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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목
원자력에너지의 비발전분야(해수담수, 수소생산 등) 응용 기술 현황 조사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2008년 중소형원자로를 이용한 담수생산과 원자력 수소생산 및 이용 등
원자력에너지의 비발전분야 활용과 관련하여 IAEA에 2만불을 기여하고 있음.
국내 원자력에너지의 비발전분야 활용 관련 연구과제는 원자력을 이용한 해수담수,
수소생산 연구 등이 있음.
향후 원자력 선진국으로서의 국제위상 확보, 개도국으로의 원자력 수출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해외 원자력에너지의 비발전분야 활용 기술 현황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원자력 선진국의 비발전분야 원자력에너지 활용 현황 조사.
원자력에너지의 비발전분야 활용을 위한 원자로 기술 수요국 현황 조사.
IAEA “Non-Electric Application of Nuclear Energy" Technical Meeting 개최를 통하
여 원자력에너지의 비발전 분야 해외 기술현황 정보 수집 및 우리나라 연구개발 현황
소개 및 홍보.

Ⅳ. 연구개발결과
1. 원자력에너지를 이용한 해수담수화 기술
IAEA에서는 최근 전력비용 및 전력소비 증가, 석유가격 급등 등 경제적 요인과
전력망 사정, 지역적 환경 및 원자로의 다양한 활용성(해수담수, 지역난방, 공정열 생산
등)을 고려하여 일부 원자력 선진국을 포함하여 개도국(총 40개국) 등 많은 나라에서 원
자력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원자력의 비발전분야 활용성에 대한 회원국의 다양한
연구개발 결과를 종합하고, 각국에서 진행 중인 원자로의 개발을 촉진하며 향후 원자력을
도입하고자 하는 회원국의 에너지 계획수립에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원자력을 이용한 비발전분야중 해수담수화 분야에서 현재 각국은 여러 원자로형
이나 여러 담수방법으로 원자력을 이용한 해수담수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따라서
새로운 원자로형을 이용한 해수담수화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단기 또는 조기 개발 가
능한 원자로형을 고려할 수밖에 없음.

2. 원자력에너지를 이용한 수소생산 기술
현재 수소는 화석연료의 수증기개질에 의하여 대부분 생산, 공급되고 있으나
1997년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 의정서와 미국에서의 원자력에너지 정책 ‘원자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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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이니셔티브(NHI)’의 발표와 더불어 초고온 기체냉각로(VHTR)의 950 C 열원을 이용한
물로부터의 수소생산에 국제적 관심이 주어졌고 수소경제의 도래에 대비한 국제 공동연
구 포럼 “GIF VHTR 시스템”을 탄생시켰음.
현재 국제 공동연구 포럼 “GIF VHTR 시스템"에는 미국, 캐나다, EU, 프랑스, 일
본, 중국, 한국, 스위스 등 8개국이 가입하였고 이들 국가에서 관심을 갖고 기술개발 중인
수소생산 공정으로는 이산화황과 요오드를 순환매체로 하는 열화학공정(SI Process), 이
산화황을 순환매체로 하는 전기-열화학 복합공정(HyS Process), 고온수증기 전기분해공
정(HTSE Process)이 있으며 2020년대 중반까지 실증시험을 거쳐 2030년대에는 상용화시
킨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음.
3. IAEA “Non-Electric Application of Nuclear Energy" Technical Meeting 개최
2009년 3월3일부터 3월6일까지 4일간에 걸쳐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국제연수센터
(INTEC)에서 12개국 24인이 참석한 가운데 해수담수분과, 수소생산분과, 산업 및 지역난
방 열이용분과 등 3개분과에 걸쳐 성공적인 기술정보 교환과 각 국의 연구개발 현황이
소개되었음.
회의를 통하여, 현재 출현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 물 부족과 화석연료고갈에 대한
참가국들의 우려와 대처방안들을 발표하였고 특히 한국에서는 중소형 일체형 원자로
(SMART)와 이를 이용한 해수담수화와 전력생산에 대한 장점을 소개하였고 일본의 경우
에는 HTTR 기체냉각로를 이용한 원자력수소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였으며 산업
단지 및 지역난방에 이르는 원자력에너지의 비발전분야 응용 가능성도 함께 소개되었음.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국내 원자력에너지 비발전 분야 활용 연구의 기술개발에 활용.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 홍보로 원자력 선진국으로 위상 강화.

- 4 -

SUMMARY

I. Name of the Project
"Current

Status of Non-Electric Applications of Nuclear Energy"

II. R&D Purpose and Necessity
In order to promote nuclear energy applications in fields of non-electricity such
as seawater desalination by using small and medium nuclear reactors, Korea
contributed 20,000 US dollars for the IAEA in 2008.
The projects for the desalination using nuclear energy and the hydrogen
production using the Very High Temperature Reactor(VHTR) are being supported
financially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MEST).
A survey of overseas non-electric applications of nuclear energy is required not
only to keep our leading position in the field of nuclear technology but also to make
the export environment of nuclear industries.

III. Scope and Content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Search overseas non-electric applications of nuclear energy.
Survey countries to require nuclear reactor technologies to be adopted for
non-electric applications of nuclear energy.
Advertise our distinguished R&D activities and results at the IAEA Technical
Meeting on Non-Electric Application of Nuclear Energy which was hosted by
KAERI and collect information on overseas non-electric application technologies of
nuclear energy.

IV. Results
1. Seawater Desalination by using Nuclear Energy
The demand on the nuclear plant shows a steady growth in the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due to the economical factors such as recent increment of
energy cost and consumption, and a surge in international oil prices, and with
consideration of the power grid condition of each country, local environment, and
several potential application fields of nuclear reactor such as desalination, district
heating, and process heat generation. IAEA summarizes the several R&D results for
the non-electric application of the nuclear reactors, encourages ongoing nuclear reactor
development project of the in the each country, and leads member nations to uti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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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utput for the establishment of long-term energy plan.
Many countries of the world have been actively pushing desalination projects
based on the several types of nuclear reactors and desalination methods. Therefore
the nuclear reactor which can be developed in the near term should be considered as
a top priority for the desalination project based on the new nuclear reactors.

2. Nuclear Hydrogen Production Technologies
The main part of hydrogen is currently produced by a steam reforming of
hydrocarbons such as natural and petroleum gases. However the Kyoto Protocol in
1997 to diminish carbon dioxide generation and an energy policy of Nuclear Hydrogen
Initiative

(NHI)

in

USA

induced

the

motivation

to

develop

several

hydrogen

production technologies from water by using high temperature nuclear energy.
Consequently the 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GIF)/Very High Temperature
Gas-Cooled Reactor (VHTR) system is created in 2003 and an aim of the nuclear
hydrogen production is given to move into hydrogen economy.
The member countries of the GIF/VHTR system are USA, Canada, EU,
France, Japan, China, Korea and Swiss at present. They are developing the nuclear
hydrogen production technologies such as the Sulfur-Iodine (SI) cycle, the High
Temperature Steam Electrolysis (HTSE) process, the Hybrid-Sulfur (HyS) cycle, and
alternative
Arrangement.

technologies

under

the

GIF/VHTR/Hydrogen

Production

Project

Most of the member countries have plans to demonstrate and

commercialize the nuclear hydrogen production technologies in 2020s and 2030s,
respectively.
3. IAEA “Non-Electric Applications of Nuclear Energy" Technical Meeting
IAEA

Technical

Meeting(I3-TM-37394)

on

"Non-Electric

Applications

of

Nuclear Energy" has been successfully held from March 3 to 6 in 2009 at
KAERI/INTEC. The 24 experts from 12 countries participated in this meeting and
provided 17 presentations and their opinions and comments in desalination, hydrogen
production, and heat application sessions.
All of the participants from 12 countries agreed that nuclear power should be
the potential carbon-free energy source to replace crude oil and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he fields of non-electric applications such as desalination, hydrogen
production, district heating, and industrial processes applications. Mr. Quun S. Zee
from KAERI provided a presentation on the progress of the SMART for non-electric
applications. He insisted on the applicability of various advanced types of Small and
Medium sized Reactor(SMR) such as small scale electricity generation, desalination,
and district heating. One of the SMRs, the SMART developed at KAERI has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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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n and qualified through various fundamental thermal-hydraulic tests and design
verification. On the other hand, Mr. S. Shiozawa from JAEA introduced the current
status of Japanese HTGR and nuclear hydrogen program. His presentation focused on
i) the Japan’s policy for HTGR and nuclear hydrogen, ii) the summary of nuclear
hydrogen R&D works in Japan, iii)the HTTR Project which is underway at JAEA,
focusing on the R&D achievements concerning the SI process technology development
and future plan.

V. Application Plan
To apply the research results to future R&D activities on domestic non-electric
application technologies of nuclear energy.
To

strengthen

Korean

technologies

of

technology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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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sing

stature

in

global

nu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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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인류 삶의 질 향상노력은 경제발전을 근간으로 하며 이의 필연으로 에너지와 물의 대량
소비는 막대한 화석연료의 사용과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초래함으로써 미래 에너지 수급
체계와 지구환경을 걱정하는 단계에 다다랐으며 더군다나 많은 국가들에 있어서 담수의
부족은 경제발전의 지속성에 문제를 일으킨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IAEA
및 OECD/NEA 국제기구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원자력을 이용한 해수담수화와 수소경
제의 성취를 구가하고 있으며 다방면으로 국제 협력 체제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원자력 선진국들의 다자간 협력체제와 OECD/NEA가 간사기관으로
하여 폐쇄적 국제 협력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GIF)
에서는 향후 개발되어야 할 미래원자력 시스템 중 하나로 초고온가스로(VHTR)를 추천
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물로부터의 수소생산 기술개발은 미래 인류 에너지 수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 사안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보다 공개적 국제 협력 체제를 견지
하고 있는 IAEA는 물 부족 현상을 격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의 용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자력을 이용한 해수 담수화에 일찍이 관심을 두고 중소형로를 이용한 전기생산
과 해수담수화가 그 해결책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데 확신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자력 수소 생산 기술개발도 미래 인류 복지를 위하여 마땅히 개발해야할 기술
개발 중 하나로 간주하고 그 동안 몇 차례에 걸쳐 원자력의 비발전분야 응용기술개발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과 워크숍을 주관하면서 이 분야에 대한 세계 각 국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을 촉진시켰다.
특히 IAEA는 2008년 3월 20일 차기 “원자력의 비발전 분야 응용기술” 기술회의
(I3-TM-37294)를 한국에서 개최해 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국제협력기반사업의 일환으로 동
회의를 개최토록 한 바, 2009년 3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대전의 한국원자
력연구원 국제원자력훈련센터에서 동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국위 선양과 아울러 세계 각
국의 기술개발 계획과 현황을 일거에 파악함으로써 국내에서 추진 중인 SMART(System
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개발사업과 원자력수소 핵심기술 개발사업에 도
움이 되도록 하였다.
수소 생산 및 활용에 대한 관심은 1973년 석유파동이래 1998년 지구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교토 의정서에 대한 유엔에서의 세계 각 국들의 가입 서명으로 더욱 고조되었고, 기
술 선진국들의 이에 대한 구체적 이행 정책 및 계획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수송 및 산업
에서 지금까지 의존하여 온 석유 및 화석연료의 중/장기적 대체 에너지로서 자리바꿈을
시도하고 있다.
수소 생산 체계를 여러 형태로 분류할 수 있겠으나 원료 물질 관점에서는 탄화수소로
부터의 수소 생산과 물로부터의 수소 생산이 있겠고 생성 반응 관점에서는 열화학적, 전
기화학적, 생화학적, 광화학적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한 하이브리드 수소 생산이 있겠다.
탄화수소 특히 메탄으로부터의 수소 생산은 생산 수율 측면에서 가장 매력적이기는 하
지만 이산화탄소의 근원을 내부적으로 갖는다는 것이 단점으로 부각되고, 물로부터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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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생산은 이상적인 청정 에너지 생산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생산성이 전자에 비하여
떨어지고 기술의 성숙도가 아직 미진하다는 단점이 있다.
수소 생산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성소다 제조를 위한 소금물의 전기 분해 법인
아말감 공정에서의 부산물로 얻어지는 수소가 오랜 역사를 갖는 성숙 기술이라 할 수 있
겠으나 경제성은 없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또한 생화학적 및 광화학적 방법에 의한 수소 생산은 에너지 소비 원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 기술로서 현재로서는 극히 초보적 연구 개발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물로부터의 청정 에너지, 수소의 생산 기술로 가장 이상적 기술이라 할 수 있는 열화학
적 방법은 몇 단계의 화학반응 폐쇄 주기 구성에 의해 물의 분해로부터 수소와 산소를
생산하는 체계로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엔지니어링 연구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탄화수소를 원료물질로 하거나 물을 원료물질로 하거나 간에 앞에서 언급한 모든 수소
생산 기술들을 열역학 제2법칙 관점에서 살펴볼 때, 정도 차이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대
량의 고온 에너지 또는 전기 에너지를 요구하며 이의 완화를 위해서는 또 다른 형태의
화학반응 촉매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생화학적 방법에 의존해야 한다.
1988년 조사 자료[1]에 의하면 메탄의 수증기 개질(Steam reforming)과 열분해
(Thermal cracking)에 의해 생산되는 수소량이 총 공급량의 48%에 달하며 납사 개질과
중유의 부분 산화법에 의하여 생산되는 수소량이 총 공급량의 30%, 석탄의 기화법이나
부분 산화법에 의하여 생산되는 수소량이 총 공급량의 18%, 그리고 나머지 4%가 전기
분해법에 의해 생산되는 수소량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들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 발생을 배제할 수 없다는
고유한 성격으로 인하여 최근에는 고온 기체 냉각로(HTGR)에서 발생되는 고온의 열 에
너지를 이용하여 물로부터 직접 수소를 생산[2]한다는데 관심이 점증함으로써 물을 원료
물질로 하는 열화학적 황-요오드(SI) 수소생산 방법과 황-하이브리드(HyS) 수소생산 방
법 그리고 수증기의 고온 전기 분해법으로 집약되고 있다[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에 대한 기술을 살펴보고 세계 주요국들의 연구개발 현황과
계획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SMART 표준화 사업과 원자력
수소 기술개발 계획에 본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국제협력과 기술개발 방향을 설정함에 있
어 일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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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조사
제1절 원자력을 이용한 해수담수화
1. 서론
2006년 IAEA 총회에서 회원국(특히 개발도상국)의 원전 도입을 지원하기위한 결의
안이 통과되었다. 현재 주력 에너지원으로 사용 중인 화석연료가 가지고 있는 제반 문제
점인 자원의 제한 및 경제성, 지구 온난화 및 환경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원자력은 이들
문제점을 해결하는 좋은 대체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700 MWe 이하의 중소형원전은 대형원전에 비해 규모의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중소형원전은 이러한 경제성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대
형원전으로는 충족이 어려운 비발전분야(해수담수, 지역난방, 공정 열/증기 생산 및 소규모
발전 등)에 적용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개발 중에 있다.
IAEA에서는 최근 전력비용 및 전력소비 증가, 석유가격 급등 등 경제적 요인과 전력망
사정, 지역적 환경 및 원자로의 다양한 활용성(해수담수, 지역난방, 공정열 생산 등)을 고려
하여 일부 원자력 선진국을 포함하여 개도국(총 40개국) 등 많은 나라에서 원자력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원자력의 비발전분야 활용성에 대한 회원국의 다양한 연구개발 결과
를 종합하고, 각국에서 진행 중인 원자로의 개발을 촉진하며 향후 원자력을 도입하고자 하
는 회원국의 에너지 계획수립에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IAEA에서는 특히 해수담수, 지역난방, 공정열/증기 생산 및 소규모 발전을 위한 원자력
선진국의 원자로 개발 현황 및 전망과 향후 원자력 잠재 도입국의 비발전분야 원자력 활용
계획, 관련 연구현황에 대한 회의를 통하여 회원국의 비발전분야 원자력 활용 증진을 도모
하고 있다.
2. 각국별 기술개발 및 사업현황[4-10]
가. 아르헨티나: Porto Deseado 부지의 CAREM + RO 시스템
세계 대부분의 지역과 마찬 가지로, 라틴 아메리카, 특히 아르헨티나는 식수가 부
족한 인구밀도가 높은 광범위한 해안지역을 갖고 있다. 이는 사회경제적인 발전의 중대한
제약사항으로 나타난다. 원자력 담수는 지속적인 물 부족에 대한 해결책이다. 전기뿐만
아니라 식수를 생산하기 위해 원자력을 이용하는 것은 화석연료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것
보다 경제적으로 바람직하다.
CAREM (Investigaciones Aplicadas Sociedad del Estado [INVAP]와 the Comisión
Nacional de Energia Atómica가 공동 개발한 소형원자로) 발전소와 RO 시스템을 연계시
키는 것은 경제적 기술적으로 가능성 있는 옵션이다. 뿐만 아니라 Puerto Deseado 지역
과 다른 물 부족 문제를 갖고 있는 도시들의 담수와 에너지 생산을 위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대안이다
나. China: 해안지역을 위한 NHR-200+MED 시스템
NHR-200 (200 MW 고온 핵 열 원자로)을 이용한 통합 담수화 플랜트에서 얻어지
는 물의 원가(cost)는 NHR-200+VTE (고온, 수직관 증발기)–MED의 경우 $0.75/m3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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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NHR-200+LT-HTE (저온, 수평관 증발기)–MED의 경우 $0.79/m3 정도이다. 이 사
례연구는 NHR-200에 의해 생성되는 증기의 원가가 석유 및 가스보일러에 비해 매우 경
쟁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다. 이집트: 해안 지역에서의 PWR-1000 + MSF, MED, 및 RO 시스템
1000-MWe

PWR을

사용하면,

MSF

플랜트에서의

물의

원가(할인률

8%)가

$1.48/m3 로 MED($0.89/m3)나 RO($0.65/m3)플랜트에 비교해서 가장 높다. 민감도분석
에 의하면, 할인률 변동과 물의 가용성이 생산단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사례 연구 결과는 원자력 담수화 시스템이 이집트에서 경제적 이득이 있음을 명확
히 보여준다.
라. 프랑스와 튀니지: 튀니지의 la Skhira 지역의 PWR, GT-MHR, 및 PBMR +
MED, RO
900MWe PWR, AP600, GT-MHR(Gas Turbine-Modular Helium Reactor) 및
PBMR(Pebble Bed Modular Reactor)로부터 전력 및 담수화 원가를 구하였다. 이들을
600MW CC-600(gas turbine, combined-cycle plant)과 비교하였다. 이들의 에너지원은
전력 및 담수를 동시에 생산하는 운전모드로 MED 및 RO 담수화설비와 연결되어있다.
모든 조건에서, 가스 가격이 ＄150/toe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이들 4개의 원자로를 이
용하면 전력 및 담수생산 원가를 훨씬 낮출수 있다.
PWR-900과 AP600을 사용하는 MED 담수화 원가는 CC-600플랜트를 사용하는 것보다
각각 46%와 42%씩 낮다. MED 담수화 원가가 가장 낮은 원자로는 GT-MHR과 PBMR
이다. CC-600+MED플랜트의 원가와 비교하면(천연가스 가격이 ＄60/bbl일 때), MED 플
랜트와 연결된 이들 원자로는 담수화 원가를 각각 62% 및 56 % 씩 낮춘다. CC-600+RO
플랜트의 원가와 비교하면, PWR900+RO와 AP600+RO의 담수화 원가는 각각 31% 및 29
%씩 낮아진다. 모든 에너지원에서, RO 방식의 담수화 원가는 MED 방식에 비해서 낮다.
마. 인도: PHWR + hybrid MSF/RO, Kalpakkam 지역 실증플랜트
인도는 해수담수화를 위한 대형 MSF/RO 설계 기술과 해수에서 순수를 생산하는
데 저급의 폐열을 활용하는 저온 MED 기술을 갖고 있다. 탈염수의 생산비용은 단위 생
산당 에너지 소요량과 에너지 요금의 함수다. 하지만 요금은 비교적 일정하기 때문에 물
생산 비용은 주로 단위 생산당 에너지 소요량을 줄여서 절감한다. RO의 경우, 더 높은
투과성을 갖는 멤브레인과 더 효율적인 에너지 회수계통으로 단위 생산당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다. 규모가 커짐에 따라 RO에 대비한 MSF의 생산 비용이 개선된다. MSF의
물 생산 비용은 RO 보다 24 % 더 높지만, RO가 더 좋은 품질의 물을 생산한다. RO에서
나온 삼투수의 품질은 시간이 흐르면 저하되고, 멤브레인을 교체해야 한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는 MSF에서 얻은 증류액을 섞어서 장시간 식수의 질을 유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멤브레인의 유효수명을 늘일 수 있다. Kalpakkam 원자력 담수화 실증 플랜트의 구
현 경험으로 인도 연구자들은 원자력 담수화 플랜트 연관 체계들의 설계, 설치, 시험, 운
전에 상당한 자신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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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파키스탄: 기존 CANDU 원자로, KANUPP+MED, Karachi 지역
파키스탄은 담수화 프로젝트 수행시 이자율이 담수화 프로젝트의 경제성에 중요한
요소임을 나타내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용량에 대한 요인으로서, 소형 설비의 경우
용량이 물 단가에 미치는 영향은 작다. 그러나 보다 큰 설비의 경우 (1000000 m3/일), 용
량의 증가에 따라 물 단가의 감소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난다. 수력 발전소의 가용도는 물
단가를 결정하는 또 다른 요소이다. 가용도가 30% 증가하면, 물 단가는 18% 감소한다.
원자력에 의한 해수의 식수 생산은 유가가 심지어 $45/배럴 이하인 경우에도 유리한 방
법이다.
사. 러시아: KLT-40S, RITM-200, GT-MHR + MED, 해안지역을 위한 역삼투압법
러시아에서 가장 유망한 해상 원자력 담수화 설비 (Floating nuclear power
desalination complex; FNDC)는 KLT-40S 원자로와 MED방식을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화석연료 담수화 설비의 담수생산 비용을 분석하고 KLT-40S와 더 큰 용량의
RITM-200을 이용한 FNDC의 경쟁력을 비교하였다. 석유 가격이 톤당 90에서 120 달러
이상이고 석탄 가격이 톤당 60에서 80 달러 이상일 때 두 원자력 설비 모두 더 낮은 에
너지(Power)와 더 낮은 담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 시리아: PBMR + MED/VC, RO, Damascus 지역
PBMR + MED/VC (vapor compression) 시스템용 물 비용은 $0.52/m3 (현지에 있
는 화석 연료 사용시 $0.61/m3) 이다. PBMR + RO 시스템용 물 비용은 $0.63/m3 (현지
에 있는 화석 연료 사용시 $0.67/m3) 이다. 운반 비용과 담수 비용이 포함된 전체 식수
비용은 $0.85/m3 ~ $1.40/m3 범주 내에 있다.
자. 미국: PWR+MED, RO, and Hybrid MED/RO
미국은 담수화 프로젝트 수행 결과 원자력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한 물과 전력 생산
의 타당성은 입증되었다. 이 연구의 후속 단계로서 특정한 생성 옵션이 경제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상세히 평가될 것인데, 이는 원자력을 이용한 담수가 전통적인 화석
연료를 이용한 병합 발전의 대안으로 쉽게 고려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Hybrid RO/LT(저온)-MED 플랜트 옵션은 다양한 품질의 물 관련 생산품과 운전의 유
연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Hybrid RO/LT(저온)-MED 발전소 옵션에 의한 물 생산 비
용은 RO 해수 플랜트의 물 생산 비용과 비슷하다. Hybrid 플랜트 (동일한 발전소 전력
용량과 30%의 발전소 열효율을 가정)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는 LT-MED 발전소에 비
하여 평균적으로 60% 정도 낮다. 따라서 에너지 비용의 절약으로 인하여 Hybrid 플랜트
의 전반적인 물 생산 비용이 낮게 된다.
차. 한국: SMART +MED, 실증 플랜트
한국의 SMART 원자로는 MED 공정과 결합되어, 한국에서의 원자력을 이용한 담
수화 설비 중 가장 유망한 옵션이다. SMART + MED 계통의 담수화 비용은 7%의 할인
율을 가정하여 하루에 40,000m3를 생산할 때 m3당 0.63달러이다. 이자율, 전력비용, 발전
소 가용성, 핵연료 주기 비용, 자본 비용 등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 경제성이 유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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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할인율은 담수화 비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결론 및 건의사항
원자력을 이용한 비발전분야중 해수담수화 분야에서 현재 각국은 여러 원자로형이나
여러 담수방법으로 원자력을 이용한 해수담수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
운 원자로형을 이용한 해수담수화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단기 또는 조기 개발 가능한
원자로형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한편, 현재 비발전분야에서 원자력의 경제성은 범세계적인 탄소세 도입이나 화석연료 자
원 고갈이 임박하지 않는 한 절대적 경제적 우위(석탄 대비)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므로 경
제성 증진이 필요하며, 또한 비발전분야에서의 원자력 이용 증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public awareness 증진이 필요하다.

제2절.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생산
1. 서론

물로부터 수소를 얻고자 하는 열화학적 수소제조 기술은 1970년대 초반 오일 쇼크를
맞이하면서 관심의 대상이 된 약 35년의 역사를 간직한 기술로서 1997년 지구 온난화를
걱정한 교토 의정서와 부시 대통령의 원자력에너지 혁신적 연구를 위한 포괄 에너지정책
‘원자력수소 이니셔티브(NHI)’의 발표와 더불어 연구개발의 시의성을 확보하였다. 특히
o

초고온 기체냉각로(VHTR)의 950 C 열원과 열화학적 수소생산 기술의 접목은 국제적인
호응과 함께 원자력수소라는 용어를 탄생시키면서 경제적인 수소생산 가능성에 초점을
둔 국제협력체인 국제 공동연구 포럼(GIF VHTR)을 탄생시켰다.
VHTR은 고온의 수증기 또는 헬륨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열 공급원이기도 하여
고효율의 전력생산 뿐 아니라 석탄의 액화, 천연가스의 개질, DME(Di-Methyl Ether)의
경제적 생산 등 다양한 분야에 이용될 수도 있겠으나[11-13], 화석연료 부존자원이 빈약
한 우리나라에서는 VHTR 연구방향을 열화학적 수소제조 기술개발에 초점을 둘 것을 권
장하고 있다.[14]
또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수소생산방식은 분산형과 집중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분산
형 수소생산은 수소자동차충전소에서 수소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물 전기분해장
치 또는 중소형 천연가스 또는 메탄올의 수증기 개질기를 사용한다. 집중형은 원격지에서
수소를 대량 생산하여 파이프라인으로 배송하거나 열차 또는 트럭을 이용하여 충전소까
지 운반하는 방식이다. 집중형의 경우에는 생산된 수소를 수요지까지 운반하기 위해 추가
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운반비는 물량과 거리에 따라 달라지지만 연간 1만톤 규모일 경우
에는 배관망이 유리하며 200 km의 거리라면 운반비는 0.8$/kg으로 추정된다.[15]

미국

에서는 기술개발의 목표를 수소경제시대의 운반비를 1.0$/gge이하로 설정하였다.[16](1
gge는 약 1kg) 기존의 천연가스배관망을 보완하여 수소운반에 이용한다면 건설비가 대부
분을 차지하는 수소운반비를 절감할

수 있다. 집중형 수소생산의 원가목표는 분산형의

원가목표보다 운반비를 제외한 만큼 설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수소생산
열효율이 가장 높은 VHTR연계 열화학적 수소생산이 가장 경쟁력 있는 방법임을 뒷받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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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여러 방식의 열화학적 수소생산 사이클이 제안되었고[17] 일부 제안에 대해서
는 최근까지 실험적 연구가 진행되고[18-20] 있으나, 근년에 연구개발이 집중되고 있는
기술은 황-요오드 열화학 사이클(Sulfur-Iodine Thermochemical Cycle)과 수증기의 고온
전기분해법(High Temperature Steam Electrolysis), 그리고 미국 웨스팅하우스에서 제안
한 하이브리드-황 공정(Hybrid Sulfur Process)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수소 생산시스템 소개와 함께 각국이 추진 중인 기술개발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였다.
2. 원자력수소 생산시스템
원자력수소 생산시스템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VHTR 시스템, 중간 열교환(IHX)
시스템, 그리고 수소생산 공정으로 구성된다.

그림 1. 원자력수소 생산시스템.
가. VHTR 시스템
VHTR은 그림 2와 같은 고온에 견디는 삼중피복입자핵연료 (TRISO)를 사용하며,
화학적 활성이 없고, 중성자흡수가 없는 헬륨을 냉각재로, 고온에 견디는 흑연을 감속재
로 사용하는 원자로 개념으로, 1,000oC의

고온열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구조재인 금
o

속재료의 내구온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950 C를 현실적인 한계로 보고있다.[21] 향후 세
o

라믹 등 고온재료의 기기제작성과 내구성이 향상될 경우에는 1,200 C까지도 달성 가능할
것으로[22] 예상된다.
1) 피복입자 핵연료 (TRISO fuel particle)
삼중피복핵연료(TRISO)는 약 0.5 mm 직경의 우라늄 연료핵 (UO2 kernel) 주변에
완충탄소(Buffer Carbon)층, 열분해탄소(Pyrolytic Carbon)층, 탄화규소(SiC)층, 열분해탄
소층을 사중으로 피복하여 제조한다. 핵분열시 발생하는 Kr-85, Kr-88, Sr-90, Zr-95,
Ru-106, Ag-110m, I-131, Xe-133, Cs-134, Cs-137 등의 핵분열생성물은 낮은 밀도로 피
복된 완충탄소층에 잔류하게 된다. 완충탄소층을 둘러싼 치밀한 열분해탄소층과 탄화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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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은 대부분의 방사능물질이 TRISO 외부로 나갈수 없도록하며, 탄화규소층의 기계적강
도는 기체성 핵분열생성물의 높은 압력까지 견디도록 하고 있다.

그림 2. TRISO 핵연료입자 (KAERI 시제품사진).
o

o

원자로내에서 최대 핵연료온도 1,350 C에서의 장기간 사용과 사용후 1,600 C의 사고모
의 시험에서 핵분열생성물의 누설량이 10-5이하가 됨을 입증하였다.[23] 노심냉각재에 존
재하는 방사능의 근원은 TRISO 내부에서 누설되는 핵분열생성물 보다는 제조공정에서
외부에 오염된 우라늄에서 발생한 핵분열생성물이 더 많은 량의 방사능을 발생하므로, 제
조공정에서의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해진다. 엄격한 품질관리로 제조된 독일 NUKEM의
핵연료는 AVR 원자로와 THTR 원자로에서의 사용과 추후 사고모의실험을 통해 각종
성능이 입증되었다. 독일의 핵연료제조기술은 일본과 중국에서도 발전시켜 사용하고 있
다. 950oC의 출구온도를 가진 VHTR에는 기존 기술로 제조된 TRISO 핵연료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성능을 향상시켜 사고시 더 높은 온도에서 견딜 수 있
o

는 TRISO 핵연료 제조기술 개발도 진행되고 있다. 1700 C 이상의 고온에서 결정상이 변
화하는 탄화규소 대신 더 높은 온도에서도 안정한 탄화지르코늄을 피복한 ZrC-TRISO에
대한 가능성이 연구되고 있다.[24-25] ZrC-TRISO를 사용하면 사고시 핵연료 제한온도를
o

현재보다 200 C 이상 높여 안전성 유지에 지장없이 원자로의 출력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부피는 같은 전기출력을 생산한 경수로에 비해 9.6배정도로 크나, 더 높
은 연소도를 달성하고 있으므로 사용후 핵연료의 붕괴잔열은 같은 부피의 사용후 핵연료
라면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의 10배가 적으며, 잔존 중금속(우라늄과 초우란원소)의 양은
경수로의 65배가 적다. 저장부지의 면적은 잔존 중금속량에 의해 정해진다. VHTR 사용
후핵연료 저장에 필요한 부지는 동일한 에너지를 생산한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의 1/8 정
도에 불과하다.[26] TRISO 핵연료입자의 피복은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하므로 자연상태에
서 최소 100만년 동안 건전성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하고[27] 있으므로 고온가스로의 사용
후핵연료는 별도의 처리없이 영구처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 핵연료 형태
고온가스로의 핵연료는 1미리미터직경의 피복입자핵연료(TRISO)이며 핵분열연쇄
반응을 지속하는 원자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약 십억개의 TRISO입자를 장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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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한 핵연료를 대량으로 장전하기는 어려우므로 TRISO입자를 직경 6cm의 구형으로
성형한 페블형(pebble) 핵연료를 장전하는 방식과 원주형(compact)으로 성형한 블록형 또
는 속이 빈 원주형(hollow compact)으로 성형한 블록형 핵연료를 장전하는 방식이 있다.
독일의 AVR, THTR, 중국의 HTR-10과 건설을 추진중인 남아공의 PBMR은 페블형, 미
국의 FSV와 설계를 추진중인 HT3R은 블록형, 일본의 HTTR은 속이 빈 원주 블록형 핵
연료를 채택하였다.
핵연료성형 형태는 핵연료의 교체방식과 냉각재 압력차에 영향을 준다. 직경 6cm의 페
블형 연료는 운전중 연속적으로 연료 교체하므로 가동율을 높일 수 있으며, 노심의 출력
조정에 필요한 잉여임계도가 적어도 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노심의 냉각재 압력손실이 커
지고 노심상부에서 자유낙하시켜 장전한 핵연료의 정확한 노심내 위치를 파악하기 힘들
다는 단점이 있다. 반대로, 블록형에서는 핵연료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냉각재의 압력손
실이 적어서 순환기의 에너지 소모량이 적다는 장점이 있으나, 주기적 연료교체를 해야
하므로 주기초에 충분한 잉여 임계도를 확보하고, 이를 독물질로 제어해야 함으로써 중성
자를 낭비하는 단점이 있다. 모든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를 측정하는 페블형에 비해 블록
형에서는 각 블록의 핵연료 연소도를 알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3) VHTR 노심
원자로의 설계는 경제성과 안전성의 두가지 측면에서 최적화하여야 한다. 초기의
원자로개발은 경제성에 중점을 두고 개발하였다. 그 결과 출력밀도의 증가와 플랜트의 대
형화를 추구하였다. 고온가스로는 고온을 발생하므로 열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
리하지만, 냉각능력이 떨어지는 가스를 사용하므로 노심의 부피가 커진다는 (또는 출력밀
가 낮다) 단점이 있다.
그러나 1979년 발생한 TMI 경수로의 사고는[28] 노심이 정지하더라도 핵분열생성물의
붕괴잔열을 제거하기 위한 비상냉각시스템 등의 공학적 안전설비도 인적오류 등 요인에
의해 작동하지 못하고 핵연료의 심각한 파손까지 이를 수 있음을 입증했다. TMI 사고이
후 개발된 개량형 경수로에서는 세라믹캣처, 고압충수계통 등 피동적인 안전계통이 도입
되고 있다. 그러나 냉각능력이 낮은 기체를 사용하는 고온가스로에서는 고유의 특징을 활
용하여 고유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개념을 전환하였다. 즉, 출력밀도가 낮고 고
체인 흑연의 열용량이 커서 열적 천이속도가 매우 느린 고온가스로에서는 노심의 구조를
긴 원통형으로 배치하여, 압력용기 표면적을 넓힘으로써 복사열전달만으로도 노심정지 후
에 발생하는 핵분열생성물 붕괴잔열을 제거할 수 있다. 압력용기 외부로 전달된 열은 자
연대류에 의해 작동하는 공동냉각계통(Reactor Cavity Cooling System)에서 제거시켜 사
고 시의 핵연료 최고온도를 제한온도이하로 낮춤으로써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29] 공
동냉각계통은 격납용기의 콘크리트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목적으로 정상운전 시에도 계속
작동하고 있다. 사고 후 장기간의 운전정지 상태에서 공동냉각계통의 성능이 저하될 경우
에는 주변 토양으로의 열전달이 가능하도록 원자로를 지하에 건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하구조물은 건설비는 다소증가하나 내진내구성이 좋으므로[30] VHTR처럼 긴 원
통형의 구조물에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3은 초창기의 고온가스로로부터 현재까지
의 변천사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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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고온가스로의 변천사 (General Atomics 제공)
고온가스로는 대부분의 사고에 대해 노심에서의 핵연료손상 우려가 없이 긴 응답시간
을 갖고 반응하고 있어서 냉각재의 영향이 큰 경수로나 액체금속로보다 안전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31] 고온가스로 고유의 안전문제로는 노심내부로의 습기나 공기침
o

투에 의한 흑연구조물의 산화 또는 연소에 있다.[32] 흑연은 500 C의 온도에서 부분적인
산화가 진행되어 650oC이상이 되면 연소상태에 진입한다.[33] 현재의 VHTR은 노심에서
헬륨의 기류를 상부에서 하부로 흘리도록 하여 노심구조물의 진동을 줄이고 있다. 이런
형태의 노심에서는 배관부에 파손이 있더라도 사고초기에는 압력용기내부의 고압 헬륨이
공기침투를 방해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기침투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그동안 공기
침투시 흑연의 온도는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배관파손에 의해 대량의 공기가 침투하더
라도 핵연료를 손상시킬만한 전반적인 연소는 발생하지 않으나, 초기에 높은 온도상태인
노심하부 흑연블록의 일부에서는 연소가 발생할 수도 있다.[34]
흑연연소를 방지하는 방안으로는 격납용기주변의 공기량을 제한하여 연소를 제한하거
o

나, 1,300 C이상의 고온에서만 연소하는 탄화규소 또는 탄화지르코늄으로 흑연구조물과
핵연료를 피복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35] 흑연구조물의 피복은 기계적 마찰 성능 등
에 대한 추가연구가 진행되어야 실용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가스 순환기
o

노심냉각을 위한 순환기는 500 C 부근의 헬륨을 초당 수백 kg의 빠른 속도로 순환
시켜야 한다. 헬륨순환기는 독일의 AVR, THTR, 미국의 FSV, 일본의 HTTR, 중국의
HTR-10에 채용되어 성공적으로 운전되었으나 몇가지 문제점도 발견되었다.
VHTR에 습기가 침투하면 물의 중성자흡수로 임계도가 낮아져 원자로가 트립된다. 이
런 현상은 원자로의 안전성 유지에는 장점이지만, 원자로운전이 중단되므로 경제적인 손
실이 따른다. 미국의 고온가스로인 FSV는 순환기부분에서 발생한 잦은 습기침투사고가
경제적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36] 이러한 문제점을 개량하기 위해 회전축과 고정
축의 물리적 접촉이 없는 자기베아링, 세라믹 캐쳐베아링과 가스밀봉의 채용을 검토하고
있다.[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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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간 열교환(IHX) 시스템
효과적인 수소생산을 위해서 VHTR에서 발생한 고온의 기체를 수소생산공정에 최
소한의 열손실로 전달해 주어야 한다. 중간 열교환 루프에 사용하는 열교환기는 원자로와
수소공정 간의 압력차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VHTR은 기체를 냉각재로 사용하므로
기존의 원자로에 사용하던 튜브형의 열교환기보다는 장치의 부피를 줄일 수 있는 미세유
로 판형 열교환기에 대한 개발이 진행 중이다.
열교환기의 모재로 Alloy-230, Alloy-617 등의 고온합금을 사용하고 화학부식으로 유로
를 만든 후 확산용접으로 접합하는 판형열교환기(PCHE)[38] 또는 열전달면적을 넓이기
위해 구부린 얇은 판을 브레이징으로 접합한 판-핀형 열교환기(PFHE)의 적용을 주로 검
토하고 있다.[39]
수소생산 공정 쪽의 열교환기인 삼산화황 분해장치는 부식성이 매우 강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탄화규소복합소재를 사용하는 연구가 주로 진행 중이다.[40,41] 그러나 복합소재는
제작성이나 접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온용 금속을 모재로 사용한 판-핀형 열교환기에
내부식성을 강화하기 위해 탄화규소 피복 막을 형성한 후 이온빔으로 혼합하여 결합강도
를 높이는 방안도 연구 중이다.[42]
화학반응의 열 부하는 급격히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로의 급격한 출력 변동을 초
래하지 않도록 이차 측의 급격한 온도변화를 완충시켜 주어야 한다. 열용량이 적은 기체
의 온도변화를 완화시키기 위해 원자로로 되돌아가는 측에 열용량이 큰 증기발생기를 설
치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43] 또한 이차계통의 사고로부터 VHTR을 보호하기 위한
대형 격리밸브의 설치도 필요하다. 이런 장치들은 수소생산 공정의 제어와 원자로 제어의
독립성을 강화시켜 전체 플랜트의 운전성능을 향상시킨다.
VHTR에서는 핵분열과정 또는 흑연블록내의 불순물, 헬륨기체중의 헬륨-3, 제어봉내의
붕소, 습기 등 물질에 중성자 흡수반응이 일어나 삼중수소가 발생한다. 발생된 삼중수소
는 스폰지와 같은 구조의 흑연구조물에 대부분 흡수되나, 일부는 중간열교환기를 지나 수
소생산 공정으로 전달될 수 있다.[44] 생산된 수소에서 삼중수소오염 가능성을 최소로 줄
이기 위해서는 일차냉각계통과 중간 열교환 계통의 헬륨정화능력 강화, 열교환기 표면의
산화피막에 의한 삼중수소 확산감소 등의 방안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생산된 수소는 공기와 혼합될 때 18-60% 농도범위에서 폭발성이 있기 때문에 원자로
와 수소생산 공장 및 저장시설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45] 원자로를 지하에
건설하고, 방호벽을 세우는 등의 조치로 폭발사고에 대비한 시설 간 안전격리 거리를 줄
일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고압의 수소폭발과 수소생산 공정의 폭발 피해에 대해 아직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서, 적절한 안전거리가 결정되지 못하고 있다.[46]
중간 열교환루프의 열전달매체는 VHTR과 수소생산 공정의 거리에 따라 가까울 때는
일차냉각재와 같은 헬륨을, 수백미터 이상의 먼거리에서는 LiF-BeF2 계열의 용융염을 사
용하는 방안이[47] 검토되고 있다.
다. 수소생산 공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VHTR연계 원자력수소 생산 공정으
로는 SI 열화학 공정, 하이브리드 황 공정, 고온 수증기 전기분해 공정이며 내용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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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황-요오드(SI) 열화학 공정
에너지원으로 초고온 가스로(VHTR)의 냉각재인 He가스의 약 950 ℃ 이상의 고
온 열을 이용하여 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열화학적 수소제조 황-요오드(SI)공정
은 1970년대 중반 미국 제너럴아토믹사(GA) 연구진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1982년에 발표
된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3종 화학반응들로 구성된다.
2H2O + I2 + SO2 = 2HI + H2SO4

(Bunsen Reaction, 약 100℃, 발열반응)

2HI = H2 + I2

(200~500℃, 흡열반응)

H2SO4 = H2O + SO2 + 0.5 O2

(약 850℃, 흡열반응)

분젠반응은 발열반응이며 황산분해 반응은 400~500℃에서 H2O와 SO3으로 1차분해 된
후, 분해된 SO3가 약 800℃ 이상에서 고체 촉매반응에 의해 SO2와 O2로 2차분해 된다.
요오드화수소(HI) 분해 반응은 기체상태에서의 고체 촉매반응 혹은 액체상태에서의 균질
촉매반응으로 진행된다.
3종의 화학반응들로 구성된 SI공정을 화학반응 참여 물질들의 흐름을 기준으로 도식적
표현을 하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 화학반응식을 기준으로 한 SI공정 개념도.
이후 일본의 JAEA(구 JAERI)와 독일의 아헨공대에서도 SI공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였으며 상호간의 연구 차이점은 그림 4의 Section 3에 포함된

HIx 용액의 농축과정에서

볼 수 있다. 미국의 GA사는 인산을 이용한 추출증류(extractive distillation) 방법을 제안
한 바 있고, 독일 아헨공과대학은 고압 반응증류(reactive distillation) 방법을 제안하였으
며 일본의 JAEA와 한국의 에너지기술연구원은 전기투석법에 의한 1차 농축 후 증류법에
의한 2차 농축법을 제안하고 있다.
2003년 GA사는 아헨공과대학이 제안한 고압 반응증류법을 Section 3의 HIx 용액농축
과 HI의 촉매분해 단계에 적용시킨 새로운 공정도를 발표한 바 있는데 그림 5, 6, 7과 같
다.
GA사의 분젠반응은 HIx 용액 중에 포함된 요오드와 황산분해 공정으로부터 공급된
SO2 및 동시에 유입되는 물에 의해 요오드산과 황산이 생성된다. 이 반응에서는 요오드
를 적절하게 과잉으로 투입함으로써 분젠반응의 정방향 진행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황산
상과 요오드산상이 상호 분리될 수 있도록 비혼화성(Immiscibility)을 유발한다. 이 반응
은 약간의 발열반응으로 반응온도는 120℃이하이다. 분젠반응기에서 배출된 용액은 상분

- 22 -

리기에서 HI/I2/H2O가 주 구성성분인 중질상(Heavy phase)과 H2SO4/H2O가 주 구성성분
인 경질상(Light phase)으로 상호 분리된다. 상분리기에서 배출되는 경질상의 황산:물 몰
농도비는 약 1:5정도이며 이것이 제2의 분젠반응기라 할 수 있는 황산부스터 반응기를
거치는 동안 1:4정도로 최종 증가되어 Section 2로 주입된다. 한편 중질상은 Section 2의
황산분해 반응기에서 생성된 산소기체를 이용하여 기-액 접촉시킴으로써 중질상 내부에
잔존하는 이산화황을 기화시키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화학평형의 교란이 용액 내 잔존하
는 황산의 분해반응을 도모함으로써 HIx용액 내 황산농도를 최소화하는 단계를 거친 후
Section 3로 주입되며 본 유체의 HI:I2:H2O 몰농도비는 약 1:4:5를 유지토록 설계되어 있
다.

그림 5. GA사의 SI공정-Section 1 분젠반응 단위공정도.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57wt%의 황산용액이 소량의 SO2를 포함한 형태로
Section 2의 황산용액 농축장치로 공급된다. 본 단위공정 내부에는 열 회수용 열교환기
(Recuperator)를 많이 설치하여 열이용 효율을 극대화시켰으며 4단계의 플래시 드럼과 3
단계의 감압 플래시 증발기 그리고 최종적으로 감압 다단 증류탑을 거치면서 황산의 농
도를 98wt%까지 농축시키고 약 7.6kg/cm2G로 승압되어 황산증발기에서 기화되며, 일부
기화된 황산 기체가 SO3와 물로 분해되고, SO3분해기에 의해 최종적으로 SO2, 산소로 재
분해되도록 공정이 구성되어 있다.
그림 7은 1982년 GA발표에서 소개한 바 있는 인산을 추출용매로 사용한 HIx용액 농축
기술을 배제하고 독일에서 제안한 고압 반응증류기술을 채택한 HIx용액 농축/분해 공정
을 Section 3 단위공정으로 재구성한 GA사의 설계도면이다.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Section 3 단위공정은 3개의 열회수용 열교환기와 하나의 고압 반응증류탑, 수소기체 세
정탑, 그리고 HI/I2/H2O 상분리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로부터 물의 공급은 Section 3
의 수소세정탑의 세정액으로 주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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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GA사의 SI공정-Section 2 황산용액 농축/분해 단위공정도.

그림 7. GA사의 SI공정-Section 3 HIx용액 농축/분해 단위공정.
2) 하이브리드 황(Hy-S) 공정
Hy-S 공정의 반응식은 다음과 같으며 공정 개념도는 그림 8과 같다.

SO 2 (aq ) + 2H 2 O(l ) → H 2SO 4 (aq ) + H 2 ( g )

o

(전기분해, 80-120 C)

H 2 SO 4 (aq ) → H 2 O( g ) + SO 2 ( g ) + 1 / 2O 2 ( g ) (열분해, 800-900oC)
폐회로로 구성되는 전체 반응식은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는 것이다. 이산화황수용
액의 전기분해는 수소를 생산하며, 황산이 부산물로 남게 된다. 황산은 800oC 이상의 온
도에서 분해되어 이산화황과 산소가 발생된다. 이산화황은 냉각시켜 물과 수용액을 만들
게 되고, 다시 전기분해반응에 투입된다.
Hy-S공정에서는 42%정도의 에너지가 전기로 투입되며, 초고온가스로의 전기생산효율
을 45%로 가정하면 초고온가스로에서 열의 형태로 공급하는 에너지는 52%정도가 된
다.[48]
전기분해를 위해서는 수소이온 투과성이 좋은 전해질막이 필요하며, 근래에 연료전지에
널리 사용되는 PEM (Proton Exchange Membrane)은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다. 50% 이
산화황수용액의 전기분해에 필요한 전압은 상온에서 0.57 볼트이다.[49] 이 전압은 상온
수전해에서 필요한 1.23 볼트보다 낮으므로, 상온 수전해의 낮은 전력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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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하이브리드-황 수소제조 공정.
이산화황의 전기분해는 좁은 전기분해면적에 의존해야하므로 기기장치비가 많이 들게
될 우려가 있고[50] 전극 등의 재료부식 내구성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나, SI
열화학 공정에 비해 공정이 간단하다.
3) 고온 수증기 전기분해(HTE) 공정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의 역 메카니즘을 이용한 수증기로부터의 수소생산을
미국 INL에서 검증 중에 있다. 실험 장치는 가스공급장치, 가스질량측정기, 가습기, 이슬
점측정장치, 온도, 압력측정기, 가열로 그리고 SOFC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INL의 연구
개발 주목적은 3-4년 내로 실험실규모(50kW) 및 파일럿 규모(500kW)의 HTE장치를 개
발하는 것이다. 파일럿 규모 전기분해 공정은 약 5MPa정도의 고압에서 운전된다. 고압에
서의 운전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같은 체적 유량인 경우라도 고압

에서는 질량유속이 크게 되어 장치의 크기가 작아지며, 결과적으로 비용을 저감시키게 된
다. 생산되는 수소는 궁극적으로 압축되어 저장용기에 저장될 것이므로 고압에서의 수소
생산은 시스템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원료인 물을 5MPa까지 압축시켜 공급함으로써 생
산된 수소를 5MPa까지 압축시키는 경우보다 에너지 사용 측면에서도 훨씬 효율적이다.
1Kg의 수소를 대기압으로부터 5MPa까지 압축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약 8.8MJ인데 반
하여 9kg의 물(= 1kg H2)을 1기압에서 5MPa까지 압축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겨우
52kJ이기 때문이다. 또 고압운전은 전극에서의 과전압을 감소시켜 주는 등 전기분해 속
도 관점에서도 바람직하다.
저장탱크에 저장된 상온 상압의 탈염/탈이온 수는 펌프에 의하여 약 5MPa로 운전되고
있는 공정으로 운반된다. 공급수는 열교환기를 지나서

적어도 포화 액체상태( 265 ℃ at

5MPa)로 예열된다. 이 열교환기는 생성되어 나가는 O2 가스나 H2/steam 가스의 열을 사
용하는 재생열교환기이다. 열교환기는 H2/steam 혼합물로부터 스팀의 일부를 응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이슬점을 거의 주위 온도 수준으로 낮추는 역할도 수행한다. 파일럿 플랜트는
출구 유체로부터 최대한의 열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액체인 물을 증발
시키는데 필요한 엔탈피를 공급하기 위하여 또는 전기분해장치로 공급되는 수소/수증기
온도를 스택 운전온도까지 올려주기 위하여 열을 공급하여야 하며 VHTR로부터 공급된
다. 증발열은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공급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스택을 운전온도까지

- 25 -

올리기 위해서는 고온의 원자로 열이 필요하다.
증기발생기 하류에서 수증기는 수소와 혼합하여 10% 수소, 90% 수증기 몰조성을 가지
는 가스혼합물이 된다. 열역학적으로는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수소는 전해요소 스택
의 음극에서의 환원상태를 유지하여 전극의 산화를 방지하여 준다. 운전 시에는 수소가
수소저장탱크로부터 공급될 것이지만, 정상상태에서는 수소는 전기분해 셀 출구로부터 재
순환 공급된다.

고압 압축기는 수소가스를 입구로 다시 보내기 위하여 수소가스를 가압

하는데 사용된다. 질량유속조절기는 수소의 공급량을 조절하여 유입가스의 조성을

조절

하기 위해 사용된다.
전기분해장치 스택은 하나의 가스입구라인(스팀/수증기)과 두개의 가스출구라인(수소/
수증기와 산소)을 가지고 있다. 두개의 출구 가스는 고온열교환기와 저온열교환기를 통하
여 가지고 있는 열의 대부분을 유입가스 쪽으로 전달한다. 저온열교환기 출구에서 수소/
수증기의 이슬점은 유입되는 물의

온도와 근접하게 되는데 이때

열교환기 출구에서 수

소조성은 5MPa에서 99%를 초과하게 된다. 저온 열교환기 출구 측 가스로부터 회수되는
응축수는 유입수 측으로 재순환된다. 이때 생성물인 수소는 이슬점이 -40℃ 이하가 될
때까지 건조된다. 이를 위한 수소 건조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수소/수증기 흐름은 저온 열교환기 하류에서 다시 갈라진다.

이 흐름의 일부는 재순환

되어 유입 수증기 흐름과 혼합된다. 유입 수증기 흐름의 압력보다 높은 압력으로 소소를
재 압축하기 위하여 고압의 압축기가 필요하다. 질량 조절흐름계를 사용하여 전기분해 장
치로의 혼합기체 유입조성이 90% 수증기, 10% 수소로 되도록 한다.
수소발생 설비를 VHTR에 결합시키는 경우, 조립이나 유지보수 측면에서 수소발생 설
비를 모듈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듈화한 수소생산설비는 SOFC 스텍, 예열을 위

한 열교환기, 보충수 탱크, 응축기 및 분리기 등으로 그림 9와같이 구성된다.

그림 9. HTE 수소생산 공정도.
전형적인 모듈 크기는 길이 18.5m, 폭2.9m, 높이 4m 이다. 스택자체는 약 3m정도이고,
그 위 약 1m의 공간은 manifold 설치를 위한 것이다. 하나의 스택에는 두께가 4.05mm인
셀이 740개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

향후 SOFC 제작기술이 발전하여 셀의 유효 면적이

500mm x 500mm 까지 가능하다면 48개의 스택이 3줄로 나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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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분해장치를 효율적으로 운전하기 위하여는 수증기가 완전히 소진되어 버리는 경우
를 방지하여야 하므로, 전기분해장치에서 유출되어 나가는 가스에 약 10% 정도의 수증기
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출되는 뜨거운 수증기는 열교환기를 통과
하면서 보충수를 예열하게 되고, 이때 냉각된 수소/수증기 혼합가스는 응축되어 열교환기
출구에서의 이슬점이 보충수의 이슬점에 매우 근접하게 된다. 이슬점이 5MPa에서 25℃
인 수증기의 몰분율은 0.065%이다. 이 정도의 수증기 분율은 일반적으로 운반이나 저장
을 하기에는 조금 높으므로 탈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된 바 있다.
3. 세계 주요국별 기술개발 현황과 계획
가. 한국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자동차용 연료전지와 분산전원용 연료전
지의 상용화와 보급을 목표로 수소경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였다.[51] 마스터플랜에 따르
면 우리나라에서 2020년에는 연간 77만톤, 2040년에는 606만톤의 수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40년 수요량 중 344만톤은 연료전지자동차부문의 소요량이며 전체 수송연료
중 수소가 56%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수소는 연료전지에서의 연료 용도뿐만 아니라, 석유정제산업에서도 탈황기준의
강화, 중질유의 개질, 석유화학 제품생산에서의 수소수요가 매년 팽창하고 있다.[52,53] 현
재는 대부분 석유 또는 천연가스를 수증기 개질하여 수소를 생산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에 연간 47만톤을 정유공정에 소비하고 석유화학 및 타 산업분야에서 30만톤을 소
비하여 총 87만톤을 생산하고 소비하였다. 정유부문에서는 2020년에는 수송연료부문의
65만톤을 포함한 연간 116만톤의 수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수소를 원유
로 생산한다면 2004년 수입한 원유의 약 15%인 3,000만 배럴의 원유가 필요하다.
연료전지분야와 정유산업분야의 결과를 종합하면 2040년의 수소수요는 적어도 연간
680만톤에 달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를 현재 상용화된 기술인 물 전기분해로 생산한다면
약 50 GW의 발전용량이 필요하다. 원자로는 대량의 열을 적은 부지에서 적은 환경 부담
으로 값싸게 공급할 수 있는 장치이므로 수소경제에 필요한 막대한 량의 수소를 원자력
으로 생산하고자 하는 것은 현실적인 접근방식이다.[54-56]

미국의 경우 수소경제가 달

성되면 연간 4,000만톤의 수소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여 이중 400만톤을 원자력수소로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VHTR의 열출력으로는 약 40 GW의 용량에 해당한
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림 10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2020년대 중반의 200MWth급 원자력
수소 기술실증시험을 목표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그리고 한국과학
기술연구원을 기술개발 국내 파트너로 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원의 원자력 중장기 연구
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 협력프로그램인 GIF VHTR에 미
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EU와 함께 공동연구를 2007년부터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
도로 미국의 아이다호 국립 연구소(INL)와 제너럴 아토믹사, 중국의 칭화대, 그리고 독일
의 NUKEM사와는 쌍무협력 체제를 구성하여 공동 연구를 추진 중에 있고, 일본의
JAEA 그리고 프랑스의 CEA와는 양기관에 상호 도움이 되는 공동연구 의제와 방향을
발굴하기 위한 협의를 현재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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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한국의 원자력수소 기술개발 로드맵.
나. 미국
미국은 2003년 1월 대통령연두교서에서 수소에너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수소에너
지 사용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 및 에너지 자립도 증대를 천명하였다. 같은 해 2월 DOE
장관연설에서 수소개발 로드맵(Hydrogen Roadmap)을 그림 11과 같이 발표하였으며 이
후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수소생산, 인프라구축 등의 연구 분야에
대규모 정부투자를 시작하였다.
미국의 수소경제 진입 시나리오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에는 정부가 강력하게 연구개
발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2025년 이후 본격적 수소경제시대가 다가올수록 민간
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수소경제 구현을 위해 DOE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프로젝트 중의 하나가 NGNP
(Next Generation Nuclear Plant)이며 본 프로젝트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2005년 8월에
미국 국회는 에너지법안(Energy Bill)을 통과시켰다. 에너지법안이 제시한 NGNP 추진일
정 등은 아래와 다음과 같다.
￭ 제 1단계 : 2011년 9월 30일
- 수소생산시스템의 선정 및 타당성 입증
- 에너지변환기술개발(Power Conversion) 및 타당성
- 핵연료개발, 특성화 및 요건
- 재료선정 및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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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 개발
￭ 제 2단계 : 2021년 9월 30일
- 최적 원자로 선정 및 상세설계
-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생산 시설 건설 및 운전 시작
￭ 예산 : 1.25 Billion Dollar (2006 - 2015)
￭ 기타 : 재원과 기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원자력 및 관련 화공산업체의 참여
를 적극 추진.
한편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생산공정 개발을 위하여 NGNP와 병행하여 NHI (Nuclear
Hydrogen Initiative)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물분해 수소생산플랜트의 상용기술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NHI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의 SNL과 GA 그리고 프랑스의
CEA는 i-NERI Phase 1 공동연구를 통하여 100 L/h의 SI 수소생산 단위공정에 대한 연
구를 추진하였고 2단계인 Phase 2 연구에서는 100 L/h의 폐순환 종합공정을 건설하여
2008년의 1차 시험운전에서 정상상태 기준으로 약 50 L/h의 수소생산을 약 1시간에 걸쳐
확인한 바 있다.[57] 앞서 시행된 일본의 종합공정 운전은 대기압 운전이었음에 반하여
미국의 종합공정 운전은 최대 운전압력 5기압에서 시행되었다는 점이 기술의 진일보라
할 수 있다.
미국에 있어서 또 다른 NHI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HTE 수소생산 기술개발과
제가

INL의

연구소

주도하에

추진되고

있는데,

INL의

미국내

협동

연구기관인

Ceramatec사에서 8 cm x 8 cm(유효 면적 기준) 평판형 SOEC의 개발을 시발로 2006년
6월 28일부터 9월22일에 걸쳐 60장짜리 스택 2개를 한 쌍으로 하는 “Half Module"에 대
3

한 수소생산 성능 시험(2,040시간)을 시행한 결과 초기에는 1.2 Nm H2/h의 수소생산율을
나타내다 운전시간의 경과에 따라 줄곧 그 성능이 저하되어 2,040시간에는 0.65 Nm

3

H2/h의 수소생산율을 나타냈다고 보고한 바 있다. Ceramatec사의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INL에서는 ”Half Module" 전해장치를 기본으로 하는 ILS(Integrated Laboratory Scale)
시험시설을 2007년에 건설하여 당해연도 9월에 420시간 운전한 결과, Ceramatec사의 시
험결과를 검증/확인하였고 운전착수 후 250시간까지 성능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0.6 Nm3
H2/h에

도달한 이후로는

정상상태가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2008년

9월까지

"Full

Production" 성능시험을 위한 60장짜리 스택 12개로 구성된 3 모듈 전해장치가 설치된
ILS 시험시설(15 kW규모, 0.45 kg H2/h)을 갖춘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ILS “Full
Production" 성능시험이 끝나면 다음 단계는 200 kW(6 kg H2/h)규모의 파일럿 시험이 계
획되어 있고 최종적으로는 5 MW(150 kg H2/h)규모의 공학실증시험 계획이 설정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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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미국의 원자력수소 기술개발 로드맵.
다. 일본
SI공정에 대한 세계 각국의 연구현황을 살펴보면, 일본이 3개의 단위공정들을 연결
한 폐순환공정(closed process cycle)에 대한 30 L/h 수소생산규모의 실험실적 178시간
3

연속 운전 경험을 바탕으로 30 m /h 수소생산 규모의 파일럿 설계에 임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2008년 7월15일 원자력위원회가 발간한 ‘지구온난화 대책에 공헌하는 원자
력의 혁신적 기술개발 로드맵’에 의하면 2010년부터 파일럿규모 수소제조 시험을 수행하
3

여 2015년이면 고온가스로 HTTR과 연결시험을 수행하고 2020년에 1,000 Nm H2/h의 수
소제조시험을 달성하여 기술실증을 이룩하며 2030년경에는 상업규모로 생산을 개시한다
는 로드맵을 그림 12와 같이 설정해 놓고 있다.[58]
일본은 WE-NET (World Energy Network)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993년부터 수소경
제를 추진하였으며 2020년까지 28억불의 투자계획을 세웠었고 다양한 분야에 많은 성과
를 도출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생산을 위해 1998년부터 30 MWt 열출력을 갖는 고
온가스 실험로 HTTR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4년 4월에는 HTTR 출구 헬륨 온도를 95
0℃까지 높이는데 성공하기도 하였다. 열출력 600 MWt 초고온가스로인 GTHTR300 및
GTHTR300C 설계연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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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일본의 원자력수소 기술개발 로드맵(JAEA, 2005년).
3. 기타

□ 중국
◯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수소에너지 이용 수송부문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잠재력 있

는 시장 중 하나가 되었음. 2002년에 중국은 전 세계 연료전지 관련 특허 164건
중 25%를 획득함.
◯ 2035년까지 석탄기반 발전시스템을 유지할 수밖에 없으나 수소생산 및 이용 증대

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2050년대까지 석탄비중을 50% 이내로 줄이고 수소경
제 실현을 목표함.
◯ 현재 863․973 계획을 통해 수소생산, 저장, 연료전지 과제를 진행 중이며 국가핵

심과학기술프로젝트로서 연료전지 자동차 프로그램을 운영 중.
◯ 중국은 2000년부터 10 MWt 규모 고온가스 실험로 HTR-10을 운전 중에 있음.
◯ 현재 HTR-10을 발전시킨 371 MWt (150 MWe) 초고온가스로 HTR-PM 설계를

진행 중이며 HTR-PM을 2006년경 건설하기 시작하여 2010년까지 건설을 완료한
다는 계획임. HTR-PM 기술이 수소생산에 이용될 예정임.(그림 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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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중국의 원자력수소 추진계획(칭화대, 2004년 10월).

□ 남아프리카공화국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Western Cape에 있는 Koeberg 지역에 독일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400 MWt급 페블형 초고온가스로 (PBMR) 10기를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 중
임.
◯ 향후 추진 일정은 아래와 같음.

- 2006년 1월: National Nuclear Regulator에 안전해석보고서 제출
- 2007년 4월: 건설 시작
- 2010년: 연료 장전
- 2011년: US Design Certification 완료
- 2013년: 첫모듈 운전 개시
◯ 현 PBMR 설계기술에 대한 개선연구(원자로 용량 및 운전온도 증가 등)가 2005년

부터 시작됨.

□ EU
◯ EU에서는 2002년 수소경제 개발을 위한 수소연료전지 고위그룹(HLG-HFC)을 구

성, 향후 5년간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해 20억 유로 투자 결
정을 한 바 있음.
◯ 2004년 3월 FP6 수소연구 분야에 대한 연구계획서 요청이 있었음. 이후 수소과제

에 10개, 연료전지과제에 6개 과제가 채택됨. 총 연구비는 각각 6천2백만 유로와 3
천만 유로임. 그 중 열화학 사이클과 고온전기분해에 1.9백만 유로와 0.9 백만 유
로를 할당함.
◯ FP6에 선정된 수소과제는 주로 수소생산, 저장, 인프라 구축 연구이지만 원자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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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생산과제인 INNOHYO-IP와 V/HTR-IP도 기획 및 협의 중임.
◯ V/HTR-IP의 목적은 초고온가스로 개발이며 Framatome-ANP의 주관 하에 35개

기관이 참여. 4년간 연구개발예산은 2천만 유로임(EC 기여분: 9백만 유로).
◯ EU는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GEN-IV 공동연구내 VHTR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있음.
◯ 프랑스 CEA가 발표한 SI 열화학사이클 연구계획은 그림 14와 같음.

그림 14. CEA의 열화학사이클 연구계획(CEA, 2005년).
4. 결론 및 건의사항
원자력을 이용한 비발전분야중 수소생산 분야에서 현재 각국은 VHTR을 이용한 황요오드 열화학적 수소생산 또는 황-하이브리드 수소생산 또는 고온 수증기 전기분해법
에 의한 수소생산 기술개발에 열중하고 있다.
현재 3개 후보 공정 중에서 파일럿 규모의 시험을 위하여 각 나라마다 현 단계에서의 기
술성과 경제성을 중간 판단하여 하나의 기술을 선택하는 단계에 있으며 일찍이 일본은 황
-요오드 열화학공정을 후보공정 중 제일 경쟁력이 우수한 공정으로 선택하여 지속적인 국
가 연구개발 지원을 구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미국은 2009년 9월 이전에 하나의 기술을 파
일럿 시험 대상으로 선정한다는 로드 맵을 설정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또 남아공과 프랑스
는 황-하이브리드 공정 기술개발에 치중하고 있다.
NEA에서 추진하고 있는 GIF/VHTR/Hydrogen Production 프로젝트관리위원회(PMB)에
서는 3가지 공정 모두를 현 단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해야 하는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다자간 협력 체제를 통하여 분산 기술개발을 어느 정도 수행한 후 기술성과 경제성
을 비교/평가하는 것이 기술개발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는 공동취지아래 협력국간에 연
구개발 업무분장과 연구개발비의 이중투자를 방지하는 협력 체제를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뒤 늦게 연구개발에 참여한 우리나라는 국제 협력체제인 GIF VHTR 시스템 공동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선진 개발기술과 지식을 획득하고 내부적으로는 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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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등과 같은 내실을 기하는 연구체제를 갖춤으로써 2030년대에 도래할 것으로 예측하
는 수소경제 시대에 선진국들과 함께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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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IAEA 국제회의 개최 및 결과
1. Background
As the only large-scale carbon-free energy source, nuclear power has the potential
to replace crude oil and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in near and medium terms.
To achieve this, however, nuclear power must move beyond its historical role (as
solely a producer of electricity) to other non-electric applications. Among these
applications are seawater desalination, hydrogen production, district heating, and
industrial processes applications. Such applications have tremendous potential ensuring
worldwide energy and water security for a sustainable development in future. Nuclear
power, with its past experience in the heat and steam market in the low temperature
range i.e. in the areas of desalination, district heating, and tertiary oil recovery, can
make the extension easily and become a major in the global energy market.
2. Objectives of the meeting
The topics to be addressed by the meeting are:
- Advances in nuclear power plant designs for non electric applications.
- Advances in nuclear desalination technologies.
- Advances in nuclear hydrogen production technologies.
- Advances in nuclear-fossil liquid-fuels production technologies.
- Safety consideration of nuclear process heat coupling aspects.
- Economics of cogeneration systems.
- Challenges to process heat applications of nuclear energy.

3. Participants to the meeting and Agenda
Twenty two experts from eleven Member States attended the meeting.
LIST OF PARTICIPANTS & PHOTOS

IAEA Mr.Khamis Ibrahim
Wagramerstrasse 5, PF 100
1400 Vienna
Austria
Tel: +43-1-2600-22822
Fax: +43-1-26007
Email: I.Khamis@iaea.org
Algeria Mr.Belkaid Abderahmane
Centre de recherche nucleaire de Birini (CRNB)
BP 180, Ain Oussera, Wiaya de Djelfa
17200 Algeria
Tel: +213-27-821154
Fax: +213-27-874280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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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eria Mr.Mansouri Karim
Direction de L'Energie Nucleaire
Ministere de L'Energie et Des Mines
Tour A Val D'Hydra
BP 677 Alger Gare Alger
Algeria
Tel: +213-21-488 526
Fax: +213-21-488 557
Email: Karim.Mansouri@mem.gov.dz
China Ms.Tian Li
INET
Institute of Nuclear and New Energy Technology
Tsinghua University
A304 Building of Energy and Science
Beijing 100084 China
Fax: +8610 62771150
Email: tianli67@mail.tsinghua.edu.cn
Egypt Mr.El Desoky Ibrahim Abd El Hamid Abbass
Nuclear Power Plants Authority
P.O. Box 8191, Nasr City
Cairo 11371
EGYPT
Email: ********
France Mr.Yvon Pascal
DEN/DDIN
CEA/Saclay
Building 121, PC 7
91191 GIF SUR YVETTE Cedex
France
Email: pascal.yvon@cea.fr
France Mr.Le Naour Francois
DRT/LITEN
CEA/Grenoble
17 rue des Martyrs
38054 GRENOBLE CEDEX 9
FRANCE
Email: francois.le-naour@cea.fr
Germany Mr.Verfondern Karl
Research Center Jülich
Institute for Energy Research (IEF6)
52425 Jülich
Germany
Email: k.verfondern@fz-juelich.de
India Mr.Balasubramaniyan C.
Nuclear Desalination Demonstration Plant
Bhabha Atomic Research Centre (BARC)
Kalpakkam 603 102, Tamil Nadu
Tel: +91-22-25594625
Fax: +91-44-27480156
Email: cbs@igcar.gov.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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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a Mr.Kannuparambil Chandrasekharan Sandeep
Engg Hall No:8
Heavy Water Division
Bhabha Atomic Research Cenre(BARC)
Department of Atomic Energy(DAE)
Trombay, Mumbai
MaharashtraIndia-400085
Email: sandipkc@barc.gov.in
Japan Mr.Minato Akio
Central Research Institute of Electric Power Industry(CRIEPI)

Electric Power Industry; Central Research Institute;
Divis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Planning
1-6-1 Ohtema-Chi, Chiyoda-ku
TOKYO 100-8126
JAPAN
Email: minato.a.ab@m.titech.ac.jp
Japan Mr.Shiozawa Shusaku
Japan Atomic Energy Agency(JAEA)
3607 Narita-cho, Oarai-machi, Higashi-Ibaraki-gun,
Ibaraki-ken, Japan 311-1394
Phone:+81 29 266 7100
Fax:+81 29 266 7608
Email:shiozawa.shusaku@jaea.go.jp
Korea, Republic of Mr.Han Sang-Gil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Ltd.
411 Yeongdong dae-ro, Gangnam-gu
Post Code 135-791
Seoul, Korea
Tel: +82-2-3456-2360
Fax: +82-2-3456-2359
Email: hsb8410@khnp.co.kr
Korea, Republic of Mr.Chang Jonghwa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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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Republic of Mr.Zee Sungk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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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zee@kaeri.re.kr
Korea, Republic of Mr.Kim Yongwan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1045 Daedeok-daero, Yuseong-gu, Daejeon, 305-353
Republic of Korea
Tel: +82-42-868-8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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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ywkim@kae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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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Opening Session
KAERI Vice-President, Mr. Hark-Rho Kim welcomed the participants to the
meeting and provided them with some information about Korean on-going projects
related to "Non-Electric Applications of Nuclear Energy". He wanted all of the
participants would enjoy and be fully satisfied with this meeting. Also He expressed
his great appreciation to Mr. Ibrahim Khamis from IAEA and all participants from
Algeria, China, Egypt, France, Germany, India, Japan, Libya, Pakistan, South Africa,
and domestic participants. All the participants as recorded in the participants list have
introduced

by

themselves,

and

then

the

agenda

was

reviewed

and

modified.

Subsequently, the modified agenda was adopted.

Agenda for IAEA’s Technical Meeting on
Non electric applications of nuclear energy
Conference Room/INTEC, KAERI, Daejeon, Republic of Korea
March 3-6, 2009
Tuesday 3 March 2009
09:00 Registration
(Opening session: Mr. Wonjae Lee)
Mr. Hark-Rho Kim
(Vice-President of KAERI)

09:30

Welcoming Remarks

09:40

Introduction of participants and adoption of Agenda

all participants

IAEA Activities on Non-electric Applications
10:45 Group Photo and Coffee Break
(Desalination session: Mr. S. K. Zee)
11:00 Progress of the SMART for Non-Electric Applications KOREA – Mr S-K ZEE. KAERI
The Coupling Study of Nuclear Reactors and
ALGERIA –
11:45
Desalination Systems in Algeria
Mr A. Belkaid, CRNB
12:30 Lunch Break
INDIA –
14:00 Innovative Aspects of Nuclear Desalination in India
Mr C. Balasubramaniyan, BARC
Economic Feasibility Study of Cases on Seawater
CHINA –Ms Li Tian,
14:45 Desalination Systems Coupling to a Low Temperature
Tsinghua University
Nuclear Heating Reactor
15:30 Coffee Break
Economic Assessment of The Power And Desalination
EGYPT – A. A. El Desoky, NPPA
15:45
Plants - Impacts on Climate Change
Developing a Design and Simulation Tool for
LYBIA – Mr Khairy Agha
16:30 Coupling Thermal Desalination Plants with Nuclear
Reactors by using APROS Simulator
IAEA-Mr. I. Khamis

10:00

17:15

Summary of the presentations

Wednesday 4 March 2009
(Hydrogen session 1: Mr. S. Shiozawa)
Status of Japanese HTGR and Nuclear Hydrogen
09:30 Program
10:15 Coffee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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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 Mr S. Shiozawa, JAEA

Challenges for Production of Hydrogen using Nuclear

10:30 Energy

French activities on carbon free hydrogen production

11:15 by using nuclear energy
12:00 Lunch Break

(Hydrogen session 2: Mr. J.H. Chang)
14:00 Key Technology of Sulfur-Iodine Process in Korea
High Temperature Steam Electrolysis For Nuclear
14:45 Hydrogen Production Interest, Technological
Breakthroughs & Cea’S Strategy
15:30 Coffee Break
Evaluation of Levelized Unit Production Cost for
15:45 Nuclear Hydrogen Production Systems
Sorption Enhanced Steam Methane Reforming for
16:15 Hydrogen Production using Nuclear Heat Source
17:00 Summary of the presentations

KOREA – Mr J.H. Chang, KAERI
FRANCE – Mr Pascal Yvon, CEA

KOREA – Mr K.K. Bae, KIER
FRANCE – Mr F. Le Naour, CEA

KOREA – Mr K.J. Yang, KAERI
INDIA – Mr. S. Kannuparambil,
BARC
all participants

18:00 Dinner hosted by President of KAERI
Thursday 5 March 2009
(Heat application session; Mr. K. Verfondern)
Coal Gasification with Nuclear Energy for Hydrogen
09:30 Production

GERMANY – Mr K. Verfondern,

Research Center Jülich

10:15 Coffee Break
Gas Cooled Reactor, Its Potential Applications for

10:30 Process Heat

KOREA – Mr Y.W. Kim, KAERI

Aspects for Consideration in Aligning the Process

SOUTH AFRICA –Messrs. Kriel,
Ngiba and Maphalala, PBMR

Safety Considerations of Nuclear Process Heat

PAKISTAN –
Mr Muhammad Asif, PAEC
JAPAN – Mr Akio Minato,
Titech/CRIEPI

11:15 Industry with Nuclear Process Heat Developments
12:00 Lunch Break
14:00 Coupling Aspects

14:45 The Economic Perspective of Nuclear District Heating
15:30 Coffee Break
(Wrap-up Mr. I. Khamis)
15:45 Summary of the presentations

all participants

Discussion on and finalization of Meeting Report and

16:30 contents for the next meeting.

all participants

Friday 6 March 2009

10:30 Coffee Break
10:45 Technical tour(Hanaro Research Reactor)
11:30 Adjourn Technical Meeting
Luncheon hosted by Mr. Hark-Rho Kim (Vice-President

12:00 of KA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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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participants

4. Summary of the Work done and results achieved
Introduction of IAEA activities on non-electric applications (IAEA Scientific
Secretary)
The

IAEA

Scientific

Secretary

described

the

status

of

worldwide

energy

consumption and the prospects of the non-electric applications of nuclear energy. He
also briefly introduced not only the non-electric application plan and current status in
each country but also the IAEA CRP meetings to be held in 2009. He emphasized
that the HEEP and DEEP codes can be applied to economic analysis of the
non-electric application systems. In the same time, he invited that every country
contributes to the construction of DB for the HEEP and DEEP codes. He concluded
that nuclear power should be the potential carbon-free energy source to replace crude
oil and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he fields of non-electric applications such
as

desalination,

hydrogen

production,

district

heating,

and

industrial

processes

applications as mid and long term applications.
4.1 Desalination Session
KAERI (Korea)
Mr. Quun S. Zee provided a presentation on the progress of the SMART for
non-electric applications. He insisted on the applicability of various advanced types of
Small and Medium sized Reactor (SMR) such as small scale electricity generation,
desalination, and district heating. One of the SMRs, the SMART developed at KAERI
has been proven and qualified through various fundamental thermal-hydraulic tests
and design verification. He also described the design basis, characteristics, safety
system of the SMART, and its application such as desalination, district heating with
cogeneration of electricity. In the case of desalination, he emphasized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he SMART compared with other energy systems.

He mentioned that

detailed planning and evaluation for the next phase SMART project is underway to
obtain the standard design approval from the licensing authority.
CRNB (Algeria)
Mr. A. Belkaid introduced his preliminary economic evaluation results of the
desalination process coupled to a nuclear reactor at two potential sites, Mostaganem
and La Macta in Algeria. His presentation was including not only the geographical
situation and population prospect of the candidate sites but also

various scenario

studies such as normal and dry seasons and average and high energy demand cases.
He has concluded that nucleardesalination is more competitive than the desalination
using fossil energy. In addition, the desalination programs of 16 sites in Algeria were
introduced.
BARC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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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C. Balasubramaniyan provided a presentation on innovative aspects of nuclear
desalination in India. He described the Nuclear Desalination Demonstration Plant
(NDDP) at Kalpakkam for seawater desalination which iscomprising of 4.5 MLD
Multi-stage Flash (MSF) and 1.8 MLD Sea Water Reverse Osmosis (SWRO) plant
coupled to Madras Atomic Power Station (MAPS). He introduced the process flow
sheet of the MSF, the specification of water produced from the MSF, and 4 kinds of
innovative features of the MSF such as minimization of expensive tube requirements
and pressure drop, increasing cross-section area, and minimization of thermodynamic
losses. He also introduced not only the process flow sheet of the SWRO but also the
specification of water produced by the SWRO. It is first time in the world that a
hybrid nuclear desalination project has been executed coupled to an existing nuclear
power station and it is also the largest hybrid nuclear desalination plant in the world.
He has an opinion of that hybrid type is better than single purpose.
INET (China)
Ms. Li Tian provided a presentation on economic feasibility studies on the two
desalination technology options coupled to a 200MW low temperature nuclear heating
reactor (NHR). The 1st one is the desalination system using a high temperature
multiple-effect distillation (MED) with the production rate of 160,000 m3/d. The 2nd
one is the desalination system using low temperature (<70℃)MED with horizontal
tube bundle arrangement with a thermal vapor compression (MED-TVC) with 120,000
m3/d. She has calculated the economics of two cases, case 1 is constructed by
French-made equipment and case 2 is constructed by Germany design and then
manufacture of equipment by domestic industries. The result of the economic
feasibility study indicated the significant economical advantage of the large scale
plant.
NPPA(Egypt)
Mr. A. A. El Desoky provided a presentation on economic assessment of the power
and desalination plants.

In his presentation, the fuel life cycle assessment (LCA) was

used as a tool for evaluation of potential environmental impacts of the electricity
production and water production. He estimated the annual greenhouse gas emissions
for the future electricity supply options, such as coal, natural gas, and nuclear in
Egypt plan. He used DEEP code to calculate the functional units and costs of
electricity generation and water production as a function of specific carbon cost,
based on 600 MWe and 900 MWe, respectively. He recommended that the nuclear
energy should be the main role for reduction of GHG emission.
Atomic Energy Establishment (Libya)
Mr. Khairy Agha provided a presentation on Developing a Design and Simulation
Tool for Coupling Thermal Desalination Plants with Nuclear Reactors by 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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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OS Simulator.

He reported the situation of Libya water. He presented a detailed

modelling and simulation algorithm for coupling thermal desalination plants with
nuclear reactors. Different coupling techniques concerning co-generation systems for
linking thermal seawater desalination units (MED and MSF) to nuclear power
reactors using Advanced Process Simulation Environment (APROS) were presented
and discussed. In addition to developing a simulation model for the coupling unit, a
separate APROS simulation model for the thermal desalination processes has been
also constructed and assessed against design data of a 1200 m3/day production
capacity

of

thermal

desalination

plants

available

at

the

industrial

desalination

fabrication facility in Tripoli-Libya.
4.2 Hydrogen Session
JAEA (Japan)
Mr. S. Shiozawa introduced the current status of Japanese HTGR and nuclear
hydrogen program. His presentation focused on i) the Japan’s policy for HTGR and
nuclear hydrogen, ii) the summary of nuclear hydrogen R&D works in Japan, iii) the
HTTR Project which is underway at JAEA, focusing on the R&D achievements
concerning the IS process technology development and future plan. They achieved the
outlet temp of HTTR of 950oC for short time and have a plan to operate 1,000 hours
at this temperature in April 2009, and continuous operation of SI process, too. He
described the specification of the HTTR system, the chemical reaction steps of SI
cycle, and road map to develop the HTTR-SI process. The SI pilot scale test of 400
kW using industrial material will be performed in 2010 until the end of 2013.
Engineering data acquisition for plant design has been prepared already. From 2020 to
2030 a commercial scale test will be carried out. In his concluding remarks, his
personal future perspective on the nuclear hydrogen production was also introduced.
KAERI (Korea)
Mr. Jonghwa Chang provided a presentation on challenges for production of
hydrogen using nuclear energy. He justified why we need the development of nuclear
hydrogen production technology from the viewpoints of worldwide energy resource,
climate change, and economic growth prospects. He introduced not only energy
supplying and consuming situation in Korea but also the KAERI R&D program to
develop VHTR technology under collaboration with international community as well
as domestic research organizations. He also described the demand of hydrogen as
chemical raw material and hydrogen energy in Korea. On the other hand, he
mentioned the key technology area for the hydrogen production using a VHTR as
followings; i) design methodology including computer codes for performance and
safety

analysis,

ii)

TRISO

fuel

fabrication

and

qualification,

iii)

material

and

component for high temperature, and iv) water splitting process including small scale
helium loop test facilities and a sulphuric acid decomposer fabricated by 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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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coated metal material. KAERI has a temporary plan that a VHTR demonstration
plant will be constructed in 2022, nuclear hydrogen production demonstration in 2027,
and commercialization in 2030s. He also mentioned about non-technical challenges.
CEA (France)
Mr. Pascal Yvon described not only why we should go to develop nuclear hydrogen
production technologies in aspects of carbon dioxide emission, energy consumption,
and hydrogen supplying and consumption but also R&D activities are being performed
in France and in the frame of the Hydrogen Production Project of the Generation IV
Very High Temperature Reactor(VHTR) System. He reviewed hydrogen economy
prospects from the viewpoints of French energy mix, and stated that the advanced
processes were to be assessed again conventional electrolysis, which due to increasing
gas prices and carbon tax will be cheaper than fossil processes in the near term . He
introduced briefly not only the SI process focusing on a Bunsen reaction part,
sulphuric acid concentration, sulphur trioxide decomposer, and iodine section including
VLE measurements but also a hybrid sulphur process and a Cu-Cl cycle. In addition,
he mentioned that techno-economical studies in France are underway to evaluate the
potential production cost and help the selection of one or two processes for which
demonstrators will be built in the next few years. In their road map, it is revealed
that a MW scale prototype process will be decided in 2013. Even if there was some
argument on his economic assessments, he noted that based on the CEA current
results on efficiency, only HTSE presents a significant gain on energy consumption
versus alkaline electrolysis, , and that

CEA still needs to improve on the efficiency

of the thermochemical cycles.
KIER (Korea)
Mr. K. K. Bae provided a presentation on key technologies to develop a
Sulfur-Iodine(SI) process in Korea. He described the current status of R&D including
simulation

by

electro-dialysis

Aspen
and

plus

computer

distillation

column

code
to

and

experimental

concentrate

results

HI/I2/H2O

on

the

mixture.

He

anticipated around 40 % of hydrogen production efficiency as a result of the
simulation. In addition, their future plan for the performance tests of the equipment
and the integrated SI facilities with the hydrogen production rate of 200 L/h was also
introduced.
CEA (France)
Mr. F. Le Naour provided a presentation on high temperature steam electrolysis for
nuclear hydrogen production interest, technological breakthroughs & CEA’s strategy.
Firstly he described allothermic operating and autothermic operating conditions in the
HTSE. He introduced the merit points of high temperature steam electrolysis to
produce hydrogen. He mentioned the advantage and disadvantage of the HT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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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arity. On the other hand, he described the technological difficulties such as long
durability of an electrolyser, interconnection, leak management including glass and
metallic seals, etc. to be overcome in future. The current R&D activities to develop
HTSE technology at CEA have been introduced. Finally, He presented briefly the
strategy and road map to be deployed by the CEA on this process in order to
demonstrate

the

techno-economic

interest

of

this

technology

for

the

massive

production of hydrogen.
KAERI (Korea)
Mr. K. J. Yang provided a presentation on the cost evaluation of nuclear hydrogen
production systems. The cost evaluation was performed for the two systems of the
nuclear reactors, PMR and PBR, respectively which are coupled to a SI process, an
HTSE process and a HyS process by using the G4-ECONS code. As results of this,
these systems have the cost competitiveness over against hydrogen production
systems using fossil fuels. Parameter studies were also performed to determine the
sensitivity of the hydrogen production costs. He concluded that the SI process should
have an economising benefit, comparing with other hydrogen production processes.
BARC (India)
Mr. Sandeep Kannuparamboil introduced a sorption enhanced steam methane
reforming (SESMR) process for hydrogen production using nuclear heat source. This
process involves the adsorption of carbon dioxide in the reformer itself with
aCO2adsorbent such as CaO, dolomite, and hydrotalcite packed along with the catalyst.
He indicated that there is no effect of a CO2 absorbent in the high temperature
operation range of 800 oC. The performance of the process was analyzed as functions
of the fraction of CO2 adsorbed, operating pressure and temperature, and steam to
methane ratio, by using his mathematical model.
4.3. Heat Application Session
Research Center Jülich (Germany)
Mr. K. Verfondern provided a presentation on the coal gasification with nuclear
energy for hydrogen production. He described the project "Prototype Plant Nuclear
Process heat (PNP) which was performed by a joint effort of partners from science
and the coal and nuclear industries. In his presentation, different methods of
gasification for hard coal and lignite (brown coal) have been introduced. The
gasification technologies by steam reforming and hydrogenation are adopted. The
steam-coal gasification process was based on Lurgi, Winkler and Koppers-Totzek
processes. He described the gas composition of produced gases as a function of
operation pressure and temperature. The design parameters and research milestones of
an allothermal gas generator were also introduced. He also described not only the
parameters of catalytic and non-catalytic gasification but also component test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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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ing EVA II plant. In his presentation on hydrogenation gasification technologies,
he introduced EVA-ADAM methanation facilities, PNP-500, PNP-3000. In this project,
a safety evaluation of the combined system for the coal gasification was conducted
targeting the tritium contamination of the product (500 mBq/g of Germany Preventive
Radiation Protection Limit in any products), and the consequences of potential
explosions of flammable gas mixtures including protection distance of NPP against
external explosion. They anticipated 205 m for methane storage tank from HTTR in
HTTR-SR system as minimum safety distance.
KAERI (Korea)
Mr. Yongwan Kim presented on "Gas Cooled Reactor, Its Potential Applications for
Process Heat". He introduced not only a HTGR which is being developed at KAERI
for application in nuclear hydrogen production system but also other potential heat
applications of the high temperature energy from the HTGR. He recommended a
coal-to-liquid (CTL) process, a coal-to-gas (CTG) process, a steam reforming
process (SRP) of LNG, methanol production, and a steel making process, as applicable
fields. Potential HTGR heat markets were briefly mentioned as a function of operating
temperature range. He emphasized the economizing aspects of the HTGR in fields of
heat applications. He described in detail not only an applicable system to produce
methanol by using the off-gas from a steel making industry but also several
applicable scenarios of the HTGR to supply process steam and heat to the chemical
complex, oil refinery industry, and steel making company in Korea. He finally
introduced R&D and non-R&D challenges for nuclear heat application to non-nuclear
fields in his conclusions.
PBMR (South Africa)
Messrs, N. Ngiba, and N. Maphalala provided a presentation on aspects for
consideration in aligning the process industry with nuclear process heat developments.
They emphasized that technological advancement in the field of high temperature gas
reactors (HTGR) should successfully enable positioning of HTGRs in the process
industry notably, in process heat applications. This presentation introduced various
aspects for consideration in aligning nuclear industry process heat efforts with the
process industry, specifically the oil and gas industry and concluded by making
recommendations on high level interactions in order to synergistically advance nuclear
process heat into the process industry. On the other hand, he described the
importance how we convince the oil and gas community to accept nuclear licensing
as a given, including safety perceptions due to co-location.
PAEC (Pakistan)
Mr. Muhammad Asif provided a presentation on the main safety issue in coupling
of desalination plant with NPP. He described the safety issues related to failur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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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P and the effect of failure of desalination plant. He introduced the designing
aspects considered for the intermediate coupling loop system for Nuclear Desalination
Demonstration Plant (NDDP) presently being installed at Karachi Nuclear Power Plant
(KANUPP) in Pakistan. They used a MED desalination plant through intermediate
coupling loop. He also introduced main design parameters and safety analysis results
for the abnormal operation of pump, pipe failure, effect of NPP on NDDP including
radioactive contamination of produced water, etc.
TIT/CRIEPI (Japan)
Mr. A. Minato provided a presentation on district heating by nuclear energy. He
introduced the examples of district heating systems in Tomakomai city in Japan,
Ulaan Baatar in Mongolia including sales cost of hot water. He presented the
economic issues such as plant size, infrastructure to distribute steam, operation and
maintenance, and others to extend the application of nuclear energy for district
heating.
5.

Panel Discussion
5.1.

Conclusions

The following conclusions are obtained in this meeting.
1.

In terms of economic aspects, nuclear energy has currently advantage over

traditional fossil fuel plants using coal. Furthermore, if a realistic global carbon tax
were to apply or there is a shortage of fossil fuels, economic competitiveness of
nuclear energy over fossil fuels will befurther enhanced. In any case, nuclear energy
has various advantages over fossil fuels.
2.

Nuclear energy is capital intensive, yet has less fluctuation on production cost,

and could enhance the energy security in various countries. Simultaneously, nuclear
fuel is energy intensive; therefore, non electric applications could make nuclear energy
more viable.
3.

Public awareness could be enhanced further by the mature technology of

today especially when coupled to non electric applications of nuclear energy.
4.

With knowledge of today, the economics of advanced nuclear hydrogen

production processes are not yet competitive with the current fossil processes but
with significant progress on efficiency and investment cost, nuclear hydrogen would
become competitive. Some analyses consider that conventional electrolysis will be
competitive in the near term and should be the reference to beat for advanced
processes.
5.

Activ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could help accelerate progress on high cost

R&D in non electric applications such as development of nuclear technology and pi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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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 for nuclear hydrogen production.
5.2.
6.

Recommendations
Because of its importance, an annual meeting on non electric application

should be conducted by the Agency.
7.

The Agency is recommended to enhance collaboration on various aspects of

improving the economics of non electric applications. In this regards, the participants
appreciate the development of both IAEA DEEP and HEEP and recommend
collaborative work to validate both software especially HEEP using available
experimental data in some Member States.
8.

The Agency is recommended to emphasize "the energy security" aspect of

non electric application in view of the increasing volatility on the fossil fuel price and
"the environmental security"aspect in view of the acceleration of the global warming
by heavy dependency on fossil fuel..
9.

The existing nuclear facilities should be made available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10.

Coupling and safety issues of non electric applications should receive more

attention, developing new standards or regulation which are acceptable public and
safety expert or authority shall be invited for such meeting.
11.

Next meeting is to be held within next 2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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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공적 회의개최에 대한 IAEA의 감사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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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연구목표
달성도

기여도

IAEA Technical Meeting
개최
-장소; KAERI/INTEC
-일시; 2009.3.3-6

100%

-참가국; 12개국(IAEA포함)
-참석인원; 28명
원자력에너지의 비발전분야
응용기술 현황조사

국내 원자력에너지 비

(자료 조사 대상물)

발전 분야 활용 연구의

IAEA기술회의

-IAEA TM 발표 자료

“Non-Electric

-NEA 워크샵 발표 자료

Application of

-일반 논문 발표자료

100%

- 수소생산
- 해수담수화

Nuclear energy" -기사 및 인터넷 발표자료
개최

기술개발에 활용

등 58개 참고자료
우리나라
원자력에너지의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

비발전분야 연구성과 홍보

으로 위상 강화

홍보로 원자력 선진국

-IAEA 회의 중 Technical
tour를 통한 SMART 시험
시설, NHDD관련 핵심기술
개발 시설,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 및 부대 연구시설
견학을 통한 연구개발 선
진성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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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SMART 사업계획 개요 및 활용계획
국내에서 개발 중인 SMART(System 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는 전기
생산 및 담수 생산 목적의 열출력 330 MWt급 중소형원자로이다. 1기당 담수 생산 능력
은 4만톤/일 으로서, 1기당 전기 및 담수생산 규모는 인구 10만 도시에 전기와 물을 동시
에 공급이 가능한 규모이다.
현재까지 기본설계가 완료되어 있으며 현재의 SMART 사업은 SMART 설계에 접목
된 기술을 시험을 통하여 검증하고 원자력유관기관(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력기술(주),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중공업(주), 기타)과 공동으로 표준설계를 수행하여 인허가기관으로
부터 SMART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할 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본 사업에서는 기술검증(시험, 전산코드 및 설계방법론)을 완료하고 표준설계를 완료하
여 SMART 표준설계인가 추진 및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술검증에서는 20여종의
안전관련 개별효과시험, 성능관련 개별효과시험과 종합열수력검증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며
다수의 특정기술주제보고서 및 설계방법론보고서를 생산할 예정이다. 표준설계에서는 계
통 요건, 계통 설명서, 기기 요건을 포함한 다수의 표준설계 결과 문서와 표준안전성분석
보고서를 포함한 다수의 인허가 제출 문서를 생산할 예정이다.
본 “원자력에너지의 비발전분야(해수담수, 수소생산 등) 응용기술 현황조사” 과제의 연
구개발결과는 담수 플랜트를 연결 설계해야하는 SMART에 경제성 및 시장성 분석 측면
에서나 기술적 타당성 측면에서 중요한 참조자료로서 직접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2. NHDD 사업계획 개요 및 활용계획
국내에서

계획

중인

NHDD

(Nuclear

Hydrogen

technology

Development

and

o

Demonstration) 사업 과제는 열출력 200 MWt급 VHTR에서 발생되는 950 C의 고온 열
에너지를 열화학적 수소생산 방법인 SI공정에 공급함으로써 물로부터 수소를 대량 생산
하는 원자력 수소생산 시스템을 실중하는 과제로서 현재는 이 실증 사업에서 필요로 하
는 핵심 기술개발에 치중하고 있다.
본 “원자력에너지의 비발전분야(해수담수, 수소생산 등) 응용기술 현황조사” 과제에서
얻어진 세계 주요국들의 연구개발 현황과 계획 조사/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수소 핵심기술 개발과제 수행과 향후 추진 계획인 NHDD 사업에 국제협력과
기술개발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될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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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1. 해수담수화 기술
연구개발과정에서 원자력 해수담수와 관련된 원자로 개발현황, 원자력 해수담수의 경제
성 분석, 해수담수 환경영향 평가 등 해수담수화 기술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여러 국가의
최근 연구개발 동향을 수집하였다.
●

알제리
- Geographical situation & evolution of the population
- Estimate of assessment needs/resources water
- National energy demand
- Economic evaluation

●

인도
- Nuclear Desalination Demonstration Project
∘ 4,500 ㎥/day capacity Thermal desalination based Multi-Stage Flash
(MSF) Evaporation Plant
∘ 1,800 ㎥/day capacity Membrane separation based Sea Water Reverse
Osmosis (SWRO) Desalination Plant

●

중국
- Tech-economic parameters
- Economic effect analysis

●

이집트
- Study Goal
- GHG(Green House Gas) Emissions Calculations
- What is the External Cost.
- Economic Assessment by using DEEP Program
∘ (Cases Studies for PWR 600, 900 MWe + MSF 100,000㎥/d and NGCC
600, 900 MWe + MSF 100,000㎥/d)

●

리비아
- Water Situation in Libya
- Brief Description of Thermal Desalination
- Energy Requirements for Thermal Desalination
- APROS Simulation Model
∘ Coupling Unit
∘ Brine Heater
∘ MSF Desalination Plant

2. 원자력수소 생산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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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 캐나다는 AECL 등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캐나다-미국-첵코 다자간
협력/협의체를 통하여 중간온도 영역(<550 oC)의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Cu-Cl 하이브리드 사이클 연구를 수행 중임.
- 분젠반응 조성인 I2-H2SO4-HI-H2O 4성분계에서의 압력범위 4-10기압,
온도범위 150-180oC, 반응시간 최대 126시간으로 한 재료부식 평가연구에서
Ta-2.5W 재료가 부식반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순수 알루미나와
Yttria-stabilized Zirconia는 적당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
- 차기 연구는 SiC, Si3N4, Carbon, Glass and Qurtz, Ta-, Nb-, W-based
내열강 및 실리콘 합금강에 대한 내부식 시험을 시행할 것임.
프랑스
- HyS 사이클에 대한 파일럿 시험 계획을 갖고 있으며 SI공정에 대한 열역학
DB 구축은 지속적으로 이행될 것임.
- Cu-Cl 사이클에 대한 연구도 중간온도 영역의 열에너지 이용관점에서 접근될
것임.
- HTE 연구는 전해장치의 기계적 특성관점과 금속 봉합재 개발에 치중한 연구가
수행될 것이고 Single Repeat Unit(SRU)와 3 Cells Stack 성능시험을 통하여
Area Specific Resistance를 측정하고 성능 열화현상을 400시간 운전
자료로부터 조사한 결과, 최대 49%의 성능 저하를 발견.
- HTE에 대한 향후 연구는 1 kWe급 스텍 시험과 SRU를 이용한 전해부품
내구성 시험 그리고 Nd2NiO4+x 산소전극의 성능과 내구성 시험이 될 것임.
미국
(SI 공정 연구)
- SI공정연구에 대한 미-불간 6년간의 i-NERI 협력과제가 2009년 4월로 종료되며
GA에 설치한 종합공정 운전에서 장치의 결함으로 인한 운전방해를
경험하였음.
(장치결함 내역; 1) 분젠반응기에서의 반응물 체류시간 부족으로 인한 HI와
황산농도의 목표치 대비 묽음, 2) 펌프의 비정상 작동, 3) 요오드의 석출에
의한 관막힘 현상 유발, 4) 가혹한 운전조건에 의한 구조물 부식현상)
⇒ GA의 SI ILS 시설 공동활용 가능성 시사.
(HTE 공정연구)
- HTE 기술의 현안은 전기분해 셀의 성능저하 현상과 수명 연장이 관건.
(결함 내역; 1) SOFC에서는 그다지 큰 문제로 대두되지 않았던 셀의
성능저하(약 2% 수준)가 약 1,000시간의 운전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초기대비
15% 이상 수준으로 심각함, 2) 전해 셀의 단가 대비 사용기간 개선 필요)
(참고; NEA가 주최한 제4차 원자력수소 정보교환 회의에서 현재 미국내 HTE
연구참여 기관은 INL, ANL, MIT, Ceramatech사로 밝혀졌으며 INL이
Integrated test를 담당하고 Ceramatech사가 전해셀/스택/모듈을 제작/예비시험
후 공급하고 ANL과 MIT가 열화현상의 규명(Anode에서의 Cr Poisoning
문제와 delamination 현상, Bond layer에서의 (La, Sr) CoO3 고농도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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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hode에서의 Mn과 Si의 농축현상 발견)을 위하여 연구 중이었으며 가장
조직적이고 능동적인 협력체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되었음.)
- 2008년 9월 현재, 720 cells(60 cells/stack)로 구성된 3 modules 시험(15 kWe,
～5,600 NL/h 수소생산 규모)
(대안 공정 연구)
- Scale-up 입증을 위한 3-cell electrolyzer(～75 NL/h 수소생산)의 성능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 완료하였으며 전해 멤브레인의 규명과 전해셀내 황의
석출/누적을 방지할 수 있는 최적 운전 조건 확보가 기술적 관건임.
(참고; SRNL이 주최한 HyS Workshop에서 미국은 HyS 기술개발을 위하여
SRNL, USC, GES, Vanderbilt, SNL, Clemson가 공동 대응하고 있었으며 주
연구내용은 전기분해 장치와 관련된 전해셀 특성연구(SRNL, USC, GES),
멤브레인 연구(SRNL, Vanderbilt, SNL, USC, Clemson), Anode용
촉매연구(SRNL), Flow field 및 모델링(SRNL, USC)으로 대별되고 황산 농축
및 분해 연구는 SNL에서 수행한 SI공정을 위한 황산농축 분해 연구결과를
공동으로 활용할 계획임이 밝혀졌음.)
일본
- 분젠반응기의 반응온도를 높혀서 EED의 소요 전기에너지를 11% 줄인 것에
이어 황산농축(multi-effect 및 direct contact 사용) 및 황산 분해공정에 대한
열-물질 수지 최적화 중.
- 황산증류탑, HIx 증류탑,

분젠반응 생성물의 상분리에 대한 Benchmark

Calculation 의제 상정 및 계산 중.
o

- 47-90 wt% 황산용액에서의 Soda Glass-lined 재료들의 200-400 C
온도범위에서의 Autoclave 부식시험 결과, 양호한 내부식 특성 발견
- HI-I2-H2O 3성분계 가압 VLE 실험으로부터 공비점 위치를 발견하기 위한
장치구성
- Pt/Al2O3 촉매의 850oC 1기압하에서의 20 mol% SO3 기체를 이용한
분해성능시험에서 42시간만에 분해율이 79%로 저하.
- SiC block type 열교환기 구조해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파괴시험 장치
및 평가 방법론을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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