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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수소생산 연계연구 종합 

¡ 연구결과
- SI 수소생산공정 시동특성 모사 및 운전안전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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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파일럿규모 시험시설 헬륨계통 sizing 및 헬륨 열교란 흡수계통 개념설계
w 파일럿규모 SI통합공정 물질 및 에너지 수지 작성 

-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 경제성분석 및 평가
w 초고온가스로 및 수소생산시스템의 건설비, 운영비, 핵연료주기비 데이터베이스 구축
w G4-ECONS 및 HEEP을 이용한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에 대한 경제성 평가

- 원자력수소생산 연계연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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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 목

원자력수소생산 연계기술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개선된 SI장치 동특성 해석 및 안전성 분석

¡ 초고온기체냉각로(VHTR)계통, 중간열교환(IHX)계통, 그리고 황-요오드(SI)열화학공정으로 

구성된 원자력수소 생산시설 건설을 최종 목표로 하는 본 연구에서 파일럿규모 헬륨루프 

연계형 SI 시험시설용 황산용액 및 요오드산용액 다단 증류탑의 시동특성과 안전운전 범위

를 예비 조사하여 최적 조건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초고온기체냉각로(VHTR)계통, 중간열교환(IHX)계통, 그리고 황-요오드(SI)열화학공정으로 

구성된 원자력수소 생산시설 건설을 최종 목표로 하는 본 연구에서 파일럿규모 헬륨루프 

연계형 SI 시험시설용 황산 및 요오드산 열분해장치의 운전 특성과 안전성을 예비 조

사함에 그 목적이 있음.

2.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 경제성분석 및 평가

¡ 한국, 일본, 중국에서 진행중인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생산 시스템에 대한 건설사업

비, 핵연료비, 운전유지비, 제염해체비 등의 비용자료를 입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

축하고,  대상모델에 대하여 G4-ECONS 프로그램 및  HEE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에너지생산단가 및 수소생산단가를 산정하고,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원자력수소생산

시스템의 경제성을 분석하고 평가하고자 함. 

¡  IAEA에서 제공한 5개의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에 대하여 HEEP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얻은 결과를 상호 비교하여 HEEP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작

업을 수행함과 동시에  G4-ECONS 프로그램를 이용하여 HEEP 프로그램을 벤치마킹

함으로써 HEEP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확인함. 

3. 원자력수소생산 연계연구 종합

요 약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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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수소 관련 국내외 기술협력 추진 및 지원으로 각 국의 연구 현황을 파악하고 

수소 생산 기술정보 입수하여 국내에서 추진 중인 SI 열화학 수소 생산 기술 개발의 

효율을 향상.

¡ 원자력수소 연구개발 품질보증계획서/절차서를 개정하고 연구성과물에 적용하여 향후 

원자력수소생산 시스템 실증 건설의 예비 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함. 또한 정기적인 

품질보증감사와 품질보증 교육 수행으로 연구성과물 품질의 향상이 필요함.

¡ 원자력수소 사업화에 대비하여 기존 발행된 사업관리절차서의 비교 평가 및 그 결과

를 바탕으로 사업관리절차서안 마련함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개선된 SI장치 동특성 해석 및 안전성 분석

¡ 파일럿 시험시설은 수소생산 규모 1 Nm3-H2/h, 3 Nm3-H2/h, 5 Nm3-H2/h 3가지 경우

를 대상으로 조사.

¡ 황산용액 및 요오드산용액 다단 증류탑의 운전변수인 재비기 열 부하와 체류량, 용액의 주

입 위치와 온도, 응축기의 냉각부하가 증류탑 운전안전성과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 파일럿규모 황산용액 및 요오드산용액 다단 증류탑 규모별 안전운전 범위 제시 및 최적 운

전조건 제시.

¡ 전 단계에서 개발하고 검증시험을 거친 전기가열 방식의 50 NL-H2/h규모 SI 수소생산 시

험시설용 황산 및 요오드산 열분해장치를 모체로 하여 헬륨루프 연계형 파일럿규모 황산 

및 요오드산 열분해장치를 설계하고 운전조건을 설정.

¡ 파일럿규모 열분해장치의 규모별 운전성능을 예비분석하고 장치의 온도분포와 열분해 

전환율을 이론적으로 사전 평가함으로써 운전조건을 제시.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 경제성분석 및 평가

¡ 일본의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HTTR300C-IS) 및 중국의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

(HTR-PM-IS) 구축에 필요한 건설사업비, 핵연료비, 운전유지비, 제염해체비 등의 

비용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 원자로 및 수소생산시스템에 대한 경제성을 평가할 수 있는 G4-ECON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온가스로에서 생산되는 에너지 생산단가 및 요오드-황 사이클 열화학공

정에서 발생하는 수소생산단가를 산정하였으며, 수소생산단가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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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들이 수소생산단가에 미치는 민감도를 분석하여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생산시스템

의  경제성 분석 및 평가를 수행함.

¡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의 경제성 평가에 사용되는 HEEP 프로그램의 문제점 개선 및 

G4-ECON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HEEP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함으로써 HEEP 프로그

램의 신뢰성을 확보함

원자력수소생산 연계연구 종합

¡ 원자력수소 연구개발 품질보증의 기본 자료인 원자력수소생산 품질보증계획서/절차서 

개발 및 개정하고 각 과제별로 적용/운용함.

¡ 원자력수소 품질 보증 교육 참가, 품질보증 감사 수행 및 시정 조치 요구 결과를 확

인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 사항 보완을 수행하여 품질 보증 운영 능력을 시켰음.

¡ 연구개발 품질보증 절차서에 따른 문서관리를 위한 원자력수소 문서관리시스템을 개

발, 운영 및 유지보수를 통해 과제별 연계 및 연구향상에 기여하였음.

¡ 국제 공동 연구개발 협력 프로그램에 다수 참여하여 외국의 연구개발 현황을 파악하

고 국내외 협력 프로그램의 운영 프로그램 확대로 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선진 연

구 결과를 전파함.

Ⅳ. 연구개발결과 

개선 SI장치 동특성 해석 및 안전성 분석

¡ 95 wt% 이상의 황산용액을 얻기 위한 VHTR 헬륨루프 연계형 황산용액 다단 증류탑을 

예비설계 함에 있어, 수소생산 규모 1 Nm3․H2/h, 3 Nm3․H2/h, 5 Nm3․H2/h에 대한 운

전특성을 KAERI-DySCo를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모사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

음.

   -황산용액 다단 증류탑은 재비기 및 응축기를 포함하여 총 단수가 5단으로 구성하고 

농축코자 하는 묽은 황산용액은 증류탑 중앙으로 주입.

   -다단 증류탑의 안전운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정상상태 진입시간에만 영향

을 주는 변수들의 운전조건으로 주입용액의 온도는 60oC, 응축기의 운전온도는 

100oC, 그리고 응축수의 환류비는 0.1∼0.33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95 wt% 이상의 황산용액을 얻기 위한 재비기의 열 부하와 체류량의 안전운전 상하

한선을 제시하였고 최적 운전 조건으로 1 Nm3․H2/h 규모인 경우 1.5 kW와 0.9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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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m3․H2/h 규모인 경우 4.5 kW와 2.9 kg, 5 Nm3․H2/h 규모인 경우 7.5 kW와 

10.3 kg을 추천.

   -재비기의 최적 열 부하와 체류량을 적용했을 때,  다단 증류탑의 시동 후 정상상태 

진입은 1 Nm3․H2/h 수소생산 규모에서 1.5시간, 3 Nm3․H2/h 수소생산 규모에서 1.4

시간, 5 Nm3․H2/h 수소생산 규모에서 2.8시간 걸릴 것으로 예측됨. 

¡ 적정의 요오드산 기체를 탑상부에서 얻기 위한 VHTR 헬륨루프 연계형 요오드산용액 

다단 증류탑을 예비설계 함에 있어, 수소생산 규모 1 Nm3-H2/h, 3 Nm3-H2/h, 5 

Nm3-H2/h에 대한 운전특성을 KAERI-DySCo를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모사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음.

   -요오드산용액 다단 증류탑은 재비기 및 부분 응축기를 포함하여 총 단수가 7단으로 

구성하고 요오드산용액의 주입은 부분 응축기로부터 5번째 단으로 주입.

   -재비기의 열 부하와 체류량의 안전운전 상하한선을 제시하였고 최적 운전 조건으로 

1 Nm3-H2/h 규모인 경우 25.8 kW와 77.7 kg, 3 Nm3-H2/h 규모인 경우 77.3 kW

와 233.1 kg, 5 Nm3-H2/h 규모인 경우 128.8 kW와 388.5 kg을 추천.

   -재비기의 최적 열 부하와 체류량을 적용했을 때,  다단 증류탑의 시동 후 정상상태 

진입은 1 Nm3-H2/h 수소생산 규모에서 약 30분, 3 Nm3-H2/h 수소생산 규모에서 

약 28분, 5 Nm3-H2/h 수소생산 규모에서 약 27분 걸릴 것으로 예측됨.

¡ 적정규모의 황산 및 요오드산 열분해 속도를 얻기 위한 VHTR 헬륨루프 연계형 황산 열분

해장치와 요오드산 열분해장치를 예비설계 함에 있어, 수소생산 규모 1 Nm3-H2/h, 3 

Nm3-H2/h, 5 Nm3-H2/h에 대한 운전특성을 이론적으로 평가하고 안전운전 조건을 예비 

조사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음.

   -수소생산 규모 1 Nm3-H2/h, 3 Nm3-H2/h, 5 Nm3-H2/h의 황산 열분해장치는 외경 

31.5 mm, 내경 25.4 mm, 길이 1,300 mm의 Bayonet형 SiC 튜브 19개, 61개, 91

개를 정삼각 피치의 정육면 배열로 튜브집합체를 구성하고 이를 담고 있는 헬륨이 

통과하는 내외부 이중관 셀로 구성하였을 때 단열재포함 반응기 사이즈는 각각  직

경 630.4 mm, 787.6 mm, 868.6 mm와 높이는 공히 약 2,000 mm 규모임.

   -수소생산 규모 1 Nm3-H2/h, 3 Nm3-H2/h, 5 Nm3-H2/h의 요오드산 열분해장치는 

외경 60.5 mm, 내경 52.7 mm, 길이 1,500 mm의 Hastelloy HC276 튜브 19개, 61

개, 91개를 정삼각 피치의 정육면 배열로 튜브집합체를 구성하고 이를 감싸고 있는 

헬륨이 통과하는 셀로 구성하였을 때 단열재포함 반응기 사이즈는 각각  직경 

598.1 mm, 900.6 mm, 1,051.9 mm와 높이 약 2,100 mm, 2,400 mm, 2,550 mm 

규모임.

   -황산 열분해 반응기의 셀 측으로 900 oC로 주입되는 헬륨은 외부셀의 총괄 열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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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가 10 W/m2-oC인 경우 565 oC, 5 W/m2-oC인 경우 662 oC로 배출되고, SiC 

튜브로 주입되는 황산용액은 주입구로부터 약 4 ∼ 8 mm 위치에 다다르면 끓는점

에 도달하고 여기에서부터 8 ∼ 18 mm 구역에 걸쳐 모든 황산용액이 기화할 것으

로 예측되며 촉매 층에 이르기까지 기화된 황산은 삼산화황으로 거의 100% 전환된 

후 촉매 층에서 연이어 이산화황으로 64.7% 2차 분해됨.

   -요오드산 열분해 반응기의 셀 측으로 662 oC로 주입되는 헬륨은 셀의 총괄 열전달

계수가 5 W/m2-oC인 경우 419 oC로 배출되고 셀의 총괄 열전달계수가 10 

W/m2-oC인 경우 386 oC로 배출되며, Hastelloy HC276 튜브로 주입되는 요오드산 

기체는 최대 301 ∼ 647oC까지 가열되며 평균 열분해 수율이 약 21%일 것으로 판

단함.

.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 경제성분석 및 평가

¡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생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 한국, 일본 및 중국으로부

터 시스템 구축에 사용되었던 실제 비용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기초로 데이터베이스를 구

축함.  국제적 기준에 맞는 경제성 분석 프로그램인 G4-ECON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

자력수소생산시스템(4 x 600 MWth +4 IS)에 대하여 에너지생산단가 및  수소생산단가를 

산정하였으며, 수소생산단가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인자들이 수소생산단가에 미치는 민감

도를 분석하여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4 x 600 VHTR MWth +4 IS)에 대한 경제성을 분

석 평가하였음. 

원자력수소생산 연계연구 종합

¡ 국제 포럼에서 제시한 품질 보증 가이드라인(GIF QMS Guideline)에 맞는 원자력수

소생산 품질보증 계획서/절차서 개정 및 운영함

¡ 품질보증 교육을 시행하여 과제 연구개발 품질보증 조기정착시킴. 년 1회 총 2회의 

품질보증 감사를 수행하여 품질보증 시행 적용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시정사항을 

조치함.

¡ 향후 원자력수소 사업화 수행시 필요한 사업관리절차서안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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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개선 SI장치 동특성 해석 및 안전성 분석

¡ 파일럿규모 헬륨루프 연계형 SI 시험시설용 황산용액 및 요오드산용액 다단 증류탑과 황산 

및 요오드산 열분해 장치의 시동특성 분석 결과와 제시한 안전운전 자료는 파일럿규모 SI 

시험시설의 설계/건조뿐만 아니라 향후의 VHTR연계 SI공정 실증규모 시스템의 설계

에 필요한 DB로서 활용될 것임.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 경제성분석 및 평가

¡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있는 비용관련 데이터베이스구축을 통하여, 

G4-ECONS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제성 비교 평가를 통하여 최적의 효율적인 수소생

산방법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함. 

¡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 실증 및 상용화 사업 수행 단계에서 경제성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함

원자력수소생산 연계연구 종합

¡ 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 과제를 포함한 연구개발을 위한 품질보증계획서 및 절차서의 기

본 모델로 활용이 가능함.

¡ 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 과제를 포함한 연구개발을 위한 품질보증계획서 및 절차서

의 기본 모델로 활용이 가능함

¡ 품질보증계획서 및 절차서에 따른 연구성과물을 향후 원자력수소생산 시스템 실증 건

설에 따른 예비 자료로 활용

¡ 원자력수소 국제 기술협력시 국내 연구성과물의 품질을 보증의 신뢰성 있는 근거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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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Interface Technology for Nuclear Hydrogen Production System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Dynamic and Operational Safety Analyses of Advanced SI Equipment

¡ For the development of a nuclear hydrogen production process composed of 

VHTR, IHX, and SI thermochemical cycle as the utmost aim, this report has 

an interim purpose to propose the optimum condition to safely operate 

aqueous sulfuric acid and hydriodic acid multi-stage distillation columns 

required in the pilot scale SI process.

¡ For the development of a nuclear hydrogen production process composed of 

VHTR, IHX, and SI thermochemical cycle as the utmost aim, this report has 

an interim purpose to theoretically analyze the operational characteristics and 

to preliminarily find the safely operating conditions of the sulfuric acid and 

hydriodic acid thermal decomposers required in the pilot scale SI process.

Economic analysis for Nuclear Hydrogen System

¡ One objective of this report is to establish database regarding construction cost, 

nuclear fuel cost, O&M(operating and maintenance) cost, and 

D&D(decontamination and decommissioning) cost regarding nuclear hydrogen 

production plant whose research has been being done in Korea, Japan and China. 

The other is to analyze and assess the economic performance through sensitivity 

analysis for nuclear hydrogen production plant  with G4-ECONS and HEEP. 

Integration of Nuclear Hydrogen Production Interface Research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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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mestic and abroad technology cooperation acquire the newest R&D information 

and improve Nuclear hydrogen key technology project R&D efficiency.

¡ R&D deliverable can be used to nuclear hydrogen production demonstration 

construction as preliminary data because Nuclear Hydrogen Production Quality 

manual and Quality assurance procedures are updated and applied to R&D 

deliverable.

¡ Periodical quality assurance audit and education are needed to check the R&D 

deliverables quality status.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Dynamic and Operational Safety Analyses of Advanced SI Equipment

¡ H2 productivities of 1 Nm3-H2/h, 3 Nm3-H2/h, and 5 Nm3-H2/h.

¡ Effects of the reboiler heat duty and hold-up, position of the feeding position 

and temperature of dilute sulfuric acid and hydriodic acid aqueous solutions, 

condenser cooling duty as operational variables on the operational safety and 

performance.

¡ Proposal of the optimum condition to safely operate the sulfuric acid and 

hydriodic acid multi-stage distillation columns in each hydrogen productivity 

scale.

¡ Design of the pilot scale sulfuric acid and hydriodic acid thermal decomposers 

to be installed in the secondary helium loop of the VHTR-SI coupling system 

and establishment of their operational conditions, based on the experiences of 

the 50 Nm3-H2/h scale sulfuric acid and hydriodic acid thermal decomposers 

developed and experimentally verified in the former R&D stage.

¡ Proposal of the condition to safely operate the pilot scale sulfuric acid and 

hydriodic acid thermal decomposers in each hydrogen productivity scale 

through the theoretical analyses of temperature profiles and decomposition yields.

Economic analysis for Nuclear Hydrogen System



- 13 -

¡ Establish database regarding construction cost, nuclear fuel cost, O&M(operating 

and maintenance) cost, and D&D(decontamination and decommissioning) cost for 

the Japanese nuclear hydrogen production plant(HTTR300C-IS) and that of 

China(HTR-PM-IS).

¡ Aanalyze and assess the economic performance through sensitivity analysis for 

nuclear hydrogen production plant  with G4-ECONS and HEEP. 

¡ Confirm the reliability of HEEP program by benchmarking HEEP with G4-ECONS 

program. 

Integration of Nuclear Hydrogen Production Interface Research

¡  Development of Nuclear hydrogen production R&D quality manual and procedures 

and application to sub-nuclear hydrogen key technology project.

¡ Development of Nuclear hydrogen production R&D quality manual and procedures 

and application to sub-nuclear hydrogen key technology project.

¡ Participate in quality assurance education, and perform quality assurance audit 

and corrective actions.

¡ Development, operation and update of Nuclear hydrogen document management 

system, which is for improvement of interface between sub-projects.

¡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R&D cooperation program such as PMB, CRP and hold 

a workshop.

Ⅳ. Result of Project

Dynamic and Operational Safety Analyses of Advanced SI Equipment

¡ In the preliminary design of a multi-stage distillation column coupled to the 

VHTR secondary helium loop to attain the 95 wt% sulfuric acid aqueous 

solution, the following simulation results have been obtained by calculating 

with KAERI-DySCo on the H2 productivities of 1 Nm3․H2/h, 3 Nm3․H2/h, and 5 

Nm3․H2/h.

   -Total number of stages are required 5 stages including a reboiler and 

condenser and the dilute sulfuric acid aqueous solution should be fed in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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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rd stage.

   -The mild operation variables of the dilute sulfuric acid feed temperature, 

condenser operation temperature, and reflux ratio from the condenser will only 

affect the approaching time to steady state without any unstable operational 

phenomena. Their preferable operating conditions are 60oC of the dilute sulfuric 

acid feed temperature, 100oC of the condenser operation temperature, and 0.1 

∼ 0.33 as the reflux ratio.

   -Key variables affected to the safe operation of the sulfuric acid multi-stage 

distillation column are the heat duty and hold-up of the reboiler. Their 

recommended operation conditions to obtain the 95 wt% sulfuric acid aqueous 

solution are 1.5 kW and 0.9 kg for 1 Nm3․H2/h, 4.5 kW and 2.9 kg for 3 Nm3․
H2/h, and 4.5 kW and 2.9 kg for 5 Nm3․H2/h.

   -When adopting the recommended operation condition in each hydrogen 

production rate, the predicted times approaching the steady state are 1.5 h for 

1 Nm3․H2/h, 1.4 h for 3 Nm3․H2/h, and 2.8 h for 5 Nm3․H2/h.

¡ In the preliminary design of a multi-stage distillation column coupled to the 

VHTR secondary helium loop to attain the proper top product of HI vapor, 

the following simulation results have been obtained by calculating with 

KAERI-DySCo on the H2 productivities of 1 Nm3-H2/h, 3 Nm3-H2/h, and 5 

Nm3-H2/h.

   -Total number of stages are required 7 stages including a reboiler and partial 

condenser and the dilute hydriodic acid aqueous solution should be fed into the 

5th stage from the partial condenser.

   -Key variables affected to the safe operation of the hydriodic acid multi-stage 

distillation column are the heat duty and hold-up of the reboiler. Their 

recommended operation conditions to obtain the proper top product of HI vapor 

are 25.8 kW and 77.7 kg for 1 Nm3-H2/h, 77.3 kW and 233.1 kg for 3 

Nm3-H2/h, and 128.8 kW and 388.5 kg for 5 Nm3-H2/h.

   -When adopting the recommended operation condition in each hydrogen 

production rate, the predicted times approaching the steady state are about 30 

minutes for 1 Nm3-H2/h, 28 minutes for 3 Nm3-H2/h, and 27 minutes for 5 

Nm3-H2/h.

¡ In the preliminary design of the pilot scale sulfuric acid and hydriodic acid 

thermal decomposers coupled to the VHTR secondary helium loop, the 



- 15 -

following results have been obtained by modeling and simulation of two 

thermal decomposers, based on the H2 productivities of 1 Nm3-H2/h, 3 

Nm3-H2/h, and 5 Nm3-H2/h.

   -Total number of Bayonet type SiC tubes for sulfuric acid thermal decomposition 

with 31.5mm OD, 25.4mm ID, and 1,300mm length are required 19ea for 1 

Nm3-H2/h, 61ea for 3 Nm3-H2/h, and 91ea for 5 Nm3-H2/h. When the Bayonet 

type SiC tubes were arranged in a regular triangle pitch, the out-side shell for 

an annular type helium path has a 630.4mm OD and about 2,000mm height for 

1 Nm3-H2/h, 787.6mm OD for 3 Nm3-H2/h, and 868.6mm OD for 5 Nm3-H2/h.

   -Total number of Pt-catalyst packed Hastelloy HC276 tubes for hydriodic acid 

thermal decomposition with 60.5mm OD, 52.7mm ID, and 1,500mm length are 

required 19ea for 1 Nm3-H2/h, 61ea for 3 Nm3-H2/h, and 91ea for 5 

Nm3-H2/h. When the Hastelloy HC276 tubes were arranged in a regular triangle 

pitch, the shell for a helium path has a 598.1mm OD and about 2,100mm height 

for 1 Nm3-H2/h, 900.6mm OD and about 2,400mm height for 3 Nm3-H2/h, and 

1,051.9mm OD and about 2,550mm height for 5 Nm3-H2/h.

   -When the helium is fed into the shell side of the sulfuric acid thermal 

decomposer at the constant temperature of 900oC, it is anticipated that the 

effect of the over-all heat transfer coefficient on the outlet temperature of 

helium discharged from the decomposer is serious, such as 662oC at 5 

W/m2-oC and 565oC at 10 W/m2-oC. In the case of the sulfuric acid stream 

inside the Bayonet SiC tube, the boiling point of the 95% sulfuric acid aqueous 

solution attains to 4 ∼ 8 m from each SiC tube inlet and the maximum 

temperature of 754 ∼ 789oC is revealed at the top of each Bayonet SiC tube. 

Based on this temperature profile, it is expected that the thermal decomposition 

yield of the sulfuric acid will be obtained about 64.7%.

   -When the helium is fed into the shell side of the hydriodic acid thermal 

decomposer at the constant temperature of 662oC, it is anticipated that the 

effect of the over-all heat transfer coefficient on the outlet temperature of 

helium discharged from the decomposer is serious, such as 419oC at 5 

W/m2-oC and 386oC at 10 W/m2-oC. In the case of the hydriodic acid stream 

inside the Pt-catalyst packed Hastelloy HC276 tube, the maximum temperature 

of 301 ∼ 647oC is revealed at the top of each tube. Based on this temperature 

profile, it is expected that the thermal decomposition yield of the hydriod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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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 be obtained about 21%.

Economic analysis for Nuclear Hydrogen System

¡ Obtain the real cost data regarding nuclear hydrogen production plant for 

Japan and China and  establish database regarding construction cost, nuclear 

fuel cost, O&M(operating and maintenance) cost, and D&D(decontamination 

and decommissioning) cost.  The other is to analyze and assess the economic 

performance through sensitivity analysis for korea nuclear hydrogen production 

plant (4 x 600 MWth VHTR +4 IS) with G4-ECONS and HEEP.  

Integration of Nuclear Hydrogen Production Interface Research. 

¡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Nuclear hydrogen production technology quality 

assurance manual and procedures.

¡ Various quality assurance activities such as QA audit, QA educations enable to 

early settlement of R&D quality assurance.

¡ Prepare draft of project management procedure to perform nuclear hydrogen 

commercialization in future.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Dynamic and Operational Safety Analyses of Advanced SI Equipment

¡ Based on the start-up dynamic analysis results and safe operation ranges 

observed in this study on the pilot scale sulfuric acid and hydriodic acid 

multi-stage distillation columns and thermal decomposers coupled to the 

secondary VHTR helium loop, a pilot scale SI test facility will be designed and 

installed to establish the design information and engineering DB to finally 

construct the demonstration facility of a SI thermochemical process coupled to 

VHTR. 

Economic analysis for Nuclear Hydroge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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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reliable database for nuclear hydrogen 

production system, it is possible to select the optimum one by the assessment 

with G4-ECONS program. 

¡  During the demonstration and commercialization process of nuclear hydrogen 

production system, it is possible to be used as a basic material to assess 

economic performance. 

Integration of Nuclear Hydrogen Production Interface Research. 

¡ The basic planning model of the quality assurance manual and procedures for 

R&D project quality assurance model including nuclear hydrogen key 

technology project.

¡ Guarantee the domestic project deliverable quality for international R&D 

technology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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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개발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개발 배경 및 필요성

가. 개선 SI장치 동특성 해석 및 안전성 분석

  원자력수소시스템 실증시설의 설계/건조/운전을 위하여 SI공정 엔지니어링 DB 구축의 임무

가 부여된 파일럿규모 SI 시험시설의 연구개발 배경과 필요성은 각각 다음과 같음.

  ◦ VHTR 중간열교환기의 2차 측 헬륨계통으로부터 고온의 열에너지를 공급받는 SI공정 개

념의 타당성을 확인/검증.

  ◦ 파일럿규모 SI 시험시설의 엔지니어링 범위는 헬륨계통을 포함한 SI공정계통설계, 물질 

및 열 수지, 장치설계 및 건조, 배관 및 계측제어, 운전성능시험, 공정안전관리, 환경고려사항 

등으로 하며 본 시설의 설계/건조/운전을 통하여 SI공정 엔지니어링 DB를 확립.

  ◦ 파일럿규모 SI 시험시설의 설계/건조/운전과 병행하여 SI공정 개별 장치들의 특성시험을 

통한 Scale-up DB 구축 및 수소생산 열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개발 (선택적 수소분리 

막 및 장치, 열펌프 등).

  ◦ 특히 화학공정의 과도현상과 운전 안전성은 실험을 통하여 관찰하기도 하고 이론적 

모델에 의한 컴퓨터 모사를 통하여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전자의 경우, 공정의 많은 설계 및 

운전 변수에 대한 모든 과도응답을 예비실험을 통하여 모두 파악한다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능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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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실험변수와 범위를 최적화 하고 이로부터 실험의 회수를 최소화 하여 실험을 수행하며 그 

결과를 이용하여 이론적 모델의 계수를 조정하며 궁극적으로는 대상으로 하는 화학공정의 

과도현상과 운전 안전성을 비교적 정확히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는 컴퓨터 코드를 제시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임.

  ◦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은 복잡한 화학공정 중 하나로서 이의 시험시설 건설 및 

운전에 있어, 동 시설의 효율적인 정상상태 운전유도를 위한 Start-up 및 Shut-down 

운전지침 및 안전운전 방안을 강구함에 있어 이론적 동특성 모사와 열수력학적 모사에 의한 

예비해석은 많은 이점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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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른 열유동 현상이 원자력시설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대책의 강구가 필요할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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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에서의 외부 사건별 동특성 해석 및 

평가는 매우 중요한 업무임.  

  ◦ 이의 중요성을 GIF 국제공동연구에서도 인식하여 GIF/VHTR/Hydrogen Production 

Project Plan의 Task1.1.2 Benchmark exercise: code-to-code comparison on a 

reference S/I flowsheet addressing static and dynamic simulation과 Task 4.1.5 

System integration: Evaluation methodology for thermal disturbance caused by 

hydrogen production system에서 협력의제로 다루고 있음.

나.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 경제성분석 및 평가

◦ 수소는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에 의하지 않고 기존의 화석연료나 신재생에너지에 의

한 생산이 가능하므로 그 경제성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은 아직 상

용화 되지 않고, 연구단계에 있으므로 그 경제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수 입력자료인 공

사비, 운전비 등과 같은 소요비용을 확보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음.

◦ 현재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생산 시스템에 대한 경제성 판단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EMWG에서 개발 완료한 G4-ECONS(G4-Excel-based Calculation of Nuclear 

Systems) 프로그램 및  2014년 현재 IAEA에서 개발 중에 있는 HEEP(Hydrogen 

Economy Evaluation Program) 프로그램이 있다. G4-ECONS 프로그램은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생산공정, 원자력을 이용한 해수담수화 공정 등에 적용하여 원자로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 및 열에너지의 평균생산단가 및 수소생산단가, 담수화생산단가 

등을 산정할 수 있다. HEEP 프로그램은 현재 개발 진행 중에 있으며 수소생산단가 

이외에 수소저장, 수소운반 공정을 포함한 총괄적인 수소공정에 대하여 수소생산단가를 

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G4-ECONS 프로그램 및  HEE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에 대한 경제성 비교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원자력수소생산 

시스템구축에 필요한 총설비비, 핵연료비, 운영보수비, 제염해체비, 등의 입력자료가 

필수적이나, 이러한 자료 들은 대체로 대외비로 지정되어 입수가 상당히 곤란한 

실정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일본, 중국 등의 시스템 구축비용 관련 실용 자료를 입수하여 입력자료로 사용함으로써 

경제성 비교평가의 기준이 되는 수소생산 단가 산정에 정확성 및 신뢰도를 향상하였음. 

2. 연구목적

가. 개선 SI장치 동특성 해석 및 안전성 분석

  초고온기체냉각로(VHTR)계통, 중간열교환(IHX)계통, 그리고 황-요오드(SI)열화학공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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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원자력수소 생산시설 건설을 최종 목표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가스루프형 SI공정 파일

럿규모 핵심장치들의 운전 특성과 안전성을 예비 해석하여 장치 설계  DB 구축에 기여하고 

안전운전 지침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헬륨루프기반 황산용액 다단 증류탑 시동특성 및 운전 안전성 예비 해석.

   - 헬륨루프기반 HIx 용액 다단 증류탑 시동특성 및 운전 안전성 예비 해석.

   - 헬륨루프기반 황산 열분해장치 운전 특성 및 안전성 예비 해석.

   - 헬륨루프기반 요오드산 열분해장치 운전 특성 및 안전성 예비 해석.

나.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 경제성분석 및 평가

한국, 일본, 중국에서 진행중인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생산 시스템에 대한 설비비, 핵

연료비, 운영보수비, 제염해체비 등의 비용자료를 입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G4-ECONS 프로그램 및  HEE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에너지생산단가 및 수소생산단가

를 산정하고,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의 경제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제2절 연구개발의 내용

1. 개선 SI장치 동특성 해석 및 안전성 분석

  수소생산 공정의 비정상 조업에 따른 열유동 규명과 안전대책 수립을 최종 목표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1단계(2006-2009) 연구과정에서 SI 공정의 동특성을 해석 할 수 있는 컴퓨터 코

드, KAERI-DySCo를 마련하였고, 2단계(2010-2011) 연구에서 이의 보완과 부분검증을 수행

하였으며, 3단계(2012-2014) 연구에서는 코드의 적용단계로서 50L/h 수소생산 시험시설의 

시동특성 해석과 헬륨루프 가열형 SI 수소생산 시설의 열교란 특성 해석을 통하여 이의 대응

방안을 제공하였고 당해단계인 4단계 연구기간(2015-2016)에서는 KIER 및 KIST의 50L/h 

수소생산 시험시설에서 적용하고 검증한 장치들의 설계와 운전정보를 기초로 헬륨루프기반 파

일럿규모 SI공정 핵심장치들을 예비설계하고 이들의 동특성과 운전 안전성을 분석하였음.

가. 헬륨루프기반 SI공정용 황산용액 다단증류탑 시동특성 및 운전안전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파일럿규모 헬륨루프 연계형 SI 시험시설용 황산용액 다단 증류탑의 시동특

성과 안전운전 범위를 예비 조사함에 있어 다음의 관점에서 수행하였음.

  - 파일럿 시험시설은 수소생산 규모 1 Nm3․H2/h, 3 Nm3․H2/h, 5 Nm3․H2/h 3가지 경우

를 대상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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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산용액 다단 증류탑의 운전변수인 재비기 열 부하와 체류량, 묽은 황산용액의 주입 위

치와 온도, 응축기의 운전온도, 응축수의 순환비가 증류탑 운전안전성과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 파일럿규모 황산용액 다단 증류탑 규모별 안전운전 범위 제시 및 최적 운전조건 제시.

나. 헬륨루프기반 SI공정용 요오드산용액 다단증류탑 시동특성 및 운전안전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파일럿규모 헬륨루프 연계형 SI 시험시설용 요오드산용액 다단 증류탑의 시

동특성과 안전운전 범위를 예비 조사함에 있어 다음의 관점에서 수행하였음.

- 파일럿 시험시설은 수소생산 규모 1 Nm3-H2/h, 3 Nm3-H2/h, 5 Nm3-H2/h 3가지 경

우를 대상으로 조사.

- 요오드산용액 다단 증류탑의 운전변수인 재비기 열 부하와 체류량, 요오드산용액의 주입 

위치와 온도, 부분 응축기의 냉각부하가 증류탑 운전안전성과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 파일럿규모 요오드산용액 다단 증류탑 규모별 안전운전 범위 제시 및 최적 운전조건 제

시.

다. 헬륨루프기반 SI공정용 황산 및 요오드산 열분해장치 운전특성 및 안전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파일럿규모 헬륨루프 연계형 SI 시험시설용 황산 및 요오드산 열분해장치들

의 시동특성과 안전운전 범위를 예비 조사함에 있어 다음의 관점에서 수행하였음.

- 파일럿 시험시설은 수소생산 규모 1 Nm3-H2/h, 3 Nm3-H2/h, 5 Nm3-H2/h 3가지 경

우를 대상으로 조사.

- 전 단계에서 개발하고 검증시험을 거친 전기가열 방식의 50 NL-H2/h규모 SI 수소생산 

시험시설용 황산 및 요오드산 열분해장치를 모체로 하여 헬륨루프 연계형 파일럿규모 황산 및 

요오드산 열분해장치들을 설계하고 운전조건을 설정.

- 파일럿규모 열분해장치들의 규모별 운전성능을 예비분석하고 장치의 온도분포와 열분해 

전환율을 이론적으로 사전 평가함으로써 운전조건을 제시.

2.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 경제성분석 및 평가

가. 경제성분석을 위한 입력자료 데이터 베이스 구축

- 일본의 HTTR-SI공정 연계계통 및 중국의  SI 열화학 수소생산공정 구축에 필요한   설

비비, 핵연료비, 운영보수비, 제염해체비 등의 입력자료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함.

나.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의 수소생산단가 분석

- 원자로 및 수소생산시스템에 대한 경제성을 평가할 수 있는 G4-ECONS 프로그램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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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전기에너지 또는 열에너지 생산단가 및 수소생산단가를 산정하였으며, 수소생산단가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인자들이 수소생산단가에 미치는 민감도를 분석하여 수소생산단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 및 관리를 통하여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생산시스템

의  경제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제3절 연구 추진체계 및 전략

1. 개선 SI장치 동특성 해석 및 안전성 분석

¡ 국내 수소관련 연구소와 협력하여 고온가스냉각로에 적합한 수소생산 공정을 개발함에 

있어, 원자력수소생산 공정평가 및 동특성 해석 코드개발은 SI공정개발 세부과제 추진

기관인 KIER, KIST의 실험결과를 이용하여 평가코드에 적용된 입력자료 DB를 수정보

완하고 최종적으로는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SI공정의 최적화를 도모하는 효

율적인 접근법을 채택한다.

¡ IS공정 공정에 대한 KIER, KIST 협동연구기관에서 생산하는 국내 SI공정 개발관련 실

험 자료와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GIF VHTR/HP 국제공동연구를 통하여 입수되는 

SI공정 기술자료를 적극 활용한다.(그림 1.3.1 참조) 

그림 1.3.1. 수소생산공정 해석모델 개발 체계.

2.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 경제성분석 및 평가

¡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일본 및 중국으로부터 구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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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었던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G4-ECONS 프로그램 및 HEEP 등

과 같은 국제적 기준에 맞는 경제성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경제성 평가를 

하고자 함.

¡  IAEA 기술회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기술 현황을 파악하고, 경제성 

평가 프로그램에 대한 상호 벤치마킹을 통하여  경제성 계산결과에 대한 신뢰도

를 높임.

¡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 연구개발 참여국 및 IAEA TM 참여국 간 기술회의를 통

하여 경제성평가 프로그램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총설비비, 핵연료비, 운영유지

비, 제염해체비 등에 대한 입력자료이외도 할인율, 인플레이션비, 감가상각비, 

세금 등과 같은 재정적인 입력데이타에 대한 합리적인 합의점을 도출해 냄

3. 원자력수소생산 연계연구 종합

¡ PMB, CRP Program, 국제 워크샵 등을 통해 국내외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 선진 연구 현황을 국내에 전파하며, 국내 세부 과제간 연계항목을 도출하

여 협력을 강화함.

그림 I. 국내 연구 협력 네트워크

¡ 원자력수소 문서관리스템을 통해 품질보증을 바탕으로 세부과제별, 연구항목별 

연구성과물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하고 연구 성과물 자료의 축적 및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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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활하도록 환경을 조성함.

그림 II. 원자력수소 문서관리시스템 접속화면

¡ 원자력분야 품질보증팀과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 품질 보증 이행 절차를 마련하

고 매년 감사를 이행사항을 통해 점검하고 추가 조치를 수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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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선 SI장치 동특성 해석 및 안전성 분석

  일본은 일찍이 HTTR 열에너지를 이용한 메탄가스의 수증기개질 법에 의한 수소생산 

공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2006년에 이의 연계계통에 대한 개념도와 시설의 

시동과 정지 및 과도상태에 대한 열교란 제어안전성을 실험적/이론적으로 입증한 바 있

다[2.1.1]. 이들이 제안한 계통을 살펴보면, 그림 2.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HTTR 계통

과 IHX 계통 그리고 수소를 생산하기위한 SMR (Steam Methane Reforming) 계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차 헬륨루프 상에 있는 스팀발생기가 정상적인 운전 상태에서는 메탄

가스의 수증기개질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수증기의 공급원으로 활용되며 수증기개질 반

응이 없는 경우에는 2차 헬륨계통의 중간 열교환기로의 순환온도를 적정온도로 제어해 

주는 열교란 완충기의 기능을 담당한다.

그림 2.1.1. HTTR-SMR 수소생산공정 연계 계통도.

  

   

  2007년 4월에 JAEA (Japan Atomic Energy Agency)의 Sato 등은 HTTR-SI 연계공정의 

2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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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운전 시나리오와 대응방안을 그림 2.1.2의 SI공정 운전관점에서 조사, 발표하였는데

[2.1.2],

    i) SI공정에서의 가연성기체 및 독성기체 유출, 강산성 액체 누수, 압력용기 및 수소기체 

폭발에 따른 SI공정으로 흘러가는 2차 헬륨 격리 밸브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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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 경계면의 결함으로 인한 SI공정으로 흘러가는 2차 헬륨 격리 밸브의 차단.

    iii) SI공정 유체 이송 제어의 실패 및 화학반응기내 운전압력 제어 및 화학반응도 조절 

실패에 따른 2차 헬륨 순환온도의 교란현상을 증기발생기를 이용한 열충격 흡수 등으로 분류

하였다.

그림 2.1.2. HTTR-SI 수소생공정 연계 계통도.

    동 연구팀은 또한 동년 9월에 HTTR-SI 연계시스템의 공정 열교환기의 동특성을 해석할 

수 있는 모사 코드를 발표하였는데, PWR 원자로 시스템의 동특성 분석용으로 개발된 

RELAP5 MOD3.3을 개조한 HTTR Module과 그림 2.1.3과 같은 SI 공정열교환기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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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omposition Module, HI Decomposition Module)로 구성되어 있다[2.1.3].

  2008년 9월에는 동 연구팀이 HTTR-SI 연계시스템에 대한 운전 안전성 평가를 위해서 2차 

헬륨에 대한 에너지 수지로 1차 상미분방정식을 적용한 전달함수를 유도하고 몇 가지의 SI공

정 운전정지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응답곡선을 모사하고 최종적으로는 열 충

격 완충장치인 스팀발생기의 운전으로 IHX로 순환되는 헬륨의 온도가 안전 운전요건 범위 내

에서 작동하며 궁극적으로는 HTTR 운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림 2.1.4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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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이론적으로 입증한 바 있다[2.1.4]. 

그림 2.1.3. HTTR-SI공정 연계계통 모델

HeBC: Boundary condition for secondary He side 

PBC: Boundary condition for process side 

그림 2.1.4. SI공정 운전정지 특성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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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채택하고 있는 HTTR-SI 수소생산계통 주요 사양은 표 2.1.1과 같으며 이들이 채

택하고 있는 안전운전 평가기준과 경계조건은 각각 표 2.1.2 및 2.1.3과 같다.

표 2.1.1. HTTR-SI 계통 핵심 사양

표 2.1.2. HTTR-SI 계통 안전운정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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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HTTR-SI 계통 정격운전 경계조건

제2절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  경제성분석 및 평가

  미국에서는 황-요오드 수소생산공정의 최적화 및 효율 향상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아스펜플러스를 이용하여 분젠반응에 대한 모사와 고온가스로와 수소생산공정을 

결합한 시스템에 대한 과도현상 및 안전성 평가에 관한 연구 수행 중 이다.  상기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원자로수소생산 시스템의 기술적인 장점이나 경제성을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연구 결과로 도출된 최적의 원자력 수소생산공정시스템에 대하여 본 연

구에서는 HEEP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수소생산단가를 도출하고 타 시스템과의 상대적 

경제성을 평가하였다. 

  캐나다의 Univ. of Ontario Institute of Technology (UOIT) 연구팀에서는 원자력수

소 생산을 위한 시스템으로 CANDU Gen-IV SCWR과 결합한 Cu-Cl 사이클, 요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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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열화학사이클 및 과 Hy-S 복합사이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각 시스템에 대한 수

소생산단가를 HEEP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산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일본은 고온가스로와 요오드-황 열화학사이클을 결합한 원자로수소생산시스템으로서  

열용량 600 MWth이고, 시간 당 수소생산능력이 1.9~2.4톤인 GTHTR300C+IS를 연구 

개발중에 있다.  GTHTR300C+IS 시스템에 대한 공사비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 하여 

HEEP 소프트웨어의 벤치마킹에 참여하는 회원국에게 제공하였다.  원자력수소생산시스

템이외에 기존의 메탄가스개질법에 의한 수소생산공정과 원자력열을 이용한 메탄가스개

질법에 의한 수소생산공정에 대한 관련 수소생산비를 비교 평가하고,  JAEA 자체 내에

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HEEP 프로그램의 벤치마킹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HEEP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중국의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의 원자로로  이용될 HTR-PM을 건설 중에 있으며, 수

소생산시스템으로 요오드-황 열화학사이클을 결합한   HTR-PM-IS를 개발 중에 있다.  

상기 HTR-PM-IS에 대한 컴퓨터 모사를 통하여 요오드-황 열화학사이클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양 및 수소생산효율을 계산하였다.  HTR-PM-IS 원자력수소생산공정에 

대하여 HEEP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수소생산단가를 산정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고,  

칭화대의 INET 내부에 수소생산능력 100 NL/h 인 수소생산설비를 갖추고 요오드-황 

사이클 운전을 성공적으로 수행 하였다. 운전결과로 얻은 기술자료는 수소생산설비를 구

축하는데 필요한 설비비 추정에 사용하고,  HEEP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수소생산단가

를 산정하는 입력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국은 IAEA에서 제공한 5개의 예제(5 generic cases)에 대하여 HEE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얻은 결과를 타 참여국과 비교함으로써 HEEP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을 개선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IAEA에서 제공한 5개의 예제(5 generic cases)

에 대하여 G4-ECONS 프로그램를 이용하여 수소생산단가를 구하였으며, 대체적으로  

HEEP 프로그램으로 얻은 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두 값은 약 2~10% 정도 범위 내에서 

일치하여 HEEP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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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선 SI장치 동특성 해석 및 안전성 분석

1. 서론

일찍이 천연가스나 석탄과 같은 탄화수소로부터 수증기 개질법이나 열분해법을 이용하여 대

량의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이 상용기술로서 널리 보급되어 왔으나 1970년대 초반 오일 쇼크

를 맞이하고 1997년 지구 온난화를 우려한 교토 의정서와 2003년 부시 대통령의 연두교시를 

발판으로 원자력에너지 혁신적 연구를 위한 포괄 에너지정책 ‘원자력수소 이니셔티브(NHI)’의 

발표와 더불어 물로부터의 수소를 얻고자 하는 수소제조 기술개발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2005년 GIF (Gen IV International Forum) 협력협정에서 선정한 미래원자력시스템 

중 하나로 각광을 받고 있는 초고온 기체냉각로(VHTR)의 950oC 열원과 물로부터의 수소생산 

기술의 접목은 당면하고 있는 화석연료의 고갈문제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의 발생문

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국제적인 호응과 함께 “GIF VHTR”개발의 중요 지향

목표가 되었다.

  2008년 3월 19일에 GIF VHTR 시스템의 하부 조직 중 하나로 수소과제 관리위원회 (HP 

PMB)가 결성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수소생산 제조기술 중, 온실가스를 발생시

키지 않으면서 VHTR의 고온의 열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대량의 수소를 경제적이고 안전하

게 생산할 수 있는 후보기술을 선정하고 협력개발계획을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프랑

스, 캐나다, EU 6개국이 수립하였다. 이때 한국과 일본은 황-요오드 (SI) 고온열화학 사이클 

기술개발 기여계획을 제출하였고 미국과 프랑스는 고온수증기 전기분해 (HTSE)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한 기여계획을 제출하였으며 캐나다와 EU는 하이브리드 사이클 기술개발과 기타 기

여계획을 제출하였다.   

  1970년대 중반 미국 제너럴아토믹(GA) 연구진에 의해 연구되기 시작한 SI기술은 다음의 3

종 화학반응식을 이론적 배경으로 한다[3.1.1]. 

             2H2O + I2 + SO2 = 2HI + H2SO4                                                 (1)  

             2HI = H2  + I2                                                                     (2)

             H2SO4 = H2O + SO2 + 0.5O2                                                                         (3)

상기 반응식에서 식 (1)을 우리는 분젠반응이라 명명하고 발열반응임을 실험적으로 관찰한 바 있지

만 액상에서의 HI에 대한 열역학 물성이 잘 밝혀지지 않아서 논리적인 반응 메카니즘과 발열반응

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다가 최근 프랑스 연구진에 의해 그럴듯한 반응 메카니즘과 발열반응

3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 50 -

이 설명된 바 있다[3.1.2]. 우리나라에서도 원자력수소 연구개발이 시작되던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포항산업과학연구원에 의해 분젠반응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수

행하고 있다.             

  한편 반응식 (2)의 요오드산 열분해 반응은 기체에서 촉매반응에 의해 이룩되는 흡열반응으로 이

에 대한 열역학 특성 값과 평형분해수율은 비교적 정확히 예측된다. 상온에서부터 500 oC까지의 

범위에서 깁스자유에너지와 평형분해수율은 반응온도의 증가에 따라 단순 증가하며 상온에서 약 

7%수준, 500 oC에서 약 23%까지 증가됨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실험으로부터 확인되었다.

  반응식 (3)의 황산 열분해반응식은 다음의 2단계 화학반응식에 의해 이룩되며 각각에 대한 

깁스자유에너지와 평형 분해수율의 이론적 계산이 가능하다.

             H2SO4 = SO3 + H2O                                        (4)

             SO3 = SO2 + 0.5O2                                         (5)

  황산 열분해반응과 삼산화황 열분해반응은 모두 흡열반응으로 온도가 증가하면 깁스자유에

너지가 음의 값을 나타내므로 고온에서는 모두 자발적으로 반응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한다. 

특히 황산의 경우는 600 oC 수준에서 벌써 그 평형분해수율이 거의 100%에 달함으로 촉매가 

없는 상태에서도 반응이 잘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삼산화황의 경우는  800 oC 이상에서 자

발반응을 기대할 수 있으나 그나마도 분해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촉매가 필요함을 짐작케 한

다. 우리나라에서 황산 열분해반응 연구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본 연구가 국내에서 추진

된 이래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는 분야로서 SI공정 기술개발 중 현재까지 기술 성숙도가 가장 

높은 부분이다. 

  화학반응식 (1)∼(3)을 골격으로 하는 SI공정의 물질흐름 계통도를 나타내면 그림 3.1.1과 

같고 분젠반응공정을 섹션 1, 황산용액 취급공정을 섹션 2, 요오드산용액 취급공정을 섹션 3

으로 명명한다. 

Section 1

I2+SO2+2H2O
→ 2HI+H2SO4

Section 2

H2SO4→ 1/2O2

+SO2+H2O

Section 3

2HI → H2+ 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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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SI사이클 물질흐름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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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션 1의 분젠반응공정에서는 이산화황과 요오드 그리고 물이 반응하여 일차적으로 황산과 

요오드산이 생성되고 생성된 2 종류의 산 용액이 요오드와 물이 과잉으로 존재하는 경우, 황

산은 주위의 물 분자와 용매화 반응을 일으켜 황산 상 (밀도가 낮다고 하여 경질 상으로 명명

함)으로 진행되며 요오드산은 과잉의 요오드와 콤플렉스를 형성함과 동시에 주위의 물 분자와 

용매화 반응을 일으켜 요오드산 상 (밀도가 높다고 하여 중질 상으로 명명함)으로 진행하여 상

호 상 분리까지 진행한다. 그러나 분리된 2 상에는 불순물로서 황산 상에는 요오드산과 요오

드가 존재하고 요오드산 상에는 황산이 불순물로 존재하는 것이 실험적으로 확인되었다

[3.1.3-6]. 이상의 결과로부터 분젠반응공정에 없어서는 안 될 장치로는 분젠반응기에서 배출

되는 요오드산 상과 황산 상에서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정제기들이 각각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분젠반응공정으로부터 배출된 황산용액은 섹션 2의 황산용액 취급공정에 위치하는 다단증류

탑을 통과하면서 그 농도가 농축된 다음, 황산용액 기화, 황산 열분해, 삼산화황 열분해를 단

계적으로 거친 후 냉각되어 응축수는 다단증류탑 또는 황산용액 정제기로 순환시키고 이산화

황 기체와 산소는 분젠반응기로 순환시켜 이산화황이 분젠반응의 반응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

다.

  한편 분젠반응공정에서 배출되는 정제된 요오드산 상은 3가지의 처리기술을 거쳐 요오드산

으로부터 수소를 제조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처음으로 SI공정을 발표한 미국 GA에서는 공비혼합물로 존재하는 HI/I2/H2O 3성분 액체를 

인산추출증류탑에 주입하여 고농도의 인산으로 물을 선택적으로 추출제거하고 상단으로 배출

되는 농축된 요오드산/요오드 기체는 응축기를 통과시켜 HI로부터 I2를 분리시켜 HI는 열분해

반응기로 주입하여 열분해시킴으로써 수소를 얻고 여기서 생성된 요오드는 인산추출탑 응축기

에서 배출되는 요오드와 합쳐 분젠반응기로 순환시킨다. 여기서 물 추출제로 사용되는 인산은 

다시 농축시켜 순환시키기 위해서 인산증류탑을 이용하여 인산과 물을 분리하는 과정을 거치

게 되는데 여기에 소모되는 열에너지가 막중하여 더 이상의 연구는 진행되지 못하였다[3.1.7]. 

이와는 별도로 독일 아헨공과대학은 고압 반응증류탑을 이용한 수소제조 기술을 제안하였고 

이 기술을 2003년에 GA는 인산추출증류탑 대신에 적용하여 새로운 대안공정을 발표하였으며

[3.1.8] 미국과 프랑스 양국이 I-NERI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본 대안기술을 실증코자 하였으나 

성공적이지 못하여 양국에 있어서 SI공정 연구 자체가 2009년에 중단되었다. 

  일본의 JAEA와 한국의 에너지기술연구원은 섹션 3의 요오드산 취급공정 신기술로서 전기투

석법에 의한 요오드산 용액의 공비점 극복과 다단증류법에 의한 2차 농축법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기술 검증을 실험실규모 대기압운전에서 소규모 추진하여 성공적인 운전결과를 얻은 바 

있다. 일본의 경우, 2004년에 30 NL․H2/h규모 SI 통합공정 대기압운전에서 174시간의 정상

상태 운전을 유지함으로써 SI공정의 타당성을 전 세계에 알렸으나 요오드산 용액의 공비점을 

극복하기 위한 전기투석장치가 통합공정 내에 설치되지 않았고 SI 시험시설의 대기압 운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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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행함으로써 가압운전에 따른 제반 문제점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2009년에 한국의 에

너지기술연구원이 전기투석기를 제작하여 예비시험을 거친 후 SI공정 섹션 3에 설치하여 성능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전기투석기의 SI공정에서의 기능을 입증하였다. 일본과 한국

의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후발주자인 중국 칭화대 연구팀이 전기투석기를 포함하는 10 NL․
H2/h규모 SI 통합공정을 설치하여 대기압운전을 10시간에 걸쳐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그 결과

를 2010년에 발표한 바 있다[3.1.9]. 현재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SI공정의 가압운전 실증시험

을 위한 공정장치 성능시험을 부분적으로 수행하면서 통합 가압운전을 각각 8과 27시간씩 수

행한 바 있다.

  국내 SI 수소생산 단위공정 기술개발과 통합공정 시험운전은 협력연구기관인 한국에너지기

술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의해 태동기 (2001∼2006)를 거쳐 지금까지 분젠반응 단위

공정과 요오드산취급 단위공정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황산취급 단위공정은 한국과학기술연

구원이 각각 전담 수행해 오고 있으며 2011년부터 연구에 참여하여 3단계 연구과정의 핵심이

었던 50 NL/h 수소생산규모 SI공정 통합공정 시험운전까지 포항산업연구원이 분젠반응공정에 

대한 연구를 부분 참여하기도 하였다. 

  태동기의 연구에서는 분젠반응과 부반응, 이의 생성물로 얻어지는 황산용액과 요오드산용액

의 상호분리 가능성을 확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황산 열분해반응과 촉매개발, 전기투석장치

에 의한 요오드산용액 농축시험과 요오드산 열분해 촉매개발 그리고 수소분리 막 연구를 부분 

수행하였다.

  본격적인 SI공정 기술개발은 원자력기술개발사업 1단계 연구기간 (2007∼2008)부터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는 반응기 및 공정 요소기술 개발 (분젠반응, HI농축/분

리/분해), 고효율화 공정 기술 개발, 고압재료/촉매 선정/개선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이들

의 분젠 반응 및 2액상 분리 연구에서는 분젠 반응을 다양한 공정 조건(1～5기압, 10～120 

℃, I2 및 H2O 첨가량, SO2 유속, 등)에서 수행하고 분젠 반응의 화학반응 및 상 분리 조성 데

이터를 확보하였다. 전기투석에 의한 HI농축 연구에서는 요오드 몰분율에 따른 공비조성의 변

화 및 이에 따른 전기투석 에너지요구량을 비교분석 하였고 다양한 고체고분자막에 대해서 물

이동도, 전압, 전류효율 등의 관점에서 그 성능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HI 농축의 운전조건에 

따른 전기투석 셀의 성능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수소분리 막 제작 및 평가 연구에서는 분리 

막 제조의 합성조건으로 최적조성을 제시하였으며 전기영동 제막조건의 최적화를 이루었다. 

HI 촉매 분해 특성 연구에서는 탄소계 촉매를 대상으로 수성가스반응 여부를 평가하였으며 요

오드의 흡/탈착 특성이 HI 전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고 알루미나 및 실리카를 촉매 또

는 담체의 후보물질로 선정하여 촉매활성 및 물리적 특성 등 촉매선정 평가를 수행하였다. 공

정소재 개발에서는 50 % H2SO4 + 1 wt% HI의 액상 조성으로 5 bar, 95 ℃에서 1000시간 동

안 분젠반응 가압부식시험을 실시하였으며, Ta-2.5 %W은 0.00 mm/yr의 부식속도를 나타내

었다. SI 공정 분석 및 HI 분해 공정 실증 연구에서는 전기투석 장치 및 Pt/SiO2 촉매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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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된 SEC3공정에서 평균 약 3.5 L-H2/hr 수소발생을 실증하였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는 황산 열분해촉매를 개발함과 아울러 Pt-Lining 반응기를 이

용한 황산의 열분해 성능을 정량적으로 관찰하였다. 한편 가압 황산분해 실시간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착수하였으며 가압 황산분해 공정장치를 설계하기 위한 부품들의 성능

시험을 광범위하게 수행하였다.     

  2단계 연구 (2009∼2011)에서는 양 기관이 50 NL/h 수소생산규모 SI공정 통합공정 시험

시설 건설을 위한 핵심장치들의 성능시험과 단위공정 운전 예비시험을 각각 수행함으로써 50 

NL/h 수소생산규모에 적합한 핵심장치들의 설계 자료를 구축함과 동시에 시험시설 구축을 위

한 장치를 제작/준비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2011년에는 포항산업연구원이 분젠반응공정에 대

한 연구를 그동안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하여온 연구연장선 상에서 이어 받았다.

  3단계 연구 (2012∼2014)에서는 50 NL/h 수소생산규모 SI공정 통합공정 시험시설 건설을 

완공하고 72시간의 연속운전으로 SI 열화학 사이클에 의한 수소생산 가압운전 기술검증을 구

현하는데 3기관이 어려운 환경 조건하에서도 심혈을 기우렸다. 그 결과로 2014년 9월에 50 

NL/h 수소생산 가압공정 72시간 연속운전을 세계 최초로 시도할 수 있었는데 결과는 8시간 

운전의 성과만을 달성하고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다음의 원인에 의해 발생했다. 

- SI 통합공정의 운전자동화 미비로 인적오류가 운전의 지속성을 저해 함.

- 분젠반응 공정의 공정유체 (액체 및 기체) 이송 및 유량계측 신뢰도가 낮아 운전결과의 

재현성이 어려움.

- 분젠반응에서의 HIx용액과 SO2기체 반응물의 관형반응기 내에서의 균일한 혼합이 원활

하지 못해 반응수율이 기대 값에 지속적으로 부합하지 못하였고 분젠반응기/상분리기

/HIx 정제기의 최적 설계를 위한 장치분석 예비실험을 간과함으로써 장치 및 배관의 제

작/설치 상의 하자로 유체가 흘러가는 유로에 요오드의 석출에 따른 관 막힘 현상이 빈

번히 발생함으로써 분젠반응공정의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함.

- 요오드산용액 농축장치인 전기투석장치의 운전범위 경직성으로 분젠공정과 요오드산 취

급공정 사이의 경계조건 부합 허용범위가 너무 좁아 통합운전의 지속적 유지가 너무나 

어려웠으며 차후 연구에서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함. 

  그림 3.1.2와 3.1.3은 당시 통합운전에 사용되었던 시설 전경 사진과 8시간 운전결과에서 

얻어진 수소와 산소의 누적 발생량을 나타낸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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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50 NL/h 수소생산규모 SI공정 통합공정 시험시설

그림 3.1.3. 50 NL/h 수소생산규모 SI공정 통합공정 시험시설 운전 상황과 결과

 

  본 보고서에서는 2013년도의 전기가열방식의 50 NL․H2/h규모 가압 통합운전 시험시설로부

터 얻어지는 자료들의 한계성을 헬륨가열 방식의 SI 시험시설의 설계와 건설 및 운전을 통하

여 엔지니어링 DB를 보완코자 함에 있어, 2014년에 작성한 헬륨가열 방식의 파일럿규모 (1 

Nm3․H2/h) SI 시험시설의 예비 개념연구 결과에서 얻어진 공정개념과 물질 및 에너지 수지를 

기초로 하여 SI공정 핵심장치 중 하나인 VHTR 헬륨루프 연계형 황산용액 다단 증류탑, 요오

드산용액 다단 증류탑, 그리고 황산 및 요오드산 열분해장치를 예비설계 함에 있어, 수소생산 

규모 1 Nm3․H2/h, 3 Nm3․H2/h, 그리고 5 Nm3․H2/h에 대한 운전특성 및 안전성을 이론적 

모사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2. 헬륨루프기반 SI공정용 황산용액 다단증류탑 시동특성 및 운전안전성 분석

가. 장치 설명

  용액 다단증류탑은 SI공정에서의 황산용액 농축기처럼 다성분 용액으로부터 어느 한 성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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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시키거나 HIx 다단증류탑처럼 상대적으로 휘발성이 큰 물질의 고농도 기체를 얻고자할 때 

이용되는 장치로서 운전방식은 연속조업이 가능하고 복수개의 단을 수직으로 탑 내부에 적층

함으로써 설치 공간의 이득과 공정유체가 지니고 있는 열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

점을 갖는다.

  그림 3.1.4 및 3.1.5와 같이 증류탑 본체와 응축기 그리고 재비기로 구성된 다단증류탑의 

종류에는 충전물을 채운 충전탑형 다단증류탑이 있고 다공 판이나 노즐 판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한 판 내재형 다단증류탑이 있다. 

그림 3.1.4. 다공 판 내재형 다단 증류탑과 범람곡선

  다단증류탑의 경우에도 탑 내부에서는 기체와 액체가 상호 반대방향으로 흐르는 향류흐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범람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탑의 직경을 결정해야하는데 충전탑형 다단증

류탑의 경우에는 그림 3.1.5의 기-액 반응기 범람곡선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액체의 점성이 2 

cP 이하와 액체의 질량유속이 기체의 질량 유속보다 1.5배 이하인 특수한 경우에는 식 (6)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도 있다.  다공 판 내재형 다단증류탑의 경우에는 식 (7)과 그림 3.1.4에 

의해 계산한다.

           Gflooding = VmρV = Kp(ρLρV)1/2                                         (6)

           uflooding = Kv((ρL-ρV)/ρV)
1/2(σ/20)0.2                                     (7)



- 56 -

여기에서, Gflooding은 범람현상을 유발하는 기체의 공탑 질량유속, Vm은 기체의 공탑 선속도, 

Kp는 실험상수로서 식 (6)에 의해 계산된 질량유속의 50 ∼ 70 % 수준에서 설계하며, 

uflooding는 범람 현상이 유발되는 기체의 선속도, Kv는 실험값으로 그림 3.1.4에서 결정하며, 

ρL과 ρV는 액체와 기체의 밀도, σ는 액체의 표면장력으로 식 (7)에 의해 탑의 직경을 결정할 

때에는 범람속도의 60 ∼ 90 % 수준에서 설계한다.

  충전탑형 다단증류탑은 그림 3.1.5의 충전물이 담겨져 있는 기-액 반응기를 기준으로 범람

속도를 구하고 이로부터 장치의 직경을 결정한다. 

그림 3.1.5. 기-액 반응기와 범람 곡선

 

  액체가 탑상부에서 주입되어 하부로 흐르고 기체가 탑하부에서 주입되어 상부로 올라갈 때, 

액체와 기체의 유속과 밀도 그리고 액체의 점성, 충전물의 형태와 충전방식에 따라 정상적인 

향류흐름이 형성되지 않고 상부에서 주입된 액체가 탑상부에 위치하는 기체 출구로 빠져나가

고 하부에서 주입된 기체는 상부로 상승하지 못하고 탑 하부의 액체 출구로 되돌아가는 범람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범람 현상을 유체의 밀도와 점성, 유량, 그리고 충전탑

의 공극률의 함수로 경험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 그림 3.1.5의 우측 곡선으로서 이 그림

은 기-액 반응기의 직경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엔지니어링 기준선이다. 탑의 직경을 결정

할 때에는 범람속도의 60 ∼ 90 % 수준으로 하며 좀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50 %로 한다.

  한편 다단증류탑의 높이는 단수와 한단의 높이에 의해 결정되는데, 단수는 응축기에서의 환

류비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는데 평형곡선과 운전 조작선을 이용한 McCabe-Thiele 작도법

에 의해 결정된다. 그림 3.1.4에서의 환류비는 다음의 식으로 정의되고 환류비와 다단증류탑

의 건설운전비와의 상호관계는 그림 3.1.6과와 같다.

            RD=LN+1/D 또는 RV=LN+1/VN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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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증류탑의 환류비와 비용 상호관계 

  본 연구에서, 황산 정제탑의 하부에서 배출된 황산용액을 농축하기 위한 다단 증류탑으로 

충전증류탑을 택하는 경우 1 Nm3․H2/h 수소생산 규모의 장치 사이징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반응기 형태 및 수량: random packing 증류탑 1기

          ․취급 유체: 기체-액체 2 phase

          ․유체 성분: H2O, H2SO4, 

          ․유량: 액체 192.9 g/min (128.6 mL/min)

                  기체 68.7 g/min ( 85,493 NmL/min)

          ․운전 온도와 압력: 301oC, 1bar

          ․가열방식: 헬륨루프에 의한 가열 

          ․ 





=0.056:




 


=0.16

          ․충전물: 1/2 inch Ceramic Raschig rings (ap=122 ft2/ft3, ε=0.64)

            =










=



×

×× ×××

            =704.6 lb/ft2-h. 의 50% 수준에서 운전한다고 가정하면, 반응기 

            내부 단면적(A)와 내경(ID)는 A=0.026ft2 및 ID=0.18ft이고 반응기 길이는 총   

            단수를 5단 (90cmOD 재비기 및 응축기 포함)으로 하고 한단의 높이 60cm로  

            가정하면 3m이다.

나. 운전 방법

  SI공정에서의 황산용액은 물과 황산 2성분계의 혼합용액으로서 상대적 휘발도는 물이 황산

보다 쉽게 증발하기 때문에 2성분계의 황산용액을 그림 3.1.7의 다단 증류탑을 이용하여 농축

코자 하는 경우, 탑 상단으로는 물이 배출되고 탑 하단으로는 농축된 황산용액이 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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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황산용액 다단 증류탑은 증류탑 본체와 증기를 발생시키는 맨 

하단의 재비기, 그리고 증기를 응축시키는 맨 상단의 응축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증류탑 내부

로의 황산용액 주입은 증류탑 본체의 임의의 단으로 주입되어 아래쪽으로 흐르다가 최종적으

로 재비기에 당도한다. 증류탑 내부에서 기-액 접촉과 분리가 원활히 일어나도록 탑 내부에는 

트레이 또는 충전물을 설치하거나 채운다. 주입되는 황산용액의 조성은 황산용액 다단 증류탑 

앞에 위치하는 분젠반응기와 이로부터 생성되는 황산용액 상과 요오드산용액 상의 상 분리기 

성능에 의해 결정되는데 분젠반응기와 상 분리기의 운전조건이 고정되면 거의 일정한 상수 값

이 된다. 따라서 다단 증류탑의 운전변수로는 황산용액 주입구 위치와 유량, 압력, 재비기의 

가열속도, 응축기의 온도, 탑 상부의 응축기에서 응축된 응축수의 일부를 증류탑 상부의 내부

로 순환시키는 환류비 등이 있으며 장치변수로는 증류탑 높이와 상관관계가 있는 평형 이론단

수가 있는데 황산용액 다단 증류탑의 경우, 재비기와 응축기를 포함한 총 이론단수가 5단이면 

충분하다는 결과를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 있다.

  

그림 3.1.7. 황산용액 다단 증류탑 개념도

  황산용액 다단 증류탑 운전방법에 있어서 3가지 경우의 수소생산규모를 살펴보기로 하는데 

참조 기준은 1 Nm3․H2/h로 하고 3 Nm3․H2/h와 5 Nm3․H2/h의 확장 경우에 대해서도 각각 

조사하기로 한다. 표 3.1.1은 각 수소생산 규모별 황산용액 다단 증류탑의 운전조건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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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gen production scale 1 Nm3․H2/h 3 Nm3․H2/h 5 Nm3․H2/h
Operation conditions

  Operation pressure (bar-g)

  Condensing temperature (oC)

  Feed temperature (oC)

  Feed flowrate of H2O (mol/h)

  Feed flowrate of H2SO4 (mol/h)

  Density of feed solution (kg/L)  

0.1

100

60

60.76

55.80

1.72

0.1

100

60

182.28

167.40

1.72

0.1

100

60

303.80

279.00

1.72

표 3.1.1. 수소생산규모별 황산용액 다단 증류탑의 운전조건

  VHTR 헬륨루프 연계형 황산용액 다단 증류탑과 종래의 전기가열형 황산용액 다단 증류탑

과의 주 차이점은 재비기의 열 공급방식에서 발견할 수 있다. 즉 재비기 내의 황산용액을 비

등시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열 공급을 용기 외부에서 전기가열 방식에 의존하느냐 아니면 

헬륨의 현열을 이용한 열교환기 방식에 의존하느냐가 주된 차이점이며 이에 따라 재비기의 장

치구조를 달리한다.

  2011년에 KIST 연구팀은 가공성이 좋은 SK Solmics사의 RBSC (12% Si) SiC 재료를 이

용하여 열교환 요판을 성형가공한 후 SiC 접착제를 사용하여 여러 겹의 요판을 적층/접착시킨 

후 열처리를 함으로써 SiC 열교환기를 그림 3.1.8과같이 제작하였고 그 열교환 성능과 구조적 

강도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비교적 성공적이었으며 장치의 총괄 열전달계수 값이 60 ∼ 

73 J/(soCm2) 수준임을 실험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림 3.1.8. SiC 열교환기

  한편 시동특성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재비기의 황산용액 Hold-up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는

데 이것을 추산하기 위해서는 재비기의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표 3.1.1에서와 같이 정상상

태에서 황산용액 다단 증류탑에 83wt%의 황산용액이 주입되어 재비기에서 배출되는 농축된 

황산용액이 95wt%까지 농축된다면 기화되어야할 물의 양은 1 Nm3․H2/h의 경우에 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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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l/h이며 증발잠열은 약 4.15 kJ/g⋅H2O로서 가열 유체인 헬륨으로부터 재비기로 공급

되어야 할 열전달 속도는 혼합 열에너지와 장치에서의 열 손실이 없다고 가정하였을 때 적어

도 약 1 kW이상이어야 한다.

다. 다단 증류탑 수학 모델링

  증류탑의 기본적인 모델은 그림 3.1.7과 같고, 각 단에서 일어나는 물질 및 열 평형에 관련

된 관계식은 그림 3.1.9에 제시하였다.  황산용액 증류장치의 동특성모델링을 위해서는 그림 

3.1.7과 3.1.9을 기반으로 물질과 에너지수지에 관한 수학적 모델링을 수립한다. 증류탑을 나

타내는 기본적인 모델 식들은 탑 전체에 대한 물질수지, 에너지 수지 및 생성물의 조성관련 

식들과 탑 내부의 각 단에서의 상평형 관계식 및 물질과 에너지 수지 식들로 이루어진다. 모

델 식에서는 기상 및 액상 흐름의 유량과 조성, 그리고 단의 온도들이 독립변수가 되며 평형

상수, K값, 그리고 엔탈피들은 종속변수가 된다. 모델식을 이루는 물질수지(Material 

balances), 상평형 관계식(Equilibrium relationships), 조성의 합 관련식(Summation 

relation), 그리고 엔탈피 수지식(enthalphy balances)들을 합하여 흔히 MESH 식이라고 부

르며 MESH 모델식에 나타나는 변수들은 상태변수라고도 부른다. 각 단에서의 물질수지는 다

음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9)

여기에서 H는 holdup을 나타내고, 과 은 각각 n 단에서의 액체농도와 기체의 농도를 

나타내며, 과 은 n 단에서의 액체와 기체의 유량을 나타낸다. 식(9)에서 H가 근사적으로 

상수라고 가정하면 식(9)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이 식에서 dt를 로 변환하며 미

세 시간 변화로 치환하며, 도 으로 바꾸어, 미세한 시간 변화에 따른 농도변화를 나

타내도록 했다. 를 미세 변화량 으로 놓고,   ⟶   ⟶ 으로 가정하고, 

  ⟶   ⟶으로 가정하여, 미세한 변화량에서의 근사식을 완성한다. 이와 같은 조작

을 하는 목적은 시간의 변수로 되어 있는 양들을 미세시간 간격에서 시간에 독립적으로 값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변환된 동역학 해석 식은 다음과 같다.

    

  ≅  

≅  

                     (10)

식(10)은 평형상태와 유사한 식으로 변형된다. 식(10)을 액체농도 변화, △Xn의 식으로 표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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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는다. 

≅

            
                           (11)

 경과 후의 농도는 다음 식에 의해서 구할 수 있다. 

 

 ≅ 

≅

             
                 (12)

                    

각 단에서의 물질수지의 평형조건에 의해 다음 식이 성립한다.




                                               (13)

이 식에서 Hold-up이 일정하다는 조건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물질수지 평형조건이 얻어진다. 

 

 

 

                                (14)

한편 엔탈피의 평형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 단에서 액체상태의 물질을 비등

점까지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은 다음과 같다. 

  





                                    (15)

또한 각 단에 공급되는 열량( )은 다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for   
 for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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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16)에서 q4와 q5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7)

따라서 공급되는 열량은 액체를 비등점까지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으로 활용되고, 남는 열량은 

Vn 만큼의 기체를 발생하는데 사용된다. 이를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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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enser

Stage N

Feed plate

Include   in component mole balance

Stage 2

Stage 1




           

    


     

   




      

  





    

 

   

    

  





  

     

      



     

  

   

   











 



그림 3.1.9. N단의 황산용액 다단증류탑 시그널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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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과 및 고찰

  (1) 재비기 열 부하 영향

  황산용액의 농축을 위하여 이용되는 다단 증류탑의 여러 운전변수 중 가장 중요한 변수가 

재비기에 가해지는 열 부하이다. 이는 다단 증류탑의 탑 하부에서 배출되는 농축된 황산용액

의 농도를 결정짓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안전운전을 결정짓는 요소로서 재비

기 및 증류탑 내부의 황산용액 체류량 (Hold-up)과 함께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값이다. 이를

테면 재비기 열 부하가 미약하면 다단 증류탑의 운전 근원이 되는 증기발생이 되지 않아 운전

불능 상태에 이르게 될 터이고 반대로 열 부하가 과중하면 그 정도에 따라 증류탑의 상부에서 

외부로 배출되어서는 아니 될 황산이 탑 상부의 응축 수에 포함되는 비정상 운전이 초래되거

나 더욱 나아가서는 증류탑의 운전 상태가 범람현상에 이르러 기체-액체의 흐름이 정상적 흐

름인 향류로 일어나지 않고 그 반대인 기체는 하부로 액체는 상부로 흐르게 하여 중대한 사고

를 유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황산용액 다단 증류탑의 기능과 목적이 주어지면 정상상태에서의 SI공정 물질수지를 

기초로 작성된 표 3.1.1의 입력 값을 대입하여 시동특성을 조사함으로써 적정의 재비기 열 부

하를 도출한다.

  그림 3.1.10은 1 Nm3․H2/h의 수소생산 규모의 SI공정에서 요구하는 황산용액 다단 증류탑

의 재비기 열 부하를 추정하기 위해서 증류탑의 목적과 기능을 95 wt% 황산용액을 탑 하부 

농축수로 얻고 재비기의 체류량을 9.2 kg으로 하고 탑 내부 체류량을 2.0 kg으로 했을 때의 

계산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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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0. 탑 상/하부 생성물과 정상상태 도달시간에 미치는 재비기 열 부하 

영향 

( ○ : bottom product, ▲ : top product)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어진 입력 조건에서 탑 하부의 생성물로 95 wt% 황산용액을 

얻기 위해서는 재비기에 가해지는 열 부하가 1.5 kW임을 알 수 있고 이 값을 3kW까지 확장

하여 조사해 보았을 때 2 kW에서는 99.3 wt%의 황산용액이 탑 하부에서 얻어지고 2.5 kW

와 3.0 kW에서는 99.4 wt%와 99.5 wt%의 황산용액이 얻어지는 반면 탑 상부의 생성물에서

도 황산성분이 8.6 wt%와 22.0 wt%를 나타냄으로써 열 부하의 상한은 2 kW이나 95 wt%

의 황산용액을 얻기 위해서는 1.5 kW가 적정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1.5 kW이하

의 열 부하 하한을 조사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열 부하를 줄여 보았을 때, 1.0 kW에서는 다

단 증류탑의 운전이 가능하기는 하였으나 탑 하부의 생성물 황산농도가 88 wt%에 머무름으로 

황산용액 농축도가 미진하였고 지속적으로 열 부하를 낮추어 0.7 kW에 이르면 재비기 내의 

황산용액이 비등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현상이 유발되었다. 

  다단 증류탑의 운전이 정상상태에 이르는 시간을 재비기 열 부하 변화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경향을 보였는데 1.5 kW의 열 부하가 가해졌을 때는 12시간

이 경과해야 다단 증류탑의 운전이 정상상태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그 값이 증가할수

록 정상상태 진입시간은 점진적으로 단축되어 3 kW에서는 약 2.1시간 만에 정상상태에 진입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경우로서 열 부하를 1.0 kW로 낮추었을 때 예상과는 달리 정

상상태 진입시간이 10.4시간으로 1.5 kW를 부가했을 때보다 약 1.6시간 단축됨이 발견되었

는데 이는 황산용액의 농축도가 95 wt%에서 88 wt%로 낮아짐에 따른 결과일 것으로 판단되

었다.

  (2) 체류량 (Hold-up)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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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산용액 다단 증류탑의 동특성 해석에서의 특이 사항으로는 정상상태의 모사에서는 변수로 

작용하지 않는 재비기의 체류량과 증류탑 내부의 용액 체류량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

단 증류탑의 설계 시, 본 정보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써 충전탑형 다단 증류탑인 경우 충전

물의 형상과 크기 그리고 적층방법을 결정하는데 바로미터가 되며 재비기의 사이즈를 결정함

에 있어 전열면적과 함께 중요 정보가 된다.

  또한 체류량은 다단 증류탑의 안전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재비기 열 부하와 함께 

중요 변수 중 하나로 작용한다. 우리의 선행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동일 재비기 열 부하 

조건에서 체류량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다단 증류탑의 정상상태 진입시간이 지연되고 반대로 

체류량이 감소하면 정상상태 진입시간이 줄어들다가 종국적으로는 과잉의 증기발생으로 인하

여 범람현상이 유발되는 영역으로 진입하게 된다. 따라서 다단 증류탑의 안전 운전을 위해서 

범람현상이 유발되지 않는 최소 체류량의 도출이 필요하며 재비기의 경우에는 열전달면적과의 

상호보완적 추정으로 재비기의 사이징 최적화를 도모할 수 있다.       

  그림 3.1.11은 95 wt%의 황산용액을 얻기 위한 황산용액 다단 증류탑의 재비기 체류량을 

변수로 취했을 때 탑 하부 생성물의 황산 농도와 정상상태 진입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것이다.

그림 3.1.11. 탑 하부 생성물과 정상상태 도달시간에 미치는 재비기 체류량 

영향

  여기에서 모사의 입력 값으로는 수소생산 규모 1 Nm3․H2/h, 재비기 열 부하 1.5 kW, 증

류탑 내부 체류량(Hstage)과 재비기 체류량(Hreboiler)의 비 Hstage/Hreboiler=0.217으로 하고 나머

지 입력 값은 표 3.1.1의 정보를 이용하였다.

  상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비기 열 부하를 1.5 kW로 고정하였을 때 증류탑 하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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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물의 황산용액의 농도는 재비기 체류량의 변화에 상관없이 항상 95 wt%를 견지하고 있으며 

단지 정상상태 진입시간이 재비기 체류량의 증가에 따라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

이고 있었으며 범람을 유발하는 최소 체류량은 < 0.9 kg임을 확인하였다.

  (3) 용액주입 단 (feed stage) 위치의 영향 

    

  황산용액 다단 증류탑에 있어서 단수의 변화가 증류탑 농축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선행연구에서 재비기 및 응축기를 포함한 총 단수의 수가 5단 이상을 하는 경우 황산용액 농

도에 별반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총 단수는 5단으로 

고정시키고 묽은 황산용액의 주입 위치를 2단, 3단 4단으로 변화시켰을 때 재비기에서 배출되

는 황산용액의 농도와 정상상태 진입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림 3.1.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비기의 배출 수에서 얻어지는 황산용액의 농도는 묽은 

황산용액 주입단의 위치를 2단으로 했을 때 94.6 wt%의 황산용액이 배출되고 3단과 4단으로 

했을 때 공히 95 wt%의 황산용액이 재비기에서 배출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그림 3.1.12. 탑 하부 생성물과 정상상태 도달시간에 미치는 묽은 황산용액 주입 

위치 영향

  한편 정상상태 진입시간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황산용액 주입 단의 위치가 재비기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정상상태 진입시간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는데 용액 주입 단이 2

단인 경우에는 정상상태 진입시간이 약 11시간 걸렸고 3단인 경우에는 12시간, 4단인 경우에

는 18.4시간이 요구됨을 발견함으로써 농도와 정상상태 진입시간을 모두 고려한 최적의 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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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용액 주입위치로는 3단을 택함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모사의 입력 값으로 사용된 값은 수소생산 규모 1 Nm3․H2/h, 재비기 열 부하 1.5 kW, 재

비기 체류량 9.2 kg, 증류탑 내부 체류량 (Hstage)과 재비기 체류량 (Hreboiler)의 비 

Hstage/Hreboiler=0.217, 응축기 운전온도 38oC, 그리고 묽은 황산용액 주입속도와 온도는 표 

3.1.1의 정보를 입력 값으로 하였다.

  (4) 응축기 운전온도의 영향

  응축기의 운전온도 또한 황산용액 다단 증류탑 성능에 영향을 주는 중요 변수 중 하나이다. 

응축기의 부하와 운전비를 줄이기 위해서 가능하면 운전온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나 응축

기 자체가 평형 단 역할을 함으로 운전온도의 상승에 기체-액체 상평형 조성을 충분히 고려해

서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응축수의 일부가 증류탑 내부로 순환되기 때문에 응축

수의 순환비와 더불어 응축수의 온도가 다단 증류탑의 정상상태 진입시간에 지대한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예견되는 바 이에 대한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3.1.13은 모사의 입력 값으로 수소생산 규모 1 Nm3․H2/h에서 재비기 열 부하를 1.5 

kW로 주어지고 재비기 체류량을 9.2 kg 그리고 증류탑 내부 체류량 (Hstage)과 재비기 체류량 

(Hreboiler)의 비를 Hstage/Hreboiler=0.217로 하는 총 5단의 다단 증류탑에서 3번째 단에 60 oC

의 묽은 황산용액 주입구가 위치하는 경우에 응축기의 운전온도를 40 ∼ 100 oC까지 변화시

켰을 때 재비기에서 배출되는 배출수의 황산농도와 정상상태 진입시간을 살펴본 결과이다.    

             

  응축기의 운전온도 또한 재비기의 체류량 변화 때와 마찬가지로 재비기의 배출수 황산농도

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모든 경우에 목표로 하는 95wt% 황산용액을 배출시킴으로써 황산용액 

다단 증류탑의 운전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지만 정상상태 진입시간에는 운전온도의 증가에 따라 

12시간에서 10.9시간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응축기의 운전온도는 응축기로 들어가는 증기의 조성이 100% 수증기가 되어야 하고 

응축기를 포함한 다단 증류탑의 운전압력이 대기압보다 약간 높은 1.0133 bar임을 감안할 때 

100 oC로 유지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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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 탑 하부 생성물과 정상상태 도달시간에 미치는 응축기 운전온도의 영향

  (5) 응축수 순환비의 영향

  응축수의 일부가 증류탑 내부로 순환되는 다단 증류탑의 운전에 있어, 응축수의 순환비는 

응축수의 온도와 더불어 다단 증류탑의 정상상태 진입시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

된다.

  그림 3.1.14는 모사의 입력 값으로 수소생산 규모 1 Nm3․H2/h에서 재비기 열 부하를 1.5 

kW로 주어지고 재비기 체류량을 9.2 kg 그리고 증류탑 내부 체류량 (Hstage)과 재비기 체류량 

(Hreboiler)의 비를 Hstage/Hreboiler=0.217로 하는 총 5단의 다단 증류탑에서 3번째 단에 60 oC

의 묽은 황산용액 주입구가 위치하는 경우에 응축기의 운전온도를 100 oC로 하였을 때 응축

수의 순환비가 재비기에서 배출되는 배출수의 황산농도와 정상상태 진입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이다.

  응축수의 순환비 또한 응축기의 운전온도 그리고 재비기의 체류량 변화 때와 마찬가지로 재

비기의 배출수 황산농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모든 경우에 목표로 하는 95wt% 황산용액을 

배출시킴으로써 황산용액 다단 증류탑의 운전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정상상태 

진입시간과의 관계는 순환비의 증가에 따라 정상상태 진입시간이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응축수의 순환비를 0.1로 하였을 때 정상상태 진입시간은 8.7시

간을 요하였지만 그 순환비를 0.5까지 증가시켰을 때 정상상태 진입시간이 12.6시간으로 증가

함으로써 과잉의 순환비 운전방식은 증류탑의 내경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건설

비와 운전비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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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 탑 하부 생성물과 정상상태 도달시간에 미치는 응축수 순환비의 영향

  (6) 용액주입 온도 영향

  황산용액의 농축을 위하여 이용되는 다단 증류탑의 여러 운전변수 중 그 영향력이 농축도와 

정상상태 진입시간에 동시에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다단 증류탑으로 주입되는 황산용액의 온

도이다. 이는 다단 증류탑의 탑 하부에서 배출되는 농축된 황산용액의 농도를 결정짓는데 직

접적으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효율적 운전을 결정짓는 요소로서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값

이다. 

  그림 3.1.15는 모사의 입력 값으로 수소생산 규모 1 Nm3․H2/h에서 재비기 열 부하를 1.5 

kW로 주어지고 재비기 체류량을 9.2 kg 그리고 증류탑 내부 체류량 (Hstage)과 재비기 체류량 

(Hreboiler)의 비를 Hstage/Hreboiler=0.217로 하는 총 5단의 다단 증류탑에서 응축기의 운전온도

를 100 oC로하고 묽은 황산용액 주입온도를 40 ∼ 100 oC까지 변화시켰을 때 재비기에서 

배출되는 배출수의 황산농도와 정상상태 진입시간을 살펴본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황산용액 주입온도를 40 oC로 했을 때 94.2 wt%의 황산용액이 

재비기에서 배출되며 정상상태 진입시간은 약 11.4시간을 요구하였다. 주입온도를 60oC로 증

가시켰을 때 95 wt%의 황산용액이 재비기에서 배출되고 정상상태 진입시간이 약 10.9시간 

요구되었으나 80 oC와 100 oC로 하였을 때는 농축도 측면에서 약간 증가한 96 wt%와 97 

wt%로 예견되었으나 정상상태 진입시간도 11.1시간과 11.3시간으로 각각 증가함을 발견하였

다. 따라서 95 wt%의 황산용액을 다단 증류탑으로부터 얻고자 할 경우에는 60 oC의 주입이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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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5. 탑 상/하부 생성물과 정상상태 도달시간에 미치는 용액주입 온도 영향

   

  (7) 재비기 열 부하의 안전운전 상하한선

  황산용액 다단 증류탑의 불안전운전 형태는 탑상부의 응축기에서 배출되는 응축수 내에 황

산이 포함되는 경우에서부터 기체-액체 향류흐름이 깨지는 범람현상이 있고 또 다른 비정상 

조업 형태로서는 재비기에 가해지는 가열속도와 황산용액의 재비기내 체류시간의 비 조화에 

의해 발생되는 끓는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많은 운전 및 설계 변수 

중, 이러한 불안전운전 또는 비정상운전의 원인이 되는 핵심 변수로는 재비기에 가해지는 열 

부하와 재비기 열교환기 전열면적과 상호관계가 있는 재비기의 황산용액 체류부피가 있다.

  재비기의 열 부하 결정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단 증류탑의 운전성능에 가장 크게 영

향을 주는 인자로서 원하는 황산용액 농축도가 결정되는 인자임과 동시에 운전 안전성을 결정

짓는 인자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응축기의 응축수에 황산 성분이 딸려가기 시작하는 순간을 

다단 증류탑 안전운전 범위의 재비기 열 부하 상한선으로 하고 황산용액 흐름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재비기내 황산용액 끓음이 정지되는 순간을 안전운전 범위의 재비기 

열 부하 하한선으로 정의할 때, 수소생산 규모 1 Nm3․H2/h에서부터 5 Nm3․H2/h까지의 재비

기 열 부하 안전운전 영역범위는 그림 3.1.16과 같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Nm3․H2/h 수소생산용 황산용액 다단 증류탑의 경우, 재비기의 

열 부하 상하한선이 각각 2.5 kW와 0.7 kW로서 상한선으로 운전하면 응축수 내에 황산이 

8.6 wt%만큼 딸려가는 것으로 나타났고 0.7 kW 이하에서는 재비기 내 황산용액이 비등점 

이하가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수소생산 규모를 3 Nm3․H2/h로 확장했을 때의 경우에서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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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기의 열 부하가 5.4 kW까지는 안전하게 운전되다가 5.5 kW로 증가하면 범람현상으로 추

정되는 계산오류가 발생하면서 더 이상의 진전이 되지 못하였고 1.5 kW 이하에서는 황산용액

이 비등점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수소생산 규모를 5 Nm3․H2/h까지 확장하였을 때 그 상하한 

값은 각각 10.5 kW와 3.5 kW를 나타냈다.

그림 3.1.16. 다단 증류탑 안전운전을 위한 증류탑 규모별 재비기 열 부하의 상하

한 운전범위

      

  (8) 재비기 및 탑 내부 최소 체류량

  재비기 및 증류탑 내부에서의 황산용액 체류량이 다단 증류탑의 안전운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체류량 상한 값은 존재하지 않고 최소 체류량 만이 의미를 가진다. 목표로 하는 황산

용액 농도를 구현시키기 위한 재비기 열 부하가 결정되면 체류량 증가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

는 영향은 단지 정상상태 진입 시간만이 지연되어 운전 효율성이 떨어질 뿐 불안전 운전은 초

래되지 않는다. 반면 체류량을 감소시켜 하한선인 최소 체류량 이하가 되면 증기발생의 과다

로 증류탑 내부 기체-액체 향류흐름이 깨지는 범람 현상이 발생되어 불안전운전이 초래된다. 

따라서 다단 증류탑의 불안전운전에 진입하는 재비기 및 탑 내부 한계 체류량을 밝히는 것은 

다단 증류탑의 안전운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재비기의 최적 규모를 결정짓

는데 중요한 정보이기도 하다.

  그림 3.1.17은 95 wt% 황산용액이 얻어질 수 있는 다단 증류탑의 불안전운전이 초래되는 

수소생산 규모 1 Nm3․H2/h, 3 Nm3․H2/h, 5 Nm3․H2/h에 상당하는 황산용액 다단 증류탑의 

재비기 및 탑 내부 최소 체류량을 조사하여 나타낸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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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7. 다단 증류탑 안전운전을 위한 증류탑 규모별 재비기

및 증류탑 내부 최소 체류량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Nm3․H2/h 수소생산 규모에서의 황산용액 다단 증류탑 재비

기와 탑 내부 최소 체류량은 각각 0.85 kg과 0.18 kg으로 나타났으며, 3 Nm3․H2/h 수소생

산 규모에서는 2.3 kg과 0.5 kg, 그리고 5 Nm3․H2/h 수소생산 규모에서는 9.2 kg과 2.0 

kg으로 밝혀졌다.   

       

  (9) 95 wt% 황산용액을 얻기 위한 최적 운전조건

  이상의 황산용액 다단 증류탑 운전변수별 조건에 따른 시동상태 거동과 운전 성능을 살펴봄

으로써 95 wt% 이상의 황산용액을 얻기 위한 재비기의 열 부하와 체류량의 최적 운전 조건

을 도출할 수 있었고 1 Nm3․H2/h에서부터 5 Nm3․H2/h까지의 수소생산 규모에 대한 결과를 

그림 3.1.18에 나타냈다.

   재비기 및 응축기를 포함하여 총 단수가 5단으로 구성되고 묽은 황산용액이 증류탑 중앙으

로 주입되는 황산용액 다단 증류탑에 있어서, 증류탑의 안전운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정상상태 진입시간에만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운전조건으로 주입용액의 온도는 60oC, 응축기

의 운전온도는 100oC, 그리고 응축수의 환류비는 0.33으로 고정하고 그림 3.1.18에서 제시한 

재비기의 최적 열 부하와 체류량을 적용했을 때,  정상상태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는 시간은 

그림 3.1.19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1 Nm3․H2/h 수소생산 규모에서는 1.5시간, 3 N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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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h 수소생산 규모에서는 1.4시간, 그리고 5 Nm3․H2/h 수소생산 규모에서는 2.8시간으로 

나타났다.

그림 3.1.18. 다단 증류탑 최적 운전 체류량 및 재비기 열 부하

그림 3.1.19. 다단 증류탑 운전 최적 조건에서 수소생산 규모별 정상상태 진입시간

3. 헬륨루프기반 SI공정용 요오드산용액 다단증류탑 시동특성 및 운전안전성 분석

가. 장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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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언급한 황산용액 다단 증류탑에서와 마찬가지로 충전탑형의 요오드산용액 다단증류

탑은 그림 3.1.5의 충전물이 담겨져 있는 기-액 반응기를 기준으로 범람속도를 구하고 이로부

터 장치의 직경을 결정한다. 

  본 연구에서, 요오드산 정제탑의 하부에서 배출된 요오드산용액으로부터 상단의 부분응축기

로부터 농축된 HI 기체를 얻기 위한 다단 증류탑으로 충전증류탑을 택하는 경우 1 Nm3․H2/h 

수소생산 규모의 장치 사이징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반응기 형태 및 수량: random packing 증류탑 1기

          ․취급 유체: 기체-액체 2 phase

          ․유체 성분: H2O, HI, I2 

          ․유량: 액체 15,372 g/min (6,392 mL/min)

                기체 1,914 g/min (1,058,172 NmL/min Rd(L/D)=0.3고려)

          ․설계 온도와 압력: 200oC, 7bar

          ․가열방식: 헬륨루프에 의한 가열 

          ․ 





=0.17 : 




 


=0.17 from correlation for estimating        

           flooding rate with gas-liquid system in packed towers 

          ․충전물: 1/2 inch Ceramic Raschig rings (ap=122 ft2/ft3, ε=0.64)

          =










=



×

×× ×××

          =1,123.7 lb/ft2-h. 의 50% 수준에서 운전한다고 가정하면, 반응기 내부 공탑  

          단면적(A)와 내경(ID)는 A=253lb/h/(1,123.7x0.5)lb/ft2-h=0.45ft2 및 ID=0.76ft  

          이고 반응기 길이는 총 단수를 7단 (재비기 및 응축기 포함)으로 하고 한단의 높이  

          를 60cm로 가정하면 4.2m이다.

나. 운전 방법

  SI공정에서의 요오드산용액은 물과 요오드산 및 요오드 3성분계의 혼합용액으로서 상대적 

휘발도는 요오드산, 물, 요오드의 순으로 증발하기 때문에 3성분계의 요오드산용액을 다단 증

류탑을 이용하여 고농도의 요오드산 증기를 탑 상부에서 얻을 수 있고 탑 하부에서는 공비점 

조성에 가까운 증류잔사 3성분 액체가 배출된다. 

  본 연구에서는 KIER 관련연구팀이 설계하고 제작한 그림 3.1.20의 요오드산용액 다단 증류

탑을 대상으로 시동 특성을 분석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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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0. 요오드산용액 다단 증류탑 개략도

    

  본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오드산용액 다단 증류탑은 증류탑 본체와 증기를 발생시키는 

맨 하단의 재비기, 그리고 증기를 응축시키는 맨 상단의 부분응축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증류

탑 내부로의 요오드산용액 주입은 증류탑 본체의 임의의 단으로 주입되어 아래쪽으로 흐르다

가 최종적으로 재비기에 당도한다. 증류탑 내부에서 기-액 접촉과 분리가 원활히 일어나도록 

탑 내부에는 트레이 또는 충전물을 설치하거나 채운다. 주입되는 요오드산용액의 조성은 요오

드산용액 다단 증류탑 앞에 위치하는 분젠반응기와 이로부터 생성되는 황산용액 상과 요오드

산용액 상의 상 분리기 성능에 의해 결정되는데 분젠반응기와 상 분리기의 운전조건이 고정되

면 거의 일정한 상수 값이 된다. 따라서 다단 증류탑의 운전변수로는 요오드산용액 주입구 위

치와 유량, 압력, 재비기의 가열속도, 부분응축기의 냉각속도 등이 있으며 장치변수로는 증류

탑 높이와 상관관계가 있는 평형 이론단수가 있는데 요오드산용액 다단 증류탑의 경우, 재비

기와 부분 응축기를 포함한 총 이론단수가 7단이면 충분하다는 결과를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 

있다 [3.1.10].

  요오드산용액 다단 증류탑 운전방법에 있어서 3가지 경우의 수소생산규모를 살펴보기로 하

는데 참조 기준은 1 Nm3․H2/h로 하고 3 Nm3․H2/h와 5 Nm3․H2/h의 확장 경우에 대해서도 

각각 조사하기로 한다. 표 3.1.2는 각 수소생산 규모별 요오드산용액 다단 증류탑의 운전조건

을 SI공정-Section 3 물질수지를 기준으로 나타낸 것이다.



Hydrogen production scale 1 Nm3․H2/h 3 Nm3․H2/h 5 Nm3․H2/h
Operation conditions

  Operation pressure (bar-g)

  Feed temperature (oC)

  Feed flowrate of H2O (mol/s)

  Feed flowrate of HI (mol/s)

  Feed flowrate of I2 (mol/s) 

7

80

2.48

0.56

0.68

7

80

7.44

1.68

2.04

7

80

12.4

2.8

3.4

표 3.1.2. 수소생산규모별 요오드산용액 다단 증류탑의 운전조건

다. 결과 및 고찰

  (1) 재비기 열 부하 영향

  요오드산용액의 농축을 위하여 이용되는 다단 증류탑의 여러 운전변수 중 가장 중요한 변수

가 재비기에 가해지는 열 부하이다. 이는 다단 증류탑의 탑 상부에서 배출되는 농축된 요오드

산 증기의 농도를 결정짓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안전운전을 결정짓는 요소로

서 재비기 및 증류탑 내부의 요오드산용액 체류량 (Hold-up)과 함께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값이다. 이를테면 재비기 열 부하가 미약하면 다단 증류탑의 운전 근원이 되는 증기발생이 되

지 않아 운전불능 상태에 이르게 될 터이고 반대로 열 부하가 과중하면 그 정도에 따라 증류

탑의 상부에서 외부로 배출되어서는 아니 될 요오드가 탑 상부의 혼합 증기에 과도하게 포함

되는 비정상 운전이 초래되거나 더욱 나아가서는 증류탑의 운전 상태가 범람현상에 이르러 기

체-액체의 흐름이 정상적 흐름인 향류로 일어나지 않고 그 반대인 기체는 하부로 액체는 상부

로 흐르게 하여 중대한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요오드산용액 다단 증류탑의 기능과 목적이 주어지면 정상상태에서의 SI공정 물질수

지를 기초로 작성된 표 3.1.2의 입력 값을 대입하여 시동특성을 조사함으로써 적정의 재비기 

열 부하를 도출한다.

  그림 3.1.21과 3.1.22는 5 Nm3․H2/h의 수소생산 규모의 SI공정에서 요구하는 용액 주입조

건에서 요오드산용액 다단 증류탑의 재비기 열 부하를 추정하기 위해서 재비기의 체류량을 

5,000 mol (약 388.495 kg)으로 하고 부분 응축기의 냉각부하를 –25.12 kW, 운전압력을 7 

bar, 용액 주입온도를 80 oC로 했을 때의 계산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어진 입력 조건에서 탑 상부의 생성물로 5 Nm3․H2/h의 수소생

산 속도에 부합하도록 하는 HI 증기 발생량을 나타내는 재비기 가열 부하가 129 kW임을 알 

수 있었고 안전운전이 유지되는 가열 부하를 333kW까지 확장하여 조사해 보았을 때 129 

kW에서는 yt,HI=0.343, yt,H2O=0.649, yt,I2=0.008의 조성을 갖는 탑 상부 증기혼합물이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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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231 kW에서는 yt,HI=0.222, yt,H2O=0.749, yt,I2=0.029의 조성, 333 kW에서는 

yt,HI=0.192, yt,H2O=0.771, yt,I2=0.037의 조성의 증기혼합물이 얻어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한

편 재비기 가열 부하 상/하한을 조사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열 부하를 줄여 보았을 때, 하한 

값은 129 kW에서 나타났고 그 미만에서는 재비기 내의 요오드산용액이 비등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현상이 유발되었고 상한 값은 333 kW를 나타냄으로써 이 값보다 큰 가열속도를 운전 

조건으로 하였을 때는 범람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림 3.1.21. 재비기 운전온도와 정상상태 도달시간에 미치는 재비기 열 

부하 영향

그림 3.1.22. 탑 상부 배출기체의 조성에 미치는 재비기 열 부하의 영향

  다단 증류탑의 운전이 정상상태에 이르는 시간을 재비기 열 부하 변화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경향을 보였는데 129 kW의 열 부하가 가해졌을 때는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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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가 경과해야 다단 증류탑의 운전이 정상상태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그 값이 증가할

수록 정상상태 진입시간은 점진적으로 단축되어 231 kW에서는 약 900초, 333 kW에서는 

800초 만에 정상상태에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재비기 체류량 영향

  요오드산용액 다단 증류탑의 동특성 해석에서의 특이 사항으로는 정상상태의 모사에서는 변

수로 작용하지 않는 재비기의 체류량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단 증류탑의 설계 시, 본 

정보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써 충전탑형 다단 증류탑인 경우 충전물의 형상과 크기 그리고 

적층방법을 결정하는데 바로미터가 되며 재비기의 사이즈를 결정함에 있어 전열면적과 함께 

중요 정보가 된다.

  또한 체류량은 다단 증류탑의 안전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재비기 열 부하와 함께 

중요 변수 중 하나로 작용한다. 우리의 선행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동일 재비기 열 부하 

조건에서 체류량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다단 증류탑의 정상상태 진입시간이 지연되고 반대로 

체류량이 감소하면 정상상태 진입시간이 줄어들다가 종국적으로는 과잉의 증기발생으로 인하

여 범람현상이 유발되는 영역으로 진입하게 된다. 따라서 다단 증류탑의 안전 운전을 위해서 

범람현상이 유발되지 않는 최소 체류량의 도출이 필요하며 재비기의 경우에는 열전달 면적과

의 상호보완적 추정으로 재비기의 사이징 최적화를 도모할 수 있다.       

  그림 3.1.23은 요오드산용액 다단 증류탑의 재비기 체류량을 변수로 취했을 때 재비기의 운

전온도와 정상상태 진입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것이다.  여기에서 모사의 입력 값으로 

수소생산 규모 5 Nm3․H2/h에 상당하는 주입용액 유량과 재비기 가열 부하 333 kW, 부분 응

축기의 냉각 부하 -25.12 kW, 운전압력 7 bar, 용액 주입온도 80 oC를 사용하였을 때 주어

진 결과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가열 부하를 333 kW로 고정하였을 때 증류탑 재비기의 운전온도는 재비

기 체류량의 변화에 상관없이 항상 202 oC를 견지하고 있으며 단지 정상상태 진입시간이 재

비기 체류량의 증가에 따라 단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재비기의 체류량이 5,000 mol 

(388.523 kg)보다 작을 때 범람 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 80 -

그림 3.1.23. 재비기 운전온도와 정상상태 도달시간에 미치는 재비기 체

류량의 영향

 

  그림 3.1.24는 재비기의 체류량 변화가 증류탑 상부에서 배출되는 증기 혼합물의 조성에 미

치는 영향을 정상상태에서 이론적 계산으로 조사한 것으로, 본 그림으로부터 재비기 체류량의 

변화가 부분 응축기에서 배출되는 증기 혼합물의 조성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1.24. 탑 상부 배출기체의 조성에 미치는 재비기 체류량의 

영향

 

 

  (3) 부분 응축기 냉각부하 영향

  부분 응축기의 냉각부하 또한 요오드산용액 다단 증류탑의 건설비 및 운전비와 성능에 영향

을 주는 중요 변수 중 하나이다. 부분 응축기의 부하와 운전비를 줄이기 위해서 가능하면 냉

각부하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림 3.1.25에서 보인 바와 같이 냉각부하를 과도하게 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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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응축수의 순환비가 최소로 되어 요구 단수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곧 증류탑의 높이를 높여

야하기 때문에 건설비가 증가하게 된다. 

  그림 3.1.25는 모사의 입력 값으로 수소생산 규모 5 Nm3․H2/h에서 재비기 가열 부하를 

333 kW로 주어지고 재비기 체류량을 5,000 mol (388.495 kg) 그리고 총 7단의 다단 증류

탑에서 5번째 단에 80 oC의 요오드산용액 주입구가 위치하는 경우에 부분 응축기의 냉각 부

하를 21 ∼ 25 kW까지 변화시켰을 때 재비기의 운전온도와 정상상태 진입시간을 살펴본 결

과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축기의 냉각부하를 21 kW에서 25 kW까지 증가시켜도 재비기

의 운전온도와 정상상태 진입시간에는 영향이 없이 일정한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

는 황산용액 다단 증류탑에서 나타내는 정상상태 진입시간의 지연 현상과는 차이를 나타내는 

특이한 발견현상이다.

그림 3.1.25. 재비기 운전온도와 정상상태 도달시간에 미치는 부분응축기 

냉각부하 영향

 

      

         

  한편 그림 3.1.26은 부분 응축기의 냉각부하 변화가 증류탑 상부에서 배출되는 혼합 증기의 

배출량과 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모사를 통하여 이론적으로 살펴본 결과인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냉각부하가 증가하면 증류탑 내부로 순환되는 응축수의 양이 증가하여 배출되는 증

기 혼합물의 유량이 감소하는 결과로부터 계산이 올바르게 진행되었음을 판단할 수 있었고, 

배출되는 증기 혼합물의 조성에 대한 영향관점에서는 요오드의 동반현상이 냉각부하가 증가하

면 yt,I2=0.039에서 yt,I2=0.037까지 떨어지는 현상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영향을 크게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82 -

그림 3.1.26. 탑 상부 배출기체의 조성에 미치는 부분응축기 냉각부하 영향

  (4) 용액 주입온도의 영향

  요오드산용액 다단 증류탑의 여러 운전변수 중 탑 상부 생성물의 품위와 정상상태 진입시간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다단 증류탑으로 주입되는 요오드산용액의 온도이다. 이

는 다단 증류탑의 탑 상부의 부분 응축기에서 배출되는 증기 혼합물의 양과 조성을 결정짓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 운전을 결정짓는 요소로서 신중히 결정

되어야 할 값이다. 

  그림 3.1.27은 모사의 입력 값으로 수소생산 규모 5 Nm3․H2/h에서 재비기 열 부하를 333 

kW로 주어지고 재비기 체류량을 5,000 mol (388.495 kg) 그리고 부분 응축기의 냉각부하를 

–25.12 kW로하고 요오드산용액 주입온도를 80 ∼ 90 oC까지 변화시켰을 때 부분 응축기에

서 배출되는 증기 혼합물의 배출량과 조성을 정상상태에서 살펴본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오드산용액의 주입온도를 변화시켰을 때 부분 응축기에서 배출

되는 증기 혼합물의 배출속도는 주입온도의 증가에 비례하여 0.044 mol/oC씩 거의 선형적으

로 증가하는 현상을 발견한 반면 증기 혼합물의 조성은 용액 주입온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83 -

그림 3.1.27. 탑 상부 배출기체 유량과 조성에 미치는 주입용액 온도의 영향

                  

  한편 요오드산용액 주입온도의 변화가 정상상태에 도달하는 시간과 정상상태에 도달한 상태

에서의 탑 하부 배출용액의 조성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재비기의 운전온도를 살펴 본 

결과, 그림 3.1.28과 같이 나타났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오드산용액 주입온도를 80 oC에서 90 oC까지 변화시켰을 때, 

다단 증류탑의 정상상태 진입시간은 공히 약 800초 정도로 동일하였고 정상상태에 진입한 후 

재비기의 운전온도 또한 모두 202 oC를 나타냄으로써 탑 하부에서 배출되는 요오드산용액 배

출수의 조성이 모두 동일 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림 3.1.28. 재비기 운전온도와 정상상태 도달시간에 미치는 주입용액 온도의 

영향

  (5) 재비기 가열 부하의 안전운전 상/하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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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오드산용액 다단 증류탑의 비정상운전 형태는 탑상부의 부분 응축기에서 배출되는 증기 

혼합물 내에 요오드가 과도하게 포함되는 경우부터 기체-액체 향류흐름이 깨지는 범람현상이 

있고 또 다른 비정상 조업 형태로서는 재비기에 가해지는 가열속도와 요오드산용액의 재비기

내 체류시간의 비 조화에 의해 발생되는 끓는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많은 운전 및 설계 변수 중, 이러한 불안전운전 또는 비정상운전의 원인이 되는 핵심 변수로

는 재비기에 가해지는 가열 부하와 재비기 열교환기 전열면적과 상호관계가 있는 재비기의 요

오드산용액의 체류량이 영향 인자이다.

  재비기의 가열 부하 결정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단 증류탑의 운전성능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인자임과 동시에 운전 안전성을 결정짓는 인자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수소생산 

규모 1 Nm3․H2/h에서부터 5 Nm3․H2/h까지의 정상상태 물질수지를 중심으로 설정된 요오드

산용액 주입 유량을 입력 값으로 한 모사에서 재비기 가열 부하 안전운전 영역범위를 조사한 

결과 그림 3.1.29와 같은 결과가 주어졌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Nm3․H2/h 수소생산용 요오드산용액 다단 증류탑의 경우, 재비

기의 열 부하 상/하한선이 각각 67 kW와 26 kW로서 상한선으로 운전하면 증류탑의 운전이 

범람현상에 이르렀고 26 kW 미만에서는 재비기 내 요오드산용액이 비등점 이하가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수소생산 규모를 3 Nm3․H2/h로 확장했을 때의 경우에서는 재비기의 열 부하가 

200 kW까지는 안전하게 운전되다가 그 보다 큰 값으로 가열되면 범람현상으로 추정되는 계

산오류가 발생하면서 더 이상의 진전이 되지 못하였고 77 kW 이하에서는 요오드산용액이 비

등점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수소생산 규모를 5 Nm3․H2/h까지 확장하였을 때 그 상하한 값은 

각각 333 kW와 129 kW를 나타냈다.

그림 3.1.29. 요오드산용액 다단 증류탑의 안전운전을 위한 재비기 

열 부하 상하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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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재비기 최소 체류량

  재비기의 요오드산용액 체류량이 다단 증류탑의 안전운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체류량 

상한 값은 존재하지 않고 최소 체류량 만이 의미를 갖는다. 목표로 하는 요오드산용액 농도를 

구현시키기 위한 재비기 열 부하가 결정되면 체류량 증가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영향은 단

지 정상상태 진입 시간만이 지연되어 운전 효율성이 떨어질 뿐 불안전 운전은 초래되지 않는

다. 반면 체류량을 감소시켜 하한선인 최소 체류량 이하가 되면 증기발생의 과다로 증류탑 내

부 기체-액체 향류흐름이 깨지는 범람 현상이 발생되어 불안전 운전이 초래된다. 따라서 다단 

증류탑의 불안전 운전에 진입하는 재비기 한계 체류량을 밝히는 것은 다단 증류탑의 안전운전

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재비기의 최적 규모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정보가 된

다.

  그림 3.1.30은 요오드산용액 다단 증류탑의 불안전 운전이 초래되는 수소생산 규모 1 Nm3․
H2/h, 3 Nm3․H2/h, 5 Nm3․H2/h에 상당하는 다단 증류탑의 재비기 최소 체류량을 조사하여 

나타낸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Nm3․H2/h 수소생산 규모에서의 요오드산용액 

다단 증류탑 재비기 최소 체류량은 1,000 mol로 나타났으며, 3 Nm3․H2/h 수소생산 규모에

서는 3,000 mol, 그리고 5 Nm3․H2/h 수소생산 규모에서는 5,000 mol로 밝혀졌다.

  수소생산 규모별 요오드산용액 다단 증류탑 안전운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재비기 최소 체류량

과 상하한 가열 부하에서의 다단 증류탑들의 정상상태 진입시간을 관찰한 결과, 수소생산 규

모가 정상상태로의 진입시간을 결정짓기 보다는 재비기 적정 최소 체류량의 조건에서 재비기

에 가해지는 상하한 가열부하가 정상상태로의 진입시간을 결정짓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는

데 이를테면 재비기 가열부하 상한 값에서는 운전 후 약 800초가 경과하면 모든 수소생산 규

모의 요오드산용액 다단 증류탑들이 정상상태에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한 값에서는 약 

1,600초가 경과해야 정상상태에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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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0. 요오드산 다단 증류탑 안전운전을 위한 재비

기 최소 체류량

4. 헬륨루프기반 SI공정용 황산 및 요오드산 열분해장치 운전특성 및 안전성 분석

가. 황산 열분해장치

  (1) 황산 열분해장치 설계

  본 연구에서의 황산 열분해장치 규모는 1 ∼ 5 Nm3⋅H2/h 수소생산에 적당한 장치로서 

제1단계 (2012 ∼ 2014)의 보고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전열 가열방식의 50 NL⋅H2/h 규모 

Bayonet형 SiC 튜브 복수 개를 헬륨이 흐르는 Hastelloy XR 2중관 셀 내부에 정삼각형 피

치로 배열시킨 구조로 규모별 황산 및 헬륨 입력 조건은 표 3.1.3과 같다.

표 3.1.3. 헬륨 및 황산 입력조건

    1) The molar flowrate of H2SO4 was calculated under the assumption of 62.5% conversion yield of H2SO4 to SO2[3.1.11].
    2) The molar flowrate of H2O was calculated under the assumption of a 95 wt% sulfuric acid feed solution.
    3) The volumetric flowrate of 95wt% sulfuric acid was calculated by using the density of 1.7944 g/mL at 60℃[3.1.12].
    4) The volumetric flowrate of helium was calculated at 7 bar and 900℃[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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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상기 입력조건과 1단계 보고서에서 밝힌 전열 가열방식의 Bayonet형 SiC재질의  황

산 열분해튜브 정상상태 열분해 성능과 온도분포를 기준으로 수행한 수소생산 규모별 장치 사

이징으로부터 얻어진 장치 내부 셀 직경과 사양은 그림 3.1.31 및 표 3.1.4와 같다.

그림 3.1.31. 1, 3, 5 Nm3⋅H2/h 수소생산규모 황산 열분해장치 내부 셀 구조 및 튜브 배치도

표 3.1.4. 1, 3, 5 Nm3⋅H2/h 수소생산규모 황산 열분해장치 사양

  2중관으로 형성된 헬륨 셀은 1 Nm3⋅H2/h 수소생산 규모의 경우 외부 셀이 두께 20 

mm, 내경 410.4 mm의 Hastelloy XR로 구성되었으며 외부에는 90 mm의 세라믹 단열재

로 마감 처리하고, 19개의 SiC 튜브(내경 25.4 mm, 외경 31.5 mm, 높이 1,300 mm)가 

39.7 mm의 정삼각 피치로 장착된 내부 셀은 두께 20 mm, 내경 198.4 mm의 Hastelloy 

XR로 구성되었으며 외부에는 50 mm의 세라믹 단열재로 마감 처리한다. 3 Nm3⋅H2/h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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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규모의 경우에는 외부 셀이 두께 20 mm, 내경 567.6 mm의 Hastelloy XR과 61개의 

SiC 튜브(내경 25.4 mm, 외경 31.5 mm, 높이 1,300 mm)가 39.7 mm의 정삼각 피치로 

장착된 내부 셀이 두께 20 mm, 내경 355.6 mm의 Hastelloy XR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단열처리 방식은 1 Nm3⋅H2/h 수소생산 규모와 동일하다. 5 Nm3⋅H2/h 수소생산 규모의 

경우는 내/외부 셀의 내경이 각각 436.6 mm와 648.6 mm로 앞 2경우와 상이할 뿐 나머지 

사양은 동일하고 내부 셀에 장착된 SiC 튜브는 모두 91개이다. 3종의 황산 열분해장치 모두 

열손실 방지 겸 황산용액 주입부의 열적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내화벽돌 층이 Hastelloy 

XR 셀과 황산용액 주입부 사이에 존재토록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헬륨루프용 황산 열분해장치의 개략도를 표 3.1.4의 1 Nm3/h 수소

생산 규모를 대표로 하여 나타내면 그림 3.1.32와 같다. 

그림 3.1.32. 1 Nm3⋅H2/h 수소생산규모 황산 열분해장치 개략도

 황산의 열분해 반응기로 작용하는 SiC 튜브 내부에는 그림 3.1.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

경 19.1 mm (상부는 12.7 mm), 내경 13.1 mm (상부는 6.7 mm)의 SiC 파이프가 내장되

어 황산 용액의 유로를 형성하고 기화된 황산이 1차 열 분해되고 촉매 층에서는 2차 열 분해

가 일어난 후 SiC 파이프 내관을 통해 배출되면서 SiC 튜브와 파이프 사이의 환형 공간으로 

상승하는 황산용액과 기체에 열을 공급토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Bayonet형 SiC 열분해관은 

황산용액의 기화와 기화된 황산기체의 1, 2차 열분해가 동시에 일어나는 복합기능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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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열수력학적 해석

  표 3.1.4의 장치 사양과 그림 3.1.32의 설계 도면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3차원 모델에 대

한 열수력학적 해석은 ANSYS 상용 코드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황산 열분해장치의 열수력학적 해석의 목적은 장치의 상부 셀 노즐을 통하여 주입된 900 
oC의 헬륨이 SiC 황산 열분해반응기 튜브에 열을 공급하고 내/외부 셀의 사이에 존재하는 환

형 유로를 통하여 상부의 배출구를 통하여 배출될 때까지의 난류흐름 특성과 온도 분포를 관

찰함에 있어, 셀 내부의 구조적 형상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는 헬륨의 후류 소용돌이에 따른 

정체구간 발생여부를 조사하고 각 위치별 온도분포를 추정하여 SiC 황산 열분해반응에 필요한 

열 공급이 순조로울 것인가를 판단함과 동시에 장치로부터 배출되는 헬륨의 온도품위가 헬륨

루프에서 후속으로 연결될 요오드산 열분해장치를 가열시키는데 충분할지의 여부를 살펴보는

데 있다. 뿐만 아니라 SiC 튜브내로 주입되는 60 oC의 95 wt% 황산용액이 끓는점에 도달하

는 위치를 파악하고 황산용액의 주입속도에 상당하는 기화속도를 견지할 수 있는 SiC 전열면

적과 기화영역을 파악함으로써 SiC 튜브 상부에 위치하는 촉매 층의 운전 안전성 여부를 판단

하는데 또 다른 목적이 있다.

  황산 열분해장치의 ANSYS 상용 코드를 이용한 열수력학적 해석을 수행함에 있어, 장치의 

3차원 모델링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그림 3.1.33과 같이 1/2 사이즈에 대한 3차원 모델

링을 통한 해석격자를 생성시켰다. 

그림 3.1.33. 1 Nm3⋅H2/h 수소생산규모 황산 열분해장치 3차원 

모델링

    

  규모별로 생성된 격자수는 1 Nm3⋅H2/h규모 황산 열분해장치가 1,300만개, 3 Nm3⋅
H2/h규모 황산 열분해장치가 1,525만개, 5 Nm3⋅H2/h규모 황산 열분해장치가 2,275만개로 

추정됨에 따라 실제 열수력학적 해석은 컴퓨터의 용량 부족으로 1 Nm3⋅H2/h규모와 3 Nm3

⋅H2/h규모에 한해서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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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에너지 공급유체인 900 oC, 7 bar의 헬륨과 공정유체인 60 oC, 5 bar의 황산용액을 표 

1의 유량으로 황산 열분해장치로 주입하는 것을 입력조건으로 하는 해석에서 반응기 내 헬륨

의 유동 특성은 그림 3.1.34 및 3.1.35와 같이 나타났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헬륨의 최대 선형 유속은 1 Nm3⋅H2/h규모 황산 열분해장치에

서는 18 m/s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3 Nm3⋅H2/h규모 장치에서는 17 m/s 수준으로 나타났

다. 주목해야할 사항으로는 2 장치 모두에서 헬륨 주입구 근처에 소용돌이 순환영역이 발견되

었고 이의 제거내지는 최소화를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고 SiC 튜브 모듈이 위치하는 내부 

셀 반경방향에 따라 헬륨 유속의 비 균일성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헬륨의 편류 현상이 

염려되는 바 헬륨유속의 반경 방향에 따른 균일화를 위하여 헬륨 주입구에 분배기 설치가 요

구된다.

그림 3.1.34. 1 Nm3⋅H2/h 수소생산규모 황산 열분해장치의 헬륨속도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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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5. 3 Nm3⋅H2/h 수소생산규모 황산 열분해장치의 헬륨속도 

분포도

   

  한편 1 Nm3⋅H2/h규모 황산 열분해장치의 헬륨의 유동해석 과정에서 적용된 동일 입력조

건에서 계산된  장치의 온도분포를 열손실을 유발하는 외부 셀의 단열재 층을 통하여 25 oC

의 대기층으로 열이 전달되는 총괄 열 전달계수 5 W/m2-K 경우와 10 W/m2-K 경우에 대

해서 각각 조사한 바, 그림 3.1.36과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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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6. 1 Nm3⋅H2/h 수소생산규모 황산 열분해장치의 

온도 분포도:

(a) U=10 W/m2-K and (b) U=5 W/m2-K

 

 

  그림 3.1.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괄 열 전달계수 10 W/m2-K를 갖는 1 Nm3⋅H2/h규

모 황산 열분해장치에서 900 oC의 헬륨이 반응기 상부로 주입되어 SiC 튜브 하부로 주입되는 

황산용액의 비등과 기화된 황산의 1, 2차 열분해반응에 필요한 열에너지를 공급한 후 565 oC

까지 냉각된 후 내/외부 셀의 환형 닥트를 통하여 반응기 상부의 출구로 배출될 것으로 예측

되었으며 19개의 SiC 튜브의 하부에서 주입되는 60 oC의  95 wt% 황산용액은 주입구로부터 

튜브가 위치하는 셀의 반경방향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대략 주입구로부터 6 ∼ 10 

mm 위치에서 그 비등점인 353 oC에 도달한 후 여기에서부터 다시 약 10 ∼ 20 mm 거리

를 이동하며 모두 기화되고 연이어 황산 1차 열분해 반응이 일어나고 상부의 Pt 촉매 층에서 

2차 열분해 반응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외부 셀의 총괄 열 전달계수 5 W/m2-K를 갖는 1 Nm3⋅H2/h규모 황산 열분해장치의 경

우에는 900 oC의 헬륨이 반응기 상부로 주입되어 SiC 튜브 하부로 주입되는 황산용액의 비등

과 기화된 황산의 1, 2차 열분해반응에 필요한 열에너지를 공급한 후 662 oC까지 냉각된 후 

내/외부 셀의 환형 닥트를 통하여 반응기 상부의 출구로 배출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마찬가지

로 19개의 SiC 튜브의 하부에서 주입되는 60 oC의  95 wt% 황산용액은 주입구로부터 튜브

가 위치하는 셀의 반경방향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되고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비등점 

도달 위치와 기화영역은 전자에 비해 약 2 ∼ 3 mm씩 앞 당겨질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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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95 wt% 황산용액의 비등점 도달지점과 기화영역은 내화벽돌 층 내에서 SiC 내부 

관을 따라 내려오는 고온의 황산 열분해 기체에 의해 필요로 하는 현열과 잠열을 공급받고 있

음을 짐작케 한다. 

  한편 19개 SiC관의 상부에서 나타낼 것으로 예측되는 최고온도의 분포를 황산 열분해 반응

열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Hr=0)와 고려한 (△Hr=f(T)) 경우를 비교하여 각각 나타내면 그림 

3.1.37 및 3.1.38과 같다.

그림 3.1.37. 반응열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1 Nm3⋅H2/h 수소생산규모 황산 

열분해장치 개별 SiC 튜브내 최고온도 (oC): (a) U=10 W/m2-K and (b) U=5 

W/m2-K

그림 3.1.38. 반응열을 고려한 경우의 1 Nm3⋅H2/h 수소생산규모 황산 열분해장치 개별 

SiC 튜브내 최고온도 (oC): (a) U=10 W/m2-K and (b) U=5 W/m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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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흡열반응인 황산 1, 2차 열분해 반응열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된 SiC 튜브 내의 상단에서 나타내는 온도 분포는 외각 셀의 총괄 열전달 계수 U=10 

W/m2-K를 적용했을 때 중심부분에서 882 oC, 최외각 SiC 튜브에서 825 oC, U=5 

W/m2-K를 적용했을 때 중심부분에서 887 oC, 최외각 SiC 튜브에서 847 oC를 나타냄으로

써 열전달 측면에서는 황산 열분해장치의 설계가 비교적 잘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실제 시스템에서는 기화된 황산이 상승하며 헬륨으로부터 열을 받음과 동시에 1차 열분해 

흡열반응(SO3 및 H2O 생성)이 일어나고 상단의 백금촉매가 존재하는 층에서는 2차 열분해 흡

열반응(SO2 및 O2 생성)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반응열을 고려하여 계산된 SiC 튜브 내의 

상단에서 나타내는 온도 분포를 그림 3.1.38에서 살펴보면, 외각 셀의 총괄 열전달 계수 

U=10 W/m2-K를 적용했을 때는 중심부분에서 785 oC, 최외각 SiC 튜브에서 734 oC, U=5 

W/m2-K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중심부분에서 789 oC, 최외각 SiC 튜브에서 754 oC를 각각 

나타냈다.           

  3 Nm3⋅H2/h규모 황산 열분해장치의 헬륨의 유동해석 과정에서 적용된 동일 입력조건에

서 계산된  장치의 온도분포를 열손실을 유발하는 외부 셀의 단열재 층을 통하여 25 oC의 대

기층으로 열이 전달되는 총괄 열 전달계수 5 W/m2-K 경우와 10 W/m2-K 경우에 대해서 

각각 조사한 바, 그림 3.1.39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그림 3.1.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괄 열 전달계수 10 W/m2-K를 갖는 3 Nm3⋅H2/h규

모 황산 열분해장치에서 900 oC의 헬륨이 반응기 상부로 주입되어 SiC 튜브 하부로 주입되는 

황산용액의 비등과 기화된 황산의 1, 2차 열분해반응에 필요한 열에너지를 공급한 후 668 oC

까지 냉각된 후 내/외부 셀의 환형 닥트를 통하여 반응기 상부의 출구로 배출될 것으로 예측

되었으며 61개의 SiC 튜브의 하부에서 주입되는 60 oC의  95 wt% 황산용액은 주입구로부터 

튜브가 위치하는 셀의 반경방향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1 Nm3⋅H2/h규모 황산 열

분해장치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략 주입구로부터 4 ∼ 8 mm 위치에서 그 비등점인 353 oC에 

도달한 후 여기에서부터 다시 약 8 ∼ 18 mm 거리를 이동하며 모두 기화되고 연이어 황산 

1차 열분해 반응이 일어나고 상부의 Pt 촉매 층에서 2차 열분해 반응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

된다.

  외부 셀의 총괄 열 전달계수 5 W/m2-K를 갖는 1 Nm3⋅H2/h규모 황산 열분해장치의 경

우에는 900 oC의 헬륨이 반응기 상부로 주입되어 SiC 튜브 하부로 주입되는 황산용액의 비등

과 기화된 황산의 1, 2차 열분해반응에 필요한 열에너지를 공급한 후 743 oC까지 냉각된 후 

내/외부 셀의 환형 닥트를 통하여 반응기 상부의 출구로 배출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마찬가지

로 61개의 SiC 튜브의 하부에서 주입되는 60 oC의  95 wt% 황산용액은 주입구로부터 튜브

가 위치하는 셀의 반경방향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되고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비등점 

도달 위치와 기화영역은 전자에 비해 약 2 ∼ 3 mm씩 앞 당겨질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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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9. 3 Nm3⋅H2/h 수소생산규모 황산 

열분해장치의 온도 분포도:

(a) U=10 W/m2-K and (b) U=5 W/m2-K

 

 

  따라서 외부 셀의 총괄 열 전달계수 5 W/m2-K와 10 W/m2-K 2 경우에 상관없이 열분해 

장치로 유입되는 95 wt% 황산용액이 주입구 상단에 위치하는 내화벽돌 층 내에서 기화됨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61개 SiC관의 상부에서 나타낼 것으로 예측되는 최고온도의 분포를 황산 열분해 반응

열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Hr=0)와 고려한 (△Hr=f(T)) 경우를 비교하여 각각 나타내면 그림 

3.1.40 및 3.1.41과 같다.

  그림 3.1.4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흡열반응인 황산 1, 2차 열분해 반응열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된 SiC 튜브 내의 상단에서 나타내는 온도 분포는 외각 셀의 총괄 열전달 계수 U=10 

W/m2-K를 적용했을 때 중심부분에서 899 oC, 최외각 SiC 튜브에서 857 oC, U=5 

W/m2-K를 적용했을 때 중심부분에서 899 oC, 최외각 SiC 튜브에서 870 oC를 나타냄으로

써 열전달 측면에서는 황산 열분해장치의 설계가 아주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시스템에서는 기화된 황산이 상승하며 헬륨으로부터 열을 받음과 동시에 1차 

열분해 흡열반응(SO3 및 H2O 생성)이 일어나고 상단의 백금촉매가 존재하는 층에서는 2차 열

분해 흡열반응(SO2 및 O2 생성)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반응열을 고려하여 계산된 SiC 튜

브 내의 상단에서 나타내는 온도 분포를 그림 3.1.41에서 살펴보면, 외각 셀의 총괄 열전달 

계수 U=10 W/m2-K를 적용했을 때는 중심부분에서 800 oC, 최외각 SiC 튜브에서 763 oC, 

U=5 W/m2-K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중심부분에서 800 oC, 최외각 SiC 튜브에서 774 oC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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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나타냈다.

그림 3.1.40. 반응열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3 Nm3⋅H2/h 수소생산규모 황산 열분해장치 개별 SiC 

튜브내 최고온도 (oC): (a) U=10 W/m2-K and (b) U=5 W/m2-K

그림 3.1.41. 반응열을 고려한 경우의 3 Nm3⋅H2/h 수소생산규모 황산 열분해장치 개별 SiC 튜브내 

최고온도 (oC): (a) U=10 W/m2-K and (b) U=5 W/m2-K

  

  (3) 예비 성능평가

   황산 열분해장치의 열수력학적 해석과 동시에 황산의 열분해 예비 성능평가를 운전 안전성

과 분해수율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황산 열분해장치의 운전 안전성은 SiC 튜브 하단으로 주입

되는 황산용액이 기화의 불완전으로 튜브 상단에 위치하는 촉매 층까지 액체 상태로 진입함으



- 97 -

로써 촉매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는 경우와 SiC 튜브 내로 흐르는 황산 기

체의 온도가 설계 열분해 수율을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적정범위까지 도달하느냐를 판단하는 

것이다. SiC 다중 튜브로 형성된 헬륨루프용 황산 열분해장치의 온도분포와 열분해 성능은 개

별 SiC 튜브가 통과하는 헬륨 셀 내부에서의 위치, 즉 반경 방향과 축 방향에 따라 약간의 차

이가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채택하고 있는 하나의 SiC 튜브 내부에서 

전개될 수 있는 황산용액의 유입과 비등 그리고 황산 1, 2차 열분해과정과 기체의 흐름거동 

및 온도 분포를 예시적으로 나타내면 그림 3.1.42와 같다.

그림 3.1.42. 황산 열분해과정의 SiC 튜브 내 공정유체 거동모형

  

  1 Nm3⋅H2/h규모 황산 열분해장치의 경우, 60 oC의 95 wt% 황산용액이 7.3686 kg/h의 

유량으로 5 bar를 유지하는 19개의 SiC 튜브로 균일하게 하나당 0.3878 kg/h씩 주입된다고 

할 때, 60 oC의 95 wt% 황산용액이 353 oC의 비등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SiC 튜브 하나

로 51.3 W의 열이 SiC 튜브 내부의 SiC 관으로 흐르는 황산 열분해 생성물 혼합기체로부터 

전달될 수 있는 전열면적이 요구되고 이로부터 비등점 도달 위치, h1을 예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각 SiC 튜브로 0.3878 kg/h로 주입되는 95 wt% 황산용액이 비등점에 도달한 후 전

량 기화하는데 요구되는 증발잠열은 65.6 W로서 이만한 열량이 SiC 튜브 내부의 SiC 관으로 

흐르는 황산 열분해 생성물 혼합기체로부터 전달될 수 있는 전열면적이 요구되고 이로부터 기

화영역 h1 ∼ h2가 예측된다.

  이상의 방법으로 h1과 h2의 위치를 조사하였을 때, 1 Nm3⋅H2/h규모 황산 열분해장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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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의 SiC 튜브들에서 나타난 값은 외부 셀의 총괄 열 전달계수 5 W/m2-K를 갖는 장치에

서는 주입구로부터 최대 7 mm와 27 mm로 각각 나타났고 외부 셀의 총괄 열 전달계수 10 

W/m2-K를 갖는 장치에서는 주입구로부터 최대 10 mm와 30 mm로 각각 나타남으로써 황

산용액이 직접 상부의 촉매 층에 진입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마찬가지 방법으

로 3 Nm3⋅H2/h규모 황산 열분해장치의 61개의 SiC 튜브들에서 조사한 결과, 외부 셀의 총

괄 열 전달계수 5 W/m2-K를 갖는 장치에서는 주입구로부터 최대 6 mm와 24 mm로 각각 

나타났고 외부 셀의 총괄 열 전달계수 10 W/m2-K를 갖는 장치에서는 주입구로부터 최대 8 

mm와 26 mm로 각각 나타남으로써 이 경우 역시 황산용액이 상부의 촉매 층을 적시는 경우

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황산 열분해장치의 규모 및 운전변수별 열분해 수율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황산 1차 열

분해반응식과 2차 열분해반응식에 대한 이론적 평형 전환 기댓값을 반응온도의 함수로 확보하

여야 하며 그림 3.1.43에 나타냈다.

그림 3.1.43. 반응온도별 황산 및 삼산화황 열분해 평형 전환율

  온도의 함수로 나타낸 황산의 1, 2차 열분해 평형 전환율을 그림 3.1.36의 온도분포 계산

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그림 3.1.38의 각 SiC 튜브에서의 반응열을 고려한 최고온도 예측과 

함께 각 튜브에서의 최대 평형 전환율도 함께 추산이 가능한데 그림 3.1.44와 3.1.45와 같이 

나타났다. 그림 3.1.44의 a)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Nm3⋅H2/h규모 황산 열분해장치

의 19개의 SiC 튜브들에서 외부 셀의 총괄 열 전달계수 10 W/m2-K인 경우, 최대 전환율은 

중앙에 위치하는 SiC 튜브번호 1번의 최상단에서 64.8%의 전환율을 나타냈고 최소 전환율은 

SiC 튜브번호 9, 11, 13, 15, 17, 19 최상단에서 53.0%의 전환율을 보임으로써 전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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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전환율은 56.9%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외부 셀의 총괄 열 전달계

수 5 W/m2-K인 경우에는 그림 3.1.44의 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대 전환율은 마찬가지로 

중앙에 위치하는 SiC 튜브번호 1번의 최상단에서 65.6%의 전환율을 나타냈고 최소 전환율은 

SiC 튜브번호 9, 11, 13, 15, 17, 19의 최상단에서 57.8%의 전환율을 보임으로써 전체적으

로 평균 전환율은 60.4%로 기대된다.

그림 3.1.44. 1 Nm3⋅H2/h 수소생산 규모 황산 열분해반응기의 SiC 튜브별 

최대 평형 전환율: (a) U=10 W/m2-K and (b) U=5 W/m2-K

그림 3.1.45. 3 Nm3⋅H2/h 수소생산 규모 황산 열분해반응기의 SiC 튜브별 

최대 평형 전환율: (a) U=10 W/m2-K and (b) U=5 W/m2-K

  한편 그림 3.1.45의 a)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3 Nm3⋅H2/h규모 황산 열분해장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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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개의 SiC 튜브들에서 외부 셀의 총괄 열 전달계수 10 W/m2-K인 경우, 최대 전환율은 이 

또한 중앙에 위치하는 SiC 튜브번호 1번의 최상단에서 68.0%의 전환율을 나타냈고 최소 전

환율은 최외각 SiC 튜브번호 41, 45, 49, 53, 57, 61 최상단에서 59.9%의 전환율을 보임으

로써 전체적으로 평균 전환율은 63.3%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같은 방법으로 

외부 셀의 총괄 열 전달계수 5 W/m2-K인 경우에는 그림 3.1.45의 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대 전환율은 중앙에 위치하는 SiC 튜브번호 1번의 최상단에서 68%의 전환율을 나타냈고 

최소 전환율은 최외각 SiC 튜브번호 41, 45, 49, 53, 57, 61의 최상단에서 62.6%의 전환율

을 보임으로써 전체적으로 평균 전환율은 64.7%로 기대된다.       

  나. 파일럿규모 요오드산 열분해장치

  (1) 요오드산 열분해장치 설계

  본 연구에서의 요오드산 열분해장치 규모는 1 ∼ 5 Nm3⋅H2/h 수소생산에 적당한 장치로

서 제1단계 (2012 ∼ 2014)의 보고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전열 가열방식의 50 NL⋅H2/h 규

모 Hastelloy HC276 튜브 복수 개를 헬륨이 흐르는 Hastelloy XR관 셀 내부에 정삼각형 

피치로 배열시킨 구조로 규모별 요오드산 및 헬륨 입력 조건은 표 3.1.5과 같다.

1) The molar flowrates of HI and H2O vapor[3.1.11].
2) The volumetric flowrate of HI and H2O mixed vapor was calculated by using the ideal gas law at 5bar and 
195℃[3.1.11].
3) The volumetric flowrate of helium was calculated at 7 bar[3.1.13].  
 

 

  한편 상기 입력조건과 1단계 보고서에서 밝힌 전열 가열방식의 촉매 충전탑형 Hastelloy 

HC276재질의  요오드산 열분해튜브 정상상태 열분해 성능과 온도분포를 기준으로 수행한 수

소생산 규모별 장치 사이징으로부터 얻어진 장치 내부 셀 직경과 사양은 그림 3.1.46 및 표 

3.1.6과 같다.

표 3.1.5. 헬륨 및 요오드산 입력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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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6. 1, 3, 5 Nm3⋅H2/h 수소생산규모 요오드산 열분해장치 내부 셀 구조 및

튜브 배치도

표 3.1.6. 1, 3, 5 Nm3⋅H2/h 수소생산규모 요오드산 열분해장치 사양

  헬륨 셀은 1 Nm3⋅H2/h 수소생산 규모의 경우 셀이 두께 20 mm, 내경 378.1 mm의 

Hastelloy XR로 구성되었으며 외부에는 90 mm의 세라믹 단열재로 마감 처리하고, 19개의 

Hastelloy HC276 튜브(내경 52.7 mm, 외경 60.5 mm, 높이 1,500 mm)가 T.E.M.A. 

triangular pitch-to-OD 1.25의 정삼각 피치로 셀 내부에 장착되었다. 3 Nm3⋅H2/h 수소

생산 규모의 경우에는 셀이 두께 20 mm, 내경 680.6 mm의 Hastelloy XR과 61개의 

Hastelloy HC276 튜브(내경 52.7 mm, 외경 60.5 mm, 높이 1,500 mm)가 T.E.M.A. 

triangular pitch-to-OD 1.25의 정삼각 피치로 셀 내부에 장착되었다. 5 Nm3⋅H2/h 수소

생산 규모의 경우는 셀의 내경이 831.9 mm로 앞 2경우와 상이할 뿐 나머지 사양은 동일하

고 내부 셀에 장착된 Hastelloy HC276 튜브는 모두 91개이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헬륨루프용 요오드산 열분해장치의 개략도를 표 3.1.6의 1 Nm3/h 

수소생산 규모를 대표로 하여 나타내면 그림 3.1.47과 같다.

  요오드산의 열분해 반응기로 작용하는 Hastelloy HC276 튜브 내부에는 그림 3.1.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알루미나 Raschig ring이 충전된 예비가열부와 알루미나 Raschig ring에 Pt

를 코팅하여 충전시킨 촉매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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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7. 1 Nm3⋅H2/h 수소생산규모 요오드산 열분해장치 개략도

   

  (2) 열수력학적 해석

  표 3.1.6의 장치 사양과 그림 3.1.47의 설계 도면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3차원 모델에 대

한 열수력학적 해석은 황산 열분해장치와 마찬가지로 ANSYS 상용 코드를 이용하여 수행되었

다.

  요오드산 열분해장치의 열수력학적 해석의 목적은 장치의 상부 셀 노즐을 통하여 황산 열분

해장치에서 배출된 헬륨이 주입되어 요오드산 열분해반응기 튜브에 열을 공급하고 셀 하부의 

배출구를 통하여 배출될 때까지의 난류흐름 특성과 온도 분포를 관찰함에 있어, 셀 내부의 구

조적 형상 때문에 발생하는 헬륨의 고유한 흐름특성을 이해하고 각 위치별 온도분포를 추정하

여 Hastelloy HC276 요오드산 열분해반응에 필요한 열 공급이 순조로울 것인가를 판단함과 

동시에 장치로부터 배출되는 헬륨의 온도품위가 헬륨루프에서 후속으로 연결될 황산 다단증류

탑의 재비기에서 황산용액 (비등점 301 oC)을 비등시키기 위하여 가열하는데 충분할지의 여부

를 살펴보는데 있다. 

  요오드산 열분해장치의 ANSYS 상용 코드를 이용한 열수력학적 해석을 수행함에 있어, 장

치의 3차원 모델링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그림 3.1.48과 같이 1/2 사이즈에 대한 3차원 

모델링을 통한 해석격자를 생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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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8. 1 Nm3⋅H2/h 수소생산규모 요오드산 열분해장치 3차원 모델링

    규모별로 생성된 격자수는 1 Nm3⋅H2/h규모 요오드산 열분해장치가 약 1,160만개, 3 

Nm3⋅H2/h규모 요오드산 열분해장치가 약 3,650만개, 5 Nm3⋅H2/h규모 요오드산 열분해

장치가 약 6,000만개 이상으로 추정됨에 따라 실제 열수력학적 해석은 컴퓨터의 용량 부족으

로 1 Nm3⋅H2/h규모와 3 Nm3⋅H2/h규모에 한해서 수행하였다. 

  열에너지 공급유체인 662 oC 및 734 oC, 7 bar의 헬륨과 공정유체인 195 oC, 5 bar의 

요오드산/수증기 혼합기체를 표 3.1.5의 유량으로 요오드산 열분해장치로 주입하는 것을 입력

조건으로 하는 해석에서 반응기 내 헬륨의 유동 특성은 그림 3.1.49 및 3.1.50과 같이 나타

났다.

그림 3.1.49. 1 Nm3⋅H2/h 수소생산규모 요오드산 열분해장치의 헬륨속도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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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0. 3 Nm3⋅H2/h 수소생산규모 요오드산 열분해장치의 헬륨속도 분포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헬륨의 최대 선형 유속은 요오드산 열분해장치의 주입구 노즐에

서 17 m/s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헬륨 출구 노즐에서 헬륨의 냉각에 따른 선속도 감속이 보였

고 Hastelloy HC276 튜브 모듈이 위치하는 내부 셀 반경방향에 따라 헬륨 유속의 비 균일성

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헬륨의 편류 현상이 염려되는 바 헬륨유속의 반경 방향에 따른 

균일화를 위하여 셀 내부에 적절한 헬륨기류의 방해 판 (baffle) 설치가 요구된다. 

  튜브 측 요오드산 및 수증기 혼합기체의 흐름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개별 튜브로 유입되는 

요오드산 및 수증기 혼합기체의 유량 분율을 계산한 결과를 그림 3.1.51에 나타냈다.  

그림 3.1.51. 요오드산 열분해장치 내 개별 튜브로 흐르는 HI/H2O 혼합기체 유량 %분율: 

(a) 1 Nm3⋅H2/h and (b) 3 Nm3⋅H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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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혼합기체의 흐름이 요오드산 열분해장치 하부구조 상의 문제로 열

분해장치의 하부 노즐을 통하여 유입된 요오드산 및 수증기 혼합기체가 셀/튜브 열분해반응기

의 정 중앙에 위치하는 반응기튜브로 1 Nm3⋅H2/h규모에서는 약 40%만큼 흐르고 3 Nm3⋅
H2/h규모에서는 약 15.6%만큼 흐르며 중앙으로부터 외각에 위치하는 튜브 쪽으로는 점진적

으로 그 유입량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온도분포뿐만 아니라 열분해

반응 수율 관점에서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견된다. 

  한편 1 Nm3⋅H2/h규모 요오드산 열분해장치의 헬륨의 유동해석 과정에서 적용된 동일 입

력조건에서 계산된  장치의 온도분포를 열손실을 유발하는 셀의 단열재 층을 통하여 25 oC의 

대기층으로 열이 전달되는 총괄 열 전달계수 5 W/m2-K 경우와 10 W/m2-K 경우에 대해서 

각각 조사한 바, 그림 3.1.52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그림 3.1.52. 1 Nm3⋅H2/h 수소생산규모 요오드산 

열분해장치의 온도 분포도:

(a) U=10 W/m2-K and (b) U=5 W/m2-K

 

 

  그림 3.1.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괄 열 전달계수 10 W/m2-K를 갖는 1 Nm3⋅H2/h규

모 요오드산 열분해장치에서 734 oC의 헬륨이 반응기 상부로 주입되어 Hastelloy HC276 튜

브 하부로 주입되는 요오드산/수증기 혼합기체의 열분해반응에 필요한 열에너지를 공급한 후 

321 oC까지 냉각된 후 반응기 하부의 출구로 배출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19개의 Hastelloy 

HC276 튜브의 하부에서 주입되는 195 oC의  요오드산/수증기 혼합기체 주입구로부터 튜브

가 위치하는 셀의 반경방향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대략 주입구로부터 예비가열 부위

까지 약 200 ∼ 353 oC에 도달한 후 여기에서부터 다시 백금 촉매 층을 이동하며 열분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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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마찬가지로 단열재를 포함한 셀의 총괄 열 전달계수 5 W/m2-K를 갖는 1 Nm3⋅H2/h규모 

요오드산 열분해장치의 경우에는 734 oC의 헬륨이 반응기 상부로 주입되어 Hastelloy 

HC276 튜브 하부로 주입되는 요오드산/수증기 혼합기체의 열분해반응에 필요한 열에너지를 

공급한 후 383 oC까지 냉각된 후 반응기 하부의 출구로 배출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19개의 

Hastelloy HC276 튜브의 하부에서 주입되는 195 oC의  요오드산/수증기 혼합기체는 주입구

로부터 튜브가 위치하는 셀의 반경방향에 따라 그 절대 값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되고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전자의 경우와 매우 유사한 양상을 나타냈다.

  한편 19개 Hastelloy HC276관의 백금 촉매층에서 나타낼 것으로 예측되는 최고온도의 분

포를 요오드산 열분해 반응열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Hr=0)와 고려한 (△Hr=f(T)) 경우를 비

교하여 각각 나타내면 그림 3.1.53 및 3.1.54와 같다.

그림 3.1.53. 반응열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1 Nm3⋅H2/h 수소생산규모 요오드산 

열분해장치 개별 튜브내 최고온도 (oC): (a) U=10 W/m2-K and (b) U=5 W/m2-K

그림 3.1.54. 반응열을 고려한 경우의 1 Nm3⋅H2/h 수소생산규모 요오드산 열분해장치

개별 튜브내 최고온도 (oC): (a) U=10 W/m2-K and (b) U=5 W/m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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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흡열반응인 요오드산 열분해 반응열을 고려하지 않고 계

산된 Hastelloy HC276 튜브 내의 상단에서 나타내는 온도 분포는 셀의 총괄 열전달 계수 

U=10 W/m2-K를 적용했을 때 중심부분에서 355 oC, 최외각 Hastelloy HC276 튜브에서 

487 ∼ 669 oC, U=5 W/m2-K를 적용했을 때 중심부분에서 366 oC, 최외각 Hastelloy 

HC276 튜브에서 511 ∼ 683 oC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시스템에서는 주입된 

요오드산/수증기 혼합기체가 상승하며 헬륨으로부터 열을 받음과 동시에 열분해 흡열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반응열을 고려하여 계산된 Hastelloy HC276 튜브 내의 상단에서 나

타내는 온도 분포를 그림 3.1.54에서 살펴보면, 셀의 총괄 열전달 계수 U=10 W/m2-K를 적

용했을 때는 중심부분에서 353 oC, 최외각 Hastelloy HC276 튜브에서 484 ∼ 664 oC, 

U=5 W/m2-K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중심부분에서 363 oC, 최외각 Hastelloy HC276 튜브에

서 507 ∼ 678 oC를 각각 나타냈다.        

  3 Nm3⋅H2/h규모 요오드산 열분해장치의 헬륨의 유동해석 과정에서 적용된 동일 입력조

건에서 계산된  장치의 온도분포를 열손실을 유발하는 셀의 단열재 층을 통하여 25 oC의 대

기층으로 열이 전달되는 총괄 열 전달계수 5 W/m2-K 경우와 10 W/m2-K 경우에 대해서 

각각 조사한 바, 그림 3.1.55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그림 3.1.55. 3 Nm3⋅H2/h 수소생산규모 요오드산 열분해장치의 온도 분포도:

(a) U=10 W/m2-K and (b) U=5 W/m2-K

 

  

  그림 3.1.5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괄 열 전달계수 10 W/m2-K를 갖는 3 Nm3⋅H2/h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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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요오드산 열분해장치에서 662 oC의 헬륨이 반응기 상부로 주입되어 Hastelloy HC276 튜

브 하부로 주입되는 요오드산/수증기 혼합기체의 예비가열과 열분해반응에 필요한 열에너지를 

공급한 후 386 oC까지 냉각된 후 셀 하부의 출구로 배출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61개의 

Hastelloy HC276 튜브의 하부에서 주입되는 요오드산/수증기 혼합기체는 주입구로부터 튜브

가 위치하는 셀의 반경방향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1 Nm3⋅H2/h규모 요오드산 열

분해장치에서와 마찬가지로 예비가열부와 백금 촉매 층을 따라 상부 방향으로 이동하며 열분

해 반응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셀의 총괄 열 전달계수 5 W/m2-K를 갖는 3 Nm3⋅H2/h규모 요오드산 열분해장치의 경우

에는 662 oC의 헬륨이 반응기 상부로 주입되어 Hastelloy HC276 튜브 하부로 주입되는 요

오드산의 열분해반응에 필요한 열에너지를 공급한 후 419 oC까지 냉각된 후 셀 하부의 출구

로 배출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마찬가지로 61개의 Hastelloy HC276 튜브의 하부에서 주입되

는 195 oC 요오드산/수증기 혼합기체의 주입구로부터 튜브가 위치하는 셀의 반경방향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되고 있기는 하나 온도분포가 절대 값에 있어서 차이를 보일뿐 분포양상은 

모두 비슷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61개 Hastelloy HC276 관의 상부에서 나타낼 것으로 예측되는 최고온도의 분포를 

요오드산 열분해 반응열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Hr=0)와 고려한 (△Hr=f(T)) 경우를 비교하

여 각각 나타내면 그림 3.1.56 및 3.1.57과 같다.

그림 3.1.56. 반응열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1 Nm3⋅H2/h 수소생산규모 요오드산 열분해장치 개별 

튜브내 최고온도 (oC): (a) U=10 W/m2-K and (b) U=5 W/m2-K

  그림 3.1.5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흡열반응인 요오드산 열분해 반응열을 고려하지 않고 계

산된 Hastelloy HC276 튜브 내의 상단에서 나타내는 온도 분포는 셀의 총괄 열전달 계수 

U=10 W/m2-K를 적용했을 때 중앙 튜브에서 301oC, 외각 Hastelloy HC276 튜브에서는 

최저 317 oC, 최고 651 oC를 나타냈고, U=5 W/m2-K를 적용했을 때 중앙 튜브에서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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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 외각 Hastelloy HC276 튜브에서 최저 324 oC, 최대 654 oC를 나타냄으로써 열전달 측

면에서 튜브간 온도분포의 균질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 시스템

에서는 요오드산/수증기 혼합기체가 상승하며 헬륨으로부터 열을 받음과 동시에 열분해 흡열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반응열을 고려하여 계산된 Hastelloy HC276 튜브 내의 상단

에서 나타내는 온도 분포를 그림 3.1.57에서 살펴보면, 셀의 총괄 열전달 계수 U=10 

W/m2-K를 적용했을 때는 중심부분에서 298 oC, 외각 Hastelloy HC276 튜브에서 최저 

314 oC, 최고 645 oC를 나타냈고 U=5 W/m2-K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중심부분에서 301 
oC, 외각 Hastelloy HC276 튜브에서 최저 320 oC, 최고 647 oC를 각각 나타냈다. 

그림 3.1.57. 반응열을 고려한 경우의 1 Nm3⋅H2/h 수소생산규모 요오드산 열분해장치

개별 튜브내 최고온도 (oC): (a) U=10 W/m2-K and (b) U=5 W/m2-K

 

  (3) 예비 성능평가

  요오드산 열분해장치의 열수력학적 해석과 동시에 요오드산의 열분해 예비 성능평가를 운전 

안전성과 분해수율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요오드산 열분해장치의 운전 안전성은 Hastelloy 

HC276 튜브 하단으로 주입되는 요오드산/수증기 혼합기체가 상승하면서 촉매 층내에서 SI공

정의 폐로운전 (Closed loop operation)이 가능 하도록 그 열분해 수율이 만족될 만큼 적정

범위까지 도달하느냐를 판단하는 것이다. Hastelloy HC276 다중 튜브로 형성된 헬륨루프용 

요오드산 열분해장치의 온도분포와 열분해 성능은 개별 튜브가 통과하는 헬륨 셀 내부에서의 

위치, 즉 반경 방향과 축 방향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되기도 하지만 여기

에서 채택하고 있는 하나의 Hastelloy HC276 튜브 내부에서 전개될 수 있는 예비가열과 열

분해과정과 기체의 흐름거동 및 온도 분포를 예시적으로 나타내면 그림 3.1.58과 같다.

  한편 요오드산 열분해장치의 규모 및 운전변수별 열분해 수율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열분해

반응식에 대한 이론적 평형 전환 기댓값을 반응온도의 함수로 확보하여야 하며 그림 3.1.59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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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냈다. 25 oC와 800 oC 구간에서 보여준 HI의 평형 열분해 수율은 7%에서 28% 수준으

로 나타난다. 

그림 3.1.58. 요오드산 열분해과정의 Hastelloy 

HC276 튜브 내 공정유체 거동모형

  

그림 3.1.59. 반응온도별 요오드산 열분해 평형 전환율

  온도의 함수로 나타낸 요오드산의 열분해 평형 전환율을 그림 3.1.52의 온도분포 계산과 동

시에 수행함으로써 그림 3.1.54 및 3.1.57의 각 Hastelloy HC276 튜브에서의 반응열을 고

려한 최고온도 예측과 함께 각 튜브에서의 최대 평형 전환율도 함께 추산이 가능한데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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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0 및 3.1.61과 같이 나타났다. 그림 3.1.60의 a)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Nm3⋅
H2/h규모 요오드산 열분해장치의 19개의 Hastelloy HC276 튜브들에서 단열재를 포함한 셀

의 총괄 열 전달계수 10 W/m2-K인 경우, 최대 전환율은 헬륨의 주입구와 마주하는 

Hastelloy HC276 튜브번호 16번의 최상단에서 26%의 전환율을 나타냈고 최소 전환율은 중

앙에 위치하는 Hastelloy HC276 튜브번호 1 최상단에서 19.1%의 전환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셀의 총괄 열 전달계수 5 W/m2-K인 경우에는 그림 3.1.60의 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대 전환율은 헬륨의 주입구와 마주하는 Hastelloy HC276 튜브번호 16번의 최

상단에서 26%의 전환율을 나타냈고 최소 전환율은 중앙에 위치하는 Hastelloy HC276 튜브

번호 1 최상단에서 19.5%의 전환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림 3.1.51의 각 튜브로 유입되는 요오드산 기체의 유량 (mi mol/s)을 고려한 그림 

3.1.60의 평형 열분해 전환율을 식 (19)를 이용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면 10 W/m2-K인 경

우 22% (수소생산규모 약 1.24 Nm3/h), 5 W/m2-K인 경우 22.4% (수소생산 규모 약 1.26 

Nm3/h)로 각각 나타나며 요오드산/수증기 혼합기체의 Hastelloy HC276 튜브로 균일하게 흐

르게 하는 방안이 구축된다면 최대 23.7%와 24.1%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19)

그림 3.1.60. 1 Nm3⋅H2/h 수소생산 규모 요오드산 열분해반응기의 Hastelloy HC276 튜브별 최대 

평형 전환율: (a) U=10 W/m2-K and (b) U=5 W/m2-K

  한편 그림 3.1.61의 a)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3 Nm3⋅H2/h규모 요오드산 열분해장

치의 61개의 Hastelloy HC276 튜브들에서 단열재를 포한한 셀의 총괄 열 전달계수 10 

W/m2-K인 경우, 최대 전환율은 이 또한 헬륨의 주입구 인근에 위치하는 Hastelloy HC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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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브번호 32번과 33번의 최상단에서 25.8%의 전환율을 나타냈고 최소 전환율은 중앙에 위치

하는 Hastelloy HC276 튜브번호 1 최상단에서 17%의 전환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림 3.1.61. 3 Nm3⋅H2/h 수소생산 규모 요오드산 열분해반응기의 Hastelloy HC276 

튜브별 최대 평형 전환율: (a) U=10 W/m2-K and (b) U=5 W/m2-K

  같은 방법으로 외부 셀의 총괄 열 전달계수 5 W/m2-K인 경우에는 그림 3.1.61의 b)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헬륨의 주입구 인근에 위치하는 Hastelloy HC276 튜브번호 32번과 33번의 

최상단에서 25.9%의 전환율을 나타냈고 최소 전환율은 중앙에 위치하는 Hastelloy HC276 

튜브번호 1 최상단에서 17%의 전환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되었다. 여기에서도 그림 3.1.51

의 각 튜브로 유입되는 요오드산 기체의 유량 (mi mol/s)을 고려하여 그림 3.1.61의 평형 열

분해 전환율을 식 (19)를 이용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면 10 W/m2-K인 경우 20.8% (수소생

산규모 약 3.52 Nm3/h), 5 W/m2-K인 경우 21.0% (수소생산 규모 약 3.56 Nm3/h)로 각

각 나타나며 요오드산/수증기 혼합기체의 Hastelloy HC276 튜브로 균일하게 흐르게 하는 방

안이 구축된다면 최대 23.2%와 23.3%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5. 결론 및 건의사항

  VHTR 헬륨루프 연계형 황산용액 다단 증류탑, 요오드산용액 다단 증류탑, 그리고 황산 및 

요오드산 열분해장치에 관한 운전특성 및 운전 안전성을 KAERI-DySCo를 이용하여 예비 분

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수소생산 규모 1 Nm3․H2/h, 3 Nm3․H2/h, 5 Nm3․H2/h의 95 wt% 이상 황산용액을 얻기

위한 VHTR 헬륨루프 연계형 황산용액 다단 증류탑의 설계와 안전운전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황산용액 다단 증류탑은 재비기 및 응축기를 포함하여 총 단수가 5단으로 구성하고 농축코

자 하는 묽은 황산용액은 증류탑 중앙으로 주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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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 증류탑의 안전운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정상상태 진입시간에만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운전조건으로 주입용액의 온도는 60oC, 응축기의 운전온도는 100oC, 그리고 응축수

의 환류비는 0.1∼0.33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5 wt% 이상의 황산용액을 얻기 위한 재비기의 열 부하와 체류량의 안전운전 상하한선을 

제시하였고 최적 운전 조건으로 1 Nm3․H2/h 규모인 경우 1.5 kW와 0.9 kg, 3 Nm3․H2/h 

규모인 경우 4.5 kW와 2.9 kg, 5 Nm3․H2/h 규모인 경우 7.5 kW와 10.3 kg을 추천한다.

  -재비기의 최적 열 부하와 체류량을 적용했을 때,  다단 증류탑의 시동 후 정상상태 진입은 

1 Nm3․H2/h 수소생산 규모에서 1.5시간, 3 Nm3․H2/h 수소생산 규모에서 1.4시간, 5 Nm3․
H2/h 수소생산 규모에서 2.8시간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 수소생산 규모 1 Nm3․H2/h, 3 Nm3․H2/h, 5 Nm3․H2/h의 VHTR 헬륨루프 연계형

요오드산용액 다단 증류탑의 설계와 안전운전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요오드산용액 다단 증류탑은 재비기 및 부분 응축기를 포함하여 총 단수가 7단으로 구성하

고 요오드산용액의 주입은 부분 응축기로부터 5번째 단으로 주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비기의 열 부하와 체류량의 안전운전 상하한선을 제시하였고 최적 운전 조건으로 1 

Nm3-H2/h 규모인 경우 265.8 kW와 77.7 kg, 3 Nm3-H2/h 규모인 경우 77.3 kW와 

233.1 kg, 5 Nm3-H2/h 규모인 경우 128.8 kW와 388.5 kg을 추천한다.

  -재비기의 최적 열 부하와 체류량을 적용했을 때,  다단 증류탑의 시동 후 정상상태 진입은 

1 Nm3-H2/h 수소생산 규모에서 약 30분, 3 Nm3-H2/h 수소생산 규모에서 약 28분, 5 

Nm3-H2/h 수소생산 규모에서 약 27분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 수소생산 규모 1 Nm3․H2/h, 3 Nm3․H2/h, 5 Nm3․H2/h의 VHTR 헬륨루프 연계형 황산

및 요오드산 열분해장치의 설계와 안전운전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제시한 황산 및 요오드산 열분해장치의 구조와 설계 값은 헬륨루프 연계용으로 활용함에 

있어 그 성능과 안전성에 있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황산 열분해장치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치로 유입되는 가열용 기체인 헬륨의 주입

구에 분배기의 설치가 요구되며, 황산의 열분해 수율을 설계 기댓값만큼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부 셀의 총괄 열전달 계수가 5 W/m2-K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능하면 외부

로의 열손실을 최소화 하여 헬륨의 현열에 의한 후속장치들의 가열에도 문제가 없도록 헬륨의 

열에너지 여유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오드산 열분해장치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치의 셀 측으로 유입되는 가열용 기체

인 헬륨의 온도가 적어도 662 oC 이상이어야 하고 헬륨 흐름의 편류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

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요오드산 열분해장치의 기능은 튜브 내부에 충전할 촉매의 성능이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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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전환 값 대비 약 80% 열분해 수준의 성능만 나타내면 설계 값을 만족시킬 것으로 예측되

었으며, 개별 튜브에 있어서 요오드산 열분해 전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유체 온도의 구

배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튜브 간 주입유체의 유량이 균일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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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 경제성분석 및 평가

1.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가.  서론

원자력 수소생산시스템은 크게 핵열공급계통,  열전달계통, 수소 생산계통, 전력변환계

통, 주변계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계통의 총 건설사업비, 핵연료비, 운전유

지비, 에너지비용, 해체부담금 등이 주어지면 핵열공급계통에서 생산하는 에너지 단가 및 

수소생산계통에서 생산되는 수소생산 단가를 산정할 수 있다.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의 

경제성 평가는 국내여건하에서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업무로서 먼저 제반 경제변수 및 기

술변수 하에서 산출해낸 건설사업비, 핵연료비, 운전유지비, 에너지비용, 해체부담금 등을 

산정하여 대상시스템의 경제성을 분석한 다음 주요 변수들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

였다. 평가대상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으로서는 600MW급 고온가스로 4개와 요오드-황 

사이클 수소제조공정 4개로 구성된  4개의 모듈(4X600MWth VHTR+4SI)을 선정 하였

다.

 나.  국내외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 관련 비용 데이터베이스

(1) 에너지경제연구원 데이터베이스[3.2.1]

국내에서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 관련 자료는 2008년 에너지경제

연구원에서 작성한 보고서[3.2.1]가 최초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보고서는  초고온가

스로(600MWth×4기)와 요오드-황 사이클(IS cycle x4기)의 결합시스템 에 의한 수소 

생산 시 그 생산단가 산정에 필요한 건설사업비, 핵연료비, 운전유지비, 초기운영비 등 

비용 항목 들을 표 3.2.1~3.2.4와 같이 제시하였다.  이 비용관련 자료들은  2007년 

NGNP 경제성 평가자료와 GA사의 건설경험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내 실정을 반영한 보

정을 통하여 2008년 기준으로 계산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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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금액

사전투자비 30,000

건설직접비 1,988,639

건설간접비 934,660

사업자비용 123,326

건설사업비 3,076,625

표 3.2.1.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 건설사업비 (단위 : 천달러) 

항 목 소요량(kg) 단가($/kg) 금액(천$)

원광 180,746 70 12,652

변환 180,746 10 1,807

농축 213,001 150 31,950

재변환․성형가공 6,575 4,062 26,708

중간저장 6,575 223 1,466

영구처분 6,575 4,237 27,858

합 계 102,441

현가합계 (할인율 : 5.34%) 79,705

표 3.2.2. 핵연료 비용(단위 : 천달러)

         

항목 금액

직접비 46,483

간접비 7,869

증류수 18,450

전력 62,480

총계 135,283

표 3.2.3. 운전유지비(단위: 천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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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금액

직접비 199,300

간접비 7,869

증류수 5,535

전력 18,744

총계 231,448

표 3.2.4. 초기운영비(단위 : 천달러)

(2) (주) 코네스코퍼레이션 데이터베이스[3.2.2]

(주) 코네스코퍼레이션은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초고온가스로(VHTR)의 경제성분석 

및 실증사업계획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을 받아 “초고온가스로 경제성분석 및 실증사업계

획 조사용역” 보고서[3.2.2]를 2013년에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초고온가스로와 

요오드-황 수소제조사이클을 결합한 원자로수소생산시스템에 관한 개략적인 공사비를 

산정하여, 적용될 경제성 분석기준과 수소/공정열의 비용, 수요, 편익 등을 가정 또는 추

정한 후 공공성/수익성 평가기준으로 수립된 VHTR 실증사업계획에 대한 경제성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용역 보고서에서 사용한 건설사업비는  현재 운영 중인 신고리 3,4호기 

및 신울진 1,2호기와 신형경수로(APR-1400)에 대한 건설사업비 산정기준과 상기 ‘미래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기반구축 연구(에너지경제연구원 2008)’ 보고서를 참조하였으며,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에 따른 기간을 보정하여 산정하였다.

건설사업비는 표 3.2.5와 같으며 기타 운전유지비, 핵연료비, 에너지비, 해체부담금 등도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산정한 각각의 유지보수비에 2007년 대비 2013년 5월 생산자 물

가지수에 따른 물가상승률(기간보정)과 환율(1$=1,100원)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며 이

상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항목별 비용을 표3.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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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설 비 명
불 변 가(백만원)

내자 외자 계

직

접

공

사

비

기
자
재
비

주

기

기

① 핵열공급(NHSS) 541,351 266,636 807,987

② 열전달계통(HTS) 393,222 20,696 413,918

③ 수소생산계통(SI) 669,301 74,367 743,668

주기기 계 1,603,874 361,698 1,965,572

④ 보조기기(BOP) 21,384 5,348 26,730

기자재비 계 1,625,258 367,044 1,992,302

시
공
비

⑤ 인건비 231,282 - 231,282

⑥ 재료비 142,134 - 142,134

시공비 계 373,417 - 373,417

직접공사비 계 1,998,675 367,044 2,365,719

간

접

공

사

비

⑦ 각종 평가 및 인·허가 212,846 - 212,846

⑧ 사업주 제경비 59,960 11,011 70,971

⑨ 외자조작비 - 58,727 58,727

⑩ 용지매수비 23,795 - 23,795

간접공사비 계 296,601 69,783 366,339

⑪ 예비비 243,427 - 243,427

⑫ 수전선로 공사비 40,000 - 40,000

⑬ 수소 및 산소 배관공사비 18,000 - 18,000

계(순공사비) 2,596,702 436,782 3,033,485

건설이자 146,218 36,554 182,773

초기장전연료비+감속재 - 277,635 277,635

총사업비(초기연료비+감속재 제외) 2,742,921 473,336 3,216,257

총사업비(초기연료비+감속재 포함) 2,742,921 750,971 3,493,892

표 3.2.5.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2,400MWth급) 건설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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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간 운전유지비
(2013년 5월기준, 백만원)

직접비

1. 인건비 16,985

2. 유지보수비 2,548

3. 화공유지보수비 27,530

4. 보충재 비용

헬륨 6,435
요오드 1,312
제어봉 6,823

기타(방사성) 551

5. 방사성폐기물관리비 1,790

6. (원전연료+감속재)처분비 17,800

7. 기술지원비 1,837

직접비 합계 83,610

간접비

8. 간접인건비 3,397

9. 부분운영비 14,666

10. 인·허가비 3,608

11. 보험비 3,319

12. 대체전력보험비 -

간접비 합계 24,990

운전유지비 합계 108,600

13. 감속재(흑연) 비용 2,799

14. 핵연료 비용 101,113

15. 증류수 비용 1,429
총 운전유지비 213,941

전력비용 167,793
순 운전유지비 381,734

17. 해체부담금 10,021

순 운전유지(해체부담금 포함) 391,734

18. 감가상각비 55,185

총 계 446,940

표 3.2.6.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2,400MWth급) 기타 비용

일본 JAEA는 2000년 초부터 고온가스로의 열이용 연구의 일환으로 열출력 300MWth인 

발전용 초고온가스로 GTHTR-300(Gas Turbine High Temperature Reactor-300)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GTHTR300 design parameter는 표 3.2.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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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or Power 600 MWth/unit (4 units/plant)
Reactor Pressure Vessel SA533 (Mn-Mo) Steel
Reactor Safety System No Active Emergency System
Radioactive Nuclide Retention Confinement
Plant Cycle Non-intercooled Brayton Cycle
Power Generation 280 MWe
Net Power Output 274MWe
Net Generating Efficiency 45.6%
Plant Capacity Factor 90%
Reactor Core
Coolant Inlet/Outlet Temperature 587/850 ℃
Coolant Inlet Pressure 6.92 MPa
Core Coolant Pressure Loss 60 kPa
Average Power Density 5.8 W/cm3
Fuel Element Pin-in-block Prism
Fuel Cycle LEU Once-through Cycle
Enrichment 14%
Average Burnup 112GWd/ton
Shutdown Refueling Once per 2 years
Refueling Duration 30 days
Turbomachine
Shaft Design Type Horizontal Single Shaft
Shaft Speed 3600 rpm
Turbine Inlet Pressure 6.84 MPa
Turbine Mass Flow 438.1 kg/s
Turbine Expansion Ratio 1.87
Number of Turbine Stages 6
Turbine Polytropic Efficiency 93.0%
Compressor Inlet Temperature 28 ℃
Compressor Pressure Ratio 2.0
Number of Compressor Stages 20
Compressor Polytropic Efficiency 90.5%
Generator Drive Cold-end Diaphragm Coupling
Generator Type  Synchronous
Generator Cooling 7 MPa Helium Cooled
Generator Efficiency 98.7%
Recuperator Design Type Plate-fin surface, 6 Modular Units
Recuperator Thermal Rating 1006 MWth
Recuperator Effectiveness 95.0%
Recuperator Total Pressure Loss 1.7%
Recuperator Construction Material Type 316SS
Precooler Design Type Helical-coiled Finned Tube Bundle
Precooler Thermal Rating 323 MWth
Cooling Water Inlet Temperature 22 ℃

표 3.2.7. 일본 GTHTR300 Design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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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GTHTR300 Plant 구축에 소요된 비용은 표 3.2.8 ~ 표 3.2.12에 나타내었다. 

 

Items $M
Reactor Components 170.80

Reactor Pressure Vessel 40.95
Core Components 42.29
Reactivity Control System 30.60
Shutdown Cooling System 9.56
Vessel Cooling System 12.85
Fuel Handling and Storage System 31.01
Radioactive Waste Treatment System 3.54

Power Conversion System 140.11
Turbine and Compressor 34.14
Generator 14.35
Power Conversion Vessel 18.12
Heat Exchanger 30.08
Heat Exchanger Vessel 22.20
Hot Piping 20.62

Auxiary System 67.23
Helium Purification System 11.25
Helium Storage and Supply System 11.31
Cooling Water System 14.79
Radiation Management System 9.65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System 13.76
Other Systems 6.47

Electric System, Control and Instrumentation System 57.80
Electric System 40.00
Control and Instrumentation System 17.80

Buildings 110.71

Total
546.65

$1980/kWe

표 3.2.8. GTHR300 Construction Cost 

Load Factor 80% 90%

Discount Rate 3% 4% 3% 4%

Depreciation Cost 1.02 1.12 0.90 0.99

Interest Cost 0.24 0.35 0.21 0.31

Property Tax 0.11 0.12 0.10 0.11

Decommissioning  Cost 0.21 0.15 0.18 0.14

Total 1.57 1.74 1.40 1.55

표 3.2.9. GTHR300 Capital Cost(US￠/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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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 Factor 80% 90%

Discount Rate 3% 4% 3% 4%

Maintenance Cost 0.41 0.41 0.36 0.36

Miscellaneous Cost 0.45 0.45 0.40 0.40

Personnel Cost 0.19 0.19 0.17 0.17

Head Office Cost 0.01 0.01 0.01 0.01

Business Tax 0.05 0.06 0.05 0.05

Total 1.11 1.11 0.99 0.99

표 3.2.10. GTHR300 Operations Cost(US￠/kWh)

Discount Rate 3% 4%

Uranium Purchase and Conversion Cost 0.14 0.15

Enrichment Cost 0.29 0.31

Fabrication Cost 0.43 0.44

Storage Cost 0.02 0.02

Reprocessing Cost 0.40 0.38

Waste Disposal Cost 0.18 0.15

Total 1.46 1.44

표 3.2.11. GTHR300 Fuel Cycle Cost(US￠/kWh)

Load Factor 80% 90%

Discount Rate 3% 4% 3% 4%

Capital Cost 1.57 1.74 1.40 1.55

Operating Cost 1.11 1.11 0.99 0.99

Fuel Cost 1.46 1.44 1.46 1.44

Total 4.14 4.28 3.84 3.97

표 3.2.12. GTHR300 Power Generation Cost(US￠/kWh) 

한편 도시바 등 산업체는 전력과 수소 생산 병용을 목적으로 하는 600MWth급 고온가스

로(GTHTR300C)와 요오드-황 사이클 수소공정을 결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이 제안한 계통을 살펴보면, 그림 3.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GTHTR300 계통과 IHX 계통 그리고 수소를 생산하기위한 IS (Iodine Sulfur)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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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력과 수소 병용 생산 목적용 고온가스로의(GTHTR300C)의 design paramter를 표 

3.2.13에 나타내고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GTHTR300C + IS)의 생산비용을 표 3.2.14에 

나타내었다.    

 

Reactor Thermal Power 600 MWth/Module
Reactor Pressure Vessel SA533 (Mn-Mo) Steel
Reactor Core Coolant  Helium Gas
Core Coolant Flow 324 kg/sec
Coolant Inlet/Outlet Temperature 594/950 C
Core Coolant Pressure 5.1MPa
Core Power Density 5.8 W/cm3
Average Fuel Burnup 112GWd/ton
Refueling Interval 18 months

Gas Turbine Conversion Cycle 
Non-intercooled direct Brayton 

Cycle
Gas Turbine Cycle Pressure Ratio 2.0
Power Conversion Efficiency 45.7 %
Electricity Production 202 MWe
H2 Conversion Process Thermochemical(I/S)
Heat Input to IS Process 170 MWth
H2 Plant Power Consumption 23 MWe
H2 Conversion Efficiency 43.5% (HHV)
H2 Production Output 2.09 ton/hr-H2
Plant Cogeneration Efficiency 45% (Power + H2)

표 3.2.13. 수소 병용 생산 목적용 고온가스로의(GTHTR300C)의 Design Parameters

그림 3.2.1.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 (GTHTR 300C +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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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Production Scale

(efficiency)

30,655 Nm3/h

(48.8%)

30,655 Nm3/h

(48.8%)

Plant Life Yr 15 15

H2 Plant Capital Cost $/kg 0.657 0.657

Nuclear Heat $/kg 0.965 0.965

Nuclear Electricity $/kg 0.294 0.294

H2 Plant Utilities $/kg 0.091 0.091

Byproduct(O2) $/kg 0 -0.278

ROI % 8.0 8.0

Total Production Cost
$/kg 2.169 1.891

￠/Nm3 19.5 17.0

표 3.2.14.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GTHTR300C + IS)의 생산비용 

(4) 중국(HTR-PM-IS) 데이터베이스 

중국은 고온가스로 HTR-10을 2003년 1월부터 운전 가동하고 있으며 주로 실험이나 안전성 

검증에 활용하고 있다. HTR-10의 주요 제원은  표 3.2.15와 같다. 또  전력생산용 고온가스

로 HTR-PM을 2012년 12월 first concrete 후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HTR-PM plant design parameter는 표 3.2.16과 같으며, 관련 비용은 표 3.2.17~표 

3.2.18과 같다. 

   

 

Reactor Power, MWth 10

Pressure, MPa 3

Reactor Inlet Temp.,℃  250/300

Reactor Outlet Temp.,℃  700/950

Fuel Elements Number  SiC TRISO 27,000

표 3.2.15. HTR-10의 주요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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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value
Rated electric power 210 MWe
Reactor total thermal power 2X250 MWth
Designed life time 40년
Average core power density 3.22 MW/m3
Electrical efficiency 42 %
Primary helium pressure 7 MPa
Helium temperature at reactor, 
inlet/outlet 250/750 ℃

Fuel type TRISO(UO2)
Heavy metal loading per fuel element 7 g
Enrichment of fresh fuel element 8.9 %
Active core diameter 3m
Equivalent active core height 11m
Number of fuel elements in one reactor 
core 420,000개

Average burn-up 90 GWd/tU
Type of steam generator Once through helical coil
Main steam pressure 13.24 MPa
Main steam temperature 566 ℃
Main feed-water temperature 205 ℃
Main steam flow rate at the inlet of 
turbine 673 t/h

Type of steam turbine Super high pressure condensing 
bleeder turbine

표 3.2.16. HTR-PM Plant Design Parameters

Items %  of the total capital cost

Reactor plant equipment 24-47

Turbine plant equipment 9-11

BOP 3
Building and structure, construction and 

commissioning
19-20

First load fuel 3

Engineering and design, project 

management, owner's cost
13-15

Financial cost, tax, etc 19-21

Total 90-120

표 3.2.17. 중국 HTR-PM 플랜트비용 (Construction Cost :  $2000/k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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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cost USD cents/kwh

Capital Cost 1.40 ~ 1.74

O& M Cost   0.99  ~ 1.11

Fuel Cycle Cost 1.44  ~ 1.46

Power Generation Cost 3.84  ~ 4.28

표 3.2.18. 중국 HTR-PM 기타 비용

중국은 고온가스로(HTR-PM)에 결합시킬 수소 생산공정으로 요오드-황 사이클과 고온

전기분해공정을 선정하고 2007년부터 이들에 대한  기초실험에 착수하였다. 중국의 수소

공정 연구개발 계획은 요오드-황 사이클과 고온전기분해공정을 이용한 1Nm3/hr 규모의 

pilot scale 실증연구를 2020년까지,  100 Nm3/hr 규모의 HTR-IS test를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중국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HTR-PM-IS) plant parameter는  

표 3.2.19와 같으며, 시스템 구축 관련 비용은 표 3.2.20과 같다. 

 

Parameter value

Rated Thermal Power 250 MWth/unit

Number of NSSS 6

Total Thermal Power of the Plant 1500 MWth

Electricity Production 0       MWe

H2 Conversion Process IS Process

H2 Conversion Efficiency 40%

H2 Production 4.5kg/sec

표 3.2.19. 중국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HTR-PM-IS) Plant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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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Percentage of the total capital 

cost

Reactor plant equipment 24-47

Turbine plant equipment 9-11

BOP 3

Building and structure, construction and 

commissioning
19-20

First load fuel 3

Engineering and design, project management, 

owner's cost
13-15

Financial cost, tax, etc 19-21

Total 90-120

표 3.2.20. 중국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HTR-PM-IS) 구축비용

2. 경제성 분석 및 평가 

 

가. 경제성 분석 프로그램 개요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GIF EMWG에서 개발한 

G4-ECONS 프로그램과 IAEA에서 개발한 HEEP (Hydrogen Economic Evaluation 

Program)프로그램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양자 모두  원자력수소 생산시스템에 대한 수

소생산 단가를 산정하여 여러 가지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에 대한 상대적 경제성을 평가

할 수 있으며, 탑-다운 방법이나, 바탐-업 방법에 의하여 수소생산단가를 계산할 수 있

다.

 

(1) G4-ECONS 프로그램[3.2.4][3.2.5]

  G4-ECONS 프로그램은 "Simplicity", "Universality", "Transparency", "Adaptability" 

을 목표로 하며 사용자가 설계 조건에 맞게 손쉽게 계정 항목과 세부 값들을 변경하고 

추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G4-ECONS 코드는 R&D와 실증(demonstration) 단계에 있

는 원자로에 적용하기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주어진 원자로 시스템 개념에서 설계 옵션을 

경제성 측면에서 비교해 보고 나아가 최적의 설계 옵션을 찾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수명주기 비용과 건설비 위험도를 고려함으로써 가장 경제적인 방법에서 당면 과제들을 

다룰 수 있도록 가이드 기능을 할 수 있다. 또한, Gen-IV 원자력 시스템 모두에 적용될 

수 있도록 표준 형식(standard format)을 갖추고 있어 Gen-IV 원자로 시스템의 상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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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평가에도 적용 될 수 있다. 

G4-ECONS 프로그램은 원자로모델, 수소생산시설 모델, 핵연료주기시설 모델 등 3개의 

모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3개 모델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G4-ECONS 프로그램의 개괄

도를 그림 3.2.2에 나타내었다.  

그림 3.2.2. GEN4-ECONS 프로그램의 개괄도 

원자로모델은 원자로에서 생산되는 열에너지 또는 전기에너지의 생산단가를 계산하는데 

사용되며, 수소생산시설 모델은 원자로에서 생산되는 열에너지 또는 전기에너지를 이용

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로서 이 시설로부터 생산되는 수소의 생산단가를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핵연료주기시설모델은 핵연료생산시설을 통하여 제조되는 핵연료생산단가를 

계산한다. 핵연료생산단가는 원자로모델에 제공되어 열에너지 또는 전기에너지 생산 단

가 산정에 필요한 입력자료로 사용된다.  G4-ECONS 프로그램에서는 경제성 분석에 이

용되는 핵심 항목인 건설사업비, 운전유지비, 초기운영비, 연료비, 제염해체비 등에 관한 

자료와 원자로 전기생산능력, 평균이용율, 전기-열 변환효율, 공장가동수명, 건설기간 및 

금리, 할인율, 인플레이션 등과 같은 경제적 인자 등의 자료를 입력하면 수소생산단가를 

구할 수 있다.  

{2) HEEP 프로그램 개요

   HEEP 프로그램은 인도 BARC(Bhabha Atomic Research Centre) 연구소가 IAEA주



- 129 -

관 하에 DEEP(Desalination Economic Evaluation Program) 프로그램을 개량하여 개발

한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의 경제성을 평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HEEP 프로그램과 G4-ECONS 프로그램은 양자 모두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에 대한 상대

적인 경제성을 평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G4-ECONS 프로그램은 수소생산단가 

이외에 원자로에서 생산되는 에너지 단가를 산정할 수 있는 반면 HEEP 프로그램은 수소

생산단가 만을 산정할 수 있다. 또 G4-ECONS 프로그램이 수소생산공정 만을 감안한 

수소생산단가를 제공하는 반면, HEEP 프로그램은 수소생산공정 이외에 수소저장비용, 

수소운반 비용 등 총괄적인 수소공정을 감안한 수소생산단가도 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다. 

일반적으로 HEEP프로그램은 G4-ECONS 프로그램보다 구성이 매우 간단하여 일반 사용

자가 사용하기에는 상대적으로 편리하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알고리즘이 전혀 공개되지 

않아, 사용자의 프로그램 수정, 변경이 용이하지 않아 새로운 형태의 수소생산시스템에 

적용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계산결과만 제공될 뿐 계산과정에 대한 

중간 확인이 불가능하여 G4-ECONS 프로그램보다 프로그램의 유연성과 투명성 관점에

서 뒤떨어진다.

나.  경제성 분석 기본전제

   본 연구에서는 G4-ECON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4×600MWth의 모듈형 초고온가스

원자로와  4xSI공정이 결합한 NOAK(Nth-Of-A- Kind)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4VHTR 

+ 4SI)에 대한 에너지 단가와 수소생산단가를 산정하고 수소생산단가에 미치는 주요 인

자의 민감도를 알아봄으로써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의 경제성을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경제성 분석의 기본전제로 초고온가스로에서 전기생산은 없으며 초고온가스로에서 발생

하는 에너지는 전부 열로써 요오드-황 사이클 수소생산에 공급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불변가 공사비 가격기준일은 2013년 5월로 하였으며, 초고온가스로의 수명은 60년, 건설

기간 3년, 할인율은  5.34%, 자본비율은 자기자본 30%, 타인자본 70%으로 하여 자기 

자본을 전부 소진한 후에 타인자본을 쓰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으

로 계산하여 년 1.667% 만큼씩 감가 상각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 초기노심에 필요

한 핵연료비는 건설사업비에 포함시켰으며 중간이자는 “s-curve 법”에 의하여 산정하였

다. 

에너지생산단가 및 수소생산단가는 연도별로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비용인 총괄원가를 할

인율을 이용하여 분석시점으로 현가화한 후에 충전력량 및 총수소생산량으로 나누어 수

명기간동안으로 균등화시킨 균등화비용법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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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균등화 에너지생산단가(Levelized Unit Energy Cost, LUEC)

   고온가스로 구축에 필요한 비용은 크게 시설 건설사업비, 운전유지비, 핵연료비, 폐로

비 등으로 나누어 진다.  고온가스로 구축에 필요한 비용이 고온가스로 수명기간 내에서 

매년 동일한 금액만큼 소요된다고 가정한다면, 매년 소요되는 총비용을 고온가스로에서 

연간 생산하는 에너지(열 또는 전기)로 나누어 주면   고온가스로에서 생산되는 에너지

의 단가를 계산할 수 있는데 이를 균등화에너지단가(LUEC)라 하며 단위로는 mills/kwh 

또는 $/MWh를 사용한다.  LUEC는 아래의 식으로 구할 수 있다. 

LUEC  = Σ 연간  (건설사업비 + 운전유지비 + 핵연료비 + 폐로비) 

 

                 Σ 연간 (에너지생산량) 

여기서 연간건설사업비는  총건설사업비에 자본회수율(Capital Recovery Factor, CRF)을 

곱하여 구하며, 총건설사업비는 일시건설비(건설비 + 사업자 비용)에 건설기간중 발생하

는이자를 합하여 구한다. 자본회수율 CRF는 

CRF = i/[1 - (1 + i)^(-L)]

에 의해서 구하는데 여기서  i 는 실할인율, L은 고온가스로의 수명을 말한다.  본 

보고서는 실할인율 5.34%, 고온가스로 수명 60년이므로 자본회수율은 5.586% 로 된다. 

               

(2) 균등화 수소생산 단가(Levelized Unit Hydrogen Cost, LUHC) 산정  

         

   요오드-황 사이클에 의한 수소생산공장 구축에 필요한 비용은 크게 시설 설비비와 

운영보수비 에너지비용 등으로 나누어 지는데, 여기서 에너지비용은 고온가스로에서 요

오드-황 사이클에 의한 수소생산공정에서 필요한 열에너지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으로서, 이는 고온가스로에서 생산하는 에너지 단가(LUEC)에 수소생산공정에서 필요한 

총에너지를 곱하여 구한다. 

에너지 비용은 고온가스로로부터 열에너지를 공급받아 수소를 생산하는 공정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다.  앞서의 LUEC와 동일한  개념으로 요오드-황 사이클에 의한 

수소생산공정 구축에 필요한 비용이 수소생산공정 수명기간 내에서 매년 동일한 금액만

큼 소요된다고 가정한다면, 매년  소요되는 총비용을 수소공정에서 연간 생산하는 수소



- 131 -

생산량으로 나누어 주면   수소생산공정에서 생산되는 수소의 단가를 계산할 수 있는데 

이를 균등화수소생산단가(LUHC)라 하며 단위로는 $/kg H2를 사용한다.  

  요오드-황 사이클에 의한 수소생산공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하여 평균화된 수

소생산단가(LUHC)를 구할 수 있다. 

LUHC  = Σ 연간  (시설비 + 운영유지비 + 에너지비)  

                 Σ 연간 (수소생산량) 

다.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 (4 X 600 MWth VHTR + 4 SI)에 대한 경제성 분석

(1)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  개요

   경제성 분석대상이 되는 원자력 수소생산시스템은 열용량 600 MWth 원자로 1개에 

수소생산을 위한 요오드-황 열화학공정 1개 결합된 모듈이 총 4개로 구성된 원자력수소

생산시스템(4 VHTR + 4 SI)을 선정하였다.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은 그림 3.2.3과 같

이 크게 초고온가스로와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시설 및 이들을 연결하는 중간루프

로 구성된다. 초고온가스원자로에서 950℃ 이상의 열에너지를 생산하여 중간 열교환기

(IHX, Intermediate Heat eXchanger)를 통해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시스템에 

850-900℃의 열에너지를 공급하게 된다.

경제성분석 대상이 되는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의 주요 설계인자는 표 3.2.21과 같다. 

그림 3.2.3. 초고온가스원자로 열원 SI 열화학 공정을 이용한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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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제원

원자로시스템 VHTR

수소생산공정시스템 SI-Based Plant

열출력 (MWth) 4ⅹ600

운전기간 (년) 60

원자로출구온도(℃) 950

효율 (%) 45

이용율(%) 90

핵연료주기 Open

표 3.2.21.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개요

(2) G4-ECONS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제성평가

① G4-ECONS 프로그램의 입력자료

    초고온가스로(VHTR)와 요오드-황 수소생산 열화학공정을 결합한  원자로수소생산

시스템(600MWth×4기+ 4 SI)에서 생산하는 수소생산단가를 G4-ECON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는데, G4-ECONS 프로그램의 입력자료로 사용되는 건설사업비, 핵연

료비, 운전유지비, 제염해체비 등의 비용자료는 (주)코네스코퍼레이션에서 한국원자력연

구원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발간한 보고서(초고온가스로 경제성 분석 및 실증사업계획 조

사용역, 2013년 12월)에서 발췌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발췌한 비용자료는  2008년 에너

지경제연구원에서  작성한  기술보고서에  기재된 비용을 기초로 하여 2007년 대비 

2013년 5월 생산자 물가지수에 따른 물가상승률(기간보정)과 환율(1$=1,100원)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며 이상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항목별 비용은  표3.2.22와 같다.    

 Cost Factors Cost

Total Construction Investment Cost (TCIC) 2,066 ($M)

Annual O &M Cost 73.4 ($M/year)

Annual Fuel Cost  71.5 ($M/year)

Decommissioning Cost 1.1 ($M/year)

표 3.2.22. G4-ECONS 프로그램의 입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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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G4-ECONS 프로그램 계산결과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4VHTR + 4 SI)에 대한 상기 입력자료를 이용하여 G4-ECON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얻은  에너지 생산 단가와 수소생산단가는 각각 표3.2.23과 3.2.24와 같

다.

Summary of Model Results
Discount Rate =  5.34%

　
　

Annualized Cost in 
$M/Year Mills/kwh ($/MWh)

Capital (Including 1st Core 
and Financing) 115.4 12.73

Operations Cost 73.4 8.08
Fuel Cycle(Front End) 59.6 5.57
Fuel Cycle(Back End) 11.9 3.44
D&D Sinking Fund 1.10 0.12
Total LUEC 261.4 28.8
*** Annual Electricity Generation : 9.08 E+09 kwhr

표 3.2.23.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4VHTR + 4 SI)에 대한 에너지 생산 단가

LUHC 

Capital component 
of unit  cost 0.041 $/m3 H2

Non-energy  ops  plus cap repl 
component of unit cost 0.017 $/m3 H2

Thermal energy component of  unit cost 0.104 $/m3 H2

Total (LUHC) 0.162 $/m3 H2

　 1.810 $/kg H2

*** Hydrogen Production Capacity : 184,500 ton/yr

표 3.2.24.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4VHTR + 4SI)에 대한 수소생산 단가

   고온가스로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열에너지 혹은 전기에너지) 생산단가를 구성하는 요

소 별  비중을 표 3.2.25와 그림 3.2.4에 표시하였다. 고온가스로에서 생산하는 에너지 

단가구성 비율은  건설사업비가 44.2 %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운전유지비가 28.1%,  핵연료

비가 27.4%를 보여주고 있다. 



- 134 -

 Cost Factors Cost %

Annual Capital Cost

(Fixed Charge Rate : 5.586%)
115.4 ($M/year) 44.2

Annual O &M Cost 73.4 ($M/year) 28.1

Annual Fuel Cost 71.5 ($M/year) 27.4

Decommissioning Cost 1.1 ($M/year) 0.3

Total Annual Cost 261.4 ($M/year) 100

Levelized Unit Electricity Cost 28.8 mills/kwhr

표 3.2.25. 고온가스로 에너지 생산단가 구성

그림 3.2.4. 고온가스로 에너지 생산단가 구성 비율 

   요오드-황 열화학사이클로부터 생산되는 수소 생산단가를 구성하는 요소 별  비중을 

표 3.2.26과 그림 3.2.5에 표시하였다. 수소생산 단가를 구성하는 비율은 에너지비용이 

63.7%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건설사업비가 25.8%, 운전유지비가 10.5%를 보여주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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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t Factors Cost

Annual Capital Investment Cost

(Fixed Charge Rate : 5.586%)
85.1 ($M/year)

Annual O &M Cost 34.8 ($M/year)

Annual Energy Cost  210.1($M/year)

Decommissioning Cost -

Total Annual Cost 330.0 ($M/year)

Annual Hydrogen Production 184,500 (ton/year)

Levelized Unit Hydrogen Cost 1.81 ( $/kgH2 )

표 3.2.26. 수소생산단가 구성

그림 3.2.5. 수소 생산단가 구성 비율

  

(3)  민감도 분석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에 대한 에너지생산단가 및 수소생산단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불

확실성(uncertainty)을 야기하는 요소로는 기술적인 요소와 경제적인 요소가 있는데, 기

술적인 요소로는 플랜트 장치 및 기기 비용, 수소생산효율, 공정 전력소모 등을 들 수 있

으며, 경제적인 요소로는 할인율, 자기자본비율, 금리, 세금 등을 들 수 있다. 고온가스원

자로는 세계적으로 실증 및 상용 운전 사례가 있어서 기술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에 수소생산공정은 현재 렙 규모 및 파일럿 규모의 연구개발 단계에 불과하여 상대

적으로 기술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비용 분석에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이 

된다. 기술적, 경제적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에너지생산단가 및 수소생산단가에 크게 영향

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인자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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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에너지생산단가에 미치는 민감도 분석

에너지생산단가를 산정하기 위한 주요변수인 건설사업비, 운전유지비, 핵연료비에 대해

서는 이들 변수를 기준이 되는 값에서 20% 증가했을 때와 20% 감소했을 때의 범위에서 

에너지 생산단가(LUEC)에 미치는 민감도를 분석하였고, 기타 할인율, 건설기간, 이용율

에 대하여는 기준이 되는 값에서 일정 범위내에서 민감도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표 

3.2.27과  그림 3.2.6 ~3.2.9에 나타내었다. 

변수 에너지생산단가($/MWhr)

건설사업비

+20% 31.35

+10% 30.08

base 28.81

-10% 27.53

-20% 26.26

핵연료비

+20% 30.38

+10% 29.59

base 28.81

-10% 28.02

-20% 27.23

운전유지비 +20% 30.42

+10% 29.61

base 28.81

-10% 28.00

-20% 27.19

할인율

+2% 33.49

+1% 31.06

base 28.81

-1% 26.68

-2% 24.77

건설기간

+2년 30.27

+1년 29.50

base 28.81

이용율

- 20% 37.00

- 10% 32.38

base 28.81

표 3.2.27. 에너지생산단가에 미치는 주요인자의 민감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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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변수변동에 따른 에너지생산단가

그림 3.2.7. 건설기간 변동에 따른 에너지생산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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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이용율 변동에 따른 에너지생산단가

그림 3.2.9. 할인율 변동에 따른 에너지생산단가

균일화에너지단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건설사업비이며, 다음으로 핵연료비, 

운전유지비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수소생산단가에 미치는 민감도 분석

수소생산단가를 산정하기 위한 주요변수인 에너지비, 건설사업비, 운전유지비에 대해서

는 이들 변수를 기준이 되는 값에서 20% 증가했을 때와 20% 감소했을 때의 범위에서 

에너지 생산단가(LUEC)에 미치는 민감도를 분석하였고, 기타 할인율, 건설기간, 이용율

에 대하여는 기준이 되는 값에서 일정 범위내에서 민감도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표 3.2.28  

과  그림 3.2.10 ~3.2.13  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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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수소생산단가($/kg)

에너지비

+20% 2.04

+10% 1.93

base 1.81

-10% 1.69

-20% 1.58

건설사업비

+20% 1.95

+10% 1.90

base 1.81

-10% 1.76

-20% 1.72

운전유지비

+20% 1.85

+10% 1.83

base 1.81

-10% 1.79

-20% 1.77

할인율

+2% 2.04

+1% 1.93

base 1.81

-1% 1.69

-2% 1.58

건설기간

+2년 1.95

+1년 1.90

base 1.81

이용율

- 20% 1.95

- 10% 1.90

base 1.81

표 3.2.28. 수소생산단가에 미치는 주요인자의 민감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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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0. 변수변동에 따른 수소생산단가

그림 3.2.11. 건설기간 변동에 따른 수소생산단가

그림 3.2.12. 이용율 변동에 따른 수소생산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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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 할인율 변동에 따른 수소생산단가

(4) 중요도

중요도라 함은 변수의 변동범위에서 변수의 변화량을 기준치의 변수값으로 나눈 값과 에

너지원가의 변화량을 기준치의 에너지원가로 나눈 값을 무차원수인 기울기로 나타낸 값

으로  다음 식으로 정의된다. 

         중요도 
 

Y : 변수 X 일때의 에너지생산단가

Yo : 기준치 Xo 에서의 에너지생산단가

X : 변동된 변수값  

Xo : 기준치에서의 변수값

중요도는 변수가 기준치를 중심으로 변동할 때 에너지원가가 어느정도 민감하게 변하는 

가를 측정하여 상대적인 주요도를 평가하는 척도로서 절대값이 클수록 그 영향이 민감하다고 

할 수 있다.

각 변수의 중요도분석결과를 표 3.2.29 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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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변수   중요도 (LUEC)

1 이용율 -1.279

2 건설사업비 0.441

3 할인율 0.434

4 운전유지비 0.279

5 핵연료비 0.272

6 건설기간 0.038

7 제염해체비 0.001

표 3.2.29. 중요도 분석결과

중요도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에너지생산단가 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

수는 이용율, 건설사업비, 할인율, 핵연료비, 운전유지비, 건설기간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율은 에너지 생산량과 관련되어 에너지생산단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할인율은 

이용율 다음으로 콘 영향을 미치는 건설사업비 회수 측면에서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으

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경제성평가 대상 모델에 대하여 G4-ECONS 프로그램으로 산

정한  LUEC값은  28.81 $/MWh 이고 ,  LUHC 값은 1.81 $/kg 이다. 민감도 분석결과 

LUEC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이용율이며,  건설사업비, 할인율,  핵연료비,  

운전유지비, 건설기간 순으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염해체비는  LUEC에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HEEP 프로그램 벤치마킹 

가. IAEA 제공 케이스에 대한 HEEP 프로그램 벤치마킹

  

HEEP 프로그램 벤치마킹을 위하여 IAEA에서 제공한 케이스는  재래식전기방식에 의한 

수소생산시스템(케이스1~case3), HTSE 공정을 이용한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케이스 

4), SI 공정을 이용한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케이스 5) 등 총 5가지 경우로 표 3.2.30에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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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0. HEEP 프로그램 벤치마킹을 위한 IAEA 제공 5가지 케이스 

(1) 케이스 1 (APWR and CE with H2 rate 4kg/s)

케이스 1은  원자로용량 2X359.5 MWe인 APWR(Advanced Pressurized Water 

Reactor)과  수소생산능력이  4kg/sec 인 재래식 전기분해방식이 결합한 원자력이용수소

생산시스템이다. 케이스 1에 대한 HEEP 입력자료와 출력결과를 각각 표3.2.31과 표

3.2.3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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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P Parameters HPP Parameters
Thermal   rating(MWth/unit) 1089.4 Hydrogen   generation per unit(kg/yr) 1.26E+8
Heat for H2plant (MWth/unit) 0.0001 Heat   consumption (MWth/unit) 0.0001
Electricity   rating(MWe/unit) 359.5 Electricity   required(MWe/unit) 719
Number   of Units 2 Number   of units 1
Initial   fuel load(kg/unit) 27000 Capital   cost(USD/kg H2) 4.23E+8
Annual   fuel feed(kg/unit) 9000 Energy   usage cost(USD) 0 E+0
Capital   cost(USD/unit) 3.16E+9 Other   O&M cost(% of capital cost) 4
Capital   cost fraction for 
electricity   generating 
infrastructure(%)

10 Decommissioning   cost
(% of capital cost)

10

Fuel   cost(USD/kg) 1850 Capacity factor (%) 93
O&M   cost(% of capital cost) 1.66 Availability factor(%) 100
Decommissioning   cost
(% of capital cost)

2.8

Capacity   factor (%) 93

Availability   factor(%) 100

표 3.2.31. IAEA 제공 케이스 2의 HEEP 프로그램 입력자료

C a p i t a l    
cost (Debt)

Capital   cost 
(Equity)

O&M   and 
refurbishment

Consumable  
 cost

Decommissioning
cost

F u e l   
Cost

Total   of 
the facilities

NPP 1.70 2.21 0.83 0 0.12 0.30 5.17

HPP 0.11 0.15 0.15 0 0.02 - 0.44

Total 0.81 2.36 0.98 0 0.15 0.30 5.61

표 3.2.32. IAEA 제공 케이스 1의 HEEP 프로그램 출력결과

(2) 케이스 2 (APWR and CE with H2 rate 8kg/s) 

케이스 2는  원자로용량 2X719.0 MWe인 APWR(Advanced Pressurized Water 

Reactor)과  수소생산능력이  8kg/sec 인 재래식 전기분해방식이 결합한 원자력이용수소

생산시스템이다. 케이스 2에 대한 HEEP 입력자료와 출력결과를 각각 표3.2.33과 와  표

3.2.34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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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P Parameters HPP Parameters
Thermal   rating(MWth/unit) 2178.8 Hydrogen   generation per unit(kg/yr) 2.52E+8
Heat for H2plant (MWth/unit) 0.0001 Heat   consumption (MWth/unit) 0.0001
Electricity   rating(MWe/unit) 719.0 Electricity   required(MWe/unit) 1438
Number   of Units 2 Number   of units 1
Initial   fuel load(kg/unit) 54000 Capital   cost(USD/kg H2) 8.45E+8
Annual   fuel feed(kg/unit) 18000 Energy   usage cost(USD)  0 E+0
Capital   cost(USD/unit) 4.66E+9 Other   O&M cost(% of capital cost) 4
Capital   cost fraction for 
electricity   generating 
infrastructure(%)

10
Decommissioning   cost
(% of capital cost) 10

Fuel   cost(USD/kg) 1365 Capacity factor (%) 93
O&M   cost(% of capital cost) 1.66 Availability factor(%) 100
Decommissioning   cost
(% of capital cost) 2.8

Capacity   factor (%) 93
Availability   factor(%) 100

표 3.2.33. IAEA 제공 케이스 2의 HEEP 프로그램 입력자료

C a p i t a l    
cost (Debt)

Capital   cost 
(Equity)

O&M   and 
refurbishment

Consumable  
 cost

Decommissioning
cost

F u e l   
Cost

Total   of 
the facilities

NPP 1.25 1.63 0.61 0 0.09 0.22 3.81

HPP 0.11 0.15 0.15 0 0.02 - 0.44

Total 1.37 1.78 0.76 0 0.12 0.22 4.25

표 3.2.34. IAEA 제공 케이스2의 HEEP 프로그램 출력결과

(3)  케이스 3 (APWR and CE with H2 rate 12kg/s) 

케이스3는  원자로용량 2X1,117 MWe인 APWR(Advanced Pressurized Water Reactor)

과  수소생산능력이  12kg/sec 인 재래식 전기분해방식이 결합한 원자력이용수소생산시스템

이다. 케이스 3에 대한 HEEP 입력자료와 출력결과를 각각 표 3.2.35  와  표 3.2.36에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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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P Parameters HPP Parameters
Thermal   rating(MWth/unit) 3384.8 Hydrogen   generation per unit(kg/yr) 3,78E+8
Heat for H2plant (MWth/unit) 0.0001 Heat   consumption (MWth/unit) 0.0001
Electricity   rating(MWe/unit) 1117.0 Electricity   required(MWe/unit) 2234
Number   of Units 2 Number   of units 1
Initial   fuel load(kg/unit) 75000 Capital   cost(USD/kg H2) 1.31E+9
Annual   fuel feed(kg/unit) 25000 Energy   usage cost(USD) 1.68 E+4
Capital   cost(USD/unit) 5.96E+9 Other   O&M cost(% of capital cost) 4
Capital   cost fraction for electricity  
 generating infrastructure(%) 10

Decommissioning   cost
(% of capital cost) 10

Fuel   cost(USD/kg) 1260 Capacity factor (%) 93
O&M   cost(% of capital cost) 1.66 Availability factor(%) 100
Decommissioning   cost
(% of capital cost) 2.8

Capacity   factor (%) 93
Availability   factor(%) 100

표 3.2.35. IAEA 제공 케이스 3의 HEEP 프로그램 입력자료

C a p i t a l    
cost (Debt)

Capital   cost 
(Equity)

O&M   and 
refurbishment

Consumable  
 cost

Decommissioning
cost

F u e l   
Cost

Total   of 
the facilities

NPP 1.07 1.39 0.52 0 0.08 0.19 3.25
HPP 0.12 0.15 0.15 0 0.03 - 0.45
Total 1.19 1.54 0.68 0 0.10 0.19 3.70

표 3.2.36. IAEA 제공 케이스3의 HEEP 프로그램 출력결과

(4) 케이스 4 (HTGR and HTSE with H2 rate 4kg/s)

케이스 4는  원자로용량  2X509.3 MWth 인  HTGR(High Temperature Gas-cooled 

Reactor)과  수소생산능력이  4kg/sec 인 HTSE(High Temperature Steam Electrolysis) 

방식을 결합한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이다. 케이스 4에 대한 HEEP 입력자료와 출력결과를 각

각 표 3.2.37과  표253.2.38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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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P Parameters HPP Parameters
Thermal   rating(MWth/unit) 510 Hydrogen   generation per unit(kg/yr) 1.14E+8

Heat for H2plant (MWth/unit) 510 Heat   consumption (MWth/unit) 1020

Electricity   rating(MWe/unit) 0 Electricity   required(MWe/unit) 0

Number   of Units 2 Number   of units 1

Initial   fuel load(kg/unit) 14000 Capital   cost(USD/kg H2) 4.59E+8

Annual   fuel feed(kg/unit) 5000 Energy   usage cost(USD) 0 E+0

Capital   cost(USD/unit) 4.02E+8 Other   O&M cost(% of capital cost) 17.2

Capital   cost fraction for 
electricity   generating 
infrastructure(%)

10 Decommissioning   cost
(% of capital cost)

10

Fuel   cost(USD/kg) 3660 Capacity factor (%) 93

O&M   cost(% of capital cost) 5.84 Availability factor(%) 100

Decommissioning   cost
(% of capital cost)

10

Capacity   factor (%) 93

Availability   factor(%) 100

표 3.2.37. IAEA 제공 케이스 4의 HEEP 프로그램 입력자료

C a p i t a l    
cost (Debt)

Capital   cost 
(Equity)

O&M   and 
refurbishment

Consumable  
 cost

Decommissioning
cost

F u e l   
Cost

Total   of 
the facilities

NPP 0.21 0.24 0.37 0 0.06 0.36 1.24
HPP 0.13 0.17 0.77 0 0.03 - 1.10
Total 0.34 0.41 1.14 0 0.09 0.36 2.34

표 3.2.38. IAEA 제공 케이스4의 HEEP 프로그램 출력결과  

(5) IAEA 제공 케이스 5 (HTGR and SI with H2 rate 4kg/s)

케이스 5는  원자로용량 2X 630.7 MWth 인  HTGR(High Temperature Gas-cooled 

Reactor)과  수소생산능력이  4kg/sec 인 SI(Sulfur-Iodine)  방식을 결합한  원자력수

소생산시스템이다. 케이스 5에 대한 HEEP 입력자료와 출력결과를 각각 표3.2.39와  표 

3.2.40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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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P Parameters HPP Parameters
Thermal   rating(MWth/unit) 630.7 Hydrogen   generation per unit(kg/yr) 1.14E+8

Heat for H2plant (MWth/unit) 630.7 Heat   consumption (MWth/unit) 1261.4

Electricity   rating(MWe/unit) 0 Electricity   required(MWe/unit) 428

Number   of Units 2 Number   of units 1

Initial   fuel load(kg/unit) 18000 Capital   cost(USD/kg H2) 6.66E+8

Annual   fuel feed(kg/unit) 6000 Energy   usage cost(USD) 2.65E+7

Capital   cost(USD/unit) 6.05E+8 Other   O&M cost(% of capital cost) 6.68

Capital   cost fraction for 
electricity   generating 
infrastructure(%)

0 Decommissioning   cost
(% of capital cost)

10

Fuel   cost(USD/kg) 5535 Capacity factor (%) 93

O&M   cost(% of capital cost) 1.82 Availability factor(%) 100

Decommissioning   cost
(% of capital cost)

10

Capacity   factor (%) 93

Availability   factor(%) 100

표 3.2.39. IAEA 제공 케이스 5의 HEEP 프로그램 입력자료 

C a p i t a l    
cost (Debt)

Capital   cost 
(Equity)

O&M   and 
refurbishment

Consumable  
 cost

Decommissioning
cost

F u e l   
Cost

Total   of 
the facilities

NPP 0.36 0.47 0.19 0 0.09 0.67 1.78
HPP 0.20 0.26 0.67 0 0.04 - 1.16
Total 0.56 0.73 0.86 0 0.14 0.67 2.95

표 3.2.40. IAEA 제공 케이스5의  HEEP 프로그램 출력결과

(6) IAEA에서 제공한 5가지 케이스에 대한 HEEP 프로그램계산결과 

 IAEA에서 제공한 5가지 케이스에 대하여 HEE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한 수소생산

단가와 수소생산단가 구성요소의 기여도를 표3.2.41과 표3.2.42에 정리하였다.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케이스 4 케이스 5

NPP $5.17 $3.81 $3.25 $1.24 $1.78

HPP $0.44 $0.44 $0.45 $1.10 $1.17

합계 $5.61 $4.25 $3.70 $2.34 $2.95

표 3.2.41. IAEA 제공 케이스에 대한  수소생산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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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생산단가  

구성요소

케이스 1:

APWR+CE

4 kg/s

케이스 2:

APWR+CE

8 kg/s

케이스 3:

APWR+CE

12.43 kg/s

케이스 4:

HTGR+HTSE

4 kg/s

케이스 5:

HTGR+SI

4 kg/s
NPP Capital   cost(D) 1.70 1.25 1.07 0.21 0.36

Capital   cost(E) 2.21 1.63 1.39 0.24 0.47
O&M   cost 0.83 0.61 0.52 0.37 0.19

Decomm.   cost 0.12 0.09 0.08 0.06 0.09
Fuel   cost 0.30 0.22 0.19 0.36 0.67

Sub-total 5.17 3.81 3.25 1.24 1.78
HPP Capital   cost(D) 0.11 0.11 0.12 0.13 0.20

Capital   cost(E) 0.15 0.15 0.15 0.17 0.26
 O&M cost 0.15 0.15 0.15 0.77 0.67

Decomm.   cost 0.02 0.02 0.03 0.03 0.04
Sub-total 0.44 0.44 0.45 1.10 1.16

합계 5.61 4.25 3.70 2.34 2.95

표 3.2.42. IAEA 제공 케이스에 대한 수소생산단가 구성인자의 기여도 

IAEA 제공 5가지 케이스에 대하여 계산된 수소생산단가를 그림 3.2.14에 표시하였다.  

이로부터  재래식 전기분해 수소생산공정을 이용한 케이스 1, 케이스2, 케이스 3의 경우

는  수소생산을 위하여 사용된 원자로관련 비용이 수소생산공장 관련 비용보다 훨씬 크

며 총비용의 약 88~92% 정도를 차지함을 알수 있었다. 반면 고온전기분해 수소생산공

정을 이용한 케이스4,  요오드-황 수소생산공정을 이용한 케이스 5의 경우에는 수소생

산을 위하여 사용된 원자로관련 비용이 총비용의 약 53~60%를 차지 함을 알 수 있다. 

또 HTSE공정(케이스4) 또는 SI 공정(케이스5) 에 의한 수소생산단가는 재래식 전기분

해방식에 의한 수소생산단가에 비하여 월등히 저렴하여 상대적으로 경제적이라 할 수 있

다.  

케이스 1~ 케이스 3은 수소생산능력이 증가함에 따른 수소생산단가의 변화를 나타내는

데 수소생산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단가는 낮아지게 되며, 원자로 관련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소생산공장 관련 비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므로 수소생산단가를 낮추기 위

하여는 원자로 관련 비용 절감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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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4. IAEA제공 5가지 케이스에 대한 수소생산단가

케이스4와 케이스5는 동일한 수소생산능력을 갖춘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의 경우, HTSE에 의

한 수소생산단가와 SI공정에  의한 수소생산단가를 비교한 것으로 그림에서 보면 SI 공정에 

의한 수소생산단가가 약 25% 정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수소생산공정에 사용되는 에너

지의 공급단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IAEA 제공 5가지 케이스에 대하여 계산된 수소생산단가를 결정하는 요소가 수소생산단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그림 3.2.15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수소생산단가 구성요소가 수소생산단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건설사업비가  가

장 크고  다음으로 운전유지보수, 핵연료비, 제염해체비 순으로 큼을 알 수 있다. 운전유지비

가 건설사업비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G4-ECONS 프로그램의 

경우와 달리, 수소생산에 사용되는 에너지 비용이 운전유지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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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5. 수소생산단가 구성요소가 수소생산단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나. G4-ECONS 프로그램을 이용한 HEEP 프로그램 벤치마킹

(1) IAEA 제공 케이스 1

 IAEA 제공 케이스 1의  G4-ECONS 프로그램 입력자료는 표3.2.43과 같다.  

APWR Conventional   Electrolysis

Reactor Capacity(MWe) 2 X 359.5 Hydrogen Production Rate( kg/sec) 4
Capital Cost ($M) 6,320 Capital Cost ($M) 845

Annual O&M Cost ($M/yr) 104.9 Annual O&M Cost ($ M/yr) 33.8

Annual Fuel Cost ($ M/yr) 33.3 D&D Cost($ M) 84.5

D&D Cost($ M) 17.7 Specific Electric Power Consumption for 
Hydrogen Plant(KW(e)h/m3 H2)

4.81
Initial Fuel Load (kg) 54,000

Annual Fuel Consumption (kg/y) 18,000 SpecificThermal Power Consumption  for 
Hydrogen Plant (KW(th)h/m3 H2)Rate of finished fuel($/kg) 1,850

표 3.2.43. IAEA 제공 케이스 1의  G4-ECONS 프로그램 입력자료 

에너지비용은 수소생산공정에서의 주요 입력자료이다. HEEP 프로그램에서는 수소생산공

정에서 필요한 열에너지/전기에너지가 원자로에서 생산해 내는 열에너지/전기에너지보다 

큰 경우에만 입력이 필요하며,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0(zero)”으로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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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달리, G4-ECONS 프로그램에서는 수소생산공장에서 수소생산에 필요로 하는 수

소 단위질량 당 필요한 전기량(SEPC, Specific Electric Power Consumption) 또는 열량

(SETC, Specific Electric Thermal Consumption) 값을 입력자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케이스1의 경우,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SEPC 값은 4.81 kW(e)h/m3 H2이며 

수소생산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양은  5.86E+09 kw(e)h/yr이다. 입력자료를 사용

하여 G4-ECONS 프로그램으로 구한  LUEC와 LUHC 는 각각  40 mills/kw(e)h 와 

$5.41/kg H2 이다. 

(2)  IAEA 제공 케이스 2

  

 IAEA 제공 케이스 2의  G4-ECONS 프로그램 입력자료는 표3.2.44와 같다.  

 

APWR Conventional   Electrolysis

Reactor Capacity(MWe) 2X719 Hydrogen Production Rate(kg/sec) 8
Capital Cost ($M) 9,320 Capital Cost ($M) 845

Annual O&M Cost ($M/yr) 154.7 Annual O&M Cost ($ M/yr) 33.8

Annual Fuel Cost ($ M/yr) 49.14 D&D Cost($ M) 84.5

D&D Cost($ M) 260.9 Specific Electric Power Consumption for 
Hydrogen Plant(KW(e)h/m3 H2)

4.81
Initial Fuel Load (kg) 108,000   

Annual Fuel Conumption (kg/y) 36,000 Specific Thermal Power Consumption  for 
Hydrogen Plant (KW(th)h/m3 H2)

  -
Rate of finished fuel($/kg) 1,365

표 3.2.44. IAEA 제공 케이스2의 G4-ECONS 프로그램 입력자료

케이스2의 경우,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SEPC 값은 4.81 kW(e)h/m3 H2이며 

수소생산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양은  1.17E+10 kw(e)h/yr이다. 입력자료를 사용

하여 G4-ECONS 프로그램으로 구한  LUEC와 LUHC 는 각각  67 mills/kw(e)h 와 

$4.17/kg H2 이다. 

(3)  IAEA 제공 케이스 3

IAEA 제공 케이스 3의  G4-ECONS 프로그램 입력자료는 표 3.2.4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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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WR Conventional   Electrolysis

Reactor Capacity(MWe) 2X1,117 Hydrogen Production Rate(kg/sec) 12
Capital Cost ($M) 11,920 Capital Cost ($M) 1,310

Annual O&M Cost ($M/yr) 197.8 Annual O&M Cost ($ M/yr) 52.4

Annual Fuel Cost ($ M/yr) 63.0 D&D Cost($ M) 131

D&D Cost($ M) 333.8 Specific Electric Power Consumption for 
Hydrogen Plant(KW(e)h/m3 H2)

4.79
Initial Fuel Load (kg) 150,000 

Annual Fuel Consumption (kg/y) 50,000 Specific Thermal Power Consumption  for 
Hydrogen Plant (KW(th)h/m3 H2)

 -
Rate of finished fuel($/kg) 1,260

표 3.2.45. IAEA 제공 케이스3의 G4-ECONS 프로그램 입력자료 

케이스3의 경우,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SEPC　 값은 4.79 kW(e)h/m3 H2이며 

수소생산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양은  1.82E+10 kw(e)h/yr이다. 입력자료를 사용

하여 G4-ECONS 프로그램으로 구한  LUEC와 LUHC 는 각각  57.8 mills/kw(e)h 와 $ 

3.39/kg H2 이다. 

(4)   IAEA 제공 케이스 4

 IAEA 제공 케이스 4의  G4-ECONS 프로그램 입력 자료는 표 3.2.46과 같다.  

HTGR HTSE

Reactor Capacity(MWt) 2X509.3 Hydrogen Production Rate(kg/sec) 4
Capital Cost ($M) 804.6 Capital Cost ($M) 458.5

Annual O&M Cost ($M/yr) 47.0 Annual O&M Cost ($ M/yr) 79.1

Annual Fuel Cost ($ M/yr) 36.6 D&D Cost($ M) 79.0

D&D Cost($ M) 80.5 Specific Electric Power Consumption for 
Hydrogen Plant(KW(e)h/m3 H2)

2.9
Initial Fuel Load (kg) 28,000 

Annual Fuel Consumption (kg/y) 10,000 Specific Thermal Power Consumption  for 
Hydrogen Plant (KW(th)h/m3 H2)

 0.45
Rate of finished fuel($/kg) 3,660

표 3.2.46. IAEA 제공 케이스4의 G4-ECONS 프로그램 입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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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4의 경우,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SEPC　값은 2.90 kW(e)h/m3H2 이고, 

STPC　 값은 0.60 kW(e)h/m3H2 이며 수소생산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양은  

4.13E+09 kw(e)h/yr이다. 입력자료를 사용하여 G4-ECONS 프로그램으로 구한  LUEC

와 LUHC 는 각각  38.1 mills/kw(e)h 와 $ 2.58/kg H2 이다. 

(5)  IAEA 제공 케이스 5

IAEA 제공 케이스 5의  G4-ECONS 프로그램 입력 자료는 표3.2.47과 같다.  

HTGR SI

Reactor Capacity(MWt) 2X 630.7 Hydrogen Production Rate(kg/sec) 4
Capital Cost ($M) 1210.0 Capital Cost ($M) 666.0

Annual O&M Cost ($M/yr) 22.0 Annual O&M Cost ($ M/yr) 44.5

Annual Fuel Cost ($ M/yr) 66.4 D&D Cost($ M) 66.6

D&D Cost($ M) 121.0 Specific Electric Power Consumption for 
Hydrogen Plant(KW(e)h/m3 H2)

3.8
Initial Fuel Load (kg) 36,000

Annual Fuel Consumption (kg/y)
1 2 , 0 0 0

Specific Thermal Power Consumption  for 
Hydrogen Plant (KW(th)h/m3 H2)

  -
Rate of finished fuel($/kg) 5,535

표 3.2.47. IAEA 제공 케이스5의 G4-ECONS 프로그램 입력자료

케이스5의 경우,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SEPC　 값은 3.80 kW(e)h/m3 H2이며 

수소생산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양은  4.48E+09 kw(e)h/yr이다. 입력자료를 사용

하여 G4-ECONS 프로그램으로 구한  LUEC와 LUHC 는 각각  35.7 mills/kw(e)h 와 $ 

2.21/kg H2 이다. 

(6) 일본케이스(GTHTR310+IS) 

일본의 원자력이용수소생산시스템은 고온가스로와 요오드-황 열화학사이클을 결합한 시

스템으로서  전기생산과 동시에 수소생산이 가능한 병합시스템이다. 원자로 용량은 600 

MWth이고 수소생산능력은   1.83E+7 kg/yr이다. HEEP 프로그램에 이용한 입력자료와 출

력결과는 그림 3.2.16과  같고 G4-ECONS 프로그램의 입력자료는 표 3.2.4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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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6. 일본 케이스(GTHTR310+IS)의 HEEP 프로그램 입력자료 및 출력결과

HTGR SI

Thermal rating(MWth) 600 H2 generation per unit(kg/y)
1.83E+
7

Heat for H2 plant(MWth) 170 Capital Cost ($M) 186

Electricity rating(Mwe) 202 Energy Cost ($M/yr ) 8.93

Capital Cost ($M) 547 O&M Cost($M/yr ) 19.72

Annual Fuel cost($M/yr ) 22.98 D&D Cost($M) 0

Annual O&M Cost($M/yr ) 15.32
Specific Electric Power Consumption for 
Hydrogen Plant(KW(e)h/m3 H2)

-

D&D Cost($M) 2.84
Specific Thermal Power Consumption for 
Hydrogen Plant (KW(th)h/m3H2)

-

Initial Fuel Load (kg) 7,090 Heat   Consumption (MWth/unit) 170

Annual Fuel Consumption (kg/y)
1 , 7 7 3

Electricity   Required (MWe/unit) 23

Rate of finished fuel($/kg) 12,962

표 3.2.48. 일본 케이스(GTHTR310+IS)의 G4-ECONS 프로그램 입력자료

원자로1기에서 생산하는 600 MWth  중  170 MWth 에 해당하는 열에너지가 수소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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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202 MWe의 전기생산에 사용된다. 

수소생산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기는 원자로에서 생산되는 전기로부터 공급을 받으므로  

HEEP 프로그램에서 수소생산공장의 “energy usage cost” 항목이 “0(zero)”으로 입력되

었다. 

HEEP 프로그램과 G4-ECON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한 수소생산단가는 각각  $3.07 

/kg H2과 2.72 $/kg H2이다.

(7) 중국케이스 (HTR-PM+IS)

중국의 원자력이용수소생산시스템은 고온가스로와 SI(Sulfur-Iodine)공정을 결합한 시스

템이다. 원자로 용량은 500 MWth이고 수소생산능력은 4.3E+7 kg/yr이다. HEEP 프로

그램에 이용한 입력자료와 출력결과는 그림 3.2.17과  같고 G4-ECONS 프로그램의 입

력자료는 표 3.2.49와  같다. 

그림 3.2.17. 중국 케이스(HTR-PM+IS)의  HEEP 프로그램 입력자료 및 출력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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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GR SI

Thermal rating(MWth) 500 H2 generation per unit(kg/y)
4.3E+

7

Heat for H2 plant(MWth) 460 Capital Cost ($M) 200

Electricity rating(Mwe) 0 Energy Cost ($M/yr )

Capital Cost ($M) 1000 O&M Cost($M/yr ) 10.9

Annual Fuel cost($M/yr ) 14.4 D&D Cost($M) 20.0

Annual O&M Cost($M/yr ) 38.1
Specific Electric Power Consumption 

for Hydrogen Plant(KW(e)h/m3 H2)
-

D&D Cost($M) 80.0
Specific Thermal Power Consumption 

for Hydrogen Plant (KW(th)h/m3H2)
8.39

표 3.2.49. 중국 케이스(HTR-PM+IS)의 G4-ECONS 프로그램 입력자료

원자로1기에서 생산하는 250 MWth  중  230 MWth 에 해당하는 열에너지가 수소생산

에 사용되고, 전기생산은 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20MW(e)의 전기를 공급받아야 

한다. 수소생산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기는 60$/MWh 가격으로 공급받으므로  HEEP 

프로그램에서 수소생산공장의 “energy usage cost” 항목에 해당하는 에너지비용은 10.5 

M$ /yr로  된다.   HEEP 프로그램과 G4-ECON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한 수소생

산단가는 각각  $3.78/kg H2과  $3.70/kg H2 이다.

(8) 독일케이스 (HTR+SR)

독일의 원자력이용수소생산시스템은 고온가스로와 수증기개질에 의한 수소생산을 결합한 

시스템이다. 원자로 용량은 170 MWth이고 수소생산능력은   1.83E+7 kg/yr이다. 

HEEP 프로그램에 이용한 입력자료와 출력결과는 그림3.2.18과  같고 G4-ECONS 프로

그램의 입력자료는 표 3.2.5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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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8. 독일 케이스(HTR+SR)의 HEEP 프로그램 입력자료 및 출력결과

HTGR SR

Thermal rating(MWth) 340 H2 generation per unit(kg/y) 1.2E+08

Heat for H2 plant(MWth) 130.6 Capital Cost ($M) 400

Electricity rating(Mwe) 42.6 Energy Cost ($M/yr )

Capital Cost ($M) 1198 O&M Cost($M/yr ) 16

Annual Fuel cost($M/yr ) 35.2 D&D Cost($M)  40

Annual O&M Cost($M/yr ) 47.9
Specific Electric Power Consumption 

for Hydrogen Plant(KW(e)h/m3 H2)
 0.28

D&D Cost($M) 29.9
Specific Thermal Power Consumption 

for Hydrogen Plant (KW(th)h/m3H2)
0.87

표 3.2.50. 독일케이스(HTR+SR)에 대한 G4-ECONS 프로그램입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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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1기에서 생산하는 170 MWth 중 65.3 MWth 에 해당하는 열에너지가 수소생산에 사

용되고, 나머지는 21.3MWe의 전기생산에 사용된다. 

독일은 HEEP 프로그램상의 에너지비용을 12.6 M$로 하여 수소생산단가 2.83 $/kg H2

를 얻었다. 그러나 수소생산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기는 공장1기 당 33 MWe이고 원자

로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원자로 1기 당 23 MWe 이므로 공장1기당 약  11.7 Mwe의 전

기를 외부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전기는 123$/MWh 가격으로 공급받으므로 수소공장에 

필요한 에너지비용은 25.2 M$ 로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수소생산단가는 약 2.94 

$/kg H2로 된다. 

HEEP 프로그램과   G4-ECON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한 수소생산단가는 각각  

$2.83 /kg H2과 2.72 $/kg H2이다. 

(9) 요약 및 결론

IAEA 제공 5가지 케이스 및 일본, 중국, 독일 등이 제공한 케이스에 대하여  

G4-ECON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HEEP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결과를 각각 표 3.2.51

과  표3.2.52에 나타내었다.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케이스 4 케이스 5

G4-ECONS 프로그램

에 의한 LUHC $5.41/kgH2 $4.17/kgH2 $3.39/kgH2 $2.58/kgH2 $2.46/kgH2

HEEP 프로그램에 

의한 LUHC $5.61/kgH2 $4.25/kgH2 $3.70/kgH2 $2.34/kgH2 $2.95/kgH2

비고 APWR + CE
H2 : 4kg/s

APWR + CE
H2 : 8kg/s

APWR + CE
H2 : 12kg/s

HTGR+HTSE
H2 : 4kg/s

HTGR+SI
H2 : 4kg/s

표 3.2.51. IAEA 제공 케이스에 대한 HEEP 프로그램 벤치마킹 결과

일본 중국 독일 

G4-ECONS 프로그램에 의한 

LUHC $2.72 /kgH2 $3.70 /kgH2 $2.72 /kgH2

HEEP 프로그램에 의한 

LUHC $3.07 /kgH2 $3.78 /kgH2 $2.83 /kgH2

비고 GTHTR310+IS GHHTR-PM+IS HTR+SR

표 3.2.52. 일본, 중국 및 독일 케이스에 대한 HEEP 프로그램 벤치마킹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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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1 ~표3.2.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G4-ECONS 프로그램을 이용한 HEEP 프로그램의 

벤치마킹 결과 두 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산한 수소생산단가는  약  1.9% ~10 % 내 오차범위 

내에서 일치하여 HEEP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파급효과 분석 

초고온가스로의 건설에 따른 국민경제에 미치는 여러 부분의 영향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파급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에 본 소절에서는 초고온가스로의 건설과 운영에 따라 얻

을 수 있는 취업 유발효과,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건설 운영비와 산업연관표

를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가. 산업연관표 

한 국가 경제에서 각 산업들은 생산활동을 위해 상호간에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판매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게 된다. 산업연관표는 보통 1년을 단위

로 일정기간 동안의 산업간 거래관계를 일정한 원칙에 따라 행렬형식으로 기록한 통계표이

다. 이러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산업간 상호의존관계를 수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산업

연관분석(inter-industry analysis) 또는 투입산출분석(input-output analysis)이라 한다.[3.X]

  예를 들어 원자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증기발생기, 중간열교환기를 포함하여 작은 나사

에 이르기 까지 수많은 부품이 필요하고 그 증기발생기, 열교환기, 나사 등의 생산에는 다

시 철강, 고무, 세라믹 등의 원재료가 투입되어야 한다. 산업상호간의 관계는 그물과 같이 

서로 유기적으로 얽혀 있다. 그물의 어느 한쪽을 잡아당기면 그물의 올 하나하나를 통해 

그 힘이 전체에 미쳐 순간적으로 출렁이게 된다. 경제활동도 이와 마찬가지여서 어느 한 

산업에서 생긴 변화는 크든 작든 여러 다른 산업에 그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이 원자로 건설에 

따른 산업간의 파급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 3.2.19와 같이 단계적 구조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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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9. 생산의 파급 과정

산업연관분석은 각 산업부문의 원재료 투입구성비를 나타내는 투입계수의 산출로부터 시작

된다. 생산유발계수는 최종수요에 의한 각 부문의 직·간접 생산 파급효과를 나타내는 것으

로 산업연관분석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다.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분석은 산업연관분석의 변

수인 투입계수가 고정적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가정을 기초로 한

다. 첫째, 결합생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한 산업은 한 상품만 생산, 즉 각 상품

과 각 산업부문은 1대 1의 대응관계에 있다. 둘째, 대체생산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

정으로 각 상품에 대하여 하나의 생산방법만 존재한다. 셋째,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

다는 가정으로서 각 부문이 사용한 투입량은 그 부문의 생산수준에 비례한다. 즉 각 투입

물의 증가율만큼 생산수준이 높아진다. 넷째, 외부경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으로서 각 

부문이 개별적으로 행한 생산활동 결과의 총계는 각 부문이 동시에 행한 결과와 같다. 이

러한 가정에 따라 산업연관분석은 행과 열을 동일한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는 대칭적 투입

산출표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보다 상세한 투입계수의 산출 방법, 유발계수의 도출 과정

은 산업연관분석해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나. 파급효과 입력 기초 자료

본 파급효과분석에 사용한 주요 자료는 년도별 산업연관계수 자료와 초고온가스로 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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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연간 투입 자본으로 나눌 수 있다. 연간 투입 자본은 G4ECONS와 HEEP 벤치마킹 분

석을 위해 수행된 입력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다. 입력자료는 크게 건설공사비 및 연간 운

영비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600MWth * 4기) 고온가스로 NOAK를 기준으로 한다. 계

산에 사용한 건설공사비 연도별 투자계획과 연간 운영비는 다음과 같다.

  본 초고온가스로 경제성분석 및 실증사업계획조사는 2013년부터 3년간 초고온가스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으며, 매년 운영비는 원자로 운영비, 수소 플랜트 운영비와 핵

연료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가정하였다. 600MWt기준 4기 건설을 가정하여 2400MWt 기

준 건설비는 표 3.2.53과 같다. 운영비는 원자로 운영비는 73.4M$/y, 수소 플랜트 운영비는 

34.8M$/y이며 핵연료 비용은 연간 71.5 M$/y 이다. 1$당 1,000원 환율을 적용하였다. 운영

비는 원금년도별 건설공사비 산출 과정은 전 소절을 참고하도록 한다.

····································································································································(단위 M$)

구분
원금 이자 합계

Year

1 476 64 540.8

2 952 80 1,032.7

3 476 17 493

Total 1,904 162 2,066

표 3.2.53.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 (2400MWt 기준) 건설비

산업연관표의 투입 산출표의 각 계정은 총 30개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중 산출에 활용한 

계정은 16번 ‘전력,가스 및 증기’ 계정으로 이중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여러 산업연관지표 중 

년도별 생산유발계수표, 부가가지유발계수표, 취업유발계수표의 행렬합 값을 적용하여 ‘전력, 가

스 및 증기’가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 전체를 고려하였다. 통상 Y년도 산업연관표는 3년뒤인 

Y+3년도에 제작 발표되는데, 한국은행에서 산업연관표를 2004년도 분은 발표가 되지 않았으므

로, 2005년부터 가장 최근의 자료인 2012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매년 발행되는 한국은행

의 산업연관표 [참고문헌 3.2.6.~3.2.13]중 2005년도부터 2012년까지의 생산유발계수, 취업유

발계수 및 부가가지유발계수의 행렬합을 편집 요약하면 표 3.2.5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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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생산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2005 1.783 11 0.654

2006 1.791 11 0.64

2007 1.801 10 0.625

2008 1.836 9 0.5

2009 1.84 9 0.553

2010 1.874 10 0.64

2011 1.882 10 0.609

2012 1.848 10 0.608

표 3.2.54. 년도별 유발계수(전력, 가스 및 증기분야)

다. 파급효과 분석 과정

한국은행에서 제시하는 생산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및 부가가치유발계수는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미래의 유발계수의 수치를 현시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파급효과 분석을 위

해 필요하다. 이에 향후 유발계수의 예측값은 시계열 분석 방법에 따라서 과거 자료를 바

탕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계열 함수는 적용 함수에 따라서 상이하나, 본 분석에서는 

추정된 시계열 함수 중 함수가 얼마나 기존 자료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R2가 가장 큰 

경우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서 표 X의 기존 유발계수 자료를 바탕으로 시계열분석을 수행한 

결과 생산유발계수 함수 추정값은 y = 0.0471ln(x) + 1.7695 이며 이때  R2=0.7964이다. 생

산유발계수의 분산분석은 표 3.2.55.와 같으며, 시계열 분석 함수는 그림 3.2.20.과 같다. 

　 df SS MS F P

Reg 1 0.00706 0.00706 67.9738 0.00017

Error 6 0.000623 0.000104

Total 7 0.007683 　 　 　

표 3.2.55. 생산 유발 효과 분산 분석표



- 164 -

그림 3.2.20. 생산 유발 효과 시계열 함수

같은 방법으로 취업유발계수 및 부가가치유발계수의 시계열 함수는 각각 

y=10.605*exp(-0.014x)와 y= -0.0045*x + 0.6239 로 나타난다. 이를 각각 도식한 결과는 

그림 3.2.21과 그림 3.2.22와 같다. 

그림 3.2.21. 취업 유발 효과 시계열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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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 부가가치 유발 효과 시계열 함수

  도출한 시계열 함수를 이용하여 산업연관표가 발표가 되지 않은 2013년부터 2030년까지의 

산업연관계수 유발계수를 예측하면 표 3.2.5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년도

Expectation value

생산 유발 계수
취업 유발 계수

(인/10억)
부가가치 유발 계수

2013 1.8730 9.3569 0.5834

2014 1.8780 9.2140 0.5789

2015 1.8824 9.0711 0.5744

2016 1.8865 8.9282 0.5699

2017 1.8903 8.7853 0.5654

2018 1.8938 8.6424 0.5609

2019 1.8970 8.4995 0.5564

2020 1.9001 8.3566 0.5519

2021 1.9029 8.2137 0.5474

2022 1.9056 8.0708 0.5429

2023 1.9082 7.9279 0.5384

2024 1.9106 7.7850 0.5339

2025 1.9129 7.6421 0.5294

2026 1.9151 7.4992 0.5249

2027 1.9172 7.3563 0.5204

2028 1.9192 7.2134 0.5159

표 3.2.56. 산업 연관 계수 기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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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한 산업연관계수 유발계수 예측치는 2013년도부터 2030년까지 유발계수를 계산하였

으나, 이중 예상 산출효과에 사용한 유발계수는 건설이 시작하는 것으로 가정한 2013년 이

후 건설기간 3년(2013년~2015년)과 건설이후 15년간(2016년~2030년)을 적용하여 총 

23년을 적용하였다. 통상 경제성 분석시에는 원전의 예상수명인 60년을 적용하지만, 파급

효과분석은 KISTEP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준용하여 15년을 계상하였다. 이에 각 년도별 원자로 

건설비용과 연간 운영비를 적용한 예상 산출효과는 표 3.2.57과 같다. 취업 유발효과는 건설기

간중 약 1만9천명, 건설 후엔 약 2만 1천명으로 총 4만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집계

되었으며, 생산유발효과는 건설기간중 약 3.8조, 건설이후 5.1조로 총 9조로 집계되었다. 부가

가치 유발효과는 건설기간중 약 1.2조, 건설이후 약 1.4조로 총 2.6조의 유발효과가 있는 것으

로 파악된다.

2029 1.9211 7.0705 0.5114

2030 1.9230 6.9276 0.5069

년

파급 효과

생산 효과

(백만원)

취업유발효과

(인)

부가가치 효과

(백만원)

건설중

2013 1,012,913 5,060 315,503

2014 1,939,361 9,515 597,830

2015 928,043 4,472 283,179

소계 3,880,317 19,047 1,196,512

건설

이후

2016 337,690 1,598 102,012

2017 338,365 1,573 101,207

2018 338,990 1,547 100,401

2019 339,572 1,521 99,596

2020 340,116 1,496 98,790

2021 340,627 1,470 97,985

2022 341,109 1,445 97,179

표 3.2.57. 연차별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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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론

  파급효과 분석에서는 산업연관표의 유발계수를 이용하여, 향후 초고온가스로 원자로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를 정량화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초고온가스로 건설시 취업유발효과는 

4만명, 생산유발효과는 9조,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6조 수준으로 예상이 된다. 

 - 초고온가스로를 이용하여 수소생산을 하는 VHTR의 600MWt * 4기, NOAK 기준으로 

파급효과를 계산하였으나 공정열 생산을 위한 VHTR 350MWt * 4기, NOAK 기준의 초고

온가스로나 다른 형태의 원자로의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에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 산업연관지수는 결측치가 있는 2004년도 자료는 전후 년도인 2003년도와 2005년도 기

준으로 보완 추정하고, 2004년도 이전 산업연관지수 자료를 시계열 분석에 적용시 기존 보

다 설명력을 가지는 시계열 함수 도출이 가능하다.

- 시계열 분석 수행시 산업연관표의 16번 계정 ‘전력, 가스 및 증기’ 부분을 적용하였으나, 

해당 ‘전력, 가스 및 증기’ 계정의 세부 자료를 확보 적용할 경우 파급효과의 정확도 향상

이 가능하다.  

 

2023 341,565 1,419 96,374

2024 341,997 1,394 95,568

2025 342,409 1,368 94,763

2026 342,801 1,342 93,957

2027 343,176 1,317 93,152

2028 343,534 1,291 92,346

2029 343,879 1,266 91,541

2030 344,209 1,240 90,735

소계 5,120,039 21,287 1,445,606

총계 9,000,356 40,334 2,64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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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원자력수소생산 연계연구 종합

1. 연구개발 품질보증 계획서/절차서 관리

가. 연구개발 품질보증 계획서/절차서 관리

원자력수소 생산기술개발 품질보증계획서 및 절차서는 2015년 9월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관리 부분 및 서류관리 부분의 개정을 수행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QAP-NHPT-3.3 소프트웨어 관리 부분에서는 절차서의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보고서

(SVVR) 발행 부분을 추가하여 설치 및 점검 단계에서부터 SVVR의 작성을 유도하고 검

증 점검표를 추가하였으며, SVVR이 기존 문서 관리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였다. 

QAP-NHPT-6.1 서류관리에서는 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 과제에 새롭게 편입된 원자

로 계통 Point설계 및 예비타당성분석, 플랜트 계통 Point 설계 세부과제를 추가하고 SI 

열화학 황산분해공정 기술개발 과제 및 SI 열화학 분젠반응 공정기술개발 과제 조직 제외하여 

과제 구성을 표 3.3.1과 같이 개정하고, 표 3.3.2와 같이 서류의 작성, 검토 및 승인 책임사

항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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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 과제 문서번호 부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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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서류의 작성, 검토, 승인 책임사항 및 배부

나. 사업관리절차서

  

 현재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 원자력수소연구개발이 향후 사업화되면 이에 따른 사업관리 

절차 구축이 필수이다. 이에 다수의 사업 관리 절차서 비교 평가를 통해서 사업 관리 절

차의 기본 항목을 도출하고 각 항목별 세부 내용안을 마련하였다. 비교 평가를 위해 사

용한 사업관리절차서는 원자력 사업화를 위해 구축되어 있는 최근에 발행된 절차서를 활

용하였다. 사업관리절차서의 비교평가는 차세대원자로 사업관리절차서(2000), 일체형원

자로 사업관리절차서(2003), 기장연구로 사업관리절차서(2013) 및 SFR 사업관리절차서

(2015)를 대상으로 하였다. CE형 경수로 사업관리절차서(1993)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

관리방안 수립연구(2007) 및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절차(2013)의 자료도 수집하였

으나, 발행한 시일이 오래되거나 사업관리의 대상이 상이한 관계로 비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사업관리절차서간 비교 평가 결과는 표 3.3.3과 같으며, 사업관리절차서의 항목명이 다르더라

도 그 내용이 같은 경우는 동일한 항목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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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세부항목
차세대

(2000)

일체형

(2003)

기장연구로

(2013)

SFR

(2015)
비고

사업관리

사업개요 O O O O

역무 및 책임 O O O O

사업조직 O O O O

사업행정

절차서관리 O O O O

문서교신관리 O O O O

보안관리 O O X X

회의체관리 X X O O

사 업 회 의 와 회

의체관리는 내

용상 동일

사업회의 O O X X

자료관리

자료제출 O O O O

자료 검토 승인 및 

배부
O O O

O 

(자료검토

승인 제외)

기록관리 O O O O

사 업 번 호

체계
사업번호체계

O(자료관리 

반영)
O O O

품질보증
품질보증방침 O O

X 

(QAM/QAP

별도 구성)

O

품질보증체계 O O X O

설계관리

설계관리 O O O O

설계문서 및 도면 관

리
O O O O

기술보고서 작성 O O X X

설계연계 관리 O O X O

설계결과물의 안전성 

검토
O O X X

인허가문서 작성 X X O

설계자료검토승인 X
O(자료관리

부분포함)
X O

공정관리 공정관리일반 O O O O(공정표작 차세대(2000), 

표 3.3.3. 사업관리절차서 비교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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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절차서간 상호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표 3.3.4와 같이 사업관리절차서안을 구성하고 그 

내용을 기술하였다. 사업관리절차서의 특성상 세부 참여 기관의 결정이 선결되어야 하는바, 본 

초안에 추가적으로 사업 조직. 문서교신 관리 및 자료 배부의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 

장
절차서

번호
절차서제목

개정

번호

표지 PP-00.01 0

목차 PP-00.02 0

제1장 사업관리 PP-01.01 사업개요 0

PP-01.02 사업범위 및 책임 0

PP-01.03 사업조직 0

제2장 사업행정 PP-02.01 절차서 관리 0

PP-02.02 문서교신 관리 0

PP-02.03 회의체 관리 0

제3장 자료관리 PP-03.01 자료제출 0

PP-03.02 자료배부 0

PP-03.03 기록관리 0

표 3.3.4. 품질보증 사업관리절차서

성 및 운영 

반영)

일체형(2003 ) 

세부항목 없으

나 내용상 반

영

공정표작성 및 운영 O O O X

차세대(2000), 

일체형(2003 ) 

세부항목 없으

나 내용상 반

영

진도보고 O X X O

차세대(2000 )

는 사업행정 

항목에반영

위 탁 ( 용

역) 업무

관리

위탁(용역)업무관리 X X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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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장별 주요 기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장 사업개요에서는 사업의 목표, 절차서의 용어의 정의, 주요 사업 일정 및 사업 범위 

및 참여 기관의 역할을 기술하고 있다. 제 2장 사업행정에서는 각 기관이 준수해야할 사업관

리 및 기술관리 기본 지침 등을 제시하는 사업관리절차서의 구성, 승인 및 배포관리, 개정 등

에 관한 절차를 기술하고 있다. 제 3장 자료 관리에서는 주관연구기관이 참조, 검토, 평가 및 

승인을 위해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제출요건 및 절차, 배부 요건과 자료의 기록 

관리 사항을 기술하였다. 제 4장 사업번호체계에서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생성되는 도면, 문서, 

작업에 번호를 부여하기 위한 기본지침을 제공하였다. 제 5장 품질 보증에서는 개발사업을 위

한 품질보증 기본방침을 기술하고 법령 규격 및 표준과 함께 품질 보증의 책임과 범위를 기술

하였다. 제 6장 설계관리에서는 설계기술업무에 적용되는 법령, 규격, 표준 및 참고자료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하였다. 제 7장 공정관리에서는 사업 공정관리표 작성의 기본 

정의 및 공정표 개발의 일반사항을 기술하고 그에 따른 관리 절차 및 책임사항을 기술하였다. 

제 8장 위탁(용역)업무 관리에서는 위탁 용역 기관의 일반적인 업무 수행 방안에 대해서 기술

한다.

다. 품질보증교육 및 품질보증 감사 수행

매년 품질보증 교육 계획 절차에 따라서 품질 보증 교육 및 품질보증 감사를 수행하였

다. 품질보증교육은 2015년 11월 및 2016년 11월에 수행되었으며 2015년엔 주요 교육

제4장 사업번호체계 PP-04.01 사업번호체계 0

제5장 품질보증 PP-05.01 품질보증방침 0

PP-05.02 품질보증 책임 및 범위 0

제6장 설계관리 PP-06.01 설계표준 및 참고자료 유지관리 0

PP-06.02 특정기술주제보고서 관리 0

PP-06.03 설계연계 관리 0

PP-06.04 인허가문서 작성 0

PP-06.05 설계문서 및 도면관리 0

PP-06.06 설계자료 검토승인 0

제7장 공정관리 PP-07.01 공정표 작성 및 유지관리 0

PP-07.02 진도보고 0

제8장 위탁(용역)업무

관리
PP-08.01 위탁(용역)업무관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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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구매 서류 관리/구매품목 및 용역 관리, 원자력안전법 개정사항 및 이행절차에 대

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2016년엔 주요 품질보증 절차 및 원자력안전법 개정사항, 이행

절차에 대한 교육이 수행되었다. 품질 보증 감사는 연계기술개발 과제 및 문서관리시스

템을 대상으로 하여 2015년 12월 및 2016년 10월에 수행되었다. 2015년 품질보증감사

에서는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과정 중 품질 보증 기록의 생성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권고사항 1건이 있었으며, 2016년 품질보증 감사에서는 발행된 설계계산서를 문서시스템

에 모두 탑재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 1건과 소프트웨어 사용중 시험 절차 수행이 부족하

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절차 수행을 권고하는 사항 1건이 있었다. 지적사항의 시정조치는 완

료하였다. 2015년과 2016년의 품질보증감사 보고서의 내용은 각각 표 3.3.5 및 표 3.3.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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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5. 2015년 품질보증감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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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6. 2016년 품질보증감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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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자력수소 문서관리시스템

품질 보증 계획서 및 절차서의 개정, 과제 체계 및 조직 체계의 변동, 문서 종류 추가에 따라

서 문서관리시스템도 그림 3.3.1~그림 3.3.3과 같이 프로그램 수정 및 프로그램 모듈을 추가

하였다. 주로 세부과제별 년도 저장 폴도의 확장, 문서 검색 기능 확대 및 보안 통제 관리 기

능 확대가 이루어 졌다. 추가된 모듈은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등록하였다.

그림 3.3.1. 세부 과제별 년도 저장 폴더 확장

그림 3.3.2. 문서 검색 기능 확장

그림 3.3.3. 보안 통제 관리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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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매년 세부과제별, 이슈별 자료를 축척하였다. 2017년 1월 1일 기

준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대과제의 설계계산서 발행 부수는 목록은 표 3.3.7와 같으

며 매년 30편이상 최대 85편까지 작성하였으며 현재 총 276편이 등록되었다. 매 과제 종료가 

되는 시점인 2월에 설계계산서 등록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2016년 기준 

설계문서수 추가 등록이 이루어질 것이다. 향후 품질보증 절차에 따라서 작성된 연구 결과물

들은 초고온가스로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림 3.3.4. 년도별 설계문서 발행수

NHDD-KT-CA-12-001 중형공정열교환기 시제품의 고온구조해석-소형가스루프 황산분해기 Trip조건시 송기남

NHDD-KT-CA-12-002 비조사 흑연 특성 비교 평가 김응선

NHDD-KT-CA-12-003 Irradiated properties of heavy sectioned G91 steel & weld 김민철

NHDD-KT-CA-12-004 Creep crack growth data of Mod. 9Cr-1Mo steel at 550oC 김우곤

NHDD-KT-CA-12-005 High temperature low cycle fatigue data of Alloy 617 under He environment 김대환

NHDD-KT-CA-12-006 Experimental creep data and microstructure behaviors in Air and He  
environments of Alloy 617 at 850oC

이 경 근 ,
김우곤

NHDD-KT-CA-12-007 OxidationdamageofC/C  composites   in air 김원주

NHDD-KT-CA-12-008 The Positron Lifetime and Raman Spectroscopy of Ion Irradiated Nuclear  
Graphite 김응선

NHDD-KT-CA-12-009 고온용 원자로 압력용기 재료규격 요약자료집 이봉상

NHDD-KT-CA-12-010 PMR200 RCCS 자연냉각시험 척도해석 배윤영

NHDD-KT-CA-12-011 실험실 수준 10kW급 인쇄기판형 열교환기 시제품의 고온구조해석 송기남

NHDD-KT-CA-12-012 초고온헬륨루프 운전절차서 김찬수

NHDD-KT-CA-12-013 초고온헬륨루프 질소 예비 실험 보고서 김찬수

표 3.3.7. 년도별 작성 설계문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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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DD-KT-CA-12-014 압축예비하중에따른열특성측정자료 김응선

NHDD-KT-CA-13-001 헬륨환경 탄소 복합체 고온 산화시험 절차서 김대종

NHDD-KT-CA-13-002 고온 aging 시험 절차서 박재영

NHDD-KT-CA-13-003 VHTR 피동형 원자로공동냉각계통 성능검증실험장치 척도해석 보고서 배윤영

NHDD-KT-CA-13-004 PMR200 원자로 공동 안의 대류 복사 열전달 전산해석 배윤영

NHDD-KT-CA-13-005

코크스 크기가 서로 다른 원자로급 흑연 IG-110 및 NBG-18 의 압축강도 및 
Weibull modulus 에 미치는 시편  크기효과 (Specimen Size Effects on The 
Compressive Strength and Weibull Modulus  of Nuclear Graphite of Different 
Coke Particle Size: IG-110 and NBG-18)

지세환

NHDD-KT-CA-13-006 High-temperarure tensile data of Alloy 617 welded by GTAW method 김우곤

NHDD-KT-CA-13-007 HighTemperatureYoungsModulusofNuclearGraphite 김응선

NHDD-KT-CA-13-008 RCCS 실증실험장치 침니 및 구조물 제작 및 설치 시방서 김종환

NHDD-KT-CA-13-009 RCCS 실증실험장치 히터박스 제작 및 설치 시방서 김종환

NHDD-KT-CA-13-010 PMR200RCCS자연냉각시험모델의척도법확인을위한전산해석 조봉현

NHDD-KT-CA-13-011 계장화 압입시험에 의한 Alloy 617 용접부 기계적 물성치 측정 및 분석 송기남

NHDD-KT-CA-13-012 계장화 압입시험에 의한 SUS316L 용접부 기계적 물성치 측정 및 분석 송기남

NHDD-KT-CA-13-013 불순물 제어 헬륨환경 탄소복합체 산화시험 절차서 김대종

NHDD-KT-CA-13-014 Modified 9Cr-1Mo 강의 크리프 균열성장 CT　시편 파면 관찰 맹완영

NHDD-KT-CA-13-015 Alloy 800HT 인쇄기판형 헬륨 열교환기 제작시방서 김찬수

NHDD-KT-CA-13-016 Alloy617 중간열교환기 부분품 설계 김찬수

NHDD-KT-CA-13-017 표면 조건에 따른 열방사율 측정 김찬수

NHDD-KT-CA-14-001 공정열교환기촉매채널실험장치설계/제작및실험 홍성덕

NHDD-KT-CA-14-002 계장화 압입시험에 의한 Alloy800HT GTAW 및 Alloy617 EBW Strip 용접부의 
기계적 물성치 측정 및 분석 송기남

NHDD-KT-CA-14-003 Creep rupture data and microstructures in Air and He environments of  Alloy 617 
at 800oC 김우곤

NHDD-KT-CA-14-004 Creep rupture data of Alloy 617 GTAW weldment at 800oC 김우곤

NHDD-KT-CA-14-005 Creep crack growth data of alloy 617 at800oC 김우곤

NHDD-KT-CA-14-006 Specimen Size Effects on The Flexural Strength and Weibull Modulus of  Nuclear 
Graphite IG-110, NBG-18, and PCEA 지세환

NHDD-KT-CA-14-007 Oxidation behavior of C/C composite in He 김원주

NHDD-KT-CA-14-008 EffectofTotalPressureonthePoreStructureandOxidationBehaviorofNuclearGraphites 김응선

NHDD-KT-CA-14-009 1/4 척도 RCCS 시험장치 시운전 결과 및 장치 수정 사항 김종환

NHDD-KT-CA-14-010 초고온헬륨루프 초고온운전을 위한 고온가열기 및 배관 설계 개선 김찬수

NHDD-KT-CA-14-011 Tied Global Expansion Joint 제작 시방서 김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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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DD-KT-CA-14-012 800HT 인쇄기판형열교환기 고온실험 결과보고서 김찬수

NHDD-KT-CA-14-013 실험실 수준 Alloy 800HT 인쇄기판형 열교환기 시제품의 거시적 고온구조해석 송기남

NHDD-KT-CA-14-014 실험실 수준 Alloy 617 인쇄기판형 열교환기 시제품 초안의 거시적 고온구조해석 송기남

NHDD-KT-CA-14-015 수평/수직 고온가스덕트 시험장치 구성 홍성덕

NHDD-KT-CA-14-016 수평/수직 고온가스덕트 실험/해석 홍성덕

NHDD-KT-CA-14-017 Alloy617 열교환기 부분품 설계 김찬수

NHDD-KT-CA-15-001 Oxidation of CVD SiC and SiCf/SiC composite in He atmosphere 김원주

NHDD-KT-CA-15-002 Creep Crack Growth Data Of Alloy 617 At 850oC 김우곤

NHDD-KT-CA-15-003 Creep rupture data of Alloy 617 GTAW weldment at 850oC 김우곤

NHDD-KT-CA-15-004 Comparison of Fracture Toughness (KIC) and Strain Energy Release Rate (G)  of 
Selected Nuclear Graphite. 지세환

NHDD-KT-CA-15-005 Wear Characteristics of Nuclear Graphite 김응선

NHDD-KT-CA-15-006 신개념 RCCS 실증실험장치 제작 및 설치 시방서 김종환

NHDD-KT-CA-15-007 공정열교환기 열설계 김찬수

NHDD-KT-CA-15-008 GAMMA+ 코드를 이용한 인쇄기판형 열교환기 천이거동 해석 방법론 개발 박병하

NHDD-KT-CA-15-009 개선된 복사보정 기체온도 측정 방법 김찬수

NHDD-KT-CA-15-010 A617 열교환기 초고온 시험 결과 김찬수

NHDD-KT-CA-15-011 GAMMA+ 코드를 이용한 인쇄기판형 열교환기 천이거동 해석 박병하

NHDD-KT-CA-16-001 공정열교환기 단위 전열판 온도해석 김용완

NHDD-KT-CA-16-002 공정열교환기 단위 전열판 응력해석 김용완

NHDD-KT-CA-16-003 중간루프 고온가스덕트 작동유체에 따른 열손실 예비평가 김찬수

NHDD-KT-CA-16-004 Numerical Simulation of Air Flow in RCCS Riser 배윤영

NHDD-KT-CA-16-005 공정열교환기 입출력 조건에 따른 온도 및 열응력 해석 김용완

NHDD-KT-CA-16-006 황산 증발기 및 가열기 실험 결과 및 개선 방향 박병하

NHDD-KT-CA-16-007 공정열교환기 예비 시제품을 이용한 질소-증기 열교환 시험 박병하

NHDD-KT-CA-16-008 Creep crack growth data on weld metal of mod. 9Cr-1Mo steel at 550oC 김우곤

NHDD-KT-CA-16-009 Creep rupture data of Alloy 617 GTAW weldment at 900oC 김우곤

NHDD-KT-CA-16-010 Creep crack growth data of Alloy 617 at 900oC 김우곤

NHDD-KT-CA-16-011 Creep test data of welded Alloy 800H at 800oC 김우곤

NHDD-KT-CA-16-012 공정열교환기 시제품을 이용한 질소-증기 열교환 시험 박병하

NHDD-KT-CA-16-013 공정열교환기 시제품을 이용한 황산환경 열교환 시험 박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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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DD-KT-CA-16-014 800HT PCHE 혼합기체 압력강하 측정 결과 김찬수

NHDD-KT-CA-16-015 헬륨루프 혼합기체에 따른 고온가스덕트 열손실 및 단열재 유효열전도도 평가 김찬수

NHDD-KT-CA-16-016 Thermal oxidation behavior of nuclear graphite dust 김응선

NHDD-KT-CA-16-017 Effects of Air Flow Rate on the Oxidation of NBG-18 and NBG-25 Nuclear  
Graphite 지세환

NHDD-RD-CA-12-001 난류 모델에 따른 냉각재 채널 벽면 및 핵연료 온도 변화 비교 이성남

NHDD-RD-CA-12-002 표준 핵연료 블록 및 제어 핵연료 블록에 대한 CORONA 해석 검증 탁남일

NHDD-RD-CA-12-003 표준 핵연료 블록을 구성하는 단위 형상에 대한 유효열전도도 평가 조봉현

NHDD-RD-CA-12-004 블록형 고온가스로 노물리 해석을 위한 CAPP 코드의 개발 이현철

NHDD-RD-CA-12-005 PMR200 핵연료 블록의 상하부 흑연 영역을 고려한 균질화된 핵연료 단면적 
생산방법 한태영

NHDD-RD-CA-12-006 VHTR 핵연료에 대한 DeCART 코드의 연소 계산 평가 및 개선 이현철

NHDD-RD-CA-12-007 초고온 가스로 심층 연소 주기 분석 정창준

NHDD-RD-CA-12-008 초고온 가스로 - 고속로 연계 핵연료 주기 분석 정창준

NHDD-RD-CA-12-009 DeCART 코드 Ray 생성 인자 민감도 조사 이현철

NHDD-RD-CA-12-010 단일심층연소주기및고속로연계주기  비교 분석 정창준

NHDD-RD-CA-12-011 McCARD를 이용한 균질화된 핵단면적 생산절차 검증 한태영

NHDD-RD-CA-12-012 MOC 해법에서 Azimuthal 각 분할에 Gauss Quadrature 적용 이현철

NHDD-RD-CA-12-013 설계과제 9월 진도점검회의 자료 조창근

NHDD-RD-CA-12-014 DeCART용 Gadolinium 전용 연소모듈 제작 및 시험 조진영

NHDD-RD-CA-12-015 DeCART 기하처리 기능 개선 및 시험 조진영

NHDD-RD-CA-12-016 Common Input Data Lists of KAERI-NWU Joint GAMMA+/FLOWNEX Code-to-Code  
Benchmark Study of the Natural Circulation in the Air-cooled RCCS 전지수

NHDD-RD-CA-12-017 초고온가스로 노심 열유체 해석을 위한 불확실도 평가방법론 검토 탁남일

NHDD-RD-CA-12-018 핵연료블록 상하 모서리 챔퍼(chamfer)가 우회유량에 미치는 영향 평가 김민환

NHDD-RD-CA-12-019 GAMMA+ Code Input Data Lists for HTTR LOFC Test-1 Analysis of OECD_NEA  
LOFC Project 전지수

NHDD-RD-CA-12-020 블록형 노심 핵연료 블록의 교차유동에 대한 CFD 벤치마크 해석 김민환

NHDD-RD-CA-12-021 MAEROS 에어로졸 거동해석 수치해 모델 개선 윤철

NHDD-RD-CA-12-022 CAPP 코드 사용자 매뉴얼 이현철

NHDD-RD-CA-12-023 GAMMA-FP 이론 설명서: Ver. 0 윤철

NHDD-RD-CA-12-024 GAMMA+ 코드의 기체분자 확산현상에 대한 검증해석 강형석

NHDD-RD-CA-13-001 PMR200RCCS피동안전성능향상개념 조봉현

NHDD-RD-CA-13-002 블록형 초고온가스로 노심 내진해석모델의 마찰요소 영향 평가 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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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DD-RD-CA-13-003 TRIBAC 예비 이론기술서 윤철

NHDD-RD-CA-13-004 GENRDF 사용 설명 및 GENRDF를 이용한 불연속 인자 생산 예시 이현철

NHDD-RD-CA-13-005 PXSGEN 사용 설명 및 PXSGEN을 이용한 CAPP 코드 단면적 자료 생산 예시 이현철

NHDD-RD-CA-13-006 GAMMA+ 이론기술서(Rev. 0) 임홍식

NHDD-RD-CA-13-007 GAMMA+ Code Benchmark Calculation of HTTR LOFC Test-1 전지수

NHDD-RD-CA-13-008 중성자 조사에 의한 흑연 블록 응력 변화 계산 강지호

NHDD-RD-CA-13-009 자율형 미니원자로(AMR)에서 공기에 의한 자연대류 냉각 성능 평가 윤철

NHDD-RD-CA-13-010 HTTR Benchmark 계산을 위한 McCARD 모델 정창준

NHDD-RD-CA-13-011 Gauss Quadrature에 의한 방향각 분할법 DeCART 적용 조진영

NHDD-RD-CA-13-012 핵연료 블록과 반사체 블록사이 복사에 의한 열전달 현상해석 이성남

NHDD-RD-CA-13-013 GAMMA+ Calculation Results for KAERI-NWU Joint Code-to-Code Benchmark  
Study of the Natural Circulation in the Air-cooled RCCS (Phase-1) 전지수

NHDD-RD-CA-13-014 GAMMA+ 물성치 계산 방정식 비교 및 검증 이성남

NHDD-RD-CA-13-015 McCARD Benchmark Calculations for HTTR Startup Core Physics Test 정창준

NHDD-RD-CA-13-016 McCARD Benchmark Calculations for the HTTR Experiments with ENDF/B-VII.0  
and ENDF/B-VII.1 정창준

NHDD-RD-CA-13-017 PMR200을 이용한 DeCART/CAPP 검증 한태영

NHDD-RD-CA-13-018 DeCART 코드의 수반 (Adjoint) 중성자 수송방정식 해법 조진영

NHDD-RD-CA-13-019 초고온가스로 원자로공동냉각계통 완전 손상시 물재킷 RCCS 개념의 유용성 평가 임홍식

NHDD-RD-CA-13-020 DeCART 코드의 원통형 경계조건 처리법 조진영

NHDD-RD-CA-13-021 흑연 페블 베드 반사체 분진 생성량 예측 강지호

NHDD-RD-CA-13-022 DeCART를 위한 Generalized Adjoint 방정식 해석 모듈 개발 한태영

NHDD-RD-CA-13-023 GAMMA-FP 에어로졸 관성 침착 모델 개발 및 검증 윤철

NHDD-RD-CA-13-024 GAMMA+CodeRe-SimulationofHTTRLOFCTest-1 전지수

NHDD-RD-CA-13-025 GAMMA+ Code Pre-Calculation of HTTR LOFC Test-2 전지수

NHDD-RD-CA-13-026 GAMMA-FP 에어로졸 침착(Deposition) 모델 개선 및 검증 윤철

NHDD-RD-CA-13-027 불확실도 해석 코드 검증 계산 한태영

NHDD-RD-CA-13-028 A preliminary design of the radiation shield for a small space reactor S t e f a n 
Cerba

NHDD-RD-CA-13-029 A Feasibility and Optimization Study on a Small Space Reactor S t e f a n 
Cerba

NHDD-RD-CA-13-030 Development of a tool for cross-section data interpolation S t e f a n 
Cerba

NHDD-RD-CA-13-031 GAMMA+ 코드의 Air Ingress 현상에 대한 검증해석 강형석

NHDD-RD-CA-13-032 불확실도를 고려한 전노심 최대핵연료 온도 예비해석 탁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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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DD-RD-CA-13-033 DeCART 단면적 라이브러리의 분석 이현철

NHDD-RD-CA-13-034 중성자 군 구조 최적화 방법론 개발 이현철

NHDD-RD-CA-13-035 GAMMA+ 이론계산서 개정판 임홍식

NHDD-RD-CA-13-036 PMR200 RCCS duct type별 정상상태 성능특성 비교 조봉현

NHDD-RD-CA-13-037 GAMMA+ Preliminary User’s Manual, Vol.I 이성남

NHDD-RD-CA-13-038 GAMMA-FP(Fission Products Module of the Transient Gas Multicomponent  Mixture 
Analysis) 사용자 매뉴얼 : Version 0.0 윤철

NHDD-RD-CA-13-039 GAMMA+ 사용자 매뉴얼(User Manual), 초판 이성남

NHDD-RD-CA-14-001 DeCART Supercell 모델 장착 및 시험 조진영

NHDD-RD-CA-14-002  TRISO 입자에서의 연소도에 따른 Pg 및 Ag 원소 생성량   계산 조창근

NHDD-RD-CA-14-003 GAMMA+ Calculation Results for KAERI-NWU Joint Code-to-Code Benchmark  
Study of the Natural Circulation in the Air-cooled RCCS (Phase-2) 전지수

NHDD-RD-CA-14-004 Comparison Results between DeCART and McCARD on Phase III Problem of  
MHTGR-350 Benchmark 한태영

NHDD-RD-CA-14-005 Uncertainty Analysis for Few-group Microscopic & Macroscopic Cross  Sections 한태영

NHDD-RD-CA-14-006 OpenMP에 의한 DeCART 병렬계산능 강화 조진영

NHDD-RD-CA-14-007 COMEDIE 핵분열생성물 침착 실험을 이용한 GAMMA-FP 검증 탁남일

NHDD-RD-CA-14-008 Error Analysis of the Multi-Group Library For DeCART 한태영

NHDD-RD-CA-14-009 Preliminary Analysis of KAERI RCCS Experiment Using GAMMA+ S a m 
Khoza

NHDD-RD-CA-14-010 초고온 가스로 핵연료 블록 간극에서 crossflow 모델 평가 이성남

NHDD-RD-CA-14-011 TheoryManualofCORONACode 탁남일

NHDD-RD-CA-14-012 DeCART Code Verification by Numerical Benchmark Calculations of HTTR 정창준

NHDD-RD-SVVR-14-0
01 Softwar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Report - GAMMA-FP 윤철

NHDD-RD-CA-14-013 Physics Analysis of HTTR Core by McCARD Code with ENDF-B/VII.1 Library 정창준

NHDD-RD-CA-14-014 GAMMA+ Code Simulation on HTTR Control Rod Withdrawal Test 전지수

NHDD-RD-CA-14-015 GAMMA-FP 에어로졸 핵분열생성물 재비산 모델 개선 윤철

NHDD-RD-CA-14-016 GAMMA+ 이론기술서 (최종판) 임홍식

NHDD-RD-CA-14-017 GAMMA+ 사용자메뉴얼 (개정판) 임홍식

NHDD-RD-CA-14-018 Fin-Type덕트성능의CFD평가 조봉현

NHDD-RD-CA-14-019 HTTR 노심을 이용한 DeCART/CAPP 코드 시스템 검증 계산 정창준

NHDD-RD-CA-14-020 MHTGR-350 노심을 이용한 DeCART/CAPP 코드 시스템 검증 계산 조창근

NHDD-RD-CA-14-021 내진 해석 코드 기본 하중 검증 계산 강지호

NHDD-RD-CA-14-022 GAMMA+ 코드 검증 방법론 강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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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DD-RD-CA-15-001 GAMMA+ Calculation Results for KAERI-NWU Joint Code-to-Code Benchmark  
Study of the Natural Circulation in the Air-cooled RCCS (Phase-3) 전지수

NHDD-RD-CA-15-002 Triso-particle temperature calculation with the CORONA code 이성남

NHDD-RD-CA-15-003 Bypass flow Verification of the CORONA code 이성남

NHDD-RD-CA-15-004 네개의 칼럼을 이용한 CORONA 대칭테스트 및 검증 탁남일

NHDD-RD-CA-15-005 Development of CAPP/GAMMA+ Coupled Code System 이현철

NHDD-RD-CA-15-006 GAMMA+Modeling for OECD/NEAMHTGR-350    Benchmark S a m 
Khoza

NHDD-RD-CA-15-007 HTTR이용DeCART/CAPP코드시스템검증 정창준

NHDD-RD-CA-15-008 3-Ring과 2-Ring 노심 특성 비교 한태영

NHDD-RD-CA-15-009 GAMMA-FP코드를 위한 핵분열생성물 Liftoff 모델추가및검증 탁남일

NHDD-RD-CA-15-010 이중비균질성 핵연료를 위한 일반수반해 해석 모듈 개발 한태영

NHDD-RD-CA-15-011 IAEA HTGR UAM MHTGR-350 ExI-1벤치마크 불확실도 해석 한태영

NHDD-RD-CA-15-012 GAMMA+ Verification & Validation ?Part 2 임홍식

NHDD-RD-CA-15-013 실증로 시스템 방사선원항 예비 Scoping 해석 탁남일

NHDD-RD-CA-15-014 GAMMA+ 기본문제 검증 계산서 (Part 1) 임홍식

NHDD-RD-CA-15-015 1/4-척도 RCCS 자연대류실험의 GAMMA+ 검증 계산 조봉현

NHDD-RD-CA-15-016 McCARD Code를 이용한 HTTR 노물리 실험 분석 정창준

NHDD-RD-CA-15-017 내진해석코드 락킹거동 검증 강지호

NHDD-RD-CA-15-018 GAMMA+ Verification & Validation : Part 3 이성남

NHDD-RD-CA-15-019 User Manual of CORONA 이성남

NHDD-RD-CA-15-020 Verification of CAPP/GAMMA+ Coupled Code System Part I - Evolution of the  
Solutions during Coupled Calculation 이현철

NHDD-RD-CA-15-021 Verification of CAPP/GAMMA+ Coupled Code System Part II - Coupled  Depletion 
Calculation 이현철

NHDD-RD-CA-15-022 Verification and Validation Study of CORONA Code 탁남일

NHDD-RD-CA-15-023 Verification of CAPP/GAMMA+ Coupled Code System Part III - Effect of  Bypass 
Flow 이현철

NHDD-RD-CA-16-001 영구 반사체를 고려한 초고온가스로 노심 유량 분포 및 온도 해석 이성남

NHDD-RD-CA-16-002 초고온가스로 격납건물 누설선량 예비평가 탁남일

NHDD-RD-CA-16-003 RADTRAD 초고온가스로 적용성 평가 탁남일

NHDD-RD-CA-16-004 DeCART/CORONA 연계 350 MWth 전노심 계산 탁남일

NHDD-RD-CA-16-005 Tritium 해석 코드 누설율 평가 이성남

NHDD-RD-CA-16-006 HTTR을 이용한 McCARD 검증 계산 박진수

NHDD-RD-CA-16-007 ENDF/B-VII.0 및 ENDF/B-VII.1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HTTR 온도계수 비교 계산 정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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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DD-RD-CA-16-008 ENDF/B-VII.0및ENDF/B-VII.1라이브러리를이용한HTTRFirstCriticality비교분석 정창준

NHDD-RD-CA-16-009 공분산에 기반한 단면적 표본의 무작위 추출 모듈 개발 한태영

NHDD-RD-CA-16-010 자기차폐 효과를 고려한 묵시적 불확실도 해석 한태영

NHDD-RP-CA-15-001 350 MWth HTGR의 영구반사체 블록에 위치하는 냉각재 상승유로의 설계안 선정을 
위한 열-구조 계산 강지호

NHDD-RP-CA-15-002 초고온가스로 주요기기 재료요건 및 후보소재 김용완

NHDD-RP-CA-15-003 원자력 증기개질 수소생산 플랜트 설계요건서 강지호

NHDD-RP-CA-15-004 : 냉각압력용기(Cooled-Vessel) 설계가 VHTR 원자로의 최대핵연료 온도에 미치는 
영향 전지수

NHDD-RP-CA-15-005 출구온도 850 oC 인 350MWt VHTR 계통 성능/안전해석 : CV 설계 및 입구온도 
영향 전지수

NHDD-RP-CA-15-006 CORONA를 이용한 실증로 노심열유체 예비해석 조봉현

NHDD-RP-CA-15-007 출구온도 750 oC 인 350MWt VHTR 계통 성능/안전해석 : CV 설계 및 입구온도 
영향 전지수

NHDD-RP-CA-15-008 입출구 온도 변화에 따른 350MWth 원자로노심 열유체 예비해석 송준규

NHDD-RP-CA-15-009 350MWth 고온가스로 노심 핵설계 (750C) 조창근

NHDD-RP-CA-15-010 SADL(SafetyAnalysisDataLists)of350MWthVHTRforthePointDesignAnalysisandtheSyste
mDescription 전지수

NHDD-RP-CA-16-001 VHTR과 HTGR 기기 설계특성 비교 김용완

NHDD-RP-CA-16-002 350MWth 초고온가스로 노심열유체 해석 불확실도 평가 송준규

NHDD-TF-CA-12-001 피복입자 핵연료(TRISO) 및 graphite 조사시험을 위한 핵적 평가 요청 김봉구

NHDD-TF-CA-13-001 피복입자 핵연료 UO2 Kernel Fabrication Process 정경채

NHDD-TF-CA-13-002 UO2미세구검사성적서 정경채

NHDD-TF-CA-13-003 하나로 조사시험용 피복입자핵연료 시험검사계획서 김웅기

NHDD-TF-CA-13-004 Rlli-Rsc 장비를 이용한 TRISO 피복입자 PyC 피복층 광학적 이방성 검사 절차 김웅기

NHDD-TF-CA-13-005 TR271 UO2 (LEU) 연료핵 피복입자 I-PyC 및 O-PyC 피복층 광학적 이방성 검사 김웅기

NHDD-TF-CA-13-006 TR274,TR275,TR276,TR277UO2(LEU)연료핵피복입자I-PyC및O-PyC피복층광학적이방
성검사 김웅기

NHDD-TF-CA-13-007 UO2미세구 검서성적서(275,277) 정경채

NHDD-TF-CA-13-008 피복입자핵연료UO2 Kernel 제조공정절차서 정경채

NHDD-TF-CA-13-009 TR225, TR265 TRISO 피복입자 OPyC 피복층 침적 밀도 검사 김웅기

NHDD-TF-CA-13-010 TR271 및 TR273 TRISO 피복입자 피복층 밀도 검사 김웅기

NHDD-TF-CA-13-011 TR274, TR275, TR276, TR277 TRISO 피복입자 피복층 밀도 검사 김웅기

NHDD-TF-CA-13-012 하나로조사시험용 TRISO 피복입자 특성검사성적서 김웅기

NHDD-TF-CA-13-013 조사시험용 핵연료체 제조 및 특성분석 보고서 이영우

NHDD-TF-CA-13-014 Inspection Procedure of SiC Layer Failure (Burn-leach Test) of Coated  Fuel 김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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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les in Compacts

NHDD-TF-CA-13-015 피복입자핵연료 시험봉 pin hole 용접보고서 김봉구

NHDD-TF-CA-13-016 Coated Particle Fuel Irradiation Test Plan at HANARO (HANARO-COPFIT-1) 김봉구

NHDD-TF-CA-13-017 Report on Fabrication of Irradiation Specimens and Irradiation Device for  Coated 
Particle Fuel Irradiation Test in HANARO (HANARO-COPFIT-1) 김봉구

NHDD-TF-CA-13-018 Inspection Procedure of SiC Layer Failure (Burn-leach Test) of Coated  Fuel 
Particles in Compacts 김웅기

NHDD-TF-CA-13-019 방사선발생장치안전보고(응용동213-3호) 김웅기

NHDD-TF-CA-13-020 방사선발생장치안전보고(공작동104-6호) 김웅기

NHDD-TF-CA-13-021 Nano-indenter를 이용한 기계적 물성 분석 방법 김웅기

NHDD-TF-CA-14-001 하나로 조사 피복입자핵연료 조사후시험계획서 김웅기

NHDD-TF-CA-14-002 피복입자핵연료 조사후 핫셀시험 기술시방서(안) 김웅기

NHDD-TF-CA-14-003 SiC에서 Ag의 확산자료 검토 김봉구

NHDD-TF-CA-14-004 SiC에서 Ag 확산에 관한 확산계수 및 활성화에너지 검토 김봉구

NHDD-TF-CA-14-005 감손 UN용액을 이용한 C-ADU gel입자 제조 정경채

NHDD-TF-CA-14-006 일관온도TRISO피복기술 김연구

NHDD-TF-CA-14-007 TRISO 피복입자의 특성검사 절차서 김연구

NHDD-TF-CA-14-008 액상 유동층을 이용한 통합 ADU gel입자 숙성,세척 및 건조장치 정경채

NHDD-TF-CA-14-009 열처리에 의한 ZrC의 결정립 성장 거동 김대종

NHDD-TF-CA-14-010 ZrC 코팅층의 특성에 미치는 유리탄소의 영향 김대종

NHDD-TF-CA-14-011 Derivation of the apparent thermal conductivity of a TRISO 김영민

NHDD-TF-CA-14-012 A corrected thermal conductivity for a thermal analysis of an HTR fuel  block 김영민

NHDD-TF-CA-14-013 Nano-indentation tester 운용 절차서
여 승 환 ; 
조 문 성 ; 
이영우

NHDD-TF-CA-14-014 TRISO 피복입자 핵연료 흑연 핵 연료체 미세구조 분석
여 승 환 ; 
조 문 성 ; 
이영우

NHDD-TF-CA-15-001 Temperature Distribution within a TRISO using Constant Thermal  Conductivities 
of TRISO components 김영민

NHDD-TF-CA-15-002 The Effective Thermal Conductivity of a TRISO 김영민

NHDD-TF-CA-15-003 Technical Requirements of Post Irradiation Examination of TRISO Fuel for  VHTR 김웅기

NHDD-TF-CA-15-004 Report on Irradiation Test for Coated Particle Fuel in HANARO 김봉구

NHDD-TF-CA-15-005 개량연료핵입자 제조를 위한 카본입자 분산방법 정경채

NHDD-TF-CA-15-006 개량연료핵입자의 열처리를 위한 고온회전형반응기 제작 및 운전 정경채

NHDD-TF-CA-15-007 조사후 TRISO시편의 특성분석을 위한 연마방법 김연구

NHDD-TF-CA-15-008 EBSD를 이용한 SiC층의 집합구조 분석기술 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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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원자력 시설 운영 품질보증계획/절차와의 차별성

  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에서 시행중인 연구개발 품질보증계획 및 절차는 기존 원자력시설 

운영 품질보증계획과 여러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GIF　 QMS Guideline과 ASME 

NQA-1에서 기술개발 사이클에 따른 품질 요구사항의 단계적 적용(Grade approach) 방법론

을 적용하였다. ASME NQA-1이 제시하는 18개의 품질 요소를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 품질

보증 요건을 일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기초단계, 응용단계, 

개발단계 및 연구개발 활동으로 구분한 적용요건을 근간으로 과제에 적용할 요건을 소내의 품

질보증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고 확장하였다. 그 결과 연구개발활동을 품질 보증 활동에 반

영하기 쉽게 하고, 연구개발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술개발 사이클

은 그림 3.3.5와 같으며, 각 기술 개발 단계별 권장하는 품질보증 적용 항목은 표 X와 같다. 

그림 3.3.5. 기술개발 사이클

NHDD-TF-CA-16-001 A fuel performance analysis for a 350-MWth HTR 김영민

NHDD-TF-CA-16-002 Fissionproductreleasesfromacoreintoacoolantofaprismatic  350-MWth HTR 김영민

NHDD-TF-CA-16-003 피복입자핵연료 조사후시험 보고서 김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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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8. 기술개발 단계별 품질 보증 요건

둘째, 연구개발 품질보증 업무를 과제원이 전담하여 수행하고, 품질 보증팀은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서 연구 품질에 대한 평가 과정을 수행하며, 그 결과를 연구 과정에 반영하여 수정 보완

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시설 운영과 같은 강제적인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형태가 아

니라, 연구개발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었다. 결과적으로 연구개발 품질수준을 제고하도록 

유도하고 기초 연구단계부터 품질보증을 체제화 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며, 자체적인 웹 관리시

스템을 개발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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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공동 연구

국내외 연구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의 연구 개발 수준을 파악하고 국내의 연구개발의 향

상에 기여하고 있다. 2단계 과제 수행중 참여한 국제 공동 연구 프로그램 및 내용은 다

음과 같다.

가. VHTR/Hydrogen Production PMB

GIF/VHTR 시스템하에서 참여하고 있는 PMB중의 하나로 현재 VHTR에서는 Material, 

Fuel, Hydrogen Production PMB에 참여하고 있다. VHTR HP PMB는 2016년 10월 3일

에서 4일 양일에 걸쳐 캐나다의 초크리버의 CNL에서 제 15차 HP PMB회의를 개최하였

다. KAERI를 비롯한 총 6개국과 NEA에서 TS가 참여하였다. 각국의 참석자 명단, 주요 

발표 내용 및 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참석자

① 국내 : 이태훈

② 국외 : Carl Sink (DOE, USA), Martin Roeb (DLR, EU), Carl Stoots (INL, USA), 

Tanaka Nobuyuki (JAEA, Japan), Ping Zhang (INET, China), GyeSeok Lee(NEA), 

Sam Suppia, Laurence K.H. Leung, Hongqiang Li, Adrian Vega Zuniga, Donal Ryland

(이상 CNL, Canada)

(2) 주요 내용

① 수소 PMB의 중국 가입을 위한 준비는 완료하고 2016년까지의 PP 개정 및 기여계획 

반영을 위해 각 회원국은 서명자 정보를 포함한 각국의 입력 사항/보완 사항을 2016년 

10월 중순까지 Chair 및 TS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② 각 회원국은 PMS(project management Sheet)의 2012~2016+년까지 연구 내용, 예

산 및 인력 정보를 2016년 10월 중순까지 송부하기로 하였다.

③ Annual Report은 2016년 11월중으로 각 회원국은 입력 자료를 Chair 에게 송부하고 

Chair가 그 내용을 취합하기로 하였다.

(3) 각국 현황

① 중국(INET)

  - 중국은 HTR-PM 관련하여 작년에 기초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올해 3월 원자로 압

력용기를 시작으로 Metallic internals, RCCS 등 주요 설비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계획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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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공사가 진행중이다. 

  - INET은 0.1 Nm3/h의 수소생산 규모, 60시간 이상 수소생산을 목표로 실험을 수행

하여 2014년 4월에 대기압하에서 86시간동안 시간당 약 60L의 수소생산 비율로 SI 통

합 운전에 성공하였다.

  - 현재 원자력 수소 관련하여 올해부터 내후년까지 수소 폭발, HTR-SI 수소생산 공

정 연계 시뮬레이션을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내년부터 Pilot scale (1-10 Nm3/h) IS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과 HTR-10과의 연계를 위한 엔지니어링 재료 및 핵심요소 

기술개발을 계획하고 있음

② 캐나다(CNL)

- 주로 CuCl 사이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UOIT와 함께 CuCl 50L/h 수소생

산 시스템에 대한 통합 운전 및 Feasibility Study를 수행중임.

 - 장치 재료에 대한 트리튬 투과 현상 규명의 일환으로 실험 장치를 구축하였고, 온도 

600~950℃, 압력 ~160kPa (tube) 및 ~110kPa (permeate), 유속 ~200 mL/min의 환

경에서 SS 304L, Inconel 617 및 Incoloy 800H 재료에 대한 투과도 실험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예비 실험을 수행함

③ 일본 (JAEA) 

  - JAEA는 올해 2월에 가압 SI 연속 운전공정을 수행하여 8시간 동안 시간당 10L의 

수소생산에 성공함 

  - 현재 실험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시에 시험 설비의 

주요 컴포넌트에 대한 해체검사(dismantling inspection)를 올 회계년도 내에 수행할 예

정임

  - 내년도 SI R&D 연구 및 가압 열화학 수소생산 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은 

0.7M$/년 규모(인건비 제외)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임

④ 한국 (KAERI) 

  - 2015년 2월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발효로 Frame Agreement의 10년 연장을 확

정하였으며, 올해 7월에 미래창조과학부는 VHTR System Arrangement의 연장을 결정하

였음.

  - 2014년 8월말부터 각 섹션별 운전을 시작하여 9월 초에 가압하에서 SI 통합 운전 

실험을 시행하여 Steady State 이후로 8시간에 걸쳐 운전을 하였으며, SI 통합 운전실험

에서 발생한 인적 오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Trap Tank 장치를 추가/보완 완료하였음

  - Section 1의 전담 연구 기관이 RIST에서 KIER로 변경되었으며, 2015년부터 

Section 1 보완을 위한 추가 연구를 수행하여, Floating Chamber 도입, 전도도 센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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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등의 보완 수정을 하였음. 올해 9월 Section 1의 단위 장치 실험을 24시간동안 성공

적으로 수행하였으며, 현재 가압 SI 통합 운전 재확인 실험을 준비 중임.

⑤ 미국 (INL) 

  - 2003년부터 수행한 HTE 관련 연구에 대한 개요를 발표하였음

  - INL은 NHI (Nuclear Hydrogen Initiative) 하에 2003년부터 HTE 연구개발을 수행

하였으며 HTE를 가장 성숙한 수소생산 기술로 고려하였음.

  - HTE 연구에 15년간 20M$ 이상의 투자를 하여 6개의 Bench Scale 시험 설비와 2

개의 Large Scale 시험 설비를 구축하였고 Ceramatec, MSRI, NASA 등이 제공한 Stack

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음.

  - 15kW integrated Lab-Scale Test Facility를 구축하여 2008년에 평균 1.2Nm3/h의 

수소생산 규모로 시험을 수행한바 있으며, 2013년에 10 stack에 대하여 세계 최초로 가

압 (5MPa) electrolysis stack 실험을 약 1000시간 수행한 바 있음.

  - 현재의 15 kW Lab-Scale Test Facility를 TRL5 (Bench Scale)로 정의하고 향후 

TRL 6 (Pilot Scale)로 2000kW integrated Pilot-Scale Test Facility를 고려중임

⑥ 독일(DLR)

 - DLR은 다양한 열원(원자력, 태양열, 풍력, 바이오매스)을 고려한 여러 수소생산 프로

젝트에 참여하고 있는데 현재는 주로 태양열을 이용한 수소생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

음

 - 그중 ADEL(Advanced Electoysers) 프로젝트의 후속으로 800℃ 가압하에 HTE 개

발을 목표로 하는 SOPHIA(Solar integrated pressurized high temperature electrolysis)

와 이탈리아 EnginSoft의 주도하에 CSP(Concentrated Solar Power)을 이용한 HyS 

Cycle를 연구하는 SOL2HY2(SOLar to HYdrogen HYbrid cycle)가 대표적임. CSP의 예

로 Julich 소재 Solar Power Tower가 있음.

나. 한일정보 교환회의

2015년 1월 5일-6일 양일간 일본원자력연구원 오아하리 R&D 센터에서 개최된 제7차 

KAERI-JAEA 초고온가스로 및 원자력수소 정보교환회의는 일본원자력연구원(JAEA) 

및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소속 고온가스로 연구원들이 주기적으로 모여 초고온가스로를 

이용한 열화학수소생산기술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교환할 목적으로 표 3.3.9와 같이 2006년 

1차 회의를 시작으로 7차까지 진행된 양자간 기술교환 회의이다. 

제7차 회의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일본원자력연구원은 각각 한국의 원자력수소생산

(NHDD) 프로젝트에 및 일본의 고온공학로(HTTR) 프로젝트와 현황과 향후 계획,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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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핵연료 및 재료 연구, 원자력수소 생산 연구개발 현황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한

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도 SI 열화학수소공정 연구개발 현황에 관

하여 발표하였다. 본 회의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양측 모두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초고온가스로(VHTR) 계통 및 원자력수소생산기술에 대한 최신기술을 교류할 것을 합의

하였다.

제7차 회의에서 논의된 향후 협력 내용은 VHTR 해석 코드의 개발 및 검증, SI 열화학 

수소 생산 공정, TRISO 핵연료 및 흑연 재료에 관한 것으로 토의 후 결정된 결의 사항

은 양측 대표의 서명을 한 MOU로 기록을 남겼다.

(1) 참석자

한국측 13명, 일본측 12명으로 총 25명이 참석하였으며, 한일 양국의 참석자 명단은 표 

3.3.10과 같다.

회의      일시   장소       주요 논의 내용

1차 2006.8.29-30 일본 JAEA

열화학 수소생산

VHTR 설계/해석

VHTR 핵연료/고온재료

2차 2007.8.29-30 한국 KAERI
열화학 수소생산

VHTR 핵연료/고온재료

3차 2009.8.10-11 일본 JAEA
열화학 수소생산

원자력 열 이용

4차 2010.12.13-14 일본 JAEA

열화학 수소생산

HTTR 950℃ 장기운전

VHTR 계통 및 사고실험

5차 2013.11.18-19 한국 KAERI

열화학 수소생산

VHTR 계통/부품실험

VHTR 핵연료/고온재료

6차 2014.10.23-24 한국 제주대

열화학 수소생산

VHTR 열이용/안전/노물리

VHTR 고온재료

표 3.3.9. 한일 원자력수소 정보교환회의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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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성함              직책

KAERI Dr. KIM, Min-Hwan Director/Principal Researcher

KAERI Dr. KIM, Eung-Seon Principal Researcher

KAERI Dr. CHO, Moon-Sung Project Manager for HTGR fuel project

KAERI Dr. SHIN, Young-Joon Principal Researcher

KAERI Dr. LEE, Hyun-Chul Principal Researcher

KAERI Dr. LEE, Tae-Hoon Senior Researcher

KIER Dr. BAE, Ki-Kwang Principal Researcher

KIER Dr.KANG, Kyoung-Soo Principal Researcher

KIER Dr. CHO, Won-Chul Senior Researcher

KIST Dr. JUNG, Kwang-Deog
Principal Research Scientist, Sulfuric 

Acid Decomposition Process

KIST Mr. OH, Jun-Woo Principal Research Engineer

KIST Mr. PARK, Jong-Min Principal Research Engineer

SNU Dr. KIM, Eung-Soo Assistant Professor

JAEA Dr. K. Kunitomi
Director General for HTGR Hydrogen & 

Heat Application Res. Center

JAEA Dr. T. Nishihara
Division Manager for Small-sized 

HTGR Research and Development 

표 3.3.10. 제 7차 한일정보교환회의 참석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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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7차 한일정보교환회의 MOU

한일 정보교환회의의 성과는 MOU로 요약할 수 있으며, 그림 3.3.6과 같다. 

Division

JAEA Mr. Y. Tachibana

Division Manager for Hydrogen 

Applic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Division

JAEA Dr. N. Sakaba
Group Leader for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JAEA Dr. H. Ohashi Group Leader for Safety Design

JAEA Mr. S. Kubo
Group Leader for IS Process Research 

and Development

JAEA Dr. X. Yan
Group Leader for Heat Application 

Design

JAEA Dr. S. Takada Manager for HTTR Engineering

JAEA Dr. M. Goto Assistant Principal Researcher

JAEA Dr. Y. Inaba Assistant Principal Researcher

JAEA Dr. S. Ueta Assistant Principal Researcher

JAEA Ms. Y. Honda Resear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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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한일정보교환회의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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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AEA 기술협력 회의

(1) HEEP 프로그램 기술 회의

2015년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인도 뭄바이에서 개최된 HEEP Program 

Technical Meeting이다. HEEP(Hydrogen Economic Evaluation Program) 프로그램은 

인도 BARC(Bhabha Atomic Research Centre) 연구소가 IAEA 주관하에  

DEEP(Distillations Economic Evaluation Program) 프로그램을 개량한 프로그램으로  

베타 버전을 개발하여 IAEA 홈페이지에 배포하고 있다. 또한 IAEA에서는 

“Techno-Economics of Nuclear Hydrogen Production and Benchmark Analysis of the 

IAEA's HEEP Software"라는 CRP (Coordinate Research Project)를 신규로 개설하여, 

IAEA회원국 상호간에 국제적인 공동연구 및 정보교환을 통하여  수소생산, 저장 및 운

반을 포함하는 수소생산관련 전공정을 검토하고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에 대한 고찰과 검

토 및  벤치마킹을 통하여 HEEP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

였다.   HEEP 프로그램 관련 CRP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한 차례씩 총 3번의 

정기기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기간 동안 참가국 등은 HEEP 구조/모델링이 수소경제성 

평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재래식수소생산방법 대 원자력수소생산방법, 대용량 

대 소용량, 전기분해방법 대 열화학방법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하여 수소생산의 기술

성, 경제성을 분석하며 IAEA에서 제공한 generic case에 대한 결과를 상호 비교하여 

HEEP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앞의 경제성 분석에서 약술한바와 같이 G4-ECON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한 수소생산단가의 값이 HEE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한 수

소생산단가의 값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두 값은 약 2~10% 정도 오차범위 내에서 일치하

였다.H2A 프로그램과 G4-ECON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HEEP 프로그램에 대한 벤치마

킹을 수행하여 HEEP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Technical Meeting on Socio-Economic Aspects of Nuclear Cogeneration

2016년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개최된 회의로 원자력열병합발전 관련 

회원국 관심사항에 대한 상호 정보 교환 및 원자력열병합발전시 필요한 원자력시설과 산

업체의 커플링 및 설계, 운전 등에 관련된 기술 문제를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파악하

고 토론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중국, 프랑스, 요르단을 비롯

한 총 14개국 17명이 참석하여 원자력열병합발전과 관련한  현황, 미래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회원국 등은 주로 자국에서의 지역난방이나 해수담수화 및 수소생산 시설 등과 

연계한 열병합발전시설에 관한  기존의 운전경험을 상호 공유하고 향후 계획하고 있는 

원자력 열병합시설 구축에 예상되는 문제점의 해결 방안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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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OECD/NEA 기술 협력 회의

2015년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3일간에 걸쳐 “Role and Economics of Nuclear 

Cogeneration in a Low carbon energy future”라는 주제로 개최된 기술 협력 회의이다. 

프랑스, 핀란드, 스웨덴, 슬로베니아 등이 원자력의 비발전분야에의 용용 공정에 과한 기

술성, 경제성 평가 관련 주제 발표가 있었으며, 주로 원자력 병합 발전 및 해수 담수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각국의 발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프랑스 

프랑스는 주로 지역난방, 해수담수화 등을 위한 열병합발전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향

후 스팀메탄개질에 적용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기존의 가압경수로의 

열을 이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므로 대부분 250℃ 이하의 열을 이용하는 열병합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가정용, 상업용 열에너지수요의 80% 및 산업용 에

너지 수요의 40% 를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의 전형적인 열병합

발전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에너지를 약 100 km 길이의 열공급 배관을 통하여 

온수의 형태로 주위의 도심지역, 공항, 산업지역으로 공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2) 핀란드

핀란드는 지역난방에 사용하고 있는 재래식 연료를 대체하기 위하여 원자력을 이용하여 

연간 11~12 TWh 열을 공급할 예정이다. 그리하여 핀란드의 연간 이산화탄소배출량의 

6% 정도에 해당하는 연간 약 400 만톤의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스웨덴

스톡홀름 남부에 위치한 Agesta 원자로는 대규모 지역난방열 공급용으로 사용되어오고 

있다. 지난 1964년부터 1974년 까지 10년동안 이 pilot 규모의 원자로는 매우 안정적으

로 10 MW 의 전기를 grid에 공급하여 왔고, 초기  50 MW, 후기 70 MW의 열을 스톡

홀름 교외지역인 'Farsta'에 공급하여 왔다.

(4) 슬로베니아

원자력발전소는 Krško 에 위치하며 1983년에 운전개시하였고, 원자로는 웨스팅하우스 

건설 2 loop 가압경수로이며, 열용량 2000 MWth, 전기용량 700 MWe 이다. 이 원자로

를 이용하여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는 Krško (인구 6900명)와  7km 정도 떨어져 있는 

Brežice (인구7000명)의 지역냉난방을 담당하는 구조이다.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지역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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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지역냉방에 필요한 열량 및 인근지역의 스팀수요 등을 조사하였다. 지역난방을 위한 

화력(thermal power)은 70 MW, 열수요는 186,000 MWh 이며 난방열원운영시간은 연

간으로 7,303 h/a, 난방공급운영시간은 연간으로 8,760 h/a 이다. 지역냉방을 위한 냉방

능력은 3MW, 냉방요구량은 1,200 MWh(3MW), 운영시간은 연간으로 400 h/a 이다. 또 

원자로에서 3 km 정도에 위치한 제약 및 제지공업 단지에 필요한 스팀을 공급하기 위하

여 필요한 화력은 60 MW, 스팀수요는 630,000 t/a 이며 운영시간은 연간으로 8,580 h/a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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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1절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제2절 대외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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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개선 SI장치 동특성 해석 및 안전성 분석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SI 수소생산 공정용 

개선된 다단증류탑 

동특성 해석 및 안전

성 분석

•KAERI-DySCo코드를 수정/보완 

(가스루프형 SI시험시설 적용)

•개선 황산용액 다단증류탑 시동특성  

 모사 및 운전안전성 분석/평가

 -헬륨루프용 황산용액 다단증류탑  

 Start-up 운전지침서마련

•개선 요오드산용액 다단증류탑 

시동특성 모사 및 운전안전성 

분석/평가

 -헬륨루프용 요오드산용액 다단    

 증류탑 Start- up 운전지침서마련

52 100

l KAERI-DySCo 수정/ 

보완 및 파일럿 규모 

SI시험시설 시동특성 및 

운전안전성 예비해석.

 -SI공정 화학시스템의

  물리화학 특성

  (기술보고서 KAERI        

  /TR-6038/2015 발간)

 -황산용액 다단증류탑

  (기술보고서 KAERI        

  /TR-6048/2015 발간)

 -요오드산용액 다단증류탑

  (기술보고서 KAERI        

  /TR-6363/2016 발간)

SI 수소생산 공정용 

개선된 열분해반응기 

동특성 해석 및 안전

성 분석.

•KAERI-DySCo 수정/보완

 (가스루프형 SI시험시설 적용)

•개선 황산 열분해반응기 시동특성   

모사 및 운전안전성 분석/평가

 -헬륨루프용 황산 열분해반응기    

 Start- up 운전지침서마련 

•개선 요오드산 열분해반응기       

 시동특성 모사 및 운전안전성      

 분석/평가 

 -헬륨루프용 요오드산 열분해반응기  

 Start- up 운전지침서마련

50 100

l KAERI-DySCo 수정/ 

보완 및 파일럿 규모 

SI시험시설 시동특성 및 

운전안전성 예비해석.

 -황산 열분해반응기

 -요오드산 열분해반응기

  (선행연구결과를 IF 5.746  

   SCI 저널에 게재:         

   Applied Energy vol.173  

   (2016) 460-469)

총계 100

4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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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에 대한 경제성 평가

원자력수소생산 연계연구 종합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원 자 력 수 소 생 산 시

스템에 대한 경제

성 평가

 - 경제성 분석대상모델인 원자력수

소생산시스템(초고온가스원자로와 결

합된 SI 열화학공정)에 대한 시스템 

비용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  초고온가스원자로와 연계된 SI 

열화학 수소생산시스템 구축비용,  운

영비용, 핵연료비용, 해체비용 등 산정

(2013년 기준)

- 신뢰성이 확보된 수소생산 단가산

정을 위한  G4-ECONS 프로그램 등 

전산모형 개선  

20 100

-초고온가스원자로와 

결합된 SI 열화학수

소 생 산 공 정

(4X600MWth)  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2013년 기준가

로

  수정보완) 

-수소생산단가 구성 

인자들이 수소생산단

가에 미치는 민감도 

분석

- 초고온가스원자로

와 결합된 SI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시스템

에 대한  경제성 분

석 및 평가

총계 100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

치

(%)

연구목

표 

달성도

(%)

비고

원자력수소생산 

연계연구 종합

- 원자력수소생산기술 품질보증

계획서/절차서 개정 및 운영

- 품질보증 교육 및 품질보증 감

사 시행

- 원자력수소 문서관리시스템 보

완 및 운영

- 연구개발 국내외 협력 다양화

25 100

- 품질보증계획서 4차 개정, 

절차서 2차 개정 및 기술보

고서 발간

- 품질보증 감사 2회 수행 및 

시정 조치 완료

- VHTR/HP PMB 1회 참여

- 한일정보교환회의 2회 개최



- 205 -

제2절 대외 기여도

개선 SI장치 동특성 해석 및 안전성 분석

¡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은 복잡한 화학공정 중 하나로서 이의 시험시설 건설 및 운

전에 있어, 동 시설의 효율적인 정상상태 운전유도를 위한 Start-up 및 Shut-down 운전

지침 및 비정상 운전상태 발생 시의 응급조치 방안을 강구함에 있어 이론적 동특성 모사에 

의한 예비해석은 많은 이점을 부여한다. 더군다나 원자력수소 생산 시스템에서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시설의 비정상 운전에 따른 열유동 현상이 원자력시설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대책의 강구를 위해 외부 사건별 동특성 해석 및 평가에 활용 할 계획

임. 2012년부터는 50 NL·H2/h급 가압운전 SI시험시설 및 후속 연구개발 사항인 

Scale-up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시설의 운전지침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원자력수

소생산 실증시험시설에서의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 비정상 운전에 따른 열유동 규

명과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 설계/건설/운전을 위한 엔지니

어링 DB를 문서화 하고 구축해 나가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원자력수소협의체 실무/운영위원

회

 한중 공동위원회

 한일정보교환회의 개최

 VHTR/HP PMB 참여

 IAEA 국제 공동 연구 참여

 OECD/NEA 기술 협력 회의 참

여

(2017.2월 개최 예정 포

함) 및 기술보고서 발간

- 원자력수소 문서관리 개정 

및 관련 프로그램 등록(등록 

번호 : C-2015-014121)

- IAEA 국제 공동 연구 참여

 ∙HEEP technical meeting 

(‘15.11)

 ∙Socio-Economic aspects of 

nuclear cogeneration 

(‘16.11)

- OECD/NEA 기술 협력 회의

∙Role and economics of 

nuclear cogeneration in a 

low carbon energy future 

(‘15.6)

총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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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에 대한 경제성 평가

¡ 고온가스원자로 수소생산시스템에 대한 핵심 구성기기, 요소 등에 대하여 구축한 데

이터베이스 자료는 추후 유사시스템에 대한 설비비 및 수소생산단가 계산을 위한 기

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고온가스원자로에 대한 경험이 없는 국내 여건에서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에 대한 정

확하고 신뢰성 있는 경제성 분석을 위한 국제적 기준에 맞는 경제성 분석 전산모형을 

구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 실증 및 상용화 사업에 대한 사업 비용 산출 및 수소생산 단가

를 산출하여 SI 공정, HTSE 공정 또는 HyS 공정 등과 결합한 원자력 수소생산시스

템의 비용 경쟁력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자력수소생산 연계연구 종합

¡ GEN-IV QMS Guideline에 기반한 원자력수소생산 연구개발 품질보증계획서 및 품질

보증절차서는 원자력연구개발 분야에 처음 적용한 품질보증계획서 및 절차서로서 향

후 원자력분야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품질보증의 모델로 활용이 가능하다.

¡ 국제 수준에 맞는 연구 개발 품질 보증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국내 연구 성과물이 국

제적으로 인정을 받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국내 연구 개발 수준을 해외에 알리고 한편으로는 해외의 선

진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국내 원자력연구개발 및 수소 생산 공정의 효율 향상을 가

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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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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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개선 SI장치 동특성 해석 및 안전성 분석

화학공정의 과도현상들은 실험을 통하여 관찰하기도 하고 이론적 모델에 의한 컴퓨터 모사

를 통하여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전자의 경우, 공정의 많은 설계 및 운전 변수에 대한 모든 

과도응답을 예비실험을 통하여 모두 파악한다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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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 후 실험변수와 범위를 최적화 하고 이로부터 실험의 회수를 최소화 하

여 실험을 수행하며 그 결과를 이용하여 이론적 모델의 계수를 조정하며 궁극적으로는 대상으

로 하는 화학공정의 과도현상을 비교적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컴퓨터 코드를 제시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은 복잡한 화학공정 중 하나로서 이의 시험시설 건설 

및 운전에 있어, 동 시설의 효율적인 정상상태 운전유도를 위한 Start-up 및 Shut-down 운

전지침 및 비정상 운전상태 발생 시의 응급조치 방안을 강구함에 있어 이론적 동특성 모사에 

의한 예비해석은 많은 이점을 부여한다. 더군다나 원자력수소 생산 시스템에서  황-요오드 열

화학 수소생산 시설의 비정상 조업에 따른 열유동 현상이 원자력시설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대책의 강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

에서의 외부 사건별 동특성 해석 및 평가는 매우 중요한 업무이다.  

  이의 중요성을 GIF 국제공동연구에서도 인식하여 GIF/VHTR/Hydrogen Production 

Project Plan의 Task1.1.2 Benchmark exercise: code-to-code comparison on a 

reference S/I flowsheet addressing static and dynamic simulation과 Task 4.1.5 

System integration: Evaluation methodology for thermal disturbance caused by 

hydrogen production system에서 협력의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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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였으며, 3단계(2012-2014)에서는 검

증된 코드의 적용단계로서 50 NL·H2/h급 가압운전 SI시험시설의 Start-up 운전지침을 제공

하고 실증시험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행해야하는 파일럿 규모 시험에 대한 예비검토를 수행

하였다. 차기단계(2015-2016)에서부터는 IHX시스템을 매개로한 헬륨가열형 Scale-up SI공정

장치들의 Start-up 운전특성을 평가하여 협력연구기관인 KIER와 KIST에 제공하고 궁극적으

로는 원자력수소생산 실증시험시설에서의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 설계/건설/운전을 

위한 엔지니어링 DB를 문서화 하고 구축해 나가는데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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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에 대한 경제성 평가

  

수소는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에 의하지 않고 기존의 화석연료나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생

산이 가능하므로 그 경제성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은 아직 상용화 

되지 않고, 연구단계에 있으므로 그 경제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수 입력자료인 공사비, 

운전비 등과 같은 소요비용을 확보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다.   

한국, 일본, 중국 등이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에 대한 비용관련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하여 신뢰성 있는 경제성평가 입력자료를 확보하고, G4-ECONS 프

로그램 또는 HEEP 프로그램과 같은 국제적 기준에 맞는 경제성 분석 전산모형을 이용하

여 산출한 수소생산 단가를 타 방법에 의한  수소생산단가와 비교함으로써 최적의 효율

적인 수소생산방법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원자력수소생산 연계연구 종합

  연구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연차별로 다년간 누적된 문서관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자료는 향후 고온가스로의 설계, 건설 및 운전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국제 품질보증시스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개발된 연구개발 품질보증 계획서 및 

절차서는 연구개발에 필요한 품질보증의 사례로 활용이 가능하며, 연구개발 품질보증에 

따라서 수행된 연구 개발 결과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향후 실증 사업으로의 이행시의 사업관리절차의 구축이 필수적인바 핵심기술개발과정에서 개

발한 절차서안의 일부 수정을 통해서 사업관리절차 이행에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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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SI장치 동특성 해석 및 안전성 분석

¡ 일본

- 일본의 SI공정 기술개발은 Process Engineering 연구단계에 있음.

-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00 NL·H2/h규모의 분젠반응 단위공정, 황산 농축/분해 단위공

정, 요드산 농축/분해 단위공정에 대한 Key Components 시험과 Integration Test에 치

중할 것임.

- 상기 공정의 설계 최대온도 950oC,압력 0.95MPa이나 실제 운전은 5기압에서 진행될 것

임.

- 모든 장치 및 배관은 Industrial material인 Metal, Ceramic, Polymer로 건조될 것이

고 Lining 기술을 많이 활용할 것임.

- 본 시설의 운전 목표 중 하나인 재료 건전성 확인을 위하여 정상상태 유지 운전시간을 

1,000시간으로 설정하고 있음.

- 열을 필요로 하는 장치들에서의 가열방법은 전기가열방식을 본 시험시설에서는 채택하고 

있으나, 실용적인 면에서는 고온 헬륨에 의한 가열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제어관점에서 어

렵기는 하지만 보다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음.

- 분젠반응기는 SO2기체와 HIx 용액이 병류흐름을 유지하는 Tubular Reactor로 구성되었

음.

- 분젠반응 단위공정은 분젠반응기, 냉각기, Holding Tank, 상분리기, 용액이송용 2대의 

펌프로 구성되어 있는데, 분젠반응기의 구조재료는 Teflon-lining Steel이며, 냉각기의 재

료는 Glass-lining Steel로서 설계운전조건은 150oC/5기압임.  

- 가압운전용 100 NL·H2/h규모 SI공정 Section 1, 2, 3 단위공정들을 2014년에 설치 완

료 후, 2015년에 Section별 시운전을 거쳐 2016년 초에 8시간의 Integration Test(단위

시간당 10L 수소생산)를 수행하였으며 동년 중반에 27시간의 Integration Test를 2차 운

전 후 최종 목표인 1,000시간 운전을 위하여 매진 중임.

 

¡ 중국

- 중국의 원자력수소생산 기술개발은 HTR-PM의 Sub-project로 수행.

- 중국에서 현재 추진중인 원자력수소생산 기술개발은 SI공정과 HTSE 공정임.

- 2009년에 10 NL·H2/h급의 SI공정 대기압 통합운전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고, 

2014년에 60 NL·H2/h규모의 대기압 통합운전을 86 시간 달성.

6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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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장치 및 배관은 Industrial material인 Teflon-lining Ta/W Alloy Tube & Pipe, 

SiC로 건조될 것이고 운전압력은 5기압임.

- 10 전해 셀로 구성된 스택을 개발하여 100 시간의 운전을 열화현상 없이 성공적으로 마

쳤고 향후에는 Co-electrolysis에 대한 연구까지 확장할 것임.

- HyS 수소생산 연구도 착수하였으며 본 공정의 핵심부분인 전해전극 개발을 치중.

¡ 미국

- 고온 수증기 전기분해 셀의 열화현상 규명 시험과 결과분석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Advanced SOEC Cell 및 Stack 개발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음.

- Analytical & Modeling Activity의 일환으로 셀의 열화현상 해석을 위한 수학적 모델을 

개발하고 있음.

- 그 동안의 연구 성과로는, Ceramatech 사가 공급한 전기분해 스택을 이용하여 2010년 

초창기의 8%/kh 수준의 치명적인 열화속도 수준에서 최근에는 INL의 Subcontract 사인 

Versa Power SOFC 스택 (I kW 28-cell stack)을 이용하여 1.4%/kh 수준까지 향상시

켰으나 실용화 목표는 0.5%/kh임.

- Versa Power에 의하여 5MPa의 10 cell pressurized stack도 시험 중임. 

- 이와 별도로 INL은 4 stacks 720 cells로 구성된 모듈을 이용하여 17.5 kW규모의 수소

생산 1080시간에 걸쳐 무인운전 달성. (운전초기 수소생산 규모는 5 m3/h 이상 달성하였

음.) 

- 현재 1000시간이상 운전, 3% 이하의 전해 셀 열화 수준을 달성함으로써 기술달성도는 실

험실 규모 운전에서 파일럿 규모 운전으로 Transition되는 TRL 5 수준임.

- INL의 중요 연구 대상으로는 HTSE 모델링 및 CFD 해석, 대규모 실험 (up to 15 kW), 

가압운전 시험, Hybrid 에너지 시스템 분야임.

¡ 캐나다

- 캐나다의 원자력수소 생산을 위한 관심기술로는 지금까지 수행해오던 Cu-Cl 사이클과 연

구개발 추진계획 단계에 있는 HTSE 기술임.

- 전기분해, 건조, 가수분해, 옥시염화물 열분해 등의 4단계로 구성된 Cu-Cl Cycle에 대한 

컴포넌트 별 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전기분해 연구는 AECL연구팀이 수행 중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Univ. of Ontario Institute of Technology (UOIT) 연구팀이 수행 중

임. 

- AECL의 Cu-Cl 사이클관련 전기분해 기술개발 진척사항으로는, 적용전압 0.6 ~ 0.7 V에

서 0.5 A/cm2의 전류밀도를 구현할 수 있는 Catalyst-free graphite anod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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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catalyst doped cathode의 개발을 들 수 있음.

- Cu-Cl 사이클 기술개발은 일찍이 미국의 ANL에서 0.005 kg•H2/d수소생산 비이커 시험

결과를 기초로 하여 현재는 AECL과 UOIT가 각 컴포넌트의 성능시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5 kg•H2/d규모의 Integration Test용 시설 개념설계를 추진 중이고 향

후 계획상으로는 500 kg•H2/d규모의 파일럿시험과 50 t•H2/d규모의 Small 

Pre-commercial Plant 실증 후 1,000 t•H2/d규모의 Large Commercial Plant 운전 

계획이 설정되어 있음.

- HTSE용 SOEC 소재개발 착수.

- 상중수소 투과에 대한 구조재료 연구 착수.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에 대한 경제성 평가

¡ 미국

- 미국에서는 황-요오드 수소생산공정의 최적화 및 효율 향상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

고 있음. 아스펜플러스를 이용하여 분젠반응에 대한 모사와 고온가스로와 수소생산공

정을 결합한 시스템에 대한 과도현상 및 안전성 평가에 관한 연구 수행 중임. 

- 상기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원자로수소생산 시스템의 기술적인 장점이나 경제성을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상기 연구 결과로 도출된 최적의 원자력 수소생산공정시스템에 대하여 HEEP 소프

트웨어를 이용하여 수소생산단가를 도출하고 타 시스템과의 상대적 경제성을 평가하

고자 함.

¡ 캐나다

- 캐나다의 Univ. of Ontario Institute of Technology (UOIT) 연구팀에서는 원자력수

소 생산을 위한 시스템으로 CANDU Gen-IV SCWR과 결합한 Cu-Cl 사이클, 요오드

-황 열화학사이클 및 과 Hy-S 복합사이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각 시스템에 대

한 수소생산단가를 HEEP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산정하는 연구를 수행함.

- 아울러 CANDU Gen-IV SCWR과 결합한 Mg-Cl 사이클에 대하여도 HEEP 소프트

웨어를 이용하여 수소생산단가를 산정하고 그 결과를 기존의 사이클에 대한 수소생산

단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있는 사이클을 선정하는 연구를 수행함. 

 

¡ 일본

- 일본은 고온가스로와 요오드-황 열화학사이클을 결합한 원자로수소생산시스템으로

서  열용량 600 MWth이고, 시간 당 수소생산능력이 1.9~2.4톤인 GTHTR300C+IS

를 연구 개발중에 있음.      

- 상기 GTHTR300C+IS 시스템에 대한 공사비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 하여 H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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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의 벤치마킹에 참여하는 회원국에게 제공함. 

-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이외에 기존의 메탄가스개질법에 의한 수소생산공정과 원자력

열을 이용한 메탄가스개질법에 의한 수소생산공정에 대한 관련 수소생산비를 비교 평

가함. 

- JAEA 자체 내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HEEP 프로그램의 벤치마킹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HEEP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확인함. 

¡ 중국

- 중국의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의 원자로로  이용될 HTR-PM을 건설 중에 있으며, 

수소생산시스템으로 요오드-황 열화학사이클을 결합한   HTR-PM-IS를 개발 중에 

있음.

- 상기 HTR-PM-IS에 대한 컴퓨터 모사를 통하여 요오드-황 열화학사이클에서 필

요로 하는 에너지의 양 및 수소생산효율을 계산하였음.  

- HTR-PM-IS 원자력수소생산공정에 대하여 HEEP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수소생

산단가를 산정하는 연구를 진행 중임.

- 칭화대의 INET 내부에 수소생산능력 100 NL/h 인 수소생산설비를 갖추고 요오드-

황 사이클 운전을 성공적으로 수행 함. 운전결과 얻은 기술자료는 수소생산설비를 구

축하는데 필요한 설비비 추정에 사용하고, 이는 HEEP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수소

생산단가를 산정하는 입력자료로 사용됨. 

¡ 한국 

- 한국은 IAEA에서 제공한 5개의 예제(5 generic cases)에 대하여 HEE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얻은 결과를 타 참여국과 비교함으로써 HEEP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문

제점을 개선하는 작업을 수행함. 

- 또 IAEA에서 제공한 5개의 예제(5 generic cases)에 대하여 G4-ECONS 프로그램

를 이용하여 수소생산단가를 구하였으며, 대체적으로  HEEP 프로그램으로 얻은 결과

와 비교하여 볼 때 두 값은 약 2~10% 정도 범위 내에서 일치하여 HEEP 프로그램

의 신뢰성을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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