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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릿  말

   1990 년대 중반 이후 이산화탄소에 의한 지구 온난화현상, 화석연료의 사용으

로 인한 대기오염, 석유가의 불안정 등 여러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라 재생가능

한 청정에너지원으로서의 수소연료 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수소는 

지구상에서 채굴가능한 자원이 아니며 1 차에너지로 생산해야 하는 에너지담체

이므로, 이를 경제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태양에너지 또는 원자력에너지를 이용하

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1970 년대의 원유가 인상으로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생산방법이 독일을 중심

으로 활발하게 연구되었으나, 원유가 안정, TMI, 체르노빌사고 등으로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생산연구는 거의 중지되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1990 년대 이후에

는 태양광을 이용한 수소생산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2000 년 이후 고온가

스냉각원자로를 중심으로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생산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그러

나 우리나라에서는 2001 년 부터 한국에너지연구소를 중심으로 태양열을 이용한 

수소생산연구가 시작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다시 관심을 끌고 

있는 수소제조기술과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제조에 대한 현황을 재조명하여 이에 

대한 앞으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리하는 데 일조를 하고자 이 보고서를 작성하

다.

   본 기술현황보고서는 미국 DOE의 태양열을 이용한 수소에너지개발 프로그램

과 IAEA의 고온가스냉각로 개발 및 이를 이용한 수소생산연구 결과물인 각종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

다. 본 보고서에서는 수소제조기술, 고온가스냉각로기술, 고온가스냉각로를 이용

한 수소제조기술 등에 대한 기술현황을 살펴 보았으며 끝으로 향후 세계의 수소

제조기술발전 및 이의 실용화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나라에서의 연구 방향을 건

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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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수소에너지는 채굴가능한 자원이 아니고 화석에너지, 태양에너지, 원자력에너지 

등으로 가공해야 하는 2차에너지이며 수소는 에너지담체(Energy carrier)이다. 전

기는 이상적인 에너지담체이나 수송기관에서는 축전지의 무게, (태양열) 공급의 

불안정 때문에 이용하기 어렵다.

현대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인 석유가 중동지역에 편재되어 있고 고갈되어 가

고 있다. 또한 화석연료사용에 따른 대기오염, 지구온난화를 고려할 때 미래에 

도  에너지수요를 석유 등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는 수소를 암

모니아, 비료 생산 등의 목적으로 약 500x10
9
 Nm

3
(5x10

9
 GJ 상당)정도의 양을 

생산하고 있으며 수소를 연료로 이용하기 위한 연구는 생산, 수송, 저장, 이용 등

의 다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개발목표는 수소생산의 경제성을 향상

시켜 탄산가스를 방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2025 년까지 $9.5/GJ (참고 LNG ~ 

$2.3/GJ)에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다.

전세계 수송부분의 에너지수요는 2020년에 연간 152x10
9
GJ일 것으로 예측되며 

이중 10%를 수소로 대체할 경우 약 15x10
9
GJ(또는 140x10

9
 $)의 수소시장이 형

성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중 1.8 %로 연간 0.3x10
9
GJ(또는 25 억불)의 수소를 

연료로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소제조에는 물 또는 생물자원을 원료로 전기분해, 열화학법, 생물학적 방법, 광

화학적 방법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화석연료, biomass 등의 생물자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투입되는 에너지는 적으나 이산화탄소가 부산물로 발생한다. 전기분해

방법에서는 일차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한 후 사용해야 하므로 전체 에너지

효율이 나빠진다.  열화학법은 황산 등의 유독물을 고온에서 취급해야 하므로 위

험하다. 생물학적 방법, 광화학적 방법은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므로 에너지 도

가 낮고 변환효율이 10%이하라는 문제가 있다.

태양에너지를 이용할 경우 좋은 조건하에서도 년간 0.6 GJ/m
2
정도의 수소만을 

생산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처럼 인구 도가 높거나 일조량이 많지 않은 나라

에서는 주된 수소 공급원으로 이용하기는 어렵다. 원자력은 태양에너지보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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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열에너지원이다. 또한 연료비가 저렴하므로 전력망에서 기저부하를 담당하

여 왔으나 수소연료생산을 통하여 주야간 부하차이를 줄일 수 있으므로 수소생

산은 원자력발전의 경제성 향상에도 기여한다.

경수로는 300℃, 액체금속로는 500℃ 정도의 열을 발생하여 수소생산에는 효과적

이지 못하다. 고온가스냉각로는 950℃ 이상의 고열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열

을 이용한 전기분해법, 열화학법은 저온의 전기분해법보다 높은 효율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게 한다. 고온가스냉각로의 전기변환효율은 약 50 %로 경수로나 액

금로보다 높다. 직접발전방식에 의한 가스냉각로는 $1,000/kW의 건설단가와 ￠

1.7/kWh의 발전단가를 예상하고 있다. 또한 고온가스냉각로의 핵연료입자인 

TRISO는 세라믹재질로 1600℃의 고온까지 효과적으로 핵분열생성물을 가둬두므

로 방사능오염 등의 우려는 기존 경수로보다 적다. 또한 냉각재로 기체 헬륨을 

사용하므로 반응도효과도 없고 재료의 부식도 경수로, 액체금속로보다는 적다. 

그러나 감속재인 흑연의 강도는 장기간의 중성자조사에 따라 물성이 변화하여 

기계적으로 취약하다. 또한 열교환기없는 직접발전방식에서는 터빈 재료의 표면 

방사능 침착과 유지보수가 문제된다. 원자로 압력용기와 원자로 격납용기간의 공

동에 설치되는 원자로공동냉각계통(RCCS)은 극한적인 사고에서도 핵연료와 노

심의 건전성을 보장해 준다.

고온가스냉각로를 이용하여 수소생산을 하려면 방사능오염을 격리하기 위한 중

간열교환기와 화학공장의 폭발사고와의 격리를 위한 장거리(∼100 m) 고온가스

도관의 설치가 필요하다. 생산된 수소에 대한 삼중수소누설과 노심쪽으로의 수소 

등의 화학가스 누설을 방지해야 하며 이로 이한 재료부식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

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부터 한국에너지연구소를 중심으로 수소의 생산, 저장, 이

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생산은 태양광을 이용한 생물학적, 광화학적

인 방법에 국한되어 있으며 열화학법은 준비중에 있다. 원자력연구소에서 고온가

스냉각로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가 수행된 적은 없으나 TRISO 핵연료입자의 생

산방법에 대한 기초연구는 미래형핵연료개발과제의 일부로 수행된 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태양에너지의 도가 낮고 토지가격이 높으므로 2020년 이후 유류가

격과 천연가스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수소에너지 수입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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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전망이다. 그러나 원자력에 의한 수소생산은 태양에너지보다 현격히 적은 토

지를 필요로 하므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유리하다. 또한 고온가스냉각로는 에너

지변환효율이 높고 Once-through cycle만이 가능하므로 핵확산저항성이 높고 고

유안전성이 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온가스냉각로 관련 경험은 거의 없다. 이

러한 상황에서 미국 DOE의 장기계획대로 2020 년까지 수소생산이 실용화되고 

이러한 수소에너지의 사용이 세계적으로 산업에 본격 확산된다면 우리나라도 이

와 같은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2020 년까지는 고온

가스냉각로기술과 원자력이용 수소생산기술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습득, 관련기술동향파악, 국내 기술

인력 양성 등에 주력하여야 한다. 기술습득을 위해서는 국내 프로그램을 가지고 

IAEA의 CRP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산코드, 데이터베이스 등을 확보하고 

독일 FZJ, 미국 GA 의 요소기술을 입수하는 등 외국과의 협력을 통한 효과적이

며 경제적인 접근방식을 지금부터라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관련기술동향 

파악을 위해서는 OECD/NEA의 참여, 미국 NERI 프로그램의 기술동향, 가스터

빈 등 관련 산업계의 기술능력, 태양열 수소생산 등의 유관기술의 경제성을 조사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기술인력양성을 위해 가스냉각로 관련 인력을 유

치하고, 대학에서 관련과목을 신설하며 고온가스냉각로를 건설하거나 운 하기 

시작한 일본 JAERI, 중국 청화대에 인력을 파견하여 기술을 습득할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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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소에너지 개발의 필요성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석유, 태양에너지, 원자력에너지처럼 자연에서 천

연자원으로 얻을 수 있는 1차에너지와 1차에너지를 다른 형태로 가공한 2차에너

지(또는 에너지담체: energy carrier)로 나눌 수 있다. 전기는 대표적인 2차에너지

이다. 수소에너지는 연소시 물 이외의 부산물이 생기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재생

가능한 2차에너지로서 전기에 비해 저장과 장거리수송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

다.

   미국의 에너지성 수소기술자문위원회는 수소에너지 개발의 이유로 불안정한 

중동지역에 석유가 편재되어 있다는 점과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 이산

화탄소 발생 등을 거론하고 있다. 미래의  가정, 공장 등 고정된 장소에서 사용

할 에너지담체로 전기에너지는 이상적이다. 그러나 이를 이동하는 수송기관에서 

사용할 수는 없다. 수송기관을 위한 전기에너지공급장치로서 축전지, 태양, 풍력 

등을 연구하고 있으나 장치의 경량화와 안정적인 전기공급 요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htap-95]

   수소는 PEM (Proton Exchange Membrane) 등의 연료전지 또는 내연기관에 

직접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tecdoc-1085, chap7] 또한 저장방법으로

는 압축연료탱크, 액체수소, 다공성 금속 또는 탄소나노튜브(nano tube)에 직접흡

착시켜 저장하는 방법 등이 개발되어 있다. [tecdoc-1085, chap6] 그러나 수소는 

폭발성 기체이므로 누출 등을 정 하게 감시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한 저가의 검

출기로 박막센서, 결정센서 등이 개발되고 있다.[tecdoc-1085, chap8]

   현대에는 암모니아제조와 비료제조 등에서 대규모로 수소를 사용한다. 

[tecdoc-1085, chap7] 또한 금속생산, 전자산업, 초자생산, 우주로켓의 연료 등에

도 전체 수요의 5 % 정도를 수소가 차지하고 있다. 후자는 고순도의 액체수소를 

사용하며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가채년수가 석유는 40년, 천연가스

는 60년 정도임을1) 고려할 때 수소연료는 미래의 자동차연료로서도 필수적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자원 고갈에 대비할 수 있으며 환경친화적인 수소에너지의 본

격적인 활용시대가 도래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아직까지 수소연료의 실용화를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서 경제성 

문제가 남아 있다. 미국 DOE는 2025년까지 수소의 가격을 천연가스와 같은 10 

$/MBtu(9.5 $/GJ)로 공급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는 석탄, 천연

가스(현재 4 $/MBtu)  등의 화석자원을 이용할 경우 6∼8 $/MBtu, 이산화탄소

1) 석탄의 가채년수는 220 년[iea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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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방출하지 않는 재생가능 방식인 경우 10∼15 $/MBtu로 공급할 것을 목표로 

연구에 투자하고 있다.[doe98]  현재 steam reforming 방식에 의한 수소가격은 7 

$/GJ 정도이다. [CNIE95] 전기분해를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한다면 수소의 단가

는 전기요금에 의해 결정된다. 내연기관에서 수소의 열효율은 가솔린보다 1.5 배 

높으므로  목표 생산단가는 $9.5/GJ 정도이다. (참고: Diesel ~ $4.2/GJ, Nat.Gas 

~ $2.3/GJ) [doe95]

그림 1. 에너지가격 예상 및 제조방법별 예상 수소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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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소 제조기술현황 및 기술 개발

  가. 세계 수소 수요 분석

   암모니아, 메타놀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세계의 수소수요는 500x10
9
 Nm

3
이며 

상용기술은 대부분 천연가스(LNG) 또는 석탄의 열분해법을 사용한다.

표 1. 현재의 수소제조방법과 시장점유율

제조방법 시장 점유률

Natural Gas Steam Reforming 48 %

Oil 30 %

Coal 18 %

전기분해 4 %

   현재는 천연가스, 석탄 등을 이용한 steam reforming 방식의 수소생산이 경제

적이므로 표-1에서 보다시피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이산화탄소 등의 부산물이 

발생하며 장기적으로는 천연가스의 가채년수도 길지 않으므로 물에서 직접 수소

를 얻는 방법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표-2에 보이는 바와 같이 1999 년의 세계에너지 수요는 연간 403x10
9
GJ이며  

2020 년의 예측은 640x10
9
GJ이다. 수송부분에서의 연료수요는 1999 년에 

85x10
9
GJ 으며 2020년에는 152x10

9
GJ로 예측하고 있다.[eia-0484] 이중 10 % 

정도를 수소연료가 감당한다면 연간 15x10
9
 GJ (= 1500x10

9
 Nm

3
) 또는 140 x 

10
9
 $의 수소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너지수요의 1.8 %를 소모

하고 있으므로 2020 년의 수소시장은 26억불로 예상할 수 있다.

표 2. 에너지 수요 예측

항 목 우리나라(1999) 세계(1999) 세계(2020)

에너지수요
6.9 QBtu

7.3 x 10
9
 GJ

382 QBtu

403 x 10
9
 GJ

607 QBtu

640 x 10
9
 GJ

수송분야
206 MBOE

1.26 x 10
9
 GJ

13,900 MBOE

85 x 10
9
 GJ

24,800 MBOE

152 x 10
9
 GJ

* 우리나라: 대한석유협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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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물로부터의 수소 제조법

   물로부터 수소를 제조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전기를 이용하는 전기분해방법과 

연료전지의 역반응을 이용하는 방법, 열을 이용하는 열화학방법, 플라스마를 이

용하는 방법, 미생물을 이용하는 생물학적 방법, 태양광을 이용하는 광화학적 방

법 등이 있다. 이중 전기분해방법은 이미 상용화된 기술이며, 열 또는 빛을 이용

하는 기술은 활발히 연구중이다.

   다음에 상용화되었거나 개발중인 수소제조법과 이들의 향후 전망 등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다.

  (1) 전기분해법 (Electrolysis)

H2O -> H2 + 1/2 O2 - 242 kJ/mol

   전기분해에 필요한 전기에너지는 이론적으로는 1.229 V 이다. 그러나, 반응에

는 열이 필요하며 이 에너지를 전기로 공급하려면 0.252 V가 추가적으로 필요하

다. 높은 전기분해 효율을 위해 추가적인 전압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온에서는 

1.85 ∼ 2.05 V의 전압을 사용한다. 이 때의 효율을 72 ∼ 80 %로 나타낸다. 상

온에서 전력소모는 4.5 kWh/Nm
3
 이다. [tecdoc-1085, p.118]

   과거에는 전기분해방식이 중요한 방식이었으나 탄소원료를 사용하는 방식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근래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탄소원료방식은 이

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방출을 동반하므로 미래의 방식으로는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

   전기분해를 이용하는 방법은 이미 실용화되었거나 실용화를 앞두고 있다. 그

러나 SPE법과 SOE법은 지금도 연구개발이 진행중이다. (표-3 참조)

표 3. 전기분해법

항 목 알카리 전해 고온고압법 SOE

전해온도 80 ℃ 120 ℃ 120 ℃

전해압력 1 기압 20 기압 5 기압

전류 도 0.175 A/cm2 1.0 A/cm2 1.0 A/cm2

전해전압 1.75 V 1.8 V 1.72 V

에너지효율 82 % 81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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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알칼리電解

  순수한 물은 전기가 거의 통하지 않으므로 80 ℃의 알칼리 수용액(KOH 25∼

30 w/o)을 사용한다. 원리도는 그림-2 처럼 전자가 발생하는 양극(anode), 전자

를 소모하는 음극(cathode), OH
-
이온을 전달하는 알칼리 전해질, 그리고 격막

(diaphragm)으로 구성된다. 음극에서는 수소가스가 발생하며 양극에서는 산소가

스가 발생한다.

  전극재료로는 음극으로는 경제적인 철을 사용하며 양극은 부식성이 높으므로 

니켈을 코팅하여 사용한다. 최근에는 BaTiO3, NiO 등도 사용되고 있다.

  25 %의 KOH 전해질을 사용하는 전기분해는 4 kWh/Nm
3
의 에너지를 요구한

다. 

  전기분해에 사용하는 전압은 1.48 V이며 상용제품은 90 %의 효율을 보인

다.[Stuart] 그러나, 이론적인 전압이 1.23 V임을 고려하면 에너지효율은 75 %라

고 볼 수 있다. 캐나다 Stuart Energy System의 M-system은  50Nm
3
/hr, 목표 

가격은 2.5 $/kg (21 $/GJ)이다. 미국 Teledyne은 150 Nm
3
/hr급의 system을 판

매하고 있다.

그림-2. 알칼리 전기분해의 원리도

    (나) SPE법 (Solid Polymer Electrolyte; 고체고분자전해질 전해법)

    SPE법은 이온교환막을 격막과 전해질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서는 

H+ 이온이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동한다. SPE 방식에서는 80℃에서 전기분해를 

한다. 이 방식은 전해효율이 높고 구조가 간단하다. 그림-3에 소개된 SPE전기분

해장치에서 SPE 막의 두께는 150∼300 ㎛이며, 양면에 다공성의 귀금속 촉매 

(Pt, Ru) 층이 수 ㎛ 두께로 부착되어 있다. 이 방식은 전류 도를 높일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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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알칼리전기분해법보다 적은 부피가 필요하고 유지보수가 간단하므로 고순

도의 수소를 얻을 수 있다.

   전해질막으로는 DuPont사의 Nafion 막이 잘 알려져 있으며 반응 속도를 높이

기 위해 200- 400 ℃에서 부식없이 잘 작동하는 고분자재료를 연구하고 있다.

   소형 장치는 시판중이며 일본에서는 50 cm x 50 cm 면적으로 전류 도 1 

A/cm
2
, 에너지효율 90 %를 목표로 연구중이다. 연료전지로 사용하는 PEM 방식

에서는 전기생산과 가역적이다. 미국의 Proton energy system은 PEM을 판매하

고 있다.

   귀금속 촉매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그림 3. SPE 전기분해장치, 10 cm x 10 cm 크기,  ( 0.4 Nm3/h 수소생산 )

    (다) SOE 법 (고온수증기 전해법)

   SOE 법은 ZrO2 고체산화물을 전해질 및 격막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 방

식에서는 O--이온이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한다. 이 방식에서는 600∼900 ℃의 

고온수증기를 이용한다. 물의 온도를 증가시키면 물분해반응에 필요한 에너지의 

일부를 열의 형태로 공급하므로 전체에너지 효율이 증가한다. 전기생산의 효율이 

38 % 라 할 때 저온 전기분해 방식의 효율은 31 % 정도이나 1,000 ℃의 열을 

이용하면 39∼45 % 정도의 전체 에너지효율을 얻을 수 있다.

    전체적인 개요는 그림-4에 보여주고 있다.  전해질로는 H+ 또는 O--의 전도

성이 좋은 세라믹 전해질을 사용한다. 현재 산소이온에 대한 전도성 전해질로는 

YSZ(Yttria-stabilized Zirconia)가 알려져 있다. YSZ의 전도도는 온도에 따라 증

가하나 1000 ℃ 이상에서는 구성재료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 전극은 전기분해

가 잘 되도록 표면적이 넓은 다공층으로 제작한다. 양극으로는 Ca-doped 

LaMnO3, Sn-doped In2O3 등의 결정구조가 Perovskite 구조를 가진 물질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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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음극재료로는 nickel 또는 cobalt 처럼 용융점이 높은 금속을 사용한다. 그

러나 열팽창 등을 고려하여 YSZ와 cermet의 형태를 사용한다.

   고온수증기 전해장치는 900 ℃의 열을 사용할 때 3 kWh/Nm
3
 정도의 전기에

너지를 소모한다.

그림 4. 고온수증기 전기분해 관의 구조

    (라) 고온고압법 (High Temperature Steam Electrolysis)

    고온고압법은 내열․내식성이 우수한 티탄산 칼륨 합침 Teflon 격리막을 사

용함으로써 고효율로 수소를 얻는 방식이다.  일본에서는 1980 년대 초에 연구개

발을 종료하 으며 캐나다, 브라질에서는 수만 Nm
3
/hr 규모의 플랜트가 가동중

이다.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재료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림-5는 LLNL에서 개발한 900℃, 150 Psi에서 작동하는 Natural Gas의 전

기분해 장치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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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LLNL에서 개발한 천연가스 전기분해장치

   (2) 열화학법(thermochemical):

   복수의 화학반응을 조합하여 직접 열분해에 필요한 3,000 ℃ 보다 낮은 온도

의 열만으로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방법이다. 이 프로세스는 가수분해반

응, 수소발생반응, 산소발생반응으로 구성된다. 1960년대 중반 미국의 Funk가 제

안한 것으로 Euratom/Ispra에서 HTGR 열원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20 종류의 사

이클이 제안되어 있다. 1976 년 DOE 주도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열효율 40 %, 

온도 880 ℃ 이하, 제조원가 $10/GJ 목표를 설정했으나 1980년대 중반 HTGR 

계획의 퇴조로 연구가 중단되었다. 일본은 IS 프로세스, UT-3 프로세스 등을 연

구하고 있다.

    (가) IS (Iodine-Sulfer process) [Atomica1, JAERI p.57]

  IS 프로세스는 미국 GA에서 제안되었다. 표-4와 같이 요드화수소와 황산을 생

산하는 Bunsen 반응, 요드화수소를 열분해하여 수소를 제조하는 반응, 황산을 열

분해하여 산소를 생산하는 프로세스로 이루어 진다. 열분해반응에서 생산되는

표 4. IS 프로세스에 이용되는 화학반응

반응 반응식 반응온도

Bunsen reaction

(발열반응)
xI2 + SO2 + 2H2O -> 2HIx + H2SO4 20∼95

수소 생산 2HI -> H2 + I2 200∼500

흡열반응 H2SO4 -> H2O + SO2 + 1/2 O2 8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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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드와 황산가스는 다시 Bunsen 반응에 이용된다. 전체적으로는 H2O가 공급되

어 수소와 산소가 발생하는 구조이다.

   그림-6에는 IS법의 프로세스를 반응기별로 보여준다. IS 프로세스는 사이클에 

액체와 기체만 관련되므로 대규모화에 적합하다.

그림 6. IS법의 프로세스

  일본 JAERI는 IS 프로세스의 실험실 규모 연속 실증실험에 성공하고 플랜트

화를 연구중이다. 1999년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50 시간 연속운전으로 40 L 정

도의 수소를 얻었다. [Nakajima99] IS 프로세의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순환물질의 

소모를 최소화하고 열효율을 높여야 한다. 또한 황산, 요드는 부식성이 강하므로 

우수한 내식재료를 개발해야 한다.

    (나) UT-3

  UT-3는 동경대학 등에서 개발한 프로세스로 순환물질로 Ca, Fe, Br 등의 화

합물을 사용한다. 표-5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각 반응기에서는 가스만을 방출

하므로 2 번 반응에서 방출되는 수소는 수소분리장치에서 분리하고 3 번 반응에

는 HBr과 H2O 만 공급된다. CaO와 Br2의 반응에서 방출되는 산소는 산소분리장

치에서 수증기와 분리된다. [Atom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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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UT-3 프로세스의 반응

반응식 반응온도 열

CaBr2 + 2 H2O -> CaO + 2 HBr 730 열공급

3 FeBr2 + 4 H2O -> Fe3O4 + 6 HBr + H2 600 열공급

Fe3O4 + 8 HBr -> 3 FeBr2 + 4H2O + Br2 350 열방출

CaO + Br2 -> CaBr2 + 1/2 O2 500 열방출

   높은 열효율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체혼합물에서 산소, 수소를 효율적으로 

분리하고 고온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세라믹분리막 등을 연구해야 한다. 브롬

의 부식성이 높기 때문에 耐蝕재료의 연구도 필요하다.

   UT-3는 반응 온도가 730 ℃로 비교적 낮으므로 고온을 필요하는 IS보다 유

리하다.

    (다) 복합법

   순수 열화학 사이클의 보완책으로 전기분해를 병용하는 방법으로 표-6에 제

시되어 있는 미국 Westinghouse의 방법이 있다.

표 6. Westinghouse의 복합법

반응식 비 고

2H2O + SO2 -> H2 + H2SO4 전기분해

H2SO4 -> H2O + SO2 + 1/2 O2  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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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생물학적(Photobiological,  Biophotolysis) 방법

   광합성은 일종의 연료 생산 과정이다. 광합성의 마지막 단계에서 수소효소

(hydrogen- evloving enzyme)를 사용함으로써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가장 효

율적인 것으로는 綠藻류(green alae)나 시안(cyan)박테리아 등이다. 녹조류는 無

氣(anaerobic) 상태의 보육기에 hygrogenas를 합성한다. 어둠에 적응된 조류가 

밝은 상태로 돌아오면 初期에 수소를 12 %까지 방출한다. 그러나 빛에 적응이 

되면 정상적인 광합성을 하게 된다. 질소고착 시안박테리아도 질소가 부족한 상

태에서는 질소효소(nitrogenase enzyme)의 촉매활동으로 수소를 발생시킨다. 그

러나 질소효소는 대사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므로 효율은 낮다.

   이상적인 조건에서의 효율은 10 % 정도나 된다. 그러나, 문제점으로는 태양

광이 평소의 3 % 정도가 되면 효율이 포화된다는 것이다.  유전자조작을 통하여 

授光소자인 엽록소(chlorophyll)의 크기를 줄여서 높은 빛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의 연구결과는 Chlamydomonas reinhardii 조류의 돌연변이는 

15∼20% 까지의 효율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생물학적인 방법은 CO2를 줄이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 200 ha 면적에서 최

대  42,000 Nm
3
/hr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으며 10 $/GJ의 생산비용을 목표로 하

고 있다. [Beneman98]

   (4) 광화학적(Photoelectrolysis) 방법 [Bolton96]

   순수한 물은 적외선(100∼210 nm) 이외의 태양광을 흡수하지 않으며 적외선 

光子의 에너지는 광화학반응을 일으키는 3.96 eV(파장 315 nm)에 비하면 너무 

낮다. 따라서 물의 분해에는 광화학반응을 촉발시키는 광감응체(photo-sensitizer)

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광촉매(photo-catalyst)로 불리는 물질은 광반응을 가속

시키는 촉매를 말한다. 산화물계의 반도체는 유기물질을 광분해시키는 데 사용하

는 광촉매이지만 물의 광분해에도 사용되는 광감응체이므로 통상 광촉매라고 불

린다.

   

    (가) Semiconductor system

   반도체를 이용하는 방법은 그림 7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p-n 접합에서 발

생한 전기를 이용하여 전기분해하는 것이다. Si을 사용하는 PV의 효율은 15 %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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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반도체를 이용하는 PV 시스템

  - PV cell + Electrode: Si PV의 효율은 15 % 정도이며 전극의 효율은 75 % 

정도이다. 10 kWe 규모에서의 최대 효율은 6 % 정도로 알려져 있다.

  - Photoelectrochecmical cell (PEC): 수광소자인 반도체를 전기화학적 전지의 

양극, 음극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p-InP를 光음전극으로 사용하여 13 %의 효

율이 보고되어 있다. n-CdS, n-TiO2, n-SrTiO3 등을 光양전극으로 사용하여 10 

% 정도의 효율이 보고되었다. 사용하는 재료가 비싼 것이 흠이다.

  - Microheterogeneous system: 반도체를 미세입자로 수용액에 부유시키는 방

식이다. n-CdS, n-TiO2, n-SrTiO3 등을 거론하고 있다.

  (5) 방사화학적 방법 (Radiolysis)

   고에너지 빔에 의해 물분자를 분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해리된 수소

와 산소가 급격히 결합하므로 효율은 1 % 정도일 것으로 판단된다. 중성자에 대

해서는 10
4
 eV 의 조사에너지에 대해 44 개의 H2 분자가 생성된다.[tecdoc-1085,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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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화석연료로부터의 수소제조법

   물을 이용하지 않고 석탄, 석유, 천연가스, biomass 등을 원료로 수소를 생산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지만 생산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현

재 널리 이용되는 생산법이다.

    (1) Steam reforming

    500 ∼1000 ℃에서 수증기와 천연가스를 nickel촉매에서 섞으면 steam 

reforming 반응이 일어난다.

CH4 + H2O <-> CO + 3 H2 - 206 kJ/mol

CH4 + 2 H2O <-> CO2 + 4 H2 - 165 kJ/mol

    이 반응의 부수반응으로는 일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반응하는 water-gas shift 

반응과 Boudouard 반응이라 불리는 nickel 촉매하에서의 탄소침착반응이 있다.

CO + H2O <-> CO2 + H2 + 41 kJ/mol

2 CO <-> CO2 + H2 + 172 kJ/mol

    이상과 같은 다양한 반응으로 얻어진 부산물을 정화하여 이산화탄소와 수증

기를 제거하고 수소와 일산화탄소만 남긴 가스를 합성가스(synthetic gas)라고 

부르며 화공산업에서 널리 이용한다. 그림-8에는 메탄과 수증기를 3:1로 섞은 경

우 온도에 따른 합성가스의 생산비율을 보여 준다.

그림 8. 평형 가스농도 (초기비 3:1, 

압력 40 기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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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한 일산화 탄소는 냉각된 후 water-gas 반응기에서 CO2로 전환된다.

    CO2를 흡수하는 물질이 있을 때는 더 낮은 300 ∼ 500 ℃에서 반응이 일어

나며 생산되는 수소의 품질도 좋아진다. 이 공정은  SER (sorption-enhanced 

reaction) 이라고 불리며 수소정화 장치가 없어도 되므로 경제성이 높아 진다.

    합성가스 공정의 주요문제는 metal-dusting 부식(MDC)문제이다.

    (2) 석탄 전환

    석탄의 가스화에는 2 단계의 공정이 필요하다. 첫 번째 공정은 석탄에서 기

체성분을 추출하는 pyrolysis 반응이다.

CHxOy <-> (1-y) C = y CO + x/2 H2

CHxOy <-> (1-y-x/8) C + y CO + x/4 H2 + x/8 CH4

   두 번째 공정은 600 ∼ 1000 ℃의 수증기를 잔류 고체에 투입하는 반응이다.

C + H2O <-> CO + H2 - 163 kJ/mol

   이 반응의 평형 기체성분은 압력과 기체에 따라 다르며 그림-9에서 표시된 

바와 같이 낮은 압력에서 더 많은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그림 9. 수증기-석탄에서의 평형 가스

   현재 석탄가스화 방법으로 약 18 % 정도의 수소를 생산하고 있다. 2000 ℃ 

30 기압 정도에서의 후속처리로 메탄이나 메타놀, 가솔린 등을 생산하고 있다. 

석탄가스화의 난점은 기체나 액체를 다루는 것보다 어려운 고체원료를 취급하는 

공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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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증기-철 공정

   수증기-철 공정(Steam-iron process)은 일산화탄소와 수소의 합성가스에서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분리하여 생산하는 방법으로 철을 매개로 사용한다. 먼저 

다음 반응식처럼 산화철에 합성가스를 공급하여 환원(reduction)반응을 일으킨다.

Fe3O4 + H2 -> 3 FeO + H2O

Fe3O4 + CO -> 3 FeO + CO2

FeO + H2 -> Fe + H2O

FeO + CO -> Fe + CO2

    다음 단계로 Fe와 FeO에 815 - 870 ℃의 고온수증기를 쪼여 철을 산화

(oxidation)시킨다.

Fe + H2O -> FeO + H2

3 FeO + H2O -> Fe3O4 + H2

   이 공정은 두 개의 반응기를 교대로 사용하여 연속적인 수소생산을 가능하도

록 한다. 중요한 결점으로는 환원공정의 효율이 60 % 정도라는 것이다.

    (4) 이산화탄소의 격리(sequestration)

    화석연료를 원료로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격리하기 위한 추가공

정은 비용을 20 - 30 % 정도 증가시킨다. 격리된 이산화 탄소는 유전, 가스전, 

지하수대 등 가스누설이 적은 지층에 보관할 수 있다. 800 m 이상의 깊이에서는 

CO2는 초임계 상태가 되므로 비교적 높은 도로 저장할 수 있다. 심지층의 鹽

水층에 저장하는 방법, 유전에서 원유를 더 추출하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투입하

는 방법(EOR; Enhanced Oil Recovery), 석탄층에 포함된 메탄의 추출(ECBM; 

Enhanced Coal Bed Methane), 또는 1,500m 이상의 深海底에 투입하는 방법 등

이 검토되고 있다.[iea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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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발중인 수소제조법의 비교분석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로는 석탄, 천연가스, biomass 등의 탄화 원료 또

는 물을 직접 원료로 사용하는 방식이 있다. 수소제조시에 가해지는 에너지로는 

태양광, 열에너지, 전기에너지가 있다.

   탄화연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수소제조에 필요한 에너지가 적게 투입되므로 

생산가격이 저렴하다. 그러나, 수소제조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부산물로 발생되

므로 청정한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적절히 분리하여 

유전, 석탄광, 800 m 이상의 지하에 있는 소금천 등에 투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처리비용은 톤당 $20 정도이다.[ieagreen] 한편, 물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에는 원료가 실질적으로 무한할 뿐아니라 수소제조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산소는 대기중으로 확산되었다가 수소에너지생산과정에서 다시 물로 순환되므로 

완전한 재생가능에너지원이다. 그러나 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야 한다. 표-7에는 원료에 따른 수소생산가격을 비교하

다.[ieagreen]

표 7. 이산화탄소 방출에 따른 수소생산 가격

(단위: $)

항 목 석탄 천연가스 수력발전

원료비 2 3 10

수소+탄산가스 10 5.6 -

수소 13 7 19

  수소제조를 위해 전기분해를 이용할 경우에는 일단 전기를 생산하여야 하므로 

처음 투입하는 에너지에 비해 생산된 수소에 포함된 에너지가 상당히 낮아진다. 

태양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태양에너지는 무료이지만 단위土地면적당 생산에너

지가 낮으며 미생물이용의 경우에는 전환효율이 낮고 유전공학적인 위험요소가 

있고, 광화학의 경우에는 반도체 생산과정의 유독물, 사용후의 촉매 등이 공해물

질로 남게 된다. 열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높은 온도를 필요로 하며 열화학공정에 

사용되는 황산 등의 유해물질이 위험요소이며 촉매 등의 중금속 물질이 문제가 

된다.

  열화학공정 또는 고온전기분해는 열을 전기로 바꾸는 과정의 에너지 손실을 

줄일 수 있으므로 태양광 이용이 부적절한 상황에서 고 도의 수소생산에 적합

하다. 또한, 태양열을 직접이용한 열화학공정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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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제조

  가. 태양광 이용 수소 제조기술과 원자력 이용 수소 제

조기술의 비교

   태양광의 에너지 도는 매우 낮다. 밝은 낮에도 약 1 kW/m
2
의 도이며 연

평균은 200 W/m
2
 정도이다. 수소생산 효율을 10 % 정도로 볼 때 태양광을 이용

하는 플랜트는 최적 입지조건에서 0.02 kW/m
2
 정도의 출력을 얻을 수 있으며

[Bolton96], 녹조에서 메탄을 생산하는 방식은 최대 0.07 kW/m2 정도의 출력을 

얻을 수 있다.[Bennemann98] 이에 비해 원자력은 2 kW/m
2
 정도의 출력을 얻을 

수 있다. 연간 총에너지는 6.3 GJ/m
2
이며 약 10%의 효율을 가정하면 630 MJ/m

2
 

또는 175 kWh/m
2
, 66 Nm

3
/m
2
의 수소량이다. 수소의 가격이 0.25 $/Nm

3
 일 때 

연간 수입은 16.5 $/m
2
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처럼 인구 도가 높고 일조

량이 높지 않은 지역에서는 수소제조에 태양광을 이용하기 보다는 원자력을 이

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또한 원자력은 연료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전력망에서 基底負荷를 담당하여 

왔으나 밧테리, 수소연료 생산 등을 통하여 주야간 負荷차이를 줄일 수 있으므로 

원자력 발전의 占有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기와 열을 이용

한 활용분야를 넓힘으로서 원자력발전의 경제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실제

로 수력이 풍부한 캐나다, 브라질에서는 수력발전을 이용한 전기분해식 수소플랜

트를 시험운 하고 있다.

   고온가스로는 950 ℃ 이상의 고열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열을 직접 이용

하면 전기로 전환하여 전기분해하는 방식보다 고효율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으

며, 이를 위해 열만 이용하는 열화학법과 열과 전기를 동시에 이용하는 고온수증

기 전기분해법이 연구되고 있다. 그 외에도 물의 분해 뿐 아니라 천연가스를 원

료로 H2, CO를 환원하는 것에 적용하는 연구가 오일쇼크가 시작된 1970 년대 초

에 미국 GA, 독일 Juelich, 프랑스 CEA 등에서 이루어 졌으나, 原油價 안정으로 

일본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연구가 중단되었다. 그러나 최근 이산화탄소와 대기

오염문제, 오일값의 불안정, 재료기술의 발달로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제조연구가 

재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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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경수로와 고온가스냉각로 이용 기술의 비교

   경수로는 280℃ 정도의 저온水蒸氣를 공급할 수 있다. 반면에 고온가스로

(HTGR)는 1000℃의 고열을 제공하거나 530℃의 고온水蒸氣를 공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고열은 열화학법, 수증기전기분해법을 이용한 수소생산에 적합하여 경수

로 보다 고온가스로가 수소생산에 더 적합하다. 표-8에는 수소생산과 관련된 용

도에 활용될 수 있는 원자로형을 제시하 다.

표 8. 생산물의 공정온도와 원자로의 이용

생산물 생산공정 온도(℃) 가능원자로형

합성가스 
- steam reforming 400∼800 LMFBR , HTGR

- steam gasification 800 HTGR

수소

- 전기분해 80∼200 LWR

- 수증기 전기분해 800∼1000 HTGR

- 열화학법(IS) 800∼1000 HTGR

메타놀 - 메타놀합성 200∼300 LWR

   또한 터빈을 이용한 발전장치에서는 출구온도를 높일수록 발전효율이 높아지

므로 [tecdoc-899, p.70] 고온가스로는 헬륨냉각재의 출구온도를 높이고 

recuperator, intercooler 등을 사용하여 입구온도를 낮춤으로써 49∼55 %의 발전

효율을 달성하고 있어[tecdoc-899] 보다 경제적인 전기생산도 가능하다는 잇점이 

있다.

   그림-10은 헬륨 직접사이클에서 recuperator, intercooler를 사용할 경우 열효

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11은 recuperator, intercooler를 내장한 1200 

kW급 헬륨가스터빈의 구조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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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헬륨 direct cycle의 열효율

     (850℃, 71 기압)

 

  

그림 11. 1200 kW급 헬륨 터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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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고온가스냉각로

   고온가스냉각로는 높은 냉각재온도로 높은 전기변환효율, 열이용효율을 얻을 

수 있으며 핵연료의 핵분열생성물의 누설이 매우 적으므로 시스템이 간단해져서 

경제성이 뛰어나다. 또한 고온가스로의 연구로 고온관련 미래 신기술을 개발하는 

부수효과도 있다.

   흑연을 사용한 가스냉각로는 국의 Magnox, 소련의 Chernobyl 등이 있으나 

감속재로는 CO2, Air 등을 사용하 다. 이러한 방식은 방사선 분해에 의한 흑연

질량감소가 야기된다.

   현재 건설되었거나 건설 중인 고온가스냉각로는 표-9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진행중인 고온가스로로는 남아공 ESKOM의 PBMR (Pebble Bed Modular 

Reactor), 미국 GA의 GT-MHR (Gas turbine-Modular Helium Reactor) 등이 있

다. 표-10에는 현재 제안중이거나 운전중인 가스냉각로의 제원을 우리나라의 경

수로(AP-1400)와 비교하 다.

   고온가스로는 핵분열생성물 누출, 냉각재 관련 사고 등의 측면에서 안전성이 

우수하다. 또한 근원적으로 TRISO 핵연료입자의 방사능 포획능력이 월등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표 9. 건설된 또는 건설중인 고온가스냉각로

국가/ 기관 명칭 열출력 응용연구
착공,운전기

간

국 Dragon 20 MW 750℃ 1964-1977

미국 Peach 
Bottom

115 MW 40 MWe 1967-1974

독일
Julich

AVR 46 MW
950℃, 15 MWe
PNP project (1972∼1992)

1967-1988

미국
Fort St. 
Vrain 842 MW 330 MWe, Th 1979-1989

독일
HKG

THTR-300 300 MWe 1971 착공,
1985-1989

일본
JAERI

HTTR 30 MW
LNG, IS cycle, 고온 
전기분해

1991 착공
1999-

중국
청화대 INET

HTR-10 10 MW 석탄액화 (950℃) 1995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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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현재 제안중이거나 운전중인 가스냉각로와 경수로의 비교

명 칭 PBMR GT-MHR HTTR 경수로

출력 265 MWth 600 MWth 30 MWth 3980 MWth

전기출력 116.3 MWe 278 MWe - 연구로 - 1425 MWe

효율 42.7 % 47 % - 35.8 %

열 루프 1 1 (Pu연료: 2) 2 2

노심온도(입구/출구) 536/900 ℃ 490/850 ℃ 395/950 ℃ 291/325 ℃

압력 (He) 7 MPa 7.07 MPa 4 MPa 15.3 MPa

유효 노심 높이 8.5 m 8 m 2.9 m 3.8 m

유효 노심 직경 3.4 m 4.84 m 2.3 m 3.6 m

연료농축도 7.8-8.3 % 14 % 6 %  3 %

초기 U 장전량 4,570 kg
(Pu연료 750 kg) 102,000 kg

연료형태 ψ 6 cm 
Pebble 육각 FA 육각 Prism 

Block
사각 

연료봉집합체

출력 도 4.3 W/cc 6.5 W/cc 2.5 W/cc 100.5 W/cc

최대연료온도 1492 ℃ 1812 ℃

RPV 재료 SA 508
10Cr9MoVNb 

steel

2¼Cr-1Mo 

steel
Austenitic steel

RPV 내벽온도 300 ℃ 440 ℃ 291 ℃

예상 건설단가 1,000 $/kW 1,550 $/KW

예상 발전단가 1.7￠/kWh 2.2∼1.3￠/kWh - 연구로 - 4.5 ￠/kWh

   TRISO 핵연료 입자를 求型으로 제작한 pebble 핵연료의 경우 연소에 따른 

반응도는 연속적인 연료공급으로 제어되므로 잉여반응도는 부하추종운전시의 제

논분포를 제어할 정도로 적게 유지한다. 그러나 block연료에서는 Er 등의 가연성 

독물질을 사용해야 한다.

   TRISO 핵연료입자의 PyC, SiC로 구성된 다층막은 핵분열생성물을 가두고 

있다. 사고시에도 1600 ℃ 이하로 유지되므로 격납건물이 완전 폐일 필요가 없

다.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므로 U-238의 도플러효과에 의한 부온도궤환효과를 이

용한다. 냉각재喪失사고 등에서도 핵연료의 온도 상승이 제어된다.

   냉각재로 사용하는 헬륨은 중성자반응斷面績이 무시할 정도로 적으므로 감속

재온도계수와 void 계수는 0 이다. 따라서 냉각재 변동에 따른 반응도 유발사고

의 우려가 없다. 또한 헬륨은 single phase이므로 열전도 특성이 갑자기 바뀌는 

일도 없다. 또한 냉각재가 방사화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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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연을 노심 구조재로 사용하므로 3000 ℃ 까지의 고온에서도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열용량이 크므로 원자로심을 높고 가늘게 설계하여 냉각재상실시 

원자로 압력용기 외벽으로의 열전도와 대류에 의한 피동냉각이 가능하다.

   냉각재로 사용하는 헬륨은 화학적 반응이 없으므로 부식이 매우 적으며 핵연

료의 피복관을 설치할 필요도 없다.

   원자로 압력경계가 파손되더라도 냉각재속의 방사능이 적으므로 원자로 격납

용기는 폐 구조일 필요가 없다. 압력용기는 leak-before-break 개념으로 건전

성을 보장한다.

   대표적인 직접사이클 방식의 고온가스냉각로의 구조를 그림-12에 보여 준다. 

여기에서는 원자로와 출력변환장치(PCS)가 고온가스도관(Hot gas duct)로 연결

된 컴팩트한 구조를 보여준다.

   다음에는 개발중인 고온가스냉각로의 특징과 기술현황를 세부분야별로 살펴

본다.

그림 12. GA의 직접사이클방식의 고온가스냉각로 GT-M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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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핵연료

   핵연료는 고온에서 핵분열생성물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야 한다.

   기본 핵연료 입자로는 0.8 mm 외경인 TRISO(Tri-isotropic)입자를 사용한다. 

TRISO 입자는 그림-13의 왼쪽과 같은 구조로 가장안쪽 핵에 0.5 mm 직경인 

UO2 연료, 외부에는 다공성 Pyrolytic carbon, 그 외부에는 SiC, 다시 PyC로 싸

인 구조로 되어 있다.

   현재 제안중인 현실적인 가스냉각로로는 남아공 ESKOM의 PBMR, 미국 GA

의 GT-MHR(Gas Turbine-Modular Helium Reactor)이 있으며 운전중인 실험로

는 일본 JAERI의 HTTR(High Temperature Engineering Test Reactor)이 있다. 

모두 TRISO 핵연료를 사용하며 He을 냉각재로, graphite를 감속재로 사용한다. 

그러나 PBMR은 독일의 pebble 연료, GT-MTR은 육각 핵연료집합체, HTTR은 

프리즘형태의 핵연료를 사용한다.

  독일설계에서는 TRISO 입자를 탄소 matrix로 둘러 사고 이를 6 cm 크기의 

공모양으로 만들었으며, 미국설계에서는 이 입자를 탄소층에 투입한 봉구조로 일

본설계에서는 annular cylinder 구조로 제작하 다.

  연료의 표면을 5 mm 두께의 SiC로 다시 코팅한 pebble 핵연료는 약 30,000 

개의 TRISO 입자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코팅은 고온에서 공기 또는 습기에 

의한 부식을 차단해서 pebble의 건전성을 보장 해준다.[tecdoc-1210, p.20]

  많은 조사실험과 열실험에서 TRISO 연료의 특성이 알려졌으며 입자파괴 현상

이 확인되었다. 이 원인은 표-11과 같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림 13. TRISO 핵연료입자와 핵연료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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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TRISO 연료의 문제점

현상 원인 파라메터

Pressure induced failure
핵분열가스의 누적에 
의한 SiC 층의 tensile 
stress

연료핵의 크기, 코팅 두께, PyC 
buffer 도

Kernal-coating 
interaction

온도구배에 의한 C 이동 운전온도 및 온도구배 제한

SiC 분해 고온에 의한 SiC 파손 사고시 1600 - 1700℃ 이하 유지

SiC-Fission Prod. 
interaction

SiC와 F.P.의 화학반응 
(특히 Pd)

운전온도 및 온도구배 제한

Irradiation effect
연료 matrix와 외곽 

코팅의 접촉
접촉 방지

   TRISO 연료에 대한 특성 조사결과 그림-13에 보여주는 바와 같이 2,500 ℃ 

이상에서는 핵분열생성물을 방출하며, 정상시 1, 250 ℃ 이하면 안전하고, 사고시

에는 1,600 ℃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TRISO의 건전성은 160 GWD/MTU 까지 확인되었으며 750 GWD/MTU까지

도 실험된 적이 있으나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다. [tecdoc-1210, p.21]

   ZrC 코팅의 경우에는 사고시 최대허용온도를 SiC의 1,600 ℃에서 1,800 ℃로 

높일 수 있다.

   핵연료입자 제조과정에서 노출된 UO2의 입자량은 3×10
-5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림 13. TRISO 입자의 온도에 따른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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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노심 구성

   핵연료 블럭을 사용하는 GA방식에서는 TRISO 입자를 흑연격자에 섞어 약 

13 mm 직경, 높이 51 mm정도의 컴팩트(fuel compact)로 제작하고 약 3,000 개

의 연료 컴팩트를 폭 36 cm, 높이 79.3 cm의 그림-14처럼 육각형 연료집합체로 

만든다.

   노심은 102개의 연료채널에 10 개씩의 육각형연료 집합체를 쌓아 구성한다. 

그림-15처럼 동심원(annular)구조로 구성하여 사고시의 최대 노심온도를 제한한

다.

   PBMR의 경우에는 그림-16 모양인 6 cm 직경의 pebble을 연료로 사용하여 

연속적인 핵연료공급을 하게 된다. 노심은 직경 3.5 m, 높이 8.5 m이며 110,000

개의 흑연 dummy pebble로 구성된 내부 역과 330,000개의 연료 pebble로 구성

된 외부 역이다.

그림 14. GT-MHR의 핵연료 집합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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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GT-MHR의 노심 구성

그림 16. 핵연료 pebble

   그림-17에는 연속핵연료 공급계통을 보여 준다. 핵연료 pebble은 9 m 높이에

서 떨어져도 건전성이 유지된다.

   연료공급이 연속적이므로 노심의 잉여반응도는 낮게 유지되며 노심에서 나온 

핵연료 pebble은 연소도와 건전성을 측정한 후 10 회 까지 재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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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PBMR의 연료 pebble 공급

   노심의 단면도를 그림-18에 보여준다. 잉여반응도와 제논을 제어하기 위한 제

어봉은 노심외곽의 반사체 역에 설치한다. 노심의 크기가 커지는 경우에는 외

곽의 제어봉만으로 정지반응도를 얻기에는 불충분하며 그림-18처럼 핵연료 역

까지 돌출된 노즈를 사용하여 노심 내부에 제어봉을 설치하여 노심정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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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PBMR의 노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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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흑연 벽돌 (Graphite brick)

   흑연은 가스냉각로의 주된 노심구성물질이며 핵융합의 토카막장치의 내벽재

료로도 사용되는 중요한 재료이다.

   자연산 흑연은 boron, lithium 등의 불순물을 포함하므로 원자로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nuclear grade의 흑연을 사용한다. 보통 2,600 - 3,000℃ 근처의 고열에

서 자연흑연을 처리하거나 코크스를 처리하여 제조한다. 제조공정에 따라 표-12

에 보여주는 바와 같이 물리적 성질이 다양하게 달라진다. 또한 CX-2002U의 경

우에는 결정방향에 따라 다른 물리적 성질을 보인다. 제조 후의 물리적인 특성차

이는 중성자 조사후의 특성변화에도 큰 향을 준다. 따라서 용도에 따라 서로 

다른 흑연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핵연료집합체의 구조적 건전성을 위해 다양한 모양의 흑연벽돌을 결합하여 

노심을 구성하며 AGR의 경우를 보면 6,000 여개의 흑연벽돌을 그림-19처럼 결

합하여 원자로심을 구성한다. [tecdoc-901, p.117]

표 12. 각종 흑연의 물리적성질 (상온, 초기)

흑연종류
도

(g/cc)

Young's 

Modulus

(GPa)

인장강도

(MPa)

압축강도

(MPa)

굴절강도

(MPa)

열전도

W/mK

열팽창

10
-6
/K

용도

CX-2002U 1.67 11.3
51.1

49.0
41.0

331

165

2.0

5.9

토카막

Diveter

GR-1 1.70 7.5 70 86 6.8

GR-280 1.72 6.5 34 103 3.2

GSP-50 1.90 18.0 195 42 6.4

GSP-50

2900℃처리
1.9 13.2 87 5.3

IM1-24 1.819 10.90 14.22 72.15 25.81 감속재 (AGR)

IG-110 1.78 8.3 25.3 76.8 36.8 116 4.6
감속재

(HTTR)

IG-430 1.820 10.8 37.2 85.3 53.9 140 5.2 토카막 내벽

VNEC 1.807 11.72 14.33 51.98 25.82 Sleeve

PGA 1.739 14.14 11.04 34.50 20.11
감속재

(Magnox)

PGX 1.73 6.8 8.1 30.6 13.2 800
구조재

(HT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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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9. 노심을 구성하는 흑연벽돌의 모양 (AGR)

   흑연벽돌로 구성된 노심은 그림-20 처럼 중성자조사 초기에는 체적이 5 % 

정도 줄어드나 갑자기 체적이 증가하면서 열전도도가 떨어지는 secondary 

swelling 형상이 나타난다.[TECDOC-901, p.80 fig.1] 이때 체적이 증가하기 시작

하는 중성자조사량을 임계 fluence라 부르며 이 임계 fluence는 500 - 600 ℃ 온

도에서는 20×10
21
 n/cm

2
이나 조사온도가 올라 갈수록 임계 fluence가 작아진다.

그림 20. 중성자 조사량에 따른 흑연의 체적, 탄성, 열전도도 등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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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흑연의 조사온도에 따른 임계 fluence의 변화

   그림-21에는 임계 fluence와 조사온도와의 관계를 보여준다.

   고속중성자조사는 shrinkage stress를 유발하여 creep으로 발전한다. 조사량이 

많아지면 반대로 tensile stress를 유발한다. 흑연벽돌의 열구배는 strain을 유발

하고 중성자조사에 의해 열팽창계수의 구배가 생김으로써 thermal strain이 형성

되어 creep이 생긴다. 흑연벽돌의 균열이 형성되면 열전달이 나빠진다. 이에 따른 

온도의 증가와 온도구배의 증가는 stress를 증가시키므로 일단 균열이 시작되면 

가속적으로 커진다. 이러한 균열은 노심중앙부분에서 시작되며 노심외곽으로 나

아간다.

  흑연벽돌과 관련한 문제로는 벽돌파손, 관로 歪曲(channel distortion), 관로공

(channel bore) 질량감소, 질량감소(CO2 냉각재의 경우) 등이 있다. 흑연벽돌은 

shrinkage, pinching, thermal shutdown 등에 의한 stress를 받게 된다. 이러한 

stress의 결과로 벽돌파손이 나타난다. 냉각재에 산소원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방

사선분해(radiolysis)에 의해 흑연의 질량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질량감소에 의

해 강도(strength)와 탄성이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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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력변환장치 (PCS, Recuperator/Turbine/Generator)

그림 22. Brayton Cycle의 원리

   가스터빈에 사용하는 Brayton cycle은 제트엔진으로 널리 사용되는 장치로 

가스터빈, 냉각기, 압축기, 히터로 구성된 엔진이다. 이 과정은 그림-22처럼 압축, 

등압가열, 등온팽창, 등압냉각의 과정으로 구성된다.

   理想가스에 대한 열효율은 다음식과 같이 결정된다.

η=1-
T 4-T 1
T 3-T 2

 .

   헬륨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고온가스로의 경우에는 실전기변환효율을 47 %까

지 낼 수 있다.

   현대의 고온가스로에서 경제성 향상을 위해 채용하는 가스터빈은 LNG 발전

에 사용하는 가스터빈과 유사하지만 고온가스로의 발전장치(PCS)는 closed cycle 

운전하며 대기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야 하고 부품의 방사선오염에 대해 대처해

야하며 물, 오일 등을 seal로 사용할 수 없다. [tecdoc-1210, p.14]

   Closed cycle을 사용하므로 open cycle보다 운전천이에 대한 부하가 더 크다. 

원자로의 압력경계 내부에 존재하는 PCS는 compact해야 하고 10 년 정도는 계

속 운전할 수 있어야하며 적당한 기간내에 유지보수가 가능해야 하므로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다. 산업계에서는 아직 고압 헬륨을 사용하는 closed cycle 장치에 

대한 생산 경험이 없는 것도 문제이다.

   Seal이 매우 높은 압력/온도차이를 막아야 하며 방사능의 누설도 막아야 하므

로 매우 어렵다. 헬륨 seal과 magnetic bearing, catcher bearing을 사용하여 오

염을 최소화한다.[tecdoc-899, p.55]

   Magnetic bearing은 회전축주위에 전자석을 설치하여 회전식과 떨어뜨려 회

전축이 물리적접촉없이 회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여기에는 회전축의 위치를 감

지하여 전자석을 제어하며 천연가스 압축기 등에서 신뢰성이 입증되어 있다. 이 

bearing은 기계식보다 고가이나 윤활유계통이 필요없으므로 오염의 우려도 없어 

장기적인 유지보수비는 적다. 이러한 bearin들은 기존 산업계의 bearing 보다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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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높은 부하를 받게 된다. 또한 헬륨의 열팽창을 보상하기 위한 sliding seal도 

기존 산업계의 sliding seal보다 매우 크고 가혹한 조건에 있다.

   850 ℃ ∼ 1,000 ℃ 정도의 고온 헬륨이 터빈의 blade에 직접 inter cooling 

없이  닿게 되므로 blade의 재료 선택도 매우 어렵다.

   현재 170 MW (Siemens) 터빈을 286 MW (GA) 로 용량상승하기 위한 연구, 

Recuperator를 채용한 95 % 이상의 고효율을 내기 위한 컴팩트한 열교환기 등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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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원자로空洞냉각계통(RCCS)

   원자로공동냉각계통(RCCS: Reactor Cavity Cooling System)은 일차계통이 

기능을 상실했을 때 핵연료와 구조재를 보호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노심을 냉각

시키기 위한 계통이다.  일본의 HTTR에서는 강제대류에 의한 보조냉각계통이 

있지만 독일의 AHTR-500 설계에서는 피동적 자연대류방식이 채택되었다. 

RCCS의 성능과 신뢰성은 노심의 최대 출력을 제한하는 중요한 인자이다. 피동

형 냉각 계통에서는 정상운전시에도 열손실이 생기므로 과도한 RCCS 능력은 바

람직하지 않다. 또한 RCCS는 압력용기 외부의 공동에 걸쳐 설치되며 수명기간

동안 검사나 유지보수가 용이하지 않다. 일차냉각재의 상실(LOFC: Loss of 

Forced Convection)에서 압력이 유지될 경우에는 노심상부에서 최고온도가 나타

나고 압력이 떨어질 경우에는 노심하부에서 최고온도가 나타나는 현상도 RCCS

의 설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급격한 압력강하시에는 압력용기벽에 가해지는 

충격파를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한다.[tecdoc-1163]

   러시아의 VGM 설계에서는 그림-23에 보여주는 바와 같이 압력용기외부에 

냉각수를 사용하는 파이프를 부착한 냉각파넬을 설치하 다. 압력용기와 냉각파

넬간에는 열복사(∼80%)와 공기의 자연대류(∼20%)에 의해 열이 전달된다.

그림 23. 강제순환식 냉각파넬을 설치한 RC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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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HTTR에는 1 개의 보조냉각계통(ACS)과 2 개의 압력용기냉각계통

(VCS)이 설치되었다. ACS는 정상운전시 대기중으로 노심정지시에 잔열을 제거

한다. VCS는 정상운전시에 운전되며 노심외부의 콘크리트 구조물인 biological 

shield에서 발생하는 열을 냉각시킨다. 

   중국의 HTR-10 설계에서는 2 개의 독립적인 RCCS를 채용하고 있으며 내경 

20 mm의 空冷식 파이프 60 개로 구성된 air cooler와 내경 32 mm의 水冷식 파

이프 100 개로 구성된 water cooler로 되어 있다.

   RCCS의 성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10,000 개이상의 노드를 사용하는 상세모

형을 이용해서 정상상태를 해석해야 하며 천이거동을 위해서도 100 개이상의 노

드를 사용하는 해석을 해야한다. RCCS는 사고시에만 작동하므로 정상운전 및 

노심정지시의 거동도 중요하며 특히 운전 정지시의 과도 냉각도 방지해야 한

다.[tecdoc-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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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방사능

   TRISO 연료는 UO2 격자, Graphite, SiC 세라믹 등에 의해 핵분열 생성물을 

차단한다. 그러나 누설된 핵분열생성물 특히 
110m
Ag는 일차계통의 압력조절 및 

정화계통을 통해 환경으로 방출된다. 또한 헬륨 냉각재와 함께 이동된 방사능은 

일차계통의 내벽이나 터빈 또는 열교환기에 침착(plateout)된다. 주요한 핵종으로

는 
110m
Ag, 

134
Cs, 

131
I 등이 있다.

   표-13에는 가스냉각로의 안전방벽의 개념을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는 경

수로의 UO2격자, 피복관, 압력용기, 격납용기의 개념과 유사하다.

표 13. 안전방벽

Barrier Remark Parameter

Fuel kernel UO2 격자 연료온도, 연소도

Fuel kernel coating 핵연료입자의 3 중 코팅 1600 ℃ 이하

Graphite

Se, Rb, Cs, Ba 등 고체 FP 포

획,

희귀가스는 투과

3000 ℃ 이하

Vessel leak-tight

Containment
Pu core의 경우 leak-tight,

U core는 1 %/day leak 허용

   SiC는 매우 효과적으로 핵분열 생성물을 차단하나 알카리금속 Cs, 희토류금

속 Ag은 누출된다. 특히 Ag 등의 희토류는 고온에서 확산되어 연료 밖으로 누

출된다. 누출되는 방사능중 110mAg는 109Ag의 중성자포획으로 미량 생성되는 핵

종이나, 감마선의 에너지가 높고 운전보수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핵종이다.

표 14. TRISO 연료입자의 주요 핵분열생성물

핵종 yield Half Life 비고 종류

131I 3.23 % 8.1 d Halogen

137
Cs 6.35 % 30 y Alkali 금속

109
Ag

0.03 % (235U)

1.88 % (
239
Pu)

stable σγ=93.5 b 희토류

110m
Ag

1.8e-9 (235U)

2.7e-7 (
239
Pu)

252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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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4에는 TRISO 핵연료에서 누출되는 주요 핵분열생성물의 특성을 보여주

고 있다.

   110m
Ag가

 239
Pu의 핵분열에서는 핵분열생성물로서 상당한 양이 생성된다. 핵연

료입자에서 방출된 방사능은 흑연을 거쳐 열교환기, 터빈날개 등에 침착

(plateout)된다. 침착되는 
110m
Ag의 량은 Pu 핵분열량(또는 연소도), 열중성자 속

에 비례하며 반감기가 수개월이므로 연소가 수년 이상되면 포화된다.

   일차 냉각계통에서 열이용계통으로의 방사능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

간루프(intermediate loop)를 설치한다. 이 경우에는 중간열교환기(IHX)가 방벽이 

된다. 화학공장의 가스의 누출이 원자로건물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중간루프에는 차단밸브를 설치하고 누출된 화학가스가 대기중으로 방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일차계통에는 핵분열생성물이 누설된다. 특히 Cs와 Ag 동위원소가 중요한 방

사선원이며 특히 Ag는 고온에서 쉽게 누설되고 금속표면에 침투한다. 이를 방지

하기 위해 연료 표면의 SiC를 ZrC로 대체하는 연구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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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사고와 안전해석

    노심이 열용량이 큰 흑연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열적변화에 대한 온도반응

이 느리다. 또한 흑연의 좋은 열전도도는 사고시에도 핵연료의 최고온도가 제한 

온도인 1,600℃를 넘지 않도록 해준다.

  - 냉각재 상실사고 (Depressurization without Scram: DAWS)

   DAWS는 Gas duct 등의 연결부위의 파손으로 급격한 압력 강하가 시작되었

지만 원자로 정지가 일어나지 않는 사고이다. 이런 경우에는 냉각능력이 상실되

므로 노심의 온도가 증가하며 Doppler 등의 부온도궤환에 의해 노심의 출력이 

줄어 든다. 출력이 줄어 든 상태로 장시간 유지되면 Xenon이 감소하므로 다시 

노심 출력이 증가한다. [tecdoc-1210, p.83]

그림 24. DAWS 시의 노심출력변화

그림 25. DAWS시의 연료온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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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WS는 가장 심각한 사고의 하나이며 노심의 열은 흑연의 열전도와 압력용

기의 복사에 의해 제거된다. 노심의 재 출력은 Xenon이 소멸하는 22 시간 이후

에 나타나며 최고 연료온도는 80 시간 후에 나타나 1,785 ℃로 제한 온도인 

1,800 ℃ 이내이다. (그림-24, -25 참조)

   이 외에도 제어봉인출사고에 의한 노심열출력의 증가, 압력 경계의 파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8) 폐기물

   방사성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epithermal spectrum을 이용하여 Th 연료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입자형태의 핵연료는 매우 어려우며 고연소도의 연료에서는 경제성이 없다. 

따라서 직접 처분이 적합하다. SiC에 의한 방사능 누출 억제력은 장기간의 저장

처분에서도 계속 유지되므로 직접처분에 유리하다.

   Pu 연소 능력은 PWR이나 FBR 보다 우수하며 고연소도로 잔존 Pu의 량은 

적어진다. 예를 들어 PWR의 UO2연료가 45 GWD/MTU 연소시 65 %정도의 

fissile이 잔존하며, MOX연료는 45 GWD/MTU 연소시 55 % 정도의 fissile( 73 

%의 Pu)이 잔존한다. 그러나 HTGR MOX연료의 경우에는 36 % fissile( 28 % 

Pu)이 잔존한다. 이러한 Pu 연소 능력은 Pu 회수를 불필요하게 하고 잔류 Pu의 

품질이 나빠지므로 핵확산 저항성을 보장해 준다. [tecdoc-1210, p.22]

   표-15에는 GT-MHR의 방출연소도와 폐기우라늄, 플루토늄의 양을 보여 준

다. 고온가스로는 경수로에 비해 더 높은 우라늄농축도가 필요하나 더 높은 연소

도를 달성하므로 같은 전기출력을 생산한 후 방출되는 악티나이드는 경수로의 

60 % 수준이다.[LaBar]

표 15. 사용후 핵연료 조성 비교

항 목 단 위 PWR GT-HMR

Burnup GWD/MTU 47.8 121

Discharged heavy metal T/GWe-y 21.4 5.4

Average U enrichment level % 0.9 4.8

Discharged plutonium kg/GWe-y 235 109

Discharged Pu-239 kg/GWe-y 171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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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고온 재료

   고온과 고압에서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하여야 하며 INCOLOY 800H, 

Hastelloy X, NIMONIC 86, INCONEL 617, NIMONIC 80A, TZM 등에 대한 

creep ruptutre strength, fatigue test 등이 수행되어 있다. 또한 헬륨가스에 섞여 

있는 다양한 불순물에 대해 합금표면의 산화물과 탄소에 의한 corrosion 효과도 

조사되어 있다. 중성자 조사에 대해서는 (n,α) 반응에 의해 500℃ 이상에서의 

embrittle 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열화학반응 용기에 사용될 수 있는 SiC 세라믹 코팅에 대한 고온특성과 

oxidation 현상도 연구되고 있다.

   추후 가스터빈재료에 대한 수명예측방법과 fracture 연구, 기계구조 해석연구 

등이 필요하다.

   헬륨에 포함된 공기와 수증기성분은 화학반응기 외벽을 부식시킨다. 이에 따

라 Al, Cr, Mn, Si, Ti 등의 산화막을 생성한다.

   (10) 현 고온가스냉각로에 대한 반핵단체의 우려사항

   PBMR은 TRISO 연료입자와 pebble 핵연료의 건전성을 신뢰함으로써 격납용

기를 없애서 건설비를 절약하고 있다. 격납용기는 사고시의 자연대류를 방해하기 

때문에 피동형냉각을 방해한다. 안전계통을 생략하고 심지어는 10 마일의 비상계

획지역을 1.5 마일로 축소하여 건설비와 운전비를 절감하고 있다. 흑연의 화재로 

인한 방사능 확산에 대한 대책이 없다. 또한 격납용기의 생략은 핵연료의 100 % 

건전성을 담보로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핵연료제조에서의 결함으

로 정상운전시에도 기존 원자로에 비해 훨씬 많은 방사능을 누설할 수 있다.

   1986년 5월 4일 독일 Hamm에 있던 300 MW PBMR에서는 핵연료 pebble이 

핵연료공급계통의 파이프에 박히는 일이 있었으며 조치과정에서 pebble 피복이 

훼손되는 사고가 있었다. 이때 헬륨과 함께 방출된 방사능이 원자로에서 2 km 

떨어진 지점에서도 상당히 높은 강도로 검출되었다. 또한 새 핵연료 pebble에서

도 품질보증 문제가 발견되었으며 방사선 피폭에 의해 흑연조각이 떨어져 헬륨

냉각재 공급관로가 막혔다는 소문도 있다. 이 사고로 이 원자로는 폐쇄되었다.

   110 MW급의 PBMR은 40 년간의 운전 후에 2 백 50 만개의 사용후 pebble을 

발생시킨다. 여기에서 발생한 방사능은 매우 오랜 기간 동안 환경과 생명체에 

향을 미친다.[g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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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전산코드

   가스냉각로의 해석에는 핵설계, 열수력설계, 기계설계 등의 전산 코드가 필요

하다. 특히, 열수력은 냉각재로 압축기체를 사용하므로 경수로의 열수력코드와는 

매우 다르다. 핵설계, 기계설계 등에서는 큰 차이는 없으나 대상 원자로의 특성

에 맞는지를 검증(validation)해야 한다.

     (가) 핵설계

   가스냉각로의 노심구조는 연료블록을 사용할 때는 육각형구조이고 pebble연

료일 경우에는 적절한 기하학적인 가정을 하여야한다. 현재 가스냉각로의 핵설계

에 이용되고 있는 전산코드들을 표-16에 소개하 다.

표 16. 핵설계용 전산코드

코드명 연구소 기 능

WIMS-E AEA Cell calculation

SCALE-4 ORNL Cell calculation

MCNP LANL Montel Carlo

VSOP KFA coupled T/H

PANTHER AEA neutron dynamics (hexagonal)

   

   흑연감속로에서 핵자료와 노물리코드의 검증을 위한 문제로는 IAEA CRP로 

제안된 PSI의 PROTEUS와 KFA에서 제안한 PAP20의 수치검증문제가 있다.

      (나) 열수력

   가스냉각로는 단상 압축성(single phase compressible)인 헬륨을 냉각재로 사

용하며 空洞일 경우 복사가 중요한 열전달 수단이다. 핵연료를 포함한 노심열수

력해석과 최종 노심열제거계통인 RCCS를 포함한 계통열수력해석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열수력해석 및 안전해석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산코드는 표-17에 

조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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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열수력 및 안전해석용 전산코드

코드명 연구소 기 능

THERMIX 2 D conduction

THERMIX-DIR
EKT KFA 2 D T/H transient

CCRCC JAERI 2 D conduction + convection

THYDE-HTTR JAERI transient

TAC-NC JAERI Transient

TINTE KFA corrosion

TRIO-EF CEA 3 D steady, tranisent

MORECA ORNL Cavity cooling

GRSAC ORNL MORECA의 범용 개선판

VGM OKBM 1 D Steady state

DUPT OKBM Cavity T/H

SM1 OKBM Cavity transient

GTAS OKBM Core T/H

TAC-2D GA transient

CFX-F3D AEA 3D T/H

      (다) 기계설계 및 재료해석

    기계설계코드는 stress, strain 해석을 위해 필요하며 표-18에 보여준 바와 

같이 대개 ABACUS 등의 상용코드를 사용한다. 재료해석코드는 재료의 장기간

거동 등을 상태에 따라 보여주는 것이다.

표 18. 기계설계 및 재료해석용 전산코드

코드명 연구소 기 능

ABACUS 상용 Thermal stress

GDM JAERI Graphite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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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고온가스냉각로를 이용한 수소제조

   원자로의 직접 열이용으로 경수로는 300 ℃, 액체금속로는 500 ℃ 의 수증기

를 공급할 수 있으며 고온가스로는 화학공업, 비철금속, LNG reforming, 수소 생

산 등에 적합한 900 ℃의 열을 공급할 수 있다.[tecdoc-1085, p.13] (그림-26 참

조)   

   고온가스로는 높은 발전효율을 얻을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열이용을 할 수 있

다. 그러나 화학반응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950∼1100 ℃의 출구온도, 방사능오염

과 화학폭발의 위험격리, 접근성 향상을 위한 1차 계통과 2차 계통의 분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HTGR의 열이용중 수소생산과 관련되는 부분은 LNG의 steam reforming 에 

의한 수소생산, CO2의 steam reforming에 의한 합성가스생산, IS법 등의 열화학 

물분해법에 의한 수소생산 등이 있다. 이중 LNG의 steam reforming은 78 %까

지의 에너지효율을 얻을 수 있지만, 탄산가스를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IS 법 또

는 황산복합법은 황산(H2SO4)을 고온으로 분해하는 것이다.

   다음에 고온가스로를 열화학법 등을 사용한 수소제조에 이용할 경우 추가로 

고려하여야 할 안전성 및 건전성 관련 고려사항을 항목별로 기술한다.

그림 26. 산업용 열이용 공정과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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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헬륨 열교환기(IHX)

   위험을 격리하기 위해 중간열교환기(IHX)를 사용한다. IHX는 수증기, 화학가

스, 수소가 노심으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고 노심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특히 

삼중수소가 열이용장치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IHX는 고온 고압(40 기

압 950 ℃)에서 장기간 운전되며 교반기(circulator)의 전기 공급이 필요한 장치

이므로 기술적으로 어렵다. 그림-27에는 550 ℃에서 2 개로 분리된 열교환기와 

교반기를 사용한 IHX의 예를 보여준다.

   이러한 2 차 열교환계통의 단점은 열반응기에서 얻는 온도가 50 - 70 K 정도 

낮아진다는 것과 헬륨순환을 위한 전기소모 (5 % 정도), 플랜트 고장확률을 높

이는 장치라는 것이다.

   JAERI의 HTTR에서는 Hastelloy XR을 사용하여 800 - 1000℃에서 50,000 

시간의 corrosion 및 creep test를 수행하 다. IHX와 PCS의 재료에 대한 수명예

측방법의 개발, 파손기구 구명, 하중해석 등이 필요하다.[tecdoc-1085, p.29]

그림 27. 헬륨-헬륨 IH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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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온가스導管 (Hot Gas Duct)

   고온가스도관은 노심과 화학장치(또는 가스터빈) 사이를 연결하는 同軸형의 

관로이며(그림-12 참조)  그림-28 처럼 내부에 고온의 가스가 흐르고 외부에는 

냉각되어 회수된 가스가 흐르는 구조로 되어 있다. 가스의 속도는 51 m/s정도이

며 온도는 1000℃, 압력은 40∼80 기압이다. 천이시의 압력 강하를 초당 1 기압

이하로 유지하여야 파이프파손을 방지할 수 있다. 이 파이프는 발전소 수명기간 

동안의 보장이 안되므로 교체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파이프내부로는 고온가스가 흐르고 외부로는 저온가스가 반대 방향으로 흐

르는 구조이며 사이에는 절연이 되어야 한다. 가스의 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재료

선정이 어렵다. 보통 강철위에 NiCrAlY, Y2O3, ZrO2 등으로 다층 코팅하여 절연

체를 형성한다. 또한 유지보수 또는 사고시의 격리를 위한 격리밸브도 설치해야 

한다.

그림 28. 고온가스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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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소와 삼중수소

  고온 화학 공정에서 수소와 삼중수소는 높은 mobility 가 있으므로 열교환기벽

을 침투한다. 원자로에서 생성된 삼중수소가 이차계통으로 넘어가면 최종생산물

의 방사능오염문제를 야기한다. 반대로 화학공정에서 생산된 수소가 일차계통으

로 넘어오면 연료와 탄소막의  메탄화를 야기하는 부식문제를 일으킨다. 생성된 

메탄은 열교환기의 탄소침착을 야기한다. 최종 생산물의 삼중수소허용기준은 1

0∼135 pCi./gr이다.

  고온가스로에서의 삼중수소 생성경로는 주로 흑연에 포함된 Li-6의 중성자피

폭이며 이 
6
Li는 핵분열과 

3
He에 의해서도 생성된다.[tecdoc-1085, p.38]

  수고의 침투를 막는 방법으로는 내벽에 산화막 생성, 가스정화계통에 Ti, Zr, 

Ce 등의 수소흡착재료 사용, 중간 계통의 설치 등이 있다.

   (4) 부식

   헬륨냉각재속의 불순물, 특히 공기는 화학반응기의 외벽에 부식을 일으킨다. 

알미늄과 티타늄에서 강한 부식효과를 나타내 Cr, Mn, Si, Ti의 산화막을 형성한

다. 습기가 있는 헬륨에서는 더 큰 부식을 나타낸다.[tecdoc-1085,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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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고와 안전해석

    - Disturbance during Steam Reformer Operation

    열병합 모드에서 60%는 증기발생기에서 이용하고 40%는 열화학반응에 이용

한다. 이 경우 열화학반응기의 냉각능력이 정지하더라도  증기발생기의 기능에는 

향이 없으며 대형 steam drum을 설치하면 향을 줄일 수 있다.[tecdoc-1085, 

p.40]

    -  Rupture of Helium line in Gasifier

    방사능 누설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화학반응기의 압력을 2차 헬륨계통의 압

력보다 높게 한다. 그러나 열화학반응기내의 파이프 파손시에는 폭발성의 기체가 

이차계통으로 투입될 수 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격리밸브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 격리밸브는 파손후 20 초내에 작동하며 이 경우 약 3 % 정도의 연료가스가 

섞이게 된다. 그림-29의 자료와 같이 이 정도의 혼합기체는 폭발하지 않지만 만

일 폭발하더라도 0.5 기압정도의 압력변화를 일으키므로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

다.

   수소 등의 연료가스가 대기중에 누설되어 폭발을 일으키는 경우에 대비한 격

리 거리는 최소 100 m 이상이어야 한다.[tecdoc-1085, p.42] PR-500 설계에서 제

시된 지하 원자로는 가스폭발과 항공기 충돌 등에 대해 대비할 수 있다.

   그림-30에는 원자로의 사고와 화학공장의 사고를 서로 격리하는 일본 HTTR

의 설계 개념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9. 헬륨-공기-수소 혼합기체의 가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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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일본 HTTR의 안전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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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소 생산기술 연구의 국내 현황

  국내에서는 주로 태양광을 이용하는 미생물, 광촉매를 이용한 수소생산을 연구

하고 있으며, 2001 년 이후에는 열화학법을 이용한 연구도 시작되었다. 열화학법

의 열원은 750 ℃의 온도를 제공하는 태양열 집속(Solar Collector)을 생각하고 

있다. 정부 연구예산 중 과기부는 물을 이용한 수소생산에 연간 10 억원, 산자부

는 LNG를 이용한 수소생산, 광전기분해 등에 20 억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으며, 

연료전지용 수소생산에 10 억원 정도 연간 40억원 정부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2001 년 부터는 에너지기술연구소에 수소에너지사업단이 발족되어 5 개년계획으

로 연구 중이다.(김종은, 042-860-3440)

   KIER의 열화학법의 목표는 IS 방법보다 간단한 2-3 step의 사이클을 찾아내

고 이를 적용한 200 W 급의 장치를 제작하는 것이다.(1 kW = 1 Nm
3
/hr) 현재 

방향은 Ferrite-Mangan 계통의 촉매를 사용하는 것이다. 국내 연구인력으로는 7 

- 8 명 정도이며 약 3 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원자력연구소에서는 기초과제로 Co-60의 방사선을 이용하여 H, OH 를 분리

시키고 OH 기를 환원제로 이용하면서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정진호, 042-868-2624) 이 연구에서는 계면 활성제 폐수를 이용하려고 하며 주

로 TiO 계열의 촉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고온가스냉각로 개발과 이를 이용한 수소제조기술에 관

련한 연구는 거의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나 TRISO 핵연료입자의 대량제조

방법에 대한 기초 연구는 원자력연구소에서 이루어진 적이 있다.[미래형 핵연료

가공기술 개발, KAERI- RR-1731/96, 고온연소합성법에 의한 도포핵연료 제조 

방법,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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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건의사항

   우리나라는 태양광의 에너지 도가 낮고 토지의 가격이 높으므로 2020년 이

후 유류와 천연가스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수소에너지의 실용화가 이루어지면 

현재 유류 및 천연가스를 해외에서 수입하여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소에

너지 수입국이 될 전망이다. 세계의 인구증가를 고려하면 태양광이용 수소생산은 

토지가격에 따라 상승할 것이며, 또한 태양광이용 방식은 점유토지의 일조량이 

없어지므로 이에 의한 손실도 고려할 대상이므로 유휴 토지를 이용한 보조 에너

지 생산에 머물 것이다.

   한편 원자력에 의한 에너지생산은 현격히 적은 토지를 필요로 하므로 우리나

라에서는 특히 유리하다. 또한 고온가스냉각로는 에너지변환효율이 높고, 

Once-through cycle만이 가능하므로 핵확산 저항성이 높으며 노심사고에 대한 

고유안전성이 크다. 그러나, 고온을 이용하므로 재료문제, 설비의 방사화에 따른 

유지보수 문제 등이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또한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경수로 또는 액체금속로에 대한 경험 및 연구인력만을 확보하고 있

으므로 핵연료, 냉각계통, 감속재 등이 전혀 다른 고온가스냉각로에 대한 경험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DOE의 장기계획 대로 수소생산이 실용화되고 수소에

너지 활용이 세계적으로 보편화된다면 우리나라도 2020 년까지는 고온가스로기

술과 원자력이용 수소생산기술을 확보해야 국가 에너지 자립차원에서 적절히 대

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다음 3 가지 항목을 우선 시행해

야 할 것이다.

   - 국제협력참여로 관련기술 조기 습득

     ․IAEA HTGR관련 CRP 에 적극적인 참여로 전산코드, database 등 확보

     ․독일 FZJ, 미국 GA의 선진 요소기술 및 database 등 입수

   - 지속적인 기술 동향 파악

     ․OECD/NEA 관련 WG 에 적극적인 참여로 기술 동향 파악

     ․미국 I-NERI의 기술 동향 파악

     ․가스터빈 등 관련 산업계의 기술 능력 파악

     ․태양열 수소 생산 등에 대한 경제성 조사

   - 대학 등에서 관련기술 교육 및 기초연구

     ․가스냉각로 관련 인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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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에서 가스냉각로 관련 교과 과목 신설

     ․HTGR을 건설, 운전하는 일본 JAERI, 중국 청화대 INET 등에 인력파견

으로 기술습득

   또한 장기적으로는 2020 년까지 고온가스냉각로 및 이를 이용한 수소생산 기

술을 국내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적, 경제적 가능성을 2004 년까지 3 년내에 

정립하고 2015 년까지 10년간은 모든 요소기술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고 2020년

까지는 실증 건설을 위한 모든 엔지니어링을 준비한다면 2020∼2025년간에 실용

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수소연료 시대에 국가경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표-31 건의안 참조)

   한편 전기분해 방식은 상온에서 고온까지 다양한 수증기를 분해할 수 있으며 

전기수요가 적은 심야의 유휴전력을 이용할 수 있고 열화학법에 비해 위험도가 

작으므로 실용적이다. 따라서 고온가스로 - 열화학법의 수소생산연구와 병행하여 

SMART 등 열병합발전로를 이용한 수소생산 방법, 고온가스로 - 고온전기분해

법에 대한 효율향상, 안전성향상 등 실용화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그림 31. 우리나라에서의 원자력이용 수소생산을 위한 개발 계획 (건의안)

연도 2002-2004 2005-2014 2015-2019 2020

항목 현황조사 기술검증 Proto 설계
Proto 

건설준비완료

설계기술 코드입수 코드개량 설계 운전코드개발

요소기술 항목도출 검증실험 DB 개발 현안 해결

플랜트기술 경제성 분석 엔지니어링 착수 엔지니어링 개발 엔지니어링 
확보

열화학기술 방법선택 실험실실증 생산기술개발 pilot 실증

연도 2002-2004 2005-2010 2010-2015 2015

전기분해 기술분석 pilot 실증 고온기술 개발 pilot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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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참고 사이트

Hydrogen: http://www.eren.doe.gov/hydrogen

   수소에너지, 특히 태양광 이용 수소 생산에 대한 보고서 등.

미국수소협회: http://www.ttcorp.com/nha/index.htm

   수소에너지와 관련된 기술서적 소개 및 판매

OECD/IEA Hydrogen project: http://www.eren.doe.gov/hydrogen/iea/

IAEA 온실가스협회: http://www.ieagreen.org.uk/

   온실가스 및 기후변화, 수소 보고서 등 소개

IAEA HTGR: http://www.iaea.org/inis/aws/htgr/

   고온가스냉각로와 이를 이용한 수소이용기술과 관련 보고서 등.

OECD/NEA Workshop:  http://www.nea.fr/html/science/hydro/

   2000 년 개최된 제 1 차 수소에너지 정보 교환에 관한 proc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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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수소와 헬륨의 물성

수소물성: [tecdoc-1085, p.192]

  원자량: 1.00794

  Molar Volume: 11.42 cm
3
/Mol

  기체 도: 상온에서 0.083764 kg/m
3

  액체 도: 20 K에서 0.071 g/cc ( = 70.78 kg/m
3
 , 기체 도의 700 배)

  고체 도: 14 K에서 0.076 g/cc

  녹는점: 14.01 K

  끓는점: 20.268 K

  임계온도: 33 K

  연소열: 52,000 BTU/lbm = 0.1207 GJ/kg

H2 + 1/2 O2 -> H2 + 1/2 O2 + 242 kJ/mol

  열분해 온도: 2,500 ℃

  전기분해 전압: 25 ℃, 1 기압에서 1.229 V (온도, 압력에 따라 변화함)

  연소시 2,800 ℃의 고열을 얻을 수 있음.

연료의 에너지

수소: 100 SCF의 에너지 = 26,840 BTU

      1 kg = 0.12 GJ

      1 Nm
3
 = 0.01 GJ

가솔린 1 gallon = 수소 380 SCF ( 10 Nm
3
) = LNG 113 SCF = 석탄 8.3 Lb

석유: 1 TOE = 45 GJ, 1 BOE = 6.3 GJ

석탄: 1 TOE = 26 GJ

LNG: 1 Ton(LNG) = 55 GJ

수소: 1 Ton(H2) = 120 G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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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단위 환산표 (수소) [ 3.54 kWh/Nm3 ]

Nm3 SCF kg lbm Btu GJ kW-hr kCal

1 35.315 0.08376 0.1847 9,534 0.01076 2.794 2402

11.94 421.6 1 2.2046 113,820 0.1202 33.36 28680

104.9 3704 8.7958 19.391 10
6

1.055 293.06 251,982

99.42 3511 8.3278 18.359 947,867 1 277.78 238,845

헬륨의 물성[tecdoc-899, p.  96]

 분자량: 4.0026

 Gas constant: 2.0772 kJ/kg K

 열전도도: 0.1462 W/mK

 도: 0.17850 kg/m
3

 등압비열: 5.19 kJ/kg K

 등온비열: 3.116 kJ/kg K

표 2. 단위 환산표 (일반)

무게 kg
1 lbm = 0.4536 kg

1 Ton(short) = 907.2 kg

체적 m
3

1 ft3 = 0.0283 m3

1 gallon = 0.00379 m
3

100 gallon = 133.7 SCF at 10 bar

에너지 GJ

1 Btu = 1.055 kJ

1 kWh = 3.6 MJ

1 kCal = 4.187 kJ

1 QBtu = 1.055 x 10
9
 GJ

1 TOE = 45 GJ

1 BOE = 6.3 GJ

압력 atm

1 bar = 0.9869 atm

1 Pascal = 0.9869 x 10
-5
 atm

1 bar = 14.696 psi

기체량 Nm
3
/h 1 L/m = 0.0625 Nm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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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약자

ACS Auxiliary Cooling System

BOE Barrel Oil Equivalent ( 1 TOE = 7.49 BOE)

CB&H Carbon Black and Hydrogen

CHP Combined Heat and Power

C/R Control Rod

CV Core Vessel (HTR-10의 경우)

DAWS Depressurization Accident Without reactor Scram

EIHP European Integrated Hydrogen Project

GCR Gas Cooled Reactor

H-capacity Hydrogen capacity

HPB Hot Plenum Block (HTTR의 경우)

HTAP Hydrogen Technocal Advisory Panel; DOE 산하 panel

ICE Internal Combustion Engine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프랑스 파리에 본부가 있는 OECD 산하 

기구. 1974 년 오일위기후 결성되었음. 우리나라는 2001.4 월 가입. 이

중 13 개국이 Hydrogen Program에 가입.

IHX Intermediate Heat Exchanger

IGSCC InterGranular Stress Corrosion Cracking

IS Iodine-Sulfer (process)

LCA Life Cycle Assessment

LH2 Liquid Hydrogen

LOFC Loss of Forced Convection

LOHS Loss of Heat Sink

MCFC Molten Carbonate Fuel Cell

MCS Main Cooling System (HTTR의 경우)

MDC Metal-Dusting Corrosion

MEA Membrane-Electrode Assembly; PEM 연료전지에서 박막, 촉매, 전극을 

포함한 단위.

M-H Metal Hydride

MMBtu 열량단위: 1 MMBtu ~ 0.9 G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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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a MegaPascals; 압력단위 = 144 psi = 10 기압

Nm
3

Normal m
3
, 부피단위: 상온, 상기압에서의 기체 부피. 또는 Standard 

m
3
, ∼ 40 mol.

NOx Nitro Oxide

PAFC Phosphoric Acide Fuel Cell

PCS Power Conversion System, 또는 Primary Coolant System

PCT Pressure Composition Temperatures

PEC Photoelectrochemical (cell)

PEM Proton Exchange  Membrane

PEMFC Prot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

POX Partial Oxidation; LNG reforming의 한 방법

PPWC Primary Pressurized Water Cooler (HTTR의 경우)

PRB Permanent Reflector Block (HTTR의 경우)

PV Photovoltaic, eg. Solar PV

PyC Pyrolytic Carbon, Pyrocarbon

QBtu Quad, Quadrillion British Thermal Unit = 10
15
 BTtu

RCCS Reactor Cavity Cooling System

RPS Reactor Protection System

RPV Reactor Pressure Vessel

SAPS Stand-alone Power Supply System

SCF Standard Cubic Feet; 용량의 단위, 1 million SCF = 28,000 Sm
3

SER Sorbent Enhanced Reforming; LNG reforming의 한 방법

SGC Secondary Gas Circulator (HTTR의 경우)

SiC Silicon Carbide

SOFC Solid Oxide Fuel Cells

SolarPACES Solar Power and Chemical Energy Systems

SPE Soild Polymer Electrolyte

SPWC Secondary Pressurized Water Cooler (HTTR의 경우)

SWNT Single-Wall NanoTubes

UT-3 동경대학에서 개발한 열화학방법

VCS Vessel-cooling system (HTTR의 경우)

WE-NET 일본의 World Energy Network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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