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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약 

과제고
2011

-0001818

해당단계

연 간

2009.3.1~ 

2012.2.29
단계 2/2

연 사업명
사업명  원 력 술개 사업

사업명  미래 원 로시스

연 과제명
과제명  원 력수  핵심 술개

과제명  원 력수 생산 연계 술개

연 책

해당단계

참여

연 원수

 총: 24.20명

내 : 15.20명

: 9.00명

해당단계

연 비

정 :3,170,000천원

업:  천원

 계:  천원

총연 간

참여

연 원수

 총: 47.57명

내 : 27.57명

: 20.00명

총연 비

정 :5,550,000천원

업:  천원

 계:  천원

연 명  

명

한 원 력연 원

/ 수 생산원 로 술개
참여 업명

제공동연 상 명: 상  연 명:

탁연 연 명: 연 책 :

약 보고  면수: 324

연 목표  내

- 수 생산 시스  능  비타당   

- 수 생산 시스  핵심연    종합

- 헬 계  정 술 개

- 제공동연  원

연 결과

- 수 생산 시스  능  비타당   

수 생산 공정 동특 해 코드 개

SI 공정과 VHTR 2차 냉각계  열 동 상 계   안정  연

SI 공정 치  에 한 비비 스 축

초고 가스로  SI 공정 비 타당  

- 수 생산 시스  핵심연    종합

핵심연  품   공정  체제 축

TRL/DRL  적 한 수 생산 시스  달  평가 론 개   평가

핵심연 간 연계 안 비평가

제 공동연  원

-헬 계  정 술 개

헬 계  정 술 연  조사  

수  순물 제거 술 개

색 어

(각 5개 상)

한
원 력수 , 초고 가스원 로, 드-  열 학공정, 술달 , 경제  평

가, 품 보 시스

어
Nuclear Hydrogen, VHTR, SI Chemical Process, Technology Readness Level 

(TRL), Economics Evaluation, Q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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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제목

원자력수소생산 연계기술 개발

II연구개발 목 필요성

수소생산공정 성능평가기술 개발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의 정상 과도상태의 성능 평가와 안 해석을 해서 VHTR-SI열

화학 연계공정 동특성을 해석할 수 있는 컴퓨터코드의 개발이 요구됨.

VHTR, 간열교환(IHX)계통,그리고 SI열화학공정으로 구성된 원자력수소 생산시설에서,

본 연구는 IHX의 2차측 헬륨루 와 이와 연계되어 있는 SI열화학공정 장치들에 한 것으

로,SI열화학공정 장치들의 비정상운 이 래하게 될 2차측 순환헬륨의 온도교란이 IHX

를 통하여 VHTR계통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한 수단을 제시하는데 그 목 이 있

음.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 비타당성분석 평가

연구되고 있는 여러 가지 원자력수소생산 시스템에 한 경쟁력 단 평가는 기술 연구

개발 단계 기에 수립되어야 하며 수소생산시스템에 한 경제성 비교 평가를 통하여 수

소생산시스템의 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음.

향후 산업체 주도로 수행하는 원자력수소생산 시스템 사업계획을 세우기 해서 고온가

스로와 수소생산계통의 경제성분석 평가가 필요함.

헬륨계통 정화기술개발

고온가스로 운 에 원자로계통 내에는 미량의 불순물 등이 발생하거나 외부로부터 유

입되어 헬륨 내에 존재하고 있음.

헬륨가스 내에 불순물이 존재하는 경우 원자로계통 수소생산계통 내 기기 성능 하,원

자로수명 단축 등 심각한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헬륨가스정화로 불순물을 규정치 이하

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불순물을 제거하기 해 각국의 운 경험을 바탕으로 헬륨가스 내에 발생하는 불순물을

악하고 효과 으로 제거 할 수 있는ㅍ계통구성 설계기술개발이 필요함.

핵심연구 품질 공정 리

원자력수소 핵심기술 과제의 연구 과정 연구 성과물의 품질을 신뢰할 수 있도록 품질보

증계획 차의 수립 운 이 요구됨

원자력수소 연구개발 진행 상황을 악을 용이하게 하고,연구개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해서 연구개발 공정 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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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생산시스템 핵심연구 달성도 평가방법론 개발

원자력수소 사업은 미래 청정에 지 개발을 목 으로 원자력에 지를 이용한 수소생산 기

술의 개발을 목표로 하는데,사업의 성공 인 추진을 하여 Gen-IV의 안 성,경제성,지

속성,핵확산 항성 등 에서의 목표 달성도를 평가할 필요성 있음

핵심기술 달성도의 평가를 정량화하기 한 방법론의 일환으로 개발할 시스템의 기술수목

도를 근간으로 기술수 평가가 수행될 필요성이 있음

과제를 수행하면서 기술수 의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해 제 리와 연동시킬 필요성

이 두되어 보완이 필요하여 연구개발에 반 하 음

III연구개발 내용 범

수소생산공정 성능평가기술 개발

SI열화학 수소생산공정 연계계통 동특성해석코드(KAERI-DySCo)를 보완하고 코드 입출력

을 시각화 하 으며,부분 검증한 후 최종 으로 사용자 운 메뉴얼을 작성하 음.

IHX계통과 SI열화학공정 간의 연계공정도를 제시하고,이것을 모델로 하여 SI열화학공정의

비정상운 이 래하는 2차측 순환헬륨의 온도교란을 측하 으며,이것을 흡수할 수 있는

헬륨냉각시스템을 비개념 설계하 음.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 비타당성분석 평가

고온가스원자로와 결합된 SI열화학 수소생산공정 설비비를 분석하고 수소생산단가를

산정하 으며,수소생산단가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인자들이 수소생산단가에 미치는 민감도

를 분석하여 고온가스원자로와 결합된 SI열화학 수소생산공정 비타당성 분석하 음

헬륨계통 정화기술개발

헬륨정화계통은 국내에서 운 경험이 무하여,일차 으로 국외 고온가스로 헬륨정화계통

운 경험을 조사하고 이차 으로 재 국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헬륨정화계통 련 연구

황을 조사/분석하 음.

미국 FSV(FortSt.Vrain)발 소 내에서 운 되었던 헬륨정화계통의 구성,운 차 운

방법,유지보수 차 방법 등에 하여 조사/분석 하 음.

일본의 HTTR, 랑스 CEA, 국 HTR-10등은 해당 발 소에서 사용할 헬륨정화계통에

한 각종 실험 연구가 진행 인데 이에 한 기술 황을 조사/분석 하 음.

핵심연구 품질 공정 리

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의 과제의 특성을 악하고 GIFQMSGuideline에 따른 연구개발

단계로 규정하여,GEN-IV원자력시스템 품질보증 계획서 품질보증 차서를 작성 운

하 음

각 과제간 연구 성과물의 공유 자료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한 시스템을 개발하 음.

WBS를 통해 각 과제별 세부 연구 활동 단 로 분류하 으며 각 과제별 연계사항 세부

활동별 일정 확인을 통해 체 진도를 리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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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생산시스템 핵심연구 달성도 평가방법론 개발

Safety,Economics,Sustainability,Proliferationresistance를 만족하는 평가지표를 카테고리

별로 분류하여 작성함.

핵심기술 개발의 기술 성숙도를 평가하기 해 기술수목도와의 연 성확립

개발 기부터 완료까지 기술성숙도의 평가를 한 결과물,인력,비용 공정 리

등과 연계하는 모듈 개발하여 험도를 평가방법 기본 정립함.

기술수목도를 활용하여 과제할당,공정 리,인력 리,결과물 등을 할 수 있는 통합 리 방

법을 확립함

IV연구개발 결과

수소생산공정 성능평가기술 개발

VHTR-SI열화학공정 연계계통 동특성 해석을 한 KAERI-DySCo(Korea Atomic

EnergyResearchInstitute-DynamicSimulationCode)의 보완/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음.

-KAERI-DySCo의 기능 보완 사항.

 입출력 데이터 형식 유효범 일치화.

 코드 연산시간 단축을 한 라메타 알고리즘 수정.

 장치 사이징 기능 추가.

 기존의 NumericDisplay출력모드를 Graphic GaugeDisplay출력모드가 가능

하도록 기능을 확장시켰음.

-GEN IV 공동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Code-to-CodeBenchmark와 상용코드인 Aspen

코드의 정상상태 출력 값을 이용하여 KAERI-DySCo를 검증.

-KAERI-DySCo사용자를 한 매뉴얼을 작성하 으며 VHTR-SI열화학공정 연계계통

시동특성 해석을 제로 하는 지도서(Tutorials)를 마련하 음.

60mol/s의 SI열화학 수소생산 시설을 기 으로 VHTR-SI열화학공정 연계계통에서의 2

차측 순환헬륨의 온도교란을 완화시키기 한 헬륨냉각시스템 비개념 설계에서 31,933.4

kJ/s수 의 헬륨 냉각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함이 동특성 해석을 통하여 밝 졌고,이것을

만족시키기 해서는 12m2의 열면 을 갖는 U자형 증기발생기와 12,388.67m2의 열면

을 갖는 강제 공냉 응축기가 2차 헬륨루 냉각시스템에서 요구됨.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 비타당성분석 평가

고온가스원자로와 결합된 SI열화학 수소생산공정 장치 기기에 한 설비비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설비비 수소생산단가를 산정하 으며,수소생산단가를 구성하는 여

러 가지 인자들이 수소생산단가에 미치는 민감도를 분석하여 고온가스원자로와 결합된

SI열화학 수소생산공정시스템에 한 비경제성을 분석하 음

헬륨계통 정화기술개발

미국 FSV(FortSt.Vrain)발 소 내에서 운 되었던 헬륨정화계통의 구성,운 차 운

방법,유지보수 차 방법 등에 하여 조사/분석 하 음.

일본의 HTTR, 랑스 CEA, 국 HTR-10등은 해당 발 소에서 사용할 헬륨정화계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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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각종 실험 연구가 진행 인데 이에 한 기술 황을 조사/분석 하 음.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 인 형가스 루 의 부속 계통으로 설치하여 운 될 정인

헬륨정화계통의 구성장치 요구조건을 정립하 음.

국외 헬륨계통정화기술 연구 황 조사 분석을 통하여 헬륨정화계통기술보고서 작성함.

핵심연구 품질 공정 리

연구개발 품질보증 랜을 수립 운 하 음.

GIFQMSGuideline에 지침에 맞는 GEN-IV 원자력시스템 품질보증 계획서/ 차서 수립

운 하 음

매년 1~2회의 품질보증 교육을 시행하여 과제 참여원들의 연구개발 품질보증 용 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연구개발 품질보증을 조기정착시킴.총 2회의 품질보증 감사를 시행하여

품질보증 시행 용 상태를 검증하고 시정조치하여 품질보증 기반을 공고히 함.특히

NGNP국제공동연구 련 공 자 평가 감사를 통해 원자력수소핵심기술개발 과제의 품질

보증의 우수성을 간 으로 확인함

GEN-IV 원자력시스템 품질보증 차서 서류 리,품질보증기록 리 부분을 강조한 웹

을 기반으로 하는 원자력수소 문서 리시스템을 개발,유지보수 운 하여 품질보증 련

업무의 효율성을 극 화시킴

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 업무분류체계(WBS)수립 운 하여 각 세부과제간 연계사항

정보흐름체계를 마련함

수소생산시스템 핵심연구 달성도 평가방법론 개발

제4세 원자로의 기술 인 목표에 응하는 SRP(System ResearchPlan)의 R&D 항목들

로 핵심기술 평가지표를 개발하 고,평가지표의 달성율만 입력하면 달성도를 자동 계산할

수 있는 평가자동화 로그램 작성 완료함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에 한 핵심기술들의 달성도를 평가 방법론 개발과 비 평가를 수

행하여 기술개발의 달성목표를 향상시킴

핵심기술 기술수목도를 간편하게 생성 리하는 로그램 완성

기술수 평가 리 로그램 완성,기술수목도와 연동 로그램 개발

기술수 지침서,WBS,공정 리,인력 리,결과물 리 모듈 개발완료

개발 기부터 완료까지 기술성숙도의 평가를 한 결과물,인력,비용 공정 리

등과 연계하는 통합 리 로그램 시험 .

V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수소생산공정 성능평가기술 개발

50NL·H2/h규모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가압운 시험시설이 재 한국에 지기술연

구원에 건설 에 있으며 2013년에 본격 운 될 것임.보완/검증된 KAERI-DySCo를 이용

하여 본 50NL·H2/h규모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가압운 시험시설의 Start-up거동

을 차기년도에 비 분석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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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단계에서 확보한 2차 헬륨루 냉각시스템 비개념설계 정보를 SI공정 기술개발의 다

음 단계인 일럿규모 시험시설 설계 운 에 활용.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 비타당성분석 평가

원자력수소 실증 상용시스템에 한 경제성 분석 데이터베이스 산모형을 구축하고

비용 산출 타 수소생산시스템과의 비용 경쟁력 평가를 한 기 자료로 활용

향후 산업체 주도로 수행하는 원자력수소생산 시스템 사업계획 공정을 세우기 한 자

료로 활용

헬륨계통 정화기술개발

헬륨계통정화 기술개발을 통하여 정립된 헬륨정화 계통 구성 요구조건 등은 한국원자력

연구원이 개발 인 형가스 루 의 부속 계통으로 설치하여 운 될 정인 헬륨정화계

통의 설계조건에 활용할 것임.

핵심연구 품질 공정 리

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 과제를 포함한 연구개발을 한 품질보증계획서 차서의 기

본 모델로 활용이 가능함

발간된 품질보증계획서 차서 확장하여 향후 원자력수소생산 시스템 실증 건설에 따른

비 자료로 활용

GEN-IV 국제 기술 력시 각 국가별 연구성과물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 가

능함

각 과제별 연계사항 악/조정 향후 비즈니스 랜 수립의 기 자료로 활용함

수소생산시스템 핵심연구 달성도 평가방법론 개발

핵심기술의 GIF 목표 달성도 평가방법론은 차기 단계인 performance단계에서 생산되는

핵심기술 고도화 기술의 평가 도구로 사용함

원자력수소 생산용 고온가스로 수소생산공정의 핵심기술을 개발하는데 Gen-IV의 안

성,경제성,핵확산 항성 등 에서의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여 산업체가 주도하는 실증

사업의 설계의 입력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설계의 효율성과 신뢰성이 향상될 것임

핵심기술 과제의 수행 시 각각의 연구 개발자가 기술수목도 생성과 기술수 지침서에 따

라 기술수 을 동시에 입력하는 데 활용

각 과제의 연 성을 계층 으로 보면서 작성 가능하여 기술 이 즉 시스템 핵심기술과

제의 연 성을 확보하는 기술에 활용

기술성숙도,공정 리,결과물 리 등이 통합되어 리되므로 기술 리 과제 리를 통

합 으로 리하는데 활용

TRL의 지침서를 활용하여 기술수 을 작성한 것처럼 다른 지침서를 리하는데도 활용가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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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Title

DevelopmentofInterfaceTechnologyforNuclearHydrogenProductionSystem

II. Objectives and Motive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PerformanceAssessmentTechnologyofHydrogenProductionProcess

-Thedevelopmentofadynamicsimulationcomputercodeforperformanceassessment

andsafetyanalysisofaVHTR-basedSIthermochemicalhydrogenproductionprocess

atnormalandabnormaloperationconditionsisrequired.

-NuclearhydrogenproductionfacilitiesconsistofaVHTR system,intermediateheat

exchanger(IHX)system,andSIthermochemicalprocess.Thisstudyfocusesonthe

couplingsystem betweentheIHX system andSIthermochemicalprocess.Inorderto

preventthepropagationofthethermaldisturbanceduetotheabnormaloperationof

theSIprocesscomponentsfrom theIHX system totheVHTR system,acooling

system forthesecondaryhelium oftheIHXisalsorequired.

DevelopmentofHelium-System PurificationTechnology

-Helium isusedasacoolantinHTGR.

-Smallamounts ofcontaminantsareexpected to be introduced into the primary

coolantduringthelifeoftheplant.

-Thepresenceofthesecontaminantsinthecirculating helium canhavedetrimental

effectsontheperformanceoftheexposedcomponents.

-These effects can be minimized by keeping the concentrations below specific

levelsthroughhelium purificationsystem.

PreliminaryFeasibilityStudyon NuclearHydrogenProductionSystem

-Competitivepoweramonghydrogenproductiontechnologieshavetoevaluatedpriorto

thefinalselectionofthemostfeasibletechnology.Theevaluationcanbedonethrough

thepreliminary economicstudy on hydrogen production technology combined with

VHTR.

KeyResearchQualityandProcessManagement

-The quality assurance manualand quality assurance procedures are required for

reliabilityofR&DprocessandR&Dproducts.

-In order to analyse R&D process and enhance R&D efficiency,R&D process

managementis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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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oftheachievementoftheR&Dtechnology

-TechnologyReadinessLevelandGeneratingTechnicaltreeisneededtoevaluatethe

achievementoftheR&Dtechnology.

III. Scope and Content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PerformanceAssessmentTechnologyofHydrogenProductionProcess

-Thecomputercode,KAERI-DySCoforthedynamicsimulation oftheSIprocess

coupledtotheVHTRthroughtheIHXhasbeensupplementedandpartlyverified.The

operationmanualforKAERI-DySCousershasbeenfinallyprepared.

-The preliminary flow diagram ofa coupling system between the IHX and SI

thermochemicalprocessthroughthesecondaryhelium loophasbeenproposed.Based

onthisflow diagram,thefluctuationsofthesecondaryhelium temperatureduetothe

abnormaloperationoftheSIprocesscomponentswereanticipated.Thepreliminary

conceptualdesign ofasecondary helium cooling system tomitigatethesethermal

fluctuationshasbeencarriedout.

DevelopmentofHelium-System PurificationTechnology

-ResearchandAnalysisofHelium-System PurificationTechnologyStatus

-DevelopmentofHydrogenImpuritiesEliminatorTechnology

PreliminaryFeasibilityStudyon NuclearHydrogenProductionSystem

-ConstructioncostofSIhydrogenproductionprocesscombinedwithVHTR

-PreliminaryfeasibilitystudyonSIhydrogenproductionprocesscombinedwithVHTR

KeyResearchQualityandProcessManagement

-TheGEN-IV nuclearsystem qualityassurancemanualandproceduresareestablished

and operated by comprehending project's characteries and rules of GIF QMS

Guidelines.

-The web-based computer system,the Nuclear Hydrogen DocumentManagement

System,isdevelopedforsharingR&Dproductsbetweensub-projects

-Eachsub-projectarespecifiedtodetailedresearchactivitiesbyWorkBreakStructure

(WBS),Entireprogressmanagedbycheckingdetailschedules

DevelopmentoftheachievementoftheR&Dtechnology

-Developmentoftheattainmentindicesforthesafety,theeconomics,thesustainability

andtheproliferationresistance

-Developmentofthe connection between TRL and Technicaltree to evaluate the

assesmentofT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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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oftheabsoluteevaluationisdesignedtomakefrom thebeginningstage

andthefinalstage

-Developmentoftheintegratedmanagementsystem fortaskmanagement,processcontrol,

personnelandresultsandetc.

IV. Results

Performance Assessment Technology of Hydrogen Production Process

KAERI-DySCo(KoreaAtomicEnergyResearchInstitute-DynamicSimulationCode)to

analyzethedynamicbehavioroftheVHTR-SIprocesscoupling system hasbeen

upgradedandverifiedasfollows.

-UpgradeditemsofKAERI-DySCofunctions.

 Unificationofplacesofdecimalsandformatofinputandoutputdata.

 Modificationofparametersandalgorithm toreducecalculationtime.

 Additionofequipmentsizingfunction.

 Adoptionofvariousdisplaymodessuchasnumeric,graphicandgaugemodes.

-VerificationofKAERI-DySCowiththecode-to-codebenchmarkcalculationthrough

theinternationalGEN IV collaborationandusingsteadystatevaluescalculatedby

thecommercialcomputercode"ASPEN".

- Publication ofthe KAERI-DySCo usermanualincluding tutorials ofcomponent

dynamicsimulationsandtheintegratedstart-updynamicsimulation ofVHTR-SI

processcouplingsystem.

○ IntheSIprocesswiththehydrgenproductionrateof60mol·H2/s,thehelium cooling

loadof31,933.4kJ/stomitigatethefluctuationofthesecondaryhelium temperaturewas

anticipatedbythedynamicsimulationofthesecondaryhelium coolingsystem.Inorder

tosatisfythiscoolingload,anU-typesteam generatorwhichhastheheattransferarea

of12m
2
andaforced-draftair-cooledcondenserwhichhastheheattransferareaof

12,388.67m
2
arerequiredforthesecondaryhelium coolingsystem.

Development of Helium-System Purification Technology

Technicalreportonresearchandanalysisofhelium purificationtechnologyhasbeen

filed.

Technologyofseveralimpuritieshasbeenpreliminarysurveyed.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on  Nuclear Hydrogen Production System

DatabaseonconstructioncostofSIhydrogenproductionprocesscombinedwithVHTR

hasbeenpreparedforthecalculationoflevelizedunithydrogencost.

Sensitivityanalysishasbeendoneforseveralparameterstofindouttheimpactonthe

levelizedunithydrogencost.Theconstructioncost,capitaldischargeratehavegr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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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thanotherparameterssurveyed.

Key Research Quality and Process Management

Thequalityassuranceplanestablishment

TheGEN-IV nuclearhydrogenqualityassurancemanual/procedureestablishmentand

operation

Thequalityassurancetrainingandauditsfulfillment

Development,maintenanceandoperationofthenuclearhydrogendocumentmanagement

system and

NHDDproject'sworkbreakstructure(WBS)establishmentandoperation

Development of the achievement of the R&D technology

Developmentoftheconnectionprogram betweenTRL andTechnicaltreetoevaluate

theassesmentofTRL.

Developmentofthe integrated managementsystem fortask management,process

control,personnelandresults.

V. Application Fields

Performance Assessment Technology of Hydrogen Production Process

The50NL·H2/hscaleSIprocesstestfacilityisnow underconstructionattheKorea

InstituteofEnergy Research and willbeformally operated in 2013.Thestart-up

dynamicbehaviorofthe50NL·H2/hscaleSIprocesstestfacilitywillbepreliminarily

analyzedin2012byusingtheupgradedandpartlyverifiedKAERI-DySCo.

Thepreliminaryconceptualdesigninformationofthesecondaryhelium coolingsystem

obtainedinthisstudywillbeappliedtodesignandoperatethepilot-scaleSIprocess.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on  Nuclear Hydrogen Production System

Economicanalysisdatawillbeusedasabasistoevaluatethecompetitivepower

among hydrogenproductiontechnologies. Thedatabaseandlevelizedunithydrogen

costcalculation modelwillbeausefulstarting pointfortheeconomicanalysisof

hydrogenproductiontechnologycombinedwithVHTR

Key Research Quality and Process Management

ThebasicplanningmodelofthequalityassurancemanualandproceduresforResearch

anddevelopmentincludingNHDDproject

Thelinksandinterfaceadjustmentbetweensub-projects,thebasicdataofbusiness

planestablishment

Development of the achievement of the R&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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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improve the achievementofthe R&D technology with using the creation of

Tech-treeandmakingTRLfollowedtheguidelineofTRL.

Toimprovementthemanagementoftask,WBS,resultsandthetransferoftechnology

toanother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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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연구개발의 배경 목

1.연구개발 배경 필요성

수소생산공정 성능평가기술 개발

◦ 화학공정의 과도 상들은 실험을 통하여 찰하기도 하고 이론 모델에 의한 컴퓨터

모사를 통하여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자의 경우,공정의 많은 설계 운 변수에 한

모든 과도응답을 비실험을 통하여 모두 악한다는 것이 비효율 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능할 수도 있음.

◦ 이론 모델개발에 의한 컴퓨터 모사를 통하여 변수별 과도응답과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

후 실험변수와 범 를 최 화 하고 이로부터 실험의 회수를 최소화 하여 실험을 수행하며 그

결과를 이용하여 이론 모델의 계수를 조정하며 궁극 으로는 상으로 하는 화학공정의

과도 상을 비교 정확히 측할 수 있는 컴퓨터 코드를 제시하는 것이 효율 인 방법임.

◦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은 복잡한 화학공정 하나로서 이의 시험시설 건설

운 에 있어,동 시설의 효율 인 정상상태 운 유도를 한 Start-up Shut-down운 지침

비정상 운 상태 발생 시의 응 조치 방안을 강구함에 있어 이론 동특성 모사에 의한

비해석은 많은 이 을 부여함.

◦ 더군다나 원자력수소 생산 시스템에서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시설의 비정상 조업에

따른 열유동 상이 원자력시설로 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안 책의 강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에서의 외부 사건별 동특성 해석

평가는 매우 요한 업무임.

◦ 이의 요성을 GIF국제공동연구에서도 인식하여 GIF/VHTR/HydrogenProductionProject

Plan의 Task1.1.2 Benchmark exercise:code-to-code comparison on a reference S/I

flowsheetaddressing static and dynamic simulation과 Task 4.1.5 System integration:

Evaluationmethodologyforthermaldisturbancecausedbyhydrogenproductionsystem에서

력의제로 다루고 있음.

헬륨계통정화기술 개발

◦ 고온가스로는 냉각재로서 헬륨을 사용하는데 고온가스로 수명기간 동안에 원자로계통

내에서 미량의 불순물 등이 발생하거나 외부로부터 유입되어 헬륨 내에 존재하고 있음.

◦ 헬륨가스 내에 불순물이 존재하는 경우 원자로계통 수소생산계통 내 기기 성능 하,

원자로수명 단축 등 심각한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헬륨가스정화로 불순물을 규정치 이하로

유지하기 하여 헬륨계통정화기술 개발이 필요함.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 비타당성분석 평가

◦ 재 연구되고 있는 여러 가지 원자력수소생산 시스템에 한 경쟁력 단 평가는 기술

연구개발 단계 기에 수립되어야 하며 수소생산시스템에 한 경제성 비교 평가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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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생산시스템의 경쟁력을 평가하기 하여 원자력수소생산 시스템 비타당성 분석

평가가 필요함.

핵심연구 품질 공정 리

◦ IAEA SafetySeries50-C-QA에 따르면 원자력 품질보증은 “제품 는 설비가 만족스럽게

가동할 것이라는 한 확신을 주기 하여 필요한 계획 이고 체계 인 모든 행 ”라고

정의하고 있다.이 정의에 따르면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품질 공정 리를 수해 나가는

것이 추후 설계,실증 건설을 하는 과정에서 구조물,계통설비 구성기기가 완벽하게

기능을 다하면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 가 되는 것임.QMS 지침서에 따르면

연구개발주기는 연구단계, 개발단계, 용단계 등으로 나 수 있으며, 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 과제는 연구단계로 규정하 다.이에 연구단계에 맞는 품질보증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며 연구가 심화됨에 따라서 품질보증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 7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원자력수소핵심기술개발 과제의 특성상 각 세부 과제별

력 연구 련 정보이동을 원활하게 하고,공정 리를 통해서 과제 연구개발 진행 상황을

지속 으로 검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리하는 것이 성공 인 연구개발 수행의 바탕이

된다.

수소생산시스템 핵심연구 달성도 평가방법론 개발

◦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은 GenIV의 요구사항인 안 성 신뢰성,경제성,지속성 핵확산

항성 등을 만족하도록 건설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고 미국의 NGNP 도 같은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미국 에 지부(DOE)에서는 DOE산하의 12개 형건설과제의 경비증가와

일정지연에 한 황을 조사하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계획 비 엄청난 비용증가와

일정지연이 발생하여 이것을 해결하기 한 리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 이러한 비용증가와 일정지연 등의 원인은 계약실행에 한 부 한 측정체계,최종설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 로젝트 승인,비효과 인 로젝트 검토 리로 인한

것들이다.이에 더하여 로젝트에 필요한 기술개발 종합 리가 미흡하고 부 합한 일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시간간의 정확한 측이 부족하 기 때문에 DOE는 이러한 과제수행의

문제 을 개선하기 해 로젝트 리의 선행연구를 미국방성의 NASA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기술수 정의 (TRL:TechnologyReadinessLevel)를 용할 필요성이 발생하 다.

2.연구 목

수소생산공정 성능평가기술 개발

◦ VHTR의 2차 헬륨 냉각계통과 연계되어 있는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의 동특성을

해석할 수 있는 통합코드,KAERI-DySCo를 개발하고 보완과 검증하여 50 NL·H2/h

가압운 SI시험시설 일럿 규모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시설의 Start-up

Shut-down 운 지침을 제공하고 궁극 으로는 원자력수소생산 실증시험 시설에서의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 비정상 조업에 따른 열유동 규명과 안 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하는 것을 연구 최종목 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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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온기체냉각로(VHTR)계통, 간열교환(IHX)계통,그리고 황-요오드(SI)열화학공정으로

구성된 원자력수소 생산시설 IHX의 2차측 헬륨루 와 이와 연계되어 있는 SI열화학공정

장치들에 한 것으로,SI열화학공정 장치들의 비정상운 이 래하게 될 2차측 순환헬륨의

온도교란이 IHX를 통하여 VHTR계통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한 수단을 본 연구에서

제시할 것임.

헬륨계통정화기술 개발

◦ 헬륨가스 내에 불순물이 존재하는 경우 원자로계통 수소생산계통 내 기기 성능 하,

원자로수명 단축 등 심각한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불순물을 규정치 이하로 유지하는

헬륨계통정화기술을 개발하여 원자로 운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 으로 함.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 비타당성분석 평가

◦ 재 연구되고 있는 여러 가지 원자력수소생산 시스템에 한 비타당성 분석을 통하여

연구개발 기 단계에서 여러 가지 원자력수소생산 시스템에 한 상호 경쟁력을 단하고

평가하여 최 의 기술을 선택할 수 있는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핵심연구 품질 공정 리

◦ 연구개발에 맞는 원자력수소 품질보증 계획 차를 수립하고 이를 실제 과제에

운 함으로써 연구 과정 연구 성과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최종목 으로 하 다. 한

연구과정 에 생성되는 각종 연구성과물들을 체계 으로 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이를 운 함으로써 각 세부과제간 연계성 연구 업무의 효율성을 증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수소생산시스템 핵심연구 달성도 평가방법론 개발

◦ 핵심기술 달성도의 평가는 과제의 험도를 이는 것이 최 의 목 으로 기술수목도를

통한 기술의 개발 확보방법 여부를 확정하고 기술성숙수 을 나열할 TRL의 생성

수정등을 용이하게 하고 기술수목도와 교차 확인을 거쳐 기본자료를 확립한다.여기서 확보된

기 자료는 기술성숙도 평가와 기술 이 가능성의 요 지표로 활용되어 과제 시작부터

완료시까지의 기술개발의 상태를 추 가능하게 할 수 있다.

◦ 기술수 은 기술의 성숙도를 구분 짓는 기법의 일환으로 기술간의 통합 계와 개별하부

기술의 TRL측정을 통해 기술간의 이되는 흐름도 가능성을 단하고 기술의 달성도를

측정함으로써 기술 개발의 험도를 평가하게 된다.

◦ 1단계에서 수행된 핵심연구기술개발의 제4세 기 에 부합하는 달성도 기술평가 방법과

기술수 평가의 핵심기술개발에 용하는 방법론을 개발하면서 기술 리와 과제 리가 함께

용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 본 보고서에서는 업무수행의 일반 인 방법론의 나열을 지양하고 1단계에서 검토 수행된

문제 들을 도출하여 각각의 목 으로 개발된 모듈을 통합하여 달성도 평가 방법론을

구 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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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개발의 내용

1.수소생산공정 성능평가기술 개발

한국형 SI참조공정은 4종의 화학반응기,2종의 다단증류탑,3종의 기체세정 탑,2종

의 액체정제 탑,황산용액 기화기,HIx 해투석기,요오드 침 결정화기,황산용액

래시 드럼,기-액 분리기,그리고 6종의 열교환기와 4종의 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

나 IHX의 2차 측 순환헬륨이 통과하는 SI공정 연계장치들로는 황산용액 기화기,황

산열분해기,삼산화황 매열분해기,HI혼합기체 열기,그리고 HI 매열분해/수소

분리 막 반응기 등의 총 5종이다.동 연구에서 한국형 SI참조공정의 수소생산 열효

율을 약 40%까지 기 하기 해서는 황산용액 다단 증발농축기의 재비기와 HIx용액

다단 증발농축기의 재비기가 요구하는 열에 지를 삼산화황 매열분해 반응기와 HI

매열분해/수소분리 막 반응기에서 배출되는 공정 유체의 열과 잠열로써 공 할

것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SI공정의 Start-up은 98무게% 황산 장용액(Stock

Solution)과 몰농도 비 1:1.61:4.53의 HI/I2/H2O 3성분계 혼합용액을 이용한 Section2

와 3의 개별 운 을 시작 으로 할 수 밖에 없다.따라서 SI공정의 동특성을 해석하

기 한 KAERI-DySCo는 이들 5종의 연계장치들과 간 향권에 속하는 황산용액

다단 증발농축기와 HIx용액 다단 증발농축기까지를 포함한 7종의 장치들에 한 개별

동특성을 해석할 수 있는 모듈형 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치별 로그램

모듈을 배 도에 따라 연결함으로써 SI공정 연계계통에 한 통합 동특성을 해석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일본의 HTTR-SI공정 연계계통 사례를 참조하여 2차 헬륨루 와 SI공정 연계계통의

열교란 제어시스템에서 요구하는 구성요소를 선정하고 이들을 우리의 SI참조공정에

용시켜 2차 헬륨루 와 SI공정 연계계통의 Flow Diagram 해석모델을 비 설

정하 으며 2차 헬륨루 에서 요구하는 냉각계통을 비 개념설계하고 운 방법을 제

시하 다.

2.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 비타당성분석 평가

고온가스원자로와 결합된 SI열화학 수소생산공정 장치 기기에 한 설비비 데

이터 베이스를 구축함.

원자로 수소생산시스템에 한 경제성을 평가할 수 있는 G4-ECONS 산모형을

개선하여, 설비비 수소생산단가를 산정하 으며,수소생산단가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인자들이 수소생산단가에 미치는 민감도를 분석하여 고온가스원자로와 결합된

SI열화학 수소생산공정시스템에 한 비경제성을 분석하 음

3.헬륨계통정화기술개발

헬륨정화 계통은 고온가스로 운 에 냉각계통으로 생성되거나 유입하는 화학

불순물 는 방사성 불순물 등을 제거하여 순한 상태의 냉각재로 정화시킨 후 다시

원자로 계통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운 이거나,과거에 운 되었던 경험이 있거나, 는 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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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헬륨정화계통 련기술 조사/분석과 헬륨정화계통 운 경험조사를 통하여 헬

륨정화 계통도와 불순물제거 방법 요건을 제시하 고 헬륨정화계통을 구축을 해

국내 련 업체와의 의를 통하여 헬륨정화계통의 불순물 처리기술개발을 완성하

다.

4.핵심연구 품질 공정 리

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 과제에 한 GEN-IV 원자력시스템 품질보증계획서 품

질보증 차서를 개발하고,각 세부 과제별 용 운용하며,과제 참여원들에 한

연구개발 품질보증 에 한 기본교육을 통해 연구과정 연구 성과의 질을 향상시키

며 매년 정기/부정기 품질보증감사를 통해 원자력품질 품질보증 운용상 문제 을

도출하고 이를 시정 조치하 다.

연구개발 품질보증 차서에 따른 문서 리를 한 원자력수소 문서 리시스템을 개

발,운 유지보수를 통해 과제별 연계 연구향상 시킨다.

핵심연구 기술연구 항목을 도출하고 일정 연구자원을 할당하며,일정에 따른 연구

개발 공정 진도 상황을 검하고 이에 따라 연구 일정 연구자원을 조율한다.연구

개발의 체 일정에 향을 미치는 주 연구분야의 일정을 으로 리하는 방안

을 마련하 다.

5.수소생산시스템 핵심연구 달성도 평가방법론 개발

핵심기술 달성도의 평가는 과제의 험도를 이는 것이 최 의 목 으로 기술수목도

를 통한 기술의 개발 확보방법 여부를 확정하고 기술성숙수 을 나열할 TRL의

생성 수정등을 용이하게 하고 기술수목도와 교차 확인을 거쳐 기본자료를 확립한

다.여기서 확보된 기 자료는 기술성숙도 평가와 기술 이 가능성의 요 지표로

활용되어 과제 시작부터 완료시까지의 기술개발의 상태를 추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기술수 은 기술의 성숙도를 구분짓는 기법의 일환으로 기술간의 통합 계와 개별하

부 기술의 TRL측정을 통해 기술간의 이되는 흐름도 가능성을 단하고 기술

의 달성도를 측정함으로써 기술 개발의 험도를 평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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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연구 추진체계 략

1.수소생산공정 성능평가기술 개발

국내 수소 련 연구소와 력하여 고온가스냉각로에 합한 수소생산 공정을 개발함

에 있어,원자력수소생산 공정평가 동특성 해석 코드개발은 SI공정개발 세부과제

추진기 인 KIER,KIST,POSCO의 실험결과를 이용하여 평가코드에 용된 입력자

료 DB를 수정보완하고 최종 으로는 시나리오별 시뮬 이션을 통하여 SI공정의 최

화를 도모하는 효율 인 근법을 채택한다.

IS공정 공정에 한 KIER,KIST,POSCO 동연구기 에서 생산하는 국내 SI공정

개발 련 실험 자료와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GIFVHTR/HP국제공동연구를 통

하여 입수되는 SI공정 기술자료를 극 활용한다.(그림 1.3.1참조)

그림 1.3.1.수소생산공정 해석모델 개발 체계

2.헬륨계통정화기술개발

고온가스로에 사용되는 헬륨정화계통을 구축함에 있어서 국내 련 업체와의 의를

통하여 헬륨정화계통의 불순물 처리기술개발을 완성하고,이를 반 한 헬륨정화계통

의 제작 비성능평가실험 등을 수행할 정이며 부족기술은 미국, 랑스 등과의

국제 력체계를 통하여 습득하고자 함.

3.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 비타당성분석 평가

( )고온가스원자로 설계 운 경험이 없는 국내 연구개발 취약성을 극복하기

해 IAEA 기술회의에 극 으로 참여하여 국제 기 에 맞는 경제성 분석 코드

데이터베이스 확보.

국제 공동으로 용되는 연료비,실질비용 상승률,시설해체비용,할인율,이용률,수

명기간 등의 데이터는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 연구개발 참여국 IAEA TM 참여국

간에 합의 을 도출해 획일 인 가정을 용함으로써 경제성 계산 신뢰도를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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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핵심연구 품질 공정 리

원자력시설운 품질보증계획서 차서의 운 용 사항을 이해하고 제조업

분야에 사용되고 있는 ISO 9000패 리의 내용을 악하여 연구개발에 용 가능한

항목을 악한다.

품질보증 련 경험이 많은 품질보증 과 력하여 품질보증의 기본정책을 마련한다.

공정 리 부분은 로젝트 리가 활발하고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건설업

련 사례를 검토하고,연구개발에 용할 항목을 도출한다.

5.수소생산시스템 핵심연구 달성도 평가방법론 개발

핵심연구 달성도 평가는 우선 로젝트에 응하는 기술수목도를 작성한다.기술수목

도의 기 번호는 모든 자료의 연 계를 나타내는 Key number가 부여되어

TRL/DRL의 평가 소 트웨어 개발은 10단계 수 까지를 정의한다.기술수 의 평가

를 정량화하기 해 과제 공정 리,문서 리 등을 추가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한다.

이 개념의 방법론을 원자력연구개발 설계 분야에 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SSC 디지털기기에 련된 TRL/DRL을 용하는 것으로 제한한다.그림 1.3.2의

각 노드를 해당 모듈로 개발하고 이를 통합하여 운 하는 핵심 로그램을 개발하도

록 설계하 다.

그림 1.3.2.계통통합체제 리개략도

그림 1.3.3은 그림 1.3.2.의 각 노드를 련 데이터베이스로 구 한 것을 보여 다.

그림 1.3.3.계통통합 리체제 구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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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수소생산공정 성능평가기술 개발 황

일본은 일 이 HTTR열에 지를 이용한 메탄가스의 수증기개질 법에 의한 수소생산 공정

에 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2006년에 이의 연계계통에 한 개념도와 시설의 시동과 정

지 과도상태에 한 열교란 제어안 성을 실험 /이론 으로 입증한 바 있다[2.1.1].이들이

제안한 계통을 살펴보면,그림 2.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HTTR계통과 IHX계통 그리고 수소

를 생산하기 한 SMR(Steam MethaneReforming)계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차 헬륨루

상에 있는 스 발생기가 정상 인 운 상태에서는 메탄가스의 수증기개질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수증기의 공 원으로 활용되며 수증기개질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2차 헬륨계통의 간

열교환기로의 순환온도를 정온도로 제어해 주는 열교란 완충기의 기능을 담당한다.

그림 2.1.1.HTTR-SMR수소생산공정 연계 계통도

2007년 4월에 JAEA(JapanAtomicEnergyAgency)의 Sato등은 HTTR-SI연계공정의 비

정상 운 시나리오와 응방안을 그림 2.1.2의 SI공정 운 에서 조사,발표하 는데[2.1.2],

i)SI공정에서의 가연성기체 독성기체 유출,강산성 액체 수,압력용기 수소기체

폭발에 따른 SI공정으로 흘러가는 2차 헬륨 격리 밸 의 차단.

ii)황산 요오드산 분해 장치에서의 2차 헬륨과 공정유체가 흘러가는 유로 사이의 열

달 경계면의 결함으로 인한 SI공정으로 흘러가는 2차 헬륨 격리 밸 의 차단.

iii)SI공정 유체 이송 제어의 실패 화학반응기내 운 압력 제어 화학반응도 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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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에 따른 2차 헬륨 순환온도의 교란 상을 증기발생기를 이용한 열충격 흡수 등으로 분류하

다.

그림 2.1.2.HTTR-SI수소생공정 연계 계통도

동 연구 은 한 동년 9월에 HTTR-SI연계시스템의 공정 열교환기의 동특성을 해석할

수 있는 모사 코드를 발표하 는데,PWR 원자로 시스템의 동특성 분석용으로 개발된

RELAP5MOD3.3을 개조한 HTTRModule과 그림 2.1.3과 같은 SI공정열교환기를 상으로

신규 개발한 3종의 APHX Module (H2SO4 Decomposition Module,SO3 Decomposition

Module,HIDecompositionModule)로 구성되어 있다[2.1.3].

2008년 9월에는 동 연구 이 HTTR-SI연계시스템에 한 운 안 성 평가를 해서 2차

헬륨에 한 에 지 수지로 1차 상미분방정식을 용한 달함수를 유도하고 몇 가지의 SI공

정 운 정지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응답곡선을 모사하고 최종 으로는 열 충

격 완충장치인 스 발생기의 운 으로 IHX로 순환되는 헬륨의 온도가 안 운 요건 범 내

에서 작동하며 궁극 으로는 HTTR 운 에 아무런 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림 2.1.4와

같이 이론 으로 입증한 바 있다[2.1.4].



Ⅵ-10

그림 2.1.3.HTTR-SI공정 연계계통 모델

HeBC:BoundaryconditionforsecondaryHeside

PBC:Boundaryconditionforprocessside

그림 2.1.4.SI공정 운 정지 특성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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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채택하고 있는 HTTR-SI수소생산계통 주요 사양은 표 2.1.1과 같으며 이들이 채

택하고 있는 안 운 평가기 과 경계조건은 각각 표 2.1.2 2.1.3과 같다.

표 2.1.1.HTTR-SI계통 핵심 사양

표 2.1.2.HTTR-SI계통 안 운정 평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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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HTTR-SI계통 정격운 경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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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제 1 수소생산공정 성능평가기술 개발

1.SI수소생산공정 연계계통 동특성해석코드(KAERI-DySCo)개발

가.서 론

물로부터 수소를 얻고자 하는 열화학 수소제조 기술은 1970년 반 오일 쇼크를 맞이하

면서 심의 상이 된 약 35년의 역사를 간직한 기술로서 1997년 지구 온난화를 걱정한 교토

의정서와 부시 통령의 원자력에 지 신 연구를 한 포 에 지정책 ‘원자력수소 이니

셔티 (NHI)’의 발표와 더불어 연구개발의 시의성을 확보하 다.특히 고온 기체냉각로

(VHTR)의 950℃ 열원과 열화학 수소생산 기술의 목은 국제 인 호응과 함께 원자력수소

라는 용어를 탄생시키면서 경제 인 수소생산 가능성에 을 둔 국제 력체인 국제 공동연

구 포럼(GIFVHTR)을 탄생시켰다.

VHTR은 고온의 열 공 원이기도 하여 고효율의 력생산 뿐 아니라 석탄의 액화,천연가스

의 개질,DME(Di-MethylEther)의 경제 생산 등 다양한 분야에 이용될 수도 있겠으나

[3.1.1-3]화석연료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에서는 VHTR 연구방향을 열화학 수소제조

기술개발에 을 둘 것을 권장하고 있다 [3.1.4].

재까지 여러 방식의 열화학 수소생산 사이클이 제안되었고[3.1.5]일부 제안에 해서는

최근까지 실험 연구가 진행되고[3.1.6-8]있으나,근년에 연구개발이 집 되고 있는 기술

하나가 황-요오드 열화학 사이클(Sulfur-IodineThermochemicalCycle)이다.

원자력수소 생산시스템은 그림 3.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VHTR시스템, 간 열교환(IHX)

시스템,그리고 수소생산 공정으로 구성된다.

그림 3.1.1. 원 수  생산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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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원으로 VHTR의 냉각재인 He가스의 약 950℃ 이상의 고온 열을 이용하여 물을 분해

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열화학 수소제조 황-요오드(SI)공정은 1970년 반 미국 제 럴아

토믹(GA)기업체 연구진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1982년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3종 화

학반응들로 구성된다.

2H2O+I2+SO2=2HI+H2SO4 (BunsenReaction,약 100℃,발열반응)

2HI=H2+I2 (400~500℃,흡열반응)

H2SO4=H2O+SO2+0.5O2 (약 850℃,흡열반응)

분젠반응은 발열반응이며 황산분해 반응은 400℃ 이상에서 H2O와 SO3으로 1차분해 된 후,

분해된 SO3이 약 800℃ 이상에서 고체 매반응에 의해 SO2와 O2로 2차분해 된다.요오드화수

소(HI)분해 반응은 기체 상태에서의 고체 매반응 혹은 액체 상태에서의 균질 매반응으로

진행된다.

3종의 화학반응들로 구성된 SI공정을 화학반응 참여 물질들의 흐름을 기 으로 도식 표

을 하면 그림 3.1.2와 같다.

그림 3.1.2.화학반응식을 기 으로 한 SI공정 개념도

이후 일본의 JAEA(구 JAERI)와 독일의 아헨공 에서도 SI공정에 한 연구를 수행하 으

며 상호간의 연구 차이 은 그림 3.1.2의 Section3에 포함된 HIx용액의 농축과정에서 볼 수

있다.미국의 GA사는 인산을 이용한 추출증류(extractivedistillation)방법을 제안한 바 있고,

독일 아헨공과 학은 고압 반응증류(reactivedistillation)방법을 제안하 으며 일본의 JAEA와

한국의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과 한국에 지연구원(KIER) 동 연구진은 기투석법에 의

한 1차 농축 후 증류법에 의한 2차 농축법을 제시한 바 있는데 그림 3.1.3은 한국형 SI참조공

정이다.

그림 3.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젠반응기에서는 요오드 침 결정화기로부터 순환되는 HIx

용액 에 포함된 요오드와 황산분해 공정의 상 분리기에서 순환되는 SO2 산소 세정탑 1과

2로부터 유입되는 물에 의해 요오드산과 황산이 생성된다.이 반응기에서 요오드가 정수 으

로 과잉 존재하면 분젠반응의 정방향 진행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황산상과 요오드산상이 상호

분리될 수 있는 비혼화성(Immiscibility)조건을 형성하여 그림 2에서 보여주고 있는 황산 순환

계통인 Section2와 요오드산 순환계통인 Section3을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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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한국형 황-요오드(SI)열화학 수소생산 참조공정[3.1.9]

분젠반응은 발열반응으로 반응온도는 불과 120℃이하이다.상(Phase)분리기능을 갖추고 있

는 분젠반응기의 하단에서는 HI/I2/H2O가 주 구성성분인 질상(Heavyphase)이 배출되고 분

젠반응기 상부에서는 H2SO4/H2O가 주 구성성분인 경질상(Lightphase)이 배출된다.경질상의

황산:물 몰 농도비는 약 1:4정도로 Section2로 주입된다.한편 질상은 Section2의 황산분

해 반응기에서 생성된 산소기체를 이용하여 기-액 시킴으로써 질상 내부에 잔존하는 이

산화황을 기화시키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화학평형의 교란이 용액 내 잔존하는 황산의 분해반

응을 도모함으로써 HIx용액 내 황산농도를 최소화하는 단계를 거친 후 Section3로 주입되며

본 유체의 HI:I2:H2O몰 농도비는 약 1:4:5를 유지토록 설계되어 있다.

Section2로 유입되는 약 57wt%의 황산용액은 농축장치를 거쳐 98wt%까지 농축된 후 황산

증발기에서 기화되며,일부 기화된 황산 기체가 SO3와 물로 분해되고,SO3분해기에 의해 최종

으로 SO2,산소로 재 분해된 다음 분젠반응기로 재순환된다.황산의 증발과 분해 그리고 삼

산화황의 매 열분해 반응에서는 고온의 열을 필요로 하는데 그림 3.1.1의 IHX에서 배출되는

2차 측 헬륨의 열을 이용하여 공 한다.이외에 그림 3.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Section2의

황산 순환계통에서는 황산용액 농축을 해서 등온 래시 드럼과 감압 다단 증류탑을 필요로

하는데 이 장치들 한 황산용액을 비등시키기 하여 열을 공 해야 하며 2009년에 수행한

SI공정 열효율 평가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열은 공정유체의 열과 잠열을 활용

하여야만 수소 생산 효율을 약 40% 가까이 기 할 수 있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Section3

으로 유입되는 HI:I2:H2O 몰 농도비 약 1:4:5를 유지하는 HIx용액은 분젠반응기가 기압 이상

의 조건에서 운 되는 경우,이산화황 기체가 HIx용액 내에 다량 용해되어 있을 것이므로 이의

탈기를 해서 HIx용액 정제탑을 거친다.뿐만 아니라 HIx용액 내에는 분젠반응 과정에서의 상

분리를 하여 다량의 과잉 요오드가 용해되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후속 공정에서의 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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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이 어렵게 된다.이러한 난맥상을 해결하기 하여 과잉 요오드 침 결정화기를 달아 HIx

용액에서의 요오드 농도를 낮춘다.침 결정화기로부터 배출된 모액은 해 기투석기의 음극

실로 유입되어 HIx용액 내 HI농도를 1차 으로 높인 후 40기압으로 운 되는 다단 증류탑으

로 주입한다.HIx용액 다단 증류탑에서 HI의유농도를 29 으로 높인 후 탑 상단의 부분 응축

기에서 고농축의 HI혼합기체가 발생되며 이 혼합기체가 비 가열기를 거친 후 450oC의 상태

로 HI열분해 매가 충 된 세라믹 막분리 반응기로 주입되어 목표로 하는 수소를 얻는다.

여기에서 열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HI혼합기체 비가열기와 HI열분해반응기 그리고 HIx용

액 다단 증류탑인데 앞의 2장치는 IHX의 2차측 순환헬륨의 열로서 가열하고 나머지 다단

증류탑의 재비기는 세라믹 막분리 반응기에서 배출되는 미분해 HI혼합기체의 열과 잠열로

서 가열하되 40% 수 의 수소 생산 효율을 얻기 해서는 열펌 까지 활용해야 한다.

이상의 한국형 SI열분해 수소생산 공정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공정/장치 설계와 운 을

해서는 기상태로부터 정상상태까지의 이행과정에 한 Start-up동특성과 정상운 상태

로부터 공정장치의 어느 한 부분 고장으로 인한 과도상태 유발,그리고 공정 Shut-down과정

에서의 여러 상들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이것은 시설운 의 안 성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

라 공정에서 필요로 하는 순환유체들의 insitu물량을 산출하고 공정에서 필요로 하는 Buffer

tank의 설치 치와 규모를 결정하는데 아주 요한 인자가 된다.

화학공정의 과도 상들은 실험을 통하여 찰하기도 하고 이론 모델에 의한 컴퓨터 모사

를 통하여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자의 경우,공정의 많은 설계 운 변수에 한 모든 과

도응답을 비실험을 통하여 모두 악한다는 것이 비효율 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후자의 이론 모델개발에 의한 컴퓨터 모사를 통하여 변수별 과도응답과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 후 실험변수와 범 를 최 화 하고 이로부터 실험의 회수를 최소화 하

여 실험을 수행하며 그 결과를 이용하여 이론 모델의 계수를 조정하며 궁극 으로는 상으

로 하는 화학공정의 과도 상을 비교 정확히 측할 수 있는 컴퓨터 코드를 제시하는 것이

효율 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은 VHTR연계 SI열화학공정의 과도응답을 해석하기 하여,SI열화학 공

정 IHX의 2차측 헬륨이 통과하는 연계계통 장치들에 한 동특성 해석 컴퓨터 로그램을

비하고 이것들을 통합시킨 통합코드,KAERI-DySCo(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DynamicSimulationCode)를 개발하여 보완 부분 검증하 으며 최종 으로 코드

의 사용자 매뉴얼을 마련하 다.이 보고서는 KAERI-DySCo의 개요와 내용,그리고 사용방

법 해석 제를 VisualC++언어에 익숙한 공학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설명

하고 있다.

나.KAERI-DySCo개요

1) 용 상과 범

그림 3.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형 SI참조공정은 4종의 화학반응기,2종의 다단증류

탑,3종의 기체세정 탑,2종의 액체정제 탑,황산용액 기화기,HIx 해투석기,요오드 침 결정

화기,황산용액 래시 드럼,기-액 분리기,그리고 6종의 열교환기와 4종의 펌 등으로 구성

되어 있으나 IHX의 2차 측 순환헬륨이 통과하는 SI공정 연계장치들로는 황산용액 기화기,황

산열분해기,삼산화황 매열분해기,HI혼합기체 열기,그리고 HI 매열분해/수소분리 막

반응기 등의 총 5종이다.한편,동 연구에서 한국형 SI참조공정의 수소생산 열효율을 약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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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기 하기 해서는 황산용액 다단 증발농축기의 재비기와 HIx용액 다단 증발농축기의 재

비기가 요구하는 열에 지를 삼산화황 매열분해 반응기와 HI 매열분해/수소분리 막 반응

기에서 배출되는 공정 유체의 열과 잠열로써 공 할 것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SI공정의

Start-up은 98무게% 황산 장용액(StockSolution)과 몰농도 비 1:1.61:4.53의 HI/I2/H2O3성

분계 혼합용액을 이용한 Section2와 3의 개별 운 을 시작 으로 할 수 밖에 없다.따라서 SI

공정의 동특성을 해석하기 한 KAERI-DySCo의 용 상으로는 이들 5종의 연계장치들과

간 향권에 속하는 황산용액 다단 증발농축기와 HIx용액 다단 증발농축기까지를 포함하게

되며 그것을 도식 모델로 표 하면 그림 3.1.4와 같다. 한 KAERI-DySCo는 모델에서 채택

하고 있는 7종의 장치들에 한 개별 동특성을 해석할 수 있는 모듈형 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치별 로그램 모듈을 배 도에 따라 연결함으로써 SI공정 연계계통에 한 통합

동특성을 해석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 구체 인 용범 는 다음과 같다.

정상상태 운 에서의 IHX2차측 순환헬륨으로부터 SI공정에 공 되어야할 열에 지.

IHX2차측 순환헬륨의 정격 주입 혹은 배출 운 온도를 만족하는 헬륨 순환속도.

정상상태 운 조건을 입력 값으로 한 SI공정 연계장치 사이징.

SI공정 연계장치별 시동특성 해석.

SI연계 통합공정 시동특성 해석.

헬륨의 온도 유량변화에 따른 SI연계통합공정 운 특성 분석

그림 3.1.4.KAERI-DySCo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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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스템 요구사항

KAERI-DySCo를 구동하기 한 소 트웨어와 하드웨어에 한 요구사항은 표 3.1.1과

표 3.1.2와 같다.표 3.1.1에서 제시된 필요한 로그램들은 각각 수치해석용 라이 러리,Chart

컴포 트 Spreadsheet컴포 트들로서 KAERI-DySCo내에 다양한 형태로 내장될 수 있는

상업용 컴포 트들이다. 한 표 3.1.2에 제시된 하드웨어 요구사항은 Microsoft사의 Visual

C++2008에 한 하드웨어 요구사항 권장 사양에도 해당한다.

표 3.1.1.KAERI-DySCo구동을 한 소 트웨어 요구사항

항목 요구사항

사용기종 IBM-PC호환기종

운 체제 WindowsXP(32비트 혹은 64비트)

사용언어 VisualC++2008

요구되는

로그램

VisualNumericInc.의 IMSLClibraryforVisualC++2008

SoftwareFX사의 ChartFX7,Farpoint사의 Spread(Ver.7.0)

표 3.1.2.KAERI-DySCo구동을 한 하드웨어 요구사항

항목 요구사항

앙처리 장치 Pentium 4계열 2.2GHz이상

메모리 1024MB이상

디스 이 1024x768이상 해상도 (1920x1200해상도,듀얼모니터에 최 화)

하드디스크 80GB(7200rpm 이상)

다.KAERI-DySCo구성

1)구성 개요

KAERI-DySCo 로그램은 표 객체지향언어인 VisualC++로 개발되었으며,내부 으

로 수치해석용 솔루션(IMSLClibrary)과 가시화를 한 상용 컴포 트들(ChartFX,Spread)

을 내장하고 있다.KAERI-DySCo의 기 개발 당시 MFC(MicrosoftFoundationClass)어

리 이션 마법사 기능을 이용하여 로그램의 체 인 를 구성하 으며,응용 로그램의

종류는 SingleDocument이며 기본 클래스로서 FormView를 채택하고 있다.이와 같이 MFC

응용 로그램으로 개발된 KAERI-DySCo는 개발 기 8단계의 설정과정을 거쳤는데 이에 한

자세한 사항을 그림 3.1.5에서부터 3.1.12까지 나타냈다.그림 3.1.5에서 3.1.12까지 나타낸 일련

의 작업 결과로서 로그램의 를 구성하는 기본 코드들이 자동 생성되어졌다.자동 생성된

기본 코드 바탕에 사용자 정의 형태의 코드들을 추가하여 KAERI-DySCo를 완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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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로젝트 설정 개요 그림 3.1.6.응용 로그램 종류

그림 3.1.7.문서 템 릿 문자열 그림 3.1.8.복합문서 지원

그림 3.1.9.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 그림 3.1.10.데이터베이스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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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생성된 클래스 그림 3.1.12.고 기능 

2)KAERI-DySCo클래스 구성

KAERI-DySCo를 구성하는 클래스들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된다.하나는 앞서 Visual

C++의 어 리 이션 마법사 기능을 통해 자동 생성된 MFC(MicrosoftFoundationClass)의 기

본 클래스들과 둘째는 사용자 정의 형태의 클래스들이다.사용자 정의 형태의 클래스에는

KAERI-DySCo모델에서 채택하고 있는 7종의 장치들과 응하는 클래스,통합공정 분석용 클

래스,데이터 시각화를 한 클래스 등이 있다.

그림 3.1.13에 KAERI-DySCo의 클래스 뷰 탐색기를 통해 본 클래스 목록을 나타냈다.그림

3.1.13에 나열된 클래스들 각각은 하나의 소스 일(file.cpp인 일)과 헤더 일(file.h인 일)로

구성된다.그림 3.1.14에 KAERI-DySCo의 솔루션 탐색기를 통해 본 소스 일과 헤더 일의 리

스트를 나타냈다.그림 3.1.13에서 제시한 주요 클래스들의 목록,기능 그리고 참조 클래스들은

표 3에 나타냈다.표 3.1.3에서 제시한 참조 클래스 항목들은 한 클래스가 로그램 실행 도

에 다른 클래스의 멤버변수에 할당된 값을 이용하거나 혹은 멤버함수를 호출하는 경우 그와

련된 클래스들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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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KAERI-DySCo의 클래스 구조 그림 3.1.14.KAERI-DySCo의 솔루션 탐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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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KAERI-DySCo를 구성하는 클래스 목록과 내용

No. 클래스 이름 클래스 종류 주요 기능 참조 클래스

C1 CMainFrame MFC 도 임 련 클래스 C13,C21,C22,C20

C2 CKAERI_DYSCOApp MFC 로그램 시작,종료,메인 임생성 등

C3 CKAERI_DYSCODoC MFC 데이터 장,읽기 처리 련 클래스

C4 CKAERI_DYSCOView MFC 도 뷰 련 클래스 C8,C20

C5 CAllocationArray 사용자정의 1차원 2차원 배열의 동 메모리 할당

C6 CTHPhysicalsData 사용자정의 공용 열역학 데이터 C5,C7

C7 CUnitsConversion 사용자정의 물질량과 온도 단 환산 C5

C8 CFilesManagement 사용자정의 출력 일 장경로 리

C9 CSADistillation1 사용자정의 황산증류탑 동특성 분석 C8

C10 CH2SO4Evaporator 사용자정의 황산증발기 동특성 분석 C5,C6,C7,C8,C19

C11 CH2SO4Decomposer 사용자정의 황산열분해기 동특성 분석 C5,C6,C7,C8,C19

C12 CSO3Decomposer 사용자정의 삼산화황 매열분해기 동특성 분석 C5,C6,C7,C8,C19

C13 CHIxDistillation 사용자정의 HIx용액 다단 증발농축기 동특성 분석 C5,C8,C21

C14 CHIDecomposition 사용자정의 HI 매열분해/수소분리 막 반응기 동특성 분석 C5,C6,C7,C8,C19

C15 CHIHeatExchanger 사용자정의 삼산화황 매열분해기 동특성 분석 C5,C6,C7,C8,C19

C16 CStartVaporizer1 사용자정의 HI혼합용액 증발기 동특성 분석 C5,C6,C7

C17 CSADecomposition 사용자정의 황산분해공정 동특성 분석 C5,C8

C18 CInitializeValue 사용자정의 기 값 설정 C5,C6,C7

C19 CSizingForVHTRSI 사용자정의 VHTR-SI공정 연계장치 사이징 C5,C6,C7,C8

C20 CVHTRSIIntegLoop 사용자정의 VHTR-SI통합공정 분석 C5~C18

C21 CDlgForHIDistill 사용자정의 HI혼합용액 증류탑 가시화 C1,C2,C3,C4,C13

C22 CDlgFoeCalSABoil 사용자정의 황산-물 이성분계 끓는 계산 C1,C2,C3,C4

C23 CDataDisplayForm 사용자정의 통합공정 입출력 데이터 가시화 C5,C20

C24 Cfpspread1 MFC Spreadsheet의 wrapperclass

가)클래스 간 참조기법

KAERI-DySCo를 구성하는 사용자 정의형태의 클래스들 간 상호참조는 참조 상 클

래스의 포인터 멤버변수를 선언하고 이를 new 연산자를 이용하여 동 으로 인스턴스

(instance)를 생성한 후 생성된 인스턴스를 통해 참조 상 클래스의 멤버함수나 멤버변수로

근하는 방식과 MFC에서 제공하는 역함수인 AfxGetApp()혹은 AfxGetMainWnd()를 이용

하여 참조 상 클래스의 인스턴스 포인터를 얻은 후 그의 멤버에 근하는 방식을 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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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의 경우는 반환타입에 따른 한 타입 캐스 이 요구된다.두 가지 경우 모두 참조 상

클래스의 헤드 일이 반드시 참조하려는 클래스 내부에 선언되어 있어야한다.new 연산자를

이용한 클래스의 참조기법을 그림 3.1.15에 나타내었고 MFC 역함수를 사용한 클래스 참조기

법 사용법은 표 3.1.4에 나타냈다.

그림 3.1.15.new 연산자를 이용한 클래스 참조기법 시

//VHTRSIIntegLoop.h 파

#pragma once

class CSADistillation1;

class CH2SO4Evaporator;

class CSADecomposition;

class CH2SO4Decomposer;

class CSO3Decomposer;

class CHIDecomposition;

class CHIHeatExchanger;

class CHIxDistillation;

class CVHTRSIIntegLoop

 public:

 CVHTRSIIntegLoop(void);

 virtual ~CVHTRSIIntegLoop(void);

 ...

 //Section 2 and 3

 //각 클래스  수 언

 CSADistillation1 *pSADistil;

 CH2SO4Evaporator *pSAEvapor;

 CSADecomposition *pSADecomp;

 CH2SO4Decomposer *pSO4Decom;

 CSO3Decomposer   *pSO3Decom;

 CStartVaporizer1 *pHIxVapor;

 CHIDecomposition *pHIDecomp; 

 CHIHeatExchanger *pHExchang;

 CHIxDistillation *pHIDistil;

 ...

//VHTRSIItegLoop.cpp 파
#include "StdAfx.h"
#include "math.h"
#include "KAERI_DYSCO.h"
#include "KAERI_DYSCODoc.h"
#include "KAERI_DYSCOView.h"
#include "MainFrm.h"
#include "SADistillation1.h"
#include "SO3Decomposer.h"
#include "HIDecomposition.h"
#include "HIHeatExchanger.h"
#include "HIxDistillation.h"
#include "H2SO4Evaporator.h"
#include "H2SO4Decomposer.h"
#include "StartVaporizer1.h"
#include "VHTRSIIntegLoop.h"

using namespace std;

CVHTRSIIntegLoop::CVHTRSIIntegLoop(void)
 //new 연산 를 한 클래스 리 할당 
 pSADistil = new CSADistillation1;
 pSAEvapor = new CH2SO4Evaporator;
 pSO4Decom = new CH2SO4Decomposer;
 pSO3Decom = new CSO3Decomposer;
 pHIxVapor = new CStartVaporizer1;
 pHExchang = new CHIHeatExchanger;
 pHIDecomp = new CHIDecomposition; 
 pHIDistil = new CHIxDistillation;

CVHTRSIIntegLoop::~CVHTRSIIntegLoop(void)
 //delete 연산 를 한 클래스 리 해제
 //Section 2 Class
 delete pSADistil;
 delete pSAEvapor;
 delete pSO4Decom;
 delete pSO3Decom;
 //Section 3 Class
 delete pHIxVapor;
 delete pHExchang;
 delete pHIDecomp; 
 delete pHIDistil;
 //Section 2 Class
 pSADistil = NULL;
 pSAEvapor = NULL;
 pSADecomp = NULL;
 pSO4Decom = NULL;
 pSO3Decom = NULL;
 //Section 3 Class
 pHIxVapor = NULL;
 pHExchang = NULL;
 pHIDecomp = NULL; 
 pHIDistil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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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MFC 역함수를 이용한 클래스 참조기법 사용법

참조 상 클래스 사용방법 설명

Application
CKAERI_DYSCOApp*pApp=

(CKAERI_DYSCOApp*)AfxGetApp()

모든 클래스에서 일반 클래스

를 참조할 경우

CMainFrame
CMainFrame*pFr=

(CMainFrame*)AfxGetMainWnd()

모든 클래스에서 메인 임

클래스를 참조할 경우

Document CKAERI_DYSCO*pDoc=pView ->GetDocument()
뷰 클래스에서 도큐먼트 클래

스를 참조할 경우

Document
CKAERI_DYSCO*pDoc=(CKAERI_DYSCODoc*)

((CMainFrame*)AfxGetMainWnd())->GetActiveDocument()

일반클래스에서 도큐먼트 클래

스를 참조할 경우

View

CKAERI_DYSCOView *pView =(CKAERI_DYSCOView *)

((MainFrame*)AfxGetApp()->mpMainWnd)->

GetActiveView()

일반 클래스에서 뷰 클래스를

참조할 경우

나)기본 클래스

MFC는 임 도우,도큐먼트,뷰의 기능들을 CFrameWnd,CDocument,CView라

는 이름의 클래스로 구 해 놓았다. 한 이들 임 도우,도큐먼트,뷰를 엮어주고, 로그

램을 구동시키는 역할은 CWinApp가 담당한다.CWinApp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생 클래스

CKAERI_DYSCOApp클래스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로그램의 시작과 종료를 담당한다.

■ 로그램이 시작될 때,메인 임 도우를 생성시켜 다.

■ 메시지 루 를 돌면서 로그램을 구동시킨다.

■ 로그램 체를 표하는 기능들을 수행한다.

CDocument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아 생성된 생 클래스 CKAERI_DYSCODoc클래스의 역

할은 다음과 같다.

■ 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오는 기능( 일 |열기 메뉴의 기능)

■ 일에 데이터를 장하는 기능( 일 | 장 메뉴의 기능)

■ 새로운 데이터를 만드는 기능( 일 |새로 만들기 메뉴의 기능)

■ 작업 인 데이터를 닫는 기능( 일 |닫기 메뉴의 기능)

■ 데이터가 변경된 사실을 view 오 젝트에 알리는 기능

여기에 CWnd클래스로부터 모든 기능을 상속받고 몇 가지 기능이 더 추가된 CFrameWnd



Ⅵ-25

와 CView 클래스는 MainFrame와 KAERI_DYSCOView에 해당하고 각각 도 임(외곽)

을 리하는 기능과 CDocument클래스에 있는 데이터를 보여주는 도우를 리하는 기능을

한다.

다)배열의 동 메모리 할당 클래스[CAllocationArray]

KAERI-DySCo의 클래스 내부의 주요 멤버변수들은 1차 혹은 2차원 배열로 선언되어

있다.특히,이러한 배열형의 멤버변수들은 사용자가 설정한 시뮬 이션 시간만큼의 크기를 가

져야하고 시뮬 이션 과정에서 배열변수 메모리의 할당과 해제를 상황에 맞게 처리하여 시스

템 자원을 효율 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메모리 할당 방식에는 정 메모리 할당방식(static

memoryallocation)과 동 메모리 할당방식(dynamicmemoryallocation)의 2가지 방식이 존

재한다.정 메모리 할당방식은 메모리의 크기가 하드 코딩되어 있기 때문에 로그램이 실행

될 때 이미 해당 메모리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이 특징이며 메모리의 스택(stack) 역에 치한

다.이 방식은 동 메모리 할당방식과 달리 메모리의 할당과 해제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됨으로

써 메모리 수와 같은 문제에서 자유로운 장 이 있다.반면 메모리의 크기가 하드 코딩되어

있어서 로그램 간에 크기를 조 할 수 없고 스택에 할당된 메모리이므로 동 할당에 비

해 할당 받을 수 있는 최 메모리에 제약을 받는다.

동 메모리 할당 방식의 경우 정 할당 방식과 달리 로그램 실행 시간 동안 사용할 메

모리 공간을 할당할 수 있고 메모리의 힙(heap) 역에 치한다.이는 상황에 따라 원하는 크

기만큼의 메모리가 할당되므로 경제 이며,이미 할당된 메모리라도 언제든지 크기를 조 할

수 있는 장 이 있다.반면 동 할당의 장 을 최 한 극 화하기 해서는 명시 으로 메모

리의 할당과 해제를 해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메모리

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KAERI-DySCo내의 배열형 변수의 동 메모리 할당을 한 클래스 이름은

CAllocationArray이며,4개의 멤버함수를 가지고 있다.이들 멤버함수와 호출에 필요한 매개변

수를 표 3.1.5에 나타냈다.표 3.1.5에서 제시한 매개변수들 변수명은 2차원일 경우 배정도

실수형의 이 포인터 변수로,1차원일 경우 배정도 실수형의 단일 포인터 변수로 선언한다.

그림 3.1.16과 3.1.17에 2차원과 1차원 배열의 동 메모리 할당과 해제에 한 코드부분을 수

록하 다.

표 3.1.5.배열의 동 메모리 할당을 한 멤버함수와 매개변수

멤버함수 이름 리턴타입 매개변수 매개변수 설명

Allocat2DArrays double double**&var,intnRows,intnCols 변수명,행의 수,열의 수

Release2DArrays double double**&var,intnRows,intnCols 변수명,행의 수,열의 수

Allocat1DArrays double double*&var,intnRows 변수명,행의 수

Release1DArrays double double*&var,intnRows 변수명,행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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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메모리할당 기법을 이용하여 배열을 생성하는 방법은 앞서 기술한 클래스 참조기법을

이용하여 sub-functioncall개념으로 멤버함수를 호출하여 배열을 생성한다.그림 3.1.18은 임

의의 사용자 정의 클래스에서 배열의 동 메모리 할당 클래스를 호출하여 배열을 생성하는

제코드를 보여 다.여기서 임의의 사용자 정의 클래스의 이름을 CExample로 하고 이에

한 소스 일과 헤드 일을 각각 Example.cpp와 Example.h로 되어있다고 가정한다.그림 3.1.18

에서 “test(void)” 멤버함수를 실행하면 코드 내부에서 “pAlocArray->

Allocation2DArrays(array2d,3,3)"에 의하여 3행 3열의 빈 메모리 공간을 "pAlocArray->

Allocation1DArray(array1d,3)"에 의하여 3열의 빈 메모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여기서 메

모리 공간의 생성됨과 동시에 생성된 메모리 공간은 기에 0의 값으로 기화된다.이는 그림

3.1.16에서 ”memset“함수로 구 하 고 한,메모리 변수가 할당이 제 로 되지 않았을 경우

에러메시지 ”Errormemoryassignment"를 출력한다.

그림 3.1.16. KAERI-DySCo내  2차원 열  동  리 당과  드. 

// 2차원 열  동적 리 할당 함수

double CAllocationArray::Allocat2DArrays(double **&var, int nRows, int nCols)

{

int i;

var = new double * [nRows];

if (var == NULL) {

AfxMessageBox(_T("Error memory assignment"), MB_OK, 0);

return 0.0;

}

for(i = 0; i < nRows; i++)

{

var[i] = new double [nCols];

memset(var[i], 0x00, sizeof(double) * nCols);

}

if (var[i] == NULL) {

AfxMessageBox(_T("Error memory assignment"), MB_OK, 0);

return 0.0;

}

return 1.0;

} 

// 2차원 열  동적 리 해제

double CAllocationArray::Release2DArrays(double **&var, int nRows, int nCols)

{

int i;

for (i = 0; i < nRows; i++)

{

delete [] var[i];

}

delete [] var;

return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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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7.KAERI-DySCo내의 1차원 배열의 동 메모리 할당과 해제 코드

double CAllocationArray::Allocat1DArrays(double *&var, int nRows)

{

var = new double [nRows];

memset(var, 0x00, sizeof(double) * nRows);

if(var == NULL){

AfxMessageBox(_T("Error for memory assignment"), MB_OK, 0);

return 0.0;

}

return 1.0;

}

double CAllocationArray::Release1DArrays(double *&var, int nRows)

{

delete [] var;

return 1.0;

}

그림 3.1.18.배열의 동 할당 클래스를 이용한 배열 사용방법

//Example.h

// 열  동적 리 할당  한 클래스  시적 언

class CAllocationArray;

class CExample

{

public:

 //CExample  생  언

 CExample(void);

 //CExample   언

 virtual ~CExample(void);

 // 열 생  한  함수 언

 double test(void);

 // 열  동적 리 할당 클래스 출 수 언

 CAllocationArray *pAlocArray;

 //2차원 열  수 언

 double **array2d

 //1차원 열  수 언

 double  *array1d

}

//Example.cpp

//CAllocationArray  헤드파  언

#include "AllocationArray.h"

//생  함수

CExample::CExample(void)

{

 pAlocArray = NULL;

}

//  함수

CExampe::~CExample(void)

{

 // 열 동적 리 해제

 delete pAlocArray;

 pAlocArray = NULL;

}

// 열 생  한  함수

double CExample::test(void)

{

 // 열 동적 리 할당

 pAlocArray = new CAllocationArray;

 //3행3열  2차원 열 생

 pAlocArray -> Allocation2DArrays(array2d, 3, 3);

 //3행  3열  1차원 열 생

 pAlocArray -> Allocation1DArrays(array1d, 3)

 return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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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열역학 데이터 클래스내의 멤버함수와 매개변수

No.
리턴

타입
멤버함수 이름 함수 설명 매개변수

1 (d*) CalHIVapEnthalpy HI혼합기체 엔탈피 (d)1)temp

2 (d) CalHeGasEnthalpy 헬륨기체 엔탈피 (d)temp

3 (d) CalSO4lBoilPoint 황산 끓는 (d)wght_fraction

4 (d) CalH2SO4LatentHt H2O-H2SO4증발잠열 (d*)2)mole_flowrate

5 (d*) CalTubesEnthalpy 공정유체의 엔탈피 (d)temp,(i)3)index

6 (d*) CalTubesCapacity 공정유체의 열용량 (d)temp,(i)index

7 (d) CalHeatReactions 반응열 계산 (d)temp,(i)index

8 (d) CalHeThermalCond 헬륨기체 열 도도 (d)p_He,(d)he_avg_temp

9 (d) CalPGThermalCond 공정유체 열 도도 (d)p_PG,(d)pg_avg_temp,(d*)mf

10 (d) CalSAThermalCond H2O-H2SO4열 도도 (d)pg_avg_temp,(d)mf0,(d)mf1

11 (d) CalHIThermalCond HI혼합기체 열 도도 (d)pg_avg_temp,(d*)mf

12 (d) CalHI_LVEnthalpy HI기-액 엔탈피 (d)temp,(d*)valLV,(i)index

13 (d) CalHeViscosity 헬륨기체 성 (d)p_He,(d)he_avg_temp

14 (d) CalPGViscosity 공정유체 성
(d)p_PG, (d)pg_avg_temp, (d*)molflow,

(d*)molefrac

15 (d) CalSAViscosity H2O-H2SO4 성 (d)pg_avg_temp,(d)mf0,(d)mf1

16 (d) CalHIViscosity HI혼합액체 성 (d)pg_avg_temp,(d*)mf

라)열역학 데이터 클래스[CTHPhysicalsData]

이 클래스는 VHTR-SI연계장치들의 동특성 해석에 공통으로 용되는 열역학 데이

터들을 계산하고 산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아울러,다른 사용자 정의 클래스들이 이 클래스

에 근하여 운 조건에 맞는 열역학 데이터들을 계산하고 참조할 수 있도록 모든 멤버변수들

은 public형으로 선언하 다.열역학 데이터 클래스 내부에 선언된 멤버함수는 총 16개이며 클

래스 멤버변수는 부록 B편,KAERIDySCo변수설명에 수록하 다.멤버함수에 한 세부 사

항은 표 3.1.6과 표 3.1.7에 나타냈다.

0)
배정도(doubleprecision)실수형

0)배정도(doubleprecision)실수형 포인터
0)단정도(singleprecision)정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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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표 3.1.6에 제시된 매개변수에 한 설명

No. 매개변수 의미 참조 사항

1 HI혼합기체 온도(℃)
returnvalue:enthalpy배열

HI_vapor_enthalpy=[H2O,HI,I2,H2,dummy]

2 헬륨 온도(℃) returnvalue:헬륨 엔탈피

3 H2SO4의 무게분율(weightfraction)
returnvalue:황산의 무게 분율에 따른 끓는

System pressure:7.09×105[Pa]

4 H2O-H2SO4의 몰 유량(mol/s)
매개변수 배열 =[H2O,H2SO4,SO3,SO2,O2]

returnvalue:98wt.% H2SO4-H2O증발잠열

5 온도(℃),인덱스
인덱스 1:vaporphase,other:liquidphase

returnvalue:enthalpy배열[[H2O,H2SO4,SO3,SO2,O2]

6 온도(℃),인덱스
인덱스 1:SO3decomposer,2:H2SO4decomposer

3:H2SO4vaporizer,4:HIpre-heater

7 온도(℃),인덱스
인덱스 1:H2SO4->H2O+SO3

인덱스 2:SO3->SO2+1/2O2

8 헬륨 압력(Pa),평균온도(℃)
헬륨 압력:50 ×105[Pa]

헬륨 평균온도:각 장치 헬륨 (주입온도 +배출온도)/2

9
공정유체 압력(Pa),평균온도(℃),평균 몰 비

율

압력(Sect.2:7.09×105[Pa],Sect.3:40×105[Pa])

온도:(주입온도+배출온도)/2,몰 비율:(주입+배출)/2

10 평균온도(℃),몰 비율0,몰 비율1
몰 비율0:H2O,몰 비율1:H2SO4

Returnvalue:H2O-H2SO4열 도도

11
평균온도(℃),

공정유체 평균 몰 비율

평균온도:삼산화황 매열분해기 (주입온도+배출온도)/2

평균 몰 비율: 열기 (주입 +배출 몰 비율)/2

12
온도(℃),HIx용액 혹은 HI혼합기체의 mole

fraction,인덱스

인덱스 1:liquid,other:vapor

Returnvalue:HIx용액 혹은 HI혼합기체의 엔탈피

13 헬륨 압력(Pa),헬륨 평균 온도(℃)
헬륨 압력:50 ×105[Pa]

헬륨 평균온도:각 장치 헬륨 (주입온도 +배출온도)/2

14
공정유체 압력(Pa),평균온도(℃),몰 유량

(mol/s),몰 비율

압력(Sect.2:7.09×105[Pa],Sect.3:40×105[Pa])

온도:(주입온도+배출온도)/2,몰 비율:(주입+배출)/2

15
공정 체 평균 (℃),  비 (mf0),  비

(mf1)

평균 : 산  (주 + 출 )/2

mf0: H2O, mf1: H2SO4

16 공정 체 평균 (℃),  비

평균 : 삼산  촉매열 해  (주 + 출 )/2

 비 : [H2O, HI, I2, H2, dummy], [H2]=0, 

[dummy]=0

라)물질량과 온도 단 변환 클래스[CUnitConversion]

KAERI-DySCo에 내장된 동특성 수학 모델에 입력 는 출력되는 물질량과 온도

단 를 일 으로 변환하기 하여 별도의 단 변환 클래스를 작성하 다.이는 매번 물질량

과 온도 단 변환에 필요한 코드의 낭비를 이고 체 모사결과에 있어서 일 된 결과를 도

출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이다.물질량 단 변환은 크게 황산농축분해공정(section2)과 요오

드산 농축분해공정(section3)으로 구분하 다.물질량과 온도 단 환산 클래스에는 13개의 멤

버함수와 8개의 멤버변수로 구성되어 있으며,멤버변수에 한 자세한 내용은 표 3.1.8에 나타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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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물질량과 온도 단 환산 클래스에 선언된 멤버함수와 설명

No. 리턴타입 멤버함수 이름 함수설명 매개변수

1 (d) SetAllocatArray 동 배열할당 -

2 (d) SetReleaseArray 동 배열해제 -

3 (d*) ConMolRateSec2 Section2(mol/s),메모리 복사 기능 (d*)moleflow rate

4 (d*) ConMolFracSec2 Section2(mol/s->molefraction) (d*)moleflow rate

5 (d*) ConWgtRateSec2 Section2(mol/s->g/s) (d*)moleflow rate

6 (d*) ConWgtFracSec2 Section2(mol/s->weightfraction) (d*)moleflow rate

7 (d*) ConMolRateSec3 Section3(mol/s),메모리 복사 기능 (d*)moleflow rate

8 (d*) ConMolFracSec3 Section3(mol/s->molefraction) (d*)moleflow rate

9 (d*) ConWgtRateSec3 Section3(mol/s->g/s) (d*)moleflow rate

10 (d*) ConWgtFracSec3 Section3(mol/s->weightfraction) (d*)moleflow rate

11 (d) ConSumFlowrate 몰 유량(mol/s)의 합산 (d*)moleflow rate

12 (d) ConTmpCeltoKel 온도변환 (℃ ->K) (d)temp_C

13 (d) ConTmpKeltoCel 온도변환 (K->℃) (d)temp_K

표 3.1.8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기본 으로 멤버함수의 매개변수로서 몰 유량(mol/s)의 배열

이 입력된다.배열의 크기는 행 는 열로써 배정도 실수형의 5크기를 가지며,Section2의 경

우 H2O,H2SO4,SO3,SO2와 O2의 몰 유량과 응된다.반면 Section3의 경우 H2O,HI,I2,H2

와 dummy의 몰 유량과 일 일 응된다.각각의 몰 유량들이 매개변수로서 입력되면 몰 비

율,weightflow rate(g/s),weightfraction,그리고 몰 유량의 합을 계산할 수 있다. 한,온도

변환의 경우 배정도 실수형의 값이 매개변수로 입력되면 온도와 섭씨온도간의 상호 단

변환이 될 수 있도록 하 다.그림 3.1.19에 물질량과 온도 단 변환 클래스를 이용하여 단 변

환을 수행하는 제코드를 나타냈다.그림 3.1.19에 나타낸 바와 같이 임의의 클래스에서 단

환산 클래스를 사용하기 해서 new 연산자를 이용한 클래스 참조 기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단 환산 클래스의 멤버변수의 매개변수로서 5개 크기의 배정도 실수형 배열이 입력됨을 알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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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9.물질량과 온도 단 변환 클래스를 이용한 단 변환 사용 제

//  클래스 헤드파

//단 산  한 클래스  시적 언

class CUnitsConversion

class CSizingForVHTRSI

{

public:

   //CSizingForVHRTSI  생  언

   CSizingForVHRTSI(void);

   //CExample   언

   virtual ~CSizingForVHRTSI(void);

   

   //단 산 클래스 출 수 언

   CUnitsConversion *pUnitsConv;

}

//  클래스 스파

//단 산 클래스  헤드 파  언

#include "UnitsConversion.h"

//단 산 클래스 리 할당

pUnitsConv = new CUnitsConversion;

//5크  열 언, 값(mol/s)  할당

double pg_inputs_mole_f[5] = {54.16, 451.31, 0.0, 0.0, 0.0};

//  비   한 함수 출

pUnitsConv->ConMolFracSec2(pg_input_mole_f, sizeof(double) * 5);

// 씨 를 절 로 하  한 함수 출

pUnitsConv->ConTmpCeltoKel(450.0);

마)출력 일 장경로 리 클래스[CFilesManagement]

KAERI-DySCo의 실행에 따른 많은 데이터들이 생성된다.생성되는 데이터들에는 동

특성 결과에 따른 입출력 데이터,모델 라메타 열역학 데이터 등이 포함된다.이러한 데

이터들은 로그램 실행 간에 특정 디 터리들 내에 텍스트 일 형태(file.txt인 일)로 자동

장된다.이 특정 디 터리들은 KAERI-DySCo실행 일(KAERI_DYSCO.exe)이 존재하는 경

로 상에 FileMangement라는 폴더 내에 존재하며 SI공정장치 일 장목 에 따라 폴더

이름을 구분하 다.그림 3.1.20에 KAERI-DySCo실행에 따라 생성되는 데이터를 텍스트 형태

로 장하기 한 폴더구조를 나타냈다.그림 3.1.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폴더구조는 SI공정장

치 8개 장치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장하기 한 폴더와 장되는 데이터의 속성에 따라 분

류한 5개의 폴더로 구성된다.이러한 폴더구조에서 로그램 실행에 따라 발생되는 데이터를

속성에 맞게 분류하고 텍스트의 형태로 지정된 경로에 장하기 해서 개발된 클래스가 출력

일 장경로 리 클래스이다.

출력 일 장경로 리 클래스는 리턴 타입이 CString인 3개의 멤버함수로 구성되어 있고,

이에 한 자세한 설명은 표 9에 나타냈다.특히,표 9에서 CurrentPaths멤버함수의 역할은

재 경로를 문자열로 리턴 하는 것인데,여기서 재 경로란 KAERI-DySCo의 실행 일이 존

재하는 폴더를 의미한다. 를 들어,"C:\Test\"아래에 KAERI-DySCo.exe 일이 존재하는

경우 CurrentPaths함수의 실행결과로 CString형의 문자열 “C:\Test\"를 리턴 한다. 한 장

일의 이력을 추 하기 하여 일이름에 특정 문자열을 삽입할 수 있도록 ”SetFilesName“

멤버함수를 사용하 는데,함수 실행의 결과로 "년도월일(시분 )”형식의 문자열을 리턴 한다.

일 장 경로와 일이름 설정의 역할을 수행하는 “SetFilePath”멤버함수는 매개변수로서

3개의 정수형 인자를 입력받는다.첫 번째 인자는 어떤 장치에서 생성된 데이터인지 식별하는

인자이고,두 번째 인자는 입력용 일인지 출력용 일인지를 구분하는 인자,그리고 마지막

인자는 일내의 데이터들이 어떤 용도의 데이터인지를 구분하는 인자이다.표 3.1.9에

“SetFilesPath”멤버함수의 매개변수 값에 따른 일 장경로 설정과정에 나타냈다.표 3.1.10

에는 각 매개변수가 입력됨과 동시에 설정되는 경로를 단계별로 제시하 다. 한,각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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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로명 앞에는 “CurrentPaths”함수의 실행으로 KAERI-DySCo의 실행 일이 존재하는

경로명이 이미 포함된다고 가정한다. 를 들어,그림 3.1.20과 같은 폴더구조에서의 경로는

“C:\DocumentsandSettings\Public\Desktop\KAERI_DYSCO(101124)\Debug"이다.

그림 3.1.20.KAERI-DySCo실행에서 발생되는 일을 장하기 한 폴더구조

표 3.1.9.출력 일 장 리 클래스의 멤버함수와 기능

No.리턴타입 멤버함수 이름 함수 기능 매개변수

1 CString SetFilesPath 일 장 경로와 일이름 설정
(i)equipNum,(i)fileTYpe,

(i)dataType

2 CString SetFilesName 일이름내의 특정문자 설정(년도월일) void

3 CString CurrentPaths 재 경로명 얻어오기 v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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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0.출력 일 장경로 리 클래스 멤버함수 SetFilesPath의 매개변수 값에 따른 장경로 설정

equip

Num

련 치  

항

1 단계 저 파  경로

(Current path를 포함)
file Type

2 단계 저 파  경로

(Current path를 포함)
Data Type

파  포함  최종 저 파  경로

(Current path를 포함)

0 산 류탑1 \FileManagement\SADistil1\

0: Input \FileManagement\SADistil1\Input\ - -

1: Output \FileManagement\SADistil1\Output\

0: 최종보고  \FileManagement\SADistil1\Output\FinData_SADistil1_XXXX.txt
1)

1: 파라미  \FileManagement\SADistil1\Output\ParData_SADistil1_XXXX.txt

2: 원(Raw) \FileManagement\SADistil1\Output\RawData_SADistil1_XXXX.txt

3: 시 \FileManagement\SADistil1\Output\TmpData_XXXX.txt

1 산 류탑2 \FileManagement\SADistil2\

0: Input \FileManagement\SADistil2\Input\ - -

1: Output \FileManagement\SADistil2\Output\

0: 최종보고  \FileManagement\SADistil2\Output\FinData_SADistil2_XXXX.txt

1: 파라미  \FileManagement\SADistil2\Output\ParData_SADistil2_XXXX.txt

2: 원(Raw) \FileManagement\SADistil2\Output\RawData_SADistil2_XXXX.txt

3: 시 \FileManagement\SADistil2\Output\TmpData_XXXX.txt

2 산 \FileManagement\SAEvapor\

0: Input \FileManagement\SAEvapor\Input\ - -

1: Output \FileManagement\SAEvapor\Output\

0: 최종보고  \FileManagement\SAEvapor\Output\FinData_SAEvapor_XXXX.txt

1: 파라미  \FileManagement\SAEvapor\Output\ParData_SAEvapor_XXXX.txt

2: 원(Raw) \FileManagement\SAEvapor\Output\RawData_SAEvapor_XXXX.txt

3: 시 \FileManagement\SAEvapor\Output\TmpData_XXXX.txt

3 산열 해 \FileManagement\SADecomp\

0: Input \FileManagement\SADecomp\Input\ - -

1: Output
\FileManagement\SADecomp\Output

\

0: 최종보고  \FileManagement\SADecomp\Output\FinData_SADecomp_XXXX.txt

1: 파라미  
\FileManagement\SADecomp\Output\ParData_SADecomp_XXXX.tx

t

2: 원(Raw) 
\FileManagement\SADecomp\Output\RawData_SADecomp_XXXX.t

xt

3: 시 \FileManagement\SADecomp\Output\TmpData_XXXX.txt

4
삼산  

촉매열 해
\FileManagement\STDecomp\

0: Input \FileManagement\STDecomp\Input\ - -

1: Output
\FileManagement\STDecomp\Output

\

0: 최종보고  \FileManagement\STDecomp\Output\FinData_STDecomp_XXXX.txt

1: 파라미  
\FileManagement\STDecomp\Output\ParData_STDecomp_XXXX.tx

t

2: 원(Raw) 
\FileManagement\STDecomp\Output\RawData_STDecomp_XXXX.t

xt

3: 시 \FileManagement\STDecomp\Output\TmpData_XXXX.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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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I 혼합기체 

열기
\FileManagement\Recupera\

0: Input \FileManagement\Recupera\Input\ - -

1: Output \FileManagement\Recupera\Output\

0: 최종보고서  \FileManagement\Recupera\Output\FinData_Recupera_XXXX.txt

1: 파라미  \FileManagement\Recupera\Output\ParData_Recupera_XXXX.txt

2: 원(Raw) \FileManagement\Recupera\Output\RawData_Recupera_XXXX.txt

3: 시 \FileManagement\Recupera\Output\TmpData_XXXX.txt

6
HIx 다단 

증류탑
\FileManagement\HIDistil\

0: Input \FileManagement\HIDistil\Input\ - -

1: Output \FileManagement\HIDistil\Output\

0: 최종보고서  \FileManagement\HIDistil\Output\FinData_HIDistil_XXXX.txt

1: 파라미  \FileManagement\HIDistil\Output\ParData_HIDistil_XXXX.txt

2: 원(Raw) \FileManagement\HIDistil\Output\RawData_HIDistil_XXXX.txt

3: 시 \FileManagement\HIDistil\Output\TmpData_XXXX.txt

7
HI 혼합기체 

해기
\FileManagement\HIDecomp\

0: Input \FileManagement\HIDecomp\Input\ - -

1: Output \FileManagement\HIDecomp\Output\

0: 최종보고서  \FileManagement\HIDecomp\Output\FinData_HIDecomp_XXXX.txt

1: 파라미  \FileManagement\HIDecomp\Output\ParData_HIDecomp_XXXX.txt

2: 원(Raw) \FileManagement\HIDecomp\Output\RawData_HIDecomp_XXXX.txt

3: 시 \FileManagement\HIDecomp\Output\TmpData_XXXX.txt

8 HIx 증 기 \FileManagement\HIxVapor\

0: Input \FileManagement\HIxVapor\Input\ - -

1: Output \FileManagement\HIxVapor\Output\

0: 최종보고서  \FileManagement\HIxVapor\Output\FinData_HIxVapor_XXXX.txt

1: 파라미  \FileManagement\HIxVapor\Output\ParData_HIxVapor_XXXX.txt

2: 원(Raw) \FileManagement\HIxVapor\Output\RawData_HIxVapor_XXXX.txt

3: 시 \FileManagement\HIxVapor\Output\TmpData_XXXX.txt

9 치 사 징 \FileManagement\SizingResult\ - -

0: 황산증 기 \FileManagement\SizingResult\SAEvaporSizingResults.txt

1: 황산열 해기 \FileManagement\SizingResult\SADecompSizingResults.txt

2: 삼산화황 촉매열 해

기
\FileManagement\SizingResult\STDecompSizingResults.txt

3: HI혼합기체 열기 \FileManagement\SizingResult\RecuperaSizingResults.txt

4: HI혼합기체 해기 \FileManagement\SizingResult\HIDecompSizingResults.txt

5: HIx 증 기 결과 \FileManagement\SizingResult\HIxVaporSizingResults.txt

10  profile \FileManagement\TempFile\ - -
0: He gas \FileManagement\TempFile\He_line_temp_profile.txt

1: 공정 체 \FileManagement\TempFile\PG_line_temp_profile.txt

11 Testing 파 \FileManagement\TestingFiles\ - - - \FileManagement\TestingFiles\XXXX.txt

12 시간측정 파 \FileManagement\TimeCheck\ - - - \FileManagement\TimeCheck\XXXX.txt

(표 3.1.10. 계 )

0) XXXX : 사 자가 정한 파일 이름(CString 형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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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증류탑 동특성 분석 클래스[CSADistillation1]

이 클래스는 SI열화학공정 황산용액 농축 단 공정의 동 정 거동 상을 모사할

수 있는 로그램이다[3.1.10].본 클래스는 10개의 사용자 정의형태 멤버함수를 포함하고 있고,

47개의 멤버변수로 구성되어있다.

황산증발기 동특성 분석 클래스[CH2SO4Evaporator]

이 클래스는 SI열화학공정 장치들 황산증발기의 동 정 거동 상을 모사할 수

있는 로그램이다.황산증발기는 황산증류탑을 통과하여 공비 까지 농도가 증가된 98wt.%

황산을 증기상태로 만드는 장치로서 이후 황산 분해기와 연결된다.황산 증발을 한 열원으로

고온 가스로(VHTR)의 냉각재인 헬륨가스의 고온 열이 이용된다[3.1.11].본 클래스는 크게 9

개의 멤버함수와 15개의 멤버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황산열분해기 동특성 분석 클래스[CH2SO4Decomposer]

이 클래스는 SI열화학공정 장치들 황산 분해기의 동 정 거동 상을 모사할 수

있는 로그램이다.황산 분해기는 황산증발기로부터 생성된 증기상태의 황산을 SO3과 H2O로

분해하는 장치로서 이후 삼산화황 매열분해기로 연결된다.황산의 1차 분해를 해서 약 800

℃ 이상의 헬륨의 열을 이용하며,동특성 모델로서 shellandtube형태의 열교환기는 러그

흐름 반응기 모델을 이용하 다[3.1.12].본 클래스는 9개의 멤버함수와 15개의 멤버변수로 구

성되어 있다.

삼산화황 매열분해기 동특성 분석 클래스[CSO3Decomposer]

이 클래스는 SI열화학공정 장치들 삼산화황 매열분해기의 동 정 거동 상을

모사할 수 있는 로그램이다.삼산화황 매열분해기는 SO3을 SO2와 O2로 분해하는 장치로

IHX 장치의 헬륨으로부터 열을 제일 먼 공 받는다.SO3의 분해를 해서는 매우 높은 열

이 공 되어야하며 이는 약 900℃ 이상의 헬륨의 열을 이용한다.삼산화황 매열분해기의 동

특성 모델로서 정상상태의 반응을 포함한 shellandtube열교환기 모델과 매 충 층에서의

열 달 모델을 용하 다.즉,기본 모델은 shellandtube이며,각각의 내부에는 매 입

자가 충 되어 있는 것으로 고려하 다[3.1.13].본 클래스는 12개의 멤버함수와 27개의 멤버변

수로 구성되어 있다.

HIx혼합용액 다단 증류탑 동특성 분석 클래스[CHIxDistillation]

이 클래스는 SI열화학공정 장치들 HIx혼합용액 다단 증류탑의 동 정 거동 상

을 모사할 수 있는 로그램이다.HI혼합용액 다단 증류탑은 HI농축분해공정(Section3)에서

기투석장치를 거쳐 농축된 HI용액을 추가로 농축하여 얻어진 HI기체를 HI분해반응기로

주입시키기 한 장치이다.분젠반응(Section1)에서 배출된 HI혼합용액은 공비 근처의 HI

농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투석장치는 이러한 공비 의 HI농도를 극복하기 하여 최

소한의 기에 지를 투입하여 HI혼합용액을 1차 농축시키는 것을 목 으로 한다.1차 농축

된 HI혼합용액은 다단증류탑으로 주입되어 탑상부로 2차 농축된 HI혼합기체가 얻어지며 다

음 단계인 HI분해반응기로 수소를 얻기 해 투입된다.본 클래스는 24개의 멤버함수와 80개

의 멤버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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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혼합기체 열기 동특성 분석 클래스[CHIHeatExchanger]

이 클래스는 SI열화학공정 장치들 HI혼합기체 열기의 동 정 거동 상을 모

사할 수 있는 로그램이다.HI혼합기체 열기는 HI혼합용액 다단 증류탑의 탑상부에서 배

출되는 HI혼합기체를 열시켜주는 장치이다.이때,열원으로서 황산열분해기로부터 배출되는

분기된 헬륨 가스를 이용한다.HI혼합기체 열기 모델은 형 인 shell-and-tube열교화기

로 HI혼합기체는 튜 측으로,헬륨 가스는 shell측으로 향류(countercurrent)흐름으로

한다.내부 으로 HI분해반응은 없고 온도 변화만이 존재한다[3.1.14].본 클래스는 6개의 멤버

함수와 36개의 멤버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HI 매열분해/수소분리 막 반응기 동특성 분석 클래스[CHIDecomposition]

이 클래스는 SI열화학공정 장치들 HI 매열분해/수소분리 막 반응기의 동 정

거동 상을 모사할 수 있는 로그램이다.HI 매열분해/수소분리 막 반응기는 증기상태의

HI을 수소와 요오드로 분해하는 장치로서 Section3에서 수소가 생산되는 공정장치이다.공정

상 요구되는 온도(450℃)에서 HI혼합기체의 평형 환율이 매우 낮으므로 높은 분해율을 얻

기 해서는 반응 조건을 비평형상태로 유지해 수 있는 조작이 필요하다.이를 하여 다단

캐스 이드 반응기에 분리막을 이용한 수소의 선택 제거 방법이 사용되었다.동특성 해석을

해서 매가 충 된 HI분해 반응지역과 분해반응으로부터 생성된 수소를 선택 으로 분리

회수하는 멤 인 실로 구성된 분해 장치가 이 라인으로 연결된 다 반응기 시스템으로

가정하여 tank-in-series모델을 용하 다[3.1.15].본 클래스는 12개의 멤버함수와 95개의 멤

버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HI혼합용액 증발기 동특성 분석 클래스[CStartVaporizer1]

이 클래스는 Section3의 통합공정 모사에 있어서 startup과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한

장치인 HI혼합용액 증발기의 동 정 거동 상을 모사할 수 있는 로그램이다.HI혼

합용액 증발기는 HI혼합용액 다단 증류탑의 탑상부의 HI혼합기체가 정상상태에 도달하기

까지 HI혼합용액[HI(20.7wt.% ):I2(66.0wt.%):H2O(13.3wt.%)] 장탱크내의 용액을 끓여

HI혼합기체 열기로 공 해 주는 역할을 한다.본 클래스는 3개의 멤버함수와 12개의 멤버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황산분해공정 동특성 분석 클래스[CSADecomposition]

이 클래스는 황산증발기,황산열분해기와 삼산화황 매열분해기로 연결된 Section2부분

통합공정의 동특성 해석을 한 로그램이다.

기 값 설정 클래스[CInitializeValue]

이 클래스는 SI열화학공정의 통합공정 모사에 있어서 기 입력 값이 요구되는 황산 다단

증류탑,HIx다단증류탑과 HIx증발장치의 주입 몰 유량과 온도를 설정하는 클래스로서 각 배

열의 기화 역할도 수행한다. 한 각각의 화학 반응기를 연결하고 있는 이 라인의 time

lag값도 설정할 수 있다.본 클래스는 2개의 멤버함수와 48개의 멤버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SI공정 연계장치 사이징 클래스[CSizingForVHTR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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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클래스는 SI열화학공정 연계장치들 고온 헬륨으로부터 열을 공 받는 장치들 즉,황

산 증발기,황산 분해기,삼산화황 매열분해기,HI혼합기체 열기 그리고 요오드산 분해기

를 상으로 각 장치들의 소모 열량과 이에 상당하는 헬륨의 몰 유량을 계산하고 주어진 장치

들의 운 온도와 물질수지를 만족시키도록 장치 사이징 기능을 수행한다[3.1.16].본 클래스는

24개의 멤버함수와 227개의 멤버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SI통합공정 동특성 분석 클래스[CVHTRIntegLoop]

이 클래스는 SI연계통합 공정의 시동특성 해석 헬륨의 온도 유량변화에 따른 SI연

계통합공정 운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클래스이다.이 클래스 내부에는 SI열화학공정 7개 연

계장치에 한 클래스뿐만 아니라 열역학 데이터 클래스,사이징 클래스 등을 참조하는 통합

클래스이다.본 클래스는 20개의 멤버함수와 251개의 멤버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HI혼합용액 다단 증류탑 가시화 클래스[CDlgForHIDistil]

이 클래스는 HI혼합용액 다단 증류탑 동특성 분석 로그램(CHIxDistillationclass)을 그

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가 쉽게 운 하고 모사과정과 그 결과를 그래 와 시트

컴포 트를 통해 효율 으로 감시하도록 하기 해서 구성한 로그램이다.클래스 내부에는

도 구성,그래 컴포 트의 구성과 데이터 연결 그리고 시트 컴포 트의 구성과 데이터 연

결 등의 알고리즘을 포함하고 있다.본 클래스는 20개의 멤버함수와 34개의 멤버변수로 구성되

어 있다.

H2O-H2SO4이성분계 끓는 계산용 가시화 클래스[DlgForCalSABoil]

본 클래스는 H2O-H2SO4이성분계에서 황산의 무게 분율과 시스템의 압(totalpressure)

이 주어진 경우 그 계의 끓는 을 계산할 수 있는 로그램이다.황산의 무게 분율과 압의

상 계는 Perry'schemicalengineers'shandbook(7 )의 데이터를 근거로 도출되었으며,

도출된 상 계는 polynomial3차 방정식 형태의 통합 상 방정식을 이루고 있다[3.1.17].

한 본 로그램은 KAERI-DySCo내에서 서 메뉴 형태로 실행되어 사용자가 수시로 실행가

능하다.본 클래스는 9개의 멤버함수와 16개의 멤버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통합공정 입출력 데이터 가시화 클래스[CDataDisplayForm]

이 클래스는 SI열화학 통합공정 모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그의 속성에 따라 분

류하고 분류된 데이터들을 다시 클러스터링(clustering)하여 시각화를 한 컴포 트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해서 개발된 클래스이다.여기에서 데이터들은 동특성 결과에 따른 입출력

데이터뿐만 아니라 모델 라메타 열역학 데이터 등도 포함된다.본 클래스는 5개의 멤버함

수와 47개의 멤버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Spreadsheet클래스[Cfpspread1]

Spreadsheet클래스는 FarPoint사의 Spread7.0을 OS시스템에 설치하고 KAERI-DySCo내

에 ActiveX컨트롤 삽입이 되면 자동으로 생성되는 래퍼 클래스(wrapperclass)이다.래퍼클래

스는 컴포 트의 run-time동작을 수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지정하는 역할을 수행한

다.따라서 이 클래스 내에는 Spread7.0의 사용을 한 멤버변수 함수들이 선언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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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사용자들은 목 에 맞게 호출하여 사용하면 된다.본 매뉴얼에서는 Spread7.0을 이용하여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축할 때 빈번하게 사용한 멤버함수들과 그 사용법을 으로

기술하 다.표 3.1.11에 스 트시트 클래스내의 주요 멤버변수와 그에 따른 매개변수들의 설

명을 나타냈다.

표 3.1.11.Spreadsheet클래스내의 주요 멤버함수와 매개변수

멤버함수 매개변수 멤버함수 설명 매개변수 설명

SetMaxCols longpropVal 최 column수 설정 1~2×109[19]

SetMaxRows longpropVal 최 row 수 설정 1~2×109[19]

SetScrollBars longpropVal Scrollbar설정
0-None,1-Horizontal,

2-Vertical,3-Both

SetColHeaderAutoText longpropVal column상단 자동 제목설정 0:제거,1:defaultnumber

SetColHeadersShow boolpropVal column상단 보이기 속성 0:숨기기,1:보이기

SetCol longpropVal column설정 지정하고자 하는 column번호

SetRow longpropVal row 설정 지정하고자 하는 row 번호

SetText CStringpropVal
설정된 (column,row)에

문자열 입력
CString형 문자열

SetBackColor unsignedlongpropVal
설정된 (column,row)에

배경색 설정

OLE_COLORvalue

RGB코드 값

GetMaxRows - 설정된 체 row 수 얻기 -

GetMaxCols - 설정된 체 column수 얻기 -

3)KAERI-DySCo설치방법

Visual C++의 “새로운 로젝트 만들기” 메뉴를 통해 C 드라이 하단에

"KAERI-DYSCO"의 이름으로 솔루션 디 터리 만들기를 수행하면 그림 3.1.21과 같은

KAERI-DySCo의 솔루션 폴더구조를 만들 수 있다.그림 3.1.21에서 확장명이 “.sln”은 솔루션

일로서 하드디스크상의 로젝트, 로젝트 항목 솔루션 항목 치에 한 참조를 개발환

경에 제공하여 이러한 각 항목을 솔루션으로 구성한 일이다.그 이외에 폴더 일들에

한 설명은 표 3.1.12에 나타냈다.

그림 3.1.21.KAERI-DySCo 로그램의 솔루션 폴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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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2.KAERI-DySCo솔루션 폴더구조와 내용

구분 일 폴더 이름 내 용

일 KAERI_DYSCO.sln
하드디스크상의 로젝트, 로젝트 항목 솔루션 항목

치에 한 참조를 개발환경에 제공.

일 KAERI_DYSCO.ncb
소스 코드와 리소스가 분석된 일로 주로 클래스 뷰에서

보이는 정리된 소스 코드 황정보를 포함.

일 Version_Info.txt 소스 코드의 수정에 한 버 이력 리 일

폴더 Debug

디버그 모드에서의 실행 일,WindowsFormsControl호

스 기법으로 만든 dll 일이 장,시뮬 이션 결과 일

장 폴더 치

폴더 Document KAERI-DySCo개발문서 장 폴더

폴더 KAERI_DYSCO 소스 일과 헤드 일이 수록된 폴더

폴더 Release 배포 모드에서의 실행 일 수록

폴더 WindowsFormsControlLibrary1
WindowsFormsControl호스 기법을 이용하기 해 만

든 C#용 로젝트 폴더

표 3.1.12에서 가장 요한 폴더는 소스 일과 헤드 일이 수록된 폴더인 "KAERI_DYSCO"

폴더이다.이 폴더 안에는 각 공정장치의 동특성 분석을 한 소스 일과 헤드 일이 수록되어

있다.따라서 다른 시스템에 KAERI-DySCO를 설치하기 해서는 "KAERI_DYSCO"폴더 아

래에 있는 모든 폴더와 일을 복사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표 3.1.12에서 “WindowsFormsControlLibrary1”폴더는 ChartFX컴포 트를 처리하기 한

C#용 로젝트 폴더로서 C#기반(.NET Framework3.5)의 ChartFX를 KAERI-DySCo(MFC

응용 로그램)에 용하기 하여 DLL(Dynamic Link Library) 일이 생성되는 곳이다.

ChartFX컴포 트를 구성하고 C# 로젝트의 컴 일과 빌드과정을 마친 후 생성되는 DLL

일은 WindowFormsControlLibrary1.sln이 치한 폴더에서 WindowsFormsControlLibrary1\

bin\Debug폴더 내에 존재한다.여기에 생성된 dll 일들 에서 WindowsControlLibrary1.dll

이 KAERI-DySCo에 참조된다.WindowsFormsControlHosting기법을 이용하여 DLL을 생

성하고 MFC응용 로그램에서 참조하는 방법은 부록 A편에 자세히 수록하 다.

KAERI-DySCo의 실행 일(KAERI_DYSCO.exe)이 존재하는 폴더는 표 3.1.12에서 Debug

폴더이다.이 폴더 내에는 실행 일뿐만 아니라 시뮬 이션 결과를 따로 장하는 폴더인

"FileManagement"폴더가 존재한다.이 FileManagement폴더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

각의 공정장치별 시뮬 이션 결과를 따로 장하도록 여러 개의 하 폴더를 가지고 있다.따

라서 개발환경이 아닌 다른 시스템에 설치할 경우 그림 3.1.20에 제시된 바와 같은 동일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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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의 폴더들을 도 탐색기를 통해 작성하도록 한다. 한 각각 작성된 폴더들의 하 폴더로

서 이름이 “Input"과 ”Output"인 폴더를 다시 생성한다.특히,황산증류탑 폴더(SADistil1)의 경

우 Input폴더에 "ph2o.txt","ph2so4.txt","pso3.txt","ptotal.txt","ramda.txt"를 복사하여 설치

한다.

4)KAERI-DySCo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가)KAERI-DySCo사용자 로그인

KAERI-DySCo 로그램 실행과 동시에 사용자 인증을 한 로그인 도가 실행된다.

로그인 도에 한 자세한 사항은 그림 3.1.22에 나타냈다.그림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

는 사용자 ID입력박스,패스워드 입력박스 실행버튼들로 구성된다.

그림 3.1.22.KAERI-DySCo사용자

로그인 도

나)KAERI-DySCo메인 도

KAERI-DySCo가 제공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에는 코드 운 정보,출력모드

설정 운 모드 설정과 물질량 변화 감시를 한 메인 도와 모사과정 결과를 실시간으

로 그래 의 형태로 분석할 수 있는 서 도가 있다.그림 3.1.23에 KAERI-DySCo의 메인

도를 나타냈다.그림 3.1.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메인 도 내의 좌측은 코드 운 정보,코드 출

력모드 설정 코드 운 모드 설정을 한 메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 부분은

VHTR-SI열화학 연계공정도와 장치 간 주입 혹은 배출 몰 유량,온도와 압력을 감시할 수

있는 스 드시트로 구성된다.

코드 운 정보는 시뮬 이션 시간과 련된 것으로서 시스템 일시,시뮬 이션 시작 종



Ⅵ-41

료 일시,경과시간으로 구성된다.코드 출력모드는 시뮬 이션의 결과로써 발생하는 데이터를

어떤 형태로 도 상에 디스 이할 것인가를 버튼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직 선택할 수 있

게끔 한 것이다.여기서,출력 모드에는 크게 수치 모드(Numericmode),그래 모드(Graph

mode) 게이지 모드(Gaugemode)가 있고 각 모드의 설정과 해제는 버튼의 On/Off기능으

로 구 되었다.그림 3.1.23에 제시한 메인 도는 수치 모드를 설정했을 경우 해당하는 것으로

VHTR-SI공정도상의 이 라인 번호 부근에 치한 스 드시트 상에 물질들의 주입 혹은

배출 몰 유량,온도 압력들이 나타나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코드 운 모드 설정은 사용자가 버튼 메뉴를 통해 시뮬 이션을 시작,정지 종료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림 3.1.23.KAERI-DySCo의 메인 도(Numericmode)

VHTR-SI열화학 공정도 상에 치한 스 드시트들은 코드 출력모드 설정에서 수치 모

드가 설정되었을 경우에 나타나며,각각의 주입 혹은 배출 이 라인 번호에 응된다.스

드시트의 형식은 크게 Section2의 공정유체,Section3의 공정유체 헬륨가스에 따라 구

분되어지며,sheet의 내용은 이 라인 번호,물질들의 몰 유량,온도 압력으로 구성된다.

이에 한 자세한 내용을 그림 24에 나타냈다.그림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Section2공정의

경우 물질들의 몰 유량을 나타내는 셀은 순서 로 H2O-H2SO4-SO3-SO2-O2의 5개로 이루어져

있으며,몰 유량의 단 는 mol/s이다.Section3공정의 경우 물질 유량을 나타내는 셀은

H2O-HI-I2-H2의 4개이며,mol/s의 단 를 가진다.헬륨의 경우 하나의 셀에 헬륨의 몰 유량을

나타내며,mol/s의 단 를 가진다.앞서 설명한 Section2,3공정과 헬륨의 온도와 압력은 각각

하나의 셀을 차지하며,℃와 bar의 단 를 가진다.이러한 스 트시트들은 KAERI-DySCo의

측정모드가 수치모드로 설정되었을 경우 메인 도 상에 나타나고,수치모드가 아닌 경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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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5.Statusbar의 내용

상에 나타나지 않는다.[그림 3.1.24참조]

그림 3.1.24.스 드시트의 형식

메인 도의 하단에는 시뮬 이션의 상태 정보를 악할 수 있는 statusbar를 구성하 는

데,그 내용을 그림 3.1.25에 나타냈다.그림 3.1.25에 나타낸 바와 같이 statusbar에는 시뮬

이션 상태정보,시작일시,시간간격,경과시간,종료일시, 도우 좌표정보 마우스 커서가

치한 장치 이름 정보가 나타나있다.시뮬 이션 상태정보의 경우 비,실행 종료의 3가지

상태가 존재하며,시뮬 이션 시작 종료 일시는 “년-월-일 시:분:”의 형식을 취한다. 한,

시뮬 이션 시간 간격과 경과시간은 단 로 나타나며,경과시간의 경우 시스템 시간과 연동

하여 계속 업데이트된다. 도 좌표정보의 경우 마우스 이동 이벤트 내에서 마우스의 움직임에

따라 디바이스 좌표계 (X,Y)값을 실시간으로 받아온다,이 게 받아온 좌표를 다시 도우

체 해상도로 나 어 ratio값을 이용하여 컴포 트 치 설정에 활용하 다.마우스 커서가

치하는 지 의 장치이름의 경우 VHTR-SI열화학공정도 상에 치한 각 장치들의 역 좌

표(직사각형 좌측 상단 꼭짓 ,우측 하단 꼭짓 )를 미리 확보하여 마우스 커서가 이 역 안

으로 들어오는 경우 해당 장치의 명칭을 나타내도록 하 다.

다)KAERI-DySCo서 도

시뮬 이션 결과들을 그래 의 형태로 보여주는 서 도에는 7개의 그래 가 있다.

이들 그래 들은 크게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 와 물질 몰 유량 변화를 보여

주는 그래 로 구분된다. 한 이 서 도는 모달리스(Modeless) 화상자의 형태로 구 되었

는데 화상자의 구성은 모달(Modal)형과 모달리스(Modeless)형으로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구성할 수 있다.우선,모달방식으로 제작된 화상자는 출력되어 있는 동안 로그램의 제어

권을 독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모달 화상자와 련된 이외의 작업에 여할 수

가 없다.이와 달리 모달리스 화상자는 화상자 실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로그램의 제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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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독 하지 않아 화상자를 이외의 작업을 할 수 있다.

서 도를 구성하는 그래 는 SoftwareFX사의 ChartFX 컴포 트를 이용하여 구 하 으

며,이는 앞서 기술한 KAERI-DySCo설치방법에서 언 한 WindowsFormsControlHosting

기법[3.1.18]을 이용하여 서 도에 추가하 다.

그림 3.1.26에 ChartFX 컴포 트로 구성된 KAERI-DySCo 서 도를 나타냈다.그림

3.1.26에서 도 앙을 기 으로 좌측은 온도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 들이 치해 있고 우측

에는 물질의 몰 유량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 들이 치해 있다.각각 그래 들의 내용과 그래

내의 시리즈들의 설명은 표 3.1.13에 나타냈다.표 3.1.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도 변화를 나

타는 그래 들은 크게 헬륨 배출온도와 공정유체 배출온도로 구분하 고,물질의 몰 유량 변화

를 나타내는 그래 는 Section2와 3공정으로 구분하 다. 한,표 3.1.13에서 설정된 이

라인번호는 서 도 우측에 치한 dropdown메뉴들에서 설정된 이 라인번호를 의미하

는데 dropdown메뉴에는 장치,라인번호 단 설정의 3가지 종류로 구성되어있다.이들의

동작방식은 장치 메뉴에서 SI연계공정 장치 하나를 선택하면 그 장치에 붙어있는 주입 혹은

배출 라인번호가 라인번호 dropdown에 나타난다. 를 들어 장치메뉴에서 "H2SO4distillation

column"을 선택한 경우 라인번호 메뉴에는 203,204,214라인번호만이 라인번호 dropdown에

나타난다.공정유체의 몰 유량 찰용 그래 는 SI연계공정 주입 혹은 배출 라인마다 제작되

어 있으며,203번에서부터 315번까지 총 14개가 있다.이들 그래 들은 사용자가 dropdown

메뉴에서 선택한 장치와 번호에 따라 해당 그래 를 도에 나타내고 나머지는 사라진다.

그림 3.1.26.KAERI-DySCo의 서 도(그래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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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3.그림 26내의 그래 들의 설명과 Series내용

번호 출력 내용 Seriesitem Series의 세부 내용

1 간열교환기 배출 헬륨 온도 IHXOutput -

2 간열교환기 주입 헬륨 온도 IHXInput -

3 황산분해공정 배출 헬륨 온도

He04 삼산화황 매열분해기 배출 헬륨 온도

He05 황산열분해기 배출 헬륨 온도

He07 황산증발기 배출 헬륨 온도

4
HI혼합기체 분해공정으로부터

주입 혹은 배출 헬륨 온도

He08 HI혼합기체 분해기 주입 헬륨 온도

He09 HI혼합기체 분해기 배출 헬륨 온도

He10 HI혼합기체 열기 배출 헬륨 온도

5
황산농축분해 HI혼합기체 분해공정

으로부터 배출되는 공정유체 온도

205 황산용액 다단증류탑 탑 황산용액의 온도

206 황산증발기 배출 공정유체 온도

207 황산열분해기 배출 공정유체 온도

208 삼산화황 매열분해기 배출 공정유체 온도

303 HI혼합용액 증발기 배출 공정유체 온도

308 HI혼합기체 열기 배출 공정유체 온도

315 HI혼합기체 분해기 배출 공정유체 온도

6
황산농축분해 공정장치들로부터 배출되

는 공정유체의 몰 유량

H2O 설정된 이 라인번호에서 H2O몰 유량

H2SO4 설정된 이 라인번호에서 H2SO4몰 유량

SO3 설정된 이 라인번호에서 SO3몰 유량

SO2 설정된 이 라인번호에서 SO2몰 유량

O2 설정된 이 라인번호에서 O2몰 유량

7
HI혼합기체 농축분해 공정장치들로부

터 배출되는 공정유체의 몰 유량

H2O 설정된 이 라인번호에서 H2O몰 유량

HI 설정된 이 라인번호에서 HI몰 유량

I2 설정된 이 라인번호에서 I2몰 유량

H2 설정된 이 라인번호에서 H2몰 유량

라)SI공정 연계계통 공정장치 사이징 로그램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KAERI-DySCo의 서 메뉴 형태로 실행되는 SI공정 연계계통 공정장치 사이징 로

그램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환경을 그림 3.1.27에 나타냈다.SI공정 연계계통 공정장치 사이징

로그램은 VHTR-SI열화학공정에 의한 물로부터 수소의 생산 시,연계계통을 통하여 2차

냉각계통의 고온 헬륨으로부터 SI공정의 황산증발기,황산열분해기,삼산화황 매열분해기,삼

산화황 매열분해기 그리고 요오드산 열분해 장치로 열을 달받게 된다.이 연계 장치들의

소모 열량과 이에 상당하는 헬륨의 몰 유량을 계산하고 주어진 연계 장치들의 운 온도와 물

질수지를 만족시키도록 장치를 사이징 하는 로그램이다[3.1.19].SI공정 연계계통 공정장치

사이징 로그램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한 자세한 설명은 표 3.1.14에 나타냈다.

그림 3.1.27에 부여된 번호는 일반 인 로그램 사용 순서에 따른 것이다.특히 4,5,6,7,

8번의 경우 3번 버튼들의 실행과 동시에 일어나는 이벤트들이다.3번 버튼실행 없는 기상태

즉,1번의 입력 값 설정 후 2번 계산 버튼을 실행한 경우 디폴트값으로 화면에 나타나는 결과

는 황산증발기에 한 사이징 결과들이다.따라서 재 화면에 나타는 결과들이 어떤 장치에

한 결과인지 단하기 해서는 4번의 공정도를 확인하거나 5번의 사이징 결과 텍스트 창에

서 확인하면 된다.공정도상에서 확인하는 경우 그림 3.1.27의 4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정도

상에서 녹색으로 하이라이트 처리된 장치가 재 화면상 텍스트 창(5번,6번,7번)에 표시된 결

과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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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7.SI공정 연계계통 공정장치 사이징 로그램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표 3.1.14.사이징 로그램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메뉴에 한 설명

메뉴번호 GUI컴포 트 메뉴 기능 참 고

1
텍스트 박스,

버튼

사이징을 한 입력 값 설정

-수소생산율[mol/s]

- 간열교환기 출구 헬륨온도[℃]

- 간열교환기 입구 헬륨온도[℃]

-HI혼합가스 열기 배출온도[℃]

Done버튼:입력 값 확정(비활성화)

Reset버튼:Done버튼 활성화

Clear버튼:텍스트 박스 값 지우기

2 버튼 입력 값 설정에 따른 사이징 실행
기상태는 비활성화,

Done버튼 실행 후 활성화

3 버튼 장치 선택버튼 4~8번 기능에 향

4 그림 일(BMP) 선택장치 인식화면 장치 선택버튼과 연동된 화면처리

5 텍스트 박스 연계공정 장치 사이징 계산결과 장치 선택버튼과 연동된 사이징 결과

6 텍스트 박스 장치 주입 혹은 배출 몰 유량 정보 장치 선택버튼과 연동,단 :mol/s

7 텍스트 박스 장치 주입 혹은 배출 온도 정보 장치 선택버튼과 연동,단 :℃

8 그림 일(BMP) 장치 형상 구조정보 장치 선택버튼과 연동,화면처리

9 버튼 Dynamic연산 연결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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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HIx용액 다단 증발농축기 동특성 로그램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HIx용액 다단 증발농축기 동특성 분석 클래스를 기반으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를 구성한 서 도를 그림 3.1.28에 나타냈다.이 도는 ChartFX와 Spread컴포 트를 사용

한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KAERI-DySCo서 메뉴의 형태로 실행된다.그림 3.1.28에 나타

난 메뉴들의 자세한 설명은 표 3.1.15에 나타냈다. 로그램의 시작은 “start”버튼(그림 3.1.28

의 1번)으로 실행하며,실행과 동시에 시뮬 이션 결과가 ChartFX와 Spread를 통해 실시간으

로 출력된다.출력정보는 응축기(1단)와 리보일러(9단)를 포함한 총 9단에서의 몰 유량(mol/s),

온도(℃),끓는 (℃) 체류량(℃)등이다.그래 의 형태로 출력되는 결과는 크게 몰 유량과

온도로 2개의 ChartFX컴포 트로 구성하 다. 한,각 그래 를 구성하는 plot라인들은 9개

의 시리즈로 구성되었으며,각각은 증류탑 내부의 단 번호와 응한다.

몰 유량 계산결과는 도 우측 상부 그래 (그림 3.1.28에서 A)에 나타나며,상단 콤보박스

(그림 3.1.28에서 2번)를 이용하여 출력 상 항목을 선택할 수 있다.상단 콤보박스에 입력된

출력 상 항목들은 표 3.1.15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총 8개의 리스트로서 H2O-HI-I23성분의

기-액상 몰 유량과 기-액상 총 몰 유량들이다.이 콤보박스내의 항목들은 로그램이 실행

이라도 바로 변경이 가능하고 변경된 항목에 한 그래 출력도 동시에 이루어진다.

온도 계산결과는 몰 유량 계산결과 그래 하단(그림 3.1.28에서 B)에 나타나며,상단 콤보

박스(그림 3.1.28에서 3번)를 이용하여 출력하고자하는 온도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출력 상

온도 종류는 2가지로서 단의 온도와 기-액 상평형에 따른 끓는 이다.

스 드시트(그림 3.1.28에서 4번)로 출력되는 항목들은 총 13개이며,시뮬 이션 시간,단

번호,H2O-HI-I23성분의 기-액상 몰 유량,기-액상 총 몰 유량,단의 온도,끓는 체류량

이다.결과 출력은 각 시간구간 마다 13개의 항목이 총 9단에 해서 동시에 이루어진다.즉,

한 시간구간 마다 117개의 스 드시트 셀이 계산된 결과에 의해서 채워진다.

도 좌측상단(그림 3.1.28에서 5번)에는 증류탑 장치 그림이 치하고 있다.이 그림의 역

할은 마우스 움직임을 포착하여,마우스 커서가 그림 역에 들어오면 해당 장치의 정보를 텍

스트 형태로 출력해 주는 역할을 한다.그림 3.1.29에 마우스 커서가 장치그림 역 안으로 들

어온 경우 증류탑의 정보를 텍스트 형태로 보여주는 화면을 냈다.그림 3.1.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류탑의 정보로서 시스템의 압력,주입물질 온도,증류탑 총 단수,주입 단,H2O-HI-I2의

주입 몰 비율,총 주입 몰 유량,재비기 가열부하,응축기 냉각부하 각 단의 체류량이 있다.

그림 3.1.28에서 VLEmode버튼(6번)을 를 경우 4번의 스 트시트 컴포 트가 사라지

고 H2O-HI-I23성분 화학 시스템의 기-액 상평형 curve를 구 할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난다.

그림 3.1.30에 VLE Mode의 경우 나타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나타냈다. 한,표

3.1.16에 각 메뉴에 한 설명과 기능을 기술하 다.표 3.1.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H2O-HI-I2

3성분 화학 시스템의 기-액 상평형 곡선을 구 하기 한 입력 값으로 시스템의 압력과 I2성

분의 몰 비율을 입력하고 “VLE calculation"버튼을 른다.상평형 계산의 결과로서 그림

3.1.30과 같이 도 좌측에 H2O몰 비율에 따른 기-액 상평형 곡선,우측에 HI몰 비율에 따른

기-액 상평형 곡선이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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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8.HIx용액 다단 증발농축기의 동특성 해석 로그램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표 3.1.15.HIx용액 다단 증발농축기 로그램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메뉴의 설명

메뉴

번호

GUI

컴포 트
메뉴 기능 세부 사항

1 버튼 HIx다단증류탑 동특성 모사 시작

2 Combobox A그래 에 표시할 물질 는 항목 선택

0:H2Oliquid

1:HIliquid

2:I2liquid

3:H2Ovapor

4:HIvapor

5:I2vapor

6:Totalliquid

7:Totalvapor

3 Combobox B그래 에 표시할 항목 선택 0:Stagetemperature,1:Boilingpoint

4 Spread 시뮬 이션 결과 출력 sheet 시간 별 column의 모든 단 결과출력

5 BMP 일 HIx용액 다단 증발농축기 장치그림 마우스 커서가 놓 을 경우 정보출력

6 버튼 H2O-HI-I23성분 화학시스템 VLE계산 4번 Sheet가 VLE계산모드로 화면 환

7 버튼 로그램 나가기

A ChartFX 몰 유량(mol/s)그래 항목:응축기(1단)~리보일러(9단)

B ChartFX 온도(℃)그래 항목:응축기(1단)~리보일러(9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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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6.VLE모드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메뉴의 설명

메뉴번호 GUI컴포 트 메뉴 기능

1 텍스트 박스 시스템 압력(bar)입력

2 텍스트 박스 I2몰 비율 입력

3 버튼 VLE계산 수행 VLEcurve나타내기

A ChartFX H2O몰 비율에 따른 VLEcurve

B ChartFX HI몰 비율에 따른 VLEcurve

그림 3.1.29.HIx용액 다단 증발농축기 공정도 상에 마우스 cursor 근 시 화면 환

그림 3.1.30.VLE계산 모드의 경우 화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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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SI공정 물성 상평형 정보 로그램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SI공정 연계계통 공정장치 사이징 로그램과 더불어 KAERI-DySCo에서 서 메뉴

형태의 SI공정 물성 상평형 정보를 한 서 도를 제공한다.

H2O/H2SO42성분계 용액 끓는

그림 3.1.31에 SI공정 물성정보의 표 인 로써 H2O-H2SO4이성분계 화학시스템의 끓는

계산을 한 서 도를 나타냈다.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 트로써 텍스트 박스와

버튼을 사용하 으며,H2SO4wt.%와 시스템의 압력이 주어지면 그 화학시스템의 끓는 을 바

로 계산할 수 있다.본 서 도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한 자세한 설명은 표 3.1.17

에 제시하 다.

표 3.1.17.끓는 계산 로그램의 GUI메뉴에 한 설명

메뉴

번호

GUI

컴포 트
메뉴 설명 세부 사항

1 텍스트 박스 H2SO4wt.% 입력 창 -

2 텍스트 박스 시스템 압력(bar)입력 창 -

3 텍스트 박스 끓는 계산 결과 단 :℃

4 실행 버튼 계산 수행 버튼 1~3번의 입력 값이 없는 경우 에러 메시지

5 텍스트 박스 상 방정식의 계수정보 출력 상 방정식 모델과 모델 계수정보 출력

6 재실행 버튼 입력 창 지우기 실행 후 1~3번 입력 값을 재입력

7 텍스트 박스 확장된 계산 결과 출력 1번에서 설정된 압력에서 +1씩 증감된 압력 결과

8 실행 버튼 로그램 나가기 -

그림 3.1.31에서 H2O-H2SO4 이성분계 화학시스템의 황산 농도(wt.%)를 1번 텍스트 창에

입력하고,시스템의 압력(bar)을 2번 텍스트 창에 입력한 후 4번의 "Calculation"버튼을 르

면 3번 텍스트 창에 입력 조건에 맞는 끓는 을 표시한다.5번과 7번 텍스트 창은 로그램 내

부 으로 자동 출력되는 부분이므로 사용자의 입력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다.한편,6번의

“Recalculation"버튼은 한 번의 계산을 수행하고 난 다음 입력 텍스트 창(1,2번)과 출력 텍스

트 창(3,7번)의 내용을 지우고 새로운 계산을 비하기 한 역할을 수행한다.따라서 1,2,3,

7번의 텍스트 창은 항상 연동되어 동작한다.5번의 텍스트 창은 내부 으로 계산 수행에

용되었던 라미터들의 정보를 출력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하나의 수학 상 방정식에 황산

농도 2개 구간에 따른 계수 라미터들이 출력된다.

입력 창(1,2번)둘 에 입력 데이터가 하나라도 없이 “Calculation"버튼을 실행할 경우

입력 창에 데이터를 입력하라고 하는 에러 메시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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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H2O-H2SO42성분계 끓는 계산 로그램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H2SO4-H2O2성분계의 기체-액체 상평형(VLE)

SI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에서 요구하는 황산용액 농축/분해 단 공정 소요장치들의

정 동 모사를 해서는 H2SO4-H2O화학계를 바탕으로 한 기체-액체 상평형(VLE)자

료가 요구된다.

KAERI-DySCo에서는 H2SO4-H2O 2성분계의 용액 증류탑의 정 동 해석에서 요구하

는 2성분계의 VLE화학평형을 Perry'schemicalengineers'handbook(7 )에서 제시된 데이

터를 활용하여 계산하 다[3.1.20-21].Handbook에서 발췌한 데이터들은 황산용액의 총 압력

자료,물,황산,SO3의 부분압력자료이며,이들은 각각 텍스트 일의 형태로 KAERI-DySCo의

황산증류탑 입력폴더에 장되어 있다.

HI-H2O-I23성분계의 기체-액체 상평형(VLE)

SI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에서 요구하는 HI용액 농축/분해 단 공정 소요장치들의 정

동 모사를 해서는 H2O-HI-I2화학계를 바탕으로 한 액체-액체 상평형(LLE) 기체-

액체 상평형(VLE)자료와 이들을 표할 수 있는 열역학 모델의 도출이 매우 요하다.

KAERI-DySCo에서는 H2O-HI-I23성분계의 용액 증류탑의 정 동 해석에서 요구하는

2성분 3성분계의 VLE화학평형을 기체에 해서는 이상기체로 간주하고 액체에 해서는

Neumann모델을 기 로 한 NRTL(Non-random TwoLiquidTheory)식의 활동도 계수를

용 구 하 다.[3.1.22]

5)KAERI-DySCo실행방법

KAERI-DySCo의 실행방법은 그림 3.1.32와 같이 로젝트 빌드과정이 끝난 후 로젝트

솔루션 폴더의 하 폴더인 Debug폴더 혹은 Release폴더 내의 KAERI_DYSCO.exe를 실행

한다.디버그 모드의 경우 그림 3.1.33과 같이 VisualStudio 로그램의 디버그 메뉴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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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디버깅 시작’을 선택하여 실행할 수 있다.

그림 3.1.32.KAERI-DySCo실행 일의 치(Debug와 Release모드의 경우)

그림 3.1.33.KAERI-DySCoDebug모드의 실행버튼

라.연계 공정/장치 동특성 해석

1)SI연계공정 통합 모사용 Start-up시나리오

SI연계공정 통합 모사수행을 해서는 KAERI-DySCo에 용된 start-up시나리오를 이

해할 필요가 있다.Start-up시나리오는 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클래스들의 역할을 이해하

고 나아가 사용자가 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체 인 흐름을 악하는데 요한 요소이다.본

에서는 VHTR-SI열화학 연계공정 통합 동특성 해석을 해 KAERI-DySCo에 용된

start-up시나리오를 기술한다.단,여기서 기술한 시나리오 상에 명시된 물질량들은 수소생산

율 300mol/s를 기 으로 작성되었다.수소생산율에 따른 변화는 헬륨 공정유체의 몰 유량

에서 선형 비례 계만 있을 뿐이고 조성 비,온도 압력 값은 동일하며, 체 인 start-up

알고리즘은 동일하게 용된다.

그림 3.1.34는 SI연계공정 통합 모사용 Start-up시나리오를 설정하기 한 SI공정도를 다

시 나타내었다.앞선 그림 3.1.4에서 제시한 공정도와의 차이 은 start-up과정을 효율 으로

설정하기 해서 부가 인 장치를 추가한 이다.Start-up과정을 효율 으로 설정하기 한

부가장치로서 그림 3.1.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황산증류탑 재비기 측에 추가된 BufferTank1

과 요오드산 혼합용액 다단증류탑 응축기 측에 추가된 BufferTank2이다.이들 장치들에

한 역할은 시나리오 설정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다.그림 3.1.34에 제시한 공정도를 기

로 KAERI-DySCo에 설정된 SI연계공정 통합 모사용 Start-up시나리오를 세부 으로 기

술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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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4.Start-up시나리오 설정을 한 SI연계 공정도

① 기 Section2공정의 황산열분해기와 삼산화황 매열분해기의 tube측에 내부가스

로서 910℃,7.09bar의 헬륨이 채워져 있고,Section3공정의 HI혼합가스 열기

와 HI 매열분해/수소분리 막 반응기의 tube와 분해반응기 측 내부가스로 910℃,

40bar의 헬륨이 채워져 있다고 가정한다.

② 분젠반응으로부터 배출된 황산용액은 Section2의 flash드럼을 통해 158.1℃,약

57wt.%로 1차 농축되며,이 물질이 황산증류탑으로 주입된다.따라서 가동 기

황산증류탑의 각 단,리보일러는 158.1℃,57wt.%의 황산용액(몰 유량 비 H2O :

H2SO4=563.49:451.35mol/s)으로 채운다.

③ 분젠반응으로부터 Section3로 유입되는 HIx 용액은 과잉 요오드를 함유하고 있고

이를 침 결정화기를 이용하여 그 농도를 낮춘다.침 결정화기로부터 배출된 모액

은 해 기투석기의 음극실로 유입되어 HIx용액 내 HI농도를 1차 으로 높인 후

40기압으로 운 되는 HIx혼합용액 다단증류탑으로 주입한다.따라서 가동 기 HIx

혼합용액 다단증류탑의 각 단 리보일러는 해 기투석기로부터 배출되는 HIx

용액의 조성(몰 유량비 H2O:HI:I2=17569.659:38378.511:6227.607mol/s)

온도 256℃로 채운다.

④ Section2의 황산증발기는 황산증류탑 탑 생성물의 정상상태에서 배출되는 98

wt.% 황산용액과 동일한 조성의 황산용액을 shell측에 채우며 이때의 압력과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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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33.8℃와 7.09bar이다.채워진 황산용액의 수 는 열면 의 감소가 이루어지

지 않는 범 에서 자동 유지되는데 황산용액 공 원으로서 section 2의 stock

solutiontank1이 그 역할을 한다.

⑤ Section2에서 stocksolutiontank1과 Section3에서 stocksolutiontank2와 HIx

혼합용액 증발기는 각각 start-up과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한 장치들로서 stock

solutiontank1에는 황산증류탑 탑 에서 정상상태 시에 배출되는 98wt.% 황산과

동일한 조성과 온도로 이루어진 용액이 차 있다. 한,section3의 stocksolution

tank2는 HIx혼합용액(HI:H2O:I2=17.2:58.6:24.2mol%,압력 40bar,온도

30℃)이 차 있다.여기서,Section2의 Stocksolutiontank1은 황산증류탑의 가동

을 해 삼산화황 매열분해기의 tube측 출구온도가 850℃에 도달하고 증류탑의

탑 생성물의 농도가 98wt.%가 되기 까지 황산증발기의 shell측에 98wt.% 황

산용액을 공 해 주는 역할을 한다. 한,Section3의 stocksolutiontank2와 HIx

용액 증발기는 HIx용액 다단 증발농축기의 가동을 해 HI혼합기체 매열분해기

의 tube측에서 생성된 HI혼합기체가 HIx용액 다단 증발농축기의 재비기의 열원으

로 작용하고 증류탑의 탑상 생성물이 정상상태에 도달하도록 유도한다.

⑥ 고온가스로 1차 헬륨루 로부터 고온의 열을 공 받은 910℃의 2차 헬륨은 간

열교환기의 2차측 출구(He02)를 통해 배출되며,삼산화황 매열분해기의 shell측으

로 주입된다.이때,헬륨이든 공정유체든 간에 장치 간 연결 이 라인을 통과하여

반응기로 주입되는 과정은 이 라인 이동에 걸리는 시간지연(timelag)만 존재할

뿐 외부로의 열 손실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한,삼산화황 매열분해기 tube측

으로 유입되는 SO3을 포함하는 공정유체가 없는 경우 tube측에 채워진 내부가스

910℃ 헬륨과 shell측에 유입된 헬륨이 완 한 열 평형,즉,주입 헬륨의 온도와

배출 헬륨(tube측 내부가스)의 온도가 같아진 상태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⑦ 간열교환기로부터 910℃의 헬륨이 배출됨과 동시에 Section2황산 증발기의 가

동이 시작되며,Section3의 stocksolutiontank2에서 HIx용액을 HIx용액 증발기로

주입하면서 가동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⑧ 삼산화황 매열분해기의 shell측 출구(He04)로부터 배출된 910℃의 헬륨이 황산열

분해기 shell측으로 유입되며, 한 황산열분해기로 내로 공정유체의 유입이 없는

경우 tube측에 채워진 내부가스,910℃의 헬륨과 완 한 열 평형이 이루어진다.

황산열분해기 출구로 배출된 910℃의 헬륨은 황산열분해기 출구(He05)뒤쪽에 연

결된 T자형 밸 를 통해 황산 증발기(He06)와 HI 매열분해/수소분리 막 반응기

(He08)로 갈라진다.

⑨ Section2에서 황산증발기는 가동 기 ④의 과정에서 shell측에 미리 채워진 황산용

액이 유입되는 tube측의 헬륨으로부터 열을 공 받으며 온도상승이 이루어진다.98

wt.% 황산용액이 끓는 에 도달하여 증기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황산용액의 수 가

낮아지면 stocksolutiontank1로부터 98wt.% 황산용액을 공 받으며 자동 수 조

을 한다.황산증발기에서 발생한 공정유체는 황산열분해기와 삼산화황 매열분해

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내부 화학반응을 통해 계속 그 온도가 상승하고 삼산화황

매열분해기의 출구에 이르러 SO2를 포함한 공정유체의 온도는 정상상태에 도달했

을 경우 850℃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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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삼산화황 매열분해기 tube측으로부터 배출되는 SO2를 포함한 공정유체의 온도가

850℃에 도달한 경우 그 유체를 황산증류탑 재비기의 열원으로 공 되도록 하고

증류탑의 가동을 시작한다.황산증류탑의 탑 생성물의 농도가 98wt.%에 도달할

때까지 탑 에서 생성된 물질은 다른 장탱크로 보내고 황산증발기의 황산공 원

으로서 stocksolutiontank1에 장된 98wt.% 황산을 이용한다.황산증류탑의 탑

생성물의 농도가 98wt.%에 도달하면 stocksolutiontank1상단에 연결된 T자

형 밸 의 치를 증류탑 재비 라인과 펌 로 연결하여 증류탑의 탑 에서 생성된

황산용액을 황산증발기의 황산공 원으로 교체되도록 한다.

⑪ 황산열분해기 출구로부터 배출된 910℃ 헬륨은 Section3의 HI혼합기체 매열분

해기/수소분리 막 반응기의 shell측(헬륨 chamber)으로 유입된다.tube측,즉, 매가

충 된 HI분해 반응지역은 기에 HI혼합기체의 유입이 없으므로 ①의 과정에서

tube측 내부로 채워진 910℃,40bar의 헬륨과 유입된 shell측의 헬륨과 완 한 열

평형이 이루어진다.

⑫ HI혼합기체 매열분해기/수소분리 막 반응기의 shell측으로부터 배출되는 헬륨은

HI혼합기체 열기로 주입된다. 한 열기 tube측으로 HI혼합기체의 유입이 없

으면 ①의 과정에서 tube측에 채워진 내부가스 910℃,40bar의 헬륨과 유입된

shell측의 헬륨이 완 한 열 평형을 이루고 있다.

⑬ ⑧의 과정에서 시작한 HIx용액 증발기로 HI혼합기체가 발생한 경우 HI혼합기체

열기의 tube측으로 HI혼합기체를 주입한다.주입된 tube측의 HI혼합기체는

shell측의 헬륨으로부터 열을 공 받으며 정상상태에 도달할 경우 450℃에 이른다.

⑭ HI혼합기체 열기 tube측에서 배출되는 혼합기체는 HI혼합기체 매열분해기/

수소분리 막 반응기의 tube측으로 공 되고 수소 분리막 반응기에서 선택 수소

회수가 이루어진 후 수소를 제외한 혼합기체는 HIx용액 다단 증발농축기의 재비기

기의 열원으로 공 되며,증류탑의 가동을 시작한다.

⑮ HIx용액 다단 증발농축기의 탑상 생성물이 발생되기 시작하면 stocksolutiontank

1에서 HIx용액 증발기로의 공 을 단하고 증발기의 가동을 멈춘 후 HIx용액 다단

증발농축기의 탑상 생성물을 HI혼합기체 열기의 공정유체 공 원으로 교체시킨

다.

⑯ 최종 으로 반응에 사용된 Section 2의 황산증발기 tube측에서 배출된 헬륨과

Section3의 HI혼합기체 열기의 shell측에서 배출된 헬륨은 합쳐져 간열교환기

로 순환된다.

상기 start-up과정을 도식 으로 나타내면 그림 3.1.3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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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5.SI연계공정 start-up모사를 한 자료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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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운 경계 조건 입력

KAERI-DySCo사용을 한 운 운 경계 조건 입력은 크게 개별 동특성 해석

과 통합 공정 동특성 해석으로 구분하 다.각각의 입력 값 설정은 참고문헌[3.1.9]의 자료와

SI연계공정 장치 사이징 로그램에서 계산된 결과들을 참조하 다.단,참고문헌[3.1.9]에서

제시하고 있는 운 경제조건에 한 입력 라미터들은 수소생산율 300mol/s를 기 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scale-up 는 down시에는 선형 비례 계를 용하면 된다.

가)공정장치 사이징을 한 경계조건

SI공정 연계계통 장치들의 사이징은 동특성 모사수행에 앞서 가장 먼 선행되어야할

작업이다.연계계통 장치들 에서 황산증발기,황산열분해기,삼산화황 매분해기,HI혼합기

체 열기 HI 매열분해/수소분리 막 반응기는 간열교환기로부터 배출되는 헬륨으로부

터 직 열을 공 받는 장치들이다.이 장치들이 필요로 하는 소모 열량과 이에 상당하는 헬륨

의 몰 유량을 계산하고 주어진 연계장치들의 운 온도와 화학반응 수율을 만족시키도록 장치

의 크기를 결정하기 해서는 표 3.1.18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경계조건들이 필요하다.



Ⅵ-56

표 3.1.18.공정장치 사이징을 한 경계조건과 해당 변수명

변수  값  

수 생산   h2_production_rate 300 mol/s

간열   헬  도  he_output_temp_c_IHXchang 910 ℃

간열   헬  도  he_inputs_temp_c_IHXchang 450 ℃

HI 체 열  도  he_output_temp_c_Recupera 470 ℃

KAERI-DySCo의 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정장치 사이징을 수행하기 해서는 “

SizingForVHTRSI”클래스 내부의 "CalSizingMain"의 멤버함수를 실행한다.이 멤버함수의 매

개변수는 표 3.1.18에서 제시하고 있는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그에 한 실제 코드

입력의 시는 다음 그림 3.1.36과 같다.

그림 3.1.36.공정장치 사이징을 한 경계조건 입력 시

double CSizingForVHTRSI::CalSizingMain(double h2proc, double he_inputs_temp_c_IHX, 
double he_output_temp_c_IHX, double he_output_temp_c_HIPreheater, int i)

{
if(i == 0)
{

h2_production_rate = 300;
he_inputs_temp_c_IHXchang = 450.00;
he_output_temp_c_IHXchang = 910.00;
he_output_temp_c_Recupera = 470.00;

}
else
{

h2_production_rate = h2proc;
he_inputs_temp_c_IHXchang = he_inputs_temp_c_IHX;
he_output_temp_c_IHXchang = he_output_temp_c_IHX;
he_output_temp_c_Recupera = he_output_temp_c_HIPreheater;

}
// Call Initialize Sub routine
InitialSizing(h2_production_rate);
...

}

그림 3.1.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이징을 수행을 한 멤버함수의 매개변수는 순서 로 수

소생산율, 간열교환기 출구 헬륨온도, 간열교환기 입구 헬륨온도 HI혼합기체 열기

출구 헬륨온도이다. 한 정수형의 “i”매개변수는 사이징 계산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한

인자인데,0으로 설정할 경우 수소생산율 300mol/s, 간열교환기 주입 배출 온도 450℃,

910℃ HI혼합기체 열기의 출구 헬륨온도가 470℃로 고정되어 사이징 연산에 일 으

로 용되고,0이 아닌 값으로 설정하는 경우 멤버함수의 매개변수가 각 변수(표 3.1.18의 변수

명에 해당)에 할당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다양한 경계조건에 한 공정장치 사이징 수행

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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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SI공정 개별 장치 운 경계조건

KAERI-DYSCo의 용 상과 범 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SI공정 동특성 해석 상

장치는 황산 증발기,황산열분해기,삼산화황 매열분해기,HI혼합기체 열기,그리고 HI

매열분해/수소분리 막 반응기의 5종의 연계장치들과 간 향권에 속하는 황산용액 증류탑과

HIx혼합용액 다단 증류탑이다.

설계문서번호 NHDD-HI-CA-10-001,“Thermal Efficiency of an Electrodialysis &

MembraneSeparation-EmbeddedSulfur-IodineProcess",에서는 수소생산율 300mol/s기

의 한국형 황-요오드(SI)열화학 수소생산 참고공정 평가에 용된 특정 라미터들을 소개하

고 있다.[3.1.9]이 값들 분젠공정과 해 기투석 장치에 용된 라미터들을 제외한 나머

지 값들은 KAERI-DySCo에 동일하게 용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표 3.1.19와 같다.표 3.1.19

에서 제시하고 있는 라미터들은 모사수행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 인 값들임을

명시한다.

표 3.1.19.KAERI-DySCo에 용된 특정 라미터들

수 생산  :  300 mol/s

삼산  매열   도 :  850 ℃

HI 매열 /수 리 막  도 :  450 ℃

산  시스  운 압  :  0.1 bar

산  시스  운 압  :  7.09 bar

HIx 액 다단  운 압  :  40.0 bar

HI 매열 /수 리 막  운 압  :  40.0 bar

-황산증류탑

수소생산 300mol/s에 따른 한국형 황-요오드 열화학 수송생산 참조공정(그림 3.1.3)

에 의하면 분젠반응에서 배출된 황산용액(몰 유량 H2O :H2SO4:SO2 =1239.61:309.85:

1.18mol/s,온도 170℃)은 Section2의 isothermalflashdrum을 통해 약 57wt%의 황산용액

(몰 유량 H2O:H2SO4=270.56:300.06,온도 170℃)으로 1차 농축된다.한편,황산 증류탑의

재비기에 열을 공 한 삼산화황 매열분해기 tube측의 850℃의 공정유체는 180℃로 냉각

된 후 Vapor/LiquidSeparator로 유입된다.여기서,분리된 황산용액(몰 유량 H2O :H2SO4=

270.56:300.06,온도 170℃)은 diffuser를 통해 flashdrum을 통과한 57wt.%의 황산용액과

혼합된다.이 게 혼합된 황산용액(몰 유량 H2O :H2SO4=563.49:451.35,온도 158.1℃)이

황산증류탑의 입력 값으로 주입된다. 한 황산증류탑의 운 압력은 표 19에서 제시한 0.1bar

이다.이와 같은 start-up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황산증류탑 개별 동특성 해석을 해 필요한

운 경계조건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증류탑으로 주입되는 황산용액의 몰 유량,온도,그리고 압력.

② 증류탑 총 단수,주입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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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리보일러 가열속도,응축기 온도.

④ 각 단의 체류량,환류비.

표 3.1.20에 황산증류탑 개별 동특성 해석수행에 필요한 운 경계조건과 그에 응되는

변수목록을 나타냈다.표 3.1.20에 제시한 변수 목록들 에는 멤버함수의 매개변수 형태로 입

력되는 것과 코드 내부의 지역변수로 선언된 것이 있다.이에 한 구분은 그림 3.1.37에 나타

낸 운 경계조건에 한 입력 시를 보면 알 수 있다.그림 3.1.37에서 황산증류탑의 개별

동특성 해석은 "CSADistillation1"클래스 내의 멤버함수인 “Run1stSADistllation”함수에 의해

서 실행되며,실행을 한 조건들 가변 경계조건들은 함수의 매개변수 형태로 입력한다.

가변 경계조건들로서 증류탑으로 주입되는 황산용액의 조성(inSA0_SADistil,

inH2O_SADistil)과 온도(fTemp_SADistil),시스템 압력(pres0_SADistil),그리고 기타 변수로서

반복회수,시뮬 이션 시간간격, 수소생산규모(H2_ratio)가 있다.여기서,수소생산규모 인자

는 설정된 수소생산 규모에 따라 증류탑으로 주입되는 몰 유량,리보일러의 열용량,그리고 각

단의 체류량을 선형 인 비례 값으로 결정하기 한 인자이다.

표 3.1.20.황산증류탑 개별 동특성 모사를 한 운 경계조건과 해당 변수

화학 반응기 운 경계조건 해당 변수 명 입력 값 시

황산 증류탑*

용액공 몰 유량
inSA0_SADistil

inH2O_SADistil
H2O:H2SO4=563.49:451.35mol/s

용액공 온도 fTemp_SADistil 158.1℃

시스템 압력 pres0_SADistil 0.1bar

증류탑 총 단수 nStage_SADistil 3단(0:재비기,2:응축기)

용액주입 단 nFeed_SADistil 1

응축기 온도 condT_SADistil 38℃

체류량
lHold_SADistil
uHold_SADistil

rHold_SADistil

주입 단 아래 단 체류량 [kg]
주입 단 단 체류량 [kg]

재비기 체류량 [kg]

환류비 reFlx_SADistil 0.01

재비기 가열속도 rCapa_SADistil 37300.00kWth

그림 3.1.37.황산증류탑 개별 동특성 모사코드 내의 운 경계조건 입력 시

double CSADistillation1::Run1stSADistill(int iter, double simul_Interval, double pres0_SADistil, 
double inSA0_SADistil, double inH2O_SADistil, double fTemp_SADistil, double H2_ratio)

{
...
double sTime_SADistil = 0.000;
int nStage_SADistil= 2; //총 단수
int nFeed_SADistil = 2; //주  단

double lHold_SADistil = 280.0; //[kg]
double uHold_SADistil = 80.00; //[kg]
double rHold_SADistil = 800.0; //[kg]
double reFlx_SADistil = 0.01;  //[-]
double condT_SADistil = 38.00; //[℃]
double rCapa_SADistil = 37300.00; //[kWth]

fH2OWT_SADistil1 = inH2O_SADistil / cTime_SADistil;
fSO4WT_SADistil1 = inSA0_SADistil / cTime_SADisti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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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증발기

황산증발기 개별 동특성 해석을 한 운 경계조건을 설정하기 해서는 통합공

정용 start-up시나리오와는 달리 별도의 시나리오를 설정할 수 있고 운 경계조건 한

통합공정용 보다 간단하다.이에 따라 황산증발기 개별 동특성 해석을 해 설정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기 황산증발기의 tube측은 황산열분해기의 배출 헬륨의 정상상태인 686.75℃,7.09bar의

헬륨으로 채워져 있고,shell측은 233.8℃의 98wt.% 황산용액(몰 유량 H2O:H2SO4=54.16

:451.31mol/s)으로 채워져 있다. 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헬륨과 황산용액간의 열 교환이 이

루어진다.Tube측으로 686.75℃,50bar의 헬륨이 지속 으로 유입되면서 황산용액의 온도는

계속 상승하여 끓는 까지 도달한다.끓는 에 도달하여 공정유체가 발생한 결과로 감소된 황

산용액 수 는 황산용액 공 원으로부터 자동 공 되면서 조 된다.황산용액의 공 은 기에

는 stocksolutiontank1으로부터 이루어지며,황산증류탑의 탑 생성물이 정상상태에 도달한

이후에는 증류탑의 재비기로부터 생성된 정상상태의 황산용액을 주입한다.이와 같은 start-up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황산증발기 개별 동특성 해석을 해 필요한 운 경계조건들을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① 황산증발기 shell측에 채워진 황산용액 조성,온도 시스템 압력.

② 황산증발기 tube측의 헬륨 몰 유량,온도 압력.

③ 수소생산 규모에 따라 산출된 사이징 라미터들.

앞서 열거한 조건들 수소생산 규모에 따라 산출된 사이징 라미터는 개별 동특성 수행

에 미리 산출되므로 출력된 사이징 라미터들은 황산증발기 코드실행과 동시에 내부 지역

변수에 클래스 참조기법을 통해 할당된다.표 3.1.21에는 황산증발기 동특성 모사를 해 사이

징 라미터를 제외한 운 경계조건을 나타냈다. 한 그림 3.1.38에 운 경계조건들이

실제 황산증발기 동특성 해석코드에 입력되는 시를 나타냈다.

표 3.1.21.황산증발기 개별 동특성 모사를 한 운 경계조건과 해당 변수

화학 반응기 운 경계조건 해당 변수 명 참고

황산 증발기

황산 용액 pg_inputs_mole_f_SAEvapor H2O:H2SO4=563.49:451.35mol/s

황산 용액 온도 pg_inputs_temp_c_SAEvapor 233.8℃

시스템 압력
pPhysicals->

process_gas_pres_sec2
7.09bar(열역학데이터 클래스 참조)

헬륨 몰 유량 he_inputs_mole_f_SAEvapor 12482.50mol/s

헬륨 온도 he_inputs_temp_c_SAEvapor 686.75℃

헬륨 압력
pPhysicals->

heliums_gas_pres_sec2
50.0bar(열역학데이터 클래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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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8.황산증발기 개별 동특성 모사코드 내의 운 경계조건 입력 시

double CVHTRSIIntegLoop::SetInitSAEvapor(void)
{

...
// Initial process liquid input mole fraction of H2SO4 Evaporator [-]
pg_inputs_mole_f_SAEvapor[0] = pSizesData -> pg_inputs_mole_flowrate_SAEvapor;
pg_inputs_mole_p_SAEvapor[0] = pUnitsConv -> ConvMoleFracSec2(pSizesData -> 

   pg_inputs_mole_flowrate_SAEvapor, 0);
sa_column_mole_p_SAEvapor[0] = pg_inputs_mole_p_SAEvapor[0];
pg_inputs_temp_c_SAEvapor[0] = pSizesData -> pg_inputs_temp_c_SAEvapor;
sa_column_temp_c_SAEvapor[0] = pg_inputs_temp_c_SAEvapor[0];

// Evaporator initial SA(l) temperature
pSAEvapor -> sa_column_temp_c_SAEvapor = 233.80;
bbb = he_inputs_mole_f_SAEvapor[0] * 20.787 /(u_SAEvapor * a_SAEvapor);

// Evaporator initial He(g) temperature
pSAEvapor -> he_column_temp_c_SAEvapor = ((bbb - 0.5) * (he_inputs_temp_c_SAEvapor[0]) 

+  (pg_inputs_temp_c_SAEvapor[0])) / (bbb + 0.5); 

return 1.0;
}

double CVHTRSIIntegLoop::UnitDynamicSAEvapor(void)
{

...
pSAEvapor->SAEvaporDynamic(i,0.1, pg_inputs_mole_f_SAEvapor[0], 

pg_inputs_temp_c_SAEvapor[0], 
he_inputs_mole_f_SAEvapor[0], he_inputs_temp_c_SAEvapor[i]);

...
}

-황산열분해기

형 인 shellandtube형태 황산열분해기의 shell측으로 삼산화황 매열분해기를

통과한 정상상태의 헬륨(16697.74mol/s,812.7℃,50bar)이 주입되고 기 내부가스로 채워진

tube측 헬륨과 완 한 열 평형상태를 이룬 상태에서 황산증발기에서 발생한 공정유체(몰 유

량 H2O:H2SO4:SO3=228.06:277.41:173.90mol/s,413.1℃)가 황산열분해기 tube측으로

유입되면서 반응이 시작된다.이와 같은 start-up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황산열분해기의 운

경계조건들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황산열분해기로 tube측으로 유입되는 공정유체의 몰 유량,온도 압력.

② 황산열분해기로 shell측으로 유입되는 헬륨의 몰 유량,온도 압력.

③ 수소생산 규모에 따른 산출된 사이징 라미터들.

의 조건들 에서 사이징 라미터들은 tube의 개수,tube내경,tube길이, 열면

총열 달계수이다.표 3.1.22에 황산열분해기 동특성 모사에 요구되는 운 경계조건 목록과

그에 해당하는 변수들을 나타냈다. 한 그림 3.1.39에 황산열분해기 개별 동특성 모사 코드내

의 운 경계조건 입력 시를 나타냈다.그림 3.1.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운 경계

조건들은 황산열분해기 실행함수의 매개변수로 입력되고,황산열분해기 tube측으로 공정유체의

유입이 없는 경우 황산열분해기로 유입되는 812.7℃와 열 평형상태를 이루고 있던 기

tube측 내부가스,812.7℃ 헬륨이 tube측의 배출 값으로 나오도록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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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2.황산열분해기 동특성 모사용 운 경계조건과 해당 변수

화학
반응기

운
경계조건

해당 변수 명 참고

황산
열분해기

공정유체의

몰 유량
pgInputsMoleF_SADecomp

H2O:H2SO4:SO3=228.06:

277.41:173.90mol/s

공정유체의 온도 pgInputsTempC_SADecomp 413.1℃

시스템 압력
pPhysicals->

process_gas_pres_sec2

7.09bar

(열역학데이터 클래스 참조)

헬륨 몰 유량 heInputsMoleF_SADecomp 16697.74mol/s

헬륨 온도 heInputsTempC_SADecomp[i] 812.7℃

헬륨 압력
pPhysicals->

heliums_gas_pres_sec2
50.0bar

(열역학데이터 클래스 참조)

그림 3.1.39.황산열분해기 개별 동특성 모사 코드내의 운 경계조건 입력 시

double CVHTRSIIntegLoop::UnitDynamicSADecomp(void)
{

heInputsMoleF_SADecomp = pSizesData -> he_mole_flowrate_SADecomp;
heInputsTempC_SADecomp[i] = 812.73;
for(i = 0; i < 1000; i++)
{

simTime[i + 1] = simTime[i] + timeInterval;
...
pgInputsMoleF_SADecomp[i + lagTime] = pgOutputMoleF_SAEvapor;
pgInputsTempC_SADecomp[i + lagTime] = pSizesData -> pg_output_temp_c_SAEvapor;
...
if(pgInsummMoleF_SADecomp > 0.00)
{

simul_time_sec_SADecomp = simTime[i + 1] - start_time_SADecomp;
// 산열 해  실행함수 콜 (클래스 참조 )
pSO4Decom-> SADecompDynamic(simTime[i], timeInterval, 

simul_time_sec_SADecomp,
   pgInputsMoleF_SADecomp[i], pgInputsTempC_SADecomp[i],

heInputsMoleF_SADecomp,  heInputsTempC_SADecomp[i],
pgOutcalMoleF_SADecomp[i], pgTubeinTempK_SADecomp[i],
pSizesData -> number_of_tube_SADecomp,
pSizesData -> tube_insides_diameter_SADecomp,
pSizesData -> tube_length_SADecomp,
pSizesData -> heat_transfer_area_SADecomp,
pSizesData -> heat_transfer_coefficient_SADecomp[0], i);

// 산 로  공정 체   없는 경  열적 평   값 출
else
{

heInputsTempC_SADecomp[i + 1] = 812.73;
pgOutputTempC_SADecomp[i] = 812.73;

}
}
return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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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화황 매열분해기

형 인 shellandtube형태인 삼산화황 매열분해기의 shell측으로 간열교환기

에서 배출된 헬륨(16697.74mol/s,910℃,50bar)이 주입되고 기 내부가스로 채워진 tube측

헬륨(910℃,7.09bar)과 완 한 열 평형상태를 이룬 상태에서 황산증발기에서 발생한 공정

유체(몰 유량 H2O :H2SO4:SO3=498.78:6.68:444.62mol/s,750℃)가 삼산화황 매열

분해기 tube측으로 유입되면서 반응이 시작된다.이와 같은 start-up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삼

산화황 매열분해기의 운 경계조건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삼산화황 매열분해기 tube측으로 유입되는 공정유체의 몰 유량,온도 압력.

② 삼산화황 매열분해기 shell측으로 유입되는 헬륨의 몰 유량,온도 압력.

③ 수소생산 규모에 따라 산출된 사이징 라미터들.

의 조건들 에서 사이징 라미터들은 tube의 개수,tube내경,tube길이, 열면

총열 달계수이다.표 3.1.23에 삼산화황 매열분해기 동특성 모사에 요구되는 운 경계조

건 목록과 그에 해당하는 변수들을 나타냈다. 한 그림 3.1.40에 삼산화황 매열분해기 개별

동특성 모사 코드내의 운 경계조건 입력 시를 나타냈다.그림 4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운 경계조건들은 삼산화황 매열분해기 실행함수의 매개변수로 입력된다. 한 삼산

화황 매열분해기 tube측으로 공정유체의 유입이 없는 경우 삼산화황 매열분해기 shell측으

로 유입되는 910.0℃ 헬륨과 열 평형상태를 이루고 있던 기 tube측 내부가스,910.0℃ 헬

륨이 tube측의 배출 값이 되도록 설정하 다.

표 3.1.23.삼산화황 매열분해기 동특성 모사용 운 경계조건과 해당 변수

화학 반응기 운 경계조건 해당 변수 명 참고

삼산화황 매
열분해기

주입 공정유체의 몰
유량

pgInputsMoleF_STDecomp
H2O:H2SO4:SO3=228.06:277.41:

173.90mol/s

주입 공정유체의 온도 pgInputsTempC_STDecomp 413.1℃

시스템 압력
pPhysicals->

process_gas_pres_sec2
7.09bar(열역학데이터 클래스 참조)

주입 헬륨 몰 유량 heInputsMoleF_STDecomp 16697.74mol/s

주입 헬륨 온도 heInputsTempC_STDecomp[i] 910.0℃

주입 헬륨 압력
pPhysicals->

heliums_gas_pres_sec2
50.0bar(열역학데이터 클래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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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0.삼산화황 매열분해기 개별 동특성 모사 코드내의 운 경계조건 입력 시

double CVHTRSIIntegLoop::UnitDynamicSTDecomp(void)
{

heInputsMoleF_STDecomp = pSizesData -> he_mole_flowrate_STDecomp;
heInputsTempC_STDecomp[i] = 910.00;

for(i = 0; i < 500; i++)
{

simTime[i + 1] = simTime[i] + timeInterval;
...
pgInputsMoleF_STDecomp[i + lagTime] = pgOutputMoleF_SADecomp;
pgInputsTempC_STDecomp[i + lagTime] = pSizesData -> pg_output_temp_c_SADecomp;
...

if(pgInsummMoleF_STDecomp > 0.00)
{

simul_time_sec_STDecomp = simTime[i + 1] - start_time_STDecomp;

// 산열 해  실행함수 콜 (클래스 참조 )
pSO3Decom-> STDecompDynamic(simTime[i], timeInterval, 

simul_time_sec_STDecomp,
pgInputsMoleF_STDecomp[i], pgInputsTempC_STDecomp[i],
heInputsMoleF_STDecomp,    heInputsTempC_STDecomp[i],
pgOutcalMoleF_STDecomp[i], pgTubeinTempK_STDecomp[i],
pSizesData -> number_of_tube_STDecomp,
pSizesData -> tube_insides_diameter_STDecomp,
pSizesData -> tube_length_STDecomp,
pSizesData -> heat_transfer_area_STDecomp,
pSizesData -> heat_transfer_coefficient_STDecomp[0], i);

}
// 삼산  촉매열 해 로 는 공정 체가 없는 경  내 가스 열적평   출
else
{

heInputsTempC_STDecomp[i + 1] = 910.00;
pgOutputTempC_STDecomp[i] = 910.00;

}
}
return 1.0;

}

-HIx용액 다단 증발농축기

앞서 통합공정 start-up시나리오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해 기투석기의 음극실로

부터 배출된 1차 농축된 HIx용액은 40기압으로 운 되는 HIx용액 다단 증발농축기로 주입한다.

따라서 가동 기 HIx용액 다단 증발농축기의 각 단,리보일러 응축기는 해 기투석기 음

극실로부터 배출되는 모액,HIx 용액의 조성(몰 유량비로 H2O :HI:I2 = 17569.659 :

38378.511:6227.607mol/s) 온도(256℃)로 채운다. 한 증류탑 재비기의 열원으로는 세라

믹 막분리 반응기에서 배출되는 미분해 HI혼합기체의 열과 잠열을 이용하는 통합공정과는

달리 개별 동특성 모사에서는 상수 값으로 입력한다.이와 같은 start-up시나리오를 바탕으로

HIx용액 다단 증발농축기의 운 경계조건을 도출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HIx용액 다단 증발농축기 용액공 몰 유량,온도 압력.

② 증류탑의 총 단수,용액주입 단

③ 재비기의 가열속도,응축기의 냉각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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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각 단의 체류량

표 3.1.24에 HIx용액 다단 증발농축기 동특성 모사를 한 운 경계조건과 그에 해당하

는 변수들의 목록을 나타냈다.그림 3.1.41에는 HIx용액 다단 증발농축기 개별 동특성 모사 코

드내의 운 경계조건에 해당하는 변수에 값을 할당하는 시를 나타내었다.그림 3.1.41에

서 보는 바와 같이 HIx용액 다단 증발농축기는 응축기를 1단으로 하고 주입 단을 6단으로 총

10단으로 구성된다[3.1.23].단, 로그램 상에는 응축기를 0단,주입 단을 5단으로 재비기를 9

단으로 표기한다.

표 3.1.24.HIx혼합용액 다단증류탑 동특성 모사용 운 경계조건과 해당 변수

화학 반응기 운 경계조건 해당 변수 명 참고

HIx용액 다단
증발농축기

HIx용액

공 몰 유량
inputFlowrate H2O:HI:I2=17569.66:3878.51:6227.61mol/s

HIx용액
공 온도

dFeedT_HIDistil 256.0℃

시스템 압력 pressure0 40.0bar

총 단수 용액주입
단

noTray_HIDistil

noFeed_HIDistil
(0단:응축기,5단:용액주입 단,9단:재비기)

재비기 가열속도 spec01_HIDistil 34427.65kcal/s

응축기 냉각속도 coDuty_HIDistil -657.56kcal/s

각 단의 체류량 holdup_HIDistil

재비기:1000000mole

용액주입 단 아래(주입 단 포함):1000000/15mole
용액주입 단 상단:1000000/25mole

증류탑에 주입되는 HIx용액 온도는 그 H2O-HI-I2조성과 압력을 고려하여 끓는 이하의

값으로 설정한다. 한,각 단의 체류량은 재비기 체류량을 기 으로 단으로 갈수록 비례

으로 감소하는 값으로 설정한다.체류량은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3부분으로 설정하

는데 재비기,주입 단을 포함한 주입 단 아래 단,그리고 주입 단 상단으로 설정한다.이 게

설정되는 체류량들은 동특성 모사 수행 수렴 여부에 매우 요한 요소로 작용되며, 부분의

런타임 실행오류는 체류량을 잘못 설정한 경우에서 비롯한다.따라서 운 경계조건을 변경

하여 동특성 모사를 수행할 경우 가장 먼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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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1.HIx용액 다단 증발농축기 동특성 모사 코드내의 운 경계조건 입력 시

double InitialVariable(double time_interval)
{

...
noTray_HIDistil = 9;
noFeed_HIDistil = 5;
...
inputFlowrate[0] = (double)(17569.659 / noEqui_HIDistil);
inputFlowrate[1] = (double)( 3878.511 / noEqui_HIDistil);
inputFlowrate[2] = (double)( 6227.607 / noEqui_HIDistil);
dFeedT_HIDistil = 256.0;
pressure0 = 40.0; // Pressure of tray [bar]

for(i = 0; i < noTray_HIDistil; i++)
{

pTrays_HIDistil[i] = pressure0; // Initialization for stage pressure [bar]
}

// Reboiler Duty [kcal/s] : 69112.8 kcal/s -> 289361.5 kW -> 104267340 kW/hr
spec02_HIDistil = 34427.65 / noEqui_HIDistil;
coDuty_HIDistil = -657.56; [kcal/s]

//Reboiler Holdup(constant)
holdup_HIDistil[noTray_HIDistil - 1] = (double)(1000000 / noEqui_HIDistil);

//Holdup below Feed Stage(include Feed Stage)
for(i = noFeed_HIDistil - 1; i < noTray_HIDistil - 1; i++ )
{

holdup_HIDistil[i] = (double)(holdup_HIDistil[noTray_HIDistil - 1] / 15);
}

//Holdup above Feed Stage
for(i = 0; i < noFeed_HIDistil - 1; i++)
{

holdup_HIDistil[i] = (double)(holdup_HIDistil[noTray_HIDistil - 1]/ 25);
}
...

}

-HI혼합기체 열기

Shellandtube형태의 HI혼합기체 열기는 HIx용액 다단 증발농축기의 응축기에

서 발생한 HI혼합가스(몰 유량 H2O:HI:I2=1294.06:978.00:234.91,274℃)를 tube측으

로 주입하여 shell측에서 유입되는 헬륨(몰 유량 4215.24mol/s,온도 643.18℃,압력 50bar)과

열 교환 하여 HI혼합가스의 온도를 450℃까지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따라서 가동 기

shell측으로 주입되는 헬륨은 tube측 내에 내부가스로 채워져 있는 헬륨(몰 유량 4215.24

mol/s,온도 643.18℃,압력 40bar)과 열 평형을 이루고 있다.여기에 tube측으로 HIx용액

다단 증발농축기의 정상상태에 도달한 탑상 생성물,HI혼합기체가 주입되면서 열 교환이 이

루어진다.이와 같은 start-up시나리오를 토 로 HI혼합기체 열기의 운 경계조건을

도출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HI혼합기체 열기 tube측 주입 HI혼합가스 몰 유량,온도,압력.

② HI혼합기체 열기 shell측 주입 헬륨 몰 유량,온도,압력.

③ 수소생산 규모에 따라 산출된 사이징 라미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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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건들 에서 사이징 라미터들은 tube의 개수,tube내경,tube길이, 열면

총열 달계수이다.표 3.1.25에 HI혼합기체 열기 동특성 모사에 요구되는 운 경계조건

목록과 그에 해당하는 변수들을 나타냈다. 한 그림 3.1.42에 HI혼합기체 열기 개별 동특

성 모사 코드내의 운 경계조건 입력 시를 나타냈다.그림 3.1.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운 경계조건들은 HI혼합기체 열기 실행함수의 매개변수로 입력된다. 한 HI혼합기

체 열기 tube측으로 HI혼합기체의 유입이 없는 경우 HI혼합기체 열기 shell측으로 주입

된 공 열원(643.2℃ 헬륨)과 열 평형상태를 이루고 있던 내부가스(643.2℃ 헬륨)가 tube측

의 배출온도가 되도록 설정하 다.

표 3.1.25.HI혼합기체 열기 동특성 모사용 운 경계조건과 해당 변수

 운   경계 건 당 변수 참고

HI 체 
열

HI 체 주  

몰 량
pgInputsMoleF_Recupera

H2O : HI : I2 = 1294.06 : 978.00 : 
234.91

HI 체 주  도 pgInputsTempC_Recupera 274.0 ℃

시스  압
pPhysicals-> 

process_gas_pres_sec3
40 bar (열역  클래스 참 )

헬  몰 량 heInputsMoleF_Recupera 4215.24 mol/s (사 징 결과 참 )

헬  도 heInputsMoleC_Recupera 643.2 ℃ ( 산열  tube측 도)

헬  압
pPhysicals->

heliums_gas_pres_sec2
50 bar (열역  클래스 참 )

-HI 매열분해/수소분리 막 반응기

HI 매열분해/수소분리 막 반응기는 매열분해기/수소분리 막 반응기가 헬륨 챔버

내에서 다 으로 연결된 시스템이다. 매가 충 된 HI 매열분해기 반응기로 HI혼합기체

(H2O:HI:I2=1294.06:978.00:234.91mol/s,온도 450℃,압력 40bar)가 유입되고 분해반

응으로부터 생성된 수소를 선택 으로 회수하고 잔류 미분해 반응 HI혼합기체는 다음 매열

분해기/수소분리 막 반응기로 이동한다. 매분해 반응의 공 열로서 헬륨(몰 유량 4215.24

mol/s,온도 686.7℃,압력 50bar)을 이용한다.가동 이 매열분해기/수소분리 막 반응기

측의 내부가스로 헬륨(몰 유량 4215.24mol/s,온도 686.7℃,압력 40bar)이 차 있는 것으로

하고 헬륨 챔버 측으로 공 되는 헬륨과 완 한 열 평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매

열분해기/수소분리 막 반응기 측으로 HI혼합기체가 유입되면 반응이 일어난다.이와 같은

start-up시나리오를 바탕으로 HI 매열분해/수소분리 막 반응기의 운 경계조건들을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HI 매열분해/수소분리 막 반응기의 매열분해기 측으로 유입되는 HI혼합기체

몰 유량,온도,압력.

② HI 매열분해/수소분리 막 반응기의 헬륨 챔버 측으로 유입되는 헬륨 몰 유량,온도,

압력.

③ 수소생산규모에 따른 사이징 라미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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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2.HI혼합기체 열기 개별 동특성 모사 코드내의 운 경계조건 입력 시

double CVHTRSIIntegLoop::UnitDynamicRecupera(void)
{

heInputsMoleF_Recupera = pSizesData -> he_mole_flowrate_HIDecomp;
heInputsTempC_Recupera[i] = pSizesData -> he_output_temp_c_HIDecomp;

for(i = 0; i < 500; i++)
{

simTime[i + 1] = simTime[i] + timeInterval;
pgInputsMoleF_Recupera[i + lagTime] = pSizesData->pg_inputs_mole_flowrate_Recupera;
pgInputsTempC_Recupera[i + lagTime] = pSizesData->pg_inputs_temp_c_Recupera;

//HI 합 체  는 경
if(pgInsummMoleF_Recupera > 0)
{

...
simul_time_Recupera = simTime[i + 1] - start_time_Recupera;

pHExchang -> RecuperaDynamic(simTime[i], timeInterval, simul_time_Recupera,
pgInputsMoleF_Recupera[i], pgInputsTempC_Recupera[i],
heInputsMoleF_Recupera,    heInputsTempC_Recupera[i],
pgOutcalMoleF_Recupera[i], pgTubeinTempK_Recupera[i],
pSizesData -> number_of_tube_Recupera,
pSizesData -> tube_insides_diameter_Recupera,
pSizesData -> tube_length_Recupera,
pSizesData -> heat_transfer_area_Recupera,
pSizesData -> heat_transfer_coefficient_Recupera[0], i);

...
}

//HI 합 체  없는 경  열적평  상태  가 출
else
{

heInputsTempC_Recupera[i + 1] = pSizesData -> he_output_te HIDeco ;
pgOutputTempC_Recupera[i]  = pSizesData -> he_output_temp_c_HIDecomp;

}
}

return 1.0;
}

운 경계조건들에서 사이징 라미터들로서 매열분해기/수소분리 막 반응기의 개수,

유효 분해반응부피 등이 있다.표 3.1.26에 HI혼합기체 분해기 동특성 모사에 요구되는 운

경계조건 목록과 그에 해당하는 변수들을 나타냈다. 한 그림 3.1.43에 HI 매열분해/수소

분리 막 반응기 개별 동특성 모사 코드내의 운 경계조건 입력에 한 시를 나타냈다.

그림 3.1.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HI 매열분해/수소분리 막 반응기의 개별 동특성 실행함수는

“HIDecompDynamic"이고 각 운 경계조건들이 함수의 매개변수 형태로 입력되고 있다.

한,HI혼합기체의 유입이 없는 경우 열 평형 상태에 있던 내부가스 헬륨을 반응기의 배출

값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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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6.HI 매열분해/수소분리 막 반응기 동특성 모사용 운 경계조건과 해당 변수

 운   경계 건 당 변수 참고

HI 

매열 /수
리 막 

공  HI 체
몰 량

pgInputsMoleF_HIDecomp
H2O : HI : I2 = 1294.06 : 978.00 : 

234.91

공  HI 체 도 pgInputsTempC_HIDecomp 450.0 ℃

시스  압
pPhysicals-> 

process_gas_pres_sec3
40 bar (열역  클래스 참 )

헬  몰 량 heInputsMoleF_HIDecomp 4215.24 mol/s (사 징 결과 참 )

공 헬  도 heInputsMoleC_HIDecomp 646.75 ℃ ( 산열  tube측 도)

헬  압
pPhysicals->

heliums_gas_pres_sec2
50 bar (열역  클래스 참 )

그림 3.1.43.HI 매열분해/수소분리반응기 동특성 모사 운 경계조건 입력 시

double CVHTRSIIntegLoop::UnitDynamicHIDecomp(void)
{

heInputsTempC_HIDecomp[i] = pSizesData  -> he_output_temp_c_SADecomp;
heInputsMoleF_HIDecomp = pSizesData -> he_mole_flowrate_HIDecomp;
for(i = 0; i < 1000; i++)
{

simTime[i + 1] = simTime[i] + timeInterval;
pgInputsMoleF_HIDecomp[i] = pSizesData -> pg_inputs_mole_flowrate_Recupera ; 
pgInputsTempC_HIDecomp[i] = pSizesData -> pg_output_temp_c_Recupera; 
//HI 합가스  는 경
if (pgInsummMoleF_HIDecomp > 0)
{

simul_time_HIDecomp = simTime[i + 1] - start_time_HIDecomp;
pHIDecomp -> HIDecompDynamic(simTime[i], timeInterval,

 pgInputsMoleF_HIDecomp[i], pgInputsTempC_HIDecomp[i],
 heInputsMoleF_HIDecomp,    heInputsTempC_HIDecomp[i],
 ex_he_inputs_temp_c_HIDecomp, ex_pg_inputs_temp_c_HIDecomp,
 ex_pg_inputs_mole_f_HIDecomp, operChk_HIDecomp);

H2ProductMole_HIDecomp[i][0] = pHIDecomp -> sumH2Oout;
H2ProductMole_HIDecomp[i][1] = pHIDecomp -> sumHIout;
H2ProductMole_HIDecomp[i][2] = pHIDecomp -> sumI2out;
H2ProductMole_HIDecomp[i][3] = pHIDecomp -> sumH2out;
pgOutputTempC_HIDecomp[i]= pHIDecomp -> pg_output_temp_c_HIDecomp - 

273;
heOutputTempC_HIDecomp[i]= pHIDecomp -> he_output_temp_c_HIDecomp;

}

//HI 합가스   없는 경  
else
{

pgOutputTempC_HIDecomp[i] = heInputsTempC_HIDecomp[i];
}

}
return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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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SI연계공정 통합 동특성 모사를 한 운 경계조건

통합 동특성 모사를 한 운 경계조건들은 SI연계공정 통합 모사용 start-up시

나리오를 바탕으로 도출하 다.이 시나리오에 의하면 각 Section2와 Section3의 연계공정

장치들 헬륨을 열원으로 직 이용하는 장치들은 가동 이 에 내부가스로 열원과 동일한

물질인 910℃ 헬륨으로 채워져 있다고 가정하며,황산증류탑과 HIx용액 다단 증발농축기는 각

각 주입되는 물질과 동일한 농도,온도 압력으로 증류탑 내부 단을 채우고 있다.통합공정

동특성 모사는 개별 장치 동특성 모사와는 달리 start-up과정을 효율 으로 수행하고 실제 운

상황에 근 하도록 하기 한 부가 장치가 있다.Section2공정에서 stocksolutiontank1,

Section3공정에서 stocksolutiontank2를 포함한 HIx용액 증발장치,그리고 황산 증류탑 탑

와 HIx용액 다단 증발농축기 탑상에 연결된 임시 용액 장 탱크가 있다.앞서 기술한 바와 같

이 Section2에서의 stocksolutiontank1은 황산 증류탑의 재비기에 삼산화황 tube측에서 배출

된 SO2를 포함한 공정유체가 열과 잠열을 공 해주고 증류탑의 탑 에서 배출되는 황산용액

의 농도가 정상상태,즉 98.0wt.% 황산에 도달할 때 까지 황산증발기로 98.0wt.%의 황산용

액을 공 해주는 역할을 한다. 한 Section3의 stocksolutiontank2와 HIx용액 증발기는 HI

매열분해/수소분리 막 반응기의 반응기 측에서 방출된 H2를 제외한 HI혼합가스의 열을

heatpump를 통해 HIx 용액 다단 증발농축기의 재비기에 공 해 주고 증류탑의 탑상에서 배

출되는 HI혼합기체가 정상상태에 도달할 때 까지 stocksolutiontank2로부터 공 되는 HIx

용액을 끓여 생성된 기체를 HI혼합기체 열기로 공 해주는 역할을 한다.

SI연계공정 통합 모사는 간열교환기로부터 910℃의 헬륨이 배출되고 Section2의 황산증

발기와 Section3의 HIx용액 증발장치가 가동하는 것으로 시작한다.이후 과정은 SI연계공정

통합 모사용 start-up시나리오 ⑧ ~⑯번을 따른다.이와 같은 start-up시나리오를 토 로 SI

연계공정 통합 동특성 모사를 한 운 경계조건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SI연계공정 장치 사이징을 한 조건(표 3.1.18참조).

② Stocksolutiontank1에서 황산증발기로 주입되는 황산용액 몰 유량,온도,압력.

③ Stocksolutiontank2에서 HIx용액 증발장치로 주입되는 HIx용액 몰 유량,온도,

압력.

④ 황산증류탑의 운 경계조건(표 3.1.20참조).

⑤ HIx용액 다단 증발농축기의 운 경계조건(표 3.1.24참조).

에서 열거한 조건들에서 사이징을 수행하면 간열교환기로부터 배출되는 헬륨의 몰 유량,

온도,압력을 결정할 수 있다.2번 과정은 stocksolutiontank1에서 98wt.%,233.8℃ 황산용

액이 황산증발기로 공 되는 상황을 포함하고 있다.4번은 삼산화황 매열분해기 tube측으로

부터 방출된 약 850℃의 공정유체가 황산증류탑의 재비기에 도달하여 열을 공 해 주면서 황

산증류탑의 가동이 시작되면서 용되는 운 경계조건이며 표 20에 제시된 값을 따른다.

HI 매열분해기 측에서 방출된 잔류 미분해 반응 HI혼합기체의 열이 heatpump를 통해 HIx

용액 다단 증발농축기의 재비기에 달되면서 시작되는 HIx용액 다단 증발농축기의 운

경계조건이며,표 3.1.24에 제시된 값을 따른다.

SI연계공정 통합 동특성 모사에 요구되는 운 경계조건을 표 3.1.27에 나타냈다.표

3.1.27에 제시된 운 경계조건에 해당하는 변수는 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기화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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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각 공정장치별로 구분되는 멤버함수 내에서 이루어진다.그림 3.1.44에는 표 3.1.27에서 기술

한 운 경계조건 변수들이 로그램 상에서 값이 할당되고 기화되는 시를 나타냈다.

표 3.1.27.KAERI-DySCo통합공정 해석을 한 운 경계조건(수소생산 300mol/s기 )

장치 이름 해당 변수 명 운 경계조건

간 열교환기

헬륨 배출 몰 유량 he_mole_flowrate_STDecomp 16697.74mol/s

헬륨 배출 온도 he_output_temp_c_IHXchang 910.0℃

Stocksolutiontank1

forstart-up

Tank내 용액 조성 pg_inputs_mole_f_SAEvapor
98wt.% H2SO4(H2O/H2SO4=

54.16/451.31mol/s)

용액 온도 pg_inputs_temp_c_SAEvapor 158.1℃

HIx용액 증발기,

Stocksolutiontank2

forstart-up

Tank내 용액 농도 hi_column_mole_p_HIxVapor H2O/HI/I2=13.3/20.7/66.0wt.%

용액 온도: hi_column_temp_c_HIxVapor 30℃

황산 증류탑[10]

황산의 몰 유량 inSA0_SADistil 563.49

물의 몰 유량 inH2O_SADistil 451.35mol/s

주입용액 온도 fTemp_SADistil 158.1mol/s

시스템 압력 pres0_SADistil 0.1bar

증류탑 총 단수 nStage_SADistil 3

주입 단 nFeed_SADistil 1

응축기 온도 condT_SADistil 38℃

체류량(상단) lHold_SADistil 80kg(주입 단 상단)

체류량(하단) uHold_SADistil 280kg(주입 단 하단,주입 단 포함)

체류량(재비기) rHold_SADistil 800kg

환류비 reFlx_SADistil 0.01

재비기 열용량 rCapa_SADistil 37300.00kWth

HIx용액 다단

증발농축기[10]

HIx용액
주입 몰 유량

inputFlowrate
H2O:HI:I2=17569.66:3878.51:

6227.61mol/s

HIx용액
주입 온도

dFeedT_HIDistil 256.0℃

시스템 압력 pressure0 40.0bar

총 단수 주입 단
noTray_HIDistil

noFeed_HIDistil

(0단:응축기,5단:입력 단,9단:
재비기)

재비기 열용량 spec01_HIDistil 34427.65kcal/s

응축기 냉각 용량 coDuty_HIDistil -657.56kcal/s

각 단의 체류량 holdup_HIDistil

재비기:1000000mole

입력 단 아래(입력 단 포함):
1000000/15mole

입력 단 상단:1000000/25m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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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4.SI연계공정 통합 동특성 모사를 한 운 경계조건 입력 시

double CVHTRSIIntegLoop::SetInitSAEvapor(void)

{

double bbb;

// Initial process liquid input mole fraction of H2SO4 Evaporator [-]

pg_inputs_mole_f_SAEvapor[0] = pSizesData -> pg_inputs_mole_flowrate_SAEvapor;

pg_inputs_temp_c_SAEvapor[0] = pSizesData -> pg_inputs_temp_c_SAEvapor;

return 1.0;

}

double CVHTRSIIntegLoop::SetInitHIxVapor(void)

{

pg_inputs_mole_f_HIxVapor[0] = pSizesData -> pg_inputs_mole_flowrate_HI_vapor;

hi_column_mole_p_HIxVapor[0] = pg_inputs_mole_p_HIxVapor[0];

pg_inputs_temp_c_HIxVapor[0] = 30.00;

hi_column_temp_c_HIxVapor[0] = pg_inputs_temp_c_HIxVapor[0];

return 1.0;

}

double CVHTRSIIntegLoop::SetInitHeStream(void)

{

int i;

// Initial Helium gas input flowrate [mol/s]

he_inputs_mole_f_SAEvapor[0] = pSizesData -> he_mole_flowrate_SAEvapor;

he_inputs_mole_f_SADecomp[0] = pSizesData -> he_mole_flowrate_SADecomp; 

he_inputs_mole_f_STDecomp[0] = pSizesData -> he_mole_flowrate_STDecomp; 

he_inputs_mole_f_HIDecomp[0] = pSizesData -> he_mole_flowrate_HIDecomp; 

he_inputs_mole_f_Recupera[0] = pSizesData -> he_mole_flowrate_HIDecomp;

// Initial Helium gas input temperature [oC]

he_inputs_temp_c_SAEvapor[0] = pSizesData -> he_inputs_temp_c_SAEvapor; 

he_inputs_temp_c_SADecomp[0] = pSizesData -> he_output_temp_c_IHXchang;

he_inputs_temp_c_STDecomp[0] = pSizesData -> he_output_temp_c_IHXchang;

he_inputs_temp_c_HIDecomp[0] = pSizesData -> he_output_temp_c_IHXchang;

he_inputs_temp_c_Recupera[0] = pSizesData -> he_output_temp_c_IHXchang;

for(i = 0; i < simul_iter_number; i++)

{

he_inputs_temp_c_IHXchang[i] = pSizesData -> he_output_temp_c_IHXchang;

he_inputs_temp_c_SAEvapor[i] = pSizesData -> he_output_temp_c_IHXchang;

he_inputs_temp_c_HIDecomp[i] = pSizesData -> he_output_temp_c_IHXchang;

he_inputs_temp_c_SADecomp[i] = pSizesData -> he_output_temp_c_IHXchang;

he_inputs_temp_c_Recupera[i] = pSizesData -> he_output_temp_c_IHXchang;

he_output_temp_c_HIDecomp[i] = pSizesData -> he_output_temp_c_IHXchang;

}

return 1.0;

}

double CVHTRSIIntegLoop::SetInitSizeData(void)

{

u_SAEvapor = pSizesData -> heat_transfer_coefficient_SAEvapor[0] * 1000;

a_SAEvapor = pSizesData -> heat_transfer_area_SAEvapor;

n_SAEvapor = pSizesData -> number_of_tube_SAEvapor;

return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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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별동특성 해석

본 매뉴얼에 제시된 SI연계공정 개별 장치들에 한 동특성 해석은 수소생산율 300,60,

0.6mol/s각각의 3가지 경우에 해서 수행하 다.SI연계 공정장치 사이징을 포함한 개별동

특성 해석은 황산증류탑,황산증발기,황산열분해기,삼산화황 매열분해기,HIx용액 증발기,

HIx용액 다단 증발농축기,HI혼합기체 열기,그리고 HI 매열분해/수소분리 막 반응기를

상으로 한다.따라서 본 에서는 수소생산율에 따라 설정된 운 경계조건을 입력 값으

로 개별동특성 해석용 로그램을 수행한 결과를 수록한다.

가)SI연계 공정장치 사이징

-해석과정 개요

수소생산율 300,60,0.6mol/s기 으로 표 18에서 제시한 경계조건,즉 간열교환

기 배출온도는 910℃, 간열교환기 주입온도는 450℃,HI혼합기체 열기 shell측의 배출온

도는 470℃로 설정하고 사이징 로그램을 실행한다.경계조건 설정에서 간열교환기로 주입

는 배출되는 헬륨온도와 HI혼합기체 열기의 배출 헬륨온도는 표 3.1.18에 제시된 값을 고

정 값으로 사용하 고,여기에 수소생산율을 300,60,0.6mol/s로 변화시키며 사이징 결과를

도출하 다.여기서,사이징 결과 일에는 각 항목들은 심벌로 표시되며,그 심벌이 갖는 단

는 다음과 같다.

U :Overallheattransfercoefficient[kJ/m
2
s℃]

hi :Internalheattransfercoefficient[kJ/m
2
s℃]

ho :Outerheattransfercoefficient[kJ/m
2
s℃]

hs :Foulingheattransfercoefficient[kJ/m2s℃]

Q :Heatduty[kJ/s]

Lt :Tubelength[m]

Nt :Numberoftube[ea]

Ds :Shelldiameter[m]

DL :Shelllength[m]

LMTD :Logarithmicmeantemperaturedifference[℃]

kh :Hydrogenpermeationratio[-]

alpha :Relativepermeationratio[-]

Mem.No.:Numberofthemembrane[ea]

Tot.Vol.:Totalreactionvolume[m3]

사이징 로그램은 KAERI-DySCo내의 서 메뉴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으며,사이징의 결

과는 “KAERI_DySCo.exe 일이 존재하는 경로\FileManagement\SizingResult\”에 장된다.

-SI연계 공정장치 사이징 결과

수소생산율에 따라 장된 일을 토 로 사이징 결과들을 요약한 내용을 표 3.1.28,

29 30에 나타냈다.표 3.1.28,29 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 앙 분리선을 기 으로 상

단은 사이징 라미터에 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고,하단은 헬륨과 공정유체의 주입 는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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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는 몰 유량(mol/s)과 온도(℃)를 나타내고 있다.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소생산율이 감소

함에 따라 헬륨의 유량과 각 공정장치로 주입 는 배출되는 몰 유량이 비례 으로 감소하며

헬륨의 유량이 감소됨에 따라 헬륨에 의한 공 열도 감소됨을 알 수가 있다.

표 3.1.28.수소생산율 300mol/s에 한 SI연계공정 장치 사이징 결과

Item H2SO4 Vaporizer
H2SO4 

Decomposer
SO3 Decomposer HI preheater HI Decomposer

U(kJ/m2 s ℃) 2.4554 0.4219 1.8800 1.0979 Alpha

hi(kJ/m2 s ℃) 57.2143 0.7424 48.8196 3.2167 HI 0.0005 

ho(kJ/m2 s ℃) 6.8612 2.2374 3.7506 3.5391 I2 0.0005 

hw(kJ/m2 s ℃) 15.7984 15.7984 15.7984 15.7984 H2O 0.0000 

hs(kJ/m2 s ℃) 5.6700 5.6700 5.6700 5.6700 kh 0.9000 

Q(kJ/s) 63181.3496 43725.5279 33768.8872 15173.5560 
Heat duty

(kJ/s)

3817.61
7 

Area(m2) 107.1582 723.8495 292.7578 71.0968 Area(m2) 16.2300 

Lt(m) 2.9579 2.2715 1.9767 2.0577 
Mem. No.

(ea)
24.0000 

Nt(ea) 908.0000 7987.0000 3712.0000 866.0000 
Tot. 

Vol.(m3)
7.8868 

Ds(m) 1.4105 8.8310 4.1181 0.9806 -

DL(m) 5.9158 2.8394 2.4709 2.5721 -

LMTD(℃) 240.1200 143.1900 61.3500 194.3900 -

Tube inside 
diameter (m)

0.0127 0.0127 0.0127 0.0127 -

Tube outside 
diameter (m)

0.0159 0.0159 0.0159 0.0159 -

Tube thermal 
conductivity 
(J/m s ℃)

25.0800 25.0800 25.0800 25.0800 -

Mole and 
Temp.

Input Output Input Output Input Output Input Output Input Output

H2O(mol/s) 54.16 228.06 228.06 498.79 498.79 503.36 1294.06 1294.06 1294.06 0.15 

H2SO4(mol/s) 451.31 277.41 277.41 6.68 6.68 2.11 - - - -

SO3(mol/s) 0.00 173.90 173.90 444.63 444.63 163.57 - - - -

SO2(mol/s) 0.00 0.00 0.00 0.00 0.00 285.62 - - - -

O2(mol/s) 0.00 0.00 0.00 0.00 0.00 142.81 - - - -

HI(mol/s) - - - - - - 978.00 978.00 978.00 0.15 

I2(mol/s) - - - - - - 234.91 234.91 234.91 0.15 

H2(mol/s) - - - - - - 0.00 0.00 0.00 306.75 

He(mol/s)
12482.5

0 
12482.5

0 
16697.7

4 
16697.7

4 
16697.7

4 
16697.7

4 
4215.24 4215.24 4215.24 4215.24 

Shell side(℃) 233.8 413.1 812.7 686.8 910.0 812.7 643.2 470.0 686.8 643.2 

Tube side(℃) 686.8 443.3 413.1 750.0 750.0 850.0 274.4 450.0 450.0 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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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9.수소생산율 60mol/s에 한 사이징 결과

Item H2SO4 Vaporizer
H2SO4 

Decomposer
SO3 Decomposer HI preheater HI Decomposer

U(kJ/m2 s ℃) 1.9150 0.4217 1.8800 0.5586 Alpha

hi(kJ/m2 s ℃) 30.9782 0.7433 49.8110 1.2971 HI 0.0005 

ho(kJ/m2 s ℃) 4.1292 2.2230 3.7430 1.7039 I2 0.0005 

hw(kJ/m2 s ℃) 15.7984 15.7984 15.7984 15.7984 H2O 0.0000 

hs(kJ/m2 s ℃) 5.6700 5.6700 5.6700 5.6700 kh 0.9000 

Q(kJ/s) 12636.2699 8745.1056 6753.7774 3034.7112 
Heat duty

(kJ/s)
763.523 

Area(m2) 27.4799 144.8231 58.5547 27.9487 Area(m2) 6.3800 

Lt(m) 1.7615 2.2757 2.0215 1.2996 Mem. No. 24.0000 

Nt(ea) 391.0000 1595.0000 726.0000 539.0000 
Tot. 

Vol.(m3)
1.5774 

Ds(m) 0.8406 1.7843 0.8262 0.6201 -

DL(m) 3.5230 2.8447 2.5269 1.6245 -

LMTD(℃) 240.1200 143.1900 61.3500 194.3900 -

Tube inside 
diameter (m)

0.0127 0.0127 0.0127 0.0127 -

Tube outside 
diameter (m)

0.0159 0.0159 0.0159 0.0159 -

Tube thermal 
conductivity 
(J/m s ℃)

25.0800 25.0800 25.0800 25.0800 -

Mole and 
Temp. 

Input Output Input Output Input Output Input Output Input Output

H2O(mol/s) 10.83 45.61 45.61 99.76 99.76 100.67 258.81 258.81 258.81 0.03 

H2SO4(mol/s) 90.26 55.48 55.48 1.34 1.34 0.42 - - - -

SO3(mol/s) 0.00 34.78 34.78 88.93 88.93 32.71 - - - -

SO2(mol/s) 0.00 0.00 0.00 0.00 0.00 57.12 - - - -

O2(mol/s) 0.00 0.00 0.00 0.00 0.00 28.56 - - - -

HI(mol/s) - - - - - - 195.60 195.60 195.60 0.03 

I2(mol/s) - - - - - - 46.98 46.98 46.98 0.03 

H2(mol/s) - - - - - - 0.00 0.00 0.00 61.35 

He(mol/s) 2496.50 2496.50 3339.55 33.40 3339.55 3339.55 843.05 843.05 843.05 843.05 

Shell side(℃) 233.8 413.1 812.7 686.8 910.0 812.7 643.2 470.0 686.8 643.2 

Tube side(℃) 686.8 443.3 413.1 750.0 750.0 850.0 274.4 450.0 450.0 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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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0.수소생산율 0.6mol/s에 한 사이징 결과

Item H2SO4 Vaporizer
H2SO4 

Decomposer
SO3 Decomposer HI preheater HI Decomposer

U(kJ/m2 s ℃) 0.6628 0.4130 1.2342 0.0452 Alpha

hi(kJ/m2 s ℃) 7.7778 0.8754 296.5979 0.0777 HI 0.0005 

ho(kJ/m2 s ℃) 0.9022 1.3270 1.7656 0.1734 I2 0.0005 

hw(kJ/m2 s ℃) 15.7984 15.7984 15.7984 15.7984 H2O 0.0000 

hs(kJ/m2 s ℃) 5.6700 5.6700 5.6700 5.6700 kh 0.9000 

Q(kJ/s) 126.3627 87.4511 67.5378 30.3471 
Heat 

duty(kJ/s)
7.6352 

Area(m2) 0.7940 1.4787 0.8919 3.4504 Area(m2) 0.7900 

Lt(m) 0.9045 2.8509 22.3552 0.4752 
Mem. No.

(ea)

24.000
0 

Nt(ea) 22.0000 13.0000 1.0000 182.0000 
Tot. 

Vol.(m3)
0.0158 

Ds(m) 0.4338 0.0402 0.0270 0.2265 -

DL(m) 1.8091 3.5636 27.9440 0.5940 -

LMTD(℃) 240.1200 143.1900 61.3500 194.3900 -

Tube inside 
diameter (m)

0.0127 0.0127 0.0127 0.0127 -

Tube outside 
diameter (m)

0.0159 0.0159 0.0159 0.0159 -

Tube thermal 
conductivity 
(J/m s ℃)

25.0800 25.0800 25.0800 25.0800 -

Input Output Input Output Input Output Input Output Input Output

H2O(mol/s) 0.108 0.456 0.456 0.998 0.998 1.007 2.588 2.588 2.588 0.000 

H2SO4(mol/s) 0.903 0.555 0.555 0.013 0.013 0.004 - - - -

SO3(mol/s) 0.000 0.348 0.348 0.889 0.889 0.327 - - - -

SO2(mol/s) 0.000 0.000 0.000 0.000 0.000 0.571 - - - -

O2(mol/s) 0.000 0.000 0.000 0.000 0.000 0.286 - - - -

HI(mol/s) - - - - - - 1.956 1.956 1.956 0.000 

I2(mol/s) - - - - - - 0.470 0.470 0.470 0.000 

H2(mol/s) - - - - - - 0.000 0.000 0.000 0.614 

He(mol/s) 24.965 24.965 33.396 33.396 33.396 33.396 8.431 8.431 8.431 8.431 

Shell side(℃) 233.8 413.1 812.7 686.8 910.0 812.7 643.2 470.0 686.8 643.2 

Tube side(℃) 686.8 443.3 413.1 750.0 750.0 850.0 274.4 450.0 450.0 450.0 

나)황산 증류탑

-해석과정 개요

수소생산율 300,60,0.6mol/s의 3가지 경우에 따른 황산증류탑의 운 경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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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약하면 표 3.1.31과 같다.여기서 수소생산율 300mol/s의 경우 참고문헌[3.1.9]에 제시한

“ThermalEfficiencyofanElectrodialysis& MembraneSeparation-EmbeddedSulfur-Iodine

Process"(설계문서번호 NHDD-HI-CA-10-001)를 참조하여 설정하 으며,나머지 수소생산율

60,0.6mol/s의 경우 사이징 결과를 참조하여 설정하 다.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몰 유량,

재비기 열용량,그리고 각 단의 체류량(holdup)은 수소생산율 300mol/s를 기 으로 비례 선

형 계에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표 3.1.31.수소생산율 300,60,0.6mol/s에 따른 황산증류탑의 운 경계조건

H2SO4 Distillation column

Hydrogen 
production 
rate(mol/s)

Time 
interval

(s)

Pressure
(bar)

H2SO4 Input H2O Input Input 
temp.
(℃)

Reboiler
heat duty

(kWth)

Holdup (kg)

(kg/hr) (mol/s) (kg/hr) (mol/s)
Above 
feed

Below 
feed

Reboiler

300 1 0.1 159236.28 451.35 36514.15 563.49 158.1 37300 280 80 800

60 1 0.1 31847.26 90.27 7302.83 112.70 158.1 7460 56 16 160

0.6 1 0.1 318.47 0.90 73.03 1.13 158.1 74.6 0.56 0.16 1.6

동특성 모사의 수행은 앞서 그림 3.1.37황산증류탑 운 경계조건 입력 시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황산증류탑 클래스의 멤버함수의 매개변수를 표 3.1.31에 따라 바꿔가며 3가지 경

우에 해서 실행하 다.

수소생산율 300,60,0.6mol/s를 기 으로 주입물질의 조성,온도 압력 등이 명시되고

공정유체의 흐름을 쉽게 악할 수 있도록 이 라인 번호가 포함된 장치그림을 그림 3.1.45,

46 47에 나타냈다.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황산용액은 이 라인 203번을 통해 증류탑

칼럼 내부로 주입되며, 이 라인 204번에 해당하는 증류탑 재비기에서 농축된 황산용액이,

이 라인 214번에 해당하는 응축기에서는 증류된 H2O가 배출된다.단,start-up과정에서 황

산증류탑의 각 단,리보일러 응축기는 주입 황산용액과 동일한 조성,온도 압력의 황산

용액으로 채운다.동특성 해석결과는 이 라인 204번,214번 라인에서 배출되는 공정유체의

몰 유량과 온도변화를 심으로 나타냈다.

그림 3.1.45.황산증류탑 입력 조건과 공정유체 흐름도(수소생산 300mol/s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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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6.황산증류탑 입력 조건과 공정유체 흐름도(수소생산 60mol/s기 )

그림 3.1.47.황산증류탑 입력 조건과 공정유체 흐름도(수소생산 0.6mol/s기 )

-동특성 해석 결과

① Case1:수소생산율 300mol/s

수소생산율 300mol/s기 으로 황산증류탑의 동특성 모사결과를 그림 3.1.48,49

50에 나타냈다.그림 3.1.48과 49는 증류탑의 재비기와 응축기에서 배출되는 공정유체의 시

간에 따른 몰 유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3.1.50은 재비기와 응축기에서 배출되는 공정유

체의 시간에 따른 온도변화를 나타냈다.그림 3.1.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류탑 재비기로부터

농축된 H2SO4용액이 배출되며 모사시간 상으로 약 150 정도에 정상상태에 도달했다.정상

상태에 도달한 H2SO4용액 몰 유량은 450.73mol/s로 계산되었다. 한 그림 3.1.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류탑 응축기로부터 부분 H2O가 배출되었으며,정상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을 약

150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응축기에서 정상상태에 도달한 H2O의 몰 유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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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12mol/s로 계산되었다.한편,그림 3.1.5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류탑 재비기와 응축기로부

터 배출되는 공정유체의 온도는 정상상태에 도달했을 때 각각 244.8℃,155.2℃로 계산되었는

데 그림 50에서 보듯이 기 start-up과정에서 재비기에서 배출되는 공정유체의 온도상승 곡

선은 매우 가 르게 형성되고 있는 반면 응축기로부터 배출되는 공정유체의 온도상승 곡선은

상 으로 완만하게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배출되는 공정유체의 온도가 정상상

태에 도달하는 시간은 몰 유량에서와 마찬가지로 약 150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② Case2:수소생산율 60mol/s

수소생산율 60mol/s를 기 으로 한 황산증류탑의 동특성 해석결과를 그림 3.1.51,

52 53에 나타냈다.그림 3.1.51과 52는 황산증류탑 재비기와 응축기로부터 배출되는 공정유체

의 시간에 따른 몰 유량 변화에 한 모사결과를 나타낸 것이다.그림 3.1.51에서 보는 바와 같

이 Case1의 수소생산율 300mol/s와 마찬가지로 공정유체의 몰 유량이 정상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은 약 150 정도로 계산되었으며,증류탑 재비기로부터 배출되는 정상상태의 공정유체 몰

유량은 H2SO4는 90.15mol/s,H2O는 12.47로 나타났다. 한 그림 3.1.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류탑 응축기로부터 배출되는 정상상태의 공정유체의 몰 유량은 H2SO4는 0.12mol/s,H2O는

100.22mol/s로서 H2SO4는 미량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그림 3.1.53은 증류탑 재비기와 응축기로부터 배출되는 공정유체의 온도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정상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은 Case1과 마찬가지로 150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되

었다.정상상태에 도달한 경우 재비기와 응축기로부터 배출되는 공정유체의 온도는 각각 244.8

℃,155.2℃로 계산되어 Case1의 경우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그래 양상 역시 Case

1의 경우와 동일하게 재비기 측의 그래 는 기 start-up과정에서 가 르게 상승하고 있는

반면,응축기 측의 그래 는 완만하게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③ Case3:수소생산율 0.6mol/s

수소생산율 0.6mol/s를 기 으로 한 황산증류탑의 동특성 해석결과를 그림

3.1.54,55 56에 나타냈다.그림 3.1.54와 55는 황산증류탑 재비기와 응축기로부터 배출되는

공정유체의 시간에 따른 몰 유량 변화에 한 모사결과를 나타낸 것이다.Case1과 Case2의

수소생산율 300,60mol/s와 마찬가지로 공정유체의 몰 유량이 정상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은 약

150 정도로 계산되어졌다.그림 3.1.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류탑 재비기로부터 배출되는 정

상상태의 공정유체 몰 유량은 H2SO4는 0.901mol/s,H2O는 0.125로 나타났다. 한,그림

3.1.5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류탑 응축기로부터 배출되는 정상상태의 공정유체의 몰 유량은

H2SO4는 1.23×10-3mol/s,H2O는 1.00mol/s로서 H2SO4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한편,그림 3.1.56은 증류탑 재비기와 응축기로부터 배출되는 공정유체의 온도변화를 나

타낸 것으로 정상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은 Case1과 Case2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50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정상상태에 도달한 경우 재비기와 응축기로부터 배출되는 공정유

체의 온도는 각각 244.8℃,155.2℃로 계산되어 설정된 수소생산율 모든 경우에서 동일한 결

과를 보여주었다.그래 양상 역시 Case1과 Case2의 경우와 동일하게 재비기 측의 그래

는 기 start-up과정에서 가 르게 상승하고 있는 반면,응축기 측의 그래 는 완만하게 상

승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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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8.황산증류탑 재비기에서 배출되는 공정유체의 시간에 따른 몰 유량 변화 (Case1)

그림 3.1.49.황산증류탑 응축기에서 배출되는 공정유체의 시간에 따른 몰 유량 변화 (Case1)

그림 3.1.50.황산증류탑 재비기와 응축기에서 배출되는 유체의 시간에 따른 온도변화 (Cas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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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1.황산증류탑 재비기로부터 배출되는 공정유체의 몰 유량 변화 (Case2)

그림 3.1.52.황산증류탑 응축기로부터 배출되는 공정유체의 몰 유량 변화 (Case2)

그림 3.1.53.황산증류탑 재비기와 응축기로부터 배출되는 공정유체의 온도 변화 (Cas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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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4.황산증류탑 재비기로부터 배출되는 공정유체의 몰 유량 변화(Case3)

그림 3.1.55.황산증류탑 응축기로부터 배출되는 공정유체의 몰 유량 변화(Case3)

그림 3.1.56.황산증류탑 재비기와 응축기로부터 배출되는 공정유체의 온도변화(Cas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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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황산증발기

-해석과정 개요

수소생산율 300,60,0.6mol/s의 3가지 경우에 따른 황산증발기의 운 경계조건

을 요약하면 표 3.1.32와 같다.여기서 수소생산율 300mol/s의 경우 참고문헌[3.1.9]에 제시한

“ThermalEfficiencyofanElectrodialysis& MembraneSeparation-EmbeddedSulfur-Iodine

Process"(설계문서번호 NHDD-HI-CA-10-001)를 참조하여 설정하 으며,나머지 수소생산율

60,0.6mol/s의 경우에 해서는 사이징 결과를 참조하여 설정하 다.황산증발기의 경우 헬륨

으로부터 열을 공 받는 장치로서 헬륨에 한 몰 유량,온도 압력에 한 정보가 필요하

다.표 3.1.32에서 황산증발기로 유입되는 공정유체는 황산증류탑의 재비기로부터 배출된 정상

상태의 공정유체로서 가압기를 거쳐 7.090bar로 상압된 것이다.한편,공 열원인 헬륨의 온도

는 황산열분해기의 shell측에서 배출되는 정상상태의 온도 값으로 50bar의 압력으로 황산증발

기의 tube측으로 유입된다고 설정하 다. 기 황산증발기의 내부 shell은 주입 황산용액과 동

일한 조성,온도 압력으로 채워져 있고 황산용액의 수 는 자동조 장치에 의해서 제어된

다고 가정한다.

표 3.1.32.수소생산율에 따른 황산증발기의 운 경계조건

H2SO4 Vaporizer

Hydrogen 
production 

rate
(mol/s)

Time 
interval

(s)

Pressure
(bar)

H2O
(mol/s)

H2SO4

(mol/s)
SO3

(mol/s)
SO2

(mol/s)
O2

(mol/s)
temp.
(℃)

He gas
(mol/s)

He 
temp.
(℃)

He 
pressure

(bar)

300 0.1 7.09 54.16 451.31 0 0 0 233.8 12482.5 686.7 50

60 0.1 7.09 10.83 90.26 0 0 0 233.8 2496.5 686.7 50

0.6 0.1 7.09 0.11 0.90 0 0 0 233.8 24.965 686.7 50

동특성 모사의 수행은 앞서 나타낸 그림 3.1.38황산증발기 개별 동특성 모사코드 내의 운

경계조건 입력 시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황산증발기 클래스의 멤버함수의 매개변수를 표

32에 제시된 값으로 변경시켜가며 3가지 수소생산율에 한 제를 실행하 다.수소생산율

300,60,0.6mol/s를 기 으로 주입물질의 조성,온도 압력 등이 명시되고 공정유체의 흐름

을 쉽게 악할 수 있도록 이 라인 번호가 포함된 황산증발기 장치그림을 그림 3.1.57,58

59에 나타냈다.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98wt.%의 황산용액은 이 라인 205번을 통해

증발기의 shell측으로 유입되며,헬륨은 이 라인 He06번을 통해 tube측으로 유입된다.헬륨

으로부터 열을 공 받아 끓는 에 도달한 후 발생한 SO3포함한 공정유체는 206번을 통해 배

출되며,황산용액과 열 교환이 끝난 헬륨은 He07라인을 통해 배출된다.따라서 동특성 해석결

과는 각 그림에 표시된 이 라인 206번 라인에서 배출되는 공정유체의 몰 유량,온도변화와

He07라인에서 배출되는 헬륨의 온도변화를 심으로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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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7.황산증발기의 입력조건과 공정유체의 흐름도 (수소생산 300mol/s)

그림 3.1.58.황산증발기의 입력조건과 공정유체의 흐름도 (수소생산 60mol/s)

그림 3.1.59.황산증발기의 입력조건과 공정유체의 흐름도 (수소생산 0.6mol/s)

-동특성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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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Case1:수소생산율 300mol/s

수소생산율 300mol/s기 으로 황산증발기의 동특성 모사결과를 그림 3.1.60과 61

에 나타냈다.그림 3.1.60은 증발기 shell측에서 배출되는 공정유체의 시간에 따른 몰 유량 변화

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3.1.61은 증발기 shell과 tube측에서 배출되는 공정유체와 헬륨의 시간

에 따른 온도변화를 나타낸 것이다.그림 3.1.6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헬륨으로부터 열을 공 받

은 후 략 43 부터 SO3을 포함한 공정유체가 발생하며,바로 정상상태를 유지한다.수소생산

율 300mol/s기 으로 발생한 공정유체의 몰 유량 비는 H2O:H2SO4:SO3=229.32:276.15

:175.16mol/s와 같다.한편,그림 3.1.6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황산증발기 shell측에서 배출되는

공정유체의 정상상태 온도는 414.0℃,tube측에서 배출되는 헬륨의 정상상태 온도는 443.3℃로

계산되었다.Shell측 온도 그래 는 크게 두 구간으로 나 수 있는데 시뮬 이션 시간 43 를

기 으로 이 구간은 98wt.%의 황산용액이 헬륨으로부터 열을 공 받아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나타내고 이후 구간은 황산용액이 끓는 에 도달하여 SO3을 포함한 혼합기체가 발생하여

정상상태를 유지하는 온도구간이다. 한,황산용액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tube측 헬륨의 온

도도 비례 으로 상승함을 볼 수가 있다.

② Case2:수소생산율 60mol/s

수소생산율 60mol/s를 기 으로 황산증발기의 동특성 모사결과를 그림 3.1.62와 63

에 나타냈다.그림 3.1.62는 증발기의 shell측에서 배출되는 공정유체의 시간에 따른 몰 유량 변

화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64는 증발기의 shell과 tube측에서 배출되는 공정유체와 헬륨의 시간

에 따른 온도변화를 나타낸 것이다.그림 3.1.6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헬륨으로부터 열을 공 받

은 후 략 43 부터 SO3을 포함한 혼합기체가 발생하며,바로 정상상태를 유지한다.황산증발

기의 shell측으로부터 발생한 공정유체의 몰 유량 비는 H2O:H2SO4:SO3=55.23:45.86:

35.03mol/s와 같다.한편,그림 3.1.6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황산증발기 shell출구 측에서 배출

되는 공정유체의 정상상태 온도는 414.0℃,tube출구 측에서 배출되는 헬륨의 정상상태 온도

는 443.3℃로 계산되었다.

③ Case3:수소생산율 0.6mol/s

수소생산율 0.6mol/s기 으로 황산증발기의 동특성 모사결과를 그림 3.1.64와 65에

나타냈다.그림 3.1.64는 증발기의 shell측에서 배출되는 공정유체의 시간에 따른 몰 유량변화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3.1.65은 증발기의 shell과 tube측에서 배출되는 공정유체와 헬륨의 시간에

따른 온도변화를 나타낸 것이다.그림 3.1.6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헬륨으로부터 열을 공 받은

후 략 670 부터 SO3을 포함한 공정유체가 발생하며,바로 정상상태를 도달한다.이때,황산

증발기의 shell측으로부터 배출된 공정유체의 몰 유량 비는 H2O:H2SO4:SO3=0.55:0.46:

0.35mol/s와 같다.수소생산율 300,60mol/s와는 달리 이 경우는 정상상태에 도달하는데 상

으로 긴 시간이 소요된다.한편,그림 3.1.6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황산증발기 shell측에서 배

출되는 공정유체의 정상상태 온도는 414.0℃,tube측에서 배출되는 헬륨의 정상상태 온도는

443.3℃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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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0.황산 증발기 shell측에서 배출되는 공정유체의 시간에 따른 몰 유

량 변화(Case1)

그림 3.1.61.황산 증발기 shell과 tube측에서 배출되는 공정유체와 헬륨의 시

간에 따른 온도 변화(Cas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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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2.황산 증발기 shell측에서 배출되는 공정유체의 시간에 따른 몰 유

량 변화(Case2)

그림 3.1.63.황산 증발기 shell과 tube측에서 배출되는 공정유체와 헬륨의 시

간에 따른 온도변화(Cas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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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4.황산 증발기 shell측에서 배출되는 공정유체의 시간에 따른 몰 유

량 변화(Case3)

그림 3.1.65.황산 증발기 shell과 tube측에서 배출되는 공정유체와 헬륨의 시

간에 따른 온도 변화(Cas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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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황산열분해기

-해석과정 개요

수소생산율 300,60,0.6mol/s의 3가지 경우에 따른 황산열분해기의 운 경계조

건을 요약하면 표 3.1.33과 같다.표 3.1.33에 설정된 운 경계조건들은 사이징 결과를 참조

한 값이다.황산증발기와 마찬가지로 황산열분해기는 헬륨으로부터 열을 공 받는 장치로서 헬

륨에 한 몰 유량,온도 압력에 한 정보가 필요하다.표 3.1.33에서 황산열분해기로 유입

되는 공정유체 몰 유량과 온도는 황산증발기의 shell측 출구로부터 배출된 정상상태의 공정유

체이다.한편,공 열원인 헬륨의 온도는 삼산화황 매열분해기의 shell측에서 배출되는 정상

상태의 온도 값으로 50bar의 압력으로 황산열분해기 shell측으로 유입된다.동특성 모사의 수

행은 앞서 제시한 그림 3.1.39황산열분해기 개별 동특성 모사 코드내의 운 경계조건 입

력 시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로그램 실행에 련된 해당 변수를 표 3.1.31에 따라 그 값을

달리하며 수소생산율 3가지 경우에 해서 실행하 다.

수소생산율 300,60,0.6mol/s를 기 으로 주입물질의 조성,온도 압력 등이 명시되고 공

정유체의 흐름을 쉽게 악할 수 있도록 이 라인 번호가 포함된 황산열분해기 장치그림을

그림 3.1.66,67 68에 나타냈다.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황산증발기로부터 배출된 공정유

체가 이 라인 206번을 통해 황산열분해기의 tube측으로 유입되며,헬륨은 이 라인 He04

번을 통해 황산열분해기의 shell측으로 유입된다.실제 start-up과정에서는 812.7℃의 헬륨이

shell측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tube측으로 414.0℃의 공정유체가 유입되면서 열 교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단,공정유체가 헬륨과 열 교환이 이루어지기 의 tube측의 내부가

스로서 shell측과 동일한 812.7℃의 헬륨이 7.09bar로 차 있는 것으로 가정하 다.동특성 해

석결과는 그림 3.1.66,67 68에 표시된 이 라인 207번 라인에서 배출되는 공정유체의 몰

유량,온도변화와 He07라인에서 배출되는 헬륨의 온도변화를 심으로 나타냈다.

표 3.1.33.수소생산율에 따른 황산열분해기의 운 경계조건

H2SO4Decomposer

Hydrogen
production
rate
(mol/s)

Time
interval
(s)

Pressure
(bar)

H2O
(mol/s)

H2SO4
(mol/s)

SO3
(mol/s)

SO2
(mol/s)

O2
(mol/s)

temp.
(℃)

Hegas
(mol/s)

He
temp.
(℃)

He
pressure
(bar)

300 0.1 7.09 228.06 277.41 173.90 0 0 414.0 16697.74 812.7 50

60 0.1 7.09 45.61 55.48 34.78 0 0 414.0 3339.548 812.7 50

0.6 0.1 7.09 0.46 0.55 0.35 0 0 414.0 33.39548 812.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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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6.황산열분해기 입력조건과 공정유체의 흐름도(수소생산율 300mol/s기 )

그림 3.1.67.황산열분해기 입력조건과 공정유체의 흐름도(수소생산 60mol/s기 )

그림 3.1.68.황산열분해기 입력조건과 공정유체의 흐름도(수소생산 0.6mol/s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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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결과

① Case1:수소생산율 300mol/s

수소생산율 300mol/s를 기 으로 황산열분해기의 동특성 해석결과를 그림 3.1.69와

70에 나타냈다.그림 3.1.69는 황산열분해기의 tube측에서 배출되는 공정유체의 시간에 따른 몰

유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3.1.70은 황산열분해기의 shell과 tube측에서 배출되는 헬륨과

공정유체의 시간에 따른 온도변화를 나타낸 것이다.그림 3.1.6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간에 따

라 반응기내의 분해반응이 일어나면서 공정유체내의 H2SO4성분이 감소하여 H2O와 SO3의 성

분이 증가됨을 알 수 있다. 한 각 공정유체가 정상상태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2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되었으며,이때 공정유체의 몰 유량 비는 H2O :H2SO4 :SO3 =

498.82:6.65:444.66mol/s와 같다.한편,그림 71에서 보는 바와 같이 shell측에서 배출되는

헬륨의 정상상태 온도는 750℃,tube측에서 배출되는 공정유체의 정상상태 온도는 686.7℃로

계산되었다. 한,각각의 온도가 정상상태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2 정도 소요

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② Case2:수소생산율 60mol/s

수소생산율 60mol/s를 기 으로 황산열분해기의 동특성 해석결과를 그림 3.1.71과

72에 나타냈다.그림 3.1.71은 황산열분해기의 tube측에서 배출되는 공정유체의 시간에 따른 몰

유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3.1.72에는 황산열분해기의 shell과 tube측에서 배출되는 헬

륨과 공정유체의 시간에 따른 온도변화를 나타낸 것이다.그림 3.1.7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공정유체가 정상상태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Case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약 2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되었으며,이때의 공정유체의 몰 유량 비는 H2O:H2SO4:SO3=99.76:

1.34:88.93mol/s와 같다.한편,그림 3.1.72에서 보는 바와 같이 shell측에서 배출되는 헬륨의

정상상태 온도는 750℃,tube측에서 배출되는 공정유체의 정상상태 온도는 686.7℃로 나타났다.

③ Case3:수소생산율 0.6mol/s

수소생산율 0.6mol/s를 기 으로 황산열분해기의 동특성 해석결과를 그림 3.1.73과

74에 나타냈다.그림 3.1.73은 황산열분해기의 tube측에서 배출되는 공정유체의 시간에 따른 몰

유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3.1.74는 황산열분해기의 shell과 tube측에서 배출되는 헬륨과

공정유체의 시간에 따른 온도변화를 나타낸 것이다.그림 3.1.7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공정유

체가 정상상태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2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되었으며,이때

공정유체의 몰 유량 비는 H2O :H2SO4:SO3=1.00:0.01:0.89mol/s와 같다.한편,그림

3.1.74에서 보는 바와 같이 shell측에서 배출되는 헬륨의 정상상태 온도는 750℃,tube측에서 배

출되는 공정유체의 정상상태 온도는 686.7℃로 Case1과 Case2와 같은 계산결과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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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9.황산열분해기 tube측에서 배출되는 공정유체의 시간에 따른 몰

유량 변화(Case1)

그림 3.1.70.황산열분해기 shell과 tube측에서 배출되는 헬륨과 공정유체의 시

간에 따른 온도 변화(Cas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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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1.황산열분해기 tube측에서 배출되는 유체의 시간에 따른 몰 유량

변화(Case2)

그림 3.1.72.황산열분해기 shell과 tube측에서 배출되는 헬륨과 공정유체의 시

간에 따른 온도 변화(Cas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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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3.황산열분해기 tube측에서 배출되는 유체의 시간에 따른 몰 유량

변화(Case3)

그림 3.1.74.황산열분해기 shell과 tube측에서 배출되는 헬륨과 공정유체의 시

간에 따fms온도 변화(Cas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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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삼산화황 매 열분해기

-해석과정 개요

수소생산율 300,60,0.6mol/s의 3가지 경우에 하여 삼산화황 매 열분해기의 운

경계조건을 설정하면 표 3.1.34와 같다.표에서 설정된 운 경계조건들은 사이징 결

과를 참조한 값이다.황산열분해기와 마찬가지로 삼산화황 매 열분해기는 헬륨으로부터 열을

공 받는 장치로서 헬륨에 한 몰 유량,온도 압력에 한 정보가 필요하다.표 3.1.34에서

삼산화황 매 열분해기로 유입되는 공정유체는 황산열분해기의 tube측에서 배출된 정상상태

의 공정유체이다.한편,공 열원인 헬륨의 온도는 간열교환기의 출구에서 배출되는 온도 값

으로 50bar의 압력으로 삼산화황 매 열분해기 shell측으로 유입된다.

표 3.1.34.수소생산율에 따른 삼산화황 매 열분해기의 운 경계조건

SO3Decomposer

Hydrogen
production
rate
(mol/s)

Time
interval
(s)

Pressure
(bar)

H2O
(mol/s)

H2SO4
(mol/s)

SO3
(mol/s)

SO2
(mol/s)

O2
(mol/s)

temp.
(℃)

Hegas
(mol/s)

He
temp.
(℃)

He
pressure
(bar)

300 0.1 7.09 498.78 6.68 444.62 0 0 750.0 16697.74 910 50

60 0.1 7.09 99.76 1.34 88.92 0 0 750.0 3339.548 910 50

0.6 0.1 7.09 1.00 0.01 0.89 0 0 750.0 33.39548 910 50

동특성 모사의 수행은 앞서 제시한 그림 3.1.40삼산화황 매 열분해기의 개별 동특성 모사

코드내의 운 경계조건 입력 시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로그램 실행에 련된 해당 변

수를 표 3.1.31에 따라 그 값을 달리하며 수소생산율 3가지 경우에 해서 실행하 다.수소생

산율 300,60,0.6mol/s를 기 으로 주입물질의 조성,온도 압력 등이 명시되고 공정유체의

흐름을 쉽게 악할 수 있도록 이 라인 번호가 포함된 삼산화황 매 열분해기의 장치그림

을 그림 3.1.75,76 777에 나타냈다.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황산열분해기로부터 배출된

공정유체가 이 라인 207번을 통해 황산열분해기의 tube측으로 유입되며,헬륨은 이 라인

He02번을 통해 황산열분해기의 shell측으로 유입된다.실제 start-up과정에서는 910℃의 헬륨

이 shell측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tube측으로 750℃의 공정유체가 주입되면서 열 교환

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단,공정유체가 헬륨과 열 교환이 이루어지기 의 tube측의 내부

가스로서 shell측과 동일한 910℃의 헬륨이 7.09bar로 차 있고 shell과 tube측간은 완 한 열

평형상태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 다.

동특성 해석결과는 그림에 표시된 이 라인 208번 라인에서 배출되는 공정유체의 몰 유량,

온도변화와 He04라인에서 배출되는 헬륨의 온도변화를 심으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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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5.삼산화황 매열분해기의 입력조건 (수소생산율 300mol/s기 )

그림 3.1.76.삼산화황 매열분해기의 입력조건 (수소생산율 60mol/s기 )

그림 3.1.77.삼산화황 매열분해기 입력조건(수소생산율 0.6mol/s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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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결과

① Case1:수소생산율 300mol/s

수소생산율 300mol/s를 기 으로 삼산화황 매 열분해기의 동특성 해석결과를 그

림 3.1.78과 79에 나타냈다.그림 3.1.78은 삼산화황 매 열분해기의 tube측에서 배출되는 공정

유체의 시간에 따른 몰 유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3.1.79는 삼산화황 매 열분해기의

shell측과 tube측에서 배출되는 헬륨과 공정유체의 시간에 따른 온도변화를 나타낸 것이다.그

림 3.1.7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공정유체가 정상상태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2 정

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되었으며,이때 공정유체의 몰 유량 비는 H2O:H2SO4:SO3:SO2:

O2=503.35:2.12:163.44:285.76:142.88mol/s와 같다.한편,그림 3.1.79에서 보는 바와

같이 shell측에서 배출되는 헬륨의 정상상태 온도는 812.62℃,tube측에서 배출되는 공정유체

의 정상상태 온도는 849.78℃로 계산되었다.

② Case2:수소생산율 60mol/s

수소생산율 60mol/s를 기 으로 삼산화황 매 열분해기의 동특성 해석결과를 그림

3.1.80과 81에 나타냈다.그림 3.1.80은 삼산화황 매 열분해기의 tube측에서 배출되는 공정유

체의 시간에 따른 몰 유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3.1.81은 삼산화황 매 열분해기의

shell측과 tube측에서 배출되는 헬륨과 공정유체의 시간에 따른 온도변화를 나타낸 것이다.그

림 8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공정유체가 정상상태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2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되었으며,이때 공정유체의 몰 유량은 H2O:H2SO4:SO3:SO2:O2=

100.67:0.42:32.69:57.15:28.58mol/s와 같다.한편,그림 82에서 보는 바와 같이 shell측

에서 배출되는 헬륨의 정상상태 온도는 812.6℃,tube측에서 배출되는 공정유체의 정상상태

온도는 849.8℃로 계산되었다.

③ Case3:수소생산율 0.6mol/s

수소생산율 0.6mol/s를 기 으로 삼산화황 매 열분해기의 동특성 해석결과를 그

림 3.1.82와 83에 나타냈다.그림 3.1.82는 삼산화황 매 열분해기의 tube측에서 배출되는 공정

유체의 시간에 따른 몰 유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3.1.83은 삼산화황 매 열분해기의

shell측과 tube측에서 배출되는 헬륨과 공정유체의 시간에 따른 온도변화를 나타낸 것이다.그

림 3.1.8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공정유체가 정상상태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2 정

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되었으며,이때 공정유체의 몰 유량 비는 H2O:H2SO4:SO3:SO2:

O2=1.01:0.00:0.26:0.63:0.32mol/s와 같다.한편,그림 3.1.83에서 보는 바와 같이 shell

측에서 배출되는 헬륨의 정상상태 온도는 806.4℃,tube측에서 배출되는 공정유체의 정상상태

온도는 834.9℃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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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8.삼산화황 열분해기 tube측에서 배출되는 유체의 시간에 따른 유

량 변화(Case1)

그림 3.1.79.삼산화황 열분해기 shell과 tube측에서 배출되는 헬륨과 공정유체

의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Cas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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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0.삼산화황 열분해기 tube측에서 배출되는 유체의 시간에 따른 유

량 변화(Case2)

그림 3.1.81.삼산화황 열분해기 shell과 tube측에서 배출되는 헬륨과 공정유체

의 시간에 따른 온도변화(Cas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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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2.삼산화황 열분해기 tube측에서 배출되는 유체의 시간에 따른 유

량 변화(Case3)

그림 3.1.83.삼산화황 열분해기 shell과 tube측에서 배출되는 헬륨과 공정유체

의 시간에 따른 온도변화(Cas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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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HIx용액 다단 증발농축기

-해석과정 개요

수소생산율 300,60,0.6mol/s의 3가지 경우에 따른 HIx용액 다단 증발농축기의 운

경계조건을 요약하면 표 3.1.35와 같다.여기서 수소생산율 300mol/s의 경우 참고문헌

[3.1.9]에서 제시한 값을 참조하여 설정하 으며,나머지 수소생산율 60,0.6mol/s의 경우에

해서는 사이징 결과를 참조하여 설정하 다.단,공정유체의 주입온도의 경우 주입조성의 끓는

을 과하지 않는 256℃로 설정하 다[3.1.24].

동특성 모사수행은 앞서 기술한 그림 3.1.40의 HIx용액 다단 증발농축기 개별 동특성 모사

코드내의 운 경계조건 입력 시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로그램 실행에 련된 해당 변

수를 표 3.1.35에 따라 그 값을 달리하며 3가지 수소생산율에 해서 실행하 다.

표 3.1.35.수소생산율에 따른 HIx용액 다단 증발농축기의 운 경계조건

HIxDistillationcolumn

Hydrogen
production
rate
(mol/s)

Time
interval
(s)

Pressure
(bar)

H2O
(mol/s)

HI
(mol/s)

I2
(mol/s)

H2
(mol/s)

Temp.
(℃)

Reboiler
heat
duty
(kcal/s)

Holdup
(mole)

Condenser
~

Stage4

Feed(5)~
Stage8

Reboiler
(Stage9)

300 0.1 40 17569.66 3878.51 6227.61 0 256 34427.7 45455.64 66666.67 1000000

60 0.1 40 3513.93 775.70 1245.52 0 256 6885.5 607.15 13333.33 200000

0.6 0.1 40 35.14 7.76 12.46 0 256 68.9 80.00 133.33 2000

수소생산율 300,60,0.6mol/s를 기 으로 주입물질의 조성,온도 압력 등이 명시되고 공

정유체의 흐름을 쉽게 악할 수 있도록 이 라인 번호가 포함된 HIx용액 다단 증발농축기

의 장치그림을 그림 3.1.84,85 86에 나타내었다.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HIx용액은 이

라인 304번을 통해 유입되며 농축된 HI는 307번 라인으로 배출된다. 기 Start-up과정은 증

류탑 내부 각 단은 주입물질과 동일한 조성,온도 압력으로 채워져 있고 리보일러의 가동이

시작됨과 동시에 모사가 이루어진다고 설정하 다.

동특성 해석의 결과는 증류탑의 응축기,즉 307번 라인으로 배출되는 공정유체의 시간에 따

른 몰 유량,온도 변화와 증류탑의 재비기,즉 305번 라인으로 배출되는 공정유체의 시간에 따

른 몰 유량,온도 변화를 심으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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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84.HIx용액다단증발농축기의입력조건과공정유체의흐름도(수소생산율300mol/s기 )

그림3.1.85.HIx용액다단증발농축기의입력조건과공정유체의흐름도(수소생산60mol/s기 )

그림3.1.86.HIx용액다단증발농축기의입력조건과공정유체의흐름도(수소생산0.6mol/s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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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결과

① Case1:수소생산율 300mol/s

수소생산율 300mol/s를 기 으로 HIx용액 다단증류탑의 동특성 해석결과를 그림

3.1.87,88 89에 나타냈다.그림 3.1.87은 증류탑의 응축기에서 배출되는 공정유체의 시간에

따른 몰 유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3.1.88은 증류탑의 재비기에서 배출되는 공정유체의

시간에 따른 몰 유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한편,그림 3.1.89는 응축기와 재비기에서 배출되

는 공정유체의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그림 3.1.8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류

탑 응축기에서 배출되는 공정유체의 정상상태 도달시간은 약 200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

산되었고 그때의 몰 유량 비는 H2O :HI:I2=1464.70:1035.21:119.23mol/s로 나타났다.

그림 3.1.8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류탑 재비기에서 배출되는 공정유체의 정상상태 도달시간도

약 200 정도로 계산되었으며 그때의 몰 유량 비는 H2O :HI:I2 =16104.92:2843.30:

6108.40mol/s로 계산되었다.그림 3.1.8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비기와 응축기에서 배출되는

공정유체의 온도는 약 200 에서 정상상태에 모두 도달하 으며,그때의 온도는 각각 277.9℃

와 289.8℃로 계산되었다.

② Case2:수소생산율 60mol/s

수소생산율 60mol/s를 기 으로 HIx용액 다단 증발농축기의 동특성 해석결과를 그

림 3.1.90,91 92에 나타냈다.그림 3.1.90은 증류탑의 응축기에서 배출되는 공정유체의 시간

에 따른 몰 유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3.1.91은 증류탑의 재비기에서 배출되는 공정유체

의 시간에 따른 몰 유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한편,그림 93은 응축기와 재비기에서 배출되

는 공정유체의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그림 3.1.9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소

생산 60mol/s기 으로 증류탑 응축기에서 배출되는 공정유체의 정상상태 도달시간은 Case1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약 200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되었으며,이때의 몰 유량 비는

H2O:HI:I2=292.93:207.04:23.86mol/s로 계산되었다. 한,그림 3.1.9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류탑의 재비기로부터 배출되는 공정유체의 몰 유량 비는 H2O :HI:I2 =3220.98:

568.66:1221.68mol/s로 계산되었다.HIx용액 다단 증발농축기의 응축기와 재비기에서 배출되

는 공정유체의 온도는 정상상태에 도달했을 경우 그림 3.1.9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 277.9

℃와 289.8℃로 계산되었다. 한 정상상태 도달시간도 Case1의 경우와 동일하게 약 200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Case3:수소생산율 0.6mol/s

수소생산율 0.6mol/s를 기 으로 HIx용액 다단 증발농축기의 동특성 해석결과를 그

림 3.1.93,94 95에 나타냈다.그림 3.1.93은 증류탑의 응축기에서 배출되는 공정유체의 시간

에 따른 몰 유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3.1.94는 증류탑의 재비기에서 배출되는 공정유체

의 시간에 따른 몰 유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한편,그림 3.1.95는 응축기와 재비기에서 배출

되는 공정유체의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그림 9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소생

산율 0.6mol/s의 경우 증류탑의 응축기에서 배출되는 공정유체의 몰 유량 비는 H2O:HI:I2

=2.93:2.07:0.24mol/s로 계산되었다. 한,그림 3.1.9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비기로부터

배출되는 공정유체의 몰 유량 비는 H2O :HI:I2=32.21:5.69:12.22mol/s로 계산되었다.

각각의 응축기와 재비기에서 배출되는 몰 유량은 약 200 에서 정상상태에 도달했으며,이는

Case1과 Case2의 경우와 동일하다.한편,증류탑의 응축기와 재비기에서 배출되는 온도의 경

우도 그림 3.1.9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 277.9℃와 289.8℃로 계산되었고 수행한 모든 수



Ⅵ-103

소생산율의 경우에 해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3.1.87.HIx용액 다단 증발농축기의 탑상 생성물의 시간에 따른 몰 유량 변화 (Case1)

그림 3.1.88.HIx용액 다단 증발농축기의 탑 생성물의 시간에 따른 몰 유량 변화(Case1)

그림 3.1.89.HIx용액 다단 증발농축기의 탑상,탑 생성물의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Cas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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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0.HIx용액 다단 증발농축기의 탑상 생성물의 시간에 따른 몰 유량 변화(Case2)

그림 3.1.91.HIx용액 다단 증발농축기의 탑 생성물의 시간에 따른 몰 유량 변화(Case2)

그림 3.1.92.HIx용액 다단 증발농축기의 탑상,탑 생성물의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Cas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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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3.HIx용액 다단 증발농축기의 탑상 생성물의 시간에 따른 몰 유량 변화(Case3)

그림 3.1.94.HIx용액 다단 증발농축기의 탑 생성물의 시간에 따른 몰 유량 변화(Case3)

그림 3.1.95.HIx용액 다단 증발농축기 탑상,탑 생성물의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Cas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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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HI혼합기체 열기

수소생산율 300,60,0.6mol/s를 기 으로 HI혼합기체 열기의 운 경계조건을

요약하면 표 36과 같다.표 3.1.36에 제시된 운 경계조건들 수소생산 300mol/s에 해당

조건들은 참고문헌[3.1.9] “Thermal Efficiency of an Electrodialysis & Membrane

Separation-EmbeddedSulfur-IodineProcess"를 참조하여 설정하 고,나머지 60,0.6mol/s에

한 조건들은 사이징 결과를 참조하여 용하 다.

표 3.1.36.수소생산율에 따른 HI혼합기체 열기의 운 경계조건

HIPre-heater

Hydrogen
production
rate
(mol/s)

Time
interval
(s)

Pressure
(bar)

H2O
(mol/s)

HI
(mol/s)

I2
(mol/s)

H2
(mol/s)

Temp.
(℃)

Hegas
(mol/s)

Hetemp.
(℃)

He
pressure
(bar)

300 0.1 40 1294.06 978.00 234.91 0 274.4 4215.24 643.2 50

60 0.1 40 258.81 195.60 46.98 0 274.4 843.05 643.2 50

0.6 0.1 40 2.59 1.96 0.47 0 274.4 8.43 643.2 50

HI혼합기체 열기의 동특성 모사 수행은 앞서 제시한 그림 3.1.42“HI혼합기체 열기 개

별 동특성 모사 코드내의 운 경계조건 입력 시”에서와 같이 련된 매개변수를 표

3.1.36에 제시된 값으로 변경시켜가며 3가지 수소생산율의 경우에 해서 실행하 다.수소생

산율 300,60,0.6mol/s를 기 으로 주입물질의 조성,온도 압력 등이 명시되고 공정유체의

흐름을 쉽게 악할 수 있도록 이 라인 번호가 포함된 HI혼합기체 열기의 장치그림을

그림 3.1.96,97 98에 나타냈다.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7번 라인으로 HI혼합가스가 HI

혼합기체 열기의 tube측으로 유입되며,He09번으로 유입된 헬륨과 열 교환이 이루어진다.이

과정에서 HI분해반응은 없고 단순 헬륨-공정유체 사이의 열교환만 존재한다. 기 start-up과

정은 Section2의 황산열분해기의 shell측에서 배출되는 정상상태의 643.3℃ 헬륨이 열기의

shell측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태에서 tube측으로 HI혼합기체가 유입된다고 가정하 다.HI혼

합기체의 유입이 이 tube측은 shell측과 동일한 643.3℃ 헬륨이 차 있는 것으로 가정하 다.

동특성 해석결과는 각 그림에 표시된 이 라인 306번 라인에서 배출되는 공정유체의 온도변

화와 He출구라인에서 배출되는 헬륨의 온도변화를 심으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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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6.HI혼합기체 열기 입력조건과 공정유체 흐름도 (수소생산율 300mol/s기 )

그림 3.1.97.HI혼합가스 열기 입력 조건과 공정유체의 흐름도(수소생산 60mol/s기 )

그림 3.1.98.HI혼합기체 열기 입력조건과 공정유체의 흐름도(수소생산 0.6mol/s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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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Case1:수소생산율 300mol/s

수소생산율 300mol/s를 기 으로 HI혼합기체 열기에 한 동특성 해석결과를

그림 3.1.99에 나타내었다.그림 3.1.99는 HI혼합기체 열기의 shell과 tube측에서 배출되는

헬륨과 공정유체의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그림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열

기의 shell과 tube측에서 배출되는 헬륨과 공정유체의 온도는 약 2 에서 정상상태에 도달했으

며,그때의 온도는 각각 470℃,450℃로 계산되었다.

② Case2:수소생산율 60mol/s

수소생산율 60mol/s를 기 으로 HI혼합기체 열기에 한 동특성 해석결과를 그

림 3.1.100에 나타냈다.그림 3.1.100은 HI혼합기체 열기의 shell과 tube측에서 배출되는 헬

륨과 공정유체의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정상상태 도달 시 각각 470,450℃

로 Case1과 동일하게 계산되었다.

③ Case3:수소생산율 0.6mol/s

수소생산율 0.6mol/s를 기 으로 HI혼합기체 열기에 한 동특성 해석결과를

그림 3.1.101에 나타냈다.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HI혼합기체 열기의 shell과 tube측에서

배출되는 헬륨과 공정유체의 정상상태에 도달한 경우의 온도는 각각 470,450℃로 모든 수소

생산율에서 동일하게 계산되었다.

그림 3.1.99.HI혼합기체 열기의 shell과 tube측에서 배출되는 헬륨과 공정

유체의 시간에 따른 온도변화(Cas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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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00.HI혼합기체 열기의 shell과 tube측에서 배출되는 헬륨과 공정

유체의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Case2)

그림 3.1.101.HI혼합기체 열기의 shell과 tube측에서 배출되는 헬륨과 공정

유체의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Cas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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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HI 매열분해/수소분리 막 반응기

수소생산율 300,60,0.6mol/s의 3가지 경우에 따른 HI 매열분해/수소분리 막 반응

기의 운 경계조건을 요약하면 표 3.1.37과 같다.여기서 수소생산율 300mol/s의 경우 참

고문헌[3.1.9]에 제시한 “Thermal Efficiency of an Electrodialysis & Membrane

Separation-EmbeddedSulfur-IodineProcess"(설계문서번호 NHDD-HI-CA-10-001)를 참조하

여 설정하 으며,나머지 수소생산율 60,0.6mol/s의 경우에 해서는 사이징 결과를 참조하여

설정하 다.

표 3.1.37.수소생산율에 따른 HI 매열분해/수소분리 막 반응기의 운 경계조건

HIDecomposer

Hydrogen
production
rate
(mol/s)

Time
interval
(s)

Pressure
(bar)

H2O
(mol/s)

HI
(mol/s)

I2
(mol/s)

H2
(mol/s)

temp.
(℃)

Hegas
(mol/s)

Hetemp.
(℃)

He
pressure
(bar)

300 0.1 40 1294.06 978.00 234.91 0 450.0 4215.24 686.8 50

60 0.1 40 258.81 195.60 46.98 0 450.0 843.05 686.8 50

0.6 0.1 40 2.59 1.96 0.47 0 450.0 8.43 686.8 50

동특성 모사수행은 앞서 기술한 HI 매열분해/수소분리 막 반응기의 개별 동특성 모사 코

드내의 운 경계조건 입력 시와 같이 해당 련 변수를 표 37에 제시된 값을 수소생산율

에 따라 달리 용하면서 수행하 다.수소생산율 300,60,0.6mol/s를 기 으로 주입물질의

조성,온도 압력 등이 명시되고 공정유체와 헬륨의 흐름을 쉽게 악할 수 있도록 이 라

인 번호가 포함된 HI 매열분해/수소분리 막 반응기 장치그림을 그림 3.1.102,103 104에

나타냈다.여기서 각각의 그림에서 주입되는 헬륨은 Section2의 황산열분해기의 shell측에서

배출된 정상상태의 헬륨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Section2의 황산열분해기로부터 배출된 헬륨이 He08라인을 통해

HI 매열분해/수소분리 막 반응기의 헬륨 chamber로 유입되고 HI혼합기체 열기의 tube측

에서 배출된 공정유체는 308번 라인으로 통해 분해기의 매 열분해기로 유입된다. 기

start-up과정에서 HI혼합기체 반응기 내부의 기 내부가스로서 He08로부터 유입되는 헬륨과

동일한 조성의 헬륨이 40bar로 채워져 있다고 가정한다.동특성 해석의 결과는 수소 분리막

반응기로부터 315번 라인으로 배출되는 공정유체의 몰 유량과 온도와 He09라인으로 배출되는

헬륨의 온도 변화를 심으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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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02.HI 매열분해/수소분리 막 반응기 입력조건과 공정유체의 흐름도

(수소생산율 300mol/s기 ) 

그림 3.1.103.HI 매열분해/수소분리 막 반응기 입력조건과 공정유체의 흐름도

(수소생산 60mol/s기 )

그림 3.1.104.HI 매열분해/수소분리 막 반응기 입력조건과 공정유체의 흐름도

(수소생산 0.6mol/s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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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Case1:수소생산율 300mol/s

수소생산율 300mol/s를 기 으로 HI 매열분해/수소분리 막 반응기의 동특성해석

결과를 그림 3.1.105와 106에 나타냈다.그림 3.1.105는 HI 매열분해/수소분리 막 반응기내의

24개의 수소 분리막 반응기들로부터 배출되는 공정유체의 몰 유량을 합을 화학성분별로 그래

로 나타낸 것이다.그림 3.1.105에서 보는 바와 같이 HI 매열분해/수소분리 막 반응기내의

매 열분해기를 거쳐 수소 분리막 반응기로 배출되는 정상상태에 도달한 공정유체의 몰 유량

을 각 성분별로 합산한 결과는 H2:H2O:HI:I2=306.75:0.15:0.15:0.15mol/s로 계산

되었다. 한,정상상태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28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그림 3.1.106은 HI 매열분해/수소분리 막 반응기의 수소 분리막 반응기와 헬륨 챔버에

서 배출되는 공정유체와 헬륨의 시간에 따른 온도변화를 나타낸 것이다.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상상태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28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때의

온도는 공정유체의 경우 450℃,헬륨은 643℃로 계산되었다.

② Case2:수소생산율 60mol/s

수소생산율 60mol/s를 기 으로 HI 매열분해/수소분리 막 반응기의 동특성해석

결과를 그림 3.1.107과 108에 나타냈다.그림 3.1.107은 HI 매열분해/수소분리 막 반응기내의

24개의 수소 분리막 반응기들로부터 배출되는 공정유체의 몰 유량을 합을 화학성분별로 그래

로 나타낸 것이다.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HI 매열분해/수소분리 막 반응기내의 매 열

분해기를 거쳐 수소 분리막 반응기로 배출되는 정상상태에 도달한 공정유체의 몰 유량을 각

성분별로 합산한 결과는 H2:H2O :HI:I2=61.35:0.03:0.03:0.03mol/s로 계산되었다.

한,정상상태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28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그림 3.1.108은 HI 매열분해/수소분리 막 반응기의 수소 분리막 반응기와 헬륨 챔버

에서 배출되는 공정유체와 헬륨의 시간에 따른 온도변화를 나타낸 것이다.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상상태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28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때의

온도는 공정유체의 경우 450℃,헬륨은 643℃로 계산되었다.

③ Case3:수소생산율 0.6mol/s

수소생산율 0.6mol/s를 기 으로 HI 매열분해/수소분리 막 반응기의 동특성해석

결과를 그림 3.1.109와 110에 나타냈다.그림 3.1.109는 HI 매열분해/수소분리 막 반응기내의

24개의 수소 분리막 반응기들로부터 배출되는 공정유체의 몰 유량을 합을 화학성분별로 그래

로 나타낸 것이다.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HI 매열분해/수소분리 막 반응기내의 매 열

분해기를 거쳐 수소 분리막 반응기로 배출되는 정상상태에 도달한 공정유체의 몰 유량을 각

성분별로 합산한 결과는 H2:H2O:HI:I2=0.61:0.00:0.00:0.00mol/s로 계산되었다.

한,정상상태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28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그림 3.1.110은 HI 매열분해/수소분리 막 반응기의 수소 분리막 반응기와 헬륨 챔

버에서 배출되는 공정유체와 헬륨의 시간에 따른 온도변화를 나타낸 것이다.그림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정상상태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28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때

의 온도는 공정유체의 경우 450℃,헬륨은 643℃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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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05.HI 매열분해/수소분리 막 반응기의 수소 분리막 반응기에서 배출되는

공정유체의 시간에 따른 몰 유량 변화(Case1)

그림 3.1.106.HI 매열분해/수소분리 막 반응기의 수소 분리막 반응기와 헬

륨 챔버에서 배출되는 시간에 따른 공정유체와 헬륨의 온도 변

화(Cas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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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07.HI 매열분해/수소분리 막 반응기의 수소 분리막 반응기에서

배출되는 공정유체의 시간에 따른 몰 유량 변화 (Case2)

그림 3.1.108.HI 매열분해/수소분리 막 반응기의 수소 분리막 반응기와 헬

륨 챔버에서 배출되는 시간에 따른 공정유체와 헬륨의 온도 변

화(Cas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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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09.HI 매열분해/수소분리 막 반응기의 수소 분리막 반응기에서

배출되는 공정유체의 시간에 따른 몰 유량 변화(Case3)

그림 3.1.110.HI 매열분해/수소분리 막 반응기의 수소 분리막 반응기와 헬

륨 챔버에서 배출되는 시간에 따른 공정유체와 헬륨의 온도 변

화(Cas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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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SI연계공정 통합 동특성 해석

SI연계공정 통합 동특성 해석은 앞서 4.1 에서 기술한 SI연계공정 통합 모사용

Start-up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수행되었다.SI연계공정 통합 동특성 모사에 요구되는 운

경계조건은 앞서 기술한 표 3.1.27과 그림 3.1.43의 시와 같이 설정하 다.SI연계공정 통합

모사를 한 Start-up시나리오에 의하면 Section2에서는 Stocksolutiontank1에서 황산증

발기 shell측으로 98wt.% 황산을 주입하는 것으로 모사가 시작되고 Section3에서는 Stock

solutiontank2에서 HIx용액 증발기로 HIx용액을 주입하는 것으로 모사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가)시간지연(Timelag)

SI연계공정 통합 동특성 해석의 경우 개별 동특성 해석과 달리 연속된 장치들의 거

동을 모사하는 과정이므로 장치와 장치를 연결하는 이 라인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유체가

이 라인을 흘러가는 시간지연(Timelag)효과까지 고려해야한다. 한 이 시간지연은 공정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그램 상에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이 시간지연 값은 CVHTRSIIntegLoop클래스의 SetInitTimeInfo멤버함수 내에

서 설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본 값으로 각 이 라인마다 0.1 씩 설정하 다.

SI연계공정 통합 동특성 해석에서 시뮬 이션 시간은 연속된 1차원 배열공간에 된 값

으로 순차 으로 할당된다.여기서 된 값으로 순차 으로 할당된다는 것은 그림 3.1.111에

서 보는 바와 같이 iteration(i)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자가 설정한 시뮬 이션 시간간격 값

(simul_time_sec_interval)만큼 계속 이 시간배열(simul_time_tot_loop[i])에 합산되어 시뮬

이션 시간배열(simul_time_sec_tot_loop[i+1])에 할당된다는 의미이다.여기서, 재의 시간을 나

타내는 배열은 simul_time_tot_loop[i]값이며,이 값은 모든 공정장치 클래스의 시간정보로서

입력된다.

따라서, 재 시뮬 이션 시간(simul_time_tot_loop[i])에 해당하는 공정유체의 주입 몰 유량

은 pg_inputs_mole_f_XXXXXXXX[i][j]이다.여기서 i는 시간배열에 한 인덱스를 나타내며,j

는 각 화학성분을 구분하는 인덱스이다.Section2의 경우 j=0은 H2O,j=1은 H2SO4j=2

는 SO3j=3은 SO2j=4는 O2를 나타내며,Section3의 경우 j=0은 H2O,j=1은 HI,j=

2는 I2,j=3은 H2를 나타낸다. 를 들어 시뮬 이션 간격이 0.1 로 설정하고 section2공정

에 한 배출 몰 유량인 경우 pg_output_mole_f_XXXXXXXX[3][0]은 0.1 가 3번 된 시

,즉 시뮬 이션 시간으로 0.3 일 때 H2O의 배출 몰 유량을 나타낸다.

재 시뮬 이션 시간에서 i인덱스를 증가시키면 증가된 인덱스만큼 뒤쪽 배열에 값이 할당

되므로 시간지연 효과를 구 할 수 있다.그림 3.1.111에는 황산열분해기의 배출 몰 유량이 생

성된 것을 확인하고 이 라인을 통과하는 시간지연을 용한 후 삼산화황 매 열분해기로

주입되는 과정을 나타냈다.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기 조건문(if문)을 통해 황산열분해기

의 배출 몰 유량이 합이 0보다 큰 경우 삼산화황 매 열분해기로 주입되는 몰 유량은 재 i

인덱스에 설정된 timeLag만큼을 더한 배열에 황산열분해기의 배출 몰 유량 값을 할당한다.이

게 되면 iteration도 에 i값이 i+timeLag와 같아지면 비로소 삼산화황 매 열분해기에

공정유체가 주입되고 그에 따른 화학반응이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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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1.시간지연 효과를 모사하기 한 코드 시

for(i=0;i<10000;i++){

//1차원 배열공간에 순차 으로 시뮬 이션 시간간격에 의한 된 값 할당

simul_time_sec_tot_loop[i+1]=simul_time_tot_loop[i]+simul_time_sec_interval;

//만약 황산열분해기의 입력 값이 0보다 큰 경우 =공정유체가 발생한 경우

if(pg_outsum_mole_f_SADecomp>0.00) {

//삼산화황 매 열분해기로 입력되는 공정유체는 TimeLag만큼 지연된 후 입력

pg_inputs_mole_f_STDecomp[i+timeLag][j]=pg_output_mole_f_SADecomp[i][j];

}

//반 로 황산열분해기의 입력 값이 없는 경우 =공정유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else {

//삼산화황 매 열분해기로 입력되는 공정유체는 없음.

pg_inputs_mole_f_STDecomp[i][j]=0.00;

}

//삼산화황 매 열분해기의 입력 몰 유량이 존재하는 경우

if(pg_insumm_mole_f_STDecomp>0) {

//삼산화황 매 열분해기의 클래스 실행

pSO3Decom ->STDecompDynamic(simul_time_sec_tot_loop[i],

simul_time_sec_interval,

simul_time_sec_STDecomp,...);

}

}

실제 SI연계공정 통합동특성 해석과정에 시간지연에 한 형 인 를 그림 3.1.112에 나

타냈다.그림에 나타난 시간지연은 황산열분해기와 삼산화황 매 열분해기 사이에서 일어난

것이다.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황산 열 분해기에서 배출되는 공정유체의 온도가 0.1 의 시

간지연을 거친 후 삼산화황 매 열분해기로 주입되어 반응하는 과정이 나타나 있다.

그림 3.1.112.시간지연(Timelag)의 시(황산열분해기와

삼산화황 매열분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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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SI연계공정 통합 동특성 해석결과

SI연계공정 통합 동특성 해석결과로서 본 매뉴얼에서는 크게 각 연계공정 장치들에서

배출되는 시간에 따른 공정유체의 온도변화와 헬륨의 온도변화를 제시한다.

① Case1:수소생산율 300mol/s

그림 3.1.113은 수소생산율 300mol/s를 기 으로 SI연계공정 통합 동특성 해석 결

과로서 시간에 따른 공정유체의 온도변화를 나타냈다. 한 그림 3.1.114는 각 장치들로 유입,

배출되는 헬륨의 온도변화를 나타냈다.그림 3.1.113에서 황산증류탑의 재비기에서 배출되는 공

정유체의 온도에는 stocksolutiontank1에서 배출되는 공정유체의 온도도 함께 포함하고 있

다.Stocksolutiontank1에는 황산증류탑의 재비기에서 배출되는 정상상태의 용액과 동일한

조성과 온도로 채워져 있고 황산증류탑의 재비기에서 배출되는 공정유체가 정상상태까지 도달

하기 까지 계속 황산 증발기 shell측으로 용액을 공 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모사과정에서 보

면 동일한 조성의 용액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계속 배출되는 것처럼 보인다.그림

3.1.1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Section2에서 황산증발기의 shell측에서 배출되는 정상상태의 공

정유체의 온도가 414.0℃,황산열분해기 삼산화황 매 열분해기에서 배출되는 정상상태의

공정유체의 온도는 각각 750.4℃,849.7℃로 계산되었다.한편 Section3의 경우 HIx용액 다단

증발농축기의 탑상,HI혼합기체 열기 그리고 HI 매열분해/수소분리 막 반응기에서 배출

되는 정상상태의 공정유체의 온도는 각각 274.4℃,450.1℃ 그리고 451.1℃로 계산되었다.

한편,헬륨의 온도변화는 Section2의 경우 간열교환기(910℃),삼산화황 매열분해기

(812.7℃),황산열분해기(687.2℃),황산 증발기를 거치면서 황산 증발기 tube측에서 배출될

때는 443.3℃까지 감소한다.Section3의 경우 Section2의 황산열분해기의 shell측에서 배출된

687.2℃의 헬륨이 HI 매열분해/수소분리 막 반응기,HI혼합기체 열기를 거치면서 470.1

℃까지 감소된다.황산증발기에서 배출된 443.3℃의 헬륨과 HI혼합기체 열기에서 배출된

470.1℃의 헬륨이 결합되어 450.1℃로 간열교환기로 주입된다.

② Case2:수소생산율 60mol/s

수소생산율 60mol/s기 으로 각 연계공정 장치들에서 배출되는 공정유체의 시간에

따른 온도변화를 그림 3.1.115에 나타냈고,시간에 따라 주입 는 배출되는 헬륨의 온도변화를

그림 3.1.116에 나타냈다.

③ Case3:수소생산율 0.6mol/s

수소생산율 0.6mol/s기 으로 각 연계공정 장치들에서 배출되는 공정유체의 시간

에 따른 온도변화를 그림 3.1.117에 나타냈고,시간에 따라 주입 는 배출되는 헬륨의 온도변

화를 그림 3.1.118에 나타냈다.



Ⅵ-119

그림 3.1.113.SI연계공정 통합 동특성 해석에서 시간에 따른 공정유체의 온도 변

화(Case1)

그림 3.1.114.SI연계공정 통합 동특성 해석에서 시간에 따른 헬륨의 온도 변화

(Cas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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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5.SI연계공정 통합 동특성 해석에서 시간에 따른 공정유체의 온도 변

화(Case2)

그림 3.1.116.SI연계공정 통합 동특성 해석에서 시간에 따른 헬륨의 온도 변화

(Cas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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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7.SI연계공정 통합 동특성 해석에서 시간에 따른 공정유체의 온도 변

화(Case3)

그림 3.1.118.SI연계공정 통합 동특성 해석에서 시간에 따른 헬륨의 온도 변화

(Cas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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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KAERI-DySCo운 지도서(Tutorials)

본 을 통해 KAERI-DySCo의 이용을 사용자가 좀 더 친숙하게 되도록 제에 한 해

석 과정을 그림과 함께 설명하 다.특히,KAERI-DySCo를 실행하기 조치 확인사항에

해 기술하고 있으며, 로그램의 빌드과정과 그래픽 사용자 메뉴를 통한 실행방법과 차

주로 수록하 다.

차 1:컴퓨터 부 과 사 확인

KAERI-DySCo는 WindowsXP운 시스템 기반 하에서 수행되며,PC는 펜티엄 4계열

2.2GHz이상의 CPU와 1024MB이상의 메모리를 요구한다.PC에 설치되어야 할 기본 로

그램은 MicrosoftVisualStudio2008이며,이는 KAERI-DySCo의 코드편집과 실행을 해 반

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한,KAERI-DySCo의 실행에 요구되는 소 트웨어들로서

SoftwareFX사의 chartFX 7,Farpoint사의 spread7.0그리고 VisualNumerics사의 IMSLC

numericallibrary(CNL)7.0.0forvisualC++2008이 있으며,MicrosoftVisualStudio2008과

함께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앞서 기술한 H/W S/W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PC를 부 한 후 KAERI-DySCo실행을

해 필요한 소 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이들 설치여부는 도우 “시작메뉴- 로그

램”상에서 확인하거나 도우 탐색기 상에서 “C:\Program Files\ChartFX 7\","C:\Program

File\FarPointTechnologies\”그리고 “C:\Program Files\VNI\"의 경로를 검색하여 로그램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차 2:IMSL라이선스 서버 로그램 실행

로그램 실행 IMSL을 사용하기 해서 IMSL licenseSever를 시작해야한다.이는

KAERI-DySCo가 설치된 컴퓨터에 VisualNumerics사의 IMSL라이 러리 로그램에 설치

되어 있는 것이 제되어야하고,아래 그림 3.1.1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LMTOOLS를 실행시

킨다.LMTOOLS는 시작 로그램 -VisualNumerics-IMSL CNL 7.0.0forVisualC++

2008상에 치하고 있다.

그림 3.1.119.IMSLlicenseserver구동을 한 LM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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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3:IMSL라이선스 서버 시작

IMSL 라이 러리를 KAERI-DySCo에 활용하기 해서는 그림 3.1.120과 같이 Visual

Numerics사에서 제공하는 LMTOOLS 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상단 탭 메뉴 상에서

“Start/Stop/Read"메뉴로 이동하여 텍스트 창에 나타난 "IMSLLicenseServer"를 확인한 후

하단의 ”StartServer"버튼을 클릭하여 라이선스를 활성화시켜야한다.만약 이 과정을 생략할

경우 KAERI-DySCo가 실행도 IMSL라이 러리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사용하는 루틴에서

런 타임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이런 에러가 발생한 경우 KAERI-DySCo를 종료한 후 다시

LMTOOS를 실행시켜 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라이선스 서버를 활성화 시켜야한다.

그림 3.1.120.IMSL라이선스 활성화를 한 LMTOOS 로그램

차 4:입력 일 확인

KAERI-DySCo 로젝트가 설치된 폴더 내에 Debug 혹은 Release 폴더 아래

"FileManagement\SADistil\Input"로 들어간다.여기서 그림 3.1.121과 같이 5개의 입력 일이

존재하는지 확인한다.입력 일은 ph2o.txt,ph2so4.txt,pso3.txt,ptotal.txt, ramda.txt이다.

이 일들은 황산증류탑 동특성 해석에 요구되는 입력 일들로서 "Perry's Chemical

Engineers'Handbook(7 )"에서 발췌한 데이터들이다.

그림 3.1.121.황산증류탑 입력폴더의 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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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5:KAERI-DySCo솔루션 일 실행

KAERI-DySCo가 설치된 최상 폴더에서 그림 3.1.122와 같이 KAERI_DYSCO.sln 일을

클릭하여 VisualStudio 로그램을 실행시킨다.

차 6:VisualStudio실행화면과 소스코드 수정

차 5의 과정을 수행하면 그림 3.1.123과 같은 VisualStudio 로그램의 메인화면이 나타

난다.VisualStudio의 메인화면 구성은 사용자 메뉴,솔루션 탐색기,소스코드 편집 창,리소스

뷰,속성 창 출력 창으로 구성되어 있다.KAERI-DySCo를 이용한 동특성 모사수행을 해

서 솔루션에서 "SizingForVHTRSI.cpp"를 클릭하여 사이징 련 소스코드를 소스코드 편집 창

에 나타내도록 한다.여기서,"CalSizingMain"멤버함수로 이동하여 그림 3.1.124와 같이 SI공

정 수소생산규모 (변수명:h2_production_rate), 간열교환기(IHX)로 주입되는 헬륨의 온도

(변수명:he_inputs_temp_c_IHXchang), 간열교환기(IHX)에서 배출되는 헬륨의 온도 (변수명:

he_output_temp_c_IHXchang) HI혼합기체 열기에서의 출구 쪽 헬륨온도 (변수명:

he_output_temp_c_Recupera)를 목 으로 하는 모사조건에 맞도록 설정한다.여기서 설정된 경

계조건에 따른 사이징 결과는 각각의 개별 장치 동특성 해석뿐 아니라 통합동특성 해석에 공

통 용된다.공통 용되는 사이징 결과들에는 각 장치별로 주입,배출되는 공정유체와 헬륨

의 몰 유량과 온도 등이 있으며,모사 수행과정에서 참조되어진다.따라서 사이징을 수행한 것

만으로도 각각의 개별 장치 동특성과 통합 동특성 해석에 필요한 기조건 설정이 해결된다.

그림 3.1.124에 제시된 제는 수소생산율 300mol/s, 간열교환기로 주입되는 헬륨의 온도

가 450℃, 간열교화기로부터 배출되는 헬륨의 온도는 910℃,그리고 HI혼합기체 열기에

서 배출되는 헬륨의 온도가 470℃인 상황을 상으로 한다.

그림 3.1.122.KAERI-DySCo솔루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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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3.VisualStudio실행화면

루  탐색

 창

리 스 뷰

 창

사  뉴 

스 드 편집 창

그림 3.1.124. Sizing    값 

차 7:KAERI-DySCo빌드

Sizing 련 소스코드를 수정한 후 상단 빌드메뉴에서 그림 3.1.125와 같이 "KAERI_DYSCO

빌드"메뉴를 클릭한다.이 메뉴에서 솔루션 빌드는 마지막으로 빌드를 수행한 이후 변경된

로젝트 일과 구성요소만 컴 일 하는 것이고,"KAERI_DYSCO다시 빌드"는 로젝트와 구

성요소 일만 남겨 두고 간 일과 출력 일을 삭제한 후 다시 로젝트 일과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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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빌드하는 기능이다. 한 "KAERI_DYSCO정리"는 간 일과 출력 일을 삭제하는 기능

을 담당하고 있다.이 메뉴에는 KAERI_DySCo와 솔루션에 해서 빌드,다시 빌드 정리가

동일하게 나타나 있다.여기서 차이는 솔루션과 KAERI_DYSCO인데 솔루션은 여러 로젝트

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본 KAERI-DySCo는 하나의 단일 로젝트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KAERI_DySCo에 한 빌드,다시 빌드, 정리만 사용하면 된다.

빌드가 진행되는 과정은 그림 3.1.126과 같은 빌드진행 상태 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소

스코드에 한 에러가 없으면 그림 3.1.126의 맨 마지막 라인에서 보는 바와 같은 빌드성공 메

시지를 확인할 수 있다.이 창에 나타나는 메시지들은 각 클래스의 컴 일과정과 dll 일들의

링크과정 등이 세부 으로 나타나며,에러가 발생할 경우 에러 메시지에 마우스 커서를 놓고

클릭할 경우 에러가 발생한 해당 코드라인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차 8:KAERI-DySCo실행

상기 차 7번 빌드과정을 거치고 빌드 성공 메시지를 확인한 후 그림 3.1.127에 나타낸 바

와 같이 상단 “디버그”메뉴에서 “디버깅 시작”메뉴를 클릭하여 KAERI-DySCo를 실행할 수

있다.실행을 한 단축키로서 키보드의 F5키를 르면 메뉴를 직 열지 않고도 바로 실행

할 수 있다.

그림 3.1.125.KAERI-DySCo빌드

그림 3.1.126.KAERI-DySCo빌드 진행상태 표시 창



Ⅵ-127

그림 3.1.127.KAERI-DySCo실행

차 9:KAERI-DySCo 기화면과 사용자 로그인 창

차 8의 실행과정을 거치면 바로 그림 3.1.128과 같은 KAERI-DySCo의 메인화면과 사용

자 로그인 화면이 실행된다.그림 3.1.129에 나타낸 바와 같이 사용자 로그인 도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르면 KAERI-DySCo메인화면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림 3.1.128.KAERI-DySCo메인 도와 사용자 로그인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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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9.KAERI-DySCo사용자 로그인 입력

차 10:사용자 메뉴선택

KAERI-DySCO메인화면의 상단메뉴에서 “설정”메뉴를 클릭하면 그림 3.1.130과 같은 메뉴

들이 나타난다.설정 메뉴에는 크게 공정장치 사이징,열역학 데이터,개별동특성 통합동특

성 해석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열역학 데이터와 개별동특성 해석메뉴는 다시 하 메뉴들로 구

성된다.그림 3.1.130은 개별동특성 해석메뉴의 하 메뉴들에 한 리스트를 나타내고 있는데

황산 증류탑을 포함한 8종의 화학 반응기에 한 개별 동특성 해석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림 3.1.130.사용자 GUI메뉴

차 11:개별동특성 해석 제:HI혼합용액 다단 증류탑

개별동특성 해석 제 수행의 표 인 로서 HI혼합용액 다단 증류탑의 개별동특성 해

석 제를 소개한다. 차 10의 사용자 메뉴에서 “설정-개별동특성 해석-HI혼합용액 다단증류

탑”을 클릭하면 그림 3.1.131과 같은 HI혼합용액 다단증류탑의 개별동특성 해석을 한 도

가 실행된다.여기서,설정된 기 조건은 차 6에서 설정된 수소생산율 300mol/s를 기 으

로 하고 있다.실행된 도 상단의 start버튼을 클릭하면 동특성 모사과정이 그림 3.1.1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래 와 spreadsheet로 나타난다.이와 동시에 동특성 해석결과에 한 원시

데이터는 KAERI-DySCo 솔루션 폴더내의 Debug 혹은 Release 내에 치한

“FileManagement\HIDistil\Output”에 텍스트 일형태로 장된다.결과 일의 종류는 표

3.1.10에서 제시한 datatype에 따른 출력 일들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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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1.HI혼합용액 다단증류탑 동특성 해석용 도

참고로 별도의 해석용 도가 없는 개별동특성 경우 개별동특성 해석을 한 사용자 메뉴

클릭과 동시에 동특성 해석이 수행되며, 한 표 3.1.10에서 제시한 장치별로 지정된 경로와 데

이터 타입에 따라 결과 일이 자동 장된다.각 개별동특성 모사가 완료되면 사용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시뮬 이션 종료를 알리는 메시지 박스가 실행된다.

차 12:통합 동특성 해석 제:수소생산율 300mol/s

통합동특성 해석의 경우 그림 3.1.1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KAERI-DySCo메인화면에서 좌

측 하단 1번 start버튼을 클릭할 경우 바로 해석이 수행되며,2번 “Numeric"버튼을 클릭하면

실시간 동특성 해석결과(몰 유량,온도 압력)가 우측 공정도 테이블 상에 수치 형태로 나

타낼 수 있다.그림 3.1.132에서 3번 버튼을 클릭할 경우 그림 3.1.133과 같은 그래 도가 실

행되고 이 라인번호에 따른 헬륨과 공정유체의 주입 배출 온도변화를 그래 형태로

찰할 수 있다.그림 3.1.133에서 앙을 기 으로 좌측에 치한 5개의 그래 는 헬륨과 공정

유체의 온도변화를 분석할 수 있다.각각의 그래 는 간열교환기로부터 배출되는 헬륨 온도

변화(1번), 간열교환기로 주입되는 헬륨 온도변화(2번),삼산화황 분해기와 황산분해기 황

산증발기로부터 배출되는 헬륨 온도변화(3번),HI혼합기체 분해기와 HI혼합기체 열기로 주

입 혹은 배출되는 헬륨 온도변화(4번),그리고 각각 장치들로부터 배출되는 공정유체의 온도변

화(5번)를 나타낸다. 한 각 장치별 이 라인번호에 따라 공정유체의 몰 유량(mol/s)변화

도 함께 분석할 수 있다.그림 3.1.133에서 나타난 몰 유량 그래 들(6,7번)은 각각 황산증발장

치(6번)와 HI혼합기체 분해기(7번)의 출구 측에서 배출되는 공정유체의 몰 유량을 나타낸 것

이며,수소생산율 300mol/s를 기 으로 모사된 결과이다.여기서,분석 상 장치와 이 라

인번호의 변경은 각 그래 하단에 치한 dropdown메뉴(8번)를 통해 가능하며,그 변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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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즉각 몰 유량 그래 에 반 된다.

통합 동특성 수행이 완료되면 개별 동특성 해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시뮬 이션

의 종료를 인지할 수 있는 메시지 박스가 나온다.아울러,통합 동특성 수행완료에 따른 원시

결과 데이터들 역시 KAERI-DySCo 솔루션 폴더내의 Debug 혹은 Release 내에 치한

“FileManagement”폴더 내의 각 폴더에 텍스트 일형태로 장된다.한편,KAERI-DySCo의

종료는 그림 3.1.132의 왼쪽 하단에 치한 "Exit"버튼을 클릭하거나 우측 상단의 “X"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림 3.1.132.KAERI-DySCo통합 동특성 해석 수행

1

2 3

그림 3.1.133.KAERI-DySCo통합 동특성 해석 수행(그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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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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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KAERI-DySCo검증계산

1)검증 개요

실험데이터가 주어지지 않은 재의 여건에서,KAERI-DySCo검증의 방안으로서 본 매

뉴얼에서는 크게 2가지를 채택하고 있다.우선 KAERI-DySCo를 이용하여 국제 검증계산 제

(benchmarkingexercise)를 수행하는 것과,상용코드(AspenPlus)를 통해 도출된 정상상태의

계산결과와 KAERI-DySCo를 이용한 계산결과를 상호 비교하는 것이다.국제 검증계산 제는

JAEA(JapanAtomicEnergyAgency)에서 제시한 황산증류탑,HIx용액 다단 증발농축기에

한 것이며,황산증류탑의 경우 스페인 검증계산의 결과(정상상태)와 비교하 다.상용코드를 이

용한 검증은 삼산화황 매 열분해기와 HI 매열분해/수소분리 막 반응기를 상으로 정상상

태에서의 결과 값을 서로 비교하는 것으로 하 다.

2)BenchmarkExercise

-황산증류탑

JAEA에서 2005년 12월에 황산증류탑의 검증계산 제를 제시한 바 있다[3.1.23].제시

한 황산용액 증류탑의 모델은 그림 3.1.134에 나타낸 바와 같으며 자세한 운 조건은 표 3.1.38

에 나타냈다.그림 3.1.1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황산용액 농축 장치는 재비기와 응축기,그리고

2단의 증류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증류탑 1단으로 묽은 황산용액(H2SO4:H2O =226:145

kg/h,온도 73.5℃)이 주입된다.증류탑의 압력은 13000Pa(0.13bar)이며,재비기의 열용량은

76000kcal/h,그리고 응축기의 온도는 45℃이다.

그림 3.1.134.JAEA가 제시한 코드 교차분석용 황산용액 농축장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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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8.JAEA가 제시한 코드 교차분석용 황산용액 농축장치 운 조건

항목 Operationconditions 항목 Operationconditions

총 단수 2 응축기 온도 45℃

입력 단 1ststagefrom thetop 리보일러 열 용량 7.6×104kcal/h

refluxratio 0.001(molarratio) 입력 온도 73.5℃

증류탑 압력 1.3×104Pa(abs) 입력량(H2O:H2SO4) 145:226kg/h

KAERI-DySCo내의 개별동특성 해석 로그램들 하나인 황산증류탑 동특성 해석 로그

램에 표 3.1.38에 제시된 운 조건을 입력하고 모사를 수행하 다.표 3.1.39 40에 황산증류

탑 검증계산 제에 한 결과를 수록하 다.표 3.1.39와 40은 각각 증류탑의 압력을 13kPa

과 1MPa로 설정하고 나머지 운 조건은 표 3.1.38에 제시된 값을 그 로 용하여 실행한 결

과이다. 한,이 표들은 주요 비교 항목별로 KAERI-DySCo에서 배출된 정상상태 결과와 교

차분석에 참여하고 있는 GEN IV 공동연구 회원국인 스페인 연구 에 의해서 계산/제출된 정

상상태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각각의 비교 항목으로 탑상부에서 배출되는 총 질량 유량

(kg/h),H2O 질량 유량(kg/h) H2SO4질량 유량(kg/h),탑 부에서 배출되는 총 질량 유량,

H2O 질량 유량 H2SO4질량 유량,그리고 각 단의 온도(℃)가 있다.불행히도 교차분석을

의뢰한 일본 그리고 회원국인 랑스,미국,캐나다에서는 코드 모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아 비

교 상에서 락되었다.

표 3.1.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류탑 운 압력 13kPa환경 하에서 KAERI-DySCo에 의한

결과와 스페인 연구 의 결과를 비교해 본 결과,목 으로 하는 재비기에서 배출되는 농축된

황산용액의 농도 값이 2%의 오차 범 에서 잘 일치하 고 재비기의 운 온도 기 으로는 5%

의 오차 범 에서 잘 일치하 다.마찬가지로 표 3.1.40에서와 같이 증류탑 운 압력이 1MPa

환경에서의 결과를 살펴보면,목 으로 하는 재비기에서 배출되는 농축된 황산용액의 농도 값

이 2.5%의 오차 범 에서 잘 일치하 고 재비기의 운 온도 기 으로는 1.4%의 오차 범 에

서 잘 일치하 다.

표 3.1.39.증류탑 압력 13kPa환경 하에서 정상상태 결과 비교

Line 정상상태(Spain 연 팀) 정상상태(KAERI-DySCo)

Distillate Line

Total 95.94 kg/h 101.13 kg/h

H2O 95.94 kg/h 101.13 kg/h

H2SO4 0 kg/h 0 kg/h

Bottom line

Total 275.06 kg 269.87kg/h

H2O 49.06 kg 43.87 kg/h

H2SO4 226 kg 226 kg/h

H2SO4농 82.2 w/o 83.7 w/o

152.37 °C 160.38 °C

Temperature 0단/1단/2단 152/87/86 °C 160/96/87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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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0.증류탑 압력 1MPa환경 하에서 정상상태 결과 비교

Line 정상상태(Spain 연 팀) 정상상태(KAERI-DySCo)

Distillate Line

Total 62.5 kg/h 54.71 kg/h

H2O 62.5 kg/h 54.71 kg/h

H2SO4 0 kg/h 0 kg/h

Bottom line

Total 308.5 kg 316.28 kg/h

H2O 82.5 kg 90.28 kg/h

H2SO4 226 kg 226 kg/h

H2SO4농 73.3 w/o 71.5 w/o

267.88 °C 264.24 °C

Temperature 0단/1단/2단 267/215/214 °C 264/220/216 °C

-HIx용액 다단 증발농축기

황산증류탑과 더불어 2009년 3월에 JAEA는 HIx용액 다단 증발농축기에 한 2번째 검

증계산 제를 제시하 다.이 검증계산 제는 HI-I2-H2O의 3성분으로 구성된 혼합물을 다

단증류탑으로 분리하는 문제로서 증류탑 모델과 운 조건은 그림 3.1.135와 같다.

그림 3.1.135.HIx용액 다단 증발농축기의 모델과 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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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검증계산 제에서 주어진 값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라미터들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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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mum valueofrefluxratio

-Feedbubbletemperature

-Heatineachheatexchanger

-Temperatureineachstage

-Liquidphasecompositionineachstage

-Gaseousphasecompositionineachstage

-Bottom linecomposition

-Distillatecomposition

-Enthalpicandentropiccontentsoffeed,distillateandbottom lines

HIx용액 다단 증발농축기는 응축기를 1단으로 총 12단으로 구성되어있다.HI-I2-H2O 3성분

혼합용액(몰 비율 HI:I2:H2O=0.144:0.318:0.538)은 증류탑의 5단으로 입력되며,입력물

질의 온도와 압력은 160℃,5MPa이다.탑상부의 D라인으로부터 농축된 HI기체가 얻어지

며, 증류탑에 필요한 열은 재비기를 통해 이루어진다. 주어진 운 조건을 토 로

KAERI-DySCo의 HIx용액 다단 증발농축기의 로그램 모듈을 실행시켜 얻어진 결과는 그림

3.1.136과 표 3.1.41과 같다.그림 3.1.136과 표 3.1.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증계산 제에서 제

시한 모든 항목에 답을 제시하 고 로그램이 성공 으로 수행됨을 확인하 다.

그림 3.1.136.HI혼합용액다단증류탑 검증계산 제에 한 실행결과 1

MINIMUM value of reflux ratio : 0.6263
Feed bubble temperature : 231.60288
Heat in each heat exchanger
Q1 = 68.326870128594919kW
Q2 = 386.2297621254802kW
Q3 = -46.2403kW
Q4 = 181.3022kW
Q5 = 13.165626285913721kW
Q6 = -15,417.14376799447kW

Temperature in each stage
Liquid phase composition in each stage
Gaseous phase composition in each stage
Bottom line composition
Distillate composition
Enthalpic and entropic contents of feed, distillate and bottom lines
Feed Enthalpy : -1620.9715kJ/s
Distillate Enthalpy : 1,326.530012379109kW
Bottom Product Enthalpy : -163,394.6031336901kW



Ⅵ-135

표 3.1.41.HIx용액 다단 증발농축기의 검증계산 제에 한 실행결과 2

Liquid Composition,% Vapor Composition,% Temp. L V

No. H2O HI I2 H2O HI I2 oC kmol/hr mol/s kmol/hr mol/s

1 74.0175 25.9645 0.018 1.0438 98.6329 0.3233 150.7 4.53 1.258333 7.23 2.008333

2 81.0384 17.912 1.0495 29.1474 70.6468 0.2057 255.92 5.44 1.511111 11.75 3.263889

3 79.8627 16.2556 3.8817 35.3913 63.9735 0.6351 264.97 5.42 1.505556 12.66 3.516667

4 73.3766 15.0635 11.5599 34.8398 63.3111 1.8491 268.45 5.18 1.438889 12.65 3.513889

5 55.1393 12.7288 32.1319 31.2538 63.7299 5.0163 275.97 179.05 49.73611 12.41 3.447222

6 55.1396 12.7287 32.1317 31.256 63.7275 5.0165 275.97 179.05 49.73611 6.27 1.741667

7 55.1414 12.7281 32.1305 31.2697 63.7122 5.0181 275.99 179.06 49.73889 6.28 1.744444

8 55.1529 12.7243 32.1229 31.3587 63.6135 5.0279 276.11 179.12 49.75556 6.29 1.747222

9 55.2261 12.6998 32.0741 31.9253 62.9849 5.0898 276.84 179.54 49.87222 6.35 1.763889

10 55.6524 12.5607 31.787 35.2856 59.2704 5.4441 280.9 181.94 50.53889 6.76 1.877778

11 57.1138 12.0295 30.8567 48.9711 44.3141 6.7148 293.96 190.49 52.91389 9.16 2.544444

12 56.0067 10.8767 33.1166 67.9119 23.2741 8.814 306.69 172.77 47.99167 17.71 4.919444

D B V Reflux Boiled-up
Reflux 

ratio
Reboiler duty Condenser duty

2.008333 47.99167 3.263889 1.258333 4.919444 0.6263 181.3022 kJ/s -46.2403 kW

2)AspenPlus상용코드를 이용한 비교검증

설계문서 NHDD-HI-CA-10-001, “Thermal Efficiency of an Electrodialysis &

MembraneSeparation-EmbeddedSulfur-IodineProcess"[3.1.9]에서는 300mol/s규모의 수소

를 생산할 수 있는 한국형 SI수소생산 공정을 수립했고 수소생산 열효율을 극 화하기 해

서 AspenPlusTM 코드 모사를 통해 다양한 공정 열에 한 평가가 이루어졌다.이후 수소생산

열효율 약 40%에 달하는 최 의 열 기 에 지를 산출하 다. 한,이 과정에서 SI공

정평가에 사용된 특정 라미터들(표 3.1.19)을 토 로 SI수소생산 참조공정도(그림 3.1.3)에

표기된 라인번호 상으로 이동하는 공정유체의 몰 유량,온도 압력을 계산하 다.따라서 코

드 비교검증의 한 방편으로 AspenPlus
TM
코드 모사에 사용된 모든 라미터,운 경계조

건을 KAERI-DySCo에도 동일하게 용하고 Aspen PlusTM 코드에 의한 모사결과와

KAERI-DySCo를 이용한 모사결과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KAERI-DySCo의 부분 검증을 수

행하 다.

비교검증의 상 장치로서 Benchmark검증계산에서 수행된 황산용액 요오드산용액 다단

농축장치를 제외한 장치들을 상으로 하 으며,Section2공정에서는 삼산화황 매 열분해

기를 선정하고,Section3공정에서는 HI 매열분해/수소분리 막 반응기로 선정하 다.비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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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항목으로서 Section2공정에서는 삼산화황 매 열분해기 tube측에서 배출되는 정상상태

의 공정유체의 몰 유량(mol/s),온도(℃) 압력(bar)이며,Section3공정에서는 HI 매열분

해/수소분리 막 반응기의 매 열분해기/수소 분리막 반응기로부터 배출되는 정상상태의 공정

유체의 몰 유량,온도 압력이다.KAERI-DySCo를 이용한 모사는 start-up과정이 포함된

동특성 과정이므로 모사시간을 충분히 길게 하여 모든 공정유체의 물리화학 특성이 정상상

태에 도달했음을 확인한 후 이를 비교검증에 사용하 다.

삼산화황 매열분해기의 tube측에서 배출되는 공정유체의 정상상태 몰 유량을 모사하여

그림 3.1.137에 나타냈다.그림 3.1.137에서 KAERI-DySCo에 의한 모사 결과는 기 동특성 결

과를 포함하는 연속 라인으로 표시되어 있으며,AspenPlusTM 코드에 의한 결과는 symbol

에 의한 으로 표시하 다.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KAERI-DySCo와 AspenPlus
TM
코드간

의 결과 차이는 거의 미비한 수 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정확한 비교분석은 표 3.1.42에 나타

냈다.

그림 3.1.137.삼산화황 열분해기 tube측에서 배출되는 공정유체의 정상상태 몰 유량 비교

표 3.1.42.삼산화황 열분해기의 tube측에서 배출되는 공정유체의 정상상태 모사결과 비교

Item
H2O H2SO4 SO3 SO2 O2 Total Flow Pressure Temp.

mol/s bar ℃

Aspen Plus 504.78 0.68 150.62 300 150 1106.08 7.09 850

KAERI-DySCo 503.35 2.12 163.44 285.76 142.88 1097.55 7.09 849.78

% error 0.3 68 7.9 5.0 5.0 0.8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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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코드 간 정상상태 공정유체의 몰 유량 비교에서,약 5%이내에서 잘 일치하고 있음을 보

여주고 있으나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잔류 황산의 유량에 있어서는 그 오차가 68%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체 공정 유체의 유량 1,097.55mol/s 에서 황산이 차지하는 비

이 0.19%에 지나지 않는 아주 미미한 수 으로 KAERI-DySCO의 Start-up계산과정에서의

반올림/내림의 으로 발생된 결과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보다 구체 인 원인 악은 추

후 요구되는 사안이다.

한편,HI혼합기체 분해기의 매 열분해기/수소 분리막 반응기로부터 배출되는 정상상태의

공정유체의 몰 유량에 한 모사결과를 그림 3.1.138에 나타냈다.그림에서 KAERI-DySCo에

의한 결과는 Start-up과정이 포함된 연속된 라인으로 표시하 고 AspenPlusTM 코드에 의한

결과는 symbol에 의한 으로 표시하 다.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코드 간 정상상태의

몰 유량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표 3.1.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항목에서

약 2.2%의 오차범 내에서 잘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그림 3.1.138.HI 매 열분해기/수소 분리막 반응기에서 배출되는 공정유체의 유량 비교

표 3.1.43.HI 매 열분해기/수소 분리막 반응기에서 배출되는 공정유체의 모사결과 비교

Item
H2 H2O HI I2 Total Flow Pressure Temp.

mol/s bar ℃

Aspen Plus 300.17 0.15 0.15 0.15 300.62 40 450

KAERI-DySCo 306.75 0.15 0.15 0.15 307.00 40 450

% error 2.2 0 0 0 2.1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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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요약 건의사항

화학공정의 과도 상들은 실험을 통하여 찰하기도 하고 이론 모델에 의한 컴퓨터 모

사를 통하여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자의 경우,공정의 많은 설계 운 변수에 한 모든

과도응답을 비실험을 통하여 모두 악한다는 것이 비효율 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후자의 이론 모델개발에 의한 컴퓨터 모사를 통하여 변수별 과도응답과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 후 실험변수와 범 를 최 화 하고 이로부터 실험의 회수를 최소화 하

여 실험을 수행하며 그 결과를 이용하여 이론 모델의 계수를 조정하며 궁극 으로는 상으

로 하는 화학공정의 과도 상을 비교 정확히 측할 수 있는 컴퓨터 코드를 제시하는 것이

효율 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VHTR연계 SI열화학공정의 과도응답을 해석하기 하여,SI열화학

공정 IHX의 2차측 헬륨이 통과하는 연계계통 장치들에 한 동특성 해석 컴퓨터 로그램

을 비하고 이것들을 통합시킨 통합코드,KAERI-DySCo(KoreaAtomicEnergyResearch

Institute-DynamicSimulationCode)를 개발하여 보완 부분 검증하 으며 최종 으로 시각

화한 코드의 사용자 매뉴얼을 마련하 다.향후 수행하게 될 일럿규모 실증규모 SI원자력

수소생산시설 설계/건설/운 에서의 실용성을 증진시키기 하여 SI공정 시험시설 운 으로부

터 획득될 자료를 바탕으로 한 KAERI-DySCo운 매뉴얼의 지속 인 수정 보완이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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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IHX-SI수소생산공정 연계시스템 열유동 안정화 연구

가.서 론

본 연구는 VHTR(VeryHighTemperatureReactor)에서 발생되는 고온(950oC이상)의

열에 지를 1,2차 열 달매체인 헬륨을 통하여 수소생산 공정인 SI(Sulfur-Iodine)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으로 공 함에 있어,2차 헬륨루 와 SI공정 간의 연계계통 특성분석을 통하여

SI공정의 정상운 비정상운 을 포함한 어떠한 운 상황 하에서도 IHX (Intermediate

HeateXchanger)로 순환되는 2차 헬륨루 의 안 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

하고 그 운 방법을 제시하는데 목 이 있다.

일본 JAEA 연구 은 HTTR(HighTemperatureengineeringTestReactor)안 설계에

하여 2004년에 발표한 바 있는데[3.1.25],이들의 발표가 비록 HTTR시스템에 국한되었다 하

더라도 1,2차 헬륨 냉각계통 간의 안 기 과 분류는 2차 헬륨루 와 SI공정 간의 연계계통

안 기 과 분류에도 참고가 된다.VHTR2차 헬륨루 와 수소생산 공정 간의 연계계통에

한 시동특성,비정상 운 사고 시나리오,평가기 결과 등에 한 보고가 2007년부터

일본,한국 미국 연구 에 의해 진 으로 소개되고 있다[2.1.1-4,3.1.26-28].

2009년부터 연구에 착수한 VHTR2차 헬륨루 와 SI공정 연계계통 특성분석 연구는 1차년

도인 2009년에 문헌 고찰을 통하여 2차 헬륨루 와 SI공정 연계계통 구성방법 요소를 조사

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계계통 Flow Diagram을 비설정한 후 KAERIDySCo(Dynamic

SimulationCode)를 이용하여 정 상태의 모사를 통하여 연계계통 물질 열수지를 완성한

후 2차 헬륨루 의 정상상태 순환조건을 비 설정하는 것이 1차년도의 연구목표이다. 한 2

차년도 연구기간인 2010년 에는 1차년에서 비 설정한 연계계통 Flow Diagram을 기 으로

2차 헬륨루 와 SI공정의 열교란 상호 계 분석을 정상 운 시나리오와 상할 수 있는 사고

시나리오별로 해석하여 열교란 완화 시스템의 요건과 규모를 비 결정한다.3차년도인 2011년

연구에서는 연계시스템의 열교란 안정화 시스템을 비개념설계하고 그 운 방법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본 보고서는 일본의 HTTR-SI공정 연계계통 사례를 참조하여 2차 헬륨루 와 SI공정 연계

계통의 열교란 제어시스템에서 요구하는 구성요소를 선정하고 이들을 우리의 SI참조공정에

용시켜 2차 헬륨루 와 SI공정 연계계통의 Flow Diagram 해석모델을 비 설정하 으며

2차 헬륨루 에서 요구하는 냉각계통을 비 개념설계하고 운 방법을 제시하 다.

나.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1)KAERIVHTR-SI공정 연계계통

2010년 1월에 분젠반응과 황산상/요오드산상을 분리할 수 있는 상분리기능을 동시에 수

행할 수 있는 연속식 분젠반응기와 요오드산 농축/분해공정에서 과잉의 요오드를 분리/순환시

키는 침 결정화기,그리고 요오드산 용액을 농축시키기 한 기투석기와 요오드산 기체를

매 하에서 열분해시켜 생성된 수소분자를 세라믹 멤 인을 통하여 선택 으로 분리/회수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형 참조 SI공정도를 그림 3.1.3과 같이 발표한 바 있다[3.1.9].이

보고서에서는 Aspen상용코드를 이용한 SI공정 정상상태 모사를 통하여 공정의 물질수지와

에 지수지를 계산함과 아울러 공정유체의 열과 잠열을 최 로 순환/재활용시킬 수 있는 열

이동 경로 (ThermalPathway)를 한 제시하고 있다.

IHX에서 배출되는 고온의 2차 헬륨에 의하여 SI공정의 삼산화황 매 열분해장치 (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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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omposer-2)와 황산 열분해 장치 (SA Decomposer-1)를 순차 으로 가열한 후,2차 헬륨의

유로가 둘로 갈라지며 그 하나가 황산증발장치(SA Evaporator)로 흐르고 다른 하나는

요오드산 매 열분해장치 (HIMembraneReactor)와 열교환기 HE301를 통과하며 각 반응열

을 제공한 후 하나로 다시 합해져서 가압 순환기에 의해 IHX로 순환된다.한편 열에 지를 필

요로 하는 SI공정의 나머지 장치들,즉 황산용액 다단 증류탑 HIx혼합용액 다단 증류탑,

그리고 황산용액 세정탑 등온 래시 드럼 등에서 필요로 하는 열에 지들은 삼산화황

매열분해장치와 세라믹 멤 인 HI열분해기에서 배출되는 공정유체의 열과 잠열로써 열교

환기를 통하여 가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때 수소생산 열효율은 수소의 HHV(Higher

HeatValue)기 으로 약 40%수 이다[3.1.9].

200MWth규모의 VHTR시스템에 본 시설을 연결하여 수소를 생산한다고 할 때,그 규모는

약 300molH2/s(약 20,000톤/년 수소생산 규모)가 되는데 이것을 60molH2/s생산시설의

SI공정 단 모듈을 5열로 병렬 연결시킨 시설에서 생산한다고 가정하면 그 때의 주요 비

운 변수 값들은 표 3.1.44와 같다.

표 3.1.44.EDC/MR-embeddedSI참조공정 비 운 사양

- Hydrogen production rate per train 60 mol·H2/s

- Bunsen reactor outlet temperature 120 
o
C

- H2SO4 decomposer outlet temperature 750 oC

- SO3 decomposer outlet temperature 850 oC

- HI decomposer outlet temperature 450 
o
C

- Operation pressure of Bunsen reactor 3.0 bar

- Operation pressure of sulfuric acid concentration system 0.1 bar

- Operation pressure of sulfuric acid evaporator 7.09 bar

- Operation pressure of sulfuric acid decomposition system 7.09 bar

- Operation pressure of EDC 1.0 bar

- Operation pressure of HI distillation column and decomposer   40.0 bar

- Operation pressure of secondary helium loop 40.0 bar

- IHX secondary helium outlet temperature 910 oC

- IHX secondary helium inlet temperature  <500 
o
C 

- Power conversion system efficiency    48 % 

그림 3.1.3의 한국형 참조 SI공정도에서 간열교환기인 IHX에서 배출되는 고온의 헬륨이

통과하는 공정장치들과 표 3.1.44의 비 운 변수 값들을 기 로 할 때,가장 높은 온도에서

운 되는 장치는 삼산화황 열분해장치로서 850oC로 운 되며 상 으로 낮은 온도에서 운

되는 장치로는 HI열분해장치의 450
o
C운 과 98wt% 황산용액 기화장치가 된다.여기에서

황산용액 기화장치는 그 운 압력에 따라 끓는 이 다르게 주어지는데 이를테면 7.09bar를 운

압력으로 설정하면 그 끓는 이 414.7oC가 되겠으나 이 장치의 운 압력을 40bar로 하는

경우,506.7oC가 될 것이다[3.1.17].이러한 들을 고려할 때,2차 헬륨 냉각계통과 SI공정 간

의 열 이동 경로를 설정함에 있어,IHX에서 배출되는 고온의 헬륨이 삼산화황 열분해장치를

우선 으로 통과한 다음 황산 열분해장치를 통과하고 연이어서 황산용액 기화장치와 HI열분

해장치를 병렬로 통과하도록 하는 것이 공정의 효율 인 열 이용 구성 방법과 운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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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단하며 이러한 논리 배경을 바탕으로 개략 인 비 연계계통도

를 나타내면 그림 3.1.139와 같다.

그림 3.1.139에는 2차 냉각계통 순환유체인 헬륨의 유로 말단에 헬륨 냉각계통이 추가되고

있다.이것의 구성과 운 방법 그리고 규모는 VHTR계통과 간 열교환 계통의 설계/운 안

요건과 운 방법에 맞도록 강구되어야 한다.특히 수소생산 시설의 시동상태에서나 비정상

운 상태의 발생으로 인한 2차 냉각계통 헬륨 순환온도의 교란 상이 출 하더라도 충분히 제

어되어 헬륨의 순환온도가 정격 운 온도를 유지하도록 2차 헬륨 냉각계통이 구비되어야 하며

이것의 가동으로 간 열교환 계통과 VHTR계통으로의 열교란 가 방지되어야 한다.궁극

으로 이러한 안 조치는 수소생산 시설의 설계/운 /운 과 련하여 비원자력 시설로서의

인허가와 렴한 수소생산비 추구의 목 이기도 하다.

그림 3.1.139.2차 헬륨계통 개략도

2)2차측 헬륨루 와 헬륨냉각 시스템

그림 3.1.139의 2차 헬륨계통 개략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차 냉각계통 순환유체인 헬륨

이 통과하는 SI공정장치들을 그림 3.1.3의 EDC/MR-embedded SI공정도에서 발췌하여

IHX-SI 비 연계공정도를 작성하면 그림 3.1.140과 같다.

그림 3.1.140.HIX-SI 비 연계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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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정상 인 운 하에서는 IHX에서 910
o
C로 가열된 2차 헬륨

이 밸 V1을 통하여 매가 충 된 삼산화황 열분해반응기,단순 열 달 충 물이 충 된 황

산 열분해반응기를 차례 로 거친 후 그 흐름이 두 갈래로 갈라져서 하나는 밸 V3를 통하여

황산용액 기화기로 주입되고 다른 하나는 밸 V4를 통하여 매가 충 된 요오드산 열분해

멤 인 반응기와 요오드산 혼합증기 비가열기를 통과한 후 황산용액 기화기를 통과한 헬

륨과 다시 합쳐져서 밸 V6를 통하여 헬륨 순환기에 의해 IHX로 재순환된다.표 3.1.45는 2

차 헬륨루 에 걸쳐 있는 SI공정 장치들의 운 상태 별 헬륨의 이동 경로를 보여 다.

표 3.1.45.SI공정 장치들의 운 상태 별 헬륨의 이동 경로

한편 표 3.1.46은 아스펜 코드를 이용하여 헬륨 순환기의 운 조건별 소비동력(W)과 출구온

도(T2)를 계산하여 시한 것으로 7.09bar에서 운 되는 98무게% 황산용액의 기화기 운 온

도(413oC)와 40bar/450oC에서 운 되는 HI열분해반응기의 운 조건을 고려하면 헬륨순환

기로 주입되는 헬륨의 온도(T1)는 정상운 조건에서 450oC수 이다.이것을 경계 값으로 하

여 표 3.1.44에 제시한 바 있는 IHX로 순환되는 헬륨의 정격 운 온도를 500
o
C이하로 유지시

키기 해서는 표 3.1.46에서 보인 바와 같이 SI공정을 통과함으로써 발생되는 헬륨의 압력 손

실이 약 5bar이하 (P1>3.5MPa)가 되도록 장치의 구조와 배 에 신 을 기해야 한다.

한편 그림 3.1.140의 연계계통에 한 2차 헬륨루 공정의 정상상태에서의 물질수지 열

에 지 요구량을 표 3.1.47의 경계조건을 용하여 본 연구 에서 개발한 KAERI-DySCo를 이

용하여 계산하면 표 3.1.48 49와 같다.

60mol/s의 수소생산 규모에서 헬륨으로부터 SI공정 장치들로 달되어야 할 총 열에 지

는 표 3.1.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31,933.4kJ/s이며 표 3.1.45의 발생될 수 있는 운 사고별 헬

륨통로를 고려할 때,연계계통에서의 헬륨냉각계통 냉각부하는 정상운 상태에서의 0kJ/s를

최 로 하고 Case5사건에서의 31,933.4kJ/s를 최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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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6.헬륨 순환기의 운 조건별 소비동력(W)과 출구온도(T2)

표 3.1.47.IHX-SI연계공정 경계조건

LineNo.

inFig.7
Stream Information

Temperature

(
o
C)

Pressure

(bar)

He01 Purehelium 910.0 40

He11 Purehelium 450.0 40

205
90mol% ofsulfuricacid,

totalflow rateof101.09mol/s
B.P. 7.09

207 H2SO4decomposeroutlet 750.0 7.09

208
SO3decomposeroutlet,

O2productivityof30mol/s
850.0 7.09

307

H2O/HI/I2mixedvapor,

flow rateofeachcompound(mol/s):

258.81/195.60/46.98

274.4 40

308 - 450.0 39.5

309 - 450.0 39.5

315A
HIdecomposeroutlet,

H2productivityof60mol/s
450.0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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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8.정상상태에서의 IHX-SI연계공정 물질수지

Line

No.

[He]

mol/s

[H2SO4]

mol/s

[H2O]

mol/s

[SO3]

mol/s

[SO2]

mol/s

[O2]

mol/s

[HI]

mol/s

[H2]

mol/s

[I2]

mol/s
Phase

Temp.
oC

He01 3339.5 - - - - - - - - Gas 910.0

He02 3339.5 - - - - - - - - Gas 910.0

He03 - - - - - - - - - - -

He04 3339.5 - - - - - - - - Gas 812.7

He05 3339.5 - - - - - - - - Gas 686.8

He06 2496.5 - - - - - - - - Gas 686.8

He07 2496.5 - - - - - - - - Gas 443.3

He08 843.0 - - - - - - - - Gas 686.8

He09 843.0 - - - - - - - - Gas 643.2

He10 843.0 - - - - - - - - Gas 470.0

He11 3339.5 - - - - - - - - Gas 450.0

He12 3339.5 - - - - - - - - Gas 450.0

He13 3339.5 - - - - - - - - Gas >450.0

He14 3339.5 - - - - - - - - Gas 450.0

He15 3339.5 - - - - - - - - Gas 486.3

205 - 90.26 10.83 - - - - - - Liquid 233.8

206 - 55.48 45.61 34.78 - - - - - Gas 413.1

207 - 1.34 99.76 88.93 - - - - - Gas 750.0

208 - 0.42 100.67 32.71 57.12 28.56 - - - Gas 850.0

307 - - 258.81 - - - 195.60 - 46.98 Gas 274.4

308 - - 258.81 - - - 195.60 - 46.98 Gas 450.0

309 - - 0.03 - - - 0.03 60.00 0.03 Gas 450.0

315A - - 258.78 - - - 72.87 1.35 108.30 Gas 450.0

표 3.1.49.IHX-SI연계공정 장치별 열에 지 요구량

Components Sensible Heat
(kJ/s)

Latent Heat
(kJ/s)

Heat of Reaction
(kJ/s)

Total Heat
(kJ/s)

H2SO4

Vaporizer 2,925.8 6,425.7 3,284.8 12,636.3

H2SO4

Decomposer 3,876.7 - 4,868.4 8,745.1

SO3

Decomposer 1,134.3 - 5,619.5 6,753.8

Heat Exchanger
(HE301)

3,034.7 - - 3,034.7

HI
Decomposer - - 763.5 763.5

Subtotal Heat
(kJ/s)

10,971.5 9,710.5 11,251.4 31,9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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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계계통 수소공정장치 비 개념설계

연계계통 공정도를 기 으로 2차 헬륨루 와 SI공정의 열교란 상호 계를 분석하기 해

서는 헬륨이 통과하는 SI공정의 구성장치들에 한 구조재료와 모양 크기 등의 정보가 필

요하며,이러한 정보들을 도출하기 해서는 개별 구성장치에 한 개념설계를 요구한다.

물론 본 연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개별 장치의 개념설계가 실제 제작/설치를 한 최 의 상

세설계로의 진행을 도모하는 시 석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한 이 많기는 하겠지

만 어도 열교란 특성을 해석할 수 있는 입력정보로서의 활용성에는 큰 무리가 없는 수 으

로 수행함을 밝힌다.

다음은 60mol/s의 수소생산규모 SI공정을 상으로 연계계통에 걸쳐 있는 수소생산 공정장

치들의 비 개념을 설정하고 장치 사이징을 그림 3.1.141의 차에 의해 수행되었다.

그림 3.1.141.IHX-SI연계공정 장치사이징 계산 차도

가)황산용액 기화기

SI공정에서의 황산용액은 물과 황산 2성분계의 혼합용액으로서 상 휘발도는 물이

황산보다 쉽게 증발하기 때문에 2성분계의 황산용액을 기화코자 하는 경우,기화기 형태로서는

Short-tubeBasket-typeVaporizer(SBV) 는 Falling-film Vaporizer(FV)가 바람직하며 용

액의 황산농도와 청정상태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를테면 물과 황산으로 구성된

혼합용액의 기-액 평형이 98무게% 농도에서 공비 을 형성함으로 이러한 공비 으로 주입되

는 황산용액이라면 SBV의 용이 무난하지만 그 이하의 황산농도로 주입되는 용액이라면 FV

채택에 의한 용액의 주입유량과 기화속도가 평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SI공정에서 순환되는 황산용액이 고온의 상태에서 몇 종의 공정장치들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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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과함으로써 이로부터 이탈된 고체 부식 입자가 황산용액에 공존할 것으로 견하기 때

문에 그림 3.1.142와 같은 SBV를 황산용액의 기화기로서 채택하 다.물론 기화기로 주입되는

황산용액은 단계의 황산증발 농축기에서 공비 까지 농축되는 것을 제로 한다.

그림 3.1.142.황산용액 기화기 개략도

정상상태에서 686.8oC의 헬륨이 2,496.5mol/s로 주입되어 황산용액에 열을 달하고 443.3oC

로 냉각되어 배출되며 98무게% 황산용액은 7.09기압을 유지하는 기화기로 101.1mol/s(5

L/s)의 유량으로 233.8
o
C의 상태로 주입되어 끓는 인 413.1

o
C까지 가열되고 기화되어 황산증

기가 55.48mol/s,수증기가 45.61mol/s,삼산화황 기체가 34.78mol/s씩 배출된다.

이 과정에서 1차 측인 헬륨으로부터 2차 측인 황산용액에 달된 총 열량은 표 3.1.49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12,636.3kJ/s이며 이 열량이 SiC로 제작된 열교환기 (총 열 달 계수 :

2.1763kJ/(m
2
S
o
C))를 통하여 달되었다고 가정하면 약 24.2m

2
의 열 면 (A)을 요구한다.

내경(IDtube)0.0127m(외경(ODtube)0.0159m),길이(Ltube)1.0m의 SiC튜 로 열면 을 구성

한다고 하면 총 539개(Ntube=A/(πLtube(IDtube+ODtube)/2))의 튜 가 요구되며 이것을 튜 외경

의 1.25배를 삼각배열 피치로 하는 8면체의 튜 집합체를 구성하면 셀의 내경은 0.46m (IDshell

=(2n-1)*Pitch;n=팔면체의 방사외각 수로서 Ntube=1+8n(n-1)/2 계임)정도이다.이 경

우 기화기 내의 황산용액 체류량 (Hold-up)은 약 59L가 되며 헬륨이 통과하는 공간은 약

85.3L(양쪽 헤드부분의 공간은 튜 공간의 25% 상정)로서 헬륨의 공간속도는 50.31s
-1
이다.

나)황산 열분해기

SI공정에서의 황산 열분해기는 일본의 JAEA와 미국의 SNL에서 가압 운 용으로 제

작 시험한 바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Alloy800H재질의 황산 열분해기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3.1.29]미국의 경우는 SiC재질의 Bayonet-tube열교환기를 채택하여 황산용

액의 기화와 황산 삼산화황 열분해 시험을 성공 으로 마친 바 있다[3.1.30].

본 연구에서는 황산 열분해 반응기로 그림 3.1.1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Alloy800H재질의 튜

집합체가 하방으로 열팽창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재질의 Shell로 구성시킨

Internal-floating-head열교환기를 잠정 채택하 으며 튜 내측으로는 황산증기가 흐르고 튜

외측으로는 가열매체인 헬륨이 통과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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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3.황산 열분해반응기 개략도

정상상태에서 812.7
o
C의 헬륨이 3,339.5mol/s로 주입되어 황산 혼합기체에 열을 달하고

686.8oC로 냉각되어 배출되며 공정 유체로는 413.1oC를 유지하는 황산 혼합기체(황산증기가

55.48mol/s,수증기가 45.61mol/s,삼산화황 기체가 34.78mol/s)가 주입되어 750oC까지 가열

된 상태에서 열분해 반응이 일어난 뒤 황산증기가 1.34mol/s,수증기가 99.76mol/s,삼산화황

기체가 88.93mol/s의 조성으로 삼산화황 매분해 반응기로 주입된다.

이 과정에서 1차 측인 헬륨으로부터 2차 측인 황산 혼합기체에 달된 총 열량은 Table9에

서 나타낸 바와 같이 8,745.1kJ/s이며 이 열량이 Alloy800H로 제작된 열교환기 (총 열 달

계수 :0.4216kJ/(m
2
S
o
C))를 통하여 달되었다고 가정하면 약 144.8m

2
의 열 면 (A)을 요

구한다.내경(IDtube)0.0127m(외경(ODtube)0.0159m),길이(Ltube)2.4m의 Alloy800H 튜 로

열면 을 구성한다고 하면 총 1,344개(Ntube=A/(πLtube(IDtube+ODtube)/2))의 튜 가 요구되며

이것을 튜 외경의 1.25배를 삼각배열 피치로 하는 8면체의 튜 집합체를 구성하면 셀의 내경

은 0.74m (IDshell=(2n-1)*Pitch;n=팔면체의 방사외각 수로서 Ntube=1+8n(n-1)/2 계

임)정도이다.이 경우 헬륨이 통과하는 공간은 약 392L로서 헬륨의 공간속도는 17.87s
-1
이다.

다)삼산화황 열분해기

삼산화황 매 열분해 반응기도 황산 열분해 반응기와 마찬가지로 그림 3.1.143과 같

이 Alloy800H 재질의 튜 집합체가 하방으로 열팽창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재질의

Shell로 구성시킨 Internal-floating-head열교환기를 잠정 채택할 수 있으며 단지 차이 은 튜

내부에 삼산화황 분해 매가 충 된다는 이다.튜 내측으로는 삼산화황 혼합기체가 흐

르고 튜 외측으로는 가열매체인 헬륨이 통과한다.

정상상태에서 910oC의 헬륨이 3,339.5mol/s로 주입되어 삼산화황 혼합기체에 열을 달하고

812.7
o
C로 냉각되어 배출되며 공정 유체로는 750

o
C를 유지하는 삼산화황 혼합기체(황산증기가

1.34mol/s,수증기가 99.76mol/s,삼산화황 기체가 88.93mol/s)가 주입되어 850
o
C까지 가열된

상태에서 열분해 반응이 일어난 뒤 황산증기가 0.42mol/s,수증기가 100.67mol/s,삼산화황

기체가 32.71mol/s,이산화황 기체가 57.12mol/s,산소가 28.56mol/s의 조성으로 배출된다.

이 과정에서 1차 측인 헬륨으로부터 2차 측인 황산 혼합기체에 달된 총 열량은 Table9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6,753.8kJ/s이며 이 열량이 Alloy800H로 제작된 열교환기 (총 열 달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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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1.8787kJ/(m
2
S
o
C))를 통하여 달되었다고 가정하면 약 58.6m

2
의 열 면 (A)을 요구

한다.순간반응인 황산 열분해반응과 달리 삼산화황 열분해반응은 매의 성능에 따라 반응속

도가 다르게 나타나며 반응기 사이징에 향을 미친다.이를테면 매의 성능이 우수해 열분해

반응이 순간 으로 일어나면 황산열분해 반응기의 사이징에서와 마찬가지로 화학반응 자체는

평형반응으로 간주하고 열 달 면 만을 만족시키는 사이징 방법을 채택하면 될 것이나 그

지 못한 경우에는 열분해 환율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반응기의 부피와 열 달 면 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사이징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후자의 경우에 있어서,완 혼합 연속흐름 반응기

(CSTR)와 러그 흐름 반응기(PFR)모델의 채택에 따라 매가 충 된 반응기를 통과하는

유체의 반응기내 체류시간(Space-time,τ)은 각각 다음의 식에 의해 계산한다.

τCSTR = (1)

τPFR = 1

kC
n-1
A0

⌠
⌡

XA

0

(1+εAXA)
n
dXA

(1-XA)
n

(2)

여기에서 k는 반응상수,CA0는 기농도,n은 반응차수,XA는 환율,εA는 반응에 따른 부피

변화율이다.따라서 매가 충 된 반응기의 공극률(ψ)을 갖는 반응기의 부피(Vr)는 각각 다음

식으로 나타난다.

Vr,CSTR=FA0τCSTR/ψ (3)

Vr,PFR=FA0τPFR/ψ (4)

여기에서 FA0는 반응기로 들어가는 반응물의 부피유량이다.

삼산화황의 열분해 반응속도 에서 식 (3)과 (4)에 의한 매가 담겨져 있는 반응기 총

부피(Vr)와 열 달 에서의 총 열면 (A)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다음 계식에 의해

Internal-floating-head열교환기를 구성하는 튜 의 내경(IDtube)은 자동 결정된다.

Ntube=
A

π
(ODtube+IDtube)

2
Ltube

=
Vr

π(
IDtube
2
)
2
Ltube

(5)

IDtube=
2Vr+2 V

2
r+AVrδ

A
(6)

δ=
ODtube-IDtube

2
(7)

이상의 식들에 의해 총 튜 소요 수(Ntube)와 튜 외경이 결정되고 외경의 1.25배를 삼각배

열 피치로 하면서 8면체의 튜 집합체를 구성한다고 하면 황산 열분해 장치와 마찬가지로 셀

의 내경은 IDshell과 헬륨이 통과하는 공간 그리고 헬륨의 공간속도가 쉽게 결정된다.그러나 지

까지 삼산화황 열분해속도 식에 한 정보가 충분히 밝 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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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평형반응으로 간주하여 앞서 산출한 58.6m
2
의 열 면 (A)을 상으로 셀의 내경과 헬륨

이 통과하는 공간 그리고 공간속도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내경(IDtube)0.0127m(외경(ODtube)0.0159m),길이(Ltube)1.2m의 Alloy800H 튜 로 열면

을 구성한다고 하면 총 1,088개(Ntube=A/(πLtube(IDtube+ODtube)/2))의 튜 가 요구되며 이것

을 튜 외경의 1.25배를 삼각배열 피치로 하는 8면체의 튜 집합체를 구성하면 셀의 내경은

0.66m (IDshell=(2n-1)*Pitch;n=팔면체의 방사외각 수로서 Ntube=1+8n(n-1)/2 계임)정

도이다.이 경우 헬륨이 통과하는 공간은 약 151L로서 헬륨의 공간속도는 51.46s
-1
이다.

라)HI혼합기체 열기

SI공정에서의 HI혼합기체 열기의 재료는 일본 JAEA에서 HI열분해반응기 재료로

채택하고 있는 MAT21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3.1.29] 열기의 형태는 황산 열분해 반응기와

같은 그림 3.1.143의 튜 집합체가 하방으로 열 팽창되도록 한 Internal-floating-head열교환

기를 잠정 채택하 으며 튜 내측으로는 HI혼합기체가 흐르고 튜 외측으로는 가열매체인

헬륨이 통과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정상상태에서 643.2
o
C의 헬륨이 843mol/s로 주입되어 HI혼합기체에 열을 달하고 470

o
C로

냉각되어 배출되며 공정 유체로는 274.4
o
C를 유지하는 HI혼합기체(HI기체가 195.6mol/s,수증

기가 258.81mol/s,요오드기체가 46.98mol/s)가 주입되어 450oC까지 가열된 상태에서 HI열분

해기로 주입된다.

이 과정에서 1차 측인 헬륨으로부터 2차 측인 HI혼합기체에 달된 총 열량은 Table9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3,034.7kJ/s이며 이 열량이 MAT21로 제작된 열교환기 (총 열 달 계수 :

0.5586kJ/(m
2
S
o
C))를 통하여 달되었다고 가정하면 약 27.9m

2
의 열 면 (A)을 요구한다.

내경(IDtube)0.0127m(외경(ODtube)0.0159m),길이(Ltube)1.2m의 MAT21튜 로 열면 을

구성한다고 하면 총 518개(Ntube=A/(πLtube(IDtube+ODtube)/2))의 튜 가 요구되며 이것을 튜

외경의 1.25배를 삼각배열 피치로 하는 8면체의 튜 집합체를 구성하면 셀의 내경은 0.46m

(IDshell=(2n-1)*Pitch;n=팔면체의 방사외각 수로서 Ntube=1+8n(n-1)/2 계임)정도이다.

이 경우 헬륨이 통과하는 공간은 약 76L로서 헬륨의 공간속도는 18.88s-1이다.

마)HI열분해기

HI열분해기는 그림 3.1.144와 같이 매가 충 된 HI열분해 공간과 열분해로부터 생

성된 수소만을 선택 으로 투과시킬 수 있는 세라믹 막으로 격리된 부압실로 구성된 일체형

반응기가 직렬로 다단 연결되어 있으며 그 외부로 반응열을 공 하기 한 가열 매체인 헬륨

의 유로가 형성되어 있는 형태이다.

그림 3.1.144.HI열분해 반응기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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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열분해기의 재료는 일본 JAEA에서 채택하고 있는 MAT21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3.1.29] 매가 충 된 열분해 반응부분의 반응기 사이징은 완 혼합 반응기로 가정한 식 (8)

과 (9)를 용하 다.

Vi=
FHI,i-1-FHI,i
(-rHI)

(8)

Vr,i=Vi/ψ (9)

FHI,i-1:i번째 반응기로 주입되는 요오드산의 몰 유량 [mol/s]

FHI,i
:i번째 반응기에서 배출되는 요오드산의 몰 유량 [mol/s]

ψ: 매 충 반응기의 공극률 [-]

여기에 용된 반응 속도식은 기존의 연구[3.1.31]에서 이미 제시되었으며 다음과 같다.

rHI=-kPRHI (10)

RHI=
xHI

1+KI2PxI2
-

xH2xI2(1+KI2PΦ
e
/2)

Kp(1+KI2PxI2)
2

(11)

rHI:반응속도 [mol/(m
3
s)]

k:반응속도상수(=0.158exp(-34375/RT))[mol/(m
3
Pas)]

P:반응기 압력 [Pa]

xi:i성분의 몰분율 [-]

KI2
:요오드 흡착평형상수(=5.086x10-11exp(68667/RT))[Pa-1]

Φe:요오드산 분해 평형 환율 [-]

Kp:요오드산 분해 평형상수 [-]

의 식에서 HI분해 평형 환율(Φe)은 평형상수 Kp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3.1.32].

Kp=
(C
e
H2
)
0.5
(C
e
I2
)
0.5

C
e
HI

(12)

Φ
e
=1-

C
e
HI

CHI,0
=1-

(C
e
H2
)(C

e
I2
)

KpCHI,0
(13)

Cei:i성분의 평형농도 [mol/m
3
]

CHI,0:HI주입농도 [mol/m
3
]

Kp= 4.52×10-3-4.59×10-5T+1.44×10-7T2

-8.66×10-11T3+1.83×10-14T4

(14)



Ⅵ-151

상기 식들에 의해 직렬로 연결된 각 열분해 반응기의 부피를 결정함에 있어 세라믹 막의 특

성 값을 필요로 하는데 본 계산에서는 수소투과율을 0.9,그리고 수소와 함께 막을 통과하는

요오드화수소,물 그리고 요오드의 상 투과율을 0.0005로 하 다. 한 균일 구형 매가 충

된 열분해 반응기의 공극률은 0.48를 용시켰고 각 반응기에서의 HI 매열분해는 평형농

도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가정하 다.

한편 정상상태에서 686.8
o
C의 헬륨이 843mol/s로 주입되어 HI열분해 반응에서 필요로 하

는 반응열을 달하고 643.2oC로 냉각되어 배출되며 공정 유체 쪽은 450oC를 유지하는 HI혼합

기체(HI기체가 195.6mol/s,수증기가 258.81mol/s,요오드기체가 46.98mol/s)가 주입되어 HI

의 매 열분해가 일어난 후 수소 배출구로는 60mol/s의 수소,0.03mol/s의 수증기,0.03

mol/s의 HI,그리고 0.03mol/s의 요오드가 450
o
C로 배출되며 HI 매열분해 반응기 출구에서

는 1.35mol/s의 수소,258.78mol/s의 수증기,72.87mol/s의 HI,그리고 108.3mol/s의 요오드

가 혼합기체가 450oC로 배출된다.이 과정에서 1차 측인 헬륨으로부터 2차 측인 HI열분해 모

듈에 달된 총 열량은 표 3.1.49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763.5kJ/s이며 이 열량이 MAT21로

제작된 열교환기를 통하여 달된다. 한 상기한 물질수지를 만족시키기 한 열분해 반응기

의 직렬연결 반응기 수는 총 24개가 필요하 으며 각 반응기별 부피는 표 3.1.50과 같으며 총

부피(ΣVi)는 1.5774m3로서 공극률을 반 하면 겉보기 반응기 총 부피(ΣVr,i)는 3.28m3이다.

여기에서 세라믹 막으로 격리된 부압실의 부피로 매가 충 된 열분해 반응기 부피의 20%만

큼씩 부여 한다고 하면 양쪽을 합친 일체형 열분해반응기 모듈의 총 부피는 3.9m3에 해당하

고 헬륨이 통과하는 부피는 약 66L가 되며 헬륨의 공간 속도는 24.58s
-1
이다.

표 3.1.50.다단 HI열분해 반응기 부피 

Reactor # 1 2 3 4 5 6 7 8 9 10 11 12

Volume(m3) 0.2326 0.1338 0.1098 0.0947 0.0842 0.0763 0.0701 0.0651 0.0610 0.0574 0.0544 0.0517

Reactor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Volume(m3) 0.0493 0.0472 0.0453 0.0436 0.0420 0.0405 0.0392 0.0380 0.0368 0.0358 0.0348 0.0338

4)SI공정 비정상운 시나리오별 헬륨온도 특성분석

가) 달함수와 충격함수

VHTR의 2차 헬륨루 와 SI공정의 열교란 상호 계 분석을 해서는 달함수

(TransferFunction)와 충격함수(ForcingFunction)를 결정하여야 한다.표 3.1.4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계계통에 있어서 정상 비정상 운 은 5경우의 총 8건의 사건을 시할 수 있

는데 정상조업으로부터 임의 장치의 비정상 운 이 발생하여 헬륨의 이동경로가 의 조치된

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된 장치의 기능이 정지된다는 것이고 이는 곧 헬륨으로부터 반응장치로

의 정상 인 열 달이 차단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헬륨 출구의 온도가 변하게 된다.

따라서 충격함수는 각 반응기에서 요구하는 열량이 되며 정상운 상태에서 헬륨배 에 설치

된 밸 의 순간 인 차단에 의해 비정상운 응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여겨지는 바 단계함수

일 것임을 측할 수 있다.

본 계에 한 달함수를 발견하기 하여 식(15)와 같은 1차계의 에 지수지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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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HemHe(THe,inlet-THe)-Qi=ViρHeCp,He
dTHe
dt

(15)

여기에서 Cp,He는 헬륨의 정압 비열이고,mHe는 몰유량,THe,inlet
은 그림 3.1.140에서 He01배

의 헬륨유체 온도,THe는 He11배 의 헬륨유체 온도,Qi는 각 반응기에 공 해야 할 단 시간

당 총 열량,Vi는 각 반응기에서 헬륨이 차지하는 부피의 합,ρHe는 헬륨의 도,그리고 t는

운 시간이다.한편 정상상태에서의 에 지 수지는 다음과 같다.

Cp,HemHe(THe,inlet-THe,s)-Qi,s=0 (16)

식(15)에서 (16)을 빼면

Cp,HemHe(THe,s-THe)+(Qi,s-Qi)=-ViρHeCp,He
d(THe,s-THe)

dt
(17)

Cp,HemHe△THe-△Qi=-ViρHeCp,He
d△THe
dt

(18)

식(18)을 Laplace 환을 하고 기조건을 입하면 다음의 달함수(G(s))를 구할 수 있다.

G(s)=
△THe(s)

△Qi(s)
=

A
τs+1

(19)

A=
1

Cp,HemHe

(20)

τ=
ViρHe
mHe

(21)

충격함수 △Qi(s)가 Table5의 사건별로 정상상태로부터 음의 단계변화를 래함으로

△Qi(s)=-
B
s

(22)

B=Qi,s-Qi (23)

△THe(s)=-AB(
1
s
-

1
s+1/τ

) (24)

식(24)를 역변환하면

△THe(t)=0 t≺0 (25)

△THe(t)=-AB(1-e
-t/τ) t≥0 (26)

따라서 헬륨의 출구 온도(THe)는 다음의 시간 함수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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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t)=THe,s+AB(1-e
-t/τ) (27)

나)운 사고별 헬륨온도 과도응답

-Case1사고

그림 3.1.140의 모든 시스템이 정상 으로 운 되다가 HI열분해기(HIDecomposer)

는 HI혼합기체 열기(HE301)가 고장을 일으키면 Case1의 사고를 유발한다.2장치의 고장

은 열교환 부분의 열 면에 작은 구멍(pin-hole)이 생기거나 (crack)이 가는 손상을 입어 가

열 유체인 헬륨이 공정유체인 요오드화수소 기체 쪽으로 흘러 들어감으로써 유발되는데 그 진

단방법으로는 공정유체 측의 온도가 갑자기 상승하거나 공정 유체의 유량이 갑자기 증가하는

상을 찰함으로써 진단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열 유체인 헬륨의 흐름에서 요오드화

수소를 감지하여 진단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고장이 발견되면 그림 3.1.140에 있는 밸 V4와 V4-1이 동시에 차단되고 HE301로

유입되는 공정유체 한 주입이 단된다.그 게 되면 밸 V1을 통과한 모든 헬륨은 밸

V3을 통과하여 온도측정요소(TME2)에 당도하게 되는데 이때의 헬륨온도 과도응답을 식(27)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헬륨온도의 과도응답을 계산함에 있어,식(21)의 시간상수(time

constant)가 과도응답 민감도를 결정짓는 요 요소이며 헬륨이 통과는 공간부피(Vi)가 주어져

야 한다.

Case1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표 3.1.45에서 표기한 것처럼 2차 계통 순환헬륨이 그림

3.1.140의 TME1을 통과하여 He02→He04→He05→He06→He07→He11의 순으로 흘러 TME2에

당도하게 되며,이때 헬륨이 통과하는 공간은 1.4 의 연계계통 수소공정장치 비 개념설계에

서 밝힌 바와 같이 황산용액 기화기에서 85.3L,황산 열분해기에서 392L,삼산화황 열분해기

에서 151L,그리고 장치와 장치 사이의 배 이 내경 45.72cm(내경 18인치 이 ),총 연장

길이 700cm로 가정했을 때의 공간 1,148.6L로 구성된 총 1,776.9L가 된다.이 값을 Vi로 하

고 헬륨의 몰유량 mHe=3,339.5mol/s를 용하고 밸 V4의 닫힘에 의한 단계 충격함수에서의

상수 B=3,798.2kJ/s를 식(27)에 입하여 과도응답을 계산하면 그림 3.1.145와 같다.

그림 3.1.145.Case1사고시의 TME2에서의 헬륨온도 응답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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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450
o
C의 정상상태로 운 되다가 HI열분해기 는 HI혼합기체 열

기에서 결함이 감지되어 밸 V4가 닫히는 순간부터 간열교환기로 순환되는 헬륨의 온도가

지속 으로 증가하여 2.5 가 경과한 시 에 다른 정상상태의 값인 504.7oC까지 상승할 것

으로 측되었다.

-Case2사고

그림 3.1.140의 모든 시스템이 정상 으로 운 되다가 황산용액 기화기(H2SO4

Vaporizer)가 고장을 일으키면 Case2의 사고를 유발한다.본 장치의 고장 한 열교환 부분의

열 면에 작은 구멍(pin-hole)이 생기거나 (crack)이 가는 손상을 입어 가열 유체인 헬륨이

공정유체인 98무게% 황산용액 쪽으로 흘러 들어감으로써 유발되는데 그 진단방법으로는 기

화기의 내부온도와 압력이 갑자기 증가하는 상을 찰함으로써 진단할 수 있다.

이러한 고장이 발견되면 그림 3.1.140에 있는 밸 V3과 V3-1이 동시에 차단되고 황산용액

기화기로 유입되는 황산용액의 주입 한 단된다.그 게 되면 밸 V1을 통과한 모든 헬륨

은 밸 V4을 통과하여 온도측정요소(TME2)에 당도하게 되는데 이때의 헬륨온도 과도응답을

식(27)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헬륨온도의 과도응답을 계산함에 있어,식(21)의 시간상수

(timeconstant)가 과도응답 민감도를 결정짓는 요 요소이며 헬륨이 통과는 공간부피(Vi)가

마찬가지로 주어져야 한다.

Case2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표 3.1.45에서 표기한 것처럼 2차 계통 순환헬륨이 그림

3.1.140의 TME1을 통과하여 He02→He04→He05→He08→He09→He10→He11의 순으로 흘러

TME2에 당도하게 되며,이때 헬륨이 통과하는 공간은 1.4 의 연계계통 수소공정장치 비

개념설계에서 밝힌 바와 같이 황산 열분해기에서 392L,삼산화황 열분해기에서 151L,HI혼

합기체 열기에서 76L,HI열분해기에서 66L 그리고 장치와 장치 사이의 배 이 내경

45.72cm(내경 18인치)인 이 5m 그리고 내경 30.48cm(내경 12인치)인 이 3m로 구

성되었다고 가정했을 때,총 공간 Vi=1,724.2L가 된다.헬륨의 몰유량 mHe=3,339.5mol/s를

용하고 밸 V3의 닫힘에 의한 단계 충격함수에서의 상수 B=28,135.2kJ/s를 식(27)에 입하

여 과도응답을 계산하면 그림 3.1.146과 같은 결과가 얻어진다.

그림 3.1.146에서와 같이 450
o
C의 정상상태로 운 되다가 황산용액 기화기에서 결함이 감지

되어 밸 V3이 닫히는 순간부터 간열교환기로 순환되는 헬륨의 온도가 하게 증가하여

1.89 가 경과한 시 에 다른 정상상태의 값인 855oC까지 상승할 것으로 측되었다.

-Case3사고

Case3의 사고 유형은 Case1의 사고가 발생한 후 시차를 두고 Case2의 사고가 연

이어 일어나는 경우를 상상한 것이다.

Case1의 사고가 1차 으로 발생하여 밸 V4와 V4-1이 닫히어 표 3.1.45에서 표기한 것처

럼 2차 계통 순환헬륨이 그림 3.1.140의 TME1을 통과하여 He02→He04→He05→He06→He07→

He11의 순으로 흘러 TME2에서 온도가 측정되다가 일정시차를 두고 Case2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여 밸 V1과 V3-1이 차단됨과 동시에 밸 V2가 개방되면 2차 계통 순환헬륨의 유로

가 450oC를 유지하는 헬륨으로 채워져 있는 He03으로 흘러 TME2에서 온도가 측정된다.이때

Case1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헬륨이 통과하는 공간과 충격함수에서의 상수 B값은 Cas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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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사고 때와 마찬가지로 1,776.9L와 3,798.2kJ/s를 견지하다가 Case2의 사고가 발생되

는 순간 헬륨의 유로가 내경 45.72cm,길이 7m의 이 로 구성된 He03으로 바뀜으로써 헬

륨이 통과하는 공간과 충격함수에서의 상수 B값이 각각 1,148.6L와 31,933.4kJ/s로 변한다.

Case3의 과도응답을 계산함에 있어 Case1의 사고와 Case2의 사고 발생 시차를 3 로 산정

하여 시범 계산한 결과를 나타내면 그림 3.1.147과 같은 결과가 얻어진다.

그림 3.1.146.Case2사고시의 TME2에서의 헬륨온도 응답곡선

그림 3.1.147.Case3사고시의 TME2에서의 헬륨온도 응답곡선

그림 3.1.1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450oC의 정상상태로 운 되다가 HI열분해기 는 HI혼합기

체 열기에서 결함이 감지되어 밸 V4가 닫히는 순간부터 간열교환기로 순환되는 헬륨의

온도가 지속 으로 증가하여 2.5 가 경과한 시 에 다른 정상상태의 값인 504.7
o
C까지 상

승되었다가 Case1의 사고 이후 3 가 경과한 시 에 황산용액 기화기에서 결함이 연이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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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되어 밸 V1이 닫히는 순간부터 간열교환기로 순환되는 헬륨의 온도가 상승하여 V2가

열린 순간부터 1.26 가 경과한 시 에 헬륨의 IHX로부터의 유입온도인 910
o
C까지 상승할 것

으로 측되었다.

-Case4사고

Case4의 사고 유형은 Case3과는 역순으로 Case2의 사고가 발생한 후 시차를 두고

Case1의 사고가 연이어 일어나는 경우를 상상한 것이다.

Case2의 사고가 1차 으로 발생하여 밸 V3와 V3-1이 닫히어 표 3.1.45에서 표기한 것처

럼 2차 계통 순환헬륨이 그림 3.1.140의 TME1을 통과하여 He02→He04→He05→He08→He09→

He10→He11의 순으로 흘러 TME2에서 온도가 측정되다가 일정시차를 두고 Case1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여 밸 V1과 V4-1이 차단됨과 동시에 밸 V2가 개방되면 2차 계통 순환헬륨

의 유로가 450
o
C를 유지하는 헬륨으로 채워져 있는 He03으로 흘러 TME2에서 온도가 측정된

다.이때 Case2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헬륨이 통과하는 공간과 충격함수에서의 상수 B값은

Case2에서의 사고 때와 마찬가지로 1,724.2L와 28,135.2kJ/s를 견지하다가 Case1의 사고가

발생되는 순간 헬륨의 유로가 내경 45.72cm,길이 7m의 이 로 구성된 He03으로 바뀜으

로써 헬륨이 통과하는 공간과 충격함수에서의 상수 B값이 각각 1,148.6L와 31,933.4kJ/s로 변

한다.Case4의 과도응답을 계산함에 있어 Case2의 사고와 Case1의 사고 발생 시차를 3 로

산정하여 시범 계산한 결과를 나타내면 그림 3.1.148과 같은 결과가 얻어진다.

그림 3.1.148.Case3사고시의 TME2에서의 헬륨온도 응답곡선

그림 3.1.1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450
o
C의 정상상태로 운 되다가 황산용액 기화기에서 결함

이 감지되어 밸 V3이 닫히는 순간부터 간열교환기로 순환되는 헬륨의 온도가 지속 으로

증가하여 1.89 가 경과한 시 에 다른 정상상태의 값인 855oC까지 상승되었다가 Case2

의 사고 이후 3 가 경과한 시 에 Case1의 사고가 연이어 감지되어 밸 V1이 닫히는 순간

부터 간열교환기로 순환되는 헬륨의 온도가 상승하여 V2가 열린 순간부터 1.26 가 경과

한 시 에 헬륨의 IHX로부터의 유입온도인 910oC까지 상승할 것으로 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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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5사고

본 사고는 삼산화황 열분해 반응기의 열교환부에 작은 구멍이 생기거나 이 가서

이를 통하여 헬륨이 유입됨으로써 공정유체가 통과하는 화학반응부의 압력과 온도가 격히

증가하거나,동일 상들이 황산 열분해 반응기에서 일어나거나, 는 Case1의 사고와 Case2

의 사고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이다.

Case5의 사고가 발생하면 밸 V1을 통한 헬륨의 정상 인 순환이 단될 뿐만 아니라 SI

공정유체들 한 연계장치로의 주입이 동시에 단되며 종국 으로는 헬륨의 유로가 밸 V2

를 통한 배 번호 He03으로 바 어 TME2에 도달한다.

이 때 헬륨이 통과하는 총 공간 Vi는 1,148.6L가 되며 밸 V3의 닫힘에 의한 단계 충격함

수에서의 상수 B는 31,933.4kJ/s로 된다.이 값들을 식(27)에 입하여 과도응답을 계산하면

그림 3.1.149와 같은 결과가 얻어진다.

그림 3.1.149.Case5사고시의 TME2에서의 헬륨온도 응답곡선

그림 3.1.1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450
o
C의 정상상태로 운 되다가 상기한 3가지 경우의 Case

5사고 요인이 발생되어 밸 V1이 닫히는 순간부터 간열교환기로 순환되는 헬륨의 온도가

격히 증가하여 1.26 가 경과한 시 에 TME2에서 헬륨의 온도가 910oC를 나타낼 것으로

측된다.

5)헬륨 냉각계통 비개념설계

가)헬륨 냉각계통

SI공정의 운 을 통하여 어떠한 고장 사고의 경우에도 이로 인한 IHX를 통한 2차

측 순환헬륨의 열유동 상이 VHTR시스템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해서는 헬륨 냉각

계통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2006년에 일본의 JAEA연구 이 채택한 수증기발생기와 응축기를 하나의 시

스템으로 하는 헬륨 냉각시스템[2.1.1]을 기 로 한 “U”자형 증기발생기와 강제 공기냉각 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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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Forced-draftair-cooledheatchanger)를 응축기로 하는 그림 3.1.150의 헬륨 냉각계통도

를 설정하 다.그림 3.1.150에서 보는 바와 같이,SI공정 연계계통 화학반응 장치들의 고장이

나 사고로 인하여 IHX로 순환되는 헬륨의 정상운 온도인 450
o
C를 상회하는 헬륨의 열을

증기발생기의 “U"자 을 통과시킴으로써 증기발생기에 담겨져 있는 물이 끓으므로 증발잠열로

서 열을 빼앗고 증발된 수증기는 강제 공기냉각 열교환기를 통과하여 응축된 후 증기발생기로

순환되는 구조이다.

그림 3.1.150.헬륨냉각계통 비개념설계도

나)증기발생기

SI공정의 사고 시나리오별로 IHX로 주입되는 2차 측 순환헬륨의 최종 온도가 사고유

형에 따라 504.7
o
C(Case1),855

o
C(Case2),910

o
C(Case5)가 될 것임에 따라 궁극 으로

정상조업 상태의 순환헬륨 온도인 450
o
C로부터 벋어난 54.7

o
C,405

o
C,460

o
C만큼 냉각시킬

수 있는 헬륨의 냉각설비가 필요하다.이것을 순환헬륨의 유량인 3,339.5mol/s를 고려하면 각

각의 냉각부하는 3,798.2kJ/s,28,135.2kJ/s,31,933.4kJ/s에 상당한다.

여기에서의 유의사항으로는,한 의 증기발생기로 헬륨을 냉각시키는 경우 증기발생기의

열면 을 사고유형에 따라 가변 조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최 의 냉각부하를 요구하는 Case

5의 사고를 기 으로 열면 이 산출되어야 하고 이로 인한 Case1과 Case2사고 때의 과

잉냉각문제는 증기발생기의 운 압력을 증가시켜 물의 비등 을 높임으로써 헬륨 측과의 온도

구배를 낮춤으로써 과다 열면 의 장치문제를 운 조건 변경으로 보상토록 한다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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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발생기의 모형은 그림 3.1.15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압력용기 내에 "U"자형 이 내장되

어 있어 헬륨이 통과하며 헬륨의 입구와 출구는 압력용기 하단에 유로칸막이 (PassPartition)

가 장착된 헤드 (Head)양단에 치한다.한편 압력용기 상단 앙에는 기화된 수증기가 배출

되도록 수증기 배출구가 치하며 압력용기의 간 치에 응축수 순환 보충수 주입용 노

즐이 치한다.본 증기발생기의 개념설계 명세는 표 3.1.51과 같다.

표 3.1.51.증기발생기 개념설계 명세서

Primary side Secondary side

Design pressure/temp(bar/oC)  40/910

Helium inlet/outlet temp(oC)    910/450

Helium flowrate(mol/s)    3339.5

Tube outside diameter(m)    0.0635 

Tube thickness(m)    0.00376

U-Tube length(m)    5

Tube material    NiCrFe Alloy

Maximum operating pressure(bar)    40

Operating temperature(oC)   BP

Full power steam flowrate(kg/s)    14.1

Long-tube vertical evaporator type

Bonnet front head with pass partition

Shell with a built-in U tube bundle 

상기한 설계명세 정보를 바탕으로 열면 을 산출함에 있어 증기발생기의 헬륨과 열교환기

이 사이의 열 달 상 식이 요구되는데 본 계산에서는 일본 JAEA연구 이 사용한 식(28)

의 Dittus-Boelter상 식을 용하 다[2.1.1].

Nu=0.23Re0.8Pr0.4 (28)

식(28)의 Nusselt무차원 군에 포함되어 있는 헬륨측 경막에서의 열 달 계수(h)는 Reynolds

무차원 군의 함수임으로 결국 이 내에서의 헬륨의 선속도 함수이다.따라서 식(28)은 식

(29)의 헬륨 냉각속도와 연립으로 풀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이 의 설치 개수를 계산할 수

있다.

Qcooling load=UA△TL (29)

△TL={(THe,in-Tb)-(THe,out-Tb)}/ln{(THe,in-Tb)/(THe,out-Tb)} (30)

여기에서 U는 총 열 달계수,A는 총 열 달면 으로 이 수의 함수이고 THe,in THe,out

는 증기발생기로 주입되는 헬륨의 온도와 증기발생기에서 배출되는 헬륨의 온도,Tb는 물의

비등 이다.Case5의 헬륨 냉각부하 값인 31,933.4kJ/s을 입하고 표 3.1.51의 설계 명세 값

을 용하면 식(28)과 (29)로부터 12개의 튜 가 설치되어야 함을 알 수 있고 그때 총 열 달

계수(U)값은 4.8442kJ/(
o
Cm

2
s),총 열면 은 12m

2
이다.이상의 값들을 이용하여 증기발생

기의 략 인 구성개념을 도식화 하면 그림 3.1.151과 같으며 약 0.7m
3
의 물이 증기발생기내

에 항상 채워져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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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51.증기발생기 비개념설계도

한편 그림 3.1.151의 증기발생기의 2차 측 운 압력인 1bar를 Case1과 2의 사고 시에도 공

통 으로 용하는 경우, 열면 의 과다로 인해 헬륨이 과냉각되어 IHX로 순환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증기발생기의 운 압력을 높게 할 필요가 있다.이와 같은

운 개념을 바탕으로 SI공정의 사고 2번째로 큰 Case2경우에서의 증기발생기 운 압력

을 조사한 결과,2차 측 수증기 압력을 3.4bar로 하는 경우 물의 비등 이 139
o
C를 유지함으

로써 순환 헬륨의 량을 증기발생기로 보낸다 할지라도 목 으로 하는 헬륨의 온도를 855
o
C

로부터 450oC까지 성공 으로 냉각시킬 수 있다는 것을 계산으로 확인하 으며 이때 4.8202

kJ/(oCm2s)의 총 열 달계수 값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 헬륨의 온도 상승이 가장

작은 Case1사고에서의 과냉각을 방지할 수 있는 증기발생기의 운 압력을 조사한 결과,

504.7
o
C의 헬륨을 량 증기발생기로 통과시키는 경우 증기발생기의 운 압력을 295bar를 유

지해야만 과냉각이 방지될 수 있는 409
o
C의 가상 인 물 비등 을 유지하여 헬륨의 과냉각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되었으나 이 조건은 물의 임계 상태를 의미함으로 물의 증발잠

열을 이용한 헬륨의 냉각은 비 실 이다.따라서 Case1의 사고 시에는 일부 헬륨은 HE13

배 으로 흐르게 하여 증기발생기를 직 통과시키고 나머지 헬륨은 HE12배 으로 우회시킨

후 증기발생기에서 냉각되어 배출되는 헬륨과 HE14배 에서 다시 합쳐지게 함으로써 목 으

로 하는 순환 헬륨의 평균 온도 450oC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이러한 방법에 입각하여 운

조건을 계산한 결과,증기발생기의 2차 측 운 압력을 1bar로 하여 물의 비등 을 100oC로

하되 HE13배 으로 헬륨을 462.8mol/s씩 흐르게 하고 HE12배 으로는 헬륨을 2,876.7

mol/s유량으로 우회시킴으로써 IHX로 순환되는 헬륨의 평균온도가 450
o
C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단되었다.이 때 총 열 달계수 값은 3.1929kJ/(
o
Cm

2
s)일 것으로 추정된다.

다)강제 공냉 응축기

증기발생기에서 배출되는 수증기를 응축시켜 증기발생기로 순환시키기 해서 강제 공

냉 응축기가 요구되며 각 시나리오별 응축부하는 Case1의 경우 1.7kg/s,Case2의 경우 12.4

kg/s,Case5의 경우 14.1kg/s의 속도로 수증기를 응축시켜야 한다.

강제 공냉 응축기에 있어서 냉각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변수로는 송풍기에 의한 냉각유체

공기의 풍속과 수증기가 통과하는 의 개폐에 의한 열면 의 조정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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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공냉 응축기의 모형은 그림 3.1.15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핀이 달려 있는 복수의 다발

(tubebundle)내부로 수증기가 주입되고 다발 하부에 치하는 송풍기의 작동에 의해 상온

의 공기가 다발을 냉각시킴으로써 수증기가 응축되도록 하여 궁극 으로는 응축된 물이

력장 흐름에 의해 증기발생기로 순환되도록 하는 단순구조이다.본 강제 공냉 응축기의 개념설

계 명세는 표 3.1.52와 같다.

표 3.1.52.강제 공냉 응축기 개념설계 명세서

Primary side Secondary side

Maximum operating pressure(bar)     40

Operating temperature(oC)     Dew point

Maximum condensing rate(kg/s)     14.1

Tube outside diameter(m)        0.0191 

Tube thickness(m)                0.0011

Finned-Tube length(m)                7

Tube material              NiCrFe Alloy

Operation pressure(bar)                1

Coolant air inlet/outlet temp.   25oC/66oC

Maximum superficial velocity(m/s)     16

Forced-draft air-cooled condenser type

Blower with controllable revolution speed

Square shell with a built-in finned-tubes 

bank 

상기한 설계명세 정보를 바탕으로 열면 을 산출함에 있어 강제 공냉 응축기의 외부에서

흐르는 냉각용 공기와 열교환기 이 사이의 열 달 상 식이 요구되는데 본 계산에서는 일

본 JAEA연구 이 사용한 식(31)의 Jameson상 식을 용하 다[2.1.1].

Nu=0.092Re
0.723
Pr
0.333

(31)

식(31)의 Nusselt무차원 군에 포함되어 있는 공기측 경막에서의 열 달 계수(h)는 Reynolds

무차원 군의 함수임으로 결국 이 외부에서의 공기의 선속도 함수이다.따라서 식(31)은 식

(29)의 수증기의 응축속도와 연립으로 풀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이 의 설치 개수를 계산할

수 있는데 식(30)의 온도구배 △TL이 응축기에서는 식(32)로 바 다.

△TL={(Tdew-Tair,in)-(Tdew-Tair,out)}/ln{(Tdew-Tair,in)/(Tdew-Tair,out)} (32)

여기에서 Tair,in Tair,out은 응축기로 주입되는 공기의 온도와 응축기에서 배출되는 공기의 온

도,Tdew는 수증기의 이슬 이다.Case5의 응축기의 냉각부하 값인 31,933.4kJ/s을 입하고

표 3.1.52의 설계 명세 값을 용하면 식(29)와 (31)로부터 29,510개의 튜 가 설치되어야 함을

알 수 있고 그때 총 열 달계수(U)값은 0.04964kJ/(
o
Cm

2
s),총 열면 은 12,388.67m

2
이다.

이상의 값들을 이용하여 응축기의 튜 배열을 고안하면 외경 0.0191m,길이 7m 튜 195개

를 면으로 하고 0.036m의 정삼각 배열의 피치로 층하 을 때 응축기의 크기는 가로 7m,

세로 7m,높이가 4.8m가 되며 튜 사이를 통과하는 냉각공기의 선속도는 34m/s가 될 것으로

단한다.

한편 Case1과 2의 사고 시에 Case5에서 설정한 동일한 열면 과 냉각공기의 선속도를

유지하면 응축된 수증기가 이슬 아래의 과냉각 상태로 증기발생기로 순환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해서는 열면 과 냉각공기의 선속도를 히 조 해야 한다.이에 따라 3,798.2

kJ/s의 냉각속도를 요하는 Case1의 경우와 28,135.2kJ/s의 냉각속도를 요하는 Case2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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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하여 각각 튜 사이를 흐르는 냉각공기의 선속도와 열면 을 계산하면 자의 경우는

4.05m/s의 선속도에 6,957m
2
의 열면 을 요구하며 후자의 경우는 30.04m/s의 선속도에

6,724m
2
의 선속도를 요구한다.이때 나타난 Case1운 조건에서의 응축기의 총 열 달계수

는 0.01066kJ/(oCm2s)이며 6,957m2의 열면 을 구 하기 해서는 외경 0.0191m,길이 7m

튜 16,572개가 필요하며 이것을 튜 195개를 면으로 하고 0.036m의 정삼각 배열의 피치

로 층하 을 때 응축기의 크기는 가로 7m,세로 7m,높이가 2.8m가 된다.한편 Case2의 운

조건에서는 응축기의 총 열 달계수가 0.04531kJ/(
o
Cm

2
s)로 나타났으며 6,724m

2
의 열면

을 구 하기 해서는 외경 0.0191m,길이 7m 튜 16,016개가 필요하며 마찬가지로 이것

을 튜 195개를 면으로 하고 0.036m의 정삼각 배열의 피치로 층하 을 때 응축기의 크기

는 가로 7m,세로 7m,높이가 2.6m가 된다.

이상의 각 사고조건별 강제 공냉 응축기의 운 방법과 열면 을 고려한 략 인 구성개

념을 도식화 하면 그림 3.1.152와 같다[3.1.33].

그림 3.1.152.강제 공냉 응축기 비개념설계도

6)열유동 안정화시스템 비성능평가

VHTR의 2차 헬륨루 와 SI공정의 열교란 상호 계 분석을 정상 비정상 운 경우에

하여 수행함으로써 각 경우별로 열 충격의 범 와 이를 흡수할 수 있는 증기발생기의 비

개념 설계도를 완성시켰다.

그림 3.1.151의 증기발생기의 열 충격흡수 성능을 다음 식 (33)을 이용하여 동 거동을 조사

함으로써 비 평가하 다[2.1.1].

AHeρHeCp,He
∂THe
∂t

=-WHeCp,He
∂THe
∂x

-FHeαHe(THe-Ttube) (33)

여기에서,

AHe:totalcross-sectionalareaoftubes(m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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ρHe:helium density(kgm
-3
)

Cp,He:heatcapacityofhelium (kJkg
-1
K
-1
)

THe:helium temperature(K)

t:time(s)

WHe:helium massflow rate(kgs
-1)

x:coordinatealongwithhelium flow (m)

FHe:heattransferareapertubelength(m
2
m
-1
)

αHe:heattransfercoefficient(W m-2K-1)

Ttube:tubetemperature(K)

그리고 식 (33)의 기조건과 경계조건은 각각 다음과 같다.

기조건:THe=723K att=0 (34)

경계조건:THe(t)=THe,steadystate+AB(1-e
-t/τ) at x=0,t>0 (35)

여기에서,A,B,τ는 식 (20),(21),(23)의 정의에 각각 따른다.

식 (33)에 의한 증기발생기 성능 비평가 계산은 Case1,2,5의 경우에 한해서 수행하 으

며 이들의 조합에 의해서 발생되는 Case3과 4의 경우는 Case1,2,5의 경우가 만족되면 충분

히 냉각 성능이 발휘될 것으로 단하여 배제시켰다.표 3.1.53은 식 (33)의 해를 구할 때 용

한 라메타 값들이다.

표 3.1.53.증기발생기의 라메타 값

AHe ρHe Cp,He WHe FHe αHe Ttube

Case 1 0.0295 3.3600 5.1965
1.8512

(11.5068)*) 2.4 3.1929 373

Case 2 0.0295 2.1070 5.1965 13.3580 2.4 4.8202 412

Case 5 0.0295 2.0462 5.1965 13.3580 2.4 4.8442 373

*)
헬륨의 By-pass유량으로 그림 3.1.140에서 He12로 흐르는 유량.

식 (34) (35)의 기조건과 경계조건,그리고 표 3.1.53의 라메타 값들을 입하여 식

(33)에 의한 증기발생기의 헬륨냉각 동 거동을 조사하 을 때,그림 3.1.153,154,155와 같은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HIX-SI연계계통 장치들의 비정상상태가 발생하여도 그림 3.1.151에서

제시하고 있는 증기발생기와 운 방법에 의하여 IHX에 미칠 수 있는 열 충격을 충분히 흡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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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53.Case1사고시의 증기발생기에 의한 헬륨냉각 동 거동

그림 3.1.154.Case2사고시의 증기발생기에 의한 헬륨냉각 동 거동

그림 3.1.155.Case5사고시의 증기발생기에 의한 헬륨냉각 동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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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요약 건의사항

고온기체냉각로(VHTR)계통, 간열교환(IHX)계통,그리고 황-요오드(SI)열화학공정으로

구성된 원자력수소 생산시설에서,본 연구에서는 IHX의 2차측 헬륨루 와 이와 연계되어 있는

SI열화학공정 장치들에 한 것으로,SI열화학공정 장치들의 비정상운 이 래하게 될 2차측

순환헬륨의 온도교란이 IHX를 통하여 VHTR계통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한 수단을

제시하 다.

IHX계통과 SI열화학공정 간의 연계공정도를 제시하고,이것을 모델로 하여 SI열화학공정의

비정상운 이 래하는 2차측 순환헬륨의 온도교란을 측하 으며,이것을 흡수할 수 있는 헬

륨냉각시스템을 비개념 설계하 다.

60mol/s의 SI열화학 수소생산 시설을 기 으로 했을 때,2차측 순환헬륨의 온도교란을 완

화시키기 해서는 31,933.4kJ/s수 의 헬륨 냉각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함이 동특성 해석을

통하여 밝 졌고,이것을 만족시키기 해서는 12m2의 열면 을 갖는 U자형 증기발생기와

12,388.67m2의 열면 을 갖는 강제 공냉 응축기가 2차 헬륨루 냉각시스템에서 요구된다.

SI공정 기술개발의 다음 단계인 일럿규모 시험시설 설계 운 에서 본 연구에서 확보한

2차 헬륨루 냉각시스템 비개념설계 정보를 활용하고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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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 비타당성 분석 평가

1.SI공정 장치 기기에 한 설비비 데이터베이스 구축

가.EED-embeddedSI공정 장치 기기

(1)개요

EED-embeddedSI공정 장치 기기에 한 설비비를 산정하기 하여 상이 되는 공정

도를 설정함에 있어,GA사에서 발표한 SI공정도를 모체로 하 다.EED-embeddedSI공정

-Section1(분젠반응)은 GA사가 2003년도에 발표한 Section1(분젠반응)공정도를 수정 없이

사용하 다. 황산용액 다단 증류장치 특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GA사의 Section2(황산분해

반응)를 단순화하여 EED-embeddedSI공정-Section2(황산분해반응)로 사용하 다. 종래의

GA사 발표한 Section3공정(요오드화수소반응)은 2003년도의 GA사가 채택한 바 있는 HI용액

고압 반응증류를 기투석장치(EED)와 HI용액 다단 증류장치 그리고 멤 인 HI분해 장치로

체시키는 등 가장 많이 수정하여 EED-embedded SI공정-Section 3로 사용하 다.

EED-embeddedSI공정-Section1,2,3공정을 각각 그림 3.2.1,그림 3.2.2,그림 3.2.3에 나타

내었다.

그림 3.2.1.EED-embeddedSI공정 Section1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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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EED-embeddedSI공정 Section2공정도

그림 3.2.3.EED-embeddedSI공정 Section3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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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EED-embeddedSI공정 장치 기기

300mol∙H2/s의 규모로 수소생산이 가능한 EED-embeddedSI공정에 한 물질수지 핵

심장치 기기 목록을 각각 표 3.2.1과 표 3.2.2에 나타내었다.

표 3.2.1.300mol∙H2/s의 생산규모 EED-embeddedSI공정 물질수지

Line#
H2O

(mol/s)

H2

(mol/s)

O2

(mol/s)

HI

(mol/s)

I2

(mol/s)

H2SO4

(mol/s)

SO3

(mol/s)

SO2

(mol/s)

Press.

(bar)

Temp.

(K)

101 18553.60 - - 2703.53 2284.69 - - - 4.20 369

102 556.42 - - 81.08 68.52 - - - 4.20 311

103 155.80 - - 22.71 19.18 - - - 1.01 369

104 17841.38 - - 2599.74 2196.99 - - - 4.20 369

105 532.76 - - 48.66 11.76 15.11 - - 1.01 393

106 532.76 - - 48.66 11.76 15.11 - - 1.85 393

107 1593.64 - - 170.26 26.16 45.13 - - 4.20 384

108 19967.77 - - 2818.66 2234.90 60.24 - - 1.85 370

109 20057.99 - - 2819.50 2231.07 64.51 - 372.41 1.85 370

110 20057.99 - - 2819.50 2231.07 64.51 - 372.41 7.00 370

111 10.39 - 148.44 - - - - 295.72 7.00 393

112 1248.60 - - 400.23 12026.19 - - - 7.00 393

113 21592.19 - 148.44 3261.1414481.67 64.51 - 672.74 7.00 382

114 21153.93 - 148.44 3698.8614262.81 283.37 - 453.87 7.00 393

115 1529.54 - - - - 283.37 - 4.57 7.00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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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1529.54 - - - - 283.37 - 4.57 1.85 393

117 274.68 - - 41.42 224.41 - - 4.60 1.85 385

118 274.68 - - 41.42 224.41 - - 4.60 7.00 385

119 4.45 - 148.44 - - - - - 4.20 384

120 1.63 - 54.18 - - - - - 1.85 289

121 0.80 - 54.18 - - - - - 1.85 289

122 110.77 - 54.18 - 8.05 - - 407.03 1.85 393

123 9.41 - 4.60 - 0.68 - - 34.59 1.85 393

124 101.36 - 49.58 - 7.36 - - 372.44 1.85 393

125 10.69 - 49.58 - 0.09 - - 0.03 1.85 370

126 12.88 - 4.60 - 5.46 - - 12.94 1.85 385

127 23.57 - 54.18 - 5.55 - - 12.97 1.85 375

128 4.22 - 54.18 - - - - - 1.01 313

129 1.51 - 94.26 - - - - - 1.01 289

130 5.73 - 148.44 - - - - - 1.01 300

131 2.82 - 94.26 - - - - - 1.01 289

132 1.31 - - - - - - - 1.01 289

133 0.83 - - - - - - - 1.85 289

134 2.14 - - - - - - - 1.01 289

135 475.99 - - - - 2.67 - - 0.07 311

136 381.41 - - - - 2.14 - - 1.01 311

137 94.59 - - - - 0.53 - - 0.07 311

138 94.59 - - - - 0.53 - - 4.20 311

139 1026.06 - - - - - - 2.32 0.10 311

140 1026.06 - - - - - - 2.32 4.20 311

141 10.03 - 148.44 - 2.23 - - 42.28 7.00 393

142 10.03 - 148.44 - 2.23 - - 42.28 4.20 354

143 19614.36 - - 3698.8614260.58 - - 407.03 7.00 393

144 19614.36 - - 3698.8614260.58 - - 407.03 1.85 393

145 19504.39 - - 3698.8614252.54 - - - 1.85 393

146 5.05 - - 0.50 249.65 - - - 7.00 393

147 1228.41 - 4.60 - 5.46 303.83 - 14.10 1.85 385

148 1215.53 - - - - 303.83 - 1.16 1.85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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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1215.53 - - - - 303.83 - 1.16 0.10 350

202 1554.51 - - - - 483.86 - 2.32 0.10 350

203 441.20 - - - - 483.86 - - 0.10 443

204 52.49 - - - - 481.19 - - 0.07 513

205 52.49 - - - - 481.19 - - 7.09 513

206 332.57 - - - - 201.11 280.08 - 7.09 687

207 531.67 - - - - 2.01 479.18 - 7.09 1,023

208 532.58 - 148.44 - - 1.10 183.21 296.88 7.09 1,123

209 349.37 - 148.44 - - 184.30 0.00 296.88 7.09 393

210 338.98 - - - - 180.03 - 1.16 0.10 350

211 10.39 - 148.44 - - 4.28 - 295.72 7.09 393

212 388.71 - - - - 2.67 - - 0.07 311

213 475.99 - - - - 2.67 - - 0.07 311

214 1113.34 - - - - - - 2.32 0.10 311

215 1026.06 - - - - - - 2.32 0.10 311

301 303.03 - - - - - - - 1.01 298

302 303.03 - - - - - - - 22 298

303 303.18 - - 0.45 - - - - 20 416

304 5.05 - - 0.50 249.65 - - - 20 393

305 5.05 - - 0.50 249.65 - - - 7 393

306 18553.60 - - 3393.34 1939.77 - - - 20 393

307 18553.60 - - 2703.53 2284.69 - - - 4.2 369

308 19504.39 - - 3698.8614252.54 - - - 1.85 393

309 19504.39 - - 4388.6713907.62 - - - 1.85 393

310 19504.39 - - 4388.6713907.62 - - - 22 393

311 19504.39 - - 4388.6713907.62 - - - 22 503

312 16892.15 - - 3395.2113634.46 - - - 22 536

313 16892.15 - - 3395.2113634.46 - - - 22 411

314 1248.60 - - 400.23 12026.19 - - - 20 521

315 1248.60 - - 400.23 12026.19 - - - 7 393

316 2612.06 - - 989.36 275.89 - - - 22 528

317 2612.06 - - 989.36 275.89 - - - 22 723

318 0.15 302.82 - 0.15 0.15 - - - 20 723

319 - 300.00 - - - - - - 20 416

320 2611.91 0.95 - 396.52 582.10 - - - 22 723

321 2611.91 - - 398.42 581.15 - - - 22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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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EED-embeddedSI공정 핵심장치

Serial # Name of equipment
Operation 

temp.(K)

Operation 

press.(bar)

Energy demand 

(kW)
Remarks

1-1 Bunsenreactor 393 7.00 -Demandcoolingjacket

1-2 PrimaryO2scrubber 384 4.20 -

1-3 SecondaryO2scrubber 393 1.01 -

1-4 SO2absorber 370 1.85 -

1-5 HIxpurifier 393 1.85 -

1-6 SAboostreactor 385 1.85 -

2-1 1stH2SO4distillationcolumn 443 0.10 59,640.0kWthHeatedbyLine#208

2-2 2ndH2SO4distillationcolumn 513 0.07 26,000.0kWthHeatedbyLine#320

2-3 Sulfuricacidvaporizer 687 7.09 75,281.4kWthHeatedbyHe-line#3

2-4 Sulfuricaciddecomposer 1023 7.09 38,015.3kWthHeatedbyHe-line#2

2-5 SO3decomposer 1123 7.09 34,881.8kWthHeatedbyHe-line#1

2-HP1 Heatpump 612.3kWeQuantity;1set

3-1 Electrodialysis 393 1.85 14,014.0kWeElectricenergydemand

3-2 HIxdistillationcolumn 536 22.00 109,280.7kWth

Heated by heatpump

with Line # 320 and

byLine#208

3-3 Membranereactor 723 22.00 3,790.1kWthHeatedbyHe-line#4

3-4 H2scrubber 416 20 -

3-R1 RecuperatorHE301 723 22 26,612.6kWthHeatedbyLine#208

3-HP1 Heatpump 9,243.9kWeQuantity;1set

나.EED-embeddedSI공정 장치 기기에 한 설비비 분석

EED-embeddedSI공정에 하여 설비비를 개략 으로 산정하 다. 상 EED-embedded

SI공정으로서는 200MWth 원자로의 열을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 할 수 있는 규모의 것을

상정하 다. EED-embedded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을 구성하고 있는 압력용기,반

응기,충진탑,펌 ,터빈 등 여러 종류의 장치에 하여 개별 장치비 체 인 설비비를 아

스펜 러스[3.2.1]와 아스펜이카루스[3.2.2]소 트웨어를 이용하여 산정하 다.EED-embedded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의 EED,막반응기 등은 아스펜 러스와 아스펜이카루스 소

트웨어의 표 모델이 아니므로 소 트웨어를 이용하여 설비비를 추산할 수 없었다.

EED-embedded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요오드화수소 분해반응)의 EED,막반응기

등에 하여는미국 GA사의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요오드화수소분해반응)공정으로 치

하여 설비비를 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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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EED-embeddedSI공정(분젠반응)설비비

MainEquipment SimulationModel QT'Y TotalCost(K$)

BunsenReactor(X4) CSTR 4 6,251

3PhaseCyclic

KnockoutDrum (X4)
FlashTank 4 2,951

H2SO4BoosterReactor PackedColumn 1 2,000

PrimaryO2Scrubber PackedColumn 1 2,182

SecondaryO2Scrubber PackedColumn 1 2,460

LowerPhaseSO2

Stripper(X10)
TrayedTower 10 8,991

SO2Absorber(X10) PackedColumn 10 8,991

PrimaryO2/H2O

KnockoutDrum
FlashTank 1 1,515

SecondaryO2/H2O

KnockoutDrum
FlashTank 1 1,450

FlashDrum 147 FlashTank 1 1,650

Pump105 Pump 1 1,375

Pump117 Pump 1 1,395

Pump135-1 Pump 1 1,365

Pump109 Pump 1 2,095

Pump137 Pump 1 1,355

Pump139 Pump 1 1,380

section1totalcost 47,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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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EED-embeddedSI공정(황산분해반응)설비비

MainEquipment SimulationModel QT'Y TotalCost(K$)

H2SO4Distillation

Column1
DistillationTower 10 10,474

H2SO4Distillation

Column2
DistillationTower 5 7,286

H2SO4Evaporator HX 1 8,625

HIDecomposer HX 1 2,005

SO3Decomposer HX 1 13,340

Cooler Shell& TubeHX 1 1,555

FlashSeparator FlashTank 1 1,980

Pump204 Pump 1 1,335

Turbine209-1 Turbine 1 1,936

section2totalcost 54,800

표 3.2.5.GA사 SI공정(요오드화수소분해반응)설비비

MainEquipment SimulationModel QT'Y TotalCost(K$)

Recuperator Electrodialysis 12 9,069

ReactiveDistillation

Column
DistillationColumn 10 22,478

I2Scrubber PackedColumn 1 1,300

H2Scrubber PackedColumn 1 1,315

Pump309 Pump 10 5,383

Pump301 Pump 1 1,415

Turbine302 Turbine 1 1,961

Turbine303 Turbine 1 1,608

Turbine301 Turbine 1 1,971

section3totalcost 47,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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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비용산정을 한 주요 그라운드 룰

Items Unit Cost 고

Reference Cost Year  2007

Fuel Cost Input

Uranium Ore Cost
38.5 $/kgU3O8, 100 

$/kgU
Conversion 10 $/kgU

Enrichment 115 $/SWU

Fabrication 240 $/kgU

E c o n o m i c 

Parameters, %

Inflation Rate 2.20
통계청 

(http://kosis.nso.go.kr)

C a p i t a l / L a b o r 

Escalation
술  4.9 엔지니어링 진

Tax Rate

Interim Replacement 

Rate
0.5

Reference: MHTGR, 

1993

Site Labor 

Rates, \/h

Boilermaker 9,090

, 1  8시간 , 

참고 헌: 가 보 

(재 경 허가, 

가 보)

Carpenter 12,072
Welder 17,071 원  공

Electrician 11,651  사

Iron Worker 12,192

Laborer 7,228  보통

Millwright 16,928 원  계 치공

Operating Engineer 15,208  원  술

Pipefitter 16,041 원  공

Teamster 8,399
 운 차, 

건 계운  (80,166)

Concrete Engineer 11,639

Others 11,593 공사직  평균

2.열 요동 방지기술,헬륨계통 정화기술 등의 최신 기술이 반 된 SI열화

학 공정 시스템에 한 경제성 분석 개선

가.개요

Top-downapproach방법을 이용한 비용 추산에는 여러 가지 기 데이터베이스가 요구된

다. 표 으로 그라운드룰,건설재료 노임,건설인력 배분 데이터베이스를 들 수 있다.

한 참조노형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 시스템에 한 비용을 추산하기 한 scalingfactor가 필

요하다.

나.Groundrules데이터베이스

Top-downapproach방법을 이용한 비용 추산에 필요한 주요 groundrule을 표 3.2.6에 나타

내었다.



Ⅵ-175

Items Unit Cost 고

Site Material 

Costs 

- Nuclear
Non-Nucl

ear

Formwork, 원/m2 107,000 100,000

Decking, 원/m2 50,000 30,000

Reinforcing Steel, 원

/MT
602,000 463,000 , 원 특강

Embedded Steel, 원

/MT
780,000 470,000

Nelson studs, 

Weldment

Structural Steel, 원/kg 3,467 1,566
SNCM 220, 직경 

210~350mm 가

Misc. Steel, 원/kg 7,930 3,600

Stairs, Platforms, Hand 

railings, Toe plate, 

Door 등

Concrete, 원/m3 60,000

-Others

표 3.2.7.재료 단가 데이터베이스 구조

Items Unit Cost 비고

Graphite (machined and finished)

Reactor Vessel (2¼Cr-1Mo, finished)
Primary Helium Duct (2¼Cr-1Mo, finished)

Construction Engineering

Construction Management

Operating Personnel

-엔지니어링 기술자 (1일 8시간 낮 근무)

표 3.2.8.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 단가

구분 노임(원/day) 비고

기술사 335,459
한국엔지니어링진흥 회
(2007년 1월 용 자료)

특 기술자 322,377

고 기술자 251,333

기술자 202,063

기술자 152,866
고 기능사 221,758

기능사 154,630

기능사 117,024

-원자력직종 SiteLabor평균임 :122,134원/day,15,267원/hr

-GDPimplicitpricedeflator(=명목GDP/실질GDP,GDP디 이터)이용해서 물가 보정

-국내 물가지수 (1992년 ->2007년):1.73배,www.kosis.kr(통계청 통계자료)

-미국 물가지수 (1992년 -> 2007년):1.48배,www.bls.gov(U.S.DOL,BureauofLabor

Statistics)

-건설기계 임 료:물가정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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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s:Field-purchased and bulk items such as lumber,reinforcing,concrete,

structuralsteel,andplumbingitems.Allpipinglessthan2-1/2inchdiameterisa

materialitem.Allwire,cableandracewaysarealsomaterialitems,includingthose

inbuildingservicepowersystems(exception:fibreopticcontrolcablesandpipefor

cryogenicfluids).

- 국내 nucleargraderequirements:미국 MHTGR의 경우,CodeofFederalRegulations,

10CFR50,AppendixB

-원자력 흑연:IG-430,IG-110,andIG-11;IG-11은 고순도화 처리가 되지 않아 IG-110흑

연보다 좀 더 많은 불순물을 포함.그러나 기계 성질은 비슷함.IG-11흑연

의 코크 입자는 원유로부터 추출되며,이들을 결합시켜 주는 바인더 상은 콜

타르 피치로부터 추출됨.3,000℃ 이상에서 흑연화 되고 고온에서 할로겐 원

소를 이용하여 고순도화 처리를 하는 등 복잡한 가공 공정을 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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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상용로 SI공정 설비비 산정을 한 scalingfactor

표 3.2.9. 상 노형 비용 추산을 해 필요한 비용 지수( )

US DOE 차세대원전 적용치 EEDB

Scaling Factors Scaling Factors
Scaling 

Factors

Cost Item (Fraction) (Fraction) (Fraction)

Land & Land Rights 0.00 0.00 0.00

Buildings and Structures 0.50 0.60 0.59

Reactor Plant Equipment 0.60 0.80 0.55

Turbine Generator Pant Equipment 0.80 0.62 0.83

Electric Equipment & I&C Plant Equipment 0.40 0.60 0.49

Water Intake and Heat Rejection 0.80 0.60 1.06

Miscellaneous Plant Equipment 0.30 0.60 0.60

Special Materials(Heavy water) 0.50 0.60 0.50

Simulator 0.50 0.60 0.50

Engineering and Home Office Services 0.20 0.60 0.60

Home Office Project Management 0.20 0.60 0.60

Plant Site Engineering, Design, Layout, and Support 

Services 
0.40 0.69 0.69

Plant Site Project Management 0.40 0.69 0.69

Construction Site Supervision 0.40 0.69 0.69

Commissioning Costs incurred by A/E and Vendors 0.50 0.50 0.50

Staff Training and Technology Transfer 0.50 0.50 0.50

Construction and Worker-related Services 0.45 0.69 0.69

Owner's Costs 0.50 0.50 0.50

DOE/NE-0078,NuclearEnergyDataBase(AReferenceDataBaseforNuclearandCoal-firedPower
PlantPowerGenerationCostAnalysis),1986.12(pp.25)
DOE/NE-0091,PhaseIXUpdate(1987)ReportfortheEnergyEconomicDataBaseProgram EEDB-IX,
1988.7(pp.6-36)

한국수력원자력㈜,차세 원자로 기술개발(III)-경제성 최종평가 보고서,2002.2(pp.55-56)

라.SI열화학공정시스템에 한 경제성 분석

(1)경제성 분석방법

경제성 분석을 한 비용 평가 방법에는 Top-downapproach방법과 Bottom-upapproach

방법이 있는데, 자는 참조 노형의 비용 정보를 이용하여 상 시스템에 한 비용을 추산하

는 방법으로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 시스템에 용하기 합하고,후자는 설계 도면을 가진 비

교 성숙된 시스템에 해 재료,노임,기기 비용 등을 최 한 세분화 하여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2)경제성 분석 로그램

원자력수소 생산시스템에 한 수소생산 단가를 평가하기 하여 GIFEMWG에서 개발한

G4-ECONS 로그램을 사용하 다[3.2.3].G4-ECONS 로그램은 "Simplicity","University",

"Transparency","Adaptability"을 목표로 하며 사용자가 설계 조건에 맞게 손쉽게 계정 항목

과 세부 값들을 변경하고 추가할 수 있게 되어 있다.G4-ECONS 코드는 R&D와 실증

(demonstration)단계에 있는 원자로에 용하기 합한 로그램으로 주어진 원자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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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에서 설계 옵션을 경제성 측면에서 비교해 보고 나아가 최 의 설계 옵션을 찾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수명주기 비용과 건설비 험도를 고려함으로써 가장 경제 인 방법에서 당면

과제들을 다룰 수 있도록 가이드 기능을 할 수 있다. 한,Gen-IV 원자력 시스템 모두에

용될 수 있도록 표 형식(standardformat)을 갖추고 있어 Gen-IV 원자로 시스템의 상호 비

교 평가에도 용 될 수 있다.G4-ECONS 로그램의 개 도를 그림 3.2.4에 나타내었다.

G4-ECONS에 경제성 분석에 이용되는 핵심 항목인 건설비,운 비, 기운 비,연료비,제염

해체비 등에 한 자료를 입력하면 수소생산단가를 구할 수 있다.

그림 3.2.4.GEN4-ECONS 로그램의 개 도

(3)수소생산단가 산정(LevelizedUnitHydrogenCost;LUHC)

원자력수소생산공장에 소요된 총설비비,운 비,핵연료주기비,해체부담 을 합한 총 액이

원자력 수소생산공장의 수명기간에 걸쳐 균일하게 소요된다고 가정하고, 원자력수소생산공장

에 소요된 총 액을 원자력 수소생산공장의 수명기간으로 나 면 연간 소요비용을 구할 수 있

고,이 연간소요비용을 연간 수소생산량으로 나 면 균일화된 수소생산단가(LUHC)를 구할 수

있다. 연간 소요비용은 원자력수소생산공장 가동일로부터 할인율 5%를 용하여 구한다. 수

소생산단가를 구하기 하여는 총설비비,운 비,핵연료주기비,제염해체부담 등을 구하여야

한다.

(가)총설비비

총설비비는 일시건설비(OvernightCost)와 기운 비를 합한 액이다.

① 일시건설비

일시건설비는 사 투자비,건설직 비,건설간 비 사업자 비용을 합한 액이다.사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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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1.건설직 비 련 원가항목(CapitalizedDirectCosts)

Parameter Description Remarks
21 Buildings, Structures,& ImprovementsonSite

22 ReactorPlant equipment

23 Turbine/Generator Plantequipment

24 Electrical equipment
25 Waterintakeand heatrejectionplant

26 Miscellaneous plantequipment

27 Special materials

28 Simulator

Contingencyon 21-28above

자비는 토지매입과 환경 향평가,원자력건설허가 등 인허가와 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이다.

인허가 비용은 국가와 시 에 따라 달라지는 각종 규제와 지원에 따라 달라진다.사 투자비

원가항목을 표 3.2.10에 나타내었다.

표 3.2.10.사 투자비 원가항목(CapitalizedPre-constructionCosts)

Parameter Description Remarks

11 Landandland rights
12 Sitepermits

13 Plantlicensing

14 Plantpermits

15 Plantstudies

16 Plantreports
17 Reservedforotheractivityasneeded

18 Reservedforotheractivityasneeded

Contingencyon11-18above

건설직 비는 시설건설,원자로구성장치,발 장치 수소생산공정을 구성하는 건물 장

치비등이 포함되며 기 경비의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다.건설직 비는 NGNP등 각종 선

행 로젝트의 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하 다. 건설직 비 원가항목을 표 3.2.11에 나타내었다.

기기비용을 추정하기 해서는 유사한 기기의 공 가격을 조사하고 기기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물량으로 부터 추산한다. 부분의 기기는 용기의 형태로 제작되므로 가격은 용량의 2/3승에

비례하는 것으로 상정하 다.

건설간 비에는 건설에 필요한 부 장치,소모품,시공설계,감리 등의 용역비용과 장에서

의 공정 리,품질 리비용,시험비 등이 포함된다.통상 으로 용역비용은 총 건설직 비의

20%를 산정하고, 장비용은 용역비용의 50%,시험비는 용역비용의 85%를 산정한다.건설간

비는 건설직 비의 47%에 해당한다.

사업자비용은 사업자가 건설기간 동안 지출하는 로젝트 리비용,각종 인허가비용,각종

세 ,유지보수를 한 부품비용, 운 요원을 훈련비 등을 말한다.사업자 비용 원가항목을

표 3.2.1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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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2.사업자비용 련 원가항목(CapitalizedOwner'sCosts)

Parameter Description Remarks

31 DesignServices atA/EOffices(homeoffice)
32 PM/CM Services atA/EOffices(homeoffice)

33 Designservices atplantsite(fieldoffice)

34 PM/CM services atplantsite(fieldoffice)

35 Construction supervisionatplantsite(fieldsupervision)
36 Fieldindirect costs(rentals,tempfacilities,etc)

37 Plant commissioningservices

38 Plant operation-demonstrationrun

Contingencyon 31-38above

표 3.2.13. 기운 비 련 원가항목(CapitalizedInitialOperationsCosts)

Parameter Description Remarks

41 Staff recruitmentandtraining

42 Staffhousing facilities
43 Staff salary-relatedcosts

44 Reserved

45 Reserved

46 OtherOwners' capitalinvestmentcosts

47 Reserved
48 Reserved

Contingencyon 41-48above

표 3.2.14.운 비 련 원가항목

Parameter Description Remarks

② 기운 비(InitialOperatingCost)

사업자는 시운 을 한 기 노심장 에 필요한 핵연료 SI사이클의 경우에는 헬륨,요

오드 등의 화학물질을 비해야 한다. 기운 에는 각종 검사와 시운 등으로 출력을 낼

수 없으므로 평균출력으로 정상운 출력의 30%를 산정하 다.이에 따라 소외 력,증류수 등

의 소비가 어들게 된다.그러나 력이 생산되더라도 외부에 매할 수는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력 매에 따른 수입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 다.운 첫해는 하자보증기간이므로 제어

교체와 수소 생산계통의 유지보수비도 없는 것으로 산정하 다. 기운 비 련 원가항목을

표 3.2.13에 나타내었다.

(나)운 비(OperatingCost)

랜트운 경비는 운 요원 인건비,유지보수재료비,보충물질,기술지원비와 복지 후생비,

퇴직 ,규제기 인허가비용,보험비용, 체 력보험비용 등이 포함된다.운 비 련 원가항목

을 표 3.2.14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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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2 OnsiteStaffing Cost(71:non-management 72:management)

73 Pensionsand Benefits

76,74 Consumables

75 Repaircosts includingspareparts

93 Chargeson workingcapital

84 Purchased servicesincludingrefuellingcrews

78 Insurance Premiums& Taxes

? RegulatoryFees

? Radioactive WasteManagement(non-spentfuel)

? OtherGeneral andAdministrative(G&A)

77 Capital replacements/upgrades(levelized)

Calculatedasa % ofdirectcapitalcosts,i.e.the20COA

series

79 Contigencyon O&M

(다)핵 연료비

핵연료주기는 크게 사용후연료를 그 로 처분 장하는 Once-through형 핵연료주기와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여 얻은 핵연료물질을 다시 핵연료로 사용하는 재순환형 핵연료주기로

나 어 진다. 재순환형 핵연료주기의 구성도를 그림 3.2.5에 나타내었다.재순환형핵연료주기

는 재처리를 기 으로 선행핵연료주기(frontendfuelcycle)과 후행핵연료주기(backendfuel

cycle)로 구분된다.고온가스원자로의 피복핵연료는 직 처분에 합한 형태이고, 시 에서

는 Once-through핵주기가 실 인 것으로 단하여 직 처분방식을 기 으로 경제성을 분

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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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재순환형 핵연료주기의 구성도

핵연료는 U
235
의 농축도가 약 0.72%인 U

3
O
8
원 을 변환,농축,성형 공정을 거쳐서 제조되고

3배치로 18개월(핵연료 교체시간 포함)간 사용한 후에 간 장을 거쳐 재처리한 후에 처분하

게 된다.핵연료 비용은 이러한 주기 인 비용 평가를 통하여 산출된다.우라늄 원 가격은

kg당 70달러로 산정하 다.변환은 U3O8형태의 원 을 농축공정에 사용하기 해 UF6로 바꾸

는 과정으로 변환비용은 kg당 10달러로 상정하여 계산하 다.우라늄의 농축은 기체확산법,원

심분리법 등 다단계 방식을 사용한다.다단계 농축은 원 (Feed),농축우라늄(Product),감손우

라늄(Tail)의 물질 수지를 만족해야 하며,농축과정에 필요한 열량은 주로 기에 지의 형태

로 kg-SWU단 를 사용한다.감손우라늄도 각종 산업용재료로 사용하나,이 가치는 0으로 가

정한다.

기체확산법이나,원심분리법을 사용하는 다단계농축과정의 비용계산은 SWU(SeparateWork

Unit)를 사용한다.

SWU=TV(xT)+PV(xP)-FV(xF)

V(x)≡(1-2x)ln(1-xx )

여기에서,T,P,F는 각각 감손우라늄(Tail),농축우라늄(Product),천연우라늄(Feed)의 무게

를 말하며,x는 각 농축도를 말한다.xF는 천연우라늄을 사용하므로 0.00720이다.우라늄과 우

라늄-235의 총량이 보존되므로 T+P=F,TxT+PxP=FxF 가 성립한다.

농축비용인 kg-SWU는 시설투자비와 력가격에 따라 변동하며,kg당 150달러로 산정하

다.

원하는 농축도의 핵물질을 경제 으로 얻기 해서는 원 가격,SWU 단가의 변동에 따라

감손우라늄의 농축도를 조정하여 생산비용을 추정할 수 있다. 감손농축도를 0.2%로 가정하

면 19.8% 우라늄 1kg을 생산하기 해서는 천연우라늄 37.69kg과 44.87kg-SWU의 농축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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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5.핵연료비 련 원가항목

ParameterDescription Remarks

FirstcoreUranium Enrichmentlevel(% U-235)U-235)

FirstCoreHeavyMetalMassinkg

56 FirstCoreTotal(subCOAsbelow incltransportationtoprovider)

　

561 Orecost

562 U3O8toUF6ConversionCost

563 Enrichment(SWU)Cost

564 FabricationCost

565 DUF6TailsConversion/disposalcost

　Simplifyingassumptions:noUlosses,nosparefuelassy's,noleadorlagtimes

표 3.2.16.핵연료주기비 산정 입력항목

Data Remarks

FuelAssemblyDescription

Heavymetalmassoffuelassembly

FuelassembliesinaFullCore

FuelassembliesperReload

Averagetimebetweenrefuelings

Fuelcyclecode(FC)

UOXfuelifopencycle

MOXfuelifopencycle(futureuse)

Switchforactivationofenrichment planttailsassayoptimizationalgorithm

필요하다.

농축된 UF6는 핵연료제조를 해 UO2로 재변환한다.원자로에 장 하기 한 핵연료를 제조

하는 성형가공단가는 시설비와 인건비가 부분을 차지한다.본 보고서에서는 고온가스로에 사

용되는 피복입자핵연료를 양산한 경험이 있는 일본의 경제성분석자료를 사용하여 재변환

성형비로 각각 kg-U당 4,062달러(1달러=130엔)로 산정하 다. 핵연료비 련 원가항목을 표

3.2.15에 나타내었으며 기타 핵연료주기비용을 산정하기 하여 필요한 입력자료를 표 3.2.16

에 나타내었다.



Ⅵ-184

TailsassayforvirginUfedand reprocessedUfedenrichmentplants(iftailsassayopt

switch= "OFF")

Enrichmentleveloffeedtoenrichment plantforvirginEU(uranium)

Enrichmentleveloffeedtoenrichment plantforreprocessedEU(uranium)

RequiredU-enrichmentlevelforvirgin EUreactorfuel(initial[first]coreaverage)

RequiredU-enrichmentlevelforvirgin EUreactorfuel(reloadaverage)

RequiredU-enrichmentlevelfor reprocessedEUreactorfuel(reloadaverage)

U-235contentofDU diluentforhigher actinide-bearingfuels,e.g.MOX reloadsorFR

reloads

PufractioninHM forhigheractinide bearingfuels(initialcores),e.g.MOX

PufractioninHM forhigheractinide bearingfuels (reloads),e.g.MOX

Non-Puhigheractinide fraction(Am,Np,etc)forhigher act.-bearingfuels(transmutation

fuels)

PercentageofSpentFuelwhichisU

PercentageofSpentFuelwhichisPu

PercentageofSpentFuelwhichisFP (fissionproducts)

PercentageofSFwhichisnon-Puminor actinides(Np,Am,Cm)

Percentage of fission products which are segregated for targets or special

disposition/transmutation

Uranium Ore(MiningandMilling U3O8)

OxidetoUF6conversion(naturalorvirginEU)

Enrichmentfornon-REPU(Virgin)UF6

FabricationofvirginEUfuel

Outsidereactorbldgspentfuelstorage(beforerepositorytransport)

Costofspentfuelreprocessing(headendandseparationscomponent)

DUF6conv/storage/geologicdisposalasimpureU3O8

Treatment,Pkg,&GeolDispof separatedHLW wastefrom reprocessing

Treatment,Pkg,&GeolDispof TRU&other non-HLW wastefrom reprocessing

Contingencyonoverallfuelcyclecost

마.4X600MWth규모 원자력수소생산공장에 한 경제성 분석

(가) 원자력수소생산공장 개요

원자력수소생산공장은 그림 3.2.6과 같이 크게 원자로와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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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다. 고온가스원자로에서 950℃ 이상의 열에 지를 생산하여 간 열교환기(IHX,

IntermediateHeateXchanger)를 통해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시스템에 850-900℃의 열에

지를 공 하게 된다. 고온가스원자로의 노형은 핵연료공 방식에 따라 블록형과 페블형으

로 분류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블록형 노형에 해 경제성을 평가하고자 한다.블록형 참조 노

형으로는 GA(GeneralAtomics) 사의 GT-MHR,H2-MHR 노형과 미국의 NGNP(Next

GenerationNextPlant)노형이 있다.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에 필요한 력은 외부

력을 이용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비용분석을 한 원자력수소생산공장의 주요 설계인자를

표 3.2.17에 나타내었다.

그림 3.2.6. 고온가스원자로 열원 SI열화학 공정을 이용한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

표 3.2.17.원자력수소생산공장개요

항목 제원

원자로시스템 PrismaticCorePMR

수소생산공정시스템 H2-MHR:SI-BasedPlant

열출력 (MWth) 4ⅹ600

운 기간 (년) 60

원자로출구온도(℃) 950

공장효율 (%) 45

이용율(%) 90

핵연료주기 Open

(나)분석 모델

본 연구에서는 R&D 단계의 노형에 합한 top-down approach 방법을 이용하여

4×600MWth의 모듈형 고온가스원자로와 SI공정이 결합한 NOAK(Nth-Of-A-Kind)원자력

수소생산공장에 한 비용 경제성을 분석 한다.참조 노형으로는 비교 최근에 연구된

NGNPPMR노형을 이용하 는데,최근의 물가 상승 원자재값 등이 반 되어 비용 평가

의 신뢰도가 높을 것으로 단된다.국내에서는 ( )고온가스원자로 SI공정에 의한 수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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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공장에 한 설계 건설 경험이 없어 외국에 비해 다소 높은 산이 필요할 것으로 단

된다.원자력수소생산공장은 크게 고온가스원자로와 수소생산공장으로 구성되는데,고온가스

원자로는 세계 으로 설계 운 경험이 있어 불확실성이 낮은 반면 수소생산공장은 실증

경험이 무해서 불확실성이 높다.이러한 경험을 반 하기 해 수소생산공장은 비비를 건

설비의 30% 수 으로 높게 가산하여 비용을 추산하 다.

(다)비용 분석

① 건설비

비용 평가에 사용된 주된 가정으로 원자로 주요 장치는 장시간 운 경험이 있는 독일의 AVR

와 일본의 HTTR 등의 로부터 기술 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단하여 비비를 총건설비의

5%로 낮게 산정하 고 황-요오드 열화학공정은 기술 성숙도가 낮아 비비를 총건설비의

20% 수 으로 높게 산정하 다.본 연구에서는 체 투자비 산출을 해 NGNPPCD 연구결

과를 이용하여 건설임 ,교육비용, 기운 비용 등은 국내 물가 정보를 이용하여 산출 하

다.특히,건설간 비는 R&D단계에서 비용 산출이 어려우나 통상 인 비용 산출 방식을 사용

하여,간 비 에서 용역비용은 건설직 비의 20%를 산정하고, 장비용은 용역비용의 50%,

시운 비용은 용역비용의 85%를 산정한다.건설 시운 을 포함하여 황-요오드 열화학 수

소생산 공정이용 원자력수소생산공장의 투자비를 정리하면 각각 표 3.2.18과 같다.

표 3.2.18.원자력수소생산공장 건설비

계정 항목 2007$(천달러)

사 투자비 30,000

건설직 비 1,988,639

건설간 비 934,660

순수건설비 2,953,299

사업자비용 123,326

일시건설비 3,076,625

② 핵연료비

열출력 2,400MW(th)의 원자로를 가동율 90%로 1년간 운 하면 788.94GWD의 에 지가

발생한다. 고온가스로의 사용후 핵연료 평균방출연소도는 120 GWD/MTU이므로 연간

6,574.5kg의 핵연료가 소요된다.이 양은 19.8% 농축우라늄 4,746.8kg(72.2%)와 천연우라늄

1,828kg으로 구성된다.19.8% 농축우라늄 4,746.8kg을 생산하기 해 필요한 원 은 178.9톤이

다.이때 간략한 계산을 해 분자구조변화,물질손실율,노심연소에 따른 질량감손 등은 무시

하 다.핵연료주기비를 계산하면 표 3.2.19와 같다. 가계산을 해 미국 EPA에서 사용하는

5.34%의 할인율을 용한다.핵연료주기비에서 구처분은 5년의 노내사용과 50년의 간 장

을 고려하면, 재가치비용은 어진다.할인율의 변화에 따라 선행비용과 후행비용이 상쇄되

어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2,400MW 고온가스로의 연간핵연료주기비는 79,705천달러이

다.단가는 12,123$/톤이고,단 열량당 핵연료주기비는 4.209$/MW(th)․hr가 된다.

블록형 고온가스로의 경우 핵연료집합체 1개에는 4.425kg의 우라늄이 장 되어 있으며,

600MW 기노심에는 1,020개의 집합체가 장 된다.각 모듈의 기노심에 장 되는 우라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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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은 4.5135톤으로 54,718천달러에 상당한다.

표 3.2.19.핵 연료 비용

항 목 소요량(kg) 단가($/kg) 비용($)

원 180,746 70 12,652,209

변환 180,746 10 1,807,460

농축 213,001 150 31,950,230

재변환․성형가공 6,575 4,062 26,707,650

간 장 6,575 223 1,466,225

구처분 6,575 4,237 27,858,275

합 계 102,442,049

가합계 (할인율 :5.34%) 79,704,561

③ 운 비(O&M,OperationandMaintenanceCost)

운 비(O&M,OperationandMaintenance)는 미국의 FortSt.Vrain고온가스원자로 설계

운 경험을 바탕으로 2,400MWth 수소생산공장 운 조직을 구성하면 약 250명의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상된다.운 비를 계산하면 표3.2.20과 같다.

표 3.2.20.운 비

항목 액(천달러)

인건비 12,946

유지보수 1,942

화공유지보수 20,983

보충재

헬륨 2,592

요오드 1,000

제어 5,200

기타(방사성) 420

기술지원 1,400

직 비 합계 46,483

간 인건비 2,589

인허가비 2,750

보험 2,530

체 력보험 0

간 비 합계 7,869

운 비 합계 54,352

증류수 18,450

총 운 비 72,802

력 62,480

순 운 비 13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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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 운 비(InitialOperationandMaintenanceCost)

사업자는 시운 을 한 기 노심의 핵연료,헬륨,요오드 등의 물질을 비해야 한다.SI

사이클의 경우에는 기에 장 되는 요오드는 600MW 모듈당 1,800톤으로 상당한 부분을 차

지하게 된다.운 첫해는 하자보증기간이므로 제어 교체와 수소 생산계통의 유지보수비도 없

는 것으로 산정하 다. 기운 에는 각종 검사와 시운 등으로 출력을 낼 수 없으므로 평

균출력으로 30%를 산정하 다.이에 따라 소외 력,증류수 등의 소비가 어들게 된다.그러

나 력이 생산되더라도 외부에 매할 수는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력 매에 따른 수입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 다.운 첫해에 소요될 운 비를 표 3.2.21에 나타내었다.

표 3.2.21. 기운 비

항목 액(천달러)

인건비 12,946
유지보수 1,942

화공유지보수 20,983

보충재

헬륨 2,592

요오드 180,000
기타(방사성) 420

기술지원 1,400

직 비 합계 199,300

간 인건비 2,589
인허가비 2,750

보험 2,530

간 비합계 7,869

운 비합계 207,169

핵연료 218,874
증류수 5,535

총 운 비 431,578

력 18,744

순 운 비 450,322

⑤ 제염해체부담 (DecontaminationandDecommissioningCost)

제염해체부담 은 원자력 수소생산시설의 제염,해체 비용을 포함한다. 제염,해체 비용은

다음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2007년 기 으로 제염,해체비용은 GT-MHR발 소의 해체비용을 참고로 하여 $156/kWt로

산정하 다.BNI/GCRA1993

DC=$156/kWt x2,400MWt x 1000kWt/MWt=$M374.4(2007$)

이 식에 따르면 2,400MWth수소 생산 랜트의 해체비용은 374.4백만달러가 된다.

원자력수소생산시설의 수명을 60년,실할인률을 5%로 가정할 때 sinkingfundfactorSFF(r,N)

은 아래식에 따라 0.00283이다.

SFF(r,N)=r/[(1+r)
N
-1]=0.00283



Ⅵ-189

따라서 2007년 기 으로 하여 연간 사용비용으로 환산하면

ADC=0.00283x$374.4=$1.1millionperyear

(라)원자력수소생산공장의 수소생산단가

경제성 분석을 한 기본 가정으로 시운 을 포함한 총 건설기간은 3년으로 하 고 GIF

EMWG 로그램에서 건설기간 이자비 계산과 감가상각 계산에 일 용되는 실할인율(real

discountrate)은 5%로 가정 하 다.여기서 건설기간 이자비 계산에 필요한 자본 투자 방법은

GIF에서 제안한 S-곡선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 다.원자력수소의 경제성 분석에 가장 요

한 인자는 수소생산단가로 연간 자본부담 ,운 비,핵연료비 등으로부터 계산한다.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이용 원자력수소생산공장의 연간 비용 수소생산단가를 항목별로 계산

하면 표 3.2.22와 같다.

표 3.2.22.원자력수소생산공장의 연간 비용 수소생산단가

구성인자 액(천달러)

건설비 3,076,625

기운 비 450,322

총 투자비 3,526,947

자본 부담 373,329

순운 비 214,988

해체 부담 5,562

총 연간비용 590,879

수소 생산량 (kg) 205,000

수소단가($/kg) 2.882

산소 매시수소단가

($/kg)
2.666

(마) 수소생산단가에 미치는 민감도 분석

수소생산단가계산에서 불확실성(uncertainty)은 기술 인 요소와 경제 인 요소에 구분되는

데,먼 기술 인 요소로는 랜트 장치 기기 비용,수소생산효율,공정 력소모 등이 있

다.고온가스원자로는 세계 으로 실증 상용 운 사례가 있어서 기술수 이 높은 것으로

단되는 반면에 수소생산공정은 재 렙 규모 일럿 규모의 연구개발 단계여서 상 으

로 기술수 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이러한 낮은 기술 성숙도는 비용 분석에 불확실성을 야

기하는 주된 원인이 된다. 기술 ,경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수소생산단가에 크게 향을

미칠 것으로 단되는 인자에 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 다.

① 직  건 에  민감도 

직 건설비는 수소 생산단가에 매우 큰 향을 미치는 부분이다.건설비가 -30%,+30% 변

동했을 때의 민감도를 분석하면 0.5~0.7의 상 계수를 가진다. 직 건설비가 수소생산단가에

미치는 민감도를 분석하면 표3.2.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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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3.직 건설비에 한 민감도 분석 (단 :천달러)

30% 감소 기 (천달러) 30% 증가

일시건설비 2,202 3,080 3,958

기운 비 450 450 450

기 투자비 2,653 3,530 4,408

연간자본 부담 278.5 370.7 462.8

순운 비 215 215 215

제염해체비 1.1 1.1 1.1

총 연간비용 494.6 586,8 678.9

수소 생산량 (kg) 205,000 205,000 205,000

수소단가($/kg) 2.413 2.861 3.312

산소 매시 수소단가($/kg) 2.197 2.645 3.096

② 에  민감도 

력요 은 40$/MWhr를 사용했으나, 력요 이 30$/MWhr,50$/MWhr인 경우에 수소생

산단가에 미치는 민감도를 분석하면 표3.2.24와 같다.

표 3.2.24. 력요 에 한 민감도 분석 (단 :천달러)

력요 $30/MW(e)hr $40/MW(e)hr $50/MW(e)hr

일시건설비 3,080 3,080 3,080

기운 비 448 452 457

합계 3,528 3,533 3,537

연간 설비비용 370 370 370

순운 비 199 215 231

제염해체비 1.1 1.1 1.1

총 연간비용 571 586 602

수소 생산량 (kg) 205 205 205

수소단가($/kg) 2.784 2.861 2.937

산소 매시 수소단가 2.568 2.645 2.721

③ 본 담 에  민감도 

원자력 랜트는 건설비가 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이므로 자본부담율의 변동에 따라 경제성

이 크게 변할 수 있다.표 3.2.25는 10.5%의 기 자본부담율을 12%,13.5%로 변화시킨 경우의

결과를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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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5.자본부담율에 한 민감도분석 (단 :천달러)

자본부담율 10.5% 12.0% 13.5%

일시건설비 3,077 3,077 3,077

기운 비 4507 450 450

합계 3,527 3,527 3,527

년간 설비비용 370 423 476

운 비 215 215 215

제염해체비 1.1 1.1 1.1

총 연간비용 586 639 692

수소 생산량 (kg) 205 205 205

수소단가($/kg) 2.861 3.119 3.377

산소 매시 수소단가 2.645 2.903 3.161

원자력수소생산공장에서 수소생산 단가는 산소 매 여부에 따라 수소 1kg당 2.645$ ~

2.861$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민감도분석결과 자본부담율과 력비용이 수소생산 단가에 지

한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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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헬륨계통 정화 기술개발

1.헬륨정화 계통 개요

헬륨 가스는 열 달 성질이 우수하고,원자로 운 온도 범 내에서 응축되지 않으며 화학

으로도 매우 안정하며 성자 활성화 정도가 심각하지 않으므로 고온가스로의 냉각재로 사

용되고 있다.고온가스로의 냉각재로 사용되는 헬륨 가스는 원자로 운 에 원자로 계통을

순환하고 있으므로 헬륨가스 내에 화학 불순물 는 핵반응 결과 방사성 물질이 생성 내지

축 될 수 있다.원자로계통을 순환하고 있는 헬륨 가스 내에 존재하는 불순물은 코어 내 흑연

의 산화 는 고온 열 교환기 등의 부식과 같은 부정 인 향을 미치므로 헬륨정화계통을 설

치하여 헬륨 내에 존재하는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헬륨 내에 존재하는 불순물로는 삼

수소,산소,수분,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메탄,질소,산화질소,유황성분,오일 기타 유기화합

물 등을 꼽을 수 있다.

헬륨정화 계통은 헬륨 가스로부터 화학 불순물 는 방사성 불순물 등을 제거하여 순한

상태의 냉각재로 정화시킨 후 다시 원자로 계통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표 3.3.1과

표 3.3.2는 헬륨가스 내에 존재할 수 있는 불순물의 생성 원인과 불순물이 계통에 미치는 향

을 보여주고 있다.[3.3.1] 산소,수분,이산화탄소 등은 흑연이나 속재질의 장치를 산화시킬

수 있고, 수소,일산화탄소,메탄,탄화수소 등은 고온의 속강재와 하면 활성탄소가 석

출되어 철 에 고용되는 카불라이제이션(carburization) 상을 일으킨다.헬륨가스 내에 질소

가 다량 존재하면 헬륨정화계통을 구성하는 온흡착재를 쉽게포화시켜 다른 불순물 들의 흡

착을 방해한다.유황계통의 가스 등은 속표면에 황화합물을 형성하여 부식을 진시킨다.

오일성분을 내포하는 증기는 고온에서 잘 분해하여 계통 내 튜 는 배 부에 숯가루 성분

의 침 을 야기시킨다.

미세입자에는 탄소침 물, 속의 녹성분,기계 장치로부터 떨어져 나온 편조각 등이 있다.

미세입자는 헬륨가스와 하고 있는 장치 는 기기 표면을 부식시키거나,표면에 침착되어

강도를 떨어뜨리거나 열 달성능을 하시킬 수 있다.

표 3.3.2에 따르면 냉각재 내 불순물은 계통의 성능을 하시킬 뿐만 아니라 계통 내 구조물

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부 향을 주는 주요 인자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헬륨정화 계통은 고

온 가스로의 경제성 안 성 확보를 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설비라 할 수 있다.

일반 으로 헬륨정화 계통은 일차 측 계통에서 헬륨가스 일부를 우회시켜 정화하고 증기 발

생기 상부로 정화 된 헬륨을 재공 시켜 다.이 과정에서 표 3.3.1과 표3.3.2에 언 된 불순물

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헬륨정화 계통의 처리 용량은 순환되는 체 헬륨 양의 일

정 부분(약 17.4%～25%)을 1시간 안에 정화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계되어 있다. 정상

운 상태,긴 정지,핵연료 교체 등 원자로 운 과정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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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불순물이 생기는 원인[3.3.1]

인자 발생 불순물

흑연 가스제거 수소,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질소,수분

단열체 가스제거 수분,이산화탄소,질소,산소

속구조물 가스제거 질소,산소,수소,수분

용 연결 부 산소,질소

핵연료 교체 과정 메탄,이산화탄소,일산화탄소,수소,수분

유지 보수 산소,질소

흑연,단열체 입자

원자로 운 핵분열 생성물

표 3.3.2.불순물이 원자로 운 에 미치는 향 [3.3.1]

불순물 가스 계통에 미치는 향

화

학

불

순

물

산소,수분,이산화탄소 흑연 속 구조물 요소들의 산화

일산화탄소,수소 탄소 분해 탄화

메탄 탄화

탄화수소 그을음 분해 탄화

질소
재생을 요하는 LTA

(Low TemperatureAdsorption)포화

염소
속 구조물 기기 장치 등의

스트 스 부식크랙(Stress CorrosionCracking)

황화수소,황 속 부식

입자 탄소 먼지 열 달 계수 감소,탄화,방사성핵종 운반

2.헬륨정화계통 련기술 조사/분석

가.헬륨정화 계통 운 황

세계 각국에서 운 이거나,과거에 운 되었던 경험이 있거나, 는 재 설계 에 있

는 헬륨정화계통을 살펴보면 동소이한 면을 보이고 있는데, 형 인 헬륨정화 계통도

[3.3.1-3.3.5]는 그림 3.3.1과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다.

그림 3.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자로계통을 순환하고 있는 헬륨 가스는 일차 으로 감압,

냉각된 상태에서 헬륨정화계통으로 유입된다.유입된 헬륨가스 내에 존재하는 불순물 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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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형 인 헬륨정화계통 개략도

입자는 필터를 통하여 우선 으로 제거된다. 헬륨 내 존재하는 불순물 수소와 일산화탄소

는 산화반응을 거쳐 각각 수증기와 이산화탄소로 환된다.그 후 수증기는 냉각,응축되어 분

자체 충 탑에서 흡착 제거된다.이때 이산화탄소,메탄 질소 산화물 등도 흡착,제거된다.

마지막으로 온 활성탄 충 탑에서 질소,산소 그 밖의 방사성 불순물들이 제거되어 최

종 으로 정화된 헬륨 가스를 얻게 된다.

세계 각국의 헬륨정화계통의 구성설비와 설계요건 등을 비교,종합해 보면 표 3.3.3과 같다.

표 3.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헬륨정화계통이 수소 일산화탄소 산화를 해 산화구리

매를 사용하고 있으며,분자체와 활성탄소를 흡착재로 사용한 충 탑에서 수분 기타 불순물

등을 제거하고 있다.특이하게 FSV (FortSt.Vrain)[3.3.1]의 경우 Ti스폰지가 설치되어 있

는데 이는 수소 불순물을 추가 으로 제거하기 한 설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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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세계 각국의 헬륨정화계통의 구성 설계요건

HELITE

( 랑스)[3.3.5]

HENDEL(일본)

[3.3.3]

HTR-10( 국)

[3.3.4]

FSV(미국)

[3.3.1]

구성

CuO

분자체

활성탄

CuO

분자체

활성탄

CuO

분자체

활성탄

CuO

분자체

활성탄

HotTiSponge

유량

(g/s)
5-40 100 3 127

압력

(bar)
25-80 40 30 -

온도(C) 400,25,-180 300,25,-180 250,25,-160 400,25,-204

설계

요건

(ppm)

입구 -

H20<100

O2,H2<10

CO,CO2<10

CH4<5

CxHy<15

N2<50

H2O,O2,CO2

<1

CO,H2<9

N2<2

CH4<3

CO<5

CO2,H2O<2

H2<10

CxHy<2

N2<10

출구 Total<1

H2O,O2<0.1

CO,CO2<0.1

H2<0.2

CH4,CxHy<0.2

N2<0.1

H2O<0.2

CO,H2<3

N2<1

CH4<1

CO<0.5

CO2,H2O<0.5

H2<0.5

CxHy<0.1

N2<2

(1)미국 FSV(FortSt.Vrain)발 소의 헬륨정화계통

FSV의 헬륨정화계통은 일차 계통으로부터 발생되는 미세입자,가스 방사성 불순물,화학 불

순물 등을 정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동일한 트 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의 트 인은 항상 운 에 있으며,나머지 하나의 트 인은 재생 이거나 기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FSV헬륨정화 계통은 그림 3.3.2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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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미국 FSV의 헬륨정화계통 [3.3.1]

(가)고온 필터,고온 흡착재

헬륨정화 계통 입구에는 고온에서 운 되는 원심형의 먼지 분리기와 칼륨으로 침착 된 활성

탄을 흡착재로 하는 흡착 탑이 설치되어 있어 헬륨 에 포함되어 있던 미세입자와 노블가스

이 외의 방사성 핵종을 제거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나)헬륨정화 냉각기

응축 수를 제거하기 하여 열 교환기로 냉각수를 사용하는 열 교환기와 분리기로 구성되어

있다.

(다)헬륨정화 건조기

분자체를 사용하여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를 제거하는 흡착 탑이다.

(라) 온 열 교환기

헬륨 가스를 온 필터와 온 흡착재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헬륨 가스의 온도를 낮춰 주기

한 것이다.

(마) 온 필터, 온 흡착재

크립톤,크세논,일산화탄소,질소,메탄 등과 같은 불순물을 제거하기 하여 활성탄을 흡착

재로 사용하는 흡착 탑이다.액체 질소에 의하여 약 -310°F로 유지되고 있다.

(바)컴푸 셔

헬륨정화 계통에서 정화된 헬륨 가스를 다시 일차 계통으로 보내기 하여 필요한 동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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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하여 다.컴푸 셔 입구에는 흡착 탑으로 부터 흘러 나가는 미세입자를 제거하여 컴푸

셔를 보호하기 하여 필터가 장착되어 있다.

(사)수소 제거 이코노마이져

헬륨 가스의 온도를 300°C까지 상승 시킨다.

(아)게터

고온의 티타늄 게터는 수소 제거를 한 것으로 하나는 상시 운 ,나머지 하나는 기 운

상태로 유지된다.운 으로 인하여 오염 된 티타늄 게터는 정기 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자)헬륨 필터

헬륨 가스 내에 유입된 미세입자를 제거하여 다.

(차)헬륨가스 냉각기

정화 된 헬륨 가스가 모이게 되는 헤더로 들어가기 에 헬륨 가스 온도를 25°C까지 냉각

시켜 다.

(2)일본 HTTR의 헬륨정화계통

일본 HTTR의 헬륨정화 계통은 일차 계통 이차 계통 모두에 설치되어 있으며 헬륨 내에

존재하는 수소,일산화탄소,수증기,이산화탄소,메탄,산소,질소 등과 같은 불순물을 제거하

여 으로써 계통의 안 성 경제성에 기여하고 있다.

그림 3.3.3은 일본 HTTR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헬륨정화 계통의 개략도이다.그림

3.3.3에서 보듯이 HTTR의 일차 헬륨정화 계통은 처리용 활성탄 흡착 탑(Pre-charcoal

Trap),유입 헬륨가스 가열기,2개의 산화구리 매 흡착 탑,냉각기,2개의 분자체 흡착 탑,2

개의 온 활성탄 흡착 탑(ColdCharcoalTrap),헬륨가스 순환기로 구성되어 있다.

일차 헬륨 내에 존재하는 불순물은 일차 으로 처리용 활성탄 흡착 탑에서 걸러지고,나

머지 불순물 수소와 일산화탄소는 산화구리 매 흡착 탑에서 산화되어 각각 수분과 이산

화탄소로 생성된다.산화구리 매 흡착 탑의 운 온도는 약 280°C이다.이 게 생성된 수분

과 이산화탄소는 분자체 흡착 탑에서 제거된다.그리고 최종 으로 온 활성탄 흡착 탑에서

희가스(noblegas),산소 기타 불순물들이 제거된다.

온 활성탄 흡착 탑의 운 온도는 약 -195°C이다.일차 헬륨정화 계통으로 유입되는 헬륨

의 유량은 200kg/hr이지만, 온 활성탄 흡착 탑으로 50kg/hr만이 흐르고 나머지 150kg/hr는

온 활성탄 흡착 탑 우회한 후 다시 일차 계통으로 돌아가게 된다.활성탄 흡착 탑 운 에

수분 제거 효율이 떨어지게 되면 운 인 흡착 탑의 사용을 지하고, 비용 활성탄 흡착

탑을 이용하여 수분을 제거한다.사용이 지된 흡착 탑은 재생 과정을 거쳐 다시 사용하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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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HTTR헬륨 정화 계통 [3.3.5]

이차 헬륨정화 계통에는 처리용 활성탄 흡착 탑(Pre-charcoalTrap)이 설치되어 있지 않

으며 그 밖에 나머지 장치들은 일차 헬륨정화 계통 구성장치와 동일하다.이차 헬륨정화 계통

으로 유입되는 헬륨의 유량은 10kg/hr이다.

일차계통을 순환하고 있는 헬륨은 보조 냉각장치를 통하여 헬륨정화 계통으로 들어오고,헬

륨정화 계통 내에서 정화 된 후 다시 보조 냉각장치 스탠드 이 로 내보내진다.일차 헬

륨정화 계통의 사양은 표 3.3.4에 나타내었다.

헬륨의 유량은 1)흑연 구조물의 산화를 감시키기 하여 유지하여야 할 불순물 농도(표

3.3.7참조),2)단 시간 내에 체 헬륨 재고량의 약 10% 이상을 정화 시킬 수 있는 능력

구비,3)스탠드 이 를 퍼지 할 수 있는 능력 구비 등과 같이 헬륨정화 계통이 갖추어야 하

는 여러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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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일차 헬륨정화 계통의 주요 사양

항목 형태 개수 헬륨 유량(kg/h)

처리 활성탄 흡착 탑 수직 실린다 1 200

산화구리 흡착 탑 수직 실린다 2 200

분자체 흡착 탑 수직 실린다 2 200

온 활성탄 흡착 탄 수직 실린다 2 50

헬륨 내에 존재하는 수소,산소,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메탄 질소,일산화탄소 등과 같은

불순물의 농도를 측정하기 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이들 불순물의 농도는 가스크로마

토그래피 는 메스 스텍트로메트리 등을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그리고 일차헬륨 시료 채

취 계통은 측정한 불순물의 농도를 앙에 실로 송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일차 헬륨 시료 채취 계통의 목 은 1)코어 내 흑연의 산화와 탄소 집착 방지 간열

교환기에 사용된 HastelloyXR의 카뷰라이제이션 방지 2)열 교환기 튜 열 감지 3)일차

헬륨정화 계통 내 단 장치들에 성능 감시 등이 있다.

일차 냉각 계통과 이차 헬륨 냉각 계통을 하여 헬륨 장 계통 공 계통이 설치되어

있다.일차 헬륨 장 계통 공 계통은 장 탱크,공 탱크,헬륨 공 용 콤 샤 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일차 냉각재로 사용되는 헬륨은 정상 운 시 헬륨 장 계통 공 계통

에 의하여 약 4.0MPa정도로 유지되어 있다.

이차 헬륨 장 계통 공 계통은 이차 냉각재로 사용되는 헬륨의 압력을 일차 계통보다

높게 유지함으로써 일차 냉각 계통과 이차 냉각 계통 사이의 경계에서 열 사고가 발생하더

라도 일차 계통의 헬륨이 이차계통 쪽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일차 헬륨 장 계통

공 계통의 주요 사양은 표 3.3.5와 같다.

표 3.3.5.일차 헬륨 장 계통 공 계통의 주요 사양

구성품 개수 탱크 부피(m3/탱크) 용량(kg) 최 압력(MPa)

장탱크 6 18 1320 8.6

공 탱크 1 10 110 8.6

용량이 220kg인 장 탱크 6개와 용량이 110kg인 공 탱크 1개,헬륨 공 용 컴 샤가 2

설치되어 있다.두 한 는 상시 운 되고 있으며 나머지 한 는 비용이다.일차 헬

륨 장 계통 공 계통은 일차 측 헬륨의 압력을 설계 압력으로 일정하게 유지 시켜주고

있다.공 밸 는 3.93MPa에서 열리고,3.99MPa에서 닫힌다.exhaustvalve는 4.00MPa에서

열리고,3.96MPa에서 닫힌다.헬륨가스 공 밸 의 개구시간(openingtime)을 측정하면,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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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 계통으로 헬륨을 공 하는 도 계통 내에서 발생하는 조그마한 설도 감지가 가능하다.

이차 헬륨 장 계통 공 계통은 용량이 25kg인 장 탱크 1개와 용량이 10kg인 공 탱

크 1개,헬륨 공 용 컴 샤가 2 로 구성되어 있다.이차 헬륨 장 공 계통은 이차

헬륨 가스의 압력과 일차 헬륨 가스의 압력 차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하여 이차 헬륨가스의

압력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차 측 헬륨 공 밸 는 -29.4kPa의 압력 차에서 열리고,-9.8kPa압력 차에서 닫힌다.

exhaustvalve는 29.4kPa압력 차에서 열리고,19.5kPa압력 차에서 닫힌다.일차 측과 이차

측 헬륨 사이의 설계 압력차는 73.5kPa이다.압력 4MPa,원자로 출구 온도 800～950°C인 경우

일차 헬륨 가스 내에 포함될 수 있는 불순물의 상한 값은 표 3.3.6과 같다.

표 3.3.6.헬륨가스 내 불순물의 상한 값 (압력 4MPa,원자로 출구 온도 800～950°C)

불순물 농도(ppm)

수소(H2) 3.0

일산화탄소(CO) 3.0

수분(H2O) 0.2

이산화탄소(CO2) 0.6

메탄(CH4) 0.5

질소(N2) 0.2

산소(O2) 0.04

(3) 랑스 CEA의 헬륨정화계통

  랑스는 Cadarache에 HELITE (HElium LoopforInnovativeTEchnology)라는 다목 용

고온 헬륨 가스 루 를 설치하여 고온,고압(～950°C,～8MPa)하에서 운 되는 열 교환기 등

과 같은 장치의 건 성( 설,단열,계측 용기기)에 한 실험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HELITE를 순환하고 있는 헬륨 가스는 헬륨정화 계통에서 공 하고,정화시킨다.헬륨 정화

계통은 헬륨 가스에 존재하는 불순물을 제거하여 HELITE 련 부속장치의 부식을 방지 내지

최소화하여 HELITE의 성능 안 성에 기여하고 있다.HELITE운 헬륨가스 내에 존

재할 것으로 상되는 불순물로는 기상의 질소,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수증기,수소,산소,

일산화질소,이산화질소 등을 들 수 있다.

HELITE에 사용되는 헬륨정화 계통의 흐름도와 주요 특징은 표 3.3.7과 그림 3.3.4에 나타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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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7.HELITE에 사용되는 헬륨정화 계통의 주요 특징

가스 헬륨 +불순물

운 온도범 -180~400°C

운 압력범 0~8MPa

헬륨유량 40g/sec

출구에서의 불순물 양 1ppmV미만

그림 3.3.4.HELITE에 사용되는 헬륨정화 계통의 흐름도

HELITE에 사용되는 헬륨정화 계통은 크게 HEPUR과 ,POLLUHE등 2개의 서 시스템으

로 나눠지는데,HEPUR은 HELITE를 순환하고 나온 헬륨을 정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POLLUHE는 헬륨가스 내에 존재하는 불순물의 양을 조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서 시스

템인 HEPUR과 ,POLLUHE은 HELITELoop에 그림 3.3.5와 같이 연결되어 있다.

불순물 제거 공정인 HEPUR은 그림 3.3.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문헌 등에서 일반 으로 잘 알

려져 있는 공정을 선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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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HPCloopscheme

그림 3.3.6.HEPUR　스 치

헬륨정화계통 입구에서 필터를 통과 시켜 미세입자를 제거하고,산화구리 매 하에서 수소

의 산화 반응을 이용한 수소제거,분자체와 활성탄을 이용한 수분제거 등의 공정을 이용하

다.이러한 공정 들은 주로 흡착탑을 이용하여 진행되는데 이는 흡착재를 재생하여 재사용하기

가 용이하다는 장 이 있다.하지만 불순물의 제거 효율을 달성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상되므로,일차 실험을 수행한 후 결과를 반 하여 제거 효율을 개선해 나가거나 는 게터

와 같은 다른 제거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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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 HTR-10의 헬륨정화계통

  세계 각국에서 고온 가스로를 개발하는 과정 에 헬륨정화 계통에 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1974년 일본에서 시모무라 등은 헬륨정화기술에 한 실험을 수행하 고,쿠즈미

츠는 헬륨정화 계통의 재생 방법을 소개하 다.1978년 아논은 FortSt.Vrain고온 가스로의

헬륨정화 계통 성능에 하여 소개 하 고,1980년 Olson등은 FortSt.Vrain고온 가스로의

일차 헬륨에 존재하는 불순물 그 제거에 하여 발표하 다.

이러한 경험 들 역시 국 HTR-10의 헬륨정화 시스템 설계에 반 된 것은 사실이지만,

특히 독일의 지멘스/인터아톰에 의하여 설계 된 200MW HTR-Module개념이 HTR-10의

헬륨정화 시스템 설계에 가장 많이 반 되었다.

HTR-10의 헬륨정화 계통은 고온 가스로의 일차 냉각재 계통에서 일부분의 헬륨가스를 우

회시켜 수소,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수증기,산소 질소 메탄과 고체상의 미세입자 크립톤,

제논과 같은 기상의 핵분열 생성물 등을 제거하여 헬륨 가스를 정화시킨다.헬륨가스에 존재하

는 불순물은 부분 고온 가스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장치들,잔존 공기 는 외부로 부

터 인입 된 공기,핵연료부터 이동하는 핵분열 생성물,증기 발생기 설 새로 공 되는 헬

륨 가스 등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이다.정상운 시 HTR-10의 일차 냉각재에 포함되어 있는

가스 불순물의 상 농도는 표 3.3.7과 같다.

표 3.3.7.일차 냉각재에 포함되어 있는 가스 불순물의 상 농도

수분 ≤ 0.2cm
3
/m
-3

일산화탄소 ≤ 3

질소 ≤ 1

수소 ≤ 3

메탄 ≤ 1

헬륨정화 계통을 흐르고 있는 헬륨의 유량은 10.5kg/hr이며,고온 가스로를 순환하고 있는

일차 냉각재의 총량 약 5%에 해당하는 양이 1시간 마다 헬륨정화 계통을 우회하고 있다.

HTR-10의 헬륨정화 계통의 수명은 2000시간 연속 운 을 기 로 하여 설계되었으며 인입되

는 불순물의 양은 표 3.3.8과 같다.



Ⅵ-204

표 3.3.8.헬륨정화계통으로 인입되는 불순물의 양

수분 1cm
3
/m
-3

일산화탄소 9

질소 2

수소 9

메탄 3

이산화탄소 1

산소 1

헬륨정화 계통에서 정화 된 후 일차 냉각재로 되돌아가는 헬륨가스 내에 존재하는 불순물의

양은 표 3.3.9와 같다.

표 3.3.9.정화 된 후 일차 냉각재로 되돌아가는 헬륨가스 내에 불순물의 양

수분 ≤ 0.1cm3/m-3

일산화탄소 ≤ 0.1

산소 ≤ 0.1

수소 ≤ 0.2

메탄 ≤ 0.2

이산화탄소 ≤ 0.1

질소 ≤ 0.1

  HTR-10헬륨정화 계통 개요도는 그림 3.3.7과 같다.헬륨정화 계통을 구성하는 주요 장치로

는 카트리지 필터,산화구리 충 탑,분자체 충 탑, 온 활성탄 충 탑과 다아어 램 컴

샤,사고 후 사용되는 냉각기와 수분 분리기 등이 있다.

카트리지 필터는 헬륨정화 계통 입구에 설치되어 있으며 헬륨가스 에 존재하는 미세입자

를 제거하여 다.5㎛ 이상 입자의 99%를 제거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산화구리 충 탑에서

는 250°C에서 수소와 일산화탄소를 산화되어 각각 수증기와 이산화탄소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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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 HTR-10 헬  계통 개 도

  분자체 충 탑은 실온에서 운 되며 산화구리 충 탑에서 생성된 수분과 이산화탄소를 흡수

제거한다.주로 메탄,산소,질소 크립톤,제논과 같은 극소량의 핵분열 생성물은 -160°C에

서 운 되는 온 활성탄 충 탑에서 제거된다.정상 운 에는 일차 냉각재 헬륨은 헬륨 순

환기로부터 250°C,3.0MPa,10.5kg/h유속으로 헬륨정화 계통으로 보내진다.정제된 후에는

185°C정도를 유지하면서 헬륨 순환기 입구 쪽으로 되돌아간다.

일차 계통의 운 압력을 상승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헬륨 장계통에 장되어 있

는 헬륨가스를 헬륨정화 계통으로 보내고,일차 계통의 운 압력을 감압 시켜야 할 필요가 있

는 경우에는 열 교환을 거친 헬륨 가스를 사고 후-냉각기(postaccidentcooler)에서 40°C로 냉

각 후 헬륨 장 계통으로 보낸다.용량이 2.2m3/h인 다이아 램 컴 샤는 일차 계통의

헬륨 순환기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차 계통의 압력을 조 하는 경우 헬륨 가스를 어

넣는데 필요한 압력 차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헬륨정화 계통은 유지,보수를 하여 일차계통의 압력을 감압시키는데 과정에서 일차계통

으로 부터 이송되는 헬륨을 정화하는 역할도 수행한다.헬륨정화 계통의 재생을 하여 냉각기

와 수분 분리기,다이아 램컴 샤,가열기 등으로 구성되는 재생 계통이 필요하다.재생 계

통은 산화구리 충 탑과 분자체 충 탑을 재생하기 하여 필요하며,재생을 하여 산소를 주

입하고 있다.

헬륨정화 계통에서 정화된 헬륨을 직 입구 측 카트리지 필터에 연결하여 실험을 수행하는

폐쇄회로를 구성하고,압력이 3.0MPa인 헬륨 가스를 사용하여 비 실험을 수행하 다.카트리

지 필터를 통과한 헬륨 가스는 250°C까지 가열된 뒤,산화구리 충 탑으로 유입된다.충 탑

내부에서는 수소와 일산화탄소가 수분과,이산화탄소로 환된다.

  그 후 필터에서 미세입자를 제거한 뒤 열 교환기에서 250°C에서 90°C까지 냉각되고,1차 냉

각기를 거치면서 다시 40°C까지 냉각되고,2차 냉각기에서 20°C까지 냉각 된다. 수분 분리기

에서는 수분 유입 사고 후 헬륨 가스에 존재하는 수분을 응축시켜 분리하며 이때 분리 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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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은 액체 방사성 폐기물 처리 계통으로 이송된다.

정상 운 시 일차 냉각재의 상 습도는 20°C까지 냉각된 상태에서도 단히 낮게 유지되기

때문에 수분 분리는 그다지 문제되지 않는다.다만,튜 열 같은 사고 시에만 수분 분리가

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냉각된 후 헬륨 가스는 분자체 충 탑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 과정

에서 수분과 이산화탄소가 분자체에 흡착되어 제거된다.

헬륨 가스는 다시 -140°C까지 냉각되어 온 흡착 탑으로 진행된다. 온 흡착 탑에서 액

체 질소를 이용하여 헬륨의 온도를 -160°C로 내린다.여기서 정화된 헬륨은 매우 낮은 온도로

서 온 열 교환기에서 10°C까지 온도가 올라가고,헬륨 냉각기에서 35°C까지 재 상승한다.다

이아 램컴 샤는 이 헬륨을 헬륨 열 교환기까지 이송한 후 185°C까지 상승시킨다.정화된

헬륨 가스는 사고 후-냉각기로 유입되어 40°C까지 냉각된 후 카트리지필터로 흘러 들어간다.

실험 으로는 HTR-10헬륨정화 계통에서 산화구리 충 탑,분자체 충 탑, 온 흡착 탑의

효율은 99%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헬륨정화 계통의 정화 능력을 알아보기 하여 인 으

로 불순물을 포함하는 헬륨가스를 만들어 헬륨정화 계통을 통과시켰다.통과하기 헬륨가스

내 포함된 불순물의 농도는 표 3.3.10과 같으며 헬륨정화계통의 산화구리 충 탑 단에서의

불순물 농도는 표 3.3.11과 같다.

표 3.3.10.헬륨정화 계통 통과 불순물 농도

일산화탄소 114

질소 304cm
3
/m
-3

산소 5

메탄 582

이산화탄소 ≻100

표 3.3.11.정화 계통통과 후 산화구리 충 탑 단에서의 불순물의 농도

질소 2.2cm
3
/m
-3
(운 1시간 후)

메탄 21(운 1.5시간 후)

이산화탄소 7.2(운 1.6시간 후)

일산화탄소 0.2(운 20분 후)

산소 0.5(운 30분후)

다른 시험운 에서 불순물을 산화구리 충 탑 단에 주입한 후 헬륨정화 계통 출구에서

불순물의 농도를 측정하 으나 어떠한 불순물도 검출되지 않았다.이때 산화구리 충 탑 단

에 주입한 헬륨 내 불순물의 농도는 표 3.3.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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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2.시험 운 시 산화구리 충 탑 단에서의 헬륨 내 불순물의 농도

일산화탄소 30 cm
3
/m
-3

이산화탄소 10 cm
3
/m
-3

질소 30 cm
3
/m
-3

산소 5 cm3/m-3

메탄 6.7 cm3/m-3

이 결과로부터 헬륨가스 내 불순물은 산화구리 충 탑,분자체 충 탑, 온 활성탄 충 탑

을 거치면서 거의 제거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고 후 정화 계통의 성능은 과잉의 수분을 가미한 공기에 한 실험을 통하여 테스트 하

다.카트리지 필터를 통과한 후 130°C,0.23MPa인 공기를 약 21kg/h유량으로 사고 후 냉각

기로 유입시켜 25°C까지 냉각 시켰다.냉각기를 거친 후에는 수분 분리기에서 헬륨 가스 내

수분이 분리되고,분리 된 수분은 수분 분리기 아래쪽에 수집된 후 액체 방사성 폐기물 처리

계통으로 이송된다.테스트 기간 동안 수분 분리기에 수집된 수분은 약 75kg에 달하 다.수분

이 제거된 공기는 다이아 램컴 샤에 의하여 헬륨 열 교환기를 통하여 일차 계통으로 보내

어진다.

산화구리 충 탑,분자체 충 탑의 재생 과정은 다음과 같다.우선 헬륨가스 정화계통 내에

들어있는 헬륨 가스를 헬륨가스 장 탱크로 배출시킨다.분자체 충 탑을 재생하고자 할 때에

는 분자체 충 탑을 다른 것들과 격리를 시킨 후 이를 재생 계통과 연결한다.

나.한국 형가스 루 용 헬륨정화계통

  헬륨정화 계통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 인 형가스 루 의 부속 계통으로 설치하여

운 될 정이다. 형가스 루 를 순환하는 헬륨가스의 정제에 사용 될 헬륨정화 계통의 요

구 조건은 기존의 헬륨정화 계통 요구 조건[3.3.1-3.3.8]을 참고하여 표 3.3.13과 같이 설정하

다.

     

표 3.3.13. 형가스 루 용 헬륨정화계통의 요구 조건

1 산소농도 <1.0ppm

2 수소농도 <1.0ppm

3 이산화탄소농도 <1.0ppm

4 일산화탄소농도 <1.0ppm

5 수분농도 <1.0ppm

6 질소농도 <1.0ppm

7 설계압력 >30-40bar

8 설계온도 <40℃ (정화계통 작동 시,30bar)

  일차 계통을 순환하고 있는 헬륨의 온도,압력은 고온,고압으로 헬륨정화 계통의 유입되기

해서는 헬륨정화 계통의 운 온도,운 압력만큼 냉각,감압 되고,헬륨정화 계통에서 정화

된 후 다시 일차 계통으로 돌아가기 해서는 일차 계통 순환 가스의 운 온도,운 압력 만

큼 가열,승압 되어야 하므로 이를 한 가열기와 냉각기,컴 샤 등을 설계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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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륨정화 계통에 존재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단 공정은 불순물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각각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한 단 장치를 설계,제작한 후 단 장치의 불순물 제거 효율에

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변수에 한 단 장치 불순물 제거 효율을 구할 정이다.실험결과로

부터 특정 불순물을 제거하기 하여 필요한 최 의 단 장치를 설계하고,이러한 최 화 된

단 장치를 여러 개 연결하여 최종 인 헬륨정화 계통을 설계,제작할 정이다.

제작 완료 된 헬륨정화 계통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 에 있는 형 헬륨가스 루 에

부착하여 헬륨정화 계통의 출구 요구 조건을 만족 시키는지 여부를 확인할 정이다.특정 불

순물을 제거하는 단 장치에서 여러 가지 변수에 한 제거 효율을 구하고,이로부터 특정 불

순물의 제거 메카니즘을 수식화 할 정이다.

불순물 제거 효율을 알아보기 한 실험에서는 불순물을 포함하는 헬륨가스를 원료 물질로

사용한다.원료 물질로 사용되는 불순물 포함 헬륨가스는 가스제조 인증을 획득한 업체에 의뢰

하여 제조할 정이다.

헬륨가스 에 포함되는 불순물의 종류,불순물의 양은 실험의 목 에 맞도록 선택하여 야

하며,정화된 헬륨 내에 존재하는 불순물의 양은 헬륨정화 계통 출구에서 채취한 샘 가스에

한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결정할 정이다.이때는 원료 물질로 사용되

는 불순물 포함 헬륨가스에 한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분석 결과를 기 로 보정하여 샘 가스

에 들어있는 불순물의 농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불순물의 농도는 1～100ppm 사이에서 변

화하게 되는데 가스크로마토그래피는 이런 농도 범 내의 가스 분석이 가능한 것을 선정하여

야 한다.

충 탑에 탑재되는 충 재는 제거 하고자 하는 불순물에 따라 서로 다른 종류의 매질이 사

용된다.충 탑은 충 탑에서의 충 높이,유량,온도 등의 변수 변화에 따른 제거 효율을 분

석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야 하며,재생 공정에 알맞은 온도,압력을 결정할 수 있어

야 한다.

제작 된 헬륨정화 계통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 에 있는 형 헬륨가스 루 에 부착

한 상태에서 각 불순물에 한 제거 효율을 살펴보고,이로 부터 특정 불순물의 제거 실험 결

과와 상용 모사기를 사용한 모사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불순물 제거 메커니즘에 한 정당성

을 평가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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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연구개발 주기 [3.4.1인용]

QMS Quality Requirements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Basic Applied
Developmental

Work

R&D Support 

Activities

Organization Description App App App App

Quality Assurance Progra

m App App App App

Design Control

Basic Design Requirements

  Computer Model Development, 

Verification,   Validation

  Configuration Management of 

software

N/A

LA

LA

LA

LA

LA

App

App

App

App

App

App

제 4 핵심연구 품질 공정 리

1.핵심연구 품질 리

원자력 품질보증이라 함은 구조물,계통설비 구성기기가 사용과정에서 만족스럽게 기능을

발휘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 수 있는 계획 이고 체계 인 모든 행 를 의미한다.이를 해 품

질보증계획을 수립하고 정해진 차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며 한 이들 업무가 만족스럽게

수행되는지를 확인,평가하고 시정 조치하는 일련의 체계 인 활동이 요구된다.이 원자력수

소 핵심기술개발의 품질 리활동은 주로 연구개발단계에서의 품질보증 활동이므로,연구개발단

계 기부터 품질 리 품질보증 차를 용함으로써 2020년 원자력수소 실증 건설시

사용될 설계문서의 신뢰도 안정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며,문서 작성에 표 화 양식을 용

함으로써 추후 연구개발단계에서 생산된 문건들의 실제 용이 용이하다.

2.품질보증 랜

제 4세 원 개발을 표방하는 원자력 선진국의 국제공동 연구개발 로젝트인 GEN-IV

로그램에 우리나라가 참여하여 이 VHTR(VeryHighTemperatureReactor)신형 원 시

스템 개발 분야에 우리 연구원이 참여하여 련 기 연구를 수행하게 됨으로서

GIF(Generation IV InternationalForum)가 제시하는 GIF Quality ManagementSystem

Guidelines을 만족하기 한 GIFR&D 로젝트 품질보증매뉴얼을 2008년 4월 29일 자로 작

성,발행하게 되었다.

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 과제는 연구개발 기 상태이므로 GIF QMS GuidelinesforGEN

IV R&D의 Grade Approach를 용하여 그림 3.4.1의 연구개발주기 기 단계(Basic

Research)를 용하 다.이의 세부 이행계획을 한 과제 품질보증 랜을 우리 과제에 해

발행하 고, 련 차는 ‘08년도 제정된 연구개발 품질보증 차서를 선별, 용하 다.이에

품질보증계획서 항목 용 연구개발 품질보증 차 항목은 표 3.4.1와 같다.여기서 Quality

Assurance Program Elements항은 품질보증계획서의 18개 항목 세부항목을 나타내며

Procedure항은 연구개발 품질보증 차서 용되는 품질보증요소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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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of procured items and services App App App App

Identification and Control of Items App App App App

Instructions, Procedures and Training LA LA LA App

Identification and Control of Processes LA LA App App

Experimental Systems LA LA App App

Data Reduction and Analysis LA App App App

Special Processes LA LA App App

Inspection, Test, and Operating Status LA LA App App

Test Control N/A LA App App 
Control of Measuring and Test 

Equipment LA LA App App 

Early Detection of Quality Problems LA LA LA App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LA LA LA App 

Document Control App App App App 

Quality Assurance Records App App App App 

Audit and Assessments LA LA App App 

Independent Verification LA LA App App 
Notes: 

QMS requirements in the graded approach for R&D 

App = Applicable

LA = Limited Applicability

N/A = Not Applicable to R&D Activity

그림 3.4.1.과제 품질보증 랜

3.GEN-IV 원자력시스템 품질보증계획서 품질보증 차서의 개발

2008년도부터 개발 용을 한 품질보증 랜에 품질보증계획서 품질보증 차서는 기존의

공통 인 연구개발 품질보증 차서를 용한다는 에서 쉽게 공통 인 품질보증 차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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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다는 에서는 유리하 으나,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과제만의 특성을 반 하지 못

한다는 한계가 있다.이에 2010년도에는 GEN-IV 원자력시스템 품질보증계획서 품질보증

차서의 개발을 하여,2010년 말부터 본격 인 용을 하 다.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은 ASME

NQA-12000을 기본으로 하되,GIF QMS Guidelines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용하여,추후

GEN-IV 국제 공동연구에도 연구원에서 생성된 연구 성과물들을 활용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원자력 품질보증 문서 체계를 기 로 하여 작성이 되었으며,그

세부 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원자력품질보증 문서체계

원자력품질보증은 구조물,계통 는 기기가 가동 에 만족하게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는 확

신을 주기 하여 필요한 계획 이고 체계 인 모든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도식화 하

면 그림 3.4.2와 같다.

그림 3.4.2.원자력품질보증 문서체계

나.GEN-IV원자력시스템 품질보증계획서

GEN-IV 원자력시스템 품질보증계획서는 총 18개 항목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되어 있으며

항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3.4.2]

(1)조직(Organization)

품질에 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체계,업무상의 책임,권한 조 계를 문

서화하고 있다

(2)품질보증계획(QualityAssuranceProgram)

품질보증계획의 수립 이행,교육훈련,요원의 자격요건이다

(3)설계 리(DesignControl)

제반 설계요건을 설계서류에 정확하게 반 하기 한 요건이다

(4)구매서류 리(ProcurementDocumentControl)

한 품질을 보증하기 하여 필요한 용 설계근거와 요건들이 구매서류에 포함되거나

인용되도록 리하기 한 요건이다



Ⅵ-212

(5)지시서, 차서 도면(Instruction,ProceduresandDrawings)

품질에 향을 미치는 업무가 문서화된 차서,지시서,도면에 규정되고 이에 따라 수행되

도록 리하기 한 요건이다

(6)서류 리(DocumentControl)

정확한 문서가 업무에 사용될 수 있도록 품질요건이 규정되거나 품질에 향을 미치는 업무

가 규정된 서류를 하게 작성,발행 변경 리하기 한 요건이다

(7)구매품목 용역의 리(ControlofPurchasedItemsandServices)

품목 용역의 구매가 규정된 요건에 부합하도록 리하기 한 요건이다

(8)품목의 식별 리(IdentificationandControlofItems)

정확하고 합격된 품목만이 사용되거나 설치되도록 보증하기 한 리요건이다

(9)공정 리(ControlofProcesses)

품목 는 용역의 품질에 향을 미치는 공정을 리하기 한 요건이다

(10)검사(Inspections)

품목 는 업무가 규정된 요건에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한 요건이다

(11)시험 리(TestControl)

품목 는 컴퓨터 로그램이 규정된 요건에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가동 에 만족하게 작

동될 수 있음을 확인하기 한 요건이다

(12)측정 시험장비 리(ControlofMeasuring& TestEquipment)

품질에 향을 미치는 업무에 사용되는 공구,계기,기구 는 기타 측정 시험장비가

리되고 허용오차내의 정 도를 유지하도록 리하기 한 요건이다

(13)취 , 장 운송(Handling,Shipping& Storage)

품목의 손상이나 분실을 방지하고 열화를 최소화하기 한 취 , 장,세정,포장,운송

보 요건이다

(14)검사,시험 운 상태(Inspection,Testing& OperationStatus)

요구되는 검사 는 시험이 수행되었는지 확인하고,검사와 시험이 수행되지 않은 품목이 부

하게 설치 는 사용되거나 운 되지 않도록 리하기 한 요건이다

(15)부 합품목의 리(ControlofNonconformingItems)

규정된 요건에 일치하지 않는 품목이 부주의하게 설치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리하기

한 요건이다

(16)시정조치(CorrectiveAction)

품질 배사항을 즉시 식별하여 가능한 빨리 시정조치하고, 한 품질 배사항일 경우 원인

을 분석하여 재발을 방지하기 한 요건이다

(17)품질보증기록(QualityAssuranceRecords)

품질을 증빙하는 객 기록들을 명세화하여 작성하고 유지하기 한 요건이다

(18)품질보증감사(QualityAssuranceAudits)

품질보증계획의 모든 요건에 일치하는지 확인하고,그 유효성을 평가하기 한 계획 이고 일

정에 따른 감사 수행 요건이다

가.GEN-IV원자력시스템 품질보증 차서

GEN-IV 원자력시스템 품질보증 차서는 GEN-IV 원자력시스템 품질보증계획서를 실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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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법을 정리한 것으로써 QAP-GENS-2.1품질보증계획서 품질보증 차서의 리 항

목부터 QAP-GENS-18.2감사자 자격 리까지 총 22개의 세부 차로 이루어져있다.GEN-IV

원자력시스템 품질보증 차서 목록은 표 3.4.2와 같다.원자력수소핵심기술개발 과제 수행 시에

주로 수행되는 품질보증 활동을 심으로 GEN-IV 원자력시스템 품질보증 차서의 항목별 내

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3.4.3]

표 3.4.2.GEN-IV원자력시스템 품질보증 차서 목록

차서번호 제 목

i 목 차

QAP-GNES-2.1 품질보증계획서 품질보증 차서 리

QAP-GNES-2.2 교육훈련

QAP-GNES-2.3 품질보증계획의 합성 평가

QAP-GNES-3.1 설계 리

QAP-GNES-3.2 설계확인

QAP-GNES-3.3 소 트웨어 리

QAP-GNES-3.4 설계도면의 작성 리

QAP-GNES-4.1 구매서류 리

QAP-GNES-6.1 서류 리

QAP-GNES-7.1 구매품목 용역의 리

QAP-GNES-7.2 공 자 평가 선정

QAP-GNES-10.1 품질검사

QAP-GNES-10.2 품질 검사자 자격 리

QAP-GNES-11.1 시험 리

QAP-GNES-11.2 소 트웨어 시험 리

QAP-GNES-11.3 시험원 자격 리

QAP-GNES-12.1 측정 시험장비의 리

QAP-GNES-15.1 부 합사항 리

QAP-GNES-16.1 시정조치

QAP-GNES-17.1 품질보증기록 리

QAP-GNES-18.1 품질보증감사

QAP-GNES-18.2 감사자 자격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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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품질보증계획서 품질보증 차서 리(QAP-GNES-2.1)

그림 3.4.3과 같이 품질보증계획서 품질보증 차서는 2년 주기로 유효성을 평가하여 필요

시 품질보증계획서 품질보증 차서의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 지도록 하 으며,개정본 최

신본은 ANSIM시스템 문서 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4.3.품질보증계획서 품질보증 차서의 리

(2)교육훈련(QAP-GNES-2.2)

교육훈련은 그림 3.4.4와 같은 차로 시행하며,교육훈련담당자는 교육훈련 실시 후 교육훈

련계획의 해당란에 실시일자 기입하여 리하며,계획되지 않은 교육훈련은 교육훈련계획의 공

란에 추가 기입하여 리한다.그림 3.4.5는 교욱훈련계획서 교육훈련보고서 양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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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교육훈련 차

그림 3.4.5.교육훈련계획서 교육훈련보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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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설계 리 (QAP-GNES-3.1)

설계 리는 그림 3.4.6과 같은 차로 수행하며,기본 으로 이 에 승인된 설계의 입력 자료

는 이용이 가능하며,공개된 문헌,보편화된 물리상수,과학원리,기술 자료는 별도의 입증이

불필요하다.설계입력자료는 정확성과 타당성에 하여 추 성을 확보하며,추가 인 확인 필

요자료는 설계결과물에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

그림 3.4.6.설계 리 차

(4)설계확인 (QAP-GNES-3.2)

설계확인은 그림 3.4.7과 같은 차를 거치게 된다.주로 세부과제별로 과제책임자가 선정한

독립검토자가 독립검토를 수행하게 된다.기본 으로 독립검토자는 원설계를 수행하지 않은 자

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설계검토, 체계산,인증시험 한 가지 는 복합 인 방

법으로 수행하게 된다.여기서 설계검토는 설계확인 검표에 문서화하고, 체계산은 체계산

의 결과를 원설계의 일부분으로 첨부하게 되며,인증시험은 시험 차서와 시험보고서 작성 후

독립검토자 검토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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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7.설계확인 차

(5)소 트웨어 리(QAP-GNES-3.3)

소 트웨어 개발과정의 확인 검증은 그림 3.4.8의 과정을 거친다.소 트웨어 개발 과정별

로 각 단계 혹은 두 단계 이상을 포함하여 하나의 문서로 작성하여 과제책임자가 승인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한 소 트웨어 확인 검증은 각 단계별로 독립검토자가 실시하며 소

트웨어 확인 검증 검표에 문서화 한다.

그림 3.4.8.소 트웨어 개발과정의 확인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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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트웨어의 배포,운 ,유지보수 폐기는 그림 3.4.9의 과정을 거치며,배포시에는 소

트웨어 인증서,사용자문서와 함께 배포하며,사용 시험은 주로 소 트웨어가 다른 컴퓨터에

설치되거나, 요한 하드웨어나 운 시스템의 특성이 변경된 경우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따라서 사용 시험은 시험사례(TestCase)를 재 용하여 반 하도록 한다.

그림 3.4.9.소 트웨어의 배포,운 ,유지보수 폐기

소 트웨어의 문제 보고 정정은 그림 3.4.10와 같은 차에 의해 이루어진다.오류발견

자는 발견 즉시 오류통지서를 작성하여 소 트웨어 리자에게 송부하며,조치방안 결정은 소

트웨어 리자가 해당 소 트웨어를 사용한 작업에 해 오류 향 평가 조치방안 결정 후

과제책임자 승인하에 이루어진다. 한 오류발생 내용 조치결과를 소 트웨어 오류목록에

등록 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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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0.소 트웨어의 문제 보고 정정 차

소 트웨어의 확인 검증 검은 그림 3.4.11과 같은 양식을 이용하여 검하도록 한다.

그림 3.4.11.소 트웨어 확인 검증 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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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설계도면의 작성 리 (QAP-GNES-3.4)

설계 도면의 작성 리는 그림 3.4.12와 같은 차로 이루어진다.도면에 설계확인 결과를

표시하도록 하고 설계수 의 변경은 개정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그림 3.4.12.설계도면의 작성 리

(7)서류 리 (QAP-GNES-6.1)

서류 리는 일반 으로 기술연계사항 존재 여부에 따라서 동의용서류배부 발행이 필요하

다.보통 세부과제에서 생산되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하며 동의용서류배부 활용시에 통

합안정경 시스템(ANSIM)의 사용이 가능하다.이를 도식화 하면 그림 3.4.13와 같다.이때 서

류의 작성,검토,승인자의 책임사항은 표 3.4.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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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3.서류 리 차

표 3.4.3.서류의 작성,검토,승인 책임사항

구 분

서류 종류
작 성 검 토 승 인 배 부

품질보증계획서 품질보증 원

품질보증 장

수소생산원자로기술

개발부장

원자로시스템

기술개발본부

장

-검토,승인을

득한 조직 는

부서

-서류에 기술

된 품질보증 활

동을 수행하는

부서

-기타(해당서

류가 요구되는

부서)

품질보증 차서 품질보증 원

품질보증 원

(작성자와 다른 사

람)

품질보증 장

품질보증 차서 이

외의 각종 차서

지침서

과제요원

(작성담당자)

과제요원

(작성자와 다른 사

람)

과제책임자

도면,해석/계산서,

시방서,기타 설계서

류 기술 서류

과제요원

(작성담당자)

과제요원

(작성자와 다른 사

람)

과제책임자

(8)시험 리/소 트웨어 시험 리 (QAP-GNES-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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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리 소 트웨어 시험 리 항목의 차는 그림 3.4.14와 같다.시험 요건은 시험품목의

설계책임자가 제시하거나 승인하게 되며,시험 차서는 시험담당자의 작성하에 품질보증담당자

의 검토,그리고 과제책임자의 승인으로 이루어지며,설계 서류의 양식을 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시험 수행은 자격이 부여된 시험원이 수행을 하게 되며,측정 시험장비의

교정후에 시험이 이루어지는 것이 례이다.시험보고서는 시험 차서와 마찬가지로 시험당당

자의 작성,품질보증담당자의 검토 그리고 과제책임자의 승인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3.4.14.시험 리/소 트웨어 시험 리 차

(9)측정 시험장비 리 (QAP-GNES-12.1)

측정 시험장비 리의 차는 그림 3.4.15와 같다.장비 리자는 과제책임자가 선정하게

되며 국가공인교정기 으로부터 주기 으로 교정을 실시하여 장비에 교정필증을 부착하는 것

을 원칙으로하며,부 합 장비에는 그림 3.4.16과 같은 식별표지를 부착하여,부 합 장비로 시

험을 하는 일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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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5.측정 시험장비 리 차

그림 3.4.16.부 합 품목 식별표지

(10)부 합사항 리(QAP-GNES-15.1)

품목 는 업무의 품질을 불만족하게 하거나 불확실하게 하는 특성,서류 는 차상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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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등이 발생하 을 경우엔 그림 3.4.17과 같은 부 합사항 리 차에 의해 리를 하게 된

다.부 합 사항 발견자는 부 합사항보고서(Non-ConformanceReport)를 발행하여 과제책임

자의 확인을 거쳐,품질보증부서의 검토 승인을 받도록 한다. 상태 사용,수리,재작업

폐기 등 의 처리 방안 에서 결정을 하여 과제책임자의 최종 승인하에 처리하도록 하며,부

합사항보고의 종결시에는 품질보증 장의 최종 확인을 받도록 한다.

그림 3.4.17.부 합사항 리 차

(11)품질보증기록 리 (QAP-GNES-17.1)

품질보증기록 리는 그림 3.4.18의 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과제 혹은 사업의 종료 후에는

발생된 모든 기록은 품질보증기록 보존실로 이 하여 보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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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8.품질보증기록 리 차

(12)감사 시정조치 (QAP-GNES-16.1,18.1)

감사 시정조치는 그림 3.4.19의 차로 이루어진다.품질보증담당의 작성과 품질보증 장

의 승인으로 이루어진 감사계획에 따라서 감사를 수행하고 수행 후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을

경우엔 시정후 시정조치보고서를 작성 회신하여 확인 종결하도록 되어 있다.원자력수소 핵심

기술개발과제는 2011년 11월 품질보증 감사를 시행하여 시정조치 2건의 요청이 있었으며,이에

한 시정 조치 진행 이다.본 과제의 자세한 시행 내용은 5.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 품질

보증 교육 감사 소 에서 기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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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9.감사 시정조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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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ISO품질 규격과 원자력품질규격과의 비교

GEN-IV 원자력시스템 품질보증계획서 차서를 용하고 있는 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

발과제는 추후 품질보증 인증 등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과제의 품질 보증 부분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상할 수 있다.이에 ISO패 리 품질 보증 규격과 ASMENQA-1로 표되

는 원자력품질규격과의 비교를 통해 추후 품질보증인증 도입 여부를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가.원자력 품질보증 황

산업설비 원자력산업 설비만큼 안 성이 강조되고 이에 따라 엄격한 품질보증 요건이 요

구되는 설비는 많지 않을 것이다.왜냐하면 원자력 산업은 원 의 안 성과 직결되고,1979년

미국 드리마일 원 사고,1986년 구소련 체르노빌 원 사고 2011년 후쿠시마 원 폭발

사고에서 보듯이 사고는 종사자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이나 지구환경 등에도 큰 재앙을 가져오

기 때문에 원 시설에 한 엄격한 품질보증 요건의 용이 필수 이다.특히 원자력 산업 설

비는 원자력 발 의 주설비인 원자로 외에도 여러 산업설비와 보조 장비가 복합 으로 결합된

하나의 종합 랜트이기 때문에 다양한 품질보증 요건이 용될 수밖에 없다.

재 세계 으로 원자력 련 설비에 용되는 품질보증 요건은 미국 핵잠수함 건조를

한 품질보증 요건인 MIL-Q-9858A가 그 원조이며,미국 원자력 원회가 원자력산업의 특수

성을 고려하여 1970년 10월에 CFR50App.B"QualityAssuranceCriteriaforNuclearPower

PlantsandFuelReprocessingPlants"를 제정하 으며 이 연방법을 모체로 각국의 원자력 품

질보증 규격이 발 하여 왔다.

캐나다의 품질보증 규격인 CSA N286 Z299,일본의 JEAG4101,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

(InternationalAtomicEnergyAgency;IAEA)에서 제정한 IAEA Safetycode등이 모두 10

CFR 50App.B와 동소이하다.각국의 품질보증 련 규정 표 의 발 계를 살펴보면

그림 3.4.20과 같다.[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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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0.원자력 품질보증 계도

우리나라의 경우 기에 부분의 원자력발 소 건설시 역시 원자력 품질보증 요건으로서 10

CFR50App.B를 용하여 왔으며 이와 련하여 원자력발 소 원자력 련 시설의 품질

보증 활동 수행에 한 각국의 련 규정 표 의 발 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한국의 품질보증 황

우리나라에서는 최 에 미국의 웨스 하우스로부터 고리 원자력 1호기를 도입하면서부터 미

국의 품질 리 방식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그 당시 10CFR50App.B의 품질보증 요건이 용

되었다.그러나 월성 1호기를 캐나다로부터 도입함으로써 품질보증 요건도 캐나다 규격인

CSA 2299Series를 용하게 되었으며 그 후 고리 2,3,4호기 1,2호기를 다시 미국

의 웨스 하우스로부터 도입하게 됨으로서 10CFR50App.B의 품질보증 요건이 다시 용되

었고 랑스로부터 도입한 울진 1,2호기도 품질 보증 요건으로서 10CFR50,App.B를 용

하 다.

재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제도 으로 품질보증에 한 사항을 구체 으로 명백

하게 기술하고 있는 별도의 규격을 갖고 있지 못하나 원자력법령에 기본 인 원자력 품질보증

계획 요건은 제시되어 있으며,이를 보완하는 지침으로서의 품질보증기 이 교과부 고시 등으

로 발행되고 있다.

(2)미국의 품질보증 황

1969년도 최 로 미국에서 원자력 품질보증 요구사항에 한 규정이 제정되었을 당시 미국은

총 16개의 원자력발 소가 가동 이었고,48개가 건설 이었다.이러한 새로운 원자력 품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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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규격이 개발되기 에 미국은 1959년도에 최 로 제정되고 1963년도 수정 보완된 미 국방

성 규격 MIL-Q-9858A“품질 로그램 요구 사항”이 수많은 원자력 련 산업체에 의해 채택,

활용되고 한 이 규격이 계약에도 용되었다.

1970년 7월 미 원자력 원회(U.S.AEC)에 의해 최 로 원자력발 소 핵연료 재처리공장

의 품질보증 요건인 10CFR 50App.B을 제정 공포되었고 이를 용하기 한 세부지침

규격들로써 U.S.NRC Regulatory Guide,ASME SEC.Ⅲ NCA-4000,ANSIN 45.2Series,

ANS15.9RDT F2-2등이 개발,활용 되었다.그러나 이들 련 규격들은 개발과 용 과정

에서 많은 이견과 문제 이 발생하 다.

특히 ASME와 ANSI의 규정 사이에서는 용상 상충이 되고 논란이 되는 부분이 많았으며,

양 기 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보완,통합하여 ANSI/ASMENQA-1을 1979년에 최 로 공

동 제정되었으며,NQA-1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 요건을 보완한 NQA-2 (1983년)

NQA-3(1989년)이 추가 발행되었다. 한 1994년에 NQA-1개정시에는 NQA-2를 NQA-1

PartⅡ에 포함하 다.

세계 으로 원자력 산업에 채택되고 있는 미국 연방 규제 법규 10CFR50App.B와 규제 지

침 ASMENQA-1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으며,이들의 상 계는 그림 3.4.21과 같다.

그림 3.4.21.미 품질보증 코드 계도

(3)캐나다의 품질보증 황

일본의 품질보증 규격인 JEAG 4101"원자력발 소 건설의 품질보증 지침“은 1972년 일본

기 회의 기 기술기 조사 원회에서 기기술 지침서로 작성한 것으로서 일본 기시험

법에 기 를 두어 최소한의 법 사항을 수키 해 만든 민간 규정이다.이는 당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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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CFR50App.B를 기 로 하여 원자력발 소의 설계에서 시운 까지의 각 단계에서의 품질

보증 요건을 포 으로 용하도록 작성되었으나 그 후 1981년에 IAEA 50-C-QA를 참고로

하여 일본 국내 실정에 맞추어 실행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으며 따라서 그 내용은 IAEA 규격에

따른 13개 요건으로 구성되었다.

나.ISO9000과 원자력 산업

(1)ISO9000품질시스템

ISO9000시리즈의 표 은 여러 가지의 국가 표 들과 국제 표 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요구

에 의해서 개발된 것으로 미국규격 회(AmericanNationalStandardsInstitute;ANSI)를 포함

하는 국제 인 인 국제표 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forStandardization;ISO)에

의해 개발되었다.[3.4.6-9]국가 표 화기구는 품질경 그와 련된 규격을 맡고 있는 미국

품질 회(AmericanSocietyforQuality;ASQ)를 표하는 기 으로 ISO9000의 첫 번째 버

이 1987년 공개된 이후 1994년에 개정을 거쳐 재는 2008년도 이 공개되어 있다.이 규격의

결과로 제품과 서비스 공 자들은 지구상 어느 곳에 있는 고객이라도 인정할 수 있는 품질 시

스템을 개발 운 할 수 있게 되었다.아울러 ISO9000인증을 받은 기업과 거래하는 고객들은

구입품이 그들이 인정한 표 에 맞을 것이라는 기 를 할 수 있게 되었다

(2)ASMENQA-1과 ISO9001의 비교

ASMENQA-1과 ISO9001품질보증요건의 요 차이 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으며,주요항

목에 한 상세한 비교는 표 3.4.4와 같다.

(가)ASMENQA-1은 원자력분야 안 성 련 품목에 국한되어 있으며 요건별로 기 이 명

확한 반면,ISO 9001은 각 기업에서 품질보증을 해 구비해야할 최소한의 시스템 요구 사항

으로 제조업,서비스,유통,정보,교육,일반 공산품 등 분야에 용되는 범용 인 품질 규

격으로 일부 요건의 내용 기술이 ASMENQA-1처럼 상세히 기술되지는 않았다.

(나)ASME NQA-1은 품질보증요건이 원자력분야 용 18개의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ISO9001은 구매자의 요구에 충족하고,기업이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기 한 목 과 외부기

이 기업의 능력을 평가하기 한 목 에 합하도록 20개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ISO9001에는 품질방침,자원 리,제품 실 ,데이터의 분석 등이 세부항목 등이 요건으

로 규정되어 있으나 ASME-NQA-1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3)원자력산업에의 도입 황

(가) 미국

원자력 분야는 미국 NRC 규제요건에 의거 10CFR 50App.B ANSIN 45.2 는 ASME

NQA-1을 용하고,ISO 규격의 용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나 규제기 (NuclearRegulatory

Comssion;NRC),연구기 ,미 기계학회 ,NQA Committee에서 ISO 9000규격 용에 한

검토를 하고 있으며,비 원자력 분야도 구매 품질보증 시스템 요건으로 ISO규격의 용을 검

토하고 있다.

(나)일본

일본 국가 규격을 규제요건으로 용하여, 사 품질 리(TQC)를 통한 품질개선을 성공

으로 달성하고 있으므로 ISO9000규격의 용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나,일부 배 설비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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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에 하여 ISO9000규격의 용을 고려하고 있다.

(다)국제 원자력기구

국제원자력기구와 국제표 기구(ISO)는 원자력발 소의 품질보증 규격을 범세계 으로 용

할 수 있도록 74년 ISO내에 기술 원회를 조직하여 1980년에 ISO6215를 제정하 으나 기존

의 IAEACode50-C-QA와의 용상 혼란을 야기했다.

두 코드 모드 동일한 주제를 다루며,IAEA 지침을 기 하여 이미 자국의 규제 요건을 제정한

국가들에게 혼란을 야기하여 되어 추후 폐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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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4.ISO9001 ASMENQA-1의 비교

항목 ISO9001 ASMENQA-1

용범

1.2 용

이 규격의 모든 요구사항은 포 이며,형태,규모 제공

되는 제품에 계없이 모든 조직에 용될 수 있다.

I.머리말

2. 용범

원자력 설비용 기기,시스템,구조물로 품질에 향을 주는

업무 수행시 용

(원자력 설비에는 발 기,폐기물 장설비,연료 재가

공, 루토늄 가공,연로뵹 제작 등도 포함)

※ 품질에 향을 주는 활동 :배치,설계,구매,제작,취

,입고, 장,청정,설치,검사,작동,유지,보수,교체

수정,해체 등을 말함

품질시스템

4.품질경 시스템

4.1일반 요구사항

조직은 이 규격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품질경 시스템을 수

립,문서화,실행 유지하고 품질경 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 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Ⅱ.기본요건 :품질보증계획

1.품질보증계호기서 수립하고 계획용 지침서, 차서 는

지시서 등 서류로 작성할 것

문서화 요구사

항

4.2문서화 요구사항

4.2.1일반사항

품질경 시스템 문서화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문서화하여 표명된 품질 방침 품질 목표

b)품질 매뉴얼

c)이 규격이 요구하는 문서화된 차 기록

d) 로세스의 효과 인 기획,운 리를 보장하기

하여 필요하다고 조직이 결정한,기록을 포함하는 문서

문서 데이터

리

4.2.3문서 리

품질경 시스템의 필요한 문서는 리되어야 한다.기록은

문서의 특별한 형식이며,4.2.4의 요구사항에 따라 리되어

야 한다.

1.품질에 향을 미치는 업무를 규정하는 지시서, 차서

도면 등 문서의 발행을 리,통제하기 한 다음의 조치

를 간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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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문서 변경

문서변경은 최 로 검토,승인한 조직이 검토 승인,

한 검토가 요구되지 않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명확히 규정

할 것.

Change와 MinorChange로 구

분되며 MinorChange인 경우

에는 최 검토,승인한 조직에

의한 검토,승인이 요구되지 않

음

품질기록의

리

4.2.4기록 리

기록은 품질경 시스템의 요구사항에 합하다는 증거와 품

질경 시스템의 효과 인 운 에 한 증거를 제공하기

하여 작성된 기록은 리되어야 한다.

Ⅱ.기본요건 :품질보증 기록

1.품질업무의 증거를 제시하기 하여 기록서의 보존방안

을 수립하고 유지해야함

6.기록의 수정

ISO에서는 인쇄본, 자매체

등도 기록에 포함

NQA-1에서 6항의 기록의 수정

을 세부 으로 언 함

검사 시험상

태

4.12검사 시험상태

1)제품의 검사 시험상태는 한 수단으로 식별할 것

Ⅱ.기본요건 :검사,시험 운 상태

1.각 품목에 한 검사 시험의 상태를 각인,꼬리표,

작업카드 는 기타 한 표지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방

안 수립

경 자 책임

5.1경 책임

5.1.경 의지

최고 경 자는 품질경 시스템의 개발 실행,그리고 품

질경 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 으로 개선하기 한 의지의

실행 증거를 다음을 통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a)법 규제 요구사항뿐 아니라 고객 요구사항 충족의

요성을 조직과 의사소통

b)품질 방침의 수립

c)품질목표 수립의 보장

d)경 검토의 수행

e)자원의 가용성 보장

NQA-1은 언 이 없음

조직
5.5.1.책임과 권한

최고 경 자는 조직 내에서 책임 권한이 규정되고 의사

Ⅱ.기본요건 :조직

3.품질보증기능을 수행하는 자는 비용이나 공정에 계없

NQA-1에서는 품질활동 수행자

는 납기와 비용에 하여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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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됨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단할 수 있도록 할것.

Ⅱ.기본요건 :품질보증계획

품질업무 수행자의 숙련도 달성을 한 한 교육,훈련

사항 포함

하나 ISO는 고려의 상이

됨

경 검토

5.6경 검토

최고경 자는 품질경 시스템의 지속 성,충족성

효과성을 보장하기 하여,계획된 주기로 품질경 시스템

을 검토하여야 한다.경 검토는 품질방침 품질목표를

포함하여,품질경 시스템에 한 개선기회의 평가 변경

에 한 필요성의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경 층은 품질보증계획의 실 용에 있어 합성과 유효성

여부를 정기 으로 검토할 것

교육훈련

6.2.2 격성,교육훈련 인식

조직은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a)제품 요구사항에 한 합성에 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해 필요한 격성 결정

b) 용 가능한 경우,필요한 격성을 갖추기 하여 교육

훈련을 제공하거나 기타 조치

c)취해진 조치의 효과성을 평가

d)조직의 인원이 자신의 활동에 한 련성 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그들이 어떻게 품질목표의 달성에 기여하

는지 인식함을 보장

e)학력,교육훈련,숙련도 경험에 한 한 기록 유

지

Ⅱ.기본요건 :품질보증계획

품질에 향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한 한

숙련도 달성 유지를 하여 필요한 교육 훈련 요함

보충요건 2S-1:검사요원 시험요원의 자격

보충요건 2S-2:비 과검사요원의 자격

보충요건 2S-3:품질보증감사요원의 자격

보충요건 2S-4:직원의 교육 훈련

NQA-1에서는 자격부여에 한

내용이 구체 으로 언 함

검사 시험

7.제품실

7.1제품실 의 기획

조직은 제품실 에 필요한 로세스를 계획하고 개발하여야

한다.제품실 의 기획은 품질경 시스템의 다른 로세스

요구사항과 일 성이 있어야 한다.

Ⅱ.기본요건 :검사

1.지시서, 차서,도면 해당요건에 일치하여 수행되었

는지를 확인하기 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검사 상 업

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에 의하여 검사 수행

3.검사계획

NQA-1에서는 검사 시험요

원의 자격기 (2S-1)을 명확히

하고 있음.

NQA-1에서는 검사 상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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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서류로 작성하여야 하며,이 서류

에는 검사 상 업무의 특성,검사 방법 정기 이 명

시되어야 하고 검사결과에 한 객 인 증거가 기록되어

야 할 것

Ⅱ.기본요건 :시험

1.품목 는 산 로그램이 명시된 요건에 일치하는 지

를 확인하고 가동 에 만족하게 작동될 수 있음을 입증

하기 하여 시험계획이 수립되어 이행되어야 함.

보충요건 11S-2: 산 로그램 시험요건

수행하지 아니한 자에 의하여

검사수행을 명시하나 ISO에서

는 검사계획의 세부언 이 없

음

NQA-1에서는 시험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음

ISO에서는 가동 검사,기록

의 언 이 없음

ISO에서는 산 로그램 시험

요건에 한 구체 언 이 없

음.

설계 리

7.3설계 개발

7.3.1설계 개발 기획

조직은 제품에 한 설계 개발을 계획하고 리하여야

한다.

1.설계 리는 이를 한 규정요건이 설정되며 이에 따른

리 검증할 것

구매

7.4구매

7.4.1구매 로세스

조직은 구매한 제품이 규정된 구매 요구사항에 합함을 보

장하여야 한다.공 자 구매한 제품에 용되는 리의

방식 정도는 구매한 제품이 후속되는 제품 실 이나 최

종 제품에 미치는 향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Ⅱ.기본요건 :구입자재,기기 용역의 리

1.구매요구사항 확인방법은 수립하여야하며,그 방안에는

다음사항을 포함시킬 것

1.구매계획

2.외주업체 선정

3.입찰서 평가

4.외주업체 업무수행평가

5.외주업체 작성서류의 리

6.품목 는 용역의 합 정

7. 합 정방법

ISO에서는 외주업체 평가시 품

질요구사항,외주요구 만족시킬

능력을 기 로 외주업체 평가

가 그 기 이 자체 설정이 가

능하나 NQA-1은 외주업체 평

가방법 1가지 이상의 방법

으로 평가가 필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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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용역의 합 정

9.외주업체 부 격 품목의 리

10.일반규격 품목

공정 리

7.5생산 서비스 제공

조직은 생산 서비스 제공을 리 조건하에서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7.5.2생산 서비스 제공에 한 로세스의 타당성 확인

조직은 결과로 나타난 출력이 후속되는 모니터링 는 측정

에 의하여 검증될 수 없어,결과 으로 제품을 사용한 후

는 서비스가 인도된 후에만 불일치가 나타나는 경우,생

산 서비스 제공에 한 모든 로세스에 하여 타당성

확인을 하여야 한다.

Ⅱ.기본요건 :특수 작업의 리

용 ,열처리 는 비 괴검사 등의 특수한 작업은 해당규

격,기 ,시방 기타 특수요건에 부합하는 차서에 따

라 자격있는 자에 의해 수행되도록 리방안 수립

ISO에서는 특수작업 리의 세

부방안에 한 언 이 없음.

서비스

7.5.1생산 서비스 제공의 리

조직은 생산 서비스 제공을 리 조건하에서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NQA-1에서는 서비스 련 언

이 없음

식별 추 성

7.5.3식별 추 성

조직은 제품 실 의 모든 단계에서,해당되는 경우, 한

수단으로 제품을 식별하여야 한다.

Ⅱ.기본요건 :자재,부품 기기의 식별과 리

1.자재,부품,기기 조립품에 한 식별 리방안

수립

고객 재산

7.5.4고객 재산

조직은 조직의 리 하에 있거나 조직에 의하여 사용 에

있는 고객 재산에 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조직은 제

품으로 사용토록 제공되거나 제품화하기 하여 제공된 고

객 재산을 식별,검증,보호 안 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NQA-1에서는 ISO의 고객 재

산에 한 언 이 없음.

취 , 장,포

장,보존 인

도

7.5.5제품의 보존

조직은 내부 로세스 진행 에는 물론 지정된 목 지로

제품을 인도할 때까지,요구사항에 한 합성을 유지하기

Ⅱ.기본요건 :취 , 장 운송

1.자재 장비를 취 , 장,세척 는 출하할 때에는 제

품이 손상 는 변질을 방지하기 해 작업 검사지시

NQA-1에서 2항의 특수품목의

요건을 구체 으로 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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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제품을 보존하여야 한다. 용 가능한 경우,보존은

식별,취 ,포장,보 보호를 포함하여야 한다.보존은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에도 용하여야 한다.

서에 따라 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것

2.특수품목 등의 요건

검사,계측

시험장비의

리

7.6모니터링장치 측정 장치의 리

조직은 수행하여야 할 모니터링 측정을 결정하고,결정

된 요구사항에 한 제품의 합성의 증거 제공에 필요한

모니터링장비 측정 장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Ⅱ.기본요건 :측정 시험장비의 리

공구,계기,계측기,기타 측정 시험장비가 정확도를 유

지할 수 있도록 정기 으로 교정, 리되고 있음을 확인하

는 방안 수립

내부품질 감사

8.2.2내부 심사

조직은 다음 사항을 결정하기 하여,계획된 주기로 내부

심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Ⅱ.기본요건 :감사

1.품질보증계획의 모든 사항에 한 수여부를 확인하고

동계획의 효과를 평가하기 해 정기 으로 감사를 실시함

ISO에서는 NQA-1의 외부감사

요건이 없음

부 합품의

리

8.3부 합품의 리

조직은 제품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검증하기 하

여,제품의 특성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여야 한다.

Ⅱ.기본요건 :부 격 자재,부품 기기

1.요건에 부 합 자재,부품 기기의 잘못된 사용이나

설치를 방지하기 하여 이를 리할 방안 수립

ISO에서는 부 합품에 한 식

별,격리,처리에 한 구체

요건이 없음

시정 방

조치

8.5.2시정조치

조직은 부 합의 재발 방지를 목 으로 부 합의 원인들을

제거하기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시정조치는 당면한

부 합의 향에 하여 하여야 한다.

Ⅱ.기본요건 :시정조치

1.품질 해조건 즉시 식별하고 시정할 수 있는 방안 수립

데이터 분석

8.4데이터의 분석

조직은 품질경 시스템의 성과 효과성을 실증하고,품

질경 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 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하여, 한 데이터를 결정,수집 분석하여

야 한다.이는 모니터링 측정의 결과로 생산된 데이터

다른 련 출처로부터 생산된 데이터를 포함한다.

NQA-1에서는 데이터 분석

련 언 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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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GenⅣ InternationalForum

연구 자원의 효율 ,효과 이용하고 GIF의 목표달성을 해 필요한 품질수 이 규정되고

이행됨을 보장하기 해서 구체 인 용을 해서 2007년에 QualityManagementSystem

Guideline을 발표하 다.그 내용은 IAEA Safety Series No.50-C/SG-Q ASME

NQA-1-2004,ISO9001:2000등을 참조로 하여 작성하 다.

(마)ISO9000품질 시스템 도입 필요성

ISO9000품질 시스템은 제작,설치,시설 가동 등 거의 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서비스 연

구 개발에 이르기까지 2009년 12월말 재 세계에 226,349개 이상의 기업이 인증을 받았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2011년 6월 말 재 16,281개 기업이 인증을 유지하여 운 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기업환경에 처하고 품질경 을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는 모든 기업이 추구하

는 기업 목표로 자리잡게 되었다. 한 선진국의 무역장벽과 기술보호정책이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가의 기업경 활동을 보다 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ISO9001시스템

인증서 구비요건은 제품의 신뢰성 제고를 해 필수요건이 되고 있다.하지만 원자력 산업은

자체 품질보증요건인 원자력법,미 연방규제법 10CFR50App.B ASMENQA-1만을 지

키도록 요구하고 있어 원 산업 참여사는 두 가지 품질보증시스템을 유지하여야 한다.결국

ISO 9001시스템이 원 산업에 직 간 으로 향을 주게 되므로 원 산업에서도 진 으로

ISO9001시스템을 부분 으로 도입하는 것이 장기 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ISO9000품질 시스템 인증 차

(1)인증 심사 차

인증 심사는 인증 기 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일반 으로 그림 3.4.22과 같은 차로 이

루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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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2.인증 심사 차

(2)인증 신청 구비서류

인증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인증 기 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일반 으로 신청서,설문

서,품질 매뉴얼 계약서 등으로 구성된다. 인증 신청시에는 일정한 수 의 요건을 정하

여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신청을 기각하기도 하는데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된다.

(가)ISO9000규격은 회사의 품질 시스템과 비하여 올바르게 선택되었는가

(나)신청 회사는 인증의 비가 되어 있는가

-문서화된 품질 시스템으로서 품질 매뉴얼을 보유하며 유지하고 있는가

-최소 6개월 이상 품질 시스템을 실행하 는가

-내부 품질 검사,경 자 검토 등을 실시한 실 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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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객품질 불만을 악하고 이에 한 시장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가

(3) 비 심사

비 심사는 본격 인 심사 에 다음의 목 으로 수행된다.

(가)회사의 운 과 심사 상 제품 는 서비스에 한 이해와,이를 통한 시사기간 단축

심사 로그램의 내실화

(나)신청자의 심사 비 상태 확인과 부 합 회사의 기각 처리를 통한 신청자의 비용,노력

감,심사자의 시간 감

(다)피심사자로 하여 규격의 올바른 이해와 실행에 한 실습 기회 부여

비 심사는 품질 시스템이 실질 으로 가동되고 있는가를 확인한 데 을 두며,신청자의

요청에 의하여 인원과 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

(4)품질 매뉴얼 심사

품질 시스템 인증 단계에서는 일반 제품 인증 제도와는 달리 서류 심사격인 품질 매뉴얼 심

사가 요한 부분을 차지한다.이는 품질 시스템 인증제도의 개념 자체가 회사에서 자사의 제

품 는 서비스에 한 모든 사항을 문서화하여 이를 유지하고, 실제로 지키고 있는가를 제

3자가 증명하는 것인만큼 품질 시스템에 한 사항을 총체 으로 기술한 품질 매뉴얼은 품질

에 한 핵심이다.

한 품질 매뉴얼 심사시에는 필요한 경우 련 차서나 지침서를 요구하기도 하는데,이는

심사원이 회사의 품질 시스템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는 불필요한 심사의 지연을

방지하기 함이다.

(5) 장 심사

품질 매뉴얼상 신청자의 품질 시스템이 해당 국제 규격,즉 ISO9000패 리의 요건에 합

함을 확인하는 품질 매뉴얼 심사가 만족되면 신청자와 인증기 은 일정을 조정하여 장심사

를 하게 된다. 장 심사의 단계는 구체 으로 표 3.4.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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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5. 장 심사 단계

구분 참석자 내용 비고

시작회의

(openingmeeting)

심사 , 회사 표,

품질 부서장,안내자,

주요 리자

회사-심사원 소개

화 채 구축,심사

진행 방법의 설명

확인,품질 매뉴얼 심

사시 불확실 사항 확

인

심사 이 회의 주

심사

(audit)

심사 ,안내자,피심

사 부서 리자

회사 품질 시스템의

실증,품질 시스템의

실제 실행 여부 확인

추 성 심

심사 회의

(team review

meeting)

심사
심사 진도 검

1일 심사 결과 토의

정리 회의

(non-conformance

review meeting)

심사 ,안내자,품질

부서장,피심사 부서

리자

1일 심사 결과와 부

합 사항 검토

정리,심사 애로 사항

해결

심사기간이 1일인 경

우 불필요

종결 회의

(closingmeeting)

심사 ,회사 표,품

질부서장,안내자,주

요 리자

심사 결과의 보고,시

정조치,일정합의,차

후 진행사항 토의

심사 장이 주

(6)제정

인증기 은 정 원회의 정결과가 나오면 이를 서면으로 기업에 통지한다, 정 원회에

서는 품질시스템 체의 합성이나 유지 리에 악 향을 미치지 않고 아울러 지 된 경미한

문제가 시정 조치되어 사후 리 심사시에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록하고 승인

할 수 없다.제정보류가 된 경우에는 기업은 일정 기간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재심사를 받

아야 하며 통과되면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7)사후 리

(가)인증서의 발

장심사에서 부 합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거나 발견된 부 합이 모두 해소된 경우 인증서

가 발 된다.인증은 통산 3년을 유효 기간으로 하여 해당기간 과 후 재심사 는 갱신 심사

(renewalaudit)를 받게 되나,심사 기 에 따라 갱신 심사 없이 사후 리 심사만 실시하기도

한다.

(나)사후 리 심사 차

사후 리 심사는 회의시 품질 시스템이 규정된 요건을 지속 으로 만족시키고 있는지를 확

인하기 한 것으로 보통 연간 1회 이상 실시되며 차는 일반 으로 그림 3.4.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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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3.사후 리 심사 차

(8)ISO9001요건별 련 부분의 책임

품질 시스템에 한 책임은 품질보증 련부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품질 활동에 계되는

모든 부분에 있다.따라서 ISO 9000패 리 규격의 품질 시스템 요구 사항에 한 책임 부분

과 련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그러기 해서 표 3.4.6과 같은 형태로 정리하여,해당되는

품질 시스템 요구사항에 해 부문 단 로 감사를 한다.다만 원자력수소핵심기술개발 과제는

연구개발부분에 해당하므로, 업,제조,구매,공무 등 다른 부분의 련성 여부는 이표에 기

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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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6.품질 시스템 요구사항에 한 계 부분의 책임

구분 경 자 기술부문 품질보증부문

경 자 책임 ●

품질 시스템 ○ ○ ○

계약 검토 ◎ ◎ ◎

설계 리 ●

문서 자료 리 ○ ○

구매 ◎ ○

고객 지 품의 리 ○ ○

제품 식별 추 성 ●

공정 리 ○

검사 시험 ●

검사,측정 시험

장비의 리
○ ●

검사 시험 상태 ◎ ●

부 합품의 리 ○

시정 방조치 ◎ ◎

취 ,보 ,포장,보

존 인도
○

품질 기록의 리 ○ ○ ●

내부 품질 검사 ○ ○ ●

훈련 ○ ●

서비스 ○

통계 기법 ●

(주)●주 ,◎강한 련,○ 련

라.ISO9000의 원자력 산업에 미칠 상 향 효과 분석

(1) 내 품질 경 체계 구축

원자력 산업계의 부분이 력 제품을 력 이용자에게 공 하는 기간산업이며,국내의 경

우 아직은 일반제품과 같이 시장경제에서의 경쟁체제가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구매자의 선택

에 따른 구매나 계약이 용되지 않으므로 규제 요건에 따른 원자력 품질보증제도가 요구되는

원자력 분야를 제외한 비원자력분야는 특정한 품질 보증제도의 운 이 법 으로 요구되지 않

는다.그러나 품질보증 품질 개선을 포함한 품질경 체계를 력사업에 운 하여 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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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경 자 구성원에게 품질에 한 신뢰감과 자신감을 제공할 수 있으며,특히 원자력발

소에는 원자력 발 소를 구성하고 지원하는 일반품목에도 품질보증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원

자력발 소의 안 을 확고히 확보할 수 있어 일반 국민 환경 운동 단체에게 보다 확실한

안정감과 신뢰성을 심어 수 있다. 한 경 차원에서 력 설비의 가동성 향상과 기품질

향상으로 원가 감 고객만족의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일반국민들에게 원자력 품질신뢰 이미

지 제고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ISO9000규격에 따른 품질 경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

다

(2)구매 품질보증 요건으로 활용

원자력발 사업자의 품질목표인 원자력 발 소의 안 한 가동과 기 품질향상 안정

인 력공 은 기자재 설비의 품질과 직 인 향이 있으며,이는 기자재 납품업체의 품

질보증 능력과 직결된다.

ISO9000규격 요건의 이행은 품질보증은 물론이고 고객의 요구 조건을 만족 는 과하는

제품을 계약자가 공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ISO9000규격 요건을 원

자력 발 소 비안정성 설비 기자재의 구매 품질보증 요건으로 활용할 경우, 세계 으로

확산되어 있는 ISO9000인증 취득으로 인하여 많은 인증된 업체를 입찰업체로 활용할 수 있

으며,이는 업체사이에 가격경쟁 품질경쟁을 유도하여 원자력 발 사업자는 최 의 비용으

로 고품질의 력생산설비를 공 받을 수 있다. 한 외부 인증기 이 업체에 하여 인증심사

사후감사를 주기 으로 수행하므로 원자력분야 는 비원자력분야에 하여 수행하는 심사

는 감사의 횟수를 이게 됨으로써 비용 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편 력산업에서 구매 품질보증 요건으로 ISO9000규격 요건 인증 제도를 채택함으로

써 산업 체에 ISO9000인증 취득 분 기를 가속시키고 인증 취득 업체가 증함에 따라 국

가 품질단체에서 추구하는 ISO9000규격의 확산과 인증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으로 상할 수 있다.

(3)업체의 표 화된 품질보증 체계 운 개선

부분의 설비,기자재 공 업체는 원자력산업설비 뿐만 아니라 일반 산업용 제품도 함께 제

작 생산하고 있으며,각 산업 특성에 따라 특정한 품질 보증 품질 리 체계를 별도로 운

하고 있다.일반 으로 매출 규모를 비교하여 볼 때 엄격한 품질보증을 요구하는 원자력설비

가 차지하는 비 보다 통상 인 례에 따른 품질 리를 용하는 일반 산업시장의 비율이 높

기 때문에 업체의 입장에서는 계약에 의해 필요할 경우에만 원자력 품질보증체계를 선택 으

로 운 할 뿐,지속 인 품질보증제도의 운 개선의 유도는 기 하기 어렵다

한편 ISO 9000규격의 확산으로 일반 산업계에도 ISO 9000품질보증제도를 요구함에 따라

모든 업체는 시장경제에서 우 를 유하기 하여 ISO 9000품질보증제도를 경쟁 으로 도

입,운 하게 되었으나 원자력 산업용 품질보증 요건과의 차이로 인하여 이원화된 품질보증제

도 운 이 불가피하고,이로 인한 운 상의 혼란이 상된다.따라서 원자력 산업에서 원자로,

증기발생기 등 원자력 설비의 안 성 품목에 해서는 ASMENQA-1의 까다로운 품질보증요

건을 요구하고 기타 품목에 해서는 ISO품질요건을 요구할 경우 원자력 사업체나 계약업체

는 폭 넓은 ISO품질 체계 품질 마인드를 바탕으로 품질 활동을 하고 원자력 안 성품목에

해서는 보다 엄격한 품질기 을 용하여 보다 차원 높은 품질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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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ISO에서는 경 자 검토를 통해서 경 층의 품질 향상에 한 노력을 보다 강조되고 있

으므로 품질활동에 보다 최고 경 층의 확고한 의지 지원을 유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

며,원자력품질보증인 ASMENQA-1에서는 주로 품질 련부서만 참여하나 ISO에서는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품질목표 교육훈련을 통해서 참여하므로 이로 인하여 사원들의 품질보

증에 한 인식을 향상 시킬 수 있고,지속 인 품질 공정 개선에 따른 설비 기자재 품

질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5.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 품질보증 교육 감사

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 과제에 한 품질보증 교육은 2010년 5월,2010년 7월 2차례에 걸

쳐 이루어졌으며,감사는 2010년 7월에 GA사의 공 자 평가 감사 2011년 11월 내부 감사 2

차례 이루어졌다.

가.품질보증 교육

품질보증 교육은 GEN-IV원자력시스템 품질보증 차서의 QAP-GENS-2.2교육훈련 차에

의해서 시행되었다.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 수행 에 해당 업무 수행에 합한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이를 해 합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업무 수행 에 있어서도

숙련도 유지를 해 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이에 따라 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 연구개

발 분야에 해서 표 3.4.8과 같이 품질보증교육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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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8.품질보증교육 황

교육 상 일자 장소 교육내용 강사 수강인원

년 품질보

증교육
07.9.20

연수원동 계

단식세미나실

품질보증교육일

반
QA 30명

원 자 력 수 소

과제 참여자
07.10.16

본 동 세미

나실

QMS Guideline

교육
QA 장 20명

원 자 력 수 소

품질보증 교

육

08.11.4
연수원동 3층

회의실

QA Plan 소개

등
QA 25명

년 품질보

증 교육
09.11.10

연수원동ㅇ 1

층 강의실

품질보증교육일

반
QA 3명

원자력수소핵

심 기 술 개 발

과제 참여원

10.05.19
연수원동 2층

세미나실

GEN-IV 원자력

시스템 QA교육
QA 14명

원자력수소핵

심 기 술 개 발

과제 참여원

10.07.22
연수원동 2층

세미나실

GEN-IV 원자력

시스템 QA교육
QA 34명

나.품질보증감사

품질보증 감사는 GeneralAtomics사의 외부 공 자 평가 감사와 내부 감사 2차례 이루어졌

다.각 감사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GeneralAtomics공 자 평가 QAAudit

(가)감사자

-GeneralAtomics사 VladimirNicolayeff(Manager,QualityAssurance)

-GeneralAtomics사 KatherinE.Partain(CQE,Sr.QualityEngineer)

(나)감사기간 /피감사부서/감사참여자

-2010.7.29(목)~30( )

-수소생산원자로 기술개발부 장종화

-수소생산원자로 기술개발부 이기

-수소생산원자로 기술개발부 이태훈

-품질보증 하지훈

(다)감사 목

-NGNP과제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기술용역 공 자로서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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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ME NQA-1-2000,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s for Nuclear Facility

Applications"의 요구사항에 따라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

(라)주요 감사 내용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품질 보증 황 개요 발표

-GEN-Ⅳ 원자력시스템 원자력수소 품질보증계획서/ 차서 검토

-품질 보증 요구사항 이행 결과 증빙 자료 검토

-ASMENQA-1-2000의 요구사항(Requirement) NGNP과제 참여를 해서 필수 인 8

개 요구사항에 한 검토

(마)감사 결과

-8개 요구사항 찰사항(Observation) 권고사항(Recommendation)을 제외한 모든 항

목에 하여 만족 표시

-2개 요구사항에 한 찰사항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찰사항은 NGNP과제 수

행 에 완료 계획이며 권고사항은 조치 완료.두 사항은 별도로 GA사에 시정 조치 보고서

(CorrectiveActionReport)가 불필요한 미미한 사항임

•소 트웨어 리 ( 찰사항):소 트웨어 설계 차에 따른 소 트웨어 확인 검증 보

고서(SVVRs)작성 요망,소 트웨어 코드 목록 작성 요망

•문서 리 (권고사항):설계 문서 배부 목록 작성 요망,설계 문서 작성 목록에 개정번호

(Revision)기입 요망

-NGNP과제 수행시 기완성된 품질보증 차에 따른 연구 수행 결과에 한 신뢰도 향상

상

(2)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과제 내부감사

(가)감사자

-품질보증 하지훈

(나)감사기간 /피감사부서/감사참여자

-2011.11.24(목)

-각 세부 과제책임자 련 인원

(다)감사 목

- 각 세부 과제별 품질보증 업무 검

(라)주요 감사 내용

-교육 훈련 내용 검토

-독립 검토자 검토

-설계계산서 작성 사항 검토

-실험실 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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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 결과

-각각 2건의 지 사항과 권고사항이 있으며,2012년 3월까지 지 사항에 한 시정 조치를

취하여 승인이 되었다.그에 따른 시정조치보고서는 그림 3.4.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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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4.시정조치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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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핵심연구 공정 리

가.연구목

연구개발 활동의 불확실성과 험성을 고려한 과학 이고 종합 인 공정 리는 필수 이다.

이를 해 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과제의 세부과제별로 과제를 구성하는 연구업무의 체계

인 분류 분류된 연구 항목별 상 계의 구성,그리고 연구 업무의 진행 사항 성과 악

등을 통해서 시스템형 과제의 공정 진척사항을 악하는 것은 로젝트의 성패를 결정하는 결

정 인 요소이다. 과제 세부과제의 핵심 연구 업무의 공정 리를 통해 연구 업무를 안정

이고 고효율의 성과를 내고자 하는데 목 이 있다.기존에 연구원에서는 이미 공정 리시스

템의 개발에 한 선행 연구가 있었으나 부분 건설과 련된 부분에 한정되어 있

다.[3.3.10-12]이에 연구개발활동에 맞는 공정 리의 모델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연구개발 일정

을 수하는데 그 주목 이 있다.

나.원자력수소 핵심기술 작업분류 체계 구성

연구개발 사업을 완성시키기 한 단계별 연구개발 업무와 작업 단 를 조합하여 다음 그림

3.4.25와 같이 계층구조로 구성한다.MS-Project 로그램을 이용하여 업무를 세분화하여 하

항목을 나타내고 있으며 최 4단계에 걸쳐 activity를 표기하고 이에 따라 연구 개발 진도를

리한다.

다.연구개발 공정 리 활용

핵심기술연구 공정 리를 해 MSProject를 이용하여 총 416라인에 걸쳐서 소그룹별 세부

활동을 생성하 고,각 활동별 일정을 확정하 다.한편 업무별 고유 번호를 할당하고 연계 항

목을 도출하여 활용하 으며,핵심연구 업무 추가 는 일정 변경 등이 발생할 때 연구개발 공

정의 리를 효율 으로 할 수 있었다.이에 따라 연구개발 계획 실행단계에 따라서 공정

리 상황을 검하 고 향후 설계 건설 단계의 연구 활동에 연구개발 결과물의 이용이 충

분히 보장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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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5.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 공정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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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수소생산시스템 핵심연구 달성도 평가방법론 개발

1.수소생산시스템 핵심연구 달성도 평가

본 연구는 제4세 원자로의 기술 인 목표인 경제성,안 성,지속성,핵확산 항성에 맞추

어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에 한 핵심기술들의 달성도를 평가 방법론 개발과 비 평가를 수

행하여 기술개발의 달성목표를 향상시키는데 있다.

표 3.5.1에는 고온가스로가 제4세 원자로에 포함되어 있으며 일반 으로 소형 원자로

의 모듈러 형 는 단독으로 건설되어 수소생산과 기생산을 담당하게 된다. 고온 가스로

의 핵심기술 달성도를 평가하기 해서 기술개발 평가항목들을 GIFVHTR기술개발 운 원

회에서 발간한 계통연구계획(SRP)[3.5.1]에서 제시한 주요 연구 개발 항목들을 참고하여 우리

나라 고유의 원자력 수소생산실증시스템 설계개념(NHDD)에 부합한 항목들을 선정하 다.그

에서 지술자립에 필요한 핵심기술개발 과제항목들을 도출하여 달성도를 평가하고,도출된 항

목들은 달성도 평가방법론에 따라서 비 평가를 수행하 다.[3.5.2]

표 3.5.1.제 4세 노형 원자로 종류

제4세 노형 설 명

VHTR Very-High-TemperatureReact

GFR Gas-CooledFastReactorSystem

LFR Lead-CooledFastReactorSystem

MSR MoltenSaltReactorSystem

SFR Sodium-CooledFastReactorSystem

SCWR Supercritical-Water-CooledReactorSystem

고온 가스로 연구개발과제의 항목들은 분류 17개, 분류 55개,소분류 154개로 구분되

어 핵심기술들만 수행되고 있다.이 수행과제들이 목 4가지 목표 8가지 평가 상 64개로 나

뉘어져 제4세 노형의 4가지 목 에 부합하는 지를 확인하고 목표달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가.핵심연구 달성도 평가 방법론

(1)핵심기술 달성도 평가 차

연구개발과제의 달성도를 평가하기 해 사 작업으로 기술수목도을 개정하 고 Gen-IV목

표를 비한 분야별 핵심기술을 도출 하 으며,Gen-IV 4개 목표 항목인 경제성,안 성

신뢰성,핵확산 항성 지속성을 평가할 종합 지표를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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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Gen-IV목표 비 핵심연구 달성도 평가 차

핵심기술 연구개발의 평가 차는 핵심 기술 연구개발 과제의 목표에 합한 연구개발 항

목을 도출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가 종합 평가지표에 부합하는 지를 확인하여 평가지표를 만족

하면 곧바로 실증로에 용할 결과물로 두고,평가 지표를 만족하지 않으면 핵심기술 개발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기술 개발을 수행하거나 평가지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평가지표를

수정하여 반복 용하는 차를 거치게 된다. 본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나타난 문제 을 반

하여 기술 수목도를 개정하 으며 평가지표를 용이 용이한 경우와 그 지 않은 경우의 수

가 나타나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나타나 추후 연구과제에 반 하기로 하 다.

(2)Gen-IV 비 핵심기술 평가항목 도출

Gen-IVTechnologyRoadmap(2002.12)과 VHTR임시 R&DSteeringcommittee에서 발

간한 고온가스로를 한 계통 연구개발계획에서 제시한 기술개발 항목들을 기 으로 평가

항목 도출하 고,도출된 평가항목들 가운데 추후 추진될 원자력 수소생산시스템(NHDD)개념

들과 부합된 필수 R&D항목을 선정하여 표 3.5.2와 같이 경제성,안 성,지속성 핵확산

항성/물리 방호 등의 4개의 큰 주제로 분류하여 세분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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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배 용 내열합 (<1000oC)특성 평가기술

-압력용기용 고크롬강 (<565oC 수명기간 성자피폭)특성 평가기술

-노심구조용 고온 복합체소재 (<1600oC)성능 평가기술

-흑연재료 ( 성자피폭>25dpa)선정 평가기술

-수소생산 황산반응기용 재료부식 특성평가 표면개질기술 개발

-고온 기기/부품의 구조해석 건 성 평가기술

-기기설계,재료 열유체 성능평가를 한 가스루 건조 실증시험

표 3.5.2.제 4세 원자로형 주요 평가 항목

목 표 항 목

Sustainability
-ResourceUtilization

-WasteMinimizationandManagement

Econimics
-LifeCyclecost

-RisktoCapital

SafetyandReliability

-OperationalSafetyandReliability

-CoreDamage

-OffsiteemergencyResponse

Proliferation Resistance /Physical

Protection
-ProliferationResistanceandPhysicalProtection

아래는 SRP에서 제시한 R&D항목들을 기 으로 도출된 기술분야별 세부 연구 항목이며 이

를 바탕으로 체 평가항목을 수행하게 된다.

고온가스로 계통 안 성 기술

- 고온가스로 노심 평가:950oC운 조건에서의 노심특성

- 고온가스로 계통 평가 :Compact열교환기 국내공

냉각압력용기(SA-508) 용 타당성

-수소생산효율 계통 경제성을 고려한 원자력수소생산계통 Layout평가기술

-수소생산연계 간루 계통 평가

- 고온가스로계통의 험도/성능정보 평가

-주요 설계기 설계기 과사고 안 성 평가

-피동안 계통인 RCCS성능 평가

- 고온가스로계통의 험도/성능 평가

-환경 향 평가기술:삼 수소 출,수소폭발,비상계획구역 부지경계

수소생산시스템 재료 기기 요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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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화학 물분해 IS공정의 Lab.규모 실증

-수소제조공정 평가기술 개발

-IS공정 장치재료 시험평가

-IS공정 매 멤 인 개발

-정상 운 온도 950～1,250℃,사고시 1,600℃ 이상에서도 건 성을 확보할 수 있는

피복입자 핵연료 개발

-피복입자핵연료의 최고연소도를 150～200GWD/MTU로 제고

-SiC ZrC피복핵연료의 제조기술 노심내 조건에서의 성능검증

피복입자핵연료 기술

수소제조기술

(3)평가방법론 개발

연구기술개발의 달성도 평가방법은 원칙 으로 제4세 에서 제공하는 방법을 사용할 정

이나 아직 구체 인 것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만큼 기본 으로 제공되는 자료들을 종합하여

정성 인 방법과 정량 인 방법으로 평가할 정이다.정성 인 방법으로는 핵심 연구개발 항

목을 선정하고 안 성,지속성,핵확산 항성의 달성도를 확인하며 다른 에 지원의 수소제조

단가와 원자력수소 제조단가 비교하여 경제성을 확인하도록 한다. 정량 인 평가 방법은 핵

심기술 달성도를 한 평가과정 단에 기인한 불확실도를 포함한 아래의 수학 모델을

사용하도록 한다.

그림 3.5.2.달성도 평가 수학 모델

핵심연구기술개발의 달성도 평가 연구 수행은 달성도 평가에 있어서 실 인 면을 고려하

여 참조노형을 NHDD 그리고 미국의 NGNP노형을 참고로 한다.경제성평가는 Gen-IV에서

배포한 경제성평가 코드(G4EONS)를 확보하여 다른 에 지원을 이용한 수소제조단가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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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수행하고 원자력수소제조 단가 계산 방법론을 확보하 으며,안 성,지속성 핵확산

항성/물리 방호는 선정된 평가항목들에 해 각 세부과제에서 생산된 연구결과물을 통해

평가지표와 우선순 를 확인하는 연도/단계별 달성도 평가를 수행한다.

(4)핵심연구 달성도 비평가

앞 항에서 기술한 로 핵심연구 달성도 평가를 해서 핵심기술 달성도 평가 차를 확립

하고 Gen-IV 목표에 부합되도록 연구개발 항목과 평가지표를 선정하 으며 우선순 에 따른

가 치를 합하여 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게 자동 평가 로그램을 개발하여 비 평가를 수행

하 다. 핵심연구개발로 선정된 연구개발 항목을 크게 나 면 아래표와 같이 분류 17항목,

분류 55항목,소분류 140항목으로 각 항목을 그룹화하여 우선순 를 부여하고 가 치를 합하

여 계산하게 된다.

표 3.5.3.연구개발 평가항목 구분

분류 분류 소분류

17 55 140

표 3.5.4.Gen-IV목표 비 핵심기술 달성도 평가지표

목표 목표 평가지표

4 8 64

핵심연구개발의 달성도 비평가의 가 치 부여 제시된 평가지표와 련된 항목들의 우

선순 는 기술 인 면이 크므로 비교 용이하게 우선순 를 정할 수 있지만 아래의 블록에

있는 4가지의 Gen-IV목표는 핵심연구기술개발 단계에서 우선순 를 고려한 가 치를 부여하

기에는 설계단계가 더 진척되어져야 할 것이다.

헬륨가스를 냉각재로 사용하는 고온가스로는 HTR-10에서 실험으로 고유안 성이 입증되었

으며 직 순환방식으로 터빈을 돌려 기를 생산할 경우 2차측이 더욱 단순해져서 안 성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단 경제성 측면에서 아직 입증되지 않은 많은 부분이

연구개발 되고 있어 제4세 의체에서 연구결과를 교류하며 경제성 높이기 한 방안을 강

구 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선순 의 변경을 고려하여 자동 로그램을 작성하 고 이 로그

램에서는 우선순 가 바 면 체 결과가 언제든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

제4세 노형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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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5는 에서 설명한 로 Gen-IV 목표치를 고려한 기술의 우선순 를 부여하는 하나

의 를 보여주고 있다. 달성도를 평가하기 해 참조노형으로는 NHDD를 목표로 실제 수행

을 해본 결과 평가 차를 한 지침 방법론 개발에서 실성이 필요하 다.따라서 정성

인 방법론에서는 핵심기술 달성도 평가항목 용여부를 추가하 고 정량 인 방법론으로는

수행과제에 가 치를 용하는 것을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5.5.핵심기술 달성도 평가항목 가 치 수행여부

의 표에서는 핵심기술항목을 심으로 한 비평가 고 표 3.5.6은 Gen-IV 목표의 평가지

표로 평가를 한 이고 입력 데이터는 재 확정된 것이 없어서 측되는 임의의 수로 비평

가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추후 입력데이터가 확정이 되면 이 로그램을

사용하여 체 달성도와 참조노형과 NHDD의 성능을 비교할 수 있다.

표 3.5.6.참조노형과 NHDD의 비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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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TRL/DRL의 용 타당성 연구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은 GenIV의 요구사항인 안 성 신뢰성,경제성,지속성 핵확산

항성 등을 만족하도록 건설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고 미국의 NGNP도 같은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핵심연구 달성도 평가는 장기 인 측면에서의 기술 인 면에서의 평가는 매우 유용할 수

있으나 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기술 , 리 인 면에서는 취약한 면이 있다. 이를 보완

하기 해서 미국의 NGNP에 용이 되기 시작한 TRL/DRL을 도입하여 용 타당성을 연구

하 다.

(1)TRL이란

TRL은 TechnologyReadinessLevel의 약자로서,주어진 시 을 기 으로 주어진 기술의 성

숙도에 한 평가하는 기 으로,미 항공우주국(NASA:National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에서 재료,부품,소자,시스템 등의 특정기술의 성숙도 평가 다른 형태의

기술 간에 일치하는 성숙도 비교평가를 해 개발되었다.1989년 Sadin등이 미 항공우주국에

서 우주산업의 기술투자 험도 리의 목 으로 처음 도입하 으며,이를 통해 세계의 주요

기 들의 기술 발 성숙도 혹은 특정 기술의 수 을 평가하거나,서로 다른 유형의 기술성숙

도를 일 되게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

(2)미국의 TRL 용

TRL/DRL은 미국 에 지부(DOE)에서 표 3.5.7과 같이 DOE산하의 12개 형건설과제의 경

비증가와 일정지연에 한 황을 조사하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3.5.8과 같이 계

획 비 엄청난 비용증가와 일정지연이 발생하 다[3.5.3].

표 3.5.7총 비용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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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8총 일정지연

이러한 비용증가와 일정지연 등의 원인은 계약실행에 한 부 한 측정체계,최종설계가 종

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 로젝트 승인,비효과 인 로젝트 검토 리로 인하 것들이

다. 이에 더하여 계약 리도 문제성이 내포되어 있는데 로젝트에 필요한 기술개발 종합

리가 미흡하고 부 합한 일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시간의 정확한 측이 부족하 기 때문이

었다. DOE는 이러한 과제수행의 문제 을 개선하기 해 로젝트 리의 선행연구를 미국방

성 NASATRL(TechnologyReadinessLevel)를 참조하기로 결정하 다.

DOD/NASATRL(TechnologyReadinessLevel)

TRL을 이용하는 것은 기술개발자와,엔지니어 사이에 기술개발과 과제수행에 한 일종의 공

통언어를 제공하게 되어 기술개발 단계의 모호한 의사소통을 일수 있고, 재의 기술개발과

필요한 기술개발 사이의 차이 을 명백히 알 수 있게 되고,기술개발의 험도를 인식할 수 있

으며, 요한 기술 안들을 투명하게 추출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NGNP고온가스로는 재NHDD와 마찬가지로 아래와 같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3.5.4]

PublicFundingvsPrivateFunding

PebbleBedvsPrismatic

9Cr– 1MovsSA-508/533

UO2vsUCO

Tout=950°CvsTout=8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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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ll& TubevsPrintedCircuit

Helium vsMoltenSalt

HighTempElectrolysisvsHybridSulfur

NRCPart50vsPart52

처움 용 타당성을 연구한 DOD는 2002년도부터 새로운 주요 로젝트에 해 TRL을 반드

시 용토록하고 있다.DOD/NASA의 기술수 (TRL)을 채용하여 DOE/INL은 "Technical

RiskManagementfortheNGNPProject,September2007,INL/EXT-07-13148"을 공표하고

여기에 기술수 의 기본지침을 명시하여 WestinghouseCo.,AREVA,GA 등에서 TRL/DRL

을 수행하도록 하 다.KAERI에서도 이러한 지침이 NHDD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확신하고

DOE/INL의 권고안에 따라 웨스 하우스 AREVA가 선행 용사례등을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를 참고하여 NHDD과제에 용할 TRL/DRL을 과제를 수행하는 문가들과 의하여 기

본 인 사항을 정의하 다.

(3)NHDD 용 기술수 (TRL)과 설계수 (DRL)

NHDD 용 기술수 (TRL)과 설계수 (DRL)기본 정의는 표 3.5.9에 정의되어 있고 핵심기

술연구를 수행하는 단계에서의 용 범 는 아래의 표 3.5.10같이 기술수목도에 따라 분류

되어 단계 핵심기술개발과제를 심으로 한정하여 용하 다[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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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핵연료제조기술 TRL 용( )

표 3.5.9.TRL/DRL기본정의

Level TechnologyReadiness DesignReadiness

10
기술이 상업 인 응용분야에 범 하게

사용되는 단계

시스템이 하나의 시제품으로 구 되고 운

되는 단계

9
임무 상황 하에서 기술이 최종 으로

용된 것을 시 하는 단계

설비,구조 시스템,요소 들이 제작 그

리고/ 는 건설,검사되고 운 설계 결과

문서가 최종 으로 결정되는 단계

8
최종 형상과 조건에서 작동함이 증명된

기술단계

건설,착수(start-up)시험을 지원하고 최

종 설계를 완료 하는 단계

7
시제작된 시스템이 실제 운용환경에서 시

되는 단계

장기 납품기간(Longlead)이 소요되는 품

목에 한 구매를 착수하고 최종 설계를

진행 하는 단계

6
시제작된 시스템이 실제와 연 있는 환

경에서 시 되는 단계

설계 결과 문서 개발 등을 통해 최종 설

계를 시작하는 단계

(설계계산서,도면,기능요구서 등)

5

기본 기술 요소들이 통합되어 함께 동

하는 것을 모된 환경이나 실제 환경과 유

사한 수 에서 시 되는 단계

인허가 문서 개발 지원을 통해 비

설계를 완성하는 단계

4

기술 기본 요소들이 통합되어 함께 작동

하는 것을 연구실 환경 수 에서 시 하

는 단계

비용 일정 추정을 비하여 비 설계

를 비하는 단계

3
해석 연구와 이에 한 물리 검증을

해 연구실 기반의 연구 수행 단계

안을 평가하고 장기 수립 항목을 규명

하며,형상을 선택하여 개념 인 설계를

완성하는 단계

2
찰된 원리와 성질로 인해 실제 인 개

념과 응용 기술이 발명되는 단계

기능 운 요구사항,설계 요 사항

을 수립하고, 안을 규명하는 단계

1 기본 인 원리가 찰되고 보고되는 단계 설계의 필요성 개념을 개발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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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10.핵심기술개발과제 TRL/DRL 용 황

기술수목도 번호 분 야 TRL/DRL 용 비고

010000 원자로기술설계 O

020000 계측제어 연구미수행

030000 기기장치 O

040000 핵연료 O

050000 폐기물 리 연구미수행

060000 수소제조 O

070000 A/E설계 연구미수행

080000 건설/시공 연구미수행

090000 시운 연구미수행

100000 사업 리 연구미수행

(4)TRL/DRL 용분석 개선사항

핵심기술개발과제에 용된 기술수 (TRL) 에서 각분야의 핵심기술 코드 개발과제에

용한 경과가 아래의 그림 3.5.4에 있다.이는 각 문가가 재의 단계를 평가하 는데 주

인 면이 있지만 각각의 기술 개발 단계를 보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3.5.5에서는

NHDD의 기술 수 이 선진국과 격차가 크게 나지 않는 수소생산 부분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기술개발이 웨스 하우스와 단순 비교했을 때 한 차이를 볼 수 있다.

TRL/DRL의 기술수 을 평가한 결과 기술수 을 평가할 때 개발경험이 없는 기술분야를

평가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웠지만 이러한 평가를 통해 선진국 비 한국의 고온가스로

고온가스로의 기술 실을 악할 수 있었다.TRL/DRL을 용한 결과 추후 개선할 은

TRL/DRL을 재의 기술수 을 평가하는 문가가 매우 부족하므로 국내와의 기술교류를 통

해 보완하고,추후 과제의 일정 결과물을 확인검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Ⅵ-269

그림 3.5.4.핵심기술 코드개발 기술수

핵심기술 코드개발  기술단계

0

1

2

3

4

5

6

7

8

9

10

노심 열유체 안전해석 기계구조 핵연료 수소생산

개발코드

기
술

단
계

KAERI

그림 3.5.5.웨스 하우스와 KAERI계통별 세부기술 TRL비교

계통별 세부기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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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노심 일차계통 이차계통 수소생산 핵연료

계통

기
술

단
계

Westing House

KAERI

(5)TRL/DRL 용 확

단계에서는 각 구성 기술의 기술성숙도에 한 평가가 주로 이루어지고 이를 리 발

시키는 것이 주요 연구분야이다.이를 보다 체계 으로 리하기 해선 기술 성숙도 기술의

일반 기업체 이 을 한 기술사업 리모델(TPMM:Technology Program Management

Model),기술성숙도에 따른 일정 험 리 도구(AD2:AdvancementDegreeofDifficulty,

TRRA:TechnologyReadinessandRiskAssessment등) 기술간의 통합 계를 규명하고

측정하는 시스템성숙도 (SRL:System ReadinessLevel)등의 방법론을 용하여 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의 세부 구성기술에 한 평가뿐만 아니라,측정된 기술성숙도를 통한 험 리

통제가 가능할 것이다.이를 통해 기술성숙도 리를 통한 연구 개발의 리와 함께 기술

개발이 완료된 이후 제조단계,사업단계에까지 용 가능한 로세스 개발을 용하여,연구

개발 리 능력을 한층 발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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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소생산 시스템 핵심연구 달성도 평가 방법론 구

본 보고서에서는 업무수행의 일반 인 방법론의 나열을 지양하고 1단계에서 검토 수행된 문

제 들을 도출하여 각각의 목 으로 개발된 모듈을 통합하여 달성도 평가 방법론을 구 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1단계에서 수행된 핵심연구기술개발의 제4세 기 에 부합하는 달성도

기술평가 방법과 기술수 평가의 핵심기술개발에 용하는 방법론을 기술 리 측면에서 실제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 다.

기술수 은 기술의 성숙도를 구분하는 기법의 일환으로 기술간의 통합 계와 개별하부 기술

의 TRL측정을 통해 기술간의 연계 이되는 흐름도 가능성을 단하고 기술의 달성도

를 측정함으로써 기술 개발의 험도를 평가하는 것이 목 이나 실제 용했을 때는 많은 모

호성을 내포하고 있다.이러한 모호성을 이기 해 과제 리 기법을 일부 용하여 평가에

용하도록 구조를 개선하 다.

원자력수소생산 핵심기술 달성도의 평가 방법 구 은 과제의 험도를 이는 것이 최 의

목 이므로 기술수목도를 통한 기술의 개발 확보방법 여부를 확정하고 기술성숙수 을 나

열할 TRL의 생성 수정등을 용이하게 하고 기술수목도와 교차 확인을 거쳐 기본자료를 확

립한다.여기서 확보된 기 자료는 기술성숙도 평가와 기술 연계 이 가능성의 요 지표

로 활용되어 과제 시작부터 완료시까지의 기술개발의 상태를 추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림 3.5.6.핵심기술 자료의 문제

그림 3.5.6에서는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엑셀,문서작성기로 작성된 자료 리의 문제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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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하고 자료의 계층 리 연 성을 확보하기 해 데이터베이스 기법을 활용하여 기존

모듈의 통합화를 기하고 자료의 축 활용도를 극 화 하는 시스템을 개발 한다.원 설계

연구개발단계에서 계층 계통 자료 리를 로젝트 리와 연동하여 로젝트 과제별 분

리가 가능하게 할 필요성이 있으며 정형화된 자료들은 통합하여 재생산 출력하므로 반복되는

업무를 감소시킬 필요성이 있어 아래의 그림 3.5.7과 같은 개선방향을 제시하 다.

그림 3.5.7.핵심기술 자료 리의 개선방향

달성도 평가를 한 기술개발의 효과 인 기술수 평가 험 리를 한 도구로서 기술

성숙도가 활용되어 다양한 험측정 리도구가 개발되어 다양한 분야에 용되어 왔다.그

러나 연구개발자가 비수 (readiness)과 성숙도(maturity)에 한 개념상에 혼선이 발생하여

연구개발자가 개발 기부터 개념을 정립하도록 계층 인 구조로 입력하도록 하 다.

시스템의 성숙도에 한 이해를 돕기 해 비도와 성숙도에 한 개념의 기술구분은 시스

템 엔지니어링 로세스에서 작성된다.이를 기반으로 기술 비수 은 사용자의 요구조건에

해 정량화된 평가를 제시하고,개발 시스템의 실제 운용환경으로의 배치를 한 비상태를 평

가하는 활동으로,최종사용자가 시스템의 End-State의 운용 상태를 평가하기 한 활동이다.

동일한 에서 기술수 평가는 기술의 개발에 따른 요건 충족을 평가하기 한 도구이며,

기술 비수 은 사용자 에서의 운용 요건에 한 충족 여부를 평가하기 한 도구 로

단할 수 있겠다.따라서 핵심기술 달성도를 평가하기 해 정량화의 기법인 TRL을 채용하기

해서는 기술수목도, 로젝트 수행등과 같은 기 자료들의 확보가 필수 이므로 각 개념을

통합한 모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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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8 핵심기술개발 최상 계층구조입력화면

가.핵심기술 연구개발 통합체제 모듈 개발

수소생산 원자로의 효과 인 수행을 해서는 계통 시스템의 요구사항,기능,연계 구

조 개발을 비롯하여 데이터 연 성을 정의하고 추 , 리 할 수 있는 체계 리 도구가 필

요하다.수소생산원자로의 연구개발 업무는 수 많은 데이터가 사용되므로 이 데이터를 효과

으로 리하는 체계 인 기법 개발도 매우 요하다.

수소생산 원자로의 체계 인 리를 한 몇가지 상용 도구들이 검토되었으나 재의 핵심

기술연구개발에 사용하기에는 비용면과 소 트웨어 생명주기 구조 인 구성면에서 부 합

하여 직 도구를 개발하기로 하 다.이 도구에 사용될 데이터를 리하기 해 엑세스 데이

터 베이스를 선정하 고 개발될 로그램에서는 연구개발자가 주어진 데이터 구조를 활용 할

수도 있고 사용자 심의 데이터 구조를 정의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많은 데이터의 효과 인 리와 체계 안 리를 해서 상황에 맞는 데이터 구조를

잘 정의해야 한다.수소생산 핵심 기술에 사용되는 최상 수 의 데이터 구조는 건설을 목표

로 정의를 하고 단계의 과제에 합한 계층 구조를 설정하 다.

로젝트 는 과제의 에서 보면 계통들간의 업무 연계성은 로세스의 흐름을 찰해

보면 로젝트 리와 연동되어 움직이는 불가분의 계에 있어서 효율 인 통합 리 시스템

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그러나 재까지의 핵심기술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있어서 각각의

로세스들이 분리된 상태로 운용되고 있어서 업무의 반복과 리의 어려움,정확성이 떨어지

는 문제가 두되어 핵심기술개발의 계통개발업무와 로젝트 리 분야의 통합이 실하게 요

구되어 핵심기술 개발 련 모든 데이터와 로젝트 리 분야의 모든 데이터가 통합되도록

데이터 구조를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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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9.기 자료 등록모듈 TRL지침서 입력

그림 3.5.8은 과제로 정의된 계층구조의 최상 벨의 입력화면을 보여 다.

계층 인 데이터 구조는 데이터 모델링을 비롯하여 모든 데이터를 체계화시켜 활용하는 것

이다. 본 연구단계에서 고려한 데이터 구조는 로젝트가 시작되면서부터 종료될 때 까지

수명기간을 통해 매 단계마다 수행되는 계통 설계,안 해석,시스템개발, 로젝트 리, 련

실험 제작 련 데이터를 효율 으로 리하고 일 성을 유지하며,추 하기 용이하게 기본

으로 계층 인 구조를 갖도록 데이터를 정의하 다. 핵심기술 달성도를 측정하기 해서는

계통과 련된 기술의 평가뿐만 아니라 체 로젝트의 리가 병행되어야 만이 체 인 달

성도 평가가 가능하므로 분야가 연 되도록 데이터 구조를 설계하 다.

이러한 데이터 구조는 로젝트 수행 주기 동안 지속 이며 교차 으로 사용되며 유지 보소

재사용이 가능하게 된다.그림 3.5.9는 핵심기술개발에 필요한 기 자료 입력화면으로 기술

수 평가서의 지침서를 로 들었다. 기술 수 을 평가하기 해 연구개발자에게 기술 수

을 평가하게 하면 주로 주 인 기 으로 단하게 되어 정확성이 매우 결여된다,따라서 이

러한 지침서를 기술 수 을 평가할 때 보여주면서 평가하게 하면 연구개발자는 보다 정확하게

기술 수 을 평가하게 될 것이다.이곳의 기 자료 등록 화면에서는 각각의 데이터 구조 설정

기능을 이용하여 보다 확 된 개념으로 연구 리 지침서,품질보증 지침서등도 등록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의 기능을 이용하면 원자력수소생산기술의 기술 리 측면에서 기술수 의 평가의 기본 구조

를 확립한 후 계통의 통합기술수 ,제작기술수 의 평가등으로 확 용하여 궁극 으로

는 로젝트의 험도를 리하고 달성도를 측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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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0. 로젝트 리모듈 사용자 리 화면

그림 3.5.10은 재 로젝트를 수행 인 핵심기술 연구개발자들이 일반 으로 사용하는 엑

셀 데이터에 모든 데이터를 표기하여 통합하고 리하는 일반 인 형태의 양식이다. 이 데이

터를 구조에 엑셀쉬트를 불러들여 Tec-Tree데이터,TRL데이터,WBS데이터,계통 연계 구

성 등을 각각의 데이터 베이스로 구분하여 입력하게 된다. 이는 기존의 자료를 계통통합시스

템에 입력하여 과거 자료의 추 성을 부여하기 함이다.

데이터의 구조를 학술 으로 설명하면 기본 으로 시스템의 목 을 달성하기 해 필요한

데이터의 상 범 를 정의하고 데이터의 실체 계를 규명함으로써 정보의 합성이

유지됨을 보장한다,그림 3.5.11과 같이 데이터 구조는 일 성과 추 성을 확보하기 해 로

세스 정의와 입출력 데이터의 식별을 수행하고 로세스와 데이터를 정립하고 구조화를 통해

데이터의 연 성을 악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 모든 자료를 계층 으로 구성

한 것은 데이터 리의 가장 요한 요소인 일 성과 추 성을 잘 갖추도록 하여 생명주기

동안 데이터를 재사용하게 하는데 목 이 있다.

아래는 핵심기술개발에 활용되는 데이터구조를 보여 다. 이 데이터는 사용자 에서의

기자료로 정의를 하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각각 세 개의 해당 데이터 베이스인 기술수목도

데이터베이스,WBS데이터베이스,기술수 데이터베이스로 나 어 장된다. 반 로 세 개

의 데이터 베이스에 조건을 부여하여 한개의 출력 일로도 나타날 수 있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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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 

대

분

류

L2

: 

중

분

류

L3

: 

소

분

류

L4 

기

술

내

용

L5: 

WBS

L6: 

WBS
L7

L

8
L9

국내 

TRL

국외

TRL

국내

DRL

국외

DRL

확

보

방

법

비

용

Subsy

s

L1: 분류

L2: 분류

L3:소분류

L4:기술내용

L5~6:WBS

L7~9: 비

국내 TRL:KAERI 련기

국외 TRL: 상 호기 는 국가

확보방법 :핵심기술여부

비용 : 략 인 비용

Subsys:계통연계 표시

에 언 하 듯이 이 모듈을 새로운 로젝트에 용할 때는 최상 계층에서 로젝트,기

술수목도의 L1,L2를 생성한후 그림3.5.11의 오른편과 같은 양식의 엑셀로 출력하여 핵심기술

연구개발자 련 연구원들에게 배포하여 각자의 업무를 기술하게 한 후 데이터 베이스로

환하면 자동으로 취합되게 되어 불필요한 업무 로드와 확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해당

로젝트에 최종 인 기술수목도 기술수 을 부여한 후 기본자료를 확보한 후에는 데이터 베

이스의 유지 보수 화면을 통해 선택한 항목만 추가.수정,삭제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림 3.5.11의 로그램의 사용방법은 화면 오른편 양식과 같은 엑셀쉬트를 불러들여

Tec-Tree데이터,TRL데이터,WBS데이터,계통 연계 구성 등을 각각의 데이터 베이스로

구분하여 자동 으로 입력하게 된다. 이는 기존의 자료를 재활용하도록 계통통합시스템에 입

력하여 과거 자료의 추 성을 부여하기 함이다

그림 3.5.11은 핵심기술 연구개발자들이 기술수 평가의 인터뷰에 사용하던 일반 인 양식을

계층 인 구조로 바꾸어 엑셀 데이터에 10단계의 기술 수 을 표기하게 하 고 각 단계별 업

무 할당 등을 기술할 수 있게 하 다. 그러나 실제 엑셀의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구조 인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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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2.기술수목도 리 기술수 리 데이터베이스 근 화면

그림 3.5.11.기술수목도 외부입력 일 리

무를 엑셀에서 처리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각 단계별 업무 할당 연계 등을 데이터베이스

에 연계하여 통합하고 리할 수 있도록 수정 이다.

미국에서 개발된 TRLcalculator라 알려져 있는 TRL평가 소 트웨어는 엑셀로 개발하 으

나 최종 으로 험도 평가가 내포되어야 하므로,사용자의 편의성에서 평가 계산 확장성이

미흡하다.본 연구에서는 체 업무분석을 통하여 독자 인 기술수 평가 계통 리 부가

으로 로젝트 리가 수행되는 통합체제 모듈의 개발하면서 모든 모듈을 통합체제 로그램에

합산하여 운용되도록 계층 인 구조로 환하 다.

단계에서 계통 통합 리 시스템과 TRL평가 소 트웨어의 기본 연결 구조는 개발이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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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3.기술수목도상 간단 TRL 리 TRL데이터베이스 근화면

료된 상태로 통합 체제 로그램에서 단순히 기술수 을 표기하는 것을 지양하고 각 단계의

기술수 데이터베이스에 속하여 기술수 의 단계별 상세 리스트를 제한없이 기술할 수 있

게 되었다. 이를 활용하면 각 연구개발자가 업무 할당을 할 때 미리 기술한 기술수 을 활용

하여 작성하게 되므로 기술개발의 일 성과 기술확보 방법,달성도의 확인등을 자동 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로그램의 사용방법은 이 데이터구조에 엑셀쉬트를 불러들여 Tec-Tree데이터,TRL데이

터,WBS데이터,계통 연계 구성 등을 각각의 데이터 베이스로 구분하여 입력하게 된다. 이

는 기존의 자료를 계통통합시스템에 입력하여 과거 자료의 추 성을 부여하기 함이다.

이 게 핵심기술 개발을 한 상 계층 구조가 확보되면 WBS를 기술수목도와 기술수 을

확인하면서 작성하게 된다.WBS는 매년 바 게 되므로 큰 변함이 없는 기술수목도와는 별도

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속 인 리를 수행하므로 다음 단계에서 추 가능하게 한다.

에 기술한 바와 같이 각각 개발된 Gen-IV 목표 달성도 평가,기술수목도 작성,간단 TRL

작성 자체 수 평가,상세 TRL작성 계통 연계 설정,공정 리,인력 리,결과물 리

등이 통합되어 아래와 같이 달성도를 최상 계층 구조에서 그림 3.5.14에서와 같이 표와 그

림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 다.하 구조로 내려가면 하 구조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달성도

를 자동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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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4. 로젝트 통합 달성도 평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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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국제공동 연구 지원

1.한 원자력수소 공동연구센타(NH-JRC)운

2004년 4월 국 칭화 부설 INET와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참여하는 한- 고온가스로와

원자력수소 공동연구센터(NH-JRC,NuclearHydrogen-JointResearchCenter)를 설립하고,

양국이 참여하는 공동운 원회를 구성하 고 원자력연구원은 연구원 1명을 2004년 12월

부터 2006년 12월까지 국 공동연구센타에 견하여 지 사무소를 운 하 다.

국은 오래 부터 페블형 고온가스로를 개발하여 재 HTR-10실험로를 운 하고 있다.

INET에서는 고온가스로의 노심 특성을 악하기 해서 HTR-10을 이용한 다양한 실험

을 수행하고 있다.

재 INET연구소는 HTR-10을 발 시킨 250MWt 고온가스로 2기를 하나의 증기발생기

에 연결하여 기를 생산하는 HTR-PM 설계를 완료하고 산동에 19개(데모 랜트 1모듈 포

함)고온가스로 모듈을 건설하고 안후이에 32모듈을 건설 정이었으나 일본의 후쿠시마

원 사고로 인하여 건설을 지하고 안 성분석보고서(SAR)재검토 와 분석을 진행 이

다.HTR-PM의 당 계획은 2009년경 건설하기 시작하여 2012년까지 건설을 완료할 계획

이었으나 2013년이후로 완공이 미루어 진 상태이다.,향후 HTR-PM 기술과 재 개발

인 수소생산기술을 연계해서 수소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2005년도부터 11회의 한- 공동연구센터 운 원회를 통해 공동연구 기술 력을 수행

이다. 원자로설계,노심의 핵특성,열수력 특성분야와 IS공정기술 분야 력에 주안 을

두고 기술 력을 진행하고 있다.그동안 KAERI-INET 공동 연구 항목은 표 3.6.1과 같고

2011년 12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10차 한 원자력공동 원회 실무회의에서 표 3.6.2의 기

술 력 사항를 의제로 상정하여 2012년 에 개최 정인 제12차 한 원자력공동연구센타

(NH-JRC)운 원회에서 구체 인 기술 력 사항을 도출하기로 하 다.

표 3.6.1.KAERI-INET수행한 공동 연구 항목 요약

연 구 항 목 세 부 내 용 수행기간 산

HTR-10Data

Compilation

HTR-10DesignReport:2건
'05.05-'06.04 $50,000

HTR-10TestReport:10건

수소생산공정연구 상온,상압에서 SI열화학공정 실험

'07.01.10-'07.01.16

(INET에서

에 지기술연구원으

로 연구원 1명 견)

자체경비

ReliabilityDB
PSA를 한 HTR-10 Reliability

Database
'07.04.-'07.09 자체경비

GraphiteIrradiation

test

GraphiteOxydationtest결과 교환,

고온재료 내부식성 결과 분석
'08.04.29-'08.10.16 자체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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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2.KAERI제안 공동 연구 항목

항목 내용 비고

제안 분야 원자로 설계 분야

제목

HTR-10실험로의 자료를 이용한 한∙ 컴퓨터 코드의 비교

검증 추가 검증을 한 실험 항목 도출

(Inter-comparison V&V between Korean and Chinese

ComputerCodesusing theExperimentDataobtainedfrom

the HTR-10 TestReactorand derivation ofExperiments

requiredforfurtherV&V)

기간 2012.3.1~2015.2.28

산
한국측 :9.0억원 (3.0억원/년)

국측 :4.5억원 (1.5억원/년)+실험 자료

기여사항
한국 측 :비교 검증 결과 +해석 방법론 보완

국 측 :실험자료

항목 내용 비고

제안 분야 핵연료 개발 분야

제목

고온가스로 핵연료 성능분석 코드의 개선 검증을 한 양국

력 제안

(BilateralcooperationfortheimprovementandV&V ofthe

HTRfuelperformanceanalysiscode.)

기간 2012.3.1~2015.2.28

산
한국측 :6.0억원/3년 (2.0억원/년)

국측 :6.0억원/3년 (2.0억원/년)+실험 자료

기여사항
한국 측 :비교 검증 결과 +해석 방법론 보완

국 측 :실험자료

2.한미 원자력수소 공동개발센타(NH-JDC)운

2005년 8월 한국원자력연구원,두산 공업,미국 GeneralAtomics사는 원자력을 이용한 수

소생산 시스템 기술개발을 해 상호 력하기로 MOU를 체결하 으며 이를 근거로 한․

미 원자력수소 공동개발센터(NH-JDC,NuclearHydrogenJointDevelopmentCenter)를 샌

디에고와 에 각각 설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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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공동연구센터 운 원회를 통하여 핵심 기술 안에 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GeneralAtomics사간에 공동연구를 착수하기로 기본합의를 하 으며 고온가스로의 핵심

요소기술 개발을 해 5개 연구항목 (표.3.6.3)에 해서 공동연구를 수행하 다.

표 3.6.3.KAERI-GA공동 연구 항목

연 구 항 목 세 부 내 용 수행기간 산

Tritium Source

Termsand

Transport

기존 HTGR에서 삼 수소 오염 자료

'06.01~'06.10 $95,000

헬륨정화계통 설계자료

TRISO코드, 제, 련자료 문서

제공

TRISO코드 모델개선

Optimizationofa

VHTRBlock-Type

CoreDesign

기존 노물리 설계자료 제공

'06.01~'07.02 $90,000
설계 최 화를 한 노심개념

노심 노물리 설계 최 화 분석

노심 열수력학 설계 최 화 분석

Useof

Cooled-Vessels

냉각 원자로압력용기 설계요건

설계개념

'06.01~'07.02 $70,000
RCCS설계요건 설계자료

냉각 원자로압력용기 설계해석

KAERI설계해석 결과에 한

검토보고서

Radionuclide

InventoryandFuel

Performance

ComputerCodes

계통내의 방사성 핵종 분포 분석 자료

'06.02~'06.06 $60,000
방사성 핵종 Inventory 입자핵연료

조사거동 해석 산코드 요건 제공

Compact

Fabrication

Technology

다양한 제조공정에 한 비교평가

최 공정제안

'06.02~'06.06 $55,000

제조 콤팩트의 사양 기술 배경

공정조건,장비 원자재 요건 등

최 제조공정에 한 공정기술 QC

검사 시험기술

가연성 독붕 콤팩트 제조기술 정보

제 4차(2006년 12월12)이후 공동연구센터 운 원회 합의를 통하여 표.3.6.4와 같이 추가

로 4개 항목의 기술 력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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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비설계에
한 비교
항목

-노심 설계 (출력 도,출력 분포,출력 벨 등)

-핵연료 설계 (코 연료 입자 설계,항산화성 등)

-원자로 열수력 설계

-원자로 용기 내부 부품

표 3.6.4.KAERI-GA 추가 공동 연구

연 구 항 목 세 부 내 용 수행기간 산

GraphiteBlock

SeismicAnalysis

기존 HTGR에서 설계 자료
'07.04~
'08.01 $50,000

Phase1보고서-GraphiteSeismi

GraphiteSeismic 련자료 문서 제공

ReliabilityDatabase

RelibilityDatabase보고서(British,INL DB,

GADB)제공
'07.04~
'09.05

각자

부담
FeasibilityProblem 제안

타당성 분석

최종검토 보고서

Revew of PMR200

CoreDesign

KAERI의 PMR200노심 핵,열유체,안 해석

설계 결과 검토 개선안 제공

'08.12
~'09.03 $20,000

Tritium Transport

KAERI는 GAMMA+코드 개선을 한 삼

수소의 Source SinkTermsSubroutine개

발

GA사정 의

미국 NextGenerationNuclearPlant(NGNP)사업은 경제성과 안 성이 뛰어난 제4세

원자로인 고온가스로의 고온을 이용하여,수소생산, 력생산 고온 열이용을 한 원

형시스템의 개발 실증을 목표로 한다.미국은 고유가 시 기후변화에 응하기 하

여 2020년 반 청정 수소경제 진입을 목표로,2005년 에 지정책법(EnergyPolicyAct)

을 제정하여 NGNP사업의 산 일정 등을 법제화 하 다.이에 따라,미국 정부 (DOE:

DepartmentofEnergy)주도하에 2018년 완공을 목표로 NGNP원형시스템의 개발이 추진

되고 있다. 재 NGNP사업은 개념설계연구 단계로 GA,Westinghouse AREVA 3개

콘소시움이 독립 으로 참여하고 있다.특히,미국 의회는 올해 NGNP등 고온가스로 산

으로 년 비 3배 이상 증액한 1억1천6백만불을 배정하는 등,원자력을 이용한 청정 수소

생산 기술개발에 국가 인 의지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NGNP개발에 참여하는 GeneralAtomics사가 NGNP 비개념 설계의 수행을 해

UnitedStates-InternationalTeam(USIT)를 주도하고 있다.GeneralAtomics사와 원자력연

구원은 2006년 9월부터 2007년 5월까지 한미원자력수소공동연구센터(NH-JDC)를 통하여

고온 가스로 련 연구개발 결과 일부를 미국의 NGNP의 비 개념 설계 평가 자료로

활용하고 기 확보된 설계능력을 활용하여 NGNP 비개념 설계 검토 기술 지원을 하

다.기술 검토한 항목 은 5가지이고 상세수행업무 검토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노형 비교(폐블형/블록형 핵연료를 사용하는 원자로 특성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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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성능 핵분열 생성물 수송

-계통 개념 설계 (발 계통,수소생산 계통 등)

-핵연료 재장 장 계통

-부품 제조 가능성

-발 소 운

-발 소 유지 근로자 안

-사고시 안 성능

-자본 비용,운 비용 생명주기 경제성

- 기 생산,수소생산 등 상업 용성

결과물

-블록형원자로와 페블형원자로의 노형비교 자료제공

-GA 원자로 비설계보고서에 한 기술 검토 비개념설계
의 성 경제성 검토 의견 제공

NGNP원형
로 안 성
평가항목

-정상 운 시 근로자 방사선 피폭 규제 항목 확인

-설계 기 사고시 방사선 피폭 규제 항목 확인

-사고시 설계 기 사고 비 확인,핵연료 성능 확인

원자로
용량분석
항목

-원형로,상업로를 한 사용자/사업자,인허가 요구사항

고려 용량 증설 경제성

-노심 설계,열수력 기계 설계

-노심 재장 장치 설계 운

-원자로 용기 설계 용량 결정

-NSSS설계

-원자로 안 요건

-원형로 상업로 경제성

수소생산
용량분석
항목

-상업용 크기 수소생산시스템(수소 생산 사이클)에 한

사용자/사업자 에서의 경제성 비교,인허가 요구사항 을 고려
한 용량 최 화

-부품 설계 용량 결정

-수소 생산 제어,운 방호시설

-수소 생산 부분(수소 생산 사이클)안 성

-원형로 상업로 경제성

결과물
-GANGNP원형로 용량분석 보고서 검토 검토 의견 제공

-수소생산 용량 평가 정보 제공

-용량평가

-안 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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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 상실 사고시 노심 열수력 성능 계산

결과물 -NGNP안의 원형로 안 성 결과 검토 검토 의견 제공

-비용평가

원자로 부
품 비용평
가항목

-GA에서 추후 제공 하는 주요 원자로 부품에 한 비용

평가 수행

결과물 -주요 원자로 부품 비용평가 자료 제공(두산 공업 수행)

-기술 개발 계획 평가

NGNP기술
개발 평가
항목

-연구 개발 항목의 집 우선 순 선정

-기술 개발 설계 종합 능력 확보

-설계 데이터 활용 차 계통화

-기술 개발 험도 최소화

-개발 툴은 GA의 DOE과제를 한 ED&D활용

-기술 개발 설계 연계 흐름

결과물 -NGNP 련 기술 개발 계획의 검토 검토 기술서 제공

2007년 12월부터 5개월간 개념설계연구 1단계(‘07.12월 ~’08년 4월,23만불 규모)를 성공

으로 완료하 다.본 연구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고온가스로의 핵심기기인 고온 냉

각 원자로압력용기 설계평가에 주도 인 역할을 수행하 으며, 속재 표면처리 기술 삼

수소 수송해석 연구를 담당하 다.이 냉각압력용기 기술은 국내 제조 가능한 가압경수

로형 압력용기의 고온가스로 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우리 제조기술의 미국 수출기반

을 구축하 다고 평가된다. 한, 속재 표면 이온빔 코 /혼합 처리기술은 고온 고부식

환경에서 운 되는 고온기기의 제조성과 내부식성을 획기 으로 향상한 기술이다.본 기술

의 지 소유권은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으므로,향후 NGNP건설사업 등 미국시장 진출 가

능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2008년 5월부터 7개월간 NGNP개념설계연구 2단계(‘08.5월 ~’08년 11월,18.3만불 규모)를

수행하 다 연구내용은 정상 사고시 NGNP격납건물의 온도 분포 피복입자 핵연료

핵분열 생성물 거동 연구와 복합체 특성 온도거동 해석을 수행하 다.

2007년 12월부터 6개월간 토륨연료를 고온가스로에서 심층연소(Deep-Burn)시 노심해석,

운 온도 향평가,핵연료형태의 향 평가를 수행혔다.

2010년에는 NGNP개념설계연구를 바탕으로 부분 인 개념설계를 수행하 다.수행한 연구

내용은 NGNP의 TransientAnalysis와 격납건물 온도/압력해석을 수행하 다.GA로부터

NGNP 비개념설계/개념설계연구/개념설계 참여내용은 표.3.6.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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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5.NGNP 비개념설계/개념설계연구/개념설계 참여 황

번호 기술명칭 발주사 기술내용 계약기간 액

1
NGNP

비개념설계
GA

-원자로형태 비교 분석

-원형노심 출력 분석

-압력용기 제조성 평가

2006.12

-2007.7
$69,400

2

NGNP

개념설계연구

PhaseA

GA

-고온 냉각 압력용기 설계 해석

- 속재 표면처리 기술 황

-삼 수소 수송해석

2007.12

-2008.4
$240,892

3

NGNP

개념설계연구

PhaseB

GA

-격납건물 온도 핵분열 생성물

거동

-복합체 특성 온도거동 해석

2008.5-

2008.11
$182,560

4

GNEP

심층연소

고온가스로

GA

-심층연소 노심해석 (TRU

MOX연료)

-운 온도 향평가

2006.9

-2007.

02

$25,000

5
토륨 노심

고온가스로
GA

-심층노심 핵연료 형태 향

평가

-토륨 노심해석

2007.11

-2008.4
$105,366

6
NGNP

개념설계
GA

-NGNPTransientAnalysis

-ContainmnetP/Tanalysis

2010.8

-2010.12
$618,816

3.LOGOSTechnologies사 기술 력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미국 YaccaMountain고 폐기물량 감소를 해 에 지성(DOE)이

주도하는 고온가스로를 이용한 경수로 사용후 핵연료 재순환 핵주기 사업(DB-MHR)에 미

국 LOGOSTechnologies사와 공동연구에 참여하 다.2008년 11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미

국 LOGOS Technology사는 DOE가 추진하는 고온가스로의 심층연소 (Deep-Burn,

60~70% FIMA)기능을 활용하여 경수로 사용후 핵연료의 TRU를 재순환하는 노심 핵주

기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하고 NGNP를 이용한 재순환 사용후 심층연소로 노심개념

핵연료 성는 해석 개발을 수행하 다.사업추진체계는 두개의 로젝트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로젝트은 ANL이주 하는 심층연소 노심분석 방법 코드개발(CoreAnalysis

ToolsandMethod)이고 두번째 로젝트는 INL,ORNL,LOGOS 원자력연구원이 수행

하는 사용후 핵연료 리 (SpentFuelManagement)이다.

2010년 2월부터 8개월 간 고온가스로를 이용한 경수로 사용후 핵연료 재순환 핵주기 사업

(DB-MHR)의 연장으로 고온가스로를 이용한 TRU 연료가 장 된 노심해석,안 (LPCC)

해석 핵연료의 Micro-analysis해석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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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DB-MHR의 로젝트 구성도

4.GIFVHTR 로젝트와의 연계 지원

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 과제와 GIFVHTR 로젝트 연계구도는 그림 3.6.2와 같고,각

PMB별 참여 황 WorkPackage(WP)는 표 3.6.6과 같다.

그림 3.6.2.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 과제와 GIFVHTR

로젝트 연계구도

과제 : 원 력수

핵심 술개

원 력수 술

종합

초고 가스로

술개

초고 가스로 계

술개

IS 열 학 산 해
공정 술개

IS 공정 술개

피복 핵연료
술개

과제 : 원 력수

핵심 술개

원 력수 술

종합

초고 가스로

술개

초고 가스로 계

술개

IS 열 학 산 해
공정 술개

IS 공정 술개

피복 핵연료
술개

GIF/VHTR system

System Integration

Material

Computational Method 
Validation/Benchmark 

Fuel and Fuel Cycle

Hydrogen Production

Components, BOP

GIF/VHTR system

System Integration

Material

Computational Method 
Validation/Benchmark 

Fuel and Fuel Cycle

Hydrogen Production

Components, 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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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6.PMB별 참여 황 WorkPackage(WP)

로젝트 황 문제 참여 WorkPackage(WP)

운 원회

(김용완)

oSystem ResearchPlan:완료

oSystem Arrangement:완료 (‘06.11

MEST서명)

o핵연료 제조,설계개념연구 등

핵심 자립기술은 GIF 상 아

님

o설계코드,공정열교환기 등 핵

심 원천기술은 GIF 상에서

제외

핵연료

핵주기

로젝트

(이 우)

oProjectPlan:'08.1.30발효

o08~'10년 Deliverable:5건 제공,10

건 공유

o'10년 AnnualTech.& Financial

Report:'11년 6월 확정

o'11년 AnnualWorkPlan:'11년 6

월 확정

o조사시험

o핵연료 재료

o안 시험

o개량 핵연료

o폐기물

수소 로젝트

(신 )

oProjectPlan:'08.3.19발효

o'08~'10년 Deliverable:15건 제공,

14건 공유

o'11년 Deliverable:1건 제공 계획,

2건 공유

o'10년 AnnualTech.& Financial

Report:'11년 9월 확정 지연 (일부

자료제출지연)

o'11년 AnnualWorkPlan:확정 지

연 (일부 자료제출지연)

o참여국은 기여도를 높이는 노력

o황-요드 수소생산

o고온 기분해

o기타 (PSA,수소폭발 등)

o원자로 병합기술

재료 로젝트

(박지연)

oProjectPlan:'09.9.16발효

o'08~'10년 Deliverable23건 제공,

124건 공유

o'11년 Deliverable7건 제공 계획

o'10년 AnnualTech.& Financial

Report:'11년 10월 확정

o'11년 AnnualWorkPlan:'11년 10

월까지 각국 안 확정 통보

o한국 흑연산화연구 선도

oWP별 Sub-group운 활성화

o흑연

o 속

o세라믹

코드방법론

검증 로젝트

(노재만)

oProjectPlan:미발효

o한국 PIRT 삼 수소수송 선도

o참여국은 코드검증 용 실험자료 기

여에 민감

oPIRT(Phenomena

IdentificationandRanking

Table)방법론

o열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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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코드는 경쟁기술

- 형 실험자료의 가치평가

-일본은 4개 연구의 기여 철회

o노심 핵설계

o화학 수송

o계통 과도

o기계

oHTTR(HighTemperature

TestReactor)

기기

터빈계통

로젝트

o미 구성

설계,안 ,

계통종합

로젝트

o미 구성

가.GIF(Gen-IVInternationalForum) 력 황

○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일본, 랑스, 국,EU,캐나다,스 스,남아공(9개국)이 참여하

여 제4세 고온 가스로 국제공동연구 수행 이며 각국의 정책 개발동향은 다음과

같다.

(1)최근 동향

○ 국은 재료(2010.5서명),연료(F&FC) CMVB에 참여를 추진 이고 랑스는 고속

로 우선정책으로 GIF/VHTR 련 연구는 GFR 재료와 련되는 세라믹 분야연구

일부 연료 연구로 축소하기로 결정(Hydrogen에서 탈퇴 정)하 다.

○ VHTR에 한 PRPP (Proliferation Resistance and PhysicalProtection)백서(white

paper)를 최종검토하고 Policy group에 제출하기로 하고 System Integr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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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PMB에 해서는 NGNP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차기 SSC회의에서 입장을

정하기로 하 다.

○ 각국의 시스템과 로젝트 서명 활동 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카나다 :SCWR에 주력하고 있고 VHTR의 MAT & HP(재료 수소생산) 로젝트

참여

- 국 :HTR-PM 로젝트에 주력하고 있고 MAT,HP,FFC,CMVB 로젝트에 모두

참여함 (HTR-PM은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 승인나면 콘크리트 타설 시작할 정

임)

-EU :EU FP7 임워크에서 ARCHER,CARBOWASTE,EUROPAIRS를 수행하고

있고 VHTR의 모든 로젝트에 참여함

- 랑스 :주요 심사는 SFR이고 부차 심사는 GFR임.VHTR투자가 감소하고 있

고 MAT 로젝트에만 참여함

-일본 :HTTR을 950도에서 운 성공하 고 모든 로젝트에 참여함.최근 후쿠시마 사

고로 인해 카자흐스탄과 력이 단되었음

-한국 :VHTR의 모든 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고 산업계의 참여가 추진되고 있음

-남아공 :VHTR연구 단되었고 로젝트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계속할 지 결정되

지 않음

-스 스 :VHTR연구비가 감소되고 있고 MAT 로젝트에 참여함

-미국 :NGNP 산이 상하 던 100M$에서 50M$로 감소되었고 VHTR의 모든 로

젝트에 참여함

○ 제11차 SSC회의가 2011년 10월 13-14에 카나다 뱅쿠버에서 개최되었고 미국 유럽 산

업체가 참여하여 황을 보고하 다.

(2)PMB 련 연구개발 동향

(가)CMVB

○ ComputationalMethods,Benchmark& ValidationPMB의 ProjectPlan을 조속히 정비하

고 서명을 추진하기로 하 으나 새로운 MechanicsWork Package가 추가되고 HTTR

Workpackage가 불투명하게 됨에 따라 5월말 확정이 의문시 된다.

○ 일본은 CMVB PMB의 기여도에 한 형평성 문제(일본은 HTTR 실험자료를 제출해도

타 참여국의 코드 검증 자료만 받게 되어 있는 등)를 제기하여 실험자료 제출을 거부하

고 형식 으로만 참여하고 있고,남아공이 CMVB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남아공 내부

조직 정비 후 결정하기로 하 다.2011년 8월 재는 CMVBProject와 련된 모든 활동

이 단된 상태이다.

(나)F&FC

○ 일본은 JAEA의 HTTR핵연료 련 안 성 시험을 수행 이며 피복재료의 조사시험(유럽

/GIFPYCASSOprogram)에 공동 참여하고 있고,미국은 NGNP 로그램을 한 피복핵

연료와 련된 업무를 수행 이며 ORNL/B&W에서 피복입자핵연료 시험제조,INL주

AGRirradiationtestprogram 수행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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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는 Petten의 HFR에서 조사시험 KarlsruheITU에서 조사후시험 수행 이며,pilot

규모의 연료 제조시설을 2011년 말까지 구축 정이고, 랑스는 최근 VHTR핵연료 간

련 연구개발을 단하 으나 GIFVHTRFuel공동연구로 참여하기로 한 미국의 NGNP

계획의 일환으로 수행하고 있는 핵연료 조사시험 AGR-2에는 시편을 제공하여 조사

시험에 공동 참여하고 있다.

○ 국은 2011년 공식 참여하기로 하 으나 최종 결정이 미루어지고 있다.(2011.6.PMB회

의에서 공동연구 제안 PMBmember의 검토를 요청한 상태임)

(다)HP

○ 한국과 일본은 개정 인 ProjectPlan의 WP1.SICycle에서의 신규 Task1.3.1 1.3.2에

한 기여계획을 제출하 고,일본의 경우 Task1.3.1의 5개항(분젠반응기,황산분해반응

기,삼산화황분해반응기,요오드산분해반응기,고온재산펌 )에 집 하려는 계획이고,

국이 신규 회원 가입을 하여 개정 인 ProjectPlan의 WP1.SICycle의 신규 Task

1.3.1 1.3.2분야에 기여계획을 제출하 고 PMB 회의에서 이를 검토하 으며,개정

ProjectPlan에 한 SSC승인을 하여 2011년 10월 13-14일 캐나다 밴쿠버 회의에 제출

정이다.

○ 랑스는 향후 HPPMB에 참여가 불가능함을 통보하 으며 제출키로 한 기술보고서들의

제출은 이행하기로 하 고,미국은 원자력수소 이용계획에 있어 2025년까지 Coal-to-Gas

(CTG)에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에 HTSE에서 생산된 수소를 이용하여 Fischer-Tropsch

합성반응에 의한 디젤유와 항공유를 생산하고,2035년까지 바이오매스로부터 발생된 이산

화탄소를 개발 인 Co-electrolysis기술에 용하여 합성가스를 생산하고,최종 으로는

2050년까지 연료자동차용 수소를 원자력수소로 공 한다는 Roadmap을 제시하 다.미국

이 개정 인 ProjectPlan의 WP 2.HTSE의 신규 Task로 Task 2.6 PilotScale

Experiment Task2.7PressurizedExperiment기여계획 을 제출하 다.

○ 캐나다는 Cu-ClHybridcycle Cu-ClCycle용 해장치 재료 연구를 수행이고 개정

인 ProjectPlan의 WP3.Cu-ClCycleandOtherAlternativeProcesses의 신규 Task로

Task 3.4 Cu-ClCycle 기여계획을 제출하고 University of Ontario Institute of

Technology(UOIT)와 함께하는 연구 황과 계획을 발표하 다..

(라)Materials

○ MaterialPMB의 2단계 계획수립 시 ASME와의 상호 력을 활성화 등을 통해 실용 인

Plan을 작성하는 방향으로 지침 수립 하 다.

○ 캐나다는 G91크리 시험 ,A617과 G91크리 -피로 환경 향 평가를 수행 정이

며 Multi-scalemodeling과 세라믹 복합소재 단열재(ZrO2계 단열재)특성평가 수행

이다. 랑스는 SFR 주요 소재인 FM강과 GFR 주요 소재인 SiC/SiC 복합체에 한

cross-cutting개념으로 VHTRmaterialsPMB에 계속 참여할 정이나 Graphiteworking

group은 불참을 통보하 다.

○ 미국은 800H와 617합 련 코드 지원 수행,617합 의 크리 stressrelaxation에

한 constitute모델 개발,617합 과 A508/533강에 한 크리 크리 -피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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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헬륨의 불순물에 의한 장기 내환경 시험 수행,흑연 1차 조사시험 완료.2차 시험

이며 INL에서 흑연 특성 평가 완료하고 Roundrobin시험은 진행 이다.

○ 일본은 SI-HTTR연계를 한 heatutilization특성 시험 시작하 으며 Graphite와 C/C

복합체 물성 내환경 향 평가 수행 이고 스 스는 Irradiationcreep/Diffusional

creep316/SiC에 한 연구 계속 수행하고 있다.

○ 유럽연합의 RAPHAEL 로그램이 종료되어 용기 고온 속 시험 평가 성과물 업로드

하고 흑연 (INNOGRAPH 1A & 2A) 조사후 시험 결과 생산,흑연 (INNOGRAPH 1B&

2B)Screening조사후 시험 이다. 한 EXTREMAT 로그램이 종료되어 속과 세

라믹 복합체 련 물성자료를 업로드하고 조사시험 완료되어 조사후 시험 진행 이다.

ARCHER(AdvancedReactorforCo-generationofHeatandElectricityR& D) 로그

램이 시작(4년)되어 RAPHEL 로그램의 highdose조사 후 시험, 간열교환기와 증기발

생기 개발을 포함하고 있다.

(3)주요국의 GIFContribution

(가)FuelandFuelCycle 로젝트 (2008~2010)

참여국 인력(MY) 비율(%) 직 비(k$) 비율(%)

EU 60.3 32.3 24,050 33.9

랑스 11.2 6.0 4,346 6.1

일 본 28.5 15.3 10,019 14.1

한 국 11.0 5.9 2,810 4.0

미 국 75.5 40.5 29,750 41.9

합 계 186.5 100 70,965 100

(나)Material 로젝트 (2007~2010)

참여국 인력(MY) 비율(%) 직 비(k$) 비율(%)

캐나다* 21.26 9.3 5914.5 6.4

EU 0.2 0.1 12,303 13.3

랑스* 64.57 28.2 22,520 24.3

일 본 16 7.0 3,085 3.3

남아공 23.9 10.4 11,628.4 12.5

한 국 14 6.1 3,512 3.8

스 스* 37.16 16.2 9,095.9 9.8

미 국* 51.68 22.6 24,766 26.7

합 계 228.77 100 92,82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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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 )
로젝트 기술개발 동향 근거

미국

DOE

NGNP1)

• 고온가스로 이용 력∙수소 실증로 개발

•1단계 ('05∼'11.9):핵심기술 개발

•2단계:노형선정(’11),설계/건설(’18),실증(‘21)

•2단계 략(공정열-수소)으로 계획변경 (‘08.10)

•공정열공 원자로 개념설계 (‘10.2~’10.9),

수소생산은 Idaho실험시설에서 실증

•2011년 9월 이후 DOE의 건설 로젝트에 한

결정 정,연구개발 사업은 지속(FY'12 산 64M$

하원통과)

에 지

정책법

(‘05)

NHI2)

•원자력이용 수소생산 (황-요드,복합-황,

고온 기분해)기술개발

• 산:FY10($5M)

DB-MHR3)

•NGNP를 이용한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재순환

심층연소로 개발

• 산:FY10($7M)

일본

JAEA

HTTR4)/

GTHTR5)

•HTTR950℃ 운 안 실증시험 (’09)

•HTTR이용 황-요드 수소생산 실증 (‘15)

•GTHTR-300C 력∙수소 상용시스템 (‘25)

원자력

신기술

개발

(다)HydrogenProduction 로젝트 (2007~2010)

참여국 인력(MY) 비율(%) 직 비(k$) 비율(%)

미 국 107.1 24.5 25,070 24.2

일 본 78 17.8 9,697 9.4

한 국 30.3 6.9 7,939 7.7

랑스 156.9 35.9 45,020 43.5

E U 38 8.7 9,554 9.2

캐나다 26.95 6.2 6,235 6.0

합 계 437.25 100 103,515 100

※ 우리나라는 ’07~‘10년 동안 Gen-IV VHTR 국제공동연구에 직 비 5,971k$인력 55.2

MY를 투입

나.주요국의 기술개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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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50도 50일 운 성공
로드맵

(‘08)

국

INET

HTR-106)/

HTR-PM7)

•HTR-10을 이용한 안 실증시험 (‘08)

•250MWtx2HTR-PM 완공 (‘13)

•HTR-PM 건설 승인(‘11.3)

•원자력수소생산기술 개발

‘20국가

과기계획

(‘07)

남아공

PBMR
PBMR8)

•400MWtPBMR 력생산에서 공정열 이용으로 환

•남아공 경제사정으로 사업 단

물

자원부

국가사업

랑스

AREVA
ANTARES• 비 개념설계 완료 (‘06).공정열 수요조사

산∙연

합동

1)NGNP(NextGenerationNuclearPlant):DOE의 력⋅수소생산 고온가스 원형로 실증사업

2)NHI(NuclearHydrogenInitiative):DOE의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생산 기술개발 사업

3)DB-MHR(DeepBurn-ModularHeliumReactor):DOE의 고온가스로를 이용한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의 재순환 우라늄 심층연소로 개발

사업

4)HTTR(HighTemp.TestReactor):일본 JAEA의 30MWt 블록형 고온가스연구로 (950℃)

5)GTHTR(Gas-TurbineHighTemp.Reactor):일본의 600MWt 블록형 력⋅수소생산 상용로

6)HTR-10(HighTemp.Reactor): 국 INET의 10MWt 페블형 고온가스연구로 (700℃)

7)HTR-PM (HighTemp.Reactor-PowerModule): 국 력생산 페블형 고온가스상용로 (750℃)

8)PBMR(PebbleBedModularReactor):남아공의 400MWt 페블형 고온가스 원형로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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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국

(가)NGNP(NextGenerationNuclearPlant)

○ EnergyPolicyAct(2005)

- 력과 수소를 생산하는 고온가스원자로실증로건설 명시

-2011년 기술선정,2021년까지 완공

-NRC인허가 략 수립

○ NGNP는 NuclearEnergyAdvisoryCommittee(NEAC)의 검토를 2011년 6월 개최하

으며 2012년 산은 2011년의 1억불($100million)에서 5천만불($50million)로 감소할

정으로 산업계 트 를 선정하는데 사용되고 건설 사업은 ($100million)은 2013년에 추

진할 계획임.산업계와의 공동 자 지원 계획이 수립되면 두 결과를 바탕으로 2단계 추진

을 한 정부의 결정을 2011년 반에 할 정이었으나 재의 여건상 출발이 지연된 것

으로 2012년까지 공공-민간 트 쉽이 실질 으로 형성되어야만 사업이 추진가능할 것

으로 보임.

○ NGNP의 2012년 재원은 당 신청분 5천 1백만불($51million)에서 하원은 6천3백만불

($63million)로 증액하 고,상원은 산액을 이 하여 별도의 사업이 아닌 원자로개념

(ReactorConcept)R&D 내에서 진행하도록 권고함.민간-정부 트 쉽과 NRC의 참여

를 사업 진행의 필수요건을 보고 있음

○ NGNPIndustryAlliance는 11개의 산업계가 참여하고 있으며,최근 NEAC의 권고안에

한 서신에 답하여 향후 로젝트의 소요액으로 민간 240억불($2.4billion),정부 110억불

($1.1billion)을 상하고 있으며 재까지 정부 5억불(500millin),민간 10억불($1billion)

이 투자된 것으로 보고함.(연료/재료/method/인허가사 비는 정부 100%, 비설계/인

허가신청은 정부 80%,민간 20%,최종설계/건설/시운 은 민간 100%를 기 으로 산정)

○ NGNP 비개념설계

-출구온도 950℃ 수소 력 생산용 고온가스로 부족기술 도출 (FY06)

- 안기술 연구 (FY07~08)

○ NGNP건설목표 수정

-기술 험완화를 해 2단계 (공정열 → 수소)추진 (2008.10)

-당 :950℃ 물분해 수소생산

-변경 :750~850℃ 공정열/증기 공

•TexasDow chemical에 원자로 건설

•950℃ 물분해 수소생산 CTF9)Idaho에 건설

○ NGNP개념설계

-NGNP개념 설계 Businessplan 수립

•출구온도 750℃ 이상의 고온공정열 공 용 개념설계

-개념설계 사업자 선정(2010.3.8) 계약 추진

•블록형 :GeneralAtomics컨소시움(KAERI참여)선정

-개념설계 기간( 산):‘10.9~’10.12($40M)

•2010년 12월말 개념설계 완료

9)CTF(ComponentTestFacility) 고온 기기 규모 수소생산 시험용 시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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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순까지 NEAC검토 완료

•2011년 9월이후 2단계 방향 발표(DOE) 정

○ NGNP 산 황

연도 FY06 FY07 FY08 FY09 FY10

산(M$) 43.3 29.4 108.8 178.0 169.0

(나)ASME기술기 제정

○ 고온가스로 기술기 제정

-ASMESectionIII,Division5,Part1,“HighTemperatureGas-cooledReactors,Rules

forConstructionofNuclearFacilityComponents”,진행 .(2011년 발간 정)

-NGNP기본설계단계 용을 목표로 흑연 기술기 작성 완료(2011년 발간 정)

○ 주요 추진 내용

-ASME기술기 개발 로드맵 작성 완료(NRC 로젝트로 ASME수행)

-단기 추진 내용 (NGNP설계에 필요한 기 개발)

•온도를 770도에서 850도로 상승

•수명시간 30만 시간에서 50만 시간으로 수정(Alloy800HT850도 50만시간)

•상용원자로 압력용기의 사용 기

-장기 추진 내용

•A617등 950도 소재 등재

•Gen-IV재료 DB결과 활용

(다)수소 생산 연구 황

○ 미국은 NGNP연구비에서 원자력수소 연구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2010년도 연구비(회계기

간 2009.10.1-2010.9.30)는 5M $이고 2011년도 연구비도 동일 수 임.

○ NGNP수소생산 방법으로 고온수증기 기분해 (HTSE)법이 선정되어 이의 기술개발에

치

(라)DB-MHR(DeepBurn-ModularHelium Reactor)

○ 2009년 12월부터 2010년 9월까지 700만불 산으로 고온가스로를 이용한 TRU 심층연소

과제의 2차년도 연구 진행 .2010년 하반기에 3차년도 연구 조기 착수 결정.

(2)일본

○ HTTR(HighTemperatureEngineeringTestReactor) 로젝트는 2010년 1월부터 50일간

950℃의 운 에 성공하 음.안 실증시험을 수행하여 고온 운 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

하고 핵분열생성물 감 ,냉각재 유량 온도 안정성,반응도 제어, 간열교환기 건 성,

냉각재 성분 순도 차폐 안 성 등 요 자료를 획득하 음. 한 HTTR은 가상사고인

LossofForcedCooling(LOFC)시험을 수행하 으며(‘10.12) 원상실사고 모사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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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

○ 2005년 요오드-황(IS)공정을 이용한 수소 생산 실험이 1주일간 연속 으로 성공한 바 있

으며 부식 항성을 지닌 산업 재료를 이용한 분젠반응로를 제작하여 고온 조건에서의 IS

공정의 건 성 시험을 수행할 정임.

○ 2005년 착수한 HTTR 로젝트는 2010년 2단계에 진입하여 1단계의 결과를 종합하여 상

용로 설계를 계획하고 있고 참조노형은 력과 수소생산을 한 형(600MWth)과 소규

모의 열병합,지역난방을 한 소형(50MWth)을 고려하고 있으나 후쿠시마 원 사고 이

후의 에 지 정책 재검토의 결과에 따라 유동 임.

○ 후쿠시마 사고후 진단에서 HTTR 원자로건물은 이상이 없었으며 지진설계기 을 넘어선

기기들의 검을 거쳐 내년에는 운 을 재개할 정임.기기의 건 성 검사는 2011년 6월

완료하 으며 구조물 상세진단과 지진반응 분석의 종료 후 시운 을 한 최종 평가를 수

행 정임.

○ 일본은 HTTR을 이용한 Lossofflow,Stationblackout모사시험 등,안정성입증시험을

OECD-NEA 공동연구로 추진 이며 미국,한국, 국,헝가리, 랑스,독일 등이 참여를

정하고 있음.

○ 일본은 카자흐스탄에 50MW 고온가스로(KHTR)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타당성조

사를 완료.KHTR사업에는 JAEA와 미스비시,후지 기,도요타가 참여.2011년 6월 정

부간 약정을 체결하여 핵연료 개발,안 성 인허가,교육 등에서 력할 정임.

(3) 국

○ 국은 기존 HTR-10의 출구온도를 재 750도에서 850도로 증가시켜 가스터빈직 발

을 실증하는 HTR-GT 로젝트를 수행 이며,2015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나 실증로

HTR-PM 건설에 우선순 가 리고 있음.

○ 한편 2011년부터는 HTR-10의 I&C를 개량하여 각종 실험을 수행하는 계획을 추진이며,

년 말까지 HTR-10을 이용한 국제공동연구 제안을 추진.

○ 국의 고온가스로 실증로인 HTR-PM은 2009년 9월 건설허가를 획득하 으나,상부결정

지연으로 콘크리트 타설이 지연.2011년 3월 상부의 공사착수 확정 그러나 일본 후쿠

시마사건으로 국의 모든 원자력 사업 잠정 단 상황임.그러나,인허가시 요구된 full

scale증기발생기,제어 ,독구투입계통,핵연료취 장치,헬륨순환기의 성능실증은 계획

로 진행 임

○ 후쿠시마 사고 향으로 신규 로젝트를 동결하고 안 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로

젝트의 진행에 한 최종 결정이 지연되고 있어 HTR-PM 건설의 진행 속도도 향을

받을 망임.평가 결과로 고유안 성 확보,지진 설계 기 상향 등을 추구하고 있으며

설계기 과 사고에 한 고려를 검토 임.

(4) 랑스

○ 랑스는 고속로 우선정책으로 GIF/VHTR 련 연구는 GFR재료와 련되는 세라믹 분

야연구로 축소하기로 결정하고 HydrogenPMB와 FuelPMB에서 탈퇴하기로 하 으나 아

직 HydorgenPMB에서는 공식 으로 선언을 하지 않은 상황이며 핵연료 PMB는 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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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참석 .

○ 랑스 AREVA는 기와 공정열을 생산하는 cogeneration을 목 으로 증기사이클의 블록

환형노심 (Prismaticblockannularcore)개념의 모듈형 원자로를 Near-term 가스로 개념

으로 설정하고 공정열 사용자인 산업계의 수요가 있는 경우 개발을 계획하고 있음.

○ 원자로는 고유안 성을 특징으로 피동잔열제거계통,큰 열 성(thermalinertia) 음의

반응도계수 등을 채택하고 있으며,증기 생산비용의 최소화를 하여 크기를 설정하고

존 기술을 최 한 활용하여 개발 험도를 최소화하며 필요기술에 한 개발하는 략을

취하고 있음.

○ CEA의 고온가스로 분야는 SFR의 보완노형으로 GFR의 개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

며,기존에 랑스가 앞서있는 핵연료와 고온재료 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 당 산의 부족으로 원자력부문에서 참여가 어려웠던 GIFVHTR수소생산 로젝트에

CEA 체 에 지분야의 활동을 심으로 참여를 재개할 정임.

○ 랑스는 수소의 수송연료의 상용화는 단기간에는 어려울 망으로 보고 있으며,단기

으로 열화학 공정연구보다는 신재생이나 비첨두부하(off-peak)원자력을 이용한 Alkaline

electrolysis공정을 유망한 기술로 고려하여 산업계와 력을 착수함.

(5)EU

○ 2009년 8월 FP6일환인 358만 유로 규모의 고온가스로 TRU심층연소 연구인 PUMA 1단

계 연구를 종료하고 2단계 연구를 추진 .

○ 페블연료 조사시험 후핵핵주기에 한 CARBOWASTE,재료와 련된GETMAT(ODS

materials) 로그램 수행

○ 원자력기 ,제철,정유,화학 업체가 참여하는 EUROPAIRS 로젝트를 FP7으로 착수

(공정열 이용 시스템의 비개념 개발,요구기술 개발,실증사업 수행 체계 개발 등).

○ 2010년 RAPHAEL 로그램의 종료 후 기획 작업을 수행하여 신규 로그램으로

ARCHER(Advanced High-Temperature Reactors for Cogeneration of Heat and

ElectricityResearch& Development)를 4년 기간으로 하여 2011년 1월에 착수함. 로그

램은 산업계,연구계,학계와 국제 력을 통하여 수행 정으로 34개 기 이 참여하고 있

음.

○ 각 세부 로젝트는 회원국이 업무를 분장하여 조정‧종합(NRG,네덜란드),안 (TUV,독

일),연료/연료주기(JRC-ITU,독일),재료/기기(AMEC, 국),지식 리 등으로 구성되며,

로젝트 총 산은 1천8십만유로(10.8millionEuro)로 EU JRC와 참여하는 기 이 50%씩

분담함.

○ JRC는 V/HTR사용후핵연료 리 방안으로 블록의 직 처분,핵연료성분의 분리후 고

처분,재활용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원자력외부 산업계의 고온가스로 이용을 한 로그램으로 구성된 NC21(Nuclear

CogenerationIndustryInitiative)은 주요 track으로 화학부분과 같이 cogeneration을 통한

비원자력산업계 사용자를 참여토록 하고 공정 산업계, 력공 자,기기공 자 엔지니

어링 회사 등이 참여한 IndustryAlliance를 구성함.장기 으로는 CCS와 결합한 제철 등

의 분야 확 를 모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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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남아공

(가)PBMR개요

○ ESKOM사가 1999년에 PBMR사를 설립 :Eskom(41%),산업개발 회(14%),정부(30%),

웨스 하우스(15%)

○ 설립 후 총 투자 규모 (1999~2010.3.31):7.4BillionRand(970Million$)

○ 페블형 원자로,BraytonCycle,냉각수 요구량이 작아 남아공 내륙에 건설 유리

(나)PBMR 최근 황

○ PBMR남아공 정부투자 지

-800명 직원 600명 감원 정 재 노조의 향력으로 구체 진행은 안되고 있음.

(75%감원,핵심 기술인력은 유지 상)흑인고용정책으로 반에 해당하는 흑인 비 문

가의 고용이 PBMR의 경제 부담이었음.

-PBMR사업 단,GEN IV참여는 넥사(남아공 원자력연구소)혹은 실험 연구 인 라

를 갖춘 학에서 참여를 남아공정부와 논의

○ PBMR투자 지 원인

-PBMR는 기술 문제가 아닌 남아공의 경제 문제임.기술 인 문제일 경우 NGNP에

참여 할 수 없음.

- 남아공은 력발 을 한 PBMR-400을 추진하 으나 2008년 경제 기로 력회사

Eskom이 경수로건설계획과 PBMR개발지원을 철회.2009년 5월 PBMR 이사회는 공정

열과 증기발 으로 력을 생산하는 250MW PBMR의 개발을 승인.

(7)기타

○ 캐나다는 임계압수냉각원자로(SCWR)에 을 두어 VHTR에 crosslink를 두고 있으며

고온 재료 속, 세라믹 복합재료에 한 연구를 진행 임. 수소생산 분야는

Copper-Chrorine(Cu-Cl)공정을 심으로 국립연구소, 학이 참여하고 있음.

○ 스 스는 재료 분야를 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시스템을 한 공학 수 의 연

구보다는 기 /기반 연구에 주안 을 두고 있음.GIFVHTR시스템운 원회에서 활동

이 조한 회원국의 시스템 개발에의 실질 참여를 한 권고방안이 논의되었음.

다.각 PMB회의 주요안건 조치사항

(1)SSC회의 안건 조치사항(201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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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회의명 일 자 장 소 주요 안건 조치 사항

1
8차 VHTRSSC
회의 (공식) '10.05.11~12 INET(China)

PMB Report,PR&PP백서 검

토

PR&PP백서

워킹그룹 송

부

2
9차 VHTRSSC
회의 (공식) '10.10.21~22 Prague(Czech)PMBPReport검토 '11계획검토

3
10차 VHTRSSC
회의 (공식) '11.05.05~06 Nice(France) Chair교체,IAEA활동보고

Chair(Li Fu,

국)

4
11차 VHTRSSC
회의 (공식) 11.10.13~14

Vancouver(C

A)

미국 유럽 산업체의 참여

황 보고

PMB보고 검토

(2)CMVB회의 안건 조치사항(2010~2012)

순 번 회의명 일 자 장 소 주요 안건 조치 사항

1
CVMBProject
Meeting
(비공식)

'10.05.24~26 베이징( 국) -ProjectPlan 의
-보고서
계획서 작성

(3)VHTRHP회의 안건 조치사항(2010~2012)

순 번 회의명 일 자 장 소 주요 안건 조치 사항

1
5차 HPPMB
회의 (공식) '10.04.21~22 NWU(남아공)

-회원국별 연구 황보고
ProjectPlan 개정 련 WP
Leader국 선정

-Project Plan
개정을 한
‘W P 1 .
SI공정개발’
련 Task보완.

2
6차 HPPMB
회의 (공식) '10.09.13~15 KAERI(한국)

-회원국별 연구 황보고
ProjectPlan 개정 련 WP
별 Task 보완 회원국별
기여계획 정보입력

-Project Plan
개정본 draft
비
국(INET)

신 규 참 여
기여계획 반

3
7차 HPPMB
회의 (공식) '11.06.14~16 UOIT(캐나다)

-회원국별 연구 황보고
국 신규 회원국 가입신청에

따른 Project Arrangement
ProjectPlan개정 비

SSC승인을 한 일정수립

-2011년 9월
순 에

SSC승 인 을
하여 PA
PP 개정본을
S S C 에
제출키로 함.

4
8차 HPPMB
회의 (공식) '11.09.21~23 칭화 ( 국)

-회원국별 연구 황보고
SSC제출용 2010년 Annual
Finantial & Technical
Report 2011년 Work
Plan확정.

-2012년 기여 잠정계획 발표

-Project Plan
개 정 과
국(INET)

신규참여 에
한 SSC승인
진행

5
9차 HPPMB
회의 (공식)

'12.05.31~06.0

1
AECL(캐나다)

-회원국별 2011연구결과
2012년 연구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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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회의명 일 자 장 소 주요 안건 조치 사항

1
2차 Materials
PMB회의
(공식)

'10.03.16~18 PBMR(남아공)

-MaterialsDB성과물 업로드
련 의

-ASME 련 연계성 의

-2010년 workplan확정

-연구계획 확정

2
3차 Materials
회의 (공식) '10.09.06~09 KAERI(한국)

-MaterialsDB 황 검토

- 국의 Projectplan 기여
련 발표 PMB검토

-Projectplan보완 의

-2011년 workplan검토

- 국참여 승인

3
4차 Materials
회의 (공식) '11.03.21~24 밴쿠버(캐나다)

-working group 황
발표자료

- 국 가입에 따른 국이
제안한 projectplan입력정보:
이번 국이 비자문제로
불참하여 제안취지 청취가
불가하 음.

-2015년까지 확장할
참여국의 연구계획 (revised
projectplan):아직은 안
정도됨.다음 PMB회의에서
더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음

-revisedproject
plan검토 보완

-material data
handbook의
속 creep

물성 data
sheet 안
마련

- 국안 차기
청취

4
5차 Materials
회의 (공식) '11.09.13~15 PSI(스 스)

-참여국별, Working Group
별 황 DB handbook,
ASME 황 발표

-ProjectManagementSheet
(PMS)최신 정보입력 의

-Project plan 개정을 한

-PMS 정보입력
후 9월말까지
TS에게 제출

-Projectplan
개정안을
비하여

(4)VHTRF&FC회의 안건 조치사항(2010~2012)

순번 회의명 일 자 장 소 주요 안건 조치 사항

1
4차 F&FC
PMB회의
(공식)

'10.12.01~02 ITU(독일)
-‘10보고서 작성,’11계획서
작성

-보고서
계획서 작성

2
5차 F&FC
PMB회의
(공식)

'11.06.27~28 NEA( 랑스)

-’10보고서/’11계획서 검토
승인

- 국참여 제안 검토/승인

-보고서/계획서
승인

- 국 제안
검토

3
6차 F&FC
PMB회의
(공식)

'12.01.17~19 INL(미국)
- 국참여 확정/승인

-보고서/계획서 작성 등
- 국참여 승인

4
2차 SiC
Workshop
( 정)

'12.0119~20 INL(미국)
--SiC 물성 노내거동 기술
안

- 황 분 석
등( 정)

(5)VHTRMaterials회의 안건 조치사항(201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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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까지 참여국별 정보
수정 보완 차 방법
의

차기회의에서
검토

5
6차 Materials
회의 (공식) '12.03.27~29 맨체스터( 국

-참여국별, Working Group
별 황 ASME 황 발표
( 정)

-Project plan 개정안 검토
( 정)

-DB handbook template
검토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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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목표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수소생산공정 성능평가기술 개발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수소생산공정 평

가기술개발

-SI공정장치 동특성 해석 통합코

드(KAERI-DySCo)기능 보완

분석

-KAERI-DySCo시각화 실행

시간 최 화

-실험자료 는 코드간 비교분석을

통한 KAERI-DySCo검증

-KAERI-DySCo에 의한 2차 냉각

계통 SI공정 연계시스템 열유

동 안정화 연구

-KAERI-DySCo모사에 의한 2차

냉각계통 SI공정 연계시스템

열유동 안정화 시스템

비개념연구

40 100

-KAERI-DySCo의 모델

라메타 수정,ISML

Levenberg-Marquardt

algolithm 용 실행시간

단축,ChartFX 7.0

Spread7.0 용 로그

램 입출력 시각화,

GEN IV Benchmark

Code-to-Code비교

에의한 검증 등으로 동

특성해석 코드 기능보

완.

-KAERI-DySCo통합코

드 로그램 16건 등록

설계계산서 작성

-KAERI-DySCo Install

용 로그램 완성

사용자 매뉴얼 발간

-2차 냉각계통 SI공

정 연계시스템 비개

념 설계 기술보고서 발

간

총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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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 비타당성 분석 평가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원자력수소생산

시스템 비타

당성 분석 평

가

- 고온가스원자로 비타당성

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 산

모형 개선

- 고온가스원자로와 연계된 SI

열화학 수소생산공정 설비비

수소생산비용 분석

- 수소생산단가에 향을 미치는

인자에 한 민감도 분석

20 100

- 고온가스원자로와

결합된 SI열화학수소

생산공정 장치 기기

에 한 설비비 데이터

베이스 구축 설비비,

수소생산단가 등 산정

-수소생산단가 구성 인

자들이 수소생산단가에

미치는 민감도 분석

- 고온가스원자로와

결합된 SI열화학 수소

생산공정시스템에 한

비경제성 분석

총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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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륨계통정화기술개발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헬륨계통정화기

술개발

-헬륨정화계통 련기술 조사/분

석

- 국외 고온가스로 헬륨정화계통

운 경험조사

-국외 헬륨정화계통 련 연구

황 조사/분석

5 100

- 미국 FSV(FortSt.

Vrain)발 소 내 헬륨

정화계통의 구성,운

차 운 방법,유지

보수 차 방법 수

집/분석

-일본의 HTTR, 랑

스 CEA, 국 HTR-10

등에서 진행 인 헬륨

정화계통 련 실험

연구에 한 기술 황

조사/수집/분석

-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 인 형가스 루

의 부속 계통으로 설

치할 헬륨정화계통의

구성장치 요구조건

정립 헬륨정화계통

기술보고서 작성.

총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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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연구 품질 공정 리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원자력수소생산

연계연구 종합

-품질 보증 랜 수립

-GEN-IV 원자력시스템 품질보증

계획서/ 차서 수립 운

-품질보증 교육 품질보증 감사

시행

- 원자력수소 문서 리시스템 개

발,유지보수 운

-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 업무분

류체계(WBS)수립 운

15 100

- QMS Guideline지침

의 품질보증계획서

차서 용

- 총 6회 교육

NGNP 국제공동연구

공 자평가 감사를 포

함한 2회의 감사 시행

- 원자력수소 문서 리

시스템 개발 련 로

그램 3건 등록 설계

계산서 작성

-기존 개별 리 형태의

공정 리 MS Project

Server Sharepoint를

통한 앙집 식 공정

리로 확장 정

총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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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연구 달성도평가 방법론 개발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원자력수소생산

연계연구 종합

-TRL/DRL 용 핵심연구기술개발

의 GEN-IV 요구사항 평가지표

개발

-TRL/DRL 용 계통기술평가방법

론 정립,기술 련 문서 리방법

정립

-평가지표 달성도 자동계산 로

그램 작성완료

-계통종합기술 문서 리 통합

평가방법론 개발 구

-핵심기술 기술수목도를 간편하게

생성 리하는 로그램 개발

-TRL평가 리 로그램 개

발

-기술수목도와 연동 로그램 개

발

-기술수 지침서,WBS,공정

리,인력 리,결과물 리 모듈 개

발

-결과물,인력,비용 공정 리

등과 연계하는 통합 리 로그램

개발

10 100

.평가지표 달성도자동화

.핵심기술수 평가 모듈

완료

.달성도 평가모듈 완료

.기술평가 자료 리 모

듈 완료

.계통 리 통합모듈

총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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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연구지원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국제공동연구지

원

-한 원자력수소 공동연구센타

(NH-JRC)운

- 한미 원자력수소 공동개발센타

(NH-JDC)운

-GIFVHTR 로젝트 연계지원

-NGNP개념설계 기술수출

-LOGOSTech.사 기술 력

10 100

-한 원자력수소 공동

연구센타(NH-JRC) 운

회 :11회 개최

-한 원자력수소 기술

개발 워크 :2회

-한 원자력수소기술

공동연구 :4회

-한미 원자력수소 공동

개발센타(NH-JDC) 운

회 :8회 개최

-한미 원자력수소 공동

개발센타(NH-JDC) 운

회 :8회 개최

-한미 원자력수소기술

공동연구 :9회

-NGNP기술수출 :6회

-LOGOS Tech.기술수

출 :2회

-GIF VHTR 로젝트

연계지원('10-'12):

SSC(4회),CMVB(1회),

HP(5회), F&FC(4회),

Matereials(5회)

총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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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외 기여도

수소생산공정 성능평가기술 개발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은 복잡한 화학공정 하나로서 이의 시험시설 건설 운

에 있어,동 시설의 효율 인 정상상태 운 유도를 한 Start-up Shut-down운 지

침 비정상 운 상태 발생 시의 응 조치 방안을 강구함에 있어 이론 동특성 모사에

의한 비해석은 많은 이 을 부여한다.더군다나 원자력수소 생산 시스템에서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시설의 비정상 운 에 따른 열유동 상이 원자력시설로 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안 책의 강구를 해 외부 사건별 동특성 해석 평가에 활용 할 계획

임.2012년부터는 50NL·H2/h 가압운 SI시험시설 일럿 규모 황-요오드 열화학 수

소생산 시설의 운 지침을 제공하고 궁극 으로는 원자력수소생산 실증시험시설에서의 황-

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 비정상 운 에 따른 열유동 규명과 안 책을 수립하는데 활

용할 정이다.

헬륨계통정화기술개발

헬륨 내 존재하는 불순물(삼 수소,수분,미세입자 등)제거기술을 확립하여 원자로계통

수소생산계통의 성능향상 수명 연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 비타당성 분석 평가

고온가스원자로 수소생산시스템에 한 핵심 구성기기,요소 등에 하여 구축한 데이터베

이스 자료는 추후 유사시스템에 한 설비비 수소생산단가 계산을 한 기 자료로 활

용할 수 있다.

고온가스원자로에 한 경험이 없는 국내 여건에서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에 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경제성 분석을 한 국제 기 에 맞는 경제성 분석 산모형을 구축하는 기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 실증 상용화 사업에 한 사업 비용 산출 수소생산 단가를 산

출하여 SI공정,HTSE공정 는 HyS공정 등과 결합한 원자력 수소생산시스템의 비용

경쟁력 평가를 한 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핵심연구 품질 공정 리

원자력수소 과제 간의 연구 공정을 원자력수소 과제 간에 연구 공정을 업무분류체계(WBS,

WorkBreakdownSystem)로 통합 리하고,유기 으로 세부과제간 공정과 연계한 핵심

연구 항목 안을 도출하며 연구 성과물 자료는 통합 문서 리시스템으로 공유함으

로써 과제간의 상호보완 조 체계를 구축하 다.

연구개발을 한 품질보증 용 사례가 무한 상황에서 선구 으로 연구개발 품질보증

체계를 구축하여 연구개발 품질보증의 모범 사례로 내외 으로 이용가치가 높으며,한원

(연)의 품질보증감사 뿐만아니라 NGNP개발사업에 참여하는 GA사의 공 자 평가감사에서

도 우수한 감사 평가를 받았다.추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품질보증의 기본 모델로 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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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으며 원자력수소 국제공동연구에서 국내연구성과물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한원(연)품질보증부에서 운 하는 ANSIM 시스템 MSProjectServer/Sharepoint

을 도입하여 품질보증과 공정을 동시에 리하는 체계를 2012년에 구축 정으로 각 세부

과제의 우수한 연구성과를 타과제와 상호 연계하여 시 지 효과를 낼 수 있다.

핵심연구 달성도평가 방법론 개발

원자력수소 생산용 고온가스로 수소생산공정 로세스의 핵심기술을 개발하는데

Gen-IV의 안 성,경제성,핵확산 항성 등 에서의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여 산업체가

주도하는 실증사업의 설계의 입력 자료로 활용되어 산학연 업무수행에 신로성을 증 시키

게 될것으로 사료된다.

KAERI에서는 미국의 TRLcalculator의 개념을 받아들여 기술수 평가에다 공정 과제

리 기능을 추가한 기버 통합시스템을 개발하 고 로젝트 수행이 진행될때마다 SRL,

IRL등의 다른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기본 구성을 완료하여 미국의 TRLcalculator보다

강력한 기능을 갖춘 모듈을 개발하 으며,이를 타원자노형에도 용이 가능할것으로 단

된다.

국제공동연구지원

원자력수소 련 취약한 국내 련 인 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핵심기술을 효율 으로 습득

하기 해서 국제 력을 극 으로 추진하 다.이 결과 고온가스로 련 많은 기술과

경험을 가진 미국 GA사 그리고 국 칭화 의 INET와 원자력수소를 한 공동연구센타를

설립하 다.그 결과 한미,한 원자력수소 련 기술교류를 보다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낳

았으며,두 공동연구센타는 향후 원자력분야 양자한 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경제성과 안 성이 뛰어난 제4세 원자로건설을 목표로한 미국의 NGNP 개발사업에

GeneralAtomics사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우리가 개발한 설계코드를 이용한 NGNP

비개념설계/개념설계연구/개념설계를 수행하 다.개념설계 결과로부터 설계코드의 성능 검

증을 하 고 DOE로부터 우수성을 인정 받았으며 GA사가 보유한 설계 정보와 기술을 습

득하 다.

과제간 연계 연구 리

국내 유 기 의 문성을 극 화 하기 하여 원자력 련 연구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수소생산부문은 각 기 의 문성을 반 하여 KIER,KIST,RIST 등 3개 기 에

서 수소생산연구는 역할분담으로 수행되고 있다. 한,기술 인 연계를 원활히 하기 해

KAERI연계과제 주 으로 정기 인 연계기술회의를 별도 추진하며 수행 하 다.

연구개발에 최 로 품질보증 랜을 수립하여 GIFQMSGuideline에 지침에 맞는 GEN-IV

원자력시스템 품질보증 계획서/ 차서 수립 운 하 다.특히 NGNP국제공동연구 련

공 자 평가 감사를 통해 원자력수소핵심기술개발 R&D 과제의 품질보증의 우수성을 간

으로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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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스템 품질보증 차서 서류 리,품질보증기록 리 부분을 강조한 웹을 기반으

로 하는 원자력수소 문서 리시스템을 개발,유지보수 운 하여 품질보증 련 업무의 효

율성을 극 화시키고 핵심기술개발 업무분류체계(WBS)수립 운 하여 각 세부과제간

연계사항 정보흐름체계를 구축하여 연구를 수행하 다.

본 과제에서는 수소생산 동특성코드(KAERI-DySCo)를 개발하여 KIER/KIST /RIST가

수행하고 있는 수소생산 공정 실증시험의 기 정지 운 조건을 제공하고,수소생산시스

템의 시뮬 이터로 활용하여 천이운 (TransientOperation)시에 비상운 차를 확보하므

로써 실험의 효율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 다.

그림4.2.1세부연구과제구성체계 정보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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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수소생산공정 성능평가기술 개발

화학공정의 과도 상들은 실험을 통하여 찰하기도 하고 이론 모델에 의한 컴퓨터 모사

를 통하여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자의 경우,공정의 많은 설계 운 변수에 한 모든 과

도응답을 비실험을 통하여 모두 악한다는 것이 비효율 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후자의 이론 모델개발에 의한 컴퓨터 모사를 통하여 변수별 과도응답과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 후 실험변수와 범 를 최 화 하고 이로부터 실험의 회수를 최소화 하

여 실험을 수행하며 그 결과를 이용하여 이론 모델의 계수를 조정하며 궁극 으로는 상으

로 하는 화학공정의 과도 상을 비교 정확히 측할 수 있는 컴퓨터 코드를 제시하는 것이

효율 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은 복잡한 화학공정 하나로서 이의 시험시설 건설

운 에 있어,동 시설의 효율 인 정상상태 운 유도를 한 Start-up Shut-down운

지침 비정상 운 상태 발생 시의 응 조치 방안을 강구함에 있어 이론 동특성 모사에 의

한 비해석은 많은 이 을 부여한다.더군다나 원자력수소 생산 시스템에서 황-요오드 열화

학 수소생산 시설의 비정상 조업에 따른 열유동 상이 원자력시설로 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안 책의 강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

에서의 외부 사건별 동특성 해석 평가는 매우 요한 업무이다.

이의 요성을 GIF국제공동연구에서도 인식하여 GIF/VHTR/HydrogenProductionProject

Plan의 Task1.1.2 Benchmark exercise:code-to-code comparison on a reference S/I

flowsheetaddressing static and dynamic simulation과 Task 4.1.5 System integration:

Evaluationmethodologyforthermaldisturbancecausedbyhydrogenproductionsystem에서

력의제로 다루고 있다.

지난 1단계(2007-2008)연구결과로서 얻어진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의 동특성을

해석 할 수 있는 컴퓨터 코드,KAERI-DySCo는 VHTR의 2차 헬륨 냉각계통과 연계되어 있

는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의 동특성을 해석할 수 있는 통합코드로서 2단계

(2009-2011)연구과정을 통하여 이의 보완과 검증을 하 으며,3단계 이후(2012-)부터는 검증

된 코드의 용단계로서 50NL·H2/h 가압운 SI시험시설 일럿 규모 황-요오드 열화

학 수소생산 시설의 Start-up Shut-down운 지침을 제공하고 궁극 으로는 원자력수소생

산 실증시험시설에서의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 비정상 조업에 따른 열유동 규명과 안

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 비타당성 분석 평가

국제 기 에 맞는 경제성 분석 데이터베이스 산모형의 구축함으로써 원자력수소 실

증 상용시스템에 한 비용 산출 타 수소생산시스템과의 비용 경쟁력 평가를 한 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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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륨계통정화기술개발

헬륨 내 존재하는 불순물(삼 수소,수분,미세입자 등)제거기술을 확립하여 원자로계통

수소생산계통의 성능향상 수명 연장을 한 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핵심연구 품질 공정 리

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에 용한 GEN-IV 원자력시스템 품질보증계획서 품질보증 차

서는 원자력 순수 연구개발에 용한 최 의 품질보증계획서 차서이다.추후 품질보증을

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품질향상,신뢰도 향상등과 같은 일반 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뿐만

아니라,다른 연구개발과제에도 타과제의 황에 맞도록 수정하여 용할 수 있는 품질보증의

모델로써 용이 가능하며 GEN-IV 국제 공동연구등에서 기술 력시 각 국가별 연구성과물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근거로 쓰일 수 있으며 한 발간된 품질보증계획서 차서를 향후

원자력수소생산 시스템 실증 건설에 따른 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원자력수소 문서 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연구개발 내용의 추 을 용이하게 하고,연구 담

당자가 바 더라도 연구 업무를 지속할 수 있으며,연구 업무간 연계성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

다.이를 확 하여 자연구노트 등을 체하여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공정 리를 통해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과제별 연계사항을 악 조정하고 차후 비즈니스

랜의 기본 틀을 만드는데 기 입력 자료로써 활용도가 높다.

핵심연구 달성도평가 방법론 개발

핵심기술의 GIF목표 달성도 평가방법론의 개발과 구 은 핵심기술 고도화 기술의 평가 도

구로 사용되며 ,원자력수소 생산용 고온가스로 수소생산공정의 핵심기술을 개발하는데

Gen-IV의 안 성,경제성,핵확산 항성 등 에서의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여 산업체가 주

도하는 실증사업의 설계의 입력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설계의 효율성과 신뢰성이 향상될 것이

다.

핵심기술 과제의 수행 시 각각의 연구 개발자가 기술수목도 생성과 기술수 지침서에 따

라 기술수 을 동시에 입력하는 데 활용되며,연구개발자가 각 과제의 연 성을 계층 으로 보

면서 작성 가능하여 기술 이 즉 시스템 핵심기술과제의 연 성을 확보하는 기술에 활용하

게 된다.

기술성숙도,공정 리,결과물 리 등이 통합되어 리되므로 기술 리 과제 리를 통

합 으로 리하는데 활용되어 과제 리 데이터베이스가 부가 으로 생성되며 기술 리 측면

에서의 자료의 추 을 가능하게 하는데 활용된다. 기술수 을 입력할때 TRL의 지침서가 주

어진 상태로 활용하는 기법을 다른 지침서를 리하는데 용하여 활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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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수소생산공정 성능평가기술 개발

미국

-고온 수증기 기분해 셀의 열화 상 규명 시험과 결과분석을 지속 으로 수행하고 있음.

-AdvancedSOECCell Stack개발에 노력을 집 하고 있음.

-Analytical& ModelingActivity의 일환으로 셀의 열화 상 해석을 한 수학 모델을 개

발하고 있음.

-그 동안의 연구 성과로는,Ceramatech사가 공 한 기분해 스택을 이용하여 2010년

창기의 8%/kh 수 의 치명 인 열화속도 수 에서 최근에는 INL의 Subcontract사인

VersaPowerSOFC스택 (IkW 28-cellstack)을 이용하여 1.4%/kh수 까지 향상시켰으

나 실용화 목표는 0.5%/kh임.

-FY2012년에 수행 정인 5bar가압 시험이 성공 으로 끝나면 기술달성도는 TRL5수

이 될 것임.

-향후 극복해야 할 사항으로 열화 상을 1,000시간당 0.5%까지 만족시켜야 하고 가압운 을

실증해야 하며 일럿규모 ( 산문제로 규모 미확정)의 실증시험이 요구됨.

캐나다

-캐나다의 원자력수소 생산을 한 심기술로는 지 까지 수행해오던 Cu-Cl사이클과 연

구개발 추진계획 단계에 있는 HTSE기술임.

- 기분해,건조,가수분해,옥시염화물 열분해 등의 4단계로 구성된 Cu-ClCycle에 한

컴포 트 별 연구가 지속 으로 추진 이며 기분해 연구는 AECL연구 이 수행 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Univ.ofOntarioInstituteofTechnology(UOIT)연구 이 수행 임.

-AECL의 Cu-Cl사이클 련 기분해 기술개발 진척사항으로는, 용 압 0.6~0.7V에서

0.5 A/cm
2
의 류 도를 구 할 수 있는 Catalyst-free graphite anode와 Pt-catalyst

dopedcathode의 개발을 들 수 있음.

-Cu-Cl사이클 기술개발은 일 이 미국의 ANL에서 0.005kg•H2/d수소생산 비이커 시험결

과를 기 로 하여 재는 AECL과 UOIT가 각 컴포 트의 성능시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

른 한편으로는 5kg•H2/d규모의 IntegrationTest용 시설 개념설계를 추진 이고 향후

계획상으로는 500kg•H2/d규모의 일럿시험과 50t•H2/d규모의 SmallPre-commercial

Plant실증 후 1,000t•H2/d규모의 LargeCommercialPlant운 계획이 설정되어 있음.

일본

-일본의 SI공정 기술개발은 ProcessEngineering연구단계에 있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50NL·H2/h규모의 분젠반응 단 공정,황산 농축/분해 단 공정,

요드산 농축/분해 단 공정에 한 KeyComponents시험과 IntegrationTest에 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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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상기 공정의 설계 최 온도 950
o
C,압력 0.95MPa이나 실제 운 은 5기압에서 진행될 것임.

- 모든 장치 배 은 Industrialmaterial인 Metal,Ceramic,Polymer로 건조될 것이고

Lining기술을 많이 활용할 것임.

-본 시설의 운 목표 하나인 재료 건 성 확인을 하여 정상상태 유지 운 시간을

1,000시간으로 설정하고 있음.

-열을 필요로 하는 장치들에서의 가열방법은 기가열방식을 본 시험시설에서는 채택하고

있으나,실용 인 면에서는 고온 헬륨에 의한 가열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제어 에서 어

렵기는 하지만 보다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음.

- 재 분젠반응기를 제작/설치 했으며 반응기 형태는 TubularReactor이며 유체의 흐름은

SO2기체와 HIx용액이 병류흐름을 유지토록 하 음.

-분젠반응 단 공정은 분젠반응기,냉각기,HoldingTank,상분리기,용액이송용 2 의 펌

로 구성되어 있는데,분젠반응기의 구조재료는 Teflon-liningSteel이며,냉각기의 재료는

Glass-liningSteel로서 설계운 조건은 150oC/5기압임.

-Section3요드산 농축/분해 단 공정은 2012년에 설계,2013년에 설치될 것임.

국

- 국의 원자력수소생산 기술개발은 HTR-PM의 Sub-project로 수행.

- 국에서 재 추진 인 원자력수소생산 기술개발은 SI공정과 HTSE공정임.

-2009년에 10NL·H2/h 의 SI공정 기압 통합운 시험을 성공 으로 마친 바 있고, 재

는 100NL·H2/h규모의 가압운 을 2014년까지 실증하기 하여 분젠반응 단 공정,황산

농축/분해 단 공정,요드산 농축/분해 단 공정에 한 KeyComponents시험을 비

에 있음.

-모든 장치 배 은 Industrialmaterial인 Teflon-liningTa/W AlloyTube& Pipe,SiC

로 건조될 것이고 운 압력은 5기압임.

-EED스택은 종래 5x5cm2 해질 멤 인으로 제작되었으나 지 은 16x25cm2규모로 증

되었음.

-황산상의 정제장치로는 WetWallColumn을 채택하 으며,요드산상 정제장치로는 충 탑

을 채택하 음..

-HI분해 매로 Pt/AC 는 Pt-Ir/AC를 채택할 것이며 재 매수명 시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황산분해 매로는 Pt/SiC를 채택하여 수명 시험을 하고 있음.

-HIx용액의 도가 설계에 요구됨으로 이에 한 엔지니어링 식을 얻기 해 도측정을

하고 있음.

-HI H2SO4분해반응에 한 반응속도 측정을 부반응과 역반응의 억제를 한 조건을 발

견하기 하여 수행하고 있음.

-HTSE 련 연구는 재 5-CellStack을 이용하여 수소생산 시험을 하고 있으며 2015년까

지 5Nm
3
/h실증을 하여 30-CellStack을 제작/시험할 것임.운 시간은 40시간 목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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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시간 이상으로 목표 상향.

-HTSE연구는 재 국정부로부터 2년반 계약기간으로 600,000US$를 지원받아 MIT와

캠 리지 학에 탁연구를 주어 공동수행 임.

핵심연구 달성도평가 방법론 개발

미국 :기술성숙도(TRL:TechnologyReadinessLevel)의 핵심기술 용

-미국의 우주개발분야에 한 상업 목 의 민간참여 확 정책에 따라 미국 항공우주국

(NASA:National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은 기술성숙 차(technology

maturationprocess)에 한 연구를 통해 9단계의 평가기 을 제안하 다.NASA는 새로운

기술의 비행 로그램 용에 따른 성숙도간격(readinesschasm)에 해 고 험,고비용의

사업에 한정하여 용하 으나,새로운 개념의 기술을 용하는 신기술(ART:Advanced

Research& Technology) 반에 기술성숙도 매트릭스의 용을 통해서 채택 가능한 험

수 에서 연구개발 사업에 한 실 인 발 이 가능할 것으로 단하 다.에 지분야에

서 같은 문제를 겪고 있던 DOE는 이러한 과제수행의 문제 을 개선하기 해 로젝트

리의 선행연구를 NGNP에 기술수 정의 (TRL:TechnologyReadinessLevel)를 용하기

시작하여 국내에서도 이를 채택하여 용하기 시작하 다.

미국 :기술 TRLcalculator

- 기술성숙도의 국방 분야로의 확 용에 따라 미국 공군연구소(AFRL:Airforce

Research Laboratory)의 William L.Nolte(2002)는 TRL calculator를 개발하 다.TRL

calculator는 하드웨어,소 트웨어 제조 성숙도 측정을 한 도구로 컬러 코드를 통한

기술 험 리를 지원하는 모듈로 개발하 다.

-KAERI에서는 미국의 TRLcalculator의 개념을 받아들여 기술수 평가에다 공정 과제

리 기능을 추가한 기버 통합시스템을 개발하 고 로젝트 수행이 진행될때마다

SRL,IRL등의 다른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기본 구성을 완료하여 미국의 TRL

calculator보다 강력한 기능을 갖춘 모듈을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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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생산시스템 성능 경제성분석

1.수소생산공정 열효율 평가

가.황-요오드(SI)열화학 수소생산 공정

(1)서론

에 지원으로 고온 가스로(VHTR)의 냉각재인 He가스의 약 950℃ 이상의 고온 열을

이용하여 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열화학 수소제조 황-요오드(SI)공정은 1970년

반 미국 제 럴아토믹사(GA)연구진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1982년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3종 화학반응들로 구성된다.[부록.1.1.1]

2H2O+I2+SO2=2HI+H2SO4 (BunsenReaction,약 100℃,발열반응)(부록.1.1.1)

2HI=H2+I2 (200~500℃,흡열반응) (부록.1.1.2)

H2SO4=H2O+SO2+0.5O2 (약 850℃,흡열반응) (부록.1.1.3)

분젠반응이라 불리는 식(부록.1.1.1)은 발열반응이며 식(부록.1.1.3)의 황산분해 반응은

400~500℃에서 H2O와 SO3으로 1차분해 된 후,분해된 SO3가 약 800℃ 이상에서 고체 매반

응에 의해 SO2와 O2로 2차분해 된다.식(부록.1.1.2)의 요오드화수소(HI)분해 반응은 기체상태

에서의 고체 매반응 혹은 액체상태에서의 균질 매반응으로 진행된다.

3종의 화학반응들로 구성된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을 화학반응 참여 물질들의 흐름

을 기 으로 도식 표 을 하면 그림 부록.1.1.1과 같다.[부록.1.1.2]

그림 부록.1.1.1.화학반응식을 기 으로 한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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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일본의 JAEA(구 JAERI)와 독일의 아헨공 에서도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에

한 연구를 수행하 으며 상호간의 연구 차이 은 그림 1의 Section3에 포함된 HIx용액의

농축과정에서 볼 수 있다.미국의 GA사는 인산을 이용한 추출증류(extractivedistillation)방법

을 제안한 바 있고[부록.1.1.1],독일 아헨공과 학은 고압 반응증류(reactivedistillation)방법을

제안하 으며[부록.1.1.3]일본의 JAEA와 한국의 에 지기술연구원은 기투석법에 의한 1차

농축 후 증류법에 의한 2차 농축법을 제안하고 있다.[부록.1.1.4,부록.1.1.5]

2003년 GA사는 아헨공과 학이 제안한 고압 반응증류법을 Section3의 HIx 용액농축과 HI

의 매분해 단계에 용시킨 새로운 공정도를 발표한 바 있는데 그림 부록.1.1.2,부록.1.1.3,

부록.1.1.4와 같다.[부록.1.1.6]

GA사의 분젠반응은 HIx용액 에 포함된 요오드와 황산분해 공정으로부터 공 된 SO2

동시에 유입되는 물에 의해 요오드산과 황산이 생성된다.이 반응에서는 요오드를 하게 과

잉으로 투입함으로써 반응식 (부록.1.1.1)의 정방향 진행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황산상과 요오

드산상이 상호 분리될 수 있도록 비혼화성(Immiscibility)을 유발한다.이 반응은 약간의 발열

반응으로 반응온도는 120℃이하이다.분젠반응기에서 배출된 용액은 상분리기에서 HI/I2/H2O가

주 구성성분인 질상(Heavyphase)과 H2SO4/H2O가 주 구성성분인 경질상(Lightphas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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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2로 주입된다.한편 질상은 Section2의 황산분해 반응기에서 생성된 산소기체를 이

용하여 기-액 시킴으로써 질상 내부에 잔존하는 이산화황을 기화시키고 이로 인해 발생

되는 화학평형의 교란이 용액 내 잔존하는 황산의 분해반응을 도모함으로써 HIx용액 내 황산

농도를 최소화하는 단계를 거친 후 Section3로 주입되며 본 유체의 HI:I2:H2O 몰농도비는 약

1:4:5를 유지토록 설계되어 있다.

그림 부록.1.1.2.GA사의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Section1분젠반응 단 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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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1.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57wt%의 황산용액이 소량의 SO2를 포함한 형태로

Section 2의 황산용액 농축장치로 공 된다.본 단 공정 내부에는 열 회수용 열교환기

(Recuperator)를 많이 설치하여 열이용 효율을 극 화시켰으며 4단계의 래시 드럼과 3단계의

감압 래시 증발기 그리고 최종 으로 감압 다단 증류탑을 거치면서 황산의 농도를 98wt%까

지 농축시키고 약 7.6kg/cm
2
G로 승압되어 황산증발기에서 기화되며,일부 기화된 황산 기체가

SO3와 물로 분해되고,SO3분해기에 의해 최종 으로 SO2,산소로 재 분해되도록 공정이 구성

되어 있다.

그림 부록.1.1.4는 1982년 GA발표에서 소개한 바 있는 인산을 추출용매로 사용한 HIx용액 농

축기술을 배제하고 독일에서 제안한 고압 반응증류기술을 채택한 HIx용액 농축/분해 공정을

Section3단 공정으로 재구성한 GA사의 설계도면이다.그림 부록.1.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Section3단 공정은 3개의 열회수용 열교환기와 하나의 고압 반응증류탑,수소기체 세정탑,

그리고 HI/I2/H2O 상분리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로부터 물의 공 은 Section3의 수소세정

탑의 세정액으로 주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림 부록.1.1.3.GA사의 SI공정-Section2황산용액 농축/분해 단 공정도.

그림 부록.1.1.4.GA사의 SI공정-Section3HIx용액 농축/분해 단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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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GA사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 흐름도를 모체로 본 연구에서는 재 한국에

서 채택코자 하는 기투석장치와 HI멤 인 분해반응기를 Section3의 표장치로 하는

EED-SI공정에 한 수소생산 열효율 평가를 시행함에 있어,황산용액 농축장치와 HI용액 농

축장치 그리고 HI열분해장치의 특성을 컴퓨터 모사를 통하여 비 조사하고 이 결과를 바탕

으로 GA사가 발표한 Section2 3의 단 공정 흐름도를 일부 변형,제안하고 있다.

(2)HI용액 농축을 한 기투석(EED)

분젠반응을 거친 후,상 분리된 HIx용액내 HI몰분율은 약 0.1의 값으로 HIx용액 증발농

축기의 운 압력을 GA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22기압과 그 때의 요오드 몰분율을 0.39라 가정했

을 때,공비 에 해당하는 값으로 HIx용액의 원활한 농축을 해서는 공비 을 극복할 수 있는

선행 조치가 필요하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2003년에 황[부록.1.1.7]등은 기투석

방법을 제안한 바 있다.황 등이 제시한 기투석에 의한 요오드산용액 농축원리를 살펴보면,

수소이온을 선택 으로 투과시킬 수 있는 고분자 멤 인을 격막으로 하여 산화반응실(anode

chamber)과 환원반응실(cathodechamber)이 있다.이때 외부에서 정 압을 두 극에 걸어

주면 산화반응실의 수소이온이 환원반응실로 멤 인을 통하여 이동하고 두 극에서는 요오

드의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는데 산화반응실에서는 요오드 음이온이 산화되어 수소이온 결

핍에 따른 양/음 이온간 이온수를 맞추게 되고 환원반응실에서는 과잉의 수소이온으로 인한

음이온의 부족수를 요오드의 환원반응으로 환원반응실내의 양/음 이온수를 맞추게 함으로써

환원반응실에서는 궁극 으로 용액내 HI의 농도가 증가하고 이와는 반 로 산화반응실에서는

용액내 HI의 농도가 감소하는 결과를 래한다.

2005년 M.Nomura등에 의해 보고된 HI용액 농축용 기투석 장치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부록.1.1.8]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 체 열효율에 한 HI용액의 기투석

농축효과를 조사한 결과에서 12.5mol‧HI/kg‧H2O까지는 기투석에 의해 HI용액을 농축시키

면 체 열효율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다가 그 이상의 농도 역까지 지속 으로 기투

석을 용하면 체 효율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면서 이 농도까지는 기

투석을 이용하여 농축하고 그 이상의 농축은 증발농축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권장하

고 있다.이들의 결과와 그림 부록.1.1.5의 실험장치도에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 환원반

응실과 산화반응실사이의 HI농도 차를 유념할 필요성이 있으며 분젠반응에서 배출되는 HI용액

의 농도가 약 10.5mol‧HI/kg‧H2O임을 감안할 때 4mol이상의 HI농도차가 두 실에서 발생하

면 수소생산 공정 체 열효율에 나쁜 향을 것이라는 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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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1.1.5.HI용액 기투석 농축실험 장치도.

한 압 비 류 도 찰에서 용액내의 요오드농도 향을 [I2]/[HI]몰농비 0.5에서 1.5사

이에서 조사한 결과, 류 도에 미치는 향이 거의 없음을 발표하고 있다.

(3)HI용액 다단증류장치 특성

기투석을 거친 농축된 HI용액을 추가 농축시키고 HI분해 반응기로 주입시키기 한

HI/수증기 혼합 기체를 얻기 하여 HI용액 다단증류장치를 고려할 수 있다.

HI-H2O-I23성분계로 구성된 HI용액을 증발 농축시킬 때 우선 상 휘발도를 조사함으로써

다단증류장치에서의 정류부(rectifyingsection)에서의 농축물질과 탑 제품(bottom product)에

서의 농축물질을 측할 수 있고 다단증류탑의 효과를 미리 짐작할 수 있다.일반 으로 상

휘발도는 구성물질들의 증기압 곡선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간 측할 수 있는데 그림 부

록.1.1.6의 3성분간 증기압을 기 로 할 때,정류부에서는 HI가 농축될 것이고 탈거부(stripping

section)에서는 요오드가 농축될 것으로 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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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1.1.6.AspenPlus11.1내장 DIPPRCorrelation에 의한 물,요오드산,요오드의

증기압 곡선

HI용액 다단 증류탑의 특성을 조사하기 하여 기투석장치에서 배출되는 12.5mol‧HI/kg‧

H2O까지 선 농축된 용액을 주입용액으로 하는 다단증류탑에서의 탑상부제품과 탑 제품,그리

고 재비기와 응축기에서의 열공 량과 냉각량의 상호 계를 Matlab과 Fortran 로그램을 이

용하여 정상상태에서 산모사 하 다.본 로그램에서 HI-H2O-I2 3성분계의 기-액 상평형

DB가 요구되는데 본 연구 에서 비한 바 있는 CalculationNoteNo.NHDD-KA06-HP-004

를 이용하 다.[부록.1.1.9]

(가)미반응물의 증류탑내 순환형 시스템

그림 부록.1.1.7과 같이 미반응물의 증류탑내 순환형 시스템에 한 특성을 조사하 다.

그림 부록.1.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단증류탑 상부의 HI/수증기 혼합기체를 HI분해 반응온

도까지 가열시킨 후 HI분해 매가 코 는 충 된 멤 인 반응기로 주입하여 HI를 분해

시키고 멤 인을 이용하여 수소를 선택 으로 분리하며 나머지 혼합기체는 응축시킨 후 다

단증류탑으로 순환시키는 모델에 한 운 특성을 산모사 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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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1.1.7.미반응물의 증류탑내 순환형 HI용액 농축/분해 시스템.

산모사 입력조건으로 증류탑의 압력은 22기압,주입용액의 온도와 유량은 535 K와

127.3253 kmol/h(HI:I2 :H2O 몰 조성비=0.116 :0.368 :0.516),재비기의 가열속도는

1.475x10
6
kcal/h로 하 으며 HI분해반응기인 멤 인 반응기에서의 HI분해율을 3%에서부터

진 으로 증가시켜 분해율의 증가로 인한 응축 순환수 농도가 공비 을 유발시키거나 아니

면 공비 보다 낮은 HI농도를 형성하여 비정상 운 이 발견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분해

율을 20% 용한 시 부터 공비 의 문제가 두되어 본 시스템의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

산공정 용이 불가함을 발견하 다.

(나)미반응물의 증류탑내 비순환형 시스템

미반응물의 증류탑내 순환 시스템의 문제 을 해소하기 하여 HI용액 다단증발농축 시스

템을 그림 부록.1.1.8과같이 그 기능을 HI용액을 농축하고 HI/수증기 혼합기체만을 생성시키는

모델로 국한하여 특성을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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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1.1.8.미반응물의 증류탑내

비순환형 HI용액 농축시스템.

산모사 입력조건으로 증류탑의 압력은 22기압,주입용액의 온도와 유량은 535 K와

127.3253kmol/h(HI:I2:H2O 몰 조성비=0.116:0.368:0.516),재비기의 가열속도 최 화를

하여 1.3x10
6
kcal/h로부터 진 으로 축소시켜 수렴이 가능한 범 까지 조사를 하 다.본

시스템에서 채택하고 있는 탑상부의 응축기는 부분 응축기를 채택하 으며 부분 응축기의 냉

각부하는 후속으로 연결되는 HI분해용 멤 인 반응기의 HI분해능이 최 60%까지 가능함을

제시한 일본의 Nomura발표자료를 고려하여 수소 1kmol/h가 얻어지는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

응축기가 자동 설정되도록 산모사 하 다.

표 부록.1.1.1은 재비기에서의 가열속도를 달리하면서 HI용액 다단증발기의 정상상태 거동을

살펴본 결과이다.본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비기의 가열속도를 증가시키면 탑상부의 응축

기에서의 냉각부하가 증가되어 열손실의 염려가 있고 가열속도를 낮추어 가면 응축기에서 배

출되는 혼합기체성분 요오드의 비 이 증가하여 후속 공정인 HI분해 장치의 성능에 나쁜

향을 수 있다.달리 말하면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의 열효율 에서는 재비기

의 가열속도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 경우 후속공정인 HI분해 공정에서 요오드의 증

가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여유가 갖추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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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1.1.1.재비기의 가열속도에 따른 HI용액 다단증발기 거동

QH=1.3E6Kcal/hr일 때

======================================================================================================================

No. Liquidcomposition,% Vaporcomposition,% Temp. L V

H2O HI I2 H2O HI I2
oC kmol/hr kmol/hr

======================================================================================================================

1 85.3021 14.6945 0.0035 70.8395 29.1597 0.0008 243.48 187.39 11.43

2 86.2500 13.7374 0.0125 84.4705 15.5261 0.0033 246.69 187.48 198.82

3 86.2889 13.6668 0.0443 85.3644 14.6237 0.0119 246.75 187.34 198.91

4 86.1903 13.6535 0.1562 85.4004 14.5578 0.0418 246.80 187.25 198.77

5 85.8303 13.6234 0.5463 85.3071 14.5456 0.1472 246.95 186.96 198.68

6 84.6065 13.5183 1.8753 84.9665 14.5186 0.5149 247.46 186.00 198.39

7 80.6799 13.1635 6.1566 83.8094 14.4239 1.7667 249.16 182.98 197.43

8 68.5108 12.0462 19.4430 80.1013 14.1041 5.7946 254.46 308.13 194.41

9 65.5371 11.7055 22.7574 79.8501 13.3594 6.7906 255.79 304.04 192.23

10 49.7023 9.8680 40.4297 75.2912 12.8374 11.8714 263.08 115.89 188.14

======================================================================================================================

D B V2 Reflux Boilup RR

11.43 115.89 198.82 187.39 188.14 16.3926

=====================================================================

ReboilerDuty=1.30000e+003 CondenserDuty=-1.23925e+003

QH=1.0E6Kcal/hr일 때

======================================================================================================================

No. Liquidcomposition,% Vaporcomposition,% Temp. L V

H2O HI I2 H2O HI I2
oC kmol/hr kmol/hr

======================================================================================================================

1 85.3056 14.6899 0.0044 70.8947 29.1042 0.0011 243.50 141.99 11.45

2 86.2294 13.7549 0.0158 84.2300 15.7658 0.0042 246.68 142.08 153.45

3 86.2579 13.6872 0.0549 85.0854 14.8999 0.0147 246.75 141.98 153.53

4 86.1374 13.6724 0.1903 85.1111 14.8380 0.0509 246.80 141.90 153.43

5 85.7102 13.6363 0.6534 84.9989 14.8249 0.1761 246.98 141.64 153.35

6 84.2911 13.5126 2.1963 84.6019 14.7935 0.6046 247.58 140.79 153.09

7 79.8490 13.1088 7.0421 83.2833 14.6855 2.0312 249.50 138.20 152.25

8 66.2747 11.8482 21.8771 79.1638 14.3329 6.5033 255.41 263.57 149.66

9 63.8864 11.5436 24.5699 79.2836 13.4002 7.3162 256.51 260.67 147.70

10 49.6929 9.8698 40.4373 75.2447 12.8831 11.8722 263.09 115.87 144.80

======================================================================================================================

D B V2 Reflux Boilup RR

11.45 115.87 153.45 141.99 144.80 12.3980

=====================================================================

ReboilerDuty=1.00000e+003 CondenserDuty=-9.39079e+002

QH=0.7E6Kcal/hr일 때

======================================================================================================================

No. Liquidcomposition,% Vaporcomposition,% Temp. L V

H2O HI I2 H2O HI I2
oC kmol/hr kmol/hr

======================================================================================================================

1 85.3107 14.6829 0.0064 70.9796 29.0189 0.0016 243.54 96.59 11.49

2 86.1912 13.7865 0.0223 83.7875 16.2066 0.0059 246.64 96.66 108.07

3 86.2009 13.7236 0.0755 84.5755 15.4044 0.0201 246.72 96.60 108.15

4 86.0409 13.7060 0.2531 84.5832 15.3492 0.0676 246.80 96.52 108.08

5 85.5009 13.6595 0.8397 84.4392 15.3345 0.2263 247.02 96.30 108.01

6 83.7782 13.5060 2.7157 83.9534 15.2963 0.7504 247.75 95.60 107.79

7 78.6071 13.0335 8.3595 82.4054 15.1700 2.4246 250.00 93.55 107.09

8 63.2450 11.5753 25.1796 77.7729 14.7816 7.4455 256.69 219.07 105.04

9 61.5801 11.3112 27.1087 78.4690 13.4859 8.0450 257.52 217.27 103.23

10 49.6783 9.8727 40.4490 75.1727 12.9539 11.8734 263.09 115.84 101.43

======================================================================================================================

D B V2 Reflux Boilup RR

11.49 115.84 108.07 96.59 101.43 8.4085

=====================================================================

ReboilerDuty=7.00001e+002 CondenserDuty=-6.38818e+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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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0.3E6Kcal/hr일 때

======================================================================================================================

No. Liquidcomposition,% Vaporcomposition,% Temp. L V

H2O HI I2 H2O HI I2
o
C kmol/hr kmol/hr

======================================================================================================================

1 85.3185 14.6575 0.0240 71.2663 28.7279 0.0058 243.65 35.96 11.60

2 86.0111 13.9143 0.0746 81.8905 18.0900 0.0195 246.43 36.00 47.56

3 85.9170 13.8636 0.2193 82.4174 17.5248 0.0578 246.57 35.98 47.61

4 85.5422 13.8274 0.6305 82.3442 17.4886 0.1673 246.73 35.92 47.58

5 84.4969 13.7307 1.7724 82.0563 17.4657 0.4779 247.17 35.75 47.52

6 81.7257 13.4722 4.8021 81.2552 17.4053 1.3396 248.36 35.33 47.36

7 74.7374 12.8339 12.4286 79.1401 17.2434 3.6165 251.40 34.31 46.94

8 57.0122 11.0243 31.9634 73.8602 16.8509 9.2890 259.22 159.86 45.91

9 56.5463 10.7901 32.6636 76.3715 14.0175 9.6110 259.76 159.29 44.14

10 49.6281 9.8826 40.4892 74.9224 13.2005 11.8771 263.11 115.72 43.57

======================================================================================================================

D B V2 Reflux Boilup RR

11.60 115.72 47.56 35.96 43.57 3.0993

=====================================================================

ReboilerDuty=3.00000e+002 CondenserDuty=-2.37924e+002

QH=0.11E6Kcal/hr일 때

======================================================================================================================

No. Liquidcomposition,% Vaporcomposition,% Temp. L V

H2O HI I2 H2O HI I2
o
C kmol/hr kmol/hr

======================================================================================================================

1 82.5376 14.2134 3.2490 71.7531 27.4239 0.8230 245.30 6.49 12.15

2 80.1570 13.6843 6.1586 75.5073 22.8251 1.6676 247.81 6.43 18.65

3 76.9656 13.3814 9.6530 74.6599 22.6715 2.6686 249.21 6.34 18.58

4 73.2116 13.0335 13.7549 73.5402 22.6095 3.8503 250.82 6.24 18.50

5 68.8686 12.6174 18.5140 72.2479 22.5413 5.2108 252.69 6.13 18.40

6 63.9025 12.1093 23.9882 70.7863 22.4612 6.7526 254.86 6.00 18.28

7 58.3306 11.4874 30.1820 69.1593 22.3642 8.4765 257.36 5.85 18.15

8 52.3036 10.7448 36.9516 67.3916 22.2456 10.3628 260.19 131.19 18.01

9 52.4605 10.4580 37.0815 72.6474 16.6009 10.7517 261.40 131.23 16.02

10 49.4731 9.9300 40.5969 73.8851 14.2450 11.8699 263.13 115.17 16.06

======================================================================================================================

D B V2 Reflux Boilup RR

12.15 115.17 18.65 6.49 16.06 0.5340

=====================================================================

ReboilerDuty=1.10000e+002 CondenserDuty=-4.35530e+001

QH=0.087E6Kcal/hr일 때

======================================================================================================================

No. Liquidcomposition,% Vaporcomposition,% Temp. L V

H2O HI I2 H2O HI I2
o
C kmol/hr kmol/hr

======================================================================================================================

1 61.9917 12.0627 25.9456 67.3680 25.5167 7.1153 254.70 1.63 13.06

2 55.5301 11.2369 33.2330 66.7716 24.0243 9.2041 258.11 1.58 14.69

3 53.1701 10.9406 35.8894 66.0879 23.9725 9.9396 259.23 1.57 14.65

4 52.3501 10.8352 36.8146 65.8472 23.9554 10.1974 259.64 1.56 14.63

5 52.0697 10.7990 37.1313 65.7647 23.9493 10.2860 259.77 1.56 14.62

6 51.9722 10.7860 37.2418 65.7366 23.9472 10.3163 259.82 1.56 14.62

7 51.9504 10.7852 37.2644 65.7271 23.9467 10.3261 259.85 1.56 14.62

8 51.9352 10.7818 37.2830 65.7246 23.9464 10.3290 259.84 126.80 14.62

9 52.1639 10.4912 37.3449 71.4155 17.8244 10.7601 261.33 126.97 12.54

10 49.7973 10.0089 40.1938 73.4438 14.8271 11.7290 262.92 114.26 12.71

======================================================================================================================

D B V2 Reflux Boilup RR

13.06 114.26 14.69 1.63 12.71 0.1248

=====================================================================

ReboilerDuty=8.70000e+001 CondenserDuty=-1.19595e+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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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으로는 HI분해 멤 인의 운 여유도가 혼합기체내 수증기의 함량에 아주 경

직성을 요구하는 경우를 비하여 고순도의 HI혼합기체(95mol% 이상의 HI함량)가 다단증발

기 운 에서 얻어질 수 있을 것인가를 조사하 다.

표 부록.1.1.2.고순도의 HI혼합기체를 얻기 한 HI용액 다단증발기 거동조사

Feed:[H2O:HI:I2=0.516:0.116:0.368],ReboilerDuty=1.47500e+06kcal/h,CondenserDuty=-1.35816e+06kcal/h

=============================================================================================================

No. Liquidcomposition,% Vaporcomposition,% Temp. L V

H2O HI I2 H2O HI I2 (
o
C) (kmol/hr) (kmol/hr)

=============================================================================================================

1 85.7493 14.2464 0.0043 77.0449 22.9540 0.0011 245.41 205.75 20.00

2 86.2858 13.6991 0.0151 84.9781 15.0179 0.0040 246.72 205.41 225.75

3 86.2901 13.6583 0.0516 85.4659 14.5203 0.0138 246.76 205.31 225.41

4 86.1779 13.6463 0.1758 85.4695 14.4834 0.0471 246.81 205.21 225.31

5 85.7917 13.6142 0.5940 85.3668 14.4729 0.1603 246.97 204.87 225.21

6 84.5261 13.5055 1.9684 85.0138 14.4449 0.5413 247.50 203.78 224.87

7 80.6081 13.1515 6.2404 83.8575 14.3499 1.7926 249.20 200.48 223.78

8 68.8914 12.0773 19.0313 80.2849 14.0407 5.6744 254.30 325.33 220.48

9 65.1723 11.6691 23.1587 79.7383 13.3539 6.9077 255.95 319.98 218.01

10 46.8584 9.4842 43.6575 74.4152 12.7718 12.8130 264.53 107.33 212.65

==============================================================================================================

Feed:[H2O:HI:I2=0.5110.1260.363],ReboilerDuty=1.47500e+06kcal/h,CondenserDuty=-1.36788e+06kcal/h

==============================================================================================================

No. Liquidcomposition,% Vaporcomposition,% Temp. L V

H2O HI I2 H2O HI I2 (
o
C) (kmol/hr) (kmol/hr)

==============================================================================================================

1 85.3192 14.6767 0.0041 71.0634 28.9356 0.0010 243.56 206.84 20.00

2 86.2182 13.7673 0.0145 84.0623 15.9339 0.0038 246.66 206.96 226.84

3 86.2471 13.7030 0.0499 84.8828 15.1039 0.0133 246.73 206.83 226.96

4 86.1398 13.6896 0.1706 84.9083 15.0461 0.0456 246.78 206.72 226.83

5 85.7636 13.6577 0.5787 84.8099 15.0345 0.1556 246.94 206.39 226.72

6 84.5248 13.5496 1.9255 84.4650 15.0073 0.5277 247.46 205.31 226.39

7 80.6695 13.1992 6.1313 83.3299 14.9154 1.7547 249.13 202.03 225.31

8 69.0960 12.1380 18.7660 79.8042 14.6167 5.5791 254.16 325.50 222.03

9 65.4594 11.7014 22.8391 79.7788 13.4082 6.8129 255.82 320.13 218.17

10 47.3798 9.5559 43.0643 74.5777 12.7835 12.6388 264.26 107.33 212.80

==============================================================================================================

Feed:[H2O:HI:I2=0.516:0.116:0.368],ReboilerDuty=1.57500e+06kcal/h,CondenserDuty=-1.54603e+06kcal/h

==============================================================================================================

No. Liquidcomposition,% Vaporcomposition,% Temp. L V

H2O HI I2 H2O HI I2 (oC) (kmol/hr) (kmol/hr)

==============================================================================================================

1 83.0434 16.9541 0.0025 49.9993 50.0000 0.0007 233.00 231.44 8.11

2 86.0722 13.9185 0.0093 81.9253 18.0723 0.0024 246.41 234.07 239.55

3 86.2603 13.7059 0.0338 84.8649 15.1261 0.0090 246.73 233.74 242.18

4 86.1937 13.6838 0.1225 85.0450 14.9223 0.0327 246.77 233.63 241.85

5 85.9009 13.6583 0.4408 84.9800 14.9016 0.1184 246.89 233.33 241.73

6 84.8696 13.5694 1.5610 84.6956 14.8783 0.4260 247.33 232.32 241.44

7 81.4375 13.2593 5.3032 83.6940 14.7976 1.5084 248.80 229.01 240.42

8 70.5174 12.2625 17.2201 80.3628 14.5152 5.1220 253.56 352.57 237.11

9 67.3335 11.8819 20.7846 80.3996 13.3892 6.2112 255.00 347.50 233.35

10 51.1748 10.0573 38.7679 75.7722 12.8348 11.3929 262.36 119.22 228.28

==============================================================================================================

Feed:[H2O:HI:I2=0.516:0.116:0.368],ReboilerDuty=1.57500e+06kcal/h,CondenserDuty=-1.57695e+06kcal/h

==============================================================================================================

No. Liquidcomposition,% Vaporcomposition,% Temp. L V

H2O HI I2 H2O HI I2 (
o
C) (kmol/hr) (kmol/hr)

==============================================================================================================

1 77.5568 22.4412 0.0020 4.9964 95.0000 0.0036 162.71 206.70 3.58

2 85.6970 14.2950 0.0080 76.3218 23.6762 0.0020 245.22 238.58 210.28

3 86.2368 13.7332 0.0300 84.5043 15.4878 0.0080 246.70 238.28 242.16

4 86.2035 13.6857 0.1108 85.0346 14.9358 0.0296 246.77 238.12 241.86

5 85.9332 13.6600 0.4068 85.0010 14.8898 0.1092 246.88 237.84 2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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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84.9539 13.5757 1.4704 84.7333 14.8658 0.4008 247.29 236.85 241.41

7 81.6232 13.2751 5.1017 83.7637 14.7877 1.4486 248.72 233.58 240.43

8 70.8162 12.2894 16.8943 80.4668 14.5085 5.0247 253.43 357.20 237.15

9 67.8269 11.9288 20.2443 80.5602 13.3880 6.0518 254.79 352.38 233.46

10 52.4334 10.2168 37.3498 76.1585 12.8554 10.9860 261.75 123.75 228.63

===============================================================================================================

표부록.1.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입용액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것도 탑상부에서 얻어지는

혼합기체 HI의 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으나 이 경우 공정인 기투석

장치에서의 기에 지 소모를 가 시켜 체 인 SI공정 열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재비기의 가열속도를 증가시키는 신 응축기에서의 응축부하를 크게 하는 방법으

로 보다 쉽게 고순도의 HI혼합기체를 얻을 수도 있겠으나 이 경우에는 응축기에서의 열 회수

와 재이용 문제가 건이라 할 수 있겠다.

(4)멤 인 HI분해반응기 특성

멤 인 HI분해반응기는 HI를 분해시키기 한 매 층과 분해반응으로부터 생성된 수소를

분리해내는 멤 인 막분리기 2개로 구성되어 있다. 매 층과 멤 인은 다층구조의 일체형

일수도 있고 분리되어 있을 수도 있겠으나 반응기 해석 에서는 동일한 모델을 그림 부

록.1.1.9와같이 계단식으로 반응기를 체결한 직렬모듈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림 부록.1.1.9.멤 인 HI분해반응기 직렬모듈.

요오드화수소 분해반응에 한 열역학 특성값과 평형값을 계산하면 그림 부록.1.1.10 부

록.1.1.11과 같으며 나타난 양의 표 반응 깁스에 지 값으로부터 분해반응이 어렵게 진행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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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측이 되고 있으나 다행스러운 것은 반응온도의 증가에 따라 분해반응 평형값이 미약

하나마 증가하고 있다는 상이다.

그림 부록.1.1.10.2HI=H2+I2분해반응의 엔탈피

깁스에 지.

그림 부록.1.1.11.2HI=H2+I2분해반응 평형값.

그림 부록.1.1.9의 모델 식을 바탕으로 60%의 요오드화수소 분해반응이 이룩되어 목 으로

하는 수소를 얻기 하여 몇 단계의 멤 인 HI분해반응기로 구성된 모듈을 채택해야할 것인

가를 조사하기 하여 기 주입되는 기체의 조성을 3.4몰의 요오드화수소만이 공 되고 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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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수소투과율(kh)은 90%이며 멤 인을 통하여 수소와 함께 딸려가는 요오드화수소와

요오드의 상 투과율( HI I)은 수소투과량 비 5/10,000로 가정하여 운 온도

450
o
C(K=0.0187)에서 산모사를 실시한 결과 표 3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90%의 수소회수율과 수소투과율 비 5/10,000의 HI I2상 투과율 성능을 유지

하는 멤 인 시스템을 갖추었다 하드라도 Nomura가 언 한 60%의 HI분해율을 달성하기

해서는 450
o
C운 온도에서는 24단의 멤 인 캐스 이드가 필요할 것으로 측되었다.

-보수 장치 사이징 방법인 직렬 복수 혼합반응기(Multiplemixedreactorsinseries)를 기

으로 계산.

-운 온도 450
o
C(Kc=Kp=0.01868) 압력 22bar,Ao=989.36mol/s,Bo=0,Co=275.89mol/s,

kh=0.9(가정치), HI= I=0.0005(가정치) 용하여 300mol․H2/s가 얻어지는 혼합반응기

수와 각 반응기의 크기 결정.

․Input=Output+disappearancebyreaction

V={[HI]i-[HI]i+1}/rHI

․ 용 kinetics

rHI=-kPRHI;[molm
-3s-1]

RHI=xHI/(1+KI2PxI2)-(xH2+xI2)
1/2(1+KI2Pφ

e/2)/{Kp(1+KI2PxI2)
2};[-]

k=0.158exp(-34375Jmol
-1
/RT);[molm

-3
s
-1
Pa
-1
]

KI2=5.086x10
-11
exp(68667Jmol

-1
/RT);[Pa

-1
]

φ
e
;equilibrium conversionvalueofHIateachstage;[-]

표 부록.1.1.3.450
o
C에서의 HI분해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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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황산용액 다단증류장치 특성

서론의 그림 부록.1.1.3에서 언 한 바와 같이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Section2

황산용액 농축 분해공정은 크게 나 어 황산용액을 농축하는 단계와 농축된 황산용액을 기

화시키는 단계,기화된 황산을 1차분해하는 단계,그리고 황산의 1차분해 생성물인 삼산화황을

고온/고압 하에서 매 분해시키는 최종 단계로 구성된다.

본 에서는 GA사가 2003년에 제시한 황산용액 농축을 하여 제시한 4단계의 래시 드럼

과 3단계의 감압 래시 증발기 그리고 최종 으로 감압 다단 증류탑의 운 으로 그림부

록.1.1.3의 공정라인 202의 62.8무게%(23.7mol%)황산용액을 공정라인 231의 98무게%(90.2

mol%)까지 농축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시도를 황산용액 다단증류장치 특성 조사를 통하여

Section2공정에서의 복잡한 황산용액 농축단계를 단순화시키고자 하 다.

설정한 황산용액 다단 증류장치 모델은 그림 부록.1.1.12와 같으며 본 모델에 한 특성 해석

은 Fortran언어를 사용하여 본 연구 에서 개발한 컴퓨터 코드[부록.1.1.10]를 이용하 고 본

코드에서 요구하는 H2SO4-H2O 2성분계의 기-액 상평형 DB는 본 연구 에서 별도로 비한

상평형 DB[부록.1.1.11]를 활용하 다.

그림 부록.1.1.12.황산용액 다단 증류장치 모델.

물-황산 2성분계의 증류에서는 물의 휘발도가 황산보다 크기 때문에 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탑 상부의 생성물이 형성되고 탑 하부에서는 농축된 황산용액이 얻어진다.

그림 부록.1.1.12를 모델로 하여 물-황산 2성분계의 농축과정에서 주입용액의 조성을 물 39.1

무게%(77.7mol%)로 하고 0.13bar의 운 압력에서 0단에서부터 20단의 이론 단수를 구비한

다단 증발농축기에서 최상단으로 주입하고 환류비(RD)를 1/1,000로 하고 재비기의 가열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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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7.6ⅹ10
4
kcal/h로 하 을 때,탑 내부에 설치된 단(stage)수의 향을 조사한 결과,그림

부록.1.1.13과 같은 결과를 얻었으며 이로부터 물-황산 2성분계의 다단 증발농축기의 특성으로

3단 이상의 이론 단 형성은 황산용액의 증발농축에 크게 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

으며 2단의 다단 증발농축기가 가장 효율 일 것이라고 측되었다.

그림 부록.1.1.13.물-황산 다단 증발농축기에서의 단(stage)수의 향.

Number of s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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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감압 다단 증발농축기와 가압 다단 증발 농축기의 황산용액 농축효과에 해서 조사해

본 결과 표 부록.1.1.4와 같은 결과를 보임으로써 황산용액의 다단 증발농축은 감압장치에서 수

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단되었다.

표 부록.1.1.4.감압 가압 다단 증류장치에서의 황산용액 농축효과

Operationmode Vacuum(13kPa) Pressurized(1MPa)
DistillateLine Total 101.13kg/h 54.71kg/h
(D) Water 101.13kg/h 54.71kg/h

Sulfuricacid(SA) 0.0 kg/h 0.0 kg/h
Bottom line Total 269.87kg/h 316.28kg/h
(Lo) Water 43.87kg/h 90.28kg/h

Sulfuricacid(SA) 226.00kg/h 226.00kg/h
Wt% ofSA 83.7 wt% 71.5 wt%
Temperature 160.38oC 264.24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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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그림부록.1.1.3의 GA사가 제시한 공정라인 202의 62.8무게%(23.7mol%)황산용액을

공정라인 231의 조성조건인 98무게%(90.2mol%)까지 농축시키는데 있어 다단 증류장치에 의

한 공정 단순화 모색에서는 다단 증류장치의 내부 단 수를 증가시켜서는 목표로 하는 98무

게%의 황산용액 농도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2단을 구비한 감압 다단 증류 장치를 직렬로 연

결시켜 농축된 황산용액을 얻을 수 있는 안을 조사하 다.이를 한 시스템 구성은 77oC의

62.8 무게% 황산용액이 제1 다단증류탑(운 압력 0.13x10
5
Pa,재비기 가열속도 5.2x10

4

kcal/h)의 2단(재비기 0단,탑하부에서부터 1단)으로 253.97kg/h주입하고 제1다단증류탑의

재비기에서 배출되는 1차 농축된 황산용액을 제2다단증류탑(운 압력 0.07x105Pa,재비기 가

열속도 3.3x104kcal/h)의 2단으로 주입하는 모델을 설정하여 모사한 결과,표 부록.1.1.5와 같이

최종 98무게%의 황산용액이 제2다단증류탑 재비기에서 얻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표 부록.1.1.5.2개의 감압 증류탑 직렬연결에 의한 황산용액 농축

1st Distillation Column

Number of Stage    =  2

Feed Stage    =  2

Reboiler Heat    = 5.200E+04 Kcal/h 

Pressure    =  0.130 10E5 Pa

Feed & Dist. Temp.  =  77.0, 38.0 oC

 Total(kg/h)  H2O(kg/h)  H2SO4(kg/h)  H2O wt%  H2O mol%

Feed(F)  253.970  94.250  159.720  37.1  0.763

Distillate(D)  67.502  67.502  0.000  100.0  100.0

Bottom(L0)  186.469  26.749  159.720  14.3  47.7

Reboiler Temp.   169.96 oC

2nd Distillation Column 

Number of Stage    =  2

Feed Stage    =  2

Reboiler Heat    = 3.300E+04 Kcal/h 

Pressure    =  0.070 10E5 Pa

Feed & Dist. Temp.  =  77.000,  38.000 oC

 Total(kg/h)  H2O(kg/h)  H2SO4(kg/h)  H2O wt%  H2O mol% 

Feed(F)    186.469  26.749  159.720  14.3  47.7

Distillate(D)   24.448  23.567  0.881  96.4  99.3

Bottom(L0)    162.021  3.183  158.838  2.0  9.8

Reboiler Temp.  239.87 oC



록 Ⅵ-18

(6)EED-SI공정 설정과 물질수지

EED-SI공정 열효율 평가를 하여 공정도를 설정함에 있어,GA사에서 발표한 그림 부

록.1.1.2,부록.1.1.3,부록.1.1.4를 모체로 하되 HI용액 농축을 한 기투석장치 특성,HI용액

다단 증류장치 특성,멤 인 HI분해반응기 특성,황산용액 다단 증류장치 특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Section2를 단순화하 고 Section3는 기투석장치

를 1차 HI용액 농축장치로 하는 EED-SI공정으로 수정함으로써 그림 부록.1.1.14,부록.1.1.15,

부록.1.1.16을 얻었다.

그림 부록.1.1.14.EED-SI공정 Section1공정도.

그림 부록.1.1.14의 EED-SI공정-Section1분젠반응 상분리 공정도는 가능하면 GA사가

2003년도에 발표한 공정도를 수정 없이 사용코자 하 으며 물질수지만을 양론 에서 모

순이 없도록 일부 수정하 으며 개별 장치의 운 조건과 물질수지는 표 부록.1.1.7과 같다.

그림 부록.1.1.14와 표 부록.1.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젠반응 상분리 공정에서의 에 지

수요는 용액 가압수송을 한 6개의 펌 와 분젠반응기에서의 용액교반을 한 1개의 교반기

에서 요구하는 기에 지이며 각 장치에서의 반응 온도는 분젠반응기 산소세정탑 그리고

황산부스터반응기 등에서 일어나는 분젠반응에 의한 발열과 Section2 3로부터 공 되는 용

액의 온도로 인하여 반응 온도를 맞추기 한 인 인 가열을 요구하지 않는다.

한편 본 공정에서는 1개의 기체터빈과 4개의 액체터빈이 감압을 하여 요구되는데 이로부

터 기에 지의 일부 회수가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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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사의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 Section2공정의 Line#202의 62.8무게%(23.7

mol%)황산용액을 Line#231의 98무게%(90.2mol%)를 경계조건으로 하는 황산용액 다단 증

류장치의 특성 해석을 통하여 GA사의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Section2황산용액 농

축부분을 2개의 감압 증류장치를 직렬로 배치함으로써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용하여 그림 부록.1.1.3의 GA사가 발표한 Section2공정을 그림 부록.1.1.15와 같이

폭 으로 단순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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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1.1.6.EED-SI공정 Section1물질수지 운 조건

Line#
H2O

(mol)

H2

(mol)

O2

(mol)

HI

(mol)

I2

(mol)

H2SO4

(mol)

SO3

(mol)

SO2

(mol)

Press.

(bar)

Temp.

(K)

101 62.4947 - - 9.1064 7.6956 - - - 4.2 369

102 1.8742 - - 0.2731 0.2308 - - - 4.2 311

103 0.5248 - - 0.0765 0.0646 - - - 1.01 369

104 60.0957 - - 8.7568 7.4002 - - - 4.2 369

105 1.7945 - - 0.1639 0.0396 0.0509 - - 1.01 393

106 1.7945 - - 0.1639 0.0396 0.0509 - - 1.85 393

107 5.3679 - - 0.5735 0.0881 0.1520 - - 4.2 384

108 67.2581 - - 9.4942 7.5279 0.2029 - - 1.85 370

109 67.5620 - - 9.4970 7.5150 0.2173 - 1.2544 1.85 370

110 67.5620 - - 9.4970 7.5150 0.2173 - 1.2544 7.0 370

111 0.0350 - 0.5000 - - - - 0.9961 7.0 393

112 4.2057 - - 1.3481 40.5082 - - - 7.0 393

113 72.7297 - 0.5000 10.984648.7791 0.2173 - 2.2660 7.0 382

114 71.2535 - 0.5000 12.459048.0419 0.9545 - 1.5288 7.0 393

115 5.1520 - - - - 0.9545 - 0.0154 7.0 393

116 5.1520 - - - - 0.9545 - 0.0154 1.85 393

117 0.9252 - - 0.1395 0.7559 - - 0.0155 1.85 385

118 0.9252 - - 0.1395 0.7559 - - 0.0155 7.0 385

119 0.0150 - 0.5000 - - - - - 4.2 384

120 0.0055 - 0.1825 - - - - - 1.85 289

121 0.0027 - 0.1825 - - - - - 1.85 289

122 0.3731 - 0.1825 - 0.0271 - - 1.3710 1.85 393

123 0.0317 - 0.0155 - 0.0023 - - 0.1165 1.85 393

124 0.3414 - 0.1670 - 0.0248 - - 1.2545 1.85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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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1.1.6.(계속)

Line#
H2O

(mol)

H2

(mol)

O2

(mol)

HI

(mol)

I2

(mol)

H2SO4

(mol)

SO3

(mol)

SO2

(mol)

Press.

(bar)

Temp.

(K)

125 0.0360 - 0.1670 - 0.0003 - - 0.0001 1.85 370

126 0.0434 - 0.0155 - 0.0184 - - 0.0436 1.85 385

127 0.0794 - 0.1825 - 0.0187 - - 0.0437 1.85 375

128 0.0142 - 0.1825 - - - - - 1.01 313

129 0.0051 - 0.3175 - - - - - 1.01 289

130 0.0193 - 0.5000 - - - - - 1.01 300

131 0.0095 - 0.3175 - - - - - 1.01 289

132 0.0044 - - - - - - - 1.01 289

133 0.0028 - - - - - - - 1.85 289

134 0.0072 - - - - - - - 1.01 289

135 1.6033 - - - - 0.0090 - - 0.07 311

136 1.2847 - - - - 0.0072 - - 1.01 311

137 0.3186 - - - - 0.0018 - - 0.07 311

138 0.3186 - - - - 0.0018 - - 4.2 311

139 3.4561 - - - - - - 0.0078 0.1 311

140 3.4561 - - - - - - 0.0078 4.2 311

141 0.0338 - 0.5000 - 0.0075 - - 0.1424 7.0 393

142 0.0338 - 0.5000 - 0.0075 - - 0.1424 4.2 354

143 66.0677 - - 12.459048.0344 - - 1.3710 7.0 393

144 66.0677 - - 12.459048.0344 - - 1.3710 1.85 393

145 65.6973 - - 12.459048.0073 - - - 1.85 393

146 0.0170 - - 0.0017 0.8409 - - - 7.0 393

147 4.1377 - 0.0155 - 0.0184 1.0234 - 0.0475 1.85 385

148 4.0943 - - - - 1.0234 - 0.0039 1.85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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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1.1.15.EED-SI공정 Section2공정도.

그림 부록.1.1.15의 공정도에 한 물질수지 계산에서는 증류탑의 물질수지는 자체 개발한 컴

퓨터 코드[부록.1.1.10]를 이용하여 계산되었으며 황산용액 증발기와 분해기들에서의 물질수지

는 주어진 온도에서의 상평형 화학반응평형 값들을 기 으로 HSC소 트웨어[부록.1.1.12]

와 MATLAB Version5[부록.1.1.13]를 이용하여 계산되었으며 표 부록.1.1.7과 같은 물질수지

와 운 조건을 도출하 다.

본 공정에서의 에 지 수요는 2개의 감압 다단 증류장치 1과 2의 재비기에서의 가열과 농축

황산용액(98무게%)의 증발과정,그리고 황산 분해기와 삼산화황 분해기에서의 승온과 흡열

분해반응 과정에서 각각 열에 지를 필요로 하고 1 의 펌 에서 기에 지를 요구한다.요구

하는 열에 지의 최소화를 해 감압 다단 증류장치 2의 재비기에서 요구하는 열에 지를 삼

산화황의 분해기에서 배출되는 혼합기체가 가지고 있는 열에 지를 이용하여 공 되도록 회로

를 구성시켰다.

그림 부록.1.1.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열에 지 공 원인 고온(1,173K)헬륨은 삼산화황 분

해기를 거쳐 황산 분해기의 장치내부 열교환부의 1차 측으로 순차 흐름을 이룬 후 일부는

Section3의 HI분해 반응기와 HI용액 다단 증류장치의 재비기의 공 열원으로 이용되고 일부

는 농축황산용액 증발기의 열원으로 이용된 후 연이어 감압 다단 증류장치 1의 재비기의 열원

으로 공 된 후 간 열교환기(IHX)로 순환되도록 회로를 구성시켰다.

EED-SI공정에서 채택하고 있는 Section3공정은 종래의 GA사 발표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

생산공정도 가장 많이 수정된 부분으로 2003년도의 GA사가 채택한 바 있는 HI용액 고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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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증류를 기투석장치(EED)와 HI용액 다단 증류장치 그리고 멤 인 HI분해 장치로 체

시킨 그림 부록.1.1.16과 같다.

표 부록.1.1.7.EED-SI공정 Section2물질수지 운 조건

Line#
H2O

(mol)

H2

(mol)

O2

(mol)

HI

(mol)

I2

(mol)

H2SO4

(mol)

SO3

(mol)

SO2

(mol)

Press.

(bar)

Temp.

(K)

201 4.0943 - - - - 1.0234 - 0.0039 0.1 350

202 5.2361 - - - - 1.6298 - 0.0078 0.1 350

203 1.4861 - - - - 1.6298 - - 0.1 443

204 0.1768 - - - - 1.6208 - - 0.07 513

205 0.1768 - - - - 1.6208 - - 7.09 513

206 1.1202 - - - - 0.6774 0.9434 - 7.09 687

207 1.6352 - - - - 0.1624 1.4584 - 7.09 797

208 1.7939 - 0.5 - - 0.0037 0.6171 1.0 7.09 1,123

209 1.1768 - 0.5 - - 0.6208 0.0000 1.0 7.09 393

210 1.1418 - - - - 0.6064 - 0.0039 0.1 350

211 0.0350 - 0.5 - - 0.0144 - 0.9961 7.09 393

212 1.3093 - - - - 0.0090 - - 0.07 311

213 1.6033 - - - -
0.0090

- - 0.07 311

214 3.7501 - - - - - - 0.0078 0.1 311

215 3.4561 - - - - - - 0.0078 0.1 311

그림 부록.1.1.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젠반응에서 배출된 HI용액은 공비 근처의 HI농도

를 유지하고 있는 계로 이의 HI분해반응 증발 농축단계에서의 비효율성은 자명한 사실이

다.EED장치는 이러한 공비 의 HI농도를 극복하기 하여 최소한의 기에 지를 투입하여

HI용액을 1차 농축시키는 것을 목 으로 한다.1차 농축된 HI용액은 다단 증류장치로 주입되

어 농축된 HI증기가 얻어지며 다음 단계인 매가 충 된 멤 인 HI분해반응기로 수소를

얻기 해 투입된다.

HI용액 다단 증류장치의 특성조사에서 밝 진 바와 같이 고순도의 HI를 얻기 해서는 재비

기에서의 열에 지 공 량을 높이고 탑 상부의 부분 응축기에서의 온도를 크게 낮추어 응축수

의 다단 증류기내로 순환량을 증가시키면 가능하겠으나 이러한 운 방식으로는 수소생산 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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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격히 낮아지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따라서 수소생산 열효율을 증진시키기 해서는

재비기에서의 열에 지 공 량을 최소화 하고 부분 응축기에서의 응축수 순환량을 이는 방

향으로 운 방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에는 멤 인 반응기로 주입되는 HI증기

내 요오드와 수분의 함량이 증가하는 다른 문제 이 발생되는 것을 모사를 통하여 확인하

으나 멤 인 HI분해반응기의 성능증진으로 이러한 문제 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

능성을 제로 EED-SI공정 Section3공정도를 구성하 으며 표 부록.1.1.8의 물질수지를 도출

하 다.

그림 부록.1.1.16.EED-SI공정 Section3공정도.

그림 부록.1.1.16에서의 에 지 수요는 HI용액 다단 증류장치와 멤 인 HI분해반응기에서

의 열에 지와 EED장치와 2 의 펌 에서 기에 지를 필요로 한다.본 공정에서도 3 의

액체터빈을 통하여 부분 인 기에 지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며 가열 매체인 헬륨에

의한 가열은 멤 인 HI분해반응기와 HI용액 다단 증류기의 재비기에서 순차 으로 이룩되며

간 열교환기(IHX)로 최종 순환된다.

(7)EED-SI공정 열효율 평가

EED-SI공정 열효율 평가는 200MWthVHTR에서 열을 공 받는 것을 기 으로 300

mol/s의 수소생산 규모를 갖는 시설을 상으로 수행되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정을 수반한

다.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을 구성하는 장치와 배 에서의 열손실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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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o
C이하의 열원으로부터 열 회수는 고려하지 않음.

-공정 내에서 필요로 하는 기에 지는 자체의 기체 액체터빈으로부터 생산되는 기

에 지를 최 한 활용하며 외부로부터 추가 공 을 요하는 기에 지는 기 생산효율 35%

를 용한 열에 지 상당치를 용.

표 부록.1.1.8.EED-SI공정 Section3물질수지 운 조건

Line#
H2O

(mol)

H2

(mol)

O2

(mol)

HI

(mol)

I2

(mol)

H2SO4

(mol)

SO3

(mol)

SO2

(mol)

Press.

(bar)

Temp.

(K)

301 1.0207 - - - - - - - 1.013 298

302 1.0207 - - - - - - - 22 298

303 1.0212 - - 0.0015 - - - - 20 416

304 0.0170 - - 0.0017 0.8409 - - - 20 393

305 0.0170 - - 0.0017 0.8409 - - - 7 393

306 62.4947 - - 11.4299 6.5338 - - - 20 393

307 62.4947 - - 9.1064 7.6956 - - - 4.2 368

308 65.6973 - - 12.459048.0073 - - - 1.85 393

309 65.6973 - - 14.782546.8455 - - - 1.85 393

310 65.6973 - - 14.782546.8455 - - - 22 393

311 65.6973 - - 14.782546.8455 - - - 22 503

312 56.8984 - - 11.436245.9254 - - - 22 536

313 56.8984 - - 11.436245.9254 - - - 22 411

314 4.2057 - - 1.3481 40.5082 - - - 20 521

315 4.2057 - - 1.3481 40.5082 - - - 7 393

316 8.7983 - - 3.3325 0.9293 - - - 22 528

317 8.7983 - - 3.3325 0.9293 - - - 22 723

318 0.0005 1.02 - 0.0005 0.0005 - - - 20 723

319 - 1.0105 - - - - - - 20 416

320 8.7978 0.0032 - 1.3356 1.9607 - - - 22 723

321 8.7978 - - 1.3420 1.9575 - - - 22 323



록 Ⅵ-26

열효율 평가에 앞서 우선 EED-SI공정 Section1,2,3의 물질수지를 300mol∙H2/s의 규모

로 환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결과는 표 부록.1.1.9와 같다.

한편 각 장치에서의 열에 지 수지는 아래의 식에 의해 계산되며 여기에서 계산된 열에 지

Q(J/s)가 양의 값이면 에 지를 외부로부터 받아야 하고 음의 값이면 에 지를 외부로 수

있음을 의미한다.

Q=∑∫Tin
T
mi,inCpidT+mp,out∆Hr,T (부록.1.1.4)

Tin:주입유체 온도(K)

T:반응기 온도(K)

mi,in:i성분 주입유량(mol/s)

mp,out:반응생성물 배출유량(mol/s)

Cpi:I성분 비열(J/mol/K)

∆Hr,T :온도 T에서의 반응열(J/mol∙P)

식 (부록.1.1.4)에서 화학반응 없이 유체의 단순 가열내지 냉각되는 시스템인 경우에는 우측

첫 번째 항만 살아남고 2번째 항은 0이 된다.

용액이송과 장치의 운 압력을 맞추기 하여 펌 를 이용하는 경우,요구되는 에 지

Ẇp(J/s)는 Bernoulli식을 이용하여 다음의 식에 의해 계산된다.

Ẇp=ṁ∆P/ρ+ṁg∆h+ṁ∆v
2
/2+ṁhf (부록.1.1.5)

ṁ :유체 질량속도(kg/s)

∆P:펌 입구/출구 압력차(N/m2)

ρ:유체 도(kg/m3)

g: 력가속도(m/s
2
)

∆h:펌 양단 체결장치 수 차(m)

∆v:유체 선속도(m/s)

hf:에 지 마찰손실(J/kg)

장치 간 운 압력을 맞추기 하여 감압용 터빈을 이용하며 이 때 생산할 수 있는 기에

지 Ẇt(W)는 다음 식을 이용 계산하 다.

Ẇt=ηtṁ∆Pt/ρ (부록.1.1.6)

ηt: 기생산 종합효율(액체터빈 경우 0.9,스 터빈 경우 0.35 용)

∆Pt:터빈 입구/출구 압력차(N/m
2
)

표 부록.1.1.10은 식 (부록.1.1.4),(부록.1.1.5),(부록.1.1.6)과 표 부록.1.1.10의 물질수지를 이용

하여 300mol/s의 수소를 얻는 데 요구되는 에 지 수요를 계산한 것으로 재까지 발표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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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선속도는 비 이상용액의 과잉부피 향을 고려하지 않은 값이

용되었고 에 지수지에서도 혼합열 효과가 고려되지 않았음을 밝힌다. 한 AD/DA 컨버터의

효율은 95%를 용하 고 기투석장치에서 소요되는 기에 지는 한국에 지기술연구원의

실험결과인 가장 낮은 용 압 0.112V(120oC운 )와 가장 높은 용 압 0.4V(60oC8시간운

시 )기 으로 산출하 으나 본 용 압의 HI용액 농축속도와 장치수명 에서의 실용성

과 타당성 여부는 제한된 실험 자료로 인하여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부록.1.1.14]표 부

록.1.1.10에서 에 지부하가 +값이면 에 지를 공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값이면 에 지를

뽑아 쓸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표 부록.1.1.9.300mol∙H2/s의 생산규모 EED-SI공정 물질수지

Line#
H2O

(mol/s)

H2

(mol/s)

O2

(mol/s)

HI

(mol/s)

I2

(mol/s)

H2SO4

(mol/s)

SO3

(mol/s)

SO2

(mol/s)

Press.

(bar)

Temp.

(K)

101 18553.60 - - 2703.53 2284.69 - - - 4.20 369

102 556.42 - - 81.08 68.52 - - - 4.20 311

103 155.80 - - 22.71 19.18 - - - 1.01 369

104 17841.38 - - 2599.74 2196.99 - - - 4.20 369

105 532.76 - - 48.66 11.76 15.11 - - 1.01 393

106 532.76 - - 48.66 11.76 15.11 - - 1.85 393

107 1593.64 - - 170.26 26.16 45.13 - - 4.20 384

108 19967.77 - - 2818.66 2234.90 60.24 - - 1.85 370

109 20057.99 - - 2819.50 2231.07 64.51 - 372.41 1.85 370

110 20057.99 - - 2819.50 2231.07 64.51 - 372.41 7.00 370

111 10.39 - 148.44 - - - - 295.72 7.00 393

112 1248.60 - - 400.23 12026.19 - - - 7.00 393

113 21592.19 - 148.44 3261.1414481.67 64.51 - 672.74 7.00 382

114 21153.93 - 148.44 3698.8614262.81 283.37 - 453.87 7.00 393

115 1529.54 - - - - 283.37 - 4.57 7.00 393

116 1529.54 - - - - 283.37 - 4.57 1.85 393

117 274.68 - - 41.42 224.41 - - 4.60 1.85 385

118 274.68 - - 41.42 224.41 - - 4.60 7.00 385

119 4.45 - 148.44 - - - - - 4.20 384

120 1.63 - 54.18 - - - - - 1.85 289

121 0.80 - 54.18 - - - - - 1.85 289

122 110.77 - 54.18 - 8.05 - - 407.03 1.85 393

123 9.41 - 4.60 - 0.68 - - 34.59 1.85 393

124 101.36 - 49.58 - 7.36 - - 372.44 1.85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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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10.69 - 49.58 - 0.09 - - 0.03 1.85 370

126 12.88 - 4.60 - 5.46 - - 12.94 1.85 385

127 23.57 - 54.18 - 5.55 - - 12.97 1.85 375

128 4.22 - 54.18 - - - - - 1.01 313

129 1.51 - 94.26 - - - - - 1.01 289

130 5.73 - 148.44 - - - - - 1.01 300

131 2.82 - 94.26 - - - - - 1.01 289

132 1.31 - - - - - - - 1.01 289

133 0.83 - - - - - - - 1.85 289

134 2.14 - - - - - - - 1.01 289

135 475.99 - - - - 2.67 - - 0.07 311

136 381.41 - - - - 2.14 - - 1.01 311

137 94.59 - - - - 0.53 - - 0.07 311

138 94.59 - - - - 0.53 - - 4.20 311

139 1026.06 - - - - - - 2.32 0.10 311

140 1026.06 - - - - - - 2.32 4.20 311

141 10.03 - 148.44 - 2.23 - - 42.28 7.00 393

142 10.03 - 148.44 - 2.23 - - 42.28 4.20 354

143 19614.36 - - 3698.8614260.58 - - 407.03 7.00 393

144 19614.36 - - 3698.8614260.58 - - 407.03 1.85 393

145 19504.39 - - 3698.8614252.54 - - - 1.85 393

146 5.05 - - 0.50 249.65 - - - 7.00 393

147 1228.41 - 4.60 - 5.46 303.83 - 14.10 1.85 385

148 1215.53 - - - - 303.83 - 1.16 1.85 385

201 1215.53 - - - - 303.83 - 1.16 0.10 350

202 1554.51 - - - - 483.86 - 2.32 0.10 350

203 441.20 - - - - 483.86 - - 0.10 443

204 52.49 - - - - 481.19 - - 0.07 513

205 52.49 - - - - 481.19 - - 7.09 513

206 332.57 - - - - 201.11 280.08 - 7.09 687

207 531.67 - - - - 2.01 479.18 - 7.09 1,023

208 532.58 - 148.44 - - 1.10 183.21 296.88 7.09 1,123

209 349.37 - 148.44 - - 184.30 0.00 296.88 7.09 393

210 338.98 - - - - 180.03 - 1.16 0.10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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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10.39 - 148.44 - - 4.28 - 295.72 7.09 393

212 388.71 - - - - 2.67 - - 0.07 311

213 475.99 - - - - 2.67 - - 0.07 311

214 1113.34 - - - - - - 2.32 0.10 311

215 1026.06 - - - - - - 2.32 0.10 311

301 303.03 - - - - - - - 1.01 298

302 303.03 - - - - - - - 22 298

303 303.18 - - 0.45 - - - - 20 416

304 5.05 - - 0.50 249.65 - - - 20 393

305 5.05 - - 0.50 249.65 - - - 7 393

306 18553.60 - - 3393.34 1939.77 - - - 20 393

307 18553.60 - - 2703.53 2284.69 - - - 4.2 369

308 19504.39 - - 3698.8614252.54 - - - 1.85 393

309 19504.39 - - 4388.6713907.62 - - - 1.85 393

310 19504.39 - - 4388.6713907.62 - - - 22 393

311 19504.39 - - 4388.6713907.62 - - - 22 503

312 16892.15 - - 3395.2113634.46 - - - 22 536

313 16892.15 - - 3395.2113634.46 - - - 22 411

314 1248.60 - - 400.23 12026.19 - - - 20 521

315 1248.60 - - 400.23 12026.19 - - - 7 393

316 2612.06 - - 989.36 275.89 - - - 22 528

317 2612.06 - - 989.36 275.89 - - - 22 723

318 0.15 302.82 - 0.15 0.15 - - - 20 723

319 - 300.00 - - - - - - 20 416

320 2611.91 0.95 - 396.52 582.10 - - - 22 723

321 2611.91 - - 398.42 581.15 - - - 22 323

그림 부록.1.1.14,부록.1.1.15,부록.1.1.16으로 구성된 EED-SI공정이 300mol∙H2/s(2.16ton

∙H2/h)의 생산규모를 유지하기 해서는 기투석장치(EED)의 HI용액 농축속도가 689.81mol

∙HI/s를 만족시켜야 한다.본 농축속도를 만족시키는 EED의 용 압을 0.112V로부터 0.4V

까지의 범 에 걸쳐 수소생산 열효율(HHV 285.8kJ/mol∙H2 기 )에 미치는 향을 조사한

결과, 기생산 효율(ηelec)을 35%로 용하는 경우 EED의 용 압이 0.112V이면 수소생산 열

효율은 42.3%(ηelec =0.48에서는 45.4%) 으며 0.2V에서는 38.9%(ηelec =0.48에서는 42.5%)

그리고 0.4V에서는 32.9%(ηelec=0.48에서는 37.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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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1.1.10.300mol∙H2/s(2.16ton∙H2/h)의 생산규모 EED-SI공정 에 지수지

Section Equipment
Electricity

(kWAC)

Thermal

(kWth)
Remarks

1 Pump(Line # 105-106) 0.8

1 Pump(Line # 109-110) 185.9

1 Pump(Line # 117-118) 2.5

1 Pump(Line # 135-136) 0.6

1 Pump(Line # 137-138) 0.7

1 Pump(Line # 139-140) 7.6

1 Diffuser(Line # 101-103) -0.8

1 Diffuser(Line # 115-116) -12.8

1
Diffuser(Line # 

119-120/131)
-79.8

1 Diffuser(Line # 141-142) -83.9

1 Diffuser(Line # 143-144) -163.6

2 Pump(Line # 204-205) 0.7

2 Diffuser(Line # 148-201) -3.4

2 Diffuser(Line # FS-210) -3.8

2 Reboiler 201 59,640.0
Tube side HE202
(595℃→165.5℃)

2 Reboiler 202 26,000.0 
Tube side HE302
(450℃→245℃)

2 SA evaporator 75,281.4 헬륨가열

2 SA decomposer 38,015.3 헬륨가열

2 SO3 decomposer 34,881.8 헬륨가열

2 HE202

-26,612.6

-2,976.0 

-59,640.0 

Shell side HE301
(input 850

o
C, output 632.0℃)→Shell side

Reboiler 301
(632oC→595oC)→H2O/SO3 축 / 열  Heat 
pump  Shell side Reboiler 201(Reboiler
BP 170℃)  달

2 Heat pump 612.3

COP=438.5/(443-438.5)=97.4
HE202 라인  H2O 축열  H2O/SO3 열

Reboiler 201에 열 출

3 Pump(Line # 301-302) 3.8

3 Pump(Line # 309-310) 707.4

3 Diffuser(Line # 304-305) -0.1064

3 Diffuser(Line # 306-307) -499.2

3 Diffuser(Line # 314-315) -26.3

3 Reboiler 301 109,280.7 
Heat 펌프  HE302 라인  HIx 축열  가열 
후, 632oC  HE202 라인  끓는 (263oC)
지 가열

3 HE301 26,612.6 
Tube side HE202
(input 850℃, output 632.0℃)

3 HE302

-26,000.0

-106,304.
7 

Shell side Reboiler 202 (input 450℃, output 
245℃)→
미분해 HIx 체내 물 축열(@22 압/220oC)

 Heat pump이용 Reboiler 301  열이송 

3 Heat pump 9,243.9
COP=493/(536-493)=11.5
HE302라인  HIx 축열 ,
Reboiler 301에 열 출

3 Electrodialysis

7,847.8

14,014.0

28,028.1

@0.112VDC & ηAC/DC = 0.95

@0.200VDC & ηAC/DC = 0.95

@0.400VDC & ηAC/DC = 0.95

3 Membrane reactor 3,790.1 헬륨가열

Total

17,740.3

23,906.5

37,920.6

151,968.6 

ηeff=42.3%(ηelec = 0.35) & 45.4%(ηelec = 

0.48) @0.112VDC

ηeff=38.9%(ηelec = 0.35) & 42.5%(ηelec = 

0.48)  @0.200VDC

ηeff=32.9%(ηelec = 0.35) & 37.1%(ηelec = 

0.48)  @0.400V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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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온 기분해(HTSE)수소생산 공정

(1)서론

고온기체냉각로(HTGR) 는 고온기체냉각로(VHTR)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열에 지를 이

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에는 그 제조방법에 따라 열화학 방법,고온수증기 기분해법

(HTSE),열- 기 하이 리드법이 있다.VHTR에 고온 기분해(HTSE)수소생산공정을 연계

시켜 수소를 생산하는 경우,매우 높은 수소 생산효율을 기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기술

인 열화학 방법의 단 인 강산취 에 의한 장치재료의 혹독한 부식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부록.1.1.15]따라서 에 지 기와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서 각 을 받고 있는 고온 기분해(HTSE)수소생산 공정에 한 연구가 아직까지는 제

한 범 내에서 세계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독일의 Dornie사는 실용 인 해요소를 만들

어 997℃에서 6.8NL/h의 수소를 제조함과 동시에 이 해요소를 복수로 합한 해모듈을 만

들었다.[부록.1.1.16,부록.1.1.17] 일본의 원자력연구소(JAEA)에서는 두께 3 mm의 얇은

yttria-stabilizedzirconia를 해질로 하는 평 형 기분해 셀을 가공하여 850℃의 조건에서

실험을 하여 2.4Nl/h의 수소를 생산하 다.이 실험에서 평 형 기분해 셀의 수소 생산 능

력이 기존의 튜 형 12셀 장착 기분해장치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하 다.[부록.1.1.18]

미국의 INL(IdahoNationalLaboratory)에서는 고온 기분해(HTSE)수소생산 공정기술 개

발 련 장기 연구 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단 기분해 셀에 한 성능 등의 실험 결

과들을 발표한 바 있다.[부록.1.1.19,부록.1.1.20,부록.1.1.21,부록.1.1.22] 한 INL 소속의

O’Brien등[부록.1.1.23]은 10-cell평 형 기분해 스택(stack)의 실험결과와 비교하기 해 상

용 로그램(FLUENT)을 이용하여 3차원 수치해석을 행하여 여러 조건에서 각 셀의 상세한 온

도 분포를 비롯한 기분해 와 류 도 수소생산량 등을 조사한 바 있다.Shin등[부

록.1.1.24]은 수소를 생산하기 해 HTGR에 연계된 고온 기분해(HTSE)수소생산 공정의 열

효율과 기에 지의 평형(balanceofelectricity)에 하여 평가하 다.여기서 열효율과 기

에 지의 평형(balanceofelectricity)을 해 요한 요소로는 고체산화물 셀의 효율이라는 것

을 증명하 다.그러나 이러한 실험 계산들은 기압 하에서 이루어졌으며 특히 수치계산의

경우 각 셀의 채 에 고온의 수증기가 일정하게 유입되어 반응이 일어나는 것으로 가정하 다.

그러나 실제 VHTR과 연결된 고온 기분해(HTSE)수소생산 공정의 경우 5MPa이상의 수증

기가 유입되며 한 각 셀 셀 내부의 채 에 유입되는 수증기의 조건은 일정하지 않을 것

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omsolMultiphysics상용코드를 이용하여 기분해장치의 2차원 정상

상태 산유체해석을 우선 시행하여 운 변수에 따른 기분해장치의 열화학특성 수소생산

성능을 조사하고 이 과정에서 도출된 ThermalNeutralVoltage와 류 도의 정보를 300

mol/s수소생산 규모의 VHTR-고온 기분해(HTSE)수소생산 공정에 반 한 공정 열흐름도를

제시하고 최종 으로 HYSYS코드를 이용하여 공정의 물질수지와 에 지수지를 작성함으로

써 수소생산 열효율을 추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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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분해장치(SOEC)와 고온 기분해 수소생산 공정

고온수증기 기분해법(HTSE)은 고체 해요소를 이용해 800℃의 고온수증기를 기분해 하

는 수소 제조법이다.그림 부록.1.17에 산소이온을 이동시킬 수 있는 산화물 해질이 사용된 고

온수증기의 기분해에 한 원리를 간단히 나타냈다.음극실로 공 된 수증기(H2O)는 음극

에서 수소 양이온과 산소 음이온으로 분해됨과 동시에 외부 도선을 통하여 양극으로부터 넘어

온 자를 받아 수소 양이온이 환원되어 수소(H2)가 되고 산소 음이온(O
2-
)은 해질 층을 통

과한 후 양극에서 자를 방출하고 산소(O2)가 된다.이 반응은 가역이며,역반응이 고체산화물

연료 지(SOFC)의 반응 메카니즘이다.이 해반응에서는 해질이 수소와 산소의 분리 막으

로서 기능을 하고 있지만 반응은 아래의 수증기분해로서 나타낼 수 있다.

H2O(g)→ H2+1/2O2 (부록.1.1.7)

수증기의 기분해는 고온에서는 자유에 지가 하하기 때문에 압에서 가능할 뿐

아니라 극에서 하의 이동을 신속하게 진행시키기 때문에 과 압도 낮게 할 수 있다.이

때문에 상온에서의 수 해(水電解)와 비교해 은 기에 지에서 반응이 진행하게

된다[부록.1.1.18].

그림 부록.1.1.17.Principleofhigh-temperature

electrolysisofwatersteam.

H2O

H2

Air

1/2O2H2

O2-

전해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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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극
(+)

2e-

H2O

H2

Air

1/2O2H2

O2-

전해
극
(-)

양

극
(+)

2e-

그러나 이와 같은 고온수증기 기분해방법에 의한 수소제조는 아직 소규모단계이며

고온가스로를 열원으로 하는 고온수증기 기분해장치를 설계하기 해서는 고온수증기의

해특성,시스템의 운 특성, 해요소의 내구건 성 등의 데이터 노하우를 축 ,정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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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그림 부록.1.1.18과 그림 부록.1.1.19는 INL에서 실험을 해 사용한 SOEC (SolidOxide

ElectrolysisCell)의 stack과 interconnectplate와 기분해 셀을 나타낸다.10개의 셀이 하나의

stack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음극실로 주입되는 고온수증기와 수소의 혼합기체는 양극실로

주입되는 공기와는 직교방향으로 흐른다.단 셀의 면 은 10cm *10cm 이고, 기분해

유효면 은 64cm
2
이다.

그림 부록.1.1.18.DetailofSOECstack.

그림 부록.1.1.19.Interconnectplateand

singleelectrolysiscell.

이상의 SOEC를 기본단 로 하는 형의 기분해장치를 구비한 HTSE은 VHTR로부터 열

에 지와 기에 지를 공 받게 되는데 VHTR과의 체결방식에 따라 그림 부록.1.1.20과 같은

직 체결방식과 그림 부록.1.21과 같은 간 체결방식으로 구별할 수 있다. 자의 경우는 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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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간 열 이동 순환매체가 한 단계 어듦으로 해서 열 이용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 이 있는 반면 운 안 에서는 불리하다.일본에서는 자의 직 체결방식[부

록.1.1.25]을 추천하고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후자의 간 체결방식[부록.1.1.26]을 선호하고 있다.

그림 부록.1.1.20.Directly heating loop between IHX and a

hydrogenproductionplant.

그림 부록.1.1.21.IndirectlyheatingloopbetweenIHX andahydrogenproduction

plant.

한편 그림 부록.1.1.20의 직 체결방식을 근간으로 한 고온 기분해(HTSE)수소생산 공정도

를 열 이동 경로를 심으로 나타내면 그림 부록.1.1.22와 같다.

(3) 기분해장치의 산유체해석

(가)해석모델

그림 부록.1.1.23은 O’Brienetal[부록.1.1.23]에 의해 소개된 기분해 단 셀의 정보

를 바탕으로 도식화한 SOEC의 개략도이다.Cell당 active area는 64 cm
2
이다.구성은

Top/bottom separators,Air flow channel,Air electrode,Electrolyte,Steam/hydrogen

electrode,Steam/hydrogen flow channel로 되어있다.nickel재질의 Steam/hydrogen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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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nel과 ferriticstainlesssteel재질의 Airflow channel의 두께는 각각 1000μm이며, 해

질(Electrolyte)은 140μm두께의 scandia-stabilizedzirconia로 만들어졌다.채 은32채 로 구

성되어 있으며 채 의 폭과 높이는 1.019mm이다.Steam/hydrogenelectrode(cathode)는 10

μm의 nickel로 되어 있고,Airelectrode(anode)는 strontium-dopedlanthanum manganite

(LSM)으로 되어 있다.

그림 부록.1.1.22.HTSEprocessdirectlycoupledtointermediateloop.

그림 부록.1.1.23.Single-cellSOEC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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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SOEC를 기 으로 계산하 다.그림 부록.1.1.24와 그림 부록.1.1.25는

본 연구의 계산 모델인 고온 기분해(HTSE)셀의 개략 인 모습과 mesh구조를 나타낸다.본

계산에는 계산의 간략화를 해 Steam/hydrogen(cathode)측만을 고려하여 계산하 다.Cell

당 activearea는 64cm2이다.95%H2O/5%H2로 유입된 가스는 각 채 부분에서만 반응하며

생성되는 O2는 부 AirSide로 달되는 것으로 하 다.입구와 출구의 폭은 각각 1cm이다.

각 채 의 폭은 1mm이며,길이는 8cm이다.채 수는 총 32채 이다.유입되는 가스의 질량

유량은 8.053*10
-6
kg/s이며,온도는 1,123K이며 계산 압력은 5MPa이다.그림 부록.1.1.25에

서 나타낸 바와 같이 본 계산에서 사용된 Mesh는 삼각Mesh를 사용하 으며,반응이 일어나는

채 에서의 Maximum meshsize는 5.0E-04m이다.

그림 부록.1.1.24.AschematicofHTSE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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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계산을 해 사용된 로그램은 상용 FEM code인 ComsolMultyphysics이고

이 로그램을 사용하여 2차원 수치해석을 행하 으며,directsolver iterativesolver를

사용하여 물성치를 구하 다.오차 범 는 10-6내에서 결과를 획득하 다.계산을 해 사용된

방정식은 연속방정식,운동량방정식,화학종 보존방정식,에 지 보존방정식이다.운동량

보존방정식은 Navier-Stokes 방정식이 cell유동과 련되어 사용되었으며,화학종 보존

식에는 DiffusionandConvection방정식을 사용하 다.에 지 보존방정식으로는 도와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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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 보존 방정식을 용하 으며 복사에 의한 효과는 무시하 다.각 항의 계수와 생성

항은 일반 인 표 이며 각각의 식에 하여 독립 이다.모델링에 사용된 물성치들은 상수

값을 제외하고 온도에 따라 변하는 물성치이며 그림 부록.1.1.26(a)-부록.1.1.26(b)에 실제

comsol계산을 해 사용된 상수값과 구 된 값들을 나타냈다.

그림 부록.1.1.25.MeshstructureofHTESEcell.

각 방정식에 해서 간단히 설명하면,질량 보존식으로는 연속방정식을 사용하 으며,

운동량 보존 방정식은 온도에 의한 도의 변화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Non-Isothermal

Navier-Stokes 방정식을 사용하 다.질량보존식과 운동량 보존식은 채 을 비롯해 모든

역의 해석에 사용되었다.

용된 경계조건으로는 입구조건은 속도 조건으로 하 으며 출구조건으로는 압력 조건을

사용하 다.내부의 경계조건으로는 연속조건을 사용하 으며,symmetry와 no slip조건을

사용하여 유동장을 해석하 다. 화학종 보존방정식의 경우에는 채 입구에서는 농도의

경계조건을 설정하고 채 의 출구에는 류(convectiveflow)조건으로 가정하여 수치 해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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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 다. 기화학 반응은 각 채 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가정하 으므로,입구

출구에서는 반응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생성항은 0으로 하 다. 한 채 에서 반응하여

생성된 O2는 부 anode측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가정하 다.

에 지 보존 방정식은 류와 도의 효과를 고려한 열 달 방정식을 사용하 으며 복사

열 달에 의한 효과는 제외하 다. 입구조건으로는 기 온도조건을 사용하 으며,

출구조건으로는 convectiveflux조건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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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onstantsusedforcalculation

(b)Propertiesusedforcalculation

그림 부록.1.1.26.Constantsandpropertiesusedfor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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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증기의 전기분해 반응식

Open-cell potential은 보통 모든 가스의 경우 Nernst 방정식에 의해 예상 되어질 수

있는데, hydrogen/oxygen/steam의 system의 경우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2 2

1/ 2
1/ 2ln ( )( )

2 2

o
H Of u

H O std

yg R T PE
F F y y P

-
é ù-D

= - ê ú
ê úë û  (부록.1.1.8)

여기서 gf는 Gibbs 에너지, F는 Faraday상수 (96,487 J/V mol), Ru는 이상기체상수, T는

온도, yH2O, yH2, yO2는 수증기, 수소, 산소의 몰분율을 나타낸다. 또한 P는 cell의 압력이고,

P std는 표준압력(0.1 MPa)이다. 본 연구의 경우 공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yO2는 1/2 H2 값을 대입하였다.

Stack의 경우 potential은 일반적으로 다음 식으로 나타낸다.

cellsE N E=  (부록.1.1.9)

E는 단위 셀(single-cell) open-cell potential이다. 본 연구에서 Ncells 값은 1이다.

식 (부록.1.1.8)에서 yH2O는 아래와 같이 분압으로 나타낼 수 있다.

yH2O=PH2O/P (부록.1.1.10)

입구에서의 수증기(H2O)의 생성량은 입구의 질소와 수소의 몰 유량의 합에 비례하므로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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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입구에서의 조건이 95%H2O+5%H2로 질소는 고려되지 않았다.

식(부록.1.1.11)이 유도 되면 입구에서의 yH2,i 는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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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소의 생산량과 수증기의 소비량은 다음과 같이 결정되어진다. Q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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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유량(cm3/min)을 나타낸다.

2 2H H ON N
× ×

D = -D  (부록.1.1.15)

Stack에 대한 수소 생산량 및 수증기 소비량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어진다.

2 22H cells H O
IN N N
F

× ×

D = = -D
(부록.1.1.16)

Ncells은 stack내 cell의 총 개수, I는 stack의 전류, F는 Faraday 상수(F= 96,487 J/V mol)이다.

고온전기분해의 성능에서 중요한 파라메터 중의 하나가 ASR (Area Specific

resistance)이다. 일반적으로 ASR은 다음과 나타낼 수 있다.

OCVE EASR
i

-
=

, cell

Ii
A

=
(부록.1.1.17)

여기서 E는 작동전압, EOCV는 Nernst 또는 Open-cell potential, i는 전류밀도(A/cm2), Acell은

셀의 유효면적(본 연구에서는 64 cm2)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는 ASR 을 3으로 고정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Thermal neutral voltage는 다음의 식으로 유도할 수 있다.

2
R

tn
hV
F

D
=

(부록.1.1.18)

여기서 hR은 반응 엔탈피(J/mol)이다,

(다) 전산유체해석 결과

그림 부록.1.1.27은 입구의 가스온도가 1123 K, 압력이 5 MPa 일 때 작동 전압이 1.4

V에서의 속도 분포를 나타낸다. 압력에 의한 밀도의 변화가 매우 큰 관계로 속도는

대체적으로 느린 경향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최대 속도는 출구 부분에서 0.0167

m/s를 보이고 있으며, 양쪽 사이드로 갈수록 속도는 늦어지며 이에 따라 양 사이드

채널에서의 속도가 가장 느린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가스가 stack 으로 유입될 경우 일정한

속도 값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수의 cell을 가진 stack인 경우 그 차이는

더욱 클 것이며, 이에 따른 온도 및 농도분포도 변화하여 cell내부의 성능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전기분해장치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림 부록.1.1.28(a) ~ 부록.1.1.28(h)는 입구의 가스온도가 1123 K, 압력이 5 MPa 일 때 작동

전압이 0.921 V ~ 1.6 V에서의 온도 분포를 나타낸다. 결과를 보면 모든 경우에서 반응 항이

작용하는 채널에서 온도의 변화가 일어나며 특히 채널의 중앙부분에서 최소 및 최대 온도를

나타내면서 온도의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결과를 보면 cell의 최소온도를 나타내는 전압E가

0.921V가 아닌 그림 부록.1.1.28(c)의 작동전압이 1.08 V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

고온전기분해(HTSE)공정의 최소온도는 1120.494 K, 최대온도는 1123 K를 나타내고, 채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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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온도는 약1121 K인 것을 알 수 있다. 한 1.2454 V 일 때 채 의 온도가 거의

동일하여Thermalneutralvoltage에 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것은 O’Brien의

연구에서는 thermalneutralvoltage 가 1.287 V 인데 비해 다소 낮은 값이다.그림

부록.1.1.28(g)1.288V에서는 고온 기분해(HTSE)공정의 평균온도는 약 1123K이나 반응이

일어나는 채 앙 부분에서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부록.1.1.27.Velocitydistribution.

즉,본 연구의 상인 고온 기분해(HTSE)공정의 경우 1.2454 V 을 기 으로 낮은

압에서는 온도가 낮아지면서 1.08V에서 최소값을 가지고 다시 커지는 상을 나타내고

있으며,1.2454V 이상의 압에서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부록.1.1.28(h)의 최 작동 압인 1.6V에서는 최소온도가 1123K,최 온도가1146.02K

이며,채 의 평균온도가 약 1140 K정도이다.이러한 결과들은 다른 연구[부록.1.1.22,

부록.1.1.23]들과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그러나 작동 압 1.2454V를

기 으로 평균 온도의 감소와 증가하는 비율이 다른 연구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것은 본 연구의 계산 조건으로 사용된 ASR의 값이 3으로 다소 큰 값을 사용한 것과,5

MPa이라는 높은 압력,그리고 주 의 경계조건의 향이 작용된 것으로 생각한다.특히

주 의 경계조건이1123K온도 일정으로 설정하 는데,이 조건으로 인해 반응이 일어나는

채 의 부분에 향을 미치어 낮은 작동 압의 경우에는 채 의 온도를 다소 높이고 높은

작동 압의 경우에는 채 의 온도를 낮추는 조건이 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압력에 따른

온도 분포의 차이는 뒤에서 상세 설명 하도록 한다.

그림 부록.1.1.29는 용 압에 따른 음극의 평균 온도를 그래 로 나타낸 것이다.그림

부록.1.1.28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heatflux가 0이 되는 1.2454V에서 기분해에서 요구하는

열에 지와 ohmic열 생성이 밸런스를 이루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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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1.1.30은 입구의 가스온도가 1123K,압력이 5Mpa,작동 압이 1.4V에서의

수증기(H2O)와 수소(H2)의 농도 분포를 나타낸다.수증기는 515.49 mol/m
3
에서 515.291

mol/m
3
으로 감소하고,수소는 27.131mol/m

3
에서 27.33mol/m

3
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여기서 흥미로운 은 그 분포를 살펴보면 가운데 채 에서 빠른 수증기의 감소와

수소의 증가를 보이고 양 사이드로 갈수록 늦은 속도로 수증기가 감소하고 수소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스의 분포가 체의 채 에서

일정하게 증가하고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상은 많은 셀을 가진 스택의

경우 그 차이는 더욱 클 것이라 생각한다.이러한 상은 기분해장치의 성능에도 크게

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a)E=0.921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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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1.0V

(c)E=1.08V

(d)E=1.23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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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1.2454V

(f)E=1.288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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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1.4V

(h)E=1.6V

그림 부록.1.1.28.Temperaturedistributionforvariousappliedvol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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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1.1.29.Meancathodetemperature.

0.8 1 1.2 1.4 1.6

1120

1130

1140

1150

Per-cell operating voltage [V]

M
ea

n 
ca

th
od

e 
te

m
pe

ra
tu

re
 [

K
]

Thermal neutral voltage

(a)H2Oconcentration



록 Ⅵ-48

(b)H2concentration

그림 부록.1.1.30.ConcentrationsofH2OandH2.

그림 부록.1.1.31(a)와 그림 부록.1.1.31(b)는 입구의 가스온도가 1123K,작동 압이 1.4V일

때 압력이 0.1MPa과 5MPa일 때 각각의 속도분포를 나타낸다.그림 부록.1.1.31(a)의 압력이

0.1MPa인 경우 최 속도는 0.824m/s인 반면,그림 부록.1.1.31(b)의 압력이 5MPa인 경우

최 속도는 0.016m/s로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이것은 높은 압력으로 인해

도가 증가하여 가스의 속도가 감소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림 부록.1.1.32(a)와 그림 부록.1.1.32(b)는 입구의 가스온도가 1123K,작동 압이 1.4V일

때 압력이 0.1 MPa과 5MPa 일 때 각각의 온도분포를 나타낸다.그림 부록.1.1.32(a)의

최 온도는 1136.7K으로 최소온도에 비해 약 14K 가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이것은

O’Brien의 상승온도와 거의 동일한 값임을 알 수 있다.이에 반해 고온 기분해(HTSE)공정의

압력이 5MPa인 그림 부록.1.1.32(b)의 경우에는 최 값이 1130K으로 온도가 다소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이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높은 압력으로 인해 도가 증가하고 가스의

속도가 감소하여 시간당 반응하는 수증기의 양도 감소하여 고온 기분해(HTSE)공정의 온도가

하락한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ASR은 식(부록.1.1.17)에서 보는 바와 압 류 도에 따라 변화한다.여기서

EOCV는 온도의 함수이므로 온도에 따라 변화한다고도 할 수 있다.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경우 ASR을 3으로 고정하여 계산을 수행하 다.따라서 ASR의 변화에 따른

민감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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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locitydistributionat0.1MPa

(b)Velocitydistributionat5MPa

그림 부록.1.1.31.Velocitydistributionfordifferent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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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emperaturedistributionat0.1MPa

(b)Temperaturedistributionat5MPa

그림 부록.1.1.32.Temperaturedistributionfordifferent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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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1.1.33은 작동 압이 1.4V,압력이 5MPa,입구의 가스온도가 1123K,ASR이

각각 1Ωcm
2
,2Ωcm

2
,3Ωcm

2
일 때 각각의 온도분포를 나타낸다.온도분포는 세 경우모두

채 의 앙 부분이 높은 상을 나타낸다.그러나 ASR에 따른 최 온도를 살펴보면,ASR이

1Ωcm2인 경우 1144.36K,ASR이 2Ωcm2인 경우 1133.66K,ASR이 3Ωcm2인 경우 1130.08

K로 ASR이 증가할수록 온도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이러한 온도의 차이가 나는 것은

ASR이 증가함에 따라 류 도(A/cm
2
)가 감소하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a)ASR=1Ωc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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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R=2Ωcm2

(c)ASR=3Ωcm
2

그림 부록.1.1.33.TemperaturedistributionfordifferentA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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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1.1.34는 작동 압이 1.4V,압력이 5MPa,입구의 가스온도가 1123K,ASR이

각각 1Ωcm
2
,2Ωcm

2
,3Ωcm

2
일 때 각각의 수소 생성속도를 나타낸다.ASR이 1Ωcm

2
일

때 0.463mol/m
2
s,ASR이 2Ωcm

2
일 때 0.458mol/m

2
s,ASR이 3Ωcm

2
일 때 0.455mol/m

2
s

로 ASR이 증가할수록 값이 조 씩 감소하는데 이것은 ASR의 증가에 따른 류 도의 감소로

그만큼 기분해 반응속도가 늦어짐을 의미한다.

그림 부록.1.1.35는 ASR에 따른 출구부분에서 수소 생성 flux(mol/m
2
s)의 분포를 나타낸다.

출구에서의 200포인트를 일정간격으로 선정해 나타낸 결과이다.분포의 형태는 속도분포와

동일하게 포물선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ASR에 따른 최 값의 차이는 지만 ASR 이

증가할수록 값이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부록.1.1.11은 그림 부록.1.1.35의 수소 생성 flux (mol/m
2
s)값들을 기 으로 하여

출구에서 ASR에 따른 수소 생산량을 각 단 별로 나타낸 것이다.그림 부록.1.1.35의

결과로부터 평균값을 구하고 이 평균값에 출구의 면 을 곱하는 것으로 수소생산율 (mol/s)을

구할 수 있다.각각의 ASR에 한 최고 수소 생산율은 ASR 1Ωcm2일 때 평균 1.598E-04

mol/s,ASR이 2Ωcm2일 때 7.965E-05mol/s,ASR이 3Ωcm2일 때 5.307E-05mol/s이며

ASR이 증가할수록 값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한편 용 압을 thermalneutral

voltage인 1.2454V를 인가했을 때 수소생산율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ASR이 1Ωcm
2
인

경우 1.0745E-04mol/s,ASR이 2Ωcm2인 경우 5.3775E-05mol/s,ASR이 3Ωcm2인 경우

3.5860E-05mol/s로 나타났다.즉,많은 양의 수소를 생산하기 해서는 ASR 값을 낮출

필요가 있다.상세한 수소 생산율은 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그림 부록.1.1.36은 95%H2O+5%H2혼합가스의 유입온도가 850℃,900℃ 일 때의 수소 생산

flux(mol/m
2
s)의 분포를 나타낸다.그림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두 경우 모두 출구부분에서

가장 큰 값을 나타내고 있다.가스유입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수소 생산 flux(mol/m2s)값은

상승한다.수소 생산량은 850℃에는 98.736sccm이고,900℃ 인 경우에는 99.17sccm 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HTES에 유입되는 가스의 온도를 높이는 것이 수소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데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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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SR=1Ωcm2

(b)ASR=2Ω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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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R=3Ωcm
2

그림 부록.1.1.34.HydrogenproductionfluxfordifferentASR.

(a)ASR=1Ω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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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R=2Ωcm2

(c)ASR=3Ωcm2

그림 부록.1.1.35.ProfilesofHydrogenproductionfluxatoutletfor

differentA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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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1.1.11.HydrogenproductionrateforvariousunitsaccordingtodifferentASR

ASR(Ωcm2) VApplied(V) id(mA/cm
2) mol/s NL/hr

1 1.2454 324 1.0745E-04 8.665

2 1.2454 162 5.3775E-05 4.336

3 1.2454 108 3.5860E-05 2.892

1 1.4 482 1.598E-04 12.880

2 1.4 240 7.965E-05 6.423

3 1.4 160 5.307E-05 4.279

(a)Tinlet=850℃

(b)Tinlet=900℃

그림 부록.1.1.36.HydrogenProductionratefordifferentinlet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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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작동 압 E가 증가함에 따라 cell의 내부 온도가 단조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1.2454

V라는 Thermalneutralvoltage가 존재하여 이 압을 기 으로 낮은 압에서는 cell의

온도가 감소하고 높은 압에서는 cell의 온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 셀의 압력을 0.1MPa과 5.0MPa일 경우를 비교한 결과 압력이 높은 경우 도의

격한 상승으로 인해 속도 온도가 격히 어 들었다.

-INL에서 발표한 셀의 ASR 측정값을 기 로 3Ωcm
2
을 용하고 1.4V Thermal

neutralvoltage인 1.2454V의 압을 가하 을 때,8cm x8cm 단 해 셀에서의

평균 수소생산량이 시간당 약 4.279NL와 2.892NL로 나타났으며 300mol/s의 수소를

생산하기 해 갖추어야 할 해 셀의 총 개수는 각각 5,652,912장과 8,365,868장에

이르며 소모되는 기에 지는 81,043kJ/s 72,094kJ/s로서 VHTR의 PCU 효율을

0.48,AC/DC 환 효율을 0.95로 상정했을 때 177,726 kJ/s와 158,101 kJ/s의

열에 지에 상당한다.

(4)고온 기분해(HTSE)공정의 물질수지와 에 지수지

비 설정한 그림 부록.1.1.22의 고온 기분해(HTSE)수소생산 공정을 기 으로 HYSYS

3.0.1컴퓨터 코드를 이용하여 공정도 구성의 타당성을 공정유체 열 흐름 에서 조사한

결과,공정 구성요소로서 당 설정한 2 의 압축기(C1 C2),1 의 펌 (P1),8개의 열교환

기(HX1-HX8),1 의 터빈(T1),1개의 스 발생기,그리고 기분해장치 에서 열교환기 HX3

의 효과는 거의 무시되는 결과를 얻음으로써 최종 인 공정도는 그림 부록.1.1.37과 같이 도출

되었으며 그 때 시 된 공정 물질수지와 운 조건은 표 부록.1.1.12와 같다.

그림 부록.1.1.37.HTSEflow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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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1.1.12.MassbalanceofHTSEprocess

한편 HYSYS3.0.1컴퓨터 코드에 의해 그림 부록.1.1.37의 공정도와 표 부록.1.1.12의 300

mol/s수소생산 규모에서의 물질수지와 운 조건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나타난 각 라인별 유체

가 갖는 에 지 값은 부록 1과 같이 나타났으며 이 값들을 기 으로 에 지 수지를 설정하면

표 부록.1.1.13과 같다.표 부록.1.1.13의 에 지 수지를 기 으로 고온 기분해(HTSE)공정의

수소생산 효율을 계산하면 수소의 High Heating Value(HHV)285.8kJ/mol기 으로 약

45.2%에서 50.4%에 달하며 공 에 지의 구성비는 열에 지가 10% 미만이며, 기에 지가

90% 이상이다.

표 부록.1.1.13.EnergybalanceofHTSE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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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복합열화학(HyS)공정

(1)서론

물로부터 수소를 얻고자 하는 열화학 수소제조 기술은 1970년 반 오일 쇼크를 맞이하

면서 심의 상이 된 약 35년의 역사를 간직한 기술로서 1997년 지구 온난화를 걱정한 교토

의정서와 부시 통령의 원자력에 지 신 연구를 한 포 에 지정책 ‘원자력수소 이니

셔티 (NHI)’의 발표와 더불어 연구개발의 시의성을 확보하 다.특히 고온 기체냉각로

(VHTR)의 950oC열원과 열화학 수소생산 기술의 목은 국제 인 호응과 함께 원자력수소

라는 용어를 탄생시키면서 경제 인 수소생산 가능성에 을 둔 국제 력체인 국제 공동연

구 포럼(GIFVHTR)을 탄생시켰다.

VHTR은 고온의 수증기 는 헬륨을 량으로 공 할 수 있는 열 공 원이기도 하여 고효

율의 력생산 뿐 아니라 석탄의 액화,천연가스의 개질,DME(Di-MethylEther)의 경제 생

산 등 다양한 분야에 이용될 수도 있겠으나[부록.1.1.27,부록.1.1.28,부록.1.1.29],화석연료 부존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에서는 VHTR 연구방향을 열화학 수소제조 기술개발에 을 둘

것을 권장하고 있다.[부록.1.1.30]

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수소생산방식은 분산형과 집 형으로 나 수 있으며 분산형 수

소생산은 수소자동차충 소에서 수소를 생산하여 공 하는 방식으로 물 기분해장치 는

소형 천연가스 는 메탄올의 수증기 개질기를 사용한다.집 형은 원격지에서 수소를 량 생

산하여 이 라인으로 배송하거나 열차 는 트럭을 이용하여 충 소까지 운반하는 방식이다.

집 형의 경우에는 생산된 수소를 수요지까지 운반하기 해 추가 인 비용이 발생한다.운반

비는 물량과 거리에 따라 달라지지만 연간 1만톤 규모일 경우에는 배 망이 유리하며 200km

의 거리라면 운반비는 0.8$/kg으로 추정된다.[부록.1.1.31] 미국에서는 기술개발의 목표를 수소

경제시 의 운반비를 1.0$/gge이하로 설정하 다.[부록.1.1.32]기존의 천연가스배 망을 보완하

여 수소운반에 이용한다면 건설비가 부분을 차지하는 수소운반비를 감할 수 있다.집 형

수소생산의 원가목표는 분산형의 원가목표보다 운반비를 제외한 만큼 설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을 고려했을 때 수소생산 열효율이 가장 높은 VHTR연계 열화학 수소생산이 가장 경쟁력

있는 방법임을 뒷받침한다.

재까지 여러 형태의 물로부터 수소생산 방법이 제안되었고 일부 제안에 해서는 최근까

지 실험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부록.1.1.34,부록.1.1.35,부록.1.1.36]집 연구개발이 수

행되고 있는 기술로는 황-요오드 열화학 사이클(SICycle)과 수증기의 고온 기분해법(HTSE),

그리고 미국 웨스 하우스에서 제안한 황-하이 리드 공정(HySProcess)이다.

본 설계계산서에서는 황-하이 리드(HyS)공정에 한 열효율을 평가함에 있어,웨스 하우

스사가 발표한 공정 개념을 기 로 보다 구체 이고 실제 인 공정도를 재구성하고 이에 한

물질수지와 에 지 수지를 계산함으로써 궁극 인 수소생산 열효율을 추산코자 하 다.

(2)황-하이 리드(HyS)공정도와 물질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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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S 공정의 화학반응식은 다음과 같으며 공정 개념도는 그림 부록.1.1.38과 같다.[부

록.1.1.37]

)(H)(SOH)(OH2)(SO 24222 gaqlaq +®+ ( 기분해,80-120
o
C) (부록.1.1.19)

)(O2/1)(SO)(OH)(SOH 22242 gggaq ++® (열분해,800-900
o
C) (부록.1.1.20)

폐회로로 구성되는 체 반응식은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는 것이다.이산화황수용액의

기분해는 수소를 생산하며,황산이 부산물로 남게 된다.황산은 800
o
C이상의 온도에서 분해

되어 이산화황과 산소 수증기를 발생시킨다.이산화황은 냉각과정과 산소 제거과정을 거쳐

다시 기분해 장치로 순환된다.

기분해를 해서는 수소이온 투과성이 좋은 해질막이 필요하며,근래에 연료 지에 리

사용되는 PEM (ProtonExchangeMembrane)은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다.50wt% 황산용액의

기분해 압은 200mA/cm
2
류 도에서 약 0.568V이다.[부록.1.1.37]이 압은 상온 수

해에서 필요로 하는 압 1.23V보다 낮은 값으로 HyS공정의 수소생산 열효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그림 부록.1.1.38.HyS공정 개념도.

그림 부록.1.1.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공정은 이산화황의 기분해기 주입에 앞서 산소제

거를 으로 거치는 것이 열화학공정인 SI공정의 황산 농축 분해공정과 상이한 부분으



록 Ⅵ-62

로 수소생산을 한 이산화황의 기분해부분과 함께 복합열화학(HyS)공정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분해/분리된 이산화황은 기분해에 앞서 순수 물에서부터 황산용액에의 포화상태에 이

르기까지 흡수시켜 기분해에 임함으로써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데 이산화황의 용해도가 그

다지 높지 못해[부록.1.1.38,부록.1.1.39]이산화황의 흡수탑과 기분해 장치를 한 으로 하는

다단 캐스 이드를 유지해야 한다.[부록.1.1.40]

(가)이산화황의 용해도

① 황산용액 내의 SO2용해도

임의 성분의 기-액 평형 계를 우리는 헨리의 법칙을 용하곤 한다.따라서 기체의 용해도

도 헨리 식을 용하는데 일반 으로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정량의 액체에 한 기체의 용해량

은 압력에 비례하고 온도에 반비례한다.SO2기체의 액체 내 용해과정에서의 기-액 평형 계

를 나타내는 헨리의 식은 식(부록.1.1.21)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PSO2=H∙xSO2
--------------------------------------------(부록.1.1.21)

PSO2
:기체 내 SO2의 부분압력[MPa]

H:Henry의 상수[MPa/SO2-wtfraction]

xSO2
:용액 내 SO2의 농도[SO2-wtfraction]

헨리 상수 H는 온도와 SO2증기압 등의 함수로서 R.Fernandez-Prini등[부록.1.1.41]에 의해

다양한 상 수식으로 표 되고 있다.

② 황산용액 내의 SO2용해도를 이용한 Henry상수 회귀분석

참고문헌 [부록.1.1.38] [부록.1.1.39]에서의 실험측정치인 SO2의 기상분압이 0.1MPa인

상황 하에서 주어진 온도범 (30～ 80 oC)에서 각각의 SO2용해도 곡선을 이용하여 황산농

도(wt.%)별 Henry 상수를 계산하고 이를 온도의 함수로 도식화하 다.회귀분석 모델은

Henry상수를 온도의 3차 방정식으로 설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각 항의 계수를 결정하 다.회

귀분석에 사용된 도구로서 SigmaPlot(Ver.10.0) 로그램이 사용되었으며,회귀 모델식의 각

항의 계수는 로그램에서 주어진 값을 인용했다.

온도변화에 따른 Henry상수의 회귀분석

SO2의 분압이 0.1MPa일 때 각각 황산용액내의 SO2용해도(wt.%)로부터 Henry상수

와 그에 한 회귀곡선을 그림 부록.1.1.39에 나타냈다.그림 부록.1.1.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각의 황산농도에 하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Henry상수도 커짐을 알 수가 있다.0～85

wt.%의 황산농도와 30～80oC의 용해온도 범 에서 이산화황 분압에 한 이산화황 용해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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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값으로부터 유추된 Henry상수의 변화를 충실히 변할 수 있는 상 식을 조사한 결과,식

(부록.1.1.22)와 같은 polynomial2차식을 채택할 수 있었다.

H=AiT
2+BiT+Ci-----------------------------------------(부록.1.1.22)

여기서 H는 헨리상수이며,T는 반응기의 온도(oC),Ai,Bi Ci는 설정된 회귀방정식의 각

항에 한 계수이다.설정된 회귀방정식으로부터 결정된 각 항에 한 계수는 표 부록.1.1.14에

제시하 으며,황산용액의 농도와 온도범 는 0～ 85wt.% 30～ 80oC이다.

그림 부록.1.1.39.황산농도(wt.%)에 한 온도변화에 따른 Henry상수와 회귀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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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1.1.14.온도변화에 따른 Henry상수의 상 방정식에서 결정된 계수.

Coefficient

H2SO4wt.%
Ai Bi Ci

0 0.0009140139 -0.0278128563 1.3710207840

10 0.0008914753 -0.0127533845 1.1894089613

20 0.0010724770 -0.0206638044 1.4492258381

30 0.0010724770 -0.0206638044 1.4492258381

40 0.0014966905 -0.0304420487 1.9474166487

50 0.0012945193 0.0041409540 1.3778691665

55 0.0012606730 0.0239578101 1.1334337854

60 0.0012606730 0.0239578101 1.1334337854

65 0.0014988746 0.0279312462 1.5075711070

70 0.0013970008 0.0493012675 1.3812154696

75 0.0015919779 0.0432495981 1.7190704743

80 0.0018942384 0.0209155485 2.8413575375

85 0.0012706753 0.0794279385 2.1585382083

황산용액 농도를 포함한 Henry상수 통합 상 방정식

황산용액의 농도를 포함한 H(T,XH2SO4
)함수를 도출하기 하여 황산용액 농도(무게 분율)

를 x축으로 하고 앞 에서 결정한 H(T)함수의 각 항의 계수를 y축으로 하는 그래 와 그에

해당하는 회귀곡선을 그림 부록.1.1.40에 나타내었다.황산농도에 한 H(T)함수의 계수에 한

회귀 모델 식으로서 polynomial3차 방정식을 설정하 고 식(부록.1.1.23),식(부록.1.1.24) 식

(부록.1.1.25)과 같다.

Ai=a1X
3
H2SO4+b1X

2
H2SO4+c1XH2SO4+d1

---------------------------(부록.1.1.23)

Bi=a2X
3
H2SO4+b2X

2
H2SO4+c2XH2SO4+d2

---------------------------(부록.1.1.24)

Ci=a3X
3
H2SO4+b3X

2
H2SO4+c3XH2SO4+d3

---------------------------(부록.1.1.25)

여기서,Ai,Bi Ci는 앞 에서 결정된 H(T)함수의 2차 항,1차 항 상수항의 계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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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XH2SO4
는 황산용액의 무게분율,ai,bi,ci di는 황산농도에 한 계수 회귀 모델식의 계

수이다.결정된 계수는 표 부록.1.1.15에 제시하 다.

그림 부록.1.1.40.황산농도에 한 H(T)함수의 계수 그래 회귀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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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1.1.15.황산농도에 한 계수 상 방정식에 한 계수

ai bi ci di

Ai -0.00125136 0.00129549 0.00055823 0.00088972 

Bi -0.13495709 0.31859775 -0.07601213 -0.02069700 

Ci 12.84144382 -13.73752311 3.91939250 1.20017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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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1.1.15에서 결정된 계수를 바탕으로 식(부록.1.1.22)과 결합된 황산농도를 포함한 통합

상 방정식 H(T,XH2SO4)함수를 식(부록.1.1.26)에 제시하 다.

H=(-0.00125136X
3
H2SO4
+0.00129549X

2
H2SO4
+0.00055823XH2SO4+0.00088972)T

2

+(-0.13495709X
3
H2SO4
+0.31859775X

2
H2SO4
-0.07601213XH2SO4-0.02069700)T

+(12.84144382X
3
H2SO4
-13.73752311X

2
H2SO4
+3.91939250XH2SO4-1.20017850)

--------------------------------------------------------------(부록.1.1.26)

여기서,XH2SO4는 용액내 황산 무게분율,T는 온도(oC)이다.

통합 상 방정식을 이용한 온도변화에 따른 SO2용해도

기상의 SO2의 압력을 0.1MPa로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주어진 황산용액의 농도범 (0～

0.85wt.fraction)에 해 온도 변화에 따른 Henry상수를 바탕으로 SO2의 용해도를 계산하

다.Henry상수 계산에 사용된 식은 식(부록.1.1.26)을 이용하 고,계산된 Henry상수를 다시

식(부록.1.1.21)에 입력하여 SO2 용해도를 계산하 다.계산된 결과와 문헌에 제시된 값[부

록.1.1.38]과의 상 오차를 표 3에 나타내었다.

표 부록.1.1.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합 상 방정식을 이용하여 계산된 SO2용해도는 12%

이내의 오차범 내에서 기 값과 잘 일치하고 있다. 한 문헌에 제시된 SO2용해도와 통합

상 방정식을 이용해 계산된 SO2용해도를 45도선에 나타내고 이를 그림 부록.1.1.41에 제시하

다.

통합 상 방정식을 이용한 SO2분압변화에 따른 SO2용해도

기상의 SO2의 분압변화에 따른 SO2 용해도를 계산하기 하여 SO2의 기상 압력을 약 0.1

MPa씩 변화시키고 각 구간마다의 온도를 고정시켜 SO2용해도를 비교하 다.그 결과를 표

부록.1.1.17에 나타내었고,SO2용해도에 한 문헌 값[부록.1.1.39]과 계산된 결과 값을 비교하

여 그림 부록.1.1.42의 45도선에 나타내었다.

표 부록.1.1.17와 그림 부록.1.1.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도가 20 oC,60 oC 70 oC인 경

우 문헌 값과 계산된 용해도의 오차가 비교 크게 나타났으며,나머지 경우에서는 10% 이내

의 상 오차로 문헌 값과 잘 일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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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1.1.16.0.1MPa압력 하에서 통합 상 방정식을 이용한 SO2용해도 계산결과 비교

H2SO4 
(wt. 

fraction)

Pso2

(MPa)

T

( oC)
H

Calculated
H

SO2 solubility
(wt. fraction)*

Calculated SO2 
solubility

(wt. fraction)

Rel. error
(%)

0 0.1 30 1.33 1.38 0.02 0.02 3.38

0.1 40 1.79 1.80 0.06 0.06 0.56

0.1 50 2.22 2.39 0.04 0.04 7.01

0.1 80 5.00 5.24 0.03 0.03 4.56

0.1 0.1 30 1.56 1.57 0.02 0.02 0.58

0.1 40 2.22 1.99 0.06 0.05 -11.71

0.1 50 2.70 2.60 0.04 0.04 -4.02

0.1 80 5.88 5.57 0.03 0.03 -5.53

0.2 0.1 30 1.75 1.75 0.02 0.01 -0.30

0.1 40 2.44 2.24 0.04 0.04 -9.03

0.1 50 3.03 2.93 0.03 0.03 -3.30

0.1 80 6.67 6.27 0.02 0.02 -6.25

0.3 0.1 30 1.75 1.96 0.01 0.01 10.41

0.1 40 2.44 2.57 0.04 0.04 5.15

0.1 50 3.03 3.41 0.03 0.03 11.21

0.1 80 6.67 7.30 0.02 0.02 8.73

0.4 0.1 30 2.38 2.25 0.01 0.01 -6.05

0.1 40 3.13 3.03 0.03 0.03 -3.29

0.1 50 4.17 4.05 0.03 0.02 -2.78

0.1 80 9.09 8.63 0.02 0.02 -5.36

0.5 0.1 30 2.63 2.66 0.01 0.01 0.91

0.1 40 3.70 3.63 0.03 0.03 -1.98

0.1 50 4.76 4.88 0.03 0.02 2.32

0.1 80 10.00 10.21 0.02 0.02 2.05

0.55 0.1 30 3.03 2.92 0.01 0.01 -3.72

0.1 40 4.00 4.00 0.03 0.03 0.05

0.1 50 5.56 5.36 0.02 0.02 -3.67

0.1 80 11.11 11.09 0.02 0.02 -0.24

0.6 0.1 30 3.03 3.24 0.01 0.01 6.35

0.1 40 4.00 4.42 0.03 0.02 9.56

0.1 50 5.56 5.89 0.02 0.02 5.74

0.1 80 11.11 12.01 0.01 0.01 7.50

0.65 0.1 30 3.70 3.60 0.01 0.01 -2.76

0.1 40 5.00 4.90 0.02 0.02 -2.08

0.1 50 6.67 6.48 0.02 0.02 -2.83

0.1 80 13.33 12.99 0.01 0.01 -2.68

0.7 0.1 30 4.00 4.03 0.01 0.01 0.79

0.1 40 5.88 5.43 0.02 0.02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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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SO4 
(wt. 

fraction)

Pso2

(MPa)

T

( oC)
H

Calculated
H

SO2 solubility
(wt. fraction)*

Calculated SO2 
solubility

(wt. fraction)

Rel. error
(%)

0.1 50 7.14 7.13 0.01 0.01 -0.21

0.1 80 14.29 14.00 0.01 0.01 -2.03

0.75 0.1 30 4.35 4.53 0.01 0.01 3.92

0.1 40 6.25 6.03 0.02 0.02 -3.69

0.1 50 7.69 7.83 0.01 0.01 1.78

0.1 80 15.38 15.05 0.01 0.01 -2.19

0.8 0.1 30 5.00 5.09 0.01 0.01 1.76

0.1 40 7.14 6.69 0.014 0.015 -6.77

0.1 50 8.33 8.60 0.012 0.012 3.05

0.1 80 16.67 16.14 0.006 0.006 -3.26

0.85 0.1 30 5.56 5.73 0.018 0.017 3.06

0.1 40 7.69 7.42 0.013 0.013 -3.62

0.1 50 9.09 9.42 0.011 0.011 3.51

0.1 80 16.67 17.26 0.006 0.006 3.41

*Datafrom A.G.Amelin,SulfuricAcidTechnology,KhimiyaPubl.,Moscow,TableXI,458(1971)

그림 부록.1.1.41.SO2용해도에 한 문헌 값과 계산 값과의 비교(0.1MPaSO2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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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1.1.17.SO2분압변화에 따른 SO2용해도 계산결과 비교

Pso2
(MPa)

T
(
o
C)

SO2
solubility
(g)

H
Calculated
H

SO2
solubility

(wt.fraction)*

Calculated
SO2solubility
(wt.fraction)

Rel.error
(%)

0.1013 20 4.7 2.26 1.95 0.04 0.05 -15.92

0.2027 20 10 2.23 1.95 0.09 0.10 -14.54

0.3040 20 16 2.20 1.95 0.14 0.16 -13.22

0.1013 30 3.8 2.77 2.66 0.04 0.04 -4.20

0.2027 30 7.8 2.80 2.66 0.07 0.08 -5.49

0.3040 30 12.5 2.74 2.66 0.11 0.11 -3.03

0.4053 30 17.3 2.75 2.66 0.15 0.15 -3.48

0.1013 40 2.7 3.85 3.63 0.03 0.03 -6.09

0.2027 40 5.5 3.89 3.63 0.05 0.06 -7.06

0.3040 40 8.8 3.76 3.63 0.08 0.08 -3.49

0.4053 40 12.5 3.65 3.63 0.11 0.11 -0.44

0.5066 40 16.4 3.60 3.63 0.14 0.14 1.00

0.6080 40 20.5 3.57 3.63 0.17 0.17 1.60

0.1013 50 2.1 4.93 4.88 0.02 0.02 -1.02

0.2027 50 4.1 5.15 4.88 0.04 0.04 -5.57

0.3040 50 7 4.65 4.88 0.07 0.06 4.68

0.4053 50 9.5 4.67 4.88 0.09 0.08 4.18

0.5066 50 12.5 4.56 4.88 0.11 0.10 6.48

0.6080 50 15.9 4.43 4.88 0.14 0.12 9.09

0.7093 50 19.3 4.38 4.88 0.16 0.15 10.07

0.1013 60 2 5.17 6.39 0.02 0.02 19.10

0.2027 60 3.8 5.54 6.39 0.04 0.03 13.30

0.3040 60 5.5 5.83 6.39 0.05 0.05 8.69

0.4053 60 8 5.47 6.39 0.07 0.06 14.32

0.5066 60 10 5.57 6.39 0.09 0.08 12.74

0.6080 60 12.5 5.47 6.39 0.11 0.10 14.31

0.7093 60 15 5.44 6.39 0.13 0.11 14.84

0.1013 70 1.5 6.85 8.16 0.01 0.01 16.04

0.2027 70 3 6.96 8.16 0.03 0.02 14.75

0.3040 70 4.2 7.54 8.16 0.04 0.04 7.62

0.4053 70 5.1 8.35 8.16 0.05 0.05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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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o2
(MPa)

T
(
o
C)

SO2
solubility
(g)

H
Calculated
H

SO2
solubility

(wt.fraction)*

Calculated
SO2solubility
(wt.fraction)

Rel.error
(%)

0.5066 70 7.5 7.26 8.16 0.07 0.06 11.06

0.6080 70 9.4 7.08 8.16 0.09 0.07 13.32

0.7093 70 11.8 6.72 8.16 0.11 0.09 17.68

0.1013 80 1 10.23 10.21 0.01 0.01 -0.22

0.2027 80 2 10.34 10.21 0.02 0.02 -1.26

0.3040 80 3.1 10.11 10.21 0.03 0.03 0.97

0.4053 80 4.2 10.06 10.21 0.04 0.04 1.51

0.5066 80 5.2 10.25 10.21 0.05 0.05 -0.39

0.6080 80 6.3 10.26 10.21 0.06 0.06 -0.49

0.7093 80 7.6 10.04 10.21 0.07 0.07 1.63

*SRNLData

그림 부록.1.1.42.SO2분압을 변화에 따른 SO2용해도에 한 문헌 값과 계산 값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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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SO2 기분해 특성

1980년에 발표된 웨스 하우스사의 실험[부록.1.1.36]이후 이산화황 기분해에 한 연구

활동이 미미하다가 최근에 와서 SRNL에 의해서 체계 인 연구가 재 수행되고 있다.[부

록.1.1.39]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살펴볼 때,이산화황이 녹아있는 수용액의 기분해로부터 Anode에서

산소가 발생하기보다는 황산이 생성되었고 수소이온 교환 막을 통과한 수소이온이 Cathode에

서 환원되어 수소를 생성시키는 것을 실증함으로써 복합열화학(HyS)공정의 가능성을 확보하

고 정성 인 에서 해온도와 압력의 상승은 보다 낮은 용 압을 요구하고 수용액내 황

산농도의 증가는 그 향력이 미약하기는 하나 용 압의 상승을 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온교환막의 향 한 무시할 수 없는 수 이며 막의 종류 처리 방법에 따라

해특성과 내구성에 지 한 향을 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SRNL은 2005년에 수행한 2종의 해셀 실험에서 장치의 부식문제와 반응물의 물질이동문제

를 각각 발견하 는데 자의 경우는 ProtonEnergySystem사에서 제작한 HastelloyB재료의

장비 고 후자의 경우는 Univ.ofSouthCarolina에서 여한 탄소재료로 제작된 해셀이었

다. 한 2006년의 연구에서는 해 압의 강하를 꾀할 수 있도록 이산화황의 용해도를 증가시

키기 하여 이산화황 흡수탑의 운 압력을 2기압에서 6기압으로 승압시켰고 해온도를 80
o
C

까지 승온시켰으나 승온의 과정에서 이산화황의 용해도가 감소하는 역효과도 나타남을 확인하

다.2006년의 연구 성과로는 AnodeChamber로부터 CathodeChamber로의 이산화황 이동을

일 수 있는 MEA(MembraneElectrodeAssembly)의 성능을 개선시켰고 Anode 매로의 반

응물 이동과 극반응에 의해 생성된 황산의 역이동이 용이하도록 유체흐름을 개선시켰다는

것이 목할만한 사항이다.

그림 부록.1.1.43,부록.1.1.44,부록.1.1.45,부록.1.1.46은 웨스 하우스사와 SRNL이 발표한

해특성 자료를 소개한 것이다.[부록.1.1.37,부록.1.1.39]

그림 부록.1.1.43.웨스 하우스사의 HyS 해셀 실험 특성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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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1.1.44.SRNL의 운 압력과 온도에따른 용 압과 류 도의상 도.

그림 부록.1.1.45.SRNL의 MEA종별 용 압과 류 도의 상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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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1.1.46.SRNL의 황산용액에 따른 용 압과 류 도의 상 도.

그림 부록.1.1.47.SRNL의 용 압에 한 Anolyte유량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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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복합열화학(HyS) 공정도와 물질수지

SRNL에서 최근에 발표한 복합열화학(HyS)공정은 황산용액 농축단계로 5단계에 걸친 플래

시 증류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약 90 wt%까지 농축된 황산용액을 고온 분해기로 보내어 분해

시킨 후 여기에서 생성된 이산화황과 산소 혼합기체를 황산용액을 흡수제로 사용하는 흡수탑

(10단으로 구성)에 주입하여 이산화황으로부터 산소를 분리시킨 후 산소는 배출하고 이산화황

이 용해된 황산용액은 전기분해 셀의 Anode 실로 주입하여 전기분해를 꾀함으로써 수소를 얻

는 계통도로 구성되어 있다.[부록.1.1.40]

이에 반하여 정용훈에 의해 2005년에 발표된 복합열화학(HyS)공정은 플래시 증류에 의해 황

산용액을 농축시키고 농축된 황산 용액을 고온의 황산분해 장치로 주입시켜 황산분해를 도모

한 후 냉각시켜 미분해 황산용액과 삼산화황을 응축시킴으로써 이산화황과 산소의 혼합기체로

부터 1단계 분리시킨 후 가압과 냉각을 혼합기체에 교대로 가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이산화황을

산소로부터 최종 분리시킨 후 전기분해기로 순환시키는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부록.1.1.42]

그러나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산화황의 황산용액에 대한 포화용해도가 그다지 높지

못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SRNL이 발표하고 있는 이산화황의 분리/회수 절차가 실제적으로는

복잡한 양상을 나타낼 것이라 짐작되며 참고문헌 [부록.1.1.42]에서 소개하고 있는 가압(50

bar)/냉각법(-85oC)에 의한 이산화황 분리 방법은 이산화황의 이슬점 조건을 이용하여 산소로

부터 분리하는 방법으로 논리적인 타당성을 보장하지만 기체의 가압과정과 냉각과정에서 소요

되는 전기 에너지와 회수된 이산화황의 Anode Chamber로의 주입이 기체 상태로 이룩되는 것

에 대한 타당성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서 참고문헌 [부록.1.1.42]의 이산화황과 산소의

분리방법을 따라 소요에너지를 살펴보면,

- 단열 압축과정에서의 필요에너지











 


 

 






--------------------------------------(부록.1.1.27)

여기에서 유체조건을 표5의 line # 15를 적용하는 경우, k=Cp/Cv=1.3034, P2=50 bar, P1=6

bar, R=8.3144 J/mol/K, T1=313 K를 적용하는 경우, 약 7.135 kJ/mol의 일량이 필요하며

448.84 mol/s의 이산화황과 산소의 유량을 적용하는 경우 3,202.48 kJ/s의 일률이 되고 다시 이

것을 압축기의 운전효율 75%와 고온 가스터빈 전기에너지 생산효율 48%를 적용하면 8,895.8

kJ/s의 열에너지가 소요된다.

- 냉각과정에서의 필요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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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
-Q
W
=

TL
TH-TL

------------------------------------------(부록.1.1.28)

단열 압축과정에서 6 bar의 혼합기체를 50 bar까지 승압하면 배출 기체의 온도는 554

K(281oC)로 증가한다.이것을 냉동기를 이용하여 등압조건에서 TL=193K(-80
oC)까지 냉각시킨

다고 하면 냉동기에 의해 열을 빼앗는 에 지(-Q)는 14,483.6kJ/s이며 1.84의 냉동기 COP를

용하면 7,879kJ/s의 력이 필요하며 VHTR에 의한 고온 가스터빈의 기생산 효율 48%를

고려하는 경우,최종 인 소요 열에 지는 16,415kJ/s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복합열화학(HyS)공정에서 요구하는 황산 용액의 농축과 분해과정으로 본 연

구 에 의해 앞서 심층 분석한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의 황산용액 농축/분해 단 공

정을 채택하고[부록.1.1.43]이산화황의 회수/순환 방법으로는 에 지의 소모를 극소화 할 수

있는 이온흡착제를 이용한 화학 흡/탈착 법을 채택함으로써 그림 부록.1.1.48과 같은 공정도를

도출할 수 있었다.

그림 부록.1.1.48.KAERIHyS공정도.

그림 부록.1.1.48의 공정도를 기 으로 300mol/s의 수소생산규모 복합열화학(HyS)공정 물질

수지를 세우면 표 부록.1.1.18과 같다.그림 부록.1.1.48과 표 부록.1.1.18에서의 이산화황의 흡수

탑(D)과 이산화황 흡수액의 기분해기(E)Battery는 그림 부록.1.1.49와 같이 운 조건에 따라

다양한 배열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Battery 을 최소화 할 수 있는 40oC,6

기압 운 방식을 채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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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1.1.18.KAERIHyS공정 물질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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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1

E1

D 2

E 2

D 2

E 2

D3

E3

D3

E3

0 mol·S O
2
/s

1802.05 mol·H
2
O/s

2.67 mol·H
2
SO

4
/ s

2. 32 mol·SO 2/s

1802.05 mol·H 2O /s
2.67 mol·H

2
SO

4
/ s

163.16 mol·S O
2
/s

1478.46 mol·H 2 O/s
164. 67 mol·H

2
SO

4
/ s

1.16 mo l· SO 2/ s 1478.46 mol·H2 O/s
164.67 mol·H

2
SO

4
/s

128.18 mol·SO
2
/s

1224.02 mol·H2O/s
291.69 mol·H

2
SO

4
/s

1.16 mol·SO2 /s 1224.02 mol·H 2O /s
291.69 mol·H

2
SO

4
/s

12.14 mol·S O
2
/s

1202.05 mol·H 2O/s
302.67 mo l·H

2
SO

4
/ s

1.16 mol·SO 2/ s

298.84 mol·SO
2
/ s

287.86 mo l· SO
2
/ s160.84 mol·SO

2
/s

162.00 mol·H
2
/ s 289.02 mol·H

2
/s 300.00 mo l·H

2
/s

(c)

D 1

E 1

D 2

E 2

D 1

E 1

D 2

E 2

D 2

E 2

1802.05  m ol·H
2
O/ s

2 .67 mo l·H 2SO 4/ s
2 .32 mo l·S O

2
/ s

0  m ol·S O2 /s

298 .84 m ol·S O2 /s

1202.05  m ol·H
2
O/ s

302 .67 m ol·H 2SO 4/s
1 .16  m ol·SO

2
/s1802 .05  m ol·H

2
O /s

2 .67 mo l·H 2SO 4/ s
208 .74 mo l· SO

2
/ s

1386.90 m ol·H
2
O/ s

210 .25  m ol·H2S O 4/s
1.16  m ol·SO

2
/ s

1386.90 m ol·H
2
O/ s

210 .25  mo l· H
2
SO

4
/ s

93.58  mo l· SO 2/ s

206.42  m ol·S O2 /s

207 .58  m ol·H 2 /s 300 .00 m ol·H2 /s

(d)

그림 부록.1.1.49.운 조건별 이산화황 흡수탑과 기분해 Battery

(a)25oC,0.1013MPa,(b)25oC,0.2026MPa,(c)25oC,0.3039MPa

(d)30oC,0.4052MPa,(e)40oC,0.6078MPa,Di;SO2Dissolver,Ei;Electroly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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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hermalPathway 수소생산 열효율 평가

그림 부록.1.1.48의 복합열화학(HyS)수소생산 공정은 VHTR로부터 열에 지와 기에 지

를 공 받게 되는데 VHTR과의 체결방식에 따라 그림 부록.1.1.50과 같은 직 체결방식과 그림

부록.1.1.51과 같은 간 체결방식으로 구별할 수 있다. 자의 경우는 후자에 비해 간 열 이

동 순환매체가 한 단계 어듦으로 해서 열 이용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 이 있는 반면

운 안 에서는 불리하다.일본의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에서는 자의 직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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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방식[부록.1.1.44]을 추천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고온 기분해(HTSE)공정에서는 후자의 간

체결방식[부록.1.1.45]을 추천하고 있다.

기에 지의 소모가 큰 고온 기분해(HTSE)공정이나 복합열화학(HyS)공정에서는 기생

산 효율이 수소생산 효율에 크게 향을 으로써 VHTR에 의한 기생산도 동시에 병행되어

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그림 부록.1.1.51과 같은 간 체결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그림 부록.1.1.50.VHTR과 수소생산공정의 직 체결방식.

그림 부록.1.1.51.VHTR과 수소생산공정의 간 체결방식.

복합열화학(HyS)공정 열효율 평가는 표 부록.1.1.18에서 제시한 300mol/s수소생산 규모의

물질수지와 운 조건을 기 으로 수행하 으며 공정을 구성하는 장치와 배 에서의 외부환경

으로의 열손실은 없고 공정에서 필요로 하는 기에 지는 고온 기체터빈( 기 생산효율 48%)

에 의해 생산되는 력으로 공 한다는 가정을 도입하 다.

한편 각 장치에서의 에 지 수지는 아래의 식에 의해 물질수지와 운 조건을 용하여 계산

되며 여기에서 계산된 열에 지 Q(J/s)가 양의 값이면 에 지를 외부로부터 받아야 하고 음의

값이면 에 지를 외부로 수 있음을 의미한다.

Q=∑∫Tin
T mi,inCpidT+mp,out∆Hr,T (부록.1.1.29)

Tin:주입유체 온도(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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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반응기 온도(K)

mi,in:i성분 주입유량(mol/s)

mp,out:반응생성물 배출유량(mol/s)

Cpi:i성분 비열(J/mol/K)

∆Hr,T :온도 T에서의 반응열(J/mol)

식 (부록.1.1.29)에서 화학반응 없이 유체의 단순 가열내지 냉각되는 시스템인 경우에는 우측

첫 번째 항만 살아남고 2번째 항은 0이 된다.

용액이송과 장치의 운 압력을 맞추기 하여 펌 를 이용하는 경우,요구되는 에 지

Ẇp(J/s)는 Bernoulli식을 이용하여 다음의 식 (부록.1.1.30)에 의해 계산된다.

Ẇp=ṁ∆P/ρ+ṁg∆h+ṁ∆v
2/2+ṁhf (부록.1.1.30)

ṁ :유체 질량속도(kg/s)

∆P:펌 입구/출구 압력차(N/m
2
)

ρ:유체 도(kg/m
3
)

g: 력가속도(m/s2)

∆h:펌 양단 체결장치 수 차(m)

∆v:유체 선속도(m/s)

hf:에 지 마찰손실(J/kg)

장치 간 운 압력을 맞추기 하여 감압용 터빈을 이용하며 이 때 생산할 수 있는 기에

지 Ẇt(J/s)는 다음 식 (부록.1.1.31)을 이용 계산하 다.

Ẇt=ηtṁ∆Pt/ρ (부록.1.1.31)

ηt: 기생산 종합효율(액체터빈 경우 0.9,스 터빈 경우 0.35 용)

∆Pt:터빈 입구/출구 압력차(N/m
2
)

표 부록.1.1.19는 식 (부록.1.1.29),(부록.1.1.30),(부록.1.1.31)과 표 부록.1.1.18의 물질수지를

이용하여 300mol/s의 수소를 얻는 데 요구되는 에 지 수요를 계산한 것으로 재까지 발표

된 기 자료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선속도는 비 이상용액의 과잉부피 향을 고려하지 않은 값

이 용되었고 에 지수지에서도 혼합열 효과가 고려되지 않았음을 밝힌다. 한 AD/DA 컨버

터의 효율은 95%를 용하 고 기분해장치에서 소요되는 기에 지는 웨스 하우스 사의

실험결과인 200mA/cm2의 류 도를 시 하는 용 압 0.568V를 기 으로 산출하 다.표

부록.1.1.19에서 에 지부하가 +값이면 에 지를 공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값이면 에 지

를 뽑아 쓸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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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1.1.19.300mol∙H2/s의 생산규모 HyS공정 에 지수지

Equipment
Electricity 
(kWAC)

Thermal E 
(kWth)

Remarks

Electrolyzer 34,618.1 Vapplied=0.568VDC(I/A=200 mA/cm
2) & ηac/dc=0.95

Pump 1 16.2 펌프입출구 압 차만 잠 고

Pump 2 18.3 펌프입출구 압 차만 잠 고

Pump 3 3.5 장  Head차 5m 가

Diffuser -26.7 액체터  생산 효  0.9 용

Reboiler 1 59,640.0

Tube side; HE1(by gas phase sensible heat, heat of 
formation of H2SO4, and latent heats of 98 wt% H2SO4 
(49,646.9 kJ/s; 638.9

oC→185
oC) and by using a heat 

pump(9993.1kJ/s; 185
oC→165

oC(H2O BP at 7 bar)), 
86.55% of Line # 013 stream)

Heat pump 114.1 COP = 87.6 용

Reboiler 2 26,000.0
Tube side; HE1(Input 850oC/Output 638.9oC, 100% 
stream of Line # 013)

98w%H2SO4

vaporizer
75,281.4 Heated by He

H2SO4

decomposer
38,015.3 Heated by He

SO3

decomposer
34,881.8 Heated by He

SO2 desorber 14,977.8

-Primary heating(1,189.2 kJ/s; 40oC→48.6oC) by the 
sensible heat of uncondensed gas stream from the 
Reboiler 1 tube side(Input 165oC/Output   94oC)

-Secondary heating(13,788.6 kJ/s; 48.6oC→130oC) by 
the gas phase sensible heat and the latent heats 
of H2SO4 and H2O of HE1 tube side stream(Input 
638.9oC/Output 165oC(H2O BP at 7 bar), 13.45% of 
Line # 013 stream)

HE1

-26,000.0

-59,640.0

-14,977.8

Shell side; Reboiler 2(SS Operation Temp 240oC)

Shell side; Reboiler 1(SS Operation Temp 170oC)

Shell side; SO2 desorber(Heating from 40oC to 130oC)

HE2 -1,130.4 Shell side; HE3

HE3 1,130.4 Tube side; HE2 

Total 34,743.5 148,178.5
ηeff=0.39 at ηelectricity=0.48

ηeff=0.35 at ηelectricity=0.35

표 부록.1.1.19에서 나타낸 에 지 수지에 따라 Thermalpathway를 살펴보면, 간루 로부

터 헬륨에 의한 복합열화학(HyS)공정으로의 열 달은 SO3분해기,황산분해기,황산용액 증발

기 순으로 이룩되며 Reboiler2로의 열공 은 SO3분해기에서 배출되는 공정 혼합기체(Line#

013)가 지니고 있는 열로써 감당하고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공정 유체의 86.55%(몰 유량 기

)가 다시 Reboiler1의 튜 측으로 공 되어 공정 유체가 가지고 있는 열과 황산 재결합

반응열 황산의 응축열에 의해 Reboiler1을 1차 가열하고 연이어 본 공정 유체의 온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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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ingPump에 의해 165
o
C까지 떨어뜨림으로써 발생되는 열에 지로 Reboiler1내부용액을

170
o
C까지 2차 가열한다.한편 Reboiler2의 튜 측에서 배출되는 13.45%(몰 유량 기 )의 공

정 유체는 SO2탈착기의 2차 가열 매체로서 활용되고 이것의 1차 가열 매체로는 Reboiler1의

가열매체로 사용된 공정유체 미응축 기체로 남아 있는 공정 혼합기체의 165oC로부터 94oC

까지 냉각에 의해 얻어지는 열을 이용한다.

이상의 Thermalpathway를 기 으로 복합열화학(HyS)공정의 수소생산 열효율을 계산하

을 때,복합열화학(HyS)공정의 기분해기에서 요구하는 기 에 지를 48%의 기생산 효율

을 갖는 VHTR의 고온 기체터빈에 의해 발 공 하는 경우를 용하면 HHV(HighHeating

Value285.8kJ/molH2)기 약 39%의 수소생산 효율이 나오고 35%의 기생산 효율을 갖는

PWR의 스 터빈에 의해 발 공 하는 경우를 용하면 약 35%의 수소생산 효율이 망된

다.

라.요약 건의사항

우리나라가 참조 수소생산 공정으로 채택하고 있는 EED-SI공정과 안 공정으로 채택하

고 있는 고온수증기 기분해(HTSE)공정 황-하이 리드(HyS)공정에 한 물질수지와 에

지수지를 바탕으로 수소생산 열효율을 계산한 결과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EED-SI공정의 수소 생산 열효율은 EED의 성능에 민감하 으며 수소생산 효율을 어도

40% 수 을 유지하기 해서는 0.2V 미만의 용 압에서 목 으로 하는 HI용액 농축속

도를 나타낼 수 있는 EED장치가 개발되어야 한다.

- 고온가스로 연계 고온 기분해(HTSE)수소생산 공정의 수소생산 열효율은 미국 INL에

서 제시하고 있는 Thermalneutralvoltage1.2454V를 용하 을 때,45% 내외가 될

것으로 단한다.

-VHTR시스템에 고온 가스터빈에 의한 기생산을 동반하는 경우,복합열화학(HyS)공정

에 의한 수소생산 열효율은 HHV기 약 39%에 달할 것으로 측한다.

-각 공정들의 수소생산 열효율 평가는 일럿 시험 단계에서 장치 배 에서의 외부로의

열손실을 감안하여 재평가가 요구된다.

2.수소생산공정 기술성 비교평가

가.서론

물로부터 수소를 얻고자 하는 원자력수소 제조기술은 1970년 반 오일 쇼크를 맞이하면

서 심의 상이 된 약 35년의 역사를 간직한 기술로서 1997년 지구 온난화를 걱정한 교토

의정서와 부시 통령의 원자력에 지 신 연구를 한 포 에 지정책 ‘원자력수소 이니

셔티 (NHI)’의 발표와 더불어 연구개발의 시의성을 확보하 다.특히 고온 기체냉각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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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HTR)의 950
o
C열원은 물로부터의 수소생산에 아주 유리한 치를 차지함과 아울러 국제

인 공감 를 형성하여 원자력수소(NuclearHydrogen)라는 신조어를 만들었고 경제 인 수소생

산 가능성에 을 둔 국제 공동연구 포럼(GIFVHTR)을 탄생시켰다.

2000년에 Brown과 Funk등[부록.1.2.1]은 재까지 발표된 물분해로부터 수소를 제조할 수 있

는 연구결과들을 조사하여 몇 가지의 선별기 즉,화학반응 단계 수,화학분리 단계 수,화학

반응 원료물질 수,공정 소요물질의 수 성, 로세스 용액의 부식성,공정의 연속 운 성,운

온도,연구논문 발표 수,실험 시험 수 ,효율과 비용자료 근성 등의 10개항에 걸친

수부여 원칙을 정하고 25개 기술들에 한 평가를 시행하여 표 부록.1.2.1과 같은 결과를 발

표한 바 있으나 당시 조사평가 상에서 수증기의 고온 기분해(HTSE)기술은 락되었었다.

표 부록.1.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의 선별 기 에서는 웨스 하우스 복합열화학(HyS)

공정이 가장 높은 수를 받았고 GA사의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은 78 으로 4번째로

높은 수를 획득하 으나 뒤에 IspraMark13공정이 롬을 원료물질로 사용한다는 사실과

UT-3공정이 고체 물질을 취 한다는 이유로 DOE의 연구지원 상에서 락됨으로써 재는

복합열화학(HyS)공정과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만이 지속 으로 연구 상이 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보다 뒤늦게 본격 인 연구가 착수되긴 하 지만 미국 INL과 Ceramatech사의 연구 이

공동으로 기술개발 인 고온 수증기의 기분해에 의한 수소제조 방법,고온 기분해(HTSE)

공정이 원자력수소를 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후보기술로 각 을 받으면서 재 DOE의 집

지원을 받고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재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심을 두고 있는 기술들은 이산화황

과 요오드를 순환매체로 하는 열화학공정(SIProcess)[부록.1.2.2],황산을 순환매체로 하는

기-열화학 복합공정(HyS Process)[부록.1.2.3],고온수증기 기분해공정(HTSE Process)[부

록.1.2.4]으로 집약된다.

표 부록.1.2.1.기술선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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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들에 한 기술성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수소경제의 도래 시 을 2030년 로 가정

하고 기술성 평가항목으로 7개항을 선정/정의하여 항목별 재의 기술수 과 안을 조사함과

아울러 이에 한 문가 의견을 토 로 비교(Pair-wisecomparison)를 거쳐 계층분석

(AnalyticHierarchyProcess)하 다.

나.기술성 평가요소 도출 정의

경쟁 기술 간에 하나의 기술을 선택하는 경우,일반 으로 다음 8개항의 평가요소들에 한

비교 평가 후 하나의 기술을 선택한다.[부록.1.2.5]

기술 요소(Technicalfactors)

기술 요소라 함은 공정의 유연성,연속운 ,특수 제어장치의 사용 여부,상용규모,

용 기술의 난해성,열효율,특수 부속물의 필요 여부,미래 발 망,안 성 해도 등

을 말한다.

재료물질(Raw materials)

재료물질 요소는 재와 미래의 수 성, 처리 필요 여부,취 성, 장성 등의 에

서 평가한다.

폐기물 부산물(Wasteproductsandby-products)

폐기물의 발생량 가치,그리고 시장 잠재성,폐기방법,부반응에 의한 부산물 생성 등

이 평가 요소가 된다.

장치(Equipment)

장치의 종류와 수 성,규모 확장성(Scale-up),장치 건조재료, 기비용,설치 유지

리비,교체 주기 등이 평가 요소가 된다.

랜트 부지(Plantlocation)

소요부지의 규모,운반시설,제품의 시장과 원료물질 공 처와의 근 성,에 지 유틸

리티의 공 체계,노동시장,기후,법 제약성 세 등의 평가 요소를 갖는다.

비용(Costs)

원재료 가격,감가상각,특수 노무비,특허료 등이 주 평가 상이다.

시간요소(Timefactor)

로젝트 완성 시 ,공정 개발 기간,시장 형성기,화폐가치의 변동 등의 평가 요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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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고려사항(Processconsiderations)

기술 완성도,타 공정과의 원재료 물질 공유,생산 제품의 신뢰성 등의 평가 요소를 갖는

다.

다.원자력수소생산 기술개발 국제 황과 계획

(1)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

에 지원으로 고온 가스로(VHTR)의 냉각재인 He가스의 약 950℃ 이상의 고온 열을

이용하여 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열화학 수소제조 황-요오드(SI)공정은 1970년

반 미국 제 럴아토믹사(GA)연구진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1982년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3종 화학반응들로 구성된다.[부록.1.2.2]

2H2O+I2+SO2=2HI+H2SO4 (BunsenReaction,약 100℃,발열반응)(부록.1.2.1)

2HI=H2+I2 (400~500℃,흡열반응) (부록.1.2.2)

H2SO4=H2O+SO2+0.5O2 (약 850℃,흡열반응) (부록.1.2.3)

분젠반응이라 불리는 식(부록.1.2.1)은 발열반응이며 식(부록.1.2.3)의 황산분해 반응은

400~500℃에서 H2O와 SO3으로 1차분해 된 후,분해된 SO3가 약 800℃ 이상에서 고체 매반

응에 의해 SO2와 O2로 2차분해 된다.식(부록.1.2.2)의 요오드화수소(HI)분해 반응은 기체 상

태에서의 고체 매반응 혹은 액체 상태에서의 균질 매반응으로 진행된다.

3종의 화학반응들로 구성된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을 화학반응 참여 물질들의 흐름

을 기 으로 도식 표 을 하면 그림 부록.1.2.1과 같다.[부록.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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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1.2.1.화학반응식을 기 으로 한 SI공정 개념도.

이후 일본의 JAEA(구 JAERI)와 독일의 아헨공 에서도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에

한 연구를 수행하 으며 상호간의 연구 차이 은 그림 부록.1.2.1의 Section3에 포함된 HIx

용액의 농축과정에서 볼 수 있다.미국의 GA사는 인산을 이용한 추출증류(extractive

distillation)방법을 제안한 바 있고[부록.1.2.2],독일 아헨공과 학은 고압 반응증류(reactive

distillation)방법을 제안하 으며[부록.1.2.7]일본의 JAEA와 한국의 에 지기술연구원은 기

투석법에 의한 1차 농축 후 증류법에 의한 2차 농축법을 제안하고 있다.[부록.1.2.8,부록.1.2.9]

2007년 KAERI는 기투석(EED)법과 고압 증류법을 Section3의 HIx 용액농축에 용하고

HI의 멤 인 매분해 반응기를 용한 EED-embedded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을

발표한 바 있는데 그림 부록.1.2.2,부록.1.2.3,부록.1.2.4와 같으며 이 때 발표한 200MWth규모

에서의 물질수지는 표 부록.1.2.2와 같다.[부록.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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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1.2.2.EED-SI공정 Section1공정도.

그림 부록.1.2.3.EED-SI공정 Section2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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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1.2.4.EED-SI공정 Section3공정도.

DM Water

H2 product

From Sec. 1/145

To Section 1

To Section 1

To Section 1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10 311

312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HI
distillation
column

Ceramic 
raschig ring
packed column
as H2 scrubber

309

Electrodialysis

치타 미결정

Membrane reactor
for HI decomposition

HE303

HE301
Tube side HE202

HE302
Shell side

Reboiler 202 

Reboiler
301

From
Sec.2

To IHX

Chemicals(Liquid) 

Chemicals(Gas) 

He  
Chemicals(Two phase) 

Chemicals(Liquid) 

Chemicals(Gas) 

He  

Chemicals(Liquid) Chemicals(Liquid) 

Chemicals(Gas) Chemicals(Gas) 

He  
Chemicals(Two phase) 

Partial
condenser

Heat pump

Tube side HE202

표 부록.1.2.2.300mol∙H2/s의 생산규모 EED-SI공정 물질수지

Line#
H2O

(mol/s)

H2

(mol/s)

O2

(mol/s)

HI

(mol/s)

I2

(mol/s)

H2SO4

(mol/s)

SO3

(mol/s)

SO2

(mol/s)

Press.

(bar)

Temp.

(K)

101 18553.60 - - 2703.53 2284.69 - - - 4.20 369

102 556.42 - - 81.08 68.52 - - - 4.20 311

103 155.80 - - 22.71 19.18 - - - 1.01 369

104 17841.38 - - 2599.74 2196.99 - - - 4.20 369

105 532.76 - - 48.66 11.76 15.11 - - 1.01 393

106 532.76 - - 48.66 11.76 15.11 - - 1.85 393

107 1593.64 - - 170.26 26.16 45.13 - - 4.20 384

108 19967.77 - - 2818.66 2234.90 60.24 - - 1.85 370

109 20057.99 - - 2819.50 2231.07 64.51 - 372.41 1.85 370

110 20057.99 - - 2819.50 2231.07 64.51 - 372.41 7.00 370

111 10.39 - 148.44 - - - - 295.72 7.00 393

112 1248.60 - - 400.23 12026.19 - - - 7.00 393

113 21592.19 - 148.44 3261.1414481.67 64.51 - 672.74 7.00 382

114 21153.93 - 148.44 3698.8614262.81 283.37 - 453.87 7.00 393

115 1529.54 - - - - 283.37 - 4.57 7.00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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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1529.54 - - - - 283.37 - 4.57 1.85 393

117 274.68 - - 41.42 224.41 - - 4.60 1.85 385

118 274.68 - - 41.42 224.41 - - 4.60 7.00 385

119 4.45 - 148.44 - - - - - 4.20 384

120 1.63 - 54.18 - - - - - 1.85 289

121 0.80 - 54.18 - - - - - 1.85 289

122 110.77 - 54.18 - 8.05 - - 407.03 1.85 393

123 9.41 - 4.60 - 0.68 - - 34.59 1.85 393

124 101.36 - 49.58 - 7.36 - - 372.44 1.85 393

125 10.69 - 49.58 - 0.09 - - 0.03 1.85 370

126 12.88 - 4.60 - 5.46 - - 12.94 1.85 385

127 23.57 - 54.18 - 5.55 - - 12.97 1.85 375

128 4.22 - 54.18 - - - - - 1.01 313

129 1.51 - 94.26 - - - - - 1.01 289

130 5.73 - 148.44 - - - - - 1.01 300

131 2.82 - 94.26 - - - - - 1.01 289

132 1.31 - - - - - - - 1.01 289

133 0.83 - - - - - - - 1.85 289

134 2.14 - - - - - - - 1.01 289

135 475.99 - - - - 2.67 - - 0.07 311

136 381.41 - - - - 2.14 - - 1.01 311

137 94.59 - - - - 0.53 - - 0.07 311

138 94.59 - - - - 0.53 - - 4.20 311

139 1026.06 - - - - - - 2.32 0.10 311

140 1026.06 - - - - - - 2.32 4.20 311

141 10.03 - 148.44 - 2.23 - - 42.28 7.00 393

142 10.03 - 148.44 - 2.23 - - 42.28 4.20 354

143 19614.36 - - 3698.8614260.58 - - 407.03 7.00 393

144 19614.36 - - 3698.8614260.58 - - 407.03 1.85 393

145 19504.39 - - 3698.8614252.54 - - - 1.85 393

146 5.05 - - 0.50 249.65 - - - 7.00 393

147 1228.41 - 4.60 - 5.46 303.83 - 14.10 1.85 385

148 1215.53 - - - - 303.83 - 1.16 1.85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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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1215.53 - - - - 303.83 - 1.16 0.10 350

202 1554.51 - - - - 483.86 - 2.32 0.10 350

203 441.20 - - - - 483.86 - - 0.10 443

204 52.49 - - - - 481.19 - - 0.07 513

205 52.49 - - - - 481.19 - - 7.09 513

206 332.57 - - - - 201.11 280.08 - 7.09 687

207 531.67 - - - - 2.01 479.18 - 7.09 1,023

208 532.58 - 148.44 - - 1.10 183.21 296.88 7.09 1,123

209 349.37 - 148.44 - - 184.30 0.00 296.88 7.09 393

210 338.98 - - - - 180.03 - 1.16 0.10 350

211 10.39 - 148.44 - - 4.28 - 295.72 7.09 393

212 388.71 - - - - 2.67 - - 0.07 311

213 475.99 - - - - 2.67 - - 0.07 311

214 1113.34 - - - - - - 2.32 0.10 311

215 1026.06 - - - - - - 2.32 0.10 311

301 303.03 - - - - - - - 1.01 298

302 303.03 - - - - - - - 22 298

303 303.18 - - 0.45 - - - - 20 416

304 5.05 - - 0.50 249.65 - - - 20 393

305 5.05 - - 0.50 249.65 - - - 7 393

306 18553.60 - - 3393.34 1939.77 - - - 20 393

307 18553.60 - - 2703.53 2284.69 - - - 4.2 369

308 19504.39 - - 3698.8614252.54 - - - 1.85 393

309 19504.39 - - 4388.6713907.62 - - - 1.85 393

310 19504.39 - - 4388.6713907.62 - - - 22 393

311 19504.39 - - 4388.6713907.62 - - - 22 503

312 16892.15 - - 3395.2113634.46 - - - 22 536

313 16892.15 - - 3395.2113634.46 - - - 22 411

314 1248.60 - - 400.23 12026.19 - - - 20 521

315 1248.60 - - 400.23 12026.19 - - - 7 393

316 2612.06 - - 989.36 275.89 - - - 22 528

317 2612.06 - - 989.36 275.89 - - - 22 723

318 0.15 302.82 - 0.15 0.15 - - - 20 723

319 - 300.00 - - - - - - 20 416

320 2611.91 0.95 - 396.52 582.10 - - - 22 723

321 2611.91 - - 398.42 581.15 - - - 22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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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1.2.2,부록.1.2.3,부록.1.2.4의 EED-embedded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도와

표 부록.1.2.2의 200MWth 물질수지를 기 으로 공정을 구성하는 핵심장치를 소개하면 표 부

록.1.2.3과 같다.

표 부록.1.2.3.EED-embeddedSI공정 핵심장치 목록

Serial # Name of equipment
Operation 

temp.(K)

Operation 

press.(bar)

Energy demand 

(kW)
Remarks

1-1 Bunsenreactor 393 7.00 -Demandcoolingjacket

1-2 PrimaryO2scrubber 384 4.20 -

1-3 SecondaryO2scrubber 393 1.01 -

1-4 SO2absorber 370 1.85 -

1-5 HIxpurifier 393 1.85 -

1-6 SAboostreactor 385 1.85 -

2-1 1stH2SO4distillationcolumn 443 0.10 59,640.0kWthHeatedbyLine#208

2-2 2ndH2SO4distillationcolumn 513 0.07 26,000.0kWthHeatedbyLine#320

2-3 Sulfuricacidvaporizer 687 7.09 75,281.4kWthHeatedbyHe-line#3

2-4 Sulfuricaciddecomposer 1023 7.09 38,015.3kWthHeatedbyHe-line#2

2-5 SO3decomposer 1123 7.09 34,881.8kWthHeatedbyHe-line#1

2-HP1 Heatpump 612.3kWeQuantity;1set

3-1 Electrodialysis 393 1.85 14,014.0kWeElectricenergydemand

3-2 HIxdistillationcolumn 536 22.00 109,280.7kWth

Heated by heatpump

with Line # 320 and

byLine#208

3-3 Membranereactor 723 22.00 3,790.1kWthHeatedbyHe-line#4

3-4 H2scrubber 416 20 -

3-R1 RecuperatorHE301 723 22 26,612.6kWthHeatedbyLine#208

3-HP1 Heatpump 9,243.9kWeQuantity;1set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에 한 세계 각국의 연구 황을 살펴보면,일본이 3개의 단

공정들을 연결한 폐순환공정(closedprocesscycle)에 한 30L/h수소생산규모의 실험실

178시간 연속 운 경험을 바탕으로 30m3/h수소생산 규모의 일럿 설계에 임하고 있다.특

히 일본의 경우,2008년 7월15일 원자력 원회가 발간한 ‘지구온난화 책에 공헌하는 원자력

의 신 기술개발 로드맵’에 의하면 2010년부터 일럿규모 수소제조 시험을 수행하여 2015

년이면 고온가스로 HTTR과 연결시험을 수행하고 2020년에 1,000Nm
3
H2/h의 수소제조시험을

달성하여 기술실증을 이룩하며 2030년경에는 상업규모로 생산을 개시한다는 로드맵을 설정해

놓고 있다.[부록.1.2.11]미국의 SNL과 GA 그리고 랑스의 CEA는 i-NERIPhase1공동연구

를 통하여 100L/h의 수소생산 단 공정에 한 연구를 추진하 고 2단계인 Phase2연구에서

는 100L/h의 폐순환 종합공정을 건설하여 2008년의 1차 시험운 에서 정상상태 기 으로 약

50L/h의 수소생산을 약 1시간에 걸쳐 확인한 바 있다.[부록.1.2.12]앞서 시행된 일본의 종합공

정 운 은 기압 운 이었음에 반하여 미국의 종합공정 운 은 최 운 압력 5기압에서 시

행되었다는 이 기술의 진일보라 할 수 있다.독일의 경우 일 이 요오드화수소 용액의 농축

과 분해에 한 단 공정 연구를 착수한 바 있었으나 재에는 이에 한 연구를 더 이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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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 인력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복합열화학(HyS)공정

복합열화학(HyS)공정의 화학반응식은 다음과 같으며 공정 개념도는 그림 부록.1.2.5와 같

다.[부록.1.2.13]

)(H)(SOH)(OH2)(SO 24222 gaqlaq +®+ ( 기분해,80-120oC) (부록.1.2.4)

)(O2/1)(SO)(OH)(SOH 22242 gggaq ++® (열분해,800-900oC) (부록.1.2.5)

폐회로로 구성되는 체 반응식은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는 것이다.이산화황수용액의

기분해는 수소를 생산하며,황산이 부산물로 남게 된다.황산은 800oC이상의 온도에서 분해

되어 이산화황과 산소 수증기를 발생시킨다.이산화황은 냉각과정과 산소 제거과정을 거쳐

다시 기분해 장치로 순환된다.

기분해를 해서는 수소이온 투과성이 좋은 해질막이 필요하며,근래에 연료 지에 리

사용되는 PEM (ProtonExchangeMembrane)은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다.50wt% 황산용액의

기분해 압은 200mA/cm2 류 도에서 약 0.568V이다.[부록.1.2.13]이 압은 상온 수

해에서 필요로 하는 압 1.23V보다 낮은 값으로 복합열화학(HyS)공정의 수소생산 열효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그림 부록.1.2.5.HyS공정 개념도.

그림 부록.1.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공정은 이산화황의 기분해기 주입에 앞서 산소제거

를 으로 거치는 것이 열화학공정인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의 황산 농축 분

해공정과 상이한 부분으로 수소생산을 한 이산화황의 기분해부분과 함께 복합열화학(HyS)

공정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분해/분리된 이산화황은 기분해에 앞서 순수 물에서부터 황산

용액에의 포화상태에 이르기까지 흡수시켜 기분해시킴으로써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데 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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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황의 용해도가 그다지 높지 못해[부록.1.2.14,부록.1.2.15]이산화황의 흡수탑과 기분해 장

치를 한 으로 하는 다단 캐스 이드를 유지해야 한다.[부록.1.2.16]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복합열화학(HyS)공정도를 설정하면 그림 부록.1.2.6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본 공정에서의 물질수지와 운 조건은 표 부록.1.2.4와 같다.한편 이산화황의 흡수탑

과 기분해 장치로 을 이루는 다단 캐스 이드를 물질수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소생산량

300mol/s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운 조건별로 나타내면 그림 부록.1.3.7과 같다.[부록.1.2.17]

그림 부록.1.2.6KAERIHyS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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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1.2.4KAERIHyS공정 물질수지

D9

E9

D8D7D6D5D4D3D2D1

E8E7E6E5E4E3E2E1

D9

E9

D8D7D6D5D4D3D2D1

E8E7E6E5E4E3E2E1

0 mol·SO
2
/s 42.12 mol·SO

2
/s 82.58 mol·SO

2
/s 121.23 mol·SO

2
/s 158.90 mol·SO

2
/s 195.81 mol·SO

2
/s 230.86 mol·SO

2
/s 265.23 mol·SO

2
/s 297.82 mol·SO

2
/s

298.84 mol·SO2/s

43.28 mol·H2/s 83.74 mol·H2/s 122.39 mol·H2/s 160.06 mol·H2/s 196.97 mol·H2/s 232.02 mol·H2/s 266.39 mol·H2/s 298.98 mol·H2/s 300.00 mol·H2/s

1802.05 mol·H2O/s
2.67 mol·H

2
SO

4
/s

2.32 mol·SO
2
/s

1802.05 mol·H
2
O/s

2.67 mol·H
2
SO

4
/s

44.44 mol·SO2/s

1715.49

45.95
1.16

1715.49
45.95

41.62

1634.57

86.41
1.16

1634.57
86.41

39.81

1557.26

125.66
38.82

1557.26
125.66

1.16

1481.94

163.33

38.07

1481.94
163.33

1.16

1408.11
200.24

36.21

1408.11

200.24
1.16

1338.01

235.29
35.52

1338.01
235.29

1.16

1269.28

269.66
33.76

1269.28

269.66
1.16

1204.08
302.25

2.18

1204.08

302.25
1.16

1202.05 mol·H2O/s
303.27 mol·H

2
SO

4
/s

1.16 mol·SO2/s

(a)

D1

E1

D2

E2

D2

E2

D3

E3

D3

E3

D4

E4

D4

E4

1802.05 mol·H2O/s
2.67 mol·H

2
S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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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mol·SO2/s

0 mol·S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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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05 mol·H
2
O/s

2.67 mol·H
2
S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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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7 mol·SO2/s

1608.24 mol·H2O/s
99.58 mol·H

2
S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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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24 mol·H

2
O/s

99.58 mol·H
2
SO

4
/s

84.05 mol·SO2/s

1442.45 mol·H2O/s
182.47 mol·H

2
S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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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mol·SO2/s
1442.45 mol·H

2
O/s

182.47 mol·H
2
S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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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8 mol·SO2/s

1287.40 mol·H2O/s
259.99 mol·H

2
S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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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mol·SO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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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s

259.99 mol·H
2
SO

4
/s

43.84 mol·SO2/s

1202.05 mol·H2O/s
302.67 mol·H

2
SO

4
/s

1.16 mol·SO2/s

298.84 mol·SO
2
/s

256.16 mol·SO
2
/s178.64 mol·SO

2
/s95.75 mol·SO

2
/s

96.91 mol·H
2
/s 179.80 mol·H

2
/s 257.32 mol·H

2
/s 300.00 mol·H

2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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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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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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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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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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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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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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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8 mol·S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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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02 mol·H2O/s
291.69 mol·H

2
S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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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mol·SO2/s 1224.02 mol·H2O/s
291.69 mol·H

2
SO

4
/s

12.14 mol·SO
2
/s

1202.05 mol·H2O/s
302.67 mo l·H

2
SO

4
/s

1.16 mol·SO2/s

298.84 mol·SO
2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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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60.84 mol·SO

2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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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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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300.00 mo l·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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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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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1.2.5.300mol∙H2/s의 생산규모 HyS공정 에 지수지

Equipment
Electricity 
(kWAC)

Thermal E 
(kWth)

Remarks

Electrolyzer 34,618.1 Vapplied=0.568VDC(I/A=200 mA/cm2) & ηac/dc=0.95

Pump 1 16.2 펌프입출구 압 차만 잠 고

Pump 2 18.3 펌프입출구 압 차만 잠 고

Pump 3 3.5 장  Head차 5m 가

Diffuser -26.7 액체터  생산 효  0.9 용

Reboiler 1 59,640.0

Tube side; HE1(by gas phase sensible heat, heat of 
formation of H2SO4, and latent heats of 98 wt% H2SO4 
(49,646.9 kJ/s; 638.9oC→185oC) and by using a heat 
pump(9993.1kJ/s; 185oC→165oC(H2O BP at 7 bar)), 
86.55% of Line # 013 stream)

Heat pump 114.1 COP = 87.6 용

Reboiler 2 26,000.0
Tube side; HE1(Input 850oC/Output 638.9oC, 100% 
stream of Line # 013)

98w%H2SO4

vaporizer
75,281.4 Heated by He

H2SO4

decomposer
38,015.3 Heated by He

SO3  decomposer 34,881.8 Heated by He

SO2 desorber 14,977.8 -Primary heating(1,189.2 kJ/s; 40
o
C→48.6

o
C) by the 

D 1

E1

D 2

E 2

D 1

E1

D 2

E 2

D 2

E 2

1802.05  m ol·H
2
O/ s

2.67  mo l·H 2SO 4/ s
2.32 mo l·S O

2
/ s

0 m ol·S O2 /s

298.84  m ol·S O2 /s

1202 .05  mol·H
2
O/ s

302 .67  m ol·H 2SO 4/s
1 .16  m ol·SO

2
/s

1802 .05  mol·H
2
O /s

2 .67  mo l·H 2SO 4/ s
208 .74  mo l· SO

2
/ s

1386 .90  mol·H
2
O/ s

210 .25  mol·H2S O 4/s
1 .16  m ol·SO

2
/ s

1386 .90  m ol·H
2
O/ s

210 .25  mo l· H
2
SO

4
/ s

93 .58 mo l· SO 2/ s

206 .42  m ol·S O2 /s

207 .58  m ol·H 2 /s 300 .00  m ol·H2 /s

( d)

그림 부록.1.2.7.운 조건별 이산화황 흡수탑과 기분해 Battery

(a)25
o
C,0.1013MPa,(b)25

o
C,0.2026MPa,(c)25

o
C,0.3039MPa

(d)30oC,0.4052MPa,(e)40oC,0.6078MPa,Di;SO2Dissolver,

Ei;Electrolyzer.

D 1

E1

D 2

E2

D 1

E1

D 2

E2

D 2

E2

1202.05 mol·H
2
O/ s

302.67 mol·H
2
SO

4
/s

1.16 mol·SO
2
/s

298.84 mol·S O
2
/s

1802.05 mol·H
2
O/ s

2.67 mo l·H 2SO4/ s
2.32 mo l·S O

2
/ s

0 mol·S O
2
/s

300.00 mol·H
2
/ s

1802.05 mo l· H
2
O /s

2.67 mol·H
2
SO

4
/s

258.60 mol·SO
2
/s

1287.17 mol·H
2
O/ s

260.11 mol·H
2
S O

4
/s

1.16 mol·SO
2
/ s 1287.17 mol·H

2
O/ s

260.11 mo l· H2SO 4/ s
43.72 mo l· SO

2
/ s

256.28 mol·S O2 /s

257.44 mol·H
2
/s

(e)

표 부록.1.2.5는 표 부록.1.2.4의 물질수지를 이용하여 300mol/s의 수소를 얻는 데 요구되는

핵심장치의 종별과 에 지 수요를 계산한 것으로 AD/DA 컨버터의 효율로 95%를 용하 고

기분해장치에서 소요되는 기에 지는 웨스 하우스사의 실험결과인 200mA/cm2의 류

도를 시 하는 용 압 0.568V를 기 으로 산출하 다.표 5에서 에 지부하가 +값이면 에

지를 공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값이면 에 지를 뽑아 쓸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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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ible heat of uncondensed gas stream from the 
Reboiler 1 tube side(Input 165

oC/Output   94
oC)

-Secondary heating(13,788.6 kJ/s; 48.6
oC→130

oC) by 
the gas phase sensible heat and the latent heats 
of H2SO4 and H2O of HE1 tube side stream(Input 
638.9

oC/Output 165
oC(H2O BP at 7 bar), 13.45% of 

Line # 013 stream)

HE1

-26,000.0

-59,640.0

-14,977.8

Shell side; Reboiler 2(SS Operation Temp 240
oC)

Shell side; Reboiler 1(SS Operation Temp 170
oC)

Shell side; SO2 desorber(Heating from 40
oC to 130

oC)

HE2 -1,130.4 Shell side; HE3

HE3 1,130.4 Tube side; HE2 

Total 34,743.5 148,178.5
ηeff=0.39 at ηelectricity=0.48

ηeff=0.35 at ηelectricity=0.35

표 부록.1.2.5에서 나타낸 에 지 수지에 따라 Thermalpathway를 살펴보면, 간루 로부터

헬륨에 의한 복합열화학(HyS)공정으로의 열 달은 SO3분해기,황산분해기,황산용액 증발기

순으로 이룩되며 Reboiler2로의 열공 은 SO3분해기에서 배출되는 공정 혼합기체(Line#013)

가 지니고 있는 열로써 감당하고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공정 유체의 86.55%(몰 유량 기 )가

다시 Reboiler1의 튜 측으로 공 되어 공정 유체가 가지고 있는 열과 황산 재결합 반응열

황산의 응축열에 의해 Reboiler1을 1차 가열하고 연이어 본 공정 유체의 온도를 Heating

Pump에 의해 165oC까지 떨어뜨림으로써 발생되는 열에 지로 Reboiler1내부용액을 170oC까

지 2차 가열한다.한편 Reboiler2의 튜 측에서 배출되는 13.45%(몰 유량 기 )의 공정 유체

는 SO2탈착기의 2차 가열 매체로서 활용되고 이것의 1차 가열 매체로는 Reboiler1의 가열매

체로 사용된 공정유체 응축되지 않고 남아있는 공정 혼합기체가 갖고 있는 열(165
o
C로부

터 94oC까지 냉각되는 과정에서 방출되는 열)을 이용한다.

(3)고온 기분해(HTSE)공정

고온수증기 기분해법(HTSE)은 고체 해요소를 이용해 800℃ 이상의 고온수증기를

기분해 하는 수소 제조법이다.그림 부록.1.2.8에 산소이온을 이동시킬 수 있는 산화물 해질이

사용된 기분해 셀(SOEC)에 한 원리를 간단히 나타냈다.음극실로 공 된 수증기(H2O)는

음극에서 수소 양이온과 산소 음이온으로 분해됨과 동시에 외부 도선을 통하여 양극으로부터

넘어온 자를 받아 수소 양이온이 환원되어 수소(H2)가 되고 산소 음이온(O
2-
)은 해질 층을

통과한 후 양극에서 자를 방출하고 산소(O2)가 된다.이 반응은 가역이며,역반응이 고체산화

물연료 지(SOFC)의 반응 메카니즘이다.이 해반응에서는 해질이 수소와 산소의 분리 막

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총 반응식은 아래의 수증기분해반응과 동일하다.

H2O(g)→ H2+1/2O2 (부록.1.2.6)

수증기의 기분해는 고온에서는 자유에 지가 하하기 때문에 압에서 가능할 뿐

아니라 극에서 하의 이동을 신속하게 진행시키기 때문에 과 압도 낮게 할 수 있다.이

때문에 상온에서의 수 해(水電解)와 비교해 은 기에 지를 소비한다[부록.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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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1.2.8.Principleofhigh-temperatureelectrolysisofsteam.

140μm

scandia-stabilized zirconia

Air side Steam/H2 sideElectrolyte

13μm manganite/zirconia

18μm manganite

strontium-doped manganite anode

cobaltite bond layer

1000μm

RE oxides-scaled SS

460μm

separator

1000μm 460μm

nikel foil

10μm nikel cathode

13μm nikel-zirconia cermet

separator

32 air flow channels

32 steam flow channels

O-2

140μm

scandia-stabilized zirconia

Air side Steam/H2 sideElectrolyte

13μm manganite/zirconia

18μm manganite

strontium-doped manganite anode

cobaltite bond layer

1000μm

RE oxides-scaled SS

460μm

separator

1000μm 460μm

nikel foil

10μm nikel cathode

13μm nikel-zirconia cermet

separator

32 air flow channels

32 steam flow channels

O-2

이상의 SOEC를 기본단 로 하는 형의 기분해장치를 구비한 고온 기분해(HTSE)수소

생산 공정은 VHTR로부터 열에 지와 기에 지를 공 받게 되는데 VHTR과의 체결방식은

그림 부록.1.2.9와 같다.

그림 부록.1.2.9.HTSEprocessdirectlycoupledtointermediateloop.

비 설정한 그림 부록.1.2.9의 고온 기분해(HTSE)수소생산 공정을 기 으로 HYSYS

3.0.1컴퓨터 코드를 이용하여 공정도 구성의 타당성을 공정유체 열 흐름 에서 조사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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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구성요소로서 2 의 압축기(C1 C2),1 의 펌 (P1),7개의 열교환기(HX1-HX8

HX3의 열회수 효과가 미약하여 최종 단계에서 삭제),1 의 터빈(T1),1개의 스 발생기(E1),

그리고 기분해장치로 나타났다.그 때 도출된 공정 물질수지와 운 조건은 표 부록.1.2.6과

같다.[부록.1.2.18]

표 부록.1.2.6.MassbalanceofHTSEprocess

본 연구에 한 가장 진취 인 국가는 미국으로,Ceramatec사에서 8cm x8cm(유효 면

기 )평 형 SOEC의 개발을 시발로 2006년 6월 28일부터 9월22일에 걸쳐 60장짜리 스택 2개

를 한 으로 하는 “HalfModule"에 한 수소생산 성능 시험(2,040시간)을 시행한 결과 기

에는 1.2Nm3H2/h의 수소생산율을 나타내다 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곧 그 성능이 하되

어 2,040시간에는 0.65Nm3H2/h의 수소생산율을 나타냈다고 보고한 바 있다.Ceramatec사의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INL에서는 ”HalfModule" 해장치를 기본으로 하는 ILS(Integrated

Laboratory Scale)시험시설을 2007년에 건설하여 당해연도 9월에 420시간 운 한 결과,

Ceramatec사의 시험결과를 검증/확인하 고 운 착수 후 250시간까지 성능이 지속 으로 떨어

져 0.6Nm3H2/h에 도달한 이후로는 정상상태가 유지됨을 확인하 다.2008년 9월까지 "Full

Production"성능시험을 한 60장짜리 스택 12개로 구성된 3모듈 해장치가 설치된 ILS시

험시설(15kW규모,0.45kgH2/h)을 갖춘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ILS“FullProduction"

성능시험이 끝나면 다음 단계는 200kW(6kgH2/h)규모의 일럿 시험이 계획되어 있고 최종

으로는 5MW(150kgH2/h)규모의 공학실증시험 계획이 설정되어 있다.

라.기술성 평가요소별 기술수 안

(1)기술 요소(Technicalfactors)

공정의 유연성

-3단계의 화학반응과 1단계의 액체-액체 상분리,그리고 2종 2단계의 농축단계 등의 다

양한 장치요소들로 구성된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이 2단계의 화학반응 기화학반

응과 1종 2단계의 농축단계 등의 장치요소들로 구성된 복합열화학(HyS)공정이나 1단계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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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반응과 증기발생기 등의 장치요소들로 구성된 고온 기분해(HTSE)공정보다 정상운 상

태의 유지와 공정운 시동 정지 시에 복잡하고 경직된 차를 요구할 것으로 망.

-공정을 구성하고 있는 어느 한 장치에서의 비정상 운 상태의 출 으로 인한 후속 장

치에서의 연쇄 혼란은 순환유체 내 물질의 농도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고 운 자에 의

한 응수단이 별로 없는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이 가장 크게 받을 것이고 정상 운

상태로의 복귀도 가장 느릴 것으로 망.이에 비하여 고온 기분해(HTSE)공정은 화학반응에

사용되는 유체의 성분이 수증기 단일 성분인 계로 비정상 운 상태의 유발에도 가장 유연히

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복합열화학(HyS)공정은 이들 두공정의 간 수 일 것으로

단함.

연속운

-연속운 성의 척도는 공정에서 채택하고 있는 사용물질들의 상태에 거의 지배를 받는

데 흐름성이 좋은 기체나 액체만을 공정 취 물질로 채택하는 기술들이 고체물질을 공정 취

물질로 채택하는 기술보다 유리함.이러한 에서 볼 때,비교 상의 3가지 공정들은 모두

기체와 액체만을 공정 취 물질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연속운 성 에서는 동일한 기술성

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다른 한편에서의 연속운 성은 보수/유지 리 측면에서 단할 수 있는데,황-요오

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에서는 황산분해 매 HI분해 매의 교체주기 HI용액 농축을

하여 사용되는 기투석기의 이온교환막과 극의 수명이 연속운 성에 향을 주는 주 인

자라고 볼 수 있고 복합열화학(HyS)공정에서는 황산분해 매의 교체주기 이산화황 기분

해장치의 이온교환막 극의 수명이라 할 수 있음.이에 비해 고온 기분해(HTSE)공정은

세라믹 재질로서 구성된 고온 기분해장치(SOEC)의 부품수명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음.일

반 으로 화학 랜트에서의 매 교체주기는 2년 내외이며 SOEC의 구성과 동일한 SOFC의

최장 연속운 시간은 재의 기술수 으로는 성능 하 없이 약 1000시간 수 이며[부

록.1.2.19]미래 수명 주기 목표로는 5년으로 하고 있음.[부록.1.2.20]

특수 제어장치의 사용 여부

-3공정의 공통사항으로 안 운 과 련한 수소 산소 출검지 시스템과 폭발방지

시스템,그리고 수소제품에서의 삼 수소 측정시스템이 요구됨.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 복합열화학(HyS)공정에서는 산성기체(황산화물,할

로겐 할로겐화합물)측정시스템이 추가로 요구됨.

상용규모

-3공정 모두 600MWthVHTR규모에 상당하는 수소생산 시설을 최소 단 로 가정함.

용 기술의 난해성

-3공정 모두 800
o
C이상의 고온과 고압 운 을 요구함.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과 복합열화학(HyS)공정은 강산성 액체와 기체를 다루

는 극한 운 환경이며 고온 기분해(HTSE)공정은 고온/고압의 농축 산소를 취 함으로써 발

생되는 OxygenCloudExplosion문제에 한 안 성을 강구해야함.

열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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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9,000톤 수소/년 생산규모에 상당하는 소요 열에 지와 기에 지를 공정별로 조

사/분석한 결과,다음과 같은 수소생산 열효율이 추정됨.[부록.1.2.10,부록.1.2.11,부록.1.2.12]

공정명 소요 열에 지 소요 기에 지
수소생산 효율1,2)

( 기공 ;수증기터빈)

수소생산 효율1,3)

( 기공 ;고온가스터빈)

SI공정 152MWth 24MWAC 39% 43%

HTSE공정 14.5MWth 84MWAC 34% 45%

HyS공정 148MWth 35MWAC 35% 39%

1)
수소생산효율 HHV(285.8kJ/mol수소)기 .

2)수증기터빈 기생산효율 35% 용.
3)고온가스터빈 기생산효율 48% 용.

특수 부속물의 필요 여부

-3공정 모두 수소 장시설 요구.

미래 발 망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에 한 선두 연구 그룹은 일본의 JAEA로서 2010년부

터 일럿규모 수소제조 시험을 수행하여 2015년이면 고온가스로 HTTR과 연결시험을 수행하

고 2020년에 1,000Nm
3
H2/h의 수소제조시험을 달성하여 기술실증을 이룩하며 2030년경에는

상업규모로 생산을 개시한다는 로드맵을 설정해 놓고 있다.[부록.1.2.11]

- 복합열화학(HyS)공정과 고온 기분해(HTSE)공정에 한 선두 연구 그룹은 미국

DOE로서 2010년부터 착수 계획인 일럿 시험을 추진하기 에 Sulfurfamily에서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과 복합열화학(HyS)공정 둘 하나를 2009년에 채택하여 2014년까지

일럿 규모 시험을 추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온 기분해(HTSE)공정에 한 일럿 시험을

병행 추진하는 로드맵을 갖고 있음.미국에서의 실증시험은 2020년에 수행 계획임.

안 성 인 해도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과 복합열화학(HyS)공정에서 사용되는 순환용 공정 유

체들의 폭발 험성은 없으나 고온 기분해(HTSE)공정에서의 고온/고압 농축산소의 Oxygen

CloudExplosion문제가 최근 거론되었음.

-수소생산 공정의 수소 출 폭발 사고에 한 확률론 안 성 평가와 이것에 의한

원자력시설의 안 에 미치는 향을 GEN IV 공동연구 참여국들(미국,일본, 랑스,한국)에

의해 조사 에 있음.

(2)원재료물질(Raw materials)

원재료물질의 재와 미래 수 성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에서의 원재료물질은 요오드,황산용액,요오드산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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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이들은 공정내 순환 물질들로서 공정에서 필요로 하는 한 배치(batch)의 양만 기에

확보하면 이론 으로는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비소모성 재료들이며 실제 소모성 원재

료는 순수 물임.

-고온 기분해(HTSE)공정에서의 원재료물질은 비소모성 순환 물질로서 수소가 약간

사용되며 소모성 원재료로는 공기와 순수 물임.

-복합열화학(HyS)공정에서의 원재료물질은 비소모성 순환 물질로서 이산화황이 사용

되며 소모성 원재료로는 순수 물임.

원재료 물질의 처리 여부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의 원료물질로 사용되는 HI수용액에는 안정화 물질로

서 Hypophosphorousacid가 첨가 되어 있거나 실제 공정에서 요구하는 농도보다 낮은 값

을 유지하므로 이들에 한 처리 작업이 요구됨.

원재료 물질의 취 성 장성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에서 취 되는 고농도의 HI수용액은 단히 불안 하

여 빛이 들지 않도록 취 해야 함.

-복합열화학(HyS)공정의 원재료 물질인 이산화황(BP-10
o
C,증기압 237kPA(21.1

o
C))

은 액화 고압가스로 운반 장되기 때문에 장용기 주변에 불길이 닿으면 내압이 올라

가 험한 상태가 됨으로 취 과 장 시 주의를 요함.

(3)폐기물 부산물(Wasteproductsandby-products)

-정상 인 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3가지의 공정 모두에서 이론 으로는 폐기물

부산물 생성이 없음.

(4)장치(Equipment)

장치의 종류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12종(분젠반응기,기체세정탑,기체흡수탑,HIx용액

정제탑,다단 증발농축기,황산 기화기,삼산화황 분해기, 기투석기,HI분해용 멤 인반

응기,열교환기,내산펌 ,열펌 )30개 장치

-고온 기분해(HTSE)공정;6종(압축기,펌 ,열교환기,수증기발생기,SOEC,터빈)

13개 장치

-복합열화학(HyS)공정;10종(기체 세정탑,기체 흡수탑,액체 탈기탑, 기분해 반응

기,황산 다단 증발농축기,황산 기화기,삼산화황 분해기,열교환기,내산펌 ,열펌 )20개

장치

장치 수 성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본 공정에 이용되는 12종의 장치는 기존의 화학공장

에서 리 이용되는 장치들로서 특성과 기능에 해서는 모두 잘 알려진 것들이라 할 수

있겠으나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의 운 환경이 고온(800
o
C이상)이고 강산성 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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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기체를 취 하기 때문에 장치재료의 선택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음.지 까지 알려

진 가능한 장치구조 재료로서 SiC(고온고압용),탄탈륨(고온용),Glass-lining 속용기 (

온용)등이 있으며 이들을 이용했을 때 장치의 정 설계기술과 제작/가공기술이 건이라

할 수 있음.

-고온 기분해(HTSE)공정;본 공정을 구성하는 장치들 그 수 성에 어려움을 주

는 요인으로는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운 환경이 고온이어

서 장치를 구성하는 재료물질의 선택에서 제약을 받는다는 과 핵심장치인 세라믹 기분

해 셀(SOEC)의 기술 성숙도가 미약하다는 데 있음.

-복합열화학(HyS)공정;장치 수 성 에서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과 거

의 같은 수 임.

장치 규모 확장성(Scale-up)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본 에서의 가장 문제시 되는 장치로는 HIx용액

농축을 하여 채택하고 있는 기투석장치와 HI분해용 세라믹 멤 인 반응기임.

- 고온 기분해(HTSE)공정;본 공정의 핵심장치이자 비 을 가장 크게 차지하는

SOEC장치의 Scale-up문제가 가장 심각하며 특히 지 까지 알려진 가장 보편 인 평 형

기분해 단 셀의 크기가 10cm x10cm(유효 극면 64cm2)라는 임.따라서 본 장

치의 규모화는 스텍 는 모듈의 유지/보수를 효율 으로 할 수 있는 제작방법과 배치/배

열 그리고 원활한 열교환 시스템 구성 등이라 할 수 있음.

-복합열화학(HyS)공정;본 공정에서의 규모 확장성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요소로는

이산화황 기분해에 의하여 수소를 제조하는 기분해 장치임.

(5) 랜트 부지(Plantlocation)

소요부지의 규모,운반시설,제품의 시장과 원료물질 공 처와의 근 성,에 지 유틸

리티의 공 체계,노동시장,기후,법 제약성 세 등의 평가 요소를 갖는 항목으로서 비

교평가 상으로 하고 있는 3가지 방법의 수소생산 공장들의 입지 요건과 환경이 모두 동일하

다 볼 수 있음.

(6)비용(Costs)

원재료 가격,감가상각,특수 노무비,특허료 등이 주 평가 상이겠으나 기술개발 기

단계인 시 에서는 이들에 한 비교평가보다는 기술 완성 시 (상용화 용시 )을 측하

고 그 때의 망치를 도출하는 것이 더욱 효과 일 것으로 단함.

(7)시간요소(Timefactor) 공정 고려사항(Processconsiderations)

로젝트 완성 시 ,공정 개발 기간,시장 형성기,화폐가치의 변동 등의 평가 요소를

갖는 본 항목에서는 기술수 과 미래 기술개발 망을 바탕으로 목표코자 하는 상용기술의

완성 시 과의 부합성 여부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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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실증 완성 시 ;2025년

-수소생산공정 기술실증 최소규모;40MWth(약 3,500톤수소/년 생산규모)

-상용규모 수소생산 시 ;2030년

-수소생산 공장 최소규모;600MWth(약 53,000톤수소/년 생산규모)

마.기술성 계층분석

기술성 계층분석의 상으로 선정한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복합열화학(HyS)공

정,고온 기분해(HTSE)공정에 한 문가 의사결정을 다음의 7개 요소에 한 비교를

통하여 상 요도를 수치화하고 여기에 각 평가요소들의 가 치를 곱해서 얻어진 값으로

부터 확정지었다.

문가들의 선정은 원자력수소 생산 기술개발 부문 는 유사연구 분야에서 다년간 종사함

으로써 기술개발의 황과 망의 추이를 객 으로 단할 수 있는 자와 엔지니어링회사에

서 ProcessEngineer로 다년간 종사한 문인력들을 상으로 하 으며 각 문가가 단한

비교 수치는 기하 평균하여 채택하 다.

F1;기술 요소(Technicalfactors)

F2;원재료물질(Raw materials)

F3;폐기물 부산물(Wasteproducts& by-products)

F4;장치(Equipment)

F5;랜트 부지(Plantlocation)

F6;비용(Costs)

F7;시간요소 공정 고려사항(Timefactor& processconsiderations)

(1)평가인자별 가 치

평가 요소 F1에서부터 F7까지의 가 치는 5개 구간의 계 을 부여하 는데,매우 요 5

, 요 3 ,보통 1 , 요하지 않음 1/3 , 요하지 않음 1/5로 하 다.표 부록.1.2.7

은 문가들에게 문의된 가 치 부여 의견을 수렴하기 한 설문지 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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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1.2.7.평가 요소 가 치( 문가들께서는 질의항목별로 해당란에 해 주십시오)

질
매우

(5) (3)

보통

(1)

치 않  

(1/3)

 치 

않 (1/5)

F1  F2보다 얼마나 다고 생각 십니 ?

F1  F3보다 얼마나 다고 생각 십니 ?

F1  F4보다 얼마나 다고 생각 십니 ?

F1  F5보다 얼마나 다고 생각 십니 ?

F1  F6보다 얼마나 다고 생각 십니 ?

F1  F7보다 얼마나 다고 생각 십니 ?

F2가 F3보다 얼마나 다고 생각 십니 ?

F2가 F4보다 얼마나 다고 생각 십니 ?

F2가 F5보다 얼마나 다고 생각 십니 ?

F2가 F6보다 얼마나 다고 생각 십니 ?

F2가 F7보다 얼마나 다고 생각 십니 ?

F3  F4보다 얼마나 다고 생각 십니 ?

F3  F5보다 얼마나 다고 생각 십니 ?

F3  F6보다 얼마나 다고 생각 십니 ?

F3  F7보다 얼마나 다고 생각 십니 ?

F4가 F5보다 얼마나 다고 생각 십니 ?

F4가 F6보다 얼마나 다고 생각 십니 ?

F4가 F7보다 얼마나 다고 생각 십니 ?

F5가 F6보다 얼마나 다고 생각 십니 ?

F5가 F7보다 얼마나 다고 생각 십니 ?

F6  F7보다 얼마나 다고 생각 십니 ?

(2) 비교

7개 평가요소에 한 수소생산 공정별 비교는 각각 다음의 표 부록.1.2.8에서부터 표

부록.1.2.14까지의 질의표에 의거, 문가 의견을 모았으며 최종 으로 기하평균 하 다.

방식은 제시된 3개의 수소생산 공정을 상으로 평가 요소 에서 상 우 수 에 따

라 배 한다. 를 들어 어느 한 평가 요소에 하여 비교표 양단에 있는 공정 간의 기술

우 가 동일하면 동등(1)칸에 하고 좌측 공정이 우측 공정에 비하여 으로 우수하면

좌측에 있는 우 (5)칸에 한다.

표 부록.1.2.8.기술 요소 비교(비교표 해당란에 해 주십시오)

공
우

5

매우우

4

우

3

약간우

2

동등

1

약간우

2

우

3

매우우

4

우

5
공

SI
복 열

(HyS)

HyS HT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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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1.2.9.원재료물질 비교(비교표 해당란에 해 주십시오)

공
우

5

매우우

4

우

3

약간우

2

동등

1

약간우

2

우

3

매우우

4

우

5
공

SI HyS

HyS HTSE

표 부록.1.2.10.폐기물 부산물 비교(비교표 해당란에 해 주십시오)

공
우

5

매우우

4

우

3

약간우

2

동등

1

약간우

2

우

3

매우우

4

우

5
공

SI HyS

HyS HTSE

표 부록.1.2.11.장치 비교(비교표 해당란에 해 주십시오)

공
우

5

매우우

4

우

3

약간우

2

동등

1

약간우

2

우

3

매우우

4

우

5
공

SI HyS

HyS HTSE

표 부록.1.2.12. 랜트 부지 비교(비교표 해당란에 해 주십시오)

공
우

5

매우우

4

우

3

약간우

2

동등

1

약간우

2

우

3

매우우

4

우

5
공

SI HyS

HyS HTSE

표 부록.1.2.13.비용 비교(비교표 해당란에 해 주십시오)

공
우

5

매우우

4

우

3

약간우

2

동등

1

약간우

2

우

3

매우우

4

우

5
공

SI HyS

HyS HTSE

표 부록.1.2.14.시간요소 공정 고려사항 비교(비교표 해당란에 해 주십시오)

공
우

5

매우우

4

우

3

약간우

2

동등

1

약간우

2

우

3

매우우

4

우

5
공

SI HyS

HyS HTSE

(3)평가결과 고찰

비교 설문에 참여한 문가 그룹은 총 14인으로 그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3개의 기

술성평가 상 공정별로 재 기술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문가들을 2인씩 참여시켰고 국내

석유화학 랜트 설계/건설 엔지니어링 사에서 부장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는 Process

Engineer3인을 선정 참여시켰으며 이외에 반응공학 열공학분야 학교수 2인,그리고 국내

수소학회에서 심 역할을 하고 있는 문가 3인이다. 문가별 의견을 기하 평균에 의해 수

렴한 결과,표 부록.1.2.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 치에 있어서는 F1기술 요소를 가장 요

하게 생각하 고 F6비용 F7시간요소 공정고려사항을 비슷한 수 으로 2번째 요사항

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와 못지않게 F4장치 요소를 한 요시 하 으며 F3폐기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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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과 F5 랜트 부지 문제는 요도에 있어서 낮게 평가하 다.본 결과를 바탕으로 7x7비

교행렬을 구하고 상 요도 합을 표 화한 값으로 환시킨 표 부록.1.2.16의 값을 평가 요

소별 가 치로 용하 다.

표 부록.1.2.15.평가요소별 가 치

F1 F2 F3 F4 F5 F6 F7

F1 1 10/3 25/7 2 32/9 9/5 2

F2 3/10 1 5/4 5/6 12/7 5/7 2/3

F3 7/25 4/5 1 1 11/8 5/8 4/7

F4 1/2 6/5 1 1 3 8/9 8/9

F5 9/32 7/12 8/11 1/3 1 1/2 3/7

F6 5/9 7/5 8/5 9/8 2 1 6/5

F7 1/2 3/2 7/4 9/8 7/3 5/6 1

상기한 요소별 가 치 평균값을 이용하여 상 요도를 계산하면,

ꀎ

ꀚ

︳︳︳︳︳︳︳︳︳︳︳︳︳︳︳︳︳︳︳︳︳︳

ꀏ

ꀛ

︳︳︳︳︳︳︳︳︳︳︳︳︳︳︳︳︳︳︳︳︳︳

1 10/325/7 2 32/99/5 2
3/10 1 5/45/612/75/72/3
7/254/5 1 1 11/85/84/7
1/2 6/5 1 1 3 8/98/9
9/327/128/111/3 1 1/23/7
5/9 7/5 8/59/8 2 1 6/5
1/2 3/2 7/49/87/35/6 1

x

ꀎ

ꀚ

︳︳︳︳︳︳︳︳︳︳︳︳︳︳︳︳︳︳︳︳︳︳

ꀏ

ꀛ

︳︳︳︳︳︳︳︳︳︳︳︳︳︳︳︳︳︳︳︳︳︳

1 10/325/7 2 32/99/5 2
3/10 1 5/45/612/75/72/3
7/254/5 1 1 11/85/84/7
1/2 6/5 1 1 3 8/98/9
9/327/128/111/3 1 1/23/7
5/9 7/5 8/59/8 2 1 6/5
1/2 3/2 7/49/87/35/6 1

=

ꀎ

ꀚ

︳︳︳︳︳︳︳︳︳︳︳︳︳︳︳︳︳︳︳︳︳︳

ꀏ

ꀛ

︳︳︳︳︳︳︳︳︳︳︳︳︳︳︳︳︳︳︳︳︳︳

7.0019.5222.2715.8132.0013.4313.72
2.587.00 7.96 5.6411.704.90 4.98
2.326.27 7.00 5.0310.704.38 4.46
3.429.19 10.44 7.0015.066.40 6.50
1.604.43 5.07 3.49 7.00 3.03 3.12
3.7010.2511.61 8.1416.757.00 7.22
3.629.94 11.32 7.9616.466.90 7.00

⇒
∑
i

Ai,j=

ꀎ

ꀚ

︳︳︳︳︳︳︳︳︳︳︳︳︳︳︳︳︳︳︳︳︳︳

ꀏ

ꀛ

︳︳︳︳︳︳︳︳︳︳︳︳︳︳︳︳︳︳︳︳︳︳

123.75
44.76
40.16
58.01
27.74
64.67
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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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1.2.16.평가 요소별 표 화 가 치

평가 가 견  가 치

F1: Technical factors 123.75 5x123.75/422.29=1.46

F2: Raw materials 44.76 5x44.76/422.29=0.53

F3: Waste & by-products 40.16 5x40.16/422.29=0.47

F4: Equipment 58.01 5x58.01/422.29=0.69

F5: Plant location 27.74 5x27.74/422.29=0.33

F6: Costs 64.67 5x64.67/422.29=0.77

F7: Time factor & process 
 considerations 63.20 5x63.2/422.29=0.75

∑;422.29 ∑;5.0

한편 14인의 문가에 의해 도출된 각 평가요소별 비교 값을 같은 방법으로 기하평균하

여 7개 평가 요소별 3X3비교행렬을 구하면 표 부록.1.2.17과 같다.

표 부록.1.2.17.평가요소별 비교표

F1 SI HyS HTSE F2 SI HyS HTSE

SI 1 7/4 5/4 SI 1 1 3/4

HyS 4/7 1 7/8 HyS 1 1 5/9

HTSE 4/5 8/7 1 HTSE 4/3 9/5 1

F3 SI HyS HTSE F4 SI HyS HTSE

SI 1 5/7 3/5 SI 1 9/7 6/5

HyS 7/5 1 1/2 HyS 7/9 1 8/7

HTSE 5/3 2 1 HTSE 5/6 7/8 1

F5 SI HyS HTSE F6 SI HyS HTSE

SI 1 10/9 6/7 SI 1 1 1

HyS 9/10 1 2/3 HyS 1 1 1

HTSE 7/6 3/2 1 HTSE 1 1 1

F7 SI HyS HTSE

SI 1 4/3 4/3

HyS 3/4 1 4/3

HTSE 3/4 3/4 1

문가에 의한 비교 값을 평가요소별로 평 화하면 각각 다음과 같다.

F1;기술 요소

∑
k
Ci,kCk,j=

ꀎ

ꀚ

︳︳︳

ꀏ

ꀛ

︳︳︳

3 69/14 129/32
129/70 3 69/28
552/245 129/35 3

⇒
∑
i
Ai,j

=
ꀎ

ꀚ

︳︳︳

ꀏ

ꀛ

︳︳︳

2679/224
1023/140
4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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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전문가 의견 쌍대비교치 표준화 

SI 11.96 5x11.96 / 28.21 = 2.12 

HyS 7.31 5x7.31 / 28.21 = 1.30 

HTSE 8.94 5x8.94 / 28.21 = 1.58 

28.21  5.00 

F2; 원재료물질 




 










  
  
  

⇒


   =















평가요소 전문가 의견 쌍대비교치 표준화

SI 8.41 5x8.41 / 28.41 = 1.48 

HyS 7.60 5x7.60 / 28.41 = 1.34 

HTSE 12.40 5x12.40 / 28.41 = 2.18 

28.41  5.00 

F3; 폐기물  부산물 




 










  
  
  

⇒


   =















평가요소 전문가 의견 쌍대비교치 표준화

SI 7.19 5x7.19 / 29.98 = 1.20 

HyS 8.47 5x8.47 / 29.98 = 1.41 

HTSE 14.32 5x14.32 / 29.98 = 2.39 

29.98  5.00 

F4; 장치 




 










  
  
  

⇒


   =















평가요소 전문가 의견 쌍대비교치 표준화

SI 10.49 5x10.49 / 27.39 = 1.92 

HyS 8.73 5x8.73 / 27.39 = 1.59 

HTSE 8.17 5x8.17 / 27.39 = 1.49 

27.39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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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랜트 부지




 










  
  
  

⇒


   =















평가요소 전문가 의견 쌍대비교치 표준화

SI 8.96 5x8.96 / 27.63 = 1.62 

HyS 7.68 5x7.68 / 27.63 = 1.39 

HTSE 10.98 5x10.98 / 27.63 = 1.99 

27.63  5.00 

F6; 비용




 










  
  
  

⇒


   =













평가요소 전문가 의견 쌍대비교치 표준화

SI 9.00 5x9.00 / 27.00 = 1.67 

HyS 9.00 5x9.00 / 27.00 = 1.67 

HTSE 9.00 5x9.00 / 27.00 = 1.67 

27.00  5.00 

F7; 시간요소  공정 고려사항




 










  
  
  

⇒


   =















평가요소 전문가 의견 쌍대비교치 표준화

SI 11.11 5x11.11 / 27.84 = 2.00 

HyS 9.17 5x9.17 / 27.84 = 1.65 

HTSE 7.56 5x7.56 / 27.84 = 1.36 

27.84  5.00 

  평가요소별 표 화 값을 기 로 문가들의 의사결정 사항을 분석하면, 기술  요소와 장치, 

그리고 시간요소  공정 고려사항에서는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이 가장 선호도가 높

게 나왔으며 원재료물질, 폐기물  부산물 그리고 랜트 부지 에서는 고온 기분해

(HTSE)공정이 가장 유리한 공정으로 평가한 반면 비용 에서는 기술개발 성숙도가 단히 

낮은 계로 3개 공정 모두 동일한 수 으로 평했다.

  이상의 F1에서 F7까지의 비교 평가결과에 평가항목별 가 치 표 16의 값을 반 한 최종

인 선호도를 계산한 결과, 체 문가의 36.3%가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의 기술성

을 높게 평가하 고 그 다음으로 34.3%가 고온 기분해(HTSE)공정을 선택하 으며 복합열화

학(HyS)공정은 29.4%의 문가만이 선호하 다.



록 Ⅵ-109

바.요약 건의사항

고온가스로(VHTR)의 냉각재인 헬륨의 열(950
o
C)을 이용하여 물로부터 수소를 생산

하는 기술들인 열화학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 기-열화학 복합 복합열화학(HyS)공

정,고온수증기 기분해 고온 기분해(HTSE)공정에 한 기술성 비교 평가를 수행하 다.

기술성 평가 과정에서 7개항의 평가요소를 선정하고 각 요소별 기술개발 황 안자료

를 기술성 평가 문가 그룹에 제공하여 3개 공정의 미래 실용화 망에 한 의견을 도출한

결과,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의 기술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 으며 그 후속으로 고온

기분해(HTSE) 복합열화학(HyS)공정 순으로 각각 채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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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소생산공정 경제성 비교평가

가.설비비 분석

(1) 비설비비 분석 상

경제성을 평가하기 하여는 각 생산공정에 따른 수소생산단가 산정이 필수 이다.경제성을

평가하기 한 일환으로 표 인 수소생산공정인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고온 기분

해(HTSE)공정 복합열화학(HyS)공정에 하여 각각의 설비비를 개략 으로 산정하 다.

상 수소생산공정은 200MWth 원자로의 열을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 할 수 있는 규모의

것을 상정하 다. EED-embedded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고온 기분해(HTSE)공

정 복합열화학(HyS)수소생산공정을 구성하고 있는 압력용기,반응기,충진탑,펌 ,터빈,

electrolyzer등 여러 종류의 장치에 하여 개별 장치비 체 인 설비비를 아스펜 러스

[부록.1.3.1]와 아스펜이카루스[3.1.3.2]소 트웨어를 이용하여 산정하 다.EED-embedded황-

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의 EED,막반응기 고온 기분해(HTSE)공정의 electrolyzer,

복합열화학(HyS)공정의 electrolyzer등은 아스펜 러스와 아스펜이카루스 소 트웨어의 표

모델이 아니므로 소 트웨어를 이용하여 설비비를 추산할 수 없었다.고온 기분해(HTSE)공

정의 electrolyzer,복합열화학(HyS)공정의 electrolyzer등에 하여는 참고문헌[부록.1.3.3]을

기 로 하여 설비비를 산정하 다.EED-embedded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요오드화

수소 분해반응)의 EED,막반응기 등에 하여는미국 GA사의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요오

드화수소분해반응)공정[부록.1.3.4]으로 치하여 설비비를 산정하 다.

(2)EED-embeddedSI공정

재 KIER,KIST에서 개발 에 있는 EED-embedded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

정은 분젠반응공정,황산분해반응공정,요오드화수소분해반응공정으로 나뉘어진다.이들 황-요

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의 흐름도를 그림 부록.1.3.1∼그림 부록.1.3.3에 나타내었으며 이들에

한 설비비를 표 부록.1.3.1∼ 표 부록.1.3.3에 나타내었다. 체 설비비를 표 부록.1.3.4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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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1.3.1 EED-embeddedSI공정(분젠반응)흐름도

그림 부록.1.3.2 EED-embeddedSI공정(황산분해반응)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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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1.3.3 EED-embeddedSI공정(요오드화수소 분해반응)흐름도

그림 부록.1.3.4 GA사의 SI공정(요오드화수소 분해반응)흐름도

표 부록.1.3.1 EED-embeddedSI공정(분젠반응)설비비

9006163
텍스트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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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1.3.1  EED-embedded SI 공정(분젠반응) 설비비 



부록 Ⅵ-114

표 부록.1.3.1  EED-embedded SI 공정(분젠반응) 설비비(continued)

표 부록.1.3.2  EED-embedded SI 공정(황산분해반응) 설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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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1.3.3 GA사 SI 공정(요오드화수소분해반응) 설비비

표 부록.1.3.4  SI 공정 설비비(200MWt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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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온 기분해(HTSE)공정 비 설비비 분석

고온 기분해(HTSE)공정의 흐름도를 그림 부록.1.3.5에 나타내었으며 이들 공정의 설비비

를 표 부록.1.3.5에 나타내었다.

그림 부록.1.3.5HTSE공정의 공정 흐름도

표 부록.1.3.5HTSE공정 설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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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복합열화학(HyS)공정 비 설비비 분석

미국 웨스 하우스(사)에서 개발 에 있는 복합열화학(HyS)공정의 흐름도를 그림 부록.1.3.6에 나

타내었으며 이들에 한 설비비를 표부록.1.3.6에 나타내었다.

그림 부록.1.3.6HyS공정의 흐름도

표부록.1.3.6복합열화학(HyS)공정의 설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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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제성 평가

(1)경제성 평가방법

원자력수소 생산시스템에 한 수소생산 단가를 평가하기 하여 GIFEMWG에서 개발한

G4-ECONS EXCEL-Based Program을 사용하 다[부록.1.3.6].G4-ECONS은 "Simplicity",

"University","Transparency","Adaptability"을 목표로 하며 사용자가 설계 조건에 맞게 손쉽

게 계정 항목과 세부 값들을 변경하고 추가할 수 있게 되어 있다.G4-ECONS코드는 R&D와

실증(demonstration)단계에 있는 원자로에 용하기 합한 로그램으로 주어진 원자로 시스

템 개념에서 설계 옵션을 경제성 측면에서 비교해 보고 나아가 최 의 설계 옵션을 찾는 역할

을 할 뿐만 아니라,수명주기 비용과 건설비 험도를 고려함으로써 가장 경제 인 방법에서

당면 과제들을 다룰 수 있도록 가이드 기능을 할 수 있다. 한,Gen-IV 원자력 시스템 모두

에 용될 수 있도록 표 형식(standardformat)을 갖추고 있어 Gen-IV 원자로 시스템의 상

호 비교 평가에도 용 될 수 있다.G4-ECONS모델의 기본 구조는 그림 부록.1.3.7와 같이

Capitalrecovery,Fuel,Operation,D&D escrow fundcost등의 4개의 핵심 항목으로 구성되

어 있다.

그림 부록.1.3.7G4-ECONS경제성 모델의 구조

경제성 분석에 이용되는 핵심 항목은 연구개발,설계,건설,운 ,연료비,해체비 등으로 세분

화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의 공정한 비교 평가를 해 요구되는 공통성(commonality)은

일 된 계정 항목(codeofaccount)을 사용하여 얻어 질 수 있다.원자력시스템의 경제성 분석

을 하여 지 까지 표 으로 여겨졌던 계정항목으로는 미국 ORNL(Oak Ridge National

Laboratory)의 EEDB(EngineeringEconomicDataBase),IAEACOA모델,GIFEMWGCOA

모델 등을 들 수 있다.GIFEMWGCOA은 IAEA에서 제안한 COA에서 생략되었던 연구개발

비 계정이 추가되어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 시스템에 한 비용 분석에 용이하다.

비용 평가 방법에는 Top-downapproach방법과 Bottom-upapproach방법이 있는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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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Unit Cost 고

Reference Cost Year  2007

Fuel Cost Input

Uranium Ore Cost
38.5 $/kgU3O8, 100 

$/kgU

Conversion 10 $/kgU

Enrichment 115 $/SWU

Fabrication 240 $/kgU

Economic 

Parameters, %

Inflation Rate 2.20
통계청 

(http://kosis.nso.go.kr)

Capital/Labor 

Escalation
술  4.9 엔지니어링 진

Tax Rate

Interim Replacement 

Rate
0.5

Reference: MHTGR, 

1993

Site Labor 

Rates, \/h

Boilermaker 9,090

, 1  8시간 , 

참고 헌: 가 보 

(재 경 허가, 

가 보)

Carpenter 12,072

Welder 17,071 원  공

Electrician 11,651  사

Iron Worker 12,192

Laborer 7,228  보통

Millwright 16,928 원  계 치공

Operating Engineer 15,208  원  술

Pipefitter 16,041 원  공

Teamster 8,399
 운 차, 

건 계운  (80,166)

Concrete Engineer 11,639

Others 11,593 공사직  평균

는 참조 노형의 비용 정보를 이용하여 상 시스템에 한 비용을 추산하는 방법으로 연구개

발 단계에 있는 시스템에 용하기 합하고,후자는 설계 도면을 가진 비교 성숙된 시스템

에 해 재료,노임,기기 비용 등을 최 한 세분화 하여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2)비용평가 기본 데이터베이스

Top-downapproach방법을 이용한 비용 추산에는 여러 가지 기 데이터베이스가 요구된

다. 표 으로 그라운드룰,건설재료 노임,건설인력 배분 데이터베이스를 들 수 있다.

한 참조노형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 시스템에 한 비용을 추산하기 한 scalingfactor가 필

요하다.

(가)그라운드룰

표 부록.1.3.7Keycostestimateground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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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Material 

Costs 

- Nuclear
Non-Nucle

ar

Formwork, 원/m2 107,000 100,000

Decking, 원/m2 50,000 30,000

Reinforcing Steel, 

원/MT
602,000 463,000 , 원 특강

Embedded Steel, 

원/MT
780,000 470,000

Nelson studs, 

Weldment

Structural Steel, 원/kg 3,467 1,566
SNCM 220, 직경 

210~350mm 가

Misc. Steel, 원/kg 7,930 3,600

Stairs, Platforms, Hand 

railings, Toe plate, 

Door 등

Concrete, 원/m3 60,000

-Others

표 부록.1.3.8재료 단가 데이터베이스 구조

Items Unit Cost 고

Graphite (machined and finished)

Reactor Vessel (2¼Cr-1Mo, finished)

Primary Helium Duct (2¼Cr-1Mo, 

finished)

Construction Engineering 아래  참

Construction Management

Operating Personnel

-엔지니어링 기술자 (1일 8시간 낮 근무)

표 부록.1.3.9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 단가

(원/day) 고

술사 335,459
엔지니어링진

 (2007  1월  
료)

특 술 322,377

고 술 251,333

술 202,063

술 152,866

고 능사 221,758

능사 154,630

능사 117,024

-원자력직종 SiteLabor평균임 :122,134원/day,15,267원/hr

-GDPimplicitpricedeflator(=명목GDP/실질GDP,GDP디 이터)이용해서 물가 보정

-국내 물가지수 (1992년 ->2007년):1.73배,www.kosis.kr(통계청 통계자료)

-미국 물가지수 (1992년 -> 2007년):1.48배,www.bls.gov(U.S.DOL,BureauofLabor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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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임 료:물가정보 참조

- Materials:Field-purchased and bulk items such as lumber,reinforcing,concrete,

structuralsteel,andplumbingitems.Allpipinglessthan2-1/2inchdiameterisa

materialitem.Allwire,cableandracewaysarealsomaterialitems,includingthose

inbuildingservicepowersystems(exception:fibreopticcontrolcablesandpipefor

cryogenicfluids).

- 국내 nucleargraderequirements:미국 MHTGR의 경우,CodeofFederalRegulations,

10CFR50,AppendixB

-원자력 흑연:IG-430,IG-110,andIG-11;IG-11은 고순도화 처리가 되지 않아 IG-110흑

연보다 좀 더 많은 불순물을 포함.그러나 기계 성질은 비슷함.IG-11흑연

의 코크 입자는 원유로부터 추출되며,이들을 결합시켜 주는 바인더 상은 콜

타르 피치로부터 추출됨.3,000℃ 이상에서 흑연화 되고 고온에서 할로겐 원

소를 이용하여 고순도화 처리를 하는 등 복잡한 가공 공정을 거침.

(나)건설재료 노임

- Reference:L.DanielMears,“AneconomicassessmentoftheU.S.MHTGR design,”

IAEATM,Dimitrovgrad,U.S.S.R.,June21-23,1989.

-MHTGRSpec.

ThermalOutput:1,300MWth(350*4,4Reactorand2GasTurbineModule)

Efficiency:38.43% (538MWe)등 기타 상동

-Quantities:abovereference

 .1.3.10 건 재료   단가 스

Items Units Quantities

Commodities

Formwork SF/MWe 1511

Structural Steel TN/MWe 24

Reinforcing Steel TN/MWe 28

Embedded Steel TN/MWe 1

Structural Concrete CY/MWe 232

Piping, Nuclear GR LB/MWe 315

Piping, Industrial GR LB/MWe 3725

Wire and Cable FT/MWe 5546

Wire and Cable Duct FT/MWe 808

Craft Labor

Boilermaker MH/MWe 326

Carpenter MH/MWe 1226

Electrician MH/MWe 2305

Iron Worker MH/MWe 1334

Millwright MH/MWe 407

Pipefitter MH/MWe 1352

Others MH/MWe 2065

Total Craft Labor MH/MWe 9014
SF=Square Feet, TN=Ton, CY=Cubic Yards, LB=Pound, FT=Feet, MH=Man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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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건설인력배분

표 부록.1.3.11건설인력배분 데이터베이스

Craft Wage Rate

Concrete 

(Formwork, 

Rebar, Embeds, 

Concrete)

Structural

(Str. Steel, Misc. 

Iron & 

Architectural)

Earthwork

(Clearing, 

Excavation, 

Backfill)

Mechanical 

Equipment 

Installation

Piping Installation
Instrumentation 

Installation

Electrical 

Installation

Unit \/day
a %

b a×b %
c a×c %

d a×d %
e a×e %

f a×f %
g a×g %

h a×h

Boiler maker 72,700 15 10,905

Carpenter 76,600 40 30,640 5 3,830 2 1,532

Electrician 93,200 70 65,240 96 89,472

Iron Worker 97,500 20 19,500 75 73,125 10 9,750

Laborer 57,800 30 17,340 5 2,890 60 34,680 1 578

Millwright 135,400 25 33,850 2 2,708

Operating 

Engineer
121,700 5 6,085 15 18,255 35 42,595 12 14,604 15 18,255 28 34,076 1 1217

Pipe fitter 128,300 35 44,905 80 102,640

Teamster 67,200 5 3,360 3 2,016 5 3,360

Others 92,700 5 4,635 4,635

Total Percentage and Average 

Wage Rate, % and \/day
100 78,200 100 102,735 100 80,635 100 116,030 100 124,255 100 102,024 100 92,799

처: GIF EMWG, Cost estimating guidelines for generation IV nuclear energy systems, Revision 4.2, Printed by the OECD Nuclear Energy Agency for 

the GIF, Sep. 26, 2007. Wage Rate: 가 보지



록 Ⅵ-123

(라)Scalingfactors

표 부록.1.3.12 상 노형 비용 추산을 해 필요한 비용 지수( )

US DOE
차세대원전 

적용치
EEDB

Scaling Factors Scaling Factors Scaling Factors

Cost Item (Fraction) (Fraction) (Fraction)

Land & Land Rights 0.00 0.00 0.00

Buildings and Structures 0.50 0.60 0.59

Reactor Plant Equipment 0.60 0.80 0.55

Turbine Generator Pant Equipment 0.80 0.62 0.83

Electric Equipment & I&C Plant Equipment 0.40 0.60 0.49

Water Intake and Heat Rejection 0.80 0.60 1.06

Miscellaneous Plant Equipment 0.30 0.60 0.60

Special Materials(Heavy water) 0.50 0.60 0.50

Simulator 0.50 0.60 0.50

Engineering and Home Office Services 0.20 0.60 0.60

Home Office Project Management 0.20 0.60 0.60

Plant Site Engineering, Design, Layout, and Support 

Services 
0.40 0.69 0.69

Plant Site Project Management 0.40 0.69 0.69

Construction Site Supervision 0.40 0.69 0.69

Commissioning Costs incurred by A/E and Vendors 0.50 0.50 0.50

Staff Training and Technology Transfer 0.50 0.50 0.50

Construction and Worker-related Services 0.45 0.69 0.69

Owner's Costs 0.50 0.50 0.50

DOE/NE-0078, Nuclear Energy Data Base (A Reference Data Base for Nuclear and Coal-fired Power Plant Power 

Generation Cost Analysis), 1986. 12 (pp.25)

DOE/NE-0091, Phase IX Update(1987) Report for the Energy Economic Data Base Program EEDB-IX, 1988. 7(pp. 

6-36)

수 원 ㈜, 차세대원자로 기술개발(III)-경제성 최종평가 보고서, 2002. 2 (pp. 

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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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참조노형 데이터 이용

표 부록.1.3.13참조노형을 이용한 상노형 비용 계산 방법

Subject 

Plant Scope
Scope Basis

Estimate 

Method

Normalized 

Database

Parameter,

Cost Factors
Labor Hours

Material 

Cost

Equipment 

Cost
Site Site Plan Bottom-up Unit Prices Unit Hours

BOP 

Facilities

Arrangement 

Drawings
Bottom-up Unit Prices Unit Hours

Nuclear 

Island 

Facilities

Arrangement 

Drawings
Bottom-up Unit Prices Unit Hours

Reactor 

Vessel

Conceptual 

Drawings

Equipment 

Model

Historical 

Data
Vendor Input

Equipment 

Cost Model 

with Current 

Pricing

Reactor 

Internals

Ref. Plant 

and Specific 

Concepts

Equipment 

Model
Ref. Plant

Parameter 1, 

Cost Factor 1

Equipment 

Cost Model 

with 

Estimates

Reactor 

Cooling 

Systems

Ref. Plant Top-Down Ref. Plant
Parameter 2, 

Cost Factor 2

Ref. Plant 

Data

Ref. Plant 

Data

Ref. Plant 

Dat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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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MWth 원자력수소 실증시스템 비용 추산

국내에서는 ( )고온가스원자로 수소생산 랜트에 한 설계 건설 경험이 없어 외국에 비해 다

소 높은 산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은 크게 고온가스원자로와 수소생산

랜트로 구성되는데,고온가스원자로는 세계 으로 설계 운 경험이 있어 불확실성이 낮은 반면 수소

생산 랜트는 실증 경험이 무해서 불확실성이 높다.이러한 경험을 반 하기 해 수소생산 랜트는

비비를 건설비의 30% 수 으로 높게 가산하여 비용을 추산하 다.200MWth 의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을 이용한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의 항목별 비용 추산 결과는 표 부록.1.3.14와 같다.

표 부록.1.3.14200MWth 원자력수소

실증로 건설 비용 추산(간 비 포함)

(억원)

계 2,456

원 6,553

BOP 1,553

연료 403

수 (SI 공 ) 3,832

실 시험 1,253

운 1,728

허가 650

계 18,428

효율 이고 경제 인 수소생산 방법에는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고온 기분해(HTSE)공정,

복합열화학(HyS)공정 등이 있는데, 의 비용 추산 결과는 재 국내에서 기술 성숙도가 높다고 단되

는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을 이용한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에 한 것이다.고온 기분해

(HTSE)공정 복합열화학(HyS)공정을 이용할 경우에 두 공정의 핵심 요소인 기분해장치의 비용이

높아 실증에는 약 1000∼2000억 정도의 추가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설비비 비용 추산 결과 참

조).

(4)고온열 이용을 한 고온가스원자로 비용 추산

( )고온가스원자로는 기생산과 수소생산 뿐만 아니라 제철공정,연료,해수담수화,석탄 액화 가

스화 등의 여러 가지 공정열 이용 분야가 있다.본 연구에서는 출구온도 690℃,열용량 450MWth 의 헬

륨냉각 고온가스원자로에 한 비용을 추산하 다.비용 추산은 450MWth리드모듈(leadmodule)과

4×450MWth상용 원자로를 상으로 하 다.이 결과는 향후 공정열 이용 분야의 경쟁력 평가에 활용될

정이다.

(가)기본 가정

1993년 GRA 보고서를 참조 노형[부록.1.3.6]으로 하여 2007년 한국 MHTGR에 한

BCC계산.

Top-DownApproach일 용.

각 AccountItem을 노동비,재료비,장치비로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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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간은 48개월로 가정.

AdjustmentFactors:Escalation,Region Factor,Currency ExchangeRate,Cost

Factor(본 해석에서는 참조 노형과 해석 상 노형의 열출력을 같다고 가정하여 용

하지 않았으나,열출력이 다른 경우에는 비용지수 데이터를 활용),PlantMaturity

(고려하지 않음).

R&D Cost,DesignCost LicensingCost은 고려하지 않음(G4-ECONS코드에서

Pre-ConstructionCosts항목,BCC에 포함 되어야 함).

IndirectCosts항목 에서 Owner'sCost은 고려하지 않음.

재료 원가가 상승한 장치,신개념 는 설계가 폭 변경된 장치,기타 요 장치

에 해서는 Top-DownApproach의 용에 한계가 있어,신뢰성 있는 경제성 평가

를 해서는 해당 장치에 한 ConceptualDrawing와 장치비 평가 모델의 립이 요

구됨.

(나)Leadmodule참조노형 해석노형

 .1.3.15(a) Reference Plant Specification

(Gas-Cooled Reactor Associates, Report No. HTGR-90365, 1992, U.S.)

Items Specifications

Analysis Model
Modular Helium Reactor: 

Prismatic Core Type

Thermal Output (MWth) 450

Operational Period (Year) 40

Reactor Outlet Temperature (℃) 690

Plant Efficiency (%) 38.5

Capacity Factor over Life (%) 84

Fuel Cycle Open cycle

 .1.3.15(b) Subject Plant Specification

(The Same Thermal Output, 2007, ROK)

Items Specifications

Analysis Model
Modular Helium Reactor: 

Prismatic Core Type

Thermal Output (MWth) 450

Operational Period (Year) 60

Reactor Outlet Temperature (℃) 690

Plant Efficiency (%) 38.5

Capacity Factor over Life (%) 90

Fuel Cycle Open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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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clear Island (NI) Energy Conversion Area (ECA), BOP

Total 

Cost,

TW

 고

(보 , 근거, 

처,  등)Account 

Number
Account Description

Labor 

Time,

TH1)

Labor 

Cost2),

MW3)

Material 

Cost,

MW

Equipment 

Cost,

MW

Total NI 

Cost,

MW

Labor 

Time,

TW

Labor 

Cost,

MW

Material 

Cost,

MW

Equipment 

Cost,

MW

Total 

ECA 

Cost,

MW

11 Land and Land Right 0 0 0 0 0 0 0 0 0 0 0

미계산

12 Site Permits

13 Plant Licensing

14 Plant Permits

15 Plant Studies

16 Plant Reports

17 Other Pre-construction costs

- 건   

담 ; 보, site 

remediation work 

for plant licensing, 

etc

1 Total Pre-Construction Costs 0

21
Buildings, Structures & 

Improvements on Site
1,220 18,623 18,279 5,686 42,588 350 5,348 4,294 7,265 16,906 59,495

22 Reactor Plant Equipment 327 4,992 3,167 285,366 293,525 12 182 146 1,273 1,601 295,126

(다)Leadmodule2-digit비용 추산 결과

 .1.3.16 MHTGR Subject Plant Base Construction Cost: Two-Digit COA

(2007, Republic of Korea, 1,000 Man-Hours, 1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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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 Thousand man-Hour, 2) No wage rates around the clock were applied to this calculation yet, 3) MW: Million Won

   류 Nuclear Island (NI) Energy Conversion Area (ECA), BOP

Total 

Cost,

TW

비 고

(보충설명, 근거, 

출처, 방법론 등)Account 

Number
Account Description

Labor 

Time,

TH
1)

Labor 

Cost
2),

MW
3)

Material 

Cost,

MW

Equipment 

Cost,

MW

Total NI 

Cost,

MW

Labor 

Time,

TW

Labor 

Cost,

MW

Material 

Cost,

MW

Equipment 

Cost,

MW

Total 

ECA 

Cost,

MW

23 Turbine/Generator Plant Equipment 5.5 84 36 0 120 313 4,777 1,518 59,310 65,605 65,725

24 Electrical Equipment 227 3,472 5.1 2312 5,789 71 1,079 1,185 8,798 11,063 16,852

25
Water Intake and Heat Rejection 

Plant
0 0 0 0 0 208 3,173 2,254 11,483 16,911 16,911

26 Miscellaneous Plant Equipment 292 4,454 3,476 2,921 10,851 355 5,420 2,832 15,003 23,255 34,106

2 Total Direct Costs 2,071 31,624 24,965 296,286 352,874 1,309 19,979 13,882 103,132 136,993 489,867

31 Field Indirect Costs 0 15,498 13,001 0 28,499 0 6,801 18,433 0 25,233 53,732

constr. equip. rental 

or purchase, 

temporary buildings, 

shops, tools, 

supplies, and other 

support services

32 Construction Supervision 0 8,895 0 0 8,895 0 0 3,985 0 3,985 12,880

33-34
Plant Commissioning, Start-up, 

Demonstration Test Run Costs
0 0 1,348 0 1,348 0 0 46 0 46 1,394

35-38
Engineering and Home Office 

Services
0 45,024 4,043 32,770 81,837 0 0 1,005 0 1,005 82,842

3
Total Support Services Costs

(Indirect Services Costs)
0 69,417 15,696 32,770 117,883 0 6,801 23,469 0 30,270 148,153

Total Base Construction Cost 2,071 101,041 40,661 329,056 470,757 1,309 26,780 37,351 103,132 167,263 63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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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 Nuclear Island (NI) Energy Conversion Area (ECA), BOP

Total 

Cost,

Won

비 고

(보충설명, 근거, 

출처, 방법론 등)

Account 

Number
1) Account Description

Labor 

Time,

Hours

Labor 

Cost,

Won

Material 

Cost,

Won

Equipment 

Cost,

Won

Total NI 

Cost,

Won

Labor 

Time,

Hour

Labor 

Cost,

Won

Material 

Cost,

Won

Equipment 

Cost,

Won

Total 

ECA 

Cost,

Won

11 Land and Land Right 0 0 0 0 0 0 0 0 0 0 0

12 Site Permits

13 Plant Licensing

14 Plant Permits

15 Plant Studies

16 Plant Reports

17 Other Pre-construction costs

- 건설전 너 

담비; 홍보, site 

remediation work 

for plant licensing, 

etc

1 Total Pre-Construction Costs

211 Yardwork 108 1,643 1,128 0 2,771 81 1,244 553 1,145 2,942 5,713

212

Reactor Complex (Reactor Island 

Civil Structures (Silo & 

Superstructure), Reactor Service 

Building, Reactor Auxiliary 

Building, Radioactive Waste 

1,082 16,518 16,374 5,686 38,578 0 0 0 0 0 38,578

(라)Leadmodule3-digit비용 추산

 록.1.3.17 COA for MHTGR Subject Plant: Three-digit COA

(2007, Republic of Korea, 1,000 Man-Hours, 1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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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 Nuclear Island (NI) Energy Conversion Area (ECA), BOP

Total 

Cost,

Won

비 고

(보충설명, 근거, 

출처, 방법론 등)

Account 

Number
1) Account Description

Labor 

Time,

Hours

Labor 

Cost,

Won

Material 

Cost,

Won

Equipment 

Cost,

Won

Total NI 

Cost,

Won

Labor 

Time,

Hour

Labor 

Cost,

Won

Material 

Cost,

Won

Equipment 

Cost,

Won

Total 

ECA 

Cost,

Won

Management Building, Helium 

Services Building)

213 Turbine Complex 0 0 0 0 0 156 2,374 3,104 2,085 7,563 7,563

214 Operations Center 0 0 0 0 0 72 1,092 368 3,248 4,707 4,707

215 Remote Shutdown Buildings 3.6 55 50 0 105 0 0 0 0 0 105

216

Other Buildings (Security 

Building, Gatehouse, Radwaste 

Building, Administration Building, 

Waste Treatment Building, 

Warehouse, Training Center, 

Special Material Unloading 

Facility) 

27 407 728 0 1,134 42 638 268 788 1,694 2,829

21
Buildings, Structures & 

Improvements on Site
1,220 18,623 18,279 5,686 42,588 350 5,348 4,294 7,265 16,906 59,495

221 Reactor System 23 351 0 78,803 79,154 0 0 0 0 0 79,154

222 Vessel System 47 725 44 57,139 57,908 0 0 0 0 0 57,908

223 Heat Transport System 7.4 113 1.9 55,954 56,069 0 0 0 0 0 56,069

224 Shutdown Cooling System 9.1 139 8.9 8,480 8,628 0 0 0 0 0 8,628

225 Shutdown Cooling Water System 8.4 129 179 1,120 1,428 0 0 0 0 0 1,428

226 Reactor Cavity Cooling System 31 474 764 4,845 6,083 0 0 0 0 0 6,083

227
Reactor Service System (Fuel 

Handling System, Radioactive 
144 2,194 877 56,196 59,266 8.2 125 146 990 1,261 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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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 Nuclear Island (NI) Energy Conversion Area (ECA), BOP

Total 

Cost,

Won

비 고

(보충설명, 근거, 

출처, 방법론 등)

Account 

Number
1) Account Description

Labor 

Time,

Hours

Labor 

Cost,

Won

Material 

Cost,

Won

Equipment 

Cost,

Won

Total NI 

Cost,

Won

Labor 

Time,

Hour

Labor 

Cost,

Won

Material 

Cost,

Won

Equipment 

Cost,

Won

Total 

ECA 

Cost,

Won

Waste Processing System)

228
Reactor Control, Protection & 

Monitoring
47 714 880 5,278 6,872 3.7 57 0 283 340 7,212

229 Reactor Plant Miscellaneous 10 153 413 17,551 18,116 0 0 0 0 0 18,116

22 Reactor Plant Equipment 327 4,992 3,167 285,366 293,525 12 182 146 1,273 1,601 295,126

231 Turbine Generator & Auxiliaries 0 0 0 0 0 103 1,577 378 36,698 38,653 38,653

232 Main & Auxiliary Steam System 0 0 0 0 0 49 755 547 3,220 4,522 4,522

233 Feedwater & Condensate System 0 0 0 0 0 119 1,815 574 9,907 12,316 12,316

234 Startup & Shutdown System 0 0 0 0 0 0 0 0 0 0 0

235 Turbine Plant Sampling System 0 0 0 0 0 5.6 85 0 831 917 917

236
ECA Control, Data & 

Instrumentation (I&C)
5.5 84 36 0 120 36 545 0 8,653 9,198 9,318

23 Turbine/Generator Plant Equipment 5.5 84 36 0 120 313 4,777 1,518 59,310 65,605 65,725

241 Switchgear 4 60 0 0 60 7 106 0 2,637 2,743 2,803

242 Station Service Equipment 11.3 171 5 2,312 2,489 13.5 207 39 4,346 4,592 7,081

243 Switchboards 0.24 3.7 0 0 3.7 1 15.4 0 1,510 1,526 1,529

244 Protective Equipment 0 0 0 0 0 10.8 165 45 153 364 364

245
Electric Structures & Wiring 

Containers
129 1,970 0 0 1,970 14 219 204 0 424 2,394

246 Power and Control Wiring 83 1,266 0 0 1,266 24 367 897 0 1,264 2,530

24 Electrical Equipment 227 3,472 5 2,312 5,789 71 1,079 1,185 8,798 11,063 16,852

251
Circulating and Service Water 

Pumphouse
0 0 0 0 0 7.2 110 82 2.7 195 195

252 ECA Cooling Water Systems 0 0 0 0 0 19 287 165 485 937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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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 Nuclear Island (NI) Energy Conversion Area (ECA), BOP

Total 

Cost,

Won

비 고

(보충설명, 근거, 

출처, 방법론 등)

Account 

Number
1) Account Description

Labor 

Time,

Hours

Labor 

Cost,

Won

Material 

Cost,

Won

Equipment 

Cost,

Won

Total NI 

Cost,

Won

Labor 

Time,

Hour

Labor 

Cost,

Won

Material 

Cost,

Won

Equipment 

Cost,

Won

Total 

ECA 

Cost,

Won

253
Circulating and Service Water 

System
0 0 0 0 0 182 2,777 2,007 10,996 15,779 15,779

25
Water Intake and Heat Rejection 

Plant
0 0 0 0 0 208 3,173 2,254 11,483 16,911 16,911

261
Transportation and Lift 

Equipment
7 110 7.4 1,397 1,514 3.9 59 8.9 987 1,055 2,569

262

Air, Water, and Steam Service 

System (Circulate Water Pump 

House & Pump, Cooling Tower

272 4,146 813 1,225 6,184 311 4,755 2,823 11,864 19,443 25,627

263

Communications and Security 

Equipment (Piping, Valve, 

Filters)

11 168 1,736 0 1,904 37 568 0 1,457 2,024 3,929

264 Furnishings and Fixtures 2 30 919 300 1,249 3.5 53 0 695 748 1,997

26 Miscellaneous Plant Equipment 292 4,454 3,476 2,921 10,851 355 5,420 2,832 15,003 23,255 34,106

2 Total Direct Costs 2,071 31,624 24,965 296,286 352,874 1,309 19,979 13,882 103,132 136,993 489,867

31 Field Indirect Costs 0 15,498 13,001 0 28,499 0 6,801 18,433 0 25,233 53,732

constr. equip. rental 

or purchase, 

temporary buildings, 

shops, tools, 

supplies, and other 

support services

32 Construction Supervision 0 8,895 0 0 8,895 0 0 3,985 0 3,985 12,880

33 Plant Commissioning and Start-up 0 0 1,348 0 1,348 0 0 46 0 46 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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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 Nuclear Island (NI) Energy Conversion Area (ECA), BOP

Total 

Cost,

Won

비 고

(보충설명, 근거, 

출처, 방법론 등)

Account 

Number
1) Account Description

Labor 

Time,

Hours

Labor 

Cost,

Won

Material 

Cost,

Won

Equipment 

Cost,

Won

Total NI 

Cost,

Won

Labor 

Time,

Hour

Labor 

Cost,

Won

Material 

Cost,

Won

Equipment 

Cost,

Won

Total 

ECA 

Cost,

Won

Costs

34 Plant Demonstration Test Run 0 0 0 0 0 0 0 0 0 0 0 COA 33에 포함시킴

35
Design Service at A/E Offices 

(Home Office, Offsite)
0 45,024 0 32,770 77,794 0 0 537 0 537 78,331

36
PM/CM Services at A/E Offices 

(Home Office)
0 0 0 0 0 0 0 283 0 283 283

37
Design Services at Plant Site (Field 

Office, Onsite)
0 0 1,348 0 1,348 0 0 186 0 186 1,533

38
PM/CM Services at Plant Site (Field 

Office)
0 0 2,695 0 2,695 0 0 0 0 0 2,695

3
Total Support Services Costs (Indirect 

Services Costs)
0 69,417 15,696 32,770 117,883 0 6,801 23,469 0 30,270 148,153

Total Base Construction Cost 2,071 101,041 40,661 329,056 470,757 1,309 26,780 37,351 103,132 167,263 638,020

1) G4-ECONS COA: COAs in ORNL, 1998, and IAEA 2000  동일한 조, EEDB  약간 다름.

The first digit groups type: 1-Pre-construction costs, 2-Direct costs, 3-Indirect services costs

The second digit groups type (Contingency 제 ): 11-Land and land right ~ 16-Plant reports, 21-B&S ~ 26-Miscellaneous Equipment, and 

31-Field indirect costs ~ 38-PM/CM services (On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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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Adjustment factors

 .1.3.18 Adjustment Factors

Adjustment Factors Labor Hour Labor Cost Material Cost Equipment Cost

Escalation ×

Application of 

Local Wage Rate

○ ○

Productivity Factor Not yet × ×

Size Scaling ○ ○ ○

Temperature/Pressure Scaling × × ×

Region Factor × ○ ○

Plant Maturity Not yet Not yet Not yet

Escalation:빌딩,장치 설치 등의 노동 시간(LaborHour)에 해서는 용하지 않음.노동비

용 역시 escalation 용 보다는 한국 임 단 를 직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당 사항

없음.재료 장치비는 1992년(참조노형)과 2007년(해석 상노형)사이의 미국의 물가 상승률

을 고려하여 1.48을 일 용하여 요소별 ROM 비용을 계산함(일 용의 한계 개선 방

안:Sec.5).

ProductivityFactor:특정 지역(국가)에서 분야별 노동 생산성을 고려해 주는 인자로 타 산업

분야 비 원자력 건설 분야( 는 해당 원자력 시스템)의 노동 생산 효율성을 비율로 나타낸

인자.원자력 발 경험이 없는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 타 산업에 비해 노동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므로 1.1~1.2이상의 값을 용.한국의 경우,원자력 산업 분야가 타 산업 분야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용하지 않음.

Sizing:참조노형과 상노형의 원자로 열출력 비를 ParameterRatio로 하고 장치/설비 별로

부록 D에 주어진 CostExponent을 이용하여 CostFactor계산.본 는 두 노형의 열출력이

같아서 용하지 않았으나 노동시간,재료비,장치비 등에 모두 용되는 인자.

Temperature/PressureScaling:추가 연구 요구됨.특히,연구의 깊이를 선 결정 한 후 자료

수집과 장치별 용 인자 결정.

RegionFactor:노동시간에 용 하지 않음.노동비용 계산의 경우에는 한국의 임 이 사용되

므로 용이 된 것으로 간주됨.재료비는 각 지역(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고

려해야 함.본 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재료비 차이를 감안하여 0.6(철근/콘크리트 가격비)을

일 용함.장치비의 경우 수입을 가정하면 운송비, 세 등의 추가 비용 부담이 있는데 본

에서는 1.1 용 (추가 연구 필요).장치에 한 RegionFactor역시 일 용에는 한계가

있고,내수/외자 구분에서부터 수입품의 경우 운송/세 련 세부 정보 조사가 요구되고 내

수품의 경우( 정된 경우 포함)각각의 해당 장치에 한 독립 인 장치비 계산/평가 모델

립.

PlantMaturity:추가 연구/조사 필요.

LaborCost:원자력직종 노동자 평균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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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4×450MWth상용 고온가스원자로

 .1.3.19 Subject Plant Specification

(The Same Thermal Output, 2007, ROK)

Items Specifications

Analysis Model
Modular Helium Reactor: 

Prismatic Core Type

Thermal Output (MWth) 450*4

Operational Period (Year) 60

Reactor Outlet Temperature (℃) 690

Plant Efficiency (%) 38.5

Capacity Factor over Life (%) 90

Fuel Cycle Open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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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clear Island (NI) Energy Conversion Area (ECA), BOP

Total 

Cost,

Won

 고

(보 , 근거, 

처,  등)

Account 

Number
1) Account Description

Labor 

Time,

Hours

Labor 

Cost,

Won

Material 

Cost,

Won

Equipment 

Cost,

Won

Total NI 

Cost,

Won

Labor 

Time,

Hour

Labor 

Cost,

Won

Material 

Cost,

Won

Equipment 

Cost,

Won

Total 

ECA 

Cost,

Won

11 Land and Land Right 0 0 0 0 0 0 0 1,652 0 1,652 1,652 

12 Site Permits 0 0 0 0 0 0 0 0 0 0 0 

13 Plant Licensing 0 0 0 0 0 0 0 0 0 0 0 

14 Plant Permits 0 0 0 0 0 0 0 0 0 0 0 

15 Plant Studies 0 0 0 0 0 0 0 0 0 0 0 

16 Plant Reports 0 0 0 0 0 0 0 0 0 0 0 

17 Other Pre-construction costs 0 0 0 0 0 0 0 0 0 0 0 

- 건   

담 ; 보, site 

remediation work 

for plant licensing, 

etc

1 Total Pre-Construction Costs 0 0 0 0 0 0 0 1,652 0 1,652 1,652 

211 Yardwork 102 1,552 1,128 0 2,681 77 1,175 553 1,145 2,873 5,553 

212

Reactor Complex (Reactor Island 

Civil Structures (Silo & 

Superstructure), Reactor Service 

Building, Reactor Auxiliary 

Building, Radioactive Waste 

2,236 34,131 37,305 18,574 90,010 0 0 0 0 0 90,010 

(사)상용 고온가스원자로 비용 추산

. .1.3.20 COA for MHTGR Subject Plant: Three-digit COA

(2007, Republic of Korea, 1,000 Man-Hours, 1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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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 Nuclear Island (NI) Energy Conversion Area (ECA), BOP

Total 

Cost,

Won

비 고

(보충설명, 근거, 

출처, 방법론 등)

Account 

Number
1) Account Description

Labor 

Time,

Hours

Labor 

Cost,

Won

Material 

Cost,

Won

Equipment 

Cost,

Won

Total NI 

Cost,

Won

Labor 

Time,

Hour

Labor 

Cost,

Won

Material 

Cost,

Won

Equipment 

Cost,

Won

Total 

ECA 

Cost,

Won

Management Building, Helium 

Services Building)

213 Turbine Complex 0 0 0 0 0 346 5,280 9,260 5,071 19,611 19,611 

214 Operations Center 0 0 0 0 0 68 1,031 368 3,248 4,646 4,646 

215 Remote Shutdown Buildings 3.4 52 50 0 102 0 0 0 0 0 102 

216

Other Buildings (Security 

Building, Gatehouse, Radwaste 

Building, Administration Building, 

Waste Treatment Building, 

Warehouse, Training Center, 

Special Material Unloading 

Facility) 

25 384 728 0 1,112 40 603 268 788 1,659 2,771 

21
Buildings, Structures & 

Improvements on Site
2,366 36,120 39,210 18,574 93,904 530 8,088 10,450 10,251 28,789 122,694 

221 Reactor System 68 1,035 0 164,992 166,027 0 0 0 0 0 166,027 

222 Vessel System 147 2,247 176 177,111 179,534 0 0 0 0 0 179,534 

223 Heat Transport System 19 287 6.8 135,827 136,120 0 0 0 0 0 136,120 

224 Shutdown Cooling System 25 386 34 18,486 18,907 0 0 0 0 0 18,907 

225 Shutdown Cooling Water System 26 400 716 3,255 4,371 0 0 0 0 0 4,371 

226 Reactor Cavity Cooling System 96 1,471 3,056 12,205 16,732 0 0 0 0 0 16,732 

227
Reactor Service System (Fuel 

Handling System, Radioactive 
219 3,350 1,844 59,238 64,432 7.7 118 146 990 1,254 65,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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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 Nuclear Island (NI) Energy Conversion Area (ECA), BOP

Total 

Cost,

Won

비 고

(보충설명, 근거, 

출처, 방법론 등)

Account 

Number
1) Account Description

Labor 

Time,

Hours

Labor 

Cost,

Won

Material 

Cost,

Won

Equipment 

Cost,

Won

Total NI 

Cost,

Won

Labor 

Time,

Hour

Labor 

Cost,

Won

Material 

Cost,

Won

Equipment 

Cost,

Won

Total 

ECA 

Cost,

Won

Waste Processing System)

228
Reactor Control, Protection & 

Monitoring
121 1,848 1,467 11,351 14,666 3.5 54 0 283 337 15,003 

229 Reactor Plant Miscellaneous 9.4 144 4,129 14,080 18,353 0 0 0 0 0 18,353 

22 Reactor Plant Equipment 732 11,171 7,713 596,541 615,426 11.3 172 146 1,273 1,591 617,017 

231 Turbine Generator & Auxiliaries 0 0 0 0 0 302 4,608 1,355 105,837 111,800 111,800 

232 Main & Auxiliary Steam System 0 0 0 0 0 146 2,222 2,146 12,359 16,727 16,727 

233 Feedwater & Condensate System 0 0 0 0 0 354 5,402 2,368 33,475 41,244 41,244 

234 Startup & Shutdown System 0 0 0 0 0 0 0 0 0 0 0 

235 Turbine Plant Sampling System 0 0 0 0 0 17 265 0 3,325 3,590 3,590 

236
ECA Control, Data & 

Instrumentation (I&C)
5.2 79 36 0 115 111 1,691 0 34,611 36,302 36,418 

23 Turbine/Generator Plant Equipment 5.2 79 36 0 115 930 14,205 5,869 189,606 209,681 209,796 

241 Switchgear 12.3 187 0 0 187 21 319 0 9,630 9,949 10,136 

242 Station Service Equipment 35 532 20 9,249 9,801 21 317 39 9,330 9,686 19,487 

243 Switchboards 0.7 11 0 0 11 3 48 0 6,010 6,058 6,069 

244 Protective Equipment 0 0 0 0 0 10 160 45 208 413 413 

245
Electric Structures & Wiring 

Containers
400 6,113 0 0 6,113 45 681 818 0 1,499 7,612 

246 Power and Control Wiring 257 3,929 0 0 3,929 75 1,139 3,587 0 4,726 8,655 

24 Electrical Equipment 707 10,773 20 9,249 20,042 174 2,663 4,490 25,208 32,361 52,403 

251
Circulating and Service Water 

Pumphouse
0 0 0 0 0 11 174 164 5.5 343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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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 Nuclear Island (NI) Energy Conversion Area (ECA), BOP

Total 

Cost,

Won

비 고

(보충설명, 근거, 

출처, 방법론 등)

Account 

Number
1) Account Description

Labor 

Time,

Hours

Labor 

Cost,

Won

Material 

Cost,

Won

Equipment 

Cost,

Won

Total NI 

Cost,

Won

Labor 

Time,

Hour

Labor 

Cost,

Won

Material 

Cost,

Won

Equipment 

Cost,

Won

Total 

ECA 

Cost,

Won

252 ECA Cooling Water Systems 0 0 0 0 0 58 890 659 1,940 3,490 3,490 

253
Circulating and Service Water 

System
0 0 0 0 0 286 4,366 4,000 21,413 29,780 29,780 

25
Water Intake and Heat Rejection 

Plant
0 0 0 0 0 356 5,430 4,824 23,359 33,612 33,612 

261
Transportation and Lift 

Equipment
10.5 160 30 2,194 2,383 3.8 58 8.9 1,155 1,222 3,605 

262

Air, Water, and Steam Service 

System (Circulate Water Pump 

House & Pump, Cooling Tower

282 4,308 1,923 2,321 8,552 321 4,903 2,946 13,076 20,925 29,477 

263

Communications and Security 

Equipment (Piping, Valve, 

Filters)

10 159 1,736 0 1,895 42 645 0 1,579 2,224 4,120 

264 Furnishings and Fixtures 1.9 28 919 300 1,247 3.3 51 0 695 745 1,992 

26 Miscellaneous Plant Equipment 305 4,655 4,608 4,966 14,229 371 5,659 2,955 16,504 25,118 39,347 

2 Total Direct Costs 4,113 62,798 51,589 629,334 743,720 2,372 36,218 30,386 266,201 332,805 
1,076,52

0

31 Field Indirect Costs 0 50,045 19,476 0 69,521 0 32,216 31,415 0 63,631 133,151 

constr. equip. rental 

or purchase, 

temporary buildings, 

shops, tools, 

supplies, and other 

support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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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 Nuclear Island (NI) Energy Conversion Area (ECA), BOP

Total 

Cost,

Won

비 고

(보충설명, 근거, 

출처, 방법론 등)

Account 

Number
1) Account Description

Labor 

Time,

Hours

Labor 

Cost,

Won

Material 

Cost,

Won

Equipment 

Cost,

Won

Total NI 

Cost,

Won

Labor 

Time,

Hour

Labor 

Cost,

Won

Material 

Cost,

Won

Equipment 

Cost,

Won

Total 

ECA 

Cost,

Won

32 Construction Supervision 0 29,179 0 0 29,179 0 0 15,939 0 15,939 45,118

33
Plant Commissioning and Start-up 

Costs
0 0 2,406 0 2,406 0 0 186 0 186 2,592 

34 Plant Demonstration Test Run 0 0 0 0 0 0 0 0 0 0 0 COA 33에 포함시킴

0 

35
Design Service at A/E Offices 

(Home Office, Offsite)
0 140,586 0 25,917 166,530 0 0 1,131 0 1,131 1,131 

36
PM/CM Services at A/E Offices 

(Home Office)
0 0 2,406 0 2,406 0 0 743 0 743 3,150 

37
Design Services at Plant Site (Field 

Office, Onsite)
0 0 0 0 0 0 0 0 0 0 0 

38
PM/CM Services at Plant Site (Field 

Office)
0 0 0 0 0 0 0 0 0 0 0 

3
Total Support Services Costs (Indirect 

Services Costs)
0 219,810 24,288 25,917 270,016 0 0 51,561 0 83,777 353,793

Total Base Construction Cost 4,113 282,608 75,877 655,251
1,013,73

6
2,372 36,218 81,947 266,201 406,582

1,430,31

3

1) G4-ECONS COA: COAs in ORNL, 1998, and IAEA 2000  동일한 조, EEDB  약간 다름.

The first digit groups type: 1-Pre-construction costs, 2-Direct costs, 3-Indirect services costs

The second digit groups type (Contingency 제 ): 11-Land and land right ~ 16-Plant reports, 21-B&S ~ 26-Miscellaneous Equipment, and 

31-Field indirect costs ~ 38-PM/CM services (On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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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00MWth 상용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 비용분석

(가)서론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은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열을 이용하여 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생

산하는 시스템이다.물분해 공정에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경제 이고 효율 으로 단되는 공정

으로 그림 부록.1.3.8과 같이 요오드산분해반응과 황산분해반응을 이용한 IS열화학싸이클법(IS

cycle),고온의 수증기를 기분해하는 고온 기분해법(HTE),황산분해공정과 황산 기합성을 결

합한 하이 리드황산법(HyS)등 3가지 공정이 유망한 것으로 개발되고 있다[부록.1.3.7∼부

록.1.3.12].

그림 부록.1.3.8원자력수소생산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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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1.3.9온도에 따른 수소생산효율

그림 부록.1.3.9에는 원자로출구온도에 따른 수소생산효율을 보여 다.황산분해에 기반한 공

정은 섭씨 700도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는 효율이 매우 낮으며,섭씨 800도 이상에서 효율 인 황

산분해가 일어난다.고온 기분해는 온도에 따른 효율변화가 비교 완만하다.원자력열원의 온

도가 섭씨 850도가 되면 이론 으로 50% 정도의 수소생산효율을 얻을 수 있으며,온도가 높아질

수록 효율은 높아진다.

고온가스로 구조재의 특성은 약 900도를 심으로 격히 변화하므로 출구온도가 900도이하인

경우에는 고온가스로,그 이상이면 고온가스로로 분류한다. 한,기본 인 핵연료는 직경

1mm 정도인 삼 피복입자핵연료로 동일하나,원자로 장 을 해 페블형 는 블록형으로 성형

하여 핵연료집합체를 장 하게 되므로 핵연료 장 장치가 다르게 된다.페블형 핵연료는 직경

6cm 구형의 핵연료 수십만개를 원자로심에 장 하므로 연소가 진행됨에 따라 사용한 연료를 연

속 인 꺼내고,신연료를 장 을 하게 된다.이 경우에 원자로의 정지는 2~3년 주기 인 검사

보수시에만 하게 된다.블록형 핵연료는 높이 60cm 정도인 흑연블록에 피복입자핵연료를 장

한 것 을 원자로심에 장 하게 되며 약 18개월의 노심주기마다 연료재장 작업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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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1.3.10고온가스로의 핵연료형태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은 그림 부록.1.3.11와 같이 크게 원자로와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랜트로 구성된다. 고온가스원자로에서 950℃ 이상의 열에 지를 생산하여 간 열교환기

(IHX,IntermediateHeateXchanger)를 통해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시스템에 850-900℃의

열에 지를 공 하게 된다. 고온가스원자로는 4000도 이상의 높은 용융 과 큰 열용량을 갖

는 흑연을 감속재로 사용하고 핵연료의 낮은 에 지 도 특성으로 각종 사고시의 온도 변화

가 매우 느리고 사고 발생 후 2∼3일 후에나 최고 핵연료온도에 도달하며 이후에 자연 으로

냉각되는 능동형 원자로이다.이러한 느린 온도변화는 하나의 제어실에서 여러 개의 원자로 운

을 가능하게 하여 모듈 형태의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 구성을 가능하게 하고,사고 발생 시에

원격지에서의 기술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운 비를 여 뿐만 아니라,원자력 문 인력기

반이 취약한 곳에서도 분산 건설할 수 있는 장 을 제공해 다. 고온가스원자로의 노형은

핵연료(nuclearfuel)공 방식에 따라서 블록형(PMR,PrismaticReactor))과 페블형(PBR,

PebbleBedReactor))으로 분류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블록형 노형에 해 경제성을 평가하고

자 한다.블록형 참조 노형으로는 GA(GeneralAtomics)사의 GT-MHR,H2-MHR노형과 미

국의 NGNP(NextGenerationNextPlant)노형이 있다[15,16].NGNP은 2007년에 비계념설

계를 완료하고 재 개념설계 단계에 있는 미국의 장기 과제로 블록형과 페블형의 두 노형에

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NGNP노형 에서 GA가 채택하고 있는 블록형

노형을 참조노형으로 하 는데, 형 인 설계인자는 표.부록.1.3.21와 같다.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은 수소 생산에 고온의 열에 지뿐만 아니라 기에 지 소모도 매우 커서 수소

생산단가를 낮추기 해서 력변환시스템(PCS,PowerConversionSystem)이 도입된 수소생

산시스템을 구성 할 수도 있는데,본 연구에서는 고온가스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열에 지는

모두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에서 소모되고,공정에 필요한 력은 외부 력을 이용하

는 것으로 가정한 시스템을 상으로 경제성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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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1.3.11 고온가스원자로 열원 SI열화학 공정을

이용한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

표 부록.1.3.21참조노형인 NGNP상용화 노형의 설계 목

표

계 NGNP (PMR)

원  듈수 ( 체 ) 4 (2400 MWth)

듈당 격 600 MWth

수 생산 ∼45 %

원  압 6.4 MPa

냉각재 도, / 590/950 ℃

듈당 건 간 (Nth) 36개월 (1st)

>90 %

듈당 헬  냉각  량 321 kg/s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은 물로부터 수소와 산소를 생산하는 공정으로 다음과 같은

3개의 화학 반응으로 구성되는데 도식 으로 나타내면 그림 부록.1.3.12와 같다.

2H2O+I2+SO2→2HI+H2SO4, (젠 ,약100CENTIGRADE, 열 )

2HI→H2+I2,( 드 수 해 ,200～500CENTIGRADE,흡열 )

H2SO4→H2O+SO2+0.5O2,(산 해 ,약850CENTIGRADE,흡열 )

⇒ H2O→H2+0.5O2,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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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1.3.12 세 가지 화학 반응으로 구성된 SI 열화학 공정

도

 반응 공정에서 순수 입력 물질은 물이고 기타 화합물은 공정 내에서 순환하게 된다. 와 

같이 구성된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의 체 효율은 주로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의 열

효율에 의해 결정 되는데 공정 온도에 크게 의존한다.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의 열효

율은 이상 인 모델에 해 공정온도 800℃에서 약 40%, 950℃에서 약 50% 이상인 것으로 평

가되고 있다[NGNP]. 본 연구에서는 열 달 계통 열손실과 실제 공정 열손실  기기 효율을 

종합 으로 감안하여 다음 식으로 정의되는 수소생산효율(overall hydrogen production 

efficiency)을 40%로 가정 하 다[신 ].

 


×

여기서 은 단 시간당 생산되는 수소량, HHV(Higher Heating Value)은 고 발열량, 은 

단 시간당 소비되는 열에 지, 은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에서 단 시간당 소비되

는 기에 지를 기생산 효율을 이용하여 열에 지로 환산한 값이다.

고온 기분해는 열 달계통을 통해 달된 열을 이용하여 증기발생기에서 고온의 수증기를 생

산하고 이를 기로 분해하는 방식이다. 기분해장치는 약 900℃에서 작동한다.

   →   

황산혼합공정은 요오드황 열화학공정과 같은 황산분해공정과 SO2와 물을 기로 반응시켜 황

산을 합성하는 기분해장치로 구성된다.

  황산분해 : →   (T > 800℃)

  산소분리 :  → 

  황산합성 :  →    (T ~ 120℃, 0.17 Vo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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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분석 모델

본 연구에서는 R&D 단계의 노형에 합한 top-down approach 방법을 이용하여

4×600MWth의 모듈형 고온가스원자로와 SI공정이 결합한 NOAK(Nth-Of-A-Kind)원자력

수소생산시스템에 한 비용 경제성을 분석 한다.참조 노형으로는 비교 최근에 연구된

NGNPPMR노형을 이용하 는데,최근의 물가 상승 원자재값 등이 반 되어 비용 평가

의 신뢰도가 높을 것으로 단된다.비용 분석을 한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의 설계 인자는 표

부록.1.3.22와 같다.

표.부록.1.3.22PlantdesignparametersofSI-basednuclearhydrogenproduction

system

Design Parameters Specifications

Thermal Output 4×600MWth

Operational/Depreciation Period 60yr/40yr

Reactor Inlet/Outlet Temperatures 590℃/950℃

Helium Mass Flow Rate 4×320kg/s

Plant Efficiency 40%

Capacity Factor over Life 90%

Fuel Cycle Open Cycle

Process Peak Temperature 900℃

그림 부록.1.3.11은 단일 원자로를 이용한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이며 해석 모델은 네 개의 원자

로가 모듈화 되어 일렬로 배치된 시스템으로 보조시설을 공유함으로써 운 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감하게 된다.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을 구성하는 건물로는 원자력시설에 해당하는 원

자로격납건물,원자로운용동,지원동,방사성물질 리동,원자로운 실,원격정지동,헬륨보 동,

원자력정비동,사용후핵연료 간 장고 등이 있고 수소생산 랜트를 구성하는 60여 가지의 장

치,용수시설,냉각시설,변 시설 등으로 구성된다.기타 공용시설로는 보수동,소방동,경비동

수동 등이 있다.

(다)비용 분석

비용 평가에 사용된 주된 가정으로 원자로 주요 장치는 장시간 운 경험이 있는 독일의

AVR와 일본의 HTTR등의 로부터 기술 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단하여 비비를 장치비의

5%로 낮게 산정하 고 황-요오드 열화학,고온 기분해(HTSE) 복합열화학(HyS)공정은

기술 성숙도가 낮아 비비를 20% 수 으로 높게 산정하 다.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의 투자비용,수소생산단가 계산 경제성을 분석하기 해서는 건설,

시운 ,상용운 ,폐로 등의 주기 인 비용을 산출해야 한다.각각의 원가 항목은 장치비,

인건비,재료비 등으로 세분화 된다.본 연구에서는 GIFEMWG에서 개량한 COA을 사용하

는데,원가 항목은 표 부록.1.3.23와 같이 세분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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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1.3.23Structureofcodeofaccount

Account Account Description

10 Capitalized Pre-Construction Costs

Total Capital Investment Cost

20 Capitalized Direct Costs

30 Capitalized Indirect Services Costs

40 Capitalized Owner's Costs

50 Capitalized Supplementary Costs

60 Capitalized Financial Costs

70 Annualized O&M Costs

80 Annualized Fuel Cost

90 Annualized Financial Cost

Fees such as licensed reactor 

process, nuclear operating 

license fees, and similar, and 

value of money utilized for 

operating costs

체 직 투자비는 사 투자비,건설직 비,건설간 비,사업자비,보충비 재무비 등으

로 구성된다.여기서 사 투자비는 부지 매입 련 허가 비용, 랜트 인허가,환경 향평가

비용 등으로 구성되고,건설직 비는 건물,원자로 구성 장치비,수소생산공정 랜트 장치비

등의 건설에 필요한 직 비용이고,건설간 비는 건설에 필요한 부 장치,소모품,건설 감독,

건설 장 로젝트 리(PM/CM)등의 장비용,시운 비용,설계,본사지원 PM/CM 비용

등으로 구성되고,사업자비는 운 인력 유지 교육비용,인력 련 세 ,보험,복지비용과 운

인력 거주 비용 등으로 구성되고,보충비는 장치 운송비, 비부품비, 랜트 세 보험,

기 핵연료 장 비 등으로 구성된다.본 연구에서는 체 투자비 산출을 해 NGNPPCD연

구결과를 이용하여 건설임 ,교육비용, 기운 비용 등은 국내 물가 정보를 이용하여 산출

하 다.특히,건설간 비는 R&D 단계에서 비용 산출이 어려우나 통상 인 비용 산출 방식을

사용하여,간 비 에서 용역비용은 건설직 비의 20%를 산정하고, 장비용은 용역비용의

50%,시운 비용은 용역비용의 85%를 산정한다.건설 시운 을 포함하여 황-요오드 열화

학 수소생산 공정,고온 기분해(HTSE)공정 복합열화학(HyS)공정이용 원자력수소생산시

스템 투자비를 정리하면 각각 표 부록.1.3.24(a),표 부록.1.3.25(b),표 부록.1.3.26(c)와 같다.황

-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이용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은 원자로에서 생산되는 열에 지를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에서 모두 소모하는 것으로 가정하고,필요한 력은 외부에서

공 해 주는 것으로 가정하 다.고온 기분해(HTSE)공정이용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은 원자

로 열에 지를 모두 기에 지로 변환하여 고온 기분해(HTSE)공정 내의 물분해 기분해

장치에서 소모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복합열화학(HyS)공정이용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은 원

자로에서 생산되는 열에 지의 반은 기로 변환하여 복합열화학(HyS)공정에 공 되고 나

머지 반의 열에 지는 복합열화학(HyS)공정에서 직 소모되는 시스템이다.복합열화학

(HyS)공정이용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의 경우에 생산된 기 에서 복합열화학(HyS)공정에

서 부분 소모되고 여분의 기가 남는데 이는 매하여 운 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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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1.3.24(a)SI공정이용 2,400MWth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

투자비 산출 내역

계  2007$(In 1,000$)

사 30,000

건 직

원   주변  직 866,467

열 달계통 직 344,457

SI 랜트 직 800,134

건 간 961,693

사업   보 350,308

IDC 411,507

 3,770,566

표 부록.1.3.24(b)HTSE공정이용 2,400MWth 원자력수소생산시스

템 투자비 산출 내역

계  2007$(In 1,000$)

사 30,000

건 직

원   주변  직 923,467

PCU  열 달계통 직 742,523

HTSE 랜트 직 780,892

건 간 1,164,193

사업   보 348,121

IDC 489,250

 4,478,446

표 부록.1.3.24(c)HyS공정이용 2,400MWth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

투자비 산출 내역

계  2007$(In 1,000$)

사 30,000

건 직

원   주변  직 866,467

PCU  열 달계통 직 562,497

HyS 랜트 직 483,647

건 간 912,743

사업   보 349,452

IDC 392,971

 3,597,777

보조계통으로는 공조시설, 력시설,변 소,정비동,경비실,소방시설 등 랜트 운 에 필

요한 제반 시설 장치가 있는데,본 연구에서는 보조계통을 별도의 계정항목으로 분류하지

않고 GIFCOA 계정분류에 따라 원자로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랜트 직 비 계정에

포함시킨다.

핵연료는 U
235
의 농축도가 약 0.72%인 U

3
O
8
원 을 환,농축,성형 공정을 거쳐서 제조되고 3

배치로 18개월(핵연료 교체시간 포함)간 사용한 후에 간 장을 거쳐 재처리한 후에 처분하게

된다.핵연료 비용은 이러한 주기 인 비용 평가를 통하여 산출된다.사용후 핵연료는 간

장을 통하여 직 처분하는 Once-throughcycle핵주기와 재순환 공정을 통하여 핵물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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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순환하는 Closedcycle핵주기가 있다.핵주기의 선택은 국가의 정책결정이나 원자로의 형태

에 따라 결정되는데,고온가스원자로의 피복핵연료는 직 처분에 합한 형태이고, 시 에서

는 Once-through핵주기가 실 인 것으로 단하여 직 처분방식을 기 으로 경제성을 분

석한다[MIT 보고서].구체 인 핵연료 비용 산출을 해 본 연구에서는 미국 EIA

AFCI(AdvancedFuelCostDataBasis)의 2007년 자료를 참고하여 표 부록.1.3.25와 같은 비용

단가를 사용 하 다.

표 부록.1.3.25Unitcostsforuranium andfuelcycleservices

단가

원 70 $/kg

변 10 $/kg

150 $/SWU

재변   가공 4000 $/kgHM

NGNPPCD와 GA사의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이용 수소생산 비개념설계 결과에

따라 핵연료 장 량을 산출하면,2,400MWth (4×600MWth)원자로에 약 4.425kg의 우라늄을

함유한 핵연료집합체가 4080개 장 된다.이는 모듈당 기 우라늄장 량으로 약 4.51톤에 해

당한다.농축도 19.8%인 농축우라늄의 기 장 비는 의 항목별 단가를 이용하여 계산하면

약 219M$로 추산된다.사용후 핵연료의 처리 방법은 국가 원자로 별로 차이가 있으나

Once-through핵주기를 채택하게 되면 후행핵주기는 간 장과 구처분의 2단계로 단순화

된다.미국의 경우에는 후행핵주기 비용을 발 량에 비례하여 법 으로 1kWehr당 0.1cent를

립하도록 하고 있고,한국의 경우에는 1992년 기 비용으로 우라늄 1kg당 약 54만원을 립

하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아오모리 재처리시설과 고 폐기시설을 참조하여 간

장비용 단가는 223$/kg으로 구처분비용은 4,237$/kg으로 산정 하 다.

운 비(O&M,OperationandMaintenance)는 수소생산시스템의 운 보수에 드는 비용으

로 표 인 계정 항목으로 운 인력 경 인력 비용,인력 련 세 ,보험,복지 등의 비

용,각종 화학물질 사무용품, 랜트 기기 설비 교체비,재산세 보험 등이 있다.미국

의 FortSt.Vrain고온가스원자로 설계 운 경험을 바탕으로 2,400MWth 수소생산시스

템 운 조직을 구성하면 약 250명의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상된다.연간 소요될 것으로 상

되는 운 비는 약 135만 달러로 추산되는데 여기서 물을 분해하기 한 증류수 비용이 약

13.5%,외부 력 비용이 약 46%, 랜트 보수비용이 약 15%,인건비 련 비용이 약 12.5%,

기타 13%로 력비용과 랜트 보수비 비 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라)분석 결과

경제성 분석을 한 기본 가정으로 시운 을 포함한 총 건설기간은 4년으로 하 고 GIF

EMWG 로그램에서 건설기간 이자비 계산과 감가상각 계산에 일 용되는 실할인율(real

discountrate)은 7%로 가정 하 다.여기서 건설기간 이자비 계산에 필요한 자본 투자 방법은

GIF에서 제안한 S-곡선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 다.원자력수소의 경제성 분석에 가장 요

한 인자는 수소생산단가로 연간 자본부담 ,운 비,핵연료비 등으로부터 계산한다.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이용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의 연간 비용 수소생산단가를 항목별로 계

산하면 표 부록.1.3.26와 같다.여기서 사 투자비 사업자 비용은 원자로 비용(reactor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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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s)에 포함하 다.

표 부록.1.3.26SummaryofSI-basednuclearhydrogenproductioncosts

Account Description
Capital Charges or Annual 

Costs ($M/yr)

Unit Production Costs 

($/kgH2)

Reactor Plant Costs 212.1 1.04

SI Plant Costs 102.2 0.50

Reactor & SI Plant O&M 

Costs
141.4 0.69

Nuclear Fuel Costs 75.6 0.37

Total Costs 531.3 2.60

비용 분포를 보면 건설투자비가 59%,운 비가 27%,핵연료비가 14%를 차지하는데 기존의

기생산을 한 원자력발 소와 유사하게 건설투자비가 큰 비 을 차지하고 핵연료비는 상

으로 은 비 을 차지한다. 고온가스원자로를 이용한 발 소는 모듈 형태로 건설되어 공

용 건물 사용을 통한 건설비 감축뿐만 아니라 운 효율화를 통한 큰 폭의 운 비 감소가 기

되는데 반해서 수소생산시스템에서는 운 비 비 이 여 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다.이는 주

로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랜트 화공유지보수비와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에

소모되는 력 증류수 비용에 기인한 것으로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랜트 수명 연장,

소모 력 감축,효율 개선 등의 랜트 기술향상은 건설투자비 감축뿐만 아니라 운 비 감축

에도 직 향을 미칠 것으로 단된다.유사하게 고온 기분해(HTSE)공정과 복합열화학

(HyS)공정에 한 비용을 분석하면 각각 표 부록.1.3.27와 표 부록.1.3.28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복합열화학(HyS)공정의 경우 기 매 비용으로 연간 운 비 핵연료비를 충당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부록.1.3.27SummaryofHTSE-basednuclearhydrogenproductioncosts

Account Description
Capital Charges or Annual 

Costs ($M/yr)

Unit Production Costs 

($/kgH2)

Reactor Plant Costs 270.2 1.31

HTSE Plant Costs 99.1 0.48

Reactor & HTSE Plant 

O&M Costs
84.5 0.41

Nuclear Fuel Costs 75.6 0.36

Total Costs 529.4 2.58

표 부록.1.3.28SummaryofHyS-basednuclearhydrogenproductioncosts

Account Description
Capital Charges or Annual 

Costs ($M/yr)

Unit Production Costs 

($/kgH2)

Reactor Plant Costs 235.6 1.94

HyS Plant Costs 59.7 0.49

Reactor & HyS Plant O&M 

Costs
-74.3 -0.61

Nuclear Fuel Costs 75.6 0.62

Total Costs 296.6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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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생산단가계산에서 불확실성(uncertainty)은 기술 인 요소와 경제 인 요소에 구분되는

데,먼 기술 인 요소로는 랜트 장치 기기 비용,수소생산효율,공정 력소모 등이 있

다.고온가스원자로는 세계 으로 실증 상용 운 사례가 있어서 기술수 이 높은 것으로

단되는 반면에 공정은 재 렙 규모 일럿 규모의 연구개발 단계여서 상 으로 기술

수 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이러한 낮은 기술 성숙도는 비용 분석에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이 된다.수소생산효율은 수소생산단가에 직 인 향을 주는 인자이고,공정에 소

모되는 력도 수소생산효율과 직 인 계가 있어서 수소생산단가에 크게 향을 다.경

제 인 불확실성으로는 우랴늄,콘크리트,철강 등의 원자재 가격 변동과 물가 상승률,세 ,

할인율,건설기간, 력단가 등을 들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복합 인 기술 ,경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수소생산단가에 크게 향을 미칠 것으로 단되는 황-요오드 열화학 수

소생산 공정 설비비,할인율,건설기간,수소생산효율,소비 력량 등에 해 민감도 분석을 수

행하 다(표 부록.1.3.29).

표 부록.1.3.29 Results ofeconomic parametric studies for

SI-basednuclearhydrogenproductionsystem

Parameters

Hydrogen 

Production Costs 

($/kg)

SI Plant Capital Costs, M$

800 2.60

1200 2.75

1500 2.86

Real Discount Rate, %

5 2.23

7 2.60

10 3.25

Construction Time, years

3 2.57

4 2.60

5 2.65

Efficiency

35 2.97

40 2.60

45 2.31

Work required for SI 

process, MWe

200 2.60

300 2.76

400 2.90

표에서 배경색이 있는 행이 기 단가이다.여기서 SI 랜트 설비비,효율,소모 력 등은

기술 향상을 통하여 개선 할 수 있는 요소로써 변동 폭이 -0.29$/kg∼0.37$/kg로 수소생산단

가에 비교 큰 향을 다.특히,NGNP에서 목표로 하는 수소생산효율 45%가 달성될 경우

에 수소생산단가는 2.31$/kg으로 효율 5% 상승이 생산단가 0.29$/kg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할인율이 수소제조단가에 미치는 향이 커서 기술 인 불

확실성뿐만 아니라 경제 인 불확실성을 최소화 것도 요할 것으로 여겨진다.고온 기분해

(HTSE)공정 복합열화학(HyS)공정에도 유사하게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 는데,경제 인

인자에 한 민감도는 와 유사하고 기술 인 인자 에서 기분해장치에 크게 향을 받아

장치 가격이 2배가 될 경우에 약 0.25$/kg의 단가 상승 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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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생산공정 평가기술

1.가압운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 연계계통

물로부터 수소를 생산하기 한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은 원자로로부터 고온의

열에 지를 필요로 하고 이를 하여 VHTR(VeryHighTemperaturegascooledReactor)이

합하다.VHTR-SI수소 생산 시스템은 원자로,1차 2차 헬륨냉각 시스템 그리고 황-요오

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으로 구성되어있다.여기서,2차 냉각 시스템에서의 헬륨은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으로 고온의 에 지를 달하는 매개체이다.

IHX(Intermediateheatexchanger)를 통해 VHTR과 결합된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

정에 의한 수소생산은 아래의 화학반응들을 통해 달성된다.[부록.2.1.1]

I2+SO2+2H2O→2HI+H2SO4(~120℃):발열반응(분젠반응) (부록.2.1.1)

H2SO4→ H2O+SO2+1/2O2(~850℃):흡열반응 (부록.2.1.2)

2HI→ H2+I2(300~400℃):흡열반응 (부록.2.1.3)

식(부록.2.1.2)의 화학반응과 식(부록.2.1.3)의 화학반응을 해서 고온의 열에 지를 달할

PHE(ProcessHeatExchanging)모듈들이 필요하며 2차 헬륨루 를 통하여 달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0MWth VHTR과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을 기반으로 한

NHDD(NuclearHydrogenDevelopmentandDemonstration) 랜트 설계들을 연구해 오고 있

다[부록.2.1.2].이와 더불어 200MWthVHTR을 이용한 KAERI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의 물질수지와 에 지수지를 기 로 PHE모듈들과 2차 헬륨 경로에 한 개념 설계방

법을 연구하 다[부록.2.1.3].

한편 일본의 JAEA연구 은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의 동특성 연구를 수행함에 있

어,연계 시스템의 Conceptualflow diagram을 바탕으로 열 안 성을 계산한 바 있다[부

록.2.1.4].

원자력 수소 생산 시스템은 그림 부록.2.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VHTR,IHX 그리고 황-요

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으로 구성되어있다.헬륨은 VHTR과 IHX 혹은 IHX와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 사이에서 고온 에 지의 운반체로서 이용된다.

그림 부록.2.1.1.Nuclearhydrogenproduction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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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은 분젠반응 공정(Section1),황산농축 분해반응 공정

(Section2)그리고 HI농축 분해반응 공정(Section3)의 세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Section

1을 구성하는 요 화학반응 장치로는 식(부록.2.1.1)의 분젠반응의 기능을 가진 분젠 반응기와

분젠반응으로부터 발생된 HI상과 황산상의 상 분리장치,분리된 HI상에서 잔존 황산을 제거하

는 황산 스트리퍼,그리고 O2/SO2혼합체로부터 SO2를 회수하기 한 SO2세정탑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장치들은 외부 열원으로부터 에 지를 공 할 필요가 없는 장치들이다.

이와는 달리 Section2의 제 1,2황산용액 다단증류 농축장치,황산증발장치,황산분해 장치

삼산화황분해 장치와 Section3의 HI혼합용액 다단증류 농축장치와 HI분해 반응기는 외부

로부터 열을 공 받아야 한다.

이들의 가열 체계는 2종류로 별되는데 450
o
C이상의 고온을 요구하는 장치들,즉 황산분해

장치와 황산 증발장치 그리고 요오드화수소분해 장치는 2차 냉각계통의 헬륨으로 가열시키고

나머지 가열 상 장치들은 공정 유체의 열과 잠열로서 가열시킴으로써 수소생산 열효율을

증 시킬 수 있음을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 있다[부록.2.1.3].본 선행 연구의 물질수지와 열수지

로부터 열효율을 극 화하는 2차 냉각계통 헬륨의 이동경로를 엑서지 개념의 에서 조사한

결과 그림 부록.2.1.2와 같은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과 VHTR의 연계계통 열흐름도를

설정할 수 있었다.

그림 .2.1.2 Thermal pathway of the SI process coupled to a VHTR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고의 온도를 유지하는 IHX로부터 배출된 헬륨기체는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 최고의 온도를 요구하는 삼산화황분해 장치로 주입되어 열을 빼앗

김으로써 온도가 하되고 냉각된 헬륨기체는 다시 황산분해 장치로 주입되어 헬륨의 열을

추가로 달한 후 한 단계의 더 낮은 온도상태로 변한 후 마지막으로 분기되어 일부는 황

산용액을 기화시키는 황산증발장치로 주입되고 나머지 헬륨은 요오드화수소분해 장치로 주입

되어 정 분해반응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헬륨의 열을 달한 후 두 헬륨 라인이 합체되

어 간열교환장치(IHX)로 열을 재충 시키기 해서 재순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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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더 낮은 온도에서 가동되는 황산증류탑과 요오드화수소 증류탑의 가열은 그림 부

록.2.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로세스 가스의 열과 증발잠열에 의해 가열되는데 경우에 따라

서는 열효율을 최 화하기 해 히트펌 를 사용해야 한다.

2.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 연계계통 소요장치 동특성 해석코드

가.황산 1차 2차 증류장치 동특성 해석코드

(1)서론

수소생산 공정과 이에 열을 공 하는 원자로는 열공 이 (원자로 에서는 냉각

이 )로 연결되어 있어,수소공정의 가동상태는 열수력학 으로 원자로의 운 에 향을 미

칠 수밖에 없다.따라서 가동 에 수소공정에서 돌발 인 비정상 작동에 기인한 열수력학

충격이 원자로 안 운 에 치명 인 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 원자로 설계

인허가시에는 발생확률이 매우 낮은 가상 사고에 해서도 안 성을 입증해야 하는 에 비춰

볼 때,원자로 설계단계에서부터 원자로와 수소생산 공정을 열수력학 으로 연계해서 동특성

분석할 필요가 있다.이를 해서는 원자로뿐만 아니라 수소공정에 한 동특성 해석을 한

산코드를 확보해야 하지만,세계 으로 이에 합한 코드가 개발되어 있지 않아 선진 각국에

서는 이를 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의 동 거동 해석을 한 각 국의 코드개발 계획을

살펴보면,일본에서는 DSP코드,미국에서는 ASPEN+ChemKIN,EU에서는 ECOSIM 코드 등

을 개발하거나 개선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일본의 경우,간단한 공정인 메탄가스 수증기 개질

공정에 DSP코드를 용하여 수증기 개질 공정의 비정상 조업에 의한 열 충격이 IHX열교환

기를 통하여 미치게 될 원자로 측의 과도응답을 측하여 실험값과 비교한 경험이 있으나[부

록.2.2.1]공정이 훨씬 복잡한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에 한 본 코드의 용성은

2005년부터 조사 인 것으로 알고 있다.한편 미국과 EU 랑스는 2007년 이후를 목표로

각자 고유 코드를 개발 는 수정/응용코자 계획을 세우고 있고 GIFVHTR/HPPMB를 통하

여 각 코드간의 교차분석을 한 국제공동연구 의제로서 2005년 6월 회의에서 제시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본 연구에서는 3년에 걸쳐,분젠화학반응 공정,황산용액 농축/분해 공정

요오드화수소용액 농축/분해 공정으로 구성된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의 동특성 해석

산코드를 개발 계획을 세웠다.이 첫 출발 으로 황산용액 농축/분해 공정 에서 황산용액

의 농축공정의 동 거동 상을 모사할 수 있는 산 로그램을 개발하 다.이 로그램을 국

제검증문제에 용하여 스페인의 정상상태 결과와 비교하여,그 성능을 평가하 다.

(2)황산 농축공정의 동특성 해석을 한 수학 모델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의 세 공정 하나인 황산농축공정에 한 동특성의 해

석 모델을 설정하 다.일본이 국제검증문제로 제시한 황산농축 모델을 참조하여 증류탑의 기

본 인 모델을 그림 부록.2.2.1과 같이 설정하 다.각 단에서 일어나는 물질 열평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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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일반 인 계식은 그림 부록.2.2.2에 제시하 다.황산용액 증류장치의 동특성모델링을

해서는 그림 부록.2.2.1과 부록.2.2.2를 참조하여 물질과 에 지수지에 한 수학 모델링을

수립하 다.증류탑을 나타내는 기본 인 모델 식은 탑 체에 한 물질수지,에 지 수지

생성물의 조성 련 식들과 탑 내부의 각 단에서의 상평형 계식 물질과 에 지 수지들로

이루어진다.각 단에서의 물질수지는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d
dt
(HXn)=Vn-1Yn-1+Ln+1Xn+1-VnYn-LnXn-------------------(부록.2.2.1)

여기에서 H는 체류량(holdup)을 나타내고,Xn과 Yn은 각각 n단에서의 액체농도와 기체의

농도를 나타내며,Ln과 Vn은 n단에서의 액체와 기체의 유량을 나타낸다.식(부록.2.2.1)를

로그램이 가능한 조건으로 변형하 다.즉,H는 상수로 가정하고,dXn를 근사 으로 미세한 시

간간격 Δt로 놓고,dXn도 ΔXn으로 바꾸어 미세한 시간 변화에 따른 농도 변화값을 나타내도

록 했다.마찬가지로 dtLn --> ΔtLn --> Mn으로 가정하고,dtVn --> ΔtVn
-->Wn으로 가

정하여,각각 미세한 시간동안의 액체 기체의 유량을 나타내도록 한다.이로써 시간의 종속

변수들을 미세 시간 간격에서 근사 으로 상수가 되도록 조작하여 식(부록.2.2.1)를 다음과 같

은 식으로 변형하 다.

HΔXn≅ΔtVn-1Yn-1+ΔtLn+1Xn+1-ΔtVnYn-ΔtLnXn

≅Wn-1Yn-1+Mn+1Xn+1-WnYn-MnXn

------------(부록.2.2.2)

식(2)는 평형상태와 유사한 식으로 변형되었다.식(부록.2.2.2)를 액체농도 변화량의 식으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

ΔXn≅
(Wn-1Yn-1+Mn+1Xn+1-WnYn-MnXn)

h
------------------(부록.2.2.3)

식(부록.2.2.3)을 사용하여 Δt경과 후의 농도는 다음 식에 의해서 구할 수 있다.



록 Ⅵ-156

그림 부록.2.2.1.Distillationcolumnwithaf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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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2.2.SignalFlow forNColumnS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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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록.2.2.4)

한편, 각 단에서의 물질수지의 평형조건에 의해 다음 식이 성립한다.




  ---------------------------(부록.2.2.5)

이 식에서 체류량이 일정하다는 조건에 의해서 다음 식과 같은 물질수지가 얻어진다.

 

 

 

----------------------(부록.2.2.6)

한편, 엔탈피의 평형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 단에서 액체상태의 물질을 비

등점까지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은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

 





-----------------------------(부록.2.2.7)

식(부록.2.2.7)에서 tb, tn, tfeed, tn+1은 각각, 비등점 온도, n 단의 온도, 입력물질의 온도, n+1

단의 온도이며, Cp1,2,3는 각각의 물질농도에서의 정압열용량이다. 한편, 각 단에 공급되는 열량

()은 다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for   

  for 
--------------------------(부록.2.2.8)

식(부록.2.2.8)에서 Q는 재비기(reboiler)에 공급하는 열량을 나타내며, q4와 q5는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

  

  

------------------------------(부록.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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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부록.2.2.9)에서 볼 수 있듯이,q4와 q5는 각각 아래 단에서 발생한 기체의 윗단과의 온도

차에 의한 열량 기화열로서 윗단의 용액과 열교환을 통하여 달하는 열량이다.이 공 되

는 열량은 액체를 비등 까지 올리는 필요한 열량으로 활용되고,남는 열량은 Wn만큼의 기체

를 발생시키는데 사용된다.이를 표 하면 다음과 같다.

ΔQ=q1+q2+q3+Wnλn ------------------------------(부록.2.2.10)

(3)계산 알고리즘 설정

(가)개요

앞에서 설명한 동역학 해석의 근사 인 근방법을 근거로 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알고리즘을 설정하 다.이때,다음과 같은 제조건하에서 계산 알고리즘을 설정하 다.즉,

각 단에 기체-액체의 물질 열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은 0이고,기체가 단 사이를 이동하는 시

간은 0이며,증류과정에서 물질 열 손실은 없다고 가정하 다.알고리즘은 그림 부록.2.2.3에

제시하 고,변수 함수에 한 설명은 표 부록.2.2.1에 제시하 다.여기서 채택한 증류에

한 동특성 해석의 기본개념은 다음과 같다.입력 물질(feeding)의 하부라인(bottom line)으로 물

질량 농도에 아무런 변화 없이 흘러가는 상태에서 재비기가 가동하는 것을 기상태

(startup시 )로 잡았다.이 기상태에서 재비기에 가한 열에 의해서 물질이 데워져 비등 에

도달하고,남은 열에 의해서 기체가 발생하는 것으로 모사하 다.여기서 발생한 기체는 상승

하여 최하단의 액체를 만나서 물질량과 열량의 교환을 통하여 액체를 데워서 이 액체가 비등

에 도달하고,이어 새로운 기체가 발생한다.이 기체는 바로 윗단에 근하여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여,최상단에 근한다.최상단에서 발생한 기체는 증류라인을 통해 외부로 출력된다.이

과정을 보간법과 반복법(iteration)을 용하여 모사하는 알고리즘을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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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itial Condition

        Feeding stage or below       Above stage

  
    

       

   or  (H2O 100%)

    

   ⇒ 

      for    
           for 

          

        
     ⋅
     ⋅
       ⋅ 

   

 

          

     

    

               

Rep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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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Balance

Mass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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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 

 ≻ 

           Gas-Liquid Balance

그림 부록.2.2.3. Flow Chart for Simulation of H2O-H2SO4 Distillation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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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2.2.1.BriefDescriptionofVariablesandFunctionsreferredinFigure부록.2.2.2

VariableorFunctionName Description

Xi Liquidconcentrationati-stage

Mi(ΔtLi) LiquidFlow amount(flow rateforΔt)ati-stage

Xf Feedingstageliquidconcentration

Mf(ΔtLf) Feedingstageliquidflow amount(flow rateforΔt)

ΔH(t1,t2,X1)
Enthalpyforincreasingtemperaturefrom t1tot2atthe

X1concentration

λi Latentheatati-stage

Yi,Wi(ΔtVi)
Vaporconcentrationandamount(flow rateforΔt)going

outofi-stage

Yi-1,Wi-1(ΔtVi-1)
Vaporconcentrationandamount(flow rateforΔt)

comingtoi-stagefrom i-1-storage

Mi(j),Xi(j),Wi(j),Yi(j) Mi,Xi,Wi,Yiatthej-thiteration

P Pressureinthedistillationcolumn

h Holdupineachstageorreboilercapacity

ΔHREQ

Enthalpyrequiredtoincreasethestagetemperatureup

totheboilingpoint

ΔHSUP
Enthalpysupplied

ti,tf,tb
Temperaturesini-stageandfeedingandboilingpoint,

respectively

glb(P,Xi,tb) Gas-liquidequilibrium eq.atP,Xi,andtb

bp(P,Xi) BoilingpointatPand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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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상태 설정

동역학 계산을 한 기조건은 입력단 이하 체 단과 재비기에 입력물질로 채워져

있는 상태이고 재비기가 가동되지 않은 상태로 가정하 다.따라서 기상태에서는 입력단 이

하의 액체의 농도와 온도는 입력물질과 동일한 상태이고 기체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다.즉,입

력단에 입력된 물질이 재비기를 거쳐서 아무런 변화 없이 그 로 하부라인으로 배출되는 상태

를 의미한다.입력단 상부에서는 순수 물이 채워진 경우,비워 있는 경우 입력물질로 채워

진 경우 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평형상태 지배방정식의 단일화

그림 부록.2.2.1에서 볼 수 있듯이,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황산농축 증류탑은 상태

와 조건에 따라,재비기,입력단,일반 단,응축기와 연결된 최상단으로 나 수 있으며,각 단

의 조건에 따라 약간 다른 형태의 평형상태 지배 방정식을 갖는다.그러나 로그램 개발의 효

율성 제고와 오차유발 방지를 해서 지배방정식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이를 해 가장 일

반 인 단을 표 할 수 있는 지배방정식을 설정하고,각 단의 평형상태를 표 할 때는 일반

인 지배방정식에 단별로 존재하는 특수한 조건을 부과하여 지배방정식을 제한하는 방법을 사

용하 다. 를 들면 재비기를 0단으로 정하 을 때,0단으로 올라오는 기체양은 0으로 가정

하고,재비기로 직 입력되는 경우(flash)가 아닌 경우에는 입력물질에 련된 조건을 0으로

지정하며,공 열원은 재비기의 부과열량(heatduty)으로 가정한다.일반 단에서는 입력단의 유

무에 따라서 입력물질이 0혹은 입력조건으로 정하고,공 열원은 아랫단에서 상승하는 기체의

열량으로 가정한다.최상단에서는,최상단으로 하강하는 액체의 유량을 회수되는 액체(reflux

material)로 가정한다.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단을 단일한 지배 방정식으로 나타냈다.이와

같은 방식을 택함으로써,부가 인 효과로서 flash에서부터 N단을 갖는 증류탑을 하나의 로

그램으로 모사할 수 있게 되었다.

(라)재비기에서의 물질 열평형

기상태에서 재비기를 가동함으로 동역학 변화가 시작되어,재비기 내의 황산용액

을 데워 비등 까지 끌어 올리고,남은 열로 기체를 발생시킨다.압력과 황산용액의 농도가 주

어졌을 때,비등 과 발생하는 기체(황산,물,SO3의 혼합기체)의 농도를 먼 구해야 한다.

Perry핸드북[부록.2.2.2]에서는 황산용액 농도와 비등 을 독립변수로 하는 황산용액의 압력

과 각 성분별 부분압력이 제시되어 있다.농도별 황산용액의 비등 을 구하는 방법으로서,

압력 데이터에서 주어진 압력에 해당되는 온도를 찾는 방법을 택했다.이 표에서는 압력이

종속변수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진 압력과 동일 한 값이 존재하는 경우는 드물다.따라

서 주어진 압력 후의 자료를 기 으로 보간법을 사용하여 각각의 황산용액농도에 한 비등

의 자료를 생산해 냈다. 한 각각의 황산용액 농도 비등 에서의 평형상태에 해당되는

황산,물,SO3의 부분압력 자료를 이용하여,기체의 농도를 결정하 다.

기체의 발생량은 식(10)에 의해서 구할 수 있다.q1은 재비기의 액체에서 하부로 출력되는

황산용액을 제외한 잔류 액체량의 온도를 비등 까지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이고,q2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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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단이 있는 경우의 입력단에서 주입되는 물질을 비등 까지 올리는데 필요로 하는 열량이고,

q3는 최상단에서 내려오는 황산용액의 온도를 비등 까지 데우는데 드는 열량이다.공 되는

열량에서 이들의 열량을 차감한 나머지 열량은 기체 발생의 기화열로 사용하게 된다.따라서

식(10)에 의해서 재비기에서 발생하는 기체량을 결정할 수 있다.발생 기체량과 성분이 결정되

면 하부로 출력되는 농축황산용액의 양과 농도가 일차 으로 결정된다.이 값들을 기 으로 다

시 의 과정을 거쳐 2차로 기체량과 농도 농축황산용액량과 농도를 결정한다.이런 과정

을 반복(iteration)하여 정한 수렴조건을 만족하는 네 가지 값을 동시에 결정한다.발생기체의

양이 많으면 반드시 출력용액(황산농축용액)의 양은 어들고 체류용액과 출력용액의 농도는

짙어진다.이 게 되면 다음 반복단계에서 비등 이 올라가게 되어,기체 발생의 기화열로 사

용할 열량이 어들게 되어 발생하는 기체량을 감소시킨다.이와 같은 연쇄조건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반복계산을 진행함에 따라 평형상태에 근하게 된다.이런 원리로 재비기에서 발생하

는 기체량과 농도 출력용액의 양과 농도를 결정하 다.

(마)일반 단에서의 물질 열평형

재비기에 이어 1단에서 물질 열평형을 살펴보면 일반 단에서의 상을 유추할 수

있다.재비기에서 발생한 온도가 tv인 기체(W0,Y0)가 최하단인 1단에 근하여 1단에서의

물질평형과 열평형 상태로 되고,결과 으로 새로운 기체를 발생시킨다.식(부록.2.2.3)의 우변

에 제시된 변수들로는,1단에서는 2단에서 흘러내려 입력된 액체(M2,X2)가 있고,재비기로

흘러나가는 출력 액체(M1,X1)가 있다.그리고 재비기에서 입력되는 기체가 있고,2단으로 올

라가는 출력 기체(W1,Y1)가 있다.

기상태에서 1단에서는 입력 물질과 동일한 조건에서 출발하므로,X1은 기지의 값이고,X1

과 평형을 이루는 기체농도 Y1는 평형상태방정식(VLE)에 의해서 결정된다.2단에서 흘러내려

입력된 액체(M2,X2)는 기상태에서는 입력물질의 조건과 동일함으로 기지의 값이 된다.

한 기상태에서 1단에서 발생하는 기체의 양은 W1은 0이므로,1단에서 재비기로 내려가는

용액의 양(M1)은 물질 평형식인 식(부록.2.2.6)에 기지의 값,W0,W1,M2를 입하여 결정할

수 있다.

재비기의 경우와 같이,1단에서의 액체의 유입과 체류량의 온도를 데우는데 필요한 열량,

q1,q2,q3을 결정하고,1단에 공 되는 열원은 식(부록.2.2.8)과 (부록.2.2.9)에서 볼 수 있는 바

와 같이 재비기(0단)에서 달되는 기체의 기화열과 온도차에 의한 값이 된다.공 되는 열량

에서 온도를 증가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을 차감한 열량을 기화열로 사용했을 때,발생하는 기체

량(W1)을 결정한다.이로써,1 단에서의 황산용액의 새로운 농도를 결정하기 한 식(부

록.2.2.4)의 우변의 변수들이 모두 결정되었으며,이 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평형상태의 액체농

도(X1)가 결정된다.재비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이 새로운 액체농도를 기 으로 새로운 기체

농도(Y1)와 비등 의 결정을 시작으로 다음 단계의 반복 계산이 진행된다.

다른 일반 인 단에서 동일한 방법이 용된다.단지 최상단의 경우에는,실제로는 윗단이

없지만,회수되는 물질을 윗단에서 내려오는 것을 간주하여 계산하도록 로그래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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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반복 계산

그림 부록.2.2.3에서 가장 내부의 j루 는 각 단별로 기체 양과 농도 그에 응

되는 하강 액체량과 농도를 구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i루 는 단별 계산 루 로서 i=0

인 경우는 재비기를 의미하며,재비기의 가동으로부터 출발해서 아래 단부터 윗단으로 기체가

이동하여 액체와 반응하는 과정을 모사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있다.이런 방법으로 마지막

단까지 계산을 완료한다.이어 앞에서 얻는 각 단에서의 변수값을 기값으로 지정하여,동일

한 과정을 반복하는 단계가 진행된다.이 반복단계는 반응이 진행하는 과정을 시간 인 개념으

로 모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반복회수가 많을수록 정상상태에 보다 근하는 결과를 얻는

다.

(4) 로그램 개발

(가)개요

앞에서 설명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황산용액에 포함되어 있는 물을 증발시켜 황산의

농도를 높여주는 증류기(Distillationcolumn)을 모사하여 반응이 진행되는 과정의 동특성을 분

석할 수 있는 코드로 개발했다.입력 자료로는 Perry'schemicalengineers'handbook(7 )과

HSCChemistry(Ver.5.1) 로그램[부록.2.2.3]의 자료를 활용하 다.단(stage)의 수,입력되는

묽은 황산의 양과 농도,재비기의 열용량,회수율이 주어지면,증류되는 양과 농도(Distillate),

농도가 짙어진 황산의 양 농도(Bottom line)값을 계산할 수 있게 로그래 되었다. 한

각 반복단계마다 자체 으로 물질량과 열량이 수렴해 가는 것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루틴이

포함되었다.

(나)입력자료

표 부록.2.2.2-부록.2.2.7을 입력자료로 사용한다.표 부록.2.2.2에서는 단(stage)의 수,

입력되는 묽은 황산의 양과 농도,재비기의 열용량,reflux값에 한 일반 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표 부록.2.2.3은 기화열 데이터(ramda.txt)다.표 부록.2.2.4는 황산용액의 압력 데이터

(ptotal.txt)이며,표 부록.2.2.5-부록.2.2.7은 각각 H2SO4,H2O SO3의 부분압력데이터

(ph2so4.txt,ph2o.txt,pso3.txt)이다.이에 한 자세한 설명은 각 루틴에서 하겠다.

표 부록.2.2.2.InputDatacontainingthegeneralinformation

145. 226. Feedingamount(h2o,h2so4)

73.5 45. Temperaturesinfeedingandcondenser

0.13 Pressure(x0.1MPa)

7.6e4 Reboilerheatduty(kcal/hr)

0.001 Reflux

10. 10. 10. Holdups(<feeding,>feeding,reboi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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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2.2.3.LatentHeatdataasafunctionofH2SO4Concentration

H2SO4
(wt%)

λ*

(cal/g)
비고

H2SO4
(wt%)

λ*

(cal/g)
비고

0.95 987.000 0.50 598.000

0.90 861.000 0.45 590.000

0.85 806.000 0.40 584.000

0.80 772.000 0.35 580.000

0.75 713.000 0.30 577.000

0.70 682.000 0.20 576.000

0.65 643.000 0.10 574.000

0.60 624.000 0.00 539.000** H2O

0.55 609.000

*Reference[부록.2.2.4].

**Steam table[부록.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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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2.2.4.TotalpressureintheH2SO4-H2Omixture(unit:bar)

Tem

p(℃)

H2O wt %

100 90 80 70 60 50 40 30 25 20 15 10 8 6 4 3 2 1.5 1 0.5 0

0 6.23E-03 5.82E-03 5.34E-03 4.48E-03 3.26E-03 1.93E-03 8.36E-04 2.07E-04 7.47E-05 1.97E-05 3.43E-06 5.18E-07 2.43E-07 1.09E-07 4.16E-08 2.35E-08 1.17E-08 7.68E-09 4.79E-09 3.13E-09 3.23E-09

10 1.25E-02 1.17E-02 1.07E-02 9.09E-03 6.70E-03 4.05E-03 1.80E-03 4.67E-04 1.75E-04 4.90E-05 9.52E-06 1.59E-06 7.65E-07 3.48E-07 1.36E-07 7.74E-08 3.91E-08 2.61E-08 1.66E-08 1.13E-08 1.24E-08

20 2.38E-02 2.23E-02 2.05E-02 1.74E-02 1.30E-02 8.02E-03 3.67E-03 9.95E-04 3.88E-04 1.15E-04 2.45E-05 4.49E-06 2.21E-06 1.02E-06 4.07E-07 2.35E-07 1.21E-07 8.12E-08 5.28E-08 3.73E-08 4.35E-08

30 4.33E-02 4.04E-02 3.73E-02 3.19E-02 2.41E-02 1.51E-02 7.10E-03 2.01E-03 8.11E-04 2.53E-04 5.89E-05 1.17E-05 5.90E-06 2.79E-06 1.13E-06 6.59E-07 3.44E-07 2.34E-07 1.55E-07 1.14E-07 1.41E-07

40 7.52E-02 7.03E-02 6.49E-02 5.58E-02 4.27E-02 2.72E-02 1.31E-02 3.87E-03 1.62E-03 5.31E-04 1.34E-04 3.85E-05 1.47E-05 7.08E-06 2.93E-06 1.73E-06 9.14E-07 6.30E-07 4.25E-07 3.23E-07 4.25E-07

50 1.26E-01 1.17E-01 1.09E-01 9.39E-02 7.25E-02 4.70E-02 2.32E-02 7.15E-03 3.09E-03 1.06E-03 2.86E-04 6.53E-05 3.44E-05 1.69E-05 7.12E-06 4.25E-06 2.28E-06 1.59E-06 1.09E-06 8.61E-07 1.20E-06

60 2.03E-01 1.89E-01 1.75E-01 1.52E-01 1.19E-01 7.82E-02 3.95E-02 1.27E-02 5.65E-03 2.04E-03 5.84E-04 1.41E-04 7.59E-05 3.80E-05 1.64E-05 9.87E-06 5.38E-06 3.79E-06 2.64E-06 2.16E-06 3.19E-06

70 3.18E-01 2.96E-01 2.75E-01 2.39E-01 1.88E-01 1.26E-01 6.51E-02 2.17E-02 9.97E-03 3.76E-03 1.14E-03 2.91E-04 1.59E-04 8.13E-05 3.57E-05 2.18E-05 1.20E-05 8.56E-06 6.05E-06 5.14E-06 8.04E-06

80 4.83E-01 4.49E-01 4.17E-01 3.65E-01 2.90E-01 1.96E-01 1.04E-01 3.60E-02 1.70E-02 6.68E-03 2.13E-03 5.71E-04 3.19E-04 1.66E-04 7.42E-05 4.58E-05 2.57E-05 1.84E-05 1.32E-05 1.17E-05 1.93E-05

90 7.15E-01 6.64E-01 6.17E-01 5.42E-01 4.34E-01 2.98E-01 1.61E-01 5.78E-02 2.81E-02 1.15E-02 3.83E-03 1.07E-03 6.12E-04 3.24E-04 1.48E-04 9.21E-05 5.24E-05 3.90E-05 2.77E-05 2.53E-05 4.41E-05

100 1.03E+00 9.57E-01 8.91E-01 7.86E-01 6.34E-01 4.41E-01 2.44E-01 9.05E-02 4.52E-02 1.92E-02 6.66E-03 1.95E-03 1.13E-03 6.07E-04 2.83E-04 1.78E-04 1.03E-04 7.51E-05 5.55E-05 5.27E-05 9.66E-05

110 1.46E+00 1.35E+00 1.26E+00 1.11E+00 9.04E-01 6.38E-01 3.60E-01 1.38E-01 7.08E-02 3.12E-02 1.12E-02 3.40E-03 2.01E-03 1.10E-03 5.21E-04 3.32E-04 1.94E-04 1.43E-04 1.07E-04 1.06E-04 2.04E-04

120 2.02E+00 1.86E+00 1.74E+00 1.54E+00 1.26E+00 9.03E-01 5.19E-01 2.06E-01 1.08E-01 4.93E-02 1.83E-02 5.75E-03 3.46E-03 1.92E-03 9.29E-04 5.98E-04 3.54E-04 2.63E-04 2.01E-04 2.06E-04 4.14E-04

130 2.75E+00 2.52E+00 2.36E+00 2.10E+00 1.73E+00 1.25E+00 7.34E-01 3.01E-01 1.62E-01 7.60E-02 2.91E-02 9.44E-03 5.78E-03 3.27E-03 1.61E-03 1.04E-03 6.26E-04 4.70E-04 3.63E-04 3.87E-04 3.14E-04

140 3.69E+00 3.36E+00 3.15E+00 2.81E+00 2.33E+00 1.71E+00 1.02E+00 4.31E-01 2.36E-01 1.15E-01 4.51E-02 1.51E-02 9.39E-03 5.39E-03 2.70E-03 1.77E-03 1.07E-03 8.15E-04 6.39E-04 7.08E-04 1.55E-03

150 4.85E+00 4.40E+00 4.13E+00 3.70E+00 3.09E+00 2.29E+00 1.39E+00 6.05E-01 3.39E-01 1.70E-01 6.83E-02 2.35E-02 1.49E-02 8.66E-03 4.41E-03 2.93E-03 1.80E-03 1.37E-03 1.09E-03 1.26E-03 2.87E-03

160 6.30E+00 5.69E+00 5.34E+00 4.79E+00 4.03E+00 3.02E+00 1.87E+00 8.37E-01 4.78E-01 2.46E-01 1.01E-01 3.57E-02 2.30E-02 1.36E-02 7.03E-03 4.71E-03 2.93E-03 2.26E-03 1.83E-03 2.19E-03 5.16E-03

170 8.08E+00 7.24E+00 6.81E+00 6.13E+00 5.19E+00 3.93E+00 2.48E+00 1.14E+00 6.62E-01 3.50E-01 1.47E-01 5.32E-02 3.47E-02 2.08E-02 1.10E-02 7.41E-03 4.66E-03 3.63E-03 2.99E-03 3.72E-03 9.05E-03

180 1.02E+01 9.09E+00 8.57E+00 7.73E+00 6.58E+00 5.05E+00 3.23E+00 1.53E+00 9.02E-01 4.89E-01 2.09E-01 7.75E-02 5.14E-02 3.12E-02 1.67E-02 1.14E-02 7.26E-03 5.71E-03 4.78E-03 6.19E-03 1.55E-02

190 1.28E+01 1.13E+01 1.07E+01 9.64E+00 8.26E+00 6.40E+00 4.17E+00 2.02E+00 1.21E+00 6.73E-01 2.92E-01 1.11E-01 7.47E-02 4.60E-02 2.50E-02 1.72E-02 1.11E-02 8.80E-03 7.49E-03 1.01E-02 2.60E-02

200 1.59E+01 1.39E+01 1.31E+01 1.19E+01 1.02E+01 8.02E+00 5.31E+00 2.63E+00 1.61E+00 9.13E-01 4.02E-01 1.56E-01 1.07E-01 6.65E-02 3.67E-02 2.55E-02 1.66E-02 1.33E-02 1.15E-02 1.61E-02 4.27E-02

210 1.95E+01 1.68E+01 1.60E+01 1.45E+01 1.26E+01 9.95E+00 6.70E+00 3.40E+00 2.10E+00 1.22E+00 5.44E-01 2.16E-01 1.50E-01 9.44E-02 5.30E-02 3.71E-02 2.45E-02 1.98E-02 1.75E-02 2.53E-02 6.87E-02

220 2.37E+01 2.03E+01 1.92E+01 1.75E+01 1.53E+01 1.22E+01 8.35E+00 4.33E+00 2.72E+00 1.61E+00 7.26E-01 2.95E-01 2.07E-01 1.32E-01 7.52E-02 5.31E-02 3.54E-02 2.89E-02 2.60E-02 3.92E-02 1.09E-01

230 2.85E+01 2.42E+01 2.30E+01 2.10E+01 1.84E+01 1.49E+01 1.03E+01 5.47E+00 3.47E+00 2.10E+00 9.56E-01 3.96E-01 2.82E-01 1.82E-01 1.05E-01 7.49E-02 5.05E-02 4.17E-02 3.82E-02 5.96E-02 1.69E-01

240 3.41E+01 2.86E+01 2.72E+01 2.49E+01 2.20E+01 1.79E+01 1.26E+01 6.83E+00 4.38E+00 2.70E+00 1.24E+00 5.25E-01 3.79E-01 2.47E-01 1.45E-01 1.04E-01 7.10E-02 5.92E-02 5.53E-02 8.95E-02 2.58E-01

250 4.06E+01 3.35E+01 3.19E+01 2.94E+01 2.61E+01 2.15E+01 1.54E+01 8.46E+00 5.48E+00 3.44E+00 1.59E+00 6.88E-01 5.03E-01 3.31E-01 1.97E-01 1.43E-01 9.85E-02 8.30E-02 7.90E-02 1.32E-01 3.89E-01

260 4.79E+01 3.90E+01 3.72E+01 3.43E+01 3.06E+01 2.55E+01 1.85E+01 1.04E+01 6.79E+00 4.33E+00 2.02E+00 8.81E-01 6.60E-01 4.39E-01 2.64E-01 1.93E-01 1.35E-01 1.15E-01 1.12E-01 1.93E-01 5.77E-01

270 5.61E+01 4.51E+01 4.31E+01 3.99E+01 3.58E+01 3.00E+01 2.21E+01 1.26E+01 8.34E+00 5.40E+00 2.54E+00 1.14E+00 8.56E-01 5.75E-01 3.51E-01 2.58E-01 1.53E-01 1.57E-01 1.56E-01 2.79E-01 8.46E-01

280 6.55E+01 5.17E+01 4.96E+01 4.60E+01 4.15E+01 3.52E+01 2.63E+01 1.53E+01 1.01E+01 6.67E+00 3.16E+00 1.45E+00 1.10E+00 7.44E-01 4.60E-01 3.41E-01 2.45E-01 2.13E-01 2.15E-01 3.98E-01 1.23E+00

290 7.59E+01 5.90E+01 5.67E+01 5.27E+01 4.79E+01 4.09E+01 3.10E+01 1.83E+01 1.23E+01 8.17E+00 3.89E+00 1.82E+00 1.40E+00 9.54E-01 5.97E-01 4.46E-01 3.24E-01 2.85E-01 2.95E-01 5.62E-01 1.75E+00

300 8.76E+01 6.69E+01 6.44E+01 6.01E+01 5.49E+01 4.73E+01 3.64E+01 2.18E+01 1.47E+01 9.92E+00 4.74E+00 2.26E+00 1.76E+00 1.21E+00 7.67E-01 5.78E-01 4.25E-01 3.79E-01 3.99E-01 7.85E-01 2.48E+00

310 1.01E+02 7.55E+01 7.28E+01 6.81E+01 6.26E+01 5.45E+01 4.24E+01 2.58E+01 1.75E+01 1.19E+01 5.73E+00 2.79E+00 2.20E+00 1.52E+00 9.77E-01 7.42E-01 5.53E-01 4.98E-01 5.36E-01 1.09E+00 3.47E+00

320 1.15E+02 8.47E+01 8.18E+01 7.68E+01 7.09E+01 6.23E+01 4.92E+01 3.04E+01 2.06E+01 1.43E+01 6.88E+00 3.42E+00 2.72E+00 1.90E+00 1.23E+00 9.44E-01 7.13E-01 6.49E-01 7.14E-01 1.49E+00 4.80E+00

330 1.31E+02 9.46E+01 9.15E+01 8.62E+01 8.01E+01 7.10E+01 5.67E+01 3.55E+01 2.42E+01 1.69E+01 8.19E+00 4.15E+00 3.35E+00 2.35E+00 1.55E+00 1.19E+00 9.11E-01 8.40E-01 9.44E-01 2.02E+00 6.59E+00

340 1.49E+02 1.05E+02 1.02E+02 9.63E+01 9.00E+01 8.05E+01 6.51E+01 4.13E+01 2.82E+01 1.99E+01 9.67E+00 5.01E+00 4.08E+00 2.89E+00 1.92E+00 1.49E+00 1.16E+00 1.08E+00 1.24E+00 2.72E+00 8.96E+00

350 1.69E+02 1.16E+02 1.13E+02 1.07E+02 1.01E+02 9.08E+01 7.44E+01 4.77E+01 3.27E+01 2.33E+01 1.14E+01 6.01E+00 4.95E+00 3.52E+00 2.37E+00 1.85E+00 1.46E+00 1.37E+00 1.61E+00 3.63E+00 1.21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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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2.2.5.H2SO4partialpressureintheH2SO4-H2Omixture(unit:bar)

Temp.

(℃)

H2SO4 wt %

10 20 30 40 50 60 70 75 80 85 90 92 94 96 97 98 98.5 99 99.5 100

0 5.76E-22 8.43E-21 1.41E-19 3.44E-18 1.09E-16 4.38E-15 2.49E-13 2.00E-12 1.61E-11 1.21E-10 5.34E-10 8.03E-10 1.12E-09 1.48E-09 1.67E-09 1.87E-09 1.96E-09 2.06E-09 2.17E-09 2.28E-09

10 6.34E-21 8.74E-20 1.31E-18 2.76E-17 7.69E-16 2.73E-14 1.35E-12 1.01E-11 7.43E-11 4.90E-10 2.00E-09 2.96E-09 4.09E-09 5.40E-09 6.09E-09 6.79E-09 7.14E-09 7.50E-09 7.88E-09 8.27E-09

20 5.88E-20 7.69E-19 1.04E-17 1.93E-16 4.74E-15 1.49E-13 6.49E-12 4.47E-11 3.05E-10 1.79E-09 6.77E-09 9.93E-09 1.36E-08 1.79E-08 2.01E-08 2.24E-08 2.36E-08 2.47E-08 2.60E-08 2.73E-08

30 4.68E-19 5.84E-18 7.21E-17 1.19E-15 2.59E-14 7.25E-13 2.78E-11 1.78E-10 1.13E-09 5.94E-09 2.11E-08 3.06E-08 4.15E-08 5.43E-08 6.11E-08 6.80E-08 7.14E-08 7.49E-08 7.86E-08 8.24E-08

40 3.24E-18 3.89E-17 4.41E-16 6.49E-15 1.27E-13 3.17E-12 1.08E-10 6.43E-10 3.79E-09 1.81E-08 6.07E-08 8.70E-08 1.17E-07 1.53E-07 1.71E-07 1.91E-07 2.00E-07 2.10E-07 2.20E-07 2.30E-07

50 1.97E-17 2.29E-16 2.41E-15 3.20E-14 5.62E-13 1.26E-11 3.80E-10 2.12E-09 1.17E-08 5.13E-08 1.63E-07 2.31E-07 3.09E-07 4.00E-07 4.49E-07 4.98E-07 5.23E-07 5.48E-07 5.74E-07 6.00E-07

60 1.07E-16 1.21E-15 1.19E-14 1.44E-13 2.28E-12 4.62E-11 1.24E-09 6.46E-09 3.34E-08 1.35E-07 4.11E-07 5.75E-07 7.65E-07 9.85E-07 1.10E-06 1.22E-06 1.28E-06 1.34E-06 1.40E-06 1.47E-06

70 5.26E-16 5.81E-15 5.35E-14 5.92E-13 8.51E-12 1.56E-10 3.73E-09 1.83E-08 8.88E-08 3.36E-07 9.76E-07 1.35E-06 1.79E-06 2.29E-06 2.56E-06 2.83E-06 2.97E-06 3.10E-06 3.25E-06 3.39E-06

80 2.35E-15 2.54E-14 2.21E-13 2.25E-12 2.95E-11 4.92E-10 1.05E-08 4.85E-08 2.22E-07 7.86E-07 2.20E-06 3.02E-06 3.96E-06 5.04E-06 5.62E-06 6.22E-06 6.52E-06 6.81E-06 7.12E-06 7.43E-06

90 9.60E-15 1.02E-13 8.44E-13 7.98E-12 9.56E-11 1.45E-09 2.79E-08 1.21E-07 5.22E-07 1.75E-06 4.73E-06 6.42E-06 8.35E-06 1.06E-05 1.18E-05 1.30E-05 1.36E-05 1.43E-05 1.49E-05 1.55E-05

100 3.53E-14 3.81E-13 3.00E-12 2.64E-11 2.91E-10 4.02E-09 6.98E-08 2.87E-07 1.17E-06 3.71E-06 9.73E-06 1.31E-05 1.69E-05 2.13E-05 2.37E-05 2.61E-05 2.74E-05 2.85E-05 2.98E-05 3.10E-05

110 1.27E-13 1.32E-12 9.97E-12 8.24E-11 8.35E-10 1.06E-08 1.66E-07 6.44E-07 2.49E-06 7.52E-06 1.92E-05 2.56E-05 3.28E-05 4.12E-05 4.57E-05 5.03E-05 5.27E-05 5.49E-05 5.72E-05 5.95E-05

120 4.18E-13 4.32E-12 3.12E-11 2.43E-10 2.27E-09 2.64E-08 3.75E-07 1.38E-06 5.08E-06 1.47E-05 3.66E-05 4.82E-05 6.14E-05 7.67E-05 8.49E-05 9.35E-05 9.77E-05 1.02E-04 1.06E-04 1.10E-04

130 1.29E-12 1.32E-11 9.24E-11 6.78E-10 5.89E-09 6.31E-08 8.14E-07 2.85E-06 9.95E-06 2.77E-05 6.72E-05 8.79E-05 1.11E-04 1.38E-04 1.53E-04 1.68E-04 1.75E-04 1.82E-04 1.90E-04 1.97E-04

140 3.75E-12 3.85E-11 2.59E-10 1.81E-09 1.46E-08 1.44E-07 1.69E-06 5.65E-06 1.88E-05 5.03E-05 1.20E-04 1.55E-04 1.95E-04 2.41E-04 2.66E-04 2.92E-04 3.04E-04 3.16E-04 3.29E-04 3.41E-04

150 1.03E-11 1.06E-10 6.94E-10 4.60E-09 3.46E-08 3.16E-07 3.40E-06 1.08E-05 3.43E-05 8.89E-05 2.07E-04 2.66E-04 3.32E-04 4.08E-04 4.49E-04 4.93E-04 5.14E-04 5.34E-04 5.54E-04 5.74E-04

160 2.72E-11 2.79E-10 1.78E-09 1.12E-08 7.89E-08 6.70E-07 6.59E-06 2.00E-05 6.08E-05 1.52E-04 3.48E-04 4.44E-04 5.50E-04 6.73E-04 7.40E-04 8.10E-04 8.44E-04 8.76E-04 9.09E-04 9.41E-04

170 6.82E-11 7.02E-10 4.36E-09 2.64E-08 1.74E-07 1.37E-06 1.24E-05 3.59E-05 1.04E-04 2.55E-04 5.72E-04 7.23E-04 8.89E-04 1.08E-03 1.19E-03 1.30E-03 1.35E-03 1.40E-03 1.45E-03 1.50E-03

180 1.64E-10 1.70E-09 1.03E-08 5.99E-08 3.69E-07 2.71E-06 2.25E-05 6.27E-05 1.75E-04 4.16E-04 9.17E-04 1.15E-03 1.40E-03 1.70E-03 1.86E-03 2.04E-03 2.12E-03 2.20E-03 2.27E-03 2.35E-03

190 3.78E-10 3.94E-09 2.34E-08 1.31E-07 7.60E-07 5.21E-06 4.00E-05 1.07E-04 2.86E-04 6.63E-04 1.44E-03 1.79E-03 2.17E-03 2.62E-03 2.86E-03 3.12E-03 3.25E-03 3.36E-03 3.48E-03 3.59E-03

200 8.42E-10 8.83E-09 5.14E-08 2.78E-07 1.52E-06 9.75E-06 6.91E-05 1.77E-04 4.57E-04 1.04E-03 2.21E-03 2.73E-03 3.29E-03 3.95E-03 4.31E-03 4.70E-03 4.88E-03 5.05E-03 5.22E-03 5.38E-03

210 1.81E-09 1.91E-08 1.09E-07 5.73E-07 2.95E-06 1.78E-05 1.17E-04 2.88E-04 7.15E-04 1.59E-03 3.33E-03 4.08E-03 4.90E-03 5.85E-03 6.37E-03 6.93E-03 7.20E-03 7.44E-03 7.68E-03 7.91E-03

220 3.76E-09 4.01E-08 2.26E-07 1.15E-06 5.59E-06 3.16E-05 1.93E-04 4.59E-04 1.10E-03 2.39E-03 4.94E-03 6.01E-03 7.15E-03 8.50E-03 9.24E-03 1.00E-02 1.04E-02 1.08E-02 1.11E-02 1.14E-02

230 7.58E-09 8.17E-08 4.55E-07 2.24E-06 1.03E-05 5.49E-05 3.11E-04 7.17E-04 1.66E-03 3.54E-03 7.19E-03 8.69E-03 1.03E-02 1.22E-02 1.32E-02 1.43E-02 1.49E-02 1.53E-02 1.58E-02 1.62E-02

240 1.48E-08 1.62E-07 8.89E-07 4.27E-06 1.86E-05 9.35E-05 4.94E-04 1.10E-03 2.45E-03 5.15E-03 1.03E-02 1.24E-02 1.46E-02 1.71E-02 1.86E-02 2.01E-02 2.09E-02 2.15E-02 2.21E-02 2.27E-02

250 2.83E-08 3.12E-07 1.70E-06 7.93E-06 3.29E-05 1.56E-04 7.70E-04 1.66E-03 3.58E-03 7.40E-03 1.46E-02 1.74E-02 2.03E-02 2.38E-02 2.57E-02 2.78E-02 2.89E-02 2.97E-02 3.05E-02 3.14E-02

260 5.26E-08 5.88E-07 3.16E-06 1.44E-05 5.69E-05 2.55E-04 1.18E-03 2.47E-03 5.16E-03 1.05E-02 2.03E-02 2.40E-02 2.79E-02 3.26E-02 3.52E-02 3.80E-02 3.94E-02 4.05E-02 4.16E-02 4.27E-02

270 9.54E-08 1.08E-06 5.77E-06 2.57E-05 9.65E-05 4.11E-04 1.78E-03 3.62E-03 7.33E-03 1.47E-02 2.79E-02 3.29E-02 3.80E-02 4.41E-02 4.75E-02 5.13E-02 5.31E-02 5.45E-02 5.60E-02 5.74E-02

280 1.69E-07 1.94E-06 1.03E-05 4.50E-05 1.61E-04 6.50E-04 2.65E-03 5.24E-03 1.03E-02 2.03E-02 3.80E-02 4.44E-02 5.10E-02 5.89E-02 6.33E-02 6.83E-02 7.06E-02 7.25E-02 7.44E-02 7.62E-02

290 2.94E-07 3.42E-06 1.80E-05 7.71E-05 2.63E-04 1.01E-03 3.89E-03 7.50E-03 1.43E-02 2.78E-02 5.10E-02 5.92E-02 6.76E-02 7.78E-02 8.35E-02 0.09 9.30E-02 9.54E-02 9.78E-02 0.1

300 5.00E-07 5.91E-06 3.09E-05 1.30E-04 4.24E-04 1.56E-03 5.63E-03 1.06E-02 1.96E-02 3.76E-02 6.78E-02 7.82E-02 8.88E-02 0.102 0.109 0.117 0.121 0.124 0.127 0.13

310 8.34E-07 1.00E-05 5.22E-05 2.15E-04 6.72E-04 2.36E-03 8.05E-03 1.48E-02 2.66E-02 5.04E-02 8.92E-02 0.102 0.115 0.132 0.141 0.151 0.156 0.16 0.164 0.167

320 1.37E-06 1.67E-05 8.65E-05 3.52E-04 1.05E-03 3.52E-03 1.14E-02 2.05E-02 3.59E-02 6.70E-02 0.116 0.132 0.149 0.169 0.18 0.193 0.199 0.204 0.209 0.213

330 2.20E-06 2.73E-05 1.41E-04 5.65E-04 1.62E-03 5.19E-03 1.59E-02 2.81E-02 4.80E-02 8.83E-02 0.15 0.17 0.19 0.214 0.228 0.245 0.252 0.258 0.263 0.269

340 3.49E-06 4.40E-05 2.27E-04 8.95E-04 2.46E-03 7.57E-03 2.21E-02 3.82E-02 6.36E-02 0.116 0.192 0.216 0.24 0.27 0.287 0.307 0.317 0.328 0.33 0.386

350 5.44E-06 6.98E-05 3.60E-04 1.40E-03 3.69E-03 1.09E-02 3.03E-02 5.16E-02 8.36E-02 0.15 0.243 0.272 0.301 0.337 0.358 0.383 0.394 0.402 0.41 0.417



부록 Ⅵ-168

표 부록.2.2.6.H2OpartialpressureintheH2SO4-H2Omixture(unit:bar)

Temp.

(℃)

H2SO4 wt %

10 20 30 40 50 60 70 75 80 85 90 92 94 96 97 98 98.5 99 99.5 100

0 5.82E-03 5.34E-03 4.48E-03 3.26E-03 1.93E-03 8.36E-04 2.07E-04 7.47E-05 1.97E-05 3.43E-06 5.18E-07 2.42E-07 1.07E-07 4.01E-08 2.18E-08 9.80E-09 5.69E-09 2.68E-09 7.75E-10 1.96E-10

10 1.17E-02 1.07E-02 9.09E-03 6.70E-03 4.05E-03 1.80E-03 4.67E-04 1.75E-04 4.90E-05 9.52E-06 1.59E-06 7.62E-07 3.44E-07 1.30E-07 7.13E-08 3.23E-08 1.88E-08 8.88E-09 2.58E-09 6.55E-10

20 2.23E-02 2.05E-02 1.74E-02 1.30E-02 8.02E-03 3.67E-03 9.95E-04 3.88E-04 1.15E-05 2.45E-05 4.48E-06 2.20E-06 1.01E-06 3.90E-07 2.15E-07 9.78E-08 5.72E-08 2.71E-08 7.89E-09 2.01E-09

30 4.04E-02 3.73E-02 3.19E-02 2.41E-02 1.51E-02 7.10E-03 2.01E-03 8.11E-04 2.53E-04 5.89E-05 1.17E-05 5.87E-06 2.75E-06 1.08E-06 5.98E-07 2.75E-07 1.61E-07 7.66E-08 2.24E-08 5.75E-09

40 7.03E-02 6.49E-02 5.58E-02 4.27E-02 2.72E-02 1.31E-02 3.87E-03 1.62E-03 5.31E-04 1.33E-04 2.85E-05 1.46E-05 6.96E-06 2.78E-06 1.55E-06 7.20E-07 4.24E-07 2.02E-07 5.95E-08 1.53E-08

50 0.117 0.109 9.39E-02 7.25E-02 4.70E-02 2.32E-02 7.15E-03 3.09E-03 1.06E-03 2.86E-04 6.52E-05 3.41E-05 1.66E-05 6.72E-06 3.79E-06 1.77E-06 1.05E-06 5.03E-07 1.49E-07 3.84E-08

60 0.189 0.175 0.152 0.119 7.82E-02 3.95E-02 1.27E-02 5.65E-03 2.04E-03 5.84E-04 1.41E-04 7.54E-05 3.72E-05 1.54E-05 8.75E-06 4.13E-06 2.45E-06 1.18E-06 3.50E-07 9.10E-08

70 0.296 0.275 0.239 0.188 0.126 6.51E-02 2.17E-02 9.97E-03 3.76E-03 1.14E-03 2.90E-04 1.58E-04 7.95E-05 3.34E-05 1.92E-05 9.12E-06 5.44E-06 2.63E-06 7.84E-07 2.05E-07

80 0.449 0.417 0.365 0.29 0.196 0.104 3.60E-02 1.70E-02 6.68E-03 2.13E-03 5.69E-04 3.16E-04 1.62E-04 6.91E-05 4.00E-05 1.92E-05 1.15E-05 5.59E-06 1.68E-06 4.39E-07

90 0.664 0.617 0.542 0.434 0.298 0.161 5.78E-02 2.81E-02 1.15E-02 3.83E-03 1.07E-03 6.06E-04 3.15E-04 1.37E-04 8.01E-05 3.88E-05 2.34E-05 1.14E-05 3.43E-06 9.03E-07

100 0.957 0.891 0.786 0.634 0.441 0.244 9.05E-02 4.52E-02 1.92E-02 6.66E-03 1.94E-03 1.12E-03 5.90E-04 2.61E-04 1.54E-04 7.52E-05 4.55E-05 2.23E-05 6.74E-06 1.78E-06

110 1.349 1.258 1.113 0.904 0.638 0.36 0.138 7.08E-02 3.12E-02 1.12E-02 3.38E-03 1.98E-03 1.07E-03 4.79E-04 2.85E-04 1.41E-04 8.55E-05 4.20E-05 1.28E-05 3.39E-06

120 1.863 1.74 1.544 1.264 0.903 0.519 0.206 0.108 4.93E-02 1.83E-02 5.71E-03 3.41E-03 1.86E-03 8.51E-04 5.11E-04 2.54E-04 1.55E-04 7.66E-05 2.33E-05 6.23E-06

130 2.524 2.361 2.101 1.732 1.253 0.734 0.301 0.162 7.60E-02 2.91E-02 9.38E-03 5.69E-03 3.15E-03 1.46E-03 8.86E-04 4.45E-04 2.78E-04 1.35E-04 4.14E-05 1.11E-05

140 3.361 3.149 2.81 2.333 1.708 1.02 0.481 0.236 0.115 4.51E-02 1.50E-02 9.23E-03 5.19E-03 2.45E-03 1.49E-03 7.57E-04 4.67E-04 2.32E-04 7.11E-05 1.91E-05

150 4.404 4.132 3.697 3.09 2.289 1.392 0.605 0.339 0.17 6.82E-02 2.33E-02 1.46E-02 8.32E-03 3.99E-03 2.45E-03 1.25E-03 7.76E-04 3.87E-04 1.19E-04 3.21E-05

160 5.685 5.342 4.793 4.031 3.021 1.87 0.837 0.478 0.246 0.101 3.54E-02 2.25E-02 1.30E-02 6.33E-03 3.93E-03 2.02E-03 1.26E-03 6.29E-04 1.94E-04 5.26E-05

170 7.236 6.81 6.127 5.185 3.93 2.475 1.138 0.662 0.35 0.147 5.26E-02 3.40E-02 1.99E-02 9.83E-03 6.14E-03 3.19E-03 1.99E-03 9.99E-04 3.09E-04 8.40E-05

180 9.093 8.571 7.731 6.584 5.045 3.233 1.525 0.902 0.489 0.208 7.66E-02 5.02E-02 2.98E-02 1.49E-02 9.41E-03 4.92E-03 3.09E-03 1.55E-03 4.82E-04 1.31E-04

190 11.289 10.658 9.64 8.259 6.397 4.169 2.017 1.212 0.673 0.291 0.11 7.29E-02 4.38E-02 2.22E-02 1.41E-02 7.44E-03 4.69E-03 2.36E-03 7.35E-04 2.01E-04

200 13.861 13.107 11.887 10.245 8.02 5.312 2.632 1.606 0.913 0.401 0.154 0.104 6.31E-02 3.25E-02 2.08E-02 1.10E-02 6.98E-03 3.52E-03 1.10E-03 3.00E-04

210 16.841 15.951 14.505 12.576 9.948 6.696 3.395 2.101 1.22 0.542 0.213 0.146 8.94E-02 4.67E-02 3.00E-02 1.61E-02 1.02E-02 5.16E-03 1.61E-03 4.42E-04

220 20.264 19.225 17.529 15.287 12.217 8.354 4.331 2.714 1.609 0.724 0.29 0.201 0.125 6.60E-02 4.27E-02 2.30E-02 1.47E-02 7.43E-03 2.32E-03 6.38E-04

230 24.16 22.96 20.992 18.414 14.864 10.322 5.466 3.467 2.096 0.952 0.389 0.273 0.171 9.18E-02 5.98E-02 3.25E-02 2.08E-02 1.05E-02 3.29E-03 9.06E-04

240 28.561 27.188 24.927 21.992 17.929 12.641 6.831 4.381 2.699 1.237 0.514 0.366 0.232 0.126 8.25E-02 4.51E-02 2.90E-02 1.47E-02 4.60E-03 1.27E-03

250 33.494 31.939 29.364 26.056 21.452 15.351 8.458 5.48 3.435 1.587 0.673 0.485 0.31 0.17 0.112 6.18E-02 3.98E-02 2.02E-02 6.33E-03 1.74E-03

260 38.984 37.24 34.334 30.642 25.472 18.496 10.382 6.788 4.326 2.012 0.87 0.635 0.409 0.227 0.151 8.35E-02 5.40E-02 2.74E-02 8.58E-03 2.37E-03

270 45.055 43.116 39.865 35.784 30.03 22.121 12.64 8.333 5.395 2.525 1.112 0.822 0.534 0.3 0.2 0.111 7.23E-02 3.66E-02 1.15E-02 3.17E-03

280 51.726 49.59 45.984 41.514 35.168 26.274 15.269 10.142 6.663 3.136 1.407 1.052 0.689 0.391 0.263 0.147 9.57E-02 4.85E-02 1.52E-02 4.20E-03

290 59.015 56.681 52.715 47.865 40.926 31.003 18.311 12.242 8.155 3.857 1.763 1.335 0.88 0.505 0.341 0.192 0.125 6.34E-02 1.99E-02 5.48E-03

300 66.934 64.407 60.081 54.868 47.346 36.36 21.808 14.665 9.897 4.701 2.19 1.676 1.112 0.646 0.437 0.248 0.162 8.20E-02 2.57E-02 7.08E-03

310 75.495 72.781 68.1 62.553 54.47 42.395 25.804 17.438 11.912 5.68 2.696 2.088 1.394 0.817 0.556 0.316 0.208 0.105 3.28E-02 9.05E-03

320 84.705 81.816 76.792 70.947 62.337 49.164 30.343 20.591 14.227 6.806 3.292 2.578 1.732 1.025 0.701 0.4 0.264 0.133 4.15E-02 1.14E-02

330 94.567 91.518 86.172 80.077 70.988 56.721 35.473 24.153 16.867 8.093 3.99 3.159 2.133 1.274 0.875 0.502 0.331 0.167 5.20E-02 1.43E-02

340 105.083 101.894 96.252 89.969 80.463 65.123 41.24 28.154 19.855 9.551 4.801 3.843 2.608 1.571 1.083 0.624 0.413 0.208 6.46E-02 1.78E-02

350 116.251 112.946 107.043 100.646 90.802 74.426 47.692 32.622 23.217 11.193 5.738 4.641 3.164 1.922 1.331 0.77 0.511 0.256 7.95E-02 2.18E-02



부록 Ⅵ-169

표 부록.2.2.7.SO3partialpressureintheH2SO4-H2Omixture(unit:bar)

Temp.

(℃)

H2SO4 wt %

10 20 30 40 50 60 70 75 80 85 90 92 94 96 97 98 98.5 99 99.5 100

0 6.44E-30 1.03E-28 2.05E-27 6.88E-26 3.68E-24 3.41E-22 7.84E-20 1.74E-18 5.31E-17 2.29E-15 6.71E-14 2.16E-13 6.77E-13 2.40E-12 5.00E-12 1.24E-11 2.24E-11 5.02E-11 1.82E-10 7.55E-10

10 1.49E-28 2.23E-27 3.95E-26 1.13E-24 5.22E-23 4.15E-21 7.96E-19 1.58E-17 4.17E-16 1.41E-14 3.45E-13 1.07E-12 3.26E-12 1.14E-11 2.34E-11 5.78E-11 1.04E-10 2.32E-10 8.39E-10 3.47E-09

20 2.78E-27 3.94E-26 6.26E-25 1.56E-23 6.21E-22 4.26E-20 6.85E-18 1.21E-16 2.80E-15 7.67E-14 1.59E-12 4.75E-12 1.41E-11 4.82E-11 9.86E-11 2.41E-10 4.33E-10 9.61E-10 3.46E-09 1.42E-08

30 4.26E-26 5.77E-25 8.32E-24 1.81E-22 6.30E-21 3.76E-19 5.09E-17 8.08E-16 1.64E-14 3.71E-13 6.64E-12 1.92E-11 5.57E-11 1.86E-10 3.76E-10 9.11E-10 1.63E-09 3.60E-09 1.29E-08 5.28E-08

40 5.49E-25 7.14E-24 9.41E-23 1.81E-21 5.55E-20 2.88E-18 3.31E-16 4.73E-15 8.51E-14 1.62E-12 2.54E-11 7.09E-11 2.01E-10 6.55E-10 1.31E-09 3.15E-09 5.62E-09 1.23E-08 4.40E-08 1.79E-07

50 6.02E-24 7.57E-23 9.21E-22 1.58E-20 4.29E-19 1.95E-17 1.91E-15 2.46E-14 3.95E-13 6.43E-12 8.97E-11 2.42E-10 6.69E-10 2.14E-09 4.24E-09 1.01E-08 1.79E-08 3.91E-08 1.39E-07 5.60E-07

60 5.73E-23 6.99E-22 7.89E-21 1.22E-19 2.94E-18 1.18E-16 9.85E-15 1.16E-13 1.65E-12 2.34E-11 2.94E-10 7.71E-10 2.07E-09 6.47E-09 1.27E-08 2.99E-08 5.28E-08 1.15E-07 4.05E-07 1.63E-06

70 4.77E-22 5.67E-21 5.99E-20 8.43E-19 1.81E-17 6.43E-16 4.61E-14 4.92E-13 6.34E-12 7.91E-11 9.04E-10 2.30E-09 6.02E-09 1.84E-08 3.57E-08 8.33E-08 1.46E-07 3.16E-07 1.11E-06 4.44E-06

80 3.52E-21 4.10E-20 4.08E-19 5.24E-18 1.01E-16 3.19E-15 1.97E-13 1.92E-12 2.23E-11 2.49E-10 2.61E-09 6.43E-09 1.65E-08 4.92E-08 9.46E-08 2.18E-07 3.81E-07 8.20E-07 2.86E-06 1.14E-05

90 2.33E-20 2.66E-19 2.50E-18 2.96E-17 5.16E-16 1.45E-14 7.75E-13 6.93E-12 7.31E-11 7.34E-10 7.12E-09 1.71E-08 4.26E-08 1.24E-07 2.37E-07 5.41E-07 9.40E-07 2.01E-06 6.98E-06 2.76E-05

100 1.39E-19 1.57E-18 1.40E-17 1.53E-16 2.42E-15 6.06E-14 2.83E-12 2.32E-11 2.23E-10 2.04E-09 1.84E-08 4.30E-08 1.05E-07 3.00E-07 5.65E-07 1.27E-06 2.20E-06 4.70E-06 1.62E-05 6.38E-05

110 7.56E-19 8.44E-18 7.19E-17 7.30E-16 1.05E-14 2.36E-13 9.61E-12 7.29E-11 6.41E-10 5.38E-09 4.56E-08 1.03E-07 2.47E-07 6.89E-07 1.28E-06 2.87E-06 4.94E-06 1.05E-05 3.59E-05 1.41E-04

120 3.77E-18 4.18E-17 3.40E-16 3.23E-15 4.24E-14 8.58E-13 3.07E-11 2.15E-10 1.74E-09 1.35E-08 1.08E-07 2.38E-07 5.55E-07 1.52E-06 2.80E-06 6.19E-06 1.06E-05 2.24E-05 7.64E-05 2.98E-04

130 1.74E-17 1.91E-16 1.50E-15 1.33E-14 1.60E-13 2.93E-12 9.22E-11 6.01E-10 4.46E-09 3.24E-08 2.44E-07 5.26E-07 1.20E-06 3.21E-06 5.86E-06 1.28E-05 2.19E-05 4.59E-05 1.56E-04 6.06E-04

140 7.43E-17 8.15E-16 6.15E-15 5.17E-14 5.69E-13 9.43E-12 2.62E-10 1.59E-09 1.09E-08 7.45E-08 5.33E-07 1.12E-06 2.50E-06 6.56E-06 1.18E-05 2.57E-05 4.35E-05 9.10E-05 3.08E-04 1.19E-03

150 2.97E-16 3.25E-15 2.37E-14 1.88E-13 1.91E-12 2.87E-11 7.10E-10 4.03E-09 2.56E-08 1.65E-07 1.12E-06 2.30E-06 5.04E-06 1.29E-05 2.31E-05 4.97E-05 8.37E-05 1.74E-04 5.88E-04 2.26E-03

160 1.11E-15 1.22E-14 8.62E-14 6.49E-13 6.08E-12 8.33E-11 1.83E-09 9.74E-09 5.75E-08 3.51E-07 2.29E-06 4.59E-06 9.83E-06 2.47E-05 4.38E-05 9.32E-05 1.56E-04 3.24E-04 1.09E-03 4.16E-03

170 3.93E-15 4.30E-14 2.96E-13 2.12E-12 1.84E-11 2.31E-10 4.53E-09 2.26E-08 1.25E-07 7.25E-07 4.53E-06 8.86E-06 1.86E-05 4.59E-05 8.06E-05 1.70E-04 2.83E-04 5.86E-04 1.96E-03 7.46E-03

180 1.31E-14 1.44E-13 9.67E-13 6.22E-12 5.32E-11 6.10E-10 1.07E-08 5.05E-08 2.60E-07 1.45E-06 8.70E-06 1.66E-05 3.43E-05 8.29E-05 1.44E-04 3.01E-04 4.99E-04 1.03E-03 3.43E-03 1.30E-02

190 4.15E-14 4.58E-13 3.01E-12 1.97E-11 1.47E-10 1.55E-09 2.46E-08 1.09E-07 5.27E-07 2.82E-06 1.63E-05 3.04E-05 6.15E-05 1.46E-04 2.52E-04 5.20E-04 8.59E-04 1.77E-03 5.87E-03 2.22E-02

200 1.25E-13 1.39E-12 8.93E-12 5.61E-11 3.91E-10 3.79E-09 5.42E-08 2.28E-07 1.03E-06 5.34E-06 2.97E-05 5.43E-05 1.08E-04 2.51E-04 4.29E-04 8.78E-04 1.44E-03 2.96E-03 9.81E-03 3.70E-02

210 3.62E-13 4.04E-12 2.54E-11 1.54E-10 1.00E-09 8.94E-09 1.16E-07 4.62E-07 1.98E-06 9.86E-06 5.28E-05 9.46E-05 1.85E-04 4.22E-04 7.14E-04 1.45E-03 2.37E-03 4.86E-03 1.61E-02 6.03E-02

220 1.00E-12 1.12E-11 6.95E-11 4.05E-10 2.46E-09 2.04E-08 2.40E-07 9.11E-07 3.68E-06 1.78E-05 9.19E-05 1.61E-04 3.09E-04 6.94E-04 1.17E-03 2.35E-03 3.83E-03 7.81E-03 2.58E-02 9.65E-02

230 2.65E-12 3.01E-11 1.83E-10 1.03E-09 5.87E-09 4.50E-08 4.82E-07 1.75E-06 6.68E-06 3.14E-05 1.57E-04 2.69E-04 5.08E-04 1.12E-03 1.87E-03 3.73E-03 6.05E-03 1.23E-02 4.05E-02 0.152

240 6.78E-12 7.77E-11 4.65E-10 2.53E-09 1.35E-08 9.65E-08 9.44E-07 3.28E-06 1.19E-05 5.43E-05 2.61E-04 4.41E-04 8.19E-04 1.78E-03 2.93E-03 5.82E-03 9.39E-03 1.91E-02 6.27E-02 0.234

250 1.67E-11 1.93E-10 1.14E-09 6.02E-09 3.03E-08 2.01E-07 1.80E-06 6.00E-06 2.06E-05 9.23E-05 4.28E-04 7.08E-04 1.30E-03 2.76E-03 4.53E-03 8.91E-03 1.43E-02 2.91E-02 9.55E-02 0.356

260 3.99E-11 4.66E-10 2.72E-09 1.39E-08 6.60E-08 4.08E-07 3.36E-06 1.08E-05 3.52E-05 1.54E-04 6.90E-04 1.12E-03 2.02E-03 4.23E-03 6.88E-03 1.34E-02 2.15E-02 4.37E-02 0.143 0.532

270 9.20E-11 1.09E-09 6.28E-09 3.12E-08 1.40E-07 8.07E-07 6.12E-06 1.89E-05 5.90E-05 2.53E-04 1.09E-03 1.74E-03 3.09E-03 6.38E-03 1.03E-02 2.00E-02 3.19E-02 6.46E-02 0.212 0.786

280 2.06E-10 2.47E-09 1.41E-08 6.83E-08 2.88E-07 1.56E-06 1.09E-05 3.26E-05 9.73E-05 4.08E-04 1.70E-03 2.66E-03 4.66E-03 9.48E-03 1.52E-02 2.93E-02 4.65E-02 9.43E-02 0.309 1.144

290 4.49E-10 5.45E-09 3.08E-08 1.45E-07 5.80E-07 2.95E-06 1.91E-05 5.53E-05 1.58E-04 6.49E-04 2.61E-03 4.01E-03 6.94E-03 1.39E-02 2.21E-02 4.23E-02 6.70E-02 1.36E-01 0.444 1.646

300 9.53E-10 1.17E-08 6.57E-08 3.02E-07 1.14E-06 5.46E-06 3.29E-05 9.21E-05 2.53E-04 1.02E-03 3.95E-03 5.95E-03 1.02E-02 2.01E-02 3.18E-02 6.04E-02 9.53E-02 1.93E-01 0.632 2.339

310 1.97E-09 2.45E-08 1.36E-07 6.14E-07 2.20E-06 9.90E-06 5.56E-05 1.51E-04 3.98E-04 1.58E-03 5.89E-03 8.73E-03 1.48E-02 2.87E-02 4.51E-02 8.52E-02 1.34E-01 2.72E-01 0.889 3.289

320 3.97E-09 5.02E-08 2.77E-07 1.22E-06 4.14E-06 1.76E-05 9.23E-05 2.45E-04 6.21E-04 2.42E-03 8.68E-03 1.26E-02 2.11E-02 4.05E-02 6.32E-02 1.19E-01 1.86E-01 3.78E-01 1.236 4.575

330 7.82E-09 1.00E-07 5.51E-07 2.37E-06 7.66E-06 3.08E-05 1.51E-04 3.91E-04 9.56E-04 3.67E-03 1.26E-02 1.81E-02 2.99E-02 5.65E-02 8.77E-02 1.64E-01 2.56E-01 5.20E-01 1.703 6.303

340 1.51E-08 1.96E-07 1.07E-06 4.52E-06 1.39E-05 5.29E-05 2.43E-04 6.17E-04 1.45E-03 5.50E-03 1.81E-02 2.55E-02 4.18E-02 7.80E-02 1.20E-01 2.24E-01 3.48E-01 7.08E-01 2.323 8.603

350 2.85E-08 3.76E-07 2.04E-06 8.46E-06 2.46E-05 8.93E-05 3.87E-04 9.63E-04 2.19E-03 8.15E-03 2.58E-02 3.57E-02 5.78E-02 1.07E-01 1.64E-01 3.03E-01 4.70E-01 9.56E-01 3.142 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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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화열 결정 루틴

표 부록.2.2.3에는 황산농도가 0인 물의 경우에서부터 95%인 경우까지의 기화열 데이

터를 제시하고 있다.이 데이터를 기 으로 로그램 내부에서 특정 농도에서 기화열이 필요한

경우에 주어진 농도의 후값을 기 으로 보간법을 이용하여 그 농도에서의 기화열을 결정하

다.

(라)VLE데이터 생산 루틴

황산용액의 농도가 주어졌을 때,여기서 발생하는 기체의 농도와 비등 을 구하는 것

은 매우 요한 문제다.본 연구에서는 Perry'sHandbook의 데이터를 기 으로 황산용액과 평

형상태를 이루는 기체농도를 결정하는 방법을 택하 다.황산용액에서 발생하는 기체의 체

압력과 구성기체인 H2O,H2SO4,SO3의 부분압력 데이터를 이용하여,각 기체의 농도를 계산하

다.

표 부록.2.2.4-부록.2.2.7에 주어진 압력과 부분압력 데이터를 이용하여 황산용액의 각 농도

에서 주어진 압력에 해당되는 비등 을 찾아야 한다.그러나 표 부록.2.2.4의 압력 데이터에

서 볼 수 있듯이,주어진 압력에 정확히 일치하는 데이터가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주어진

압력값의 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보간법으로 주어진 압력에 해당되는 비등 을 찾았다.표

부록.2.2.5-부록.2.2.7의 부분압력 데이터에서 이 비등 에 해당되는 부분압력 데이터를 찾고,성

분별 부분압력을 압력으로 나 어 기체 농도를 구하 다.이 값이 황산용액의 농도와 평형을

이룬 기체의 농도가 된다.이때도 보간법이 사용되었다.

압력이 13kPa인 경우에 해서 이런 방법으로 산출한 VLE 데이터를 그림 부록.2.2.4에

X-Y-T plot으로 제시하 다.그림 부록.2.2.4에서 볼 수 있듯이 황산용액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비등 도 비례해서 증가는 경향을 보이지만,기체의 농도는 황산용액의 농도가 50% 정

도까지 증가해도 거의 0근방에 머문다.이는 황산이 물에 비해서 휘발성이 매우 낮다는 증거

이며,증류탑에서 100% 물을 용이하게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상한다.황산농도의 구간

에서 기체의 농도는 황산용액의 농도보다 낮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황산농도 95% 이상에서

는 특이한 상이 발생한다.이에 한 원인 규명을 한 심층 인 분석이 있어야 하겠지만,

재는 로그램의 기본 인 틀을 완성하는데 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이에 한 분석은

다음 단계로 미룬다.단지 본 연구의 모델은 perry'shandbook의 데이터를 기 하여 결정하

기 때문에 극한 인 상황 외에 큰 오류는 없을 것으로 기 한다.

(마)정압 열용량 엔탈피 결정 루틴

물과 황산이 혼합된 용액에 한 정압 열용량을 구하기 해서 표 부록.2.2.8에 제시된

물과 황산의 정압 비율을 이용하 다.먼 ,이 데이터를 근거로 물과 황산의 Cp를 온도의 3

차식으로 회귀분석하여 각각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하 다.

Cp,H2O(T)=(6.34749×10
-7)T3-0.000695624T2+0.256008484T-13.38112983--(부록.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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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H2SO4
(T)=(1.58976×10-7)T3-0.000264611T2+0.16047662T+4.685987764--(부록.2.2.12)

기온도와 나 온도의 차이에 따른 엔탈피 차이는 식(부록.2.2.11)과 (부록.2.2.12)를 이용하

여 물과 황산의 Cp를 기온도와 나 온도 사이의 구간에서 정 분한 후,주어진 농도에 따라

서 물과 황산의 농도로 가 하여 물과 황산에 혼합된 황산용액의 엔탈피 차이를 구하 다.

표 부록.2.2.8.CpDataofH2OandH2SO4asafunctionoftemperature

T(℃)
Cp(H2O)

-18.015g/mol

Cp(H2SO4)

-98.073g/mol
T(℃)

Cp(H2O)

-18.015g/mol

Cp(H2SO4)

-98.073g/mol

15 17.95 32.689 170 18.865 37.648

20 17.966 32.95 175 18.948 37.746

25 17.98 33.2 180 19.035 37.842

30 17.992 33.439 185 19.127 37.936

35 18.002 33.669 190 19.224 38.027

40 18.01 33.89 195 19.326 38.117

45 18.018 34.102 200 19.433 38.205

50 18.025 34.306 205 19.546 38.292

55 18.033 34.502 210 19.663 38.376

60 18.041 34.691 215 19.786 38.459

65 18.05 34.873 220 19.914 38.541

70 18.06 35.05 225 20.068 38.621

75 18.072 35.22 230 20.226 38.7

80 18.086 35.384 235 20.389 38.777

85 18.101 35.543 240 20.569 38.853

90 18.119 35.697 245 20.768 38.927

95 18.139 35.847 250 20.98 39.001

100 18.162 35.991 255 21.207 39.073

105 18.188 36.132 260 21.447 39.144

110 18.217 36.268 265 21.699 39.214

115 18.25 36.401 270 21.972 39.283

120 18.286 36.529 275 22.245 39.351

125 18.325 36.655 280 22.523 39.418

130 18.369 36.777 285 22.822 39.483

135 18.416 36.895 290 23.157 39.548

140 18.467 37.011 295 23.543 39.612

145 18.522 37.124 300 23.994 39.675

150 18.582 37.234 305 24.523 39.738

155 18.646 37.341 310 25.143 39.799

160 18.714 37.446 315 25.867 39.86

165 18.787 37.548 320 26.705 39.92



록 Ⅵ-172

그림 부록.2.2.4.VLEDiagram forH2SO4-H2OmixtureatP=13k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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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로그램의 구성

이 로그램은 20개의 주 로그램,서 루틴 함수로 구성되어 있으며,주요한 구

성 로그램은 표 부록.2.2.9에 제시되었다.주 로그램 distil에서 체 부 로그램을 총 하고

있으며,mcal에서 각 단별로 물질 열평형 계산을 수행하여 용액 기체의 흐름량과 농도

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bp_pres에는 주어진 압력에 해당되는 액체농도와 비등 의 데이

터와 기체농도 데이터를 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부 로그램이다.

(5) 로그램의 성능 평가

앞에서 개발한 로그램을 일본에서 제시한 검증문제(benchmarkingexercise)에 용하

여 스페인의 계산 결과와 상호 비교함으로써,본 로그램의 성능 평가를 수행하 다.

(가)검증문제 분석 계산모델 설정

일본에서 제시한 황산용액 농축 증류탑은 그림 부록.2.2.5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자세

한 조건은 표 부록.2.2.10에 제시하 다.2단 증류탑으로 입력단이 2단에 있고, 체 응축(total

condensing)하는 조건이며,13kPa 1MPa의 두 가지 압력에 한 계산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에 한 계산모델을 그림 부록.2.2.6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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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2.2.9.Listofsub-programsandtheirfunctions

Name Type Description

distil Program Controlallsub-programs

incond Subroutine Readthegeneralinformationonthedistillation

initial Subroutine Setuptheinitialcondition

readdat Subroutine Readtheinputdata

stage0 Subroutine Setupthestartingconditionateachrepeatingstep

mcal Subroutine IterationateachstagetodetermineX,Y,VandTb

prtpros Subroutine Printthedetailresultsateachstageandrepeatingstep

comp Function Interpolationmethod

mass Subroutine Monitoringmassbalanceateachrepeatingstep

heat1 Subroutine MonitoringHeatbalanceateachrepeatingstep

prtwat Subroutine MonitoringH2Oamountateachrepeatingstep

prst Subroutine Printthefinalresult

bp_pres Subroutine GenerationofVLEdataatthegivenpressure

yvalue Subroutine
Determinethegasconcentrationagainstthegivenliquid
concentration

bpoint Subroutine
Determine the boiling point at the given liquid
concentration

qcp Function Determineenthalpy

cp Function Determineheatcapacity

그림 부록.2.2.5.ModelofH2SO4distillation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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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2.2.10.Conditionsofthedistillationcolumnandthefeedliquid

Item Conditionofthecolumn

Numberofstages 2

Feedstage 1ststagefrom thetop

Refluxratio 0.001(molarratio)

Pressureinthecolumn 1.3×10
4
Pa(abs)

Temperatureinthecondenser 45℃

Heatinputatthereboiler 7.6×10
4
kcal/h

Item Conditionofthefeedliquid

Temperature 73.5℃

Pressure 1.3×104Pa(abs)

Massflow rateofH2O 145kg/h

Massflow rateofH2SO4 226kg/h

그림 부록.2.2.6.Modelforthedynamic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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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kPa과 1MPa에 하여 실제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산을 수행하 다.계산에 앞서

사용자가 선택해야 할 것은 시간 간격과 단별 체류량(각 단의 holdup과 재비기의 용량)이다.

이 계산에는 모든 체류량은 10kg로 가정하 다.일반 인 문제에서는 입력단의 상단에서의

기상태에 해서 선택을 해 주어야 하지만,이 문제에서는 입력단이 최상단이기 때문에 이에

한 선택이 필요 없다.

(나)계산 결과 분석

황산용액 농축 증류탑 검증문제의 13kPa 1MPa압력에 한 동역학 계산을 수행

하여 평형상태에 도달한 결과를 각각 표 부록.2.2.11과 부록.2.2.12에 제시하 다.증류탑 상단으

로 응축기를 통하여 나오는 증류물에서는 황산이 포함되지 않는 순수한 물인 것으로 나

타났다.표 부록.2.2.13과 부록.2.2.14에서는 본 동역학 계산의 최종 결과인 평형상태의 계산 결

과를 스페인의 계산 결과와 비교하 다.두 table에서 불 수 있듯이, 체로 잘 일치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13kPa의 경우에 좀 더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반응시간에 따른

온도나 농도 등의 변화 경향이 물리 으로 타당한 한 것으로 확인됨으로써,이 로그램은 일

반 인 황산농축 증류탑에 한 동특성 해석을 무난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부록.2.2.7에는 13kPa의 증류되는 양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기에

격히 양이 증가하여 평형상태에 빠르게 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이는 앞에서 언 한 것과

같이,기체의 이동속도나 반응속도를 0로 가정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그림 부

록.2.2.8에서는 1MPa에서 하부라인에서의 농도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고, 그림 부록.2.2.9에서

는 13kPa에서의 하부라인에서의 용액의 온도 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며,그림 부록.2.2.10에 주

요한 인자들이 근하는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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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2.2.11.DynamiccalculationresultsconvergedtothesteadystateatP=13kPa

Number of Stage    =  2

Feed Stage    =  2

Reboiler Heat    = 7.600E+04 Kcal/h 

Pressure    =  0.130 10E5 Pa

Feed & Dist. Temp.  =  73.500,  45.000 C

Holdup & Reboiler Cap.=  10.000,  10.000 kg

   H2O-Concentration

 Total(kg)  H2O(kg)  H2SO4(kg)   wt%       Molar

Feed    371.000  145.000  226.000  0.391  0.777

Distillate   101.133  101.133  0.000  1.000  1.000

Bottom    269.867  43.868  226.000  0.163  0.514

Bottom+Dist  371.000  145.000  226.000

   1000-Iternation(Last)      999-Iternation

Stage  Temp.(C)   Conc.(wt%)  Molar-Conc. Holdup  Conc.    Temp.

 0  160.385  0.163  0.514  10.00  0.163  160.385

 1  96.499  0.350  0.745  10.00  0.350  96.499

 2  86.508  0.392  0.778  10.00  0.392  86.508

표 부록.2.2.12.DynamiccalculationresultsconvergedtothesteadystateatP=1.0MPa

Number of Stage    =  2

Feed Stage    =  2

Reboiler Heat    = 7.600E+04 Kcal/h 

Pressure    =  10.000 10E5 Pa

Feed & Dist. Temp.  =  73.500,  45.000 C

Holdup & Reboiler Cap.=  10.000,  10.000 Kg

   H2O-Concentration

 Total(kg)  H2O(kg)  H2SO4(kg)   wt%       Molar

Feed    371.000  145.000  226.000  0.391  0.777

Distillate   54.707  54.707  0.000  1.000  1.000

Bottom    316.293  90.292  226.000  0.285  0.685

Bottom+Dist  371.000  145.000  226.000

   1000-Iternation(Last)      999-Iternation

Stage  Temp.(C)   Conc.(wt%)  Molar-Conc. Holdup  Conc.    Temp.

 0  264.231  0.285  0.685  10.00  0.285  264.231

 1  220.247  0.445  0.813  10.00  0.445  220.247

 2  216.055  0.468  0.827  10.00  0.468  216.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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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2.2.13.Comparisonofthesteadystateresultatthepressureof13kPa

Line 평형계산(Spain) 동역학 계산(본 연구)

DistillateLine

Total 95.94kg/h 101.13kg/h

H2O 95.94kg/h 101.13kg/h

H2SO4 0kg/h 0kg/h

Bottom line

Total 275.06kg 269.87kg/h

H2O 49.06kg 43.87kg/h

H2SO4 226kg 226kg/h

H2SO4농도 0.458(82.2w/o) 0.514(83.7w/o)

온도 152.37°C 160.39°C

Temperature 0/1단/2단 152/87/86°C 160/96/87°C

표 부록.2.2.14.Comparisonofthesteadystateresultatthepressureof1MPa

Line 평형계산(Spain) 동역학 계산 (본 연구)

DistillateLine

Total 62.5kg/h 54.71kg/h

H2O 62.5kg/h 54.71kg/h

H2SO4 0kg/h 0kg/h

Bottom line

Total 308.5kg 316.28kg/h

H2O 82.5kg 90.29kg/h

H2SO4 226kg 226kg/h

H2SO4농도 0.665(73.3w/o) 0.685(71.5w/o)

온도 267.88°C 264.23°C

Temperature 0/1단/2단 267/215/214°C 264/220/21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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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2.7.Distillationamountasafunctionoftime.

그림 부록.2.2.8.H2Oconcentrationinthebottom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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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2.9.Convergenceofthetemperatureinthebottom

lineinthecaseof13kPa.

그림 부록.2.2.10.TestofConvergenceformaterialamountand

H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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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2.11.Shorttubeverticalevaporator.

나.황산증발장치 동특성 해석코드

(1)서론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에서 황산 증발 장치는 다단 증류탑을 통과하여 공비

까지 농도가 증가된 황산을 증기상태로 만드는 장치로 이후 황산 분해장치로 연결되어 있다.

황산의 증발을 해서는 매우 많은 열량을 공 해야 하며 이는 고온 가스로(VHTR)의 냉각

재인 He가스의 고온 열을 이용한다.증발기에 공 되는 헬륨 가스는 기의 온도가 910oC로서

SO3분해기,열교환기,황산분해기를 거치면서 그 온도가 하되어 황산 증발기로 주입되는 헬

륨의 온도는 정상상태에서 약 680
o
C가 될 것으로 망한다.본 연구에서는 헬륨 가스의 공 온

도를 변화시키고 몇 가지 상황을 가정하여 황산 증발기의 동특성을 살펴보고자 하 다.이에

황산 증발장치에 한 동특성의 해석 모델을 설정하고,이를 기 으로 산 로그램을 개발하

다.

(2)황산 증발기 선정

장치는 그림 부록.2.2.11과 같은 ShortTubeVerticalEvaporator를 선정하 고 장단 을

표 부록.2.2.15에 정리하 다[부록.2.2.6].본 장치는 액상의 수 를 조 함으로써 열면 을 조

할 수 있고 액상의 혼합을 비등 에서의 증기발생으로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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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2.2.15.Advantageanddisadvantageofshorttubeverticalevaporator.

Advantages

Highheat

transfercoefficient

athightemperature

differences

Low

headroom

Easy

mechanical

descaling

Relatively

inexpensive

Disadvantages

Poorheat

transfercoefficient

atlow temperature

differences

Highfloor

spaceand

weight

Relatively

highholdup

Poorheat

transferwith

viscous

liquids

(3)계산 모델

(가)황산증발기의 작동

실제 황산 증발기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동한다.

① 증발기내 일정수 까지 황산의 주입

② 가열용 헬륨 가스의 주입

③ 끓는 까지 온도 상승

④ 일정 속도의 황산 연속 주입 증발

기 황산의 주입은 효율 인 열 달을 하여 열 달 면 을 포함할 수 있는 수 까지 공

하며 이는 헬륨 가스의 공 에 공 한다.황산의 주입이 완료되면 황산의 주입을 단하

고 헬륨 가스를 공 한다.공 된 헬륨 가스에서 열량을 받은 황산은 끓는 까지 온도가 상승

하며 끓는 에 도달하면 황산기체가 생성된다.황산기체가 생성되기 시작하면 증발된 황산 기

체의 양에 상당하는 황산 액체가 주입된다.이러한 과정에서 황산 공 이 증발량과 차이가 나

는 경우와 헬륨의 주입온도가 상수치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

한 문제 한 산모사를 수행하 다.

(나)황산증발기의 작동환경

황산 증발기의 작동환경은 표 부록.2.2.16에 나타내었다.본 계산에서 용된 총

열계수는 염수와 공기를 주입하는 계에서의 값을 이용하여 하 으며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값

가장 낮은 값인 0.02835kJ/(℃․m2․s)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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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2.2.16.Operationconditionofsulfuricacidevaporator.

Operatingpressure 7.09bar

Operatingtemperature 414℃ (687.15K) boilingpoint

Sulfuricacidinputandinitial

temperature
240℃ (513.15K)

Totalheattransfercoefficient 0.02835～0.11342kJ/(℃․m2․s)

(다)모델링을 한 가정

본 연구에서 도입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

① 증발기 내부에서 외부로의 열 손실은 없다(Adiabatic).

② 공 된 열량은 부 황산의 온도 상승과 증발에 소모된다.

③ 온도 증가에 따른 액체부피의 증가는 무시한다.

(라)정상상태 황산증발기 모델식

황산 증발기의 정상상태 조건에서의 모델식을 일반화하면 다음과 같다.

0=∑(
1
2

<v
3
1>

<v1>
+gh1+H1)w1-∑(

1
2

<v
3
2>

<v2>
+gh2+H2)w2+Wm+Q (부록.2.2.13)

식 (부록.2.2.13)에서 하첨자 1은 황산,2는 헬륨이며 기계 에 지는 없고 비압축성 유체로

물질의 부피 팽창은 없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wSAHSA-wHeHHe+Q=0 (부록.2.2.14)

비압축성 유체이므로 Cv≈Cp이며 증발잠열(Qlh)이 공 되어야 하므로 Q=Qlh=wSAλSA이다.

wSA,lCpSAΔTSA-wHeCpHeΔTHe+wSA,vλSA=0
(부록.2.2.15)

식 (부록.2.2.15)에서 헬륨의 배출 온도와 황산의 증발량이 결정되지 않았고 헬륨의 배출온도

는 황산의 증발량에 향을 미치는 인자라고 볼 수 있다.그리고 황산 증기의 배출량과 주입량

이 같다고 하면(wSA,l=wSA,v=wSA)다음과 같다.

wSA=
wHeCpHe(THe,in-THe)

CpSA(Tb-TSA,in)+λ
(부록.2.2.16)

(마)비정상상태 황산증발기 모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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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 증발기의 정상상태 조건에서의 모델식을 일반화하면 다음과 같다.

d
dt
(Ktot+Φtot+Utot)= ∑(

1
2

<v
3
1>

<v1>
+gh1+ H1)w1

-∑(
1
2

<v
3
2>

<v2>
+gh2+H2)w2

+Wm+Q

(부록.2.2.17)

식 (부록.2.2.13)에서 정상상태와 같이 기계 에 지는 없고 비압축성 유체로 물질의 부피

팽창은 없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d
dt
Utot=w1H1+Q (부록.2.2.18)

식 (부록.2.2.18)에서 기 면을 황산의 입력 온도로 하면(T1=TSA,in)H1=0이 된다.즉 주입

황산의 공 열은 고려 상이 아니다.

d
dt
Utot=Q (부록.2.2.19)

비압축성 유체(Cv≈Cp)라고 가정하면 체 내부에 지는 다음과 같다.

Utot=ρCvV(T-TSA,in)≈ρCpV(T-TSA,in) (부록.2.2.20)

열의 달은 총 열 계수에 향을 받으며 총 열 면 을 통하여 황산 용액으로 공 된

다.이를 열공 속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Q=U0AT
(ΔT2-ΔT1)

ln
ΔT2
ΔT1

(부록.2.2.21)

식 (부록.2.2.20)과 (부록.2.2.21)를 식 (부록.2.2.19)에 도입하면 다음과 같다.

ρCpV
dT
dt
=U0AT

(ΔT2-ΔT1)

ln
ΔT2
ΔT1

(부록.2.2.22)

여기서 ΔT1=THe,out-T,ΔT2=THe,in-T이다.T와 THe,out는 시간의 함수로서 황산 용액의

온도와 헬륨 가스의 배출 온도를 나타낸다.여기서 T는 최 황산의 끓는 이상의 온도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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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할 수 없다.

식 (부록.2.2.22)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ρCpV
dT
dt
=U0AT(

THe,in+THe,out
2

-T) (부록.2.2.23)

dT
dt
=
U0AT
ρCpV(

THe,in+THe,out
2

-T) (부록.2.2.24)

여기서 임의의 시간에 황산에 공 된 열량은 헬륨에서 공 되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U0AT(
THe,in+THe,out

2
-T)=wHeCp,He(THe,in-THe,out) (부록.2.2.25)

THe,out(t)=((
wHeCpHe
U0AT

-
1
2)THe,in+T(t))/(

wHeCpHe
U0AT

+
1
2) (부록.2.2.26)

(바) 열면 계산

열면 을 계산하기 한 일반식은 다음과 같다.

dq
dA
=UΔT=U0(Th-Tc) (부록.2.2.27)

식 (부록.2.2.27)에서 Tc와 Th가 열량(q)에 따라 선형 으로 변화한다고 가정하고 체 면

에 하여 분하면 다음과 같다.

d(ΔT)
dq

=
ΔT2-ΔT1
Q

(부록.2.2.28)

여기서 ΔT1=THe,out-T,ΔT2=THe,in-T이다.

식 (부록.2.2.28)에 식 (부록.2.2.27)를 도입하면 다음과 같다.

d(ΔT)
U0ΔTdA

=
ΔT2-ΔT1
Q

(부록.2.2.29)

식 (부록.2.2.29)에서 총 열계수(U0)는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변수분리하면 식 (부록.2.2.30)

을 얻을 수 있다.

d(ΔT)
ΔT

=
U0(ΔT2-ΔT1)

Q
dA (부록.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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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열면 에 하여 분하면 다음과 같다.

⌠
⌡

ΔT2

ΔT1

d(ΔT)
ΔT

=
U0(ΔT2-ΔT1)

Q
⌠
⌡

AT

0
dA (부록.2.2.31)

ln
ΔT2
ΔT1

=
U0(ΔT2-ΔT1)

Q
AT (부록.2.2.32)

여기서 LMTD(logarithmicmeantemperaturedifference)를 용하면 결과식을 얻을 수 있

다.

AT=
Q

U0ΔTlmtd
(부록.2.2.33)

총 열계수를 0.02835kJ/(℃․m
2
․s)로 하고 THe,out을 450℃로 가정하면 10928m

2
을 얻을

수 있다.이때 Q는 73380kJ/s로 가정하 다.이는 황산의 증발량을 역으로 추 한 값,끓는

을 유지하기 한 열량,그리고 증발과정에서의 황산분해 반응열을 포함하는 총 값이다.

(사)황산의 물성값 계산

HSCChemistry(Ver.5.1) 로그램[부록.2.2.7]에서 추출한 비열 데이터를 기 로 온도

에 한 H2SO4 H2O의 비열 상 식을 식 (부록.2.2.34) 식(부록.2.2.35)과 같이 결정하

다.상 식의 수학 모델은 polynomial3차 방정식으로서 각각의 상 계수는 자동 결정되었

다.

Cp,H2SO4=(1.58976×10
-7)T3-0.000264611T2+0.16047662T+4.685987764 (부록.2.2.34)

Cp,H2O=(6.34749×10
-7)T3-0.000695624T2+0.256008484T-13.38112983 (부록.2.2.35)

이를 98wt%(90mol%)의 황산에 용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하 다.

CpTotal=∑xi×Cp,i (부록.2.2.36)

CpSA=0.1×Cp,H2O+0.9×Cp,H2SO4
(부록.2.2.37)

헬륨의 비열은 단분자 기체이므로 20.787J/(molK)로 온도 역에서 일정한 값을 나타

낸다.

황산 용액내 물의 증발잠열은 식 (부록.2.2.38)과 같다[부록.2.2.8].이는 황산 용액내의 물이

1g증발하기 해 요구되는 열량을 칼로리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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λH2O=1364.9264x
3-1226.4597x2+382.2280x+540.5167 (부록.2.2.38)

순수한 황산의 증발 잠열은 Lange'sHandbookofChemistry[부록.2.2.9]에 제시된 값을 사용

하 으며 이는 61.96504kJ/mol이다.결과 으로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하여 98wt% 황산의 증

발잠열을 계산하 다.

λTotal=∑xi×λi (부록.2.2.39)

λSA=0.1×λH2O+0.9×λH2SO4

(부록.2.2.40)

2.2.3.8.장치 설계 Data

계산된 총 열면 을 기반으로 φ1/2″×L3m 을 사용하 을 시, 의 소요 개

수는 다음과 같다.

n=
AT

3×π1.27×10
4

(부록.2.2.41)

이 차지하는 부피를 구하고 이를 체 부피에 50%를 구성하면 체 증발기의 부피는 φ4.5

×H6m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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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2.12.FlowchartforSAEvaporator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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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결 과

황산 증발기의 동특성 해석 로그램은 MatLab7.3을 이용하 으며 운 시나리오별로

동특성을 해석하 다.Case1은 증발기내의 황산용액 수 가 일정한 값을 유지할 때 헬륨의

주입온도가 변화함에 따라 황산용액의 끓는 도달 이력과 시간을 측하고 용액 증발속도를

측하 으며.Case2는 황산용액 주입펌 가 작동되지 않아 황산용액이 증발기내로 주입 불

가능한 경우의 열면 의 변화,헬륨의 출구온도,황산 증발량의 변화를 조사하 고,Case3

는 증발기로 주입되는 가열용 헬륨의 온도가 설계 값보다 높게 되어 황산용액의 증발속도가

펌 에 의한 황산용액 주입 유량보다 큰 경우에 한 열면 의 변화,헬륨의 출구온도,황산

증발량의 변화를 각각 조사하 다.

로그램 흐름도를 그림 부록.2.2.12에 나타내었고 로그램 입출력 값은 표 부록.2.2.17과 같

다.

표 부록.2.2.17.Program inputandoutputdata

Name Numericaldescription Physicaldescription Remark

input

TSAIN TSA,in SAinputtemperature

THIN THe,in Heinputtemperature

FHE wHe Heinputmolarrate

td Δt timedifference

CA - Case

output

WSA wSA,out SAevaporationrate

THTA1 AT(t) Heattransferarea

FSA wSA,in SAfeedrate

t t time

TSA TSA SAtemperature

TH THe,out Heoutputtemperature

(가)Case1동특성 해석 결과

황산의 주입 온도 기 조건은 240℃로 고정하고 헬륨의 주입온도를 680～910oC

변화시켰다. 한 각 경우 헬륨의 유량은 wHe=10250mol/s로 고정하 다.수 를 일정하게 유

지하기 하여 헬륨의 주입온도 변화에 따른 증발량의 변화는 펌 에 의한 주입유량 보상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도출 하 으며 도출된 값을 동특성해석의 유량 값으로

채택하 다.즉 열면 의 변화는 없는 시스템을 모사하 다.이를 수식으로 표 하면 그림

부록.2.2.11의 Case1이 된다.

그림 부록.2.2.13은 헬륨의 주입온도 변화에 따른 증발기내 황산의 온도변화 헬륨의 배출

온도를 시간의 함수로 나타낸 것이다. 한 그림 부록.2.2.14는 헬륨의 주입온도가 변화할 때

증발기내 황산 용액의 끓는 도달 시간을 조사한 그림으로 이것을 시간과 헬륨의 주입온도

상 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tb=1.01+127.9095exp(-0.046THe,in) (부록.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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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2.15는 헬륨의 주입온도 변화에 따른 증발량의 변화를 도시한 것으로 온도가 상

승함에 따라 증발량 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수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Rvapor=-1344.5796+1.9567THe,in
(부록.2.2.43)

그림 부록.2.2.13.TemperaturesofH2SO4solutionandHeoutput

asafunctionof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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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2.14.Heinputtemperaturevs.boilingtemperature

reaching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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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2.15.SulfuricacidvaporizationratesatvariousHe

input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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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식 (부록.2.2.42)과 (부록.2.2.43)을 이용하면 정상상태 조건에 도달하는 시간 헬륨의

주입온도의 변화에 따른 황산 증발량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나)Case2동특성 해석

황산의 주입량이 변화는 황산 증기의 배출은 이루어지는데 황산 액체는 주입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 고 이를 그림 부록.2.2.11의 Case2로 정의하 다.이때 황산의 증발에 따라 증

발기내 황산의 수 는 감소하게 되는데 황산 증기로 노출된 열면 에서의 열 달은 고려치

않았고 열면 은 증발기의 하부에서부터 상부 방향으로 3m까지 설치되어 있고 기에 황산

은 3.6m 수 까지 채워져 있다고 가정하 다.본 경우는 증발기로 황산 액체의 유입이 펌 를

통하게 되어 있는데 이 펌 의 고장 상황을 모사한 것이다.

그림 부록.2.2.11에서와 같이 황산의 수 가 50% 이하(3m 이하)로 내려가면 열면 의 감소

가 나타난다.이를 고려한 황산의 증발에 따른 부피 변화는 다음의 식을 이용하 다.

VSA=VSA0-
wSA

MWSAρSA
t (부록.2.2.44)

한 황산의 부피 변화에 따른 열면 의 변화는 3m 수 에서 계산된 부피와 3m 수 이

하에서의 황산의 부피의 비를 계산하여 이를 선형 으로 용하여 열면 의 변화를 살펴보

았다.

그림 부록.2.2.16은 증발기의 배출온도를 도시한 것으로 열 면 이 감소함에 따라 헬륨의

온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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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2.16.Outputtemperatureofevaporator.(cas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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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2.17은 황산 증발량의 변화를 도시한 것으로 정상 인 조건보다 높은 증발량을

나타내며 이는 Case1에서 주입되는 황산 액체의 온도가 240℃로 이를 끓는 으로 올리기

한 열량이 증발에 사용됨을 나타낸다. 한 열면 의 감소와 동시에 증발량이 감소하는 경향

을 보인다. 열면 이 감소함에 따라 증발기내의 황산에 달되는 열량이 감소하므로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부록.2.2.17.SulfuricacidvaporizationrateatvariousHeinputtemperatures(cas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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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2.18은 열면 이 감소되기 시작하는 시간을 도시한 것으로 온도 범 에서 6분 이

내에 열면 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이를 수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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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ec=124.0302+23785.6384exp(-0.0049THe,in) (부록.2.2.45)

그림 부록.2.2.19는 헬륨 가스의 공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열 달면 이 빠르게 감소하는 것

을 보여 다.

그림 부록.2.2.18.HeattransferareadecreasingtimeatvariousHeinputtemperatures(cas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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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2.19.HeattransferareachangeatvariousHeinput

temperatures(cas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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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Case3동특성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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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륨 온도의 변화에 따른 향을 살펴보기 하여 헬륨의 공 온도는 변화시키고 황

산의 주입량은 고정하여 산모사를 실시하 다.이때 기조건은 Case2와 같으며 헬륨의 공

온도가 680℃일 때는 황산의 증발량과 주입량이 동일하며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증발량이

공 량보다 큰 경우를 가정하 다.이 상황은 증발기 내의 수 조 기의 고장으로 황산 액체

공 량이 변화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를 수식화하면 그림 부록.2.2.11의 Case3로 표

할 수 있다.

이 경우 680℃를 과하는 온도에서 황산의 수 가 감소하면서 열면 이 감소하는 상이

나타날 것이다.그림 부록.2.2.20은 증발기의 배출온도를 도시한 것으로 이 한 헬륨의 온도가

열 면 이 감소함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 부록.2.2.21은 황산의 증발량의

변화를 도시한 것으로 황산의 공 되고 있는 상태에서 증발량은 황산의 주입이 없는 경우보다

는 낮은 값을 나타낸다.

그림 부록.2.2.22는 열면 이 감소하는 시간을 비교한 것으로 황산의 주입량이 없을 경우와

비교하여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악되었다.이를 수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tdec=2.4492+1424.8678exp(-0.0060THe,in) (부록.2.2.46)

그림 부록.2.2.20.Outputtemperatureofevaporator.(cas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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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2.21.SulfuricacidvaporizationrateatvariousHe

inputtemperatures(cas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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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2.22.Heattransferareadecreasingtimeatvarious

Heinputtemperature(cas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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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2.23.Vaporizationratecomparisonamongthree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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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2.23은 각 조건별 황산의 증발량을 비교한 것으로 헬륨의 공 온도가 높은 상황

(case3)보다 황산 액체의 공 이 없을 때(case2)더욱 많은 증발량을 나타낸다.

다.황산분해 장치 동특성 해석코드

(1)서론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에서 1차 황산 분해 장치는 증기상태의 황산을 SO3와

H2O로 분해하는 장치로 이후 2차 황산 분해 장치로 연결되어 있다.황산의 1차 분해를 해서

는 매우 높은 열을 공 해야 하며 이는 고온 가스로(VHTR)의 냉각재인 헬륨 가스의 약 80

0℃ 이상의 고온 열을 이용한다.IHX장치에서 출력되는 헬륨 가스 온도는 약 910
o
C로서 2차

황산 분해 장치를 거치면서 그 온도가 하되어 이의 출구 온도는 정상상태에서 약 815oC,1차

황산 분해 장치를 통과하여 약 710℃가 될 것으로 측되었다.이를 기반으로 정상상태 결과를

도출 비정상상태 모델을 선정하 다.

본 계산에서는 1차 황산 분해 장치의 동특성을 shellandtube형태의 열교환기 비등온

러그 흐름 반응기 모델을 이용하여 살펴보고자 하 고,이를 기 으로 산 로그램을 개발

하 다.

(2)1차 황산 분해 장치 설계

1차 황산 분해 장치의 설계는 정상상태에서 반응을 포함한 shellandtube열교환기 모

델을 이용하 다[부록.2.2.10].이때 황산의 흐름 특성,특히 이놀드 수(DG/μ)의 변화에 따른

총 열 계수의 변화와 열교환 면 의 변화를 고려하여 설계하 고 이는 다음의 식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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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이를 이용하면 의 개수에 따라 이놀드 수가 변화하게 되며 총 열계수가 의

개수의 함수가 된다.즉 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놀드 수는 감소하며 이에 따라 총

열계수는 감소하게 된다.이때 유체의 도,열 도도,열용량은 온도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하 다.

1
U
=
1
ho
+

1
hi(Di/Do)

+
1
hw
+
1
hs

(부록.2.2.47)

hi=
0.023cP,iGi

(cP,iμi/ki)
2/3(DiGi/μi)

0.2
(부록.2.2.48)

ho=
0.273cP,oGo

(cPoμo/ko)
2/3
(DoGo/μo)

0.365
(부록.2.2.49)

hw=
2kt

(Do-Di)
(부록.2.2.50)

where,

U:overallheattransfercoefficient[W/(m
2
․K)]

ho:outsideheattransfercoefficient[W/(m
2․K)]

hi:insideheattransfercoefficient[W/(m
2․K)]

hw :heattransferacrosstubewall[W/(m
2․K)]

hs:foulingheattransfercoefficient[W/(m
2
․K)]

G:massflow rateperunitarea[kg/(s․m
2
)]

k:thermalconductivity[W/(m
2․K)]

cP:heatcapacityoffluid[kJ/(kg․K)]

여기서 하첨자 i와 o는 각각 내 유체와 외벽을 흐르는 유체,즉 쉘에 흐르는 유체를

나타내며 하첨자 t는 자체를 나타낸다.hs는 의 상태를 나타내는 인자로 의 표면상태에

따라 변화하는 인자이다.이를 본 계산에서는 공학 계산에서 사용되는 범 의 평균값인 5670

W/(m
2
․K)를 사용하 다[부록.2.2.10]. 의 내경과 외경은 각각 1/2in와 5/8in의 SiC 재질의

을 사용하 고 이때 SiC의 열 도도는 60J/(s․m․K)을 용하 다[부록.2.2.11].본 계산에

용된 기체의 열 도도와 도는 고압 기체 계산식[부록.2.2.12]을 이용하 으며 열용량은

HSC5.1[부록.2.2.13] 화학공학연구정보센터[부록.2.2.14]에서 제공하는 값을 사용하 다.

내부와 외부의 유체는 황산 혼합기체와 헬륨이며 각각의 물성치는 주입 조성 온도를 기

으로 계산하 다.

이를 다음의 설계식에 용하여 의 길이를 산정하 고 이때의 길이가 쉘 직경의 약 2배가

되도록 하으나 추후 직경과 길이 비에 한 최 화가 필요한 사항이다.

Q=UAΔTlmtd (부록.2.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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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

UΔTlmtd
(부록.2.2.51-2)

Lt=
A
πntDi

(부록.2.2.52)

where,

Q:heatduty[kJ/s]

A:heattransferarea[m
2]

ΔTlmtd :logarithmicmeantemperaturedifference[K]

Lt:tubelength[m]

nt:tubenumber[ea]

Heatduty값은 헬륨 라인 총 에 지 수지에서 계산된 값인 38038.6691kJ/s를 용하 으

며 그림 부록.2.2.24는 이를 충족하는 황산 1차 분해 장치의 정상상태 온도를 나타내었다.

쉘의 직경 높이는 다음의 식을 이용하 는데 은 삼각 배열로 심간 거리는 내

경의 1.25배로 하 다. 한 쉘과 최외곽 과의 간격은 10cm로 하 다.

DS=2pT
nt
36
+Dt+0.01 (부록.2.2.53)

HS=Lt×1.25 (부록.2.2.54)

그림 부록.2.2.24.정상상태 입구 출구 온도.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여 표 부록.2.2.18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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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2.2.18.황산 1차 분해 장치 설계 결과

Tube

InsideDiameter 1/2in

OutsideDiameter 5/8in

Length 2.1225m
Number 2470ea

Shell
Diameter 1.1768m

Height 2.6531m

HeatTransferArea 208.881m
2

OverallHeatTransferCoefficient1.1915kJ/(℃․m2․s)

(3)반응 메카니즘 반응 속도

본 계산에서 용한 황산 분해반응 메카니즘은 다음과 같다[부록.2.2.12].

H2SO4(v)↔ H2O(v)+SO3(g) (부록.2.2.55)

반응은 가역 1차 반응으로 정반응 속도(k1)와 역반응 속도(k2)를 가지며 이는 평형 반응 속

도와 다음과 같은 계를 가진다.

Kc=
k1
k2

(부록.2.2.56)

H2O농도가 희박한 상태에서 실험으로 찰한 SO3와 H2O의 역반응속도식은 SO3의 농도만의

1차함수로 나타남을 참고문헌 [부록.2.2.12]에서 발표한 바 있다.따라서 황산분해반응속도 식은

다음과 같이 표기될 수 있다.

-rH2SO4=k1[CSA-
1
Kc
CSO3] (부록.2.2.57)

이때 용한 정반응 속도 상수[부록.2.2.12]와 평형 상수 값[부록.2.2.13]은 다음의 식을 이용

하 다.

k1=298.1218225e5×exp(-10570.30664/T) (부록.2.2.58)

Kc= 1554.0559619728-7.5122061447×T+0.0110466123×T2

-0.00000024499866319×T3-0.000000011784331751×T4

+7.1823071978e-12×T5

(부록.2.2.59)

한 황산의 분해는 반응기 내 몰수의 증가로 나타나며 팽창인자를 용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이에 팽창인자를 계산하고 이를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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εSA=
VXSA=1-VXSA=0

VXSA=0
(부록.2.2.60)

팽창인자를 용하여 반응 속도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rSA=k1[
CSA,in(1-XSA)

(1+εSAXSA)

T0
T
-
1
Kc

CSA,in(M+XSA)

(1+εSAXSA)

T0
T
] (부록.2.2.61)

where,M=
CSO3,in
CSA,in

(4)정상상태 산모사

(가)비등온 러그 흐름 반응기 모델

그림 부록.2.2.25는 정상상태 비등온 러그 흐름 반응기 모델을 도식화한 것으로 미세

구간에서의 온도 변화는 없다고 가정하 다.

그림 부록.2.2.25.정상상태 비등온 러그 흐름 반응기 모델.

정상상태 모델로부터 물질 수지와 에 지 수지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 다.

dFSA
dV

= -rSA (부록.2.2.62)

dTSA
dV

=
Ua(Ta-TSA)+rSAΔHRX

∑FicP,i
(부록.2.2.63)

dTHe
dV

=
Ua(Ta-TSA)

mHecP,He
(부록.2.2.64)

where,

a:unitheattransferarea(=
A
V
=
4
D
)[m-1]

ΔHRX :reactionheat[kJ/mol]

(= 94.8804+0.0215×TSA-5.1381e-5×T
2
SA+3.3686e-8×T

3
SA

-8.459e-12×T4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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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부록.2.2..62)은 기본 인 러그 흐름 반응기의 설계식을 표 한 것이며 식 (부록.2.2.63)

과 (부록.2.2.64)는 각각 내부의 황산 혼합 기체의 온도변화와 외벽의 헬륨의 온도변화를

미분식으로 표 한 것이다.

의 설계 결과와 모델식으로부터 MatLab7.0을 이용하여 정상상태 모사 로그램을 개발하

여 이를 부록 1에 첨부하 으며 이의 입력값 출력 를 부록 2에 첨부하 다.

(나)정상상태 산 모사 결과

그림 부록.2.2.26은 정상상태 모사 결과 온도변화를 도시한 것이다.황산 기체의 입

구 온도와 헬륨 기체의 출구 온도의 차이가 커 기의 황산기체의 온도 증가가 두드러지며 이

후 반응의 진행에 따라 황산 기체의 온도 증가가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응이 약 100%

진행되면 반응열로 소모되는 열량이 황산 기체의 온도 증가로 나타나 빠르게 온도가 증가된다.

그림 부록.2.2.27은 황산 기체의 몰 분해율을 도시한 것으로 체 반응기 길이의 70% 지 에

서 반응이 거의 마무리된다.즉,나머지 30% 역에서는 열교환기의 역할이 지배 이며 반응

은 거의 진행되지 않는다.

그림 부록.2.2.28은 내부의 몰 속도를 도시한 것으로 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결론 으로 황산 1차 분해 장치는 반응기와 열교환기의 기능을 가지며 이는 동특성

결과에서도 나타나야 하는 특징으로 악되었다.

그림 부록.2.2.26.황산 헬륨 기체의 정상상태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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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2.27.정상상태 황산 분해율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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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2.28.정상상태 몰속도 변화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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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동 산모사

(가)Start-up문제 모델

그림 부록.2.2.29는 기 시간의 변화에 따른 모델을 도시한 것이다. 기 조건에서

반응기 내부 온도는 정상상태 헬륨 입구온도로 고정되어 있으며 황산 혼합 기체가 유입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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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헬륨과 황산 혼합 기체의 온도차에 의하여 열교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이때 흐름

방향으로의 열교환은 없는 것으로 보았고 축방향의 열교환만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 다. 한

단 셀 내에서의 온도변화는 없다고 보았다.즉,유체 의 열 도 속도에 의한 온도 분포

는 없다고 보았다.

그림 부록.2.2.29.황산 혼합 기체 유입에 따른 열교환 모델.

t=0

t=t1

t=t2

t=tn

Start-up문제는 황산혼합 기체가 유입되어 출력되기까지의 과정을 모사하는 것으로 처음

유입된 황산 혼합 기체는 고정된 헬륨 온도와 하게 된다.즉,n+1번째 헬륨의 유입 온도

는 기 헬륨 주입 조건과 항상 같은 값이다.

헬륨의 출구 온도를 가정하여 열량을 계산하고 이 열량에 따른 황산 혼합 기체의 온도 증가

를 계산하 다.이의 결과를 가지고 헬륨의 n+1번째 온도를 계산하여 헬륨의 주입 온도,즉

헬륨 온도 기조건에 +0.01%의 오차 범 내로 결과가 나오도록 iteration법을 사용하여 계산

하 다.이의 흐름도를 그림 부록.2.2.30에 나타내었다.

본 모델에 따르면 단 셀의 개수가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화된다.즉, 기조건에서의 단

셀의 개수는 0개이며 황산 혼합 기체가 출구에 도달할 때까지 n개까지 증가하게 된다.따라서

지속 으로 반응기 부피 열교환 면 이 증가하게 된다.



록 Ⅵ-203

그림 부록.2.2.30.Start-up 로그램 흐름도.

(나)Start-up문제 결과

그림 부록.2.2.31은 Start-up시 황산의 온도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헬륨과 황산 혼합

기체의 매우 큰 온도차에 의해 매우 빠르게 온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상상태 조건

과 동일하게 반응열에 의한 온도 상승의 둔화가 일어난다.

그림 부록.2.2.32는 동일한 조건에서 헬륨측 온도를 도시한 것으로 헬륨측 온도는 열 달 면

의 증가에 따라 분포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부록.2.2.33은 황산의 분해율을 나타낸 것으로 정상상태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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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2.31.Start-up시 황산 혼합 기체의 시간에 따른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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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2.32.Start-up시 헬륨 기체의 시간에 따른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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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2.33.Start-up시 시간에 따른 황산 분해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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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동특성 모델식

Start-up이후 헬륨의 온도의 변화와 황산 혼합 기체의 주입조건의 변화에 따라 결과

를 출력할 수 있도록 로그래 되어야 한다.즉 Start-up과정에서는 공정의 특성상 황산 2

차 분해 장치로부터 출력되는 헬륨 온도의 향을 1차 분해 장치가 받을 것이며 2차 분해 장

치 이후의 장치들은 모두 향을 받을 것이다.1차 분해 장치 증발기에 향을 주어 황산

혼합 기체의 조성 온도의 변화를 수반하게 되며 이를 반 할 수 있는 로그램이 필요하다.

동특성 모델식은 다음과 같다.

Ua(THe-TSA)-(∑
n

i=1
FicP,i)

∂T
∂V
+(-rSA)[-ΔHRX]=∑

n

i=i
CicP.i

∂T
∂t

(부록.2.2.65)

-
∂Fi
∂V
-(-rSA)=

∂Ci
∂t

(부록.2.2.66)

Q=Ua(THe,j-TSA,j)=mHecP,He(THe,j+1-THe,j) (부록.2.2.67)

의 식과 Start-up과정을 나 어 코딩하 고 Start-up에서의 마지막 출력값을 이후의

기조건으로 설정하여 연속 으로 계산될 수 있도록 하 다.Start-up이후의 흐름도는 그림 부

록.2.2.34에 나타내었다. 로그램은 MatLab7.0으로 작성되었으며 부록 3에 첨부하 고 이의

입력 출력 를 부록 4에 첨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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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2.34.2nd-Step흐름도.

(라)동특성 로그램 구동 조건

황산 1차 분해 장치의 동특성을 살펴보고 로그램의 유연성을 확인하기 하여 다음

과 같은 조건에서의 결과를 살펴보았다.

① Start-up시 헬륨은 황산 2차 분해 장치에서 열손실 없이 황산 1차 분해 장치로 주입된

다고 보았다.즉 IHX에서의 헬륨 출력 온도가 황산 1차 분해 장치의 헬륨 주입 기조건

이 된다.

② 황산 1차 분해 장치의 출력값이 황산 2차 분해 장치에 향을 미치면서 헬륨의 1차 분해

기로의 주입 온도는 감소하여 정상상태로 근할 것으로 상하 다.따라서 이때의 헬륨

의 온도는 시간의 함수로 기 조건에서 약 814℃까지 단계 으로 감소시켰다.단,본 결

과에 사용된 함수는 임의의 함수이며 이후 황산 2차 분해 장치가 연결되었을시 문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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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여부만을 살펴보았다.

③ 황산 1차 분해 장치로 주입되는 황산의 조성 온도에 변화는 없다고 하 다.즉,황산

증발 장치의 출구 조건 변화는 없다고 보았다.

(마)동특성 결과

그림 부록.2.2.35,부록.2.2.36은 Start-up시 황산 혼합 기체 헬륨의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이때 헬륨은 황산 2차 분해 장치를 통하여 주입되나 이 장치에서의 열손실이 없으므로

IHX의 헬륨 출구 온도인 908.88℃로 주입되고 황산 혼합 기체의 출구 온도는 이에 따라 상승

하게 된다.이는 이후의 과정에서 황산 2차 분해 장치가 1차 분해 장치의 향을 받아 열손실

이 발생하게 되며 황산 1차 분해 장치로 주입되는 헬륨의 온도는 감소하게 된다.헬륨 주입 온

도의 감소는 황산 환합 기체 온도 분포의 변화를 수반하며 이는 그림 부록.2.2.37,부록.2.2.38에

나타내었고 황산 1차 분해 장치의 헬륨 주입 온도는 시간에 한 임의의 함수이다.그림 부

록.2.2.37에서 헬륨의 입력 온도는 황산 2차 분해 장치의 헬륨 출력값의 감소와 함께 변화하며

이는 그림 부록.2.2.38의 황산 혼합기체의 온도분포에 향을 다.이는 추후 황산 2차 분해

장치 로그램을 연결하 을시 동 결과를 보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그림 부록.2.2.35.Start-up시 황산 혼합 기체의 시간에 따른

온도 분포(헬륨 주입온도 :90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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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2.36.Start-up시 헬륨 기체의 시간에 따른 온도

분포(헬륨 주입온도 :90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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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2.37.황산 2차 분해 장치의 열손실에 의한 1차 분해장치

헬륨 온도 분포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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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2.38.헬륨 온도 변화에 따른 황산 혼합 기체의 온도 분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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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삼산화황분해 장치 동특성 해석코드

(1)서론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에서 2차 황산 분해 장치는 SO3를 SO2와 O2로 분해하는

장치로 IHX장치의 헬륨을 제일 먼 공 받는다.SO3의 분해를 해서는 매우 높은 열을 공

해야 하며 이는 고온 가스로(VHTR)의 냉각재인 헬륨 가스의 약 900℃ 이상의 고온 열을

이용한다.2차 황산 분해 장치에 공 되는 헬륨 가스는 기의 온도가 약 910
o
C로서 그 온도

유량은 IHX의 운 조건에 따라 유지되거나 변화할 것으로 망한다.

본 계산에서는 신 등이 제출한 설계계산서 “SI열화학공정의 삼산화황분해 장치 동특성 해

석코드 개발”(CalculationNoteNo.NHDD-HI-CA-07-003.Rev.00)[부록.2.2.16]에서 제시된 개

선사항을 반 하여 로그램을 재구성하 다.반 한 개선사항으로는 총 열계수의 계산이

장치의 정보와 유체의 물성을 기반으로 이룩되게 하 고 한 반응기 내에서의 SO3분해반응

진행정도에 따른 부피 변화가 고려된 동특성 해석이 이룩되게 하 으며 실험으로부터 확보된

SO3분해 반응속도상수를 문헌값[부록.2.2.23]으로부터 인용하여 계산에 반 하 다.

로그램에 사용한 언어는 visualC++을 이용한 시각화 로그램으로의 환이 용이하도록

MatLab7.5를 사용하 다.

(2)모델에 용된 2차 황산 분해 장치 설명

2차 황산 분해 장치의 설계는 정상상태에서 반응을 포함한 shellandtube열교환기 모

델[부록.2.2.17]과 충 층에서의 열 달 모델[부록.2.2.19]을 용하 다.즉 기본 모델은 shell

andtube이며 각각의 내부에는 매 입자가 충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다.공정가스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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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특히 이놀드 수(DG/μ)의 변화에 따른 총 열 계수의 변화와 열교환 면 의 변화를

고려하 고 이는 다음의 식을 이용하 다.

1
U
=
1
ho
+

1
hi(Di/Do)

+
1
hw
+
1
hs

(부록.2.2.68)

hi=C×0.813
ki
Di
exp(-6Dp/Di)(

DpGi
μi

)0.9 for
Dp
Di
<0.35 (부록.2.2.69-1)

hi=C×0.125
ki
Di
(
DpGi
μi

)0.75 for0.35<
Dp
Di
<0.60 (부록.2.2.69-2)

ho=
0.273cP,oGo

(cPoμo/ko)
2/3
(DoGo/μo)

0.365
(부록.2.2.70)

hw=
2kt

(Do-Di)
(부록.2.2.71)

where,

U:overallheattransfercoefficient[W/(m
2
․K)]

ho:outsideheattransfercoefficient[W/(m
2
․K)]

hi:insideheattransfercoefficient[W/(m
2
․K)]

Di:internaldiameteroftube[m]

Do:internaldiameteroftube[m]

Dp:diameterofpackingmaterial[m]

C:conversionfactor(BritishunitstoMKSunits,4.09×10-2)

hw :heattransferacrosstubewall[W/(m
2
․K)]

hs:foulingheattransfercoefficient[W/(m
2
․K)]

G:superficialmassflow rateperunitarea[kg/(s․m
2)]

k:thermalconductivity[W/(m
2․K)]

cP:heatcapacityoffluid[kJ/(kg․K)]

이를 이용하면 의 개수에 따라 이놀드 수가 변화하게 되며 총 열계수가 의 개수의

함수가 된다.즉 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놀드 수는 감소하며 이에 따라 총 열계수

는 감소하게 된다.이때 유체의 도,열 도도,열용량은 온도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

고 가정하 다.여기서 하첨자 i와 o는 각각 내 유체와 외벽을 흐르는 유체,즉 쉘에 흐

르는 유체를 나타내며 하첨자 t는 자체를 나타낸다. 의 내경과 외경은 각각 1/2in와 5/8in

의 SiC 재질의 을 사용하 고 이때 SiC의 열 도도는 60J/(s․m․K)을 용하 다[부

록.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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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부록.2.2.69-1) (부록.2.2.69-2)는 충 물이 포함된 의 내부 열 달 계수 계산식이다

[부록.2.2.19].여기서 충 물의 직경(Dp)을 4.4mm 이하의 구형입자를 사용하면 Dp/Di<0.35이

므로 식 (2-1)을 이용할 수 있다.

hs는 범용 으로 용할 수 있는 간 값인 5670W/(m2․K)를 사용하 다[부록.2.2.17].본

계산에 용된 기체의 열 도도와 도는 고압 기체 계산식[부록.2.2.20]을 이용하 으며 열용

량은 HSC5.1[부록.2.2.21] 화학공학연구정보센터[부록.2.2.22]에서 제공하는 값을 사용하 다.

내부와 외부의 유체는 황산 혼합기체와 헬륨이며 각각의 물성치는 주입 조성 온도를 기

으로 계산하 다.

이를 다음의 설계식에 용하여 의 길이를 산정하 고 이때의 길이가 쉘 직경의 약 2배가

되도록 하 다.

Q=UAΔTlmtd (부록.2.2.72)

Lt=
A
πntDi

(부록.2.2.73)

where,

Q:heatduty[kJ/s]

A:heattransferarea[m
2
]

ΔTlmtd :logarithmicmeantemperaturedifference[K]

Lt:tubelength[m]

nt:tubenumber[ea]

쉘의 직경 높이는 다음의 식을 이용하 는데 은 삼각 배열로 심간 거리는 내

경의 1.25배로 하 다. 한 쉘과 최외곽 과의 간격은 10cm로 하 다.

DS=2pT
nt
36
+Dt+0.01 (부록.2.2.74)

HS=Lt×1.25 (부록.2.2.75)

where,

DS:shelldiameter[m]

HS:shellheight[m]

pT :tubepitch[m]

이때의 매가 충 된 튜 측의 압력강하는 다음의 식[부록.2.2.23]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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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P=
2fmG

2
Lt(1-ε)

3-n

Dpgcρφ
3-n
s ε

3
(부록.2.2.76)

where,

ΔP :pressuredrop[Pa]

fm :modifiedfrictionfactor[-]

gc:dimensionalconstant[-]

ρ:fluiddensity[kg/m
3
]

φs:shapefactorofparticle[-]

n:exponent,afunctionofthemodifiedReynoldnumber[-]

ε:fractionalfreevolume[-]

충 물로 fusedMgO granule을 사용한다고 하면 참고문헌 [부록.2.2.20]의 그림 5-67로부터

modifiedfrictionfactor(fm)은 약 2가 된다.같은 그림으로부터 n은 이놀드 수가 매우 크므

로 2로 볼 수 있고 구형도(φs)는 완 한 구라고 가정하면 1이다.

그림 부록.2.2.39.충 물 직경에 따른 압력 강하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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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2.39는 의 식에 본 계산에 이용한 값을 용한 후 그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입자의 크기는 매반응임을 고려하면 표면 이 큰 작은 입자들이 유리하나 이는 같은 공극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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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비교한다면 큰 압력강하가 나타날 수 있다.그러므로 공극율과 입자의 크기는 압력강하를

크게 하지 않는 조건으로 선정되어야 한다.이에 충 조건을 단 정육면체에 입자가 하나씩

충 되었다고 하면 공극율(ε)은 0.476이며 직경 1mm이상의 조건에서 압력강하는 크게 변화하

지 않으므로 직경 1mm의 충 물을 선정하 다.이때 압력강하는 0.67bar로 나타났다.

황산 2차 분해 장치를 설계하기 한 공정 유체의 조건은 수소생산 속도 300mole/s(200

MWthVHTR,수소생산 열효율 40% 용)로서 다음 표 부록.2.2.19와 같다.

Heatduty값은 의 조건으로부터 반응열을 고려하여 34900kJ/s로 결정되었으며 이때 헬

륨의 몰 유량은 체 헬륨 라인의 향을 고려하여 17821.4mol/s를 용하 다.그림 부

록.2.2.40은 이를 충족하는 황산 2차 분해 장치의 정상상태 온도를 나타내었다.

표 부록.2.2.19.황산 2차 분해 장치 공정 가스 조건

H2O H2SO4 SO3 SO2 Remark

Input

MoleFlow

Rate(mole/s)
531.67 2.01 479.18 0

Temperature 750℃

Output

MoleFlow

Rate(mole/s)
532.58 1.10 183.21 148.44

Temperature 850℃

그림 부록.2.2.40.정상상태 입구 출구 온도.

이상의 식과 조건들을 이용하여 표 부록.2.2.19의 출구 농도 조건을 만족하는 값을 trialand

error법으로 추 하 고 결과를 요약하여 표 부록.2.2.20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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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2.2.20.황산 1차 분해 장치 설계 결과

Tube

InsideDiameter 1/2in

OutsideDiameter 5/8in

Length 4m

Number 1500ea

Shell
Diameter 0.9m

Height 5m

HeatTransferArea 238.72m
2

OverallHeatTransferCoefficient 2.3674kJ/(℃․m2․s)

VoidFractioninCatalyst-packedTube 0.476

TubeSidePressureDrop 0.64bar

(3)반응 메카니즘 반응 속도

본 계산에서 용한 황산 분해반응 메카니즘은 다음과 같다[부록.2.2.18].

SO3(v)→ O2(g)+SO2(g) (부록.2.2.77)

비가역 1차 반응으로 가정하 고 반응 속도 상수를 k라고 하면 반응 속도식은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rSO3=kCSO3
(부록.2.2.78)

이때 용한 반응 속도 상수는 참고문헌 [부록.2.2.23]로 부터 다음의 식을 용하 다.

k=68055.5556×exp[-73.0526/(RT)] (부록.2.2.79)

한 SO3의 분해는 반응기 내 몰수의 증가를 수반하며 팽창인자를 용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이에 팽창인자를 다음의 식으로 계산하여 용하 다.

εSO3=
VXSO3=1

-VXSO3=0

VXSO3=0

(부록.2.2.80)

식 (부록.2.2.80)을 용하여 반응 속도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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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O3=k
CSO3,in(1-XSO3)

(1+εSO3XSO3)

T0
T

(부록.2.2.81)

where,

T0:initialtemperatureofprocessgas[K]

T:processgastemperature[K]

(4)정상상태 산모사

(가)비등온 러그 흐름 반응기 모델

그림 부록.2.2.41은 정상상태 비등온 러그 흐름 반응기 모델을 도식화한 것으로 미세

구간에서의 온도 구배는 없다고 가정하 다.이때 내부는 매입자가 충 된 것으로 보았

다.

그림 부록.2.2.41.정상상태 비등온 러그 흐름 반응기 모델.

정상상태 모델로부터 물질 수지와 에 지 수지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 다.

dFSO3
dV

= -rSO3 (부록.2.2.82)

dTSO3
dV

=
Ua(Ta-TSO3)+rSO3ΔHRX

∑FicP,i
(부록.2.2.83)

dTHe
dV

=
Ua(Ta-TSO3)

mHecP,He
(부록.2.2.84)

where,

a:unitheattransferarea(=
A
V
=
4
D
)[m-1]

ΔHRX :reactionheat[kJ/mol]

(= 98.29021232+0.00687695×TSO3-1.308102e-5×T
2
SO3
+6.76987e-9×T3SO3

-1.3501464e-12×T4S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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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부록.2.2.82)는 기본 인 러그 흐름 반응기의 설계식을 표 한 것이며 식 (부록.2.2.83)

과 (부록.2.2.84)는 각각 내부의 황산 혼합 기체의 온도변화와 외벽의 헬륨의 온도변화를

미분식으로 표 한 것이다.

의 설계 결과와 모델식으로부터 MatLab7.5를 이용하여 정상상태 모사 로그램을 개발하

여 이를 부록 1에 첨부하 으며 이의 입력값 출력 를 부록 2에 첨부하 다.

(나)정상상태 산 모사 결과

그림 부록.2.2.42는 정상상태 모사 결과 온도변화를 도시한 것이다.SO3기체의 온

도 분포와 헬륨 기체의 온도분포는 선형 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SO3의 분해 속도가 1차식을

따르고 있으며 온도범 에서 반응열 한 선형 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부록.2.2.42.SO3 헬륨 기체의 정상상태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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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2.43.정상상태 SO3분해율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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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2.44.정상상태 몰속도 변화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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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2.43은 SO3의 분해율을 도시한 것으로 정상상태 조업시 반응기의 출구에서 약

60%의 분해율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망되었다.

그림 부록.2.2.44는 내부의 몰 속도를 도시한 것으로 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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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동 산모사

(가)Start-up문제 모델

그림 부록.2.2.45는 기 시간의 변화에 따른 모델을 도시한 것이다. 기 조건에서

반응기 내부 온도는 헬륨 입구온도로 고정되어 있으며 황산 혼합 기체가 유입됨에 따라 헬륨

과 황산 혼합 기체의 온도차에 의하여 열교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이때 흐름 방향으로

의 열교환은 없는 것으로 보았고 반경방향의 열교환만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 다. 한 단

셀 내에서의 온도구배는 없다고 보았다.

그림 부록.2.2.45.SO3혼합 기체 유입에 따른 열교환 모델.

Start-up문제는 황산혼합 기체가 유입되어 출력되기까지의 과정을 모사하는 것으로 처음

유입된 황산 혼합 기체는 고정된 헬륨 온도와 하게 된다.즉,n+1번째 헬륨의 유입 온도

는 기 헬륨 주입 조건과 항상 같은 값이다.

헬륨의 출구 온도를 가정하여 열량을 계산하고 이 열량에 따른 황산 혼합 기체의 온도 증가

를 계산하 다.이의 결과를 가지고 헬륨의 n+1번째 온도를 계산하여 헬륨의 주입 온도,즉

헬륨 온도 기조건에 +0.01%의 오차 범 내로 결과가 나오도록 iteration법을 사용하여 계산

하 다.이의 흐름도를 그림 부록.2.2.46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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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모델에 따르면 단 셀의 개수가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화된다.즉, 기조건에서의 단

셀의 개수는 0개이며 황산 혼합 기체가 출구에 도달할 때까지 n개까지 증가하게 된다.따라서

지속 으로 반응기 부피 열교환 면 이 증가하게 된다. 한 이때 헬륨의 출구 온도는 이동

한 열량만큼 감소하게 되며 이후 황산 1차 분해 장치로 유입되게 된다.황산 1차 분해 장치는

이의 향을 받아 출력값이 변화하게 되며 황산 2차 분해 장치가 향을 받게 된다.이로서 황

산 1치 분해 장치의 출력값,즉 황산 2차 분해 장치의 입력값은 연속 으로 변화하는 값을 입

력받을 수 있도록 코딩되었다.

그림 부록.2.2.46.Start-up 로그램 흐름도.

(나)Start-up문제 결과

그림 부록.2.2.47은 Start-up시 SO3 혼합 기체의 온도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헬륨과

SO3 혼합 기체의 매우 큰 온도차에 의해 매우 빠르게 온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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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진행됨에 따라 정상상태 조건으로 근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그림 부록.2.2.48는 동

일한 조건에서 헬륨측 온도를 도시한 것으로 헬륨측 온도는 열 달 면 의 증가에 따라 분포

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부록.2.2.49는 황산의 분해율을 나타낸 것으로 거의 선형 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그림 부록.2.2.47.Start-up시 SO3혼합 기체의 시간에 따른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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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2.48.Start-up시 헬륨 기체의 시간에 따른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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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2.49.Start-up시 시간에 따른 황산 분해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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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동특성 모델식

Start-up이후 헬륨의 온도의 변화와 SO3혼합 기체의 주입조건의 변화에 따라 결과

를 출력할 수 있도록 로그래 되어야 한다.즉 Start-up과정에서는 공정의 특성상 황산 2

차 분해 장치로부터 출력되는 헬륨 온도의 향을 1차 분해 장치가 받을 것이며 2차 분해 장

치 이후의 장치들은 모두 향을 받을 것이다.1차 분해 장치 증발기에 향을 주어 황산

혼합 기체의 조성 온도의 변화를 수반하게 되며 이를 반 할 수 있는 로그램이 필요하다.

동특성 모델식은 다음과 같다.

Ua(THe-TSO3)-(∑
n

i=1
FicP,i)

∂T
∂V
+(-rSO3)[-ΔHRX]=∑

n

i=i
CicP.i

∂T
∂t

(부록.2.2.85)

-
∂Fi
∂V
-(-rSO3)=

∂Ci
∂t

(부록.2.2.86)

Q=Ua(THe,j-TSO3,j)=mHecP,He(THe,j+1-THe,j)
(부록.2.2.87)

이를 기반으로 산 로그램은 설계 데이터 입력 출력 모듈,Start-up모듈 그리고 정상

상태 근 모듈을 나 어 코딩하 다.첫 번째 모듈은 설계 데이터를 입력하여 반응기 부피,

그리드 수 등을 출력하는 모듈이며 두 번째 모듈은 SO3혼합 기체가 주입되어 출구로 진행하

는 Start-up과정을 모사하 다.마지막 모듈은 입력값에 한 출력값 로 일을 출력할

수 있는 모듈로 입력값에 해 유연성을 가지도록 코딩되었다.즉 두 번째 세 번째 모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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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으로 연결되어 계산되도록 하여 입력값의 변화에 따라 출구값이 변화할 수 있도록 코딩

되었다.

Start-up이후의 흐름도는 그림 부록.2.2.50에 나타내었다. 로그램은 MatLab7.5로 작성되

었으며 부록 3에 첨부하 고 이의 입력 출력 를 부록 4에 첨부하 다.

그림 부록.2.2.50.2nd-Step

흐름도.

(라)동특성 로그램 구동 조건

황산 2차 분해 장치의 동특성을 살펴보고 로그램의 유연성을 확인하기 하여 다음

과 같은 조건에서의 결과를 살펴보았다.

① Start-up시 헬륨은 열손실 없이 황산 2차 분해 장치로 주입된다고 보았다.즉 IHX의 헬

륨 출력 온도가 황산 2차 분해 장치의 헬륨 주입 기조건이 된다.

② 황산 2차 분해 장치로 주입되는 황산의 조성 온도에 변화는 없다고 하 다.즉,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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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분해 장치의 출구 조건 변화는 없다고 보았다.

(마)동특성 결과

그림 부록.2.2.51은 헬륨의 출구 온도를 나타낸 것으로 이때 헬륨 입력 온도는 IHX의

헬륨 출구 온도인 908.88℃이다.Start-up과정에서는 헬륨의 온도 감소가 두드러지며 이후 정

상상태로 근함에 따라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부록.2.2.51.헬륨 기체의 시간에 따른 출구 온도 분포(헬륨 주입온도 :90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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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2.52.SO3혼합 기체의 시간에 따른 출구 온도 분포(헬륨 주입온도 :90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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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2.53.시간에 따른 SO3혼합 기체의 출구 분해율 곡선(헬륨 주입온도

:90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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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2.52는 SO3혼합 기체의 출구온도를 나타낸 것으로 Start-up과정에서는 혼합기

체의 출구값이 나타나지 않고 start-up이후에 출구온도가 나타난다.이때 출구온도가 1-2℃

정도 상승했다가 감소하는 것은 수식 으로 미분식을 사용함에 따라 기울기가 증가했다가 감

소하는 부분으로 물리 으로 발생하지는 않는 부분으로 사료되었다.

그림 부록.2.2.53은 SO3혼합기체의 출구 분해율을 나타낸 것으로 기의 증감은 앞의 온도

변화에 향을 받은 것이며 정상상태로 근함에 따라 분해율이 수렴값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HI분해 장치 동특성 해석코드

(1)서론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에서 HI분해 장치는 증기상태의 HI을 수소와 요오드로

분해하는 장치로 Section3에서 수소가 생산되는 공정장치이다.공정상 요구되는 온도(450℃)

에서 HI의 평형 환율이 매우 낮으므로 높은 분해율을 얻기 해서는 반응 조건을 비평형상

태로 유지해 수 있는 조작이 필요하다.이는 다단 캐스 이드 반응기에 분리막을 이용한 수

소의 선택 제거를 통해 이룩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Oosawa 등[부록.2.2.25]은 Magnesium-Iodine 열화학 순환계에서

Pt-supported활성탄 활성탄을 이용한 HI의 분해반응 속도를 연구하 으며 Shindo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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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2.2.26]은 Pt/γ-alumina 매를 이용한 HI분해반응 속도를 연구하 다.Zhang 등[부

록.2.2.27]은 HI분해반응의 민감도분석을 통해 온도와 압력의 증가가 분해반응을 진시킴을 실

험 으로 보여주었다.황 등[부록.2.2.28]은 2001년에 silicamembrane반응기에서 HI 매분해

반응을 산 모사하 고 2004년[부록.2.2.29]에는 HI-H2O 기상혼합물에서 silica막의 안정성에

한 결과를 도출하 다.

본 연구에서는 HI분해 장치의 동특성을 해석하기 한 코드를 개발함에 있어, 매가 충

된 HI분해 반응지역과 분해반응으로부터 생성된 수소를 선택 으로 분리회수하는 멤 인 실

로 구성된 분해 장치가 이 라인으로 연결된 다 반응기 시스템으로 가정하여

Tank-in-series모델을 용한 동특성 해석 코드를 개발하 다.

(2)HI분해반응 속도식

본 계산에서 용한 HI분해반응식은 다음과 같다[부록.2.2.30].

HI─→
k 1

2
H2+

1
2
I2 (부록.2.2.88)

Oosawa 등[부록.2.2.25]은 활성탄을 매로 이용하여 HI을 분해하 는데 다음과 같은

Langmuir-Hinshelwood속도식을 제안하 다.

rHI=-kPRHI (부록.2.2.89)

RHI=
xHI

1+KI2PxI2
-

xH2xI2(1+KI2PΦ
e
/2)

Kp(1+KI2PxI2)
2

(부록.2.2.90)

여기에서,

rHI:반응속도 [molm
-3
s
-1
]

k:반응속도상수 [molm
-3
Pa
-1
s
-1
]

P:반응기 압력 [Pa]

xi:요오드 몰분율 [-]

KI2
:요오드 흡착평형상수 [Pa-1]

Φe:HI분해 평형 환율 [-]

Kp:HI분해 평형상수 [-]

의 식에서 HI분해 평형 환율(Φe)는 입력 농도의 함수이며 평형상수 Kp는 HSC5.1[부

록.2.2.31]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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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
(C
e
H2
)
0.5
(C
e
I2
)
0.5

C
e
HI

(부록.2.2.91)

Φ
e
=1-

C
e
HI

CHI,0
=1-

(C
e
H2
)(C

e
I2
)

KpCHI,0
(부록.2.2.92)

Kp= 4.5155200294e-3-(4.5909136825e-5)×T

+(1.436655679e-7)×T2-(8.662519029e-11)×T3

+(1.8279421614e-14)×T4

(부록.2.2.93)

여기에서,

CeH2
:수소 평형농도 [molm

-3
]

CeI2
:요오드 평형농도 [molm

-3
]

CeHI:HI평형농도 [molm
-3
]

CHI,0:HI주입농도 [molm
-3
]

T:반응온도 [K]

따라서 반응속도는 주입농도,출구농도,압력,온도의 함수 계가 있다.

여기서 활성탄 매를 사용할 때의 반응 속도 상수와 요오드의 흡착 평형 상수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부록.2.2.28].

k=0.158exp(
-34375
RT

) (부록.2.2.94)

KI2=5.086×10
-11exp(

68667
RT

) (부록.2.2.95)

여기에서,

R:기체상수 [Jmol
-1
K
-1
]

(3)반응기 모델,물질 수지 에 지 수지

(가)반응기 모델

본 연구에서 이용한 모델은 2007년에 신 등이 발표한 설계계산서 “EED-embedded황

-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열효율 추산”(Calculation Note No.NHDD-KA07-HP-001)[부

록.2.2.32]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델을 기 로 하 으며 그림.부록.2.2.54과 같다.각각의 반응기

는 매가 충 된 완 혼합 반응기로 완 혼합 헬륨 챔버 내에 치한다.즉 각각의 반응기와

헬륨 챔버는 완 혼합 반응기로 가정한다.분해반응기와 분리막 사이의 유체의 시간지연은 없

으며 이는 형 인 CSTR(ContinuousStirredTankReactor)의 특징이다.각각의 반응기는

평형 환율까지 반응이 진행되며 반응됨과 동시에 분리막에서 수소가 선택 으로 회수된다.

잔류 미분해반응 HI는 함께 존재하는 수증기와 요오드 기체와 함께 다음 분해반응기로 연결

을 통해 주입된다.이러한 다단 캐스 이드 장치 구조의 Tank-in-series모델을 계산모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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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함에 있어 배 에서의 유체 체류시간은 엄 히 유체의 동력학 식에 의해 모사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단계에서는 단순히 지연시간의 입력 상수값으로 취하 다.

그림 부록.2.2.54.Tank-in-seriesmodelforaHIdecomposer.

(나)물질 수지

그림.부록.2.2.54의 모델에 의거,i번째 분해반응기에 한 물질 수지를 세우면 다음

과 같다[부록.2.2.33].

Vi
∂C'HI,i
∂t

=(CHI,i-1-C
'
HI,i)vi-1-Vi(-rHI,i) (부록.2.2.96)

여기에서,

CHI,i-1:i번째 분해반응기로 주입되는 HI농도 [molm
-3
]

C
'
HI,i
:i번째 분해반응기의 HI농도 [molm

-3
]

(-rHI,i):i번째 반응기에서의 HI분해속도 [molm
-3
s
-1
]

vi-1:i번째 반응기로 주입되는 유체 부피유량 [m
3
s
-1
]

Vi:i번째 반응기 부피 [m
3
]

식 (부록.2.2.96)의 기 조건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다.

CHI,i=0;t≺0 (부록.2.2.97)

CHI,0=Finite;t≥0 (부록.2.2.98)

한편 분리막에서의 물질 수지는 다음과 같다.



록 Ⅵ-228

FH2,i=kh×[vi-1CH2,i-1+vi-1
(CHI,i-1-C

'
HI,i)

2
] (부록.2.2.99)

FHI,i=αHIFH2,i
(부록.2.2.100)

FI2,i=αI2FH2,i
(부록.2.2.101)

viCH2,i=(1-kh)×[vi-1CH2,i-1
+vi-1

(CHI,i-1-C
'
HI,i)

2
] (부록.2.2.102)

viCHI,i=vi-1C
'
HI,i-FHI,i (부록.2.2.103)

viCI2,i=vi-1CI2,i-1+vi-1
(CHI,i-1-C

'
HI,i)

2
-FI2,i (부록.2.2.104)

여기에서,

FH2,i
:i번째 반응기에서 수소의 멤 인 투과속도 [mols

-1
]

kh:H2투과계수 [-]

αi:HI I2의 수소 비 상 투과계수 [-]

(다)에 지 수지

반응기내에서 소모되는 열은 반응열을 제외하고 없다고 가정하면 반응기 내의 소모열

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부록.2.2.34].

Qr=∑
N

1
[(-rHI,iVi)(-ΔHHIdec)] (부록.2.2.105)

여기에서,

ΔHHIdec
:HI분해반응열 [J/mol]

Qr:단 시간당 에 지공 량 [J/s]

HI의 분해반응열은 HSC5.1[부록.2.2.31]로부터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ΔHHIdec= 3757.9764950767+(3.0779565957)×T

+(3.4040585878e-3)×T2-(5.3263818363e-6)×T3

+(1.786221209e-9)×T4

(부록.2.2.106)

한편 HI분해반응기를 수용하고 있는 헬륨 챔버에서의 열수지는 완 혼합 반응기로 가정하

는 경우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ρHecp,HeVHe
MHe

∂THe
∂t
=FHecp,He(THe,in-THe)+Qr (부록.2.2.107)

여기에서,

ρHe:헬륨 도 [gm
-3
]

cp,He:헬륨 비열 [Jmol
-1
K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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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He:헬륨이 차지하는 부피 [m
3
]

MHe:헬륨 원자량 [gg-mol
-1
]

THe:헬륨 출구온도 [K]

THe,in:헬륨 주입온도 [K]

FHe:헬륨 몰유량 [mols-1]

에 지 수지에서의 기조건은 다음과 같다.

THe=Finite;t=0 (부록.2.2.108)

(라) 로그램 흐름도

본 모델을 용함에 있어 이 에서 체류시간이 존재하므로 다음의 그림 부록.2.2.55

와 같은 장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그림 부록.2.2.55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RC1과 M1이 계산되며 이후 시간이 tL1이 지나면

RC2와 M2가 계산됨을 보여 다.즉 tL1은 첫 번째 이 에 의한 체류시간을 나타내며 각각의

반응기 사이에 배치할 수 있다.따라서 미리 할당된 장 공간에 각 단에서의 출력값을 장하

고 이를 체류시간에 도달했을때 다음 반응기의 입력값으로 사용하 다.

체 계산은 그림 부록.2.2.56의 흐름도에 따라 진행되었다.본 code는 Matlab7.5.0(R2007b)

로 작성되었으며 부록 1에 첨부하 고 이의 입력 출력 를 부록 2에 첨부하 다.코드에서

의 입력값은 코드내에 배열로 입력하여 추후 로그램 통합 과정이 용의하도록 하 다.

그림 부록.2.2.55.DatastoragediagramforHIdecompositiondynamicsimulation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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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2.56.FlowchartforHI

decomposerdynamiccode.

(4)결과 고찰

(가)입력 데이터

본 계산에서 사용된 입력값은 수소생산 300mole/s기 으로 다음의 표 부록.2.2.21과 같

다[부록.2.2.32].반응기내의 공극율(ε)은 0.2이며 투과막의 수소투과도(kh)는 0.9로 가정하 다.

수소에 한 HI와 I2의 상 투과도(αi)는 0.0005로 하 고 물은 투과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입력 몰속도 온도는 기 경계조건으로 가변 으로 입력 가능하도록 코딩되었다. 한

이 의 체류시간은 각각의 이 에 하여 개별 으로 입력 계산 가능하도록 하여 개별

이 내의 유체 흐름조건에 따라 가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 다.단 본 계산에서는 이를

0.001 로 고정하여 결과를 도출하 다.

표 부록.2.2.21.InputdataforHIdecomposerdynamiccode

HI I2 H2O H2 He

Input Flow [mole/s] 989.36 275.89 2612.06 0 7806.79

Input Temp. [K] 723 985

Pressure [Pa] 22*105 22*105

Voidage, ε [-] 0.2 -

Hydrogen permeability, kh [-] - - - 0.9 -

Relative permeability, αi [-] 0.0005 0.0005 0 1 -

Retention time of pipe, tL [s] 0.001 -

표 부록.2.2.22는 본 계산에서 사용된 반응기 부피이며 수소생산 300mole/s기 으로 계산된

것이다.실제 겉보기 반응기 부피는 유효 분해반응부피에 공극율(0.2)을 용한 값이며 24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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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분해 반응기를 감싸고 있는 헬륨 챔버의 부피는 겉보기 분해반응기 총부피의 110%를 산정

한 값으로 헬륨이 차지하는 유효공간은 약 8.7m
3
정도이다.

표 부록.2.2.22.VolumesofHIdecomposerbasedon300mole/sH2production.

StageNo.
ReactionVolume

[m3]

ApparentVolume

[m3]

HeNetVolume

[m3]

1 3.268178 16.34089 -

2 1.674884 8.374421 -

3 1.306562 6.53281 -

4 1.085838 5.429189 -

5 0.937359 4.686796 -

6 0.829821 4.149104 -

7 0.747842 3.739209 -

8 0.682959 3.414794 -

9 0.630117 3.150584 -

10 0.586103 2.930514 -

11 0.548772 2.743858 -

12 0.516633 2.583167 -

13 0.488619 2.443096 -

14 0.463941 2.319705 -

15 0.442004 2.210018 -

16 0.422349 2.111746 -

17 0.404619 2.023094 -

18 0.388527 1.942635 -

19 0.373844 1.869218 -

20 0.360381 1.801904 -

21 0.347984 1.739918 -

22 0.336523 1.682615 -

23 0.325891 1.629453 -

24 0.315995 1.579973 -

Total 17.48574 87.42871 8.742871

(나)동 산모사 결과

그림 부록.2.2.57은 앞의 입력값을 용하 을때 각 단에서의 HI농도 변화를 도시한

것이다. 이 에서의 체류시간 0.001 후 다음 단의 입력값이 할당되어 계산이 진행됨을 알

수 있다. 한 약 1.5 경과후 반응이 정상상태에 도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부록.2.2.58는 각 단에서 수소가 분리막을 통과하여 나오는 것을 도시한 것으로 그림 부

록.2.2.57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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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2.57.HIconcentrationprofilesasafunctionof

operationtime.

그림 부록.2.2.58.H2productionrateasafunctionofopera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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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2.59.TotalH2productionrateandHechamber

temperaturechangesasafunctionofoperation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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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2.59는 총 수소 생산량 헬륨 챔버 온도변화를 도시한 것으로 반응은 약 1.5

에 평형에 도달하며 헬륨 챔버의 열 평형은 약 2.5 에 이룩됨을 알 수 있다.즉 체 시스템

의 평형은 반응기가 정상상태에 도달하는 시간보다 약 1 늦게 나타나는 것으로 악되었다.

정상상태에 도달한 이후 입력값의 변화에 따른 동특성을 살펴보기 하여 다음의 sinusoidal

형태의 식을 이용하 다.

input=steady(1+asin(wt))

여기에서,

input:입력수치(헬륨주입온도,HI혼합가스주입량 등)

steady:정상상태 수치

그림 부록.2.2.60은 헬륨 주입온도에 a는 0.01,w는 10을 용하 을때 결과를 도시한 것으로

헬륨 주입온도는 정상상태 수치에서 ±1% 변화폭을 가지며 변화량은 19.7K이다.이때 헬륨의

입구온도와 출구온도의 응답시간차는 0.1255s를 나타내었으며 총변화폭(ΔTHe,out)은 6.2129K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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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2.60.Typicalresponseofthehelium outputtemperaturetothe

sinusoidalforcingfunctionofthehelium inputtemperature(a=0.01,w=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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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2.61.Maximum deviationofHelium outputtemperaturefrom the

steadystatevaluevs.maximum deviationofHelium inputtemperaturefrom the

steadystate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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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2.61은 헬륨 주입온도 변화에 따른 출구온도 변화량을 나타낸 것으로 장은 반

응기체의 체류시간 0.024s의 약 4,10,26배(w=10,25,60)로 하 으며 헬륨 주입온도의 최 /

최소 진폭을 정상상태 기 ±1,1.5,2%로 하 을 때 w=10조건에서 헬륨의 출구 온도는 정상

상태 비 ±0.32%,0.45%,0.65%를 각각 나타냄으로써 주입온도의 변화에 하여 거의 선형

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 고 변화량에 있어서는 주입온도 변화량 비 0.3% 수 의

출구온도 변화량을 나타낸다는 사실도 확인하 다.뿐만 아니라 일정한 변화량의 진폭에서 주

기 값을 달리 했을 때 출구온도에 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 다.

그림 부록.2.2.62.Maximum deviationofHelium outputtemperaturefrom the

steadystatevaluevs.maximum deviationofHelium inputmolarflow ratefrom

thesteadystate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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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2.62는 헬륨 주입 몰속도 변화에 따른 출구온도 변화량을 나타낸 것으로 장

헬륨 주입 몰속도의 최 /최소 진폭을 그림 부록.2.2.61의 조건과 같이 하 을 때 w=10조건에

서 헬륨의 출구 온도는 정상상태 비 ±0.0076%,0.0115%,0.0153%를 각각 나타냄으로써 주입

몰속도의 변화에 하여 거의 선형 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 고 변화량에 있어서

는 주입온도 변화량 비 0.0076% 수 의 출구온도 변화량을 나타낸다는 사실도 확인하 다.

뿐만 아니라 일정한 변화량의 진폭에서 주기 값을 달리 했을 때 출구온도에 향을 주고 있음

을 확인하 다.

바.HI기체 열기 동특성 해석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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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에서 HI기체 열기는 SO3분해 장치에서 생성된 고온의

가스가 가지고 있는 열을 이용하여 HIx용액 다단 증발농축기에서 배출되는 HI혼합 가스를

열시켜주는 장치이다. 열된 HI혼합 가스는 HI분해 장치를 통과하여 수소가 생산된다.따

라서 HI기체 열기에서 배출되는 HI혼합 가스의 온도는 수소 생산량에 직 으로 향을

주게 된다.

본 계산에서는 이용한 HI기체 열기 모델은 형 인 shell-and-tube열교환기로 SO3혼합

가스는 튜 측으로,HI혼합 가스는 shell측으로 향류(countercurrent)흐름으로 한다.이

때 HI의 분해반응은 없다고 보았고 튜 측에서는 온도 하에 따른 평형값 변화만큼의 황산

의 재결합 반응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2)황산 재결합 반응 속도식

본 계산에서 용한 황산 재결합 반응 속도식은 다음과 같다.

SO3+H2O ←─→
k
kb

H2SO4 (부록.2.2.109)

(-rSO3)=k[CSO3CH2O-
1
Kc
CH2SO4] (부록.2.2.110)

여기에서,

k:정반응 속도상수 [m
3
s
-1
mol

-1
]

kb:역반응 속도상수 [s
-1
]

(-rSO3):삼산화황 재결합 반응속도 [molm
-3
s
-1
]

CSO3:삼산화황 농도 [molm
-3
]

CH2O :물 농도 [molm
-3
]

CH2SO4:황산 농도 [molm
-3
]

Kc:평형상수 [m
3
mol

-1
]

H2O농도가 희박한 상태에서 실험으로 찰한 황산의 재결합 속도식은 참고문헌 [부록.2.2.35]

에서 발표한 바 있다.이에 따라 김 등이 제출한 설계계산서 “SI열화학공정용 1차 황산 분해

장치 동특성해석 코드개발”(CalculationNoteNo.NHDD-HI-CA-07-05.Rev.00)[부록.2.2.36]

에서 황산의 분해반응 속도상수 평형상수를 다음과 같이 구하 다.

kb=298.1218225e5×exp(-10570.30664/T) (부록.2.2.111)

K'c= 274.4829299794-8.0310812614T+0.0275149957T2

-3.3695746029e-5T3+1.4177974265e-8T4
(부록.2.2.112)

여기에서,

T:삼산화황 온도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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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산분해 평형상수 [-]

이를 적용하고자 함은 추후 프로그램 통합시 parameter를 공유함으로서 코드 형식을 일치화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식 (부록.2.2.23)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부록.2.2.113)

   
′    (부록.2.2.114)

(3) HI기체 예열기의 크기

HI기체 예열기는 shell-and-tube 열교환기로 흐름 특성, 특히 레이놀드 수()의 변

화에 따른 총괄 전열 계수의 변화와 열교환 면적의 변화를 고려하여 설계하였고 이는 다음의

식을 이용하였다[부록.2.2.37].



 


  








(부록.2.2.115)

  
  



 
(부록.2.2.116)

  
 

  



(부록.2.2.117)

   


(부록.2.2.118)

여기에서

 : 총괄전열계수 [kJ s-1 m-2K-1]

 : 외부전열계수 [kJ s
-1 m-2K-1]

 : 내부전열계수 [kJ s-1 m-2K-1]

 : tube 전열계수 [kJ s
-1
m
-2
K
-1
]

 : fouling 전열계수 [kJ s
-1
m
-2
K
-1
]

 : 단위 면적당 질량속도 [kg s
-1
m
-2
)]

 : 열전도도 [kJ s-1 m-1K-1]

 : 열용량 [kJ kg
-1 K-1]

이를 이용하면 관의 개수에 따라 레이놀드 수가 변화하게 되며 총괄전열계수가 관의 개수의

함수가 된다. 즉 관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레이놀드 수는 감소하며 이에 따라 총괄전열계수

는 감소하게 된다.

는 관의 표면상태에 따라 변화하는 인자로 공학 계산에서 사용되는 범위의 평균값인 5670

W/(m2․K)를 사용하였다[부록.2.2.37]. 관의 내경과 외경은 각각 1/2in와 5/8in의 SiC 재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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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 고 이때 SiC의 열 도도는 60J/(s․m․K)을 용하 다[부록.2.2.38].본 계산에

용된 기체의 열 도도와 도는 고압 기체 계산식[부록.2.2.39-부록.2.2.40]을 이용하 으며 열

용량은 HSC5.1[부록.2.2.41]값을 regression하여 사용하 다.

이를 다음의 설계식에 용하여 의 길이를 산정하 고 이때의 길이가 쉘 직경의 약 2배가

되도록 하 으나 추후 직경과 길이 비에 한 최 화가 필요한 사항이다.

Q=UAΔTlmtd (부록.2.2.119)

A=
Q

UΔTlmtd
(부록.2.2.120)

Lt=
A
πntDi

(부록.2.2.121)

여기에서,

Q:열량 [kJs-1]

A:열교환 면 [m
2
]

ΔTlmtd : 수평균온도차 [K]

Lt:tube길이 [m]

nt:tube갯수 [ea]

표 부록.2.2.23.HI기체 열기 입․출력 조건

H2O

(mol/s)

H2

(mol/s)

O2

(mol/s)

HI

(mol/s)

I2

(mol/s)

H2SO4

(mol/s)

SO3

(mol/s)

SO2

(mol/s)

Press.

(bar)

Temp.

(K)

Tube

in
532.58 - 148.44 - - 1.10 183.21 296.88 7.09 1,123.00

Tube

out
461.25 - 148.44 - - 72.4338111.88 296.88 7.09 890.00

Shell

in
2612.06 - - 989.36 275.89 - - - 22.00 528.00

Shell

out
2612.06 - - 989.36 275.89 - - - 22.00 723.00

열량은 헬륨 라인 총 에 지 수지에서 계산된 값인 26,609.36kJ/s를 용하 으며 쉘의

직경 높이는 다음의 식을 이용하 는데 은 삼각 배열로 심간 거리는 내경의 1.25

배로 하 다. 한 쉘과 최외곽 과의 간격은 10cm로 하 다.

DS=2pT
nt
36
+Dt+0.01 (부록.2.2.122)

HS=Lt×1.25 (부록.2.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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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를 결정하기 한 입구 출구 몰속도 온도는 2007년에 신 등이 발표한 설계계산서

“EED-embedded SI Cycle 수소 생산 열효율 추산”(Calculation Note No.

NHDD-KA07-HP-001)[부록.2.2.42]에서 제시하고 있는 값으로 표 부록.2.2.23과 같다.

입․출력 값을 이용하여 얻은 HI기체 열기의 크기는 표 부록.2.2.24와 같다.

(4)물질 수지 에 지 수지

물질 수지 에 지 수지를 세우기 한 HI기체 열기 모델은 다음과 같다. 기 반

응 부피는 0이며 튜 내에 입․출력 조건은 기 입력 조건과 같고 shell측에는 튜 측 입

력온도와 같은 온도의 비활성 기체가 채워져 있는 것으로 가정하 다.쉘 측 입력이 시작되면

이의 유량에 따라 반응 부피가 결정되며 시간이 shell측의 체류시간에 도달하기 까지 반응

부피는 증가하게 된다.이를 그림 부록.2.2.63에 도시하 다.

표 부록.2.2.24.HI기체 열기의 크기 계산 결과

Tube

InsideDiameter 0.0127m(1/2in)

OutsideDiameter 0.015875m(5/8in)

Pitch 0.00198m

Shell
Diameter 0.8240m

Height 3.6225m

Insideheattransfercoefficient,hi 0.9109kJ/(m
2
sK)

Outsideheattransfercoefficient,ho 102.4058kJ/(m2sK)

Tubeheattransfercoefficient,hw 37.7953kJ/(m
2
sK)

Foulingfactor,hs 5.67kJ/(m2sK)

Overallheattransfercoefficient,U 0.630996kJ/(m
2
sK)

HeatDuty,Q 26,609.36kJ/s

Heattransferarea,A 167.3656m
2

Tubenumber,N 1292ea

Tubelength,L 2.898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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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2.63.Recuperatormodelfordynamiccode.

쉘 측 유량은 반응이 없고 압력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상수로 취 할 수 있으며 의 모델

에 따라 물질 수지를 세우면 다음과 같다[부록.2.2.43].

V
∂Ci,t
∂t
=νiriV+(Fi,t,in-Fi,t,out) (부록.2.2.124)

where,

Ci,t:튜 측 농도 [molm
-3
]

νi:양론 계수 [-]

Fi,t,in:튜 측 입구 몰속도 [mols-1]

Fi,t,out:튜 측 출구 몰속도 [mols-1]

에 지 수지식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먼 반응에 의한 열량은 다음과 같다.

Qr=(-rSO3V)(-ΔHRX) (부록.2.2.125)

여기에서,

ΔHRX :반응열 [kJ/mol]

Qr:반응열량 [kJ/s]

SO3의 재결합 반응열은 HSC5.1[부록.2.2.17]로부터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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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HRx= -94.939400761-0.0212046296Tt+5.0819866715e-5T
2
t

-3.3267089298e-8T3t+8.3494616811e-12T
4
t

(부록.2.2.126)

튜 측과 쉘 측의 열교환에 의한 열량변화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QHT=∑(Fi,scp,i,s)ΔTS=UAΔTL (부록.2.2.127)

여기에서,

QHT :열교환 속도 [kJ/s]

cp,i,s:쉘 측 입구 열용량 [kJmol
-1
K
-1
]

Fi,s:쉘 측 몰속도 [mols
-1
]

Tt:튜 측 온도 [K]

ΔTS :쉘 측 온도차 [K]

ΔTL : 수평균온도 [K]

따라서 튜 측의 온도변화는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부록.2.2.43].

∑(ρicp,i,tV)
∂Tt
∂t
=QHT+∑(Fi,t,incp,in,t)ΔTt+Qr (부록.2.2.128)

여기에서,

ρi:튜 측 몰 도 [molm
-3
]

cp,i,t:튜 측 열용량 [kJmol
-1
K
-1
]

cp,in,t:튜 측 입구 열용량 [kJmol
-1
K
-1
]

ΔTt:튜 측 온도차 [K]

계산은 그림 부록.2.2.64과 같은 흐름도에 따라 진행되었다.본 code는 Matlab7.5.0(R2007b)

로 작성되었으며 부록 3에 첨부하 고 이의 입력 출력 를 부록 4에 첨부하 다.코드에서

의 입력값은 개별 m- 일로 작성하여 추후 로그램 통합 과정이 용의하도록 하 다.

(5)결과 고찰

(가)입력 데이터

본 계산에서 사용된 입력값은 수소생산 300mole/s기 으로 의 표 부록.2.2.23[부

록.2.2.42]과 같다.입력 몰속도 온도는 기값이며 가변 으로 입력 가능하도록 코딩되었다.

한 물성 데이터는 HSC5.1[부록.2.2.41]을 기반으로 하 으며 개별 m-화일로 작성되어 추후

통합과정에 용이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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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2.64.Flowchartforrecuperatordynamiccode.

(나)시동 특성 결과

그림 부록.2.2.65는 수소생산 300mole/s기 으로 정상 입력값을 용하 을때 출구측

온도변화를 도시한 것이다.쉘 측의 체류시간은 0.0616s이며 0.2037s이후 정상상태에 도달하고

있다.정상상태 조건은 표 부록.2.2.23의 결과에서 ±1%이내의 오차범 를 가지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그림 부록.2.2.65.Outputtemperaturechangesonnormal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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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2.66.Tubeoutputmolarflow rateonnormal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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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2.66은 의 정상조건하에서 튜 측 출구 몰속도를 도시한 것으로 0.2037s이후

에 정상상태에 도달하고 있다.반응속도가 매우 빨라 온도와 조성이 같은 시간에 정상상태에

도달함을 알 수 있다.

(다) 이 특성 결과

정상상태에 도달한 이후 입력값의 변화에 따른 동특성을 살펴보기 하여 다음의

sinusoidal형태의 식을 이용하 다.

input=steady(1+asin(wt))

여기에서,input:입력수치(공정가스 주입 온도,HI혼합가스 주입량 등)steady:정상상태

수치

그림 부록.2.2.67는 튜 측 주입온도에 a는 0.01,w는 10을 용하 을때 결과를 도시한 것

으로 공정가스 주입온도는 정상상태 수치에서 ±1% 변화폭을 가지며 변화량은 22.46K이다.이

때 튜 측 출구온도 변화량 쉘 측 출구온도 변화량은 각각 5.41K,3.11K 이며 튜 측 출

구 총 몰속도 변화량은 3.11mole/s이다.

주입온도 변화

그림 부록.2.2.68은 튜 측 주입온도 변화에 따른 출구 변화량을 나타낸 것으로

장은 HI혼합 기체의 체류시간 0.062s의 약 3.4,5,10배(w=10,20,30)로 하 으며 튜 측

주입온도의 최 /최소 진폭을 정상상태 기 ±1,1.5,2%로 하 을 때 w=10조건에서 튜 측

출구온도는 정상상태 비 ±0.31%,0.46%,0.62%를 각각 나타냄으로써 주입온도의 변화에

하여 거의 선형 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 고 변화량에 있어서는 주입온도 변화량

비 0.3% 수 의 출구온도 변화량을 나타낸다는 사실도 확인하 다.쉘 측 출구온도는 와

같은 조건에서 정상상태 비 ±0.21%,0.32%,0.43%로 거의 선형 으로 변하며 변화량은

주입온도 변화량 비 0.2%의 출구온도 변화량을 나타내며 튜 측 출구 총 몰속도 변화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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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태 비 ±0.14%,0.21%,0.293%이며 변화량은 주입온도 변화량 비 0.14% 수 이

다.

그림 부록.2.2.67.Typicalresponseoftheoutputvaluestothe

sinusoidalforcingfunctionoftheprocessgasinput

temperature(a=0.01,w=10).

그림 부록.2.2.69는 쉘 측 주입온도 변화에 따른 출구 변화량을 나타낸 것으로 와 같은 조

건에서 나타낸 것으로 튜 측 출구온도는 정상상태 비 ±0.19%,0.28%,0.38%를 각각 나타

내었고 변화량에 있어서는 주입온도 변화량 비 0.2%의 출구온도 변화량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쉘 측 출구온도는 같은 조건에서 정상상태 비 ±0.42%,0.62%,0.83%이었으며

변화량에 있어서는 주입온도 변화량 비 0.4% 수 으로 출구온도가 변화되었다. 한 튜

측 출구 총 몰속도는 정상상태 비 ±0.09%,0.13%,0.17%이었으며 주입온도 변화량 비

변화량의 변화는 약 0.1% 이다.주입온도의 변화에 하여 주기 값을 달리 했을 때 출구

값에 향을 거의 주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 다.

따라서 튜 측 총 출구 몰속도 변화량에는 튜 측 주입온도가 약 1.4배 큰 향을 주는 것

을 알 수 있었으며 수소 생산량에 직 인 향을 주는 인자인 쉘 측 출구온도에는 쉘 측 주

입온도가 약 2배 큰 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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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2.68.Maximum deviationofoutputvaluesfrom thesteadystatevalue

vs.maximum deviationoftubesideinputtemperaturefrom thesteadystate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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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2.69.Maximum deviationofoutputvaluesfrom thesteadystatevalue

vs.maximum deviationofshellsideinputtemperaturefrom thesteadystate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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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량 변화

그림 부록.2.2.70,부록.2.2.71은 각각 튜 쉘 측 주입 총 몰속도 변화에 따른 출구

변화량을 나타낸 것으로 장 튜 쉘 측 주입 총 몰속도의 최 /최소 진폭을 각각 주

입온도 변화 조건과 같이 하 을 때 w=10조건에서 튜 측 출구온도는 정상상태 비

±0.12%,0.18%,0.25%와 ±0.04%,0.07%,0.09%를 각각 나타냄으로써 주입 총 몰속도의 변화에

하여 거의 선형 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 고 변화량에 있어서는 튜 쉘 측

주입 총 몰속도 변화량 비 0.12% 0.04%수 의 출구온도 변화량을 나타내었다.

쉘 측 출구온도는 같은 조건에서 정상상태 비 ±0.09%,0.13%,0.17%와 ±0.20%,0.31%,

0.41%를 각각 나타내었고 변화량에 있어서는 튜 쉘 측 주입 총 몰속도 변화량 비

0.1%,0.2%이며 튜 측 출구 총 몰속도는 정상상태 비 ±1.06%,1.58%,2.11% 와 ±0.02%,

0.03%,0.04%이고 변화량은 주입 총 몰속도 변화량 비 1.1% 0.02% 수 의 총 몰속

도 변화량을 나타낸다는 사실도 확인하 다.주입온도와 같이 주입량의 변화에 하여 주기 값

을 달리 했을 때 출구 값에 향을 거의 주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 다.

따라서 튜 측 총 출구 몰속도 변화량에는 튜 측 주입량이 약 3배 큰 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수소 생산량에 직 인 향을 주는 인자인 쉘 측 출구온도에는 쉘 측 주입

온도가 약 55배 큰 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튜 측 주입온도와 주입량을 비교하 을 때 주입량의 변화가 약 8배 큰 향을 주었

으며 쉘 측에서는 주입온도가 약 5배 큰 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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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2.70.Maximum deviationofoutputvaluesfrom thesteadystatevalue

vs.maximum deviationoftubesideinputmolarflow ratefrom thesteadystat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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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2.71.Maximum deviationofoutputvaluesfrom thesteadystatevalue

vs.maximum deviationofshellsideinputmolarflow ratefrom thesteadystate

value.

M
a

xi
m

u
m

 d
e

vi
a
ti
o

n
 o

f

tu
b

e
 s

id
e
 o

u
tp

u
t

te
m

p
e

ra
tu

re
 [

%
]

0 .0 2

0 .0 4

0 .0 6

0 .0 8

0 .1 0

w = 1 0
w = 2 0

w = 3 0

M
a

xi
m

u
m

 d
e

vi
a

tio
n

 o
f

s
h

e
ll 

s
id

e
 o

u
tp

u
t

te
m

p
e

ra
tu

re
 [

%
]

0 .2

0 .3

0 .4

M a x im u m  d e v ia t io n  o f  s h e ll  s id e  in p u t  m o la r  f lo w  ra te  [% ]

0 .8 1 .0 1 .2 1 .4 1 .6 1 .8 2 .0 2 .2

M
a

x
im

u
m

 d
e

vi
a
ti
o

n
 o

f

tu
b

e
 s

id
e
 o

u
tp

u
t

m
o

la
r 

fl
o
w

 r
a

te
 [

%
]

0 .0 1 5

0 .0 2 0

0 .0 2 5

0 .0 3 0

0 .0 3 5

0 .0 4 0

0 .0 4 5



록 Ⅵ-248

사.HI증류장치 동특성 해석코드

(1)서론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에서 HI혼합용액 다단증류탑은 기투석장치를 거쳐 농

축된 HI용액을 추가 농축하여 HI분해반응기로 주입시키기 한 HI혼합 기체를 얻기 한

장치이다.즉 분젠반응에서 배출된 HI혼합용액은 공비 근처의 HI농도를 유지하고 있는

계로 기투석장치는 이러한 공비 의 HI농도를 극복하기 하여 최소한의 기에 지를 투입

하여 HI혼합용액을 1차 농축시키는 것을 목 으로 한다.1차 농축된 HI혼합용액은 다단증류

탑으로 주입되어 농축된 HI혼합 기체가 얻어지며 다음 단계인 HI분해반응기로 수소를 얻기

해 투입된다[부록.2.2.44].

HI혼합용액 다단증류탑의 정상상태 동특성 해석을 하여 H2O-HI-I2계의 상평형 모델

을 필요로 한다[부록.2.2.45].이에 랑스의 CEA 그룹은 Neumann의 모델을 근간으로 한

PROSIM의 운 으로 HI반응증류탑 해석을 시도한 바 있으며[부록.2.2.46]Belassaoui는

Neumann의 모델을 기본골격으로 하되 실제 상(Phase)거동을 나타낼 수 있도록 매개변수를

조정해서 PROSIM을 사용하여 반응증류탑을 해석한 바 있다[부록.2.2.47]. 한 ASPEN PLUS

사의 연구에서는 해질 특성을 고려한 ElectrolyteNRTL모델을 액상의 활동도 계수 추산에

이용하 고 반응 증류탑의 반응으로부터 생성된 수소의 H2O와 HI용액에 한 용해도는

Henry의 법칙을 용했으며 기상에 해서는 Redlich-Kwong상태방정식을 용했다.ASPEN

PLUS는 이 모델을 통해 반응증류탑과 같이 다단의 기-액 평형이 아닌 단일 기-액 평형만을

다루는 FlashVessel과 몇몇 단 조작기를 통해 HI-H2O-I2-H2계의 분리 공정도를 만들고 계

산을 수행하 다[부록.2.2.48].이 모델은 Neumann등의 모델보다 액-액 상평형 자료들을 잘

측하고 있으나 기-액 상평형 자료의 측에는 Neumann의 모델이 다소 은 오차를 보여주

었다[부록.2.2.49].

본 계산에 앞서 이 등이 제출한 설계계산서 “HI-H2O-I23성분계의 기체-액체 상평형(VLE)

해석모델”(CalculationNoteNo.NHDD-KA06-HP-004.Rev.00)[부록.2.2.45]에서 실증 실험

자료와 Neumann 모델을 기 로 상평형 모델을 제시하 고 신 등이 제출한 설계계산서

“EED-embedded SICycle 수소 생산 열효율 추산”(NHDD-KA07-HP-001.Rev.01)[부

록.2.2.44]에서는 이를 용하여 HI혼합용액 다단증류탑의 정상상태 모사를 수행한바 있다.

본 계산에서는 앞선 상평형 모델 정상상태 해석 연구를 기반으로 HI혼합용액 다단증류

탑의 동특성 해석을 한 모델 컴퓨터 코드를 개발하 고 이를 의 정상상태모사 결과와

비교하 다.

(2)HI-H2O-I23성분계 기체-액체 상평형

(가)액상 (Liquidphase)

반응이 포함되어 있는 H2O-HI-I2-H2계의 액-액-기체(LLV)상평형을 해석하기 한

Neumann의 가정은 다음과 같다[부록.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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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H2는 오직 기체상에만 존재한다.

② 비록 고압계이지만 기체상은 이상기체로 간주한다.

③ 액상에서는 HI의 용매화가 일어난다.

④ HI는 오직 기체상에서만 분해되어 H2와 I2를 생성한다.

액상의 비이상성을 고려하기 한 활동도 모델로는 NRTL모델이 사용되었으며 모델의 매개

변수들은 Engels와 Knoche의 실험자료[부록.2.2.51,부록.2.2.52]를 회귀분석해서 얻었다.여기서

H2O는 성분 1,HI는 성분 2,H2O와 HI의 반응에 의해 생성된 complex를 성분 3과 4,I2를 성

분 5라고 하 다.150℃를 기 으로 NRTL모델의 매개변수들이 다르게 표 되는데 이는 15

0℃가 HI의 임계 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활동도 계수를 얻기 한 NRTL매개변수는

표 부록.2.2.25와 부록.2.2.26에 수록하 고 용되는 식은 다음과 같다.여기에서 성분 3과 4(생

성된 complex)는 사실상 동종 물질이므로 이 성분들 사이의 매개변수들은 모두 0이 된다[부

록.2.2.45].

150℃이하 i>j조건에서 다음의 식이 NRTL모델에 용된다.

τij=Aij+Bij/T (부록.2.2.42)

αij=1.2
Cij+Dij/T=-αji (부록.2.2.43)

여기서,τ:NRTL모델 비 칭 이종 상호 매개변수

α:NRTL모델 칭 인자

T:온도 [K]

150℃이상 i=1,j=5혹은 i=5,j=1조건에서 다음과 같은 식들이 NRTL모델에 용

된다.

τij=Aij+Bij/T (부록.2.2.44)

αij=1.2
Cij+Dij/T=-αji (부록.2.2.45)

와 다른 모든 조건에서 다음의 식이 용된다.

Tm=
1

1/T-1/423.15
(부록.2.2.46)

τij=Aij+Bij/Tm (부록.2.2.47)

αij=1.2
Cij+Dij/Tm=-αji (부록.2.2.48)

여기서,Tm :임의의 온도(T)에서 150℃ 사이의 평균온도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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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2.2.25.H2O-HI-I2계의 NRTL매개변수 (T<150℃ )

i j Aij Bij Cij Dij
1 2 0.8858 8205 -36.13 -4916

1 3,4 -11.53 89220 -2.783 -5572

1 5 8.876 -1577 -28.64 4353

2 1 -30.67 13900 0 0

2 3,4 -1.837 -434.3 -2.018 -681.7

2 5 12.24 -6063 59.97 -25490

3,4 1 -1.944 626 0 0

3,4 2 3.713 -389 0 0

3,4 5 -2.389 761.6 -32.08 15880

5 1 -10.78 4232 0 0

5 2 1.43 1211 0 0

5 3,4 3.167 -1740 0 0

표 부록.2.2.26.H2O-HI-I2계의 NRTL매개변수 (T>150℃ )

i j Aij Bij Cij Dij
1 2 20.28 17850 -47.75 8978

1 3,4 199.3 140500 -15.95 901.2

1 5 8.876 -1577 -28.64 4353

2 1 2.179 20960 0 0

2 3,4 -2.863 1661 -3.629 1174

2 5 -2.088 804.5 -0.2687 -1618

3,4 1 -0.4646 2365 0 0

3,4 2 2.794 2099 0 0

3,4 5 -0.5892 644.3 5.448 1043

5 1 -10.78 4232 0 0

5 2 4.292 1995 0 0

5 3,4 -0.945 -1238 0 0

(나)기상 (Vaporphase)

각 성분의 포화증기압은 다음의 식으로부터 계산될 수 있으며 분압은 modifiedRaoult

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된다.

PoHI=1.01325×10
EXP2atT<150℃ (부록.2.2.49)

여기서,EXP2= T-237.6
T

(4.43-0.48
T-237.6
237.6

+0.5(
T-237.6
237.6

)2)

Poi:i성분의 포화 증기압 [bar]

PoHI=10
EXP1atT>150℃ (부록.2.2.50)

여기서,EXP1=4.37636-1040.31/T

PoI2=10
EXP2/750.1[bar] (부록.2.2.51)

여기서,EXP2=-3205/T-5.18log10(T)+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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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H2O=exp(EXP1)*Pc,H2O
[bar] (부록.2.2.52)

여기서,EXP1=
(a×Tr'+b×Tr'

1.5+c×Tr'
3+d×Tr'

6)

(1-Tr')

Tr'=1-
T
Tc,H2O

Tc,H2O
:물의 임계온도 (=647.3K)

Pc,H2O
:물의 임계압력 (=221.2bar)

a=-7.76451,b=1.45838,c=-2.77580,d=-1.23303

PTotal=PHI+PH2O+PI2+PH2

(부록.2.2.53)

여기서,PTotal: 체 압력 [bar]

Pi(=xiγiP
o
i
):i성분의 부분 압력 [bar]

PH2
(=Keq

P
2
HI

PI2
):수소의 부분 압력 [bar]

xi:i성분의 액상 몰분율 [-]

Keq=10
-1204.2/T(K)-0.016:평형 상수 [-]

의 계산식을 이용한 상평형 계산과정을 그림 부록.2.2.72에 나타내었다[부록.2.2.45].이때

근을 구하기 해 secantmethod를 이용하 으나 속도가 빠른 장 이 있는 반면 정확도가

bi-sectionmethod에 비해 떨어지는 단 이 있다.이는 미세 변화량을 추 해야 하는 동특성

코드에서 큰 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정확도를 높이기 하여 bi-sectionmethod를

이용하 다.

(3)HI-H2O-I23성분계 엔탈피 계산

본 계산에서 이용한 엔탈피는 기상에서의 값을 이용하 는데 이는 HI와 I2의 액상 엔탈

피 자료의 부재에 따른 것이다.따라서 온도에 따른 엔탈피 변화율이 액상과 기상이 같다고 가

정하여 액체상의 엔탈피는 기상의 엔탈피에서 기화열을 빼 값을 이용하 다.계산을 하여

사용한 각 성분의 분자량,임계 25℃ 기체상 생성열은 다음과 같다[부록.2.2.50].

표 부록.2.2.27.순수한 물질의 분자량,임계 생성열

H2O HI I2 Remark
MW[g/gmol] 18.02 127.91 253.81

Tc[℃] 374.2 150.7 546

Pc[bar] 221.182 83.1 116.54

Vc[m
3
/kmol] 0.063494 0.1219 0.155

ΔH0f[kcal/mol] -57.8 6.3 14.924 gas,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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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2.72.기상 반응 존재 하 에서의 상평형 계산

흐름도[부록.2.2.45].

순수한 물질의 기상 열용량은 다음의 식과 표 부록.2.2.28의 계수를 이용하여 계산하 다.

Cp,i=ai+biT+ciT
2+diT

3+eiT
4+fiT

5 (부록.2.2.54)

여기서,Cp,i:i성분의 열용량 [cal/(℃ mol)]

T:온도 [℃]

표 부록.2.2.28.순수한 물질의 열용량 계산을 한 계수

ai bi ci di ei fi
H2O 8.011342 0.001076 3.70E-06 -2.78E-09 8.90E-13 -9.96E-17

HI 6.974353 -0.00026 4.45E-06 -3.23E-09 0 0

I2 8.815293 0.000796 -1.11E-06 6.77E-10 0 0

이에 따라 순수한 물질의 기상 엔탈피(HV [kcal/mol])계산은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

고 혼합물의 엔탈피는 몰비(xi,yi)만을 고려하 다.그리고 액상의 엔탈피(HL [kcal/mol])는

기상의 엔탈피에서 기화열(ΔHv,i[kcal/mol])을 빼 값을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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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V
i=ΔH

0
f,i+

⌠
⌡

T

Tref

Cp,idT (부록.2.2.55)

HV=∑
i
yiH

V
i

(부록.2.2.56)

HL=∑
i
xi(H

V
i-ΔHv,i)

(부록.2.2.57)

여기서,HVi :i성분의 기상 엔탈피 [kcal/mol]

ΔH0f,i:i성분의 기화열 [kcal/mol]

HV :혼합물의 기상 엔탈피 [kcal/mol]

HL :혼합물의 액상 엔탈피 [kcal/mol]

yi:i성분의 기상 몰분율 [-]

순수한 물질의 기화열(ΔHv,i[kcal/mol])은 다음의 Watson식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이때

용한 계수들은 Aspenplus에서 사용된 값으로 표 부록.2.2.29에 나타내었다.

ΔHv,i=Ai(
Tc,i-T

Tc,i-Bi)
Ci

atTmin,i<T<Tc,i (부록.2.2.58)

여기서,Tc,i:i성분의 임계 온도 [℃]

Tmin,i:Watson식 용 최소 온도 [℃]

표 부록.2.2.29.순수한 물질의 기화열 계산을 한 계수

Ai Bi Ci Tmin,i[℃]

H2O 9.717 100.05 0.3106461 0.05

HI 4.724 -35.55 0.3106461 -50.75

I2 10 184.35 0.3106461 113.65

(4)HI혼합용액 다단증류탑 동특성 계산 모델

본 모델에 설정된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고 이의 모델을 그림 부록.2.2.73에 나타내었다.

① 탑 내부의 각 단과 재비기의 체류량(hold-up)은 증류탑 설계 기 에 따르는 상수 값이며

기 농도와 온도는 주입용액의 조건과 일치한다.

② 재비기 부분 응축기에서의 열부하량은 일정하다.

③ 주입 용액은 포화 액체까지를 다룬다.

④ 증류탑은 등압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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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2.73.HI혼합용액

다단증류탑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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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2.73에서와 같이 HI혼합용액 다단증류탑은 재비기와 부분 증류기,증류 컬럼으

로 구성되며 주입단은 8단이다.부분 응축기의 특성상 탑정에서 증기가 생산되며 이의 온도

조성은 부분 응축기 내부 증기의 온도 조성과 같다. 한 탑 에서 출력되는 액체의 온도

조성은 재비기 내부 액체의 온도 조성과 같다.

의 가정 모델로부터 본 계산은 그림 부록.2.2.74의 흐름으로 계산된다.우선 parameter

와 coefficient 등 상수값이 역변수로 장되고 각 변수들을 기화를 시킨다.이후

stage-wise법으로 제비기로부터 부분 응축기 순으로 계산이 이루어진다.제비기의 단수는 총

단수(NT)와 같으며 부분 응축기의 단수는 1이다.

주계산 차(maincalculatingroutine)내에서의 계산 흐름은 그림 부록.2.2.75에 나타내었다.

주계산 차는 각단에서 증기발생이 없다고 가정하고 (V=0)새로운 조성(x') 액체 흐름속

도(L')를 계산한 다음 에 지 수지식을 통해 단의 온도(T')를 계산하고 조성(x')의 끓는 (Tb')

과 비교하여 끓는 이하이면 증기발생이 없고 끓는 이상이면 증기가 발생되는 조건으로 보

았다.즉 증기가 발생되는 조건은 유입되는 열량이 총 유입량 holdup의 온도를 그 조성(x')

에 따른 끓는 (Tb')이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가로 단하 다.단의 조성에 따른 끓는 은

equil.m(부록 3)에서 결정되며 단의 온도는 TempDetermine.m(부록 3)에서 결정된다.끓는 과

단의 온도를 비교하여 끓는 이하이면 출력 루틴으로 넘어가게 된다.

단의 온도(T')가 끓는 이상이면 MatLab내장함수인 fsolve함수[부록.2.2.53]를 이용하여

해를 구하 다.이의 차를 그림 부록.2.2.76에 도시하 다.먼 액상 조성을 가정(x'')하고 이

를 상평형 계산(equil.m)을 통하여 기상 조성(y') 끓는 (Tb'')을 계산한 다음 이의 결과를

에 지 수지식에 용하여 기체 증발 속도(V')를 결정하 다.이 게 결정된 값들을 각 성분별

조성식에 용하여 축 항과 입출력항의 계산 값이 오차범 내에서 일치하며 동시에 기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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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의 합이 1이 되는 액상 조성을 결정하 다.여기서 MatLab에 내장된 fsolve함수를 3개의

조성식(componentbalanceequation)과 summation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비선형 연립방정식의

근을 찾는 방법으로 이용하 는데 molefractionDeter1.m(부록 3)에 에 지 수지식,조성식,

summation식을 배열하고 액상 조성을 targetvalue,조성식을 targetequation으로 설정하여

fsolve명령을 사용하 다.

본 계산에서 사용된 수지식은 표 부록.2.2.30에 정리하 다.

그림 부록.2.2.74.HI혼합용액 다단증류탑 동특성 계산

흐름도.

nn

nnn

VL

yxT

,

,,,

Start

Initialize

Parameter

ttt D+=

NTn =

Main
Calculating

Routine

1=n

1-= nn

NoYes

Save

nn

nnn

VL

yxT

,

,,,

Start

Initialize

Parameter

ttt D+=

NTn =

Main
Calculating

Routine

1=n

1-= nn

NoYes

Save



부록 Ⅵ-256

그림 부록.2.2.75.주계산 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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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2.76.증기 발생시 계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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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2.2.30.HI혼합용액 다단증류탑에 사용된 수식

Reboiler Equations No.

Materialbalance
dMNT
dt

=LNT-1-VNT-LNT=0

LNT=LNT-1-VNT

(부록.2.2.59)

Componentbalance dMNTxNT,i
dt

=LNT-1(xNT-1,i-xNT,i)-VNT(yNT,i-xNT,i) (부록.2.2.60)

Energybalance dMNTh
L
NT

dt
=LNT-1(h

L
NT-1-h

L
NT)-VNT(h

V
NT-h

L
NT)+Qr

(부록.2.2.61)

Stagen

Materialbalance
dMn
dt
=Vn+1+Ln-1-Vn-Ln+Fnf=0

Ln=Vn+1+Ln-1-Vn+Fnf

(부록.2.2.62)

Componentbalance
dMnxn,i
dt

= Vn+1(yn+1,i-xn,i)+Ln-1(xn-1,i-xn,i)

-Vn(yn,i-xn,i)+Fnf(xnf,i-xn,i)

(부록.2.2.63)

Energybalance
dMnh

L
n

dt
= Vn+1(h

V
n+1-h

L
n)+Ln-1(h

L
n-1-h

L
n)

-Vn(h
V
n-h

L
n)+Fnf(h

L
nf-h

L
n)

(부록.2.2.64)

Condenser

Materialbalance
dM1
dt
=V2-V1-L1=0

L1=V2-V1

(부록.2.2.65)

Componentbalance dM1x1,i
dt

=V2(y2,i-x1,i)-V1(y1,i-x1,i) (부록.2.2.66)

Energybalance dM1h
L
1

dt
=V2(h

V
2-h

L
1)-V1(h

V
1-h

L
1)-Qc

(부록.2.2.67)

Summation
∑
i
xn,i=1

(부록.2.2.68)

∑
i
yn,i=1

(부록.2.2.69)

여기서,Mn:n번 단의 체류량 [mole]

Ln:n번 단의 액상 흐름 몰속도 [mole/s]

Vn:n번 단의 기상 흐름 몰속도 [mole/s]

Fnf:주입 몰속도 [mole/s]

xn,i:n번 단 i성분의 액상 몰분율 [-]

xnf,i:주입단 i성분의 액상 몰분율 [-]

yn,i:n번 단 i성분의 기상 몰분율 [-]

hLn:n번 단의 몰당 액상 엔탈피 [kcal/mol]

hVn :n번 단의 몰당 기상 엔탈피 [kcal/mol]

hLnf:주입단의 몰당 액상 엔탈피 [kcal/m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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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재비기 열부하량 [kcal/s]

Qc:부분 응축기 열부하량 [kcal/s]

(5)HI혼합용액 다단증류탑 정상상태 계산 결과

기존의 연구[부록.2.2.44]에서 제시한 정상상태 해석 로그램에 표 부록.2.2.31의 입력값

을 용하여 표 부록.2.2.32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이의 로그램은 부록 1에 첨부하

고 로그램 입력 출력 를 부록 2에 첨부하 다.이는 수소생산 300mole/s기 으로

HI 분해기의 분해능을 60%로 가정하여 부분 응축기에서 유출되는 증기 HI의 양이

1,000mole/s가 되어야 이룩될 수 있다. 한 재비기의 열부하량을 최소화하기 해 주입온도를

주입농도의 끓는 인 249.64℃에 근 한 249℃로 입력하 다.이를 만족하기 한 재비기의 최

소 열부하량은 trial-and-error법으로 결정된다.

표 부록.2.2.31.정상상태 로그램 입력값(수소생산 300mole/s기

)

FeedConditions
Temperature[℃] 249

Pressure[bar] 22

TotalFlowrate[mole/s] 37,800

Composition[-] H2O:HI:I2=0.516:0.116:0.368

Specifications
HIvaporinDistillate[mole/s] 1,000

ReboilerDuty[kJ/s] trial-and-error

StageNo.

TotalStage 10
FeedStage 8

표 부록.2.2.32.정상상태 계산결과(수소생산 300mole/s기 )

LiquidComposition,% VaporComposition,% Temp. L V
No. H2O HI I2 H2O HI I2 ℃ mole/s mole/s

1 53.46 11.03 35.51 65.16 25.09 9.75 258.74 30.52 3986.00

2 52.85 10.95 36.20 65.07 24.98 9.95 259.06 30.44 4016.53

3 52.84 10.95 36.21 65.07 24.98 9.95 259.07 30.44 4016.44

4 52.84 10.95 36.21 65.07 24.98 9.95 259.07 30.44 4016.44

5 52.84 10.95 36.21 65.07 24.98 9.95 259.07 30.44 4016.44

6 52.84 10.95 36.21 65.07 24.98 9.95 259.07 30.44 4016.44

7 52.84 10.95 36.21 65.07 24.98 9.95 259.07 30.44 4016.44

8 52.84 10.95 36.21 65.07 24.98 9.95 259.0738778.734016.44

9 53.09 10.58 36.33 72.16 17.34 10.50 260.9738841.714964.73

10 50.00 10.01 39.99 73.90 14.42 11.69 262.8633814.005027.71

Reboilerduty[kcal/s] 34,423.89(144,030kJ/s)

Condenserduty[kcal/s] -232.91(974.5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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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에 따르면 부분 응축기에서 유출되는 총 증기량 HI의 양이 수소생산 300mole/s

기 에 합한 재비기 부분 응축기 최소 열부하량은 각각 144,030kJ/s와 -974.5kJ/s가 된다.

이때 재비기에서 유출되는 액체 총량 조성은 33,814mole/s,H2O:HI:I2=0.500:0.100:0.400이며

부분 응축기에서 유출되는 기체 총량 조성은 3,986mole/s,H2O:HI:I2=0.652:0.251:0.097이고

환류비(L/D)는 0.0077이다.

(6)HI혼합용액 다단증류탑 동특성 계산 결과

의 정상상태 해석 결과를 기반으로 동특성 해석 모델을 용한 로그램을 부록 3에

첨부하 으며 이를 이용하여 HI혼합용액 다단증류장치 동특성 계산을 수행하 다.이때 장치

는 총 5개의 장치로 나 어 각 장치가 40MWth기 ,즉 수소생산 60mole/s기 이다.따라서

총 수소생산량 기 은 300mole/s(200MWth)이 된다.동특성 계산을 한 기 입력값을 표 부

록.2.2.33에 나타내었다.재비기 부분 응축기 열량은 정상상태 해석 결과로부터 도출된 것이

며 체류량(hold-up)은 동특성 계산 도 허근이 나오지 않는 값을 trial-and-error법으로 찾아

입력하 다.이의 이유는 로그램에서 체류량이 제한된 범 의 값 내에서 용되어야 허근이

아닌 근을 찾을 수 있으며 모델의 운 방법 가정에 따라 체류량이 제한되기 때문이다.이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 재비기의 체류량을 가정하여 로그램에서 근을 찾을 수 있는가를 조사하고 근을 찾는

최소 재비기 체류량을 결정하 다.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주입단과 9단의 체류량을 결정한 다

음 주입단 상단에서 부분 응축기까지의 체류량을 추 하 다.이때 재비기의 holdup은 매우 넓

은 범 에서 오차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입단과 9단,그리고 주입단

상단의 체류량은 작으면 오차범 내에서 근을 찾지 못하고 크면 오차가 크게 발생하여

발산하 다. 한 주입단과 9단의 체류량은 재비기의 체류량보다 작아야 하며 주입단 상단에서

는 주입단과 9단보다 체류량이 작아야 근을 구할 수 있었다.

HI혼합용액 다단증류탑의 동특성 계산을 한 입력값은 주 로그램(HIDistillation.m)내에

배열하 으며 출력 를 부록 4에 첨부하 다.

그림 부록.2.2.77는 이의 결과로 각 단의 시간에 따른 온도변화를 도시한 것이다.약 300

이후에 정상상태에 근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이때 부분 응축기에서 기에 발생하는 온도

감소는 조성의 변화에 따른 온도 변화가 반 된 것으로 부분 응축기 열부하량이 고정된 향

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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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2.2.33.HI혼합용액 다단증류탑 동특성 해석 코드 입력

값(수소생산 60mole/s기 )

EquipmentNo. 5

FeedConditions
Temperature[℃] 249

Pressure[bar] 22

TotalFlowrate[mole/s] 37,800/5

Composition[-] H2O:HI:I2=0.516:0.116:0.368
StageConditions

Temperature[℃] 249

Pressure[bar] 22

Composition[-] H2O:HI:I2=0.516:0.116:0.368

HeatDuty[kJ/s]
ReboilerDuty 144,030/5

CondenserDuty 974.5/5

StageNo.

TotalStage 10
FeedStage 8

Holdup[mole]

Reboiler 200,000

Stage8-9 13,333

Stage1-7 8,000

그림 부록.2.2.77.HI혼합용액 다단증류탑 온도 분포 동특성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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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2.78은 각 단의 액상 증기의 흐름 분포를 시간에 따라 도시한 것으로 이 한

약 300 이후에 정상상태에 근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 부록.2.2.78에서 20-30 사이

에 나타나는 fluctuation 상은 로그램 내 계산상 오차범 의 문제로 실제 물리 상과는

계가 없다.

그림 부록.2.2.78.HI혼합용액 다단증류탑 액상-기상 흐름 분포 동특성 계산 결과

(수소생산 60mole/s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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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2.79는 각 단에서 시간에 따른 기상조성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의 결과와 일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이때 기상 조성은 주입단 에서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으며 부분 응

축기로 올라갈수록 H2O와 I2의 농도는 감소하며 HI의 농도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부록.2.2.80은 같은 조건에서 액상조성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HI용액의 농도는 부분 응

축기로 올라가면서 증가하며 I2는 상반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H2O의 농도는 9번째 단

에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정상상태 해석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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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2.79.HI혼합용액 다단증류탑 기상 조성 분포 동특성 계산 결과

(수소생산 60mole/s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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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2.80.HI혼합용액 다단증류탑 액상 조성 분포 동특성 계산 결과

(수소생산 60mole/s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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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상상태 해석 결과와 동특성 해석결과를 비교하여 다음의 그림 부록.2.2.81과 3.2.2.82

에 도시하 다.동특성 계산시 정상상태 환류비는 0.0074로 정상상태 비 3.90%오차가 나타났

으며 기상 액상 조성은 상 오차 0.11～1.48%,온도는 0.32～0.36%,액상 흐름 속도는 0.0

7～0.49%,기상 흐름 속도는 0.35～3.38% 오차가 발생하 다.즉 상 오차 4% 이내에서 정상

상태 해석 결과와 동특성 해석 결과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상 오차 계산은 다음의 식을

이용하 다.

RelError(%)=|(steady statevalue)-(dynamicvalue)(steady statevalue) |×100 (부록.2.2.70)

그림 부록.2.2.81.HI혼합용액 다단증류탑 정상상태와 동특성 계산 결과 비교

(단의 온도,액상 증기 몰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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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2.82.HI혼합용액 다단증류탑 정상상태와 동특성 계산 결과 비교

(단의 액상 증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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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 연계계통 동특성 해석 통합코드

가.서론

고온가스로(HighTemperatureGasReactor)의 고온 열에 지를 이용한 수소생산 기술

이산화황과 요오드를 순환매체로 하는 열화학공정(SIProcess)은 미래의 수소경제를 비한

고효율의 수소생산 방법이다.HTGR원자로 시스템과 간 열교환 장치(InterHeatExchange)

가 결합된 SI공정은 그 특성상 고온의 열 달이 원자로 시스템과 수소생산 화학 랜트 사

이에서 연속 으로 이루어진다.따라서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의 동 거동 해석은

공정자체의 안정뿐만 아니라 원자로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작용한다.

[부록.2.3.1]

재 당 과제는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의 동 거동 해석코드 개발을 하여 2006

년도부터 VHTR-SI공정 시스템의 개별 장치에 한 동특성 모델링 작업과 장치별 코드모듈

개발을 수행해 왔으며 이와 병행하여 개별 모듈코드를 통합한 통합 어 리 이션 소 트웨어

를 개발해 왔다.KAERI DySCo(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Dynamic

SimulationCode)는 개발 인 통합 어 리 이션 소 트웨어의 명칭으로서 장치별 동특성 코

드모듈을 포함하고 사용자 친화 GUI(GraphicUserInterface)환경을 지원함으로써 황-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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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의 동 거동을 직 이고 알기 쉽게 분석할 수 있다.[부록.2.3.2]

본 설계계산서에서는 기능 에서 KAERIDySCo의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토 로 개발

된 GUI를 제시하 다.구조 분석기법으로 자료 흐름도를 사용하여 정보의 흐름과 변환을 제

시하 고 하향식(top-down)방법으로 높은 차원의 기능을 작은 기능단 로 분할하 다.

나.이론 배경

소 트웨어 시스템은 받아들인 정보를 여러 단계에 거쳐 새로운 정보로 변환시킨 뒤 내

보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이 게 시스템을 기능 에서 바라보고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정보의 흐름과 정보의 변환을 나타내 주는 표 인 기능 모델이 구조 분석기법(Structured

Analysis)이다.[부록.2.3.3]구조 분석기법에서 시스템은 받아들인 정보를 가공,처리하여 새

로운 정보를 내보내는 하나의 큰 로세스(Process)이며,이 로세스는 세부기능을 수행하는

작은 로세스들로 나 어진다.일반 으로 큰 시스템을 상세화하면서 계층 인 배열을 두어

서로의 종속 계를 표시하는 것을 벨화(leveling) 는 계층화라고 하며,큰 시스템을 분석하

기 해서는 분할의 개념은 필수 이며 이때 요구되는 개념이 벨화이다.

KAERIDySCo는 그림 부록.2.3.?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VHTR-SI열화학공정 시스템을

상으로 동 거동 상을 모사하는 로그램이고 표 ?에 열거한 장치들을 상으로 한다.[부

록.2.3.4]

그림 부록.2.3.1.He열 경로를 기 으로 도식화된 SI열화학 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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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2.3.1.SI공정 동특성 해석 상장치 목록

시리얼
번호

화학공정 장치이름
운 온도
(K)

운 압력
(bar)

입력라인
번호

출구라인
번호

2-1 1stH2SO4distillationcolumn 443 0.10 202 203,215

2-2 2ndH2SO4distillationcolumn 513 0.07 203 204,213

2-3 Sulfuricacidvaporizer 687 7.09 204 206

2-4 Sulfuricaciddecomposer 1023 7.09 206 207

2-5 SO3decomposer 1123 7.09 207 208

3-2 HIxdistillationcolumn 536 22.00 311 312,316

3-3 Membranereactor 723 22.00 317 318,320

3-R1 RecuperatorHE301 723 22 316 317

다.행 자 규명

행 자는 일반 으로 KAERIDySCo를 사용하는 사용자와 시뮬 이션 소 트웨어를 변

경 해 수 있는 리자로 구분할 수 있다.사용자의 에서 에 보이는 시뮬 이션 소

트웨어 기능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사용자 확인 원하는 메뉴를 선택한다.

② 시뮬 이션 상 공정장치를 설정한다.

③ 시뮬 이션 상 공정장치에 한 사이징을 설정한다.

④ Startup시나리오를 설정한다.

⑤ Operation시나리오를 설정한다.

⑥ 시뮬 이션을 수행한다.

⑦ 시뮬 이션 수행결과를 분석한다.

그림 부록.2.3.2는 앞서 기술한 기능을 UML(UnifiedModelingLanguage)표기법에 의해 도식

화한 유즈 이스 다이아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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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3.2.KAERIDySCo의 유즈 이스 다이아그램.

한 원 력연 원 SI공정 동특  해 코드

(KAERI DySCo)

라.시스템과 행 자의 상호작용

행 자의 입장에서 KAERIDySCo기능을 3 그림 부록.2.3.2에서와 같이 추출한 다음

각 기능에 필요한 입출력을 찾기 해 기능별로 행 자와 KAERIDySCo의 상호작용을 아래

와 같이 기술하 다.

① 사용자 확인 원하는 메뉴를 선택한다.

①-1사용자는 사용자 ID와 암호를 입력한다.

①-2KAERIDySCo는 사용자 ID와 암호가 일치하면, 로그램 바탕화면을 표시한다.

①-3KAERIDySCo는 사용자 ID와 암호가 틀리면 ID와 암호가 틀렸다는 메시지를

출력하고,①-1번으로 돌아간다.단,사용자 ID와 암호가 3번 이상 틀리면 종료

메시지와 함께 로그램을 종료한다.

①-4사용자가 로그램의 바탕화면을 클릭한다.

①-5KAERIDySCo는 작업메뉴10)와 VHTR-SIProcess공정도를 포함한 시뮬 이션

10) 여  업 뉴는 시뮬  상 공 치 , 시뮬  상 공 치에  사 징 , startup 시나리  ,

operation 시나리  , 공  시뮬  수 , 공  시뮬  결과   그램 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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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화면을 출력한다.

①-6사용자가 원하는 작업메뉴를 선택한다.

①-7KAERIDySCo는 작업메뉴에 해당하는 기능을 호출한다.

①-8사용자가 로그램 종료를 선택할 경우에는 로그램을 종료한다.

② 시뮬 이션 상 공정장치를 설정한다.

②-1KAERIDySCo는 사용자에게 시뮬 이션을 수행할 상 공정장치에 한 메뉴를

보여 다.

②-2사용자는 메뉴에서 시뮬 이션을 수행할 공정장치를 선택한다.

②-3KAERIDySCo는 사용자가 선택한 공정장치에 한 정보를 자세히 화면에 표시

한다.

②-4사용자가 선택한 공정장치를 장한다.이때,선택한 공정장치이름과 설명문을 추

가한다.단,공정장치 설명문은 생략할 수 있다.

②-5사용자는 공정장치설정 종료명령을 선택한다.

②-6KAERIDySCo는 사용자가 공정장치 설정종료명령을 선택할 때 작업메뉴 화면으

로 돌아간다.

③ 시뮬 이션 상 공정 장치에 한 사이징을 설정한다.

③-1KAERIDySCo는 설정된 공정장치에 한 사이징 설정을 해 공정장치이름을

사용자로 하여 선택하도록 한다.

③-2사용자는 설정된 공정장치 사이징 설정을 해 장된 공정장치이름을 선택한다.

③-3KAERIDySCo는 설정된 공정장치에 해당하는 사이징 설정메뉴를 화면에 표시한

다.

③-4사용자는 표시된 화면에 공정장치 사이징 데이터를 입력한다.사이징 데이터는

수소생산 300mol∙H2/s의 규모를 기 으로 산출되었고 각각의 장치별로 설정한

다.

③-5사용자는 입력한 사이징 데이터를 장한다.이때,사이징 데이터 이름 사이징

데이터 설명문을 추가한다.단,사이징 데이터에 한 설명문은 생략할 수 있다.

③-6사용자는 공정장치 사이징 설정종료명령을 선택한다.

③-7KAERIDySCo는 사용자가 공정장치 사이징 설정종료명령을 선택할 때 작업메뉴

화면으로 돌아간다.

④ Startup시나리오를 설정한다.

④-1KAERIDySCo는 시뮬 이션을 수행할 공정장치이름을 사용자로 하여 선택하

도록 한다.

④-2사용자는 시뮬 이션 상 공정장치이름을 선택한다.

④-3KAERIDySCo는 선택된 공정장치에 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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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4KAERIDySCo는 시뮬 이션 상 공정장치에 한 사이징 데이터 이름을 사용

자로 하여 선택하도록 한다.

④-5사용자는 시뮬 이션 상 공정장치 사이징 데이터 이름을 선택한다.

④-6KAERIDySCo는 시뮬 이션 상 공정장치에 한 사이징 데이터 정보를 화면

에 표시한다.

④-7KAERIDySCo는 설정된 공정장치에 한 시뮬 이션을 해 startup시나리오

설정을 사용자로 하여 선택하도록 한다.

④-8사용자는 설정된 공정장치에 한 startup시나리오를 설정한다.

④-9사용자는 입력한 startup시나리오 데이터를 장한다.이때,startup시나리오 데

이터 이름 startup시나리오 데이터에 한 설명문을 추가한다.단 startup시

나리오 데이터에 한 설명문은 생략할 수 있다.

④-10사용자는 startup시나리오 설정종료명령을 선택한다.

④-11KAERIDySCo는 사용자가 startup시나리오 설정종료명령을 선택할 때 작업메

뉴 화면으로 돌아간다.

⑤ Operation시나리오를 설정한다.

⑤-1KAERIDySCo는 시뮬 이션을 수행할 공정장치이름을 사용자로 하여 선택하

도록 한다.

⑤-2사용자는 시뮬 이션 상 공정장치이름을 선택한다.

⑤-3KAERIDySCo는 선택된 공정장치에 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한다.

⑤-4KAERIDySCo는 시뮬 이션 상 공정장치에 한 사이징 데이터 이름을 사용

자로 하여 선택하도록 한다.

⑤-5사용자는 동 시뮬 이션 상 공정장치 사이징 데이터 이름을 선택한다.

⑤-6KAERIDySCo는 시뮬 이션 상 공정장치에 한 사이징 데이터 정보를 화면

에 표시한다.

⑤-7KAERIDySCo는 시뮬 이션 상 공정장치에 한 startup시나리오 설정을 사

용자로 하여 선택하도록 한다.

⑤-8사용자는 시뮬 이션 상 공정장치에 한 startup시나리오 데이터 이름을 선

택한다.

⑤-9KAERIDySCo는 시뮬 이션 상 공정장치에 한 startup시나리오 데이터 정

보를 화면에 자세히 표시한다.

⑤-10KAERIDySCo는 설정된 공정장치에 한 시뮬 이션을 해 operation시나리

오 설정 사용자로 하여 선택하도록 한다.

⑤-11사용자는 설정된 공정장치에 한 operation시나리오를 설정한다.

⑤-12사용자는 설정한 operation시나리오 데이터를 장한다.이때,operation시나리

오 데이터 이름 operation시나리오 데이터에 한 설명문을 추가한다.단,

operation시나리오 데이터에 한 설명문은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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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13사용자는 operation시나리오 설정종료명령을 선택한다.

⑤-14KAERIDySCo는 사용자가 operation시나리오 설정종료명령을 선택할 때 작업

메뉴 화면으로 돌아간다.

⑥ 공정 시뮬 이션을 수행한다.

⑥-1KAERIDySCo는 사용자로 하여 공정장치에 한 시뮬 이션을 수행할 공정시

뮬 이션 수행환경을 입력하도록 한다.동 시뮬 이션 수행환경은 공정장치 이

름,공정장치에 한 사이징 이름,startup시나리오 데이터 이름,operation시나

리오 데이터 이름 기타 수행 련 정보이다.

⑥-2사용자는 공정시뮬 이션 수행환경을 입력한다.

⑥-3사용자는 작업한 공정시뮬 이션 수행환경을 장할 수 있다.이때 공정시뮬 이

션 수행환경이름 수행환경설명문을 추가한다.단,수행환경설명문은 생략할 수

있다.

⑥-4KAERIDySCo는 사용자가 작업한 시뮬 이션 수행환경을 통해 공정시뮬 이션

을 수행하기 한 수행환경이름을 선택하도록 한다.

⑥-5사용자는 시뮬 이션 수행환경이름을 선택한다.

⑥-6KAERIDySCo는 최종 으로 사용할 공정시뮬 이션 수행환경정보를 화면에 출

력하여 사용자로 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⑥-7사용자는 최종 으로 동 공정시뮬 이션 수행여부를 확인한다.

⑥-8KAERIDySCo는 리자가 미리 입력해 놓은 공정시뮬 이션 로그램에 사용자

가 선택한 공정시뮬 이션 수행환경을 달하고 공정시뮬 이션을 수행시킨다.

⑥-9사용자는 공정시뮬 이션 로그램 종료 후 공정시뮬 이션 수행종료명령을 선택

한다.

⑥-10KAERIDySCo는 사용자가 공정시뮬 이션 수행종료명령을 선택할 때 작업메뉴

화면으로 돌아간다.

⑦ 공정 시뮬 이션 결과를 분석한다.

⑦-1KAERIDySCo는 사용자로 하여 원하는 작업을 선택하도록 한다.여기서,원하

는 작업은 물질량 결과보기명령,온도압력 결과보기명령,결과분석종료명령이다.

⑦-2사용자는 원하는 작업을 선택한다.

⑦-3물질량 결과보기가 선택되면 KAERIDySCo는 작업할 공정시뮬 이션 수행환경

이름을 사용자로 하여 선택하도록 한다.

⑦-4사용자는 작업할 공정시뮬 이션 수행환경이름을 선택한다.

⑦-5KAERIDySCo는 작업할 공정시뮬 이션 수행환경정보표시를 화면에 표시한다.

⑦-6KAERIDySCo는 이에 해당되는 공정시뮬 이션 수행결과를 찾아서 물질량 결과

를 화면에 출력한다.

⑦-7사용자는 공정시뮬 이션 물질량 결과보기종료 명령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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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81번 화면으로 돌아간다.

⑦-9온도압력 결과보기명령이 선택되면 KAERIDySCo는 작업할 공정시뮬 이션 수

행환경이름을 사용자로 하여 선택하도록 한다.

⑦-10사용자는 작업할 공정시뮬 이션 수행환경이름을 선택한다.

⑦-11KAERIDySCo는 작업할 공정시뮬 이션 수행환경정보표시를 화면에 표시한다.

⑦-12KAERIDySCo는 이에 해당하는 공정시뮬 이션 수행결과를 찾아서 온도압력

결과를 화면에 출력한다.

⑦-13사용자는 공정시뮬 이션 온도압력 결과보기종료 명령을 선택한다.

⑦-141번 화면으로 돌아간다.

⑦-15사용자는 결과분석종료명령을 선택한다.

⑦-16KAERIDySCo는 사용자가 결과분석종료명령을 선택할 때 작업메뉴 화면으로

돌아간다.

마.배경도

하향식 방법의 구조분석의 첫 번째로 KAERIDySCo의 배경도( 벨 0)의 그림 부록.2.3.?

에 나타내었다.그림 부록.2.3.?에 나타낸 바와 같이 KAERIDySCo의 외부객체는 시뮬 이션

코드를 이용하는 사용자,열역학 데이터 수치해석용 수학모델이고 사용자가 각종설정 정보

를 입력하고 메뉴설정 명령을 입력하면 그에 따른 설정결과와 메시지를 출력한다.

그림 부록.2.3.3.KAERIDySCo의 배경도( 벨 0). 

바.자료흐름도

구조 분석기법의 자료흐름도(DFD :DataFlow Diagram)를 사용하여 KAERIDySCo

의 정보의 흐름과 변환을 나타내었다.그림 ?는 KAERIDySCo의 벨 1의 자료흐름도를 나타

내고 있다.그림 ?에서 사각형 박스는 시스템의 외부에서 시스템과 정보를 주고받는 사용자 등

의 외부객체이다.원은 시스템 안에서 정보를 처리하고 변환시키는 변환기이며,버블이라고도

부른다.화살표는 데이터의 흐름을 표시하고 정보의 흐름을 표시하는 자료항목 는 데이터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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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어 다.양쪽이 열린 사각형은 오랫동안 보 되는 데이터를 장해 놓은 일이나 데이

터베이스 시스템을 말한다.KAERIDySCo의 벨 1의 로세스는 크게 7가지로 구성되어 있

으며,사용자확인 메뉴설정,시뮬 이션 상 장치설정,설정장치에 한 sizing 설정,

startupscenario설정,operationscenario설정,시뮬 이션 수행 시뮬 이션 결과분석이다.

사.GraphicUserInterface설계

(1)사용자 로그인 화면

KAERIDySCo 로그램은 인증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다.따라서

처음 로그램을 실행하면 그림 부록.2.3.?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용자 로그인 화면이 나타난

다.그림 ?에 제시된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사용자 아이디와 패스워드 텍스트 창에 부여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한다.인증된 사용자의 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

할 수 있다.사용자 로그인에 한 알고리즘은 그림 ?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사용자 로그인 실

패의 경우 내부 으로 카운트 변수를 증가시키고 메시지 박스를 출력하도록 하 다.카운트 변

수가 3이상을 과할 경우 자동 으로 체 로그램이 종료된다.

로그인의 외사항으로서 사용자 로그인이 실패할 경우 나타나는 메시지 박스를 그림 부

록.2.3.?에 제시하 고 사용자 로그인 실패가 3번 이상일 경우 실행되는 메시지 박스를 그림 ?

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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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3.4.KAERIDySCo의 벨 1의 자료흐름도.

(2)KAERIDySCo 로그램 배경화면 작업화면 설정

KAERIDySCo 로그램에는 총 4개의 비트맵 이미지가 사용된다.각각의 비트맵 이미

지는 특정한 리소스 ID를 가지고 도우 배경 이미지등에 용된다.이러한 내용을 표 부

록.2.3.?에 나타내었다.

앞 에 제시한 사용자 로그인을 성공 으로 수행하면 로그인 도우은 사라지고 KAERI

DySCo 로그램의 배경화면이 나타난다.배경화면은 그림 부록.2.3.?에서 제시한 바와 같고 이

상태는 로그램의 유효상태(IdleState)를 나타낸다.이 상태에서 사용자에 의한 마우스 클릭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기본 배경화면이 사라지고 시뮬 이션 분석용 배경화면으로 환된다.

이 알고리즘에 한 순서도를 그림 ?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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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3.5. KAERI

DySCo의 사용자 로그인 화면.

그림 부록.2.3.6.사용자 로그인에

한 알고리즘. 

그림 부록.2.3.7.사용자 로그인 실

패에 따른 경고 메시지 창.

그림 부록.2.3.8.로그인 3회 이상 실패에

따른 경고 메시지 창.

표 부록.2.3.2.KAERIDySCo 로그램에 사용된 비트맵 이미지 제원과 용

리소스 ID 일 이름 이미지 크기 용분야

IDBHETHPATHWAY HeThPathway 1060x900 시뮬 이션 분석용 배경화면

IDBLOGINDIALOG LoginDialog 1625x1158 로그인 도우용 배경화면

IDBMAINWNDBACK MainWndBack 1260x900 KAERIDySCo기본배경화면

IDBOPERTOOLBAR OperToolBar 176x16 시뮬 이션 조작 툴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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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3.9.KAERIDySCo메인

도우의 기본 배경화면. 

그림 부록.2.3.10. 도우 배경이미지

처리에 한 알고리즘.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 도우 기본화면에서 클릭 이벤트가 발생되었는지를 계속

감시한다.이는 CKAERI_DySCoView 클래스의 OnDraw 함수 내에서 수행되는데 OnDraw 함

수의 역할은 컨트롤을 다시 그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호출되는 함수이다.

OnLButtonDown함수는 마우스의 클릭이 발생할 경우 자동 실행되는 함수로서 내부에 정수형

의 역변수 isWindowlock를 +1증가시킨다.앞서 선언한 OnDraw함수 내에서 isWindowlock

의 변수가 0보다 클 경우 즉,마우스 클릭 이벤트가 실행된 경우 그림 부록.2.3.?에서 보는 바

와 같은 헬륨 열 경로를 포함한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도 배경화면으로 환된다.

(3) 도우 구성 컴포 트

KAERIDySCo를 구성하는 메인 도우를 기능별 특성에 따라 분류하면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8개의 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 각각의 역에 한 세부 인 기능에

한 설명을 표 부록.2.3.?에 제시하 다.메인 도우를 구성하고 있는 컴포 트들로써 버튼,텍

스트 박스,리스트 박스 그룹 박스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로그램 내부에서 각각의 컴포

트는 변수로 설정되어있다.이에 한 세부 인 사항은 표 부록.2.3.?에 제시하 다.특히,

CMSFlexGrid형 변수는 MicrosoftFlexGridControl로써 시뮬 이션 과정에서 시간에 따라 변

화하는 물질들의 flow rate,온도 압력을 실시간으로 출력할 수 있는 테이블이다.총 26개의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으며,각각은 헬륨 열 경로를 포함한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도

의 라인 넘버에 해당한다.

각각의 컴포 트들은 기화 과정에서 그 특성과 도우 상에서의 치를 결정하게 된다.이

는 CKAERI_DySCoView 클래스 안의 OnInitialUpdate 함수 내에서 수행되며,

SetMFTableProperty,SetMFTablePosition SetComponentPosition등의 멤버함수로 구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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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 부록.2.3.11.KAERIDySCo의 작업메뉴 구성 기능별 역.

표 부록.2.3.3.KAERIDySCo의 작업메뉴에 한 설명

번호

11)
항목 기능

1 Equipmentspecification 시뮬 이션 과정에서 해당 장치에 한 표시 창

2 DisplayMode 분석모드(Numeric,Graph,Gauge)의 온/오 기능

3 Filemanagement 셋업,시나리오 결과 분석 일의 열기 장

4 Operationbutton 시뮬 이션의 시작,일시 멈춤,종료

5 Statustextbox 재 시뮬 이션 진행상황에 한 텍스트 정보지원

6 Timeinformationbar 시뮬 이션 시간 정보(시작,멈춤,정지)를 제공

7 Operationtoolbar 시뮬 이션의 quickstart,pause,end

8 Displaywindow 실제 시뮬 이션이 수행되는 창

11) 그림 11에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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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2.3.4.메인 도우를 구성하는 컴포 트 변수들에 한 설명

변수 타입 변수 이름 변수 설명

CComboBox m ctrlCBFileType 일의 종류를 선택하는 콤보박스

CButton m ctrlBtnGauging 분석모드 게이지모드 선택버튼

CEdit m ctrlEditNowStatus 재 시뮬 이션 상태 표시 텍스트 창

CListBox m ctrlListFilesList 콤보박스에서 선택된 일타입의 리스트 창

CButton m ctrlBtnView 선택된 일의 정보를 보여주는 버튼

CButton m ctrlBtnStop 시뮬 이션 단 버튼

CButton m ctrlBtnStart 시뮬 이션 시작 버튼

CButton m ctrlBtnSet 시뮬 이션 환경 설정 버튼

CButton m ctrlBtnSaveAs 일 새로운 이름 장 버튼

CButton m ctrlBtnSave 일 장 버튼

CButton m ctrlBtnPause 시뮬 이션 잠시 멈춤 버튼

CButton m ctrlBtnOpen 일 열기 버튼

CButton m ctrlBtnNumeric 시뮬 이션 분석모드 수치모드 설정버튼

CButton m ctrlBtnNew 새로운 일열기 버튼

CButton m ctrlBtnGraphic 시뮬 이션 모드 그래 모드 설정버튼

CButton m ctrlGBOperBtn 시뮬 이션 구동 그룹 박스

CButton m ctrlFileControl 일 컨트롤 그룹박스

CButton m ctrlEquipPICBox 장치 그림 그룹박스

CButton m ctrlDisplayMode 시뮬 이션 모드 그룹박스

CMSFlexGrid m ctrlMFTB202 물질량 분석 모니터링용 테이블(26개)

(4)Compound테이블에 한 설정

KAERIDySCo는 표 ?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 디스 이 모드를

달리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설정된 디스 이 모드에 따라 그에 따른 도우 구성 컴포

트도 달라질 수 있다.특히,디스 이 모드 numericmode의 경우는 도우 컴포 트로

서 MicrosoftFlexGridControl가 이용되며,이는 시뮬 이션 수행 물질들의 변화량을 수치

으로 분석하고 모니터링하기 한 테이블이다.그림 ?는 디스 이 모드를 numericmode로

설정했을 경우 KAERIDySCo메인 도우의 변화이다.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도 라인번호를 심으로 다수의 테이블이 나타남을 알 수가 있다.



록 Ⅵ-279

그림 부록.2.3.12.디스 이 모드를 numericmode로 설정했을 경우

메인화면.

이 Compound테이블은 총 26개로 구성되어있고,Processgasline과 Hegasline으로 구분

된다. 한Pprocessgasline과 Hegasline상의 테이블은 컬러와 구성항목 상에서 서로 차이

가 있는데 그림 부록.2.3.13에 제시된 바와 같다.따라서 이를 구분하기 한 별도의 알고리즘

을 개발하 다.Compound테이블의 행과 열의 수 결정과 비 높이 결정 결정에 한 알

고리즘을 그림 ?과 그림 ?에 나타내었다.

그림 부록.2.3.13.Processgas라인과 Hegas

라인의 Compound테이블의 항목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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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3.14.Compound테이블의 고정 열,

행 열의 개수 결정 알고리즘.

그림 부록.2.3.15.Compound 테이

블의 셀 비와 높이 결정 알고리

즘.

그림 ?과 그림 부록.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compound테이블의 행과 열의 개수 결정은

기에 체 테이블의 수를 획득하고 이를 iteration최 값으로 설정한다.그리고 루 를 돌

면서 Processgasline상의 테이블(i<18)인지 Hegasline상의 테이블(i>=18)인지를 검사

하여 각각의 해당 라인에 따른 행과 열을 결정한다.Processgasline의 경우 그림 ?의 오른쪽

상단과 같이 테이블이 두 개로 갈라진 경우도 포함하고 있어서 이를 구분하는 별도의 조건(i=

7혹은 i=17)도 필요하다.Processgasline상의 테이블 일반 인 경우 11개의 행과 2개의

열로 구성되어있고,Hegasline상의 테이블은 4개의 행과 2개의 열로 구성된다.

각각의 Compound테이블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도상의

라인번호와 응한다.그리고 각각 라인 상에 계되는 물질들의 flow rate,온도 압력의 항

목은 테이블의 타이틀로 고정 으로 표시된다.따라서 각각의 compound테이블의 항목표시를

한 별도의 알고리즘도 필요하고 이를 구 하기 해서 그림 ?에서 제시된 바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 다.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선 행과 열의 개수를 변수에 담고 행의 개수만큼 루 를 돌린

다.분기조건으로서 processgas라인인지,Hegas라인인지를 구분하고 processgas라인인

경우 테이블이 두 개로 분할되었는지 아닌지를 구분하여 그에 합당한 테이블 항목을 는다.

Hegas라인의 경우 행의 수가 5개 미만이고 5개 이상인 경우 processgas라인인 경우에 해

당한다.Processgas라인 행의 수가 7개 미만인 경우 테이블이 두 개로 갈라진 경우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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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다.이러한 분기조건 검사는 체 테이블 수만큼 이루어진다.

그림 부록.2.3.16.Compound테이블의 항목 쓰기에 한 알고리즘. 

(5)작업용 툴바 상태 바

사용자 편의와 빠른 시뮬 이션 수행을 해 툴바 상태 바를 개발하고 수정하 다.

기존에 기본 으로 MFC(MicrosoftFoundationClass)제공되는 툴 바 신 새로운 툴 바 이미

지를 만들었으며,여기에 빠른 시뮬 이션 수행을 한 3가지 기능을 추가하 다.그림 부

록.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왼쪽 끝단에서 부터 시뮬 이션 정지,멈춤,시작에 한 이미지를

삽입하 다.

그림 부록.2.3.17.작업용툴바이미지(176x10).

한 메인 도우 하단에 재 시뮬 이션의 시간정보를 출력하기 한 상태 바를 추가하

다.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태 바의 메뉴 구성은 크게 5가지로써 시뮬 이션 시작시간,

종료시간,realtime,live time 재 마우스 좌표정보이다.시작시간은 ‘yy-mm-dd

hh:mm:ss’의 형태로 디스 이 되고,종료시간도 동일한 형식을 취한다.Realtime은 시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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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 수행에 걸리는 모든 시간으로써 시뮬 이션 시작과 동시에 카운트 되어 종료시 까지 걸

리는 시간이다.이에 반해 livetime은 순수한 시뮬 이션 과정에서 모델링 식에 응하는 시간

이다.즉, 로그램의 기시간,루 소요시간 등,시뮬 이션 모델링 식에 응하지 않는 불

필요한 시간을 제외한 시간 정보이다.마지막으로 마우스 좌표에 한 정보는 마우스가 움직임

에 따라 재 도우 상의 좌표정보를 실시간으로 출력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림 부록.2.3.18.상태 바의 항목 구성. 

Realtime계산은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은 알고리즘으로 구 하 다.먼 외부에서 시뮬

이션 구동 메시지를 받는 즉시 타이머를 구동시키는데,그 에 stime이라는 역 변수에

재 시간정보를 입력하고 타이머를 구동시킨다.타이머 구동과 동시에 타이머 내부에서는 etime

역변수에 계속 시간정보를 입력받는다.ptime의 역변수는 etime과 타이머 구동 시간

stime의 차로서 구해지고 타이머의 시간간격마다 ptime을 산출하는 방식이다.이를 상태 바의

realtime항목에 어주는 것이다.

그림 부록.2.3.19.Realtime계

산에 한 알고리즘. 

(6)컴포 트의 치설정

3.7.3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도우를 구성하는 컴포 트들은 기화 과정에서 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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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 치가 결정되고 크기가 결정된다. 도우 상에서 치 결정은 CRect클래스를 사용하

여 사각형의 좌측 상단과 우측 하단의 좌표를 장한다.여기에 GetClientRect함수를 호출하

면 화면의 크기를 얻을 수 있는데,CRect클래스의 rect변수에 GetClientRect(rect)를 용하면

재 화면의 크기가 rect에 장된다.CRect클래스의 주요 멤버변수로서 정수형의 left,top,

right bottom이 있고 주요 멤버함수로서 Width와 Height함수가 있다.

Width함수는 재 화면의 가로길이를 반환하고 Height함수는 세로길이를 반환한다.이를 응

용하여 각각의 컴포 트의 치를 설정할 수 있는데,먼 컴포 트가 치할 좌표(x,y)를 획

득하고,이를 재 화면의 가로길이와 세로길이를 나 어 그 비를 산출하 다.표 부록.2.3.?에

compound테이블의 화면크기에 한 비를 나타내었다.

표 ?에서 산출된 화면크기에 한 가로 비와 세로 비를 이용하여 compound테이블의 치

를 설정하 다.설정에 사용한 멤버함수로서 MoveWindow가 사용되었으며,매개변수 값으로

정수형의 x,y,nWidth nHeight값을 가진다.이 함수는 도우의 치와 크기를 변경할 때

사용하는 함수이다.즉,정수형의 x와 y값은 이동할 화면상의 치 좌표를 나타내고 정수형의

nWidth와 nHeight는 컴포 트의 크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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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2.3.5.Compound테이블의 화면크기에 한 비율

No. 테이블 번호 가로(pixel) 세로(pixel) 가로 비 세로 비

1 202 755 448 1.69 2.02
2 203 1021 486 1.25 1.86

3 204 1171 675 1.09 1.34

4 206 868 102 1.47 8.86

5 207 661 102 1.93 8.86
6 208-1 438 102 2.91 8.86

7 208-2 562 340 2.27 2.66

8 208-3 755 637 1.69 1.42

9 209 651 448 1.96 2.02

10 213 1171 433 1.09 2.09
11 215 925 330 1.38 2.74

12 311 438 517 2.91 1.75

13 312 438 695 2.91 1.30

14 316 438 340 2.91 2.66
15 317 651 288 1.96 3.14

16 318 755 288 1.69 3.14

17 320 1021 311 1.25 2.91

18 321 892 766 1.43 1.18

19 H1 438 32 2.91 28.4
20 H2 661 32 1.93 28.4

21 H3 868 32 1.47 28.4

22 H4 967 194 1.32 4.66

23 H5 1055 194 1.21 4.66
24 H6 982 32 1.30 28.4

25 H7 1150 32 1.11 28.4

26 H8 345 829 3.70 1.09

4.요약 건의사항

-2차 헬륨 루 에 직 으로 걸쳐있는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장치인 삼산화황분

해 장치,황산분해 장치,황산증발 장치,그리고 요오드화수소분해 장치와 간 으로 향을

수 있는 장치인 황산용액 다단증류 농축장치,요오드화수소용액 다단증류 농축장치,그리고

증발된 HI증기의 비가열 장치에 한 동특성 해석용 코드 모듈을 개발하 다.

-개별 동특성 해석코드 모듈들의 통합화의 일환으로 GUI 비개념설계를 완료하 고 사용

자의 시스템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한 종속 계를 악하 다.

-2차 헬륨 연계계통의 열 안 성과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의 비정상상태 발생

에 따른 열 교란 특성을 이해하기 하여 개발된 본 통합코드(KAERIDySCo)의 활용 편의

성과 정확도를 증진시키기 하여 지속 인 개선과 보완을 필요로 한다.

-제2단계 연구(2009-2011)에서는 KAERIDySCo의 입출력 테스트 리미터 민감도 분

석을 수행할 정이며 GUI설계가 완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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