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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제 목.Ⅰ
한 불 차세대에너지 포럼“ - ”

방문교류 목적 및 필요성.Ⅱ
제 세대 원자력시스템 원자력수소 신재생에너지 연료전지 바이오 연료를 포4 / , , ,

함하는 차세대에너지 기술의 연구개발이 미래 화석 연료 고갈의 대체 방안으로서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편향된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의 선진국간 과. , , ,

학 기술 협력체계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 참여는 이 연구 분야의 연구재원 및 전문

인력의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술선진국과의 기술 및.

인적 교류는 국제 기술개발 흐름과 전망을 적시에 파악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도 필

요하다. 따라서 유럽 과학기술의 중심국가인 프랑스와의 차세대에너지 분야에 대한

포럼개최는 이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방문교류 내용 및 범위.Ⅲ
년 월중 한국 프랑스 간 제 세대 원자력시스템 원자력수소생산 기술2006 11 4 /•

을 중점으로 하고 신재생에너지 및 연료전지 합성 바이오연료 기술을 포함하는 차, ,

세대 에너지 분야의 과학 기술 협력을 위한 공동 포럼을 주년 한불수교 기념행120

사의 일환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키로 양국 간에 합의한 바 이의 후속조치로,

및 가 주관한 한 불 차세대에너지 포럼을 프랑스 파리의CEA KAERI ‘ - ’ Mercure

에서 월 일 및 일 양일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일에는Hotel Conference Hall 11 6 7 8

연구소 연구시설을 방문하였다CEA-Saclay .

방문교류 결과 및 활용.Ⅳ
양국을 대표하여 주불 한국대사와 의 축사에 이어 원자로Prof. Bigot , VHTR /●

원자력수소 신재생에너지 연료전지 및 에너지 저장 개 으로 구성된 발표, , 4 Session

회에서 총 편의 발표가 있었으며 본 발표를 통하여 전문 분야별 양국의 연구 현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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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과 계획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전문분야별 접촉 창구가 개방되었음.

연구시설 방문을 통하여 원자력수소 기초연구 실험실 연료전지CEA-Saclay ,●
소재개발 연구실 분광학 실험실 멤브레인 성능시험 연구실 등을 살펴보았음, , .

전문분야별로 향후 기술정보 교류와 인적교류의 활성화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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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Korea-France Forum on New Technologies for Energy"

II. Objectives and necessity

The research and development(R&D) of energy technologies for the future

generation, which are related to a VHTR-assisted nuclear hydrogen production,

renewable energy, and bio-fuel, are being carried out to resolve the limitation of

fossil fuels.

Collaboration among several developed countries on this issue is being

performed as bilateral or multilateral joint research. In order to supplement the

budgets and manpower in these R&D fields, we have to make an effort to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collaboration. An exchange of technological

information and dispatch of experts are necessary to keep up to date with the

international R&D activities.

The Korea-France Forum on New Technologies for Energy should make an

offer for international collaboration in the fields of R&D of energy technologies

for the future generation.

III. Scope and contents

In celebration of the 120th anniversary on Korea-France diplomatic relations,

both Korea and France agreed that the New-generation Energy Forum on a

VHTR-assisted nuclear hydrogen production, renewable energy, and bio-fuel

should be held in November, 2006 in Paries, France.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the Korea-France Forum on New Technologies for Energy

organized by KAERI and CEA was held at the Mercure Hotel Conference Hall

in Paries for a couple of days, November 6 and 7 and a facility visit to the

CEA-Saclay was arranged on November 8 by the French side.

IV. Results and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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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Chul-Ki Ju who is the Korean ambassador to France and Prof.●
Bernard Bigot who is the high commissioner of CEA offered their

congratulations on the Korea-France Forum on New Technologies for Energy

and 19 scientists from both countries presented their R&D status and plans.

There were 4 technical sessions which were composed of 'VHTR Nuclear

System', 'VHTR-assited Hydrogen Production', 'Renewable Energy', and 'Fuel

Cell and Energy Storage' presentations. A contact point in each field was

established for the exchange of technological information and dispatch of experts

if necessary.

Through the technical tour, the Korean delegates visited a basic●
research laboratory for nuclear hydrogen, a material development laboratory for

a fuel cell, a spectroscopic analysis laboratory, and a performance test laboratory

of a membrane.

An effective exchange of technical information in each field and an●
experts' dispatch between the two countries will be performed as a result of

this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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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서 론1

년은 프랑스와 수교를 맺은 지 주년이 되는 해이며 프랑스 파리에서는 이2006 120

를 기념하여 주불 한국과학주간 행사가 개최되었다 한국과학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한 불 차세대 에너지 포럼이 파리의 에서 양국의 전문가가 참석한- Mercure Hotel

가운데 개최되었다.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 생산 방법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 테마가 주를 이루고 수소

활용의 측면에서 연료전지 등에 관련한 기초 및 응용 기술을 토의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다 한국 측을 대표하여 주 프랑스 주철기 한국대사가 환영사를 하였고.

프랑스를 대표하여 의 인 이 개회사 및CEA High Commissioner Prof. Bernard Bigot

첫날 사회를 맡았다.

공식적인 과학 기술 포럼은 월 일과 일에 걸쳐 크게 개의 분야로 나누어졌11 6 7 4

으며 첫째 날인 월 일에는 과, 11 6 VHTR Nuclear System VHTR-assisted

에 대한 발표가 주를 이루었고 행사 이틀째에는 신재생에너지Hydrogen Production

와 연료전지 및 에너지 저장에 대한 학술 및 정책 발표로 진행되었다 이번 여정의.

마지막 날인 월 일에는 에 있는 기초 연구소를 오전에 방문하여 프11 8 Saclay CEA

랑스에서 진행 중인 원자력수소 및 연료전지 기술에 대한 연구시설을 돌아보고 과

학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각 분야별로 연사와 주제를 살펴보면 원자력수소분야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장종화박사가 한국의 원자력수소 기술개발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동기관의 김용‘ ’ ,

완박사가 원자력수소생산 핵심기술개발을 발표하였으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

배기광박사가 황 요오드공정 개발현황을 발표하였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김홍곤‘ - ’

박사가 한국의 열화학적 수소제조 황 요오드공정의 황산분해공정 개발 현황에 대‘ - ’

해 한국을 대표하여 각각 발표하였으며 프랑스 측에서는 의CEA Mr. Paul

가 의 차세대 에너지 기술개발에 대하여 발표한 것을 비롯하여 동LUCCHESE CEA

기관의 가 원자력수소 기술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세부적인 기Mr. Pascal ANZIEU

술개발 현황은 과 에 의해 황 요오드공정Mr. Philippe CARLES Mr. Denis DOIZI -

개발과 저온 수소생산 기술개발에 대하여 각각 발표하였다.

한편 신재생에너지분야에서는 바이오 에너지와 태양열 에너지의 전기전환에 대한

발표가 양국에서 각각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이진석박사가

한국에서의 바이오에너지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발표하였고 프랑스측에서는‘ ’ Ms.

가 바이오매스의 열분해 연구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또한 건국Sylvie ROUGE .

대학교의 안형근교수가 태양광기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프랑스‘ ’

에서는 소속 가 태양에너지연구를 담당하고 있는INES Mr. Philippe MALBRANCHE

의 조직과 활동 그리고 시설과 연구과제 등에 대하여 발표하였다INES .

마지막 발표장을 장식한 연료전지와 에너지저장분야에서는 프랑스 측에서 많은

발표가 있었는데 연료전지분야에서는 의 가 마이크로 연CEA Mr. Paul LUCC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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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전지 기술개발에 대해서 발표한 후 가Mr. Jean-Philippe POIROT-CROUVEZIER

급의 연료전지 실용화에 대한 기술소개가 있은 후3kWe-80kWe Mr. Michel Pinéri

에 의해 연료전지용 유기고분자성 멤브레인의 특성에대한 발표가 있었다 한편 우.

리나라에서는 충주대학교의 엄석기교수가 우리나라의 연료전지 스텍 설계기술에‘ ’

대한 발표를 하였다 에너지 저장과 관련하여서는 프랑스에서는. 의CEA Mr. Dr

가 수소저장 기술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전북대학교의Fabien NONY

조성환교수가 한국의 최근 축열기술 개발 동향에 대하여 각각 발표함으로써 이틀‘ ’

간의 포럼발표를 종료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포럼에서 발표된 내용을 정리 수록하되 한국 측 발표내용은 주

제별로 각 장을 부여하여 서술적으로 재편집하였으며 프랑스 측 발표내용은 발표자

료 전문을 편집 없이 부록 편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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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2 한국의 원자력수소 기술개발 현황과 전망

서 론1.

물로부터 수소를 얻고자 하는 열화학적 수소제조 기술은 년대 초반 오일 쇼1970

크를 맞이하면서 관심의 대상이 된 약 년의 역사를 간직한 기술로서 년 지구35 1997

온난화를 걱정한 교토 의정서와 부시 대통령의 원자력에너지 혁신적 연구를 위한

포괄 에너지정책 원자력수소 이니셔티브 의 발표와 더불어 연구개발의 시의성‘ (NHI)’

을 확보하였다 특히 에너지 자원이 빈약하고 산업발달과 더불어 에너지 소모가 나.

날이 증가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미래 에너지 수요 공급의 안정적 체계를 위해/

서 수소에너지의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초고온 기체냉각로.

의(VHTR) 950
o 열원과 열화학적 수소생산 기술의 접목에 의한 수소생산이C 2040

년까지의 수요관점에서 총 수소 수요량의 적게는 부터 많게는 까지 감당해15% 50%

야 할 것으로 예측되며 그것을 절대량으로 환산하면 연간 톤의 수소 생산1,130,000

과 톤의 수소생산에 해당하고3,800,000 600 MWth 기준으로 기와 기의VHTR 19 63

건설을 필요로 하는 규모이다.

은 고온의 수증기 또는 헬륨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열 공급원이기도VHTR

하여 고효율의 전력생산 뿐 아니라 석탄의 액화 천연가스의 개질, , DME(Di-Methyl

의 경제적 생산 등 다양한 분야에 이용될 수도 있겠으나 화석연료 부존Ether) [1-3]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에서는 연구방향을 열화학적 수소제조 기술개발에VHTR

초점을 둘 것을 권장하고 있다.[4]

또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수소생산방식은 분산형과 집중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분산형 수소생산은 수소자동차충전소에서 수소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물

전기분해장치 또는 중소형 천연가스 또는 메탄올의 수증기 개질기를 사용한다 집.

중형은 원격지에서 수소를 대량 생산하여 파이프라인으로 배송하거나 열차 또는 트

럭을 이용하여 충전소까지 운반하는 방식이다 집중형의 경우에는 생산된 수소를.

수요지까지 운반하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운반비는 물량과 거리에 따.

라 달라지지만 연간 만톤 규모일 경우에는 배관망이 유리하며 의 거리라면1 200 km

운반비는 으로 추정된다 미국에서는 기술개발의 목표를 수소경제시대의0.8$/kg .[5]

운반비를 이하로 설정하였다 는 약 기존의 천연가스배관망을1.0$/gge .[6](1 gge 1kg)

보완하여 수소운반에 이용한다면 건설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소운반비를 절감할

수 있다 집중형 수소생산의 원가목표는 분산형의 원가목표보다 운반비를 제외한.

만큼 설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수소생산 열효율이 가장 높은

연계 열화학적 수소생산이 가장 경쟁력 있는 방법임을 뒷받침한다VHTR .

현재까지 여러 방식의 열화학적 수소생산 사이클이 제안되었고 일부 제안에[7]

대해서는 최근까지 실험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근년에 연구개발이 집중[8-10] ,

되고 있는 기술은 황 요오드 열화학 사이클- (Sulfur-Iodine Thermochemical Cycle)

과 수증기의 고온전기분해법 그리고 미국(High Temperature Steam Electro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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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팅하우스에서 제안한 하이브리드 황 공정 이 있으며 여- (Hybrid Sulfur Process)

기에서는 원자력수소 생산시스템 소개와 함께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기술개발 현황

과 전망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원자력수소 생산시스템2.

원자력수소 생산시스템은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스템 중간 열교1 VHTR ,

환 시스템 그리고 수소생산 공정으로 구성된다(IHX) , .

그림 원자력수소 생산시스템1. .

가 시스템. VHTR

은 그림 와 같은 고온에 견디는 삼중피복입자핵연료 를 사용VHTR 2 (TRISO)

하며 화학적 활성이 없고 중성자흡수가 없는 헬륨을 냉각재로 고온에 견디는 흑, , ,

연을 감속재로 사용하는 원자로 개념으로, 1,000
o 의 고온열을 발생할 수 있다 그C .

러나 구조재인 금속재료의 내구온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950
o 를 현실적인 한계로C

보고있다 향후 세라믹 등 고온재료의 기기제작성과 내구성이 향상될 경우에는.[11]

1,200
o 까지도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C [12] .

피복입자 핵연료1) (TRISO fuel particle)

삼중피복핵연료 는 약 직경의 우라늄 연료핵(TRISO) 0.5 mm (UO2 kernel)

주변에 완충탄소 층 열분해탄소 층 탄화규소(Buffer Carbon) , (Pyrolytic Carbon) , (SiC)

층 열분해탄소층을 사중으로 피복하여 제조한다 핵분열시 발생하는, . Kr-85, Kr-88,

등의 핵분열생성Sr-90, Zr-95, Ru-106, Ag-110m, I-131, Xe-133, Cs-134, Cs-137

물은 낮은 밀도로 피복된 완충탄소층에 잔류하게 된다 완충탄소층을 둘러싼 치밀.

한 열분해탄소층과 탄화규소층은 대부분의 방사능물질이 외부로 나갈수 없TRISO

도록하며 탄화규소층의 기계적강도는 기체성 핵분열생성물의 높은 압력까지 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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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고 있다.

그림 핵연료입자 직경 시제품사진2. TRISO ( 1mm, KAERI ).

원자로내에서 최대 핵연료온도 1,350
o 에서의 장기간 사용과 사용후C 1,600

o 의 사C

고모의 시험에서 핵분열생성물의 누설량이 10
-5이하가 됨을 입증하였다 노심냉.[13]

각재에 존재하는 방사능의 근원은 내부에서 누설되는 핵분열생성물 보다는TRISO

제조공정에서 외부에 오염된 우라늄에서 발생한 핵분열생성물이 더 많은 량의 방사

능을 발생하므로 제조공정에서의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해진다 엄격한 품질관리로, .

제조된 독일 의 핵연료는 원자로와 원자로에서의 사용과 추NUKEM AVR THTR

후 사고모의실험을 통해 각종 성능이 입증되었다 독일의 핵연료제조기술은 일본과.

중국에서도 발전시켜 사용하고 있다. 950
o 의 출구온도를 가진 에는 기존 기C VHTR

술로 제조된 핵연료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성능을 향TRISO ,

상시켜 사고시 더 높은 온도에서 견딜 수 있는 핵연료 제조기술 개발도 진TRISO

행되고 있다. 1700
o 이상의 고온에서 결정상이 변화하는 탄화규소 대신 더 높은C

온도에서도 안정한 탄화지르코늄을 피복한 에 대한 가능성이 연구되고ZrC-TRISO

있다 를 사용하면 사고시 핵연료 제한온도를 현재보다.[14-15] ZrC-TRISO 200
o 이C

상 높여 안전성 유지에 지장없이 원자로의 출력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부피는 같은 전기출력을 생산한 경수로에 비해 배정도로 크나9.6 ,

더 높은 연소도를 달성하고 있으므로 사용후 핵연료의 붕괴잔열은 같은 부피의 사

용후 핵연료라면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의 배가 적으며 잔존 중금속 우라늄과 초우10 , (

란원소 의 양은 경수로의 배가 적다 저장부지의 면적은 잔존 중금속량에 의해 정) 65 .

해진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에 필요한 부지는 동일한 에너지를 생산한 경수. VHTR

로 사용후핵연료의 정도에 불과하다 핵연료입자의 피복은 화학적으1/8 .[16] TRISO

로 매우 안정하므로 자연상태에서 최소 만년 동안 건전성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100

하고 있으므로 고온가스로의 사용후핵연료는 별도의 처리없이 영구처분하는 방[17]

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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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형태2)

고온가스로의 핵연료는 미리미터직경의 피복입자핵연료 이며 핵분1 (TRISO)

열연쇄반응을 지속하는 원자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약 십억개의 입자를 장TRISO

전해야 한다 미세한 핵연료를 대량으로 장전하기는 어려우므로 입자를 직경. TRISO

의 구형으로 성형한 페블형 핵연료를 장전하는 방식과 원주형6cm (pebble) (compact)

으로 성형한 블록형 또는 속이 빈 원주형 으로 성형한 블록형 핵연(hollow compact)

료를 장전하는 방식이 있다 독일의 중국의 과 건설을 추진. AVR, THTR, HTR-10

중인 남아공의 은 페블형 미국의 와 설계를 추진중인 은 블록형PBMR , FSV HT3R ,

일본의 은 속이 빈 원주 블록형 핵연료를 채택하였다HTTR .

핵연료성형 형태는 핵연료의 교체방식과 냉각재 압력차에 영향을 준다 직경. 6cm

의 페블형 연료는 운전중 연속적으로 연료 교체하므로 가동율을 높일 수 있으며,

노심의 출력조정에 필요한 잉여임계도가 적어도 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노심의 냉,

각재 압력손실이 커지고 노심상부에서 자유낙하시켜 장전한 핵연료의 정확한 노심

내 위치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반대로 블록형에서는 핵연료의 위치를. ,

정확히 알고 냉각재의 압력손실이 적어서 순환기의 에너지 소모량이 적다는 장점,

이 있으나 주기적 연료교체를 해야 하므로 주기초에 충분한 잉여 임계도를 확보하,

고 이를 독물질로 제어해야 함으로써 중성자를 낭비하는 단점이 있다 모든 사용후, .

핵연료의 연소도를 측정하는 페블형에 비해 블록형에서는 각 블록의 핵연료 연소도

를 알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노심3) VHTR

원자로의 설계는 경제성과 안전성의 두가지 측면에서 최적화하여야 한다 초.

기의 원자로개발은 경제성에 중점을 두고 개발하였다 그 결과 출력밀도의 증가와.

플랜트의 대형화를 추구하였다 고온가스로는 고온을 발생하므로 열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지만 냉각능력이 떨어지는 가스를 사용하므로 노심의 부피가,

커진다는 또는 출력밀가 낮다 단점이 있다( ) .

그러나 년 발생한 경수로의 사고는 노심이 정지하더라도 핵분열생1979 TMI [18]

성물의 붕괴잔열을 제거하기 위한 비상냉각시스템 등의 공학적 안전설비도 인적오

류 등 요인에 의해 작동하지 못하고 핵연료의 심각한 파손까지 이를 수 있음을 입

증했다 사고이후 개발된 개량형 경수로에서는 세라믹캣처 고압충수계통 등. TMI ,

피동적인 안전계통이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냉각능력이 낮은 기체를 사용하는 고.

온가스로에서는 고유의 특징을 활용하여 고유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개념

을 전환하였다 즉 출력밀도가 낮고 고체인 흑연의 열용량이 커서 열적 천이속도가. ,

매우 느린 고온가스로에서는 노심의 구조를 긴 원통형으로 배치하여 압력용기 표,

면적을 넓힘으로써 복사열전달만으로도 노심정지 후에 발생하는 핵분열생성물 붕괴

잔열을 제거할 수 있다 압력용기 외부로 전달된 열은 자연대류에 의해 작동하는.

공동냉각계통 에서 제거시켜 사고 시의 핵연료 최(Reactor Cavity Cool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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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도를 제한온도이하로 낮춤으로써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 공동냉각계통은.[19]

격납용기의 콘크리트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목적으로 정상운전 시에도 계속 작동하

고 있다 사고 후 장기간의 운전정지 상태에서 공동냉각계통의 성능이 저하될 경우.

에는 주변 토양으로의 열전달이 가능하도록 원자로를 지하에 건설하는 방안이 검토

되고 있다 지하구조물은 건설비는 다소증가하나 내진내구성이 좋으므로. [20] VHTR

처럼 긴 원통형의 구조물에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은 초창기의 고온가스. 3

로로부터 현재까지의 변천사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고온가스로의 변천사 제공3. (General Atomics )

고온가스로는 대부분의 사고에 대해 노심에서의 핵연료손상 우려가 없이 긴 응답

시간을 갖고 반응하고 있어서 냉각재의 영향이 큰 경수로나 액체금속로보다 안전성

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고온가스로 고유의 안전문제로는 노심내부로.[21]

의 습기나 공기침투에 의한 흑연구조물의 산화 또는 연소에 있다 흑연은.[22] 500
o
C

의 온도에서 부분적인 산화가 진행되어 650
o 이상이 되면 연소상태에 진입한다C .[23]

현재의 은 노심에서 헬륨의 기류를 상부에서 하부로 흘리도록 하여 노심구조VHTR

물의 진동을 줄이고 있다 이런 형태의 노심에서는 배관부에 파손이 있더라도 사고.

초기에는 압력용기내부의 고압 헬륨이 공기침투를 방해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기

침투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그동안 공기침투시 흑연의 온도는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배관파손에 의해 대량의 공기가 침투하더라도 핵연료를 손상시킬만한 전반,

적인 연소는 발생하지 않으나 초기에 높은 온도상태인 노심하부 흑연블록의 일부,

에서는 연소가 발생할 수도 있다.[24]

흑연연소를 방지하는 방안으로는 격납용기주변의 공기량을 제한하여 연소를 제한

하거나, 1,300
o 이상의 고온에서만 연소하는 탄화규소 또는 탄화지르코늄으로 흑연C

구조물과 핵연료를 피복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흑연구조물의 피복은 기계.[25]

적 마찰 성능 등에 대한 추가연구가 진행되어야 실용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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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순환기4)

노심냉각을 위한 순환기는 500
o 부근의 헬륨을 초당 수백 의 빠른 속도로C kg

순환시켜야 한다 헬륨순환기는 독일의 미국의 일본의. AVR, THTR, FSV, HTTR,

중국의 에 채용되어 성공적으로 운전되었으나 몇가지 문제점도 발견되었다HTR-10 .

에 습기가 침투하면 물의 중성자흡수로 임계도가 낮아져 원자로가 트립된VHTR

다 이런 현상은 원자로의 안전성 유지에는 장점이지만 원자로운전이 중단되므로. ,

경제적인 손실이 따른다 미국의 고온가스로인 는 순환기부분에서 발생한 잦은. FSV

습기침투사고가 경제적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량하.[26]

기 위해 회전축과 고정축의 물리적 접촉이 없는 자기베아링 세라믹 캐쳐베아링과,

가스밀봉의 채용을 검토하고 있다.[27]

나 중간 열교환 시스템. (IHX)

효과적인 수소생산을 위해서 에서 발생한 고온의 기체를 수소생산공정VHTR

에 최소한의 열손실로 전달해 주어야 한다 중간 열교환 루프에 사용하는 열교환기.

는 원자로와 수소공정 간의 압력차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은 기체를 냉. VHTR

각재로 사용하므로 기존의 원자로에 사용하던 튜브형의 열교환기보다는 장치의 부

피를 줄일 수 있는 미세유로 판형 열교환기에 대한 개발이 진행 중이다.

열교환기의 모재로 등의 고온합금을 사용하고 화학부식으Alloy-230, Alloy-617

로 유로를 만든 후 확산용접으로 접합하는 판형열교환기 또는 열전달면(PCHE)[28]

적을 넓이기 위해 구부린 얇은 판을 브레이징으로 접합한 판 핀형 열교환기- (PFHE)

의 적용을 주로 검토하고 있다.[29]

수소생산 공정 쪽의 열교환기인 삼산화황 분해장치는 부식성이 매우 강한 분위기

이기 때문에 탄화규소복합소재를 사용하는 연구가 주로 진행 중이다 그러나.[30-31]

복합소재는 제작성이나 접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온용 금속을 모재로 사용한 판

핀형 열교환기에 내부식성을 강화하기 위해 탄화규소 피복 막을 형성한 후 이온빔-

으로 혼합하여 결합강도를 높이는 방안도 연구 중이다.[32]

화학반응의 열 부하는 급격히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로의 급격한 출력 변동

을 초래하지 않도록 이차 측의 급격한 온도변화를 완충시켜 주어야 한다 열용량이.

적은 기체의 온도변화를 완화시키기 위해 원자로로 되돌아가는 측에 열용량이 큰

증기발생기를 설치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이차계통의 사고로부터.[33]

을 보호하기 위한 대형 격리밸브의 설치도 필요하다 이런 장치들은 수소생VHTR .

산 공정의 제어와 원자로 제어의 독립성을 강화시켜 전체 플랜트의 운전성능을 향

상시킨다.

에서는 핵분열과정 또는 흑연블록내의 불순물 헬륨기체중의 헬륨 제어VHTR , -3,

봉내의 붕소 습기 등 물질에 중성자 흡수반응이 일어나 삼중수소가 발생한다 발생, .

된 삼중수소는 스폰지와 같은 구조의 흑연구조물에 대부분 흡수되나 일부는 중간,

열교환기를 지나 수소생산 공정으로 전달될 수 있다 생산된 수소에서 삼중수소.[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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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가능성을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는 일차냉각계통과 중간 열교환 계통의 헬륨정

화능력 강화 열교환기 표면의 산화피막에 의한 삼중수소 확산감소 등의 방안에 대,

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생산된 수소는 공기와 혼합될 때 농도범위에서 폭발성이 있기 때문에 원18-60%

자로와 수소생산 공장 및 저장시설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원자로를.[35]

지하에 건설하고 방호벽을 세우는 등의 조치로 폭발사고에 대비한 시설 간 안전격,

리 거리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고압의 수소폭발과 수소생산 공정의 폭발.

피해에 대해 아직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서 적절한 안전거리가 결정되지 못,

하고 있다.[36]

중간 열교환루프의 열전달매체는 과 수소생산 공정의 거리에 따라 가까울VHTR

때는 일차냉각재와 같은 헬륨을 수백미터 이상의 먼거리에서는, LiF-BeF2 계열의

용융염을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37] .

다 수소생산 공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연계 원자력수소 생산VHTR

공정으로는 열화학 공정 하이브리드 황 공정 고온 수증기 전기분해 공정이며SI , ,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 요오드 열화학 공정1) - (SI)

에너지원으로 초고온 가스로 의 냉각재인 가스의 약 이상(VHTR) He 950 ℃
의 고온 열을 이용하여 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열화학적 수소제조 황 요오-

드 공정은 년대 중반 미국 제너럴아토믹사 연구진에 의해 연구되었으며(SI) 1970 (GA)

년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종 화학반응들로 구성된다1982 3 .

2H2O + I2 + SO2 = 2HI + H2SO4 약 발(Bunsen Reaction, 100 ,℃
열반응)

2HI = H2 + I2 흡열반응(200~500 , )℃

H2SO4 = H2O + SO2 + 0.5 O2 약 흡열반응( 850 , )℃

분젠반응은 발열반응이며 황산분해 반응은 에서400~500 H℃ 2 와O SO3으로 차분1

해 된 후 분해된, SO3가 약 이상에서 고체 촉매반응에 의해800 SO℃ 2와 O2로 차2

분해 된다 요오드화수소 분해 반응은 기체상태에서의 고체 촉매반응 혹은 액체. (HI)

상태에서의 균질 촉매반응으로 진행된다.

종의 화학반응들로 구성된 공정을 화학반응 참여 물질들의 흐름을 기준으로3 SI

도식적 표현을 하면 그림 와 같다4 .



- 10 -

그림 화학반응식을 기준으로 한 공정 개념도4. SI .

이후 일본의 구 와 독일의 아헨공대에서도 공정에 대한 연구를JAEA( JAERI) SI

수행하였으며 상호간의 연구 차이점은 그림 의 에 포함된4 Section 3 HIx 용액의

농축과정에서 볼 수 있다 미국의 사는 인산을 이용한 추출증류. GA (extractive

방법을 제안한 바 있고 독일 아헨공과대학은 고압 반응증류distillation) , (reactive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일본의 와 한국의 에너지기술연구원은 전기distillation) JAEA

투석법에 의한 차 농축 후 증류법에 의한 차 농축법을 제안하고 있다1 2 .

년 사는 아헨공과대학이 제안한 고압 반응증류법을 의2003 GA Section 3 HIx 용액

농축과 의 촉매분해 단계에 적용시킨 새로운 공정도를 발표한 바 있는데 그림HI 5,

과 같다6, 7 .

사의 분젠반응은GA HIx 용액 중에 포함된 요오드와 황산분해 공정으로부터 공급

된 SO2 및 동시에 유입되는 물에 의해 요오드산과 황산이 생성된다 이 반응에서는.

요오드를 적절하게 과잉으로 투입함으로써 분젠반응의 정방향 진행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황산상과 요오드산상이 상호 분리될 수 있도록 비혼화성 을 유(Immiscibility)

발한다 이 반응은 약간의 발열반응으로 반응온도는 이하이다 분젠반응기에서. 120 .℃
배출된 용액은 상분리기에서 HI/I2/H2 가 주 구성성분인 중질상 과O (Heavy phase)

H2SO4/H2 가 주 구성성분인 경질상 으로 상호 분리된다 상분리기에서O (Light phase) .

배출되는 경질상의 황산물 몰 농도비는 약 정도이며 이것이 제 의 분젠반응기라: 1:5 2

할 수 있는 황산부스터 반응기를 거치는 동안 정도로 최종 증가되어 로1:4 Section 2

주입된다 한편 중질상은 의 황산분해 반응기에서 생성된 산소기체를 이용. Section 2

하여 기 액 접촉시킴으로써 중질상 내부에 잔존하는 이산화황을 기화시키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화학평형의 교란이 용액 내 잔존하는 황산의 분해반응을 도모함으로

써 용액 내 황산농도를 최소화하는 단계를 거친 후 로 주입되며 본 유HIx Section 3

체의 HI:I2:H2 몰농도비는 약 를 유지토록 설계되어 있다O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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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사의 공정 분젠반응 단위공정도5. GA SI -Section 1 .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의 황산용액이 소량의6 57wt% SO2를 포함한 형태

로 의 황산용액 농축장치로 공급된다 본 단위공정 내부에는 열 회수용 열Section 2 .

교환기 를 많이 설치하여 열이용 효율을 극대화시켰으며 단계의 플래(Recuperator) 4

시 드럼과 단계의 감압 플래시 증발기 그리고 최종적으로 감압 다단 증류탑을 거3

치면서 황산의 농도를 까지 농축시키고 약98wt% 7.6kg/cm
2 로 승압되어 황산증발G

기에서 기화되며 일부 기화된 황산 기체가, SO3와 물로 분해되고, SO3분해기에 의

해 최종적으로 SO2 산소로 재 분해되도록 공정이 구성되어 있다, .

그림 은 년 발표에서 소개한 바 있는 인산을 추출용매로 사용한7 1982 GA HIx용액

농축기술을 배제하고 독일에서 제안한 고압 반응증류기술을 채택한 HIx용액 농축/

분해 공정을 단위공정으로 재구성한 사의 설계도면이다 그림 에서Section 3 GA . 7

보는 바와 같이 단위공정은 개의 열회수용 열교환기와 하나의 고압 반Section 3 3

응증류탑 수소기체 세정탑 그리고, , HI/I2/H2 상분리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로O

부터 물의 공급은 의 수소세정탑의 세정액으로 주입되는 것을 특징으로Section 3

하고 있다.

그림 사의 공정 황산용액 농축 분해 단위공정도6. GA SI -Section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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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사의 공정7. GA SI -Section 3 HIx용액 농축 분해 단위공정/ .

하이브리드 황 공정2) (Hy-S)

공정의 반응식은 다음과 같으며 공정 개념도는 그림 과 같다Hy-S 8 .

)(H)(SOH)(OH2)(SO 24222 gaqlaq +→+ 전기분해( , 80-120
o
C)

)(O2/1)(SO)(OH)(SOH 22242 gggaq ++→ 열분해( , 800-900
o
C)

폐회로로 구성되는 전체 반응식은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는 것이다 이산화.

황수용액의 전기분해는 수소를 생산하며 황산이 부산물로 남게 된다 황산은, . 800
o
C

이상의 온도에서 분해되어 이산화황과 산소가 발생된다 이산화황은 냉각시켜 물과.

수용액을 만들게 되고 다시 전기분해반응에 투입된다, .

공정에서는 정도의 에너지가 전기로 투입되며 초고온가스로의 전기생Hy-S 42% ,

산효율을 로 가정하면 초고온가스로에서 열의 형태로 공급하는 에너지는45% 52%

정도가 된다.[38]

전기분해를 위해서는 수소이온 투과성이 좋은 전해질막이 필요하며 근래에 연료,

전지에 널리 사용되는 은 높은 효율을 낼 수PEM (Proton Exchange Membrane)

있다 이산화황수용액의 전기분해에 필요한 전압은 상온에서 볼트이. 50% 0.57

다 이 전압은 상온 수전해에서 필요한 볼트보다 낮으므로 상온 수전해의.[39] 1.23 ,

낮은 전력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있다.

그림 하이브리드 황 수소제조 공정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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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황의 전기분해는 좁은 전기분해면적에 의존해야하므로 기기장치비가 많이

들게 될 우려가 있고 전극 등의 재료부식 내구성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부[39]

분이나 열화학 공정에 비해 공정이 간단하다, SI .

고온 수증기 전기분해 공정3) (HTE)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의 역 메카니즘을 이용한 수증기로부터의 수소(SOFC)

생산을 미국 에서 검증 중에 있다 실험 장치는 가스공급장치 가스질량측정기INL . , ,

가습기 이슬점측정장치 온도 압력측정기 가열로 그리고 등으로 구성되어, , , , SOFC

있다 의 연구개발 주목적은 년 내로 실험실규모 및 파일럿 규모. INL 3-4 (50kW)

의 장치를 개발하는 것이다 파일럿 규모 전기분해 공정은 약 정(500kW) HTE . 5MPa

도의 고압에서 운전된다 고압에서의 운전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

다 같은 체적 유량인 경우라도 고압에서는 질량유속이 크게 되어 장치의 크기가.

작아지며 결과적으로 비용을 저감시키게 된다 생산되는 수소는 궁극적으로 압축되, .

어 저장용기에 저장될 것이므로 고압에서의 수소생산은 시스템 측면에서도 유리하

다 원료인 물을 까지 압축시켜 공급함으로써 생산된 수소를 까지 압축. 5MPa 5MPa

시키는 경우보다 에너지 사용 측면에서도 훨씬 효율적이다 의 수소를 대기압으. 1Kg

로부터 까지 압축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약 인데 반하여 의 물5MPa 8.8MJ 9kg (=

을 기압에서 까지 압축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겨우 이기 때문1kg H2) 1 5MPa 52kJ

이다 또 고압운전은 전극에서의 과전압을 감소시켜 주는 등 전기분해 속도 관점에.

서도 바람직하다.

저장탱크에 저장된 상온 상압의 탈염 탈이온 수는 펌프에 의하여 약 로 운/ 5MPa

전되고 있는 공정으로 운반된다 공급수는 열교환기를 지나서 적어도 포화 액체상.

태 로 예열된다 이 열교환기는 생성되어 나가는( 265 at 5MPa) . O℃ 2 가스나

H2 가스의 열을 사용하는 재생열교환기이다 열교환기는/steam . H2 혼합물로/steam

부터 스팀의 일부를 응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이슬점을 거의 주위 온도 수준으로 낮

추는 역할도 수행한다 파일럿 플랜트는 출구 유체로부터 최대한의 열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액체인 물을 증발시키는데 필요한 엔탈피를 공급하기.

위하여 또는 전기분해장치로 공급되는 수소 수증기 온도를 스택 운전온도까지 올려/

주기 위하여 열을 공급하여야 하며 로부터 공급된다 증발열은 비교적 낮은VHTR .

온도에서 공급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스택을 운전온도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고온

의 원자로 열이 필요하다.

증기발생기 하류에서 수증기는 수소와 혼합하여 수소 수증기 몰조성을10% , 90%

가지는 가스혼합물이 된다 열역학적으로는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수소는 전.

해요소 스택의 음극에서의 환원상태를 유지하여 전극의 산화를 방지하여 준다 운.

전 시에는 수소가 수소저장탱크로부터 공급될 것이지만 정상상태에서는 수소는 전,

기분해 셀 출구로부터 재순환 공급된다 고압 압축기는 수소가스를 입구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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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기 위하여 수소가스를 가압하는데 사용된다 질량유속조절기는 수소의 공급량.

을 조절하여 유입가스의 조성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된다.

전기분해장치 스택은 하나의 가스입구라인 스팀 수증기 과 두개의 가스출구라인( / )

수소 수증기와 산소 을 가지고 있다 두개의 출구 가스는 고온열교환기와 저온열교( / ) .

환기를 통하여 가지고 있는 열의 대부분을 유입가스 쪽으로 전달한다 저온열교환.

기 출구에서 수소 수증기의 이슬점은 유입되는 물의 온도와 근접하게 되는데 이때/

열교환기 출구에서 수소조성은 에서 를 초과하게 된다 저온 열교환기 출5MPa 99% .

구 측 가스로부터 회수되는 응축수는 유입수 측으로 재순환된다 이때 생성물인 수.

소는 이슬점이 이하가 될 때까지 건조된다 이를 위한 수소 건조 장치를 설-40 .℃
치하여야 한다.

수소 수증기 흐름은 저온 열교환기 하류에서 다시 갈라진다 이 흐름의 일부는/ .

재순환되어 유입 수증기 흐름과 혼합된다 유입 수증기 흐름의 압력보다 높은 압력.

으로 소소를 재 압축하기 위하여 고압의 압축기가 필요하다 질량 조절흐름계를 사.

용하여 전기분해 장치로의 혼합기체 유입조성이 수증기 수소로 되도록90% , 10%

한다.

수소발생 설비를 에 결합시키는 경우 조립이나 유지보수 측면에서 수소발VHTR ,

생 설비를 모듈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듈화한 수소생산설비는 스텍. SOFC ,

예열을 위한 열교환기 보충수 탱크 응축기 및 분리기 등으로 그림 와같이 구성된, , 9

다.

그림 수소생산 공정도9. HTE .

전형적인 모듈 크기는 길이 폭 높이 이다 스택자체는 약 정도18.5m, 2.9m, 4m . 3m

이고 그 위 약 의 공간은 설치를 위한 것이다 하나의 스택에는 두께, 1m manifold .

가 인 셀이 개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 향후 제작기술이 발전하여4.05mm 740 . SOFC

셀의 유효 면적이 까지 가능하다면 개의 스택이 줄로 나열될500mm x 500mm 48 3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전기분해장치를 효율적으로 운전하기 위하여는 수증기가 완전히 소진되어 버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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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방지하여야 하므로 전기분해장치에서 유출되어 나가는 가스에 약 정도, 10%

의 수증기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출되는 뜨거운 수증기는.

열교환기를 통과하면서 보충수를 예열하게 되고 이때 냉각된 수소 수증기 혼합가스, /

는 응축되어 열교환기 출구에서의 이슬점이 보충수의 이슬점에 매우 근접하게 된

다 이슬점이 에서 인 수증기의 몰분율은 이다 이 정도의 수증기. 5MPa 25 0.065% .℃
분율은 일반적으로 운반이나 저장을 하기에는 조금 높으므로 탈수시키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보고된 바 있다.

원자력수소 개발현황과 전망3.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자동차용 연료전지와 분산전원용 연,

료전지의 상용화와 보급을 목표로 수소경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였다 마스터플.[40]

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년에는 연간 만톤 년에는 만톤의 수소가2020 77 , 2040 606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년 수요량 중 만톤은 연료전지자동차부문의 소요. 2040 344

량이며 전체 수송연료 중 수소가 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했다56% .

그러나 수소는 연료전지에서의 연료 용도뿐만 아니라 석유정제산업에서도 탈황,

기준의 강화 중질유의 개질, , 석유화학 제품생산에서의 수소수요가 매년 팽창하고

있다 현재는 대부분 석유 또는 천연가스를 수증기 개질하여 수소를 생산하.[41-42]

며 우리나라의 경우 년에 연간 만톤을 정유공정에 소비하고 석유화학 및 타2004 47

산업분야에서 만톤을 소비하여 총 만톤을 생산하고 소비하였다 정유부문에서30 87 .

는 년에는 수송연료부문의 만톤을 포함한 연간 만톤의 수소가 필요할 것2020 65 116

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수소를 원유로 생산한다면 년 수입한 원유의 약 인. 2004 15%

만 배럴의 원유가 필요하다3,000 .

연료전지분야와 정유산업분야의 결과를 종합하면 년의 수소수요는 적어도 연2040

간 만톤에 달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를 현재 상용화된 기술인 물 전기분해로 생680 .

산한다면 약 의 발전용량이 필요하다 원자로는 대량의 열을 적은 부지에서50 GW .

적은 환경 부담으로 값싸게 공급할 수 있는 장치이므로 수소경제에 필요한 막대한

량의 수소를 원자력으로 생산하고자 하는 것은 현실적인 접근방식이다 미.[43-46]

국의 경우 수소경제가 달성되면 연간 만톤의 수소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여4,000

이중 만톤을 원자력수소로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의 열출력400 . VHTR

으로는 약 의 용량에 해당한다40 GW .

우리나라에서는 년대 초반의2020 200MWth급 원자력수소 기술실증시험을 목표로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기술개발

국내 파트너로 하는 과학기술부 지원의 원자력 중장기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 협력프로그램인 에 미국 일본 프랑스, GIF VHTR , , ,

캐나다 와 함께 연구를 년 중에 착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와는, EU 2007

별도로 미국의 아이다호 국립 연구소 와 제너럴 아토믹사 중국의 칭화대 그리(INL) , ,

고 독일의 사와는 쌍무협력 체제를 구성하여 공동 연구를 추진 중에 있고NUK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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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그리고 프랑스의 와는 양기관에 상호 도움이 되는 공동연구 의JAEA CEA

제와 방향을 발굴하기 위한 협의를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결론 및 건의사항4.

원자력에 의한 대량 수소생산은 아직 그 기술 실증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수소,

경제시대에 가장 경제적인 수소생산방법이 될 것으로 여러 기술 선진국들에서 인정

받고 있다 초고온가스로 기술부분의 난제는 비교적 적다고 할 수 있으나 대중수용. ,

성을 극복하고 엄격해진 원자력안전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여러 수소생산방법 중 황 요오드 열화학 공정 수증기 고온전기분해 공정 하이브- , ,

리드 황 공정 등 개의 공정이 초고온가스로를 열원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적- 3

절한 기술들로 평가되고 있다.

좁은 부지에서 대량의 수소를 경제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

생산기술은 년경 완성되어 년대 중반부터는 수소연료의 대중화에 기여할2020 2020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불 양국은 현재 협의 진행 중인 다자간 협력체인 Generation IV

을 통하여 협력하고 의 협력내용 범위 밖의 사항은 한International Forum(GIF) GIF

불원자력 협력협정의 협력의제 확장을 통하여 추진함으로써 기술개발 속도를 배가

시킬 수 있고 기술개발 투자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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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원자력수소생산 핵심기술개발3

서론1.

미래의 수소경제 시대에 필요한 대량의 수소를 경제적이고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한 기술로서 원자력이용 수소생산시스템을 채택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개

발이 전 세계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초고온가스로의 고열을 이용한 수소생산은 고.

효율의 청정 수소생산 방법으로 고유가 시대에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대규모의 수,

소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원자력을 이용한 기술주도형 에너지 기술이며 온실. , ,

가스 방출문제 해소 등 환경적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 고효율의 수소생산을 위.

하여 초고온가스로는 원자로 출구 온도조건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 950 .℃
에 개발된 고온가스로는 의 헬륨 냉각재온도 조건에서 운전되므로 초고750 900 ,～ ℃
온가스로에는 의 온도증가가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고온조건에서 초고온200 50 .～ ℃
가스로의 노심 및 핵연료 특성 계통 기기 및 부품의 열적 기계적 성능 및 건전성, , ,

을 확보하고 사고 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설계가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수, . ,

소생산계통과 계통병합을 위한 신개념의 중간열교환계통 등 원자력수소시스템의 계

통 구성 및 평가기술이 요구된다 따라서 고온 운전조건에서 고온기기의 개발 내열. ,

금속재료 및 흑연의 선정 평가기술과 고온 황산분위기에서 내부식 재료 및 열교환

기 등 신개념 기기의 개발은 원자력수소시스템의 구현에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핵심기술연구가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원자력수소생산 요소기술2.

원자력수소생산계통 개념2.1.

예비개념개발단계 에서 향후 원자력수소 생산 및 실증을 목표로 하(2004~2005)

는 원자력수소사업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핵심 설계기술의 우선순위 및 주

요현안을 도출하였다 핵심기술은 신개념 요소기술에 대한 공동연구 추[1]. Gen-IV

진현황 국내외 기술수준과 개발기술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고유설계의 개발 및 기, .

술자립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실증로의 계통 으로 안전성 확보. layout

차원에서 그림 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간접루프 형태의 수소생산전용 시스템 개념1

을 도입하였다 원자로계통과 중간루프를 중간열교환기를 통하여 연결하고 중간루. ,

프와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을 공정열교환기 를 이용하여(Process Heat Exchanger)

연계하는 형태이다 다양한 계통 과 운전조건에 대한 수소생산효율을. layout HyPEP

코드를 개발하여 분석하였으며 간접루프 형태에서 수소생산효율에 큰 영향을 미치,

는 인자는 계통 압력강하에 따른 순환기의 일량임을 알 수 있다 원자력수소계통의.

및 운전변수 설정은 설계의 가장 으로 안전성을 최대화하는 범위Layout upstream ,

에서 수소생산효율 극대화와 건설 및 운전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또.

한 계통 의 용량 및 이에 따른 제조성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원자력수, compon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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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통의 으로 직접 또는 간접루프 단일 또는 다중 루프 및 또는Layout , SI HTE

수소생산계통의 형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림 원자력수소생산계통 개념도1.

따라서 최적화된 계통 선정을 위하여는 정량적인 계통 분석체계, Layout Layout

가 요구되며 이를 위하여 예비개념설계 단계에서 에 대한 운전변수 및 수소, Layout

생산효율 프로그램인 코드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년부터HyPEP . 2005 HyPEP

코드의 성능향상을 위한 과제를 미국 과 공동연구로 수행하고 있I-NERI INL, ANL

다 본 과제를 통하여 코드의 다양한 에 대한 해석능력 보강을 수행. HyPEP Layout

하고 있으며 계통 부품 모델 및 경제성분석을 위한 모델 개발을 수행할 계, sizing

획이다 모든 분야에서 그림 에서 보듯이 를 비롯하여 다양한 국제협력을. 2 GEN IV

통해 효과적으로 원자력수소생산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다 현재 검토되고 있거나 연구가 수행중인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의 주요기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냉각 원자로 압력용기개념의 도입여부에 대한 평가와 연구가 수행되고 있,

다압력용기 소재는 관련 설계의 기술성 및 안전성 뿐더러 소재의 수급성 제조성. ,

및 경제성 측면에서 매우 신중히 선정되어야 한다 에서 제안한. GT-MHR 9Cr1Mo

강의 경우 고온내성이 강하며 이에따라 압력용기 설계를 단순화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으나 수급 제조 경제성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높고 모든 물성치가, , , , ASME

코드로 아직 등재되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다 강은 일반 가압경수로에 사. SA-508

용되고 있는 소재로 국내외 많은 제조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재의 수급 제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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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으나 설계온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다 정상상태 압력, .

용기 온도 최소화를 위하여 흑연구조물 내부로 냉각재 유로를 형성하여야 하며 압,

력용기 냉각계통의 추가설계와 사고조건에서 원자로 잔열제거를 위하여 성RCCS

능개선 설계 등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그림 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을 위한 국제협력관계2.

둘째 중간열교환기는 고온에서 약 압력의 원자로계통과 약, 950 70bar 40bar℃
압력의 중간루프를 연결하는 주요 연계 부품이다 현재 상용로급인 열출. 600MWth

력을 고려할 때 기존의 튜브형태의 열교환기는 크기가 너무 커 열적 기계적 성능, ,

뿐더러 제조성에 큰 제한이 있다 따라서 최신 기술로 개발된 고용량 열, . , Compact

교환기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대상 열교환기의 설계로 사의. Compact HEATRIC

와 에서 개발 중인Diffusion Bonded Printed Circuit Heat Exchanger NGNP

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상기 열교환기의Plate-Fin Type Heat Exchanger . , Compact

내부유로 설계는 매우 다양하며 각 설계별로 운전조건에서 차 차 압력경계에서, 1 -2

의 열적 성능과 기계적 응력제한치의 만족여부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 또한 주. ,

계통과의 연결 등 연결부위에서의 용접성 열교환기 압력용기의 냉각 열교Nozzle , ,

환기 제조성 및 고온 재료선정 등이 설계개발 및 선정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이다.

셋째 중간루프는 원자로계통과 수소생산계통을 연결하는 주요계통이다 수소계, .

통은 수소폭발사고 시 원자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하므로 중간루프에서의 열손실 및 순환기의 일량 최소화는 수소생산효율,

최대화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열손실 및 순환기 일량 루프 압력강하 최소화를. ( )

위하여 중간루프의 냉각재로 다양한 가스 혼합체 및 용융염 등을, , He, N , He-N₂ ₂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냉각재 선정에 따른 냉각재관 제원 단열설계 등 다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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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해석이 요구된다.

넷째 계통은 초고온가스로의 노심 잔열, RCCS(Reactor Cavity Cooling System)

제거를 위한 유일한 피동적 안전계통이다 원자력수소계통의 출구온도 상향. (950 )℃
은 노심의 내부에너지를 증가시키므로 사고조건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 RCCS

계의 노심의 잔열제거 능력의 향상이 요구된다 그러나 냉각능력 향상은 정상상태. ,

운전 시 열손실을 증가시켜 경제성에 영향을 주므로 안전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최,

적화된 설계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설계개념으로RCCS . , RCCS

물 또는 공기 냉각 설계가 선정되어야 하며 계통 운전조건에서 최적화 설계의 개,

발이 요구된다 설계 선정 및 최적화 해석을 위하여 정상상태 및 사고해석을.

및 코드를 사용하여 분석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MARS-GCR GAMMA , GA,

과제 등을 통하여 관련 설계해석 결과 및 관련 실험결과를 입수Gen-IV, I-NERI ,

하여 설계평가를 수행할 계획이다.

다섯째 순환기가 매우 핵심적인 기기이다 원자로계통 루프와 중간루프로 구성, .

된 간접루프 형태의 원자력수소계통에서 순환기의 일량은 전체 수소생산효율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이다 고온조건에서 급의 고용량 순환기의. 600MWth

제작 및 운전경험은 세계적으로도 없으므로 적정한 용량과 운전성을 갖는 순환기,

의 제작 및 수급성은 계통 설정의 주요 전제조건이다 순환기의 제조성 운Layout . ,

전성 수급성 확보를 위하여 등 순환기 공급자와의 기술협력을 통하여 설, , OKBM ,

계 제조 건설에 대비할 계획이다 순환기의 경우 베어링기술이 핵심으로서 현재, , .

가스베어링이 주로 사용되고 있고 마그네틱베어링은 많이 연구되고 있다, .

여섯째 공정열교환기 는 중간루프와 수소생산계통을, (Process Heat Exchanger)

연결하는 주요부품이다 의 운전온도는 이고 차측은 약 의. PHE 850 ~ 920 , 1 40 bar℃
가스 또는 용융염을 냉각재로 사용하며 차측은 이하의 가스이다 따라, 2 20bar SO .₃
서 는 고온 및 차 차 측의 압력차이 조건에서 열적 기계적 성능요건을 만족, PHE 1 -2 ,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차측 유체인 가스는 부식성이 크므로. , 2 SO 2₃
차측 경계에서는 내부식성이 확보된 재료의 개발 및 적용이 필수적이다 또한 주. ,

계통과의 연결 등 연결부위에서의 용접성 열교환기 압력용기의 냉각 열교Nozzle , ,

환기 제조성 등이 설계개발 및 선정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의 재료. PHE

로서 고온재료에 과 등을 대상으로ion-beam mixing & coating aluminate coating

연구를 수행 중이며 설계 및 재료의 건전성 실증을 위하여 년도에, PHE 2006 10kW

급 소형 N2 가스루프를 구축할 계획이다 년 이후 단계연구에서는 중형. 2008 2 He

루프를 건조하여 단계적인 설계 실증을 수행하고 원자력수소생산 계통을 위한PHE

다양한 실험적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의 최적설계 선정을 위하여 다양한 대. PHE

상 설계 사양에 대한 열유체 해석 및 기계구조해석을 수행할 것이며 제조성 및 성,

능 확인을 위하여 제조사와의 기술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온재료연구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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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온가스로 구현을 위한 고온재료는 원자로 압력용기용 합금 그리고FMS ,

배관과 중간열교환기를 위한 초고온내열합금 그리고 공정에 적용을 하기 위한, IS

내부식성 소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첫째 원자로압력용기에 사용하기 위한 후보소재인 강에 대해서는 다음과, FMS

같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강에 대한 고온 인장실험을 실시하. Modified 9Cr-1Mo

였다 실험온도는 상온에서 까지 간격으로 수행하였으며 그 시험결과를. 700 50 ,℃ ℃
일본 에서 생산한 데이터와 비교하였다 온도에 따른 강도 변화는 이상NIMS . 550℃
의 온도에서 감소가 가속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연신율은 에서 가장 낮은 값, 400℃
을 보였다 본 시험 결과와 의 자료를 비교하면 항복강도는 본 시험결과와. NIMS ,

의 값이 거의 동일하였으며 최대 인장강도와 연신율은 이하에서는 유NIMS , 550℃
사한 값을 보였으나 이상에서는 데이터 보다 낮은 값을 보였다 이는, 600 NIMS .℃
열처리 조건의 상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에서 노르말라이징 에서 템퍼링 열처리된1050 (normalzing), 770 (tempering)℃ ℃
두께 의 상용 판재로 파괴인성실험을 하였다 의 파괴인성16mm Grade 91 . Grade 91

의 온도 의존성은 마스터곡선을 잘 따르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모.

든 파괴인성 값이 하한곡선 을 초과하였으나 하한곡1% (lower bound curve) 5%

선에 일부가 미달하였다 탄소성 파괴인성의 경우 상온에서는 의 파괴. Grade 91 J-R

저항특성이 에 비해 다소 떨어졌으나 에서는 두 강종이 거의 유사SA508-Gr.3 288℃
한 특성을 보였다 은 상대적으로 온도 상승에 따른 파괴저항성의 감소가. Grade 91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고온에서는 강도의 감소에 따라 적분값이 감소하는 것이. J

일반적이나 의 경우 조직 내에 다량 분포하는 탄 질화물에 의한 석출강, Grade 91 , ,

화효과에 기인한 고온 강도 유지 특성 때문에 파괴저항성의 감소가 상당히 적J-R

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의 온도에 따른 충격흡수에너지의 변화를 영광 호기 압력용기 재료인Grade 91 5

와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의 상부흡수에너지SA508 -Gr.3 . Grade 91 (upper shelf

는 로 의 와 거의 같았다 파면 중 정도energy, USE) 261 J 260 J SA508-Gr.3 . 50%

에서 취성파괴가 관찰되는 온도인 파면천이온도 (fracture appearance transition

는 로 에 비해 정도 낮았으며 과temperature, FATT) -21 SA508-Gr.3 8 T41J℃ ℃
천이온도도 각각 와 로 에 비해 각각 와 만큼T68J -56 -36 SA508-Gr.3 15 6℃ ℃ ℃ ℃

낮았다 그러나 의 경우에는 연성취성 천이온도 구간이 에 비. Grade 91 SA508-Gr.3

해 넓은 양상을 보인 관계로 연성 취성 천이온도는 로 인- -2.5 -11 SA508-Gr.3℃ ℃
에 비해 다소 높게 측정되었다 이는 기존에 보고된 결과보다 다소 높은 값이다 비. .

교 재료인 는 영광 호기 압력용기용 재료로서 현재까지 국내외 원자력SA508-Gr.3 5

발전소에 적용된 재료 중 특성이 가장 우수한 재료군에 속하는 재료이다 따라서.

상용 의 샤르피 충격인성이 와 동등이상의 결과를 보인 것은Grade 91 SA508-Gr.3

상당히 우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고온배관 및 중간열교환기용 슈퍼알로이 재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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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진행되고 있다 연구에 사용된 슈퍼알로이는 상용으로 판매되는 판재 가지. 3

종류의 강으로 이다 각 재료의 탄화물 분석결Hastelloy X, Alloy 617, Haynes 230 .

과 은 은 는 으로 구Alloy 617 Cr-Mo, Haynes 230 W-Ni-Cr, Hastelloy X Mo-Ni-Cr

성되어 있다.

고온인장특성에 대한 비교연구가 수행되었다 고온 인장시험 방법은. INSTRON

시험기를 사용하여 의 각 온도별에 대4505 R.T, 600 , 700 , 800 , 900 , 1000℃ ℃ ℃ ℃ ℃
하여 실시하였다 항복강도 및 최대인장강도 값은. Alloy 800H< Hastelloy-X

순으로 높은 강도 값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신<Alloy 617 <Haynes 230 .

율의 경우는 순으로Alloy 800H<Haynes 230<Hastelloy-X<Inconel 617 Alloy 617

합금이 가장 좋은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상인 경우는, 900 Alloy℃
은 와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617 Hastelloy-X .

응력완화특성에 대한 평가도 수행되었다 시험편은 판상시편으로 폭은. 6.25mm,

두께는 로서 평행부 길이는 이다 변위제어로서 공기중에서 시험하였다2mm 25mm . .

시험온도 에서 변위 에서 멈춘 후 분 동안 유지하여950 0.625, 2.125, 2.625mm 10℃
그 동안에 응력이 감소하는 량을 응력완화로 결정하였다 가 비교적 낮. Hastelloy X

은 값을 나타내었고 이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모든 재료에서 변형이 증Alloy 617 .

가할수록 응력완화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현상은 인장시험결과 항.

복강도이후부터 응력이 감소하여 연화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고온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인 크리프 특성에 대해서는 연구가 수행되었고 2006

년 현재에도 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먼저 크리프 시험은 차 후보Alloy 617 . , 1

재료 중에서 재료에 대하여 시험을 수행하여 결과를 얻었다 시험온Hastelloy-X .

도는 수소생산 고온가스로의 출구온도인 로 선정하고 의 여950 14MPa 35MPa℃ ～
러 응력별로 개의 크리프 파단 특성 결과를 얻었다 에 대한 크립시험도 순12 . A617

차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년부터는 분위기에서 크립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2007 He

그림 과 같은 크립시험장비를 설치하여 예비실험 중이다 합금의 경우3 . A617 ASME

에 등재된 상황이지만 제시된 자료는 공기중에서의 실험결과이다Draft Codecase .

분위기에서 크립특성의 저하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상황이므로 매우 중요He

한 환경실험이다.

피로특성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여 수행되고 있다 피로시험편은 평행부가. 8mm

이고 직경이 인 봉상시편으로 압연방향이 시편의 길이방향이 되도록7mm

형태로 가공하였다 시험온도는 로 시편의 길이 방향의 온도편차button-head . 900℃
는 이내로 제어하였다 시편의 균일한 온도를 얻기 위하여 시험온도에서 시간±2 . 1℃
유지후 시험을 수행하였다 가 과 보다 우수한 특. Hastelloy X Alloy 617 Haynes 230

성을 나타내었지만 과 은 비슷한 수명을 나타내었다 이러한Alloy 617 Haynes 230 .

피로수명은 에서 제시되고 있는 피로곡선보다는 안전한 위치에 있기ASME Draft

때문에 에서 요구하는 특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재료는 초기ASME .

에 약간의 경화가 발생하다가 포화되어 일정응력을 나타낸 후 파단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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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범위가 증가할수록 피로수명은 감소하지만 최대인장응력은 거의 차이가 없었

다 인장시험결과 에서는 동적변형시효가 발생하지 않는 온도이기 때문에 응. 900℃
력 변형곡선 상에서 피로시험시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최대인장강도는- serration .

의 순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Haynes 230, Alloy 617, Hastelloy X .

그림 헬륨분위기에서의 크립시험장치3.

셋째 황산분해반응기용 재료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진행되고 있다, .

공정 사용재료를 선정하기 위해 끓는 황산 환경에서 부식 실험을 수IS 97wt%

행하였다 끓는 황산 환경에서 시간 실험을 수행한 재료들의 부식속도를 비교하. 24

였다 스테인레스 스틸 및 니켈기지 합금들이 우수한 내식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합금은 상대적으로 내식성이 우수하지 못하였다 의 부식속도Fe-Cr . SiC

는 로 거의 부식이 되지 않는 우수한 내식성을 보여주었다 그림 에0.05mm/year . 4

서는 에 대한 부식시험이 각각 일 일 일 경과했을 때의 표면상태를 보여SiC 10 , 30 , 60

준다 기체상태 황산 환경에서 낮은 부식속도를 보인 은 끓는 황산 환경에서는. Zr

매우 빠른 부식속도를 보여준다 대체적으로 스테인리스 강계 합금들과 니켈기지.

합금들의 경우 이하의 낮은 부식속도를 보이며 합금들의 경우10mm/year Fe-Cr

에서 의 높은 부식속도를 보인다 또한 합금들의 경우10mm/year 44mm/year . Fe-Cr

의 함량이 증가하면서 부식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기지 합금들 역시Cr , Ni

의 함량이 증가하면서 부식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Cr .

수소 생산로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공정의 실현이 매우 중요하다 이중에서도IS .

액체 황산용액에서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선정 혹은 개발하여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분젠반응을 거쳐서 발생된 황산은 를 통해서 농축되게 되는데 황. , purifier

산의 농도가 인 황산은 수소 이온의 활동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가혹한 분위50wt%

기를 모사할 수 있으므로 부식 평가를 위한 중요한 조건이 된다 또한 황산, . 98wt%

순수 황산 까지 농축된 후 황산 분해공정이 이루어지는데 농황산에서의 부식특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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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또한 가장 가혹한 조건 중에 한 조건이므로 이에 대한 부식평가가 필요하다 이.

를 위해서 다양한 상용화된 재료와 계열 재료 재료에 대해서, Fe-Si , SiC , 50wt%

및 비등황산에서 단기간 동안 부식 시험한 결과를 비교하였다98wt% .

그림 의 부식시험결과4. SiC

고온 황산가스에서의 반응은 기체황산이 이상의 온도에서 삼산화황을 거850℃
쳐서 이산화황과 산소로 변환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환경에서 내부식성이 우수.

한 재료를 선정하기 위해서 대형 후드를 설치하였고 또한 고온의 실험을 위한 고,

온로를 그림 와 같이 제작하였다 아울러 액체황산을 주입하여 고온의 환경에서5 . ,

황산이 분해되도록 석영관을 가공하였고 액체황산을 주입할 펌프를 구비하였다 석, .

영관 내부에 평가할 재료를 시편걸이를 통해서 위치시킨 후 액체황산을 주입하면

고온에서 황산분해가 이루어지게 된다 시험은 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행될 예정. 2007

이다.

그림 고온황산가스 부식시험장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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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연연구2.3.

고온가스로 노심 구조재로 사용되는 흑연은 가동 중 중성자조사에 따라 형성

되는 조사결함 및 이에 따른 체적변형 등이 원인이 되어 기계(dimensional change)

적 화학적 물리적 특성이 변화한다 흑연선정 및 선정된 흑연 의 품질확인에, , . grade

필요한 시험 평가기술 확보차원에서 실험을 통하여 주요 기초물성 산화 기계 물리, ( , ,

적 특성 시험 평가 기술을 확보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

흑연은 산화특성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므로 그림 과 같은 산화시험장치를6

설치하여 연구를 수행중이다 먼저 불순물 함량이 큰 흑연에 대한 산화실험. , IG-11

을 통하여 산화에 미치는 온도 유량 및 시편 형상 효과를 조사하, gas flow rate ( )

였다 유량이 산화에 미치는 효과는 온도에 따른 산화기구에 크게 의존한다. . 600℃
에서는 산화에 미치는 유속변화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chemical reaction regime

의 에서는 유량증가에 따라 산화율이 급격하게800 1,000 mass transfer regime～ ℃
증가한다 시편크기 형상 에 따른 산화거동 평가결과 서로 다른 산화기구가 적용되. ( )

는 와 두 온도에서 시편크기 증가에 따라 산화율은 감소하였으며 특600 1000℃ ℃
히 시편에서는 두 온도 모두에서 시간에 따라 산화율이 크게 증가함을 알 수1mm

있으나 그 크기는 온도 증가에 따라 증가하였다 한편 및 시편의 경우. , 4mm 6mm

각각 분 및 분 산화시험 시간 내에서 매우 유사한 산화거동을 보여주고 있다300 4 .

이로부터 특정온도구간에서 산화에 미치는 시편 크기효과 형상효과 가 최소화되는( )

구간이 존재함을 예측 할 수 있고 시편크기나 형상효과가 배제된 표준산화시험용

시편크기 형상 가 결정될 수 있다( ) .

고온가스로 노심구조재로 사용되는 흑연은 고온 고조사량 분위기에서 기계적 성,

질 변화를 일으켜 가동안전성을 위협하는 한편 원자로의 수명을 단축시키게 된다, .

따라서 원자로의 가동안전성 확보와 수명예측 및 이를 고려한 흑연선정과 품질확인

시 선정된 흑연의 조사에 따른 기계적 특성 변화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험

및 평가기술이 요청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흑연의 기계적 특성 평가기술 확보의 일

환으로 경도시험 및 파괴인성 시험기술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조사에 의하여 생성되는 격자결함 등 과 등이 원인이 되어(vacancy ) interstitial

전위의 이동을 방해하는 조사결함을 생성함에 따라 이온조사 후 재료의 경도는 증

가한다 특히 흑연의 조사 후 경도 증가는 들이 에 모여 을. interstitial interlayer loop

형성함에 따라 통상 샌드위치 구조를 가진 흑연의 각 층 마다 서로 다른 경도(layer)

값을 가진다 각 층에 따른 경도 값의 차이를 비교 해보면 조사량 최대가 나타나는.

층에서 가장 경도가 가장 크게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 조사량 최대 앞부분 그리고,

조사가 되지 않은 부분의 순서로 경도 값의 차이가 나타난다 조사량 변화에 따른.

경도 값과 탄성계수를 평가해 본 결과 경도 및 탄성계수는 까지는 증가하는, 5dpa

경향을 보였으며 이상에서는 더 이상 증가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5dpa .

중성자 조사에 의한 경도 및 탄성계수 변화와 유사한 결과로서 이온조사에 의한 중

성자 조사의 모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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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연과 같은 세라믹 재료의 파괴인성 시험은 점 휨강도 시험법3 (three point

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실제 파괴인성 값은 유한한 크기의 시편을bending test) .

가지고 시험을 하기 때문에 재료 외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 시편의 크기나 형상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따라서 신뢰성 있는 파괴인성 값을 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시험 조건들을 변화시켜 파괴인성 값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시편의 두께는.

부터 하중 속도는 에서 까지 변화 시켰다 시편5mm 15mm, 0.001mm/min 1.0mm/min .

의 높이에 따른 초기균열 비에 따른 파괴인성 값의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균열의,

형태에 따른 파괴인성 값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노치균열 가공 시편과 노치 가공

후 예비균열 가공한 두 시편사이의 파괴인성 값을 비교 하였다.

고온 구조설계 체계 비교2.4. Codes & Standards

초고온 가스냉각로 구조물이 수명동안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운전하기 위해서

는 설계단계에서 적절한 사용재료 및 신뢰성 있는 설계기준을 사용해야 한다 운전.

온도의 증가로 에 이르는 냉각재 환경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고온설계기준1000℃
의 현황을 조사분석하였다 미국 일본 프랑스 및 일본의 설계기준의 현황을 검토. , ,

비교하고 초고온 가스냉각로 고온구조 설계를 위해 향후 개선 필요사항들을 열거하

였다 현재 세계적으로 고온 원자로구조물의 설계코드는 주로 액체금속로를 목표로.

수립된 것들이 많지만 이들 중 일부는 고온 가스냉각로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 미국의 코드는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영향력이 큰 설계기준. ASME

그림 흑연산화시험장치 및 시험편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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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고온 구조물의 설계를 위한 는 액체금Section III Subsection NH(ASME-NH)

속로 뿐 아니라 고온 가스로에도 적용할 수 있다 에 대한 개략적인 개. ASME-NH

념을 경수로에 적용하는 와 그림 에서 비교하였다 프랑스와 일본은ASME-NB 7 .

를 기본으로 하여 각각 자국의 액체금속로 환경에 맞도록 독자적인 고ASME-NH

온구조 설계코드인 과 를 개발하여 지속적인 보완을 하고RCC-MR BDS-DDS-FDS

있다 영국은 고온가스로를 운전하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이며. British

코드 등을 적용하는데 내세울 수 있을만큼 체계화된 것은 없고Standards(BS)

사가 주관이 되어 개발한 고온구조물의 건전성평가 코드인British Energy(BE) R-5

가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독일 또한 고온가스로를 개발 운전한 경험이.

있지만 널리 알려진 설계코드는 없는 실정이다.

현재 초고온 가스냉각로의 대표적인 두가지 모델인 과 의 경우GT-MHR PBMR

에는 모두 코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지만 기본적인 차이점이 있다ASME .

의 경우에는 원자로용기의 온도가 고온 설계가 필요한 영역에 놓여서GT-MHR

를 적용해야 하지만 의 경우에는 적용온도보다 낮도ASME-NH PBMR ASME-NH

록 하여 와 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따Section III Subsection NB Code Case N-499 .

라서 두 노형의 경우 사용재료가 달라져서 은 강을 적용하GT-MHR Mod.9Cr-1Mo

지만 은 이나 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원자로 내부구조물이나PBMR SA508 SA533 .

배관 및 열교환기의 경우와 같이 고온 노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고온 설계코드인

의 적용이 불가피하고 경우에 따라서 의 적용온도보다 높아ASME-NH ASME-NH

질 경우 코드의 사용재료 변경과 적용온도 증가 노력이 요구된다.

그림 고온구조해석코드 체계설명도7. ASME Sec.III N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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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열교환기2.5.

초고온 가스로인 원자로의 노심에서 생산된 열을 헬륨을 이용하여 중간 열교

환기로 전달하고 다시 헬륨 혹은 이와 유사한 제 차 계통 냉각재가 중간 열교환기, 2

의 열을 공정 열교환기로 전달한다 그리고 공정 열교환기로부터 열을 받아 황산. ,

(H2SO4 을 증발시켜) SO3를 생성하고 다시 SO3을 분해하여 SO2를 생산한다.

초고온 가스로와 중간 열교환기 사이에 형성된 계통을 제 차 계통이라 하고 중1 ,

간 열교환기와 공정 열교환기 사이의 중간 계통을 제 차 계통이라 정의하면 공정2 ,

열교환기로부터 열을 받아 수소(H2 를 생산하는 계통을 제 차 계통이라 정의된다) 3 .

일반적으로 원자로에서 발생된 열을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공정 중의 하나인,

요오드 황산- (H2SO4 분해 공정 방법을 적용하게 되면 전열을 위한 공정 열교환기가)

요구된다 원자로에서 생산된 이상의 고온의 열을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하기. 900℃
위해서는 H2SO4를 와H2O SO3로 분해하고 다시 약 이상의 고온에서900 SO℃ 3를

SO2와 산소(O2 로 분해하는 공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정 열교환기 중 하나인) . SO3

분해기는 일반적으로 이상의 고온에서 작동되어야 하고 두 개의 루프 사이900 ,℃
의 차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내식성이 요구되는 가혹한 운전 조건의 열교환기로

서 기존의 온도 및 부식 조건으로 인해 기존의 열교환기를 적용할 수 없어 현재,

세계적으로 개발 중인 상황이다 고온에서 사용가능한 슈퍼합금이 있으나. SO3분위

기에서는 부식으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없다 현재 전 세계에서. 900℃
이상의 고온에서 장시간 신뢰성을 유지하면서 SO3분해 반응을 할 수 있는 공정 열

교환기는 없다 일본에서 황산. (H2SO4 분위기에서 내식성이 좋은 세라믹을 사용) SiC

하여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정 열교환기를 개발하고 있으나 세라믹 자900 ,℃
체의 제작성 문제로 인한 기술적인 난점이 많은 실정이다 또한 유럽에서는 고온. ,

금속재를 이용하여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제작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내식성이 낮아

수명이 매우 짧은 문제점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코팅과 이온.

빔 믹싱기술을 이용하여 내식성을 향상시키고 고온에서 운전이 가능하며 금속소재

의 제작성을 유지하는 공정열교환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그 개념들 중 하나는 그림

과 같다 공정열교환기개념과 이온빔믹싱기술은 특허로 출원된 상태이다 이온빔코8 . .

팅과 믹싱기술은 다음 절에서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그림 에서 개발중인 공정열교환기 개념도8. KAER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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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팅 및 이온 빔 믹싱 기술2.6.

이상의 분위기에서 기계적 성질과 부식 성질이 우수한 황900°C SO /SO₂ ₃
산분해반응기의 열교환기 재료를 개발하기 위해 고온 기계적 성질이 우수한

등의 합금계 재료 및Hastelloy X, Alloy 800H, Alloy690 Ni stainless steel(SUS)

재료에 부식 저항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세라믹 코팅 기술을 개발 하였다 세라믹.

코팅 층은 열팽창에 의한 박리의 문제가 있어 이온빔 혼합 기술을 적용하여 계면에

코팅 층과 모재사이의 차이를 최소화 하는 공정개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원리는 그림 와 같다9 .

그림 이온빔 믹싱개념 설명도9. .

세라믹 코팅 재료로는 를 사용하였다 를 코팅 하였을 경우 가장 스트레SiC . SiC

스를 적게 주어 박리의 문제를 줄일 것인가를 예측하기 위해 간략한 계산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먼저 코팅 층인 의 두께를 으로 하고. SiC 1 m Hastelloy X,μ
등의 합금계 재료와 재료 등 모재의 두께를 로Alloy 800H, Alloy690 Ni SUS 5mm

하여 식을 적용하여 박막과 모재의 온도 구배를 대one dimensional heat diffusion

략적으로 계산하였다.

박막증착 전 모든 시험편의 코팅 면은 연마하였으며 박막 증착은 이온빔 보SiC

조 전자빔 증착 장치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이 방법은 형상과는 관계없이 작은.

량의 소재로 대면적 코팅이 가능함이 특징인데 본 연구에 사용한 장치는SiC SiC

소재를 담은 측면에 전자총을 위치시키고 전자 빔을 쏘아 올리면서 자기Crucible

장을 가하여 빔이 휘어지게 하여 내 표적에 충돌 용융 및 증발이 되게Crucible SiC

하여 작업 챔버 내 윗부분에 위치한 에 도달하여 코팅이 되게 하는 것이sub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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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에 나타낸 이온 총은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된다 첫째 증착 전. . substrate

재료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함이며 둘째는 박막증착과 동시에 코팅 층에 조

사하면 보다 치밀한 박막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빔을 발생하기 위해. 10kW

의 전력을 적용하였으며 육면체 시편에 대해서는 위치를 회 변경시켜 전면이 코팅6

되게 하였다 코팅은 일차 코팅과 차 코팅으로 나뉘는데 그 사이에 이온빔 믹싱. 2

공정이 들어간다 가장 바람직하게는 코팅과 이온빔 믹싱이 같은 진공 챔버 내에서.

이루어 져야 하며 코팅과 이온빔 믹싱을 여러 번 교대로 수행하는 것이다 그 이유.

는 원리상 보다 완만한 박막 계면을 생성하기 위함 이다SiC /substrate .

이온빔 믹싱 공정은 계면에서 서로 다른 두 재료의 혼합을 통해 변형 차이를 완

화시키는 공정이다 이 공정은 일차적으로 얇은 두께의 박막을 증착하고 이온빔으.

로 충돌하여 박막이 모재내로 침투해 들어가게 하여 계면을 혼합하여 서로 다른

두 재료간의 성질차이를 완화한 후 그 위에 이차 박막을 증착하여 계면의 접합 성

을 향상 시켜 박리가 쉽게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상의 결과를 도출.

하기 위해서 어떤 이온을 사용하고 온도는 어느 정도를 유지하고 충돌 이온 량은,

어느 정도로 하느냐는 것이 주요 변수이다.

열응력에 의한 박리 시험은 를 와 에 증착한 후 이상의SiC SUS Ni-alloy 900℃
온도로 가열한 후 박막의 를 비교 관찰 하였다 박막의 특성은morphology . Auger

로 계면에서의 원소분포를 방법으로 분석하였electron microscopy depth profiling

다.

전해 부식 방법과 황산 용액내의 부식 실험을 통하여 박막증착 및 이온빔 혼합

된 시편과 박막 증착만 된 시편 사이의 부식특성 차이를 통해 비교해 보았다 전해.

부식은 를 전해액으로 하여 및 의 전기를 가하여 약 분10% oxallic acid 4V 0.4 A 20

간 에칭하였고 황산 부식 실험은 황산에 침지 하여 에서 시간 분98.07% 320 1 30℃
간 가열한 후 시험편간 비교를 하였다.

후보재료의 적합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해 모재 후보재료로서 SUS304, SUS316,

및 코팅 재료로서 의 여러 가지 온도에서의Alloy690, Alloy800H, Hastelloy X SiC

물리적 기계적 성질을 비교한 것이다 계열은 온도의 증가에 따라 탄성계/ . Ni alloy

수 만 제외하고 모두 상승하지만 는 탄성계수와 마찬가지로 열(Young modulus) SiC

전도도와 비열도 감소함을 보인다 비교적 열전도도가 좋은 재료가. SUS Ni alloy

계열보다 온도 구배가 보다 크며 중에는 와 가 온Ni alloy Alloy800H Hastelloy X

도구배가 비교적 작아 열팽창에 의한 의 박리 가능성이 비교적 작을 것이라는SiC

것을 예측하게 한다 온도구배에 대해 각 온도에서의 열팽창을 고려한 박막과. SiC

모재 재료들에 대한 열 변형을 나타낸다 변형의 차이가 재료의 경우. SUS Ni alloy

계열 재료에 비해 더 크며 재료에 대해서는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온도 구Ni-alloy

배 계산 결과 이 에 비해 온도구배가 더 컸으나 열 팽창율을 적Alloy690 Alloy800H

용하여 변형을 계산 하였을 때 가 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Alloy 800H Alloy690 .

와 간 열변형 차이가 가장 작음을 알 수 있다Hastelloy X S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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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빔 증착 방법으로 코팅 된 의 특성을SiC Auger electron spectroscopy(AES)

로 방법을 적용 분석한 결과 원소의 비율을 정량화하면 박막의 극 표depth profile ,

면에는 가 약 이 약 산소가 약 로 구C 50 atomic %, Si 40 atomic %, 10 atomic %

성되어있는데 의 존재는 매우 일반적인 것으로 표면 오염 때문이다 그 다음 약C .

두께에 걸쳐 와 가 공존하고 있는데 이는 가 보다 형성20nm SiO SiC SiO SiC₂ ₂
자유에너지가 낮아 증착 후 진공 챔버에서 시편을 방출하기 전 후에 대기 중의 O2

에 의해서 산화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산화 의 존재는 다음 코팅 시 접합을.

방해 할 수도 있으므로 코팅 및 믹싱을 교대로 할 경우 같은 진공 챔버 내에서 수

행하여 공기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을 시사해 준다 그 다음 층이 약. SiC

두께에 걸쳐 나타나고 계면에서는 산화물이 다시 나타나는데 이는 금속 산화40nm

물로 분석 된다 금속 표면에 산화물 층이 존재하면 박막과의 접합성이 좋지 않을.

수 있어 표면의 불순물이나 산화물을 제거하기위해 이온빔으로 사전에 충돌시켜 표

면층을 스퍼터링 하였는데도 금속 산화물 층이 나타나는데 코팅 전 모재 표면의 스

퍼터링 조건을 보다 최적화 시킬 필요가 있다.

박막을 과 에 증착 한 후 온도에서 약 시간 열을 가SiC SUS Hastelloy X 900 1℃
한 후 표면을 비교해 보니 에 증착한 박막은 전부 박리가 되어 표SUS SiC SUS

면이 드러나 있었으나 에 증착한 는 표면의 오염 또는 산화로 색상Hastelloy X SiC

이 검게 나타나나 그대로 남아 있다 이는 열팽창에 의한 응력이 를 에. SiC Ni-alloy

코팅 했을 때 가장 적게 보인 계산에 의한 예측과 잘 일치 한다 반면에 에 증. SUS

착한 는 열팽창 계수가 매우 달라 열응력을 견디지 못해 박리가 발생한 것으로SiC

보인다.

박막 증착 및 이온빔 믹싱의 원리를 세단계로 나뉘어 설명하면 일차적으로 얇은

박막을 코팅하고 이온의 종류 에너지 및 이온 량을 정하고 박막 표면에 이온을 충,

돌시킨 후 그 위에 다시 코팅하는 공정이다 계면의 혼합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

지에 따라 이런 공정을 수회 반복 할 수 있는데 반복 할수록 보다 완만한 계면이

형성 될 수 있어 그 만큼 박리의 가능성은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이온빔 믹싱을.

하지 않은 시편은 코팅 되지 않은 모재로부터 부식이 시작되어 코팅 층의 밑을 파

고들어 박막의 가장자리부터 벗겨지고 있다 부식의 형태는 형태. Crevice corrosion

이다 전해 부식에 의한 깊이는 모재 표면에 결정 입계가 나타나는 것만으. erosion

로도 짐작 할 수 있지만 현미경의 초점 조절 기능을 이용하여 측정 한 결과 약

이다 박막의 두께가 약 인 점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인지 비교 가능하35nm . 80nm

다 이온빔 믹싱을 한 박막은 이러한 의 흔적이 관찰되지 않는다. crevice corrosion .

이에 대한 기구로는 두 가지가 고려된다 첫째 이온빔 출동에 의해 부식저항성이. ,

매우 큰 가 모재표면을 파고들어 에 대해 저항 하였다 둘째SiC Crevice corrosion . ,

질소 이온 주입 자체로 인해 모재의 부식 저항성이 증대하였다 이는 원리 상 질소.

이온을 주입에 의해 믹싱과 질소이온의 주입 두 가지가 발생하는 데 근거 한다.

이온빔 충돌을 하지 않은 박막은 박막의 유실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이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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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 실험 후에 더 두드러진다 이온빔 충돌을 한 박막의 경우는 가장자리에 박막.

이 퍼져 있으며 박막의 유실이 상대적으로 매우 작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부식, .

후에도 박막 내에서의 변화가 거의 없다.

전해 부식은 짧은 시간에 부식성을 판단하기 위한 방법이나 실사용 환경과 보다

가까운 조건은 황산분위기 부식 실험이다 코팅만 한 시편과 코팅 후 이온빔 조사.

까지 한 시험편의 부식 정도는 차이가 나는데 그 정도는 전해 부식의 경우와 유사

함을 보여준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 이온빔 믹싱에 의한 계면의 강화는 코팅과 이온빔 조사의

공정을 자주 반복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전용장치가 필요하

다 우선 박막증착 장치 는 년 이내에 완성을. (e-beam evaporative deposition) 2006

하고 년에는 증착 챔버에 이온빔 조사 장치를 부착하여 효율을 극대화 할 계획2007

이다.

소형가스루프2.7.

수소생산로로 적합한 VHTR(Very High Temperature Gas Cooled Reactor)

은 수소생산모듈로 열을 전달하는 중간루프가 있다 이 중간루프와 수소생산모듈사.

이에 공정열교환기 가 있으며 이 장치에서 가(PHE: Process Heat Exchanger) SO3

스가 의 고온이 되면 고온상태에서 와 로 분리된다 분해기라850 °C SO2 O2 . SO3

고도 부르는 는 의 고온뿐만 아니라 과 수소생산모듈사이에 형성PHE 950°C VHTR

되는 이상의 큰 압력차도 감당하여야 한다 수소생산모듈은 금속을 잘 부식4MPa .

시키는 황산과 가 있어서 재질은 황산에 부식되지 않는 재료가 요구된다SO3 PHE .

이러한 고온 고압력차 및 부식 환경에 적용 가능한 가 현재까지 개발된 예가, PHE

아직 없어 수소생산용 개발이 수소생산원자로 실현을 위한 주요요소기술 중, PHE

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국내외 개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PHE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세라믹재료로 를 개발하는 것으로 세라믹의 우수한 부. PHE

식 및 열적 특성을 이용하고 기계적인 파손문제를 극복하는데 주력하는 연구이다.

다른 하나는 금속열교환기에 코팅기술을 접목하는 것으로 부식이 일어나는, PHE

열전달 표면에 세라믹코팅을 하여 부식을 차단하는 연구이다 세라믹 코팅방법은.

이온빔혼합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CVD (chemical void deposition),

기본모재가 금속이므로 이 기술은 운전압력에서는 이상 적용하기가, VHTR 900°C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연구들은 현재 모두 개념적인 설계만 진행된 것으로 실용성을 파악하

기 위해서는 소형 를 만들어 실제 원자로 운전조건상태에서 기계적인 건전성을PHE

검증하는 연구가 절실하다 일차적으로 그림 에서 보는 것과 같은 급 소형. 9 10kW

검증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소형가스실험루프를 설계 하였다 설계한 루프는PHE .

온도 압력 인 원자로조건을 구현할 수 있으며 이 루프를 활용하여950°C 4-6MPa ,

현재 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 중에 있는 여러 가지 설계개념의 를 차기연도부터P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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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하고 검증하는 도구로 활용할 예정이다.

소형가스실험루프의 일차계통은 그림 과 같이 가스순환기 가스온도를10 , 500°C

까지 올리는 예열기 가스온도를 까지 올리는 고온가열기(pre-heater), 1000°C (main

고온가스덕트 시험을 위한 공정열교환기 열교환기heater), (hot gas duct), (PHE),

냉각기 가압기 가스공급장치 등으로 구성된(heat exchanger), (cooler), (pressurizer),

다 실험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온도 압력 유량 세 가지 인자를 조절할 수 있도. , ,

록 부가적인 장비의 도움이 필요하다 온도는 예열기와 주가열기의 전력을 으. SCR

로 조정하여 변화를 주고 압력은 가스공급장치와 연결한 축압기와 압력조정기를,

활용하여 루프의 운전 중에 시스템압력조절 기능을 수행한다 유량은 가스순환기의.

인버터와 스로틀밸브 유량 바이패스밸브 등 세 가지의 장치를 유기적으로 연계하,

여 실험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유량조건을 조절한다.

그림 소형가스루프배치도10. .

이차계통 작동유체로는 액체상태의 황산을 사용한다 이차계통 루프는 황산저장.

탱크 황산공급펌프 황산 예열기 황산증발기 공정열, , (pre-heater), (heat exchanger),

교환기 분리기 및 집수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process HE), (separator) (collector)

그림 액체상태의 황산은 황산공급펌프에 의하여 예열기로 공급된다 예열기와( 2). .

증발기를 거치면서 까지 가열되는 과정에서 황산은 증기상태의 물과 가스상태500°C

의 삼산화황으로 분해된다 분해과정에서 발생된 삼산화황 가스는 공정열교환기를.

거치는 동안 차측계통을 순환하고 있는 질소가스로부터 열을 공급받아 이산화황가1

스와 산소로 분해된다 공정열교환기 출구로 나오는 가스는 분해반응 생성물인 이.

산화황가스와 산소 그리고 반응에 참여하지 않은 미반응 삼산화황가스 증기상태의,

물 등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가스 상태로 존재한다 공정열교환기 출구를 통과한.



- 37 -

혼합가스는 분리기를 거치게 된다 분리기 외부에는 냉각수가 순환하고 있는데 냉.

각과정에서 혼합가스 내에 존재하는 증기상태의 물이 응축되면서 혼합가스 중에 존

재하던 미반응의 삼산화황과 서로 반응하면서 액체상태의 황산을 생성한다 혼합.

가스에 존재하는 이산화황은 가성소다액을 이용한 이산화황 포집시스템을 통하여

제거한다 포집시스템을 통과한 혼합가스는 필터를 거친 후에 외부로 방출된다. .

결론 및 건의사항3.

원자력수소생산을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연구가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중심으로 수

행되고 있다 원자력수소생산은 환경친화적이며 최신기술에 바탕을 둔 에너지기술.

로서 미래에는 국내의 에너지 수급에 확실히 기여할 기술로 기대된다 그 일환으로.

핵심적인 기술에 대해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의 역할분담을 비롯한 다양GEN IV

한 기술교류를 통해 절감된 예산으로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년 월에 개최된 한불포럼을 통해 불란서의 원자력수소생산. 2006 11

을 위한 활동을 파악할 수 있고 우리기술과의 비교평가를 할 수 있었다 특히 불란. ,

서에서는 원자력수소와 관련하여 를 중심으로 많은 인력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CEA

연구하고 있었다 한국과 불란서 사이에는 원자력수소핵심기술부분에서 원자로기술. ,

고온가스루프 기술 재료 그리고 핵심기기인 공정열교환기 개발 등에 많은 협력이, ,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에서는 급 고온가스루프 를. , CEA 1MWt HELITE

건조하고 있으므로 관련시설을 기기검증 등에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한불.

포럼은 친환경적인 미래에너지 기술을 교류할 수 있는 장이었다 원자력수소생산시.

스템과 관련된 별도의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 불란서의 기술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

가 되었으며 향후 년 단위로 정기적인 개최가 기술력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1~2

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장종화 외 원자력수소 생산기술 및 실증사업[1] , , KAERI/RR-2666/200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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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공정의 개발현황4 SI(Sulfur-Iodine)

서론1.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고갈 대책과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고효율화를 위하

여 무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 분야는 글로벌 시대의 발전과 더불어 미래의 에너지.

소요량과 이의 공급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유한한 자원과 환경보존에 매우 중요,

하다.

이에 따라서 풍력 태양력 등의 자연 에너지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과 더불어 미,

래의 에너지원으로 수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이에 대항 연구개발의 규모가 계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 은 한국에서의 연도별 수소에너지 사용 비율로서. 1

사용량이 매년 증가하며 년에는 전체에너지의 를 수소에너지로 대체할 예2040 15%

정이다.

그림 연도별 수소에너지 사용 예측량1. .

년에는 수소에너지 사용에 필요한 및 기술개발이 필요하여 도입기에 해2012 infra

당하지만 그 이후는 계속적으로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2020

년부터는 성장기로서 수소에너지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소.

생산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년대의 수소에너지의 대단위적인 수요에 부2020

응하는 것은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생산단가가 저렴한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생산 방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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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필요한 수소의 량은2020 18.87 BNm
3 이며 한국이 교토의정서의 일원으로/hr

서 년부터 지불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산화탄소세2013 (25$/t-CO2 를 고려하면 타)

방법으로 수소를 제조할 경우의 지출되는 탄소세는 막대할 것이다 또한 수소생산.

단가가 대량생산에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년 대에는 주요 수소생산원으로서. 2020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방법이 유력하다.

미래의 수소 사회에서는 원자력 풍력 태양 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며 제, ,

조 방법으로는 전기분해 방법 광화학적 방법 열화학적방법 생물학적 방법과 바이, , ,

오매스 이용 및 화석연료 개질 방법이 있다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제조는 열화학적.

방법의 하나이며 화석연료 개질에는 석탄 석유 유기물 등 매우 다양한 방법이 부, , ,

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수소제조의 최종 목표는 모두 순수한 물을 분해하는 것으.

로서 각 방법들에 대한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년 경에는 상업적, 2040

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산된 수소는 저장 및 수송을 거쳐 각각의 이.

용처로 공급되며 선박 버스 자동차 잠수함 이동용 전원 발전소 등 모든 분야의, , , , ,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림 는 수소사회의 연계 개념도이다. 2 .

그림 수소 사회의 연계 개념도2. .

그림 은 수소에너지 생산분야 기술연계도이며 그림 는 수소에너지 저장 이용분3 4

야의 기술연계도이다 그림 에서는 한국에서의 수소생산의 원료 구분과 제조방법. 3

의 연계도인데 와 등의 주변기술을 제외한Dispenser compressor, valve/regulator

모든 기술분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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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수소 에너지 생산 분야 기술 연계도3. .

이 중에서 와 연계되는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제조는 싸이클을 채택하Gen-IV IS

고 있으며 싸이틀 개발은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IS , ,

술연구원의 개 기관에서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3 .

그림 는 각종의 저장 방법에 대한 연구와 연료전지의 개발과 안전성 확립에 필요4

한 수소 검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됨을 보여준다 여러 가지 저장 방법 중에서 액.

체 수소에 의한 저장 방법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림 는 한국의 수소에너지 분야별 연구 조직도이다 국제적인 수소에너지 협력5 .

기구인 와 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IEA-HIA IPHE ,

가 주축이 되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과학기술부 주관의 연구는 원자력수소 기술.

개발과 세기 프론티어 수소에너지사업단를 통한 수소 제조 및 저장 분야에서 연21

구개발을 활발히 수행 중이며 산업자원부에서는 수소연료전지 사업단을 통하여 주

로 연료전지 개발과 보급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 41 -

그림 수소에너지 저장 이용분야 기술연계도4. .

그림 한국의 수소에너지 분야별 연구 조직도5. .

이중에서 세기 프론티어 수소에너지사업단을 통한 연구개발로는 수소제조분야21

에서 천연가스를 이용한 수증기 개질형 수소스테이션 개발 생물학적 수소제조 기, ,

술개발 산화환원을 이용한 열화학적 수소제조 기술개발 광촉매를 이용한 수소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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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저온 고온 수전해 기술개발 등이 있다 이중에서 천연가스를 이용한 수증, / .

기 개질형 수소스테이션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내에 년도에 건설을 완료하여2006

운영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연구소에서도 수소탱크를 이용한 수소스테이션을 건설.

하여 연료전지 자동차의 주행 시험에 이용하고 있다 그림 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 6

원과 현대자동차 연구소에 설치된 수소 스테이션의 제원을 나타내었다 나머지 수.

소제조 기술개발은 순수 물분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년 도입기를 통하여, 2012

년 경에는 상업적으로 이용할 것을 목표로 각각의 목표를 설정하여 기술개발을2040

수행하고 있다.

수행 중인 수소저장 기술로는 금속 수소화물을 이용한 수소 저장 기술개발 나노,

재료를 이용한 수소저장재료 기술개발 및 화합물에 의한 수소저장 기술개발을 수행

하고 있다 이 중에서 화합물에 의한 수소저장 기술개발에서는. NaBH4를 이용하여

연료전지 오토바이를 구동함으로서 시제품의 운전에 성공한 바 있다.

그림 수소 스테이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및 현대자동차 연구소6. , .

이와 같이 수소에너지 사회를 위하여 한국에서 다방면에 걸쳐 기술개발을 수행하

고 있으며 년대의 대량 수소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 2020

제조 기술개발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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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2.

싸이클2.1 IS

싸이클은 싸이클이라고도 불리며 요오드IS SI , (I2 와 황 을 매개체로하여) (S)

화학반응을 거쳐 물을 분해하는 순환공정을 말한다 이 방법은 년대에 미국의. 1970

사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것을 효시로 현재 일본과 미국 한국 및 유럽의 여러나GA ,

라에서 연구를 수행 중이며 를 통하여 미국 일본 및 한국의 개지역에서, Gen-IV , 3

실증이 진행되고 있다.

싸이클은 년대에 여개의 순환 열화학싸이클을 가지의 검토 항목으로IS 1970 200 10

세밀히 검토한 후 실현가능성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선택된 기술분야이다.

그림 싸이클의 주요 반응식7. IS 3 .

그림 순환 싸이클의 반응도8. IS .

그림 에 주요한 가지의 반응식을 나타내었다 먼저 물과 요오드 및7 3 . SO2가 분젠

반응으로 와 황산을 만든다 와 황산은 분리된 후에 각각 황산분해공정과HI . HI HI

분해공정을 거쳐 다시 분젠반응로 순환하게 된다 황산분해는 정제를 거쳐 황산 분.

해와 SO3 분해로 구성되는데 SO3 분해시에 900
o 의 고온이 필요하며 이 열원으로C

서 초고온가스냉각로의 열을 이용하게 된다 는 정제 후에 농축 증류를 거쳐 가. HI ,

스상의 를 분리하며 이를 다시 요오드와 수소로 분해하며 요오드와 수소를 분리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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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으로 분리하여 수소를 얻는다 이 개의 주요 반응에서와 같이 전체 싸이클은 다. 3

른 부산물이 시스템을 통하여 나오거나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물만 분젠반응으로

들어가며 들어간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리되는 순환 싸이클이다.

그림 은 싸이클의 개념도로서 고온이 필요한 황산분해공정과 와 황산을 만8 IS HI

드는 분젠반응 수소를 만드는 분해공정을 도식적으로 표시하여 순환하는 공정을HI

잘 보여 주고 있다.

그림 한국의 싸이클의 개념도9. IS .

그림 는 한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싸이클의 개념도이다 황산분해와 분젠공정은9 IS .

미국과 일본과 유사하다 미국에서는 분해 공정을 인산을 이용한 추출증류를 사. HI

용하는데 한국에서는 열효율이 미국보다 좋은 전기투석을 이용하여 를 농축하며, HI

증류에 의해 생성된 가스를 멤브레인 리엑터에서 분해 분리가 동시에 일어나는HI /

공정을 채택하였다 그림 의 분해 부분에 한국 공정의 연계가 잘 나타나 있다. 9 HI .

공정의 계획2.2 SI R&D

한국에서는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제조 기술개발을 년간의 타당성 검토를 거1

친 후 년부터 시작하였다 년은 단계로서 년까지 가압 실험 의, 2004 . 2006 1 2008 data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년도에 예정된 가압 순환 시스템의 운전을 위한 모든2009

연구가 수행 될 예정이다 이후의 과 의 는 현재 범 국가. Pilot scale demo scale Plant

적 차원의 사업으로 계획중에 있다 그림 에 사이클의 게획을 나타내었. 10 IS R&D

다 년도는 기본실험과 대기압용 순환싸이클 구축이 이루어 졌다. 2004~2005 .

기본 실험으로는 분젠반응의 열역학적 및 평형상태도 등에 관한 기초 실험을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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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부반응 제어 가능성 액상 생성 기구 각 상의 정제 등에 대한 상압 연, , 2 ,

구가 이루어 졌다 고효율 공정으로 분류된 분해공정은 주로 전기투석과 멤브레. HI

인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전기투석의 원리 실증과 상압에서의 농축도 및 전기.

투석의 용액 온도 및 조성의 영향 등에 포괄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메브레인은, .

투과도 및 선택도에 관한 연구와 멤브레인의 제조 특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림 공정 기술개발 계획10. IS R&D .

이외에 재료의 부식성 시험과 가압 시스템을 위한 재료의 선정을 위한 screening

가 수행되었으며 분해 촉매의 제조 및 분해 특성과 수명에 관한 연구를 수test , HI

행하였다 대기압 용 순환 사이클을 구축하여 한국의 공정을 개념설계를 실증을. IS

위한 시험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년도는 단계로서 가압 실험 확보를 최우선으로 연구가 진행 중이2006~2008 1 data

다 그림 에 단계의 연구 목표와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분젠반응에서는 기압을. 11 1 . 5

목표로 실험을 수행 중이며 부반응의 제어와 액상 분리 특성을 연구 중이다 가압, 2 .

조건에서의 수소 분리를 위한 분리막 제조와 촉매의 제조 및 분해 특성과 분리 특

성에 대하여 실험을 수행 중이며 전기투석은 가압 상태의 농축 특성을 확인 중이

다 이와 아울러 멤브레인 리엑터의 실증도 수행 중이다 순환 싸이클은 전체 적으. .

로 시간 동안을 연속 운전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 중이다 이 운전이 종료 되면72 .

한국형 싸이클의 개념설계가 완료되며 년부터 계획된 의 설IS 2012 pilot scale plant

계가 수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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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단계의 연구 목표 및 연구 내용11. 1 .

연구 수행 내용2.3 IS

그림 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건설된 대기압 용 순환 시스템이12 IS

다 기본 수소 생산 용량은 규모이며 최대 의 수소를 생산하도. 20 liter/hr 50 liter/hr

록 설계되었다 왼쪽에 분해 공정이 배치 되어있으며 오른쪽에 황산분해와 분젠. HI ,

공정이 위치한다 반응기는 약 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도 조절은 전기히터를 사. 17 ,

용하였다 액상의 이동은 정밀 펌프로 유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압력계를.

부착하여 내부 압력의 변화를 관찰함과 동시에 압력에 의한 파손을 방지토록 설계

하였다 각 공정별로 개의 샘플링 포트를 두었으며 목적에 따라 샘플 숫자와 채취. 4

시간을 변경하여 화학분석을 통하여 각각의 위치에서의 성분분석을 수행한다 이러.

한 결과는 기 계산된 의 예측량과 비교하며 다음 공정 및 운전에 대한 준flowsheet

비와 더 정확한 를 개발하는데 활용하도록 한다flow she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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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구축된 순환 시스템12. IS .

그림 분젠반응에서의 요오드양에 따른 황산농도의 변화13. .

그림 은 분젠반응에서의 속도론적 고찰을 위하여 요오드의 함량을 변화하면서13

생성된 황산의 농도 변화를 시간에 따라 분석한 그림이다 요오드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황산 농도가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은 짧아지며 모든 요오드의 함량 변화에서

시간 이내에 황산 농도가 평형에 도달한다 즉 분젠반응이 시간이내에 종료된다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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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위미한다 정확한 반응속도를 얻기 위해서는 고체인 요오드의 용해 방법을.

고려하여야 하며 황산내의 및 물 요오드의 농도 분석을 동시에 하여야한다 물, HI , .

론 요오드가 낮은 온도에서 고체로 되기 때문에 온도와 요오드 함량과의 관계도 중

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분젠반응에서의 요오드양에 따른 농도의 변화14. HI .

그림 는 분젠반응의 요오드양에 따른 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다 황산의 경우14 HI .

와 유사하게 요오드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이 단축되며 요오

드가 많이 함유된 경우는 시간 이내에 반응이 종료됨을 알 수 있다 일부의 고요1 .

오드 함량의 경우는 분 이내의 매우 짧은 시간에 반응이 평형에 도달하여 분젠15

반으의 속도가 매우 빠른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 외에도 분젠 반응에서는 액. 2

상 분리 특성이 매우 중요하다 액상 분리에 의해서 분젠반응을 시작으로 하는 황. 2

산과 의 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생성된 황산과 의 정제도 연계되는HI . HI

공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림 는 탄소 의 종류의 분해 촉매의 온도에 따른 의15 , C-1%Pt, C-5%Pt 3 HI Hi

분해율의 변화를 나타낸다 열역학적 예측에서와 같이 분해율은 약 정도인. HI 20%

데 탄소의 경우는 평균 분해율보다 낮지만 가 함유된 촉매는 평균 분해율보다Pt C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의 햠량이 증가함에 따라 분해율은 증가하며 온도. Pt ,

가 증가함에 따라 함량의 차이에 의한 분해율의 변화는 적어진다Pt .

그림 은 실리카계 분리막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제조 방법의 차이와 제조16 .

조건에 의해서 달라지는 분리막은 수소 투과도가 클수록 좋으며 타 가스와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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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뛰어나야 한다 알루미나 위에 증착된 실리카 분리막은 매우 치밀하여 기공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없으며 매우 균일한 두께로 증착되어 성능이 우수함

을 보여준다 기저를 이루고 있는 알루미나의 표면 상태가 증착되는 실리카 분리막.

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며 알루미나와 실리카 사이의 접합 상태도 매우 중요한 요소

이다.

그림 촉매의 온도에 따른 분해율의 변화15. HI .

그림 수소 분리막의 단면 사진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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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HI-I2-H2 평형 상태도 측정 장치O .

그림 은 농축 증류 및 분해에서 근간을 이루고 있는17 HI , HI-I2-H2 시스템의0

상평형 를 측정하는 시험 장치이다 이 는 증류기의 설계에 활용되며data . data HI

나아가서 의 순환공정의 최적화를 이루는데 기본 를 제공한다 이 부분의HI data .

의 부재로 인하여 각국의 설계와 실제 실험 결과가 다른 것을 종종 볼 수 있다data .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이 부분의 가 가장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며 공정의 핵심data IS

분야에 필요한 를 생산하는 분야이다data .

그림 은 분해와 분리를 동시에 수행하여 효율을 높이는 멤브레인 리엑터의18 HI

얼개와 개발목표를 나타낸 것이다 투입된 가스는 촉매와 반응하여 수소와 요오. HI

드로 분해된다 이때 요오드는 미반응 와 같이 진행하여 반응기를 통과하지만 수. HI

소는 분리막을 통하여 및 요오드와 분리된다 이 멤브레인 리엑터의 수소 투과HI .

성능은 전체 시스템의 크기에 크게 영향을 주며 생성된 가스의 총 분해율을 높HI

이는 것이 열효율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사항이다 아울러 수소와 및 요오드와의. HI

분리능역이 좋아야 후속의 수소 정제 공정을 생략할 수 있다 멤브레인 리엑터의.

개발에서는 우선적으로 장입되는 분해 촉매의 개발이다 촉매는 물에 노출되더HI .

라도 수명이 길어야 되므로 물에 의한 내구성 시험이 추가로 요구된다 또한 촉매.

의 형상도 전체 시스템의 효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00
o 기압C, 2

의 조건에서 전체 의 분해율이 이상을 목표로 두고 있으며 분리막 자체의HI 50% ,

내구성도 매우 중요하여 다양한 재료의 적용 가능성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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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멤브레인 리엑터 얼개 및 개발 목표18. .

그림 는 사용된 전기투석 장치이다 음극과 양극이 별도의 회로를 구성하여 연19 .

속적으로 운전하며 시간에 따라서 의 농축도를 음극과 양극에서 동시에 측정하여HI

농축 능을 분석한다 중요 변수로는 요오드의 함량과 온도 초기 의 농도와 메브. , HI

레인의 종류와 전극재료 등이 있다.

그림 전기투석 장치19. .

그림 은 요오드 용액의 시간에 따른 음극과 양극에서의 농도의 변20 1 mole HI

화율을 나타내고 있다 온도는. 60
o 로서 시간에 따라서 음극과 양극의 농도의C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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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율은 일정하다 전체 시스템을 고려하여 볼때 음극에서의 의 감소량이 양극. HI

에서의 증가량보다 많은 것은 시험 장치 내에서의 요오드의 석출에 기인하는 것으

로 온도의 조절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 후의 실험 계획은 압력의 변화를.

주면서 요오드 양 변화와 전극 종류 지지체 및 멤브레인의 특성에 다른 의 농축, HI

능에 대한 포괄적인 시험을 준비 중에 있다.

그림 시간에 따른 음극과 양극에서의 변화율20. HI .

그림 은 분해 지역에서 사용될 금속재료 후보군에 대한 결과21 HI screening test

이다 는 시간의 부식 시간을 통하여 감량된 부식량을 정량화하여. screening test 100

숫자로 나타낸 것으로서 년간 단위의 부식 감소를 기본 단위로 하고 있다 결mm .

과로서는 이 매우 우수한 부식 저항성을 보인다 과 은 부Hastelloy C-276 . Mat21 Zr

식에 의해 생성된 산화물이 시료의 표면에 붙어 이의 무게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

다 이후에 로서 코팅과 함유 금속의 부식시험을 수행할. screening test ceramic Ta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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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분해 조건에서의 재료21. HI screening test.

결론3.

한국에서의 미래의 청정 사회인 수소 사회진입을 위한 각 분야의 연구와 계획 등

을 소개 하였으며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제조 기술의 설명과 계획 연구내용에 대하,

여 설명하였다.

원자력 수소의 경제적 효과를 간단히 그림 에 소개하였다 한국의 전체 자동차22 .

수는 년도에 약 만대이다 년에 자동차 숫자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으2006 2000 . 2020

나 이 중에서 만 대가 연료전지로 운행하는 자동차라는 가정을 세우고 편의상150 ,

규모의 기가 수소100 MWt VHTR 1 10,000Nm
3 의 생산 능력을 갖고 있다면/hr

기를 운전하여 자동차에 필요한 전체 수소의 를 공급할 수 있고 이VHTR 1 3.7%

수소양은 기름수입 억원의 절감 효과와 이산화탄소 처리비용 억원의 절감1200 2250

효과가 있다.

그림 한국에서의 원자력 수소의 경제적 효과22. .

이와 같이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생산 기술개발은 한국에서 반드시 이루어야할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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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한국의 열화학적 수소제조 의5 IS Cycle

황산분해공정 개발 현황

서 론1.

수소는 지구상에 널린 물을 원료로 제조할 수 있고 에너지 공급 후 물을 배출하,

는 청정에너지 매체로서 고갈되어 가는 화석에너지의 대체와 지구환경 보호를 위,

한 미래형 에너지 매체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기술국에. ,

서는 년에 기존 화석연료 대신 수소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수소경제로의 진2020 ‘ ’

입을 목표로 수소 제조 저장 이용기술 개발 및 인프라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 ,

고 있다.

물로부터 수소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원자력 태양열 수력 풍력 등 일, , , ,

차적인 에너지원이 필요한데 태양열 수력 풍력 등 자연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 , ,

이 가장 이상적이며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토가.

협소하여 재생에너지의 이용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좁은 국토에서도 많은 양의 에너

지를 얻을 수 있는 원자력의 적극적인 이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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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Oxygen

Hydrogen ProductionHydrogen Production

Environment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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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ort

Storage

Useful EnergyUseful Energy

그림 자연 친화적 수소 제조와 이용 개념도1. .

범세계적으로도 원자력을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프로그램을 ‘Nu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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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명칭하고 국제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소 생산에 필요한 원자로와Hydrogen' ,

수소 생산 공정의 협력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수소의 대량생산을 위해서는. 800℃
이상 에 가까운 고온 열원이 필요하므로 이에 적합한 고온가스원자로1000 VHTR℃

의 개발도 국제적으로 보조를 맞춰 진(very high temperature gas-cooled reactor)

행되고 있다.

원자력의 고온열을 이용하여 물로부터 수소를 제조하는 방법에는 열화학 싸이

클 고온전기분해 열화학 전기 하이브리드 싸이클 등이 있는데 가능한 낮은 온도, , - ,

에서 효율적으로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열화학 싸이클을 이.

용한 수소 제조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제안되어 있는데 그 중 황과 요오드를 이,

용하는 이 실험실적 연구단계이기는 하지만 연속운전 가능성이 입증되었기IS-cycle

에 상용화로 발전할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이 큰 방법으로 기대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열화학 싸이클을 이용한 수소 제조방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다

양한 열화학 싸이클에 대한 기초연구와 을 이용한 수소제조 공정에 대해IS-cycle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년부터 을 이용한 수소제. 2004 IS-cycle

조 공정개발에 대한 연구 및 실용화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바 본 장에서는 국내에,

서 진행되고 있는 을 이용한 수소제조 연구 특히 중 황산 싸이클IS-cycle , IS-cycle

에 해당하는 H2SO4 분해공정과 관련된 연구들의 진행상황을 소개하고 프랑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사분야 연구내용에 대해서 의견 교환한 것을 정리하였다.

본 론2.

열화학 싸이클에 의한 수소 제조2.1. IS

가 수소제조 방법.

비료공장에서 질소함유 비료의 제조에 암모니아(NH3 를 기본원료로 사용하)

는데 이를 제조하기 위해 석유나 천연가스를 촉매분해시켜 수소를 제조하고 이를,

공기 중의 질소와 반응시키는 공정은 여년 이전에 개발되었고 국내의 비료공장100

에서도 이미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일본 에서는 고온원자로 개발과 더불어 이. JAERI

와 유사한 탄화수소의 촉매개질 기술을 발전시켜 한시적이지만(catalytic reforming)

일차적인 대규모 수소 제조를 위한 상용방법으로 채택하여 실용화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메탄. (CH4 으로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환경친화적인 천연가스 분해) ‘

수소생산 기술 연구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을 중심으로 진행하여’ (KIST) 1000
o 이C

상의 고온 반응기 개발의 기반기술이 확보되었고 현재 고효율의 열에너지 흡수를,

위한 고온 반응기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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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탄화수소 이용보다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물로부터 수소를 제조하는 방법에

3,000
o 이상의 고온에서 물을 직접 열분해하는 방법 활용 등 기술을C , enzyme bio

이용해 낮은 온도에서 물로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 photoelectrochemical cell

을 이용해 물을 광분해시켜 수소를 제조하는 방법 물의 전기분해 방법 고온(PEC) , ,

수전해 방법 여러 단계의 화학반응을 조합하(high temperature electrolysis, HTE) ,

여 1,000
o 부근에서 수소를 제조하는 열화학 싸이클 등이 제안되어 있다 이 중C .

3,000
o 이상에서 물을 직접 분해하는 방법은 고온에 견디는 소재의 개발이 어려워C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아 아직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다.

국내에서는 물로부터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고효율 수소제조 사‘

업이 년부터 착수되어 주로 태양열을 이용한 수소 생산기술 즉 생물학적 방’ 2000 ,

법 열화학적 방법 광촉매 이용 방법 등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핵심기술 개발연구, ,

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방법들은 환경친화적이지만 아직 수소 제조 수.

율이 낮아 상용화로 연결되기는 요원하다 이에 비해 고온수전해와 열화학 싸이클.

은 이론적 수소 제조 수율이 로 높아 대량 수소 제조의 상용화에 대한 기대40~60%

가 높은 방법으로 인지되고 있다 열화학 싸이클을 이용하는 기술은 태양열을 이용.

하는 900
o 에서의 물분해 수소 제조에 맞도록 금속산화물을 매개로한 수소생산 핵C

심기술 개발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은 공정 중심, (KIER) , KIST

는 소재 중심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나 열화학적 물분해 수소제조 방법.

열화학 싸이클을 이용한 수소 제조 방법은 여러 단계의 화학반응을 조합하

여 각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온도를 1,000
o 부근으로 낮춰 실현 가능성을 높인C

수소 제조 방법으로 년대 초반 유럽연맹의, 1970 JRC (joint research center) Ispra

연구소에서 싸이클의 운전 가능성을 제시한 이래 많은 열화학 싸이클 연Mark-13

구가 진행되어 왔다 현재까지 열화학 싸이클과 관련하여 발표된 연구논문을.

에서 찾아보면 여개의 논문에서 개 이상의 수소 제조용 열화학SciFinder 2,000 380

싸이클이 제시되어 있다.(D. Doizi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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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열화학적 물분해 수소제조 방법에 대한 논문 발표 수2.

년 기준 의 조사- 2006 SciFinder open publication .

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열화학적 물분해 수소제조 방법 개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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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서는 년에 를 중심으로DOE 1999 GA, SNL, Kentucky University NERI

를 구성하여 이들 중 여개 문헌의 개 열화학 싸이클을project (1999-2002) 800 115

검토하여 일차적으로 에 예시한 것과 같이 여러 항목에 대해 적합성이Table 1.2.1

높은 순으로 개를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차 에서 우선 순위가 높은 순25 . 1 screening

으로 검토해 보면 (1) Westinghouse process (850
o
C), (2) Ispra Mark 13 (850

o
C),

(3) UT-3 (750
o
C), (4) GA IS-cycle (800

o 로 나타났다 그러나 는C) . UT-3 process

보다 사용온도가 낮은 장점은 있으나 고체가 같이 공존하여 연속공정을 구IS-cycle

현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아직 극복되지 않고 있다 그림 이에 반해.( 3)

과 그림 의IS-cycle 4 Westinghouse process (hybrid sulfur cycle), Ispra Mark 13

등은 유체로만 구성되고 반응온도를 높일 경우 수소 제조수율이 이상 증가할50%

것으로 추정되어 원자로와의 연결에 있어 현재까지는 이들이 가장 실현가능VHTR

성이 높은 방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은 극복과. Hybrid sulfur cycle cell overvoltage

SO2 비투과용 개발의 문제가 남아 있지만 고순도membrane H2 제조가 가능하고

요오드를 사용하지 않는 장점이 있어 과 경쟁하고 있다IS-cycle .

그림 싸이클 구성도3. UT-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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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구성도4. Hybrid Sulfur Cycle .

Ispra Mark-13 Cycle

Sulfate Cycle

그림 기타 열화학 싸이클 예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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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과 그와 경쟁하는 에 대한 연구가 범세계적으로IS-cycle hybrid sulfur cycle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상기의 열화학적 물분해 수소제조에 대한 외에도 미국database UNLV

의 개 열화학 싸이클 와 프랑스(University of Nevada, Las Vegas) 380 databaese

의 개 열화학 싸이클 가 확보되어CNRS (PROMES, UPR 8521, Odeillo) 280 database

있으며 최근에는 여개의 열화학 싸이클에 대해 사용되는 물질의 확보 가능성, 210 ,

유해성 가격 공정의 복잡성 열역학적 계산 등을 고려하여 각 싸이클의 실용화 가, , ,

능성을 재검토하기 위한 새로운 평가법 연구가 미국ANL ( Argonne National

에서 프로그램 년 년 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또한 프Laboratory) I-NERI (2004 -2007 ) .

랑스를 포함한 유럽국가의 과학협력체에서는 보다 낮은 온도에서 작동 가능한 열화

학 싸이클 발굴을 위해 기존의 싸이클들을 포함하여 새로운 싸이클 발굴과 실용화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프랑스의 에서는 외에. CEA IS-cycle, hybride sulfur cycle

과 물질이 잘 알려져 있고 독성이 비교적 낮은sulfate cycle cerium chloride cycle

그림 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6) .

그림 구성도6. Cerium chloride cycle



- 61 -

다 물분해 수소제조. National Program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 유럽 일본을 포함하여 프로그램에, , GEN IV

포함된 국가들은 고온원자로 개발과 함께 물분해 수소 제조에 대한 국가적 프로그

램을 연계시켜 진행하고 있다 프랑스 의 경우 그림 에 나타낸 것과 같이. CEA 7

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열화학 싸이클을 이용한 수소 제조 방법과IS-cycle reverse

고온수전해 등의 물의 전기분해 수소 제조기술 개발이SOFC, (HTE), PEM HTE

병행하여 진행되다가 년 말에 결과 검토를 통해 열화학 싸이클에서 개 물의2008 1 ,

전기분해 기술에서 개 기술을 선정하고 년에서 년까지 각각의 기술을 이1 , 2009 2012

용하여 를 개발하고 년부터 이를 운전하여 실용화 연구를1 MW demo plant , 2013

추진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물분해 수소 제조기술로 을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IS-cycle ,

림 에 예시한 바와 같이 의 단계 년에는 규모의 수8 phase 1 1 2006~2009 1,000 NL/h

소 제조용 가압시스템 기압 의 를 개발하고 단계 년에는 이들을(20 ) unit , 2 2009~2012

조합한 연속공정의 기압 운전을 수행하여 이 결과를 바탕으로 년까지20 2012 100

Nm
3 규모의 수소 제조용 규모 를 개발하고 설계를 완성함/h pilot plant (~0.3 MW )

을 목표로 연구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에서는 년에서 년 사이의. Phase 2 2012 2016

연속운전과 공정개선을 통해 년까지pilot plant 2017 10,000 Nm
3 규모의 수소 제/h

조용 규모 를 완성하며 이를 연속운전하여 년 경에는demo plant (~30 MW ) , 2020

정도의 상용 원자로와 상용 수소 제조 시스템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평가600 MW

하고 자체적인 설계능력을 갖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그림 프랑스의 수소 제조기술 개발7. Roadmap (C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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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국내의 수소 제조기술 개발8. Roadmap (KAERI).

라. IS-Cycle

요오드 황산 열화학 싸이클에 의한 수소 제조방법은 그림 와 같이IS ( - ) 9

황과 요오드 화합물로 구성된 열화학 싸이클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그 이론적 열효

율은 를 상회하여 매우 높은 열효율을 갖는 물 분해에 의한 수소 생산기술로50%

평가받으면서 실용화 가능성이 가장 큰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열화학 싸이클은. IS

년대 중반 미국 사 에 의해 기본개념이 확립되고 여년1970 GA (General Atomics) 10

에 걸쳐 연구되어 공정개발 완성 및 중요 단위공정에 대한 열역학적 자, flowsheet

료와 이 상당히 확보된 방법이다 그러나 사가 와model . GA HI H2SO4의 분리에 인

산을 사용하는 층분리기술을 도입하다 연속공정 운전에 실패한 이후 공정의 불안정

성을 해결하지 못한 채 년대 중반 고온가스로의 연구가 중단됨에 따라 수소제1980

조 관련 연구들 또한 중단되었다 그러나 일본 에서는 년대부터 연구를. JAERI 1970

지속해 오다 년에1997 1 L/h H2 실험실적 규모의 상압 을 이용하여IS closed-cycle

수소의 연속제조가 가능함을 실증하고 년에는, 2003 50 L/hr H2 제조 규모의 소형

상압공정으로의 에 성공하여 폐사이클 의 연속운전 가능성을scale-up closed-cycle ( )

시현하였다 이 성공과 함께 년대 들어와 연료전지의 원료로 수소의 중요성이. 2000

증가하면서 년부터 미국도 가 중심이 되어2001 DOE SNL(Sandia National Lab),

INL(Idaho National Lab), ANL(Argonne National Lab), SRNL(Savannah River

등에서 분야별 연구를 재 추진하고 있다National Lab), Oak Ridge National L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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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구성도9. IS-cycle .

프랑스의 를 포함한 유럽 여러 국가 연구기관들도 협력연구단체를CEA HYTHEC

구성하여 싸이클의 각 공정에 관한 연구를 분담하여 재 시작하였다IS .

는 년부터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생산에 대한 국제협력 프로그램OECD/NEA 2000

을 시작하여 싸이클 개발을 주축으로 하는 수소생산 프로그램을 국제공동연구로IS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는 글로벌 수소제조 계획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의 프랑스의 일본 원자력연구소 등도 함께 참석하고 있으DOE, CEA, (JAERI)

며 개발된 싸이클의 각 공정에 대해 개발한 데이터를 상호 교환 공유하면서 연, IS ,

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참여하면서 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 IS-cycle

여 공정검증 공정최적화 고온 내산성 소재 개발 분리기술 개발 등에 대, , , , scale-up

해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에서는 불산 염산 등의 강산을 이용하는 화학공정 개(KIST) ,

발에 대한 연구능력이 축적되어 있고 관련 엔지니어링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상

용공장 설계 설치 시운전에 대한 기술을 축적하고 있어 황산분해와 관련된 강산의, ,

취급과 수용액의 분리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이.

를 바탕으로 년에 고온원자로와 연계된 을 이용한 물분해 수소제조 연2004 IS-cycle

구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에너지연구원 과 함께 참여하고 있다(KAERI), (KIER) .

이 개발 프로그램에서 는 싸이클을 위한 황산분해 및 농축공정IS-cycle KIST ‘IS

요소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는 황산분해 이외의 공정들 즉 요오드’ , KIER ,

를 중심으로 하는 공정들의 개발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system integ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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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황산분해공정.

열화학 싸이클에 의한 수소 제조는 개의 중요한 반응공정으로 구성되IS 3

며 이 중 황산분해공정은 싸이클 중 고온의 열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공정으로, IS

전 공정의 열효율 평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예로 황산분해공정.

이 950
o 에서 작동할 경우 싸이클 전 공정의 열효율이 약 에 달하게 된다C IS 50% .

황산분해반응은 황산(H2SO4 이 삼산화황) (SO3 으로 분해하는 반응과 삼산화황)

이 이산화황(SO2 과 산소) (O2 로 분해되는 반응으로 구성된다) .

황산 분해반응(1) : H2SO4 H→ 2O + SO3

삼산화황 분해반응(2) : SO3 SO→ 2 + 1/2 O2

각 반응은 생성물의 몰 수가 증가하는 반응이며 황산 삼산화황 이산화황 산소 물, , , ,

간의 평형반응으로서 그림 과 그림 의 이론적으로 예측된 온도 압력 대비 전, 10 11 ,

환율 변화에서 보듯 압력이 낮을수록 반응온도가 높을수록 각 반응의 반응전환율이

높아지며 그에 따라 전 공정의 효율이 좌우되는 중요한 단위공정이다 반응 의. (1)

H2SO4 분해는 생성되는 SO3가 연속적으로 반응 의 원료로 사용되어 소모되므로(2)

실제로는 비가역 순반응 형태로 진행된다 따라서 반응압력과 온도에 따른 실질적.

인 전환율은 반응 의 삼산화황 분해반응 조건에 의해 좌우된다 즉 황산분해반응(2) . ,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삼산화황 분해반응 방법과 반응조건 확립을 위한 핵심요소

기술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황산분해반응은 반응압력이 높을수록 전환율이 감소하므로 공정상으로는 불리

하지만 열원인 고온원자로측의 냉각가스 압력이 약 기압이므로 황산분, (He) 40~70

해 반응기와의 압력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높은 반응압력이 요구된다 높은 반응.

압력에 의해 감소한 SO2 전환율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반응온도를 더욱 높여야 한

다 아울러 황산분해반응은 반응물 및 생성물 황산 삼산화황 등 이 매우 부식성이. ( , )

강하고 동시에 고온원자로에서 이전되는 고온 발생열을 흡수해야 하는 단위공정이

므로 고온 고압 내산성에 적합한 재료의 선정과 반응기 장치설계를 위한 요소기술, ,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이와 함께. 800
o 이상에서 작동하는 고온 촉매 및 고온반C

응기술을 중심으로 전해성 물질의 열역학적 거동, O2 분리를 위한 분리공정기술 고,

온열의 흡수를 위한 열전달기술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황산분해반응에서 황산(H2SO4 의 삼산화황) (SO3 으로의 분해반응은 열적 분해)

반응으로 진행되며 빠른 반응속도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고온 부식 조건,

에서 in-situ 분석이 어려워 연구가 그다지 수행되어 있지 않다 한편 삼산kinetics . ,

화황에서 이산화황(SO2 산소), (O2 로의 분해반응은 고온 촉매반응으로서 고온에 내)

구성을 갖는 촉매의 개발연구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H2SO4 및 SO3 분

해반응에 대한 열역학 자료 수집과 평형전환율 예측, SO3 분해반응 평형전환율의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고온용 촉매의 설계 제조 및 특성분석 촉매반응의90% , ,

과 규명 등 고온용 촉매 개발에 관한 연구와 열효율을 최적화한mechanism kin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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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 농축기 및 농축공정 개발에 관한 연구 황산농축 및 황산분해 공정 상에서 고,

온 기체상 황산 및 그 분해 물질의 조성변화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근적외

선 및 적외선 분광법을 이용한 측정기술 개발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다on-l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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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H2SO4의 SO3, H2 로의 평형전환율O .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Temperature (C)

E
q
u
il.

 C
o
n
v.

 o
f 
S
O

3
 t
o
 S

O
2
.

1  bar

5 bar

10 bar

20 bar

그림 11. SO3의 SO2, O2로의 평형전환율.

프랑스 에서도 싸이클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황산분해반응의 삼산화황CEA IS

(SO3 분해용 촉매연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원자로에서 공급되는 고온열) ,

과 황산분해반응을 연결하는 공정의 검증을 위해 그림 에 예시된 것과 같이 약12 1

규모의 에 연결할 황산분해공정과 열교환 시스템 용MW HELITE loop test HY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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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발하여 시험운전을 준비하고 있다program .

그림 의 황산분해공정과 간의 열교환 시스템12. CEA He loop

테스트용 예HYPRO Program .

국내의 황산분해공정 연구 소개2.2.

가 국내의 황산분해공정 연구 개요.

원자력의 고온 열을 이용하여 로 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제조하는 공IS-cycle

정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년대 사가 제안한 방법을 근간으로1970 GA

실용화가 가능하도록 요소기술을 발전시키고 공정을 최적화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진행하고 있다 즉 을 그림 의 사 제안안과 같이 분젠 반응. IS-cycle 13 GA (Bunsen)

공정 황산 분리공정 분해공정 황산분해공정의 부분으로 나누고 전반의, /HI , HI , 4 , 3

부분에 필요한 요소기술 연구를 에서 담당하고 황산분해공정 즉 황산 싸이클KIER , ,

에 필요한 요소기술연구는 에서 담당하고 있다 각 기관에서 얻어진 결과는KIST .

종합적으로 연결하여 완전한 을 구현하고 가 협동하여 운전하IS-cycle KIER, KIST

며 화학공정 부분인 과 원자로 열매체 부분을 연결하는 열교환시스템 구축, IS-cycle

은 가 협동하여 연구를 추진하도록 구성되어 있다KAERI, KIST, KIER .

이 계획에 따라 는 년부터 싸이클을 위한 황산분해 및 농축공정KIST 2004 ‘IS

요소기술 개발 연구에 착수하여 새로운 고온 내식성 촉매 개발연구와 분젠반응 배’

출물의 분리로부터 황산농축 황산분해반응까지의 황산분해공정에 필요한 요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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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즉. , SO2, I2, HI, H2SO4가 관여되는 분젠반응에서 배출되

는 용액에서 분리된 황산층 황산이 주된 물질이나( HI, I2 물 등이 함유됨 을 원료물, )

질로 출발하여 황산과 요오드화합물의 분리 증류 황산수용액의 증류농축(flash ), ,

농황산의 SO2, O2로의 분해반응 및 SO2/O2 분리 등의 단위공정 구현에 필요한 요

소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황산의 촉매분해반응을 제외하면 주로 분리기술이 핵심적.

인 공정기술이 된다 황산과 요오드화합물의 분리공정은 열역학 자료의 부족으로.

공정모사나 분리값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실증에 의해 기술적 검증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이용하여 열역학 자료를 보완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황산농축공.

정 설계에서는 상용 를 이용한 이론적 모사 및 고압 상평형 실험을 통해simulator

고압에서의 열역학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여 장치설계 연구를 수행하며 황,

산분해반응에서 생성되는 SO2/O2의 분리에는 고온 막분리와 저온 흡수법에 의한

분리기술 개발 및 고효율 흡수제 개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

황산 분해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술 개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on-line .

그림 싸이클 공정 구성도 사 제안13. IS (GA )

나 황산분해촉매 연구.

황산 분해반응은 단계 황산1 (H2SO4 의 분해반응과 단계 삼산화황) 2 (SO3 분)

해반응으로 구성된다 단계 황산 분해반응은 촉매가 없어도. 1 400
o 이상의 고온 열C

을 공급하면 진행되는 반면 단계 삼산화황 분해반응은 높은 온도에서 촉매를 사, 2

용해야 잘 진행된다 따라서 촉매개발 연구는 삼산화황 분해성능 및 반응원료와 생.

성물인 황화합물에 대한 내구성 고온에 대한 내구성 단계 반응 부생물인, , 1 H2 에O



- 68 -

대한 내구성 개선에 초점을 맞춰 수행하고 있다 삼산화황 분해반응에는 일반적으.

로 와 같은 귀금속 촉매가 높은 활성을 지니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상용공장Pt

적용 측면을 고려하면 비 귀금속 촉매의 개발이 필요하다.

의 촉매개발 연구는 타 물질이 존재함으로써 삼산화황 분해촉매 활성 실KIST

험에 방해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순수 삼산화황(SO3 을 원료로 사용하는 실험)

그림 과 여러 물질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관여하는 실제 조건에서의 반응을 모( 14) ,

사한 황산(H2SO4 을 원료로 사용하는 실험 그림 으로 구분하여 우수 촉매 스크) ( 15)

리닝을 진행하며 아울러 활성이 우수한 촉매에 대해서는, H2SO4을 사용하여 내구성

을 조사하는 실험 그림 을 진행하고 있다 비금속 촉매 물질로는( 16) . Fe, Cu, Cr, Co,

등을 포함한 금속 성분과 등의 등을Ni Al, Ti, Si, Mo, Mg oxide, carbide, fluoride

담지물질로 사용하고 촉매는 금속 성분 담체 종류 담체에 담지된 금속 성분의 몰, , ,

비율 제조방법 공침법 함침법 전처리 방법과 조건 등을 변화시켜 제조하고 제조, ( , ), ,

된 촉매와 반응 후의 촉매는 기기분석(BET, XRD, TPR, FT-IR, TG/DTA, XPS)

을 통해 물성과 표면특성을 측정하고 반응활성을 비교하여 촉매활성과 내구성을,

개선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림 14. SO3 분해촉매의 활성조사 실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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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H2SO4 분해촉매의 활성조사 실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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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H2SO4 분해촉매의 내구성 비교 실험 예.

다 상압 황산분해공정 연구.

단계 연구 년 에서 분젠반응에서 분리된 후 공급되는 황산층을1 (2004~2005 )

모사하여 과 같이 황산액 분리 황산농축 황산분해반응에 대한 상압공Figure 1.2.16 , ,

정을 구성하고 황산에 대한 내식성이 있는 와 로 장치를 만들고 각, Pyrex Quartz ,

단위장치에 대한 상압 운전조건과 운전효율을 조사하였다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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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상압2. H2SO4 분해공정의 단위장치 운전실험 결과

실험 내용

HI/I2/H2SO4 분리기

(falling-film flash

evaporator)

H2SO4 농축기

(packed column,

4mm raschig ring)

H2SO4 분해반응기

차 반응기 촉매(2 :

2CuO Cr2O∙ 3)

장치크기
OD = 30 mm

L = 580 mm

OD = 30 mm

L = 580 mm

OD = 25 mm

L = 1275 mm

최대

원료공급속도

HI/I2/H2SO4/H2O

= 6.12 g/min

H2SO4 (80 wt%)

= 3.43 g/min

H2SO4 (95 wt%)

= 3.46 g/min

운전조건
column : 110~115

o
C

reboiler : 190
o
C

column : 92~235
o
C

reboiler : 320~338
o
C

1st Reactor : 600
o
C

2nd Reactor : 850
o
C

실험결과
황산수용액에서 HI/I2를

완전히 분리 가능

H2SO4 농축 농도 :

> 95 wt%
SO2 전환율 : 78~83%

연속제조 가능한

H2 양

1.40 mol/h

(31.4 L/h @STP)

1.12 mol/h

(25.0 L/h @STP)

1.63 mol/h

(36.6 L/h @STP)

D

B
A C

C
B

A

D

1단계상압
연구범위

그림 상압17. H2SO4 분해공정 실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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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위장치들을 조합하여 1 mol/h H2 제조 규모의 상압 싸이클 황산 싸half (

이클 을 구성하고 차 황산 열분해반응은) , 1 600
o 에서 차 삼산화황 촉매분해반응C , 2

촉매( : 2CuO Cr2O∙ 3 직경 길이 은, 1/8" 4mm, 3.02g) 850
o 에서 진행하는 연속운전C

실험을 통해 1 mol/h H2 이상 규모로 연속제조가 가능함을 실증하여 장치 및 공정

설계가 적절하였음을 보였으며 아울러 황산분해촉매의 활성과 내구성 측정 실험을,

수행하여 황산분해공정의 연속운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그림.( 18)

상압 황산분해 연속공정의 별 온도변화(a) unit

상압(b) H2SO4 분해반응기의 SO2 전환율

그림 상압 황산분해공정 연속운전 실험 예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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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황산분해공정의 에너지 엑서지 해석. ,

열매체인 이 원자로에서 로 고온 열을 전달하는데 각HTGR He IS-cycle ,

공정이 받은 열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높은 온도의 가 일차적으로unit

사용한 후 배출하는 열을 단계적으로 재활용하여 낮은 온도의 공정에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열매체 이동경로가 적절히 설계되어야 한다.

Process -1

No Heat Recovery

S201B

C-201

S201A

S213
S228

S229

E-217
P-202

S231

S232 S234

S234A

R-218

E-221

E-214

E-218

V-213
P-201

S258

S239

C-201 : Distillation Column,  No. of stage=5,  RR=0.05

E-217 : Conc. H2SO4 Vaporizer

E-221 : H2SO4 Decomposer,  conversion of H2SO4 = 100%

E-214 : SO3 Decomposer,  conversion of SO3 = 73.4%

E-218 : Product cooler, T = 370°K

R-218 : Pseudo Reactor for H2SO4 Production,  conversion of SO3 (→H2SO4) = 100%

Process - 2

Heat Recovery from Product

C-201 @ 2.0 bar

E1

S201B

C-201

S201A

S213
S228

S229A

E-217
P-202

S231
S232A

S235

R-218

E-221

E-214

V-213P-201

S239

S201A

S229

H-S1

E2

E3

H-S4

E4

S258

S234

H-S3

H-S2

S232B

E-217 / E3 : Conc. H2SO4 Vaporizer

E2 : Pseudo heat exchanger for E-221 (H2SO4 Decomposer),  conv. of H2SO4 = 100%

E1 : Pseudo heat exchanger for E-214 (SO3 Decomposer),  conv. of SO3 = 73.4%

그림 황산분해공정의 에너지 엑서지 비교 시스템 예19. , .

각 공정에서의 에너지 이용방법과 열교환장치의 배열에 따라 전체공정의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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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 이 결정되는데 전체 소모의 이상을(energy efficiency) , IS-cycle energy 50%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황산분해공정에서 공정배열에 따른 소모와energy exergy

에 대한 비교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단계 연구에서는 해석방loss . 1 energy, exergy

법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수준에서 사용한 열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와 열의 일부를

회수하여 반응물 예열 또는 황산농축의 에 사용하는 경우 등 재활용하는 경reboiler

우를 비교하였다 그림 단계 연구에서는 최적의 황산분해공정 구성을 위해 황.( 19) 2

산농축 갯 수와 별 운전조건을 변화시켜 싸이클의 소모와reboiler unit half energy

해석을 진행하고 있다exergy loss .

마 고압 황산분해공정 연구.

약 기압으로 유지되는 고온원자로 냉각가스 와 열교환을 해야 하40~70 (He)

는 황산분해반응기는 가압상태에서 운전되어야 한다 그림 과 같은 가압실험용. 20

관형반응기를 제작하고 기압까지 단계적으로 압력을 높이Pt-lined Hastelloy C , 10

면서 무촉매반응 및 촉매반응 을 통해 가압 황산분해반응에 대한(copper chromate)

운전조건 조사와 장치설계를 위해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아.

울러 궁극적으로 사용할 내식성 반응기를 설계하고 장치제작을 추진하고 있다SiC .

그림 가압 황산분해 실험용 반응장치20. Pt-lin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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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가압 황산분해 실험용 반응기 예21. SiC .

바. SO2/O2 분리기술 연구

황산분해반응기에서 배출되는 SO2, O2, H2 와 미반응O H2SO4의 혼합가스는

응축기에서 H2O, H2SO4를 분리한 후 기체 SO2 만을 회수하여 분젠반응기로 보낸

다. SO2와 O2의 분리방법으로는 SO2의 흡착분리법 흡수분리법 또는, SO2/O2 막분리

법 등이 사용될 수 있다 막분리법은 세라믹 또는 금속 막을 사용하여. SO2/O2 분리

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용량을 증가시키려면 분리막 면적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

반면에 흡수분리법은 대용량 분리공정에 적합하고 다양한 흡수제의 선택이 가능하

여 가압시스템에서 유리할 수 있다 에서는 일차적으로 흡수분리법을 연구하. KIST

고 있는데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 적용될 수 있는 흡수제로 이온성 액체, (ionic

군을 발굴하여 화학적 구조에 따른liquid) SO2 최대흡수량, SO2의 흡수특성과 탈기

특성 열적 안정성 화학적 안정성을 조사하고 있다 그림 아울러 최적의 이온성, , .( 22)

액체 군을 선정하고 이들의 대량 제조기술을 개발하며 이온성 액체를 흡수제로 이,

용한 SO2 흡탈기 장치 및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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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에 따른(a) SO2 흡수량 이온성 액체의(b) SO2 흡탈기 특성

그림 이온성 액체를 이용한22. SO2/O2 분리특성 실험 예.

사 황산과. SO3의 실시간 분석기술 연구

황산 열분해반응에서 뿐만 아니라 황산농축 과정에서는 H2SO4 일부가 SO3

로 분해된다 황산 열분해반응은. 450
o 이상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C

있으나 시료를 분취하여 온도가 낮아지는 순간 SO3는 물과 역반응하여 H2SO4로 재

결합한다 따라서 반응 연구를 위해 고온 부식 조건에서도. kinetics , in-situ 분석이

가능하도록 H2SO4, SO3의 조성변화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근적외선 및 적

외선 분광법을 이용한 측정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on-line .( 23)

아 황산분해공정 장치의 소재 연구.

황산분해공정은 물과 H2SO4, SO3가 공존하며 대부분 고온에서 운전되므로

황산과 삼산화황에 견디며 고온 고압에 적용이 가능한 내식성 소재가 사용되어야,

한다 그림 와 같이 가 주축이 되어 장치별로 적용 가능한 소재의 특성을. 24 KAERI

측정하여 적정 소재를 선정하며 가 이를 장치에 응용하여 장치제작의, KIST, KIER

용이성도 동시에 검토하면서 실제 공정에 대한 적용성을 진단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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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과 을 이용한23. IR near IR H2SO4, SO3 분석 실험 예.

부식성 조건test :

황산w/ 97wt%

@ 320
o
C

그림 황산분해 장치용 소재 실험 예24. screen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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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국내의 황산분해공정 협동연구.

황산분해공정 연구에는 H2SO4 및 SO3 분해반응 촉매 황산분해공정 해석,

과 최적화 황산 물 혼합계의 열역학 자료, - , SO2/O2 분리기술 공정 고온, scale-up,

고압 내식성 장치 소재 황산 싸이클과 요오드 싸이클의 결합 및 운전, closed-cycle ,

를 통한 고온 와의 결합 등 다양한 과제들에 대한internal heat exchanger He loop

요소기술 개발과 최적화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여러 기술을 효율적으로 해결하.

기 위해서 외에도 충북대학의 촉매연구팀 경희대학의 이온성 액체 연구팀KIST , ,

한양대학의 in-situ 기기분석 연구팀이 참여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각 팀의 연구결과

와 지식을 공유하며 주기적인 팀간 미팅을 통해 발전된 연구결과를 각 팀의 연구,

에 적용하여 실험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또 가 확보한 연구결과는. KIST

와 협의하여 통합적 구축 고온원자로 열매체와의KIER, KAERI IS-cycle , system

전 공정의 연구에 적용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실용화 기반 확보integration, scale-up

를 위해 협동연구를 하고 있다 의 황산분해공정 연구를 중심으로 국내 연구. KIST

팀간의 협동연구 분야를 그림 에 예시하였다25 .

그림 국내의 황산분해공정 협동연구 체재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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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3.

원자력과 연계된 고온 물분해 수소제조 공정으로 유력한 에 대한 연구는IS-cycle

국내 뿐만 아니라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의 협동연구체에서도 확고한 기술개발

하에 추진되고 있다 특히 유럽 각 국가의 연구기관들은 기관별로 역할 분roadmap .

담을 하여 각 분야의 요소기술 개발과 연구를 심도 있게 추진하고 있다scale-up .

프랑스 에서는 중 관련 공정의 요소기술 개발연구에 주력하고 있CEA IS-cycle HI

으며 황산분해공정의 요소기술은 미국 사와 협조하여 데이터를 받고 있는 것, GA

으로 여겨졌다 또 확보된 황산분해공정 요소기술을 바탕으로 고온원자로에서 공급.

되는 고온 열과 황산분해반응을 연결하는 시스템 간 열교환 공정의 검증을 위해 1

규모 에 황산분해공정을 연결하는 열교환 시스템을 구성하고 시MW HELITE loop

험운전 하는 을 추진하고 있다 는 외에도 그보다HYPRO program . CEA IS-cycle

낮은 온도 범위에서 작동되는 열화학 싸이클인 과Ce-Cl cycle metal sulfate cycle

의 개발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또한 고온수전해 기술도 병행하여 연구함으.

로써 원자로와 연계시킨 물 분해 수소제조 방법에 대해 열화학 싸이클과의 경쟁 우

위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

글로벌 수소제조 계획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나 선진기술국‘ ’ CEA

연구기관과의 기술교류 및 데이터 공유를 위해 교환할 가치가 있는 연구결과를 자

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선진기술국들에 비해 연구가 늦게 시작되. IS-cycle

어 현재로는 전반적인 부분에서 기술수준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그러나 고온원자로.

를 이용한 수소 생산기술이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공동연구로 추진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고온원자로를 년까지2015 INEEL(Idaho National Engineering and

에 건설하고 이를 이용한 열화학적 수소 생Environmental Laboratory, Idaho Falls)

산 계획 즉 를 추진하는 등 고온원자로와 연계된 열화학적, Freedom Power Project

수소 제조기술 개발 의지가 높아 실현 가능성이 큰 기술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인 에너지 해결 노력과 의지에 동참하여 선진기술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국내

에서도 자체적으로 열화학적 수소제조에 관한 요소기술 개발에 경주해야 하고 아,

울러 우리보다 연구 능력과 수준이 앞선 등 선진 연구기관과의 협조체재를 구CEA

축하여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것이 국내 연구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의미 있는

노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는 여러 화학공장 상용화 연구를 통해 고온 조건. KIST

에서의 촉매반응기술 강산을 이용한 반응공정기술 분리공정기술 등을 축적하고 있, ,

어 의 고온 고압 황산분해공정 개발에 연구노력을 집중하고 선진국 연구기IS-cycle ,

관과의 협조체재를 잘 유지하면 빠른 시간 내에 선진기술 수준의 우수한 국내기술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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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태양광기술의 현재와 미래6

서론1.

한국의 신새생 에너지 정책의 역사1.1

국내의 신재생에너지는 년대 말에서 년대 초부터 기본적인 연구개발1970 1980

이 각 연구소로 분리되어 시작되었으며 년 신 재생에너지 개발 조례 제정과1987

년 에너지 기술 개발 개년 계획 수립 및 년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과1997 10 1998

보급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본격적인 기술의 도약을 준비하여 왔다.

년 시작된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과 보급에 관한 기본계획을 토대로 년2001 2002

월 에너지 기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본격적인 기술의 성장을 예고하였다12 . 2003

년 월 수립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차 기본계획은 이에 대한12 2

국가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신재생에너지의 목표를 전체 국가 에너지

대비 년 에 불과하던 비율을 년 에서 년에는 까지 끌어 올2003 1.6% 2006 3% 2011 5%

리고자 한다 에너지원은 대 중점 분야인 태양광 풍력 및 수소 연료전지분야와 타. 3 ,

분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다.

연구 개발 역사와 투자예산을 통한 성과적인 축면에서 살펴보면 연구개발의 역사

는 년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나 강도 높은 노력은 년에 시작된 신 재생1970 1988

에너지 개발 법 제정 이후에 시작 되어 까지 총예산1988-2003 $34.8 million

인데 비해서 년 한해의 총(government: $21.2 million, industry: $13.6 million) 2004

예산은 무려 으로$11.9 million (government: $8.5 million, industry: $3.4 million)

엄청난 투자가 시작되었다 이를 통한 주요성과로는 주요 기술이 개발 완료되었고.

셀 베터리 그리고 인버터에서 상용화 되었으며 결정질 실리콘 셀의 효율이 로20.5%

개발되고 증명되었다 또한 이를 토대로 선진국과 비교하여 셀 제조와 시스템 기술.

이 약 까지 도달함으로써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70% .

다음의 그림 은 년까지 약 년에 걸쳐서 국가로부터 산학연에 지원되고 진1 2004 10

행된 요소기술 분야 별 연구 흐름도 를 나타내고 있으며 선진기술대비 이에 대한[1]

기술개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 연구1.2

태양광 에너지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판단하여 공해를 일으키지 않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에너지원으로 알려져 있다 태양광 발전은 태양의 빛을 반도체의.

스위칭 소자 중 일류가 만들어낸 최초의 소자인 다이오드를 역방향으로 구동케 함

으로써 직접 전류로 변환시키는 소자인 태양광 셀을 필요로 하며 이를 배열한 태양

광 모듈의 크기에 따라 발전 규모를 소규모 주택용에서 대규모 발전용까지 다양하

게 만들 수 있으며 모듈의 유지를 위한 부수적인 보조 장치 이외에는 별도로 추가,

적인 기구가 필요치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만 최고의 효율과 출력을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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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위한 최소한의 점검과 유지 보수가 필요한 시설로서 이론상 셀 자체의 수명은 반

영구적이나 이를 보호하고 출력증대를 위한 접속장치들의 내구성 한계로 인해 일정

한 효율 감소를 전제로 수명이 대략 년에서 년에 이르고 있다25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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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Siltron, KRICTSi Ingot / wafer

KETID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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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s2004200320022001200099989796959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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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TID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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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U., KIERT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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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SDIsheet-Si

Samsung SDI, PSEmc-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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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s2004200320022001200099989796959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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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의 지원을 받는 연구 개발 과제1. MOCIE .

태양광 산업은 지난 수 년간 정부의 강력한 보급 정책으로 인해 평균 이상30%

의 고도 성장을 지속해 왔으며 년 이후 전 세계 시장에서 상당한 도약을 일구2004

어내고 있다 세계시장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태양광 산업은 우리나라처럼 그 중요.

성을 인시한 각국의 정책의지로 반도체소재 및 요소기술의 연구와 발전으로 년2004

도 전세계 태양전지 생산량이 대략 로 억 에 이르고 있으며 년도1.2 GWp 83 $ , 2006

의 예상 생산량은 대략 로 예측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기초소재 분야의 공1.8 GWp

급이 원활치 않은 실정이다 그림 는 년까지 우리나라의 태양광 발전에 대한. 2 2012

흐름도로 나타내고 있으며 년 만호 주택보급사업과 누적발전전력 를2012 10 1.3GWp

목표로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태양광의 소자별 구성은 대부분이 웨이퍼 형태의 실리콘 태양전지가 차

지하고 있으며 그 효율은 그림 에서와 같이 이미 어느 정도 검증되고 있어 생산단3

가를 낮추기 위한 가격경쟁으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효율대비 가격경쟁력.

이 높은 다결정 실리콘 태양전지가 전체 시장의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광,

효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단결정 실리콘 태양전지 또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

다 따라서 경쟁력 있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표 에서와 같이. 1

국가의 강력한 지원 아래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발전 시스템의 단가를 낮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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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셀의 대면적화와 박막화 및 생산공정의 자동화를 통한 수율향상에 지속적인

연구가 표 와 같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년을 기점으로 상당한 도2 .[1] 2004

약이 수치적으로 검증되는바 그림 의4 국내 태양광발전 설치 연도별 전력 누적치에

서 보듯이 년 이후 년의 신규 설치용량이 대략 에 이르고 있으며 태2004 2005 6MWp

양광 발전의 초기모델이 독립형으로 많이 진행되어온데 반하여 신규로 설치되는 형

태는 그림 에서와 같이 계통 연계형으로 설치함으로써 직접적인 국가 에너지 자원5

의 탄력적인 운영에 기여하고 있는 것도 특이한 형태이다 이러한 도약적인 비약은.

생산 발전 단가의 고비용으로 인하여 민간이 투자를 못하는 현실에서 국가가100%

도표 에서와 같이 년 대비 년도에도 많은 투자와 장려를 한 정책에 기인8 2004 2005

한다 또한 용 이나 투명유리창 및 미래주택용 태양광 전지를 위해 태양광을. BIPV

흡수하여 발전할 수 있는 막을 유리 등의 기판에 도포하는 소위 박막형 태양전지도

빠른 발전과 연구가 진행되어가고 있으나 생산성 및 내구성 그리고 효율의 측면에

서 기술적인 도전을 받고 있다.

국가의 신재생에너지보급정책으로 탄력을 받은 태양광 분야는 그 생산 및 요소

기술이 거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 공정기술과 거의 동일하여 지금 현재의 우

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세계 위의 기술 수준으로 볼 때 단시간에 세계 정상에1 ,

오를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여 국.

내에 산재한 관련 산업의 중점보조 및 기술개발투자와 인력양성사업으로 국가의 차

세대 성장 동력 수출 산업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유리한 조건대.

비 그 채산성과 시장성의 한계로 인해 상당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참여

가 미지한 부분이 걸림돌이 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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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년까지 우리나라의 태양광 발전 흐름도2.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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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셀과 모듈의 효율 성과3. .

표 도약기인 년 연구 개발 재정 계획1. 2004

521263Others

KETI

KAIST

KIER

S-Energy

Hyundai Heavy 
Industries

Korea Univ.

LG Siltron

Samsung SDI

Contractor

Advanced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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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611, 097Roof-integrated PV Module Manufacturing

3731269Transformerless PCS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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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401,673High efficiency, Low cost Bulk Si Solar Cell 

Period

(Yr)

Total Budget

(USD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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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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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새로운 검증과 시설 계획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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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국내 태양광발전 설치 연도별 전력 누적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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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설치 유형별 누적 태양광 전력5. .

2004 : 5 Mill USD for PV roof-top

2005 : 15 Mill USD for PV roof-top (800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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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태양광발전 국가 예산6. .

국내의 태양광발전 사업 현황1.3

세계적인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관심 중에 특히 태양광에너지 자원은 그 기술

력과 시장 점입의 순조로움 및 국가의 시기적인 보급 사업에 힘입어 국내 관련 산

한연계에 상당한 관심으로 투자 여건이 높아지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수익성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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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규모의 한계로 인해 내부적으로 다수의 중소업체를 포함한 많은 수의 대기업

에서 내부적으로 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사업화를 고려하고 있

는 실정이다 이는 대부분이 모듈의 생산 설비 증대에 많은 투자를 고려함으로써.

수요대비 일시에 엄청난 공급여력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도 현재의 상황으로,

그림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정부의 만호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현재 수중2 10 , 70%

에 이르고 있는 보급사업 그리고 한시적으로나마 발전차액 지원제도 등을 통하여

사업체에 많은 참여와 국가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그림.

에서와 같이 년 의 보급에 이은 년의 그리고 년 현재4 2004 2.6MW 2005 6MW 2006

진행되고있는 보급사업은 지속될 것이며 다만 그 지원 및 설치의 형태는 서서히 민

간 부문의 소규모 다량 설치에서 공공설치를 위한 대규모 설치형태의 경향으로 추

진되고 있다.

현재의 국내 기업의 모듈 생산능력은 년 현재2006 100 MWp를 돌파하였으며 이

는 이미 국내 시장의 수요 년 현재 약2005 6 MWp를 엄청나게 초과하여 수요대비

엄청난 공급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난 이러한 공급능력에도 불구하고 태양.

광 셀의 전세계적인 공급부족으로 인한 실제 모듈의 생산 및 설치 용량은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다 국내에서 참여하고 있는 의 업체로는. Solar Cell Photon

등 이며Semiconductor Energy , Neskor Solar, KPE Hyundai Heavy Ind., LG

도 사업에 착수하고 있다 또한 그림 에서 보듯이 업체로는Chemical . 7 Module LG

과 년에 시작한I&E, Solartech, Haesung Solar, ATS Solar 2005 Hyndai Heavy

등이 매년 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있Ind., Symphony, Kyung dong Solar 10MWp

다.

태양광발전 에너지는 태양전지 셀과 모듈에서 나오는 직류를 우리 가정이나 산업

용에 쓰기 위한 교류로 바꾸어 주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를 전력변환장치 또는 인버

터라 불리며 이는 실제 전력제어장치 부분과 연계하여 구성되고 있는 주요요소 중

의 하나이다 그 용량은 가정용의 급에서부터 중용량인 급 대 그리고 태. 3kW 10kW

양광 발전소를 위한 급 이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으나 용량100kW

과 효율 및 적절한 시스템의 구성이 필수 요소기술이기도 하다 국내에서는 이미.

급 계통연계형 를 개발하여 실제 주택에 적용 중에 있고 고효율의 제품 개3kW PCS

발을 위해 국내에서는 그림 에서 보듯이 사가 사업 중에 있으며8 Hex Power 2005

년 사업화를 시작한 사 등이 사업화를 시Hanyang Precison, Hyundai Heavy Ind.

작하였다 또한 시스템설치회사로는 를 포함한 여개 주요회사들이 활동. S-Energy 20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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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mestic PV Module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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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태양광발전 모듈 생산량7. .

• Domestic PV Inverter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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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태양광발전 인버터 생산량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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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시스템의 설치1.4

그림 와 은 실제 설치된 모습과 설치 연도 그리고 설치 장소를 나타내고9 10

있으며 그림 은 지붕형으로 설치한 설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3 .[2]

Ieodo Weather Station, 15 kWp(2003)Yuk island, 60 kWp(2001)

KAIST, Taejon, 30 kWp(1998) Dangsa Island, 60 kWp(2003)

그림 태양광발전 시스템 설치사례9. (1).

KIER, Daejeon, 10 kW(2004) Gwangju City Office,100KW(2004)

Samcheok Cave Exh., Gwangwon Province, 
108kW(2003)

Shinchon waste treatment, 400KW(2004)

그림 태양광발전 시스템 설치사례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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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Ju Hangam Village Habitation Proj. 112kW in Asan

Namyangju,3KW(2003) Habiation Proj. 32kW in ChoenAn

그림 지붕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11. .

본론2.

태양광 발전 계획 목표2.1

정부의 강력한 보급 및 연구의 지원으로 태야광 발전요소기술들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년 까지 연구개발을 통한 비용 절감측면의. 2012

목표치는 다음과 같다.

- Cell cost: $2.2/Wp → $1/Wp

- Cell efficiency: 14% → 18%.

- System cost: $9,000/kWp → $4,000/kWp.

- PV power price: $0.42/kWh → $0.15/kWh*.

가격은 를 사용하여 계산함* capacity factor 0.2

년 까지 총 설치 목표2012 1.3GWp

주거용 주택- (3kWp): 10,000 ('06) 100,000 ('12) 300 MWp

공공 건물- : 5,000 ('06) 40,000 ('12) 400 MWp

상업건물- (20kWp): 5,000 ('06) 30,000 ('12) 600 M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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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결과로부터 년으로 갈수록 주거용 주택에서 공공 및 상업용 건물로2012

상당한 설치 형태가 바뀌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설치력을 바탕으로.

년 까지 세계 판매시장의 차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2012 10% , $3 billion,

만명 고용효과 창출이 기대되고 있어 시장 창출에 대비한 산학연의 인력양성이5

또한 필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 개발 흐름도2.2

그림 는 국내 한국의 태양광 발전을 위한 조직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12

통해 각 요소별 기초기술의 개발에서 설치 및 보급 사업에 이르는 흐름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은 년까지 정부가 기술개발을 촉진하고자 연구개발과 투자에 따른 비13 2012

용의 구성요소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중 투자자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표 에서와3

같은 기준가격제를 통하여 우선구매를 실시함으로써 태양광에너지발전 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그림 에서는 년까. 14 2012

지 설치할 유형별 요소를 나타내고 있어 상업목적 및 공공용 설치가 확대됨을 알

수 있다. [3]

KPDO
(Korea Photovoltaic Development Organization)

Advisory Committee

Research & Development

Manufacturing tech
Advanced R&D
University R&D

International program

MOCIE/ KEMCO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Infrastructure Dissemination

Evaluation
Field Test
Demonstration
Education
Standardization

Mandatory Purchase
(new public building)
Buyback scheme
Subsidy & Loan
New regulation

그림 한국의 태양광 발전 개발 조직도12. .



- 90 -

0

100

200

300

400

500

60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Feed-in tariff

Subsidy

R & D

B
u
d
g
e
t 
($
m
il
li
o
n
)

Year

그림 국가 태양광발전 연구개발 예산과 분포13. .

표 재생에너지원의 우선 구매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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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h. Rate : 1.050won/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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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향후 년간의 국가 태양광발전 분포 계획14. 10 .

태양광발전의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2.3

태양광발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지의 분야로 나누어4

중점 추진하고 있다.

가 태양광발전에 상용화 할 수 있는 핵심 기술 개발에 연구력의 집중.

주거용 태양광발전 시스템 개발- 3 kWp

공공 및 일반 건물용 시스템 개발- 10kWp PV

차세대 박막 태양전지 개발-

나 태양광발전 상용화를 위한 기본 계획.

기술개발과 태양광발전 시스템 간 긴밀한 관계 유지-

태양광발전 통합 시스템의 소개 및 성능평가 기관의 선정-

태양광발전 시험 단지 조성및- “green villages."

다 태양발전 설치의 장려.

경제적 생존능력 형성 및 태양광발전 시장의 기초 형성-

태양광 지붕 만호 보급 계획 꾸준히 진행- 10

태양광발전 설치를 위한 보조금 계속 지급과 단가 차액에 대한 보상-

재생에너지에 관한 법률의 재정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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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혜택 등을 포함한 동기 부여-

라 국제 협력관계 강화.

기술 교환을 포함한 국제적인 협력 프로그램의 확대-

에너지 전시회와 같은 국제 에너지 전시회의 적극 개최- APEC

국제 에너지 위원회 의 국제 협력 연구 계획과 기술 전시에 참여- (IEA)

목표달성을 위한 단계2.4

태양광발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기와 연구 항목은 다음과 같이 대량

보급 및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의 단계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다3 [3].

단계 보급 장려를 위한 기술개발1 (2001-2006)

주거용 주택을 위한 시스템- 3 kW PV (2001-2004)

공공 및 상업 건물을 위한 시스템- 10 kW PV (2004-2006)

저렴하고 신뢰성 있는 상품의 대량 보급-

다음 세대를 위한 박막 태양전지 핵심 기술-

단계 대량 보급을 위한 기술개발2 (2006-2009)

초 박막 결정질 태양전지를 위한 단일 공정-

초 박막 결정질 태양전지를 휘한 태양광 모듈-

상업화를 위한 표준화된 시스템 구성- PV

차세대 박막 태양전지 셀의 상용화를 위한 기술-

단계 비용절감을 위한 기술 개발3 (2009-1012)

초 박막 태양전지 셀의 상용화-

박막 태양전지 셀의 대량생산 및 상용화-

시스템의 잠재적인 성능 및 가치 향상- PV

표준화된 시스템 패키지의 상용화 기술- PV

태양광발전 보급의 확대2.5

이러한 대규모 개발과 설치 예정인 신재생에너지계획은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계획을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 시범 및 필트 테스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에너지 개발 계획 및 태양광 지붕 계획에 의한 프로그램으로는 특별 세율 공

급 계획과 재생에너지의 의무사용 그리고 새로지은 공공 건물과 건물의 바닥면적이

이상되고 전체 공사비의 이상을 재생에너지 설치 비용으로 사용하여3,000 m2 5%

야하며 시범 타운인 를 설치 운영하고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성능을Green Village

보장하기 위하여 광주 대구 개 지역에서 향후 개 지역으로 그 영역을 확대할 계,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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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태양광발전 성능 시험 센터 및 인증 센터를 설치 운영함으,

로써 개발된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를 보급하고자 하고 있다

결론3.

태양광 발전을 위한 기초 중요 기술은 이미 소예산으로 상당한 연구 성과를 지

난 년 동안 이루어 왔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년 계획이 최근15 . 10

들어 연구와 투자를 자극하고 시장을 형성하게 하고 있으며 년 까지 국내2012

설치와 세계시장 점유를 목표로 항진해 나아가고 있다1.3GWp 10% .

이러한 자신감은 비단 한국의 태양광발전이 현재 세계 위를 달리고 있는 반도체1

와 산업의 경우와 공정기술의 유성에 기인한 것만은 아니며 여기에는TFT-LCD ,

이러한 세계 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기술적인 자신감과 미래형 태양광소자를 비롯1

한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에너지원의 유형에 대한 시기 적절한 정부의 동기 유

발과 이를 수용하고자 하는 산한연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에 있다 하겠으며 따라서

실현 가능한 세계 위의 목표를 달성하기위해 보다 활발한 연구 활동과 참여자들의1

의지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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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 신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계획 산업자원부3. “ 2 · · ", ,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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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한국에서의 바이오에너지 현황과 전망7

서론1.

전 세계적으로 고유가와 쿄토협약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바이오에너지의 중요

성을 인식하고 바이오에너지기술 개발 및 보급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 우리나라.

도 국민 경제의 발전과 적극적 산림 보호정책에 따라 상당량의 바이오매스 자원이

축적되고 있으며 특히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각종 유기성 폐기물 바이오매스 자

원의 처리가 문제가 될 정도이다.

바이오매스 자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의 형태는 열호학적 방법에 의한

열 전기 이외에도 메탄 매립지 가스 디젤 에탄올 등의 액체 연료와 성형 고체 연, , . ,

료 등이 있다 이러한 바이오에너지기술의 개념은 바이오매스로부터 어떠한 에너지.

를 생산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첫째는 바이오매스를 소각이나 가스화와 같은 열.

화학적 방법에 의해 열 가스를 발생하고 이를 전력화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중 소, .

각은 나무가 주된 에너지이었던 세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했던 방19

법으로 아직도 저개발국가에서 에너지원의 상당 부분을 공급하고 있다 나무 이외.

에도 도시 쓰레기와 유기성 폐자원도 종종 소각에 의한 열 생산에 쓰이고 있다 그.

러나 수분 함량이 높은 폐기물은 소각에 필요한 열원의 소비가 높아서 열 생산 보

다는 단순히 폐기물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기도 한다 소각은 기술이 비교적 단순한.

데 비하여 환경 유해 물질의 배출이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에너지생산과 환경 처리

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두번째는 바이오매스로부터 생.

물학적 기술에 의한 바이오가스 즉 메탄 수소 매립지 가스 등을 생산하는 기술이, ,

다 이 기술에 적용되는 바이오매스는 주로 음식 쓰레기 축산 분뇨 하수 슬러지 등. ,

의 수분 함량이 높고 성분이 비교적 균일하지 못한 폐자원이다 이러한 유기성 폐.

자원은 공기를 차단한 상태에서 발효 혐기성 소화 시키면 폐기물 자체내에 존재하( )

는 혐기성 미생물에 의해 바이오가스가 발생한다 발생하는 가스의 종류 및 조성은.

미생물의 종류나 발효중의 미생물 분포에 따라 다르며 이러한 공정에서 생산된 가,

스로 미국 및 유럽에서는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지역이나 가정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례가 많다 세 번째로 바이오매스로부터 에탄올 바이오디젤과. ,

같은 수송용 연료를 생산하는 기술을 들 수 있다 에탄올은 나무나 볏짚 등의 목질.

계 자원이나 곡물과 같은 농산계 자원에 선택된 미생물을 작용시켜 원료물질 당화

와 에탄올 발효 두 공정을 순차적으로 거치면서 생산된다 미생물 작용에 의해 생.

산된 에탄올은 자동차 연료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농도가 낮아서 증류 공정을 거쳐

무수 에탄올로 정제되면 차량용 연료로 사용 가능하다 현재 브라질은 사탕수수를.

대량 재배하여 자동차용 연료로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휘발유와 혼합하여 연

료첨가제로도 활용하고 있다 바이오디젤은 유채나 콩과 같은 유지 작물로부터 기.

름을 추출하여 산 또는 염기 촉매하에서 메탄올과 반응시켜 화학적으로 생산하는

액체 연료이다 이 기술은 이미 유럽 등지에서 상용화되어 독일은 매년 여만톤.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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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고 있으며 디젤 차량에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어떠한 형태의 바이오매스 에너지 개발이 적합한가는 지역적으로 특수한 바이오

매스 자원의 가용량과 특성 및 기술개발의 투자 규모 등의 지역 및 국가적인 차이

에 기인하다 예를 들면 산림 바이오매스가 풍부한 국가는 이 분야의 기술 개발이.

활성화되었고 디젤 차량이 많이 보급된 유럽에서는 디젤 대체연료인 바이오디젤의

생산 기술 개발 및 보급이 활성화되었다 또한 매립지의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반.

영하여 유기성 폐기물의 대부분은 반응기에서 혐기소화에 의해 처리되며 발생한 메

탄가스는 에너지로 사용된다 반면에 가솔린 차량이 많은 미국은 가솔린 대체연료.

인 바이오에탄올의 생산 기술 및 보급이 크게 활성화되었다 미국은 매립지의 확보.

가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하므로 유기성 폐기물의 처리를 주로 매립에 의존

하고 있다 따라서 매립지 발생 가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이 바이오에너지 기술은 매우 다양하며 또 국가별로 각각

자기 실정에 맞는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거나 개발을 추진하므로 본 포럼에서는

국내 바이오에너지 기술 개발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프랑스 측의

바이오에너지 기술 개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함과 동시에 공통 관심 분야를 도출하

여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본론2.

국내 바이오에너지 연구현황2.1.

프랑스 측에 국내 바이오에너지 연구현황을 소개하여 국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바이오에너지 기술 개발 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차세대 포럼에서 발표한 자.

료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서론.

서론으로서 국내 바이오에너지 활용 현황 및 가용자원양에 대해 먼저 소개

하였다 국내에서는 년 기준 가용 바이오매스 자원양의 인 를 바. 2003 8.5% 197,000toe

이오에너지로 활용하였다 하지만 산업자원부의 바이오에너지 보급 목표에 따르면.

년까지 보급양을 만 로 높일 계획이다2011 105 toe .

국내 바이오매스 부존량은 표 에 요약하였다 이러한 바이오에너지중 실제 바1 .

이오에너지 생산에 사용 가능한 바이오매스는 산림 부산물 과 음식(Forest residue)

쓰레기 슬러지 등의 유기성 폐기물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우리 실(food waste), .

정에 맞는 바이오에너지 생산 기술 개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마련하였

표 1. Biomass Resources In Korea

Resources Potential (x 10
3
toe/year) Recoverable (x 10

3
toe/year)

Forest Residues 5,100 850

Agricultural residues 4,00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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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waste 170 51

Municipal waste

(waste paper, woods)
1,080 320

Animal wastes 900 30

Sludge 30 15

Total 11,280 2,316

다.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유기성 폐기물을 처리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

개발을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기술로 도출하였다 다음은 고유가 및 쿄토협약 대.

응에 효과적인 수송용 바이오연료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생산 기술을 두 번째( , )

추진 기술로 도출하였다 세 번째는 국내 주요 바이오매스 자원인 산림 간벌재를.

원료로 하는 바이오에너지 생산 기술이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작물의 생산 및 활용.

기술을 제시하였다.

나 본론.

가 한국의 상용화 바이오에너지 현황( )

유기성 폐기물의 에너지화 기술 개발 현황∎
이러한 추진 전략에 따른 국내 바이오에너지 기술 개발 현황에 대해 소

개하였다 국내에서는 년대 중반 음식 쓰레기의 처리가 가장 골치 아픈 문제로. 1990

부각되었다 국내 음식 쓰레기는 총 유기성 폐기물 발생량의 가량 차지할 뿐만. 30%

아니라 수분이 이상이어서 기존 처리 방법인 소각이나 매립이 곤란하다 이러80% .

한 음식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혐기소화기술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하였다 국내 개발 기술의 특징은 단일 반응기를 채택한 해외 프랑스 기술과. ( )

달리 두 개의 반응기 산 생성조 메탄 발효조 를 채택하여 국내 음식 쓰레기의 높은( , )

수분 함량에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기술의 적용을 통해 국내 발생 음식쓰레기를 성공적으로 혐기소화하여

메탄을 생산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술은 현재국내에서 상용화되어 안양과 파주.

등에 상용 규모 공장이 설치되어 국내 발생 음식쓰레기와 축산 분뇨 등을 처리하여

메탄을 생산하여 난방 또는 발전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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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국내 개발 음식쓰레기의 혐기소화에 의한 메탄 발효 공정도1. .

그림 파주시 소재 음식쓰레기 혐기소화 시설 용량 톤 일2. ( : 60 / ).



- 98 -

바이오디젤 생산 기술 개발 현황∎
한국에서는 매년 가솔린 1x10

7 디젤유kl, 1.4 x 10
7 가 소비되고 있으며kl

모든 원유는 수입되고 있다 따라서 수송용 연료의 도입선 다변화는 한국의 우선적.

인 관심사이었다 이와 더불어 년대초 수도권의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 2000

하기위해 환경부에서는 청정연료의 보급에 관심이 컸다 이러한 청정연료의 도입.

방안으로서 천연가스 차량의 보급을 시도하였으나 그 당시 열악한 인프라 사정으로

천연가스 차량의 보급은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 결과 환경부는 대안으로서.

바이오디젤의 보급을 본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바이오디젤 를 혼합한 경유20%

의 사용시 차량에서 배출되는 공해물질의 저감 효과가 우수하다는 사실을(BD20)

확인하고 산업자원부에 요청하여 수도권과 전라북도 등에서 지정 주유소를 통한 바

이오디젤 혼합 경유 의 시범 보급이 시작되었다 그림 이와 더불어 년(BD20) .( 3) 2004

에는 국내 바이오디젤 품질 표준 규격이 완성되었고 바이오디젤 혼합연료의 차량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한 실증연구도 시작되었다.

그림 바이오디젤 시범 보급 주유소3. .

바이오디젤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국내 현황에 대해 설명하였다 바이오디젤 보.

급 활성화를 위해서 해결해야 할 두 가지 이슈 즉 원료의 안정적 수급 방안과 바이

오디젤 유통 구조의 확립이다.

원료의 안정적 수급 방안은 원료인 식물성 기름이 해외에서 수입되므로 국내 바

이오디젤 보급이 활성화되면 원료 수급 불안정성 문제가 대두 될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다 또한 바이오디.

젤 혼합연료의 유통 인프라 구축 필요성은 바이오디젤의 시범보급 기간중 차량 문

제 발생은 불량 바이오디젤의 사용에 따른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극복방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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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바이오디젤 유통 인프라의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바이오디젤 생산원료인 식물성 기름의 수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농림부에

서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설명하였다 즉 농림부에 따르면 바이오디젤 생산 원료인.

식물성 기름 생산 방안으로서 가을 벼 추수 후 현재 경작하고 있는 보리 대신 겨울

유채를 경작하는 방안이 매우 유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국내에서 겨울 유채.

경작 가능 지역은 월 평균 기온이1 -5
o 이상인 지역으로 약 만 에 달하는C 30-40 ha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그림 겨울 유채 경작 가능 지역4. .

따라서 농림부에서는 동 지역에 국내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고 생산성의 신품종

유채 선망 를 시범 경작하여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 , .

그림( 5)

바이오디젤 시범 보급을 통해 바이오디젤 혼합연료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서는 새로운 유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한국 산업자원부는 다음과

같은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년 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림2006 7 .( 6)

즉 일반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바이오디젤 혼합연료는 바이오디젤 이하 함량5%

이 적절하며 이의 품질 관리를 위해서는 정유사의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하에

정유사가 바이오디젤 업체로부터 바이오디젤을 구입하여 생산 디젤유에 혼합 판매

토록 하였다 정유사의 바이오디젤 구입량은 국내 업체의 생산 가능량을 고려하여.

년 로 정하였다 이와 같은 구입량은 년 말까지 유효하며 이후 재조정90,000kL . 2007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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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재래 유채 품종 우 과 신 품종 좌 의 비교5. ( ) ( ) .

시범 보급 기간중 적용되었던 바이오디젤 혼합 경유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20%

한 운수업체들에 바이오디젤 업체가 직접 제조하여 공급토록 하였다 아울러 국내.

농가 및 폐식용유 수거업체는 생산 또는 수거한 기름을 바이오디젤 생산업체에 공

급토록 하였다 그림.( 6)

그림 바이오디젤 혼합연료의 유통 체계6. .

나 한국의 바이오에너지 기술 개발 현황( )

바이오에탄올 연구 현황∎
한국에서는 수송용 바이오연료의 도입선을 다변화하기 위해 해외 생산

바이오에탄올의 도입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 결과 바이오에탄올 혼합 연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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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즉.

바이오에탄올 혼합 가솔린의 유통 시스템 구축-

저농도 바이오에탄올 혼합 가솔린은 수분에 민감하여 미량의 수분 존재하에

서도 상 분리가 일어나 연료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국내 주유소 구조는 순.

수한 가솔린의 보급시 그러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수분 유입 방지 설비가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바이오에탄올 혼합 가솔린의 보급을 위해서는 이러한 국내 주유.

소 탱크에 대한 수분 유입 방지 시설의 보강이 필요하다 또한 바이오에탄올 혼합.

가솔린은 일부 재질의 부식효과가 있으나 국내 주유기 및 주유 탱크의 재질에 대한

부식성 문제가 확인된바 없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실증 연구가 필요하다. .

섬유소계 바이오매스로부터 바이오에탄올 생산 기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모든 바이오에탄올은 식량으로 사용이 가능한

당질계 사탕수수 사탕무 등 와 전분질계 작물 옥수수 카사바 등 로부터 만들어지( , ) ( , )

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바이오에탄올 보급이 늘어나면 원료 수급에서 어려움을 겪.

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농임산 부산물인 볏짚 나무 등의 셀룰로. ,

스계 물질로부터 바이오에탄올 생산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셀룰로.

스계 물질로부터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는 기술과 관련한 국내 연구 현황에 대해

발표하였다.

바이오에탄올 유통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실증 연구는 년 월부터 시작되었2006 8

으며 년간 연구를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핵심사항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2 .

어디서 어떻게 바이오에탄올을 혼합할 것인가-

현 가솔린 유통 시스템에 사용된 재질의 바이오에탄올 혼합연료에 대한 내구성-

평가 등이다.

섬유소계 바이오매스로부터 에탄올 생산과 관련한 연구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즉 버섯 농장에서 회수한 버.

섯 폐목을 원료로 바이오에탄올 생산하는 기술 개발현황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연구

원에 구축한 바이오에탄올 실증 연구 실험 시설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림.( 7)

국내 산림 간벌재의 에너지화를 위한 연구 현황에 대해 소개하였다 그 내용은.

국내에서 산림간벌재의 에너지로 활용은 수집이 가장 큰 장애 요인이며-

효율적인 수집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가 진행중이라는 점과-

수집된 간벌재는 지역난방 연료로 우선 활용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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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버섯 폐목과 바이오에탄올 실증 연구 설비7. .

마지막으로 국내 바이오에너지 향후 연구 계획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에 대한 설.

명은 국가과학기술지도에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그림.( 8)

그림 국내 바이오에너지 기술 개발 로드맵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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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 바이오에너지 연구 현황2.2. CEA

가 서론.

프랑스 에서는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연구분야인 셀룰로스계 바CEA

이오매스의 열화학적 분야에 대해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음.

프랑스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석유 대체연료 생산을 위한 바이오에너지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보급을 시작한 바이오디젤의 경우 이미 시장 성

숙 단계에 이르러 세대 바이오연료인 디젤의 개발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었2 F/T

으며 실제 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중이다.

먼저 프랑스의 바이오에너지 활용 기술 개발과 관련한 배경 설명이 있었다.

바이오매스 자원 현황에 대한 소개가 있었으며 동 발표에 따르면 프랑스의 미-

활용 바이오매스 농임산 부산물 부존량은( ) 4 x 10
7톤에서 7x 10

7톤에 이른

다.

프랑스에는 핵 발전의 보급 보편화로 값싼 전력의 활용이 가능하다- .

프랑스에서는 바이오매스의 열에너지로 활용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

프랑스도 해외 석유자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

이러한 배경 때문에 는 년부터 바이오매스의 열분해 가스화에 의한 석유CEA 2000

대체연료 세대 바이오연료 생산 기술 개발 연구를 착수하였다(2 ) .

또한 년부터는 바이오매스의 열분해 가스화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를 연계하2004

는 첨단 가스화 발전 기술에 대한 연구도 시작하였다.

에서 개발중인 제 세대 바이오연료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표CEA 2 .( 2)

표 세대 바이오연료의 장 단점2. 2 ,

장점 제한 사항

식물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원료로 사용-

할 수 있다.

원료의 다양성-

나무

목재 폐기물

에너지 수종

농산 부산물

산업 폐기물

풍부한 부존 량- (4 - 7 x 10
7톤 년/ )

바이오연료의 양산 가능-

톤 공정에 따라 달라짐(6-20 M , )

환경 문제 해결-

신 화학산업과 연계 가능-

현재 산업화 공정이 없다- .

화석 연료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가스화-

기술 개발 경험이 있다.

실증 연구 단계이다 공정 규모 수- ( : 1 ~

MWth)

빨라도 년경 상용 공정 보급 가능- 2020

투자비가 높다-

프랑스에서는 기초 연구 경험이 유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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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소계 바이오매스의 열화학적 가스화 공정의 개요 및 세대 바이오연료 생산 과2

정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림.( 9)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수거된 바이오매스는 고온에서 열분해에 의해 가스화되

면 CO, H2, CO2, H2O, CH4 등이 포함된 합성 가스로 전환된다 또한 타르와 무기물.

이 부산물로 생성되며 타르는 후속 에너지로서 활용공정에서 문제가 되므로 정제

과정을 거쳐 일정 함량 이하로 정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정제된 가스는 다양한 에.

너지 형태로 활용 가능하다.

구체적인 활용 형태로는 열병합 발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수소와 일산화탄소,

의 비는 중요하지 않으며 타르와 무기물의 허용 농도도 으로 비교적 높다100ppm .

그림 섬유소계 바이오매스의 세대 바이오연료 열화학적 생산 공정도9. 2 .

세대 바이오연료인 디젤 메탄올 또는 등을 생산하는데2 Fischer-Tropsch , DME

적합한 가스의 조건은 상대적으로 까다롭다 즉 수소와 일산화탄소의 비는 약 정. 2

도 메탄이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타르와 무기물의 허용농도도 각각 과, 1ppm

이하로 매우 낮다1~10ppb .

나 본론.

가 의 바이오에너지 연구 현황( ) CEA

세대 바이오연료 생산 관련 연구 개요2∎
바이오연료 생산 기술 개발을 위한 의 연구 프로그램에 대해 표CEA 3

에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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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의 연구 프로그램 및 일정3. CEA

기간 연구 내용

2000 - 2007 바이오연료 생산에 가장 적합한 가스화 공정 도출

2002 - 2012

프랑스 실정에 맞는 가스화 공정 개발 연구

기본 반응 메카니즘 파악을 위한 실험실 연구 용량 시간- ( : 1-10kg/ )

표준 실증 플랜트 구축 톤 시간- (10 / )

산업화 공정 개발 톤 시간- (50-250 / )

2004 - 2015

바이오연료 수율 향상과 에너지 생산 효율 향상에 주안점을 둔 신공정

개발 연구

기본 실험실 연구 용량 시간- ( : 1-10kg/ )

스케일 업 연구 용량 시간- ( : 100- 500kg/ )

최초 상용화 공정 용량 톤 시간- ( : 20 / )

가스화에 적합한 공정 선택을 위한 연구 결과∎
운전 온도와 압력에 따른 가스화 공정의 효율을 조사하였으며 그림-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온도가10 1250-1500
o 범위에서 타르 분해 및 메탄의 및C CO

H2로 효율적인 분해가 일어난다.

그림 가스화 온도에 따른10. H2 및 의 생산 수율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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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험실 연구를 위해 시간당 연속식 운전이 가능한 시설을 구축하였CEA 1kg

으며 년말부터 운전중이다 그림2005 .( 11)

그림 의 세대 바이오연료 생산 연구 시설11. CEA 2 .

연구와는 별도로 셀룰로스계 물질로부터 세대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는 실증CEA 2

공장이 프랑스 시락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년 월 건설 착수되었으며 년2006 10 2010

완공 예정이다 동 공정에서는 시간당 톤 건조 무게 기준 의 나무를 원료로 하루. 10 ( )

배럴의 세대 바이오연료와250 2 45MWth 열 에너지를 생산하게 된다.

바이오연료 수율 향상 연구∎
이러한 프랑스내 움직임과 관련하여 는 기 건설중인 공정에서 바이CEA

오연료의 수율을 보다 높일 수 있는 공정 개선 기술 개발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

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표 표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가스화시 수소.( 4)

를 공급하여 주면 기존 공정의 수율 에 비해 로 높일 수 있으며 에12% 17% plasma

너지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상승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

소와 에너지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수율이 로 높아질 수 있으며plasma 25%

가스화에 의해 배출되는 가스 폐열까지 이용한다면 수율은 최대 값인 로 높일38%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바이오연료 수율을 높이는데 적용할 연구 프로. plasma

그램을 시작하였다.

그림 에는 를 이용한 바이오매스 가스화 공정도를 나타냈다12 plas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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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운전 조건에 따른 바이오연료 수율4.

기존 공정 수소 첨가
에너지Plasma

적용

수소 + Palsma

에너지

수소 + Plasma

에너지 폐열+

연료 수율, % 12 17 17 25 38

그림 가스화에 의한 바이온연료 생산 공정도12. Plasma .

본 연구를 통해

발생 장치의 최적 설계 방안- Plasma

최대 허용 압력 도출-

발생 장치와 반응기의 연결 방안- Plasma

가스화 장치에 바이오매스 주입 방안 등에 대해 연구할 계획이다- .

이용 가스화 기술의 개발을 위해 와 등의 기업과 협력Plasma Europlasm Choren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실험실 연구를 위한 장치와 산업 실증 연구를20kW plasma

위함 대형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그림 및plasma .( 13 14)

그림 장치13. 20kW Plas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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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장치14. 2MW Plasma .

이러한 기술 개발을 통해 년경 산업 공정인 시간당 톤 처리 용량의 바이오매2015 20

스 가스화 공정을 개발한다는 목표를 세운바 있다 그림.( 15)

그림 의 바이오연료 생산 기술 개발 로드맵15. CEA .

바이오매스 가스화 공정과 를 연계한 신 발전 공정SOFC (The∎
BIOCARB Program)

연구 내용-

의 바이오가스중 유기 또는 무기 오염물에 대한 내성 평가SOFC⋅
바이오매스 조성 측정⋅
가스에 포함된 무기물이 반응기내 응집 가능성 분석⋅
미량 물질의 응축 온도 범위 조사⋅
합성가스와 흡수제의 상호 작용성 모사 분석⋅
합성가스와 고체 연료전지의 전극 및 전해물질과 상호 작용성 모사 분석⋅
합성 가스중의 미량 유기물과 무기물의 함량을 실제 측정⋅
고체연료내 물질과 합성 가스의 상호 작용성 실제 측정⋅
위 내용중 는 물질과 무기물의 상호 작용 규명에 주력하고 있으며- CEA SOFC

다른 내용은 네델란드와 체코 등 국가의 다른 기관에서 연구를 수행함.

합성 가스와 고체 연료전지의 전극간 상호 작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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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극과 전해 물질Ni-YSZ⋅
800⋅ o 기압에서 시간 운전C, 1 100

모델 합성 가스 적용 (100ppm H⋅ 2 또는 등이S, 50ppm HCl 100ppm KCl

포함된 합성 가스(CO, H2, CO2, H2O, N2 포함 사용) )

분석 장치 적용SEM, EDX, XPS, Raman⋅

실험 장치와 분석 결과는 그림 과 그림 에 나타냈다16 17 .

그림 고체 연료전지와 합성 가스의 상호 작용 실험 장치16. .

그림 17. H2 에 노출 전 전극 의 스펙트라 좌 와 노출 후S (Ni-YSZ) Raman ( )

스펙트라 우Rama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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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에서 년중 바이오매스 가스화 장치 합성 가스 정제장치와CEA 2007 ,

스택을 연결한 공정을 구축 예정이며 그 공정도를 그림 에 나타냈다SOFC 18 .

그림 의 구축 예정인 바이오매스 가스화 장치와 스택 연결 공정도18. CEA SOFC .

결론 및 건의사항3.

한 불 차세대 에너지 포럼에서 바이오에너지 분야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프랑스도 수송용 바이오연료의 생산을 바이오에너지의 향-

후 기술 개발 분야로 주목하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바이오연료 생산 기

술의 문제점인 원료 수급 불안정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셀룰로스계 물질을 원

료로 하는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 점은 동일하다.

하지만 두 기관은 구체적인 연구방향에서는 차이가 있다 한국은 셀룰로스계 물- .

질을 생물학적으로 전환하여 가솔린 대체연료인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는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데 비해 프랑스 는 셀룰로스계 물질을 열화학적으로CEA

전환하여 디젤 대체연료인 디젤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려Fischer-Tropsch

고 하는 점이 다르다.

에서 현재 연구중인 셀룰로스계 바이오매스의 가스화와 를 연결하는- CEA SOFC

기술은 우리나라에서도 개발이 필요한 기술로 프랑스와 협력한다면 국내 기술

기반을 조기 확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 국제.

협력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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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연료 지 기술개발 황과 망

1. 서론

  이번에 참가하게 된 Forum on New Technologies for Energy는 올해로 수교 

120주년을 맞는 한국과 랑스 우호 계를 증진하는 차원에서 2006년 11월 6일부

터 11월 8일까지 개최되었다 [그림 1 참조]. 한국측에서는 학과 연구기 의 신재

생에 지  수소 생산 련한 연구자들이 참여하 고 랑스 측에서는 CEA  기

타 기 의 과학자들이 참석하 다.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 생산 방법에 한 범 한 연구 테마가 주를 이루고 수소 

활용의 측면에서 연료 지 등에 련한 기   응용 기술을 토의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 다. 한국 측을 표하여 랑스 주철기 한국 사가 환 사를 하 고 

랑스 CEA를 표하여 Professor Bernard Bigot이 개회사를 하 다.

  공식 인 과학 기술 포럼은 11월 6일과 7일에 걸쳐 크게 4개의 세션으로 나 어

졌으며, 첫째 날인 11월 6일에는 VHTR Nuclear System과 VHTR-assisted 

Hydrogen Production에 한 발표가 주를 이루었고 행사 이틀 째에는 Renewable 

Energy와 연료 지  에 지 장에 한 학술  정책 발표로 진행되었다. 이번 

여정의 마지막 날인 11월 8일에는 Saclay에 있는 CEA 기  연구소를 오 에 방문

하여 랑스에서 진행 인 수소  연료 지 기술에 한 자료와 과학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그림 1. 한불 수교 120주년 기념 신에 지 포럼.

  이번 한불 수교 120주년 기념 신에 지 과학기술 포럼에 참가한 한국 과학자  

발표 주제를 소개하면 표 1과 같다. 랑스 측에서는 CEA의 연구진 주로 발표하

고, 랑스의 최첨단 원자력 기술을 이용한 수소 생산과 연료 지 개발 기술 

주로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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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소 속 제목

장종화 KAERI
Vision and Status of Nuclear Hydrogen Program in

Korea

김용완 KAERI
Development of Key Technologies for NHDD Project

in Korea

배기광 KIER Status of Development of SI Process

김홍곤 KIST
Recent Study on the Sulphuric Acid Decomposition

Process in SI Cycle in Korea

안형근 건국대
A New Research and Development of Solar Energy

in Korea

이진석 KIER
Recent Developments of Bioenergy Technologies in

Korea

엄석기 국립 충주대 PEFC Stack Design Technology in Korea

조성환 전주대
Experimental Study on Stratification Thermal Storage

Tank of Rectangular Shape

표 33 한불 수교 주년 기념 신에너지포럼 참가 명단. 120

본론2.

이번 한불 수교 주년 기념 신에너지 포럼에서는 서두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120

다음과 같은 개의 대 주제를 중심으로 각각의 에서 많은 발표 및 학술적4 session /

정책적 이슈들이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VHTR-Nuclear System■
VHTR-assisted Hydrogen Production■
Renewable Energy■
Fuel Cell & Energy Storage■

발표된 논문 중에서 수소 연료전지 연구와 관련된 대표적인 기술위주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프랑스의 연료전지 기술은 그룹의 자회사인 사에서 고효율과 환Areva HELION

경 친화적 기술을 융합하는 응용 분야를 위하여 연료Aerobic & Air-Independent

전지 기술을 기반으로 전기 및 열 발생장치를 설계 개발 및 판매를 주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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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그림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순수 수소 순수 산소를 이용하거나 또는Helion 2 -

수소 공기로 운전되는 고분자연료전지- (PEMFC, Proton Exchange Membrane Fuel

기술에 집중하고 있다Cells) .

향상된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혁신적인 기술을 추구하는 산업사회의 파트너로서,

사는 영구적인 전력 생산과 온실가스 저감을 가져올 수 있는 에너지 생산 서Helion

비스를 추구하고 있다.

연료전지 시스템Helion :■
신뢰성있는 고성능 에너지시스템을 위한 광범위한 전력 생산

사는 이동형과 정치형 응용의 연료전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Helion :■
> Air-independent electric generators

> Industrial back-up power units

> Co-generation and electrification of remote areas

> Uran freight and public transport

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Helion :■
> Test and training benches

> Electrolyser and reformer integration

그림 사의 연료전지 스택2. Helion Test Bench.

On the road to sustainable development■
연료전지는 청정하고 조용하면서 고효율의 전기와 열을 제공하며 현재 미래의,

다양한 대체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유망하다고 간주되어지고 있다 고분자 연료전지.

기술은 이미 에너지로서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연료전지의 단가가 감소.

하고 응용 분야가 증가할수록 연료전지는 모든 수송수단과 정치형 에너지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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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질 것이다.

이러한 에너지원으로서의 긍정적 전망과 환경 친화적 사회적 요구조건을 충족시

킴으로서 은 연료전지 기술 개발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결과, Helion ,

적으로 그룹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프로그램을 이끌어가고 있다 에AREVA . Helion

서 제작하는 대표적 연료전지 스택은 그림 과 같다3 .

그림 사의 연료전지 스택3. Helion .

A highly skilled SME backed by a powerful group expert in energy■
순수 수소 순수 산소 또는 수소 공기 모드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연료전지 시- -

스템을 운전하고 개발한 사는 연료전지 기술과 응용 분야에서 전세계적으로Helion

인지도를 빠르게 높여가고 있다.

공정과 단품에서부터 장비와 시스템 정성 테스트에 이르기까지 사는 고분, Helion

자연료전지 기술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력을 자랑한다.

연료전지 시스템 단품에 대한 특허 및 관련 기술외에도 사는 전기에너지, Helion

변화과 복잡한 에너지 시스템 영역에서 독자적인 서비스 영역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룹의 풍부한 경험과 자원 및 노하우를 포괄적으로 이용하고 있다AREVA .

창사이래로 은 수소와 연료전지 기술을 향상시키는 프랑스와 유럽연합의, Helion

멤버로 활동해오고 있다 대표적인 연료전지 이용 시스템 구상도는 그림 와 같다. 4 .

사의 각각의 기술 영역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면 다음과 같이 개Helion 6

의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Hydrogen and Renewable Energy Systems for Decentralized Energy Production■
풍력 태양전지 등의 재생에너지원은 원거리 지역을 위한 분산 에너지원의,

생산에 더욱더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분산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은 새로운 라인을 건설하거나 또는 기존의 전력>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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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개선하는 것 없이 지역적인 전력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분산형 에너지 발전 시스템의 설계는 전력망 관리에 매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쉽게 한다.

재생에너지 시스템은 에너지 저장장치와 가용에너지원 사이의 하이브리드 형태>

가 갖추어져야 한다.

그림 연료전지 이용 시스템 구상도4. .

수소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적 전력공급의 청정하면서 신뢰성 있는 해법을 제공한

다 그림. [ 5]

수소는 장기적 에너지 저장의 청정한 수단을 제공하며 어떠한 전기부하에 대해> ,

서도 가장 알맞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수소는 전기분해에 의해서 생산되어지고 잉여의 재생전력이 생산되는 곳이면 어>

디든지 저장되어질 수 있다 연료전지는 재생에너지원이 가용하지 않을 때 에너지.

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소를 사용한다.

이러한 개념은 지속적인 전력과 전력망 안전성을 보장하는 자동적이며 매우 신>

뢰할만한 에너지 해법을 제공한다.

은 분산전력발생을 위하여 연료전지 전기분해시스템을 개발하고 완벽한Helion , ,

수소해법을 설계한다.

고압의 고분자연료전지와 연계되어진 순수수소 순수산소와 수소 공기 연료전지> / /

기술을 가지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최적화하여 효율을 향상시킨다.

의 프로젝트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전 세계적인 수소해법을 목적으He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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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기술적 전략을 반영한다 과 협력자들은 수소를 사용하는 재생에너지. Helion

시스템의 연구와 설계에 매우 능동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다.

고압이면서 저가인 고분자연료전지 전기분해장치의 개발>

그림 사의 재생에너지 이용기술5. Helion .

Fuel Cell Backup Power Systems■
연속적인 전력생산은 산업계 보건계 데이터 처리장치 및 은행 등에서 그 중요성, ,

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연료전지 시스템은 배터리보다 더 효용성이 크며 디젤. ,

엔진을 대체할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발전장치이다.

디젤보다 더 내구성이 있고 더 빠르게 시동이 된다> .

청정하고 조용하며 공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 부산물로서는 단지 열과 물만이> .

배출된다.

은 생산라인을 제공한다 은 순수수소와 순수산소를 기Helion SYSPAC . SYSPAC

반으로 한 고분자연료전지 시스템으로 구성된 보조전원 시스템이다.

> 20 50kWe～
초 이하의 시동시간> 30

기존 전력공급 라인의 접속할 수 있는 표준화>

의 보조전원 시스템은 소비자의 요구에 맞게끔 제작되어질 수 있고Helion , Helion

은 이 분야의 상당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프로젝트> European HELPS

백업시스템- 5kWe

번의 년 사용가능- 121 Startups (6 12 )～
년에 걸쳐 시간 동안의 축적된 운전- 5 50

대기상태에서 일 운전- 200

시제품 테스트 년> SYSPAC 20kWe (2005/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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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의- 25 Startups

시간의 운전- 115

대기상태에서 일 운전- 90

그림 시제품6. SYSPAC .

연료전지 스택과 저장 및 에 최적화를 위해서 산업성에 의해 지원된> Startup

프로젝트ASIPAC

산업전력공급 시스템에 연계된 시스템이 년 중반기에 실증> 30kWe SYSPAC 2006

을 위해서 설치되어질 예정임.

Fuel Cell Systems in an Air Independent Environment■
많은 수중 응용은 혁신적인 에너지 해법을 요구한다.

해양 정찰 및 관찰>

유정과 가스 생산 수중 탐지 생산 장치에 대한 조사>

유인 또는 무인 잠수함의 추진>

연료전지는 전력발생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순수 수소와 산소 기반의 고분자연료전지의 사용>

표준 배터리에 비교되는 저장가스량에 따른 연료전지 운전시간 증가>

기존의 전력저장시스템을 이용한 단순한 하이브리드 시스템 구축 가능>

은 전력요구량을 맞출 수 있고 자동화된 고효율의 연료전지 시스템을 개발Helion

하고 있다.

순수한 수소와 산소를 사용>

배터리와 수퍼 캐패시터와 하이브리드로 연결한 여러 개의 스택을 사용>



- 118 -

다양한 영역의 출력 에서> : 1kWe 100kWe

기존 배터리 추진에 배 이상의 추진력> 2

이상의 연료전지 효율과 가스사용량의 감소> 50%

국방을 위한 연료전지 개발의 이점을 이용하여 의 연료전지 시스템은 실제Helion

환경에서의 실증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에 의해서 지원된 프로젝트는 다양한 종류의 잠수함과 수중- ANR PAC SM

전력원을 위한 해법을 제공하면서 시스템 아키텍쳐를 최적화하고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그림 잠수함용 연료전지 개발7. .

Fuel Cell Systems for Cogeneration■
개질기와 연계된 연료전지는 화석연료와 바이오매스 연료를 이용하여 열과 전력

생산을 증가시키는 유망한 해법을 제공한다.

화석연료의 사용을 감소시키고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감소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유럽에서는 열 병합 전력시스템이 년까지 배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2010 2 .•

프랑스에서는 에너지 생산을 위한 바이오매스 연료의 사용이 까지 배로 증> 2040 4

가할 것이다.

고분자연료전지는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한다 이상적인 열 병합발전 시스템: •

마이크로 터빈 가스 모터 등의 기술보다 더욱 효율적임> , .

청정하면서 조용한 부하 추종성>

의 연구개발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에너지원을 창출하는 노력의Helion

일환이다.

의 목적은 효율적인 열 병합 발전 시스템을 개발하고 개질기와 연료전지> Helion •

를 융합하는 마이크로 열 병합 발전 시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수소와 공기 또는 개질가스와 공기를 사용하는 연료전지 기술>

을 기반으로 천연가스와 바이오 연료를 사용한다.

산업적 응용을 목적으로 이상의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다> 100kW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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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연료전지 열 병합 발전 시스템8. .•

Fuel Cell Systems for Transport■
은 도시 대중교통 및 화물 운송에 새로운 요구를 만족하는 고분자연료전지Helion

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해법을 제공하고 있다.

년까지 전 세계적인 수송용 에너지는 두 배로 증가할 것이고 교토의정서는> 2020

온실가스 효과가 없는 대체기술의 개발을 요구한다.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은 도시교통 및 재생에너지 개발과 관련한 지방정부> Helion

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는 해법을 갖고 있다.

연료전지는 내연기관 엔진을 대체하는 고효율의 에너지시스템이다 연료전지는.

조용하며 배출가스가 없다.

고분자연료전지는 수소와 대기 중의 산소를 사용함으로써 물 이외의 부산물을>

방출하지 않는다.

연료전지 시스템의 이론적 효율은 내연기관 엔진보다 높은 이상이다> 50% .

수소 저장 시스템과 연계된 연료전지는 전기자동차를 만들 수 있으며 기존 차량>

의 필적하는 재충전 시간을 갖고 있다.

의 기술 로드맵은 수송용 시장의 요구조건을 맞추려고 한다Helion .

에너지 저장장치와 연료전지 시스템의 하이브리드화>

가 넘는 고출력 시스템의 장착> 150kWe

진동 및 열 테스트를 포함한 실제 주행 조건에서의 연료전지 시스템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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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고분자연료전지 시스템을 장착한 차량9. .

Fuel Cell Test Benches and Teaching Benches■
모든 기관과 산업체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연료전지 개발에 필수적인 테스

트 벤치의 개발

대학과 공학 학교에서 연료전지는 점점 흥미 있는 과목이 되어가고 있으며 현재> ,

실제 시스템에 대한 직접적 경험 없이 이론적인 지식의 습득

실험실과 연구기관들은 연료전지 스택과 단위전지 개발에 적합한 테스트 벤치를>

필요로 한다.

테스트는 과정에서 필수적이고 연료전지 생산의 핵심적이다> R&D .

고분자 막 특성에 대한 성능 테스트-

단위전지와 스택 구조에 대한 성능 테스트-

효율과 내구성 테스트-

연료전지와 전기분해장치의 생산자로서 은 테스트 벤치에서 광범위한 경험Helion

을 축적하고 있다.

은 에서 에 이르는 다양한 테스트 벤치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Helion 1kWe 40kWe

있다.

은 대부분의 고분자 연료전지 시스템 성능요구조건에 부합하는 테스트 벤> Helion

치를 보유하고 있다.

의 테스트 장치는 고분자 연료전지 타입의 전해질 장치를 포함한다> Helion .

한국측에서는 고분자연료전지 스택의 개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

하였다 고분자연료전지 스택의 단품 개발에서 전체 파워 모듈에 이르는 일련의 과.

정에 대한 공학적 분석과 그 최종 결과물인 스택의 성능 테스트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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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의 테스트 벤치10. Helion .

PEFC Stack Technology in Korea▷
스택의 제조를 위해서는 화학공학 재료공학 기계공학 및 전기 전자 공학기술의, , /

접목이 필요하다 본 발표에서는 기계공학적인 관점에서 스택의 주성분인 분리판과.

가스켓 그리고 스택 구조물의 제작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그 이례로서 분리판의 기.

능 설정 및 제작을 위한 설계 요구치의 제시 또한 가스켓의 기능과 최적 성능 확,

보를 위한 가스켓 구조 끝으로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연료전지 스택의 제작,

에 대해서 그림 과 같은 일련의 흐름도를 제시하였다11 .

Gasket

Stack

Bipolar Plates

�Golden Ratio
�Structural Stability

�Pressure Drop ↓

�Close Contact
� Slim & Slender

�Bipolar Plate,
Not Monopolar Plate

� 3 Layer Sealing

�Uniformity in 

Stacking Pressure 
Distribution

�BP & Gasket in a 
Single Body 
Facilitating 
Manufacturing 
Process

�End Plate

�Honeycomb Design

�Central Flow 
Distributor

�Highly Efficient 
Stack Development

�Energy Density ↑

그림 연료전지 스택 개발도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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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판 개발▷
고분자전해질연료전지의 가장 핵심적 요소인 분리판은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연료전지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이므로 전기적 전도성이 우수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탄소계 소재를 재료로 선택하고 있으며 분리판에 새겨진.

유로를 통해서 연료전지 반응에 필요한 반응가스를 공급하게 된다 이때 중요한 점.

은 연료전지 시스템 운전을 위하여 설정된 압력 범위를 만족할 수 있도록 채널을

설계해야 된다는 점이다 이 채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연료전지 전기화학 반응.

의 부산물인 열과 물이 효과적으로 배출될 때 최적의 연료전지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

연료전지 분리판 설계의 첫단계로서 이론적 지식을 기반으로 채널의 설계치를 설

정하고 본 실험에 앞서 수치적 해석을 통한 차 검증단계를 거치게 된다 끝으로1 .

실험을 수행한 결과와 이론치 및 수치 결과의 비교를 통하여 만족할 만한 채널 설

계안이 도출되었을 때 실제작 단계에 접어들계 된다 이러한 일련의 연료전지 분리.

판 제작과정을 도식하며 그림 및 과 같다12 13 .

DESIGN FOCUS

Pressure Drop Flow Distribution Water Removal

Parametric Study

Flow Pattern Analysis
&

Visualization

Optimal Design/
Performance ↑

• Fuel/Air/

Coolant

• Pattern

• Dimension

BP

Channel

• Fuel/Air/

Coolant

• Pattern

• Dimension

BP

Channel

• Flow Pattern

(U vs. Z Shape)
• Feed-Stream 

Supplying Design

• BP Dimension

Stack/

Manifold

• Flow Pattern

(U vs. Z Shape)
• Feed-Stream 

Supplying Design

• BP Dimension

Stack/

Manifold

그림 연료전지 분리판 설계 과정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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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chematic of experimental test system used for 

the pressure drop across cell channels measurement

Computer
P

P

P

P

P

P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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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ilent 34970A)

Pressure 
transducer

Flow meter
Thermo 
meter

Compressed 
gas

Signal 
connrction

Mechanical 
connection

Flow field 
plate

[Figure 2] Experimental setup of the transparent 

bipolar plate with and active area of 200cm2 and 

56 parallel flow channels.

Parallel Type Parallel Type 

그림 연료전지 분리판 압력 강하 실험 장치13. .

가스켓 개발▷
연료전지 가스켓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필요하다 첫 째 최종 전기 발생장치인. ,

연료전지 스택의 전기적 저항을 줄이기 위하여 고압으로 체결할 때의 고 체결압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어야 한다 연료전지의 반응면과 가스켓에 적용되는 압.

력이 균일하게 분포할 때 최적의 연료전지 성능의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반응가스.

의 연료전지 스택 밖으로의 누출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져야 한다.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중 차단 연료전지 가스켓을 소개하였으3

며 또한 균일한 체결압 테스트를 통한 압력 분포도를 제시하였다, .

(a ) 2 -D  D raw ing  o f a  FC  Ga ske t

(b ) 3 -D  D raw ing  o f a  FC  G a ske t

그림 중 가스차단 연료전지 가스켓 개발1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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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연료전지 가스켓 면압 분포도15. .

고분자연료전지 스택 개발▷
연료전지는 단위 셀로서는 효용성이 없다 소비자가 원하는 출력을 만족하는 최.

종 산물인 스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된 분리판 가스켓을 비롯하여 가스,

확산층과 이온교환막층을 통합하는 단위 셀을 적게는 수개에서 많게는 수백개의 셀

을 적층하여야 한다 본 발표에서는 연료전지 차량용 개발을 위하여 제작된. 30kW

급 연료전지 스택을 소개하였다.

•Leak-free Design
•Uniform Stacking
Pressure Distribution

Specification

and

Requirements

Specification

and

Requirements

CFD Analysis

and 

Validation

CFD Analysis

and 

Validation

Concept DesignConcept Design
Optimization 

and

Validation

Optimization 

and

Validation

Design Process

Manufacturing

•Flow Field Design
(BP and Stack) 

•Manifold Flow Pattern
•Feed Stream Supplying
Design

•Structure Design

•Flow Characteristics
of the Stack 

•Flow Uniformity/Stability
• Investigation of Design
Parameters 

•Optimization of CMD Geom.

그림 연료전지 스택 구성 단품 개발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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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functional 

CMD Module

DESIGN PARAMETERS AND OPERATING CONDITIONSDESIGN PARAMETERS AND OPERATING CONDITIONSDESIGN PARAMETERS AND OPERATING CONDITIONS 30kW CLASS PEFC STACK30kW CLASS PEFC STACK30kW CLASS PEFC STACK

PARAMETER VALUE

NET POWER

ACTIVE AREA ON BIPOLAR PLATE

OPERATION PRESSURE

HYDROGEN/AIR STOICHIOMETRY

H2/AIR INLET HUMIDITY LEVEL

PERFORMANCE TARGET

FITTING SIZE OF

CENTRAL GAS DISTRIBUTOR

MODULE

Stack
(#1)

Stack
(#2)

30 kW

300 cm2

1.3 bar

1.5 / 1.5

100% / 100%

1A/cm2@ 0.6V

[FT 1] φ = 1.0"

[FT 2] φ = 1.5"

[FT 3] φ = 2.0"

그림 연료전지 스택 사양17. .

결론3.

본 한불 수교 주년 기념 신에너지포럼에서는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 생산뿐만120

아니라 태양광 바이오 매스 수소 저장 및 연료전지 연계등에 참고할 만한 유용한, ,

자료들이 발표되었으며 특히 측에서는 한국 산업계와의 공동 연구에 깊은 관, CEA

심을 표명하였다 양국의 우호 관계와 전세계적 과학 협력을 통한 양국 과학기술의.

증진 및 세기 수소 연료전지 경제사회의 공동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 훌륭한21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된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서로의 관심.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과 협력을 바탕으로 개인적으로는 신기술에 대한 지식

습득과 국가적으로는 과학 선진국으로 한 걸음 더 도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

로 사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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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한국의 최근 축열기술 개발 동향9

서론1.

축열기술은 에너지 시스템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술 중의 하

나이다 따라서 축열기술은 오래 동안 많은 연구개발이 이루어져 왔지만 신뢰성 안. ,

정성 등 의 완벽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인 에너지는 열에너지와 전기에너지로 구분될 수 있는바 전기에너지를 효,

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열에너지의 저장기술을 활용하기도 한다.

전기에너지는 특성상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저장이 어렵기 때문에 안

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하여 연중 최대수요 이상의 전력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어야한

다 그러나 전기에너지 소비는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어서 시간대별 계절별로 다르. ,

게 나타나고 있는데 생활양식이 변화함에 따라서 주간과 야간 여름철과 계절 간에,

부하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변동하는 수요에 대응하여 효과적인.

대응방안의 하나가 축열기술을 이용하여 부하시간대를 변경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국내의 에너지 수급동향과 특성을 살펴보고 축열과 관련,

된 연구동향을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본 후 최근에 국내에서,

연구된 축열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접근 기술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본론2.

국내 에너지 소비현황2.1

국내 총에너지 소비는 년 백만 에서 년 백만 로 배로1990 93.2 TOE 2004 220.2 TOE 2.4

증가하여 연평균 의 지속적 증가하였다 일인당에너지 소비는 년 인6.3% . 1990 2.17TOE/ ,

년에는 인까지 증가하였다가 년에는 외환위기로 인해 인으1997 3.93TOE/ 1998 3.58TOE/

로 감소하고 이후 빠른 경제회복세에 따라 년에는 다시 인으로 계속 증가, 2004 4.58TOE/

하였다 이때 단위 당 에너지소비 원단위는 년 백만원 년 불변가격. GDP 90 0.29 TOE/ (2000 )

에서 년 백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후 산업구조 조정 등으로 감소추1997 0.35TOE/ ,

세로 돌아서 에너지소비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에 총에. 1

너지 수요 관련 주요 지표 변화 추이를 나타내었다.

전력수요 및 냉방부하2.2

전력수요는 깨끗하고 편리한 고급에너지 선호경향에 따라 높은 소비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그림 과 표 와 같이 냉방전력수요는 생활수준 향상으로, 1 2

급증하고 있어 전력수요관리의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년도 최대전력2004

부하는 로 이 중 냉방부하는 최대부하의 약 에 해당하는50,756MW 20.3% 10,280MW

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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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990 1997 1998 2000 2004 2005p
90-04

증가율
조원GDP ( )

년 불변가격(2000 )
320.7 523.0 487.2 578.7 693.4 721.2 5.7%

인구

백만명( )
42.9 46.00 46.3 47.0 48.1 48.3 0.8%

총에너지

백만( TOE)
93.2 180.6 165.9 192.9 220.2 229.3 6.3%

인당에너지수요1

인(TOE/ )
2.17 3.93 3.58 4.10 4.58 4.75 5.5%

에너지/GDP

백만원(TOE/'00 )
0.29 0.35 0.34 0.33 0.32 0.32 0.7%

표 총에너지 수요 관련 주요 지표 변화 추이1.

43,125
45,773

47,385
50,756

10,280
9,0038,9108,599

19.9
19.5

19

20.3

0

20,000

40,000

60,000

2001 2002 2003 2004

15

20

25

30
최대전력[MW] 냉방부하[MW] 냉방부하 비중[%]

그림 연도별 냉방부하 실적1. .

표 연도별 냉방부하 실적2.

단위( : MW, %)

구 분 2001 2002 2003 전망2004

민감도(MW/THI) 843(5.0) 900(6.8) 946(5.1) 1,001(5.8)

냉방부하 8,599(6.1) 8,910(3.6) 9,003(1.0) 10,280(14.2)

최대전력 43,125(5.2) 45,773(6.1) 47,385(3.5) 50,756(7.1)

냉방부하 비중 19.9 19.5 19.0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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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림 에 나타낸 중장기 전력수급을 분석하면 전력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2

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른 전력의 공급신뢰도 유지를 위해 발전설비에 대한 추가,

확충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냉방부하의 시간대의 변경에 의한 발전설비의 추가.

확충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중의 하나가 축열기술이다.

28 .1
29 .6

33 .5

29 .8

29 .3

20 .4

16 .6

18 .4

0

2 ,000

4 ,000

6 ,000

8 ,000

10 ,000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최
대
수
요

0

10

20

30

40

예
상
설
비
예
비
율

발 전 설 비용 량 (만 KW ) 최 대 수 요 (만 KW )

예 상 설 비예 비 율 (%)

그림 장기 전력수요 증가추세2. .

축열시스템의 개요 및 보급 현황2.3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축열시스템은 수축열과 빙축열시스템이 있

는데 이들은 전력비용이 저렴한 시간대에 열을 만들어 저장조에 저장하였다가 필요

한 시간대에 활용함으로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는 피크수요를 조절함으로서 발전소의 증설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때 빙축열시스템은 에서 물이 얼음으로 변화할 때 발생되는 잠열을. 0℃
저장하여 활용함으로서 저장조의 크기를 수축열시스템에 비하여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잇점이 있어서 대도시 주변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수축열시스템.

은 저장조의 크기는 커지는 반면에 유지관리에 무리가 없으므로 공장 등 산업체에

서 활용이 되고 있다 그림 은 축열시스템의 개요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는. 3 4

축열시스템의 종류를 분류하여 나타내었다.

위와 같은 장점 때문에 정부에서는 축냉시설에 대한 축열시스템의 보급을 위하여

지원정책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설치 의무화 일정 규모이상의 건물로서 중앙집중식 냉방설비를 설치할 경우에o :

는 해당건물에 소요되는 주간 최대냉방부하의 이상을 축냉식 냉방설비로 설치60%

하도록 의무화

금융 지원 축냉식 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고객에게는 저리의 설치비를 융자지원o :

세재 지원 축냉식 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고객은 투자액의 에 해당하는 금액o : 7%

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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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비 일부 무상지원 피크 전력감소에 따라 설치비의 일부를 무상지원o :

설계 장려금 지원 축냉식 냉방설비를 설치토록 설계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o :

에 대해서는 설계 장려금 지원

위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에 따라서 온열의 저장을 위한 축열식 기기

의 보급은 감소하는데 비하여 냉열의 저장을 위한 축냉식 기기의 보급은 급진적으

로 증가 추세에 있다 그림 는 축열식 및 축냉식 기기의 보급 추세를 나타내고 있. 5

다

그림 축열시스템의 개요도3. .

그림 축열시스템의 종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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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축열 및 축냉시스템의 보급 추세5. .

축열시스템의 국내 연구 동향2.4

본 고에서는 축열과 관련된 연구동향을 년부터 년까지 대한설비공학회2000 2005

에서 발간하고 있는 동하계학술발표회 논문집과 국문논문집을 기본으로 하여 연구,

결과를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축열이라고 하면 온도에 따라서 저온에서 고온에.

이르기까지 넓은 온도범위가 있으며 저장방법도 물을 비롯하여 다양한 물질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빙축열에 대해서는 부하예측 제빙과 축열 해빙과 수송 시스템 설. , , ,

계 운전 및 제어로 나누어서 분석하였으며 나머지는 수축열 잠열축열 구조체 축, , ,

열 및 지중축열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그림 은 년도별 기술별 연구발표건수 그림 은 축열기술별 발표건수에 대한6 , 7

분율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면 년도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빙축열 잠열. ,

축열 수축열 지중축열 구조축열순으로 연구발표건수가 많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 ,

년도 이후에는 지중축열의 연구수가 많음을 나타내었다2004 .

그림 은 빙축열 분야 그림 는 수축열 분야 그림 은 잠열축열 분야에 대한8 , 9 , 10

연구발표건수에 대한 분율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면 빙축열에서는 제빙 및.

저장분야가 축열 분야가 해빙 및 수송분야가 부하예축분야가44%, 29%, 22%, 5%

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수축열에서는 저장조 분야가 성층화 분야가 응용. 67%, 11%,

분야가 를 나타내었다 또한 잠열 축열분야에서는 잠열재 개발 부분이 잠22% . 45%,

열재 시험 분야가 응용분야가 를 나타내었다22%,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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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축열기술별 발표건수 분율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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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빙축열의 연구분야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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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수축열의 연구분야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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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잠열 축열의 연구분야10. .

수축열 시스템의 국내 연구 분야2.5

지금까지 축열기술의 적용은 축열조 설치면적이 적게 요구되는 빙축열조가 선

호되었지만 최근 장기 축열에 따른 내구성의 문제점 등 관리상에 문제점이 노출되

면서 성층형 축열조의 이용이 증가 추세에 있다.

성층형 축열조는 온수나 냉수를 일시 저장하는 시설로써 열배관 전체에 알맞은

압력을 유지시켜 주고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열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이다, .

이러한 축열조를 적용한 경우 효과적으로 온수나 냉수를 저장하고 방출하는 저장조

로서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온도성층화 기술이 중요하다 이때 중요.

한 인자중의하나가 축열조의 디퓨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축열조 디퓨져 형.

태에 따른 축열조 성능실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림 과 같이 성층축열조 시스템11

를 제작 설계하였다 본 시스템은 냉온수 공급을 위해 온수 및 냉수저장탱크 각. 1

기 냉온수 공급펌프 기 유량계 기 기 보일러 기, 2 , 2 , Data Acquisition System 1 , 1 ,

냉동기 기 높은 형태 성층축열조 기 낮은 형태 성층축열조 기 등의 실험설비로1 , 1 , 1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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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성층형 축열조 실험장치 전경11. .

높은 형태 성층축열조는 규모로 가로 세로 높이2.5Ton 1000mm, 1500mm,

의 직사각형 축열조로 제작하였으며 축열조 중간부에 온수의 입출구를 별1670mm

도로 분리하여 노즐을 설치하였다 이 노즐의 각 끝단부에는 여러 형태의 디퓨져를.

교체 부착하고 슬롯높이를 조절함으로써 디퓨져에서 분사속도를 변경하여 실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디퓨져의 직경은 이다 그리고 축열조내 온도분포를 측350mm .

정하기 위해서 각각의 성층축열조에 개를 설치하였다Thermocouple(t-type) 20 .

낮은 형태 성층축열조는 규모로 가로 세로 높이2.5Ton 1350mm, 2000mm,

의 직사각형 으로서 높은 형태 성층축열조와 종횡비를 다르게 하여 설계1000mm

제작하였다 높은 형태 축열조와 같이 여러 가지 디퓨져를 교체 부착하여 실험할. ,

수 있도록 제작하였으며 디퓨져의 직경은 이다450mm .

고온수 및 저온수 공급용 탱크는 각각 체적 3.0m
3 내경 높이, 1200mm, 2738mm

이다 온수를 생산하기 위해 의 가스보일러를 설치하고. 100,000 kcal/h 냉수를 생산하

기 위해 용량의 를 설치하였으며 탱크 내부에 설치된 열교환기를 통해10RT Chiller ,

냉온열이 공급되도록 제작하였다.

이때 난방용 축열조의 실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축열 실험은 축열조내 초기 저장.

수 온도보다 높은 온도의 온수를 축열조 상부 디퓨져를 통하여 유입시키고 하부에

서 저온수를 동일한 양으로 배출시키는 방법으로 수행하였으며 방열 실험은 저온,

수를 축열조 하부 디퓨져를 통하여 유입시키고 상부에서 동일한 양의 고온의 온수

를 배출시키는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상부 온수공급온도는 축열조 초기 저장. 60 ,℃
수 온도는 로 하여 디퓨져 형태별 온도 특성실험을 수행하였다45 .℃
냉방용 축열조의 실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축열 실험은 축열조내 초기저장수 온도.

보다 낮은 온도의 냉수를 축열조 하부 디퓨져를 통하여 유입시키고 상부에서 동일

한 양의 저온수를 배출시키는 방법으로 수행하였으며 방열 실험은 저온수를 축열,

조 상부 디퓨져를 통하여 유입시키고 하부에서 동일한 양의 냉수를 배출시키는 방

법으로 수행하였다 하부 냉수공급온도는 축열조 초기 저장수 온도는 로. 5 , 15℃ ℃
하여 성층축열조 디퓨져 형태별 온도 특성실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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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성층 특성은 디퓨져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디퓨져 형태를 형과 형radial H-beam

으로 설계 제작하였고 형은 평면형 평면조절형 곡면조절형으로 그림 와 같이, radial , , 12

설계 제작하였다 디퓨져 유형별 실험조건을 표 에 나타내었고 성층축열조 시스템 개. 3

략도를 그림 에 나타내었다13 .

그림 성층형 축열조에 검토된 디튜져의 형상12. .

그림 성층형 축열조의 실험을 위한 제어시스템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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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성층형 축열조 디퓨져의 실험조건3.

Radial adjusted type Radial plate type H-beam type

Flow rate (LPM) 12.6, 25.2, 37.8 12.6, 25.2, 37.8 12.6, 25.2, 37.8

Reynolds
number (Re)

Heating

storage
400, 800, 1200 400, 800, 1200

-
Cooling

storage
130, 250, 380 130, 250, 380

Froude number (Fr) 0.5, 1.0, 1.5 0.5, 1.0, 1.5 -

온도 성층화 기술은 열저장에 있어 유효에너지의 극대화를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다 온도가 서로 다른 유체를 처음으로 접촉시킬 때 적절한 온도차.

즉 밀도차 와 유속을 유지시키면 유체흐름의 혼합과 와류가 최소화되어 중력흐름( , )

이 형성되므로 축열조내에 온도성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Gravity Current) .

므로 이 유체흐름의 혼합과 와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디퓨져와radial

디퓨져가 사용되고 있다 디퓨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성층도는 아래의H-beam .

식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Φ =
(
T t - T s△H

)

(
△T△H

) ref

높은 형태의 성층축열조에 대한 디퓨져 형태 수 수 에 따, Reynolds (Re), Froude (Fr)

른 온도성층도를 그림 에 나타내었다 그림 는 가지 타입의 디퓨져를 적용한14 . (a) 3

경우 경과시간에 따른 성층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형보다는 형태의. H-beam radial

디퓨져가 온도성층도가 높으며 그중에서도 조절형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는 조절형에 대해서 수를 변화시킨 경우의 경과시간에 따른 성층(b) radial Reynolds

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초기에는 수가 작은 경우가 큰 경우보다 온도성. Reynolds

층도가 높지만 종기에는 거의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그림 는 조절형에. (c) radial

대해서 수를 변화시킨 경우의 경과시간에 따른 성층도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Froude

수가 인 경우에 온도성층도가 가장 높지만 이 값을 변화시켜도 큰 차이가Froude 1.0

없는 것을 나타내었다.

그림 는 낮은 형태의 성층축열조에 대한 디퓨져 형태 수 수에 따15 , Reynolds , Froude

른 온도성층도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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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높은 구조의 온수 축열조에 대한 성층도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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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낮은 구조의 온수 축열조에 대한 성층도15. .

그림 는 디퓨져 변경에 따른 성층도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 형태의 조절(a) radial

형이 온도성층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는 조절형에 대해서. (b) radial

수의 변경에 따른 성층도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 초기에는 수가Reynolds Reynolds

작은 경우가 큰 경우보다 온도성층도가 높지만 종기에는 거의 유사한 값을 나타내

었다 그림 는 조절형에 대해서 수의 변경에 따른 온도성층도 변화. (c) radial Froude

를 나타낸 것인데 수가 인 경우에 가장 높지만 이 값이 변화되어도 큰 차Froud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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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없는 것을 나타내었다.

높은 형태와 낮은 형태의 성층축열조에 대해 온도성층도를 비교해 보면 전반적인

경향은 유사하지만 높은 형태가 낮은 형태보다 그 값이 더 높은 것을 나타내었다.

이때 냉수에 대한 높은 형태의 성층축열조의 디퓨져 형태 수 수에, Reynolds , Froude

따른 온도성층도를 그림 16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디퓨져 형태에 따라 비교해 보.

면 형태의 조절형이 온도성층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조절형에radial . radial

대해서 수에 따른 성층도 변화는 수가 작은 경우가 큰 경우보다Reynolds Reynolds

초기에는 온도성층도가 높지만 종기에는 더 낮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수에, Froude

따른 온도성층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나타내었다 그림 은. 17 낮은 형태의 성층축

열조에 대한 디퓨져 형태 수 수에 따른 온도성층도, Reynolds , Froude 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디퓨져 형태에 따라 비교해 보면 형태의 조절형이 온도성층도가 가radial

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조절형에 대해서 수에 따른 성층도 변화는. radial Reynolds

수가 작은 경우가 큰 경우보다 초기에는 온도성층도가 높지만 종기에는 더Reynolds

낮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수에 따른 온도성층는 수가 인 경우에 가, Froude Froude 1.0

장 높지만 이 값을 변화되어도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나타내었다.

높은 형태와 낮은 형태의 성층축열조에 대해 온도성층도를 비교해 보면 전반적인

경향은 유사하지만 높은 형태가 낮은 형태보다 그 값이 더 높은 것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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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높은 구조의 냉수 축열조에 대한 성층도16. .



- 138 -

0

2

4

6

8

102030405060708090
Elasped Tme (min)

D
e
g
re

e
 o

f 
S
tr
a
ti
fi
c
a
ti
o
n

Re=130

Re=250

Re=380

0

2

4

6

8

10 20 30 40 50 60

Elapsed Time (min)

D
e
g
re

e
 o

f 
S
tr
a
ti
fi
c
a
ti
o
n

Fr=0.5
Fr=1.0

Fr=1.5

0

2

4

6

8

10 20 30 40 50 60

Elasped Time (min)

D
e
g
re

e
 o

f 
S
tr
a
ti
fi
c
a
ti
o
n

Radial Adjusted Type

Radial Plate Type
H-beam Type

(a) Diffuser type (b) Reynolds number (c) Froude number

그림 낮은 구조의 냉수 축열조에 대한 성층도17. .

결론3.

축열기술은 에너지 시스템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술중의 하나

이다 따라서 축열기술은 오래동안 많은 연구개발이 이루어져 왔지만 신뢰성 안정. ,

성 등 의 완벽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국내의 에너지 수급동향과 특성을 살펴보고 축열과 관련된 연구동,

향을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본 후 최근에 국내에서 연구된,

수축열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접근 기술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이러한 축열기술은 일반적인 에너지 시스템 외에도 태양열 태양광 및 연료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분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향후 국가간의 공동연구도 필요하

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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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결과 및 활용계획10

유럽 과학기술의 중심국가인 프랑스와의 차세대에너지 분야에 대한 교두보 역할

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년 한불수교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프120

랑스 파리에서 년 월 일 및 일 양일에 걸쳐 개최된 한 불 차세대에너지2006 11 6 7 ‘ -

포럼은 원자로 원자력수소 신재생에너지 연료전지 및 에너지 저장 개’ VHTR / , , 4

의 총 편의 논문이 양국에서 발표되었다 본 발표를 통하여 전문 분야별Session 19 .

양국의 연구 현황과 계획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전문분야별 접촉 창구가

개방되었고 우리측 전문가들이 보는 향후 협력방향으로 다음의 사항을 제시하였다.

원자력수소 생산분야의 한불협력은 현재 협의 진행 중인 다자간 협VHTR/■
력체인 을 통하여 협력하고 의 협력내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GIF) GIF

용 범위 밖의 사항은 한불원자력 협력협정의 협력의제 확장을 통하여 추진하는 것

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한다.

에서 현재 연구중인 셀룰로스계 바이오매스의 가스화와 를 연결CEA SOFC■
하는 기술은 우리나라에서도 개발이 필요한 기술로 프랑스와 협력한다면 국내 기술

기반을 조기 확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이 분야에서의 협력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양국의 세기 수소 연료전지 경제사회의 공동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21■
훌륭한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접촉을 통하여 상호 호혜적인 협력방안을

도출 추진함으로써 연료전지 신기술 습득과 기술 선진화를 꾀할 수 있는 협력체 구/

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축열기술은 태양열 태양광 및 연료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분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인만큼 향후 한불 양국 간 공동연구가 타 에너지시스템

의 협력과 더불어 병행 추진되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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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thermo-chemical transformations, Sylvie Rougé, CEA.

Appendix 7. PEFMC:Membrane and degradation topic, Michel PINERI, C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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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n-Philippe POIROT, C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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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ion.

Appendix 10. Micro fuel cells and energy storage, Gilles Le MAROIS, CEA.

Appendix 11. Compressed hydrogen storage for automotive, Philip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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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of New technologies for EnergPresentation of New technologies for Energ
y at CEAy at CEA

Paul LUCCHESEPaul LUCCHESE

paul.lucchese@cea.frpaul.lucchese@cea.fr

Director for New Technologies of EnergiesDirector for New Technologies of Energies

CEA (Commissariat CEA (Commissariat àà ll’’EnergieEnergie AtomiqueAtomique), France),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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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situation i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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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Fossil Fuels

Nuclear

Fossil Fuels

Renewable

H2

TODAY Tomorrow
Energy mix balanced

Renewables

Possible evolution energy sources i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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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programme on New technolgies for Energy
October 2004

« Il a été demandé à la direction de la Technologie de 
s’appuyer sur ces conclusions et d’animer un second groupe 
de travail en collaboration avec les directions concernées des 
ministères en charge de l’Environnement (D4E avec l’appui de 
l’ADEME), de l’Equipement (DRAST, DHUHC) et de l’Industrie 
(DGEMP). La mission du groupe étant d’établir une proposition 
de programme de R&D sur les nouvelles technologies de 
l’énergie, en dehors du champ de l’énergie nucléaire.

Les travaux de ce nouveau groupe de travail, ont 
abouti à définir des priorités dans les domaines 
suivants :
1. Lancement d’un nouveau programme de R&D 
« Hydrogène et pile à combustible »,
2. Maîtrise de la chaîne du CO2 : de la combustion des 
ressources possibles à la capture du CO2 et à son 
stockage ,

3. Mise en place d’un programme de recherches 
coordonnées sur l’énergie solaire photovoltaïque,
4. Maîtrise de la consommation énergétique dans le 
bâtiment ,
5. Développement du potentiel de la biomasse, 
notamment en ce qui concerne les usages dans le 
secteur des transports. »

2006,  CEA France Korea meeting

National programme:  6 priorities: 70 M€/years

PAN-HPAN-H
Jacques Chirac’Statement in December 2005

« France must massively invest in R&D on New Energy technolog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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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A :
A French National Laboratory
involved in Energy and High 

Technologies

2006,  CEA France Korea meeting

NTE programme at CEA at a glance

Hydrogen

H2 & Fuel cells

Hydrogen

H2 & Fuel cells

Energetic systems

Solar PV/Storage

Master energy

Résidential
& Office

Energetic systems

Solar PV/Storage

Master energy

Résidential
& Office

Excellence center

SUSHY-Pro

(BIOMASS)

PACLAB

Excellence center

SUSHY-Pro

(BIOMASS)

PACLAB

PV Center 

INES

PV Center 

INES

NTE
Programme

At CEA

NTE
Programme

At CEA

Materials Plat form

Biofuels

Second generation

Biofuels

Second generation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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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 priorities for the New Energy Technologies program

BIOFUELS FROM BIOMASS

- Large Biomass
ressources utilization

- Efficiency and Cost

- BioCarbon efficiency

PHOTOVOLTAIC POWER 
AND ENERGY STORAGE

- Cost

- Efficiency

- Storage

FUEL CELLS
AND HYDROGEN

- Environnement

- Safe supplying

- Cost

2006,  CEA France Korea meeting

Some figures for CEA programme

3702949Total

7649Materials

99814P.V.

1951726H2, Fuel cells, biofuels

StaffCEA Subside (M€)Total Expenses (M€)NTE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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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Energy

R&D

Fondamental

Research
Defense

Technological

R&D

CEA Organization and NTE programme management

NTE
Management team

50 %

2006,  CEA France Korea meeting

Vertical Integration

Materials

Systems

Components

Uses 
Services 

Photovoltaic for building

Nanomaterials

Hydrogen fuel cells for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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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 programmes

Photovoltaic

2006,  CEA France Korea meeting

Photovoltaic for housing (I) 

Components/cells

PV Si Objective

Increase efficiency, 
decrease costs :
20% conversion efficiency
(150x150 mm2) in 2009

Cost< 0,8 €/W

R&D

Improvment of 
processes

Restaure

Industrial Transfert 

Résidential, tertiary

Linz university (Austria)

PV 
Nanocomposite

5% efficiency in  2007
Stability 5000 hrs
Costt < 1 €/Wc

nanotechnologies

Small power

Long term: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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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voltaic for housing (II)

PV systems

Research
Caractérisations 
Modelling
Innovations : components, 
NTIC, Systems

Objectives :

Decrease costs : design, , 
installation, exploitation

Increase benefits : productivity, 
reliability, lifetime

Energetic
systems

Smart Building
Decentralized
generation

Electricity
storage

Pb, Li-ion, 
others

Objectives :
- Increase storage capacity
- increase lifetime
- Solar : decrease use costs
about 0,05€/kWh 

Research
Optimized management of 
storage systems
Performances/cost

Building&
Transport

2006,  CEA France Korea meeting

Plate forme RESTAURE in Grenoble 2003

February 2004 : cells 150x150 mm2 Yield 15%
Cellules Silicium

CEA-ISOFOTON

Cellules à concentration

Métal

n-c

ITO

Photovoltaic,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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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fs 

Partners

� CNRS, CEA 
� CSTB,  Univ. Savoie, …

R&D

� Solar PV

� En partenariat avec le CSTB :

• Thermal in House
• Thermal Electrical management

� Cooperation on R&D: critical mass and facilities comparable to Germany(Fraunhofer 
in Freiburg)

GRENOBLEEDEN
ISIS

Chambery

2006,  CEA France Korea meeting

France: New Institutes

FEE

EMIX TENESOL

APEX BP

Schneider

TENESOL
Giordano

Tecsol

Photowatt

Clipsol

Solarfrance, 

Somfy
CIAT

IRDEP

PHASE

Sofia 
Antipolis

NAPS

CEA  
CNRS

Universités
CSTB

Saint-Gobain

Ferro
Atlantica

 
IRD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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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gen and Fuel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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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ormingReforming

ElectrolysisElectrolysis

WaterWaterHydro plantHydro plant

HH22

TransportationTransportation StorageStorage

-- high pressurehigh pressure

-- hydrideshydrides

-- micromicro--spheresspheres

-- nanotubesnanotubes

--……

Fossil energyFossil energy

Coal, gas, oilCoal, gas, oil
Thermal plantThermal plant

BiomassBiomass
IntegratedIntegrated

reformingreforming

HH22

HydrocarbonHydrocarbon

MethaneMethane

MethanolMethanol

Fuel cellFuel cell

waterwater

CO2
CO2 CO2

CO2

CO2
CO2

CO2
CO2

CO2
CO2

CO2
CO2

Hydrogen ChainHydrogen Chain
ThermochemicThermochemic

alal cyclescycles

Renewable energiesRenewable energies

Nuclear Nuclear 

plantplant

InternalInternal

reformingreforming

Safety and Safety and 
normalisationnormali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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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GEN 
Infrastructure:

Supply Chain of H2
Hydrogen revovery
Technologies

Hydrogen
Production

Hydrogen
Distribution&Delivery

Hydrogen
TransportHydrogen

Storage

1100 kms pipe

Liquefaction

Transport pipeline

Compression

Transport routier

2006,  CEA France Korea meeting

Main goals of the CEA Main goals of the CEA «« HH22 and Fuel Cell Projectand Fuel Cell Project »»
Cost reduction and efficiency improvement of fuel cell technologies 
(PEMFC and SOFC) for transportation and stationary/Niches  
applications

Fuel Cell Miniaturization for mobile applications

Advanced hydrogen storage (high pressure tanks, hydrides, carbon 
nanostructures,..)

Production of H2 from low or zero CO2 primary sources :

Biomass gasification

Thermochemical cycles

High temperature electrolysis

Biological processes

Studies on the whole hydrogen cycle (from production to final uses 
including safety and normalization, technical-economical studies, 
multi criteria –LCA analysis)

CEA man power for this programme in 2004: about 155 researchers 

and technicians, plus PhD, post-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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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of

Hydrogen

2006,  CEA France Korea meeting

Energy Transformation for H2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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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gen chain: economy of H2 production

Relative cost H2

CO2 emissions

Electrolysis
with low costs electricity

production

Today (5-6 c/kWh)

kWh or heat not expensive

Large SMR 

Reforming

Today

CO
2 Captation:

0,4-1 €/Kg ?

HT External heat+
Reforming

Oil-NG price increase:
If X 2  
>> + 80 % H2 price for large SMR

+ 50 % for small SMR

18€/GJ
(3€/Kg)

12€/GJ
(2€/Kg)

6€/GJ
(1€/KG)

Small reformer

Biomass Gasification
High Temperature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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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s for Hydrogen production

Process Production Primary energy cost H2  production cost
$/GJ

Final cost for end user 
(Infrastruture & 
delivery included)

Reference: gasoline
2003

Extraction Refinery Gasoline :
6 $/GJ

gasoline :
8 $/GJ

Natural Gas
reforming

Centralized
3 M m3/day

3$/GJ
( 5 $/GJ)

5-8 $/GJ
( 7-12 $/GJ)

22-30 $/GJ

Natural gas
reforming

decentralized 4-5 $/GJ 7-12 $/GJ 28-33 $/GJ

Coal gasification Centralized 1,2 $/GJ 13-16 $/GJ 32-37 $/GJ

Biomass gasification Intermediate 2,4 $/GJ 17-22 $/GJ 33-40 $/GJ

Electrolyse Décentralized 14$/GJ
( 5 c$/kWh)

18-25 $/GJ 35-40 $/G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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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veInnovative processesprocesses

studiedstudied in Europe for in Europe for HydrogenHydrogen productionproduction

High temperature processes
Températures :

• Thermochemical cycles

• HT Electrolysis

• Biomass gasification

Low temperature processes

Fermentation, biological production 

• Photo-électrochemical

Innovative nuclear
plants

Biomass

Solar, geothermal

Targets/ Issues :

• Cost :< 2€ / kg H2

• Energy efficiency > 45%

• Materials

• H T

• corrosion

• coupling with primary source

• biomass supply

Targets/ Issues :
• increase efficiency

• decrease sensitivity to 
ptocess/polluants

• system development

2006,  CEA France Korea meeting

Examples of processes studied in CEA

•Thermochemical cycles

•High Temperature electrolysis

•Gasification of bio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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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of a thermochemical cycle: 

Iodine/sulfur Hydrogen water splitting process

Nuclear HeatNuclear Heat
HydrogenHydrogen OxygenOxygen

H2
O22

1

900 C400 C

Rejected
Heat 100 C

Rejected
Heat 100 C

S (Sulfur)
Circulation

SO2+H2O

+

O22
1

H2SO4

SO2
+

H2O
H2O

H2

I2

+ 2HI

H2SO4

SO2+H2OH2O

+

+ +

I (Iodine)
Circulation

2H I

I2

I2

WaterWater

Nuclear Heat
Nuclear or Solar

Heat
HydrogenHydrogen OxygenOxygen

H2
O22

1 O22
1
2
1

900 C400 C

Rejected
Heat 100 C

Rejected
Heat 100 C

S (Sulfur)
Circulation

SO2+H2O

+

O22
1

H2SO4

SO2
+

H2O
H2O

H2

I2

+ 2HI

H2SO4

SO2+H2OH2O

+

+ +

I (Iodine)
Circulation

2H I

I2

I2

WaterWater

2006,  CEA France Korea meeting

Thermochemical processes: a lot of issues to 
Solve!!!

• Lack of thermodynamic and kinetics data

• To reach energy efficiency ( around %)

• Material issues:

– Corrosion

– High temperature

• Distillation problems: needs for innovative me
mbranes, study of distillative-reactive column c
oncept

• Advanced heat exchangers

• Safety problem :

– Chemical plant

– Hydrogen

– Nuclear

• Coupling with nuclear/Solar/Geothermal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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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Efficiency

CEA evaluation of flow sheets effici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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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est of High temperature electrolysis(HTE)

Electrolyte AnodeCathode

air

air

H2O

H2

O2-

H2

e-e-

O2

H2

e-e-

Electrolyte CathodeAnode

air

air

H2

H2O

O2-

H2

e-e-

O2

H2O

e-e-

SOFCH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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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of a CEA project : 

HTE with Geothermal coupling in Iceland

2006,  CEA France Korea meeting

CEA Strategy on Hydrogen Production

Phase 1

Carbon Content 
Processes

Phase 1

Carbon Content 
Processes

Phase 2

Fossils & 
Sequestration

Phase 2

Fossils & 
Sequestration

Phase 3

Clean Energy

Phase 3

Clean Energy

Phase 4

Sustainable
Development

Phase 4

Sustainable
Development

2000 2015 2030 2045 2060

Phase 1

Carbon Content 
Processes

Phase 1

Carbon Content 
Processes

Phase 2

Fossils & 
Sequestration

Phase 2

Fossils & 
Sequestration

Phase 3

Clean Energy

Phase 3

Clean Energy

Phase 4

Sustainable
Development

Phase 4

Sustainable
Development

2000 2015 2030 2045 2060

H2 Production starting from

hydrocarbons

• H2 Production starting from hydrocarbons H2 
with CO2 sequestration 

• Delocalized production by renewable energies

• H2 massive production by solar furnaces
• H2 massive production by nuclear plants 
(Gén IV)

• H2 prod. by renewable 
energy (solar, geoth, ..)

• H2 massive production by 
fusion & fission nuclear

R&D 

Demonstration

Strategy for sustainable 

H2 production 

H2 Production starting from

hydrocarbons

• H2 Production starting from hydrocarbons H2 
with CO2 sequestration 

• Delocalized production by renewable energies

• H2 massive production by solar furnaces
• H2 massive production by nuclear plants 
(Gén IV)

• H2 prod. by renewable 
energy (solar, geoth, ..)

• H2 massive production by 
fusion & fission nuclear

R&D 

Demonstration

Strategy for sustainable 

H2 production 

C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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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H2 eyser
INNOHYP @

2
INNOHYP @

2 SSHH 22usHyProusHyPro

R&D Collaboration on massive hydrogen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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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novative processes Group (IPHE)

* High Temperature new Annex
(IEA HIA) 

FRANCE

EUROPE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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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ce of biomass for France

–Biomass in France : a future strategic area 

–European directive on biofuels : 6 % of biofuels in 
2010 (1% now)

–Evolution on « European Policy on Agriculture » and  
WTO

–6 Millions Ha (60 000 km2) in France immediatly
possible to convert:

–Beetroots, Cereals, Colza, dedicated culture)

–Plus lignocellulosic resources : 160 000 km2 up to 80 
Mt/years

–Sylviculture, by-products of wood industry, 
paper, waste

–More employment (technologies � rural zones)

•Biomass could potentially provide between 10 and 40 % (6 
to 25 Mtep) of the fuels needs for transportation in France 
(50-60 M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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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ying

120 to 150°C

Up to 1000°C

Syngas CO, H2, CH4

Combustion
Cogeneration

Heat
Électricity
Mécanichal

Fuel Synthesis

Heat
Liquid fuel

Separation-shift

Heat
Hydrogen or CO+H2 mixture

Heat

Air, Oxygen
Water steam

900°C : Beginning of tar fusion
1100°C : End of acid and  tar dégradation

Heat

Heat

Heat

BIOMASS

PURIFICATION

THERMOLYSis

GAsiIFICATION

Rotating furnace

HT Fluidized bed

Gas treatment

Biomass gasificationBiomass gasification

C + CO2 � 2CO
C + H2O � CO + H2

CO + H2O � CO2 + H2

2006,  CEA France Korea meeting

Biomass project  at CE
A

green H2

Biosynfuels

>2030202020102003

C6H9O4 + 2H2O 

⇒ 6CO + 6.5H2

� Fluidised bed
� HT Stage

LFHT (Grenoble)
few kg/h

National Program for Biofuels

Development 
Platform

few 100 kg/h 

Industrial Pilot 
(~10t/h)

Industr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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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Issues in biomass gasification

• Analysis of inherent difficulties:

• Tar removal

• Ash removal, bed agglomeration

• Inorganics removal from gas

• Corrosion

• Fuels synthesis technologies

• Determination of mass and energy yields associated with different
processes

2006,  CEA France Korea meeting

Hydrogen storage

Example of Compressed Gas storage at C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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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Pressure Storage: CEA High Pressure Storage: CEA vesselvessel: first world performance: first world performance

1,0 kWh/L
1,8 kWh/kg (5,4%m)

CEA

•• capacitcapacitéés stockages stockage
•• cincinéétiquetique
•• temptempéérature & pressionrature & pression
•• rrééversibilitversibilitéé & & recyclabilitrecyclabilitéé
•• stabilitstabilitéé dimensionnelledimensionnelle
•• intintéégritgritéé & s& séécuritcuritéé
•• acceptabilitacceptabilitéé socialesociale
•• durduréée de viee de vie
•• cocoûûtt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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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2Type 1 Type 4Type 3Type 2Type 1 Type 4Type 3

Technologies for Technologies for CompressedCompressed GasGas VesselsVessels

Fatigue issue due to aluminium
(decrease of burst pressure with cycle life)

aluminium liner

composite
(carbon fiber

+
epoxy resin)

Type III Type IV

Polymer liner

aluminium boss

Carbon Carbon FibreFibre
compositecomposite

Protection
cap 

1995 1998



- 163 -

2006,  CEA France Korea meeting

Liner Liner :  H:  H22 barrierbarrier

CompositeComposite :: pressure pressure 

R&D Challenges for Type IV R&D Challenges for Type IV VesselsVessels DevelopmentDevelopment

Engineered Plastics

• 1 cm3/L/hr
• -40°C to +85°C
• Molding ability

Optimised Composite

• burst pressure > 2.5 service pressure
• inovative design
• multi-shield winding

Costs !

2006,  CEA France Korea meeting

2000

2002

PHYSE
LINER

2002

2005

POLYSTOCK
LINER

2005

2008

HYBOU
LINER

COMPOSIT
E

2006

2009

2004

EIRHY
CAPTEURS
FIABILITE

2008

STORHY
COMPOSITE

EMBASES

ROAD MAP  CEA

SPECTRE
(démonstrateurs)
INTEGRATION,

SECURITE

1996

2000

HYDROGEN
Liner Alumin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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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GEN SAFETY

2006,  CEA France Korea meeting

Hydrogen safetyHydrogen safety

Free fall

Crash test

CEA Facilities

Vessel Permeation
test

Fire t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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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gen SAFETY

• Collaboration with INERIS

• European Network HYSAFE

• Expert groups in IEA and IPHE

2006,  CEA France Korea meeting

FUEL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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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gen Fuel cells for transportation

Axes de recherche

Power stack demonstration

Components processes for 
PEMFC

Diagnostics with instrumented
benches

Objective  

Decrease costs

Reliability, performance

PEMFC

Transports

PEMFC

SOFC

Objective 

Increase performance 
and lifetime for SOFC 
(natural gases or 
biomass gases)

Banc d’essais

Research
Materials

Processes

Internal reforming

2006,  CEA France Korea meeting

StackStack 1 kW PEMFC1 kW PEMFC (fin ann(fin annéées 90)es 90) Empilement 2Empilement 2 kW PEMFCkW PEMFC

PaxitechPaxitech : 5 : 5 –– 150 W   150 W   

HELPS : 500 W HELPS : 500 W -- 2kW  2kW  

StackStack 2020 kW PEMFCkW PEMFC

Un stack de 20 kW, puis 60 kW  au meilleur niveau mond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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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PAC : an advanced compact 
fuel cell for the car industry 

80 kW

1.5 KW/kg

CEA and Peugeot Citroën partnership

January 2006A recent success story

2006,  CEA France Korea meeting

An exemple of composite 
membrane:

• Polyimide : Organic
phase stable up to 350°C

• Inorganic phase
conductrice protonique 
SiO2-B2O3-P2O5

• From a gel, the ternary
oxide is synthesized in 
thepolymeric matrix
during the thermal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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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Temperature hybrid memb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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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ation 3D of fluorated membrane

Hot – embossing
X 4

Voie liquide
X 5

Coupling with Pt in CVD 
in order to increase the performances of EME. 

Original process, compatible with online production: roll to roll

Structured membrane

Micro-Fuel Cell : 

Mobile Energy for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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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fuel cell core units in series
Energy management board

Silicon Fuel Cell Core Unit ( FCCU)

• External charger demonstrator  :

• 0.9 W peak

• 200 mA charge current

• 5 V output voltage

• 100 mW/cm2 (active area)

Mechanical
support – H2 distribution

Top cover:
Water management
And mechanical protection

2006,  CEA France Korea meeting

E
n
e
rg
y
 d
e
n
s
it
y
 (
w
h
/l
)

Micro fuel cells: Energy density roadmap for 1W / 15Wh

2005 2006 2007 2008

Li ion battery today 
(420Wh/l)

200

400

600

800

500

300

220

800

Alkaline battery (500Wh/l)

Methanol FC (150W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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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1

2002

2006

2010

2003

2004

2005

Cells 40 mm

Cell to stack, diameter 120 

mm

1er stack P=50W

Prototype

P=1kW

Stack

P=5kW

Stack

P=1kW

2007

SOFC Results (new program since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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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amic coating200 – 250 µm

New  ELECTROLYTE
Ionic conductivity O2-

0,05 S/cm à T = 700°C

Apatite
La9.6 Ge6 O26.4

Anode material

Gadolinium doped ceria

CO2 SC 300 bar - 15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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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ance dans la cellule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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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CO2

H2

H2O

CH4

Modeliing

Joint Helicoflex

CH4 + H2O
CO H2O

H2

CH4 COH2 H2

CH4 CH4
H2O

O2- YSZ

CO  +  H2O   =   CO2  +  H2 

Catalyseur
Anode

Progressive internal reforming SOFC

2006,  CEA France Korea meeting

Research and development at CEA

� Development of new materials and use of vacuum processes

� Electrochemical and Thermo-mechanical modelling

� Test of stacks (APU Route)

� Development of stacks and systems (GECOPAC, new architecture)

Main Topics

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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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C: DESIGN Studies

Validation

gaufrier

Vitesse maximale

38 m/s

Perte de charge

32 mbar pour 1000 mm

Profils de vitesse

Entre 0 et 38 m/s

Validation

spirale

DAM : modélisation écoulement associée à la conception. Distribution des gaz au voisinage des électrodes

DEN : étude d’un concept de SOFC planaire

DEN : étude d’un concept de SOFC forte puissance.
2 Brevets communs DEN - DAM

2006,  CEA France Korea meeting

SOFC: Processes and materials

réalisation d’électrodes par les 
techniques de sérigraphie et 
pulvérisation pneumatique

réalisation de cellule 
SOFC avec intégration 
circuit de distribution de 
gaz

réalisation de dépôt nano structuré par 
le procédé PROSOL
Objectif : électrodes de forte surface 
spécifique, électrolyte mince anode support pour reformage 

interne réalisée par compaction 
frittage

réalisation de cellule SOFC par 
coulage en bande, objectif 7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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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COPAC

Processeurs
 et  Piles  A
CombustiblesN  -  G  H  Y

Génération COmbinée d’Énergie par Pile à Combustible

•Aim of the project
• To develop the first French SOFC co-generator (P= 5 kW)

• fed with natural gas 

• tested on site in real conditions (aging, maintenance, performance)

• To support an industrial partnership

• To contribute to 
• more fundamental research and development 

• teaching

• Partners
• Dalkia France, CReeD end users

• CEA cell and stack development

• Snecma Moteurs integration 

• N-Ghy reforming 

• AINELEC power conversion

• Start in january 2004 up to 2008

• Funded by the french Réseau PaCO and the Région Centre

2006,  CEA France Korea meeting

APUROUTE

Experimental tests of a SOFC APU generator under 
conditioning atmosphere (temperature and vibrations)

Partners :
DELPHI, CEA, 

INEVA/CNRT –TOTAL 

- PSA – RENAULT 

TRUCKS - RENAULT –

UTAC – INRETS –

L2ES(UTBM)

• Funded by the French Ministry of Research

• Start fal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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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and economical aspects

2006,  CEA France Korea meeting

Impact Evaluation on 
sectors

Hydrogen economy
2020-2050

Processes:

� Production

� Storage

� Transport  
distribution

� Use

Hydrogen chain

Analysis

Processes Chain

Transport 
Distribution

Final Use
Hydrogen
Production

Sectors

� Transports

� Cogeneration

� …

HyWays-HyFrance

technological

R&D

InnoHyp

StorHy

NaturalHy…

HyWays
(Technico 

social-economy)

From technology to Chain Economy

Projects

Well to Wheel, Road m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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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d-Ouest 
Est 

Centre 

Centre-Nord 

Sud-Ouest Sud-Est 

CO2 

CO2 

CO2 

Project HYFRANCE 1 (MENRT)
(1ère phase HYWAYS)
Report available February 2006, 
Definition :
- National strategy
/Transport distribution H2
-Examples of chain
-Penetration rate
- Renewables evaluation

Projet HYFRANCE 2 (Ademe)
(2nd phase HYWAYS)

-Regional example pilot
-New Chain (NG/H2 mixture), HTE

HYFRANCE

2006,  CEA France Korea meeting

Entry Vision

No French Chains for Hydrogen Supply < 2010 2010-2020 2020-2030 2030-2050

1.a On-site or central SMR + CGH2 or LH2 trucks 40 20 0 0

1.b Central SMR + CGH2 pipeline 10 10 0 0

1.c Central SMR + CO2 storage + CGH2 pipeline 0 5 30 20

2.a Central Electrolysis + French Electricity Mix + LH2 trucks 0 15 15 10

2.b Central Electrolysis + French Electricity Mix + CGH2 pipeline 0 0 5 10

3 On-site Electrolysis + French Electricity Mix 50 40 30 30

4 Regional Biomass Gasification + CGH2 trucks or pipeline 0 5 10 10

5 On-site Electrolysis + dedicated wind electricity 0 5 10 10

6 Central HTE or TCC + CGH2 pipeline 0 0 0 10

Total 100 100 100 100

Transition

Use of existing pipelines 
in entry phase

Use of CGH2 trucks for low demand 
near the production site

Hydrogen production and 
delivery for niche markets 
(transport, stationary)

No significant amount of 
H2 ex-NG with CO2

storage before 2020
But CO2 storage required 

afterwards

Emergence of future nuclear reactors from 2040, 
with HT Electrolysis or TC Cycles for massive GH2 

production ("wildcard")

H2 Ch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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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ort Stationnaire

Saclay
PEMFC for back 
up system at CEA 
Headquarters
(30 kW)

• Hybrides buses at
Minatec Tours

SOFC 5 kW 
cogenerationin a 
high school

Grenoble
PEMFC at « Musée 
de la Houille 
Blanche »?

EDF, 
Irisbus, 
Hélion 

Axane

Dalkia, 
Snecma, 
Nghy

Hélion

Axane

Production H2 
(Grenoble) :

GEG
Air Liquide

Belfort
FC LAB

CEA-Grenoble :

• scooter, Wheel chairs 
small vehicles (Hychain)

•hydroélectricité

Projet régional (Isère - Rhône-Alpes) 

Demonstration at CEA 

Grenoble
PAC LAB

2006,  CEA France Korea meeting

Main french companies involved in 
Hydrogen

Gas Natural gas Electrity and utilities     Energy Car makers Comp.&systems suppliers

TOTAL

AXANE

SNECMA
Sagem
Thales
EADS

PSA
Renault
-Nissan
Irisbus

ALSTOM

AREVA

EdF
Dalkia
Elyo

Gaz de 
FranceAir Liquide

HELION

Hydrogen
Production
Reforming
Hydrogen
distribution
&transport
Infrastructure
Hydrogen
storage
PEMFC 
portable, UPS
Stationnary
integration

Hydrogen
Production
Reforming
Hydrogen
distribution
Infrastructure
&transport
On board
reformer
Biomass

Hydrogen
Production
NG Reforming
NG H2 mix
NG pipeline 
distribution
&transport
Infrastructure
Hydrogen
storage
PEMFC&SOFC
Demonstration
for 
residential&
Cogeneration

Hydrogen
Production
H2 electrolysis
Nuclear
reactor
PEMFC&SOFC
Demonstration
for 
residential&
Cogeneration
Virtual Plant Hydrogen

Production
H2 electrolysis
Nuclear reactor
PEMFC&SOFC
Demonstration for 
large power unit
Stationnary
Niches markets

On board H2 
production
H2 storage
PEMFC Automotive
APU SOFC
Hybrid cars
Bus demo

Hydrogen
handling
Micro fuel cells
DMFC&PEMFC
Military appli.
Portable 
Stationnary



- 176 -

2006,  CEA France Korea meeting

New French Commitments

• Preparation of a new National program on Hydrogen and fuel cells: PAN-H 
(2005)

• Involment in European Hydrogen Plat-form
– As members od Advisory Council: CEA, Gaz de France, Renault, « Paco »

network

– As Chairman of the Mirror Group (Members state) of the EHP

• Ministry of Research signed IPHE, Washington , November 2003
– Active involment in Steering Committee (proposed draft for so-called « IPHE »-

Projects: label and financing (Eureka-like)

– Active in ILC committee, with Scoping papers on production and socio-
economics

• Proposal of an action plan on Innovative hydrogen production

• IEA HIA member

– Proposal of a new Annex on High Temperature Production processes

PAN-H

HFP - FP6

International Activities

National and European Projects

End of presentation…
Thank you !!!!

International Workshop on H2 Energy, 11-12 December 2003 New Del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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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ive production of hydrogen using nuclear heat T
he CEA Program 

Pascal Anzieu

Program Manager

Nuclear Development and Innovation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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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nch R&D strategy for future nuclear energy systems 

Ministers Comittee for Nuclear Energy, March 17, 2005

1 – A two lines development of fast neutrons nuclear reac
tors with closed fuel cycle

� Sodium-cooled Fast Reactor

� Gas-cooled Fast Reactor

� New processes for fuel recycling

�Engage prototypes in 2015/2020
� Industrial deployment by 2040

2 – Hydrogen production and industrial heat at high temp
erature

� Very High Temperature Reactor

� Water splitting processes

3 – Innovative research for LWR

� Fuel, Reactor, high conversion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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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ototype by 2020

« I have decided to launch, as of now, a concept within 
the French Atomic Energy Commission (CEA), for a 
prototype fourth-generation reactor that will enter into 
service in 2020. Naturally, this will be in association with 
industrial or international partners who would like to be 
involved.   … »
Statement of the president Chirac, on January 5 2006

≪1° … The research on partitioning and transmutation is conducted 

together with the one on new generations of nuclear reactors mentioned in 
the Energy Policy Act of July 13, 2005, … , in order to have, by 2012, an 
assessment of the industrial prospects of these reactors and to put into 
operation a prototype by the end of 2020 »
Bill of June 28, 2006 on a sustainable management of radioactive materials and waste, 

Section 3.

Nuclear Energy Division

Generation IV : towards sustainability for nuclear

• New missions for a sustaina
ble nuclear energy  

• Economic competitivity

– Safety & Reliability 

– Waste minimization

– Raw material economy

– Proliferation resistance

• Technical maturity by 2040 

• Designed for new applicatio
ns 

– Hydrogen, desalination, ind
ustrial heat

• An international R&D

– A Framework Agreement sig
ned on February 28, 2005 i

n Washington  D.C.

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U.S.A.U.S.A.

ArgentinaArgentina

BrasilBrasil

CanadaCanada

FranceFrance

JapanJapan

South AfricaSouth Africa South KoreaSouth Korea

SwitzerlandSwitzerland

United United 
KingdomKingdom

E.U.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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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gen Production – a CEA Road Map

SSHH 22SSHH 22SSHH 22

Choose Technology and
Processes for Power
Demonstrators

1 MW Power scale
Demonstrtion on the
European Platform
SUSHYPRO

Sulfur-Iodine Cycle

Hybrid Sulfur Cycle

Alternatives Cycles

Reverse SOFC 700캜

High Power HTE

PEM HTE

High Temperature 

Electrolysis

Centralized (HT?

Nuclear or Solar)

Local (Geothermal, 

Waste Burner)

Thermochamical 

Cycles

Centralized (HT?

Nuclear or Solar)

1 MW Demo development

202011 20132007 2009<2003 2005

Choose demo 
cycle

Choose HTE Techno 
for demo

DemonstratorR&D steps
Previous
Analysis

Lab 
Tests

Flowsheet Pilote
Choice of
technology

Nuclear Energy Division

Cost of Hydrogen massive production

CO2 emissions

Electrolysis

Today

kWh or heat not expensive

H2 cost

Reforming

Today

CO
2 Captation 

Thermochemistry ;

HT° Electrolysis

Reforming +

HT° source

Oil price increase

18€/GJ

12€/GJ

6€/GJ

* For a centralised production from natural gaz reforming

Storage-distribution Transport 
by pipe

Final cost distribution *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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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YOHT 1ELYOHT 1
Basic researches / Design parametric studies – thermic, fluidic, thermomechanic 

modeling & experiments / Material parametric studies – elaboration, process 

(shaping & welding), corrosion, reliability

ELYOHT 2ELYOHT 2
H2

Intermediate power electrolyser (5 kW)

System approach in coupling with a geothermal 

source

Comparative evaluation with alkaline electrolysis

ELYOHT 3ELYOHT 3 SSHH 22SSHH 22SSHH 22

1 MW power electrolyser

System approach in coupling with nuclear or HT 

solar source

2005 2006 2007 2008 2009

High Temperature Electrolysis – ELY      HT program

Nuclear Energy Division

Thermochemical cycles using nuclear heat

HIx + H2O  
Vers section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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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unsen 
section

A 80 000 m3/h 
Sulfur/Iodine 

production plant

• Basic measurements for data acqui
sition

• Flow-sheet optimization

• Chemical engineering

• Components design

• Plant safety

• Cost estimates



- 182 -

Nuclear Energy Division

A micro pilot for Sulfur/Iodine cycle

• A 200 L/h H2 loop in collaboration with the US, one
section built by the CEA. Main results in 2008.

– General Atomics for the HIx sextion

– Sandia for the H2SO4 section

– CEA for the Bunsen section

US-DOE

Nuclear Energy Division

Time

100%

0%

Theoretical efficiency

First approach 

Energetic efficiency More precise Flow-sheet

Exergetic efficiency

System & Components

Optimization

Target efficiency

A long route to viability: efficiency and cost optimization

• The challenges:

– R&D activities with no iterative process

• flow-sheet assessment, heat distribution, materials, innovative concepts
…

– Answer questions about strategy for the hydrogen economy

• position vs. competitors (especially electrolysis), raw materials availability, 
safety, public acceptance, massive or dispersed production units…

Evaluation
R&D

Demon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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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T_3 Cycle

Experimental Tests

CaBr2 ⇒ CaOCaBr2 ⇒ CaO At 725°C/24h →

→

At 750°C/24h Just above melting point of CaBr2

→

→

Thermal 
cycling 
difficult 

FeBr2 ⇒ Fe3O4 At 600 °C/24h → Fe2O3 forms instead of Fe3O4

→

At 700°C/24h

The cycle is 
modified ! 

FeBr2 ⇒ Fe2O3

Volatility Experimental evidence of high volatility of FeBr2 at 750°C

Incomplete reaction

Particle collapse

Hardened solid

Incomplete reaction

Incomplete reaction

Just above melting point of FeBr2

? Fe2O3 forms instead of Fe3O4

Nuclear Energy Division

The Hybrid Sulfur Cycle

• Main issues: Electrolysis Sectio
n

– Membrane (SO2 permeation)

– Cell over-voltage

Electrolysis
SO2 + 2 H2O + →H2 + H2SO4

O2/SO2 Separation

Reduction
SO3-> SO2 + ½ O2

H2

O2

H2O

SO2 

(2-10 bar)

H2SO4  35-50% 

(20-110°C, 2-10 bar)

H2O + SO3
(600°C)

H2O

H2SO4  90-98% 
(350°C)

Decomposition
H2SO4-> SO3 + H2O H2SO4 Concentration

O2 + SO2 
(20-30 bar)

O2 + SO2 

(900°C)

900°C

Electrolysis sectionSulfur thermocycle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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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 tests :

- Membranes were suppressed

- High & rapid efficiency of reaction 2

- Viability of reaction 3

Ce-Cl

250°C

650°C

Cl2 + H2O

192  t/h
Condenser

Cl2
95  t/h

H2O

24  t/h

H2O

73  t/h

Cl2 + H2O

119  t/h

CeCl3
660t/h

800°C

Evaporator

H2O

24  t/h

H2O
24 t/h
+ X t/h

H2 + H2O +HCl

2.7  t/h + X t/h +287t/h

H2

2.7  t/h

CeO2

461t/h

HCl

390  t/h

O2

21.4  t/h

Separating
device

liquid

gaz

solid

HCl

295  t/h

Separating
Device

H2 + H2O

2.7  t/h + X t/h

UV

Evaporation

250°C

650°C

Cl2 + H2O

192  t/h
Condenser

Cl2
95  t/h

H2O

24  t/h

H2O

73  t/h

Cl2 + H2O

119  t/h

CeCl3
660t/h

800°C

Evaporator

H2O

24  t/h

H2O
24 t/h
+ X t/h

H2 + H2O +HCl

2.7  t/h + X t/h +287t/h

H2

2.7  t/h

CeO2

461t/h

HCl

390  t/h

O2

21.4  t/h

Separating
device

liquid

gaz

solid

HCl

295  t/h

Separating
Device

H2 + H2O

2.7  t/h + X t/h

UV

Evaporation

�

�

	

The Cerium Chloride Cycle

Nuclear Energy Division

UT_3 cycle

Gas-solid reactions:

MO + H
2
O + SO

2
→ MSO

4
+ H

2
exothermal   - low T°

MSO
4
→ MO + SO

2
+ ½ O

2  
endothermal - high T°

M could be Fe (T > 730°C), Ni, Co, Mn

Sulfate cycles         --------------------

Hybrid Sulfur cycle    -----------------

SO2 + 2H2O → H2SO4 + 2H
+ + 2e- Low T° Electrolysis <120°C

H2SO4 → 4H2O + SO2 + ½ H2 High T° Decomposition

• Main advantage : max T° lower than for 
S-I 

• A lot of unresolved difficulties + bromine 
toxicity

=> negative conclusion. We have 
given up this cycle

• Advantage : 2 reactions cycles 

• Difficulties : transfer of solid, parasites 
reactions (formation of MS, H2S)

=> Tests underway

Cerium Chloride cycle   ---------------
• Chloride and materials well none

• Medium toxicity

=> study underway

CaO + Br2 -> CaBr + 1/2 02 (500-600°C)
CaBr2 + H20 -> CaO + 2 HBr (700-750°C)
Fe3O4 + 8 Hbr -> 3 FeBr2 + 4 H20 + Br2 (200-300°C)
3 FeBr2 + 4 H2O -> Fe3O4 + 6 HBr + H2 (550-650°C)

Evaluation of Other Thermochemical Cycles

• High H2 purity, anode voltage lower than 
for water electro., H2 produced at low T°

• Comparable to S-I : same H2SO4 section, 
No iodine section.

=> positive First-analysis : seriously 
competing with S-I cycle

H2O + Cl2 → 2HCl + ½ O2 ~ 650 °C

8HCl + 2 CeO2 → 2CeCl3 + Cl2 + 4 H2O ~ 100 °C

2CeCl3 + 4H2O → 2CeO2 + 6HCl + H2 ~ 75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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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Energy Division

International and National Initiatives on H2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Working Groups

PAN-HPAN-H
A five years Plan
300-360 M€ for H2 & FC
50-80 M€ for H2 production

A recent French National Plan

An European mobilization The 1st European platform
270 M€ for H2 & Fuel Cells
FP6 (last 5 years)

Nuclear Energy Division

The SushyPro Plateforme : Objectives

Propose to European H2 community, research & industry, facilities 
to check systems of High Temperature Processes for H2 massive 
production with solar furnaces and simulated nuclear reactor 

(Helium loop)



- 186 -

Nuclear Energy Division



- 187 -

Nuclear Energy Division November 6th, 2006

Statu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n SI process

presented by Philippe CARLES
Nuclear Energy Division

Saclay Center

Physical Chemistry Department (DPC)

Korean Science Week in France

Forum on New Technologies for Energy

November 6-8, 2006

2
Nuclear Energy Division November 6th, 2006

• Objective : assess the viability (production cost goal 2 € / 
kg)

of massive hydrogen production processes
using water as raw material

• Cost components:
– Investment

– O&M
• Water

• Leaks

• Replacement parts

• Personnel

• …

– Energy consumption
(efficiency)

Thermochemical cycles: overall obj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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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issues of Sulfur-Iodine cycle

SideSide reactionsreactions

StoichiometryStoichiometry

SOSO33 decompositiondecomposition::

•• catalystcatalyst
•• couplingcoupling to to reactorreactor

•• temperaturetemperature decreasedecrease

HI HI separationseparation
HI HI decompositiondecomposition::
•• catalystcatalyst ((reactivereactive distillation)distillation)
•• incompleteincomplete reactionreaction
HeatHeat demanddemand
MembranesMembranes

GeneralGeneral::

Corrosion                                 Corrosion                                 EfficiencyEfficiency IodineIodine losseslosses

330°C850°C H2SO4 

Decomposition

H2

HI
Decomposition

HI
Vaporization

O2

Bunsen
Reaction

SO2

H2SO4

Concentration

H20

I2

4
Nuclear Energy Division November 6th, 2006

Sulfuric acid section : flowsheeting work

Input :
H2SO4 / 4 H2O

Exit : SO2 / ½ O2 / 3 H2O

H2SO4 / H2O
SO3 formation 

SO2

formation

Heat exchange

Nuclear h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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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furic acid section: the HYPRO technological program

100°C420°C

50°C

470°C

150°C

LT Cooler

Electric Heater

Récupérateur

Circulator
Filter

950°C <  850°C 

Water CircuitHT Cooler

HT Test Section

850°C

900°C

I/S Process
H2SO4

decomposition

To be coupled 
to the HELITE 
loop (~ 1 MW)

HYPRO 1 : ~ 100 – 1000 kW

6
Nuclear Energy Division November 6th, 2006

Bunsen section: objectives

Objectives:

• Reduce excess of H2O and I2
to dehydrate the HIx phase

• Optimize phase separation

• Minimize side reactions

• Minimize heat losses

xI2 + SO2 + (n+2)H2O ? [H2SO4 + (n-m)H2O] + [2HI + (x-1)I2 + mH2O]

Bunsen Reaction

H2SO4 phase HIx phase

H2SO4 + 6 HI ? S + 3 I2 + 4 H2O
H2SO4 + 8 HI ? H2S + 4 I2 + 4 H2O

x (I2)x (I2)

n (H2O)n (H2O)

GA stoichi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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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sen reaction: phase equilibria between products

H2SO4/HI/I2/H2O = 1/2/3/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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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sen section: B2 device

Objectives:
• Study of Bunsen reaction from actual reactants

(H2O, I2, SO2) at process T and P
– Phase separation
– Composition
– Side reactions (gas phase analysis)

Ta reactor Sampling system SO2 preparation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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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 Bunsen section of the I-NERI loop

Bunsen Pilot B3 located 
in Marcoule

• Section 1 of I-NERI I/S 
demonstration loop 

• H2SO4 and HI productio
n from I2, SO2 and H2O a
ccording to Bunsen react
ion

• Flow rate adapted to a 
production of 100 to 200 
l/h of hydrogen

10
Nuclear Energy Division November 6th, 2006

Main options for the iodine section

H3PO4 I2

HI/(H2O/H3PO4)

HI

HI/H2/I2

H2O/H2

HI/I2/H2O

HI/I2/H2O

H2O

I2

H2O

I2

HI

H2O/H3PO4

Distillate

Add third body

Recycle

HIx mixture from Bunsen section

H2

Concentrate HIx

Distillate

Separate H2

Reactive
distillation

Extractive distillation Electrodialysis Reactive distillation

Separate H2

Decompose HI

H2O

Issues for HI section:
– Exit of Bunsen section: HI/I2/H2O mixture (HIx)

– HI/H2O(/I2) azeotrope: no simple separation

– Slow and incomplete decomposition of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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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section: liquid-vapor equilibria measurements (1/2)

Objective: knowledge of thermodynamic basic data
for reliable process assessment

� Development of analytical tools and methods

�optical methods

Study of vapor phase composition
around atmospheric pressure

Current models underestimate the separation effectiveness
of the reactive distillation column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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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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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pressure measurements around 130°C
for various mixtures with 39 % I2

I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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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s a new thermodynamic model for 
HIx

New fit of Neuman model coefficients
based on first new data points




• Improvement of efficiency (40% +)

• Reduction of recirculation rate

• Possibility of coupling between
sections

• Possibility of new flowsheets1 H2, 0.1 H2O

11 H2O, 8.8 I2, 0.1 HI

Importance of thermodynamic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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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section: liquid-vapor equilibria measurements (2/2)

Study of liquid vapor equilibria under process
conditions (300°C, 50 bars)

I1
I3

14
Nuclear Energy Division November 6th, 2006

Bunsen section
H2SO4 section
HI section

Hydrogen production cost estimates: 
method

Flowsheet

Component design

Investment cost

Hydrogen
Production

Cost

He

He

Vapor (218)

H2SO4 (217b) liquid (217c)

vapor (217c)

vapor (219b)

vapor (219a)

E208E207 E209

He

He

Vapor (218)

H2SO4 (217b) liquid (217c)

vapor (217c)

vapor (219b)

vapor (219a)

He

He

Vapor (218)

H2SO4 (217b) liquid (217c)

vapor (217c)

vapor (219b)

vapor (219a)

E208E207 E209

Plant layout

Efficiency
Energy cost

Thermo-
dynamic
data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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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gen production cost estimates: 
results
•Reference flowsheet (η = 37%):

– Bunsen reaction with GA stoichiometry

– Ta lined Bunsen reactor
– …

� 4 to 4.5 €/kg H2

• Prospective assessment:
– Optimized Bunsen reaction (η = 50%)

– Glass lined Bunsen reactor

– New catalysts
– …

� 2 to 2.5 €/kg H2

16
Nuclear Energy Division November 6th, 2006

Conclusion

• A scientific assessment of the potential of the SI 
cycle is conducted

• A competitive hydrogen production cost can be
reached with the SI cycle provided :

– Efficiency is improved:
• Optimization of Bunsen reaction
• Better knowledge of thermodynamic data

– Investment cost is reduced
• Optimization of mass flows
• Optimization of heat exchanges
• New materials?
• …

• Importance of basic data measurement to assess
the efficiency of the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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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temperature thermochemical cycles

D. Doizi, J. M. Borgard, P. Carles, X. Vitart, CEA,DPC 

S. Abanadès, G. Flamant (PROMES-CNRS, UPR 8521) 

M. A. Lewis, Argonne National Laboratory, USA.

Outline of the talk:

State of the art.
Strategy we have developed.
Methodology for evaluating cycles. Some examples.
Perspectives.

2

Thermochemical cycles in the open literature (SciFinder source)

More than 380 cycles identified.

More than 2000 references.

1960 1970 1980 199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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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s histogram 

Number of publications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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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of the art

GA, SNL and Kentucky University have developed a database in a NERI project

(1999-2002) for US DOE.

800 references and about 115 cycles have been studied. 

The thermochemical selection methodology uses two levels of selection.

1st level : initial screening using ten criteria rated from 0 to 10. 

4

State of the art

The first level scoring enables to select a short list of 25 potentially interesting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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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of the art

2nd level of selection : study of the viability of each cycle (thermodynamical calculations) by 
one expert in each organization GA, SNL et UK.

This 2nd step selection leads to UT-3 and I/S cycles.

CaBr2(s) +H2O(g) → CaO(s) + 2HBr(g)  T= 720 °C
CaO(s) + Br2(g) → CaBr2(s) + 0.5 O2(g)                        T= 500-600 °C 
3 FeBr2(s) + 4 H2O(g) → Fe3O4(s) + H2(g) + 6 HBr(g)   T= 575 °C 
Fe3O4(s) + 8 HBr(g) → 3 FeBr2(s) + Br2(g) + 4 H2O(g) T= 200-300 °C

UT-3 cycle

H2SO4→ SO2 + H2O + ½ O2 T = 850°C
I2 + SO2 + 2H2O→ 2HI + H2SO4 T= 120°C
2HI→ I2 + H2 T= 450°C

ISPRA Mark 16 or GA cycle or I/S cycle

UT-3 cycle reveals less promising than expected due to the presence of solids.
The I/S cycle is the best identified cycle because it uses only fluids, is purely
thermochemical, a very good efficiency > 50%, a low cost and a very good coupling
to the VHTR reactor are expected. It is internationally studied.

6

2005 - 2006 : two major decisions

�French decision of the Atomic Energy Commitee (March 17th,  2005).

The ministers recommend that the priority of researches on reactors in France is given to: 

• the Sodium Fast Reactor as the reference solution,

• the Gas Fast Reactor as an alternative solution.

� French president Chirac decision in January 2006 to have a 4th 
generation prototype reactor available before December, 2020.

CEA is the leader of the conception of this new reactor.

I/S cycle

SCWR

SFR

Pb FR

MSR

GFR

VHTR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Temperature (? )

Gen IV reactor output

 temperature ranges

Hydrogen production

temperature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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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iciency of the reference iodine sulfur cycle versus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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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flowsheet
Goldstein, S., Borgard, J. M., Vitart, X.,

Upper bound and best estimate of the efficiency of the iodine sulphur cycle
Int J Hydrogen Energy, 2005; 30(6): 619-626

8

What are the consequences for R&D studies on the I/S cycle ?

� To examine the possibilities to lower the temperature of the H2SO4
part of the iodine sulfur cycle:

• MEMBRANES: example ORNL.

To lower the SO3 dissociation temperature up

to 700°C using inorganic membranes.

• ELECTROLYSIS:  example JNC(Japan Nuclear Cycle Development
Institute:

SO3 => SO2 +1/2 O2 (T = 600°C, electrolysis).

• Additional HEATING by electricity: exergetic studies performed by 
CEA. 

� To propose a new strategy to search for low temperature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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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 proposed by the CEA, Department of Physical Chemistry

• To evaluate via a multicriteria approach and then a thermodynamical
approach the potentialities of low temperature cycles available in the open 
litterature.

• To imagine variations, alternatives to create new cycles and to propose 
the experimental program to assess the viability of these new cycles.

• To stimulate and gather all scientific talents around this subject inside
and outside CEA.   

10

Open literature available

Three databases are identified:

• The GA/SNL/University of Kentucky: 800 references, about 115 cycles 

studied. 

• The database developed by the french CNRS (PROMES, UPR 8521,  
Odeillo) for solar energy: 

1750 references, 280 cycles. One of the most complete.

• The UNLV database (University of Nevada, Las Vegas) for solar energy:
around 380 reported cycles. The most exhaustive.

�16 selection criteria rated from 0 to 10, the choice of the criteria has been 

made with GA, SNL et CU. 

�Automatic research of cycles after choosing criteria and their importance.

Free access to this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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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mple of database available: the UNLV database.

Criteria Description
1. No. of reaction

2. No. of separation

3. No. of elements

4. Abundance chemical

5. Non-corrosive chemical

6. Degree of solids flow

7. Radiant heat transfer

8. Temperature

9. Thermal transients and/or diurnal storage

10. No. of paper

11. Scale of test

12. Efficiency

13. Toxic

14. Long term toxic

15. Environmentally toxic

16. Reactive with air or water

12

Screening methodology for the research of low temperature thermochemical cycles

Some of the criteria leading to the selection of thermochemical cycles are 
not satisfactory because they favour cycles with high maturity.

Possible innovations offered by R&D must be taken into account.

Example 1 : in I/S cycle, replacement of iodine by an other halogen.

• Br : studied and realized at Ispra (ISPRA, Mark 13). 

The Bunsen reaction is easier but an electrolysis step is needed to close the

cycle and generates hydrogen.

• Cl : As for bromine, an electrolysis step is needed to close the cycle.

Example 2. To replace sulfur by an other element of the same column of the

periodic classification. Exemple Selenium:

The maximum temperature available is lowered to 300°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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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ing methodology for the research of low temperature thermochemical cycles

A new methodology is under development with ANL (Argonne 
National Laboratory, M. A. Lewis) via an I-NERI agreement
(Octobre 2004 - Septembre 2007).

It is based on a two step selection methodology using: 

� eliminatory criteria such as abondance, complexity, toxicity, costs. 

� thermodynamic calculations. 

.→ The application of this methodology to a database of 210 cycles and
taking into account a maximum temperature leads to new promising
potential cycles such as the hybrid copper chloride cycle. 
Unfortunately, they all use solids. 

14

Example of evaluation : the hybrid Copper-Chloride cycle

Code  Réaction T(° C) ∆G 
(kJ /mol) 

∆H 
(kJ/mol) 

A1 2 CuCl + 2 HCl => H2 (g)+ 2 CuCl2 
 

25 ˜  + 120 ? 

A2 2 CuCl2 + H2O(g) => 2 CuCl + 2 HCl + ½ O2(g) 600-750 ? 130 
 

Code  Réaction T (°C) ∆G 
(kJ/mol) 

∆H 
(kJ/mol) 

C1 2 Cu(s) + 2 HCl(g) => 2 CuCl(s) + H2(g) 450  - 1 - 54 
C2 4 CuCl(s) => 2 Cu(s) + 2 CuCl2(aq) 25 + 10 - 62 
C3  2 CuCl2(s) + H2O(g) => Cu2Cl2O+ 2 HCl(g)  300-375 ? 130 
C4 Cu2Cl2O => 2 CuCl + ½ O2(g) 450-530 ? 120 
 

Code  Réaction T (°C) ∆G 
(kJ/mol) 

∆H 
(kJ/mol) 

D1 2 Cu(s) + 2 HCl(g) => 2 CuCl(s) + H2(g) 450   0 - 54 
D2 4 CuCl(s) + 4 Cl

-
 => 4 CuCl2

-
 30  + 33 0.3 

D3 4 CuCl2
-
 => 2 CuCl2(aq) + 2 Cu(s) + 4 Cl

-
 30 60 12 

D4  2 CuCl2(aq) => 2 CuCl2(s) 100   25 82 
D5 2 CuCl2(s) + H2O(g) => Cu2Cl2O+ 2 HCl(g) 400 40 117 
D6 Cu2OCl2(s) => 2 CuCl(l)+ ½ O2(g) 550 - 11 130 
 

First decribed by Dokya en 1976

A lot of work at ANL

Khan and She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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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 Suppiah and coworkers AECL 

16

Example of evaluation: the hybrid Copper-Chloride cycle 

Major results obtained by ANL:

• All reactions work at the lab scale.

• The reactions which produce H2 and O2 are well understood.

• The reaction of HCl(g) formation is the challenge of this cycle.

• Thermodynamic values for Cu2Cl2O are missing.

CEA, DPC expertise:

• The electrochemical step is a drawback for the efficiency and for the investments.

• The enthalpy of mixing of CuCl2 in the chlorinated matrix is very high and seems
underestimated by ANL. A measurement is necessary.

• High temperature reactions are not complete and temperatures above 600°C may be needed.   

The study of high temperature reactions is necessary.

Efficiencies: η ~ 41 % ANL, η < 37% DPC, η < 35 % (Kahn et Shen, UNL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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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temperature thermochemical cycles. Perspectives

• Creation of a working group inside CEA to evaluate low temperature
thermochemical cycles.  
The opening of this working group to the French, European and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unity.

• The work will be done starting from the most exhaustive available database, 
UNLV database and its 380 cycles.

• We shall reexamine the selection criteria taking into account the benefits of
R&D. We will associate not only thermodynamic experts but also chemical
engineering experts as well as technicoecomical experts.
Safety issues will also be considered.  

• R&D work on the hybrid CuCl cycle is scheduled in 2007 to assess the viability
of this interesting low temperature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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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stitut national de l’énergie solaire

The French Solar Energy Institute

 

Contents

1. The rationale and the setting up of INES

2. The organisation

3. The facilities

4. Scope of activities and main research topi
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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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s 
FEE

Limoges 
EMIX

Lyon
Tenesol

Montpellier
APEX BP

Grenoble
Schneider

CHAMBERY

Toulouse
Tenesol Aubagne 

Giordano

Perpignan
Tecsol

Bourgoin 
Photowatt

Aix 
Clipsol

Pechiney

SomfyCIAT

The rationale of INES

• The main French solar manufacturers are in the Rhone-
Alpes region
– Manufacturers involved in both solar thermal and PV

– More than 2/3 of the French turnover

• The wish of the Savoie
department and of the Rhône-
Alpes region, to support 
economic development

• The strategic alliance of CEA, 
CNRS and CSTB on this topic

 

INES Foundation act: July 3rd, 2006

Signature of the partner agreement with Mr Goulard, Research Mi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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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ES Main R&D issues : 
from components to integrated systems

Material

Solar components 

(PV, active or passive solar )

Solar Systems

(electric, thermal)

Towards Zero Energy buildings 

Silicon 100€/kg � 15 €/kg

Electric: 6 €/Wc� 2 €/Wc

100 kWh/m2/y � + X (Positive energy houses)

Thermal: 1 €/W � 0,4 €/W

 

Technical objectives of « INES »
• To support the industry to address the main markets :

Technology side
– Materials, PV cells and PV modules manufacturing

– Processing equipment

Demand side
– Grid-connected PV power plants

– Rural electrification

• To develop energy-efficient buildings using mainly solar en
ergy (residential and commercial) :
– By bringing technical answers to the main needs : heating, ventilatio

n, cooling, power, lighting

– By proposing cost-effective solutions to the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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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ential and commercial building
s

 

• Environ 1020 MW en 2004, pour un CA 
de près de 6 G€

• La croissance s ’accélère :

– 20% par an sur 10 ans

– 35% par an sur les 5 dernières années

Rural elect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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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lisation

Consolidation

Finalisation

Ressources and infrastructures planning

Building

Infrastructures

Manpower

INES RDI

Lynx 1

PUMA 1

Lynx 2

end 2005- mid 2007
0 � 70 p

3
2
0
0
 m

2

PUMA 2

PUMA 3

Maisons Usage 
Maîtrisé

+
3
0
0
0
 m

2

INES Bâtiment 
Définitif

mid 2007- mid 2009

End 2009

70 � 120 p

120 � 200 p

+
6
5
0
0
 m

2

Buildings: 15 M€ Equipments: 15 M€

 

Training / inf
ormation

R&D, Innovati
on, Technolog
y transfer

Demonstration

INES organisation : 3 main activities



- 209 -

 

INES : the Lynx buildings

 

INES : the first equipped labs within the LYNX bui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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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MA 2 PUMA 3

Delivery: End 2007

Si Cell

research lab

Solar thermal 

systems test facility

INES : the PUMA  buildings

 

Photovoltaic, Thermal  

Solar and Energy 

Management in Buildings

Energy control improvement:

- Residential, services
- Global energy systems 

PV Cells
�Silicon 
�CIGS & Nano composites

� PV modules

� Systems

� Energy storage

INES Research Strategy: PV cells and modules 

Si PV Goal

Increase conversion 
efficiency and 
decrease 
production costs

(from metal. grade 
to solar grade Si, 

and towards PV 

cells & modules)

Research

Improve 
fabrication 
process

Photosil & 
Restaure
Platforms

Industrial 
Transfer

CIGS &
Nano 
compo
site PV

Improve cells life 
cycle and increase 
conversion 
efficiency

Nano 
technologies

Short term: 
Nomad 
market

Long term: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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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of the art

In In laboratorylaboratory (theoretical efficiency 27 %), Max Conversion Efficiency:  25%
(UNSW, Australia, on ultra pure Float Zone (FZ) silicon substrate (area close to 4 
cm²)

In In productionproduction : Av. 17 % mono-C (SANYO – 125 x 125 mm2), 15% multi-C (PW 
150mm x 150mm), 25 years warranty

CEA

Av. 16,7 % multi-C 150 x 150 mm2 with std process
Av. non-textured, screen printed hetero junction 16,2% mono-C (50 x 50 mm²)
Av. non-textured, photo litho RCC 17% mono-C (50 x 50 mm²)

Silicon Cells Technology
Classical technology
Rear Contact Cells
Hetero junctions (HIT) 
Cells

Goals

2010, Si cells with 20% efficiencies on 150 x 150 mm2

substrates for industrial transfer, cost < 0,8 €/Wp
Toward thin PV cells with 15-20 % conversion 
efficiencies integrating advanced structures ((HIT and 
R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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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 Film Nano Composites Photovoltaic 

Verre

LiF/Al

Cr/Au
PEDOT : PSS

Couche active organique

ITO

Glass/flexible 

LiF/Al

Cr/Au contact
PEDOT : PSS

Active nano composite layer

ITO

POLYMER + PCBM 3D 
network

Charge 
extraction

State of the art

In laboratorylaboratory (theoretical efficiency 20 %), Max Conversion 
Efficiency: P3HT: PCBM 5% 18 mm2 2005 (Ryes-Ryes and

Heeger, Appl. Phys. Lett., 87, 083506 (2005) ; Adv. Funct. Mat)

CEA: P3HT: PCBM 4% 28 mm2

Konarka 2003

CEA 2003

Thin nano composite polymer films
New materials for higher efficiencies
Increasing lifetime

Goals

2010, flexible cells with > 5 % efficiencies, cost < 1 
€/Wp, lifetime > 3 years (> 5000 hrs)
Towards high power to weight PV cells with 15-20 % 
conversion efficiencies, on flexible substrates and with 
low cost

O

O
O

O

t

Exciton dissociation probability ≈1
Limitation: photo induced charges 
transport and collection

Donor material = polymer

Acceptor material = 

fullerene derivative

P3HT: poly(3-hexyl thiophène)
3D network

C60 derivative
(PC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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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ES Research Strategy: PV and Solar Thermal systems

Research
Simulations, predictions
Innovations : components and 
systems 
Characterizations on the : 
• Solar combi systems test 
facility
• PV systems test facility

Goals :

Reduce complete costs : 
design, installation, operation

Increase induced benefits :

productivity, reliability, life time

Solar 
Thermal and 
Electrical

Systems

Heating and 
cooling 
systems

Decentralized 
Power 
(Electricity) 
Production

Energy 
Storage

Pb, Li-ion, 
other techno

Goals :
- Increase useful capacity
- Improve life cycle
- For PV : reduce total costs 
towards 0,05€/kWh 
discharged capacity

Research
Optimized battery 
management systems
Introduction of Li 
batteries in PV systems

Buildings
Transport

 

INES Research Strategy: Energy-efficient buildings

Research and development :
New products such as : 

•Hybrid PV/Thermal modules
•User interface based on ICT

Characterizations 
Simulations, predictions

Goals :

Reduce complete costs : 
design, installation, operation

Increase induced benefits :
productivity, reliability, life 
time

New multi-
functional 
building 
components

Intelligent 
building 

Buildings

Goals :
- New design tools for 
efficient buildings

- Use of ICT for a better 
energy efficiency and use of 
solar energy

Research
- Simulation and 
modelling software
- Validation through a 
demonstration test facility 
with test ho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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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al realisations : 
Research consortium & 
industrial partnerships

Low energy houses : 
Conventional (concrete) and

advanced structure

Building components 
test facility

Façade & roofing components

LYNX 
LYNX II 

Parkings : PV roofs 
and charging stations

Service building

Zero-energy
building test facility

 

Building test facility

Technical Control building Experimental houses

• 100 m2 living area

• Simulation of a family usage

• Modeling

Mesurement network

Canadian well

Electrical grid

Geothermal loop

 

Solar PV and

thermal mod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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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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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is,  7 November 2006 1CEA/DEN/DTN       Séminaire franco-coréen

CEA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 
on Biomass valorisation through thermo-c

hemical transformations

Sylvie Rougé

2CEA/DEN/DTN       Séminaire franco-coréen Paris, 7 November 2006

French specificities

• Important stocks of unexploited biomass (forests and 
agriculture) : 40 to 70 Mt/ year

• Cheap electricity (nuclear program)

• Limited needs of central heating (October to May) 

• Complete dependence on fossil energies (petrol, gas, coal)

Main CEA R&D activity focused on biofuels
development and industrialisation (BIOCARB 
program) through biomass gasification, since
2000

Second field of CEA R&D : advanced cogeneration
through biomass gasification and SOFC coupling , 
since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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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IOCARB Program for biofuels production

The advanced cogeneration program (Biomass-SOFC
coupling)

4CEA/DEN/DTN       Séminaire franco-coréen Paris, 7 November 2006

Agriculture

2%

Transportation

31%

Industry

24%
Residential

Tertiary

43%

General energetic status in France

Energy consumption per sector in France

French road transportation ( 60 Mtep) is depending on fossil CO2 emissive energy for up to 
95 % of its consumption.

Biofuel is less than 2% of the overall fuel consumption in 2006

The energy consumption of transportation is 
around ~30 % of total energetic consumption 
in France

Implementation of measures of incitation by European and national governments

following 2 main axes

Augmentation of production 
capacity of current first generation 

plants :

•ethanol or ETBE
•methylic esters of vegetable oils

Development of second  
generation biofuels :

•Methanol
•Fischer-Tropsch diesels

3 Mtep limitation equivalent to
5% of French needs

6-20 Mtep limitation equivalent to
10-30% of French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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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nch and European biofuels policy

limitation

First generation biofuels

Need of Second generation biofuels

6CEA/DEN/DTN       Séminaire franco-coréen Paris, 7 November 2006

Second generation biofuel

Advantages

Possibility to use the whole plant

Diversified resources
Wood
Wood wastes
Dedicated cultures
Agricultural waste
ordinary industrial wastes

Current renewable French resources: 
40 to 70 Mt annually

Massive biofuel production : 
6 to 20 Mtep (depending on 

process)

Reduction of environmental pressure

Possible later on applications in the 
chemical industry

Drawbacks

Currently no industrial process

Limited experience worldwide and 
only using coal or fossil natural gas

Only a few small demonstration 
projects:

1 to a few MWth

Industrial implementation expected 
by 2020 at the earliest

High capital costs 
(equivalent to oil chemistry industry)

Next to no experience in France 
apart from academic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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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ermo-chemical process of gasification

Pick-up / 
Transportation

Pre-Treatment
50-600°C

Gasification
700-1400°C

With partial pressure 
air, O2, H2O

Dedusting and 
Conditionning of Gas

Fuel Synthesis
Diesel Fischer-Tropsch (-CH2-)n

Methanol (CH 3OH)
DME (C2H5OH)

BIOMASSE + C6H9O4

Cogeneration 
electricity and heat

Separation and shift
production of H2

Synthesized gas: CO, H2, CO2, H2O, CH4 + light carbon hydrates, Tar, Inorganic compounds

H2/CO ~2
No CH4
Tars < 1 mg/m3
Inorganic compounds ~1 à 10 ppb

H2/CO : no criteria
CH4 welcome
Tars ~100 mg/m3
Inorganic compounds ~1 à 100 ppm

Water electrolysis 
~280 kJ/mol

Gasification 
~70 kJ/mol

solid or 

liquid 

injection

8CEA/DEN/DTN       Séminaire franco-coréen Paris, 7 November 2006

CEA R&D program

• Technico-economical process evaluation in collaboration with IFP: choi
ce of a best standard gasification process for biofuel production

• Implementation of this standard technology on french soil

– Modeling and lab scale experiments (1 to 10 kg/h) for basic pheno
mena understanding

– Standard demonstration plant (10 t/h) : the Bure project

– First industrial plant (50 to 250 t/h) 

• R&D program on advanced processes : main objective towards significa
tive increase of mass biofuel yield + energy integration

– Modeling and lab scale experiments (1 to 10 kg/h)

– Development plant (100-500 kg/h)

– First industrial plant coupling plasma and gasification (20 t/h)

2002           2006         2012        

2000

2004        20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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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evaluation and choice (1/2)

High temperature processes

• Thermo dynamical advantages:

High temperature and low pressure 
processes allow optimal conversion 

• Kinetic advantages:

High temperature(1250-1500°C) help 

• Tar cracking 

• Methane conversion to CO + 
H2 

• Ashes fusion

(Interesting when using wastes)

IDEAL FOR PRODUCTION OF CO & O2

High pressure processes

• Final application depending on pressure

30bar =>Gas-shift

20-40bar =>Fischer-Tropsch
synthesis

~70bar => Methanol synthesis

• Less compression stages

=>10% reduction of the energetic cost 
(PCI       

biomass)

• Reduction of investment costs and 

technological constraints for big industrial 

plants (> 50 MWth)

• Optimization of gas clean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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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CEA/DEN/DTN       Séminaire franco-coréen Paris, 7 November 2006

Process evaluation and choice (2/2)

Noell Entrained-Flow Gasifiers

Burner insert

outlet
Gas and slag

Reactor with Cooling Screen

system
Partial quench

Gas outlet

Reactor with Cooling Wall

Coolant

lining

SiC layer

Refractory

Cooling jacket

Burner insert

•Process of reference for CEA : thermal 
pre-treatment (250-700°C) + Entrained
flow reactor working between 1200 and
1400°C
•Existing technology for coal gasification : 
Shell Uhde, Future-Energy, Lurgi, Conoco-
Phillips ….
•Limited experience on biomass : 
CHOREN plants

•Alternative process :
Fluidised bed (700-900°C)+ high temperature
gas reformer (1200-14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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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A R&D program

• Understanding of physical and chemical basic 
phenomena

– High temperature thermo chemical models

– CH4 and tar studies

– Inorganic compounds behaviour (H2S, HCl, 
alkaline, heavy metal…)

– Associated analytical experiences

– Measures development

• Definition of models and simulation 

– At particle level (2 PhD students)

– At reactor level

– At process level :  PROSIM software

• French and European collaborations and networks

– French Institutions: Ministry of Industry and R
esearch, Regions, ADEME…

– French ressource providers : INRA, AFOCEL, 
agriculture syndicates…

– French R&D : IFP, CIRAD, CNRS 

– Industrials : EdF, GdF, TOTAL, Air Liquide…

– French competitivity clusters : TENERRDIS, E
NERCAP

– European R&D:VTT, ECN, FzK…

– European networks: IEA, ThermalNet, CTCB

LFHT
40 bar
1000°C
1 kg/h continual 

operation

Started end of 2005

8 testing trials

PEGASE
4 bar
1600°C during 2 s
2 Nm3/h

Started mid 2006

To be coupled with LFHT 
beginning of 2007

12CEA/DEN/DTN       Séminaire franco-coréen Paris, 7 November 2006

The Bure Project in the East of France : a first demonstration plant

Clean wood (oak, beech, hornbeam, fir)
10 t/h dry
45 MWth
250 bpd FT diesel

Gasification
CHOREN process

Conventional wet cold gas cleaning
and adjustement to FT 
specifications

Fischer-Trospch synthesis
AXENS Process

One of the 2 biomass platforms decided by President J. Chirac in October 2006
Very preliminary study : 2005-2006
Study and building : 2007-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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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process : how to increase mass yield

Main Carbon losses

• Endothermic gasification : partial comb
ustion of inlet biomass

• Fischer-Tropsch Synthesis needs : wat
er gas-shift reaction (CO -> H2)

• Fischer-Tropsch yield (-CH2-): 

C6H9O4 + 2 H2O => 6 CO + 6,5 H2

volumetric ratio H2/CO ~2

Tail gas : 46%
Naphta (C5-C10) : 12%
Diesel (C11-C20) : 42%

C-biomass+ O2 -> energy

6 C

4C

2.5 C

1.2 C

6 C

4C

4 C

1.7 C

6 C

6C

4 C

1.7 C

6 C

6C

6 C

2.5 C

H2 
supply

Plasma 
energy

H2 + 
Plasma 
energy

Mass yield 12%        17%       17%       25%    38%
Interesting if non fossil energy and cheaper than
biomass

H2 +
Plasma + 
Tail gas

9 C

9C

9 C

3.8 C

14CEA/DEN/DTN       Séminaire franco-coréen Paris, 7 November 2006

Biofuels at high mass yield : the plasma program (1/2)

PlasmaGasifier Gas shift

CO2

FT-Synthesis Hydrocracking-

H2O

H2

H2O

Gasoil

Naphta

system

plasma

Main scientifique questions :
• Plasma plum properties (enthalpy, conductivity, 
viscosity, …)
• Capacity of mixing between plasma and the load 
• Tthermal transfer rules between plasma flow and 
wall (heat losses) and particle (transfer limitation)
• kinetics of reaction
•Effect of the pressure
•Up scaling laws

Main technological issues :
•Performance and optimized design of a plasma torch 
working with syngas
•Pressure limit
•Interface plasma-torch / reactor head
•Injection of biomass in plasma plum

Technological choice : Non-transferred plasma-torch in an entrained flow reactor



- 222 -

15CEA/DEN/DTN       Séminaire franco-coréen Paris, 7 November 2006

Biofuels at high mass yield : the plasma program (2/2)

• The GALACSY program : A collaboration between CEA and EUROPLASMA, contact
s with CHOREN

•Process evaluation
•Modelisation
•Lab-scale experiments : BIOMAP facility
at CEA

20 kW

R&D R&D GalacsyGalacsy programmeprogramme

10 kg/h10 kg/h

BTL R&DBTL R&D

IndustrialIndustrial phasephase

20 t/h20 t/h
Platform
500 kg/h

20052005 20102010 20152015

2 MW

•Industrial plasma torch validation (2-20 MW) 
using synthetic gas as plasmagen gas
•Industrial interface plasma / reactor

16CEA/DEN/DTN       Séminaire franco-coréen Paris, 7 November 2006

The BIOCARB Program for biofuels production

The advanced cogeneration program (Biomass-SOFC
coup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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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UROPEAN GREEN FUEL CELL PROGRAM (2004-2007)

• SOFC sensitivity to biosyngas organic and inorganic pollutants estimation

• Biomass composition measurement

• Calculations at thermodynamic equilibrium using GEMINI and FACTSAGE programs (mini
misation of the Gibbs Energy of the total System)

– Composition of solid, liquid and gaseous phases : give an estimation of agglomera
tion risks in the bed and an estimation of inorganic compounds in the gas

– Minor species condensation temperature range (cleaning)

– Interaction between syngas and sorbents (cleaning)

– Interaction between syngas and SOFC anodic and electrolytic materials

• Experimental validation

– Minor organic and inorganic compounds measurement in syngas

– Interaction with SOFC materials

• Gas cleaning design and test

– New H2S and HCl sorbents developed at ICT (Czec Republic)

• Small SOFC stack tests at ECN (Netherlands) and CEA (France) 

CEA main role : inorganics behaviour and interactions with SOFC materials
CEA transversal program between biomass gasification team and SOFC development teams

Coupling biomass gasifier – hot gas cleaning – Standard SOFC stack :

18CEA/DEN/DTN       Séminaire franco-coréen Paris, 7 November 2006

Minor inorganic species in biosyngas

• Example of GEMINI calculations for CEA gasifier (LFHT device) at 1 bar and stea
m/biomass=0.75 giving gaseous compounds versus gasification tempera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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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syngas – SOFC anodic materials interaction

•Standard Ni-YSZ anode and electrolyte materials
•LSC anode materials (CEA) 
•100h at 800°C and 1 bar
•Tests with syngas (CO + H2 +CO2 + H2O + N2)  + 100 
ppm H2S or 50 ppm HCl or 100 ppm KCl
•Post-mortem analysis (SEM, EDX, XPS, Raman)

 

MATISSE : 
Study of material interactions at 800°C 

Raman spectra of Ni-YSZ Indec cermet before H2S exposure (left) and after H2S exposure (right) presence of Ni 
sulfides (NiS, Ni3S2, NiS2)

20CEA/DEN/DTN       Séminaire franco-coréen Paris, 7 November 2006

Coupling biomass gasification – hot gas cleaning train - SOFC stack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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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for your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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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limitations of organic
membranes used in PEMFC for 

automotive applications 
Michel Pinéri DRT/LITEN

•Introduction

•Chemical degradations

•Physical degradations

•Conclusions

Introduction

• Importance of membranes and MEA

• Membranes under development
– Perfluorinated membranes

– Hydrocarbon based membranes

– Composite membranes

• Temperature range of utilization in automotive
applications 
– High Temperatures (facilitated oxydo-reduction

reactions, better heat and water management)

– Low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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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degradations by free
radicals

• Origin of Hydrogen peroxide
– Electrochemical: Two electrons reduction of Oxygen at cathode side
– Chemical:Catalytic reactions of hydrogen and oxygen after gas

crossover
• Decomposition of hydrogen peroxide give free radicals by oxidation of 

contaminant cations
– Ex situ evidence of the influence of transition metal ions on Fluoride

elution
– In situ evidence with a large increase of the membrane life time when

trapping cations by scavengers (phosphonic acids)
• Evidence of chemicals resulting from free radicals interactions with the

polymer backbone
– IR evidence of degradation products in irradiation grafted

membranes at Cα positions.
– Fluoride elution from perfluorinated membranes (Key parameters for 

the decomposition: end groups, contaminants, Temperature [1eV 
Arrhenius energy])

• Pin hole formation

Possible improvements of the MEA 
lifetime

• Minimize the hydrogen peroxide formation

• Use of scavengers for the cations

• Induce a « begnin » decomposition of 
Hydrogen peroxide

• Decrease or protect the molecular groups 
sensitive to free radicals attack

• Mechanical properties improvement inducing
decrease of the Coefficient of moisture
expa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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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degradations of
membranes /MEA upon

Temperature cycling

• Experimental evidence of a loss of
performances associated with
degradation

• Water polymer interactions; influence of
the temperature changes

Electrochemical and mechanical analyses of 
Nafion after –40 °/+80 °C cycles (Giner)

• Experimental conditions

Unhumidified Nafion 112 and MEA

385 cycles between –40°C (2 hours) and + 
80 °C (two hours) with 30’ ramping time

Constrained (gaskets in X,Y; Carbon diffusion 
paper in Z) and unconstrained states.

• Mechanical measurements after water
swelling at 80 °C

• Ionic conductivity versus RH

• Polarization curves after MEA humid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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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ical results
Decrease of tensile strength and elongation at
break

5 % decrease in density

Small increase in water swelling

Chemical and electrochemical
analyses

No EW changes with membranes

No change in HAD tests

Conclusions:
No catastrophic physical or chemical failures

observed

Rearrangements of polymer matrix with increase
of the ionic domains size

Changes in electrochemical performances 
after –10/+80°C MEA cycling (KIST)

• Objective:Influence of water freezing on 
elctrochemical performances

• Experimental conditions

MEA from Nafion 115 cycled between 80 °C 
and –10 °C (4 Cycles) Measurements at 80 °C

• Pore size distribution

• Surface active area

• AC Impedance measurements

• Polarization cu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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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 Conclusions

• No change in OCV values and small decrease of 
current density (10%)

• Within the electrode structure the average pore 
diameter is increased and the specific surface 
area decreased by 30 %

• There is a decrease of the electrochemical active 
surface and of the Pt utilization

• A large increase of ohmic resistance is observed
(0.26 to 0.65 Ohmscm²) due to increase of 
charge transfer resistance

• No change of ohmic resistance is observed
during cycling of a PEM wet or dry

• Conclusion: Degradation of the active layer 
structure

Nissan results on low
Temperature Cycling

• Results obtained after a few cycles (-
20°C/RT) in fuel cells with perfluorinated
membranes 
– Lag times up to 7/8 minutes for voltage recovery

at –20°C

– Irreversible loss of electrochemical performances

– Mechanical degradation of membranes

Possible explanations:
-Delamination between GDL and MEA

-Water crystallisation inside active layers

-Irreversible degradations of the active 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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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idence for sorption-desorption phenomena during
low temperature thermal cycling in highly hydrated
Nafion membranes (CEA results)

Experimental

Nafion 112 with different water contents (up 
to 15 by weigth %)

DSC runs
NMR (Bruker CXP 100 pulsed spectrometer)
DMA (Torsion pend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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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ption isotherms
DSC results

• When decreasing the temperature there must 
be a continuous desorption of water out of 
the membrane to be in thermodynamic
equilibrium

• Thermodynamic equilibria may be obtained
only if there is water mobility

• Evidence of endothermic peaks in DSC 
experiments for water contents larger than 8% 
DSC curves depend on cooling rates



- 233 -



- 234 -

NMR Results

• Water Protons are mobile down to –50°C

• After quenching a sample containing 15 % 
water and annealing at temperatures below
0 °C, the number of mobile protons 
decreases versus time

• The characteristic time is thermally dependent
with a 9.7Kcal/mol energy

• Around 7/8 % of water corresponds to 
undesorbable water



- 235 -



- 236 -

Mechanical results
Conclusions

• Changes in the oscillation period of a sample
containing 15 water % after quenching at
77 °K and annealing at –50 °C are consistent 
with a desorption-freezing mechanism

• During low temperature cycles half of water
molecules are undesorbable and half of them
may desorb and crystallise outside the
membrane 

• Because of water mobility down to –50°C, 
ionic conductivity is possible at low
temperatures

Conclusions on membrane 
cycling at low temperatures

• No freezing of water inside membrane but desorption
and outside freezing. Results supported by very
recent µ diffraction results on membranes and MEA.

• Important modifications of the morphology of the
active layers

• Important losses of the catalytic active area inside
the active layers inducing decreases of 
electrochemical performances

• Mechanical degradation of the MEA and
perfluorinated membr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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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s and perspectives

• Current membranes and associated MEA suffer severe
limitations specially for car applications.

• Need to developp new materials (Membrane and MEA) with a 
strategy supported on our knowledge on the mandatory
properties and degradation mechanisms identified in current
materials.

• Large potential of collaboration between Corean and French 
laboratories to develop new innovative membranes and MEA

– Structure analysis (SANS), physical characterization, ex and
in situ life time measurements at CEA; Synthesis at CNRS.

– Synthesis in Corean laboratories (Korea, Seoul, Hanyang, 
Chonbuk, Yonsei Universities) and in KIST, GIST, 
KAIST,KRICT, KIER.

Polar PAC in polar 
environment

AXANE results
• Objective:Use of a PEMFC in low temperature

conditions to recharge Li-Ion batteries

• No decrease in performances observed after
storing the fuel cell at –35 °C for 10 days

• No or only small changes in ohmic losses
between 25 and –35°C

• Lower electrochemical activity at –35 °C may
be due to freezing of water in volumic
electrodes inducing lower gaz dif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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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MFC operational and design strategies for 
sub zero environments (Ballard)

• Objective: Cold start up in automotive
applications with PEMFC

• Blockage of reaction sites by frozen water
can be overcome by heat generation

• A purge with dry gaz after shut down may
prevent ice formation with the problems of 
membrane dehydration

• Use of different coolants compositions 
including water/glycol mixtures

• System design and control also play a role in 
achieving optimum cold start up 
performances

Chemical degradation of membranes

• Hydrolysis

• Free radicals attack of the polymer
chains

– Hydrogen peroxide production

– Decomposition of hydrogen peroxide

– Membrane degradation

– Pin hole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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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ical degradations resulting
from free radicals attack

• Pin hole formation in MEA induces gas
crossover and failure.

• Different reasons for pin hole formation have 
been advanced

– Local ignition of MEA

– Thickness reduction due to creep of 
plastified membranes

– Precipitation of contaminant particles

Why « high and low »temperature

membranes for PEMFC

• Increase of kinetics of oxydo-reduction 
reactions (Oxygen reduction, methanol 
oxidation)

• Decrease of CO poisoning limitations

• Easy thermal management

• Simplified water management

• Low temperatures cycling for automobile 
applications



- 240 -

Evidence of Hydrogen peroxide
production in fuel cells

• H²O² signature evidenced by cyclic

voltammetry using a Pt microelectrode

• Origin of Hydrogen peroxide

– Electrochemical: Two electrons reduction
of Oxygen at anode side

– Chemical:Catalytic reactions of hydrogen
and oxygen after gas crossover

Influence of membrane pre-treatment on water
sorption properties

• Nafion 117 Pre-treatment
– Soaked for 2 hours in Nitric acid (50%) solution
– Stored in water at 50 °C
– Annealed in water at different Temperatures/Pressures for 12 Hours
– Stored in water at 50°C.

• Water content at saturation at 25 °C
– 50°C (17.78%); 91°C(19,68%);113°C (20.84%);130°C (21.23%); 157°C (24.44%)

– Continuous increase of water content with the pre-treatment Temperature

• No change in water content after storing the membrane in water for several days
• Water desorption occurs when decreasing the Relative Humidity at 25°C
• The water content at low RH do not seem to be affected by the water pr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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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 of a low Temperature (-20°C) storing on the
membrane water content

• Membrane history

– Samples previously annealed in water at different Temperatures

– Membranes stored in water at RT for 5 days

• Experimental

– Excess water is removed from sample surface
– Membrane stored in a plastic bag for 70 Hours at –20°C.

– Excess water (solid) removed from surface sample before weighing

• Results

– Weight loss versus temperature of pre-treatment: 50 °C (4.92%); 91°C 
(5.78%);113°C (6.64%);130°C (7.92%); 157°C (10.34%)

– No further changes if 5 days instead of 70 hours

• Conclusion
– Water desorption and surface crystali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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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rmation of an elongated structureConfirmation of an elongated structure

Reduction of membrane thickness by a factor 2Reduction of membrane thickness by a factor 2

Studied by Studied by µµSAXSSAXS (ESRF(ESRF--ID13)ID13)

Hyper swollen Hyper swollen NafionNafion membrane (water 180membrane (water 180°°C) C) 

dried under constraint : dried under constraint : uniaxialuniaxial deformation        deformation        

Observation along thicknessObservation along thickness

Ionomer p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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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A/LITEN contribution 
to the realization of power PEFC prototypes

Jean-Philippe POIROT-CROUVEZIER, Laurent ANTONI

(jean-philippe.poirot@cea.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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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line

• PE Fuel Cells: From components to systems

• The 80 kWe GENEPAC stack

• The 3 kWe EPICEA system

•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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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types

Conception and realisation of 
stacks and systems

From components to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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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types

Conception and realisation of 
stacks and systems

From components to systems

Assessment and Diagnostic

Instrumentation, Modelling

Development and testing of components

Production and assembling, instrumented test stations, testing protocols

et electrochemical characterisations (testing plate-form)

Dimensioning

Performance and Dur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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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components to stacks

EPICEA 3 kWe

Composite stack

GENEPAC 20 kWe

Metallic stack

SPACT 80
30 kWe

Composite stack

GENEPAC 80 kWe

Metallic stack

Marathon Shell
200 We

Graphite stack

RobotPAC
200 We

Graphite stack

• Optimisation of materials and MEAs

• Study of the degradation mechanisms
under functionning

• Establishment of electrochemical, hydraulic
models

• Dimensionning and stacks assembling

- Forum on New Technologies for Energy – November 7th, 2006 6DRT/LITEN/DTH - J.P. Poirot-Crouvezier

Components - MEA

Development of new membranes

- organic / inorganic hybrid membranes

- monitored processes

Development of new MEA

- Gen 1 : standard processes

- Gen 2 : continuous processes

Incorporation of nanotechnologies

- Nanotubes

- Deposit process 

- Nanostructuration of M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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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s – Bipolar plates

Composite & Metallic bipolar pl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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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ENEPAC stack

• The fuel cell stack, developed by CEA and PSA, was unveiled on Ja
nuary, 9th, 2006

• It is part of the development of a complete fuel cell system

• The main specifications are :
– System rated power : 60 kWe

– System efficiency at rated
power: ≥ 45%

– Fuel cell stack power density:
1.5 kWe /L and 1 kWe/kg

• In order to reach the system
rated power, the stack is 
designed to deliver 80 k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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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C stack dimensioning

• Energetic field:

– General parameters (flows, pressures, gas composition, cell number, 
active area) using a static model

• Hydraulic field:

– Development of specific calculation tools for channels and distributor
s

– Experimental validation (pressure drop measurements, visualization o
f single and two-phase flows)

• Thermal field:

– Simulation of the heat exchanger inside the bipolar plate

– Experimental validation of the design of the heat exchanger (pressure 
drop, liquid velocity homogeneity, hot points detection).

• Mechanical field:

– Gasket definition

– Assembling force optimization

- Forum on New Technologies for Energy – November 7th, 2006 10DRT/LITEN/DTH - J.P. Poirot-Crouvezier

Specific experimental tools

HydrauPAC Test bench:
Hydraulic characterization

ThermiPAC Test bench:
Thermal characterization

CYTHERME Test bench:
Cold startup studies



- 249 -

- Forum on New Technologies for Energy – November 7th, 2006 11DRT/LITEN/DTH - J.P. Poirot-Crouvezier

Ex-situ gas flow characterization

� gas distribution characterization : tests with water + injection of dye

� Evaluation 
of flow velocity 
in the channels

- fluid = water, Qwater = 5,5 to 40 L/h
- dye (E122) injected by syringe

- video recordings 25 frames/s

t0 t0 + 1/25 s t0 + 2/25 s t0 + 3/25 s

14 channels - Q water = 40 l/h

 ⇒ Good 

distribution 

homogene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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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ant circuit definition

MEA

H2O H2O

O2

H2

O2

H2

O2

H2

MEA

Bipolar plate made with 
two stamped and welded 
metallic sheets

The coolant circuit is 
defined by the void 
space formed by the 
rear side of each 
metallic sheet.

A compromise 
has to be 
reached on the 
design of each 
circ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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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ant flow characterization

Simulation of the plate temperature

Ex-situ flow visu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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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bly and test

• Assembly force value depends on:
– Sealing efficiency

– Low contact resistance : electrochemical efficiency

• Illustration of the assembly and test of a 20kW s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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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hicle integration

• The GENEPAC design takes into account :

– Compactness

– Modularity

– High efficiency

– Compatibility with high constraints of mass production

• Vehicle integration capability will be evaluated on two main 
projects :

– FISYPAC – MEPHI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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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CEA
• The PEFC system, developed by CEA, was presented at Hanover Fair’

06

• The main specifications are :

– System rated power : 2 kWe

– System efficiency at rated power: ~20%

– Dimension: H: 964 mm, W: 500 mm, D:690 mm

From stacks to systems

- Forum on New Technologies for Energy – November 7th, 2006 18DRT/LITEN/DTH - J.P. Poirot-Crouvezier

EPICEA system

Integration of  different stacks
Self controll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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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CEA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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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 Challenges for the future 
– Technical aspects

• Membranes : Cold start, lifetime 

• Stack and system lifetime

• Hydrogen storage onboard vehicle

• Fuel cell system integration inside the vehicle

– Economical aspects

• Fuel cell stack cost

• Hydrogen storage cost

54%
38%

6%1%1%

0,5%

MEA

Bipolar plate

Terminal plate

Assembly components

Electric collector

Assembly and R&D

• Achievements
– The GENEPAC stack exhibits world-class performance and p

ower density adapted to transportation applications

– The EPICEA system represents a first step to a system integr
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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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se prototypes have been achieved thanks to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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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the Genepac stacks of the team CEA – PSA Peuge
ot Citroën, covering all the scientific fields

– for the EPICEA system of the multidisciplinary of the C
EA-LITEN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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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for your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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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Science Week in France – Nov. the 7th , 2006 - Paris1 1HELION

AREVA, Energy Experts

� AREVA develops renewable e
nergy solutions based on win
d turbines, biomass and fuel 
cells

> Korean Science Week in France – Nov. the 7th , 2006 - Paris2 2HELION

AREVA, Energy Experts

� AREVA develops renewable energy solutions based on wind turbin
es, biomass and fuel cells

»Wind turbines

» Biomass

» Fuel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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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ION

Hydrogen and Fuel Cells

HELION
Aix en Provence

> Korean Science Week in France – Nov. the 7th , 2006 - Paris4 4HELION

HELION d’hier à aujourd’hui

Choix et maîtrise des technolo
gies « clés »

HELION 

Aujourd’hui

Origine

Propulsion anaérobie
(H2/O2, puissance, maîtrise

) Orientations

Applications industrielles
� stationnaires
� transport

Sans production de CO2

Positionnement d’industriel sp
écialisé offreur de solutions

et intégration des tech
nologies complémentai

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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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Science Week in France – Nov. the 7th , 2006 - Paris5 5HELION

� Capital: 1 534 000 €

� Démarrage de l’activité en mars

2001

� Equipe : plus de 35 collaborateurs 

s’appuyant sur les ressources de TE

CHNICATOME et AREVA

� 75% ingénieurs, 

� Localisation: Aix-en-Provence

(Europole de l’environnement)

Intégration de stacks

Intégration des systèmes pile 
et test de performance et endurance

Bureaux
d’études

Carte d’identité HELION

> Korean Science Week in France – Nov. the 7th , 2006 - Paris6 6HELION

3-year Technological Progress

2003
5 kWe

� Power increase (kWe) � X 8

� H2/O2 specific power increase (kWe/kg) � X 4

� Cost reduction � divided by 4

Late 2004
20 kWe

05/2006
40 k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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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s and Technologies

TransportAir-independent propulsion

Distributed Generation CogenerationBack-up power system

> Korean Science Week in France – Nov. the 7th , 2006 - Paris8 8HELION

Backup Power Systems
based on H2/O2 PEM Fuel Cell Technology

� Target power range: 10 to 200 kVA

» Industry

» Vital equipments

» Telecoms

� Advantages:

� High autonomy level

� High reliability and availability

� Quick startup (<30 sec.)

� Clean, quiet and pollution-free



- 259 -

> Korean Science Week in France – Nov. the 7th , 2006 - Paris9 9HELION

3-year Application Progress

2003
HELPS: 5 kWe

� Backup power system examples

2005
SYSPAC: 20 kWe

2006
SAS: 30 kWe

� 2003: HELPS, a 5 kWe emergency power system

� 2006: SAS, a 30 kWe backup power system in a real use situation at the 
new CEA headquarters

� 2005: SYSPAC, a 20 to 50 kWe product line of integrated backup power 
system

> Korean Science Week in France – Nov. the 7th , 2006 - Paris10 10HELION

Backup Power Systems
based on H2/O2 PEM Fuel Cell Technology

� 2006: SAS, a 30 kWe backup power system in a real use si
tuation at the new CEA headquarters

� SAS current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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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Science Week in France – Nov. the 7th , 2006 - Paris11 11HELION

TransportAir-independent propulsion

Distributed Generation CogenerationBack-up power system

Applications and Technologies
Distributed Electrical Power Systems

� Electrification of remote areas

� Micro rural network

� Electrical grid stabilization

From 5 to several 100 kWe

> Korean Science Week in France – Nov. the 7th , 2006 - Paris12 12HELION

� Advantages:

� Pollution-free solution

� Long term energy stor
age

� Suitable for any load 
profile

� Permanent power sup
ply

Distributed Electrical Power Systems
Production from renewable sources

� Helion designs specific electrolysis and fuel cell solutions to provide c
lean and reliable remote renewable energy systems

� Helion, with its partners, seeks to offer a complete energetic solution, 
from economic engineering to turn key insta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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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Science Week in France – Nov. the 7th , 2006 - Paris13 13HELION

� 40 kWe PEM fuel cell systems

Distributed Electrical Power Systems

� High Pressure PEM Electrolyser

� Helion designs specific electroly
sis and fuel cell solutions to pro
vide clean and reliable remote r
enewable energy systems.

> Korean Science Week in France – Nov. the 7th , 2006 - Paris14 14HELION

Distributed Electrical Power Systems

� PEM electrolyser’s advantages and performances

:

� High pressure: > 50 bar

� Electrolyser efficiency: 70 to 80 %

� Quick startup

� Target H2 flow rate: 1 to 10 Nm3/h

� Target power consumption: 4 kWh/Nm3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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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Science Week in France – Nov. the 7th , 2006 - Paris15 15HELION

•PEM Electrolysis
Maximum flowrate, 
pressure

•Gas Storage
Pressure, size, 
type…

•PEM Fuel Cell
Rated power

•Renewable Energy Resource
Specific to local conditions

•Load profile
Specific to local conditions, cost 
of alternative solutions (diesel…)

•Battery bank
Short term 
energy storage

•System DCS

… basic rules of control

On one cycle (year):
- Gas storage must return to its 
initial state
- Gas storage must never empty
- Battery bank shall never 
discharge below minimum SOC
- Battery and fuel cell number of 
cycle must be controlled
- Load shall be met within the 
performance level required (up 
to 100%)
- And so on…

Basic rules of design…

To optimize the effective kWh 
cost, equipments shall be 
selected in a way appropriate 
to:
- local meteorological and load 
conditions
- adapted to system optimum 
control strategy

Distributed Electrical Power Systems
Hydrogen Hybrid System optimization tool

> Korean Science Week in France – Nov. the 7th , 2006 - Paris16 16HELION

TransportAir-independent propulsion

Distributed Generation CogenerationBack-up power system

» Urban vehicles

» Bus

» Military applications
» Rail applications

Applications and Technologies
Transport Applications

� Target gross power: 10 to 200 k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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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Science Week in France – Nov. the 7th , 2006 - Paris17 17HELION

Transport Applications

� > 30 kWe H2/air stack� 80 kWe modular architecture for o
n-board power generation

» SPACT80 project

> Korean Science Week in France – Nov. the 7th , 2006 - Paris18 18HELION

Transport Applications

� Advantages:

� Power efficiency: > 50%

� Quiet and non-polluting, the only ef
fluent being water

� High autonomy (equivalent to conve
ntional vehicles)

� Modular autonomous system

� Hybridization with electrical energy 
storage system (batteries, super ca
pacitors)

� Suitable for transport conditions (vi
bration,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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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Science Week in France – Nov. the 7th , 2006 - Paris19 19HELION

Cogeneration

Applications and Technologies
Combined Heat & Power

� Target power: 
from 5 kW to more than 100 kW

� Advantages:

� Overall efficiency (electrical a
nd thermal): > 85 %

� Adapted for various load profi
le

� Fed by natural gas or bio fuel
s

� Compact system integrating a 
reformer

� Grid-conn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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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ro co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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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Science Week in France – Nov. the 7th , 2006 - Paris20 20HELION

Cogeneration Applications

� System integrating PEM fuel cell module and SR ATR reformer

Power output: 1 kWDC and 2 kWTH

» REFOPEM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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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Science Week in France – Nov. the 7th , 2006 - Paris21 21HELION

CHP Applications

� System integrating PEM fuel cell module and SR reformer produci
ng pure hydrogen

Power output: 4,6 kWAC and 8 kWTH

» COREPAC 
project

> Korean Science Week in France – Nov. the 7th , 2006 - Paris22 22HELION

TransportAir-independent propulsion

Distributed Generation CogenerationBack-up power system» Ocean observation 
and surveillance

»Sub-sea equipment 
inspection, 

maintenance & repair

»Military application

Target power: from 1 kWe to over 100 kWe

Applications and Technologies
Air-Independent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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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Science Week in France – Nov. the 7th , 2006 - Paris23 23HELION

Air-Independent Applications

� Advantages:

� Underwater autonomy

� Small size fuel cell system

� Fuel cell efficiency > 50 % reducing gas consumption

> Korean Science Week in France – Nov. the 7th , 2006 - Paris24 24HELION

Test and Teaching Benches

� HELION provides a full range of fuel cell and electrolyser b
enches

Power range: 1 to 40 k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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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Science Week in France – Nov. the 7th , 2006 - Paris25 25HELION

� Single cell test benches

Test and Teaching Benches

> Korean Science Week in France – Nov. the 7th , 2006 - Paris26 26HELION

� Fuel cell stack test benches

Test and Teaching Ben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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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Science Week in France – Nov. the 7th , 2006 - Paris27 27HELION

Test and Teaching Benches

� Electrolyser stack test benches

HELION

Many thanks for your attention

HELION
Aix en Prov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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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rean Science Week in France

FORUM on NEW TECHNOLOGY for ENERGY
6th, 7th and 8th November 2006

Micro Fuel Cells and Energy Storage
CEA/LITEN Offer

2

The CEA Liten research areas

PV and Energy
management for the

habitat
CEALITEN improves each day the
techniques of control of energy:
- Residential or tertiary

- Vision "total energy system".

� Solar Cells
�Silicon pathway
�Nanocomposites pathway

� PV modules

� Systems

� Energy storage

Hydrogen and Fuel 
Cells for automotive

applications

CEA LITEN develops the hydrogen
pathway :
-Production

-Transport and storage

-Conversion

� Hydrogen production by high-
temperature electrolysis

� Fuel Cells
� PEMFC 
� SOFC

� Systems architecture

Nanomaterials in high
technology industrial

applications

CEA LITEN develops nanomaterials :
-Synthesis, Handling, safety and
integration
� Nanostructured surfaces

�Surface energy
�Nanocatalyzers
�Optical

� Nanocrystal
� Nanopowders for Li-ion batteries
� Micro-sources of energy containing
nano-objects :

�Micro-fuel cells
�Micro-batteries
�Micro thermoelectric generator

� Si/SiGeNW and CNT for 

nanocomponents

� Flexible electronics based on nano-

materials and organic 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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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targeted applications

•Energy for portable systems
Mobile phone, PDA, Keyboard, Mouse, …

Military devices, Soldier…

Health portable devices, …

•From 0.1 W to 30 W

•Hybrid system with Li-battery or stand 
alone system for charger

Power from battery,

Autonomy from micro-fuel-cell,

•Main properties : « mobile energy »
Mobility,

Autonomy,

Clean system.

MICRO-FUEL CELLS

4

• Air breathing cathode :
-Collector: PVD Pt
-Pt catalyst deposition

•Membrane :
-Perfluoro polymer

•Anode :
- Catalyst: Pt
-PVD Current collector (Pt, Au)

• Substrate :
- deep etched Si wafer
- 3D design

Air

Hydrogen
Current collector

Silicon wafer

Catalyst

Catalyst support
(diffusion layer)

insulator

channels

Current collector Catalyst

electrolyte

Air

Hydrogen
Current collector

Silicon wafer

Catalyst

Catalyst support
(diffusion layer)

insulator

channels

Current collector Catalyst

electrolyte

10-50 µm

Si substrate

PlatinumCarbon

The micro-fuel cell design (CEA-ST collab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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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mW/cm2

Micro-fuel cell : the performances

CEA ? fel cell

Peak performance (air breathing, 25 )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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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ous improvement of µFC core (20 % during the last quarter)

6

9 fuel cell core units in series

Energy management board

Silicon fuel cell core assembly

• External charger demonstrator  :

• 1W

• 200mA charge current

• 5V output voltage

• 200mW/cm2 (active area)
(stabilized value)

• 350mW/cm2 peak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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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roadmap hydrogen fuel cell core

12/200812/2006

1st generation

12/2007

300 mW/cm2

2nd generation

12/2010

700 mW/cm2

3rd generation

450 mW/cm2 1 W/cm2

Design & fuel cell core
optimization

Overall structure 
optimization

8

The hydrogen storage & production system

XBH4 +  H2O � XB(OH)4 +  H2

X = Na, Mg, Li,…

H2 production: the cartridge  design (CEA – Industrial Partner collaboration)

Requirements of the cartridge:

� provided hydrogen on demand (trigger or stop) 

� operate in all directions

� cartridge must be disposable

�cartridge must be stable over time 

�cartridge functioning temperature 

� small to be integrated in a portable device 

�Regulation Aspects (IEC, ICAO,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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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ral injections for H2 on demand

Catalyst 1

Catalyst 2

Catalyst 3

This approach can supply hydrogen on demand

10

MICRO BATTERIES

Microbatteries targeted applications
Smart card for secure transactions

Semiconductor (RF MEMS, Non volatile SRAM,

real-time clock, microcontroller standy power)

Sensors and Actuators, Ambient intelligence

Micro Air Vehicule and Micro-robotics

Above IC or Stand alone technology 
Fixe or flexible substrat

Thin film technology process

Process temperature < 35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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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Batteries Technology

10 µm

• Lithium battery

� Physics similar to classical lithium battery

• Solid state battery

� No liquid: glassy lithiated electrolyte

• Thin film battery

� Overall thickness : 5-20 µm

� Realized with thin film deposition facilities

12

MEMs Li- Batteries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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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mA/cm²



- 275 -

13

Micro-Batteries Advanced Technology

On-going development to increase the capacity

� Use of nanowires (Si, Ge, SiGe) for strain accommodation

� Integration on a smart card,…

14

Li-ION “Ink” BATTERIES 
Overview of Li-Ion Activities at CEA/LITEN

ADVANCED MATERIALS
- LiFePO4, Li4Ti5O12, 5V Materials
- Polymer Electrolyte 
- Synthesis (up to 10kg)

OBJECTIVES: 1) LOW COST 
2) HIGH POWER
3) LIFE DURATION

⇒ Electric/Hybrid Vehicle - Photovoltaïc
⇒ Induced Business (Space, Medical,…) 

ELECTRICAL TESTS
- >350 channels for tests,  Climatic Chambers 
- Electrochemical analysis,  Modeling

PROTOTYPES 
PLATFORM 

- Formulation, Design
- Prototypes (up to 10 Ah)
- Battery Pack Assembly

50 persons on 
battery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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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ositive electrodes: LiFePO4, Li(Fe, Mn)PO4, High Potential Spinels
(LiNi0.5Mn1.5O4, …),

2) Negative electrodes: Li4Ti5O12, TiO2, Si-C composites,…

3) Polymer electrolytes, ionic liquids,…

⇒ From Few grams to several kgs

Nanomaterials

Synthesis

New Materials for LiNew Materials for Li--Ion BatteriesIon Batteries

Membranes for high

rate  applications

LiFePO4

Li4Ti5O12

High Capacity

Ball Millers

Furnaces under

all atmospheres

Pilot

Spray-Dryers

16

Optimization of the cyclability of LiNi0.5Mn1.5O4

Toward the
improvement of the
capacity retention

As-made
spinel

Surface treated material

0

50

100

150

0 20 40 60 80 100

S
p
e
c
if
ic
 c
a
p
a
c
it
y
 (
m
A
h
/g
)

Cycle #

Rate : C/5
Electrolyte : LP100
Temperature : 20?

Cut-off voltage : 3.5 - 5.0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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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 Excellent Stability on Cycling

� Assembly of 230 to 250 Wh/kg cell on the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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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for your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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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éminaire France – Corée, Paris 07 novembre 2006

Compressed Hydrogen Storage for Automotive ApplicationsCompressed Hydrogen Storage for Automotive Applications

PolymerPolymer--Lined Composite VesselsLined Composite Vessels

350 bar 350 bar –– 700 bar700 bar
(5,000 (5,000 PsiPsi –– 10,000 10,000 PsiPsi))

Dr Fabien NONY
fabien.nony@cea.fr
Hydrogen Storage Scientific Manager

&

Dr Philippe MAZABRAUD
Head of Laboratory - CEA

2Séminaire France – Corée, Paris 07 novembre 2006

State of the Art & TargetsState of the Art & Targets

1,0 kWh/L
1,8 kWh/kg (5,4%w)

CEA

•• high gravimetric & volumetric densityhigh gravimetric & volumetric density
•• fast kineticfast kinetic
•• favourable thermodynamicsfavourable thermodynamics
•• working temperature & pressureworking temperature & pressure
•• reversible & recyclablereversible & recyclable
•• minimal lattice expansionminimal lattice expansion
•• integrity & safetyintegrity & safety
•• social acceptancesocial acceptance
•• life timelife time
•• cost effectivecost effective
•• ……

January 2006



- 279 -

3Séminaire France – Corée, Paris 07 novembre 2006

Types of High Pressure VesselsTypes of High Pressure Vessels

Advantages of type IV vessels 

• no H2 embrittlement 
• good fatigue behaviour
• low weight
• high working pressure
• …

4Séminaire France – Corée, Paris 07 novembre 2006

CEA Objectives for 2012CEA Objectives fo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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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A Objectives for 2012CEA Objectives for 2012

• Liner
• Composite
• Boss
• Sensors
• Components
• Cradle /Bed
• Filling neck

To propose the all-storage system To Develop innovative composite vessels

Liner Polymère

Embase métallique

CompositeComposite
Fibre carbone + résineFibre carbone + résine

Dôme polymère
de protection

PolymericPolymeric LinerLiner

Metallic Boss

CompositeComposite
CC--FiberFiber and polymeric matrixand polymeric matrix

Protective capProtective cap

6Séminaire France – Corée, Paris 07 novembre 2006

R&D Approach for the Development of Polymer Liners R&D Approach for the Development of Polymer Liners 

INDUSTRIAL
MANUFACTURING PROCESS

IMPROVED MECHANICAL
BEHAVIOUR

ENHANCED GAS BARRIER
PERFORMANCE

COST EFFECTIVE
(MATERIAL & PROCESS)

LinerLiner

Reactive Rotomoulding

• quick : 10 to 30 minutes
• changeable: formulating on demand 
• innovative : CEA Patents
• environment friendly (Low T°C)
• processing : at industrial scale

In Situ 1In Situ 1--step step 

SynthesisSynthesis & & MouldingMoulding ofof thethe PolymerPolymer

InnovativeInnovative processprocess (CEA Patents)(CEA Patents)
+ 1 + 1 industrialindustrial LicenseLicense

Data Acquisition
Rotational Moulding Machine

3L Mold

Mixing & Dispensing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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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stry & Manufacturing of Polymer Liners Chemistry & Manufacturing of Polymer Liners 

R-N=C=O             R’-O-H+ R-NH-CO-O-R’

Thermoset Liner

isocyanate polyol urethan

• precursors
• catalysts
• activators
• additives

• temperature
• speed
• time
• nb of layers

polymerpolymer

processprocess

Thermoplastic Liner

N C

OH

N C

OC

O

R N C

OM

N C

O

C

O

N

H

H

n

caprolactam activator catalyst polyamide-6

+

8Séminaire France – Corée, Paris 07 novembre 2006

H2H2--Barrier Barrier PropertiesProperties ofof PolymerPolymer LinersLiners

Vessels Testing
Up to 350bar (25°C)

Samples Testing
Up to 100bar and 6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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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o
l.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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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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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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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gen Permeation ( 25°C)

Liner Natural Gas

Standard :

1 cm3/l/ h

Liner O2

Blisters CO2 or O2

Gazoline
Tank

Liner C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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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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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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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gen Permeation ( 25°C)

Liner Natural Gas

Standard :

1 cm3/l/ h

Liner O2

Blisters CO2 or O2

Gazoline
Tank

Liner CEA

Rate ofRate of
leakagelea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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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Industrial Manufacture Manufacture ofof PolymerPolymer LinersLiners

22 L

32 L

3 L

Data acquisitionData acquisition

& Dispenser Unit& Dispenser Unit

Liner Liner removingremoving InspectionInspection

22L Liners  prototypes22L Liners  prototypes

32L Liners prototypes32L Liners prototypes

10Séminaire France – Corée, Paris 07 novembre 2006

R&D Approach for the R&D Approach for the DeveloppementDeveloppement of Composite Shellsof Composite Shells

CostCost

WeightWeight

VolumeVolume

Safety / ReliabilitySafety / Reliability

Design
Geometry, liner, boss

Winding

EF calculations and 
optimization

Material Characteristics
Fibre / Resin / boss / L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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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p lay up

Composite Vessels Design Composite Vessels Design 

• Burst Pressure  = 2,35 x  Working Pressure ( � 2,25)
• Controlled break
• Optimization of Composite (weight / safety / cost )

Helicoidal lay up

Hoop lay upHoop lay up
HelicoidalHelicoidal lay uplay up

12Séminaire France – Corée, Paris 07 novembre 2006

CEA Prototype Type IV CEA Prototype Type IV vesselsvessels

POLYSTOCK (2002-2005)
French H2 Network
Leader : Air Liquide
Partners : Ullit, Insa Lyon

STORHY (2004-2008)
IP, 6th Frame Work
Leader : Magna Steyr
34 Partners : DC, BMW, PSA, Air Liquide, Volvo, Ford, Fiat, …

Working P.: 350 bar
Volumes : 22L and 32L
H2 Storage : 4,6%w
55.000 cycles
H2 leakage < 1 cm3/L/h
TÜV approval : May 06

Working P. : 700 bar
Volume : 32L
H2 Storage : 5,4%w
15.000 cycles
Pburst = 1545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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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RIPAULTLE RIPAULT VALDUCVALDUC

CESTACESTA

GRENOBLEGRENOBLE

SACLAYSACLAY

• Materials

• Process

• System

• Materials

• Process

• System

• Testing under H2
• Testing under H2

• Components

• Fuel Cells Integration

• Codes & Standards

• Components

• Fuel Cells Integration

• Codes & Standards

• Testing
(Fire, drop, ...)

• Testing
(Fire, drop, ...)

• Sensors (Optical Fibres)

• Safety, Reliability

• Sensors (Optical Fibres)

• Safety, Reliability

Main CEA Centres involvedMain CEA Centres involved

14Séminaire France – Corée, Paris 07 novembre 2006

R&DR&D
(Materials & Processes)(Materials & Processes)

Technology
(Systems & Safety)

French Partners

AIR LIQUIDEAIR LIQUIDE

ULLITULLIT

ENSAM ParisENSAM Paris

CNRSCNRS
RAIGIRAIGI

INSA LyonINSA Lyon

ENSMA ENSMA 

PoitiersPoitiers

GazGaz de de 

FranceFrance

ECPECP

AutoclaveAutoclave

INERISINERIS

FEMTOFEMTO

(LMARC)(LMARC)

PSAPSA

DSMDSM
SOFICARSOFICAR
TORAYTO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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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2

PHYSE
LINER

2002

2005

POLYSTOCK
350 bar
LINER

2005

2008

HYBOU
LINER

COMPOSITE

2006

2009

2004

EIRHY
SENSORS

RELIABILITY

2008

STORHY
700 bar

COMPOSITE
BOSSES

CEA ROAD MAP

1996

2000

HYDROGEN
Aluminium Liner

7th FP
…

16Séminaire France – Corée, Paris 07 novembre 2006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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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의견서
과제현황1.

과제코드

사업구분 단위과제

연구분야
과제구분

총괄세부단위( , , )

사 업 명 한불과학기술협력기금사업 주관 협동( , )

총괄과제 총괄책임자

과 제 명 한 불 차세대에너지 포럼- 과제유형 기초응용개발( , , )

연구기관 2006. 8. 1 - 2007. 7. 31 연구책임자 장종화

연구기간

연 구 비

천원( )

연차 기간 정부 민간 계

차년도1 2006.8.1-2007.7.31 40,000 40,000

차년도2

차년도3

차년도4

차년도5

계 40,000 40,000

참여기업

상 대 국 프랑스 상대국연구기관 CEA

평가일2. : 2007. 7.

평가자 연구책임자3. ( )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한국원자력연구원 본부장 장 종 화

평가자 연구책임자 확인4. ( ) :

본인은 평가대상 과제에 대한 연구결과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기술하였으며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약하며 본자료가 전문가 및 전문기관 평가시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확 약



연구개발실적.Ⅰ
연구개발결과의 우수성 창의성1. /

등급 : S■
년 월중 한국 프랑스 간 제 세대 원자력시스템 원자력수소생산 기술을 중점으로 하고 신2006 11 4 / ,•

재생에너지 및 연료전지 합성 바이오연료 기술을 포함하는 차세대 에너지 분야의 과학 기술 협,

력을 위한 공동 포럼을 주년 한불수교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120 .

연구개발결과의 파급효과2.

등급 : S■
원자로 원자력수소 신재생에너지 연료전지 및 에너지 저장 개 으로 구성된 발VHTR / , , 4 Session

표회에서 총 편의 발표가 있었으며 본 발표를 통하여 전문 분야별 양국의 연구 현황과 계획을19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전문분야별 접촉 창구가 개방되었음.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활용가능성3.

등급 : S■
원자로 원자력수소 신재생에너지 연료전지 및 에너지 저장 개 전문분야별로 향후 기술VHTR / , , 4

정보 교류와 인적교류의 활성화가 기대됨.

연구개발 수행노력의 성실도4.

등급 : S■
주불 한국대사관과의 적극적 연락과 협의를 통하여 프랑스 와의 빈틈없는 준비로 한 불 차세CEA -

대에너지 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하였음.

공개발표된 연구개발성과 논문 지적소유권 발표회 개최 등5. ( , , )

등급 : S■
한 불 차세대에너지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완료- .



연구목표 달성도.Ⅱ
번호

세부연구목표
연구계획서상에 기술된 연구목표( )

달성내용
달성도

(%)

1 한 불 차세대에너지포럼 개최- 당초 목표대로 성공적 포럼개최 완료 100

2

3

종합의견.Ⅲ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종합의견1.

년 월중 한국 프랑스 간 제 세대 원자력시스템 원자력수소생산 기술을 중점으로 하고 신재2006 11 4 / ,•

생에너지 및 연료전지 합성 바이오연료 기술을 포함하는 차세대 에너지 분야의 과학 기술 협력을,

위한 포럼을 주년 한불수교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개 으로 구성된 발표회에서 총 편의120 4 Session 19

발표가 있었으며 본 발표를 통하여 전문 분야별 양국의 연구 현황과 계획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전문분야별 접촉 창구가 개방됨으로써 향후 기술정보 교류와 인적교류의 활성화가 기대됨.

평가시 고려할 사항 또는 요구사항2.

포럼 개최 여부-

양국간 차세대에너지분야 인적 네트워크 구성 여부-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향후조치에 대한 의견3.

우리측 전문가들이 보는 향후 협력방향으로 다음의 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원자력수소 생산분야의 한불협력은 현재 협의 진행 중인 다자간 협력체인VHTR/■
을 통하여 협력하고 의 협력내용 범위 밖의 사항은 한불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GIF) GIF

원자력 협력협정의 협력의제 확장을 통하여 추진함이 바람직 함.

에서 현재 연구중인 셀룰로스계 바이오매스의 가스화와 를 연결하는 기술에 대한CEA SOFC■
프랑스와 협력은 국내 기술기반 조기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양국의 세기 수소 연료전지 경제사회의 공동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 훌륭한 계기가21■
되었으며 지속적인 접촉을 통하여 신기술 습득과 기술 선진화를 꾀할 수 있을 것임.

축열기술은 신재생 에너지분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인만큼 향후 한불 양■
국 간 공동연구가 타 에너지시스템의 협력과 더불어 병행 추진되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



보안성 검토.Ⅳ
특정연구개발사업보안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o

o 연구책임자의 보안성 검토의견 연구기관 자체의 보안성 검토결과를 기재함,

연구책임자의 의견1.

현 단계에서는 본 보고서의 보안관리 필요성 없음.

연구기관 자체의 검토결과2.

현 단계에서는 본 보고서의 보안관리 필요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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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프랑스 간 제 세대 원자력시스템 원자력수소생산 기술을 중점으로 하고 신재생에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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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내외(10 )
한 불 포럼 원자력수소 신재생에너지 연료전지 에너지저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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