 평가 자료집을 국내, IAEA 등에 배포하고 중성자 핵자료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를 ENDF/B-VI에 포함시킨 바 있으며 Table of Nuclides를 개
발하여 미국 BNL, LANL, 독일, 브라질 등 국제적인 네트워크와의 공조를 이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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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국내의 측정부분은 시설 및 기술면에서 모두 취약하고 핵구조 자료와 평가기술
은 아직도 취약한 상대이므로 꾸준한 연구개발 노력이 요구된다.

4-7-4. 세부단계별 연구내용
가. 1-1단계 (1-2차년도)
- 구성별 핵자료 현황 및 필요분야 세부파악
. 중성자, 감마 자료 및 스펙트럼 등으로 구분
- 분야별 핵자료 필요 핵종 조사
- 현재 ENDF/B-VI, FENDL, JENDL, JEF, CENDL, BROND등 필요 핵종에
대한 핵자료 분석
ㆍresonance 영역과 fast 영역
- 평가 대상 핵종 선정 및 분석 방법론 선정
. resonance 영역과 fast 영역
- 측정 보완 대상 핵종 결정
. 기존 실험 데이터 분석
. 필요 실험 데이터 결정
. 국내 시설 및 외국 시설 활용 모색
- 평가기술 습득
나. 1-2단계 (3-7차년도)
- 평가 필요 핵자료 생산
. 핵종 선정
. resonance 영역과 fast 영역 구분
. 평가 코드별 분석
. 핵종별 분석 모델 정립
. 평가를 위한 파라미터의 도출 및 검증
. 핵종별 평가대상 반응 단면적 선정
. 현재 핵자료랩의 평가 계획과의 상호연계성 정립
- 에너지 스펙트럼 평가 방법론 결정 및 스펙트럼 분석
- 핵자료 측정
. 측정 기초연구
. resonance 영역과 fast 영역 구분
. 국내 및 외국시설 이용 측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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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자료 평가
- ENDF 데이터 format 변환: full data library 생성
다. 1-3단계 (8-10차년도)
- 데이터 processing 및 검증
- 최적 데이터 결정
- 정밀 핵자료 체제 구축
- 필요 핵종에 대한 DB 구축 방안 마련

4-7-5. 추진전략
가. 추진방법
- 실측자료 및 외국 핵자료집 등은 국제 핵자료 네트워크 및 협력을 통하여 확보
- 평가 핵자료에 대하여 국제 공동 협력을 통한 검토
- 평가 결과는 미국 ENDF/B 및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핵자료집에 포함시켜
신뢰성 검증
- IAEA/NDS, OEXD/NEA/data bank등과 같은 국제 핵자료 네트워크와 공조하며
교류함
나. 추진체계
1단계
(2005-2006)

2단계
(2007-2011)

3단계
(2012-2014)

ENDF 현황
분석
평가핵종선정

데이터processing 검증

핵종 조사
분석 모델 정립
측정기초연구

정밀 핵자료 체제구축

핵자료 생산 및
평가

핵자료생산
방법론 선정

스펙트럼 분석
핵자료 DB 구축방안 마련
라이브러리 생성

그림 118 핵융합핵자료 DB구축 업무추진도

4-7-6. 연차별 소요예산 및 소요인력
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소요예산 (억원)

1

2

3

3

3

3

3

3

3

3

27

인력(총man-year)

0.5

1

2

2

2

2

2

2

2

2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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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절.

KDEMO 사고해석-안전성 기초연구

4-8-1. 최종목적
발전 시험로 KDEMO의 안전해석 코드체계 확보 및 안전해석 수행

4-8-2. 세부단계별 목표 및 연구범위

단계
1-1단계

목표

연구내용

안전해석 방법론 개발

사고분류 및 전산코드 개발

1-2단계

KDEMO 안전성 평가를 위한

KDEMO 모의 실험장치 설계 및

(2008 ~ 2011)

대형 모의 실험장치 건설

코드의 예측능력 평가

(2005 ~ 2007)

1-3단계
(2011 ~ 2013)

KDEMO 모의실험 수행

KDEMO 모의실험 수행 및
KDEMO 안전성 평가

4-8-3. 기술현황
안전해석의 목적은 크게 2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는 가장 심각한 사고에서도
온도 상승이 적절하도록 설계가 되고, 적합한 재료가 선택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해
서다. 두 번째는 모든 사고에서 Confinement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Confinement의 배열을 선택하기 위해서다. 점진적인 온도상승은 모든 사고 시나리오
에서 부품 구조물들의 용융을 피할 수 있고, 또 방사능 생성물의 극열한 이동도 피할 수
있다. 연구결과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방어벽에서의 Tritium, 외부벽면에서 떨어져 나온
진공용기내의 방사능 먼지(Activated Dust), 그리고 구조물에 접착된 방사능 생산물로
밝혀졌다.
KDEMO를 설계하는데 기본적으로 안전 목표와 안전설계의 접근방법이 정립되
어야한다. 설계를 진행하면서 이들 목표와 방법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발전소에
어떤 원인에 의해 부품 및 기기가 그 기능을 상실한 경우 즉, 사고 발생시 발전소
의 투자보호와 안전 목표를 만족하도록 정량적으로 표시된 안전성 기준이 만들어
져야 한다. 그래서 예상 가능한 사고의 발생 원인별로 분류하여 안전성과 경제성을

- 330 -

고려한 안전장치를 설계하고, 각 사건의 발생빈도와 방사능 누출량을 계산하여 몇
개의 사고 범주로 나눈다.

비록 발생빈도가 낮더라도 사고결과 피폭량이 크면 위

해도(Risk)가 높고, 사고결과 방사능 누출량은 작더라도 발생빈도가 크면 이 또한
위해도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발전소 안전성을 위해 설계에서 미리 고려하
는 사고를 설계기준사고(DBAs or DBEs, Design Basis Accidents or Events)라
한다. 상업로의 건설과 운전을 위해서는 설계기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안전장치들
의 작동으로 안전기준이 만족됨을 입증하고 규제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사고에 대한 안전성 입증방법에는 2가지의 선택이 있을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실험적인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해석적 방법이다. 두 방법 모두 설계 대상 핵융합
로 계통에서 설계기준사고 진행 상황을 현실적으로 모사할 수 있어야 정당성을 얻
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두 가지 방법이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계통을 모의할 수 있는 전산코드를 개발하여 해석적 방법으로 계통의 안전성을 평
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코드의 유효성(Validation)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코드 내 각 모델이나 물리 현상에 대한 예측 능력을 반드시 검증하여야 한다. 다만,
해석적인 방법으로 입증이 어려울 경우는 불가피하게 실험적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감안할 때 안전해석을 위해서는 모의계산에 사용하는 전산코드의 신뢰
성과 보수성이 핵심임을 인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고해석과 관련한 연구는 코
드 자체의 개발 외에도 이의 타당성 입증에 더 많은 노력이 집중되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코드의 검증은 각 코드의 개별적인 모델이나 현상의 타당성 입증을
위해 분리효과 실험이 먼저 수행되어야 하고, 그 후 각 모델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전체 계통 모의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종합적인 효과(Integrated Effect)을 통한 검
증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발전 시험로 KDEMO의 안전해석 전산코드체계
를 확보하여, KDEMO의 설계가 현실화될 때 안전해석 수행에 이들을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기획보고서에서는 핵융합 발전로의 특성에 대해 먼저
소개하고, 다음으로 해외 기술개발에 대한 동향을 분석한 후, 기획한 각 연구 단계
별 목표와 내용을 간단히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예
산에 대해 대강의 숫자를 제시하고 끝맺기로 한다.
가. 핵융합로의 안전성 특성
1) 핵융합로의 안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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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핵융합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표는 최악의 핵융합 사고에
서도 발전소 밖의 거주자들이 방사능에 대한 위험도가 현저히 작아 거주자들의 대
피가 불필요하도록 설계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생산되는 방사능 폐기물이 환
경으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없도록 폐기물의 방사능 준위를 낮추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계 각 국은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작업 선량
과 발전소 부지 경계면에서 피폭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핵폐기물
의 관리와 제염해체했을 경우 방사선 동위원소의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한 사고 결과로 Tritium을 포함한 방사능 배출량과 환경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
는 방법도 개발하고 있다.
2) 핵융합발전의 환경 안전 측면 특징
핵융합발전의 안전 및 환경 측면에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간추려 진다.
- 핵융합 반응자체에서 생산되는 이산화탄소가 없기 때문에 온실효과에 의한
지구 온난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프라즈마 출력 폭주 시 자체적인 고유 특성으로 핵융합 반응이 중지된다.
- 연속운전 시 이중수소와 삼중수소(Tritium)로 구성된 혼합핵연료가 연속적으
로 주입되므로 연료 재고량은 약 1분의 운전만 가능하도록 최소화된다.
- 출력밀도가 정상운전 중에도 크지 않으며, 반응 정지 후 붕괴열은 매우 낮은
수준이고, 핵분열성(Fissile) 물질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핵 확산 방지에
도 유리하다.
- 기존 원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보다는 대개 반감기가 짧은 방사능이 배출되
므로 폐기물 관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3) 안전특성
핵융합로는 기존 핵분열 원전과 비교하여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안전특
성 역시 차별화된다. 가장 먼저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는 특정 시간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핵융합로의 지형을 변형시키기는 어렵다. 또 Tritium의 생물학적 반감
기(Biological Half-life)가 짧다. 그래서 주요 시설 내에서 방사성 생성물의 반감기
는 10 ~ 300 일 사이에 있기 때문에 Tritium이 내부 건물에 잔존하지 않고, 인체
나 토양 내의 농도도 일년 내에 Order of Magnitude로 감소한다. 이러한 요소를
감안하여 안전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77)될 수 있다.

77) N.P. Taylor, "Neutronic aspects of the safety and envirnmental performance of silicon carbide as
blanket structural material," Fusion Engineering and Design 54 (2001) 617-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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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쇄 핵분열 반응이 핵융합 과정이나 부수적 반응에서도 발생하지 않고, 고
유의 과정에 의해 플라스마의 반응도 폭주가 배제된다.
- 핵분열성(Fissile) 혹은 Fertile 물질이 전체 핵융합 연료 주기 동안 연료로
주입되지 않으며 Actinide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
- 방사능은 Tritium 형태로 나타나고 외부에서 운반되지 않는다.
- 반감기가 긴 방사능은 적절한 재료의 선택에 감소시킬 수 있는 데, 만약 세
라믹(Ceramics)을 주요 재료로 선택하지 않으면 핵분열 발전소의 그 것과
동일하다.
- 핵연료나 플라즈마 노심에서 축적 에너지가 핵분열 원자로와 비교하여
Order of Magnitude로 작다.
- 에너지 흡수에 유리하게 열전달 구조물의 질량이 많다.
- 낮은 출력밀도와 높은 열관성 때문에 원자로 냉각상실 시 상대적으로 긴 대
처 시간을 제공한다.
- 정상 운전과 원자로 정지 후 최고 출력은 높지 않다.
4) 안전을 위한 접근 방법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역시 심층방어(Defense-in-depth) 개념을 적용한다. 이것은
사고로부터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복수 단계 (Multiple Levels)의 사고 보호방법을
의미한다. 3 단계의 방법이 적용되는데, 먼저 부품 고장시 안전한 방향으로 작동되어
사고발생 자체를 억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한다. 다음 단계는 일단 운전 중 비
정상 상태가 관측되면 보호를 위해 원자로를 정지시키도록 한다. 마지막 단계는 일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거나 방법을 모색한다. 이
중에서 설계에서는 사고의 미연방지과 원자로 정지를 위해 보호계통의 설계에 중점을
두고 피동안전 특성을 모색한다. 같은 기능의 부품들을 다중화(Redundancy)하고, 다
양한 방법(Diversity)으로 작동하도록 한다.

나. 해외 기술개발 동향분석연구 배경 및 현황분석
1) SEAFP (Safety and Environmental Assessments of Fusion Power)
위에서 기술된 핵융합로의 잇 점을 살려 핵융합 실증로의 건설 가능성을 연구하
기 위해 유럽 핵융합 연구(European Fusion Program)의 일환으로 일련의 SEAFP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연구의 성과는 핵융합 실증로 개념설계의 안전 및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 1995년의 SEAFP-1 보고서78)로 발간되었다.
78) Raether, SEAFP 보고서,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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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계에

서는 플라즈마 쪽의(Plasma- facing) 부품과 Ferritic 철과 Vanadium 합금 구조물
로 구성된다고 가정하고, MINERVA-W와 MINERVA-H로 불리는 2개의 기본 설계
를 근거로 안전연구를 수행했다. 두 모델 모두 FW(First Wall)과 Blanket 구조물로
현존하는 저방사화(Low-activation) 재료를 사용한다. 그러나 Tritium을 생산하는
Blanket과 중성자 증식재(Multiplier)는 각각 다르며, MINERVA-W는 냉각재로 물
을 사용하고, MINERVA-H는 헬륨을 냉각재로 사용한다. 여기에서 얻은 결론은 핵
융합로의 안전성 및 환경특성에 잇 점이 많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고, 이 보고서
는 1996년 핵융합로 평가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다.
반면에 이 연구 결과로부터 보다 깊은 이해와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
되었다. 따라서 SEAFP-1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SEAFP-279)와 SEAFP-99의
연속과제가 1999년까지 이어졌다. 이들 후속 연구는 주로 설계에 사용되는 재료의
구체적인 점을 새롭게 보완하고 해석방법을 개선하는 작업들이었다. SEAFP-2의
목적은 재료의 특성(Specification) 개선과 발생 가능한 사고 시나리오에 대해 보다
폭넓은 지식을 얻는 것이었다. 환경으로 방사능 배출의 최소화를 위해 격납용기
(Containment)를 결정하고, 핵융합 물질의 저장 필요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분석하기 위해 SEAFP-2에서 채택된 두개의 Blanket 개념은 저 방사성 철(Low
Activation Martensitic Steel)과 Vanadium 합금을 사용하는 것이고, SEAFP-99에
서는 Silicon Carbide의 일부 혹은 전부를 Blanket에 추가하는 것이었다.
SEAFP-2에 사용된 발전소 모델은 PM 1-3 이며, SEAFP-99은 PM 4-6에 근
거하였다. 그래서 총 6개의 핵융합 발전소 모델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 중 3개의
모델은 Blanket 재료에 따라 구분된다. 각 모델에 대한 특성80)은 표74에 정리되었
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PM-1 발전소 모델은 FW/Blanket 구조물로써
Vanadium 합금을 사용했고, PM-2와 PM-3 발전소 모델은 저방사성 Martensitic
철을 구조물로 사용했으며, SEAFP-99 발전소 모델에서는 Silicon carbide를 사용
했다81).
SEAFP-2 연구결과 핵융합로는 안전성 및 환경특성의 잇 점 외에도 상대적으로
가까운 장래(near-term)에 현실화될 수 있는 Ferritic-martensitic 철이 안정성 및
환경에 유리하다는 점과 발전소 내에서 최악의 가상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최고 선
량은 ~ mSv 수준이며, 이 값은 주민 대피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수치라는 결론을
얻었다. 원전의 운전 및 해체에서 생겨나는 방사성 물질의 대부분 혹은 전부가 몇
79) I. Cook et al., "Results,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of the SEAFP-2 programme," Fusion
Engineering and Design 51-52 (2000) 409-417.
80) I. Cook et al."Safety and Environmental Impact of Fusion," EUR (01) CCE-FU/FTC 8/5, EFDA-S-RE-1,
April 2001.

81) Karin Broden et al., Management of waste from six potential fusion power plant models," Fusion
Engineering and Design 54 (2001) 349-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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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 년 후에는 소멸하거나 핵연료가 재처리되어 거의 폐기물 저장시설이 필요 없도
록 낮게 된다. 이 목표가 현재 완전히 개발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가까운
장래에 현실화될 Martensitic 철 구조물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
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Vanadium 합금이 낮은 방사화로 인해 더 좋은 성능을 가
지고, 가상 냉각재상실 사고와 장기 폐기물 관리까지 포함하여 Silicon Carbide 복
합체(SiC)의 Blanket을 가진 핵융합로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
표 99. SEAFP에 사용된 발전소 모델의 특성
Plant Model

FW/blanket
Structure

1

Vanadium Alloy

2
(MINERVA-W)
3
(MINERVA-H)
4
5

6

Tritium
Generating
material
Li2O Ceramic
Pebble Bed

Low Activation
Martensitic
Liquid Li17Pb83
Steel
Low Activation Li SiO Ceramic
4
4
Martensitic
Pebble Bed
Steel
SiC/SiC
Liquid Li17PB81
Low Activation
Martensitic
Steel with
Liquid Li17PB81
SiC/SiC
Insulators
Li4SiO4 Ceramic
SiC/SiC
Pebble Bed

Neutron
Multiplier

FW/blanket
Coolant

None

Helium

Li17Pb83

Water

Beryllium

Helium

Li17PB81

Liquid Li17PB81

Li17PB81

Helium and
Liquid Li17PB81

Beryllium

Helium

2) ITER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프로그램
원자력 선진국들은 국제공동연구로 핵융합 연구로인 ITER 설계를 위해 다양한
안전 및 환경특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ITER와 관련한 연구의 목표는 안
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 조건을 파악하고, 필수조건의 설계 반영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공학실증시험로인 ITER와 SEAFP 발전소는 모델의 차이로 인해 두 가지 관점
에서 다르다. 즉, 발전로는 ITER에 비해 높은 출력, 높은 Blanket 온도, 그리고 높
은 중성자 조사량(Fluence)을 갖는다. 두 번째 차이는 SEAFP가 ITER에 비해 저
방사성 재료 (Low-activation Material)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SEAFP-2의 다른
하나의 목표는 실증로가 상대적으로 기 개발된 재료와 가까운 장래에 개발될 저 방
사성 Ferritic-martensitic 철을 사용하는 데, 이것이 폐기물 저장이 최소화되는 수
준으로 방사능 배출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인지를 규명하는 것이었다. 이런 차이점
때문에 ITER 연구결과를 핵융합 실증로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ITER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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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부터 얻은 경험과 지식은 연구방법의 동일성에 비추어 실증로 설계에도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핵융합로의 인.허가 목적으로 안전성을 입증하
기 위해서는 상세 설계가 필요한데, ITER는 SEAFP-2 모델과는 달리 상세설계 자
료가 이용 가능한 점도 또 하나의 차이이다.
ITER 프로그램에서는 1998년말 까지 예정되었던 설계기준사고(DBEs, Design
Basis Events)의 선정과 안전특성 및 안전요구의 확인을 위해 GEMFASE(General
Methodology of Safety Analysis and Evaluation for Fusion Energy Systems)
가 개발되었다82). DBEs는 발생빈도(Occurrence Probability)와 예상되는 사고결과
의 규모에 따라 3개(Catagory I, II, III)로 분류하였으며, GEMFASE를 적용하여 최
종설계에서 21개의 DBEs를 선정하고, 이 중 Catagory I 에는 8개, Catagory II에
8개, 그리고 Catagory III에는 5개의 DBEs를 포함시켰다.
또한 ITER 해석을 위한 새로운 전산코드도 개발하였는데, 진공용기 내 열적거
동과 연계하여 플라스마 거동을 분석하는 SAFALY나 코드 모듈 사이의 Data 이동
을 위해 개발한 ISAS 코드는 새로 만들어졌다. 반면에 경수로해석에 쓰였던 코드들
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ITER 해석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려는 노력에도 힘을
기울였다. 대표적인 예가 경수로 해석에 사용되었던 MELCOR와 같은 코드의 모델
수정/개선이다. 코드 개발과 함께 규제기관의 검토에 대비해 코드의 유효성 검증
(Verification and Validation)에 대한 연구도 동시에 수행되었다.
(가) 일본83)84)
ITER-FEAT(Fusion Energy Advanced Tokamak)에 대한 설계진전 및 연구개
발 활동과 연관하여 건설에 필요한 안전설계 방법, 설계코드, 안전관련 기술개발이
일본에서 시작되었다. 현재 JAERI에서는 ITER에 적용할 안전해석 및 설계코드의
검증에

필요한

실험자료

축적을

위한

안전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또한

ITER-FEAT의 운전 신뢰도 증대를 위한 연구와 안전특성인 피동안전에 대한 확인
을 위해서도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이중벽의 진공용기, 다량의 Tritium을
취급할 수 있는 Tritium 순화장치, 저온에서 운전되는 초전도 자석, 그리고 강한 방

82) Tetsuo Sawada et al., "Selection of DBEs for ITER EDA 1998 final dsign by GEMSAFE
methodology," Fusion Engineering and Design 54 (2001) 563-573.

83)

Kazuyuki Takase et al., "Results of two-phase flow experiments with an integrated
Ingress-of-Coolant Event (ICE) test facility for ITER safety", Fusion Engineering and Design 54
(2001) 593-603

84) S O'hira et al., "Safety Activities in JAERI related to ITER,", Fusion Engineering and Design 54
(2001) 51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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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 환경에서 운전되는 용기 내 부품에 대한 논의도 계속하고 있다. JAERI에서는
ITER-interim Design Criteria(ISDC)를 참고로 진공용기와 Tritium 정화장치에 대
한 초안을 준비하고, ITER 면진설계에 대한 일반적 지침서도 개발하고 있다.
ITER의 안전 확보를 위해 새 시설(Caisson)이 준공되어 1998년 12월 Tritium
배출 관련 실험을 수행했다. 주요 연구개발의 과제(Issue)는 (1) ITER의 비정상 상
태 시 Tritium 배출을 모의하여 Confinement 성능 확인과 다양한 조건에서
Tritium 배출량의 평가; (2) Confinement 내로 배출된 Tritium과 구조물과의 화학
적 반응이나 벽면에서의 흡수 등과 같은 Tritium 거동에 관한 분석; (3) 건물 밖
환경으로 배출된 피폭량 산정 근거가 되는 외부에서의 Tritium 거동;

(4) 보수 및

유지에 필요한 보호 장비를 개발하는 분야에 연구개발을 집중하고 있다. 또 일련의
수행된 실험결과는 Tritium 거동분석을 위해 개발된 해석코드의 검증에 이용되고
있다.
ITER의 사고 시 물리현상 이해와 해석코드 검증을 위한 일본의 대표적 핵융합
로 실험 연구로는 일본 JAERI의 ICE(Ingress-of-Coolant Event)를 가장 먼저 꼽
을 수 있다. ICE는 PFCs(Plasma-Facing Components)속으로 냉각관이 통과한다
면 어떤 사고에 의해 진공용기(VV, Vacuum Vessel)가 파열되었을 경우, 고압.고온
의 냉각수가 진공용기 속으로 유입될 수 있다. 이 경우 냉각수는 PFCs의 고온표면
과 접촉하여 증발한다. 결과적으로 VV는 수증기로 채워지고 압력은 증가할 것이다.
급속한 압력증가는 충격파를 발생시키고 용기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 이 현상
을 ICE라 부르며, ICE 실험장치는 이 현상의 이해를 위해 제작된 것이다.
ICE는 예비실험을 거쳐 VV에서 일어나는 물리현상을 정량적으로 이해하고, 핵
융합로 안전해석 전산코드의 검증을 위해 실험자료를 제공한다.
(나) 미국85)
미국의

핵융합

연구는

(i)

핵융합로

내부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생성물

(Activation Product), 먼지(Dust), Tritium, 혹은 헬륨과 같이 가장 많은 방사선원
을 차지하는 방사성 물질과 위해한(Hazardous) 물질의 거동에 대한 이해; (ii) 전자
석(Maget), 플라즈마, 붕괴열(Decay Heat), 화학반응과 같은 핵융합로의 에너지 원
(Energy Source)이 방사선원 이동에 미치는 영향; (iii) 핵융합로의 비정상 상태를
기술할 수 있는 최신 해석전산코드의 개발; (iv) 핵융합로 개념과 관련한 안전 및
환경 영향 평가이다.

85) David A Petti, et al., "Future directions in US fusion safety and environmental activities," Fusion
Engineering and Design 54 (2001) 537-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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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위한

실험들

중

APEX

(Advanced

Power

Extraction)와

ALPS(Advanced Limiter/divertor Plasma facing systems)는 핵융합로의 장래를
위해

최신

열

Innovations

제거

and

기술을

시험하는

Evaluation

실험이고,

Study)와

ARIES(Advanced

FIRE(Fusion

Ignition

Reactor
Research

Experiment)는 핵융합 발전소의 지속적인 설계 고도화 연구를 위한 개념이며,
IFE(Advanced Power Extraction)도 역시 설계기술의 고도화와 관련된 연구를 수
행하기 위해 개발하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방사성 생성물 원
(Activation Product Source)과 폐기물 관리. Tritium 생성원 항(Source Term),
핵융합 액체의 안전, 핵융합 물질(Fusion Material)의 화학적 활성도(Chemical
Reactivity), 신뢰도(Risk and Reliability), 핵융합로 안전해석 전산코드 등과 관련
한 분야에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 경수로에서 사용되는 안전해석 전산코드를 핵융합로 안전해석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코드의 수정 및 검증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86).

4-8-4. 세부단계별 목표 및 연구내용
본 연구 기획보고서에서는 현재 KDEMO의 설계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KDEMO 설계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평가 방법은 제시할 수 없다. 다만 핵융합로의
안전평가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안전목표, 안전설계 접근방법, 사건의 분류 등을
연구하기 위해 주로 SEAFP 개념을 참고하여 연구내용을 구성한다. 반면 안전해석
전산코드 체계와 이의 검증, 기타 인.허가를 위해 안전성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은 ITER에서 현재까지 많은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주로 참고하여 연구
를 수행할 계획이며, KDEMO의 설계가 진행됨에 따라 필요한 안전해석 코드체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세부단계별 연구개발 내용을 정리하였다.
1단계에서는 주로 안전개념의 정립과 안전해석 방법론 개발에 주력할 예정이다.
따라서 안전목표, 안전설계 접근방법, 사건의 분류, 그리고 일부 안전해석 전산코드
의 개발이 주요 내용인데, 일부 모델에 대해서는 기본 실험을 통해 모델 검증도 수
행할 계획이다.
2단계에서는 종합적인 코드검증에 핵심이 되는 대형 모의실험 장치를 설계하여
건설하는 것이 주 연구내용이다. 이와 동시에 1단계에서 이어 추가적으로 개발되어
86) C. Gordon et al., "Lessons learned from the ITER safety approach for future fusion facilities,"
Fusion Engineering and Design 54 (2001) 397-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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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안전해석 코드 개발이 지속되고, 필요시 부분별 검증작업도 이루어질 전망이
다. 그러나 2단계 연구의 핵심은 대형 종합장치를 건설하고, 실험조건들의 조합인
실험 Matrix를 구성하며, 실험장치의 작동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운전까지 마칠 예
정이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실제 건설된 종합실험 장치를 이용해 실험을 수행하고, 개발
된 코드의 종합적인 검증 및 평가가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KDEMO 안전해석을 위
한 방법론을 확보하는 것이다.
가. 1-1단계
1단계의 목표는 상세설계가 완성되었을 경우 규제기관의 인.허가를 위해 안전성
입증에 필요한 안전해석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발전소의
비정상 상태를 포함하여 발생 가능한 사고를 정의하고, 안전해석 범위와 방법을 적
용하기 위해 발생빈도 별로 사고 범주와 안전 허용기준을 결정해야 한다. 사고해석
을 위해 예상되는 사고의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사고 시 예상되는 주요 물리 현상
의 이해가 필요하다. 사고의 결과가 발전소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그대로 재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고해석은 전산코드를 이용
한 모의계산에 의존한다.
대부분 사고는 크게 비 냉각재 상실사고 (Non-LOCA)와 냉각재 상실사고
(LOCA)로 나눌 수 있다. 1단계에서는 KDEMO NHTS (Nuclear Heat Transport
System)의 비 냉각재 상실사고를 모의할 수 있는 안전해석 전산코드를 개발하는
것이다.

전산코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코드

개발

범위를

결정하고,

코드

Benchmarking을 위해 기본이 되는 실험 혹은 코드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은 코드를 개발하고 적용성을 평가하는 것인데, 이에는 Benchmarking
코드를 포함하여 이론과 실험결과를 이용하고, 개발된 코드의 보수성도 확인할 예
정이다.
코드개발과 동시에, 개발된 모델의 검증을 위해 분리효과 실험(Separated
Effect Test)을 설계하고 수행할 계획인데, 현재 자료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He 기체의 임계유동 실험 등과 같이 간단한 실험을 수행하고, 이론적 임계유동량
모델의 예측 결과와 비교할 계획이다. 연구과정에서 모델 평가와 관련해 충분한 국
내외 자료가 확보되면 기존 연구결과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초
임계 압수에 대한 연구는 일본의 신개념 미래형 원전인 GEN-IV 프로그램의 일환
으로 개발 중인 초임계 원자로의 자료를 활용하였지만, 기존 자료가 모델의 입증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임계유동 실험을 포함하여 필요성이 도출되는 항목별 실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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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할 계획이다.
1)

발생 가능한 사고의 정의 및 분류
a. 사고 범주 및 안전 허용기준 결정
c. 사고 시나리오 및 주요 물리 현상 분석

2) KDEMO NHTS 계통 안전해석 전산코드 개발 ( Non-LOCA)
a. 코드 개발 범위 및 전략 결정
- 개발될 코드들의 적용성 범위(Spectrum) 확정
- 코드 Benchmarking을 위한 기본 자료 확보 (실험, 코드)
b. 코드 개발 및 적용성 평가
- Benchmarking 코드, 이론, 실험 이용
- 보수성 확인
3)

모델 검증을 위한 분리효과 실험 설계 및 수행
a. He 임계유동 실험
b. 초 임계압수 Critical Flow 실험 등

나. 1-2단계
2단계는 연구기간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므로 KDEMO 원전의 종합적 계통
안전성 평가를 위해 대형 모의 실험장치 건설하는 것이다. 종합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체적비와 같은 실험시설의 규모, 실험할 현상, 그리고 수행할 시험항
목 등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실험의 규모는 예산규모와 대상 실험에 따라
다르고, 현재 실험의 규모는 정확히 결정할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안전성 관련 문제를 도출하여 실험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핵융합로의 진공용기 내부는 진공 및 고온을 유지하면서 운전되므로 사고에 의
해 Blanket의 일차 냉각재인 헬륨 (He)이 유입될 경우 급격한 압력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이 현상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진공용기 건전성 관점에서 매

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일본 JAERI의 ICE 실험은 He 냉각재 대신 수증기가 진공
용기에 유입될 경우를 실험한 것이다. 또한 증기발생기 세관의 파손에 의해 고압의
2차 냉각재가 고온의 일차 He 냉각재에 유입될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예측과 평가가 요구된다.
결국 이런 대형 실험결과는 현상의 예측을 위한 코드 모델의 검증에 궁극적으로
사용되므로, 주요 현상을 모의하기 위해 여러 실험조건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따
라서 실제 현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실험조건 및 범위가 정해져야 한다. 특
히, 전산코드 검증을 위해서는 일 단계의 연속으로 냉각재 상실 사고 (LOCA)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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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해석코드들도 개발되어야 한다. 이들 코드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을 위하여
종합실험 장치를 이용해 NHTS 내부에서 냉각재 유입 뿐 아니라, 계통에서 외부로
냉각재 상실로 인한 Tritium이나 Activated Dust의 거동추적에 대해 코드의 검증
도 이루어져야 한다. 코드의 검증 과정에서 독립된 모델의 검증이 추가적으로 필요
할 경우 이 단계에서 추가적인 분리효과실험의 수행도 예상할 수 있다.
1) 코드 검증을 위한 KDEMO 모의 실험장치 설계, 건설, 및 시험
a. 대형 종합효과(Integrated Effect) 실험
- He heating inside Vacuum Vessel
- Steam Generator Tube Rupture 등
b. 실험 Matrix 결정
2) 분리효과 실험 자료를 이용한 NHTS LOCA 해석 전산코드 검증
a. 사고 시 냉각재 및 Tritium 거동
b. Confinement 내 Tritium 및 Activated dust 추적
c. 추가 분리효과(Separated Effect) 실험 수행
다. 1-3단계
최종단계인 3단계에서는 전산코드의 유효성 검증과 사고 시 현상 이해를 위해 2
단계에서 건설된 대형 KDEMO 모의 실험장치를 이용해 필수적인 실험을 수행하는
것이다. 2단계에서 기획된 실험조건에 대해 부족한 점은 물론 상황에 따라 필요시
수정해 나가야 한다. 최종적으로 3단계에서 코드의 검증을 통해 최소한 코드의 보
수성과 신뢰성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3단계가 마무리되면 KDEMO 핵융합로 계통 설계가 완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
라서 기획된 연구개발이 완수되면, 개발된 전산코드와 실험을 통해 얻은 지식을 활
용하여 KDEMO의 인.허가용 안전성 분석 보고서 작성을 위한 안전해석 수행이 가
능하도록 대비할 계획이다.
1)

KDEMO 모의실험 수행

2) 개발된 코드/모델의 예측능력 평가
3) KDEMO 안전해석 수행

4-8-5. 추진전략
현재 국내에서는 핵융합로의 안전성 연구 경험이 없고, KDEMO의 설계도 진행
되지 않기 때문에 KDEMO 설계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평가 방법은 당장 제시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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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연구는 SEAFP에서 이미 수행된 바가 있기 때문에 핵융
합로의 안전평가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안전목표, 안전설계 접근방법, 사건의 분류
등은 SEAFP 개념을 근간으로 KDEMO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할 예정이다.
코드 체계와 이의 검증, 기타 인.허가를 위해 안전성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
용들은 ITER에서 현재까지 많은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주로 참조할 계
획이다. 안전해석 전산코드는 처음부터 모두 국내에서 새로 개발하기 보다는 효율
을 높이기 위해 ITER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로 경수로에서 사용하는 코드를 핵융합
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핵융합로 특유의 코
드는 국제협력을 통해 국내 실험자료를 제공하고 활용하여 공동 검증하는 하는 조
건으로 해외에서 개발된 것을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왜냐하면, 전 과정의
코드 개발을 국내 자체에서 수행할 때는 경제적, 기술적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중점 분야는 실험수행과 코드검증 연구이다. 특히, 대형실험의 경우
가능한 해외에서 수행된 실험연구 결과를 최대한 활용하지만, 세계적으로 수행되지
않았고 다른 실증로에도 적용도가 높으며 파급효과가 큰 항목을 선택하여 설계, 건
설, 및 시험운전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국내 실험연구에 대한 능
력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직접 물리현상을 이해할 수 있기 때
문에 여기서 얻은 지식은 타 유사 연구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경우
에 따라서는 해외의 관심을 끌어 실험에 공동투자하거나 한국 주최로 국제공동 연
구의 제안도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기술과 KDEMO 설계의 신뢰성을 해외에 널리
알리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코드의 평가는 실험 자료 뿐 아니라, 기 개발되고 검증된 코드를 국내 개발하는
코드의 참조용(Benchmarking)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Benchmarking 코드를 이용
할 경우의 장점은 실험자료 보다는 코드의 상세한 세부 내용을 상호 비교.분석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코드개발의 노력과 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국내에서 개
발된 코드는 국내 자체 검증 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분배하여 검증케 함으로써
코드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고 객관성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4-8-6. 소요연구자원 (추정)
년도
소요예산(억원)
인력
(총man-year)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9

12

14

17

50

50

30

29

28

18

257

4

5

6

7

10

10

10

9

8

8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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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핵융합 발전로 차세대 재료기술 개발
5-1절. 1단계 사업의 요약
최근 원자력 산업에서는 발전뿐만 아니라 핵열을 이용하기 위한 안전성과 효율
성이 우수한 차세대 에너지 시스템의 개발이 각광을 받고 있다. 또한 이산화탄소의
지구 온실효과와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할 청정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GEN-IV 프로그램과 같은 핵분열 에너지 시스템의 공동
연구 추진과 단기적으론 ITER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장기적으로 DEMO reactor나 발전
로를 고려한 핵융합 개발 프로그램이 원자력 선진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원
자력 에너지 시스템들은 그림5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중성자 fluence나 운전온도가
높아져 시스템의 운전조건에 매우 열악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이런 환경
에 견딜 적정 재료개발이 필수적이며, 재료의 물성 및 성능 평가를 위한 충분한 자
료의 확보와 적정 소재의 선정 및 신소재 개발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핵융합 분야는 고에너지를 지
즈마에 의한 영향 등 핵분열
에너지 시스템과 다른 새로운
운전환경에

따른

재료문제가

훨씬 크게 부각된다. 핵융합로
와 관련된 기술적 분야는 다음
페이지 그림54에 나타내었듯이

Thermo-chemistry (oC)

닌 중성자에 의한 영향, 플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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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몇 개의 분야로 나누어 생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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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지만, 각 분야마다 다양
한

재료기술들이

핵심기술로

1 0 21

10 2 2

N eu tron Flu e n c e

1 023

1 024

(n /cm 2 )

그림 119 원자로형별 가동온도 및 중성자 플루언스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중요성에 불구하고 국내의 핵융합로 기술 수준은 미천하기만 하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국내의 원자력 산업이 2세대 원자로인 경중수로 위주에서
미래형 원자력 시스템 개발을 위한 전환국면을 맞이하고 있고, 미래형 원자력 시스
템의 하나인 핵융합로 에너지 시스템과 관련 하여선 ITER 건설 착수를 위한 선진국
의 기술 개방화 틈새가 공존하므로 면밀한 계획을 통한 핵융합로 에너지 시스템 개
발에 참여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
선진 각국에 그렇듯이 핵융합로 재료문제는 ITER 이후의 핵융합로 시스템 실현
을 위한 핵심 기술이며, 국내외 연구연건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전략적인 요소들
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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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0 The Materials Science Program Provides the Underlying
Materials Science Knowledge Base within the virtual laboratory of
technology.

1) 핵융합 에너지 시스템의 기술적인 실현, 성능, 안전성, 경제성 향상을 위한 혁
신재료 및 제조 기술의 개발
2) 핵융합 실험(TBM 포함) 및 실증로를 위한 중단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료응용

기술 개발/적용
3) 재료 특성 및 성능 평가 기술 확보 및 data base 구축과 설계를 위한 자료 제공
4) 고에너지 중성자 환경에서 재료 현상에 대한 기초 과학적 이해
5) IEA 'Nuclear Technology of Fusion Reactors' agreement와 'Fusion Materials'
agreement 에서 수행하는 재료연구 그룹군과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핵융합재료
기술 주도국 진입
6) GEN-IV 프로그램 등과 Cross Cutting 요소기술 접목을 통한 재료기술 향상 효율
성 극대화
핵융합로 각 구성요소별로 다양한 소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플라즈마를 중심으
로 블랭킷까지에 위치하는 구조용 소재는 매우 혹독한 운전여건에서 특성을 발휘하
여야 하므로 적정 소재의 개발 및 소재에 대한 신뢰성 높은 물성/성능자료가 운전
효율이 높은 핵융합로 실현을 위한 선행요소가 된다. 따라서 핵융합로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 러시아에서도 핵융합로 재료 개발 연구는 구조
재와 플라즈마 대면재에 많은 연구를 집중하고 있다. 또한 IEA의 fusion material
관련 공동연구 프로그램과 nuclear technology of fusion reactors 관련 공동연구
프로그램에서도 FM 강, ODS FM 강, V 합금, SiC/SiC 복합체, Be, Insulator, 세라
믹 증식재, 플라즈마 대면재와 관련된 공동연구가 미국, 일본, 유럽연합. 러시아
등이 참가한 가운데 수행되고 있다. 따라서, 구조재를 중심으로 한 재료연구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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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되어 단기적으론 ITER TBM 제작 및 생산 data 이용 방안이 마련되고, 장기적으론
발전로를 대비한 재료기술 고도화를 이루어야 한다.

5-1-6. 소요예산(직접비) 및 소요인력 요약
<소요예산 요약>
연도
항목

1단계
(2005~2007)

2단계
3단계
(2008~2010) (2010~2014)

합

계

SiC 복합재료

20

25

32

Vanadium 합금

10

16

22

고온초전도 소재

6

12

20

디버터재료
발전로재료 조사손상
분석모델링 및 검증평가

9

16

25

77
48
38
50

12

20

25

57

57

89

124

270

합 계

<소요인력 요약>
연도
항목

1단계
(2005~2007)

2단계
3단계
(2008~2010) (2010~2014)

합

계

SiC 복합재료

12

15

22

Vanadium 합금

6

9

12

고온초전도 소재

6

10

16

디버터재료
발전로재료 조사손상
분석모델링 및 검증평가

9

12

16

49
27
32
37

9

12

18

39

42

58

84

184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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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절. 차세대 발전로용 SiC 재료기술
5-2-1. 1 단계 최종목표
핵융합 실증로 및 발전로용 SiCf/SiC 복합체 구조재

및 SiC코팅기술 개발

- 열효율 50% 이상인 핵융합로 시스템 구조재료
o

o

- 최대 작동온도 1000 C, 냉각재 최대온도 900~1200 C 인 저방사화 구조재
- 100~200 dpa 조사 손상을 극복할 수 있는 내방사선 재료
- 액체리튬에 의한 MHD감압효과 차단용 SiC insert 기술개발

5-2-2. 세부단계별 목표 및 연구범위
단계

목표

연구내용

SiC 복합체/insert
제조기술 개발

-

SiC복합체 제조기술 평가
SiC복합체 최적제조공정 및 제조기술 확보
고강도, 고열전도성 SiC 복합체 개발
SiC insert 코팅기술 개발
노외 고온특성 평가기술 확보

2단계
(2008-2010)

조사성능평가 및
성능향상기술 개발

-

노내특성 평가기술 개발
열적·기계적 특성 조사열화 거동 평가
He, H 형성 영향 평가
조사손상 모델링
냉각재, 증식재, 증배재 등과의 양립성 평가

3단계
(2011-2014)

SiC 블랭킷구조재
요소기술개발 및
물성/성능 DB확보

-

대형 부품 제작 요소기술 개발
기밀성 접합 및 코팅 기술 개발
내환경·
고열전도성 SiC복합체 제조기술 개발
기본특성 DB 확보

1단계
(2005-2007)

5-2-3. 기술 현황
SiC는 열적, 기계적, 화학적 안정
성이 우수하며 14MeV의 중성자 조사
에 의한 유도 방사능이 매우 낮기 때
문에 DEMO등 제1세대 발전로 다음의
차세대 상용 핵융합발전로의 노내 구
조물 후보재로 필수적인 것으로 고려
되고 있다. SiC의 우수한 고온 기계
적 특성, 화학적 안정성은 높은 냉각
그림 121 DEMO 및 그 블랭킷 형태별로 본
냉각재온도 및 발전효율

재 온도를 달성할 수 있고, 이에 따
라 옆의 그림56에 나타낸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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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효율이 45~60%에 이르는 우수한 성능의 핵융합로 설계를 가능하게 한다. SiC 단
미소재는 취성파괴를 하기 때문에 핵융합로용 구조재로는 SiC 장섬유 강화 세라믹
복합체 (이하 SiCf/SiC)의 형태를 이용한다. SiCf/SiC복합체는 SiC 단미소재와는
달리 80년대말부터 비로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되어 소재개발의 여지
가 많으며 고온, 조사 환경하에서의 성능에 대한 불충분한 자료 확보로 많은 연구
개발이 요구된다.
(가). SiC 복합체를 적용하는 DEMO reactor 의 특성 및 디자인 요건
SiCf/SiC를

블랭킷

구조재로

고려하고

있는

핵융합로

개념으로는

미국의

ARIES-I, ARIES-IV, ARIES-AT와 유럽의 TAURO 및 일본의 DREAM, A-SSTR2 등이 있
다. 여기서는 ARIES-AT, TAURO, DREAM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DEMO reactor의 주요
설계인자와 각 개념에서 요구되는 SiCf/SiC 복합체의 성능을 요약하였다. 아래 [표
79]는 SiCf/SiC 복합체를 구조재로 사용하는 DEMO reactor들의 주요 성능을 나타낸
것이다. TAURO와 ARIES-AT는 Pb-17Li 액체금속을 증식재 및 냉각재로 사용하며
ARIES-I 과 DREAM은 증식재로 세라믹을, 냉각재로 He 기체를 사용한다.

표 104.

SiCf/SiC를 구조재로 채택한 차세대 상업발전로모델들의 성능사양
TAURO, '96

Normal operation
Fusion power
Electrical power
Net efficiency
Blanket lifetime
Mode of operation
Plasma geometry
Major plasma radius
Aspect ratio
Wall loads (FW, divertor)
Max. FW surf. heat flux
Max. Div. surf. heat flux
Avg. Neutron Wall load
In-vessel components
Structural material
Breeding material
Neutron multiplier
Coolant
Coolant inlet/outlet temp.
FW protection

ARIES-I

ARIES-AT

DREAM, '97

3000MW
1000MW
45%
5 years
continuous

1925MW
1000MW
49%
7.2 years
continuous

1719MW
1000MW
59%
2 years
continuous

5500MW
3000MW
>45%
<4 years
continuous

9.4m
4.5

6.75m
4.5

5.2m
4

16m
8

0.5MW/m2
5MW/m22
2MW/m

0.5MW/m2
4.5MW/m22
2.5MW/m

0.7MW/m2
5MW/m2 2
4.3MW/m

0.5MW/m2
5MW/m22
3MW/m

SiC/SiC
Pb-17Li
Pb-17Li, 2MPa
450/860℃
SiC (CVD)

SiC/SiC
Li2ZrO3
Be
He, 10MPa
350/650℃
SiC (CVD)

SiC/SiC
Pb-17Li

SiC/SiC
Li2O
Be
Pb-17Li, 1MPa He, 10MPa
650/1100℃
600/900℃
SiC (CVD)
SiC (CVD)

(1) TAURO
TAURO 블랭킷은 Pb-17Li 액체금속의 container 역할을 하는 SiCf/SiC box들로
구성되어 있다. Pb-17Li 는 냉각재 및 증식재의 역할을 하며 삼중수소를 운반한다.

- 347 -

Pb-17Li 액체금속은 블랭킷 모듈의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 파이프를 통해 공급되며 이는
다시 5개의 sub-module로 나뉘어져 주입된다
(그림57 참조). 각 sub-module에서 냉각재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바닥에서 U-turn을 하
여 2번 채널의 아래에서 위쪽으로 흐르게 된
다. TAURO 블랭킷의 설계에 있어 SiCf/SiC는
3차원으로 직조된 복합체를 가정한 것이며
모든 방향에서의 열전도도가 15 W/m·K로 동
일하다고 가정한 것이다. 이외에 TAURO의 설
계에 반영된 SiCf/SiC 특성을 아래 그림58에
2

나타내었다. 표면의 heat flux 0.5 MW/m ,
냉각재 입구온도 750℃, 냉각재 유속 1.3
그림 122 EU의 TAURO블랭킷 얼개.

m/s, 제일벽 두께 6 mm, 모듈의 폭 0.3 m,
모듈 길이 2 m 등을 가정하면 냉각재 출구온

도는 860℃가 된다. 이때 제일벽의 두께방향으로 걸리는 최대응력은 63 MPa, 최대
전단응력은 30 MPa 이다. 최대 인장응력은 125 MPa 이며 SiCf/SiC 복합체의 최대온
도는 약 1050℃이다.

그림 123 TAURO의 설계에 사용된 SiCf/SiC물성의 요약.

(2). ARIE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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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ES-AT는 TAURO와 같이 Pb-17Li 액체금속이 증식재 및 냉각재 역할을 하며 냉
각재는 최대 5 MW/m2의 heat flux가 인가되는 divertor를 거쳐 블랭킷 쪽으로 공급
된다. 블랭킷을 빠져나온 냉각재는 He을 2차 냉각재로 사용하는 열교환기를 통하게
된다. 여기서 He의 최대온도는 1050℃이며 열효율은 약 58.5%에 이른다. ARIES-AT
의 outboard 블랭킷에서 SiCf/SiC 복합체의 두께는 4 mm, CVD SiC 코팅층의 두께는
1 mm 이다.

이 조건에서 SiCf/SiC의 열

전도도 20 W/m·K, Pb-17Li 유속 4.2
m/s, 냉각재 입구온도 764℃를 가정하면
CVD

SiC층의

SiCf/SiC

최대온도는

구조체의

1009℃,

최대온도는

996℃,

SiC/Pb-17Li 계면의 최대온도는 994℃가
된다. Divertor는 에 나타낸 것처럼 2
cm X 2.5 cm 크기의 채널로 구성되어 있
으며 제일벽쪽 벽은 0.5 mm 정도로 얇고
뒤쪽 벽은 3 mm 의 두께를 갖는다. 또한
제일벽 쪽에는 3.5 mm의 두께로 W이 접
합
그림

124

ARIES-AT에

SiCf/SiC의 물성표.

채택된

SiCf/SiC

또는

코팅되어

있다.

그림59는

ARIES-AT의 설계에 사용된 주요 SiCf/SiC
복합체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3) DREAM
DREAM은 토러스의 aspect ratio가 8 정도로 크고 SiCf/SiC 저방사화 재료를 사
용함으로써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된 개념으로 후에 약간의 수정을 거쳐
A-SSTR2에 적용되었다. 블랭킷
모듈의 폭(toroidal length)은
제조 및 보수를 고려하여

500

mm 이하로 설계되었으며 높이는
500 mm, 깊이는 650 mm 이다.
고체증식재를

사용하는

DREAM

블랭킷모듈은 제1벽, 삼중수소
증식부, 고온 차폐부 등으로 이
루어져 있으며 이들은 볼트에
의해 냉각링과 연결된다. 모듈
내에는 지름 1 mm의 Be 증배재
그림 125 DREAM설계에 채택된 SiCf/SiC재료

와, 지름 1 mm의 Li2O 또는 여타

의 피폭후 물성표.

Li계 세라믹스 증식재, 지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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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의 SiC 고온 차폐재가 채워져 있다.
He 가스 냉각재는 냉각링의 입구파이프를 통해 주입되어서 이중벽 구조로 되어
있는 제 일벽의 냉각패스를 따라 흐르게 되고 다공성의 격벽을 통해 모듈 내부로
공급된다. 이후 모듈내의 물질들을 냉각하고 냉각링의 출구 파이프를 통해 빠져나
간다. 플라즈마측 벽의 두께는 4 mm, 내측 두께는 8 mm 이고 두 벽 사이에 3X10
2

mm 의 직사각형 냉각채널이 존재한다. 제 1벽의 전체 두께는 15 mm 이다. DREAM의
설계에서 반영된 SiCf/SiC의 특성을 그림60에 정리하여 두었다.
(나). 핵융합로용 SiC 복합체 개발현황
핵융합로용 SiCf/SiC 복합체 재료개발 연구는 앞에서 언급한 DEMO 및 상용로에
서 요구되는 설계요건을 만족하는 재료를 개발하고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다. 연구개발의 주요 항목으로는 고성능 SiCf/SiC 복합체의 제조와 접합기술, 복합
체의 기본특성 및 노내 특성 평가, 허용응력 및 사용온도 한계 결정, 수명 평가 등
을 들 수 있다. 현재 SiCf/SiC 복합체의 주요 개발방향중의 하나는 섬유 및 기지상
의 화학량론비를 개선하는 데 있다. 이는 SiC의 화학량론비가 복합체의 고온특성
및 조사손상 특성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SiC 복합체의 제조
방법 중 화학기상침착법 (CVI, chemical vapor infiltration)은 정량비를 갖는 결
정질 SiC 기지상을 제조하는데 가장 유리한 방법이다. CVI 방법외에 기지상을 제조
하는 방법으로 CVR (chemical vapor reaction), PIP (polymer impregnation &
pyrolysis, reaction sintering (RS)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방법들은 이차상의 잔
류, 비화학량론비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가격
대비 성능면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유리한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선
별이 필요하다. 섬유와 기지상간의 계면 물질로는 C, SiC, BN 등이 사용되고 있는
데 BN은 B의 핵반응에 의한 He 발생과 N에 의한 방사화의 문제로 핵융합로용으로는
적절치 않다. 최근에는 C의 두께를 줄이기 위해 C/SiC 다층계면에 대한 연구도 이
루어지고 있다.
핵융합로의 DEMO 개념에서는 SiC 섬유가 3차원으로 직조된 3D SiCf/SiC를 요구
하지만 화학기상침착법에 의한 치밀화의 어려움 때문에 현재는 주로 2D 복합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프랑스의 SNECMA에서는 직조 방법을 개선함으
로써 5% 이하의 낮은 기공율을 갖는 복합체를 제조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3D SiCf/SiC는 층간 기계적 강도 및 열전도도를 개선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복합체의 접합에는 reaction bonding/sintering, polymer-based method,
brazing, stitching, mechanical joint 등이 고려되고 있는데 접합관련 연구는 아
직 초기상태이다.
SiCf/SiC 복합체를 핵융합에 적용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 중의 하나
는 복합체의

제조비용이다. 지난 10여년에 걸쳐 탄소섬유 복합체의 가격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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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SiCf/SiC 복합체의 대량생산이 이루어질 경우 현재의 1/10
정도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Hi-Nicalon

계의

섬유보다

Tyranno-SA가 경제적인 관점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가격을 고려할
때 약 20년 후에는 SiCf/SiC 복합체의 제조단가는 약 400/kg 정도가 될 것으로 예
상하고 있다. SiCf/SiC 복합체 제조비용의 약 50%는 SiC 섬유에 의한 것으로 경제
성이 우수한 복합체 제조를 위해서는 저비용의 섬유제조 기술이 요구된다.
(가) SiC 장섬유의 제조와 주요특성
핵융합로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SiC 섬유는 내방사선 및 내열 특성이 우수하고
직조가 용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섬유의 직경이 작고 화학량론비가 맞아야
하고 SiC의 결정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SiC 섬유는 주로 일본을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져 왔는데 현재까지 상용화된 주요 섬유의 특성을 아래 그림61에 나타내었
다.

그림 126 상용화된 SiC섬유들의 물성표.

Nicalon 및 Hi-Nicalon은 많은 양의 산소 및 탄소 불순물과 비정질상을 포함하
고 있어 핵융합로에 응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며 Dow에서는 더 이상 SiC 섬유를
생산하지 않고 있다. MER 섬유는 탄소섬유를 화학변환시킨 것으로 섬유 중심부에
미변환된 탄소를 포함한다. 현재는 직조가 비교적 용이하고 순도 및 결정성이 높은
Tyranno-SA 섬유를 중심으로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62
는 다양한 SiC 섬유에 대해 중
성자 조사 후 밀도 변화를 관찰
한

것이다.

Nicalon,

Hi-Nicalon, 저급 Tyranno 섬유
등과 같이 불순물 및 비정질상
을 포함하는 섬유들은 중성자
조사에 의해 밀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밀도의 증가는
부피

수축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림 127 SiC섬유의 조사후 밀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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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와 기지상 간의 계면에 균열을 발생시킴으로써 복합체의 특성을 감소시키게 된
다. 반면 결정성 및 순도가 높은 Sylramic 섬유는 밀도, 즉 부피의 변화가 크지 않
다.
(나) SiC 복합체의 제조방법
SiCf/SiC 복합체의 주요 제조방법으로는 CVI, PIP, RS 등이 있다. CVI 방법은
MTS (methyltrichlorosilane, CH3SiCl3)와 같은 금속유기화합물을 열분해시켜 SiC
기지상을 제조하는 것으로, 공정온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내조사 특성이 우수한 화
학양론성의 결정질 SiC 기지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공정시간이 길고 잔류기공이 존재하며 제조단가가 비싼 문제점이 있다. PIP
는 PCS (polycarbosilane)등과 같은 유기화합물을 SiC 분말과 혼합하여 슬러리를
만든 후 이 슬러리를 SiC 섬유 프리폼에 침투시켜 열분해시킴으로써 SiC 기지상을
얻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대형의 복잡한 형상 구조물을 제조하는데 유리하며 제조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화학정량비의 결정상 SiC를 얻기 어려워 열전도도
가 낮고 열분해 시 부피수축으로 균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정의 반복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Tyranno-SA와 같이 내열성이 우수한 섬유가 개발됨으로써 열분해 온도를
높여 결정성 및 화학양론성이 우수한 SiC 기지상을 제조할 수 있고 AHPCS와 같은
새로운 유기화합물이 개발되어 PIP 방법도 특성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RS 공정은
C와 SiC 분말을 프리폼에 채워 넣고 Si을 용융·침투시켜 C와 반응시킴으로써 SiC
기지상을 제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기공이 거의 없고 열전도도가 우수한 복합
체를 제조할 수 있으나 미반응 Si의 잔류로 인해 내열 및 내조사 특성에 문제가 있
다. 이상의 방법 이외에 MER 사에서는 Cf/C 복합체를 SiO 가스와 반응시켜 SiCf/SiC
복합체를 제조하는 CVR 방법을 개발하였는데 50-70 W/m·K의 상대적으로 높은 열전
도도를 얻을 수 있고 내열성이 우수하지만 미반응의 C이 존재하는 문제점이 있다.
PIP 방법의 한 종류이기는 하지만, 프리폼에 침투시킨 PCS 등의 유기화합물을 전자
빔을 조사하여 불융화 처리함으로써 SiC 수율을 높여 고밀화를 이루려는 연구도 이
루어지고 있다.
(다) SiC 복합체의 주요 노외특성
현재까지 상용화된 SiCf/SiC 복합체의 주요 특성을 다음페이지 그림63에 요약하
3

였다. 밀도는 2.1~2.7 g/cm , 기공율은 4~10% 범위이다. 복합체의 영률은 사용한
섬유의 영률과 유사한 값을 갖는다. 인장강도는 200~300 MPa, 곡강도는 300~400
MPa 정도이나 실험실 규모로 제조된 복합체는 400 MPa 이상의 인장강도와 700 MPa
이상의 곡강도 값도 보고되고 있다. 열전도도는 상온에서 6~20 W/m·K 정도로 보고
되고 있는데 DEMO reactor 에서는 1000℃에서 조사후의 열전도도가 15~20 W/m·K 이
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특성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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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8 상용화된 SiCf/SiC 복합체의 주요 특성 요약.

(라) SiC 복합체의 중성자 조사거동
중성자 조사는 Si 및 C 원자의 격자이동을 일으키고 이에 따라 SiC의 비정질화,
점결함 및 보이드 형성을 가져와 부피 팽창을 일으키게 된다. 상온 및 150℃ 이하
에서는 비정질화가 주로 일어나며 150℃ 이상 1000℃ 이하에서는 점결함의 형성에
의해 부피팽창이 일어나게 된다. 1000℃ 이상에서는 보이드의 형성이 이루어지고
부피변화는 조사량에 의존하게 된다. 현재까지 1000℃ 이상에서의 부피변화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이드 형성에 의해 부피 팽창이 일어나는 최소온도가 보
다 정확히 정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CVD SiC뿐 아니라 CVI에
의해 제조되는 SiCf/SiC 복합체는 기지상이 CVD SiC와 같기 때문에 유사한 부피변
화 거동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페이지 그림64는 중성자 조사에 의한 SiC 단미 및 SiCf/SiC 복합체의 열
전도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1000℃의 조사온도에서는 조사전과 비교하여 약 50%
정도의 열전도도 감소를 나타내며 400℃에서는 10-20% 정도의 열전도도를 유지한
다. 그림64는 중성자 조사에 의한 SiCf/SiC 복합체의 곡강도값 변화를 나타낸 것이
다. Nicalon 및 Hi-Nicalon 섬유로 제조된 복합체의 경우에는 1dpa의 조사량에서도
강도가 20-30% 감소하며 10dpa 에서는 60% 이상 강도가 감소한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중성자 조사에 의해 섬유가 수축함으로써 섬유와 기지상간의 계면에
균열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Tyranno-SA, Hi-Nicalon Type S
등과 같이 고순도의 결정질 섬유를 사용한 경우에는 10 dpa 까지 강도변화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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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을 알 수 있다.
고에너지의 중성자 조사는 SiC에서
격자의 이동뿐만 아니라 화학적인 핵
종변환을 일으킨다. 이러한 핵종변환
에 의해 생성되는 원소는 He, H 과 같
은 기체 및 Mg, Al 과 같은 금속원소
등이 있다. 이러한 화학적인 변화가
그림 129 중성자 조사에 의한 SiC 단미 및
SiCf/SiC 복합체의 열전도도 변화

SiCf/SiC 복합체의 특성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 지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
지만 가속기를 이용한 He 주입실험 등

을 통해 이에 대한 영향평가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다. 950℃에서 2500ppm의
He을 주입하였을 때 약 38%의 곡강도
값의 감소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마) 블랭킷 구성요소와의 양립성
DREAM 과 같은 기체냉각형 핵융합로에
서는 고체 증식재 및 증배재, He 냉각
그림 130 중성자 조사에 의한 SiCf/SiC 복합
체의 곡강도값 변화

재 내의 불순물 등과의 화학적 양립성
을 평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SiC와
Li4SiO4, Li2TiO3, Li2ZrO3 등의 세라믹

증식재 간에는 모두 반응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Li4SiO4는 He 가스중에
포함된 미량의 O2 불순물에 의해 생성된 SiO2와 1000℃ 이상에서 반응하여 Li3SiO3
를 형성한다. Li2ZrO3는 1100℃ 이상에서 SiC와 반응하여 ZrC 및 Li2SiO3를 형성한
다. Li2TiO3는 1160℃ 이상에서 SiC와 반응하여 TiC 및 Li2SiO3를 형성한다. He 가
스에 포함된 O2 불순물은 SiC 복합체 표면에 SiO2를 형성하여 고체 증식재와의 반응
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섬유와 기지상간의 계면상으로 존재하는 탄소층을 산화시켜
균열 성장을 일으키게 된다. Be 증배재와 SiC 간에는 700℃에서는 반응이 없으나
800-900℃에서는 Be2C-Si 가 형성됨이 보고되었다. 따라서 Be와의 반응 억제를 위
한 코팅층이 필요하다. TAURO 및 ARIES-AT 등의 용융금속 냉각형에서는 Pb-17Li와
의 양립성 평가가 요구된다. SiCf/SiC 복합체는 Pb-17Li에 대해 800℃, 1500 시간
의 시험조건에서 안정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1100℃의 고온에서 빠른
유속 (1 m/s)을 갖는 Pb-17Li와 장시간 (>10000 h) 안정성 시험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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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세부 단계별 연구내용
<1-1단계>
목표: SiC 복합체 제조기술 및 SiC insert 코팅기술 개발
연구내용:

1) SiC 복합체 제조기술 평가
2) SiC 복합체 최적 제조공정 선정 및 제조기술 확보
3) 고강도, 고열전도성 SiC 복합체 개발
4) 노외 고온특성 평가기술 확보
5) SiC insert 코팅기술 개발

<1-2단계>
목표: 조사성능 평가 및 성능개량 기술개발
연구내용:

1) 노내특성 평가기술 개발
2) 열적·기계적 특성 조사열화 거동 평가
3) He, H 형성 영향 평가
4) 조사손상 모델링
5) 냉각재, 증식재, 증배재 등과의 양립성 평가
6) 기본물성 DB구축

<1-3단계>
목표: SiC 블랭킷 요소기술 개발 및 복합재-박막 성능개량
연구내용:

1) 내환경-고열전도성 SiC복합재료 성능개량
2) 기밀성 접합 및 코팅 기술 개발 및 성능개량
3) 대형 부품 가공 및 제작 요소기술 개발
4) SiC 복합재료 및 박막 양산공정기술 개발연구

5-2-5. 추진전략
SiC 복합체 제조 공정 연구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 개발된 새로운 제조공정을 중심
으로 수행한다. 고온 특성 평가는 ORNL 세라믹스 연구팀 정보교류를 통하여 장비
설치 및 평가법을 완성한다. 조사성능 평가는 IEA subtask 그룹의 참여를 통하여
공동연구 방안을 모색하며, 빔이용 모사시험은 쿄토대학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개발된 소재의 중성자 조사손상 평가는 ORNL등과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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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1 SiC 재료개발 업무추진도.

5-2-6. 연차별 소요예산 및 소요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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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절.

Vanadium 합금 기술개발

5-3-1. 1 단계 최종목표
액체리튬 양립성이 우수한 발전로 구조재용 Vanadium 합금 개발
- 핵융합로 구조재

최대 적용온도 700oC, 냉각재 최대온도 600oC 이상을 위한

고온 금속 재료
- 액체 Li 및 Li 합금과 양립성이 우수하고 내방사선이 우수한 저방사화 재료

5-3-2. 세부단계별 목표 및 연구범위

5-3-3. 기술 현황
바나듐 합금은 우수한 고온강도, 높은 열응력인자, 낮은 방사화 특성, 등을 가
지고 있어서 핵융합 소재의 하나로 주목받는 재료이다. 특히 바나듐 합금은 액체
리튬과의 compatibility가 타 금속소재에 비하여 탁월하므로 액체 리튬을 블랭킷
소재로 바나듐 합금을 구조재로 하는 블랭킷의 경우 다른 블랭킷 개념들에 비하여
더 높은 온도에서 가동할 수 있고 증식재를 교체해 줄 필요가 없으므로 효율이 더
높은 블랭킷 설계가 가능하게 된다. 핵융합 소재로서의 바나듐합금은 V-4Cr-4Ti 합
금이 주 후보소재로 주목받고 있고 대부분의 연구는 이 합금에 집중되어 있는데 바
나듐합금은 산소나 탄소 및 질소와 같은 침입형 원소에 영향을 많이 받고 특히 바
나듐은 산소 원소와 친화성이 높아서 합금의 제조 및 가공에 있어서 분위기 산소의
조절이 매우 중요하다.
핵융합 소재로서의 바나듐 합금은 600℃까지에는 낮은 압력의 액체 리튬 냉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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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맞닿는 부위이며 He이나 FLiBe (Fluorine-Lithium-Beryllium) 냉각재와 사용되
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저온영역에서는 조사취화 때문에, 고온영역에서는 고
온 크리프, He 취화, 냉각재와의 compatibility 문제 때문에 사용온도 가능구간이
제한된다. 단, coating 층을 적용할 때에는 사용온도 구간을 400-700℃ 정도까지
높일 수 있다. 또한 바나듐합금의 경우 요구특성을 맞추기 위해서 불순물의 양을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낮추어야할 필요성과 함께 이에 따른 재사용 가능성에 대한 연
구도 계속되고 있다.
1990년대 중반에 미국의 G.A (General Atomics)사에서 1톤 규모의 V-4Cr-4Ti 잉
고트를 시험 제조하고 WCA (Wah Chang of Albany), ANL, ORNL과 협력하여 판재 및
튜브재를 생산하여 파괴인성 및 조사특성 등 제반 특성 평가를 수행한 바 있다.
러시아에서는 시험제조한 바나듐 합금에 대하여 fast neutron spectrum에서
350-800℃의 온도영역에서 60 dpa까지 in-pile 시험 수행하였으며 Ti 첨가가 조사
팽윤을 낮추는데 가장 유효한 원소인 것을 밝힌 바 있다.

2000년도에 일본의 NiFS

에서는 100 Kg급 바나듐 합금을 제조하였는데 이는 미국에서 제조한 1톤 규모의 잉
고트에 비하여 불순물 특히 산소의 농도가 더욱 낮아서 (약 330 ppm에 비하여 180
ppm 수준) 기계적 특성이나 조사특성이 더 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나듐 합금의 개발과 관련하여서는 침입형 원자들 (C, O, N)의 역할에 대한 이
해가 아직도 부족한 상태이다. 즉 450℃이하의 저온영역에서는 침입형 원자의 함량
이 적을수록 기계적 특성이 좋아지나, 고온영역에서는 이와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V-4Cr-4Ti 합금의 경우 크리프 강도를 더욱 개선시켜야할 필요가 있으며 조사 크리
프 특성에 대한 연구는 저온 영역에서만 조금 있는 형편이어서 이에 대한 연구도
더욱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바나듐 합금에의 코팅 연구는 self-cooled 리튬 냉각재와 함께하는 바나듐 합금
구조물의 경우 magneto-hydrodynamic pressure drop 을 완화해주기 위하여 전기 절
연 코팅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코팅 층의 전기저항도
2

와 코팅 층의 두께는 100Ωcm 정도인데, 코팅 층의 두께를 5-10마이크론 정도로
하는 경우, 전기 저항도는 10

5

- 10

6

Ωcm 정도여야 하며 예상 운전온도 영역

(400-750℃)에서 액체 리튬과 바나듐 합금과의 compatibility가 충분히 있어야할
것이다.
코팅 후보소재로는 전기 저항도와 compatibility를 고려할 때, CaO, AlN, Y2O3,
BeO, MgO, Er2O3, Sc2O3, CaZrO3, BN, 그리고 Si3N4 등이 포함되는데, Ca 와 AlN 에
주로 연구를 집중하고 있다. 미국의 ANL, 그리고 러시아의 Inst. of Physi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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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Engineering, 일본의 NiFS 등에서 in situ 코팅 생성법과 vapor deposition
법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5-3-4. 세부 단계별 연구내용
<1-1 단계>
목표: 실험실 규모의 바나듐 합금 시험제조 및 가공
연구내용
1) 바나듐 합금 제조에 필요한 요소기술 확보
a. 불순물 제거 기술; 진공 용해, 전자빔 용해, 등을 통한 정련 기술
b. 열간 가공시 분위기 조절을 통한 오염 방지 기술
2) 시험제조 시편의 분석 및 특성 평가
a. 침입형 원소 조절 및 거동/영향 분석
b. 미세조직 변화 분석 및 기계적 특성 평가
<1-2 단계>
목표: 바나듐 후보합금 제조와 특성 평가 및 insulator 코팅 기술 개발
연구내용
1) V-Cr-Ti계 포함 후보합금 제조
a. V-10Cr계, V-5Cr계 포함 후보 합금 제조
b. 시험제조 후보합금 및 기 개발 후보합금의 비교분석
2) 후보합금의 특성평가
a. 상온 및 고온 기계적 특성
b. 파괴특성 (열적 및 분위기에 따른 embrittlement, 등)
3) 증식재 및 냉각재와 양립성 평가 기술 확보
4) insulator 코팅 공정 개발 및 코팅층 특성 평가
5) 조사손상 정보 수집 및 조사시험 방안 도출
<1-3 단계>
목표: 바나듐 후보합금 성능평가 및 개량 바나듐 후보합금 제조와 특성평가
연구내용
1) 증식재 및 냉각재와 양립성 평가 및 성능자료 생산
2) 코팅 층 개선 공정 개발 및 MHD 효과 평가와 개선 방안 도출
3) 조사손상 시험 및 평가
4) 새로운 합금원소 첨가, multiphase 조성, grain (boundary) 조정, 등을 통한 개
량 바나듐 합금 제조 및 특성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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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추진전략
○ Vanadium합금개발은 2-3-3절의 액체리튬 소재기술 및 운용기술개발과제와 긴밀
한 협조 및 연계하에 자체냉각 액체리튬(self-cooled liquid-lithium, SCLL)방식의
증식블랭킷용 요소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구조재로서 바나듐합금이 기여할 수 있도
록 목적지향적으로 추진한다.
○ 특히 Test Loop설계-제작 및 양립성실험과정은 액체리튬 블랭킷 개발과제와 긴
밀한 연계하에 증식블랭킷 기술개발이라는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의-조정
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 Vanadium합금개발의 전망은 선진국에서도 엇갈리고 있는 현황이므로, 개발현황
을 상세히 파악-분석하고 러시아 등 Vanadium합금개발을 주도하는 국가와 ITER등
협력연구를 통한 기술확보의 극대화 등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림 132 V합금개발 업무추진도.

5-3-6. 연차별 소요예산 및 소요인력
단계
소요예산
(직접비, 억원)
인력
(총 man-year)

1-1 단계
(05 - 07)

1-2 단계
(08 - 10)

1-3 단계
(11 - 14)

합계

10

16

22

48

6

9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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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절.

고온초전도 전자석 기술개발

5-4-1. 1 단계 최종목표
- 액체질소온도(77K)에서 작동하는 고온초전도박막 선재 공정기술 및 Tesla급 초전
도전자석 제작기술 개발

5-4-2. 세부단계별 목표 및 연구범위
단계

목표

1-1단계
(2005 ~ 2007)

Tesla급
고온초전도전자석
개념설계

1-2단계
(2008 ~ 2010)

고온초전도선재
공정개발연구

1-3단계
(2011 ~ 2014)

연구내용
-

Tesla급
고온초전도전자석
시제품 개발 및 시험
-

추진전략 및 학연협동 추진체계 수립
전자석 개념설계 및 선재사양 도출
박막선재 층착공정 기초연구
반응기 온도, 압력, 기판 운송속도에 따른
초전도 박막선재 물성최적화
초전도 박막선재 기판, 완충층, 초전도층,
bypass line 증착조건 연구
물성평가 및 공정최적화 연구
전자석 제작기술 개발
전자석 시험설비 및 시험검증기술 개발
전자석 시제품제작 및 시험
선재물성 및 전자석성능 DB구축

5-4-3. 기술 현황
일반적으로 ITER를 위시한 DEMO등의 핵융합로들은 금속초전도체를 이용한 저온초전
도전자석을 채용하는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저온초전도자석은 무엇보다도
4K의 액체헬륨온도 이하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극저온용기-단열설비 및 액체헬륨설
비등 발전로 건설단가에서 30-40%에 이르는 큰 비중을 차지할 뿐 아니라 운전에 있
어서도 4K라는 낮은 작동온도 때문에 퀜칭 등 온도상승유발요인들에 극도로 민감한
탓에 설계영역을 엄밀하게 지켜야 하는 매우 제한된 운전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
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ARIES 핵융합발전로 시스템연구에서는 액체질소온도
(77K)이상에서 작동하는 고온초전도체 전자석을 채용한

ARIES-AT시스템설계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그 결과는 건설비용과 운전비용의 절감을 통하여 획기적으로 경
제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핵융합발전로의 관점에서 고온초전도전

자석이 갖는 장점중의 하나는 저온초전도체와는 달리 AC손실로 인한 가열효과에 대
한 적응력이 매우 뛰어나서 퀜칭을 일으키는 가열에너지 밀도가 100~1000배로 높아
서 AC운전이 획기적으로 용이해 질 뿐 아니라 운전사고의 확률도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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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고온초전도체 전자석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현재까지 발
견된 고온초전도체들은 전부 세라믹재질이므로 NbTi등 금속재질인 저온초전도체와
는 달리 가공성이 매우 나쁘다. 또 금속에 비해 인장강도도 낮아서 작동중의 전자
기력을 포함하는 응력들에 대해 취약할 뿐 아니라 0.2%정도의 응력에 대해서도 심
각한 물성변화를 나타내므로 이러한 점을 반영한 세심한 설계와 구조적인 보완이
필요해진다. 한편 세라믹의 화학적 특성으로 인하여 은(Ag)등의 재질로 이루어진
기판(matrix)위에 형성하는것이 필요한 데, 이로인하여 고온초전도 선재는 저온초
전도 선재와는 달리 와이어(wire)형태보다는 테입(tape)형태로 제작되는것이 보통
이다. 또 고온초전도 테입의 전기전도성은 테입에 평행한 방향의 자장과 수직한 방
향의 자장에 대해 각각 다른 이방성을 나타내는데, 이 특성은 테입특성과 함께 구
리 등 금속에서와 같은 등방성에 근거를 두는 팬케익(pancake)방식 권선법등의 공
정을 실시할 때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까다로운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게 된
다.
이러한 점을 감안, 일반적으로 고온초전도 선재를 이용한 전자석 제작에서 요구
하게 되는 사양87)은 다음과 같이 대략 요약될 수 있다.
1. 임계전류밀도 ~105 A/cm2 이상. (이와 관련, 초전도테입은 자장방향에 대해 이
방성(anisotropy)를 나타내므로 스펙해석에 유의할것)
2. 임계자장 77K에서 1 Tesla 이상.
3. 선재길이 100 m 이상. 그래야 전자석을 감을때 선재를 이을 필요가 없다.
4. Lorentz힘 및 열팽창력을 견뎌낼수 있는 강도.
5. AC손실, 선재균일도, 퀜칭효과 등에 대한 높은 적응력.
6. 우수한 인장특성(ductileness). 그리하여 전자석을 감을때 발생하는 높은 스트
레인에 대해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임계온도와 임계자장은 초전도재료의 화학구조로부터 정해지지만, 핵심
파라미터인 임계전류밀도는 초전도재료의 생성공정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므로
초전도선재의 공정에 대한 연구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고온초전도 소재를
이용하여 실용성을 갖춘 전동기 등 소자제작까지 검증한 사례들은 대부분 액체질소
온도(77K)보다 낮은 온도에서 이루어졌다. 다음 표에 1997년까지 제작된 고온초전
도 전자석들의 성능을 요약하였다88)
한편 1997년 미 해군연구소는 고온초전도체 선재를 이용한 전동기를 제작, 액체질
소온도인 77K에서 104마력의 출력성능을 실현하였다89). 그 이전의 액체질소온도에
87) Marc Thompson, Ph.D. Dissertation,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1997.
88) M. Thompson, 전게논문.
89) NRL Press Release No.77-97r, 12/19/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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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9, 1997년까지의 고온초전도 전자석 시제품들의 성능요약
연구그룹
University of Oxford
American Superconductor
ORNL
Mitsubishi
Grumman
Intermagnetics General

작동온도

시험조건

4.2K to 64K
27K
4.2K
20K
20K
4.2K

> 0.4 T@ 4.2K
> 2 T
1.14 T
air core coil for Maglev,
iron core coil for Maglev
>0.2 T in 17T bkgnd field
Bi-2223, wind and react coils,
resulting in 15,000 - 20000
A/cm2, self field

University of Wollongong,

77K

Australia

서의 전동기 출력이 ~5마력 수준이었음에 비교하면 이는 혁명적인 진전이라 할 수
있다. 이들 고온초전도체 전동기는 온도가 낮아지면 당연히 출력이 더 높아지는데,
위 NRL전동기의 경우 액체헬륨온도인 4K에서는 3배이상 높은 320마력의 출력성능을
나타낸다. 사용된 선재는 BaSrCaCuO(2223)초전도소재로 제작되어 전동기전자석의
와인딩에 이용되었다.
한편 고온초전도 bulk소재에 의한 자장발생은 YBCO등 Re-BCO화합물을 이용하여
17.4 Tesla의 초고자장을 27K에서 가두는데 성공한 2003년의 Tomita와 Murakami의
결과가 있고90), 선재를 권선(winding)하여 제작된 전자석의 경우에는 2003년 8월
플로리다주립대의 국립고자장연구소(NHMFL)에서 고온초전도체의 높은 임계자장특성
을 이용, 20 Tesla 외부자장속의 삽입코일(insert coit)형태로 설치되어 5 Tesla를
추가함으로써 총 25 Tesla를 전자석내에 유지한 것91)이 최고기록이다.
전체적으로 액체질소온도 이상에서 작동하는 고온초전도소자의 개발, 특히 대구경
전자석과 같은 대형구조물개발은 기초연구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그 엄청난 현실적
잠재력으로 인해 소재 및 공정개발에서부터 소자제작기술에 이르기까지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전자석이나

전동기

등

소자개발연구는

자기부상(magnetic

levitation) 기술개발, 가속기용 초전도영구자석, MRI등 고자장 의료설비 등의 개
발에 주로 추동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소자개발연구와 비교하여 볼 때 핵융합
로용 초전도전자석개발연구는 대형구조물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고유한 공학적문
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존 고온초전도전자석 장치공학기술들과 상호보완하
면서 동시에 기여하는 연구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Sumitomo Electric社에서는 자체개발한 “controlled over pressure(CT-OP)”기술
을 이용, 액체질소 온도인 110K에서 작동하는 Bi계열의 고온초전도 “와이어”를
90) M. Tomita and M. Murakami, High-temperature superconductor bulk magnets that can
trap magnetic fields of over 17 tesla at 29 K, Nature 421, 517 - 520, 2003.
91) NHMFL Press Release, 200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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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m의 길이로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으며 이
선재를 이용, 토시바 등의 기업과 공동으로 대형
초전도전자석도 개발하고 있다 (왼쪽 그림68 참
조)92).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온초전도전자석과
같은 대형소자 제작기술개발에는 효과적인 학-연
협력연구체제를 구성하여 소재 및 물성개발에서
의 기초과학적 성과들을 활용하면서 전자석과 같
은 (대형)구조물의 설계-제작 및 성능평가-운전
그림 133 Sumitomo Electric社의

기술 연구에 주안점을 둔다면 핵융합발전로의 핵

테입형 고온초전도 ‘와이어’의

심부품의 개발이라는 매우 유용하며 효과적인 목

단면(위)과

적지향적 개발전략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

고온초전도

전자석

제품(아래). (Sumitomo 자료)

초과학연구와 조직적인 상호교류를 통하여 기초응용연구를 망라하는 일관성으로 조직적인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는 상승효과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5-4-4. 세부 단계별 연구내용
<1-1 단계> 연구정보 수집 및 개발전략의 수립
목표: 1 Tesla급 대구경 고온초전도체 전자석 개발전략 수립
연구내용:

1) 국내외 기술현황 분석 및 개발전략의 도출
2) 국내 연구그룹간의 업무분장 협의, 학연협력연구 추진체계 도출
3) Tesla급 대구경(1m급) 고온초전도 전자석 개념설계 및 선재의
요구사양 도출

<1-2 단계> 고온 초전도 박막선재 제조 기초연구
목표: 고자장 초전도 자석용 고온 초전도 박막선재 공정개발
연구내용:

1) 화학증착법에 의한 고온 초전도 박막선재 공정연구
a.유기물 프리커서를 사용하는 초전도 선재 제조공정
b.초전도 선용 기판재료 및 완충층 설계 기술
c. 10 meter 길이의 초전도 선 제조기술
d. 장선재용 초전도 선용 기판재료 및 완충층 설계 기술
2) 박막 선재 초전도 선 BYPASS LINE 층 증착기술
3) 박막 선재 초전도 선용 금속 기판재료 연구

92) SEI Press Release, 200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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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자석시제품 설계개량
<1-3 단계> 고온 초전도 박막선재 공정개발
목표: 박막선재 공정최적화 및 전자석 시제품 개발
연구내용:

1) 고온 초전도 박막선재 공정 최적화 연구 및 초전도선재 시제품
개발.
2) Tesla급 고온초전도 전자석 시제품 제작
3) 초전도전자석 성능평가 및 운전기술개발, DB구축.

5-5-5. 추진전략
○ 본 과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되, 발전로용 전자석의 개발이라는 목적을
지향하는 점을 감안, 기초연구와 함께 전자석 설계제작 및 운전-성능평가기술의 개
발에도 두고 대등한 무게를 두고 일관성있게 추진하므로써 기초연구-응용연구의 균
형을 통해 연구개발의 상승효과를 도모하도록 한다.
○ 본 과제의 이러한 장기-기초적인 성격과 산업파급효과가 매우 높은 범용산업기
술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대학 및 관련 연구기관들과의 효과적인 협력연구체제가 매
우 중요하며, 관련된 연구사업들 간의 투자 중복이 없도록 개발목적에 따라 체계적
으로 업무를 조정-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5-4-6. 연차별 소요예산 및 소요인력
단계
소요예산
(직접비,억원)
인력
(총man-year)

1단계
2단계
3단계
(2005 ~ 2007) (2008 ~ 2010) (2011 ~ 2014)

합계

6

12

20

38

6

10

16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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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절.

초고온-내열 플라즈마 대면재 개발

5-5-1. 1 단계 최종목표
핵융합 실증로 및 발전로 Divertor용 PFC(Plasma Facing Components) 재료개발
- 프라즈마 대면재(PFC) 개발
- 프라즈마 대면재/heat sink재 접합기술 개발
- 디버터 PFC 열화 특성 DB 구축

5-5-2. 세부단계별 목표 및 연구범위

5-5-3. 기술 현황
디버터는 핵융합 생성물(α 입자), 반응하지 않은 연료, 프라즈마 대면으로부터
침식되어 떨어진 입자들을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로 다음페이지 그림69에
나타내었다. 그림에 보인 바와 같이 탈착이 가능한 수직 타겟(VT: Vertical
Targets), 돔 및 라이너 등의 프라즈마 대면 부품이 장착되는 카셋트들(cassettes)
로 구성된다. 디버터의 열부하는 15~20MW/m2 정도이고 프라즈마 노심에서 발생되는
총 열 발생량의 15% 정도의 열을 제거해야 한다. 따라서 디버터는 핵융합로에서 가
장 가혹한 열부하를 받는 장치이다. 디버터 설계에 관한 연구는 최근의 여러 문헌
에 발표되고 있다.
디버터는 주로 미국(US), 러시아(RF), 일본(JA) 및 EU로 구성된 ITER 연구팀들에
의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ITER 연구진은 현재 공학설계단계를 거쳐 공학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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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단계의 연구를 수행 중이다.
이들의 연구 결과를 조사, 분석하면
현 단계에서 핵융합로 디버터의 기
술 개발 현황을 개괄할 수 있다.
ITER

연구진은

(Engineering

design

공학설계단계
activity,

EDA, 1992-1998)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1) 대면재료 선정 연구: 프라즈마

그림 134 ITER 디버터 몸체 및 플라즈마 대면

대면 재료로서 CFC(carbon fiber

재 부품들.

composite), 텅스텐(W) 및 구조
재료로서 CuCrZr합금, 316 스테인레스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접합 기술 연구: 대면재료와 구조재료의 접합부가 15~20 MW/m2 정도의 열 부
하에서 견딜 수 있는 접합 방법 연구 및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2

3) 대면 재료 냉각 방법 연구: 20 MW/m 정도 열부하를 제거하기 위한 냉각 방
법을 연구하였다.
ITER

연구진은

공학설계연장단계(Engineering

desing

acitvity

extention,

1998- 2001)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에 초점을 두었다.
1) 재료 성능 평가: 대면 재료 물성 평가 및 가동조건(중성자 조사 및 열부하)
에서 재료의 성능 평가
2) 대면 재료(armour material) -냉각 재료(heat sink) 접합 기술 개발 및 특성
평가: 핵 융합로 가동 조건(operation condition) 및 천이 조건(transient
condition)에서 안정한 접합기술 평가 및 최적화.
3) 디버터 시작품(mock-up) 제작 데모: 동일한 크기와 설계요건을 반영한 디버
터 시작품을 산업적으로 제작하기 위한 기술 개발.
4) 디버터 부품 비파괴 검사 기술 개발
5) 설계 간소화 및 비용 절감 방법 개발
(가) 프라즈마 대면 재료
디버터용 프라즈마 대면 재료는 고열, 고속의 프라즈마 입자와 직접 접하는 부
위에 사용되는 재료이다. 대면재료는 극히 높은 열 부하 및 노심 프라즈마로부터
나오는 고속 입자 및 중성자에 의한 열화 및 침식을 견뎌야한다. 또한 대면재료부
터 나오는 불순물은 노심 프라즈마의 거동에 영향을 주지 않고 Tritium과 작용하여
상호 침적하는 거동이 작아야 한다. 따라서 대면 재료의 선정 기준은 프라즈마 열
부하를 견디는 정도, 침식 수명, 중성자 조사에 의한 열화 정도, 프라즈마-재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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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작용에 의한 열화 특성에 근거하여 설정된다.
침식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천이 상태에서 발생하는 펄스 열부하
(pulsed heat loads)이다. 프라즈마의 Edge localized mode(ELM) activity나
Plasma disruption와 같은 천이 상태에서는 극히 높은 열 부하가 대면재료에 부과
되어 재료의 박리(ablation) 등과 같은 침식현상의 크게 증가한다.
대면재료 선정 기준으로 프라즈마-재료 상호작용 거동도 중요한 변수이다. W과
같은 high-Z material은 정상 가동 상태에서 프라즈마에 의한 침식이 low-Z
material(C, Be)보다 현저히 작다. 그러나 high-Z material(W)은 대면 재료로부터
나오는 불순물이 플라즈마에 미치는 영향 커서 프라즈마 내에 허용되는 농도가 작
다. 또한 중요한 선정 기준으로 Tritium(T)과 대면 재료 침식 불순물과의 상호 침
적(co deposition) 거동이 있다. 특히 침식되어 발생되는 대면 재료 입자인 탄소
(C)와 T가 섭씨 350도 이하 온도에서 상호 침적되어 hydrogenated carbon 피막을
형성한다. 이러한 피막이 제거가 불가능한 위치에 형성되어 문제를 야기한다. CFC
의 화학침식에 의해 발생된 C가 이런 피막의 주된 원천이므로 디버터 부품에 CFC
사용을 줄이고 W으로 대체하는 경향이다.
CFC는 프라즈마 입자가 직접 충격되는버티칼 타겟(VT) 하부 부위(strikes
points area)에 사용된다. 그 이유는 프라즈마 disruption시 CFC는 고온에서 용융
되지 않고 승화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또 CFC는 열충격에 강하고 높은 열피
로 저항성을 가지며 통상의 흑연(C)에 비해 높은 열전도도를 가지기 때문에 유리하
다. 텅스텐(W)은 1) 스퍼터링(sputtering) 현상이 적어서 프라즈마에 의한 불순물
생성 적고, 2) 그에 따라 tritium과 재침적하는 경향이 제한되기 때문에 프라즈마
가 직접 충격되지 않는 버티칼 타겟(Vertical Target, VT) 상부 및 돔(dome) 부위
에 사용된다.
대면 재료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후보 재료(CFC, W합금 등)에 대한 1) 기초물성
(열전도도, 강도 등)에 대한 연구,
2) 프라즈마-재료 상호 작용 연구,
3) 모의 운전에 따른 중성자 조사 효
과 연구, 4) 천이(transient) 열 싸
이클의 영향 연구 등이 주로 수행되
고 있다.
JA

및

EU

팀은

프라즈마

disruption 모사 중 중성자 조사된
CFC 후보재료들의 특성 변화를 연구
하였다.

옆 그림70은 중성자 조사

전후 CFC 후보 재료들의 무게 감소량
그림 135 중성자조사 전후 CFC 후보 재료들의
무게 감소량 변화

변화를 보인 그림이다. 비교적 저온
(290~335C)에서도 중성자 조사 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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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침식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조사에 따른 침식량 증가는 중성자 조사에 따
른 재료의 열전도도 감소에 기인한다. 개발된 후보재료 중 일부(Dunlop Concept 2,
SEP N112등)는 중성자 조사에 따라 침식이 심각하여 재료의 개량이 필요하거나 후
보 재료에서 제외되었다.
CFC재료는 tritium을 다량 침적시키는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W이 프라즈마 입
자가 직접 충격되는 부위에 사용되는 후보 대면 재료로 검토되고 있다. 각국에서는
다양한 W 재료에 대한 체계적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JA 팀의 disruption
erosion 시험(e-beam facility JEBIS)에 의하면

조사되지 않은 순수 W 소결재료는

W-1%La2O3에 비해 2.5배 이상 침식량이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RF팀은 W합금 후보
재료들에 대해 정상 운전 상태 및 천이 상태를 모사하기 위한 시험을 수행하였다.
열 싸이클 시험(e-beam facility TSEFEY) 후 프라즈마 disruption 모의 시험(VIKA
and MK-200U 프라즈마 건)을 수행하였다. 아래 그림71에 disruption 모사 시험 및
열 싸이클 시험 후 W합금 후보재료들의 표면 상태를 나타내었다. disruption 없이
20MW/m2의 열 부하에서는 W 표면은 손상되지 않았으나, 열 싸이클을 수반하는
disruption 모사 시험 시에는 후보재료 표면에 상당히 심각한 손상이 나타났다. 순
수한 소결 W, 순수한 단결정 W, W-1%Mo, W-1% La2O3, W-2% CeO2합금은 타일 전체에
심한 균열이 형성되었다. 단결정 W-0.02% Re 합금, W-5% Re-0.1%ZrC 주조합금은 균
열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 합금들의 경우 Re가 재료의 연성 및 파괴강도를 증가시
킨 것으로 평가된다. RF 및 JA 팀의 시험결과에 의하면 산화입자(W-1% La2O3, W-2%
CeO2합금)로 W을 도핑하면 disruption 발생시 재료의 성능을 열화시킨다. 프라즈마
직접 충격 영역에 대한 적당한 W 합금은 현재 개발 중에 있다. W후보 재료들에 대
한 disruption 발생, 열싸이클 미 중성자 조사가 복합된 상황에서 재료 거동을 평
가하는 시험이 계획 중이어서 실재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재료 열화 결과를 평가
할 예정이다.

그림 136 disruption 모사 시험 및 열 싸이클 시험 후 W합금 후보재료들의 표면 상태 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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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접합 기술
디버터에는 두 종류 접합부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다. 첫째는 대면재료(CFC, W)
과 Cu 중간층의 접합부, 둘째는 Cu층과 히트싱크 재료인 석출경화 CuCrZr합금의 접
합부이다.
ITER EDA 기간 동안, 디버터의 요구 조건[8]을 만족할 수 있는 접합 기술들이
개발되었다. 디버터의 버티칼 타겟(VT)의 하부는 열부하가 가장 심한 곳으로
CFC-Cu 접합을 기본으로 하여 설계된다. CFC의 승화특성 및 높은 열충격 강도, 열
피로 저항성 및 전기전도도 때문에 이러한 구성으로 재료가 선정되었다. CFC-Cu 접
합은 1) 열팽창계수 차이 때문에 생기는 접합 계면 응력, 2) Cu가 탄소에 wetting
되지 않아 직접 주조가 불가능한 점이 주된 문제점이다. 접합 계면 응력은 CFC와
heat sink재인 CuCrZr합금 사이에 순 Cu층을 두어 응력을 완화한다. Wetting문제는
주조 전에 CFC 표면을 활성화하거나 적절한 브레이징 합금을 이용하여 wettibility
를 개선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개발된 접합 기술에 의해 제조된 CFC-Cu mock ups (VT 하부)은 열부하
2

15~24 MW/m 에서 1000 cycles 정도까지 견디는 내구성을 가진다. W-Cu의 접합은 다
양한 형태의 W 타일(brush, rods or lamella)에 Cu를 주조하여 제조하거나 직접 Cu
와 브레이징(brazing)하여 제조한다. 이와 같이 제조된 W-Cu접합 제품은 열부하
2

15~20 MW/m 에서 1000 cycles 정도까지 견디는 내구성을 가진다. 접합기술에 대한
연구는 상당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1)최대
설계 열유속(20MW/m2)에서 안전 여유를 고려하여 1000~3000회의 열 싸이클을 견디
는 접합 기술이 아직 미개발되었고, 2) Mock-ups 제조를 위해 사용된 기술은 치수,
제작과정, 사용 재료 및 제조 경비 절감 등의 관점에서 실제 디버터를 완전히 반영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 최대 열유속의 관점에서 디버터 설계시 주의할 점은 평판 타일이 갑자기
2

손상되었을 경우이다. 이 경우 운전 열부하는 30~40MW/m 정도가 된다. 이런 상황
이 발생할 경우 타일의 연쇄적인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정도의 열 부하에서
타일의 접합부가 최소한 몇 싸이클 이상 견딜수 있는 접합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디버터 VT의 설계 및 개발을 위해 EU, JA 팀은 대면재료로서 CFC를 사용한 대형
Mock-ups의 우수한 열특성을 보였다. JA팀은 Cu 모노블럭에 CFC를 브레이징하여 실
2

물대 디버터모듈을 제조하였다. 이 부품들은 20MW/m 에서 1000사이클의 내구성을
보였다. EU팀은 중간 크기의 VT 원형을 제작하였다.
시험결과 CFC로 제작된 것은 20MW/m2에서 2000 사이클의 내구성을 보였고 W으로
2

제작된 것은 15MW/m 에서 1000 사이클의 내구성을 보였다. 극히 높은 열유속하에서
접합부의 내구성을 시험한 결과

2

30MW/m 에서 수회의 열싸이클에서 견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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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

상부 및 돔 부분은 W-Cu 접합으로 구성된다. W-Cu 접합 기술로 가장 많이 연구된
방법은 W위에 Cu를 주조하는 것이다. Cu는 1350oC도에서 W에 완전한 wetting이 이
루어진다.

o

o

1200 C이상에서 W의 재결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통상 공정은 1200 C 이하

에서 이루어진다. Cu의 순도는 건전한 접합 강도를 얻기 위해 엄격하게 조절되어야
한다.
RF팀은 W-Cu접합에서 상당한 기술의 진전을 이루었다. 소형 mock-ups(단결정 W
2

타일(10mm x 10mm x 10 mm)-OFHC Cu-CuSnIn filler-CuCrZr heat sink)은 27MW/m 에
서 1500 사이클 유지 후 43MW/m2에서 2 사이클 노출될 때까지 파손이 일어나지 않
o

았다. US팀은 소형 mock-ups(W-1% La2O3 (직경3.2mm)- OFHC/ CuCrZr: 450 C에서 등
2

방향 가압)은 22MW/m 에서 1000 사이클까지 파손되지 않고 내구성을 유지하였다.
CuCrZr 합금의 접합기술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열처리 싸이클을 최적화 하여야
한다.

CuCrZr합금은 600C이상에서 열전도도 및 강도가 크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RF팀은 소형 mock-ups에 대해 “고속” 브레이징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 기술은 요
구조건을 만족하는 강도와 열전도도를 가지는 대형 부품의 제작에도 응용될 수 있
다.

EU 팀은 저온(500C) Hipping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접합기술을 개발하

였다. 이 기술은 CuCrZr합금에 Cu를 주조하여 접합하는 기술이다. Hipping기술에
의해 제조된 소형 CFC-Cu-CuCrZr mock-up은 19MW/m2에서 1000 싸이클 견디고
2

23MW/m 에서 680 싸이클까지 견뎠다. US팀은 저온(450C) Hipping기술 및 고온
(850~950C) Hipping후 고속냉각(~2도/초)기술을 디버터 부품 및 대형 돔 mock-up을
제작하였다. 이 기술은 CuCrZr합금의 최대 강도의 80~90%를 가진다.
EU팀은 W 및 CFC 대면 구조 및 접합 기술의 규격화를 시도하였다. 이런 관점에
서 W 모노블록(W 타일에 비해 월등한 결과를 가짐) 및 CFC 평판타일(CFC 모노블록
에 비해 좋은 결과)의 기술 개선은 중요하다. 500C, Hipping 기술에 의해 제조된
2

CuCrZr 튜브에 W 모노블록 접합 mock-up은 18MW/m 에서 1000 사이클까지 견디었고
2

2

CFC 평판 mock-up은 20MW/m 에서 1000싸이클 후 23MW/m 에서 430 싸이클까지 파손
되지 않았다. 열부하가 작은 W 대면 재료 부품은 W 프라즈마 스프레이 기술을 이용
하여 EU 및 JA팀이 개발하였다. EU팀이 개발한 프라즈마 스프레이 mock-up(~두께
2

2

5mm)은 5.5MW/m 에서 1000싸이클까지 견디었다. 7.6MW/m 에서 W 대면 부품은 균열
이 발생하였다. 기술한 바와 같이 ITER에 참여하는 여러 국가에서 수행된 디버터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적당한 대면 재료 설계 및 접합 기술을 이용하면 ITER에서 부
과되는 열부하를 견딜 수 있는 디버터를 개발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접합기술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열부하 특성 외에 중성자 조사효과에 의한 손상
을 평가해야 한다. EU팀은 중성자 조사 프로그램(PARIDE)을 수행하고 있다. 소형
CFC-Cu mock-up이 350C 및 700C에서 0.35dpa까지 중성자 조사한 후 접합 특성을 평
가하였다. 이 mock-up은 15MW/m2에서 1000싸이클 정도 견뎠다. 최대 열 부하를 제
한하는 요인은 열 부하에 의한 접합 부 파손 외에 중성자 조사 후는

표면 온도 상

승이다(다음페이지 그림72 참조). 표면 온도가 상승하는 이유는 중성자 조사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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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CFC의 열전도도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유사한 시험이 JA팀의 OHBIS 설비에서 수
행되었다. CFC-Cu mock-ups을 300C
에서 0.3~0.5dpa까지 중성자 조사
시킨 후 접합특성 및 표면 온도 상
승을 측정하였는데 이 경우 표면온
도 상승이 관찰되지 않았고 열피로
시험에서도 접합 특성이 열화되지
않았다.
문헌에 보고되고 있는 Mock-up
에 미치는 중성자 조사 효과 연구
들은 주로 정상 상태 영역에서 수
그림 137 중성자조사에 의한 CFC mock-up의 표

행되었다. 실제는 온도, 열 응력

면온도 상승효과.

및 열 변형 등이 변화되는 환경에
서 중성자 조사가 이루어진다. 따

라서 조사 결함의 어닐링은 여러 인자의 상승효과에 의존한다. 중성자 효과 분야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여러 인자의 상호 관계가 불확실하므로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져야 한다.
건전한 접합 부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부품에 대한 비파괴 검사 기술이 중요하
다. ITER팀은 비파괴 검사 기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초음파 검사, X-선 검사 기술은 1~2mm 크기 정도의 대면 재료-히트 싱크 접
합부 결함을 발견할 수 있다.
2) 적외선 써모그라피(infrared thermography)는 접합 부품의 일반적인 열 성능
을 평가하기 위한 빠르고 경제적인 방법이다.
3) mm 단위의 작은 구조 결함은 PFCs의 성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현 단계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검사 방법의 분해능, 결함의 형상 및 위치가 접합부
품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위적으로 보정된 결함을 가
진 mock-ups에 대한 열부하 시험을 수행하여 파괴 특성을 측정하는 것은 비파괴 검
사 기술의 기본적인 영역에 속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JA 와 EU팀에서 활발히 수행
되고 있다.
(다) 향후 연구 방향
현재까지 진행된 각 국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ITER의 초기 몇 년 간의 가동에
필요한 PFCs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기술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향후 지속적으로 추
진되어야할 R&D 항목은 다음과 같다.
- PFC 구조 최적화하여 부품 수명을 향상시키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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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버터 부품 제작 기술 최적화하여 제작 비용 절감시키는 연구
- PFC 구조를 최적화하여 디버터 안전성 향상시키는 연구
디버터 연구의 진전은 ITER에 참여하는 여러 국가들의 상호 협력의 결과이다.
제작된 디버터 부품의 시험 평가를 위해 시험 설비를 제공하고 시험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서로 다른 설비에서 동시에 Round Robin 시험을 수행하는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ITER에서 현재 수행되고 있거나 향후 가능한 상호 협력 연구의 예는 다
음과 같다.
- 임계 열유속을 결정하기 위한 열수력 mock-ups의 라운드로빈 시험
- HHF설비의 하중 변수에 대한 라운드로빈 시험
- JA, RF 팀의 중성자 조사 mock-ups 및 재료에 대한 JUDITH 설비 사용
- EU 재료 및 mock-up 시험을 위한 RF팀의 원자로 및 프라즈마 설비 활용
-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결함을 가진 mock-ups에 대한 라운드로빈 비파괴검사.
국내에서 수행될 연구 방향은 ITER의 연구 방향을 면밀히 참조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제공동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료 및 공정개발연구와 함
께 붕괴(disruption)등 플라즈마열류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CUTE장치와 중성자조사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HANARO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기본적인 시험검증기술 및
자체DB를 구축하여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기반위에서만 상호 호혜적인 연
구교류가 가능하도록 국제적인 연구관심주제를 개발하고 제시할 수 있게 되며,
KDEMO 디버터 기술개발이라는 목적지향적인 연구가 가능해진다.

5-5-4. 세부 단계별 연구내용
<1-1단계>
목표: divertor 재료 요소 기술 개발
연구내용:

1) 재료 요소 기술 분석
2) 이종 재료 접합 기술 개발
3) 후보재료 기초 물성 DB 구축

<1-2단계>
목표: divertor 재료 열화 평가
연구내용:
.

1) 재료 열화 기구 분석
a. errosion
b. redeposition(tritium)
c. thermal fatigue: 접합부 열화 기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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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열화 평가
a. 재료/플라즈마 양립성 평가
b. thermal fatigue에 의한 열화 평가 시험
c. 후보 재료 조사 손상 평가
3) 이종 재료 접합 시험 평가
4) 재료 물성 DB 수정 보완
<1-3단계>
목표: divertor 재료 열화 물성 검증 및 DB 구축
연구내용:

1) 재료 열화 수명 평가 기술 개발 및 CUTE 검증
2) 접합부 열화 수명 평가 기술 개발 및 CUTE 검증
3) 제작 기술 개발 및 CUTE 검증
4) divertor 재료 열화 물성 DB 구축

5-5-5. 추진전략
○ 이 분야는 KDEMO디버터 설계 및 노심기술개발분야(3-2절)와 디버터 및 노심기술
검증실험(CUTE)분야(3-3절) 긴밀한 기술연계 및 연구협력체제하에 수행하므로써
KDEMO 디버터 설계 및 요소기술 개발이라는 최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
록 한다.

○ 또한 같은 플라즈마대면부품의 성격을 갖는 블랭킷 1차벽 관련한 가공기술개발
분야(2-4절)와도 긴밀히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연구개발결과물 및 기술의 활용을 극
대화하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 추진일정에 있어서는 특히 노심기술검증장치(CUTE)이나 하나로(HANARO)의 운영
일정에 맞추어 차질이 없도록 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제협력연구의 활용을 극대
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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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8 디버터용 재료기술 개발 업무추진도.

5-5-6. 연차별 소요예산 및 소요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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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절. 발전로재료 조사손상 분석기술 및 IFMIF 검증
5-6-1.

1단계 최종목표

전산모사기법을 활용한 핵융합재료 조사효과 분석모델링 및 검증평가 기술개발
- 국제핵융합재료조사설비(IFMIF)의 14Mev 중성자원을 이용한 국제공동연구
참여 및 국내개발 재료의 시험검증

5-6-2. 세부단계별 목표 및 연구범위

5-6-3. 기술 현황
중성자 또는 하전입자 조사에 의한 재료의 미세구조 및 성질변화는 본질적으로
multiscale 현상으로 간주된다. multiscale 현상은 광범위한 시간과 공간 영역을
포함하는 일련의 과정들로 구성된다. 고에너지 입자와 격자원자간 충돌시, 연쇄충
돌반응으로 격자원자들은 제 위치에서 이탈하여 점결함(vacancy & interstitial)을
-12

생성한다. 이러한 반응은 시간적으로는 10 초(picosecond), 그리고 공간적으로
-9

10 m (nanometer) 이하의 극미소 단위에서 발생된다. 생성된 점결함들은 상호반응
에 의하여 소멸되거나, 클러스터 및 미세구조 형성에 참여하는데, 이러한 점결함들
의

운동은

확산이론으로

기술할

수

있다.

-6

이러한

반응은

공간적으로

10 m(micrometer)에 걸쳐 수 초(second)동안 진행되는데, 그 결과 재료의 화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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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및 미세구조가 변화한다. 조사재료의 기계적 특성 평가 시, 수 시간에서 수십
년 동안 조사된 제법 큰 규모의 시편이 실험에 사용된다. 설명한 바와 같이, 조사
재료의 손상기구는 원자간 충돌 반응에서부터 거시적인 물성변화까지 폭넓은 영역
과 시간을 고려해야함으로 단일 모델로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재료의 기계적 특성은 조사에 의해 생성, 발전된 미세구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
다. 그러므로 재료의 기계적 성질을 예측, 이해하는데 미세구조의 정확한 정보(밀
도 및 형상)가 필수적이다. 실험적인 방법으로 미세구조를 분석하는데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전자현미경 (Electronic Microscopy), 양전자 수명법 (Positron
Annihilation Lifetime Spectroscopy), 소각중성자 산란법 (Small Angle Neutron
Scattering)등의 실험이 응용되고 있으며, 근래에 와서 컴퓨터의 성능향상으로 재
료 내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물리현상을 전산 모사하는 기술이 크게 발전하고 있다.
상용 원자로 구조재료의 조사효과를 모사하는 컴퓨터 코드 개발은 재료의 건전성
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를 핵융합 조건에 응용하기는 매우 용이하다. 상
용원자로와 핵융합로의 조사조건 및 주변 환경의 차이점은 코드 계산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이다.
조사 결함의 생성으로부터 재료의 물성변화를 예측하는데 원자 단위의 결함 거동
으로부터

실제

거시적

구조재료의

결함을

단일

모델로

설명할

수

없기에

multiscale 모델링이 등장한다. 방사선에 의한 조사손상 전산모사는 점결함 생성,
결함의 성장 및 미세구조와의 반응, 그리고 생성 미세구조와 재료 내 전위와의 반
응을 포함한다. 초기 손상을 계산하기 위한 분자동력학 (Molecular Dynamics), 미
세구조의

생성을

위한

kinetic

Monte

Carlo,

전위와의

반응을

모사하는

Dislocation Dynamics 라는 단계별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multiscal 모델의 계략
적 체계를 다음페이지 그림74에 도시하였다. 다음은 각 방법의 특성에 대해서 간략
히 살펴본다.
(가) 분자동력학 (Molecular Dynamics)
고에너지 Primary Knock-on Atom이 일정한 격자구조를 지닌 결정체내에 입사된
경우, 구성원자들과의 연쇄 충돌반응(Displacement Cascade)에 의해서 그 에너지를
잃게 된다. 이러한 전개과정은 분자동력학 코드를 이용하여 정량화, 시각화 할 수
있다. MD 코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원자간의 에너지를 결정하는 포텐셜로서, 이
론물리 및 재료과학에 관계된 많은 과학자들이 포텐셜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연쇄
충돌 반응결과 대부분의 충돌원자들은 본래 위치로 재배열되지만, 잔여원자들은 점
손상 또는 클러스터 형태로 존재한다. 이러한 상태를 초기손상이라 칭하는데, 소요
시간은 PKA 입사후 보통 10～15 ps 걸린다. 다음페이지 그림75 에서는 5.3 keV 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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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9 조사손상 전산모사 multiscale 체계.

원자가 결정체내에서 연쇄충돌 반응에 의해서 점결함이 생성, 소멸되는 과정을 보
여준다. 이 계산은 MOLDY라는 분자동력학 코드를 사용한 것으로, 상업용 원자로 압
력용기강 환경을 대상으로 계산하였다. 핵융합 조사조건과 주변 환경을 정의함으로

그림 140 Fe-결정체내에서 전개되는 5.3-keV PKA에 의한 초기손상 생성과정

써 현재 수립된 코드를 직접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MOLDY 코드는 순물질 BCC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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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활용에 문제가 있다.

(나) Kinetic 몬테 카를로법
조사된 재료내부에서는 생성된 점결함 및 기존의 용질원자들이 확산운동을 하면
서 반응하여, 점결함 클러스터, 전위루프 그리고 석출물등을 형성한다. 이러한 조
사결함들의 거동은 반응속도-확산방정식을 해석함으로써 표현 가능하다. 그러나 시
간적, 공간적으로 MD모사에 비하여 확장된 영역을 고려해야 함으로, KMC 방법을 이
용한다. KMC 계산은 점결함 클러스터 형성 및 성장을 기술하는데 유용한 도구이지
만, 각 미세구조의 kinetic 특성 파라메타(결합에너지, 이동에너지 등)를 정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KMC 계산시 초기조건으로 MD의 계산결과(점결함 분포)를 직접
응용할 수 있으며, 계산결과로서 점결함 클러스터, 전위루프, 석출물 등의 밀도,
크기, 공간분포를 얻는다. 이 계산결과는 실험을 통해서 직접 관찰, 측정할 수 있
다.
(다) Dislocation Dynamics
조사결함의 생성은 조사재료의 항복강도를 증가 및 연신율의 감소를 초래한다.
이러한 현상을 전위와 미세구조의 상호작용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dislocation
dynamics

전산모사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multiscale

모델의

최종단계인

dislocation dynamics에서는 기계적 특성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정량적 DD계산의
주요소는 움직이는 전위와 형성된 미세구조의 반응기구를 이해하는 것이다. DD계산
시 초기조건으로 KMC에서 생산된 결과(미세구조의 분포)를 이용하게 된다.
현재 조사손상 전산모사에 관한 국내연구는 초보 단계로서 해외연구와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국내에서 이에 관한 조사손상 전산모사 연구를 시작한지 2년 정
도 되었고, 아직 기반이 취약한 상태이다. 그러나 재료과학 전반에 관한 전산모사
분야가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실제 이를 연
구하는 인원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한국원자력 연구소 재료기술개발부에서는 조
사손상 전산모사 연구의 일환으로 분자동력학 코드중 하나인 MOLDY를 사용하여 초
기손상 계산을 수행하고 있으며, Monte Carlo 코드 개발을 통하여 재료내 미세구조
의 구조를 전산모사하고 있다. 경수로 조사 조건을 주요 인자로 사용하고 있지만,
핵융합로 조사조건에 대한 계산도 가능하다. 우선 국내 기술 축적을 통하여 전산모
사 기반을 마련하여 해외 연구 수준에 이르는 것이 급선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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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세부 단계별 연구내용
<1-1단계>
목표: 조사손상 관련 전산모사기법 체계 수립
연구내용:
1) 조사손상 Multiscale 모델링 구성에 필요한 전산기법 개념정리
2) 분자동력학 (Molecular Dynamics) 코드입수
3) Kinetic 몬테칼로 코드입수 및 개발
4) 반응속도이론 (Rate theory) 관련 수학적 모델 개발
5) IFMIF 사업 및 연구동향 분석, 재료검증 공동연구전략수립
<1-2단계>
목표: 핵융합로 대상재료의 조사손상 미시거동 평가
연구내용:
1) 핵융합로 대상재료들의 조사전후 미세구조 관련 측정자료 수집
2) 대상재료별 초기 조사손상 분자동력학 전산모사
3) Kinetic 코드이용, 조사손상 미세구조 거동 전산모사
4) 반응속도이론 수학적 모델과 전산모사 결과 비교분석
5) IFMIF 검증사업 계획수립 및 관련 국제공동연구
<1-3단계>
목표: 핵융합로 조사재료 특성 및 건전성 평가 기술 개발
연구내용:
1) 핵융합로 대상재료 조사특성 평가자료 수집
2) 조사재료의 기계, 물리적 특성 예측 프로그램 개발
3) 조사손상 미세구조와 특성변화 상관관계 분석 모델 개발
4) 핵융합로 조사재료 건전성 평가 기술 개발
5) IFMIF 검증실험 준비 및 진행, 관련 국제공동연구

5-6-5. 추진전략
○ 본 분야는 기초과학적 성격이 매우 강하고 다양한 전문분야의 협력연구가 필요
한 분야인가 하면 동시에 핵융합로재료의 중성자 조사특성을 이해하고 평가하므
로써 핵융합로 설계제작의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실용적 합목적성
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 뿐만아니라 DEMO용 재료의 개발-검증을 위한 국제핵융합재료조사설비(IFMIF)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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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추진됨에 따라 효과적인 사업참여뿐 아니라 이를 통해 KDEMO용 재료들의
검증계획을 수립하고 검증실험을 수행하는데 있어 중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
론적인 도구를 제공할 뿐 아니라 과학적 기초를 준비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 따라서 효과적인 학-연협력 연구체제의 구축이 아주 중요하며, 대학의 연구인력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들을 체계적으로 배치하고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 뿐만아니라, 과제에서 수행되고 개발되는 조사분석방법론을 바탕으로 KDEMO사업
내에서 개발된 재료 및 부품들의 검증실험수요를 파악-조정-관리하고 이에따라
IFMIF국제공동 검증실험의 준비 및 진행과 아울러 관련된 국제공동연구와 국제
협력업무를 효과적으로 조정-배분하고 진행을 관리하도록 한다.

그림 141 핵융합재료 전산모사기술 개발 추진체계도.

5-6-6. 연차별 소요예산 및 소요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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