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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원자력 수소생산시스템 평가

Ⅱ. 연구개발 목적 및 필요성

○ 원자력수소 사업은 미래 청정에너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원자력에너지를 이용한 

수소생산 기술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최적의 초고온가스로 노형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경제적인 원자력수소의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수소생산 공정의 최적화가 반드시 

요구된다. 다양한 수소생산 공정에 대한 기술성 및 경제성을 평가하여 원자력수소 

생산에 최적인 공정을 개발하여야 한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최적 원자력수소 생산시스템 개념 도출을 위하여 노형 평가 방

법론의 개발과 수소생산 시스템의 기술성 및 경제성 평가이다. 

Ⅲ.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 수소생산 실증로 노형 및 용량 평가 연구

   - 원자력수소 생산 실증시스템의 기능 및 설계요건 개발

   - 원자로형 및 용량 평가 방법론 개발

○ 원자력수소 생산 공정평가

   - 평가인자 도출 및 수소생산 기술별 상대평가

   - 고온전기분해 공정 열효율 평가

   - IS (Iodine-Sulfur) 공정 열효율 평가

   - MMI (Methane-Methanol-Iodomethane) 공정 열효율 평가

   - IS 공정 핵심장치 제작성 및 운전제어 개념 예비조사

   - IS 관련 해외 연구기관의 능력 평가

   - 원자력수소의 경제성 평가



   

○ 국제협력 및 대국민 수용성 증진기반 조성

   - 핵심요소기술 일부 도입방안 도출

   -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참여방향 및 공동연구 방향 설정

   - 한미, 한중 공동연구 추진

   - 사업 기획 및 홍보

Ⅳ. 연구개발 결과

○ 수소생산 실증로 노형 및 용량 평가 연구

   - 원자력수소 실증시스템의 개발이 반드시 만족해야 할 4가지 상위요건을 도출하

으며, 실증시스템의 기증을 4가지로 분류하여 냉각재 온도 (950℃), 피동안전

성 확보 등 총 37개의 설계요건을 개발하 다. 실증시스템의 기능 및 설계요건

은 기본적으로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의 설계목표를 만족하도록 도출되었다.

   - 다양한 인자를 고려하여 노형를 결정하기 위하여 해석적계측화법(AHP)에 기반

한 노형평가 방법론을 개발하 다. 이 방법론에서는 두 가지 참조노형(블록형, 

페블형)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를 위해서 경제성, 기술성, 사회성, 해외동향의 4

가지 상위평가기준을 고려하고 각 상위평가기준에는 3-4개의 세부평가기준이 

고려된다. 각 평가기준에 대한 중요도 측정을 위해서 2차의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그 결과 ‘수소생산단가’가 노형결정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고려된 세부평가기준의 정량화 방안도 개발되었으며, 예시를 위하여 제한된 정

보에 기초하여 두 참조노형의 수소생산단가를 분석하 다.

   - 실증시스템의 필수요건을 기초로 실증로의 최소용량을 결정하는 방법론을 도출

하 다. 이 방법에서는 노심의 피동안전성, 수소생산효율 검증 등이 고려된다. 

최종적인 노형 및 용량은 시스템의 예비개념설계 결과에 기초하여 2단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 원자력수소 생산 공정평가

   - IS 공정, 웨스팅하우스 공정 및 고온전기분해 공정을 대상으로 원자력수소생산 

공정의 평가인자를 도출하 으며, 이들 인자를 각 기술별로 적용하여 상대평가

를 수행하 다. 평가결과 IS 공정과 전기분해 공정이 유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 INEEL 연구소의 발표자료를 토대로 고온전기분해 공정 개념도를 설정하

고 열효율 평가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 다. 또한 전력생산효율, 전기분해효



율, 공정내 폐열회수 재활용율이 전체 고온전기분해 공정효율에 미치는 향도 

분하 다. 분석결과 전기생산 효율이 48-52% 일 때, 고온전기분해 공정의 전

체 열효율은 42-48% 정도로 평가되었으며, 전기생산효율이 가장 중요한 변수

임을 확인하 다.

   - 2003년 발간된 미국 GA사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반응증류법에 기초한 IS 공정

의 열효율을 평가하 으며, 수소의 HHV (High Heat Value, 285.8 kJ/mol)를 

가정할 때 약 47%의 열효율이 가능함을 확인하 다. 이 값은 GA사의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확립된 IS 열효율 평가 방법론의 타당성을 보여준다.

   - MMI (Methane-Methanol-Iodomethane) 사이클을 뒷받침하는 화학반응식들의 

표준 열역학 특성값들을 계산함으로써 MMI 공정 개념도를 설정할 수 있었고, 

이에 기초하여 검증된 독자적 방법의 열효율 평가 절차에 의거하여 전체공정

의 총괄 수소생산 열효율을 계산하 다. 공정이 최대온도가 850℃인 경우 약 

47%의 열효율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 구체적인 IS 전체 공정의 개념도를 확립하고 반응기, 열교환기, 펌프 등 핵심장

치의 제작성 및 운전제어 개념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 다.

   - IS 수소생산 공정을 연구 중인 해외 연구기관의 기술현황과 수준 그리고 계획

을 기준으로 이들 기관의 능력을 평가하 다. 본 평가에서는 미국의 GA사, 

SNL 및 INL 국립연구소, 일본의 JAEA, 도시바 및 미츠비시사, 프랑스 CEA 

연구소를 대상으로 하 다. 대부분의 연구기관이 비슷한 기술수준에 있는 것으

로 평가되었다.

   - 원자력수소의 경제성 평가를 위해서 원자력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일차에너지

원 (천연가스, 석탄, 일반전기분해, 바이오매스, 풍력, 태양광)을 이용한 수소생

산 경제성을 비교/평가하 다. 원자력수소의 경우 IS 수소생산 공정이 사용되

었다. 모든 경우에 2020-2030년대 실용화될 미래기술을 사용하 다. 2004년도 

원료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수소생산 경제성은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바이

오매스, 풍력, 송전망전기, 태양광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의 유가 폭등

을 고려하면, 원자력이 천연가스보다 경제적인 것으로 평가되며, 석탄의 수소

생산단가도 크게 증가하여 원자력과 비슷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미래에는 화

석연료의 가격이 크게 증가할 것을 고려하면 원자력에 의한 수소생산이 충분

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국제협력 및 대국민 수용성 증진기반 조성

   - 초고온가스로 설계 및 개발기술, 피복입자 핵연료 기술, 수소생산 기술 등 원자

력수소의 핵심기술을 관련 선진국으로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 다. 초고



온가스로 관련기술의 확보를 위해서는 미국 GA사, 중국 INET, 남아공의 

PBMR사 등과 긴 한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TRISO 기술의 경우 

독일의 NUKEM 사로부터 기술 도입이 필요함이 파악되었다. IS 열화학 공정 

개발을 위해서는 관련 해외기관과 공동연구형태로 기술개발을 하는 것이 중간

진입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초고온가스로는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의 일환으로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 따라

서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는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공동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 공동연구형태로 보다 효율적인 기술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효과적인 기술개발을 위해서 중국 칭화대 부설 INET 연구소 및 미국 GA사와 

원자력수소 공동연구센타를 개설하 다.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핵설계 및 안

전해석 코드의 검증을 위하여 INET의 실험로 HTR10의 시험자료를 입수하

다. GA사와는 5개분야의 공동연구 항목을 도출하여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이다.

   - 대국민 수용성 향상을 위해서 언론 및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수행하 다. 또한 2단계 연구 착수를 위해서 국내 전문가 40인이 참여한 자체

기획을 수행하 다.

Ⅴ.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 본 연구에서 개발된 노형 및 용량 평가 방법론은 향후 2단계 연구에서 국내 초고

온가스로 노형의 결정에 사용될 것이다.

○ 수소생산 공정평가 결과는 실증시스템의 수소생산 공정 최적화에 기본 자료로서 

활용될 예정이다.



S U M M A R Y

Ⅰ. The Project Title

      Evaluation of Nuclear Hydrogen Production System

Ⅱ. The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Projects

○ In the nuclear hydrogen project, the hydrogen production by nuclear energy is 

pursed for the purpose of the sustainable, clean energy development. For the 

success of the project, it is very important to select the optimal VHTR (Very 

High Temperature Reactor) type.

○ Optimization of the hydrogen production method is a prerequisite to the 

development of a competitive nuclear hydrogen production system. Thus,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various alternatives for the hydrogen production.

○ The objective of this project is two-fould. One is to develop methodologies to 

evaluate the potential VHTR types and to determine the appropriate reactor 

power rate and the other one is to evaluate the various hydrogen production 

method in terms of technical feasibility and the economics.

III. The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 Evaluation of VHTRs (Prismatic, PMR vs. Pebble-Bed, PBR) 

   - Development of the functional and design requirements

   - Development of methodology to compare the PRM and PBR

   - Development of methodology to determine the reactor power

○ Technical Evaluation of Hydrogen Production Schemes

   - Derivation of performance measures and comparison of various methods

   - Evaluation of thermal efficiency of high-temperature electrolysis (HTE)

   - Evaluation of thermal efficiency of IS thermo-chemical cycle



   - Evaluation of thermal efficiency of MMI cycle

   - Identification of key components of the IS process and preliminary 

     investigation of the control concepts

   - Evaluation of foreign research institute with respect to the IS process

   - Evaluation of the economy of the nuclear hydrogen

○ Strengthening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he public acceptance

   - Introduction of key technologies for nuclear hydrogen

   - Participation in the Gen-IV framework

   - Collaboration between Korea-US and Korea-China

   - Project planning for the 2nd phase and reinforcement of the public relations 

  

IV. Results of the Study

○ Evaluation of VHTRs for the nuclear hydrogen demonstration system 

   - Four top-tier requirements of the nuclear hydrogen demonstration system 

have been derived. In addition, the functional and design requirement of the 

system have been defined on the basis of the Gen-IV system requirements.

   - In order to compare the PMR and PBR, a method based on the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has been developed, in which 4 major 

comparison indices are considered: economics, technical aspects, social 

acceptance, foreign R&D activity. Systematic open surveys have been taken 

to determine the importance of the comparison indices. Also, quantization of 

the indices has been addressed in the study.

   - Based on the design requirements of the nuclear hydrogen system, a 

methodology to determine the minimum reactor thermal power has been 

suggested.

○ Evaluation of hydrogen production methods 

   - Various comparison indices have been derived and they have been applied to 

the IS cycle, the Westinghouse sulfur process (WSP), the high-temperature 

electrolysis. It has been found that both IS and WSP methods are 

potentially promising.

   - Based the INEEL's reports, the overall process of the HTE process has 



been identified and its thermal efficiency has been evaluated for the typical 

nuclear hydrogen system. For 42-48% electricity generation efficiency, the 

thermal efficiency of HTE was found to be 42-48%. The electricity 

generation efficiency was found to be the most crucial factor in the HTE 

performance.

   - Using GA's reports on the IS cycle adopting the reactive distillation process, 

thermal efficiency of the IS cycle has been evaluated to be about 47% in 

the case of the maximum process temperature 850 C.

   - For the MMI cycle, its thermal efficiency has been calculated assuming a 

maximum process temperature of 850 C. The results show that about 47% 

thermal efficiency can be obtained with MMI cycle.

   - A detailed overall IS process has been studied and the functionality and 

control of key components such as reactors, heat exchangers, pumps have 

been investigated. It has been found that a very complex control scheme 

needs to be developed for a high-performance IS process.

   - Foreign research institutes have been evaluated in terms of the technical 

maturity for the IS process. The institutes includes GA, SNL, INL in the 

US, and JAEA, Toshiba, Mitsubish in Japan, and CEA in France. It was 

found that all the foreign institutes are currently focusing on the IS process, 

although there are some discrepancies in the R&D approaches.

   - In order to compare the economy of the nuclear hydrogen, the future 

hydrogen production cost has been evaluated for various primary energy 

sources including natural gas, coal, grid-electricity, wind, bio-mass, solar 

power. If the necessary raw material costs were based on 2004 values, the 

coal option was found to provide the cheapest cost and the others are in 

the following ranking: natural gas, nuclear, bio-mass, wind, grid-electricity, 

solar. However,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the recent prices of raw 

materials, the production costs of coal and natural gas options were 

substantially increased and the nuclear hydrogen cost found to be cheaper 

than that of natural gas and it is comparable to the coal option. The 

renewable energy options were evaluated to be quite expensive even with 

the future technology improvements.

○ Strengthening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he public acceptance



   - For introduction of key technologies from foreign countries, the state of the 

art of the technologies has been investigated for several countries. It was 

concluded that collaborations with GA, INET, PBMR would be necessary 

for successful development of the VHTR technologies. In particular, a 

cooperation with NUKEM in Germany was determined to establish the 

TRISO technology.

   - The VHTR technologies are being developed within the framework of 

Gen-IV. Thus, participation in the Gen-IV activity is essential in the 

nuclear hydrogen project.

   - Two joint research centers was established: NH-JRC between Korea and 

China, and NH-JDC between Korea and USA. Through the NH-JRC, the 

experimental results of the HTR10 reactor in INET were transferred to 

KAERI, which is to be used for the validation of KAERI's design codes. 

Currently, 5 collaborative R&D tasks were identified between KAERI and 

GA, and they are under progress.

   - A project planning was performed for the 2nd phase of the nuclear 

hydrogen project, involving 40 experts from various fields. For reinforcement 

of the public acceptance of the nuclear hydrogen, various activities were 

taken including workshop for newspapermen.

V. Proposal for Applications

○ The developed methodologies for the comparison of the reference VHTRs 

would be used to determine the Korean VHTR in the next phase R&Ds.

○ The evaluation results for the hydrogen production schemes would be very 

valuable information for the optimization of the nuclear hydrogen produ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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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 1 장 연구개발과제 개요

제 1 절 연구개발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화석에너지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기후변화의 문제는 인류가 공

동으로 풀어야 할 전 지구적인 문제가 되었다. 특히, 화석에너지원의 유한성으로 인

해 머지않은 장래에 심각한 화석에너지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최근 원유가는 크게 뛰었으며, 가파른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

제 에너지 확보는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가 되어 가고 있다.  

     이미 세계 각국은 풍부한 물로부터 무한정 생산할 수 있으며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수소를 미래 대체에너지 하나로서 활발히 연구/개발하고 있다. 수소를 얻기 위

해서는 일차에너지가 사용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청정에

너지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일차에너지원이 수소생

산에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원자력을 이용한 대량 수소생산은 매우 큰 

장점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도 2004년부터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생산 기술개발과 실증을 

목적으로 원자력수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추진하는 원자력수

소 사업에서는 초고온가스로(VHTR)의 섭씨 950도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물을 수소

와 산소로 분해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초고온가스로는 원자력선진국들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제4세대 원전의 하

나이며, 주기적으로 연료를 재장전하는 소위 블록형과 연속적인 연료 장전 및 방출

이 가능한 페블형으로 구분된다. 두 노형은 장/단점이 있으며, 초고온가스로를 개발

하는 각 나라는 각자의 이해관계와 자체적인 평가에 따라서 노형의 개발 방향을 달

리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 어떠한 노형이 세계적으로 주된 초고온가스로 형식이 될 

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다.

     따라서 원자력수소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최적의 국내 초고온가스

로 노형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초고온가스로 노형의 결정은 미래 국가 

원자력에너지 개발에 큰 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 기술성, 사회성 등 다양

한 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방법론의 개

발이 요구된다. 

     원자력에너지를 이용한 수소생산 방식은 IS (Iodine-Sulfer) 열화학공정, 고온

전기분해 등 다양한 방식이 연구/제안되고 있다. 이들 공정은 모두 물을 원료로 하

여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이며, 각 수소생산 공정의 기술적 성숙도는 서로 다르며 

수소생산 효율 또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IS 열화학 공정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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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 것으로 거론되나 아직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따라서 

이들 공정에 대한 보다 면 한 기술성과 경제성 분석을 통한 최적의 수소생산 화학

공정 개념의 도출은 경쟁력 있는 원자력수소 생산시스템의 개발을 위해서 필수적이

다.

     과거 고온가스로 관련 국내 경험은 전무하며, 열화학 공정 및 고온전기분해를 

이용한 수소생산 기술관련 국내 기반도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따라서 원자력수소 

관련 기술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관련 선진국의 핵심기술을 조기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체계적인 국제협력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연구 목적

○ 원자력수소 사업은 미래 청정에너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원자력에너지를 이용한 수소생산 

기술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최적의 초고온가

스로 노형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경제적인 원자력수소의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수소생산 공정의 최적화가 반드시 요구된

다. 다양한 수소생산 공정에 대한 기술성 및 경제성을 평가하여 원자력수소 생산에 최적

인 공정을 개발하여야 한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최적 원자력수소 생산시스템 개념 도출을 위하여 노형 평가 방법론의 

개발과 수소생산 시스템의 기술성 및 경제성 평가이다. 

제 2 절 연구개발 내용

1. 수소생산 실증로 노형 및 용량 평가 연구

○ 경쟁력 있는 실증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을 위해서 실증시스템의 기능 및 설계요

건을 도출한다.

○ 국내 고온가스로 형식을 결정하기 위해서 두 참조노형, 블록형 (PMR)과 페블형 

(PBR)에 대한 비교/평가를 수행한다.

○ 다양한 비교인자를 고려하여 국내 초고온가스로 형식을 결정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론을 개발한다.

○ 실증로의 적절한 용량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한다.

2. 수소생산 공정 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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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생산 공정을 비교/평가하기 위한 체계적인 평가인자를 도출하고 연구대상 

공정을 평가한다.

○ 고온전기분해 수소생산 공정을 파악하고 원자력수소 생산시스템 조건에서의 열

효율을 평가한다.

○ IS 열화학 공정 개념을 분석하고 원자력수소 생산시스템 운전 조건에서 수소생

산 열효율을 평가한다.

○ MMI 공정을 분석하고 원자력수소 생산시스템 운전 조건에서 열효율을 분석한

다.

○ IS 열화학 공정 핵심장치의 제작성 및 전체 시스템의 운전제어 개념을 예비평가

한다.

○ 원자력수소의 경제성을 타 일차에너지원을 이용한 수소생산 방법과 수소생산단

가 관점에서 비교/평가한다.

3. 국제협력 및 대국민 수용성 증진기반 조성

○ 초고온가스로 관련 선진국으로부터 일부 핵심기술을 도입하기 위하여 현황을 분

석하고 도입방안을 도출한다.

○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공동연구 참여방향 및 공동연구 방향을 설정한다.

○ 효율적인 한미, 한중 공동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 공동연구를 수

행한다.

○ 제2단계 사업기획을 수행하고, 대국민 수용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제 3 절 연구개발 추진체계 및 전략

 1. 수소생산 실증로 노형 및 용량 평가

○ KAERI의 예비설계팀과 두산중공업 등 산업체 제작팀 그리고 기획 조정위원회

의 의견을 반 하여 구체화된 실증시스템 기능 및 설계요건 도출한다. 

○ 고온가스로관련 인허가 관련 현안 및 규제현황 분석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하여 수행 한다.

○ 설계요건 및 외국의 평가 비교자료를 기준으로 최종 노형 선정을 위한 비교인자

를 개발하고 이를 수치화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 전체적인 비교 평가를 위해 인자별 수치 값을 종합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전문 

회사인 SYSTEMIX(주) 등의 자문을 구해서 수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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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요구서
기획

자문위

설계요건

인허가 문제점
(KINS)

제조/제작성
(KOPEC, 두산)

비교인자 선정

종합화 방안

예
비
설
계
팀

(KAERI)

SYSTEMIX

F = f (a, b,c,..)

해외 비교 평가
자료(GA 등)

그림 1.3.1 실증로 노형 및 용량 평가 추진체계

      

2. 원자력수소 생산 공정평가

○ IS 열화학 공정처럼 국내외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공정을 중심으로 

열효율을 평가한다.         

○ 국내 관련 기반이 일천한 관계로 주로 해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평가하며, 관

련 자료가 부족한 경우 이론적인 모델을 사용한다. 또한 최신의 연구결과를 반

한 평가를 수시로 수행한다.

○ 원자력수소의 경제성에 대한 평가는 자체적인 평가와 더불어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SK위탁을 통해 수행한다.

3. 국제협력 및 대국민 수용성 증진기반 조성

○ 국제협력의 기본은 기 입증 또는 개발된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선진국 기술을 

복제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동등한 수준으로 Catch-up 하는 전략을 택한다. 

○ 노형결정 이전까지의 기술도입은 노형과 관계없이 국내 기술확립이 시급히 필요

한 핵심기술로 한다 (예: TRISO 연료 기술).

○ 노형결정은 개념설계 이후에 평가를 통하여 결정될 것이며, 개념설계 단계에서 

필요할 경우 관련기술을 보유한 외국기관과의 제한적인 협력을 추진한다.

○ 제 4세대 원자력시스템 참여방향은 지속적인 분야별 PMB참석과 VHTR 운 위

원회 참여를 통해 결정한다.

○ 미국, 중국과의 공동연구는 공동연구센터를 통하여 수행한다.

○ 국민수용성 향상을 위해 초기부터 언론 홍보 등을 활용하여 기반을 구축한다.



- 5 -

○ 대형사업인 만큼 산업체의 조기참여가 매우 긴요하다. 이를 위해 산업체와 역무 

분담 등에 대한 협의를 통해 조기참여를 유도한다. 

기술도입
방향결정
(2005. 3)

기
획
자
문
위
원
회

후보 기관별
평가

(2005. 8)

최종 도입기관
선정

(2005. 10)

해
외
기
관

(NUKEM,
GA,

CEA 등)

도입의향서
발송

협력
의향서

협력
협정체결

    

         그림 1.3.2 원자력수소 관련 기술도입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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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초고온가스로 개발 현황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 안전성, 핵확산저항성 등이 크게 향상된 몇 가지 제4세

대 원자력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으며, 초고온가스로는 이들 중 가장 가까운 장래에 

구현될 수 있는 원자로 형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초고온가스로는 미국, 프랑스, 일

본 등 원자력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고온가스로의 경험은 없으며 따라서 관련 연

구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Gen-IV 공동연구를 통하여 초고온가

스로의 개발을 추진 중이며, 최근 원자력수소 사업을 중심으로 관련 기초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

     초고온가스로는 크게 블록형과 페블형으로 구분되며, 두 노형 모두 1960년대 

개발되었다. 미국에서 개발된 블록형은 기존 가압경수로처럼 주기적으로 육방향의 

핵연료를 재장전하는 개념이며, 페블형에서는 구형의 핵연료가 연속적으로 주입/방

출되는 개념으로서 독일에서 개발되었다. 두 노형은 노심설계관점에서 매우 큰 차

이가 나며 따라서 장단점이 서로 다르다. 

     현대적인 초고온가스로 개념은 과거의 고온가스로와 몇 가지 점에서 크게 다

르다. 먼저 과거 고온가스로 개발은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여 고출력 노심을 중심으

로 개발되었다. 결과적으로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하 다. 예를 들어, 냉각재 

상실 사고시 핵연료의 손상이 일어날 정도로 노심의 온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문

제점이 있다. 제4세대 원전에서 추구하는 초고온가스로 개념에서는 모든 냉각재 완

전히 상실되더라도 핵연료의 건전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소위 피동안전성 개념이 기

본 설계목표로 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 노심은 기존의 실린더 형에서 환형으로 변

환되었으며, 노심의 출력 도 또한 약간 감소되었다.

     각 나라는 자국의 고유한 평가에 기초하여 독자적인 초고온가스로를 개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오래전부터 블록형 원자로를 연구하여 현재 HTTR이라는 

30MWth 실험로를 운  중이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AREVA사에서 블록형을 연

구하 으며, 최근에는 ANTARES라는 블록형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다. 미국은 

NGNP (Next Generation Nuclear Plant) 프로젝트에서 초고온가스로를 개발하는데, 

노형은 아직 미정이며, 두 노형에 대한 경쟁적인 개념설계를 통하여 조만간 노형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는 초기 페블형 노심을 주로 연구하 으나, 미국과

의 무기급 플루토늄의 처리를 위한 고온가스로에 대한 공동연구를 계기로 블록형 

원자로를 미국의 GA사와 함께 공동 개발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오래 전부터 독일

의 페블형 노심을 추구하 으며, 현재 HTR-10이라는 10MWth 실험로를 운  중이

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은 HTR-PM이라는 400 MWth 급 상용로 건설을 추진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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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남아공 또한 400 MWth 급 페블형 원자로 PBMR의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

이다.

     각 국의 초고온가스로 노형 결정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정된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관련 정도는 현재 입수된 바 없다. 1980년대 미국에서는 ORNL 연

구소를 중심으로 두 형식의 고온가스로형에 대한 비교평가가 기술성을 중심으로 수

행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과거의 고출력(1000-3000MWth) 고온가스로 개념

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제4세대 원전의 소형(300-600 MWth) 모듈형 고온가스로

에 직접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피동안전성을 확보한 초

고온가스로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2.1.1

에는 각국의 고온가스로 개발현황을 나타내었다.

 표 2.1.1. 현재 운전․건설계획․설계 중인 초고온가스로

원자로명 국가 열출력 원자로형
건설

시작

운전

개시
비고

HTTR 일  본 30 MW 블럭형 1991 1998 운전중

 HTR-10 중  국 10 MW 페블형 1995 2000 운전중

PBMR 남아공 400 MW 페블형 2007 2013 건설추진확정

HTR-PM 중  국 371 MW 페블형 2006 2010 설계중

GT-MHR 미  국 600 MW 블럭형 2010년대 설계중

ANTARES 프랑스 600 MW 블럭형 2015-2020경 설계중

GT-HTR300 일  본 600 MW 블럭형 2010년대 설계중

제 2 절 수소생산 공정 개발 현황

     물로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공정은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매우 다양한 공정들이 

개발되었으며, 이들 중 IS 열화학공정, 웨스팅하우스 복합황산 (Westinghous Sulfur 

Process, WSP) 공정, 고온전기분해 방법이 원자력수소 생산시스템에 적용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IS 열화학공정은 1970년대 미국 GA사에서 개발한 공정으로 황산분해반응, 분

젠반응, HI 분해반응 공정으로 이루어지며, 황산분해 공정에서 850C 이상의 고온이 

요구됨. IS 공정은 미국, 일본, 프랑스 한국 등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히 연구되

는 열화학공정이다. 

     웨스팅하우스 복합공정은 IS 공정에서 분젠반응 및 HI 분해공정을 SO2를 포

함한 물의 전기분해 공정으로 대체한 개념이다. WSP 공정은 현재 미국의 웨스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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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사와 SRNL 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WSP 공정과 관련된 국

내 연구활동은 관련 전기분해 장치에 대한 연구를 일부 대학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

준이다. 본 공정의 황산분해는 기본적으로 IS 공정과 동일하며, 관련 전기분해 공정

은 PEM (Proton Exchange Membrane) 연료전지 기술과 유사하다. PEM 연료전지

는 최적의 자동차용 연료전지 형식으로 평가되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고온전기분해 공정에서는 800-900C의 수증기를 고체전해질을 사용하는 전기

분해장치에서 분해하는 개념이다. 고온전기분해는 그 원리가 기본적으로 SOFC 

(Solid Oxide Fuel Cell) 연료전지 기술과 같아서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INL (Idaho National Lab.)이 주축이 되어 활발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표 2.2.1에서는 이들 세 가지 수소생산 공정의 장단점 및 특성을 정리하

다.

   (*) 전기분해 기술 자체는 검증되어 있으나, 경제적인 고온 수증기 전기분해에 의한 수소생산을 위

해서는 관련 연구가 필요하며 세계 각국에서 그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표에서 보듯이 각 공정은 고유한 장단점을 가지며, 각 공정의 열효율은 평가

기관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자로 출구온도가 900-950C인 

경우 고온전기분해의 열효율은 40-50% 로 평가된다. IS 공정은 개발의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열효율 평가의 불확실도가 매우 높으며, 대략 35-50%로 예측된다. 

WSP 공정의 경우에도 전기분해효율에 따라서 40-50% 정도의 열효율 달성이 가능

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2.2.1 IS, WSP, 고온전기분해 공정 특성 비교

고온전기분해 IS 공정 HyS 공정

장점

간단한 공정

환경친화적

검증된 기술(*)

대용량화 용이

환경친화적

IS 대비 단순한 공정

환경친화적

주요

현안

 -장치 내구성 향상

 -전기분해장치 가격저하

 -전기분해효율 향상

 -화학반응 원리규명

 -HI 분해 효율향상

 -내부식성 재료 개발

 -열효율 향상

 -시스템 운전 및 제어

 -내부식성 재료 개발

 -전기분해효율 향상

 -전기분해장치내 SO2

  이동방지

 -열효율 향상



- 9 -

제 3 절 해외 원자력수소 개발 현황

1. 미국

     미국은 2003년 1월 대통령연두교서에서 수소에너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수소

에너지 사용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 및 에너지 자립도 증대를 천명하 음. 같은 해 

2월 DOE 장관연설에서 수소개발 로드맵(Hydrogen Roadmap)을 발표함. 이후 수소

경제 구현을 위한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수소생산, 인프라구축 등의 연구 분야에 대

규모 정부투자를 시작하 음. 한 예로서 수소기술 분야에만 2004년도와 2005년도 

배정 예산이 각각 8천만 불, 9천4백만 불이었으며 2006년도 예산으로서 9천9백만 

불을 의회에 요청한 상태임.

    미국의 수소경제 진입 시나리오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에는 정부가 강력하게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2025년 이후 본격적 수소경제시대가 다가

올수록 민간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에서 예측하는 수소경제 

진입을 위한 4단계는 아래와 같다.

- 제 1단계(2000년대 초반 ∼ 2010년대 중반): 연구개발 단계(정부주도)

- 제 2단계(2010년대 초반 ∼ 2020년대 중반): 시장진입 과도기

- 제 3단계(2010년대 중반 ∼ 2030년대 중반): 시장 및 인프라 확대기

- 제 4단계(2020년대 중반이후): 수소경제시대 도래

표 2.3.1. 미국의 수소경제 진입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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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원자력 수소 프로그램은 에너지부 산하 원자력국이 전담하며 제 4세대 

원전개발과 연계하여 추진하며 전체적인 사업기구 조직은 아래와 같다. 

□ NGNP 프로젝트

미국의 수소경제 구현을 위해 DOE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프로젝트 중의 하나가 

NGNP (Next Generation Nuclear Plant)이며 본 프로젝트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서 2005년 8월에 미국 국회는 에너지법안(Energy Bill)을 통과시켰다.  

에너지법안이 제시한 NGNP 추진일정 등은 아래와 같음. 

  ￭ 제 1단계 : 2011년 9월 30일 

    - 수소생산시스템의 선정 및 타당성 입증 

    - 에너지변환기술개발(Power Conversion) 및 타당성   

    - 핵연료개발, 특성화 및 요건 

    - 재료선정 및 시험 

    - 원자로 개발 

  ￭ 제 2단계 : 2021년 9월 30일 

    - 최적 원자로 선정 및 상세설계 

    -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생산 시설 건설 및 운전 시작  

  ￭ 예산 : 1.25 Billion Dollar (2006 - 2015)

  ￭ 기타 : 재원과 기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원자력 및 관련 화공산업체의 참여

그림 2.3.1 미국 DOE 수소프로그램 구성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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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 NHI 프로젝트   

◯ 미국은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생산공정 개발을 위하여 NGNP와 병행하여 NHI 

(Nuclear Hydrogen Initiative)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는 2017년까지 물분해 수

소생산플랜트의 상용기술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2.3.2. 미국의 NHI 추진계획(DOE, 2004년 7월)

◯ NHI 프로젝트의 예산내역 

   - 2004년: 열화학 사이클 3백만 불, 고온전기분해 2백만 불 등 총 6.2백만 불

   - 2005년: 열화학 사이클 5백만 불, 고온전기분해 2.5 백만 불 등 총 8.9백만 불

   - 2006년: 2005년 대비 100%이상 증액시킨 2천만 불의 예산을 의회에 요청

□ GEN-IV

◯ NGNP 프로젝트와 동시에 원자력수소 생산용 원자로인 초고온가스로 개발이 다

자간공동연구인 GEN-IV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GEN-IV내에서는 초고온가

스로 개발을 위해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2천5백만 불의 예산을 기획하 으며 

이는 전체 GEN-IV 예산의 72%와 63%를 차지한다. 

2. 일본

□ 일본의 수소경제

◯ 일본은 WE-NET (World Energy Network)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ICSTUH 

(International Clean energy System Technology Utilizing Hydrogen) 프로그램 

이름하에 1993년부터 수소경제를 추진하 다. 2020년까지 28억불 투자계획을 세

웠었고 다양한 분야에 많은 성과를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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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전지의 원활한 보급과 확대를 위해 ICSTUH 제 2단계 연구(1999∼2002)를 

2001년에 1년 앞당겨 조기 종료하고 후속 프로그램인 New H2 Project를 착수하

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2007년까지 수소안전 이용 등 기반기술 개발을 목표한

다.

◯ 탄산가스 저감을 위해 2010년까지 수소자동차 5만대, 2020년까지 수소자동차 5백

만 대 보급을 추진 중이다. 

□ 일본의 원자력수소

◯ 일본은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생산을 위해 1998년부터 30 MWt 열출력을 갖는 

고온가스 실험로 HTTR을 운전 중이다.

◯ 2004년 4월에는 HTTR 출구 헬륨 온도를 950℃까지 높이는데 성공하 다.

◯ 열출력 600 MWt 초고온가스로인 GTHTR300 및 GTHTR300C 설계연구가 진행 

중이며 GTHTR300의 기본설계를 2007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2010년까지 

GTHTR300 기기테스트를 마무리할 계획에 있다.

◯ 일본은 2015년까지 원자력수소 상용기술 실증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향후 연구 계획은 아래와 같다.

  - 2010년 : 파일럿 규모 고온 열화학 공정 기술개발완료 

  - 2015년 : HTTR과 연결하여 1,000 m
3
/hr 수소 생산 실증 

 - 2025년 : 원자력수소 상용화

◯ 원자력수소 사업에 도시바, 스미모또 등의 산업체가 적극 참여하고 있다.

  표 2.3.3. 일본의 원자력수소 추진일정(JAERI, 2005년 5월)

High pressure
(up to 3MPa)

High pressure
(up to 3MPa)

Atmospheric 
pressure

Pressure of 
chemical process

FY 2009 – 2014
(under planning)

FY 2005 – 2010FY 1999 - 2004Time

Heat exchanger
with helium gas
(Nuclear heat

10MW)

Heat exchanger
with helium gas

(Electrical heater
0.4MW)

Electrical heaterHeat supply

Industrial material
Industrial material

(SiC, coated) 
GlassMaterial of 

chemical reactors

～1000 m3/h～30 m3/h～ 0.05 m3/hHydrogen 
production rate

HTTR Test 
nuclear demonstrationPilot TestBench-scaled Test

High pressure
(up to 3MPa)

High pressure
(up to 3MPa)

Atmospheric 
pressure

Pressure of 
chemical process

FY 2009 – 2014
(under planning)

FY 2005 – 2010FY 1999 - 2004Time

Heat exchanger
with helium gas
(Nuclear heat

10MW)

Heat exchanger
with helium gas

(Electrical heater
0.4MW)

Electrical heaterHeat supply

Industrial material
Industrial material

(SiC, coated) 
GlassMaterial of 

chemical reactors

～1000 m3/h～30 m3/h～ 0.05 m3/hHydrogen 
production rate

HTTR Test 
nuclear demonstrationPilot TestBench-scaled Test

3. 기타 국가

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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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수소에너지 이용 수송부문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잠재력 

있는 시장 중 하나가 되었다. 2002년에 중국은 전 세계 연료전지 관련 특허 164

건 중 25%를 획득한 바 있다. 

◯ 2035년까지 석탄기반 발전시스템을 유지할 수밖에 없으나 수소생산 및 이용 증

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2050년대까지 석탄비중을 50% 이내로 줄이고 수

소경제 실현을 목표하고 있다.

◯ 현재 863․973 계획을 통해 수소생산, 저장, 연료전지 과제를 진행 중이며 국가

핵심과학기술프로젝트로서 연료전지 자동차 프로그램을 운  중이다.

◯ 중국은 2000년부터 10 MWt 규모 고온가스 실험로 HTR-10을 운전 중에 있다. 

◯ 현재 HTR-10을 발전시킨 371 MWt (150 MWe) 초고온가스로 HTR-PM 설계

를 진행 중이며, HTR-PM을 2006년경 건설하기 시작하여 2010년까지 건설을 완

료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HTR-PM 기술이 수소생산에 이용될 예정이다.

 표 2.3.4 중국의 원자력수소 추진계획(칭화대, 2004년 10월)

나. 남아프리카공화국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Western Cape에 있는 Koeberg 지역에 독일기술을 기반으

로 하는 400 MWt급 페블형 초고온가스로 (PBMR) 10기를 건설하는 계획을 적

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 향후 추진 일정은 아래와 같다.

   - 2006년 1월: National Nuclear Regulator에 안전해석보고서 제출

   - 2007년 4월: 건설 시작

   - 2010년: 연료 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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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US Design Certification 완료

- 2013년: 첫 모듈 운전 개시

◯ 현 PBMR 설계기술에 대한 개선연구(원자로 용량 및 운전온도 증가 등)가 2005

년부터 시작되었다.

다.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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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향후 5년간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해 20억 유로 투자 

결정을 한 바 있다.

◯ 2004년 3월 FP6 수소연구 분야에 대한 연구계획서 요청이 있었으며, 이후 수소

과제에 10개, 연료전지과제에 6개 과제가 채택되었다. 총 연구비는 각각 6천2백

만 유로와 3천만 유로이며, 그 중 열화학 사이클과 고온전기분해에 1.9백만 유로

와 0.9 백만 유로를 할당하 다.

◯ FP6에 선정된 수소과제는 주로 수소생산, 저장, 인프라 구축 연구이지만 원자력

수소 생산과제인 INNOHYO-IP와 V/HTR-IP도 기획 및 협의 중이다.

◯ V/HTR-IP의 목적은 초고온가스로 개발이며 Framatome-ANP의 주관 하에 35

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4년간 연구개발예산은 2천만 유로임(EC 기여분: 9백

만 유로)이다.

◯ EU는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GEN-IV 공동연구내 VHTR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고 있다.

◯ 프랑스 CEA가 발표한 I-S 열화학사이클 연구계획은 아래와 같다.

 그림 2.3.2. CEA의 열화학사이클 연구계획(CEA, 2005년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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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경우 AREVA를 중심으로 ANTARES라는 이름의 600 MWt급 VHTR

을 개발 중이다. ANTARES 도입 예상 시기는 2015 - 2020년경이다. 현재 

Framatome-ANP, CEA, EdF 등에게 배정된 HTR 및 VHTR 과제의 2004년도 

예산은 약 3700만 유로에 달한다(GFR은 제외).

   - 2008년 : Conceptual Design 

   - 2010 : Preliminary Design 

   - 2012 : Fin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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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수소생산 실증로 노형 및 용량 평가

1. 실증로 기능 및 설계요건 개발

     원자력 수소 생산시스템 실증의 목적은 2019년까지 그 기술적 완성을 통해 

2020년대부터 상업용 수소 대량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다. 미래에는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하여 수소가 생산될 전망이다. 따라서 경쟁력 있는 원자력수소 생

산시스템의 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개발하고자 하는 실증시스템의 설계요건이 도출

되어야 한다. 원자력수소 실증시스템의 요건을 상위요건과 기능 및 설계요건으로 

구분하여 잠정적으로 도출하 다.    

가. 상위요건

      본 상위요건은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사업에서 개발할 실증플랜트의 설계에서 

고려해야 할 최고위 수준의 기능과 요구사항들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실증시스

템은 고온의 열을 제공하는 원자로시스템과 수소를 생산하는 화학플랜트로 구성된

다. 실증시스템에 사용될 초고온가스로는 원자력선진국들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초

고온가스로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상위요건은 기본적으로 제4세대 원전에서 추

구하는 목표를 포함한다.

<요건 1> 원자력수소 생산시스템은 최소한의 추가적인 실증으로 상용화가 가

능해야 한다.

   배경: 원자력수소사업에서 건설하고자 하는 실증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상용 원자

력수소 생산시스템의 실증을 목표로 하는 일종의 FOAK (First of a Kind)이기 때

문에 예상되는 상용시스템과 설계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원자력시스템의 실증은 막대한 투자와 장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건설되는 실증시

스템은 예상되는 상용시스템의 인허가를 기술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어

야 한다.

<요건 2> 원자력수소 생산시스템은 상용화되었을 때 지속성, 경제성, 안전성/신

뢰성, 핵확산저항성/물리적방호 관점에서 제4세대 원전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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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상용 원자력수소생산 시스템은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의 하나로서, 경쟁력 

있는 미래 원자력시스템의 요구조건에 해당되는 제4세대 원전 요건을 만족해야한

다.

<요건 3> 원자력수소 생산시스템은 효율적인 수소생산을 실증해야 한다.

   배경: 원자력수소생산 시스템의 추진배경은 초고온가스로에 의한 고효율 대량수

소생산의 가능성이다. 경제적인 수소생산을 위해서는 수소생산 열효율이 높아야 하

고 관련시스템의 투자비가 적어야 한다. 실증시스템의 경우 FOAK로서 상용시스템

에 비하여 투자비는 현저히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용시스템의 경쟁력을 확인

하기 위해서는 실증시스템에서 고효율의 수소생산 가능성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

다.

<요건 4> 실증로는 진보된 고온가스로 개발을 위한 실험로 역할을 할 수 있어

야 한다.

   배경: 초고온가스로는 미래 원자력시스템으로서 개발되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실증로는 

수소생산시스템의 열원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보다 진보된 고온가스로 개발을 위한 실

험로 역할을 하도록 요구된다. 기본적으로 실증로는 현대적인 고온가스로에서 요구되는 피동

안전성을 실험적으로 보여주어야 하며, 원자로 성능 개선, 핵연료 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어

야 한다.

     GIF (Gen-IV International Forum)에서 도출된 제 4세대원전의 기술적인 목

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하여 도출되었다.  

   - 제 4세대 원전의 기술적인 목표는 보다 도전적이고 혁신적이어야 함. 

   - 전 세계의 에너지 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 단순 원자로 기술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핵주기를 포함한 전체를 보고 

     목표가 설정되어야 함. 

     상기의 원칙을 바탕으로 ①지속성, ②안전성 및 신뢰성, ③경제성, 그리고 ④

핵비확산성 및 물리적방호 등과 같은 4가지 역에 대해 총 8가지의 기술적 목표가 

도출되었고 각 목표별 만족도는 2-3가지의 세부 항목을 통해 평가되었다.   

목표 1 :  지속성-연료의 효율성 (SU-1)

     제 4세대 원자력 시스템은 전 세계 에너지 수요에 대해, 대기오염의 부담이 

없고, 장기적으로 유용할 수 있으며, 연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지속가능한 에너

지 공급 시스템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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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평가방법

지속성-1-1
핵연료 활용

도

단위 전력 생산에 따른 천연 우라늄 소비량

MtU/GWeYr, 비교 평가 기준값은 150 - 200 

MtU/GWeYr (경수로)  

지속성-1-2

핵주기가 환

경에 주는 

향 

핵주기에 의해서 환경이 훼손되는 정도

지속성-1-3
여타 자원의 

활용도

여타 자원의 소모를 최소화하고, 필요자원의 희소

성 등

   

목표 2 :  지속성-폐기물 최소화 (SU-2)

     원자력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며 폐기물 관리가 가능해야한다.  폐기물에 대

한 미래의 관리 부담을 줄이므로서 환경과 대중의 보호능력을 개선한다. 

평가 항목 평가방법

지속성-2-1
폐기물 발생

량 최소화

최종 처분장으로 보내지는 고준위/사용후핵연료

의 무게와 부피 (t/GWeYr, m
3
/GWeYr).  기준

값은 각기 15-20MT/GWeYr, 15-20 

m
3
/GWeYr. 

방사성 붕괴열량 (kW/GWeYr).  기준값은 노외 

방출 후 500년 시점에서 1-3kW/GWeYr

방사성독성 (Sv/GWeYr).  기준값은 500년후 

500-1500 MSv/GWeYr.  

기타 폐기물 형태의 최종 처분장에서의 거동, 

피폭량 그리고 단기 붕괴열 등을 고려. 

지속성-2-2 환경 향
건설에 따른 폐기물, 시스템 운전에 따른 향, 제

염 해체 향, 처분

지속성-2-3 관리부담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할 시스템, 폐기물 등에 대한 

관리 부담.

목표 3 :  안전성 및 신뢰성-운전의 안전성 및 신뢰성 향상 (SR-1)

     원자로의 사고 또는 중대사고로 이어지는 사건, 장치의 문제점 그리고 인적 

거동 오류 등을 줄임으로서 운전의 안전성을 개선한다.  뿐만이 아니라 신뢰성 제

고를 통해 궁극적으로 시스템의 경제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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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평가방법

안전성-1-1 신뢰성
강제 운전 정지율 (Forced Outage Rate) 및 다

중방어 특성.  기준값은 1 forced outage/yr   

안전성-1-2

작업자 및 대중

의 안전성 및 

일상 피폭

방사선 또는 위험물질에 대한 평상시의 피폭 

기준값은 82 man-rem/unit-year

안전성-1-3

사고위험에 대

한 작업자 및 

일반인의 안전

작업자를 중대한 사고위험에 노출시키지 않아

야 함. 

목표 4 :  안전성 및 신뢰성-노심손상 사고 가능성의 획기적 감소 (SR-2)

     피동 안전특성 등을 통해 노심손상 사고 가능성을 거의 제거한다. 

평가 항목 평가방법

안전성-2-1
신뢰할 수 있는 

안전계통

신뢰성있는 반응도 제어 

신뢰성있는 붕괴열제거  

안전성-2-2
불확실성이 낮

은 시스템 모델

주된 현상 모델링은 높은 정확도 모사.

연료의 열적변화에 대한 반응 시간 (Long 

Thermal Response Time is preferred)

종합 실험을 통한 검증 

목표 5 :  안전성 및 신뢰성-부지밖 비상대응 필요성 제거 (SR-3)

     새로운 기술의 적용과 설계 개선을 통해 부지밖(Offsite) 비상 대응 필요성을 

완전히 제거 한다 (EPZ를 부지 경계로 함).     

평가 항목 평가방법

안전성-3-1

방출 방사선 선원과 

에너지양그리고 시

간대별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고유 

방어특징  

연료의 건전성 유지 기능 

에너지 방출 메카니증 경로제한 및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  

안전성-3-2

방사선 및 에너지방

출을 제어하고 줄일 

수 있는 보호벽 ( 

콘테인먼트) 

시스템 반응 시간의 길이 (Long 

System Time Constant)

장기간 그리고 효과적인 제지 (Long 

and Effective Holdup)

안전성-3-3
추가적인 개인 위해

도가 없을 것
-

안전성-3-4

여타 경쟁 기술에 

비교되는 사회적 위

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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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6 :  경제성-비용의 비교우위 (EC-1)

     전주기비용(자본비용, 운  및 유지보수비용, 연료주기비용, 제염 및 해체비용)

이 여타 에너지원에 대해 우위를 가져야 한다.  현재는 자본비용(Capital Cost)과 

건설공기가 원자력 시스템 재정부담의 가장 큰 요인이다.

평가 항목 평가방법

경제성-1-1

O v e r n i g h t 

C on s t r u c t i on 

Costs

건설비만 고려함. 기준값은 1996년도 가격으로 

US$1,400 - 1,600/kW  

경제성-1-2
P r o d u c t i o n 

Costs

연료비, 노동, 재료 그리고 폐기물처리, 제염해

체 등을 포함한비용.  1998년도 가격으로 기준

값은 US$14 - 16/MWh

경제성 문제는 결국 낮은 전기 생산단가로 나타난다.  설계하고자하는 원자로는 기

준가격인 $34-30/MWh 보다는 낮은 가격을 형성해야할 것이다. 

  

목표 7 :  경제성-투자 위험성 (EC-2) 

     여타 다른 에너지 프로젝트와 비교해 그 투자비용 위험성이 비슷해야 한다.  

평가 항목 평가방법

경제성-2-1 건설기간 단축 기준기간은 45-55개월 

경제성-2-2
Low

Capital-at-Risk

건설기간동안 투자된 총 액수. 건설비용 및 건

설기간에 의해서 산정됨. 기준값은 1998년 가

격으로 US$1.5 - 2.0 Billion.   

목표 8 :  핵확산저항성 및 물리적 방호 (PR)

     핵무기 확산을 저지할 수 있어야 하며 테러행위에 대한 물리적 방호능력이 향

상되어야 한다.  

평가 항목 평가방법

저항성-1 IAEA Safeguard 적용의 용이성 

저항성-2
테러나 또는 사보타지에 대한 저항

성, 핵물질의 도난 등에 대한 방어

나. 기능 및 설계 요건

(1) 실증원자로의 개발 및 건설

(1.1) 실증원자로의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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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원자로는 피동적안전성을 만족하며 예상되는 수요자가 요구하는 상

용플랜트와 같은 용량을 가지도록 건설한다.  

  근거 :

     이 요구조건은 제4세대원자력 목표중 EC-1, EC-2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임. 

규모변경을 도모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추가적인 인허가가 필요 없이 개발된 

플랜트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함. 고온가스로는 열출력 600 MW까지 피동안

전성을 입증할 수 있으며 용량이 커질 수록 단위 출력당 생산비용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원자로는 주기적으로 정비와 핵연료를 교체해야 하며

(Prism 형의 경우) 생산된 수소를 저장하는데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고객

의 입장에서는 작은 규모의 플랜트 여러 기를 설치하는 것이 유리함. 따라서, 

실증원자로의 용량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결정될 것임.

(1.2) 피동안전성

실증원자로는 사고시 원자로심을 전출력상태에서 안전한 정지상태로 냉

각시키거나 (1.13)에 기술된 핵연료 성능요건을 만족하는 핵연료온도제한

치 아래로 낮출 수 있는 적절한 피동안전계통을 확보해야 한다.

 근거 :

     이 요구조건은 제4세대원자력 목표중 SR-1, -2, -3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임. 

이 요구조건의 의도는 종사자, 대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능동적 공학안전설

비 또는 인간의 조작에 의존하지 않는 피동적 안전기능을 장착시키는 것임.

(1.3) 원자로형태 - 프리즘형 또는 페블형

원자로는 프리즘형이거나 페블형이다.

 근거 :

     이 요구조건은 제4세대원자력 목표중 EC-1, -2, SR-1, -2, -3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임. 두 가지 노형 모두 높은 에너지변환 효율을 가지고 있으며, 핵연료

와 원자로의 고유안전성이 높음.

(1.4) 노심의 평균 출구온도

원자로의 압력용기출구의 평균냉각재온도는 950 ℃ 이다.

 근거 :

     이 요구조건은 제4세대원자력 목표중 SU-1과 EC-1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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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온도는 원자력수소 생산용 초고온가스냉각로 (NHDD)의 목표 온도로서, 이

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열교환기 (IHX)로 대표되는 초고온 기기의 설계 및 제

작에 사용될 수 있는 적절한 재료가 ASME Code에 등재되고 공학적으로 의

미 있는 설계 데이터가 확보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함.

(1.5) 감속재

원자로는 흑연감속방식이다.

 근거 :

     이 요구조건은 제4세대원자력 목표중 SR-1, -2, -3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임. 

흑연감속원자로는 미국, 독일, 국, 일본, 중국에서 입증되고 건설된 바 있음.

(1.6) 핵연료주기

실증원자로는 once-through 우라늄연료주기를 채택한다.

 근거 :

     이 요구조건은 제4세대원자력 목표중 SU-1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임. 경수로 

핵연료와 마찬가지로 고온가스로 핵연료는 적절한 처리후 처분될 수 있음. 고

온가스냉각로는 미래에는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핵연료주기를 채택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음.

(1.7) TRISO 피복핵연료

실증원자로에 장전될 핵연료는 산화우라늄(UO2) 또는 산소탄화우라늄

(UCO) 연료핵에 피복한 TRISO 피복입자연료로부터 만든다. 입자연료는 

원주형 또는 구형으로 뭉쳐진다. 초기 연료로는 인증된 산화우라늄을 채

택한다.

 근거 :

     이 요구조건은 제4세대원자력 목표중 SR-1, -2, -3, PR-1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임. 고온가스냉각로에 사용할 TRISO 피복입자는 독일에서 성공적으로 입증

되었으며 일본의 HTTR, 중국의 HTR-10에서 사용하고 있음. TRISO 피복입

자는 약 1mm 직경의 다층피복체임. 각 미소입자는 소형의 압력용기와 같은 

역할을 함.

     고온가스로에 사용될 핵연료입자는 저농축 UO2이며 다공성 탄소완충막(porus 

graphite buffer layer)으로 쌓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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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핵연료 농축도

실증원자로에 장전될 핵연료는 20% 이하 농축도인  U-235이다.

 근거 :

     이 요구조건은 제4세대원자력 목표중 SU-1, EC-1, PR-1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임. 20% 이하 농축도는 고온가스냉각로에서 핵확산위험성을 최소화함.

(1.9) 핵연료 연소도

개방형 핵연료주기에서 폐기물의 양, 연료경제성, 핵확산위험성을 고려하

여 연료이용률이 최대가 되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근거 :

     이 요구조건은 제4세대원자력 목표중 SU-2, EC-1, PP-1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임. 고연소도를 달성하면 연료이용율을 향상시키고 생산되는 출력당 폐기물

저장량을 줄일 수 있음. 연소도가 높아지면 Pu 중 Pu-240의 분률이 높아지므

로 핵확산위험도를 줄일 수 있음. 고온가스로에서는 16 %이상의 연료이용율

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임.

(1.10) 핵연료 성능

핵연료성능은 인증되어야 하며 연료설계, 사양, 연료제조, 품질보증계획 

및 절차,조사시험, 운전조건에 따른 손상확률이 포함되어야 한다.

 근거 :

     이 요구조건은 제4세대원자력 목표중 SU-2, EC-1, PP-1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임. 이 조건은 원자로부지경계 밖으로의 방사능 누설을 없도록 하기 위한 

환경보호법의 규제를 만족하기 위한 것임.

(1.11)설계수명

실증원자로는 60년의 설계수명을 가지도록 한다. 60년간의 수명을 가지도

록 설계할 수 없는 부품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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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이 요구조건은 제4세대원자력 목표중 SU-1, EC-2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임. 

원자력수소플랜트의 설계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해결책과 민간의  

다른 투자에 대비한 보상이 동등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임.

(1.12) 심층방호개념

실증원자로는 심층방호개념과 플랜트부지 밖의 비상대피지역 설정이 없

도록  설계해야 한다.

 근거 :

     이 요구조건은 제4세대원자력 목표중 EC-2, SR-1, -2, -3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임. 실증원자로의 설계는 내부 및 외부사건, 근처의 수소생산공장 등의 다양

한 사고에 대한 PSA 결과에 따라 설계해야 함. 실증원자로는 월등한 안전능

력을 보여 줄것으로 기대됨. 예상되는 운전과도상태와 설계기준사고는 인허가

과정에서 확인될 것임. PSA에 의해 설정될 설계기준초과사고에 대해서는 핵

연료건전성이 유지되는가를 확인할 것임. 이 시험은 심층방호개념의 여러 계

층중 가상중대사고의 피해를 줄이고 내부 및 외부사건에 대해 실증원자로를 

보호하게 될 것임.

(1.13) 방사선 누출

실증원자로는 다음과 같은 상위 성능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 정상운전중 :

  - 부지외에서 공중에 대한 방사선수준은 10CFR50 Appendix I과 

40CFR 190에서 규정한 한계보다 작아야 한다.

  -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피폭은 10CFR20의 한계치의 10%보다 크지 않

도록 한다.

￭ 설계기준사고시 :

  - 부지경계(EAB; exclusion area boundary)에서 방사선수준은 

EPA-520 / 1-75-001에서 규정한 대피(sheltering and evacuation)한

계보다 작아야 한다.

 근거 :

     이 요구조건은 제4세대원자력 목표중 SR-1, -2, -3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임. 

이 요구조건은 부지경계밖에서의 방사능 독성의 향을 제거하기 위한 EPA

의 Protective Action Guideline을 만족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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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원자로계통 상호작용

실증원자로와 수소생산시스템 또는 다른 공정열 시스템간의 경계는 원자

로 일차계통의 고장이나 혼란상태가 다른 경계시스템의 고장이나 불리한 

충격을 야기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근거 :

     이 요구조건은 제4세대원자력 목표중 SR-1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임. 이 요구

조건의 의도는 원자로 일차계통의 고장이 다른 계통의 고장으로 전파되지 않

도록 하자는 것임. 예를 들어 일차계통의 중간열교환기의 파단이 수소생산시

스템 부품의 과도압력을 야기하지 않도록 해야 함.

(2) 실증원자로의 건설 및 운전 인허가

  여기에 기술하는 사항은 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실증원자로의 인허가를 획득

하기 위한 요구조건임. 특히, 인허가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안은 기존의 가압경수로 

또는 중수로가 아니고 원자로를 수소생산에 이용하는 데 따른 것이며 실증원자로의 

인허가과정에서 해결되어 상용플랜트 인허가의 사전준비가 됨.

(2.1) 인허가 규정

실증원자로는 인허가요청 당시의 인허가규정에 따라 인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근거 :

     이 요구조건은 제4세대원자력 목표중 SR-1, -2, -3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임. 

(2.2) 위험도정보와 성능기반 접근 (Risk-Informed, Performance-Based Approach )

실증원자로는 인허가 판단시에 위해도정보와 성능기반 접근 방식을  택

해야 한다.

 근거 :

     이 요구조건은 제4세대원자력 목표중 SR-1, -2, -3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임. 

현대의 원자력플랜트의 인허가는 결정론적 요구조건에 더하여 광범위한 확률

론적 위해도평가를 요구한다. 결정론적 요구조건의 상당수는 신형원자로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임.

     인허가 판단시 위해도정보와 성능기반의 접근방식은 인허가기관이 위해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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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성능기반 요소를 복합하여 규정제정, 인허가, 검사, 평가, 조치 등의 판단에 

적용함. 위해도정보와 성능기반의 규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심층방호개념, 

안전여유도, 성능이력을 포함한 위해도 통찰, 공학적분석, 판단으로 접근하는 

것임.

     (1) 주요 작동에 대한 감시.

     (2) 성능평가를 위한 목표기준 설정.

     (3) 계통과 인허가성능을 감시하기 위한 측정 또는 산정가능한 파라메터 개발

     (4) 향상된 결과를 추구하도록 설정된 성능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여유도 제

공.

     (5) 규제 판단과정의 일차근거가 되는 결과에 집중.

(2.3) 확률론적 위해도 평가 (PSA)

실증원자로사업에서는 내부사건과 외부사건에 대한 확률론적위해도평가

를 수행해야 한다. 이 해석은 인허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

     이 요구조건은 제4세대원자력 목표중 SR-1, -2, -3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임. 

확률론적위해도평가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운전과도상태, 설계기준사고, 중대사고 등의 비정상조건의 해석개발의 필요

성을 확인함.

     ￭해석방법, 전산코드의 검증 및 응용을 개선하거나 개발함.

     ￭안전특성과 방법의 검증에 필요한 실험정보의 개발 및 평가.

     ￭결합된 수소생산플랜트에 수반되는 충격의 확인과 완화 기구.

(3) 수소생산플랜트의 개발과 실증

  여기에 기술하는 사항은 수소생산에 관련된 고온가스냉각로의 능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수소생산은 열화학공정 또는 고온전기분해공정을 통해 실증될 것임. 시

스템간의 상호작용, 계장과 제어, 안전장벽과 격리 기능 등의 결합의 현안이 평가될 

것임.

(3.1) 수소생산

실증원자로의 대부분의 출력은 수소생산에 사용하고 일부 출력은 수소생

산공정에 필요한 전력생산에 사용된다.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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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요구조건은 제4세대원자력 목표중 SU-1, EC-1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임. 

수소생산플랜트는 가능한한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수소를 생산하도록 설계해

야 함.1) 수소생산은 연속적이고 생산효율은 4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3.2) 열화학공정과 고온전기분해공정

수소생산공정으로는 물을 분해하는 열화학공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고온전기분해공정도 가능해야 한다.

 근거 :

     이 요구조건은 제4세대원자력 목표중 SU-1, SU-2, EC-1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임.  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수소생산공정은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를 방

출하지 않고 수소를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생산하는 가능성이 있다.

(3.3) 수소생산시스템 상호작용

수소생산플랜트와 고온가스로의 연계는 수소생산플랜트의 고장이나 혼란

이 고온가스로의 고장이나 불리한 충격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근거 :

     이 요구조건은 제4세대원자력 목표중 SR-1, -2, -3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임.  

이 요구조건의 목적은 수소생산시스템의  고장이 원자로의 일차계통의 고장으

로 전달되거나 파손 또는 기술사양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임.

(3.4) 삼중수소 전이

수소생산플랜트와 고온가스로의 연계는 수소생산플랜트로의 삼중수소의 

전이가 전체시스템이나 식수에서 발견되는 최대량이 환경기준 이하로 제

한되어야 한다.

 근거 :

     이 요구조건은 제4세대원자력 목표중 SR-1, -2, -3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임.  

적용되는 규제는 Clean Water Act/ Water Program 과 40 CFR190, 

40CFR100 - 149 임. 

(3.5) 수소 방사능 준위

1) NGNP는 효율적인 전력생산과 수소생산을 위해 90%를 전기생산에 사용하고 10%(60 MWth)

을 수소생산열로 사용함. 그러나, 본 사업의 실증로 개발목표는 수소생산전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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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된 수소기체와 수소생산시스템에서의 방사능 농도는 NRC의 종사자

와 공중에 대한 선량 규제치이하로 최소화되어야 한다.

 근거 :

     이 요구조건은 제4세대원자력 목표중 SU-2, SR-1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임. 

이 요구조건의 목적은 10CFR20 Subpart 20에 규정된 종사자에 대한 선량한

도, 10CFR20 Subpart D에 규정한 공중에 대한 선량한도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임. 생산된 수소는 수소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되어 수증기의 형태로 바

뀌므로 대량 사용 시 공중의 음용수를 오염시키게 됨. 따라서, 생산된 수소의 

방사능 오염도는 음용수에서의 허용농도 이하가 되어야 함.

(3.6) 수소 순도

생산된 수소기체의 순도는 현재의 수소응용을 위한 산업표준에 부합되어

야 한다.

 근거 :

     이 요구조건은 제4세대원자력 목표중 EC-1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임. 요구되

는 산업용 수소순도는 특정한 용도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PEM 연료전지

는 상당수준의 불순물은 허용되나 황(Sulfur) 또는 일산화탄소(CO) 불순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연료전지에서 99.999%의 순도가 필요하다.

(4) 장래 시험에 대한 대비

  여기에 기술하는 사항은 초기의 인허가와 인증시험 후 발생할 수 있는 장래의 실

증원자로의 용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 실증원자로가 완공된 후 장래의 연구개발

을 허용할 수 있는 충분한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미래의 상용 원자력시설

로서 실증원자로는 수소생산을 위한 초기의 임무가 완료된 후의 시설의 활용을 위

해서는 단기적인 설계판단만을 하여서는 안될 것임. 미래의 활용으로는 운전성능여

유도와 안전성평가 시험, 투자보호개념, 제어실고도화, 계장제어계통의 고도화와 시

험 등을 고려할 수 있음.

(4.1) 안전 및 운전성능 시험

실증원자로의 설계는 장래의 안전 및 성능여유도 연구를 허용하도록 충

분한 유연성을 가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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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이 요구조건은 제4세대원자력 목표중 SR-1, -2, -3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임. 

실증원자로설계를 기반으로 나타날 상용원자로의 설계에는 시스템의 장기적 

유용성(availability), 효과적인 핵연료이용, 안전성 및 신뢰도향상 등이 개발될 

것임. 실증원자로는 이러한 설계 개선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장치로 사용될 

수 있음. 또한 적절한 계장으로 장래의 개량형 초고온가스로플랜트의 인허가

와 설계인증에 사용할 확인 및 검증 (Verification and validation)용 자료를 생

산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음.

(4.2) 투자보호기능(Investment Protection Features)의 평가

실증원자로는 안전 및 제어계통과 독립적인 투자보호계통을 추가하고 평

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근거 :

     이 요구조건은 제4세대원자력 목표중 EC-2, SR-1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임. 

장래의 초고온가스로 설계는 플랜트파라메터가 기술사양과 플랜트부품의 허용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가를 감시하고 유지하는 투자보호시스템을 갖출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시스템은 초기플랜트투자를 보호하고 지속적인 출력생산 능력

을 확인하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이러한 시스템의 검사는 정상적인 안전 및 인

허가 시험요구로부터는 분리되어야 함. 따라서, 다양한 투자보호시스템을 개발

하고 시험하는 능력은 실증원자로의 향후 임무로 간주할 수 있음.

(4.3) 인간기계 연계 (Human-Machine Interface)

실증원자로의 설계는 복합플랜트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인간공

학 원리와 운전경험에 입각한 인간기계연계장치를 최적화해야 한다.

 근거 :

     이 요구조건은 제4세대원자력 목표중 EC-1, SR-1, -2, -3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임. 개선된 인간환경공학, 최신 플랜트진단계통, 예지(prognostic)시스템과 

훈련은 정상 및 비정상 조건에서 운전원의 적절한 대응을 향상시킬 것임. 실

증원자로는 1개의 원자로모듈로 건설되나 향후 상용 플랜트는 여러개의 모듈

로 구성될 것임.

(4.4) 운전원 조작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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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운전, 시동, 정지, 검사, 시험중의 플랜트과도상태, 정상운전중의 일상

적 또는 비일상적인 활동시 운전원 조작의 필요성은 최소화하고 가용시

간은 최대화하도록 실증원자로를 설계해야 한다.

 근거 :

     이 요구조건은 제4세대원자력 목표중 EC-1, SR-1, -2, -3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임. 이러한 설계로 운전조작가능시간을 최대화하여 사건진행의 초기에 적절

한 플랜트 진단과 예지(prognostic)를 위한 운전원의 스트레스와 부담은 줄일 

수 있음. 이 시간동안 운전원은 사건을 확인하고 플랜트를 조정하거나 자동조

작 또는 피동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운전반에서 떨어져 있을 수 있게 됨.

(4.5) 통합 운전실 설계

실증원자로의 설계는 언제라도 수동조작으로 단일한 통합운전실에서 원

자로운전원이 원자로를 제어하고 공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

다.

 근거 :

     이 요구조건은 제4세대원자력 목표중 EC-1, SR-1, -2, -3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임. 이런 설계로 전체플랜트의 운전과 제어용 인간-기계 연계계통의 가용성

을 높일 수 있음.

(4.6) 통합시설의 운전과 유지보수 인력

실증원자로는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통합운전과 유지보수활

동에 필요한 인력을 최적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근거 :

     이 요구조건은 제4세대원자력 목표중 EC-1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임. 감시, 시

험, 일상적 및 비일상적 활동을 위한 원자로와 수소생산공정운전원의 수요감

소는 운전 및 유지보수비용을 최소화시켜 플랜트의 경제성을 향상시킬 것 임.

(5) 에너지 생산품과 공정의 시범 가능성

   여기에 기술하는 사항은 장래에 실증플랜트의 공정열과 수소생산능력을 활용하

여 장래의 에너지 기반에 대한 연구개발에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이 요구조건은 실증플랜트의 대량 수소생산 능력을 활용한 장래의 연구개발

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설계에 고려하려는 목적임. 예를 들면 대량수소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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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수소경제인프라 관련연구개발이나 고온가스로의 공정열이용  등임. 실증플랜

트 사업에서 이러한 연구개발에 재정 지원을 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지만 다른 분

야에서 실증플랜트의 제한조건과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범위내에서 설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임. 

(5.1) 수소 응용

실증플랜트사업은 생산된 수소의 다양한 용도를 평가하는 시험용도를 설

정해야 한다.

 근거 :

     이 요구조건은 제4세대원자력 목표중 SU-1, EC-1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임. 

실증플랜트에서 생산된 대량의 수소는 수소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많은 연구개

발과 산업적 계획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임. 이러한 계획으로는 수소자동차, 

연료전지와 수송분야의 수소연구, 석유산업 등을 생각할 수 있음.

(5.2) 수소 저장과 분배

실증플랜트사업은 수소기반 시험의 요구를 지원할 수 있는 수소저장과 

분배계통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수소 저장 및 분배기술의 안전

성과 경제성을 실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근거 :

     이 요구조건은 제4세대원자력 목표중 SU-1, EC-1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임. 

에너지담체로서 수소는 평가시 고려해야 하는 기술적 난점을 가지고 있음. 수

소를 액체수소 또는 압축수소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함. 또

한, 배관이나 수송을 통한 수소분배에도 분배에 전달에 필요한 에너지와 시스

템의 분배 조건(펌핑과 수송거리 관련)에 대한 균형이 필요함. 이러한 고려는 

미래의 수소경제의 전반적인 경제성과 실현가능성에 향을 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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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형 및 용량 평가 방법론 개발

가. 노형평가 방법론

(1) 개요

     세계적으로 두 가지 형태의 초고온가스로가 연구개발되고 있다. 하나는 육방형 흑연블

록을 핵연료집합체로 사용하면서 가압경수로에서 처럼 주기적으로 핵연료를 장전하는 방식

으로서 소위 블록형 (PMR) 고온가스로라 불린다. 다른 형태는 지름 6cm 크기의 구형 핵연

료를 연속적으로 장전/방출하는 개념인 소위 페블형(PBR)이다. 고온가스로를 개발하는 각 

나라는 각자의 이해관계와 노형의 기술적인 특성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개발방향을 달리하

고 있다. 블록형은 미국의 GA사에서 개발되었으며, 현재 미국, 일본, 프랑스에서 주로 개발

되고 있다. 페블형은 독일에서 개발되었으며, 현재 중국과 남아공이 관련 페블형 고온가스로

를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웨스팅하우스사를 중심으로 페블형 고온가스로에 

대한 연구도 추진되고 있다. GIF에서는 두 노형 모두 제4세대 고온가스로로서의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원자력수소사업에서는 원자력에 의한 대량 수소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는 다수의 초고온가스로가 필요하며 향후 국내 원자력에너지 개발에 매우 큰 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원자력수소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국내실정에 가장 잘 부합하는 노

형을 적기에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제4세대 원전의 하나로서 개발되는 초고온가스로는 고온가스로의 오랜 개발역사에도 

불구하고 아직 충분히 검증된 개념이라고 할 수 없다. 이는 보다 높아진 운전온도로 인하여 

재료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많은 기술적 현안이 존재한다. 또한 과거와 달리 어떠한 사고시에

도 핵연료의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소위 피동안전성을 추구하는 것도 크게 다른 점

이다. 이러한 차이점은 블록형 및 페블형 모두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적용된다. 따라서 

노형의 평가 및 결정은 향후 제4세대 초고온가스로로서 성공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노형을 

선택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초고온가스로 노형의 결정은 단순히 기술적인 인자만을 고려하여 수행될 수 없는 특징

이 있다. 최적의 노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정량화가 어려운 다양한 평가기준들을 동시에 고

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노형결정은 기본적으로 다기준 의사결정 문제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형평가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사결정 방법을 검토하 으며, 해석

적계층화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기본 방법론으로 채택하 다.

(2) 참조노형 특성 비교

     블록형 및 페블형 노형에 대한 기술특성을 참조노형을 중심으로 비교하 다. 블록형의 

참조노형은 GA사의 GT-MHR이며, 페블형의 경우 남아공의 PBMR이다. 두 노형의 출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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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600MWth, 400MWth 이다. 그림 3.1.1에는 블록형 및 페블형 노심의 개념을 나타내었으

며, 그림 3.1.2와 3.1.3에는 두 노형의 연료개념을 도시하 다.

블록형 (GT-MHR) 페블형 (PBMR)

그림 3.1.1. 블록형 및 페블형 노심 개념

     두 노형 모두 노심 중앙에 흑연 반사체를 설치하여 환형의 활성노심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피동안전성을 보장하고 노심의 열출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이다. 블록형의 경우 내부 

흑연반사체는 핵연료집합체 동일한 모양의 흑연블록으로서 그 구성이 매우 단순하다. 한편 

페블형의 경우 초기 설게에서는 내부 흑연반사체 역을 핵연료가 없는 핵연료처럼 아래로 

흐르는 흑연페블 개념을 사용하 다. 그러나 이 경우 내부반사체 역으로의 냉각재 우회유

량이 매우 크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흑연페블과 연료페블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문제도 도출

되었다. 뿐만 아니라, 흑연페블 역은 약 39% 정도가 헬륨냉각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

시 Heat Sink 로서의 역할에 제한을 받는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의 페블형 

설계에서는 내부반사체 역을 고체흑연 블록으로 바꾸었다.

      두 노형은 매우 상이한 연료형태를 이용하지만, 그림에서 보듯이, 모두 TRISO라는 다

중피복입자를 이용하는 것은 공통이다. 다만, 핵연료 커널(Kernel)의 크기 및 피복층의 두께

는 연료의 사양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진다. 페블형의 경우 연료핵의 직경은 일반적으로 500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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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이 사용되며, 블록형의 경우는 설계에 따라서 다양한 커널 크기가 사용된다.

그림 3.1.2. 블록형 연료개념

그림 3.1.3. 페블형 연료개념

     표 3.1.1에서 두 노형의 주요한 노심특성을 비교하 으며, 표 3.1.2에는 두 노형의 주요

한 기술적 현안을 정리하 다. 두 노형의 가장 큰 차이점의 하나는 출력 도이다. 이는 기본

적으로 두 노심에서 헬륨냉각재가 차지하는 기공율의 차이에 기인한다. 일반적으로 블록형의 

경우, 설계에 따라 다르지만, 기공율이 약 20% 정도인데, 페블형의 경우, 설계에 상관없이, 

약 39%이다. 결과적으로 블록형의 열출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이 있다. 이러한 열출력 

차이는 시스템의 경제성에 상당한 향을 미칠 수 있다.

     페블형의 연속적인 재장전 개념은 재장전을 위한 원자로 정지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

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율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원자력시스템은 주기적

인 예방정비는 필수적이며, 이 경우 연속적인 연료 장전 및 방출에 따른 이용율 향상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페블형의 경우, 매우 복잡한 난류형태의 냉각재 흐름 때문에 

핵연료의 온도가 평균적으로 꽤 낮다는 장점이 있다. 낮은 핵연료 온도는 핵연료의 건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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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분열생성물 방출 관점에서 매우 유리하다. 그러나 페불형의 경우 노심의 첨두출력을 적절

히 제어할 방안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첨두출력이 발생하여 최대 핵연료 온도가 블록형

에 비하여 높을 수 있다.

표 3.1.1. 블록형 및 페블형 주요 노심특성 비교

인자 PMR PBR 비고

 출력 도, W/cc 6∼7 4∼5
 노심 기공율

 PMR ∼20%, PBR ∼39%

 연료-냉각재 온도차, ℃ 130∼150 50∼70  온도차 낮을수록 유리

 환형노심 구성 쉬움 가능함  PBR의 경우 검증 안됨

 연료 재장전주기 18∼24 연속  PBR에서 이용율 향상 가능성

 우라늄 농축도, w/o 12∼14 9∼10  PMR 농축도 저감 필요

 연소도, GWD/t 100∼120 90∼100  높을수록 유리

 잉여반응도 높음 낮음  낮을수록 유리

 확률론적 해석 낮음 높음  높으면 인허가 현안

 첨두출력 낮음 높음
 PMR의 경우 가연성흡수체

 등을 이용하여 제어 가능

 연료 제작비 높음 낮음  복잡한 PMR 연료 형태

 노심 압력강하 낮음 높음  낮을수록 높은 열효율 가능

 사용후연료부피 작음 많음  PMR의 경우 컴팩트 분리가능

 TRU 연료 능력 높음 높음  PBR의 경우 검증 필요

 삼중수소 생성 높음 낮음
 PMR의  B4C 가연성흡수체, 

 보다 많은 제어봉 수

     블록형 노심의 주요한 현안의 하나는 상대적으로 높은 핵연료 온도를 저감하는 것이다. 

블록형의 경우 냉각재가 관형태의 유로를 따라서 흐르기 때문에 압력강하는 매우 작은 반면 

열제거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GA사의 GT-MHR의 경우 냉각재와 연료 사이에 흑연

블록이 존재하여 열전달을 방해한다. 온도의 온도저감은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출력분포의 최

적화를 통하여 가능하다. 그러나 근본적인 냉각재와 연료와 온도차를 낮추기 위해서는 연료 

컴팩트를 직접 냉각하는 방식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블록형의 또 다른 현안은 많은 수의 연료집합체를 다루어야 되는 연료 재장전 방식이

다. 블록형의 경우 연료의 재장전은 각 연료집합체를 하나하나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연료집

합체의 수가 많으면 비례해서 재장전 기간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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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노형 모두 냉각재의 우회유량이 상당히 크며, 이로 인한 핵연료의 온도 증가가 기술

적 현안의 하나이다. 우회유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냉각재 유로의 최적화가 요구된다. 한편 

블록형의 경우 제어봉이 활성노심에 삽입되는 경우 고온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제어봉 안내

관의 개발이 요구된다.

     원자로의 인허가는 매우 엄격하고 보수적인 사전분석에 기초하여 수행된다. 따라서 효

율적인 원자로 운전을 위해서는 노심설계에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한편 페불형의 

경우 수 많은 페불연료가 노심에서 확률적으로 거동하기 때문에 노심해석의 불확실성이 상

대적으로 높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페블형의 경우 보다 정확한 페블유동에 대한 모사가 

요구되며, 블록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다 보수적인 노심성능 평가가 요구될 가능성이 높

다. 

표 3.1.2. 블록형 및 페블형 노심의 주요 기술적 현안

PMR PBR

 - 핵연료 온도 저감 

 - 이용율 향상을 위한 

   재장전 시간 단축 

 - 우회 냉각재 유량 저감 

   : 제어봉 안내관용 재료개량 

 - 페블유동 불활실도 저감 

 - 환형노심 검증

   : Stuck 혹은 Bridged 페블 가능성

 - 최대 연료온도 불확실도

 - 첨두출력 저감 

 - 우회 냉각재 유량 저감 

 - 반사체 수명 연장 

   : 내부반사체 수명 10∼15년

          블록형의 경우 환형노심의 구성은 매우 쉽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페블형의 경우 

환형노심은 과거에 사용된 바가 없으며,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내부반사체 경계부근에서 페

블이 고착되거나 페블끼리 bridged 되는 가능성들이 제기되었다. 결과적으로 내부반사체의 

도입에 따른 페블의 흐름에 대한 불확실도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페블형 노심에

서 첨두출력은 내부반사체와 활성노심의 경계 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역에서의 페불

의 유동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핵연료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심의 첨두출력을 적절히 제어하는 것이 반드

시 요구된다. 블록형의 경우 잉여반응도 제어를 위해서 사용되는 가연성흡수체를 사용하여 

첨두출력의 제어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연료의 농축도 구분, 혹은 연료 충진율 변화 등을 이

용하여 효과적으로 첨두출력을 제어할 수도 있다. 한편 페불형의 경우에는 연료가 계속해서 

불확실하게 유동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첨두출력의 제어가 매우 어

렵다는 단점이 있다.

     페블형의 또 다른 현안은 내부반사체의 수명이 비교적 짧아서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

며, 페블형에서 반사체의 교체는 매우 긴 시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핵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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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노심으로부터 제거해야 하며, 따라서 재 기동시 평형노심 조건에서 이탈되는 문제점도 있

다. 따라서 페블형의 장점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장수명의 흑연 반사체의 개발이 매우 중요

하다고 할 수 있다.

     표 3.1.3은 두 참조노형의 전형적인 설계인자를 보여준다. 표에서 보듯이, 두 노형 모두 

모듈형 시스템을 추구하고 있다. 표에서 두 노형모두 전기생산을 위해서 직접 브레이튼 사이

클을 사용한다. 두 참조노형의 여러 면에서 약간 씩 다르기 때문에 관련 인자를 모두 직접적

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동일한 조건의 전기생산 방식, 압력, 

온도조건 등이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심의 압력강하 차이는 블록형 시

스템이 약간 높은 열효율을 제공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포에서 보듯이, 단위 모듈당의 

출력 및 열효율의 차이로 인하여 동일 전기출력을 위한 원자로의 수가 크게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표에서 건설단가는 기존 가압경수로에 비하여 꽤 낮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들 

수치는 각 회사가 주장하는 것으로서 매우 큰 불확실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표 3.1.3. 참조노형의 설계 목표

인자 GT-MHR (PMR) PBMR (PBR)

 모듈수 (전체출력)

 모듈당 정격출력

 순 열효율

 압력

 냉각재 온도, 입구/출구

 모듈당 건설기간 (Nth)

 이용율

 내진설계

 건설단가 (Overnight)

 연료비

 운전 및 운 비

 비상계획구역

4 (1145 MWe)

600 MWth/286 MWe

48%

70기압

491/850℃

∼36개월 (1st)

>90%

0.3g

$975/kWe

7.4 mills/kWh

3mills/kWh

없음

8 (1320 MWe)

400 MWth/165 MWe

41%

90기압

488/900℃

24개월(nth)

>93%

0.4g

$1000/kWe

4 mills/kWh

5 mills/kWh

없음

(3) 의사결정 방법에 대한 검토

(가) 개요

     실증로의 노형은 블록형과 페블형 두 참조노형에 대한 다양한 인자를 고려한 

평가를 통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객관적인 기술적 특성들의 정량화뿐만 아니라 의

사결정자들의 정성적인 주관적 판단도 노형 결정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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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노형결정 과정은 다기준 의사결정 (Multi-criteria decision making) 문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노형 평가 및 결정을 위해서는 객관적 정보뿐만 아니라 

주관적 정보를 처리하는데 유용한 의사결정 기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적절한 의사결정 기법 선정을 위해서 다기준 의사결정에 자주 사용되는 다음

과 같은 방법론을 검토하 다. 1) 다속성효용이론 (Multi-Attribute Utility Theory, 

MAUT), 2) 해석적계층화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3) Outranking 

법. 표 3.1.4에는 이들 세 가지 방법의 특징을 비교하여 정리하 다.

표 3.1.4 다기준 의사결정법의 비교

구분 MAUT 기법 AHP 기법 Outranking 법

 선호함수 형태  수학적 함수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
 수학적 함수

 가중치 결정법

 사전연구 및 의견

수렴을 통하여 평가

기준별 가중치 결정

쌍대비교행렬에 기

초하여 결정

사전연구 및 의견수

렴을 통하여 평가기

준별 가중치 결정

 비교대안의 평가법
 대안별 기대효용 

산출

 평가자의 판단에 

의한 쌍대비교

 내부 알고리즘에 

의한 수치적 쌍대비

교

 평가순위 부여법
 각 대안의 기대효

용 값 크기 순서

 평가기준의 가중치

와 평가기준별 선호

도의 가중합의 크기 

순서

 순위선호 방법을 

이용

 의사결정문제의 

 계층화 구조

 Decision tree에 의

한 문제의 분해 및 

구조화

 평가기준의 계층구

조화

 모형에 반 되지 

않음

     Von Neumann과 Morgenstern의 효용이론에서 출발한 다속성효용이론은 다음

과 같은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 효용은 기수로 측정이 가능하다. 둘째, 각 개

체의 효용은 가산이 가능하다. 이 방법에서는 단일 평가기준에 대한 효용함수를 함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으로 경계조건을 우선 설정하고 경계조건에서 출발하여 질의

응답을 반복하면 평가값을 도출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다속성효용이론은 정성적인 

기준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의 가중치를 구할 수 있다. 또한 

조건변화에 따라 평가기준의 가치변화 및 평가대안의 추가 등에 높은 유연성을 지

니고 있다. 그러나 평가기준에 대한 효용함수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응답자들의 주

관이 개입되는 바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

      AHP 기법은 1970년대에 Saaty에 의해서 개발된 방법으로서 많은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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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고 있다. AHP 기법은 기본적으로 시스템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AHP 기법

은 시스템적 사고를 바탕으로 복잡한 현상을 관찰하고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을 도

출하기 위해서 하나의 문제를 더 작은 구성요소로 분해하고 그 각각의 구성분자들

을 더 작은 구성요소로 세분화하여 이를 계층적으로 나타내고 비교분석하는 체계적

인 절차이다. 이 기법의 특징은 의사결정자로 하여금 구성요소들을 연이어 둘씩 짝

을 지어 비교하는 (쌍대비교) 일련의 이원적 비교판단을 통해 이들 계층 내에 있는 

요소들의 향력에 대한 상대적인 강도와 효용성을 측정하고 이를 비율척도로 추정

토록 한다는 점이다.

      AHP 기법은 평가기준의 설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결과가 왜곡되며, 평가요

소의 증가시 쌍대비교 횟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일관성확보를 위해서 동일

한 쌍대비교를 반복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인간의 사고과정처럼 문제 자체를 계

층화하고 세분화하여 평가할 수 있고, 응답자의 일관성 검증을 통한 오류정보 배제, 

요소의 중요도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등 우선순위 결정 문제에 있어서의 

신뢰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Outranking 법은 각 대안들을 짝을 짓고 이들의 이원적 관계를 이용하여 분

석함으로써 한 대안이 다른 한 대안보다 우수한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

다. 이 방법은 정량적 정보와 정성적 정보를 동시에 다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대안들 간의 이원적 관계를 우등지수와 열등지수를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준치를 설정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우등지수에 따른 

판단과 열등지수에 따른 판단이 상충하는 경우에 해결책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

한 많은 사람이 결정에 참여하는 경우 평가기준의 가중치를 통일시키기가 어렵고 

평가기준과 대안의 수가 많아질수록 대안 비교쌍이 증가하여 비교선택이 어려워진

다. 

     고온가스로 노형결정에 가장 적합한 의사결정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 으며, 그 결과 AHP 기법이 노형에 대한 다양한 평가기준

과 다양한 의사결정자들의 의견을 가장 객관적으로 반 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

었다.

(나) AHP 기법 기본 절차

       

     AHP 기법에 의한 의사결정은 크게 다음과 같은 4단계로 구성된다. 1) 문제의 

구조화 단계, 2) 중요도 측정 단계, 3) 가중치와 평가치 설정 단계, 4) 대안의 순위

와 최선책의 결정단계. 아래에는 이들 각 단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기술하 다.

① 문제의 구조화 단계

     AHP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문제를 계층화 과정법을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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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계층구조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이 때 최상위 계층에는 ‘의사결정의 

목표’가 위치하며, 하부 계층에는 의사결정에 향을 주는 다양한 평가기준들이 놓

인다. 마지막 최하위 계층에는 우선순위 결정의 대상이 되는 의사결정 대안

(alternative)들이 위치한다. 이러한 계층구종의 각 계층은 바로 위의 계층에 대하여 

일종의 목표-수단의 연쇄 관계를 형성한다. 그림 3.1.4는 노형결정을 위한 AHP 기

법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준다.

     노형결정의 목표는 물론 노형선정이며, 이를 위해서 다양한 평가기준들을 계

층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계층구조의 적절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 등을 

통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평가기준이 결정되면, 각 대안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결정된 각 평가기준의 중요도와 결합하

여 최종적인 최선의 대안을 결정하게 된다. AHP 기법에서는 평가기준에 대한 중요

도 평가 단계에서, 설문 응답자들의 일관성을 검증하는 단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3.1.4. 노형평가를 위한 AHP 기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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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평가기준 중요도 측정 단계 (쌍대비교 측정)

     이 단계에서는 각 계측에 포함된 평가기준들을 일 대 일 쌍을 지어 상위에 있

는 평가기준들에 비추어 상대적인 중요도를 중요성을 평가한다. 만약 어떤 계층에 

n 개의 평가기준이 있다면, 쌍대비교의 수는 nC2 = (n(n-1)/2 개가 된다. 체계적인 

중요도 분석을 위해서, 쌍대비교의 결과는 정방행렬 형태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3

개의 평가기준 (A1, A2, A3)이 있을 경우, 쌍대비교 결과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평가기준간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측정하는 쌍대비교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

교의 척도가 요구된다. AHP 기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교척도는 표 3.1.6에

서와 같이 1에서 9까지의 값 (또는 그 역수)이 사용된다.

     주어진 비교척도를 이용하여 쌍대비교 행렬의 작성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

다. 예를 들어, 3개의 평가기준 요소가 있고, 요소 A1과 A2를 쌍대비교하는 경우, 

표 3.1.7과 같은 쌍대비교표가 설문조사에서 사용된다. 만약 A1이 A2에 비하여 중

요한 경우라면 중간의 1을 중심으로 A1 쪽에 가까운 왼쪽의 해당 괄호에 표시하게 

되고, 반대로 A2가 보다 중요하다면 A2 쪽에 가까운 해당 괄호에 표시하게 된다. 

만약 두 요소가 동등한 중요도를 가진다고 판단되면, 중간의 1이 선택된다.

표 3.1.5 쌍대비교 행렬 구조

A1 A2 A3

A1 a11 a12 a13

A2 a21 a22 a23

A3 a31 a32 a33

표 3.1.6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는 척도

척도 정의 설명

1 동등하게 중요 (equal)
 두 개의 요소가 차 상위 기준에서 

 볼 때 동등하게 중요

3 약간 더 중요 (weak)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약간 더 중요

5 더욱 더 중요 (strong)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더욱 더 중요

7 대단히 더 중요 (very strong)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매우 중요

9 절대적으로 중요 (absolute)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절대적으로

 중요

2, 4, 6, 8 근접해 있는 가까운 숫자간의 중간 정도의 중요성

위의 역수 비교하여 그 역수의 값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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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요소 A1과 A2의 쌍대비교 표

요소 

A1

9 7 5 3 1 3 5 7 9 요소 

A2( ) ( ) ( ) ( ) ( ) ( ) ( ) ( ) ( )

     이러한 쌍대비교의 결과는 표 3.1.5의 쌍대비교행렬에 다음과 같이 반 된다. 

행렬의 요소 aij 는 요소 i의 요소 j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만

약 A1 요소가 A2보다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된 경우라면, a12 는 7이라는 값을 

가지게 된다. 이는 반대로 a21은  a12의 역수인 1/7 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결국 

쌍대비교행렬에서 대각 성분은 모두 1이 되며, 나머지 행렬요소 중 대각성분을 기

준으로 상부나 하부 요소 중 하나만 결정하면 된다.

③ 가중치와 평가치 설정단계

    이 단계에서는 쌍대평가행렬을 이용하여 각 평가기준간 그리고 각 평가기준의 

요소들간의 가중치를 결정한다. 쌍대비교로부터 A라는 nxn 정방행렬이 얻어졌다고 

할 때 각 요소의 가중치는 행렬 A의 고유벡터로서 정의된다. 행렬 A의 고유치

(eigenvalue)와 고유벡터 W는 다음과 같은 식을 풀어서 구해진다.

AW=λW

위의 고유치 문제를 풀면, n 개의 고유치와 n 개의 (nx1) 고유벡터를 얻을 수 있다. 

각 요소의 가중치는 최대 고유치, λ max , 에 해당하는 고유벡터를 정규화 하 을 때

의 값이다: ∑
n

i=1
W i=1.

     AHP 기법에서는 다양한 평가기준을 일 대 일 쌍대비교를 하여 가중치를 구

하기 때문에, 평가요소의 수가 많아지면 평가요소간의 일관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쌍대비교행렬에 대한 일관성 검증이 필요

하다. 일관성은 일반적으로 전이적 일관성과 기수적 일관성 관점에서 평가된다. 전

이적 일관성이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대한 평가이다. 만약 A, A2, A3 세 가지 요소

를 비교하여 중요도 관점에서 A1>A2이고 A2>A3라면, A1>A3 가 만족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기수적 일관성에서는 다음과 같은 관계의 성립여부를 보는 것이다. 만

약 A1이 A2보다 2배 중요하고 A2가 A3보다 3개 중요하다면, A1은 A3보다 6배 중

요하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일관성이 만족되지 않는 다면, 쌍대비교를 

재수행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일관성 검증은 표준적인 일관성 비율을 평가하여 결정된다. 이를 

위해서 일관성 지수 (Consistency Index, CI)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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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λ max-n)/(n-1)

여기서 n은 쌍대비교행렬의 크기이다.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 RI)은 위의 

일관성지수와 무작위지수와 비로서 구해진다. 무작위지수(Random Index, RI)는 무

작위로 발생시킨 행렬의 평균 CI를 의미한다. 아래의 표 3.1.8은 행렬크기 1-15까지

의 무작위 지수를 보여준다.

CR=CI/RI

     표 3.1.8 무작위 지수

n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RI 0.00 0.00 0.58 0.90 1.12 1.24 1.32 1.41 1.45 1.49 1.51 1.48 1.56 1.57 1.59

     일반적으로 일관성비율이 0.1보다 작은 경우에만 판단의 일관성이 있는 것으

로 평가한다. 만약 설문조사 결과에서 일관성비율이 0.1을 초과하면 평가정보로서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조사를 다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준이 

되는 일관성비율을 0.15로 상향 조정하 다.

④ 대안의 순위와 최선책 결정단계

     이 단계에서는 각 평가기준에 대한 평가치와 가중치를 결합하여 각 대안의 순

위를 결정한다. AHP 기법에서 각 대안에 대한 최종적인 종합 평가치 (Overall 

Score, OS)는 각 평가기준에 대한 평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하여 얻어진다. 만약 N 개

의 세부평가기준이 있고, 각 세부기준의 중요도와 정규화된 평가치를 각각 Wi, Eik
라 하면, 종합 평가치는 아래와 같이 얻어지며, 최대 OS 값을 가진 대안이 최선책

으로 결정된다.

OS k=∑
N

i=1
W iE ik, k=평가대안(alternative)

    각 평가기준에 대한 평가치의 정규화는 순변환평가치와 역변환평가치 두 가지

로 구분된다. 순변환평가치는 평가치가 높을수록 선호도가 높은 경우를 의미하며 

역변환평가치의 경우는 그 반대이다. 어떤 판단기준의 평가치를 xi라 할 때, 정규화

는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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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i=x i/∑
i
x i, 순변환경우

=(1/x i)/∑
i
(1/x i),역변환경우

(4) 노형평가를 위한 AHP 기법

① 평가기준 도출

     AHP 기법을 적용하여 두 노형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위해서는 적절한 평가기

준을 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참조노형의 평가기준을 정립하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들과의 상담과 설문조사를 수행하 다. 먼저 자체적인 평가에 의해서 잠정적

인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50여명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인 평가

기준을 결정하 다.

     표 3.1.9에는 도출된 노형 평가기준과 정의를 정리하 다. 평가기준은 5개의 

상위 평가기준으로 구성되며, 각 상위 평가기준은 3-4개의 세부 평가기준을 포함한

다. 노형의 평가기준을 도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가정을 하 다.

    - 노형평가는 기본적으로 많은 수의 동일한 시스템이 건설되어 건설비가 

      충분히 안정된 상태에서 수행한다. 즉, NOAK (Nth of a kind)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다.

    - 두 노형 모두 모듈형 시스템으로 운 되며, 단일 부지내에 동일한 열출력을 

      가진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다. 블록형의 경우 모듈당 열출력은 600MWth 

      이고 페블형의 경우 400MWth 이다. 이 경우 블록형의 경우 4개의 원자로 

      모듈이 필요하고 페블형에서는 6개의 모듈이 요구된다.

    - 냉각재 운전조건(운전온도, 압력 등)은 동일하다.

    - 노형에 관계없이 매우 비슷한 특성은 노형 비교인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연료의 공급안전성은 두 노형간에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고려

      하지 않는다.

    - 수소생산 플랜트는 동일한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그림 3.1.5는 도출된 상위 평가기준과 각 세부 평가기준의 계층도를 보여준다. 

원자로형의 선택은 다양한 국가 구성원의 의견이 반 되어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요 혹은 상위 평가기준으로 ‘경제성’, ‘기술성’, ‘사회성’, ‘해외동향’ 이 선택되었다. 

경제성은 두 참조노형에 기초한 원자력수소 생산시스템의 수소생산 경쟁력을 의미

한다. 기술성은 두 노형의 기술적인 성숙도를 비교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사회성은 

주로 대국민 수용성을 고려하기 위해서이다. 초고온가스로는 10-20년 후에 상용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두 노형 모두 개발의 초기단계에 있다. 따라서 해외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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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가스로 개발방향은 국내 노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인자이며, 이를 고려하기 

위해서 해외동향이라는 평가인자를 포함하 다.

     각 상위평가기준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세부평

가기준의 선택에 있어서 가능하면 독립적인 기준이 사용하도록 노력하 지만, 일부 

기준은 타 기준과 약간의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평가기준간

의 약한 상관관계는 AHP 기법의 적용성을 저해하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세부평가기준의 결정 과정에서 고려된 사항의 하나는 각 상위평가기준에 속한 

세부평가기준의 수를 가능하면 비슷하게 유지하는 것이었다. AHP 기법 각 세부평

가기준의 중요도 혹은 가중치는 정규화되어 사용된다. 따라서 어떤 세부기준이 타 

상위평가기준에 속한 세부평가기준들보다 매우 중요하더라도, 그 세부기준이 속한 

상위평가기준에 월등히 많은 수의 세부평가기준이 사용된다면 쌍대평가 결과에서 

도출된 가중치는 그러한 특성을 반 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AHP 기법의 문제

점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설문 응답자들이 문제의 전체적인 계층구조와 각 

세부기준들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한 후에 쌍대비교를 수행해야 한다.

     경제성에서 수소생산단가 세부평가기준은 관련된 모든 기술이 개발된 상태를 

가정하기 때문에 연구개발비는 ‘수소생산단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두 노형의 현 상

태 기술적 현안이 서로 다르며, 이는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비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다. 초기투자비는 주로 첫 번째 모듈의 건설비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건설비

는 원자로의 열출력에 비례하기 때문에 두 노형의 초기투자비는 달라질 수 있다.

     기술성에서 인허가성은 국내 인허가 기준 관점에서의 평가이다. 블록형은 미

국에서 개발되었으며 페블형은 독일에서 태동되었다. 일반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원

자로 인허가 규정은 상당한 차이점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유럽의 규정이 보다 융통

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국내 원자로 인허가 규정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규정과 매우 유사하다. 결과적으로 국내 인허가 관점에서 두 노형은 인허가 현안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페블형에서 페블 연료 유동의 불확실성은 국내 

인허가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인허가 현안으로 평가될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의 새로운 부지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

황이다. 향후 원자력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초고온가스로가 건

설되어야 하며, 이는 원자로 부지의 확보가 매우 큰 현안으로 다가올 것을 의미한

다. 이러한 관점에서 요구되는 원자로의 수는 대국민 수용성에 향을 미칠 수 있

다. 또한 현재 원자력에너지 활용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되는 사용후연료의 처

리/처분 또한 대국민 수용성에서 매우 중요한 인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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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참조노형에 대한 AHP 평가모델의 평가기준

상위

평가기준
세부평가기준 정의 및 설명

경제성

 수소생산단가

동일한 양의 수소를 생산하는데 드는 총 비용. 본 항목은 두 참

조노형의 관련 기술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충분히 많은 시

스템 모듈(Module)이 건설되어 모듈당 자본비가 평형상태에 도달

한 상황을 가정함(NOAK, Nth-of-a-Kind). 하나의 모듈은 통상 

400-600MWth 원자로와 관련 화학플랜트로 구성되며, 대규모 

NOAK 시스템은 보통 4-8개의 모듈로 구성됨.

 연구개발비

상용로의 연구개발에 요구되는 비용. 두 노형의 기술성숙도 및 

기술현안이 서로 다르며, 경쟁력 있는 상용시스템으로 발전하기 위

해서는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가 필요함. 

 초기 투자비

NOAK 시스템에서 첫 번째 수소생산 모듈의 투자비(대부분이 
건설비, 연구개발비 제외). 투자 대상의 평가시 초기 자본투자의 
규모나 자본회수기간 등이 중요한 인자로 고려됨. 투자가 실패할 
경우 투자의 기회비용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초기투자의 규모
가 작고 자본회수기간이 짧은 사업을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임. 

기술성

 인허가성

국내에서의 인허가 용이성. 초고온가스로는 국내에서 인허가된 

바가 없으며, 두 참조노형은 인허가 규정이 서로 다른 나라에서 태

동되었음. 따라서 두 노형은 국내에서 상이한 인허가 현안을 가질 

수 있음.

 피동안전성

원자로의 피동안전성. 초고온가스로는 냉각재상실 사고 조건에서

도 공학적 안전시스템의 도움 없이 노심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됨. 두 노형은 모두 피동안전성을 만족하도록 설계됨. 그러나 

두 노형의 피동안전성 만족 특성(예: 핵분열생성물 방출 정도)은 

서로 다름.

 기술자립 용이성

핵심기술의 국내자립 용이성. 두 노형의 핵심기술 및 기술보유국

이 다름. 또한 국내 산업체 및 연구소의 기존 경험 및 기술의 활용

성도 두 참조노형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음.

사회성

 부지내 

 원자로 수

단일 부지내 원자로 수. 일반적으로 600MWth급 블록형 노심과 

400MWth급 페블형 노심이 고려됨. 따라서 동일한 대량 수소생산 

능력을 가진 단일 부지내 원자로의 수가 일반적으로 다름.

 폐기물 특성

방사성 폐기물의 부피, 질량, 조성, 처리/처분 특성. 두 참조노형

은 핵연료형식, 핵연료관리, 노내 흑연구조물관리 등이 크게 달라

서 사용후연료 및 흑연 폐기물의 특성이 서로 다름.

 핵확산저항성

연료주기의 핵확산저항성. 두 노형은 제4세대 원전의 핵비확산성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상이한 연료관리 방식 때

문에 두 노형의 핵비확산성관련 현안이 약간 다를 수 있음.

해외동향

 미국 개발동향  미국의 초고온가스로 노형

 일본 개발동향  일본의 초고온가스로 노형

 중국 개발동향  중국의 초고온가스로 노형

 남아공 개발동향  남아공의 초고온가스로 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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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노형평가를 위한 AHP 계층화 구조

② 평가기준 중요도 평가 결과

     AHP 기법에서 두 노형에 대한 세부평가기준 결과를 무차원 변수로 변환하고 

이들 결과를 각 기준의 중요도를 가중치로 하여 선형적으로 종합한다. 따라서 각 

평가인자의 중요도를 측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객관적인 중요도 측정을 위해

서 다수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자주 활용된다. 본 연구에서도 위에서 도

출된 평가기준의 중요도 측정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원자로형의 결정은 많은 부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설

문의 대상을 원자력분야 전문가로 국한하 다. 설문은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안

전기술원, 전력연구원, 한국전력기술(주), 원전연료(주)의 원자력의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2회 실시하 다. 1차 설문이 주요한 목적은 평가기준 

선정의 적절성에 두었으며, 약 50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설문의 결과를 반 하여 

AHP 계층구조를 보완한 후에 2차 설문을 실시하 다. 2차 설문에서는 총 117명이 

설문 응하 으며, 그 결과에 기초하여 평가기준의 중요도를 AHP 기법에 따라서 결

정하 다. 설문 응답자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한국원자력연구소 64명, 원자력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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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원 20명, 전력연구원 11명, 한국전력기술(주) 10명, 원전연료(주) 12명. 각 평가

기준의 정규화된 중요도 결과를 그림 3.1.6-3.1.10에 나타내었다.

     상위평가기준의 경우 경제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인자들

은 기술성, 사회성, 해외동향 순의 중요도를 가졌다. 이러한 결과는 설문의 대상이 

대부분 원자력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성 관련 세부평가기준에서는 수소생산단가가 타 기준보다 월등히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연구개발비와 초기투자비의 중요도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성에서는 피동안전성, 기술자립성, 인허가성 순으로 중요도를 가졌다. 그

러나 세 평가기준의 중요도 차이는 크지 않았다. 

     사회성의 경우 폐기물특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핵확산

저항성이 부지내 원자로수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특성과 핵확산저항

성은 원자로수보다 월등히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해외 동향의 경우 미국의 동향이 타 국가에 비하여 월등하게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다음으로 일본, 중국, 남아공으로 중요도 순위가 평가되었다.

     각 세부평가기준의 최종적인 중요도는 상위평가기준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결

정되며, 그 결과를 표 3.1.10과 그림 3.1.11에 정리하 다. 종합적으로 수소생산단가

가 월등히 큰 가중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기술성 분야의 피동안전성과 

핵확산저항성이 다음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평가기준에 대한 평가에서 

해외동향은 가장 낮은 중요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종합적인 중요도에서 

미국의 동향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6 상위평가기준의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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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경제성 관련 세부평가기준의 중요도

그림 3.1.8 기술성 관련 세부평가기준의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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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사회성 관련 세부평가기준의 중요도

그림 3.1.10 해외동향 관련 세부평가기준의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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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0 평가기준의 종합적인 중요도

상위평가기준 세부평가기준
종합가중치

AxB
순위

평가기준 가중치, A 순위 평가기준 가중치, B

경제성 0.390 (1)

수소생산단가 0.630 0.246 (1)

연구개발비 0.198 0.077 (7)

초기투자비 0.172 0.068 (8)

기술성 0.290 (2)

인허가성 0.300 0.087 (4)

피동안전성 0.386 0.112 (2)

기술자립성 0.314 0.091 (3)

사회성 0.203 (3)

부지내 원자로수 0.194 0.039 (10)

폐기물 특성 0.422 0.086 (5)

핵확산저항성 0.384 0.078 (6)

해외동향 0.117 (4)

미국의 노형 0.549 0.064 (9)

일본의 노형 0.231 0.027 (11)

중국의 노형 0.136 0.016 (12)

남아공의 노형 0.084 0.0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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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 세부평가기준의 종합적인 중요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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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피설문자들은 제안된 노형 평가방법론과 AHP 평

가기준의 계층구조가 적절하다고 답하 다. 아래에는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노형평

가와 관련된 소수의견을 정리하 다.

       -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노형결정에 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미국의 노형이 결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20-30년 후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미래형 핵주기의 수용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 수소생산단가 뿐만 아니라 전력생산의 경쟁력도 고려되어야 한다.

(5) 세부평가기준 정량화 방안

① 개요

     두 참조노형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각 세부평가기준에 대한 정량

화가 수행되어야 한다. 현재 도출된 세부평가기준들 중 일부는 정의에 따라서 직접

적인 정량화가 가능하고 일부는 정성적인 특성으로서 정량화를 위한 특별한 과정이 

요구된다. 표 3.1.11에는 각 세부평가기준의 정량화관련 특성을 정리하 다.

표 3.1.11 세부평가기준의 정량화 특성

평가기준 정량화시 고려사항 비고

 수소생산단가  생산단가 = (년간 비용)/(연간 수소생산량)  계산가능

 연구개발비  기본연구개발비 + 설비연구개발비  전문가 판단

 초기투자비  첫 번째 모듈의 투자비 계산가능

 인허가성  인허가 현안의 종류 및 특성 전문가 판단

 피동안전성  LOCA 사고시 노심온도 및 핵분열생성물 방출량 계산가능

 기술자립성  기술보유국과의 협력, 국내 기술기반 활용성 전문가 판단

 원자로 수  PMR=4기, PBR 6기 (2400MWth 가정) 계산가능

 폐기물특성  사용후연료 량, 처리/처분 용이성, 흑연폐기물 전문가 판단

 핵확산저항성
 사용후연료 임계질량, 중성자원 크기, 열량, 

Safeguardability
계산가능

 각국노형
 미국 (미정), 일본 (PMR=1, PBR=0), 

 중국 (PMR=0, PBR=1), 남아공 (PMR=0, PBR=1)
전문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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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목표는 각 세부기준에 대한 정량화가 아니라, 정량화 방법을 도출

하는 것이다. 평가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정량화는 현 1단계 예비개념설계 결과에 

기초하여 2단계 초에 수행될 예정이다.

② 경제성 관련 세부평가기준 정량화

     수소생산단가와 초기투자비는 정의에 따라서 계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값

을 구하기위해서 필요한 입력자료의 생산은 많은 노력이 요구되며, 충분한 경험이 

없는 시스템의 경우 자료의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다. 초고온가스로의 경우 아직 

개발단계에 있는 시스템으로서 관련되는 대부분의 경제성관련 입력자료는 추정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문제점은 두 참조노형 모두에 적용되는 것으

로서 객관적인 자료를 사용할 경우 노형에 따른 수소생산단가와 초기투자비의 비교

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두 노형의 연구개발비는 많은 부분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 총 

연구개발비는 기본연구개발비(핵연료, 구조재료, 흑연)와 설비연구개발비(설계, 개발, 

조립, 테스트 등)의 합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전형적인 PMR 및 PBR 노형에 대한 수소생산단가와 초기투자비

의 평가를 제한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수행한 결과를 정리하 다. 아래의 결과는 단

순히 이들 평가기준의 정량화 관련 예시이며 참조를 위한 것이다.

②-1 수소생산단가 및 초기투자비 평가 예

     PMR과 PBR 두 가지 노형에 대하여 수소생산단가 및 초기투자비 비교 평가

의 실례를 보이기 위하여 예제 계산을 수행하 다. 앞서 언급하 듯이 수소생산단

가는 수소생산에 필요한 연간총비용을 연간수소생산량으로 나누어 구할 수 있으며 

초기투자비는 대부분 첫 번째 모듈의 건설비가 차지할 것이다. 비교 평가를 위한 

원자력수소 생산시스템으로서 PMR 시스템은 열출력 600 MW 모듈 4개와 IS 열화

학 수소플랜트로 구성된다고 가정하 다. 반면에 PBR 시스템은 열출력 400 MW 

모듈 6개와 IS 열화학 수소플랜트로 구성된다고 가정하 다. 이 경우 원자력수소 

생산시스템의 총열출력은 두 가지 노형 모두 2400 MW가 되며 IS 열화학 수소플랜

트에 대해서는 두 노형 모두 동일한 값을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에 다른 항목들에 

대해서는 두 노형 모두 동일한 가정을 사용하 다. 즉 시스템의 가용도(availability)

는 90%를 기준으로 하 으며 IS 열화학플랜트의 수소생산 열효율은 52%(HHV기

준)를 가정하 다. 이 경우 연간 약 25만톤의 수소생산이 가능하다. 자본회수계수

(capital recovery factor, CRF)는 10.5%를 적용하 다. 표 3.1.12는 본 연구에서 수

소생산단가 및 초기투자비 평가를 위해 사용한 원자력수소 생산시스템 구성과 주요 

가정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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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생산단가 및 초기투자비 평가는 미국 GA사의 H2-MHR 경제성 평가 자

료를 근간으로 하 다. 그러나 H2-MHR에 의한 수소생산단가 평가는 2002년도 달

러 화폐를 기준으로 평가하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준 화폐를 2005년도 값으

로 변환하기 위하여 지난 3년간의 미국 물가상승률(inflation factor)을 고려하 다. 

미국 노동부 통계청 (U.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Labor Statistics) 웹사

이트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지난 3년간의 물가상승률은 9%이다. 표 

3.1.13은 GA사의 H2-MHR 경제성 평가 결과와 이를 2005년도 달러 화폐로 환산한 

값을 보여준다. 

     

표 3.1.12 수소생산단가 및 초기투자비 평가를 주요 가정

표 3.1.13 GA사의 수소생산단가 평가결과 및 2005년도 화폐 환산값

PMR(H2-MHR) 
Annual H2 Production (Ton) 247949

 2005 M$ 2002 M$
Total Capital Costs 2,064.815 1,894.326
2400 MW Reactor Capital Cost 1,196.848 1,098.026
600 MW Reactor Capital Cost 299.212 274.507
H2 Plant Capital Cost 867.967 796.300
Annual Capital Cost 216.806 198.904
Reactor O&M Cost 101.711 93.313
    Non-Fuel O&M Cost 28.911 26.524
    Fuel Cycle Cost 72.801 66.789
H2 Plant O&M Cost 63.292 58.066
Annual Water Cost 2.432 2.232
Total Annual Cost 384.242 352.515
H2 Production Cost ($/kgH2) 1.55 1.42

     표 3.1.13을 보면 GA사가 CRF= 10.5%를 이용하여 H2-MHR에 대해 2002년도 

달러 화폐기준으로 평가한 수소생산단가와 초기투자비는 각각 1.42 $/kgH2과 275 

M$이지만 이 값들을 2005년도 화폐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각각 1.55 $/kgH2와 299 

원자력수소 생산시스템

(총열출력 2400 MW) 

PMR  600 MWth 4개 모듈 + IS 열화학 수소플랜트

PBR  400 MWth 6개 모듈 + IS 열화학 수소플랜트

시스템 성숙도  Nth-of-a-kind

가용도 (availability)  90%

수소생산 열효율  52% (HHV기준)

연간수소생산량  247,949 톤

자본회수계수(CRF)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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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임을 알 수 있다. 표 3.1.13에서 600 MW 원자로 단일 module에 대한 자본비는 

GA가 평가한 2400 MW 4개 모듈의 총자본비를 4로 나누어 계산하 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모듈단위 scaling은 linear scaling을 적용하 다. 반면 단일 모듈내의 

열출력 변화는 (2/3) 제곱 scaling 방법을 따랐다. 즉 400 MWth PBR 자료는 600 

MWth PMR 자료를 근간으로 하여 (2/3) 제곱 scaling을 이용하 다. 표 3.1.14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PBR을 이용한 시스템에 대해 수소생산단가와 초기투자비를 평

가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3.1.14의 결과를 보면 PBR을 이용할 경우 GA가 H2-MHR 시스템에 대해 

평가한 값보다 수소생산단가가 0.09 달러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반면 초기투자비는 

PBR을 이용한 시스템이 71 M$ 적게 필요하다. 그러나 이 결과는 PMR과 PBR의 

노형 특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결과로 보기 어렵다. 다만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PMR과 PBR의 단일 모듈 열출력이 600 MW와 

400 MW로 서로 다름에 의해 나온 결과이므로 단일 모듈의 열출력이 높을 수록 수

소생산단가는 낮아지고 초기투자비는 증가하는 경향을 실질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 3.1.14. PBR의 수소생산단가 및 초기투자비 예측 결과

PBR
Annual H2 Production (Ton) 247949

 2005 M$
Total Capital Costs 2,238.016
2400 MW Reactor Capital Cost 1,370.049
400 MW Reactor Capital Cost 228.342
H2 Plant Capital Cost 867.967
Annual Capital Cost 234.992
Reactor O&M Cost 105.895
    Non-Fuel O&M Cost 33.095
    Fuel Cycle Cost 72.801
H2 Plant O&M Cost 63.292
Annual Water Cost 2.432
Total Annual Cost 406.611
H2 Production Cost ($/kgH2) 1.64

③ 기술성 관련 세부평가기준 정량화

     두 노형의 인허가성을 비교/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 인허가 기준관점에

서 두 노형의 인허가 현안 및 특성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인허가 현안의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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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성을 나타내는 인자, 일종의 가중치, 로 변환할 수 있다면, 인허가성 정량화는 

각 노형의 인허가 현안과 해당 가중치의 곱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

한 과정은 관련 전문가의 의견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최근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초고온가스로 인허가 관련 일반 안전현안에 대한 연

구에 따르면 표 3.1.15와 같이 두 노형에 따라서 인허가 현안이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3.1.15. 초고온가스로 일반 안전현안의 노형 의존성

     두 노형 모두에서 노심의 피동안전성이 만족되도록 하는 설계는 가능하다. 그

러나 사고시 두 노형의 구체적인 만족도는 약간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압 

LOCA 사고시 최대핵연료온도, 압력용기 최대온도, 그리고 핵분열생성물의 방출 등

은 일반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이들 인자들을 가중합(weighted sum)을 피동안전성

의 척도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인 핵분열생성물의 방출량은 기본적으로 핵

연료의 평균적인 온도에 의존하여 계산될 수 있다.

     기술자립성은 다양한 두 노형관련 다양한 인자들을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초고온가스로 관련 국내 기술은 극히 초보적인 단계이다. 국내

에서의 효과적인 기술자립을 위해서 선진기술의 습득은 필수적이다. 결과적으로 기

술자립성의 평가에는 선진기술 습득의 용이성이 포함될 수 있다. 한편, 국내에 잘 

확립된 기존 원자력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면 보다 경제적으로 초고온가스로 관련 

기술자립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평가는 대부분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

  

④ 사회성 관련 세부평가기준 정량화

     단일 부지내 원자로의 수는, 표 3.1.11에서와 같이, 단순한 계산에 의해서 결정

될 수 있다. 폐기물특성은 사용후연료의 양, 처리처분 특성, 흑연폐기물 양 등이 적

절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사용후연료 및 흑연폐기물의 양은 단위 에너지 생산당

노형 블록형 페블형

안전현안 수 3 8

주요현안

 - 핵설계 코드체계 검증

 - 안전해석 코드체계 검증

 - 냉각재 유동 검증

 - Containment vs. cofinement

 - 핵설계 코드체계 검증

 - 안전해석 코드체계 검증

 - 핵연료 유동 검증

 - 국부출력 확인

 - 냉각재 유동 불확실도

 - Containment vs. cofin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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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값으로 비교적 쉽게 계산될 수 있다. 그러나 사용후연료의 처리처분 특성은 복

잡한 평가와 계산을 요구한다. 사용후연료의 처리/처분의 용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하여 사용후연료 및 흑연폐기물의 양과 가중합을 구함으로써 정량화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핵확산저항성은 사용후연료의 특성을 임계질량(bare critical mass), 중성자원

크기(neutron source), 열생성량(heat generation)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두 노형에 대한 핵설계가 수행되면, 이들 특성은 비교적 쉽게 계산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두 노형의 Safeguardability를 비교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관련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

⑤ 해외동향 관련 세부판단기준 정량화

     미국을 제외하고 일본, 중국, 남아공의 경우에는 이미 노형이 결정되었기 때문

에 두 노형에 대한 정량화가 1 혹은 0으로 가능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관련 정보에 

기초하여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서 정량화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나. 실증로 용량 평가 방법론

(1) 개요

     원자력수소 생산시스템의 실증로의 용량은 앞의 설계요건에서 기술하 듯이 

추가적인 실증을 거치기 않고 상용화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커야 할 것이다. 제

4세대 초고온가스로 원자로의 목표 용량은 약 600MWth 이다. 현 시점에서 상용로 

급의 용량을 갖는 실증로의 건설은 기술적 성숙도와 투자비 관점에서 현실적이지 

못하다. 효율적인 원자력수소 생산시스템의 건설을 위해서는 적절한 실증로의 용량

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만약 실증로에 요구되는 최소용량이 파악된다면, 향후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는 실증로의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실

증로 최소 용량을 결정하는 방법을 고찰하 다.

(2) 최소용량 결정 방법

     실증로의 용량은 실증시스템의 목표를 만족해야 할 것이다. 즉, 실증로 최소용

량 결정은 실증시스템의 설계요건을 만족하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원자로 용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필수 요건을 만족해야 할 것이다.

     - 최소한의 추가적인 실증으로 상용화가가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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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용로와 동일한 피동 안전성을 확보해야 함.

     - 효율적인 수소생산을 실증해야 한다.

     위의 각 요건에서 원자로 용량과 관련된 인자를 도출하고, 각 인자에 대한 최

소 원자로 용량을 평가한 후 이들 중 최대 용량이 실증로가 가져야 할 최소 용량에 

해당한다. 그림 3.1.12에는 실증로 최소용량 결정을 위한 흐름도를 나타내었다.

그림 3.1.12. 실증로 최소용량 결정 흐름도

     초고온가스로에서 원자로의 피동안전성은 기본적으로 내부에 흑연반사체를 위

치시키는 환형노심과 H/D(높이/직경)비가 큰 값을 가지도록 하여 달성된다. 따라서 

실증로 또한 같은 개념으로 설계되어야 추후 용량 격상시 안전성 및 기술적 타당성 

관련 추가적인 실증을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 환형노심을 유지하면서 출력이 너무 

적을 경우 노심의 도플러계수, 감속재 계수 등이 향을 받기 때문에 안전성 관련 

변수들이 상용로와 비슷한 수준에 있도록 용량이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노심의 출

력 도는 상용로와 비슷하게 설계되어야 추후 핵연료의 성능을 포함한 노심의 성능

관점에서 용량격상이 용이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심의 최소 용량이 결정될 

수 있다.

     실증시스템에서 수소생산 화학 플랜트는 파일롯 수준의 용량을 가져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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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검증이 가능하며, 추후 용량격상이 용이할 것이다. 현재 개발하고자 하는 원

자력수소 생산시스템에서 모든 열에너지는 수소생산에만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화

학플랜트의 파일롯 용량은 원자로 용량을 직접적으로 결정한다. 예를 들어, 약 50%

의 수소생산 효율을 가지는 IS 수소생산 공법에서 파일롯 용량이 10,000Nm
3
/hr인 

경우 노심 출력은 60-70 MWth 정도이다.

     실증 시스템은 다양한 기기로 구성되며, 이들 기기의 성능은 추후 상용시스템

으로 용량 격상시 문제가 없을 정도로 실증 시스템에서 충분히 검증되어야 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기기에는 중간열교환기, 냉각재 덕트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각 인자별 최소 용량은 1단계 예비개념설계에 기초하여 2단계 개념설계 단계 

초기에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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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수소생산 공정 평가

1. VHTR 열에너지와 수소제조 기술의 양립성 

     열화학적 수소제조 기술은 1970년대 초반 오일 쇼크 이후 전 세계적으로 물로

부터 수소를 생산코자 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약 35년의 역사를 간직한 기술

로서 오일 쇼크내지 에너지 위기감이 고조될 때마다 연구의 관심을 받아오다 이러

한 위기감이 약화되면 연구의 관심 대상 밖으로 려나는 악순환을 거듭하다 1997

년 지구 온난화 현상을 걱정하여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킨 교토 성명서와 미국 

부시 대통령의 원자력에너지 혁신적 연구를 위한 포괄 에너지정책 중 하나로 발표

된 원자력수소 이니셔티브(NHI)는 수소에너지의 중요성을 배가시켰으며 다자간 협

력체인 Gen-IV의 틀 속에서 초고온 가스냉각로(VHTR)의 950 
o
C 이상의 열에너지

를 이용한 효율적인 열화학적 수소제조 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 포럼(GIF 

VHTR/HP)을 탄생시켰다. 그림 3.2.1은 연대별 열화학 수소생산 기술개발 연구논문 

발표 수를 예시하고 있다.[3.2.1] 

그림 3.2.1. 매년 발표된 열화학 사이클 문헌들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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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own과 Funk 등은 현재까지 발표된 수소생산을 위한 열화학 및 열화학-전

기화학 혼성 사이클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 각 사이클을 구성하는 화

학반응 단계의 타당성이 담보되는 25개의 수소제조 방법들을 우선 선정하고 본 제

조 방법들에 대하여 표 3.2.1과 같은 화학반응 단계 수, 분리단계 수, 화학반응물 

수, 프로세스 용액의 부식성, 고체 취급여부에 따른 연속 운전의 용이성, 프로세스 

최고 온도, 사이클과 관련된 문헌 수, 사이클의 실증여부, 가격과 사이클 효율 등의 

10가지 점수부여 기준을 적용하여 표 3.2.2와 같은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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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고온 열화학적 수소생산 기술 1차 평가 기준표

 

표 3.2.2. 열화학 및 열화학-전기분해 혼성 사이클 1차 평가표  

또한, 상기의 평가가 있은 후, 미국의 DOE는 SNL(Sandia National Lab.), 

UK(University of Kenturky), GA(General Atomic Inc.)에 의뢰하여 최종 선정 평

가를 시행한 바, 표 3.2.3과 같은 결과를 얻었으며 이 결과에 의하면 수소생산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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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효한 기술로서 Iodine-Sulfur(IS)사이클과 University of Tokyo(UT)-3사이클

이 추천된 바 있고 열화학-전기화학 혼성 사이클인 Westinghouse Sulfur 

Process(WSP)가 수용 가능한 기술로 추천된 바 있다.

표 3.2.3. 2차선별에 의한 최종 결과 표

favorable(+1), acceptable(0), unfavorable(-1)

    그러나 최근 미국의 열화학적 수소생산 기술개발 대상에서 UT-3사이클은 공정

운전 상에서 고체 시료가 취급되는 운전상의 불리한 점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를 

2004년에 중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최근에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SOFC)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세

라믹 전해 멤브레인과 고온 전기분해기용 전극의 기술이 두드러지게 발전함으로써 

고온 수증기의 전기분해법(HTES)에 의한 수소생산 기술도 원자력수소 생산 후보 

기술 중 하나로 관심을 받고 있으며 특히 미국 INL에서는 NHI 프로그램 하에 IS 

공정개발과 함께 양축을 이루는 연구개발 주력 분야이기도 하다.[3.2.3]

    이상의 자료로부터 950 
o
C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는 VHTR 열에너지를 이용하

여 열화학적 방법이나 열화학-전기화학적 혼성 방법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원자력수

소 생산 기술을 잠정적으로 선정한다면 IS 공정, WSP, HTES 공정을 꼽을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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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소 제조공정 평가인자 도출 및 기술성 상대평가

가. Iodine-Sulfur(IS) 공정

     에너지원으로 초고온 가스로(VHTR)의 냉각재인 He가스의 약 950 ℃ 이상의 

고온 열을 이용하여 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열화학적 수소제조 IS프로세스

는 CO2나 SO2와 같은 지구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대량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프로세스로서 다음과 같은 3개의 화학반응으로 구성된다.  

2H2O + I2 + SO2 = 2HI + H2SO4  (분젠반응, 약 100℃, 발열반응)      (1)
2HI = H2 + I2                            (200~500℃, 흡열반응)                 (2)
H2SO4 = H2O + SO2 + 0.5 O2          (약 850℃, 흡열반응)                     (3)
=========================================
H2O = H2 + 0.5 O2                          (종합 반응)

    분젠반응이라 불리는 식(1)은 SO2가스 흡착 발열반응으로, 20~100℃에서 자연

적으로 진행된다. 식(3)의 황산분해 반응은 400~500℃에서 H2O와 SO3으로 1차분해 

되며, 분리된 SO3가스는 약 850℃ 이상에서 고체 촉매 하에서 SO2와 O2로 분해된

다. 식(2)의 요오드화수소(HI) 분해 반응은 가스 혹은 액상으로 진행된다. 이상의 모

든 반응은 순환-사이클을 구성할 수 있으며, 황산 분해 반응은 VHTR에 의해 공급

되는 고온 열을 이용하여 높은 전환율을 달성할 수 있다.

    3개의 화학반응 단계로 구성된 IS 공정을 화학반응식을 기준으로 도식적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3.2.2와 같다.

그림 3.2.2. 화학반응식을 기준으로 한 IS공정 개념도.  

    지금까지 발표된 IS 공정 개발관련 연구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차이점은 그림 

3.2.2의 Section 3에서의  HIx 용액의 농축/분해과정에서 나타나는 공비(Azeotrope)

조성을 탈피하는 방법론상의 문제로서 미국의 GA사는 인산을 이용한 추출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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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ctive distillation) 방법을 제안한 바 있고, 독일 아헨공과대학은 고압 반응증

류(reactive distillation) 방법을 제안하 으며 일본원자력연구소와 한국의 에너지기

술연구원은 전기투석법에 의한 1차 농축 후 증류법에 의한 2차 HI 증발/분해 방법

을 제안하고 있다.

    공정의 단순성 면에서는 아헨공과대학이 제안한 고압 반응증류법이 용액의 농

축과 HI의 분해를 동시에 달성함으로써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

로 Section 1, 2, 3 단위공정에 대한 공정도를 나타내면 그림 3.2.3, 3.2.4, 3.2.5와 같

다.

    GA사의 분젠반응은 HIx 용액 중에 포함된 요오드와 황산분해 공정으로부터 공

급된 SO2 및 동시에 유입되는 물에 의해 HI와 황산이 생성된다. 이 반응에서는 요

오드를 과잉으로 투입함으로써 반응식 (1)의 정방향 진행을 도모할 뿐더러 황산 상

과 요오드산 상을 상호 분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반응은 약간의 발열

반응으로 반응온도는 120℃이하이다. 분젠반응기에서 배출된 용액은 상분리기에서 

HIx상과 황산상의 2층으로 분리된다. 분젠반응은 이 두 종류의 용액에 SO2를 투입

함으로써 순간적으로 완료되고, SO2와 함께 주입된 산소만을 외부로 배출한다. 한

편 일본에서의 분젠반응 연구에서는 부반응에 의해 S와 H2S가 생성되며 이 부반응

은 고온에서 진행되기 쉬우며, 황산상과 HIx상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요오드가 과잉

으로 투입될 경우가 유리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부반응 제어를 위해 분젠반응

의 적정온도는 70~100℃가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림 3.2.3. IS공정-Section 1 분젠반응 단위공정도.

    GA사의 황산분해 반응공정은 약 57wt%의 황산이 소량의 SO2를 포함한 형태

로 공급된다. 본 단위공정 내부에는 열 회수용 열교환기(Recuperator)를 많이 설치

하여 열이용 효율을 극대화시켰으며 6단계의 황산 농축시스템(flash heater, flash 

drum, condenser, separator의 조합)을 이용하여 57wt%의 황산을 98wt%까지 농축

하도록 되어있다. 그 후, 농축황산은 약 7.6kg/cm
2
G로 승압되어 농축황산증발기에서 

기화되며, 일부 기화된 농축황산이 SO3와 물로 분해되고, SO3분해기에 의해 최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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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SO2, 산소로 재 분해되도록 공정이 구성되어 있다. SO3분해기에서의 반응은 

온도 871℃, 압력 4.2kg/cm
2
G이고, 이때의 SO3의 전환율은 약 75%이다. GA사의 

HI분해 공정에서 인산을 이용한 추출증류는 H2O-HI-I2와 96wt%의 인산을 접촉 시

켜 요오드로부터 요오드화수소와 물을 추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요오드는 소량의 

인산을 포함한 상태로 물과 요오드화수소로부터 분리되고, 분리된 요오드는 다시 

순수 요오드와 인산수용액으로 분리된다.

그림 3.2.4. IS공정-Section 2 황산용액 농축/분해 단위공정도. 

    한편 포화 요오드를 포함한 요오드화수소, 물 및 인산은 요오드화수소 추출 증

류탑으로 도입된다. 인산은 여기서 물을 추출해 내기 때문에 HI-H2O계의 공비조성

은 무너지며, 다단 플래시 증류에 의해 요오드화수소만이 탑 상부로부터 배출된다. 

동반되는 수분과 불순물은 응축에 의해 분리된다. 이 과정에 의해 추출제인 인산은 

그 농도가 96wt%로부터 85wt%까지 저하되기 때문에 인산의 재 농축을 위해 상당

한 양의 열을 필요로 한다. 이 방법은 인산 등의 제3의 물질이 혼입되기 때문에 이

들 물질을 분리하는데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 공정이 복잡해지는 단점

이 있다. 아헨 공과대학의 고압 반응증류 방법은 운전 조건별 실험치가 발표된 바 

있으며 이 공정을 모체로 한 Section 3의 단위 공정을 그림 2.5에 나타냈다.

그림 3.2.5. IS공정-Section 3 HIx용액 농축/분해 단위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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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식성 환경에서의 내구성을 갖는 고온 내식 재료에 관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산분해 공정의 기체 분위기의 경우, 다른 화학 플랜트 등에서 사용되어온 

Incoloy 800, Hastelloy 등과 같은 내열성 합금이 좋은 내식성을 보여 주며 황산분

해 공정의 액체 분위기의 경우, SiC, Si3N4, SiSiC, SX 등이 후보 재료로 알려지고 

있다.

     HI 분해공정의 기체 분위기의 경우에는 MAT21, Ni alloy, Hastelloy 등이, 

Bunsen반응공정에서는 Quartz, Zr, Ta 등이 내식성 재료의 후보로 선정되고 있다. 

IS프로세스에서 예상되는 가장 가혹한 환경은 약 20기압에서 농축되는 황산의 비등 

조건이다. 이 환경에서는 규소를 포함한 세라믹재료가 뛰어난 내식성을 갖는 유일

한 후보 재료로 꼽히고 있다. 이 외에도 황산 분위기에는 CrN, HI분위기에서는 

Mo, CrN, Al, Incoloy 625 등이 새로운 후보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고온 내식재료 등을 이용하여 반응 장비를 설계하고 제조하는 기술은 IS프

로세스의 플랜트 건설에 있어서 중요하며, 펌프 헤드 재질, 연결라인, 실링 재료 등

의 개발 역시 중요하다. 

나. Westinghouse Sulfur Process(WSP)

     1977년 L.E.Brecher 등에 의해 소개된 WSP는 다음의 두 화학반응 단계로 구

성되며 전자의 황산분해 반응단계는 IS 공정의 Section 2 황산용액 농축 분해 단위

공정과 동일하며 후자의 화학반응 단계는 전기분해 반응을 이용하는 열화학-전기화

학 혼성 방법이다.[3.2.4]

  
H2SO4 → H2O + SO3 → SO2 + ½O2 +H2O    (4)

   2H2O + SO2 → H2SO4 + H2 (electrolysis) (5)

    본 공정의 강점은 물의 전기분해 표준 평형 전위가 1.23 V를 나타내는 것에 

반해 이산화황의 전기분해 표준 평형 전위는 이것의 약 14%인 0.17 V를 

나타낸다는데 착안한 에너지 절약형 전기화학반응을 채택하고 있다는데 있다.

    그러나 2번째 전기 분해반응에 있어서 전기 분해반응기의 부품인 양극실과 

음극실 사이의 격막을 형성하는 수소이온 투과 멤브레인의 내구성과 전극 표면의 

부식에 따른 전기분해 효율 저하문제가 본 공정의 취약점으로써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다각적으로 취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현재 진행 중인 연구개발 사항으로 전해격막의 재질을 

종래의 고분자성 수소이온 투과 멤브레인으로부터 이온의 운동성을 증진시키고 산 

용액에 대한 내부식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고온용 세라믹재질의 멤브레인으로 

교체하기 위한 연구 노력이나 수소이온의 선택적 투과성을 향상시켜 Cathode 

chamber로의 황산이온의 침투를 방지함으로써 이산화황의 손실을 유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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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반응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전극의 수명을 증가시키는 연구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기도 하다.

    본 공정은 IS 공정에 비하여 2단계의 화학 반응 단계를 채택하고 있음으로 

공정이 비교적 단순하며 이에 따른 장치의 소요량도 현격히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IS 공정이 갖는 황산용액 농축/분해 단위공정의 장치재료 문제와 

전기분해 장치의 부품 조달성 문제가 부가되는 단점을 안고 있다. 그림 3.2.6은 

Westinghouse Sulfur Cycle의 공정도를 예시한 것이다.[3.2.5]       

그림 3.2.6. Westinghouse Sulfur Cycle 공정도. 

다. 고온 수증기 전기분해(HTES) 공정

      HTES 연구는 미국 INL에서 중점 수행 중인 과제로 그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체 산화물 전극과 전해질로 구성된 Button Cell 시험을 그림 3.2.7과 같이 

설치하여 수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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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Button Cell의 성능평가를 위한 실험장치도. 

    실험 장치는 기체 공급장치, 가스질량측정기, 가습기, 이슬점 측정장치, 온도, 

압력측정기, 가열로 그리고 Button Cell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캐리어 가스로 아

르곤을 사용하 고, 아르곤가스 유량 조절로 수증기 분압을 변화시키고 운전 중 니

켈 전극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르곤에 소량의 수소를 혼합 공급시키고 있다. 

    아르곤/수소 혼합 기체는 일정 온도를 유지하는 수조를 통과시킴으로써 일정한 

습도를 유지하는 혼합 기체가 되도록 하고 전기 분해기로 주입되기 전 이슬점 측정

법에 의하여 혼합기체내 수분함량을 1차 측정하고 전기 분해기에서 배출되는 혼합 

기체에서 수분함량을 2차 측정함으로써 수소로의 전환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채택하

고 있다. 

    INL의 HTES 실험에서 사용한 전기분해 Button Cell은 미국 Ceramatec 사에

서 제작한 것으로 전해질은 YSZ 박막으로 되어있으며  그 두께는 약 150 μm이다. 

외부의 Anode는 Sr으로 도포된 란탄 망가나이트로 되어 있고, 내부의 Cathode는 

Ni-Zirconia cermet으로 되어 있다.

     INL에서는 NHI 프로그램에 의거 실험실 규모(50 kW) 및 파일럿 규모(500 

kW)의 HTES 장치 개발을 수행할 것이다. 파일럿 전기분해 공정은 약 5 MPa정도

의 고압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같은 체적 유량인 경우라도 고압에서는 질량유

속이 크게 되어 장치의 크기가 작아지며, 결과적으로 비용을 저감시킬 뿐만 아니라 

생산되는 수소의 압축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을 살리기 위함이다. 시스템 가압 

방법은 원료인 물을 5 MPa까지 펌프로 압축시켜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소비를 최소

화 하도록 하고 있다. 1 kg의 수소를 대기압으로부터 5 MPa까지 압축하는데 필요

한 에너지는 약 8.8 MJ인데 반하여 9 kg의 물(= 1kg H2)을 1기압에서 5 MPa까지 

압축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겨우  52 kJ이기 때문이다. 또 고압운전은 Cathode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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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로 수증기의 침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과전압의 축소를 도모할 수 있어 바람직

하다. 

    저장탱크에 저장된 상온 상압의 탈염/탈이온 수는 펌프에 의하여 약 5 MPa의 

토출압으로 공정으로 주입된다. 공급수는 열교환기를 지나서  적어도 포화 액체상

태( 265 ℃ at 5 MPa)로 예열된다. 이 열교환기는 생성되어 나가는 O2 가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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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스팀의 일부를 응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이슬점을 거의 주위 온도 수준으로 낮

추는 역할도 수행한다. 파일럿 플랜트는 전기분해기 출구 유체로부터 최대한 열을 

회수하여 재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액체인 물을 증발시키는데 필요한 

엔탈피를 공급하기 위하여 또는 전기분해장치로 공급되는 수소/수증기 온도를 전기

분해 운전온도까지 올려주기 위하여 열을 공급하여야 하며 이 에너지는 VHTR로부

터 공급된다. 증발열은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공급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스택을 

운전온도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고온의 원자로 열이 필요하다.  

  증기발생기 하류에서 수증기는 수소와 혼합하여 10 % 수소, 90 % 수증기 몰 조

성비를 갖는 가스혼합물이다. 여기에서 수소의 기능은 Cathode의 환원 분위기를 유

지하여 Ni/cermet의 고온의 수분에 의한 산화를 방지하는데 있다. 

    전기분해장치는 하나의 기체 주입구(스팀/수증기)가 Cathode Chamber로 연결

되어 있고 두개의 기체 배출구(수소/수증기와 산소)가 Cathode Chamber와 Anode 

Chamber에 각각 연결되어 있다. 

    두개의  배출구에서 배출되는 기체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을 최대한 열교

환기를 통하여 공정으로 순환시킨 후 탈수장치로 주입된다. 전기분해장치를 효율적

으로 운전하기 위하여는 수증기가 완전히 소진되어 버리는 경우를 방지하여야 하므

로, 전기분해장치에서 유출되어 나가는 가스에 약 10 % 정도의 수증기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출되는 뜨거운 수증기는 열교환기를 통과하면서 

보충수를 예열하게 되고, 이때 냉각된 수소/수증기 혼합가스는 응축되어 열교환기 

출구에서의 이슬점이 보충수의 이슬점에 매우 근접하게 된다. 이슬점이 5 MPa에서 

25℃인 수증기의 몰분율은 0.065 %이다. 이 정도의 수증기 분율은 일반적으로 운반

이나 저장을 하기에는 조금 높으므로 탈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택형 전기분해장치는 여러 장의 전기분해 단위셀(두께 약 4 mm)로 구성되는

데 현재 기술로서 제작 가능한 단위셀의 크기는 100 mm x 100 mm가 일반적이며 

부분적으로 200 mm x 200 mm가 연구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재 기술의 한

계이다.  

    이상의 미국 INL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2004년도에 

HTES 공정 개념도를 그림 2.8과 같이 설정하 다.[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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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원자력수소 생산을 위한 고온전기분해 공정도. 

     현재 HTES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향후 해결되어야 할 기술적 과제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된다.

 ∙ 전해요소의 제조시 파손방지 

- 전해요소 제조시 특히 전극막 소결 성형시 제작방법의 개선에 의한 뒤틀림

  방지

- 전해요소의  뒤틀림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전해요소 수납용기 구조의 개발

- 전해요소의 강도 향상

∙ 전자전도도가 높은 전극재료의 개발과 사용시 발생 과전압의 감소방안

 - 전해온도를 850 ℃까지로 하면 Anode 재료는 LaMnO3 보다 전자전도도가 

높은 LaCoO3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LaCoO3 의 열팽창은 LaMnO3 보다도 

크고 부착강도가 낮으면 박리된다). Cathode 재료로는  Ni cermet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Ni cermet 등에 Fe 등을 첨가하여 전자 전도도를 높이는 방

안도 생각할 수 있다.

 ∙ 수소 누설방지 

    - 압축하중의 조정; 압축 seal에서의 부하하중을 크게 하면 누설량은 감소하지

만    열팽창에 의한 신장의 흡수가 불가능하여 전해요소가 파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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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재의 선정; 현재 금 재질의 가스켓을 봉재 재료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

해 검토 중이다. 금 재질의 가스켓은 내부식성이 좋고 특히 고온에서 그 기능

이 향상된다. 이러한 금 재질의 가스켓을 수납용기와 전해요소와의 사이에 넣

으면 수소 누출 방지재로서 뿐만 아니라 전해요소와 수납용기의 열팽창 차이

를 흡수하는 완충재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 전극막의 박리방지

- 전극막의 소결성형 온도를 높게 하여 부착강도를 증가시킨다. 1000 ℃ 이상

의 소결성형에서는 온도가 높을수록 전극재와 YSZ가 반응하여 비도전성 

화합물 형성이 용이하므로 소결 성형시간을 가능한 단시간으로 할 필요가 

있다.

    - 플라스마 도포방법은 YSZ 판이 얇기 때문에 막 형성 작업이 어렵고 비용 면

에서 비싸지만 박리 방지에는 매우 우수하다.  

 ∙ 전류 도를 균일하게 하는 스택 구조의 개발 

전해요소 수납용기와 스택통의 열팽창 차이로 통전체가 수납용기와 접촉하

지 않는 부분이 생길 염려가 있다. 이 경우에  전류 도가 전극면 내에서 균

일 하지 않게 되고, 부분적으로 전류가 집중하여 흐르게 되면 전극막에서 

Joule 열이 발생하여 온도가 국부적으로 상승하며 이에 따른 전극막과 YSZ

와의 반응이나 열팽창 차이로 전극막이 박리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탄성 

기능이 큰 재질로 스택통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라. 평가인자 도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소 제조공정은 화학공정으로서 그 기술성을 평가함

에 있어서는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상용화까지를 고려한 기술 실용화에 필요한 인

자들을 대상으로 기술성을 상호 비교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경쟁간의 화학공정으로부터 어느 하나의 화학공정을 선정할 때에

는 다음 항목의 인자를 대상으로 경쟁 기술간의 우열을 비교 평가한다.[3.2.7]

∙ 기술적 요소 

  - 공정 유연성: 공정의 단순성, 공정 운전 범위의 경직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

  - 화학반응성: 화학반응의 단계 수 및 부반응의 동반 여부

  - 연속 조업성: 고체 물질의 취급 여부와 반응물/생성물의 유동성에 따라 판단.

  - 특수 제어장치: 일반적 공정운전 제어장치(온도, 압력, 유량, 수위)를 벗어나 

    화학 조성, 농도 등을 분석하고 제어하는 장치의 사용 여부.

  - 기술 난해성: 초고온, 극저온, 초고압, 고진공의 운전조건의 적용 여부.

  - 에너지 소모: 열효율 관점에서 상대 비교.

  - 특수 부품 사용여부: 범용 부품의 사용이 불가하여 특수 주문 제작을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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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의 활용 여부

  - 기술발전 전망: 기술 수명과 관련 원천기술의 개발속도에 따른 기술 우위의 

    확보전망

  - 안전 위해도: 취급물의 독성과 폭발가능성, 인체 및 환경 위해성

∙ 장치

  - 장치 제작성: Scale-up에 따른 불확실성과 제작 설비의 한계에 따른 제작 

    가능 여부.

  - 구조재료/부품: 특수 물질 취급과 특수 운전 환경에 따른 장치 구조재료의

    수급 용이성.

  - 초기비용: 연구개발 또는 시험 비용의 필요성 여부

  - 설치 유지비: 고가 재료/부품 또는 특수 주문제작 활용 여부

  - 교체비용: 장치 수명 주기와 교체 범위에 따라 판단

  - 특수설계: Code 적용, 안전해석, 제작/운전 인허가를 요하는 설계 

∙ 공정

  - 기술 성숙도: 기술자료, 설계자료, 표준화 등의 확보 여부

  - 재료물질의 범용성

  - 생산제품의 적정성

∙ 공정재료

  - 공정운전 원료재료의 수급 및 취급 용이성

  - 원재료의 전처리 필요성 여부.

∙ 폐기물 발생과 부산물: 발생규모, 가치, 잠재 시장성과 용도, 폐기방법

∙ 시간 요소: 사업추진 일정 대비 공정개발 소요기간, 시장 형성기간, 화폐가치

마. 기술성 상대평가

     Iodine-Sulfur(IS) Cycle, Westinghouse Sulfur Process(WSP), High 

Temperature Electrolysis of Steam(HTES) Process를 대상으로 앞 절에서 소개한 

평가인자를 적용하여 상대 평가를 실시하 다.

     인자별 점수부여는 미국의 DOE가 SNL(Sandia National Lab.), 

UK(University of Kenturky), GA(General Atomic Inc.)에 의뢰하여 최종 선정 평

가를 시행한 점수 부여방법을 채택하 으며 3개의 기술을 한 인자에 대하여 상대 

비교하여 유리한 위치에 있으면 1을 부여하고 열등한 위치에 있으면 -1을, 중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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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면 0를 각각 부여하 다. 만약 3개의 기술이 모두 같은 수준으로 주어진 인자

에 대하여 유리한 장점을 갖고 있으면 모두 1을 부여했고 모두 불리한 단점을 갖고 

있으면 -1을 모두 부여했다. 현재기준으로 평가한 표 3.2.4의 상대 비교 점수를 근

간으로 할 때, IS 공정이 가장 높은 종합 점수를 나타내고는 있으나 절대적인 우수 

공정으로 낙점하기에는 전체적인 기술개발 수준이 대기압 운전의 실험실 규모 실증

단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실용화까지의 불확실성이 너무나 많고 비교 열등 기술

인 HTES와 WS 기술에서의 한두 개 정도의 평가인자에 대한 기술개발이 성취되면 

언제든지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태이다.  

표 3.2.4. IS 공정, WS 공정, HTES 공정의 기술성 상대평가표

항목 인자 IS Process
WS 

Process

HTES 

Process
비고

기술적 요소

∙공정 유연성

∙화학반응성

∙연속 조업성

∙특수 제어장치

∙기술 난해성

∙에너지 소모

∙특수 부품 사용

∙기술발전 전망

∙안전 위해도

-1

-1

 1

-1

 0

-

 1

 1

-1

 0

 0

 1

 0

 0

-

 0

-1

 0

 1

 1

 1

 1

 0

-

-1

 0

 1

불변사항

불변사항

기술완성 시점기준

불변사항

950
o
C/50기압 기준

열효율 평가참조

가변사항

가변사항

불변사항

장치

∙장치 제작성

∙구조재료/부품

∙초기비용

∙운전 유지비

∙교체비용

∙특수설계

 1

 1

 0

-1

 1

 0

 0

 0

 1

 0

 0

 0 

-1

-1

-1

 1

-1

 0

가변사항

가변사항

가변사항

가변사항

가변사항

불변사항

공정

∙기술 성숙도

∙재료물질의 범용

성

∙생산제품의 적정

성

 1

 1

 1

-1

 1

 1

 0

 1

 1

가변사항

불변사항

불변사항

공정재료
∙수급/취급 용이성

∙전처리 필요성

 1

 1

 1

 1

 1

 1

불변사항

불변사항

폐기물/부산물  1  1  1 불변사항

시간요소  0 0  0 가변사항

종합  7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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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소제조공정 열효율 평가

     수소제조공정의 열효율 평가는 연구개발 설계단계에서부터 파일럿 규모 실증

시험단계까지 약 3차례에 걸쳐 수행한다. 그림 3.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 단계의 

열효율 평가는 참여 화학반응식을 기준으로 표준 반응화학 열평형 자료로부터 추산

하며 두 번째 단계의 열효율 평가는 개략적 공정도를 기준으로 열효율 평가를 시행

한 후 최종적으로 세부 공정도를 기준으로 실제 운전 조건과 환경을 반 하여 열효

율 평가를 실시하며 수소생산 비용을 정확히 산출한다.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각 공정별 열효율 평가는 두 번째 단계의 열효율 평가 수준에 속한다.

그림 3.2.9. 단계별 열효율 평가 절차도. 

  

   

가. IS공정 열효율 평가

     

       1970년대에 IS 공정이 처음으로 GA 연구진에 의해 발표되었을 때 요오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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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층과 황산 층의 분리가 어려워 사장되는 기술로 여겨지다 요오드화수소 층에 

요오드를 과잉으로 용해시키면 층 분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1986년부터는 

효율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실험실적 연구가 재추진되었다. 그 중 하나가 독일 아헨 

공대에서 실험한 IS 공정 Section 3의 요오드화수소 농축 및 분해 단위공정에 적용

한 고압 반응증류법이다. GA가 처음 발표한 IS공정은 당초 요오드화수소 용액 농

축공정으로 인산추출법을 이용한 공비점 극복을 제안하 으나 인산의 재순환을 위

해서 막대한 양의 에너지 소모가 요구됨으로써 수소생산 열효율에 회의적이었으나 

독일의 고압반응 증류법이 소개됨으로써 새로이 주목을 받는 공정으로 재탄생하

다.

     본 연구에서는 수소생산 열효율을 추산하기 위하여 2003년 GA사의 

GA-A24285 보고서[3.2.8]를 기준으로, 수소생산을 위한 반응증류법을 채택한 IS공

정도와 각 소요장치에서의 운전 온도 및 압력 조건을 조사하여 그림 3.2.10, 3.2.11, 

3.2.12와 같은 각 단위공정별 물질수지를 완성하 다.

그림 3.2.10. IS 사이클 분젠반응 단위공정 물질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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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 IS 사이클 황산 농축/분해 단위공정 물질수지. 

그림 3.2.12. IS 사이클 요오드화수소 농축/분해 단위공정 물질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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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0, 2.11, 2.12의 물질수지와 온도 및 압력 조건을 기준으로 각 단위공정

에서의 열 수지를 조사한 결과 표 3.2.5와 같은 결과를 얻었으며 이것을 285.8 

kJ/mol의 H2 HHV(High Heating Value)기준으로 열효율을 추산하 을 때, 약 47 

%의 수소생산 열효율이 기대되었다.

표 3.2.5. IS 단위공정별 열수지 및 총괄 수소생산 열효율

Power input[kJ] Power output[kJ] Thermal input[kJ] Overall Efficiency(-)

Section 1 1.65 -4.46 8.86  η=

 

285.8/(16.78-11.43+60

3.74)

   = 0.47

Section 2 2.02 -0.11 349.08

Section 3 13.11 -6.86 245.80

Total 16.78 -11.43 603.74

  

나. 고온전기분해 공정 열효율 평가

      미국 GA에서 발표한 MHR의 형태로는 GT-MHR 600과 H2-MHR 600 2가

지로 대별되며 GT-MHR 600은 전력생산용 원자로이고 H2-MHR 600은 수소생산

용 원자로로서 열출력 온도가 각각 850
o
C 및 1000

o
C로써 노심설계 상수의 대표적인 

차이점이다.[3.2.9]  

     그림 3.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기 생산을 위한 가스 터빈 계통 쪽으로는 가

스 터빈과 헬륨을 순환시키기 위한 저압 압축기 및 고압압축기가 주 장치로 구성되

어 있고 고온 전기분해 장치에서 필요로 하는 직류 전기는 가스 터빈의 끝단에 달

려 있는 발전기에 의하여 교류 발전시킨 다음, AC/DC 전환기에 의하여 직류 전원

을 생산토록 구성하 다.

     고온 전기분해 계통을 구성하는 주요 장치들로는, 중간 열교환기(IHX)와 2차 

열교환에 의한 고온 수증기 발생장치, 고온 수증기의 전기분해를 담당하게 될 

HTES, 그리고 생성된 수소와 산소 유체로부터 열을 회수하고 미반응 고온 수증기

를 응축시키기 위한 응축기, 수소로부터 응축수를 분리시키기 위한 상분리기, 생산

된 수소 기체 내부의 잔존하는 수증기 양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습기, 그리고 물을 

공급하기위한 고압펌프 등이 있다.

     응축기에서 열을 흡수하여 2차 열교환기로 주입되는 물의 상태는 열 회수율에 

따라 264
o
C의 기-액 평형선(tie-line) 상에 존재한다.

(1) 단위 전기분해 셀과 열역학 특성

        단위 전기분해 셀은 두께 10 μm의 YSZ 세라믹 고체 전해막, 두께 5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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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공성 Ni-ZrO2 Cathode, 두께 150 μm의 다공성 Sr-doped Lanthanum 

Manganite Anode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 전극의 바깥 방향으로 2.5 mm 두께의 스

테인레스 강판이 싸여있는 형태로서 단위 셀의 규격은 10 cm x 10 cm x 4.06 

mm(유효 전극 면적은 64 cm
2
)이다. 단위 셀 10장을 한 묶음으로 한 전기분해 더미

(Stack)의 수소생산 능력은 60 NL/h 정도로써 같은 수소생산 규모의 열화학 공정

장치에 비하면 아주 단순하고 소규모이다.   

 

그림 3.2.13. 고온 전기분해 셀의 구성도. 

  

     그림 3.2.13의 단위 전기분해 셀에서 일어나는 고온 수증기 전기분해 반응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즉 90% 수증기/10% 수소 혼합기체가 배관을 따라 Cathode 

Chamber로 유입되면 고온/고압 수증기가 다공질의 Cathode 내부로 침투하면서 

Anode로부터 넘어온 2개의 전자와 반응하여 수소 기체와 산소 음이온을 발생시키

게 되는데 생성된 수소기체는 역확산되어 Cathode Chamber로 빠져나가고 음이온

의 산소는 고체 산화 전해질 막 YSZ를 통과하여 Anode에 도착되고 여기에서 

AC/DC Potentio-stat에서 걸어주는 음의 전위에 의해 산화반응이 일어나면서 산소

기체와 전자를 발생시키게 되는데 전자는 도선을 타고 Cathode로 이동되고 산소기

체는 다공성의 Anode로부터 Anode Chamber로 이동하여 외부로 방출된다. 이상의 

전기 화학 반응을 약속된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상기한 반응식을 기준으로 실험이행 이전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이론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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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일련의 열역학 상호관계 식을 이용하여 표준 평형 전위 값(Eo)을 산출함으

로써 상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전위 값을 예측하는 일일 것이고 이 과정에는 다

음 4종의 열역학 관계식들이 사용된다. 

Kirchhoff's equation; H = ∫1Cp1dT ± Lt + ∫2Cp2dT                 (6)

  Entropy equation; S = S
o
298 + ∫

T
298 Cp/T dT                       (7)

Gibbs function; G = H - TS                                       (8)

                  Eo = -∆G/nF                                      (9)

     한편 식 (6)-(9)를 계산하기 위해서 다음의 입력자료들이 필요하고 이 값들은 

참고문헌 [3.2.10]와 [3.2.11]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Heat capacities; Cp = f(T)

Phase change data; Tt, Tm, Tb, Lt, Lf, Lv 

Heat of formation(H
o
298), standard entropy(S

o
298)

표 3.2.6. HTES 물성 입력자료

Compound
1) ∆G

o

(kJ/mol)
∆H

o

(kJ/mol)
S
o

(kJ/mol/K)
Lv

(kJ/mol)
Heat Capacity

(J/mol/K)

(H2) 0 0 0.131 - 27.28+0.00326*T+50000/T
2

(O2) 0 0 0.205 - 29.96+0.00418*T-167000/T2

{H2O} 237.2 285.8 0.07 40.7 75.44

(H2O) - - - - 30.00+0.01071*T+33000/T
2

           1)
 (  ); gas phase, {  }; liquid phase.

     표 3.2.6의 값을 초기 값으로 하여 식 (6)에서 (9)까지를 차례대로 계산하면 각 

온도별 역에 따라 엔탈피, 엔트로피, 깁스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표

준 평형 전위 값을 식 (9)에 의해 얻을 수 있다. 표 3.2.7은 온도 구간 100
o
C에서 

1,100
o
C까지의 역에서 물의 고온 전기분해 반응식을 기준으로 계산된 열역학 특

성 값들과 표준 평형전위 값들로서 INL 계산치[3.2.9]와 일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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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7. 수증기 분해반응 열역학특성 값과 표준 평형전위

    

(2) 수소생산 열효율 및 전기에너지의 비중

       

     장치 상세설계와 배관도가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수소생산 열효율을 계산하는 

경우, 다음의 가정을 도입하기로 한다.

   가정 1; 배관 및 장치에서의 열손실은 무시

   가정 2; HTES 평균 조업 온도는 850oC 또는 950oC.

     상기의 가정하에 그림 3.2.8의 MHR-based HTES 개념도를 기준으로 수소를 

생산한다고 생각할 때, 수소생산 열효율에 향을 줄 수 있는 인자들은 고온 전기

분해 장치의 고유 전기분해 효율(ῃelectrolysis), 수소생산 공정에서의 전기분해후 열 회

수율, 그리고 전기 공급 계통에서의 터빈의 발전 효율(ῃturbine), 그리고 AC/DC 전환

효율 등이다.

     열효율 계산에 앞서 이들에 대한 예비 조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기술 정보

를 확보하 다.

       - Conversion eff. of AC to DC=0.9-0.95

         (정보출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수빈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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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rmal eff. of gas turbine=0.48-0.52(850-950
o
C)

         (정보출처; 한국원자력연구소, 이원재 박사) 

       - Electrolysis eff. of SOM system=0.75-1.0

         (정보 출처; 참고문헌 [2.3], [2.12]) 

       - Energy for compression of 1kg H2 from 0.1MPa to 5MPa; 8.8MJ

         (정보 출처; 참고 문헌 [2.12]) 

       - Energy for pumping of 9kg H2O from 0.1MPa to 5MPa; 52kJ 

         (정보 출처; 참고 문헌 [2.12])

       - BP of water at 5MPa=264
o
C

         (정보 출처; Steam Table)

     수소생산 열효율 계산에서 변수들의 민감도를 조사하기 위해, 터빈 효율과 전

기분해 효율, 그리고 열 회수율을 변수로 취하여 수소생산 열효율 변화 상태를 관

찰하 고 동시에 MHR에서 발생되는 총 에너지 중 전기생산을 위하여 터빈으로 공

급 해야 할 열에너지 비중을 추산하 다.

     수소생산 열효율 계산은 수소 1 mol이 갖는 열량(HHV=285.8 kJ/H2-mol)과 

이를 생산하기 위해 공급해야 하는 열에너지(Qh)와 전기에너지(Qe)의 합으로부터 

식 (10)에 의해 계산되었고 원자로에서 생산하는 총 에너지(Etotal) 중 전기에너지

(Eelec.)로 공급해야하는 발전 비중은 식 (11)에 의해 계산되었다.

                ῃoverall = 
HHV
Qh+Qe                                     (10)

                χ elec.=
E elec.
E total

=
Q e

Q h+Q e                                (11)  

                Qh = Qheating + Qdissipation - Qrecycled                     (12)

                Qe = ∆Greaction/ῃelectrolysis/ῃAC/DC/ῃturbine                  (13)

Q heating=0.9×(
⌠
⌡

Tb

298
C p,W AqdT+L v,W+

⌠
⌡

1123

Tb
C p,W vdT)+0.1×

⌠
⌡

1123

298
C p,HdT     (14)

Q dissipation=1123×(S H+0.5×S O-S W)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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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recycled=x recycled×(0.1×(
⌠
⌡

Tb

298
C p,W Aq

dT+L v,W+
⌠
⌡

1123

Tb
C p,W v

dT)+

0.9×⌠⌡

1123

298
C p,HdT+0.5×

⌠
⌡

1123

298
C p,OdT)              (16)

 △G reaction=G H+0.5×G O-G W                                        (17)     

                       

     이상의 식들을 이용하여 열 회수율을 13.3%에서 90%까지 변화시키면서, 그리

고 터빈의 발전효율을 48%에서 52%까지 변화시키면서 그리고 전기분해 효율을 

75%에서 100%까지 4개의 구간에 따라 수소생산 총괄 열효율과 원자로의 총 생산 

에너지 중 발전 비중을 조사한 결과, 표 2.8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3.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소 생산 총괄 열효율은 42%에서 60%까지 기

대되었고 그 효율에 미치는 인자의 크기순에서는 전기분해 장치의 성능, 터빈의 발

전효율, 그리고 수소 생산 공정에서의 열 회수율 순이었다. 한편 수소 생산에 있어

서 총 에너지 수요 중 발전 비중을 살펴본 결과, 전기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74%에서 85%까지 으며 개별 인자의 향을 살펴보면, 열 회수율의 증가는 원자로

에서의 발전 비중의 증가를 초래하 고 전기분해 효율과 터빈의 발전 효율의 증가

는 원자로에서의 발전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 다.      

     고온 전기 분해장치의 현실적인 전기분해 효율을 85%에서 95% 수준으로 생

각하고 터빈의 평균 운전온도를 850
o
C에서 900

o
C가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하여 그 

때의 발전 효율 48%와 50%를 적용시키고 공정에서의 열 회수율을 보수적으로 생

각하여 13.3%를 산정하면 수소 생산 열효율은 47%에서 53% 범위에서 움직 고 원

자로의 발전 비중은 76%에서 79%가 적정한 에너지 구성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

은 방법으로 고온 전기분해 장치의 운전 온도를 600 
o
C, 700 

o
C, 그리고 1000 

o
C로 

변화시키면서 본 변수가 미치는 수소생산 열효율에 대한 향과 원자로 발전 비중

의 변이를 조사한 결과 표 3.2.9, 3.2.10, 3.2.11과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전기분해 장치의 운전온도를 증가시키면 수소생산 열효율이 증가하는 일반적

인 경향을 따랐고 그 민감도는 400 oC의 온도 상승에 수소생산 열효율 증가 폭은 

최대 6.8 %(∆ῃoverall,1000:600/ῃoverall,600) 정도 다. 

표 3.2.8. 850oC HTES에서의 수소생산 열효율 및 전기에너지 수요비중 

      <Thermal recovery at a condenser;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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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온 전기분해에 의한 수소생산 공정을 적어도 3-4개의 단위 공정들을 구성 

요소로 하는 열화학에 의한 수소생산 공정과의 상호 비교를 위하여, 운전유지 및 

보수성, 장치와 배관에서의 열손실 가능성, 공정의 단순성과 장치의 복잡성, 장치의 

제작성과 재료의 수급성, 기술개발의 보편성과 불확실성, Scale-up 등의 엔지니어

링, 기술 개발의 파트너 쉽과 산업 견인력, 전문 인력의 보편성 등의 관점에서 직관

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결코 불리한 기술이 아님을 발견할 수 있었고 어쩌면 전 세

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SOFC의 기술개발에 힘입어 상용기술로의 접근이 

보다 용이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발표 자료에서 나타난 향후 실용화를 위한 기술 극복 사항

으로는 세라믹 전해질 막의 제작 규모 한계성, 셀 더미(Stack) 구성상의 경직성과 

장치 수명, 장치 부품의 열 충격 저항성 및 내압성, 고온용 봉합제(sealant) 등을 향

상시키기 위한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한편 표준 평형전위에서의 전기분해 반응을 기준으로 계산한 표 3.2.8∼3.2.11

까지의 수소생산 열효율을 실험값으로부터 측정된 전기분해 과전압을 기준으로 열

효율을 재계산한 결과, 그림 2.14와 같이 850 
o
C에서 약 46 %, 1,000 

o
C에서 약 48 

%의 수소생산 열효율을 나타냈다.[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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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9. 600
o
C HTES에서의 수소생산 열효율 및 전기에너지 수요비중 

<Thermal recovery at a condenser; <13.3%>

      ηelectrolysis  

ηturbine     
75% 85% 95% 100%

ηoverall Eelectric/Etotal ηoverall Eelectric/Etotal ηoverall Eelectric/Etotal ηoverall Eelectric/Etotal

48% 0.41 0.84 0.46 0.82 0.50 0.81 0.52 0.80 

50% 0.43 0.84 0.47 0.82 0.52 0.80 0.54 0.79 

52% 0.44 0.83 0.49 0.81 0.53 0.79 0.56 0.79 

<Thermal recovery at a condenser; 30%>

       ηelectrolysis  

ηturbine
75% 85% 95% 100%

ηoverall Eelectric/Etotal ηoverall Eelectric/Etotal ηoverall Eelectric/Etotal ηoverall Eelectric/Etotal

48% 0.42 0.85 0.46 0.83 0.51 0.81 0.53 0.81 

50% 0.43 0.84 0.48 0.83 0.52 0.81 0.55 0.80 

52% 0.44 0.84 0.49 0.82 0.54 0.80 0.56 0.79 

<Thermal recovery at a condenser; 60%>

       ηelectrolysis  

ηturbine
75% 85% 95% 100%

ηoverall Eelectric/Etotal ηoverall Eelectric/Etotal ηoverall Eelectric/Etotal ηoverall Eelectric/Etotal

48% 0.42 0.86 0.47 0.84 0.51 0.83 0.54 0.82 

50% 0.44 0.85 0.49 0.84 0.53 0.82 0.55 0.82 

52% 0.45 0.85 0.50 0.83 0.55 0.82 0.57 0.81 

<Thermal recovery at a condenser; 90%>

       ηelectrolysis  

ηturbine
75% 85% 95% 100%

ηoverall Eelectric/Etotall ηoverall Eelectric/Etotal ηoverall Eelectric/Etotal ηoverall Eelectric/Etotal

48% 0.43 0.87 0.48 0.86 0.52 0.84 0.55 0.84 

50% 0.44 0.87 0.49 0.85 0.54 0.84 0.56 0.83 

52% 0.46 0.86 0.51 0.85 0.56 0.83 0.58 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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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0. 700
o
C HTES에서의 수소생산 열효율 및 전기에너지 수요비중 

<Thermal recovery at a condenser; 13.3%>

       ηelectrolysis  

ηturbine
75% 85% 95% 100%

ηoverall Eelectric/Etotal ηoverall Eelectric/Etotal ηoverall Eelectric/Etotal ηoverall Eelectric/Etotal

48% 0.42 0.83 0.46 0.81 0.50 0.79 0.53 0.78 

50% 0.43 0.82 0.48 0.80 0.52 0.78 0.54 0.78 

52% 0.44 0.82 0.49 0.80 0.54 0.78 0.56 0.77 

<Thermal recovery at a condenser; 30%>

       ηelectrolysis  

ηturbine
75% 85% 95% 100%

ηoverall Eelectric/Etotal ηoverall Eelectric/Etotal ηoverall Eelectric/Etotal ηoverall Eelectric/Etotal

48% 0.42 0.84 0.47 0.82 0.51 0.80 0.53 0.79 

50% 0.43 0.83 0.48 0.81 0.53 0.79 0.55 0.79 

52% 0.45 0.82 0.50 0.81 0.54 0.79 0.57 0.78 

<Thermal recovery at a condenser; 60%>

       ηelectrolysis  

ηturbine
75% 85% 95% 100%

ηoverall Eelectric/Etotal ηoverall Eelectric/Etotal ηoverall Eelectric/Etotal ηoverall Eelectric/Etotal

48% 0.43 0.85 0.47 0.83 0.52 0.82 0.54 0.81 

50% 0.44 0.84 0.49 0.83 0.54 0.81 0.56 0.80 

52% 0.46 0.84 0.51 0.82 0.55 0.80 0.58 0.80 

<Thermal recovery at a condenser; 90%>

       ηelectrolysis  

ηturbine
75% 85% 95% 100%

ηoverall Eelectric/Etotal ηoverall Eelectric/Etotal ηoverall Eelectric/Etotal ηoverall Eelectric/Etotal

48% 0.43 0.86 0.48 0.85 0.53 0.83 0.55 0.82 

50% 0.45 0.86 0.50 0.84 0.55 0.83 0.57 0.82 

52% 0.46 0.85 0.52 0.84 0.57 0.82 0.59 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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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1. 1,000
o
C HTES에서의 수소생산 열효율 및 전기에너지 수요비중 

<Thermal recovery at a condenser; 13.3%>

     ηelectrolysis  η

turbine

75% 85% 95% 100%

ηoverall Eelectric/Etotal ηoverall Eelectric/Etotal ηoverall Eelectric/Etotal ηoverall Eelectric/Etotal

48% 0.43 0.78 0.47 0.76 0.51 0.74 0.53 0.73 

50% 0.44 0.78 0.48 0.75 0.53 0.73 0.55 0.72 

52% 0.45 0.77 0.50 0.75 0.54 0.72 0.56 0.71 

<Thermal recovery at a condenser; 30%>

     ηelectrolysis  η

turbine

75% 85% 95% 100%

ηoverall Eelectric/Etotal ηoverall Eelectric/Etotal ηoverall Eelectric/Etotal ηoverall Eelectric/Etotal

48% 0.43 0.79 0.48 0.77 0.52 0.75 0.54 0.74 

50% 0.45 0.79 0.49 0.76 0.53 0.74 0.55 0.73 

52% 0.46 0.78 0.51 0.76 0.55 0.74 0.57 0.73 

<Thermal recovery at a condenser; 60%>

     ηelectrolysis  η

turbine

75% 85% 95% 100%

ηoverall Eelectric/Etotal ηoverall Eelectric/Etotal ηoverall Eelectric/Etotal ηoverall Eelectric/Etotal

48% 0.44 0.81 0.49 0.79 0.53 0.77 0.55 0.76 

50% 0.46 0.80 0.50 0.78 0.55 0.77 0.57 0.76 

52% 0.47 0.80 0.52 0.78 0.57 0.76 0.59 0.75 

<Thermal recovery at a condenser; 90%>

     ηelectrolysis  η

turbine

75% 85% 95% 100%

ηoverall Eelectric/Etotal ηoverall Eelectric/Etotal ηoverall Eelectric/Etotal ηoverall Eelectric/Etotal

48% 0.45 0.83 0.50 0.81 0.55 0.79 0.57 0.79 

50% 0.47 0.82 0.52 0.81 0.57 0.79 0.59 0.78 

52% 0.48 0.82 0.54 0.80 0.58 0.78 0.61 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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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4. 전기분해 과전압을 고려한 HTES 수소생산 열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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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S 공정소요 핵심장치 제작성 및 운전제어 개념 예비조사

      고압 반응증류장치를 요오드화수소 용액의 농축 및 분해장치로 채택한 그림 

3.2.3, 3.2.4, 3.2.5의 IS 공정도를 모체로 IS 공정 구성장치를 화학공정에서의 잘 알

려진 장치 종별로 분류하면 표 3.2.12와 같다.

표 3.2.12. IS 공정을 구성하고 있는 장치

     표 3.2.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충전탑이 Section 1 단위공정에서 산소 세정탑

의 용도로 2기, 이산화황 흡수탑으로 2기, 황산 부스터 반응기로 1기 총 5기가 필요

하며 Section 3 단위공정에서는 수소 세정탑과 요오드 세정탑으로 각각 1기씩 초 2

기가 필요함으로써 IS 전체공정에서 모두 7기의 충전탑이 소요된다. 다공판 증류탑

은 Section 2 단위공정에서 황산 용액의 최종 농축을 위하여 1기가 필요하며 

Section 3 단위공정에서는 요오드화수소 용액의 증발 분해장치로 1기가 각각 소요

됨으로써 모두 2기의 다공판 증류탑이 IS 공정에서 필요로 한다.

     한편 Section 1 단위공정에서의 분젠반응기로 연속 혼합 반응기가 1기 필요하

며 분젠반응기에서 형성된 황산 층(light phase)과 요오드화수소 층(heavy phase)의 

상분리를 위한 액체-액체상분리기가 1기 소요된다. 기체-액체 상분리기 기능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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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Knock-out 드럼이 Section 1과 2에서 2기와 1기 각각 필요하며 용액의 농축용

으로 플래쉬 증발농축기가 Section 1, 2, 3 단위공정에서 총 10기 소요된다. 이 외에 

전 공정에 걸쳐 11기의 내산 폄프가 소요되며 8기의 감압기, 그리고 26기의 열교환

기와 7기의 열 회수기가 각각 소요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10종 76기의 화학공정 장치와 기기장치가 요오드화수소 용

액의 고압 반응 증류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IS 공정에서 요구된다.

     한편 표 3.2.13은 상기한 IS 공정 구성장치들의 일반적 장치 특성과 주 제어변

수들을 조사하여 나열한 것으로 표 3.2.14의 IS 공정 소요 핵심장치들의 제작성과 

운전 제어개념을 구체화 하는데 지표가 된다.

            

표 3.2.13. IS 공정 구성장치의 특징과 주 제어변수

  기체 세정탑이나 흡수탑 등으로 사용되는 충전탑의 특징은 라식 링과 같은 특수 

충전물로 탑이 채워져 있다는 것이며 이것의 제어 변수로는 기체-액체 상평형에 

향을 주는 장치운전 온도(T)와 압력(P), 그리고 장치의 처리 속도와 최적화에 직접

적으로 향을 주는 기체 및 액체의 유량과 체류시간(τ)이 있다.

  용액의 농축을 위한 증류탑은 탑 내부에 다공판이 내장되어 있으며 제어변수는 

충전탑과 별반 차이가 없으나 재비기와 순환장치가 구비된 증류탑에 있어서는 재비

기에서의 가열속도와 순환장치에서의 순환비가 추가적인 제어변수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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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교반반응기는 반응기 내부에 기계적 또는 유동적 액체교반 도구를 갖추고 있

으면서 최적 반응온도 조건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냉각 또는 가열용 액체순환 쟈켓

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제어변수로는 온도, 압력, 반응물의 반응기내 체류시간

이 있다.

  액체-액체 상분리기는 중력을 이용한 침강법이나 원심력을 이용한 연속식 상분리

법이 있으며 이들의 제어변수는 온도와 체류시간이 된다. Knock-out 드럼의 경우에

는 압력이 추가변수로 더해지고 장치의 높이와 직경 비가 또한 제어변수가 된다.

  열교환기와 열회수기의 제어변수는 1,2차 측의 온도와 압력, 유체의 점성과 유량 

그리고 총괄열전달 계수와 열전달 유효 표면적이 제어변수가 되겠다.

  이상의 일반적 화학장치들의 특징과 제어변수들을 IS 공정 소요장치들에 직접 적

용시켜 핵심장치별 제작성과 운전제어개념을 살펴보면 표 3.2.14와 같다.        

표 3.2.14. IS 공정 핵심 장치의 제작성과 운전제어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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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상대기관별 능력 평가

      원자력 열에너지를 이용한 열화학 수소제조 기술은 1970년대 초반 오일 쇼크

와 더불어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유럽연맹의 JRC (joint research 

center) Ispra연구소에서 Sulfur 계열 18개 사이클에 대한 수소생산 기술에 대한 기

술성 예비 평가를 시행한 것을 필두로 하여 같은 시기 미국의 GA(General 

Atomics)사에서 IS사이클에 대한 연구가 그 효시를 이루고 있다.

     시기적으로 유럽과 미국보다 조금 뒤 늦기는 하 지만 일본에서도 열화학적 

수소생산에 대한 연구를 착수하여 Ispra의 Mark 13사이클과 유사한 UT-3 (브롬-

칼슘-철)사이클을 일본 동경 공대에서 착수하 고 이와 별도로 일본원자력연구소에

서도 IS사이클 연구를 착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가. 미국의 연구개발 동향과 기술수준

     미국 DOE는 원자력 수소생산을 위한 후보 기술로 현재 IS 사이클을 비롯하여 

고온전기분해(HTES) 기술 및 대안 기술로서 일본에서 연구 중인 UT-3 사이클 및 

구리-염소 사이클, 웨스팅하우스 사이클 등을 선정한 후 이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

고 있다.

     미국에서의 IS 사이클은  SNL 및 GA에 의해 프랑스의 CEA와 함께 I-NERI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며 고온 전기분해 기술은 INL이 Ceramatec의 기술을 지

원 받아 Button Cell 시험을 마치고 Stack 시험을 수행 중에 있는 한편 GIF 

VHTR/HP 국제협력 의제로서 IS 사이클 기술과 함께 상정해 놓고 있다.

     최근의 VHTR/HP PMB 회의에서부터 소개되기 시작한 구리-염소(Cu-Cl2) 사

이클의 공정 연구는 미국 ANL에서 연구수행 중이며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수행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향후 주목받는 기술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미국의 원자력수소 실증사업 목표는 최종적으로 2015년경에 아이다호 폴에 건

설 예정인 600 MW급 NGNP에 약 60 MW급의 원자력 수소 생산 실증 시설을 건

설/접속하여 시험한다는 계획아래 2012년경이면 여러 가지 후보 공정 중 가장 유력

한 하나 또는 두개의 공정을 선정하여 파일럿 시험에 임한다는 NHI Plan하에 움직

이고 있다.

     미국의 1970년대 General Atomic사는 황-요드(SI) 열화학싸이클 기술을 근간

으로 하는 수소생산 기초연구를 수행하여 표 2.15의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으나 현

재는 특허권이 소멸된 상태이다.

     2001년부터 DOE의 지원을 받아 다시 열화학 사이클에 대한 기초 분석 연구를 

재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GA, SNL, 프랑스의 CEA가 IS 싸이클에 대한 연구를 진

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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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5. IS 공정관련 미국 기관소유 특허권

특허제목 등록번호 등록일 출원인 청구요약

Method and apprartus 
for electrodialysis 
processing

6,461,491 ‘02.10.08

The 
University of 
Chicago, 
Chicago, IL 
(US)

▪양이온과 음이온 반투과막, 이온선택성막이 
양극과 

  음극사이에 교차로 삽입되어 구성된 전기투석 
스택

▪농축액과 희석액이 이온선택성막에의해 
분리된 시스템

▪양이온과 음이온 그리고 물이 희석액에서 
농축액으로 

  이동되는 시스템

▪양극과 음극 세척용액이 외부시스템으로부터 
순화되는 장치

Ni-Cr-Mo-Cu alloys 
resistance to sulfuric 
acid and wet process 
phosphoric acid

6,764,646 ‘04. 7. 20. 
Haynes 
International 
Inc.

▪황산과 인산환경에서 내부식성을 가지는 
Ni-Cr-Mo-Cu 소재

▪Co의 함량이 1.75% 이상인 Ni-Cr-Mo-Cu 
소재

▪텅스텐 불순물 함량이 0.6% 이하인 
Ni-Cr-Mo-Cu 소재

Method of reacting I2 
with a liquid and a gas

4,150,094 ‘79. 4. 17
General 
Atomic 
Company

▪수직축 반응기를 이용하여 SO2(g),I2(g)와 
H2O(l)의 연속반응

  공정 설명

▪반응기 밑으로 SO2(g) 공급

▪반응을 통해서 HIx와 H2SO4의 생성

▪반응속도에 비례하여 반응물의 분리기로의 
이송속도 결정

Oxygen recovery from 
gas mixture

4,208,396 ‘80. 6. 17.
General 
Atomic 
Company 

▪O2-SO2 혼합가스의 공급에서 SO2 가스는 
반응에 참여하고

  O2는 반응하지 않고 분리되는 공정 설명

Production process for 
refined Hydrogen Iodine

5,693,306 ‘97.12.2
Mitsui Toatsu 
Chemicals, 
Inc.

▪본 발명은 반도체에 적용키 위한 HI 원액을 
고순도로 정제하기

  위한 기술임 

▪기상에서 제올라이트로 불순물을 흡착시켜 
정제함

▪ 1ppm 또는 이보다 적은 H2S 불순물을 
함유한 HI를 

  흡착제(제올라이트, 활성탄 etc)등을 통해 
정제하는 공정 

▪수소화반응한 나프탈렌에 용해시킨 요오드로 
만든 HI 용액을

  정제시키는 기술 

Recovery of Anhydrous 
Hydrogen Iodide

4,330,374 ‘82.05.18
General 
Atomic 
Company

▪HI/I2/H2O로 이루어진 혼합물로부터 H2O를 
거의 포함하지

  않는 HI를 얻는 방법에 관한 특허로서, 

▪혼합물을 섭씨 0도~180도의 범위에서 압력을 
가하여 뚜렷한

  2개의 액상으로 구분되도록 하고, H2O 
성분이 1wt% 미만으로

  존재하는 HI상을 유도하여 이 HI상을 다른 
상으로부터 분리하는

  방법

▪혼합물을 섭씨 0도~180도의 범위에서 고압의 
추출증류탑에 의해

  뚜렷하게 구분되는 액상의 탑정물을 
얻고(이때 하나의 액상은

  H2O성분이 1wt% 미만으로 존재하는 HI상), 
이 HI상을 다른

  상으로부터 분리하는 방법

▪혼합물에 H3PO4를 첨가하고, 그때 
온도조건에서 최소한 

  HI증기압과 유사한 압력을 가함으로써 
뚜렷이 구분되는 

  액상으로 만들고(이때 하나의 액상은 H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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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이 1wt% 

  미만으로 존재하는 HI상), 그 후  이 HI상을 
다른 상으로부터 

  분리하는 방법

Recovery of Hydrogen 
Iodide

4,396,591 ‘83.08.02
GA 
Technologies 
Inc.

▪HI/I2/H2O으로 이루어진 혼합물로부터 HI를 
추출하기 

  위하여, 추출제인 HBr을 첨가함으로써 
두개의 액상

  (한상은 HBr/HI/I2로 이루어진 건조상, 다른 
상은 H2O/HBr로

  이루어진 수용액상)으로 유도하고, 두개의 
상을 나눈 후

  HBr/HI/I2로 이루어진 건조상에서는 우선 
I2를 제거하고

  남은 HBr/HI 용액으로부터 HI를 분해반응에 
적합하게

  증류방법으로 분리농축함

Hydrogen Iodide 
Decomposition

4,258,026 ‘81.03.24

General 
Atomic 
Company, 
San Diego, 
Calif.

▪고압의 액상상태의 HI를 분해하기 위해 
백금계열의 촉매

  (크기 5um이하)와 HI가 충분한 접촉시간을 
가지게 하는

  공정(온도:0-150℃, 압력: 4-300atm)

▪액상의 HI용액중 물의 중량은 1-30wt%

▪촉매와 반응하여 얻어진 수소와 요오드를 
분리하는 공정

  기상수소정제공정을 통해 수소와 HI분리 후 
HI는 recycle,

  액상요오드정제공정을 통해 요오드와 
HI분리후 HI는 recycle 

▪반응기에서 요오드 정제 공정으로 나가는 
액상의 요오드

  중량은 10-50wt%(HI+I2기준), 수분은 
5wt%(HI+H2O기준)이내

▪TiO2 또는 BaSO4를 담체로한 백금계 촉매, 
ruthenium

▪반응기에서 요오드 정제 공정으로 나가는 
액상의 요오드

Hydrogen Iodide 
Decomposition

4,410,505 ‘83.10.18

General 
Atomic 
Company, 
San Diego, 
Calif.

▪공정은 25-300atm에서 운전되며 액상의 
촉매와

  HI용액이 반응하여 수소를 생성하고  수소와 
요오드,

  촉매(95mole%이상 촉매), HI를 분리하여 
요오드는

  분젠반응으로 촉매와 HI는 recycle되는 
공정이다.

▪촉매는 백금계(Pt, Rh, Pd)의 염

▪요오드 역추출 장치에서 분해된 혼합물중의 
요오드는

  거의 건조상태의 HI와 역추출이 되어 
99mol%이상의

  촉매와 물을 포함한stream(하부)과 대부분의 
요오드와 

  일부 촉매를 포함한 stream(상부)으로 
나뉜다.

▪대부분 요오드와 일부촉매를 포함한 
stream은 다시

  촉매 추출기로 보내져 다시 HI를 이용해 
요도드와

  촉매를 분리하여 촉매는 분해기로 보내진다.

▪상기 공정은 400-425K에서 
100atm-175atm에서 진행

▪촉매는 백금계의 halide 
salt(PdI2,PdCl2,RhCl3,

  PtI2, H2PtCl6)단일 혹은 혼합물

Process for the 
thermochemical 
production of hydrogen

4,089,940 ‘78.05.16
General 
Atomic 
Company

▪분젠반응 (온도 20~120C 사이, 44g I2/15g 
H2O)

▪반응물과 생성물이 vessel에서 연속 적으로 
주입 및 배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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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본의 연구개발 동향 및 기술수준

     일본원자력연구소에서 1997년에 대기압 운전 모드의 비커 규모(1 L/h) IS 

폐사이클 운전에 성공하 고, 현재에는 30 L/h 규모의 실험실 규모를 이용하여 

2003년 8월 대기압 운전 모드의 폐사이클 연속운전에 성공한 이래 2004년 6월에는 

175시간의 연속 운전을 달성한 바 있다.

     일본은 2004년부터 5년간, 년100억의 연구비를 투자하여 30 Nm3/hr급 IS(요오

드-황산)싸이클 파일롯 플랜트 장치를 설계 운전하고 2010년에는 HTGR과 연계한

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일본은 또한 2004년에 JAERI-Oarai 부지내의 천연가스 수증기 개질법에 의한 

수소생산 시험시설을 해체하고 그 자리에 파일럿 규모 IS 공정장치 시험시설을 설

치하여 장치성능시험과 안전성시험을 시행함과 동시에 향후 5년간에 걸쳐 30 

Nm3/hr급 파일럿규모 IS사이클을 설계/건설하기 위한 팀을 새로 구성하고 2010년

경에 원자로와 접속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 프랑스의 연구개발 동향 및 기술수준

     프랑스 CEA는 I-NERI 연구의 일환으로 미국 GA사 및 SNL과 함께 IS 

사이클에 대한 연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IS 사이클의 열효율 평가를 통하여 

지금까지 소개되고 있는 기술을 이용할 경우, IS 사이클의 최대 운전 효율이 36 

%를 넘어가기 힘들 것으로 추정하고 이의 효율을 50 %까지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분젠반응에 대한 연속운전 장치 개발 및 요오드화수소의 농축/분해 및 

수소의 선택적회수를 위한 멤브레인 개발에 열중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의 CEA는 또한 고온 전기분해법에 의한 수소생산 기술과 웨스팅

하우스 사이클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S 공정을 핵심적으로 연구 중인 주요국으로는 미

국, 일본, 프랑스이며 각 연구기관들의 연구개발 기술 현황과 수준, 그리고 계획을 

기준으로 능력을 도표로 나타내면 표 3.2.16과 같다.  

▪황산분해반응 포함

▪HI분해반응 포함

Process for the 
production of hydrogen 
from water

4,089,939 ‘78.05.16
General 
Atomic 
Company

▪분젠반응 (4g I2/10g H2O)

▪반응물과 생성물이 vessel에서 연속 적으로 
주입 및 배출됨

▪SO2제거를 위한 heavier phase의 
degassing공정(온도 :115C이하)

  포함

▪액분리를 위해 HI가 I2 50wt.%만큼 첨가

▪Azeotropic distillation을 포함한 IS공정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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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6. IS 사이클 주요 연구 국가별 개발계획과 기술수준

6. 원자력수소의 경제성 평가

     원자력수소의 경제성 평가 척도로서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은 수소생

산단가 또는 수소이용단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원자력에 의한 수소생

산단가 및 수소이용단가를 수소생산이 가능한 다른 일차에너지원들 및 송전망 전기

와 함께 비교 평가하 다. 원자력수소의 상용화 예상 시기는 2020년대 이후이다. 장

래의 수소생산방법 및 비용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는 원유

가일 것이다. 따라서 원유가 변동에 따른 수소생산 경제성 변화도 분석하 다. 아울

러 원자력수소 생산시스템 구성 전략에 따라 수소 생산 경제성이 달라질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전력변환계통(power conversion unit, PCU)의 도입 여부이다. 원자

력수소 생산시스템 구성 전략에 따른 경제성 평가의 한 예로서, 전력변환계통의 도

입여부가 경제성에 미치는 향을 간략하게 평가하 다.  

가. 일차에너지원별 수소생산단가 분석

     원자력수소와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다른 일차에너지원들과의 수소 생산 경

제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편협된 시각이 없어야 

하며 공정한 조건과 가정을 경제성 평가에 사용해야만 한다. 사실상 이러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다행히 미국 National Academy of Science(NAS)가 발간한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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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gen Economy [3.2.14]는 비교적 공정하고 객관적인 연구라고 판단된다. NAS

는 수소 생산이 가능한 일차에너지원들(천연가스, 석탄, 원자력, 바이오매스, 풍력, 

태양력)과 이차에너지인 전기에 대하여 현재기술 및 미래기술의 경제성에 대한 자

세한 분석을 수행하 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NAS의 분석이 미국 실정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NAS의 분석 결과가 우리나라에 100% 적

용가능한지는 실로 미지수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NAS가 적용한 방법

론을 기초로 우리나라의 상황-특히 원료가격, 전기가격, 이용률 등-을 최대한 고려

하여 각 일차에너지원에 대한 수소생산단가를 재평가하 다. 미래를 기준으로 한 

경제성 평가이므로 많은 불확실 인자(특히 원료 가격)가 내포될 수밖에 없다. 주요 

불확실 인자에 대해서는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 다.   

(1) NAS의 수소생산단가 평가 방법

  

     지금까지 알려진 수소생산 방법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 중에서 

NAS가 소개한 각 에너지원별 수소생산 방법은 다음의 7가지이다.

- 천연가스: 증기개질법

- 석탄: 석탄가스화

- 원자력: 열화학물분해

- 송전망 전기(electricity from grid): 물 전기분해

- 바이오매스: 바이오매스 가스화

- 풍력: 물 전기분해

- 태양광: 물 전기분해

    여기서 “송전망 전기”라 함은 화력,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 각 에너지원들에 의

해 전기를 생산한 다음 송배전 전선망을 통해 송전된 전기를 의미한다. 위 7가지 

방법들은 주어진 각 에너지원에 대해 현재 및 미래에 가장 실현가능하면서도 경제

적인 방법으로서 NAS가 평가한 것이다. 여기서 미래라 함은 약 2020년대 정도로

서, 열화학물분해와 같은 미래 기술(Possible Future Technology)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개발이 모두 성공하여 상용화되었을 경우를 가정하고 있다.

     NAS에서는 다음과 같은 4 가지 주요 인자를 고려하여 경제성 평가를 위한 

시나리오를 구성하 다.

  • 수소를 생산하는 주요 에너지원/원료는 무엇인가?

  •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의 규모는 얼마인가?

  • 적용기술의 시점이 현재(Current)인가? 아니면 미래(Possible future))인가?

  • 수소가 화석연료로부터 생산될 때 이산화탄소(CO2)를 격리(Sequestration)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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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각 7가지 일차에너지원과 송전망 전기에 대하여 

수소 생산 규모를 대규모(Central station), 중규모(Midsize), 소규모(Distributed)로 

구분하 고 현재와 미래 옵션으로 구분하 다. 또한 이산화탄소 격리

(Sequestration)를 고려한 경우와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고려하 다. NAS는 

위 4가지 인자들의 가능한 모든 조합의 시나리오(8×3×2×2 = 96)에 대해 평가하지 

않고 실제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만을 채택하 다. 예를 들어 원자력의 경

우 현재에는 초고온가스로와 열화학물분해가 상용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미래기술

(F)만을 고려하 고 대규모(CS) 생산규모 만을 고려하 다. 따라서 원자력에 대해 

고려한 시나리오는 한 가지로서 CS Nu-F 라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천연가스

(NG)은 현재(C) 및 미래(F)에 대해 대규모(CS) 생산규모를 고려하 고 CO2 격리를 

한 경우(Seq)와 하지 않은 경우 모두를 고려하 다. 이 경우 CN:CS NG-C, FN:CS 

NG-C, CY:CS NG-C-Seq, FY:CS NG-F-Seq 라는 4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한

편 풍력(WT) 및 태양광(PV)과 같은 재생에너지는 현재 및 미래에 대해 소규모

(Dist) 생산규모만을 고려하 다.  

     NAS는 수소 생산 시스템의 규모를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로 분류하 다. 대

규모 시스템은 하루 수소 생산 용량을 1200 톤으로 하 고 중규모 시스템은 하루 

수소 생산 용량을 24톤으로 하 으며 소규모의 경우는 이용률에 따라 다른데 평균

적으로 하루 수소 생산 용량을 480kg으로 가정하 다. 이용률을 90%로 할 경우 대

규모 시스템의 경우 연간 수소 생산량은 약  39만톤이며 중규모는 약 7884톤, 소규

모는 약 158톤이다. 이렇게 하면 대규모 시스템은 약 2백만대의 수소자동차를 담당

할 수 있으며 중규모는 약 4만대, 소규모는 약 800대의 수소자동차를 담당할 수 있

다.

     NAS는 수소 생산 비용을 크게 자본비(capital charge)와 운 비(operating 

cost)로 구성하 다. 운 비는 고정운 비(fixed operating cost)와 변동운 비

(variable operating cost)로 나뉜다. 또한 탄소세 및 이산화탄소 처분비를 민감도 

분석이 용이하도록 다른 경비들과 분리시켜 계산하 다. 즉 NAS가 고려하는 수소 

생산비는 다음 식으로 요약된다. 

  수소생산비=자본비+고정운영비+변동운영비+탄소세+이산화탄소처분비
     수소생산단가는 연간 수소 생산비에 연간 수소 생산량을 나누어 얻을 수 있

다. 즉

 수소생산단가($/kgH2)= 연간수소생산비($/yr)연간수소생산량(kg/yr)
     수소 생산 시스템의 자본비는 수소 생산 공정에 필요한 모든 공정 설비 및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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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트 (total process units)의 제작 • 건설에 필요한 직접비용과 부수적으로 필요한 

간접비용으로 구성된다. 직접비용은 단위 단가(unit cost basis)에 cost/size factor를 

고려하여 산정하 다. 이 값은 설비 및 플랜트에 따라 다른데 대개 75∼100% 값을 

사용하 다.  NAS는 간접비용으로서 일반 설비비(general facilities), 시운전 및 인

허가비(engineering permitting & startup), 예비비(contingencies), 운전 자금, 부지 

및 기타 비용(working capital, land & misc.) 등을 고려하고 있다. 간접비용은 직접

비용의 일정 비율을 계상하 고 그 비율은 표 3.2.17에 나타낸 바와 같다.

     표 3.2.17에 나타낸 간접 경비외에 지역특성인자(site specific factor)를 고려하

는데 이는 지역에 따라 다른 급여수준, 세금, 날씨 등을 고려하기 위함이다. 토

가 광활한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site specific factor에 따른 변동 요인이 그다

지 크지 않을 것이다. NAS는 site specific factor로서 미국 걸프해 지역(US Gulf 

coast) 대비 110%를 참조값(reference value)으로 삼았다. 미국 걸프해 지역은 그림 

3.2.15에 표시한 지역을 의미한다.

     연간 자본비용(annual capital cost)은 총자본비(total capital costs)에 capital 

charge rate를 곱하여 결정한다. NAS는 capital charge rate 참조값으로서 대규모 

및 중규모 시스템은 15.9%를 적용하 고 소규모 시스템에는 14%를 적용하 다.

그림 3.2.15. 미국 걸프해 지역

     고정운 비는 총자본비의 2∼5%를 참조값으로 적용하 다. 즉 시스템 규모에 

따라 달리 하 는데 대규모 및 중규모 시스템은 5%를 소규모 시스템은 2%를 참조

표 3.2.17. 수소 생산 시스템 규모에 따른 간접 경비 비율 

대규모 시스템 중규모 시스템 소규모 시스템

일반설비비 20% 20% 20%

시운전 및 인허가비 10% 10% 10%

예비비 10% 10% 10%

운전자금, 부지 및 기타 7%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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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으로 적용하 다. 변동운 비로서는 변동 유지보수비 (non-fuel O&M), 원료비, 

전기비를 고려하 다. 그밖에 각 에너지원별 특유의 비용(예: 원자로 해체비)도 고

려하 다. 또한 원자력의 경우 물을 분해함으로써 발생되는 산소의 판매로 얻은 수

익금도 고려하 다. 소규모 전기분해 시스템(송전망 전기, 풍력, 태양광)의 경우 발

생되는 산소의 양이 작아 상용가치가 떨어지므로 산소판매는 고려하지 않았다. 전

기비용의 경우 대규모 및 중규모 시스템에는 산업용 요율(industrial rate)을 적용하

고 소규모 시스템에는 상업용 요율(commercial rate)을 적용하 다. 풍력 및 태양

광의 경우는 소요전기를 모두 자체 생산하여 이용한다고 가정하 다.

(2) 에너지원별 수소생산단가 분석 결과

 

     앞서 기술한 NAS의 방법론을 한국적 상황에 적용하여 각 에너지원별 수소생

산단가를 재평가하 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미래 기술 옵션(2020년대)에 대

해서만 고려하 다. 미래에는 기후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더욱 엄격해질 것이다. 따라서 탄소세를 도입하 고 이산화탄소를 격리 처분하는 

시나리오만을 고려하 다. 분석에 사용된 spreadsheet data는 부록 A에 첨부하 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기본 가정들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 NAS에서 적용한 참

조값들을 사용하 다.

 ○ site specific factor: NAS에서 참조값으로 적용한 걸프해 지역의 110%를 한국

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 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보다 낮은 값을 적용해야 

할 것이지만 자본비 비중이 높은 원자력 입장에서 보면 보수적인 값을 준다.

 ○ Capital charge rate: 대/중규모 = 15.9%, 소규모 = 14%

 ○ 탄소세 = 톤당 50달러

 ○ 이산화탄소 격리 및 처분: 처분비 = 톤당 10달러, 격리효율 90%

 ○ 송전망 전기요금: 대규모/중규모 플랜트=산업용 요금, 소규모 플랜트=상업용 요

금

 ○ 송전망 전기의 에너지원별 발전비중은 미국 값을 그대로 가정하 다. 한국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지만 수소생산단가 평가 결과에는 별다른 향이 없다.  이러

한 가정을 하면 송전망 전기를 사용할 때의 CO2발생량은 0.32 kg/kWhr 이다.

 ○ 환율: 1000원/$

     우리나라의 사정을 고려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고려한 값들은 원료가격(핵

연료 주기비 포함), 전기요금, 이용률  등이며 표 3.2.18에 정리하 다. 천연가스, 석

탄의 원료값은 우리나라의 2004년도 값[3.2.15]을 고려하 다. 원자력의 경우 핵연료 

주기비와 원자로 해체비로서 고려하 다. 핵연료 주기비용은 핵연료 원광가격에 성

형/가공 및 농축비와 방사성폐기물 처분비를 합한 것이다. 핵연료 주기비는 4.61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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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MWhr를 적용하 는데 이는 일본원자력연구소의 보고서[3.2.16]를 참조한 것이

다. 

    송전망 전기를 사용할 경우 2004년도 12월말 기준값을 적용하 다. 즉 산업용 

요금 평균값 60.23 원/kWhr와 상업용 요금 평균값 96.85 원/kWhr를 이용하 다 

[3.2.17]. 풍력과 태양광의 경우 발전단가를 고려하 다. 풍력발전단가는 제주행원풍

력발전소의 값인 90 원/kWhr[3.2.18]를 이용하 고 태양광 발전의 경우 NAS에서 

사용한 0.098 달러/kWhr를 적용하 다. 실제 우리나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

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지정하는 발전요금은 풍력의 경우 107.66 원/ kWhr 이

며 태양광은 716.40 원/kWhr 이므로 매우 낮은 값을 사용한 셈이다. 거기에 기술발

전계수를 곱하여 풍력 및 태양광 발전 단가를 적용하 다. 즉 풍력의 경우 미국이 

2004년 현재 0.06달러/kWhr를, 미래에서는 0.04 달러/kWhr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경우도 그 비례만큼 감소된 0.06달러/kWhr 를 적용하 다. 풍력의 이용률은 

포항 덕풍력발전소의 이용률 28%를 적용하 다. 고품질의 바람으로 유명한 제주행

원풍력단지의 이용률이 26∼27%임을 상기하면 비교적 높은 값이다. 일본의 경우 

20%를 적용하고 있다. 태양광 이용률은 NAS 값 20%를 그대로 적용하 다. 일본의 

경우가 12%이므로 비교적 높은 값이다. 

표3.2.18. 우리나라 수소생산 단가계산에서 고려한 차이점

(가) 천연가스에 의한 수소생산단가

항목 미국 우리나라

천연가스
LNG가격 (달러/톤) 226.8 294.3

전기요금 (달러/kWhr) 0.045 (산업용) 0.06023 (산업용)

석탄
유연탄가격 (달러/톤) 32.28 54

전기요금 (달러/kWhr) 0.045 (산업용) 0.06023 (산업용)

원자력 핵연료주기비(달러/MWhr) 5 4.61

바이오매스 전기요금 (달러/kWhr) 0.045 (산업용) 0.06023 (산업용)

송전망
전기

전기요금 (달러/kWhr) 0.07 (상업용) 0.09685 (공공/상업용)

풍력
이용률 (%) 36 20~28 (일본:20%)

전기요금 (달러/kWhr) 0.04 0.09(제주행원풍력단가)*
기술발전계수=0.06

태양광

이용률 (%) 20 20 (일본:12%)

전기요금 (달러/kWhr) 0.098 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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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기술 옵션/CO2 격리/대규모 시나리오에서의 천연가스 증기개질법에 의한 

수소생산단가이다. 대규모이므로 연간 수소 생산량은 약 39만톤이다.

총자본비(=426 백만달러)

○ US Gulf Coast 자본비: 387 백만달러

• 총 Process Units 가격= 263 백만달러

• 일반설비비: 263 백만달러 x 20%

• 인허가 및 시운전: 263 백만달러 x 10%

• 예비비: 263 백만달러 x 7%

• 운전자금 및 부지등: 263 백만달러 x 7%

=> Site Specific Factor 110% : 426 백만달러

수소생산단가 (=1.36 $/kgH2)

• 변동운 비

 - Non-fuel Variable Operating & Maintenance: 426 백만달러 x 1%

 - LNG 가격: 톤당 294.3 달러 (2004년 도입평균가)

 - 전기비용: 소요출력=65,938 kW, 전기요율=60.23 원/kWhr (산업용 평균 전
기요금, 2004년12월말)

• 고정운 비: 426 백만달러 x 5%

• Capital Charges: 426 백만달러 x 15.9%

• 탄소세: 연간 51만톤 = 0.02 달러/kgH2

• 이산화탄소 처분비: 연간 3 백십만톤 = 0.08 달러/kgH2

     이와 같이 계산한 결과, 천연가스 증기개질에 의한 수소생산단가는 1.36 

$/kgH2 이다. 천연가스는 원료가격이 국제유가에 연동되기 때문에 가격변화가 매우 

심하다 [3.2.19] (그림 3.2.16, 3.2.17 참조). 본 분석은 자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04년도 자료인 톤당 294달러를 사용하 지만 2005년 6월 천연가스 가격은 이미 

425달러로 치솟았다[2]. 2004년에 36달러이던 국제유가도 2005년에 50∼60 달러선으

로 급등하 다 [3.2.20](그림 3.2.18). 그림 5는 천연가스 가격변동에 따른 수소생산

가격 변화 그래프이다. 그림 3.2.19에서 알 수 있듯이 천연가스로부터의 수소생산단

가는 천연가스 가격이 두 배 상승시 2.30달러/kgH2로 되어 천연가스 가격의 증가에 

비례해 대폭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유가는 50$이상(2005년 10월31일 국제유

가: Dubai=53.1$,  Brent=59.58$, WTI=61.27$ [3.2.21]))으로 치솟고 있다. 계속해서 

원유가가 상승하면서 천연가스 가격까지 동반 상승할 경우 천연가스 증기개질법에 

의한 수소 생산은 경제성을 상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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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l and LNG Import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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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6 연도별 원유 및 천연가스 가격의 변동 (미국)

우리나라 연도별 LNG 및 유연탄 도입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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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7 우리나라 연도별 천연가스 및 유연탄 도입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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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8. 최근 원유 가격 동향

  

LNG가격변동에 따른 수소생산가격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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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9. 천연가스 가격변동에 따른 수소생산단가 변화

(나) 석탄에 의한 수소생산단가

     미래 기술 옵션/CO2 격리/대규모 시나리오에서 석탄 가스화에 의한 수소생산

단가이다.

총자본비 (=890 백만달러)

○ US Gulf Coast Capital Costs: 809 백만달러

• 수소 1200 톤/day 생산을 위한 총 Process Units 가격= 515 백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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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설비비: 515 백만달러 x 30%

• 인허가 및 시운전: 515 백만달러 x 10%

• 예비비: 515 백만달러 x 10%

• 운전자금 및 부지등: 515 백만달러 x 7%

 => Site Specific Factor 110% : 890 백만달러

수소생산단가 (=1.10 $/kgH2)

• 변동운 비

- Non-fuel Variable Operating & Maintenance: 890 백만달러 x 1%

- 석탄 가격: 톤당 54 달러 (2004년 유연탄 도입평균가)

- 전기비용: 소요출력=88,098 kW, 전기요율=60.23 원/kWhr (산업용 평균 전

기요금, 2004년12월말)

• 고정운 비: 890 백만달러 x 5%

• Capital Charges: 890 백만달러 x 15.9% 

• 탄소세: 연간 87만톤 = 0.03 달러/kgH2

• 이산탄소 처분비: 연간 5백8십만톤 = 0.15 달러/kgH2

     이와 같이 계산한 결과, 석탄 가스화에 의한 수소생산단가는 1.10 $/kgH2로 

평가되었다. 이는 천연가스보다 0.26 달러 낮은 가격이다. 우리나라는 발전용 석탄

으로 쓰는 유연탄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림 3을 보면 유연탄 도입가격이 

2004년도까지 비교적 안정되어왔다. 그러나 최근의 자료에 따르면 2004년 8월 톤당 

57달러이던 호주산 유연탄 가격이 2005년 7월 톤당 125달러로 무려 2배 이상 급등

했다[8]. 이는 중국 및 인도의 산업화가 급진전되면서 국제 유연탄 수요가 급증할 

뿐만 아니라 원유가가 상승하면서 유연탄 수송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림 3.2.20

은 석탄가격변동에 따른 수소 생산가격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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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가격변동에 따른 수소생산가격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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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0. 석탄가격변동에 따른 수소생산단가 변화

     그림 3.2.19와 그림 3.2.20을 비교해볼 때 석탄 가격에 따른 수소생산단가의 변

화는 천연가스에 비해 그다지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

근의 유연탄 가격 동향으로 볼 때 유연탄 가격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최근의 

유연탄 도입가격인 톤당 125달러를 적용했을 때의 수소생산단가는 1.53 달러/kgH2

이다. 

     석탄을 이용한 수소 생산의 또 다른 단점중의 하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다

른 에너지원에 비해 가장 많다는 점이다. 이로 말미암아 향후 기후 협약이 강화되

어 탄소세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거나 석탄을 이용한 수소 생산 자체가 제한될 수도 

있다. 연간 39만톤 수소 생산에 의해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천연가스가 약 

3629 만톤인 반면 석탄은 약 6721 만톤으로 약 1.85배나 많은 이산화탄소가 석탄 

가스화 방식에서 발생된다.

(다) 원자력에 의한 수소생산단가

     미래 기술 옵션에서 열화학물분해 방식에 의한 수소생산단가를 계산하 다. 

시스템 규모는 대규모이다. 수소생산 열효율(nuclear thermal efficiency)은 60%로 

가정하 다. 이는 현재 개발 중인 초고온가스 원자로의 냉각재 출구온도가 1000℃ 

에 이를 것으로 가정한 것이다. 원자력은 운전 중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으므로 탄

소세 및 이산화탄소 처분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총자본비(=2467 백만달러)

○ US Gulf Coast Capital Costs: 2243 백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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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 1200 톤/day 위한 총 Process Units 가격= 1674 백만달러

• 일반설비비: 1674 백만달러 x 10%

• 인허가 및 시운전: 1674 백만달러 x 10%

• 예비비: 1674 백만달러 x 7%

• 운전자금 및 부지, 기타: 1674 백만달러 x 7%

=> Site Specific Factor 110% : 2467 백만달러

수소생산단가 계산 (=1.61 $/kgH2)

• 변동운 비

  - Non-fuel Variable Operating & Maintenance: 2467 백만달러 x 1%

  - Oxygen Byproduct: 톤당 10달러로 판매

- 핵연료주기 비용: MWhr 당 4.61달러

  주기비용구성: 원광(13%), 전환/농축/성형가공(68%), 폐기물처분(19%)

- 원자로 해체비: 2467 백만달러 x 1%

• 고정운 비: 2467 백만달러 x 5%

• Capital Charges: 2467 백만달러 x 15.9% 

     이와 같이 계산된 결과, 원자력에 의한 수소생산단가는 1.61 $/kgH2 로 석탄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천연가스보다도 높게 평가되었으나 천연가스의 경우 자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04년도 자료를 썼기 때문이다. 천연가스 가격과 연동되는 국

제유가가 2005년에 급등하 다. 석탄의 경우도 역시 유연탄 가격이 톤당 138달러 

이상에서 원자력보다 경제성이 떨어진다. 2005년 9월까지의 유연탄 가격은 톤당 

125 달러이다. 2005년에 유연탄가격이 2004년도 대비 2배이상 급등한 점으로 볼 때 

석탄 가스화의 수소생산단가도 멀지 않아 원자력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자본비(천연가스의 5.8배, 석탄의 2.8배)는 원

자력에 의한 수소 생산의 단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그림 3.2.21의 

결과로부터 충분히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석탄이나 천연가스가 원료가격이 

2 ~ 3배로 높아졌을 때 수소생산단가는 원자력에 의한 수소생산단가보다 높아진다. 

원자력에 의한 수소 생산은 원광인 우라늄 가격이 3배 이상 높아져도 수소생산단가

는 1.7 달러 미만이다. 한편 초고온가스로 기술 및 열화학물분해 기술의 한계로 수

소생산 열효율이 50%에 머물 을 경우의 수소생산단가는 1.95 $/kgH2 다. 60%를 

가정한 경우에 비해 무려 0.34 달러 증가한 셈이다. 따라서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생

산이 경제성 측면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높은 수소생산 열효율을 달성해야만 하

며 관련 기술개발의 성공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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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가격에 따른 수소생산가격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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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21. 우라늄가격에 따른 수소생산단가 변화

(라) 바이오매스에 의한 수소생산단가

     미래 기술 옵션/CO2 격리/중규모 시나리오에서의 바이오매스 가스화의한 수소

생산단가이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는 바이오매스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대기로부터 

흡수한 이산화탄소의 양은 수소생산과정에서 대기로 방출하는 양보다 많다. 따라서 

탄소세 효과는 상대적 이득으로 계산되었다. 다만 소요되는 전기를 송전망에서 사

용해야하므로 송전망 전기 생산에 의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에는 처분비가 소요된

다.

 

총자본비(=60.5 백만달러)

○ US Gulf Coast Capital Costs: 55 백만달러

• 수소 24 톤/day 위한 총 Process Units 가격= 35.1 백만달러

• 일반설비비: 35.1 백만달러 x 30%

• 인허가 및 시운전: 35.1 백만달러 x 10%

• 예비비: 35.1 백만달러 x 10%

• 운전자금 및 부지등: 35.1 백만달러 x 7%

=> Site Specific Factor 110% : 60.5 백만달러

수소생산단가 계산 (=2.35 $/kgH2)

• 변동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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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fuel Variable Operating & Maintenance: 60.5백만달러 x 1%

- 바이오매스 가격: 톤당 35.58 달러 (NAS 자료)

- 전기비용: 소요출력=4,742 kW, 전기요율=60.23 원/kWhr (산업용 평균 
전기요금, 2004년12월말)

• 고정운 비: 60.5 백만달러 x 5%

• Capital Charges: 60.5 백만달러 x 15.9% 

• 탄소세: 연간 12만톤 소비= -0.21 달러/kgH2

• 이산화탄소처분비: 연간 13만톤 (송전망 전기 사용 발생분)= 0.17 달러
/kgH2

     이와 같이 계산된 결과, 바이오매스 가스화에 의한 수소생산단가는 2.35 달러

/kgH2 로 석탄의 2배 이상이 소요된다. 이것은 화석연료나 원자력과 비교했을 때 

다소 높은 가격이다. 자본비가 다른 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불구하고, 높

은 수소생산단가를 나타내는 것은 원천적으로 바이오매스에 의한 수소 생산시 원료

의 수집과 운반에 많은 경비가 소요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로 인해 그 규모

가 중규모 이하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바이오매스의 경우 상당한 면적의 부지

를 필요로 하는데 NAS에서 평가한 소요부지는 중규모 생산시 62.59 km
2
 (약 1900 

만평)이다. 이는 신행정수도부지(2000-2500 만평)에 해당하는 만큼의 부지규모이다. 

만약 대규모 용량(연간 39만톤)을 가정할 경우 소요 부지는 3129.5 km
2
 가 되는데 

이는 제주도 면적(1848 km
2
)의 약 1.7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마) 송전망 전기에 의한 수소생산단가

     물의 전기분해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신뢰성이 높은 수소생산 방법이며, 현존

하는 가장 성숙된 기술이지만, 물의 전기분해시 사용되는 전기에너지의 비용이 높

다는 단점이 있다. 여기서는 미래 옵션에서 물의 전기분해(Electrolysis of Water) 

의한 소규모에 대한 수소생산단가를 계산하 다. 소규모이므로 이산화탄소 격리 처

분은 고려하지 않았다.

총자본비(=0.57 백만달러)

○ US Gulf Coast Capital Costs: 0.52 백만달러

• 수소 480 kg/day 위한 총 Process Units 가격= 0.36 백만달러

• 일반설비비: 0.36 백만달러 x 20%

• 인허가 및 시운전: 0.36 백만달러 x 10%

• 예비비: 0.36 백만달러 x 10%

• 운전자금 및 부지등: 0.36 백만달러 x 5%

=> Site Specific Factor 110% : 0.57 백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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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생산단가 계산 (=5.41 달러/kgH2)

• 변동운 비

  - Non-fuel Variable Operating & Maintenance: 0.57 백만달러 x 1%

  - 전기비용: 소요출력=946 kW, 전기요율=96.85 원/kWhr(공공/상업용 평균
전기요금, 2004년12월말)

  (cf. 가정용 90.94 원/kWhr 도입시 H2 생산단가= 5.13 달러/kgH2)

• 고정운 비: 0.57 백만달러 x 2%

• Capital Charges: 0.57 백만달러 x 14% 

• 탄소세: 연간 2400톤 소비= 0.21 달러/kgH2

• 이산화탄소격리 고려하지 않음

     이와 같이 계산한 결과, 송전망 전기에 의한 수소생산단가는 5.41 달러/kgH2로

서 석탄가스화에 의한 생산단가의 약 5배이다. 이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전기분

해에 소요되는 전기에너지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이다. 전기분해를 이용

한 수소생산이 경제성 측면에서 경쟁력을 얻으려면 값싼 전기를 생산 • 이용해야

만 한다. 우리나라에서 발전단가가 가장 낮은 원자력 발전 단가 39.24 원/kWhr[10]

를 이용하여 수소생산단가를 평가하면 2.68 달러/kgH2로 수소생산단가가 대폭 낮아

진다. 뿐만 아니라 전기 에너지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Electrolyzer 의 성능

을 향상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송전망 전기를 이용하여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은 초기 자본비가 어느 방법보다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바) 풍력에 의한 수소생산단가

     풍력에너지는 wind-turbine 을 이용해 전기를 생성시켜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가장 우수한 무공해 수소 생산 자원이다. 풍력에너지는 CO2의 감소, 화석

연료의 수입 감소라는 매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미래 옵션에서 풍력발전 후 

전기분해에 의한 소규모 수소 생산(수소생산용량 : 1.2톤/day)에서의 수소생산단가

를 계산하 다. 이용률 20%와 28%에 대해서 계산하 다.  20%는 일본의 경우이며 

28%는 우리나라 덕풍력발전소의 현 이용률이다. 

 

총자본비(=0.89 백만달러)

○ US Gulf Coast Capital Costs: 0.81 백만달러

• 수소 1.2 톤/day 위한 총 Process Units 가격= 0.56 백만달러

• 일반설비비: 0.56 백만달러 x 20%

• 인허가 및 시운전: 0.56 백만달러 x 10%

• 예비비: 0.56 백만달러 x 10%

• 운전자금 및 부지등: 0.56 백만달러 x 5%

=> Site Specific Factor 110% : 0.89 백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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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생산단가 (=4.08 달러/kgH2(이용률 28%), 4.57 달러/kgH2 (이용률 20%))

• 변동운 비

- Non-fuel Variable Operating & Maintenance: 0.89백만달러 x 1%

- 전기비용: 소요출력=2,365kW, 전기요율=90원/kWhr(제주행원풍력발전단가) 
*기술발전계수=60 원/kWhr

   (기술발전계수 = 0.04/0.06 = 0.667 (미국의 경우))

• 고정운 비: 0.89 백만달러 x 2%

• Capital Charges: 0.89 백만달러 x 14% 

     이와 같이 계산한 결과, 이용률이 28%일 경우에는 4.08 달러/kgH2, 20%인 경

우에는 4.57 달러/kgH2로 평가되었다. 어느 경우도 천연가스, 석탄, 원자력의 수소생

산단가 보다 높다.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좀 더 발달된 wind-turbine 시스

템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

     그림 3.2.22은 한국과 미국의 풍력발전단가에 따른 수소 생산 가격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이 상대적으로 적은 생산가격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지리적인 조건으

로 인한 미국의 이용률이 36%로 높고, 전기 비용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풍력을 이용하여 대규모 (연간 39만톤) 수소를 생산할 경우 소요 부지는 약 

337 km
2
이며, 이는 서울 면적의(605.5 km

2
) 1/2배에 해당한다. 

    

풍력 발전 단가에 따른 수소생산가격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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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22. 풍력발전단가에 따른 수소생산단가 변화(한국 vs 미국)

(사) 태양광에 의한 수소생산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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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은 미래 인류의 에너지 소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잠재 에너지원이다. 미

래 기술 옵션에서 태양광 발전 후 물 전기분해 의한 수소생산에 대하여 수소생산단

가를 계산하 다. 생산시스템 규모는 소규모이다. 

 

총자본비(=1.43 백만달러)

○ US Gulf Coast Capital Costs: 1.3 백만달러

• 수소 2.4 톤/day 생산을 위한 총 Process Units 가격= 0.9 백만달러

• 일반설비비: 0.9 백만달러 x 20%

• 인허가 및 시운전: 0.9 백만달러 x 10%

• 예비비: 0.9 백만달러 x 10%

• 운전자금 및 부지등: 0.9 백만달러 x 5%

=> Site Specific Factor 110% : 1.43 백만달러

수소생산단가 계산 (=6.03 달러/kgH2)

• 변동운 비

  - Non-fuel Variable Operating & Maintenance: 1.43백만달러 x 1%

  - 전기비용(4,729kW):0.098달러/kWhr(미국) 

 (cf. 716.4원/kWhr (법정도입단가))

• 고정운 비: 1.43 백만달러 x 2%

• Capital Charges: 1.43 백만달러 x 14% 

     이와 같이 계산된 결과 이용률이 20%일 경우에는 6.03 달러/kgH2 이다. 지금

까지의 에너지원 중 가장 높은 수소생산단가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야간, 우천시 

등의 날씨 요인으로 연간 상대적으로 낮은 이용률(약 20%) 때문이다. 경제성을 높

이기 위해서는 태양 전지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그러나 배기가스, 폐열 

등 환경 오염과 소음이 없다는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석탄화력발전 대비 약 240 

g-carbon/kWh 절감)[3.2.24]

     그림 3.2.23는 태양광 이용률에 따른 수소생산단가를 나타내고 있다. 발전단가

가 0.098달러/kWh 일 때, 이용률이 20%경우 6.03 달러/kg, 12%일 경우 6.96 달러

/kg 으로 20%경우가 0.93 달러/kgH2 싸다. 따라서 가능한 한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수소생산단가를 낮추는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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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률에  따 른 수소  생 산 가격  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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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23. 태양광 이용률에 따른 수소생산단가 변화

     한편 태양광을 이용하여 대규모 용량(연간 39만톤)의 수소 생산 설비를 갖출 

경우 부지는 약 64 km
2
(약 1900만평)이 소요된다.

(3) 수소생산단가 평가 결과 비교

     그림 3.2.24과 표 3.2.19은 한국과 미국의 에너지원별 수소생산단가 결과를 나

타낸 것이다. 비교를 위하여 한국의 경우, 천연가스와 전기분해에 대해서는 현재 기

술 옵션을 적용했을 경우의 수소생산단가도 나타내었다. 먼저, 전체적으로 한국의 

경우가 모든 에너지원에 대해서 수소생산단가가 높다. 이것은 한국의 경우, 전기요

금이 비싸고 이용률이 낮으며, 원료의 단가도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풍력의 경

우, 미국의 수소생산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미국의 이용률이 36%로 한국 

28%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에너지원별로 비교해 보면 두 나라 모두 석탄의 수소생산단가가 가장 낮고, 

그 다음은 천연가스와 원자력이며, 제일 높은 생산단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태양

광이다. 표 3은 2020년 미래기술옵션을 기준으로 산출된 수소생산단가 결과를 요약

한 것이다. 천연가스와 석탄이 낮은 생산단가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천연가스와 

석탄은 수소생산가격에 원료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2005년도에 원료가격이 2004년 대비 2배 내외로 급등하 다. 급등하는 원료값 추이

를 반 한다면 천연가스는 이미 원자력보다 경제성이 떨어지기 시작하 고 석탄의 

경우도 멀지 않아 원자력보다 경제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비는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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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원자력에 의한 수소생산방법이 많이 소요된다. 그러나, 원자력은 천연가스와 

석탄과는 달리 원료가격에 의한 변동이 매우 적으며, 물분해로 생기는 부산물인 산

소를 판매함으로써 상당부분 이익을 남길 수도 있다. 재생에너지인 바이오매스, 풍

력, 태양광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수소생산단가를 나타내는데, 특히 태양광은 약 

6.1$/kgH2로 최고의 생산단가를 나타내고 있어 경제성이 다른 에너지원들에 비해 

상당히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재생에너지에 의한 수소 생산시 필요한 소요부지는, 1200톤/day 대용량 수소

생산 규모일 경우, 바이오매스는 제주도 면적의 약 1.7배인 3129.5km
2
부지가 필요하

며, 풍력은 337km
2
(서울면적의 1/2배), 태양광은 신행정수도면적인 64km

2
(약 1900만

평)의 면적을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이 대규모 면적을 필요로 하는 재생에너지원들은 

현재의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협소하고, 인구 도가 높은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

에너지원별 수소생산단가
(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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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전기분해 천연가스 석탄 원자력 바이오매스 전기분해 풍력 태양광

에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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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생
산

단
가

(달
러

/k
g

)

미래기술 (2020년 이후)2004년 현재

1.59

8.29

1.36

2.30
a

1.10

1.43
a

1.61

 1.64
a

2.35

2.78
a

5.41
4.57

*

4.08
†

6.96
1

6.03
2

      1. a는 원료가격 100%증가시의 수소생산단가

      2. 풍력의 경우 *는 이용률이 20%, †는 이용률이 28%일 때의 수소생산단가

      3. 태양광의 경우 1 은 이용률 12%의 경우, 2 는 20%일때의 수소생산단가 

그림 3.2.24a. 에너지원별 수소생산단가(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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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원별 수소생산단가(미국)
Nas. The Hy droge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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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24b. 에너지원별 수소생산단가(미국)

표 3.2.19 수소생산단가 비교 (2020년 미래 옵션 기준, NAS 보고서)

수소생산방법
자 본 비

(백만달러)

생산단가 (달러/kg)

비 고
한 국 미 국

천연가스 
(수증기 개질법)

426 1.36 1.12

석 탄
(석탄 가스화)

890 1.10 0.95

원 자 력
열화학법(IS공정)

2467 1.61
1)

1.63
oxygen byproduct 

톤당 10달러로 판매

바이오매스
(바이오매스 가스화)

60.5 2.35 2.28
3129.5km

2

 (1200톤/day)

전기분해 0.57 5.41 4.14

풍 력
(풍력에 의한 전기분해)

0.89 4.08 2.86
337km2

 (1200톤/day)

태 양 광
(태양광전지에 의한 전기분해) 1.43 6.03 6.18

64km2

 (1200톤/day)

 * 1200톤/day 는 대규모 수소 생산을 의미함.

 * 서울면적: 605.5km2, 제주도 면적:1848km2, 신행정수도: 71.4km2

 * 1)은 Nuclear Thermal efficiency 가 60%일 때이며, Thermal efficiency 가 50%

일 때는 1.9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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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차에너지원별 수소이용단가 분석

 

     생산된 수소를 수소자동차 등에 이용하려면 생산된 수소를 수송하고 소비자에

게 보급해야만 한다. 수소이용 비용은 수소생산비에 수송비(distribution cost)와 보

급(dispensing cost)를 추가하여 산정할 수 있다. 즉

수소이용단가=수소생산단가+수송단가+보급단가
    수송 비용은 수소를 파이프 라인, 수송용 트럭, 수송 철도 등을 이용할 때 소요

되는 비용이다. 반면 보급 비용은 수소 판매자가 충전소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다. 즉 보급비는 station에서의 저장과 자동차로의 충전에 필요한 

장비 및 설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대규모 시스템은 파이프 라인을 이

용한 수송을 가정하 고 중규모는 수송용 트럭을 가정하 으며 소규모 시스템은 수

송비와 보급비가 추가로 필요하지 않다고 가정하 다. 

     에너지원별 수송비와 보급비는 수소 생산 규모에 따라 다른데 NAS에서는 다

음과 같이 적용하 다. 

- 대규모(천연가스, 석탄, 원자력)

• Distribution: 0.31 달러/kgH2

• Dispensing: 0.39 달러/kgH2

 -중규모(바이오매스)

• Distribution: 1.1 달러/kgH2

• Dispensing: 0.3 달러/kgH2 

 - 소규모(송전망 전기, 풍력, 태양광): 비용 없음

     한국적 상황에서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NAS 값을 그대

로 적용하 다. 그림 3.2.25은 한국과 미국의 에너지원별 수소이용단가 결과 그래프

이다. 그림 3.2.25은 수소생산단가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원자력에 의한 수

소이용단가가 다소 높으나 이는 천연가스와 석탄에 대해 2004년도 원료값을 적용했

기 때문이다. 

     대규모와 중규모에서 수송비와 보급비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것은 파이프 

라인이나 cryogenic truck을 이용한 각 local filling station으로의 수송비용 및 저장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며, 특히 중규모의 경우 수송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이유는 

cryogenic 트럭 등의 특수차량이용 및 그에 따른 인건비 등의 소요가 많기 때문이

다. 소규모의 경우에는 filling station에서의 onsite 수소 생산이므로 별도의 수송 및 

보급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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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25b. 에너지원별 수소이용단가(미국)

 다. 원유가 변동에 따른 에너지원별 수소 생산 경제성

 

     표 3.2.20와 그림 3.2.26는 원유 및 천연가스 도입단가의 추세와 이들의 상관관

계를 나타낸 것이다. 원유 도입단가가 증가함에 따라 천연가스 도입단가도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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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원유가격과 천연가스가격이 100% 상관된다

는 가정하에 원유가 변동에 따른 수소생산단가를 평가하 다. 그 결과가 그림 

3.2.27이다. 여기서 재생에너지원의 경우 원유가격에 따른 차이가 적으므로 일정하

다고 가정하 다. 석탄 역시 원유가가 상승하면 해운 운반비 등의 증가로 유연탄 

도입 단가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림 3.2.27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천연가

스의 경우 탄소세를 포함했을 때, 미포함시보다 평균적으로 약 0.1달러 정도 높게 

나타내며, 원유가격 51.85$/bbl(Dubai, 2005년 6월30일) 경우 이미, 원자력에 의한 

수소생산이 천연가스(증기개질)에 의한 방법보다 경제적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와의 비교를 위하여 SK의 수소생산단가도 그림 3.2.27에 나타내었

다. SK의 수소 생산방식은 납사를 원료로 한 증기개질 방식이다. SK 생산설비의 

수소 생산규모는 200 톤/day이며 자본비는 54 만달러이다. SK 생산단가 역시 원유

가 상승 등의 이유로 2002년에서 2004년까지 2년간 급격히 증가하 다. 그 결과 

SK 수소생산단가는 2004년도에 이미 원자력에 의한 수소생산단가와 유사해졌다. 

2005년도에 급등한 원유가를 반 한 다면 SK 수소생산 역시 원자력에 의한 수소생

산보다 경제성이 떨어질 것이다. 

표 3.2.20. 원유 및 천연가스 도입단가[3.2.25]

년도 LNG($/Ton) 원유($/B)

1990 209.95 20.95

1991 184.19 19.42

1992 184.53 18.55

1993 173.33 16.59

1994 155.87 15.55

1995 159.21 17.32

1996 196.66 20.11

1997 197.78 20.34

1998 146.79 13.72

1999 165.34 16.91

2000 259.64 28.22

2001 250.68 24.87

2002 235.83 24.24

2003 261.50 28.73

2004 294.30 36.15

                          



원유가격 변동에 따른 수소 생산 경제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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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력변환계통의 도입이 수소생산 경제성에 미치는 향

(1) 평가를 위한 시스템 구성

     전력변환계통(power conversion unit, PCU)의 도입이 수소생산 경제성에 미치

는 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림 3.2.28와 같은 원자력수소 생산시스템을 구성하

다. 원자력수소 생산시스템은 600 MW 열출력의 블록형 원자로 4기와 IS 열화학공

정 수소플랜트로 구성되며 안전성을 위하여 중간열교환기(IHX)를 둔 간접사이클을 

고려하 다. PCU가 없는 경우 원자로에서 생산되는 열은 모두 IS 열화학공정을 통

해 수소를 생산하는데 이용된다. 이 경우 자체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없으므로 원자

력수소 생산시스템 운전에 필요한 전기는 송전망 전기를 통해 외부에서 공급되어야

만 한다. 원자로 출구온도를 950 ℃로 가정할 경우 수소생산효율은 HHV 기준으로 

할 때 약 52%이다. PCU가 없는 경우 초당 4368 몰의 수소 생산이 가능하며 연간

으로 환산하면 약 25만톤에 해당한다(가용률 90% 기준). PCU를 둘 경우 원자로에

서 생산된 열의 일부는 전력생산에 이용되므로 수소생산량은 PCU가 없는 경우보다 

감소한다. PCU의 용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수소 생산시스템에 필요한 소요

전력을 분석해야만 한다. 소요전력은 다시 IS 플랜트 유량과도 관계하므로 몇번의 

iteration을 거쳐야만 한다. 그 결과 PCU가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원자로에서 

생산된 2400 MW의 열 중에서 300 MW는 전력생산에 사용되고 2100 MW는 수소

생산에 사용되는 시스템으로 구성하 다. 이 경우 연간 약 22 만톤의 수소와 약 

156 MW의 전력을 얻을 수 있다. 표 3.2.21에 평가를 위한 시스템 구성 내용을 요

약하 다.

Reactor
2400 MWth

IHX IS Plant

2400 MWth

Reactor
2400 MWth

IHX

PCU

IS Plant

300 MWth

2100 MWth

(a) PCU가 없는 경우 (b) PCU가 있는 경우

그림 3.2.28. PCU 도입 평가를 위한 원자력수소 생산시스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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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1. 평가를 위한 시스템 구성 내용 요약

원자로

∙ 600 MWth PMR 4기

∙ 원자로 냉각재 출구온도: 950 ℃

∙ IHX 및 중간루프가 있는 간접 수소 생산 

수소플랜트

∙ 수소생산 규모

  - PCU 없는 경우: 25 만톤/yr 

  - PCU 있는 경우: 22 만톤/yr

∙ 수소생산 방법: I-S 열화학공정

∙ 수소생산 효율: 52% (HHV)

시스템 가용률

(overall availability)
90%

PCU

∙ 브레이튼 사이클 (간접)

∙ 전력생산효율: 52%

∙ 전기 생산 규모: 156 MW

 

(2) 소요전력 분석

     전기는 원자력수소 생산시스템의 운전을 위해서 다양한 곳에서 필요하다. 하

지만 현존하는 경수로 및 중수로와는 달리 중간루프를 둔 가스로에서는 헬륨 가스 

순환에 막대한 양의 전기가 필요하다. IS 공정에서도 역시 유체 순환을 위해 상당

한 양의 전기가 필요하다. 이들 외에 다른 곳에 사용되는 전력은 상대적으로 작으

므로 본 평가에서 제외하 다. 표 3.2.22은 그림 3.2.28 및 표 3.2.21과 같이 구성된 

시스템에 대해 소요전력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 6의 분석에는 1차계통 및 이차계통 

압력손실량이 각각 1.3 및 2 기압이라는 가정을 사용하 다. IS 공정에 필요한 전력

은 참고문헌 [3.2.26]의 표 3-4를 참조하 다. PCU가 있는 경우는 수소플랜트 규모

가 작아짐에 따라 순환유량이 감소하여 소요 전기량이 감소한다.

   

표 3.2.22. 소요전력 분석결과

PCU 없는 경우 PCU 있는 경우

600 MW 원자로 1기
1차계통 순환기 9.9 MWe 9.9 MWe

2차계통 순환기 14.2 MWe 14.2 MWe

수소플랜트 IS 공정 구동펌프 66 MWe

총 소요전력 162.9 MWe 147.5 MWe

연간 소요 전기 비용 810억원 -

     PCU가 없을 경우에는 송전망 전기를 이용하여 필요전기를 공급해야 하는데 

송전망 전기요율로서 60.23 원/kWhr (2004년 12월 산업용 전기평균값)을 적용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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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연간 약 810억원의 전기비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2차계통 구성(유체, 파이프 길

이 등) 및 IS 효율에 따라 소요 전기량이 상당히 증가할 수도 있다.

(3) 시스템별 수소생산단가 평가 결과

     고려한 두 가지 시스템 비교 평가를 위해 두 시스템이 모두 Nth-of-a-kind 

시스템이라고 가정하 다.  Capital recovery factor는 10.5%로 하 으며 환율은 

1000원/$ 을 이용하 다. 

     PCU가 없는 원자력수소 생산시스템은 기본적으로 GA의 연구결과 [13]를 그

대로 이용할 수 있다. GA는 원자로 및 IS 수소플랜트에 대해 표 3.2.23과 3.2.24과 

같은 자본비를 평가하 다. 연간 수소생산량 약 25 만톤을 위한 시스템 총 자본비

는 (원자로: 1098 M$ (H2-MHR 값), 수소플랜트: 796 M$) 총 1,894 M$로 평가되

었다. GA는 H2-MHR 수소플랜트의 자본비를 위해 표 3.2.24의 값에 수소생산량을 

기준으로 한 linear scaling을 적용하 다. 운 비 평가 방법도 GA의 방법을 이용하

다. 그러나 GA의 연구에서는 원자력수소 생산시스템 운전에 필요한 전기비용을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A의 평가 결과에 소요전기 비용을 추가

하 다. 그 결과가 표 3.2.25의 두 번째 column이다. GA가 평가한 H2-MHR에 의한 

수소생산단가는 1.42 달러/kgH2이다. 그러나 소요전기 비용을 추가할 때 1.75 달러

/kgH2로 상승한다. 송전망 전기요율을 50원/kWhr로 낮게 적용할 경우 수소생산단

가는 1.69 달러/kgH2로 약간 낮아진다.

표 3.2.23. GA의 600 MW 원자로 자본비 분석 결과 [3.2.26] (단위: 백만달러)

GT-MHR
850C

PH-MHR
850C

H2MHR
950C

Structures & Improvements 132 132 132
Reactor Plant Equipment 442 254 311
Turbine Plant Equipment 91 0 0
Electric Plant Equipment 62 50 50
Miscellaneous Plant Equipmen 28 28 28
Heat Rejection System 33 0 0
IHX 0 56 69
Primary Circulator 0 33 40
IHX Circulator 0 22 27
Reactor-Process Ducting 0 38 38
Total Direct Costs 789 613 695
Total Indirect Costs 275 213 242
Base Construction Costs 1063 827 937
Contingency 53 41 47
Overnight Plant Construction 1116 867 984
Interest During Construction 129 100 114
Total Capital Investment 1245 968 1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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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4. GA의 4200 몰/초 규모 수소플랜트 자본비 분석결과 [3.2.26] 

(단위:백만달러)

Bare Module
Cost + Adders

Subtotal for Section 1 71
Subtotal for Section 2 132
Subtotal for Section 3 271
Total Bare Module Cost with Adders 473
Contingency & Fee 85
Total Module Cost 558
Aux. Facilities Cost 14
Fixed Capital Investment 572
Initial Chemical Inventory Cost 115
Overnight Capital Investment 686
Interest During Construction 79
Total Capital Investment 766

표 3.2.25. 수소생산단가 평가 결과

주: ()는 전기요율이 50원/kWhr 인 경우

Without PCU With PCU
Total Capital Costs (M$) 1894 1887
Nuclear Reactor Capital Cost (M$) 1098 1098
Hydrogen Plant Capital Cost (M$) 796 729
Added Captial Cost from PCU (M$) 0 60

Capital Charges (M$/yr) 199 198
Annual Nuclear Reactor Capital Cost (M$/yr) 115 115
Annual H2 Plant Capital Cost (M$/yr) 84 77
Annual PCU Capital Cost (M$/yr) 0 6

Variable Cost 154 150
Annual Nuclear Reactor Non-Fuel O&M Cost (M$/yr) 27 28
Annual Nuclear Fuel Cycle Costs (M$/yr) 67 67
Annual Chemical Plant O&M Cost (M$/yr) 58 53
Annual Water Cost (M$/yr) 2 2
Electricity from Grid (M$/yr) 81(67) 0

Total Annual Cost (M$/yr) 433 348

H2 Production Cost ($/kgH2) 1.75(1.69) 1.60

     PCU가 있는 시스템에 대한 평가 결과는 표 9의 세번째 column에 요약하 다. 

PCU가 있는 경우의 시스템 자본비는 PCU 도입에 따른 자본비 추가와 수소플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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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감소에 따른 자본비 감소를 모두 고려해야한다. PCU 자본비는 표 7의 

GT-MHR, PH-MHR, H2-MHR 자료를 바탕으로 표 3.2.26과 같이 간단하게 예측

하 다. PCU에 필요한 터빈 등의 설비비 뿐만아니라 추가되는 다른 직접비와 간접

비용을 모두 고려하 다. 시설 규모에 따른 자본비 변화는 (2/3) 제곱법칙을 적용하

다. 그 결과 PCU 자본비가 60 M$ 달러 추가되고 수소플랜트가 67 M$ 달러 감

소하여 결과적으로 총 자본비가 7 M$ 감소하 다.  운 비의 경우 자본비 감소에 

따라 non-fuel 운 비와 수소플랜트 운 비가 각각 1M$와 5 M$ 만큼 감소하 다. 

(GA는 원자로 non-fuel O&M 비용 및 수소플랜트 O&M 비용이 자본비에 비례한

다고 가정하 다.) 결과적으로 평가된 수소생산단가는 1.60 $/kgH2 이다. 즉 PCU를 

도입할 경우 연간 생산되는 수소의 양이 약 3만톤 감소하지만 소요되는 막대한 전

기비용이 필요하지 않아 궁극적으로 수소생산 경제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3.2.26. 2400 MWth PCU 자본비 예측

Item Account M$ Remark
Added Direct Costs 136.243

Land and Land Rights 0.000
Added Structures & Improvem 0.227 H2MHR-GTMHR
Reactor Plant Equipment 0.000
Turbine Plant Equipment 91.474 GTMHR 
Added Electric Plant Equipmen 11.928 H2MHR-GTMHR
Miscellaneous Plant Equipeme 0.000
Heat Rejection System 32.614 GTMHR 

Added Indirect Costs 69.334
Construction Sevices 20.941 GTMHR*(H2MHR/PHMHR)-H2MHR
Home Office Engr. & Services 6.411 GTMHR*(H2MHR/PHMHR)-H2MHR
Field Office Engr. & Services 7.146 GTMHR*(H2MHR/PHMHR)-H2MHR
Owner's Cost 34.837 GTMHR*(H2MHR/PHMHR)-H2MHR

Added Construction Costs 205.577
Added Contingency 10.279 5% of Construction cost

Added Overnight Construction Cost 215.856
Added Interest During Construction 24.953 APR 7% composite, 3 yrs  

Total Added PCU Capital Cost (M$) 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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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수소생산단가 분석에 사용한 Spreadsheet 자료 

표 3.2.27. 대규모 수소 생산 시스템 입력자료

Central Hydrogen Plant Summary of Input

Inputs Boxed
are the key input variables you must choose, current inputs are just an 

example

Key Variables Inputs Notes

Hydrogen Production Inputs 1kgH2 is the same energy content as 1 gallon of gasoline

Design hydrogen production 1,200,000
kg/d H2 
design

497,400,000 
scf/d H2

CS range 500,000 to 2,500,000 kg/d 

Annual average load factor 90% of design 32,850,000 kg/month actual or 394,200,000 kg/yr actual

Use in vehicle

FCV gasoline eqiuv mileage 65 mpg 28 km/liter
432 kg/d 
average

FCV miles per year 12000 mile/yr 185 kg/yr H2 for each FCV or 2,135,250 FCV

Typical gasoline sales/month per 
station

150,000 mile/yr          100,000-250,000 gallons/month is typical or 4,932 gal/d

Hydrogen as % of gasoline at each station 75,000 kg/ H2/month per stations or 2,466 kg/d/station

Capital Cost Buildup Inputs from process unit costs All major utilities included as process units

General Facilities 20% of process units 20-40% typical for SMR + 10% more for gasification

Engineering,Permitting & Startup 10% of process units 10-20% typical

Contingencies 10% of process units 10-20% typical, should go down as many units are built

Working Capital, Land & Misc. 7% of process units 5-10% typical

Site specific factor 110% of US gulf Coast 90-130% typical; sales tax, labor rates & weather issues

Product Cost Buildup Inputs

Non-fuel Variable O&M 1.00% /yr of capital 0.5-1.5% is typical

Fuels Natural Gas $4.50 /MM Btu HHV $2.50-4.50/MM Btu typical industrial rate commercial rate

Electricity $0.0045 /kWh $0.04-0.05/kWh typical industrial rate

Electricity generation eff 50% 50% 65% future: incremental efficiency of new plants

Electricity CO2 emissions 0.32
kg/hr 

CO2/kWe
Based on NGCC, coal and current grid at 0.75kg/hr CO2/kWe

Biomass production costs $500 /ha/yr gross revenues $400-600/ha/yr typical in U.S. lower in developing nations or wastes

biomass yield 10 tonne/ha/yr bone dry
8-12 ton/hr/yr typical if farmed, 3-5 ton/hr/yr if forestaion or 
wastes

coal $1.22 /million Btu dry HHV $0.75-1.25/million Btu coal utility delivered 

Carbon tax $50 /tonne C

Carbon price for Carbon Vented $50 $/tonne C

CO2 disposal cost $10 /tonne CO2 From plant gate at high pressure to injection

Fixed Operating Cost 5.00% /yr of capital 4-7% typical for refiners: labor, overhead, insurance, taxes, G&A

Capital Charges 15.90% /yr of capital 20-25%/yr CC typical for refiners & 14-20%/yr CC for utilities

20% /yrCC is about 12% IRR DCF on 100% equity where as

15%/yr CC is about 12% IRR DCF on 50% equity & debt at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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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8. 중규모 수소 생산 시스템 입력자료

 Midsize Hydrogen Plant Summary of Inputs and Outputs

Inputs Boxed are the key input variables you must choose, current inputs are just an example

Key Variables Inputs Notes

Hydrogen Production Inputs  1kgH2 is the same energy content as 1 gallon of gasoline

Design hydrogen production 24,000 kg/d H2 design 9,948,000 scf/d H2 size range of 10,000 to 100,000 kg/d

Annual average load factor 90% of design 657,000kg/month actual or 7,884,000 kg/yr actual

Distribution distance to forecourt  17 miles average distance 25-200 miles is typical

FCV gasoline eqiuv mileage 65 mpg 28 km/liter

FCV miles per year 12000 mile/yr 185 kg/yr H2 for each FCV or 42,705 FCV

Typical gasoline sales/month per 
station

150,000 mile/yr            100,000-250,000 gallons/month is typical or 4,932 gal/d

Hydrogen as % of gasoline at each station 75,000 kg/ H2/month per stations or 2,466 kg/d/station

Capital Cost Buildup Inputs from process unit costs All major utilities included as process units

General Facilities 20% of process units 20-40% typical for SMR + 10% more for gasification

Engineering, Permitting & Startup 10% of process units 10-20% typical

Contingencies 10% of process units 10-20% typical, should go down as many units are built

Working Capital, Land & Misc. 7% of process units 5-10% typical

Site specific factor 110% of US gulf Coast 90-130% typical; sales tax, labor rates & weather issues

Product Cost Buildup Inputs

Non-fuel Variable O&M 1.00% /yr of capital 0.5-1.5% is typical

Fuels Natural Gas $4.50 /MM Btu HHV $2.50-4.50/MM Btu typical industrial rate commercial rate

Electricity $0.0045 /kWh $0.04-0.05/kWh typical industrial rate

Electricity generation eff 50% incremental grid efficiency

Electricity CO2 emissions 0.32
kg/hr 
CO2/kWe

Based on NGCC, coal and current grid at 0.75kg/hr CO2/kWe

Biomass production costs $500 /ha/yr gross revenues
$400-600/ha/yr typical in U.S. lower in developing nations or 
wastes

biomass yield 10 tonne/ha/yr bone dry
8-12 ton/hr/yr typical if farmed, 3-5 ton/hr/yr if forestaion or 
wastes

coal $1.22 /million Btu dry HHV $0.75-1.25/million Btu coal utility delivered 

Carbon tax $50 /tonne C

Carbon price for Carbon Vented $50 $/tonne C

CO2 disposal cost $10 /tonne CO2 From plant gate at high pressure to injection

Fixed Operating Cost 5.00% /yr of capital 4-7% typical for refiners: labor, overhead, insurance, taxes, G&A

Capital Charges 15.90% /yr of capital
20-25%/yr CC typical for refiners & 14-20%/yr CC for 
utilities

20% /yrCC is about 12% IRR DCF on 100% equity where as

15%/yr CC is about 12% IRR DCF on 50% equity & debt at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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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9. 소규모 수소 생산시스템 입력자료

 Distributed Plant, ONSITE Hydrogen Summary of Input

Inputs Boxed are the key input variables that can change for specific situations

Key Variables Inputs Notes

Hydrogen Production Inputs  1kgH2 is the same energy content as 1 gallon of gasoline

Design hydrogen production 480
kg/d H2 
design

198,960 scf/d H2 100 to 10,000 kg/d range for forecourt

Annual average load factor 90% of design 13,140 kg/month actual or 157,680 kg/yr actual

High pressure H2 storage 3 hr at peak surge rate "plug & play" 24 hr process unit replacement for high availability

FCV gasoline eqiuv mileage 65 mpg 28 km/liter 432 kg/d average

FCV miles per year 12000 mile/yr 185 kg/yr H2 for each FCV

Capital Cost Buildup Inputs from process unit costs All major utilities included as process units

General Facilities 20% of process units 20-40% typical, should be low for small "plug & play" units

Engineering,Permitting & Startup 10% of process units 10-20% typical, assume low eng. Of multiple standard designs

Contingencies 10% of process units 10-20% typical, should be low after the first few

Working Capital, Land & Misc. 5% of process units 5-10% typical, high land costs for urban onsite

Site specific factor 110% of US gulf Coast 90-130% typical; sales tax, labor rates & weather issues

Product Cost Buildup Inputs

Road tax or (subsidy) - /gal gasoline equivalent may need subsidy like EtOH to get it going

Gas Station mark-up - /gal gasoline equivalent may be needed if H2 sales drops total station revenues

Non-fuel Variable O&M 1.00% /yr of capital 0.5-1.5% is typical

Fuels

Natural Gas $0.65 /MM Btu HHV $4-7/MM Btu typical commercial rate

Electricity $0.07 /kWh $0.06-0.09/kWh typical commercial rate

Electricity generation eff 50% Incremental future efficiency, current average grid is only 30%

Electricity CO2 emissions 0.32
kg/hr 
CO2/kWe

Based on NGCC, coal and current grid at 0.75kg/hr CO2/kWe

Electricity CO2 emissions 0.32
kg/hr 
CO2/kWe

Based on NGCC, coal and current grid at 0.75kg/hr CO2/kWe

Carbon tax $50 /tonne include C from power $ 27.27 / tonne CO2 equivalent

Fixed Operating Cost 2.00% /yr of capital 4-7% typical for refiners: labor, overhead, insurance, taxes, G&A

Capital Charges 14.00% /yr of capital 20-25%/yr CC typical for refiners & 14-20%/yr CC for utilities

20% /yrCC is about 12% IRR DCF on 100% equity where as

15%/yr CC is about 12% IRR DCF on 50% equity & debt at 7%



           CS size Hydrogen via Steam Reforming of Nature Gas 
          Plus CO2 Capture with Future Optimism

CS 규모 Plant 
(수소1200톤/d)

연간수소생산량 394200 톤 연간 39만톤

: 시간당 수소 
50톤

C02방출량 512620 톤 연간51만톤 1.30 

일반전기에서 
CO2방출

0.32 
kg/kWh

21100.16

 

플랜트의 총 Process 
Units 가격

263(C5) 백만불  

             

H2 compress
0.4kW/kg/h

ATR/SMR
78%

LHV effic

CO2
Compressor
35,575 kWe

Electric Power

Compress        20,000

SMR & Misc.    10,363

CO2 Compress 35,575

Natural Gas

7,296 MM Btu/h LHV

8,098 MM Btu/h HHV

3Atm

50,000 kg/hr H2, 75atm

395,281 kg/hr 
CO2 to gelogic

disposal

1,200,000 
design kg/d H2

H2 compress
0.4kW/kg/h

ATR/SMR
78%

LHV effic

CO2
Compressor
35,575 kWe

Electric Power

Compress        20,000

SMR & Misc.    10,363

CO2 Compress 35,575

Natural Gas

7,296 MM Btu/h LHV

8,098 MM Btu/h HHV

3Atm

50,000 kg/hr H2, 75atm

395,281 kg/hr 
CO2 to gelogic

disposal

1,200,000 
design kg/d H2

발전소당 
자본비계산

백만불

일반설비 General Facilities 53 C5의 20%

인허가 및 시운전
Engineering 

Permitting & Startup
26 C5의 10%

예비비 Contingencies 26 C5의 10%  

운전자금, 부지, 
기타

Working Capital, 
Land & Misc.

18 C5의 7%

U.S. Gulf Coast 
Capital Coasts

387(C13) 

Total Capital Costs 425(C15)  
C13에 Site Specific 

Factor 110% 

수소생산단가 
계산

플랜트연간 
소요액

백만불 kg 수소당 가격

Non-fuel Variable 
O & M

4  0.01 C15의 1%

Natural gas 373 0.95 
톤당 

294.3달러기준

Electricity 31.31 0.08 kwhr당 60.23원 

 

Variable 
Operating Cost

408 1.04 

Fixed Operating 
Cost

21 0.05 

Capital Charges 68 0.17 15.9%

C02 탄소세 7 0.02 톤당50불

CO2 Disposal 31 0.08 톤당10불

총수소생산단가
(탄소세무시)

528 1.34 

총수소생산단가
(탄소세포함)

 535 1.36 



 CS size Hydrogen via Caol Gasification Plus CO2 Capture 
with Future Optimism

CS 규모 Plant 
(수소1200톤/d)

연간수소생산량 394200 톤 연간 39만톤

: 시간당 수소 50톤 CO2방출량 872100 톤 연간87만톤 2.21 

 

플랜트의 총 Process Units 
가격

515(C5) 백만불 CO2 Compressor 포함

Coal gasifier
80.0%

LHV effic

Advanced
ASU

0.29 kWh/kg O2

CO2
Compressor
51,928 kWe

Coal

7,698 MM Btu/h LHV

7,929 MM Btu/h HHV

6,159 MM Btu/hr

741,826 kg/hr 
CO2 to gelogic

disposal

Electric Power

ASU       78,229

Misc.     16,673

CO2      51,928

Total gross 146,830 kW

CO shift cool & 
clean 1% 
membrame

1,200,000 
design kg/d H2

Coal gasifier
80.0%

LHV effic

Advanced
ASU

0.29 kWh/kg O2

CO2
Compressor
51,928 kWe

Coal

7,698 MM Btu/h LHV

7,929 MM Btu/h HHV

6,159 MM Btu/hr

741,826 kg/hr 
CO2 to gelogic

disposal

Electric Power

ASU       78,229

Misc.     16,673

CO2      51,928

Total gross 146,830 kW

Electric Power

ASU       78,229

Misc.     16,673

CO2      51,928

Total gross 146,830 kW

CO shift cool & 
clean 1% 
membrame

1,200,000 
design kg/d H2

발전소당 자본비계산 백만불

일반설비 General Facilities 155 C5의 30%

인허가 및 시운전
Engineering Permitting & 
Startup

52 C5의 10%

예비비 Contingencies 52 C5의 10%  

운전자금, 부지, 기타
Working Capital, Land & 
Misc.

36 C5의 7%

U.S. Gulf Coast Capital 
Coasts

809(C13) 

Total Capital Costs 889(C15)  
C13에 Site Specific Factor 

110% 

수소생산단가 계산

플랜트 연간 
소요액

백만불 kg 수소당 가격

Non-fuel Variable O & M 9  0.02 C15의 1%

Coal 175 0.44 
톤당 

54달러기준

Electricity 41.83 0.11 
kWhr당 
60.23원 

 

Variable Operating 
Cost

226 0.57 

Fixed Operating 
Cost

44 0.11 

Capital Charges 141 0.36 15.90%

CO2 탄소세 12 0.03 톤당50불

CO2 Disposal 58 0.15 톤당10불

총수소생산단가
(탄소세무시)

470 1.19 

총수소생산단가
(탄소세포함)

 1.22 



 CS size Hydrogen via Nuclear Thermal Splitting 
 of Water with Future Optimism

CS 규모 Plant 
(수소1200톤/d)

연간수소생산량 394200 톤 연간 39만톤

: 시간당 수소 
50톤

연간산소생산량 3153600 톤   

600 MWth 
원자로개수

연간생산에너지
(MW-hr)

4730400 수소1톤 소요에너지
39.4 

MW-hr

5.5 
수소생산소요 총에너지 

(MW-hr)
25885800

 

플랜트의 총 Process 
Units 가격

1674(C5) 백만불 `

H2 compress
0.0kW/kg/h

Nuclear 
Thermal

60%
efficiency

Electric Power

400,000 kg/hr O2

50,000 kg/hr H2, 75atm
1,200,000 

design kg/d H2

20,725,000 scf/hr H2 at 75atm

Water
450,000 kg/hr

H2 compress
0.0kW/kg/h

Nuclear 
Thermal

60%
efficiency

Electric Power

400,000 kg/hr O2

50,000 kg/hr H2, 75atm
1,200,000 

design kg/d H2

20,725,000 scf/hr H2 at 75atm

Water
450,000 kg/hr

발전소당 
자본비계산

백만불

General Facilities 167 C5의 10%

Engineering Permitting 
& Startup

167 C5의 10%

Contingencies 117 C5의 7%  

Working Capital, Land 
& Misc.

117 C5의 7%

U.S. Gulf Coast 
Capital Coasts

2243(C13) 

Total Capital Costs 2467 (C15)  
C13에 Site Specific 

Factor 110% 

수소생산단가 
계산

플랜트 연간 
소요액

백만불 kg 수소당 가격

Non-fuel Variable 
O & M

25  0.06 C15의 1%

Oxygen byproduct -32 -0.08 
톤당 10불 

판매

Nuclear Fuel 101 0.26 
MWhr당 
4.61불

Decommission fund 25 0.06 

 

Variable 
Operating Cost

119 0.30 

Fixed Operating 
Cost

123 0.31 

Capital Charges 392 1.00 15.9%

총수소생산단가 635 1.61 



 Mid-size Hydrogen via Biomass Gasification Plus CO2 Capture with Future Optimism

Mid-Size 규모 Plant 
(수소24톤/d)

연간수소생산량 7884 톤 연간 7천9백톤

: 시간당 수소 1톤 CO2방출량 -122774 톤  -15.57 

1517.44

 17090

플랜트의 총 Process 
Units 가격

35.1(C5) 백만불  

Biomass 
gasifier
70.0%

LHV effic

ASU
0.370

kWh/kg O2

CO2
Compressor
1,538 kWe

Biomass

198 MM Btu/h LHV

210 MM Btu/h HHV

139 MM Btu/hr

17,094kg/hr CO2

21.2 kg CO2/kg H2

Electric Power

ASU       2,203

Misc.     1,000

CO2      1,538

Total gross 4,742kW

CO shift cool & 
clean 1% 
PSA loses

49% overall effic raw bio to H2

1,000 kg/hr H224 square miles of land to grow biomass

5,954 kg/hr O2

Hot raw syngas

Biomass 
gasifier
70.0%

LHV effic

ASU
0.370

kWh/kg O2

CO2
Compressor
1,538 kWe

Biomass

198 MM Btu/h LHV

210 MM Btu/h HHV

139 MM Btu/hr

17,094kg/hr CO2

21.2 kg CO2/kg H2

Electric Power

ASU       2,203

Misc.     1,000

CO2      1,538

Total gross 4,742kW

Electric Power

ASU       2,203

Misc.     1,000

CO2      1,538

Total gross 4,742kW

CO shift cool & 
clean 1% 
PSA loses

49% overall effic raw bio to H2

1,000 kg/hr H224 square miles of land to grow biomass

5,954 kg/hr O2

Hot raw syngas

발전소당 자본비계산 백만불

일반설비 General Facilities 10.5 
C5의 
30%

인허가 및 시운전
Engineering Permitting & 

Startup
3.5 

C5의 
10%

예비비 Contingencies 3.5 
C5의 
10%

 

운전자금,부지, 기타
Working Capital, Land & 

Misc.
2.5 

C5의 
7%

U.S. Gulf Coast Capital 
Coasts

55.1(C13) 

Total Capital Costs 60.6(C15)  
C13에 Site 

Specific Factor 
110% 

수소생산단가 계산

플랜트 연간 
소요액

백만불
kg수소당 

가격

Non-fuel Variable O & M 0.6  0.08 
C15의 

1%

Delivered 
biomass(286톤/d)

3.3 0.42 
톤당 

35.58불

Electricity 2.25 0.29 
kWhr당 
60.23원 

 

Variable Operating Cost 6.2 0.79 

Fixed Operating Cost 3.0 0.38 

Capital Charges 9.6 1.22 15.9%

CO2 탄소세 (1.7) -0.21 톤당50불

CO2 Disposal 1.3 0.17 톤당10불

2.39 

총수소생산단가(탄소세무시) 20.2 2.56 

총수소생산단가(탄소세포함)  18.5 2.35 



 Distributed size Onsite Hydrogen via Electrolysis of Water with Future Optimism

Distri-Size 규모 Plant 
(수소480kg/d)

연간수소생산량 157.68 톤 연간 7천9백톤

 CO2방출량 2387 톤  15.14 

산소Byproduct 1261.44 톤 302.72

  

플랜트의 총 Process
 Units 가격

0.36(C5) 백만불  

H2 compress
1.0kW/kg/h

Electrolysis
85%

Electric
efficiency

HP H2 
dispenser

48
Kg/hr/dis

Electric Power

Compress        19

Misc.                9

Electrolysis     926

20 kg/hr H2 gas

480 design kg/d H2

160 kg/hr O2

Water
180kg/hr

Total   946kW

135 atm

400 atm

HP H2 
Storage

7
Hr at peak

72% 

LHV H2 
efficiency

H2 compress
1.0kW/kg/h

Electrolysis
85%

Electric
efficiency

HP H2 
dispenser

48
Kg/hr/dis

Electric Power

Compress        19

Misc.                9

Electrolysis     926

20 kg/hr H2 gas

480 design kg/d H2

160 kg/hr O2

Water
180kg/hr

Total   946kW

135 atm

400 atm

HP H2 
Storage

7
Hr at peak

72% 

LHV H2 
efficiency

발전소당 자본비계산 백만불

일반설비 General Facilities 0.07 C5의 20%

인허가 및 시운전
Engineering Permitting 

& Startup
0.04 C5의 10%

예비비 Contingencies 0.04 C5의 10%  

운전자금, 부지, 기타
Working Capital, Land 

& Misc.
0.02 C5의 5%

U.S. Gulf Coast Capital 
Coasts

0.52(C13) 

Total Capital Costs 0.57(C15)  
C13에 Site Specific 

Factor 110% 

수소생산단가 계산

플랜트 연간 
소요액

백만불
kg 수소당 

가격

Non-fuel Variable O & M 0.006  0.04 C15의 1%

산소부산물 0.000 0.00  

Electricity 0.722 4.58 
kWhr당 
96.85원 

 
(가정용전기

요금)

Variable Operating Cost 0.728 4.62 

Fixed Operating Cost 0.011 0.07 2%

Capital Charges 0.080 0.51 14.00%

CO2 탄소세 0.033 0.21 톤당50불

CO2 Disposal 0.000 0.00 톤당10불

5.20 

총수소생산단가
(탄소세무시)

0.820 5.20 

총수소생산단가
(탄소세포함)

 0.852 5.41 



 Distributed size Onsite Hydrogen via Wind-Turbine-Based 
Electrolysis with Future Optimism

Distributed규모 Plant 
(수소1.2톤/d)

연간수소생산량 122.64 톤
이용률 

28%(영덕)
28%

: 시간당 수소 50kg     

소요부지기준 소요부지 0.105 km2 CS규모소
요부지

337 

:0.062 km2, 1MW, 
20%

 258 평/톤   

플랜트의 총 Process 
Units 가격

0.56(C5) 백만불  

H2 compress
1.0kW/kg/h

Electrolysis
85%

Electric
efficiency

HP H2 
dispenser

48
Kg/hr/dis

Electric Power

Compress        49

Misc.               15

Electrolysis    2316

50 kg/hr H2 gas

1,200design kg/d H2

400 kg/hr O2

Water
450kg/hr

Total  2365kW

135 atm

400 atm

HP H2 
Storage

7
Hr at peak

72% 

LHV H2 
efficiency

H2 compress
1.0kW/kg/h

Electrolysis
85%

Electric
efficiency

HP H2 
dispenser

48
Kg/hr/dis

Electric Power

Compress        49

Misc.               15

Electrolysis    2316

50 kg/hr H2 gas

1,200design kg/d H2

400 kg/hr O2

Water
450kg/hr

Total  2365kW

135 atm

400 atm

HP H2 
Storage

7
Hr at peak

72% 

LHV H2 
efficiency

발전소당 자본비계산 백만불

일반설비 General Facilities 0.11 C5의 20%

인허가 및 시운전
Engineering Permitting 

& Startup
0.06 C5의 10%

예비비 Contingencies 0.06 C5의 10%  

운전자금, 부지, 기타
Working Capital, Land 

& Misc.
0.03 C5의 5%

U.S. Gulf Coast Capital 
Coasts

0.81(C13) 

Total Capital Costs 0.89(C15)  
C13에 Site Specific 

Factor 110% 

수소생산단가 계산

플랜트 연간 
소요액

백만불
kg 수소당 

가격

Non-fuel Variable 
O & M

0.009  0.07 C15의 1%

 0.0 0.00  

(이용률 28%) 풍력Electricity생산단가 0.348 2.84 

 

Variable Operating 
Cost

0.357 2.91 

Fixed Operating Cost 0.018 0.15 

Capital Charges 0.125 1.02 15.90%

CO2 탄소세 0.0 0.00 톤당50불

CO2 Disposal 0.0 0.00 톤당10불

4.08 

총수소생산단가
(탄소세무시)

0.500 4.08 

총수소생산단가
(탄소세포함)

 0.500 4.08 



 Distributed size Onsite Hydrogen via PV Solar-Based 
Electrolysis with Future Optimism

Distributed규모 Plant 
(수소2.4톤/d)

연간수소생산량 175.2 톤 이용률 20%

: 시간당 수소 100kg      

kW당 10m2, 12% 
이용률

소요부지 0.028374 km2 CS규모소
요부지

64 

49 평/톤 19 

플랜트의 총 Process 
Units 가격

0.9(C5) 백만불  

H2 compress
1.0kW/kg/h

Electrolysis
85%

Electric
efficiency

HP H2 
dispenser

48
Kg/hr/dis

Electric Power

Compress        97

Misc.               30

Electrolysis    4632

50 kg/hr H2 gas

2,400design kg/d H2

800 kg/hr O2

Water
900kg/hr

Total  4729kW

135 atm

400 atm

HP H2 
Storage

9
Hr at peak

72% 

LHV H2 
efficiency

H2 compress
1.0kW/kg/h

Electrolysis
85%

Electric
efficiency

HP H2 
dispenser

48
Kg/hr/dis

Electric Power

Compress        97

Misc.               30

Electrolysis    4632

50 kg/hr H2 gas

2,400design kg/d H2

800 kg/hr O2

Water
900kg/hr

Total  4729kW

135 atm

400 atm

HP H2 
Storage

9
Hr at peak

72% 

LHV H2 
efficiency

발전소당 자본비계산 백만불

일반설비 General Facilities 0.18 C5의 20%

인허가 및 시운전
Engineering Permitting & 

Startup
0.09 C5의 10%

예비비 Contingencies 0.09 C5의 10%  

운전자금, 부지, 기타
Working Capital, Land & 

Misc.
0.05 C5의 5%

U.S. Gulf Coast Capital 
Coasts

1.31(C13) 

Total Capital Costs 1.44(C15)  
C13에 Site Specific 

Factor 110% 

수소생산단가 계산

플랜트 연간 
소요액

백만불
kg 수소당 

가격

Non-fuel Variable O & M 0.014  0.08 C15의 1%

 0.0 0.00  

(이용률 20%) Solar Electricity 생산단가 0.812 4.63 

0.098달러
(미국값 
그대로 
이용)

 

Variable Operating 
Cost

0.826 4.72 

Fixed Operating Cost 0.029 0.16 

Capital Charges 0.201 1.15 14.00%

CO2 탄소세 0.0 0.00 톤당50불

CO2 Disposal 0.0 0.00 톤당10불

6.03 

총수소생산단가
(탄소세무시)

1.056 6.03 

총수소생산단가
(탄소세포함)

 1.056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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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국제협력 및 국민수용성 증진기반 조성

1. 핵심요소기술 현황 및 도입방안 조사 

가. 초고온가스로 설계기술

     초고온가스로의 설계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 독일, 일본, 러시아, 프랑스, 

중국, 남아공 등이며, 미국과 독일은 자체적으로 고유한 고온가스로를 건설, 운전한 

경험이 있다. 러시아는 과거 페블형 실험로를 건설한 적이 있으나 원형로 급에 대

한 실제적인 경험은 없는 상탱이다. 90년대 이후부터 러시아의 OKBM사는 미국의 

GA사와 협력하여 GT-MHR의 개념설계를 수행한 바 있음. 따라서 러시아의 블록

형에 대한 설계기술은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됨. 일본과 중국은 각각 1970년대부터 

독일과 중국에서 고온가스로의 기술을 배웠으며, 각각 독립적인 기술을 축적하고 

있음. 일본은 HTTR이라는 블록형 고온가스로를 건설, 운전하면서, GTHTR300이라

는 원형로의 개념설계를 수행 중임. 중국은 HTR-10이라는 실험로의 경험에 기초하

여 HTR-PM이라는 원형로 설계를 수행 중임. 남아공은 PBMR이라는 페블형 원형

로의 개념설계를 마치고 현재 건설을 위한 기본설계를 자체적으로 수행 중임. 남아

공 PBMR의 가스터빈 관련 설계 및 제작에는 일본의 미츠비시사를 포함하여 각국

의 관련 대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음.

     미국의 GA사는 고온가스로 관련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관련 인력

은 취약한 상태임. GA사의 고온가스로 관련 과거경험은 향후 국내 초고온가스로 

설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일본, 중국, 남아공 또한 고온가스로 설계에 

있어서 우리가 확보해야할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국제공동연구 등의 형

식으로 이들 선발국의 경험 및 기술을 최대한 습득할 필요가 있음. 러시아 OKBM

의 경우 다양한 고온가스로 관련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설비를 활용한 실

험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함.

     초고온가스로 설계기술은 노형에 의존하는 기술과 관계없는 기술로 구분됨. 

노형에 관계없는 기술의 경우 다양한 기술보유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이 요구됨. 

노형결정 이후에는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관과의 집중적인 협력를 통하여 핵심기술

을 조기에 확보하는 전략이 요구됨.

나. TRISO 기술

     핵연료기술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 중국, 독일, 미국이며, 일본의 

NFI와 중국의 칭화대학교 부설 HTR-10 핵연료시설은 상용공정이 확립된 상태임. 

독일과 미국은 과거 피복핵연료를 상용화한 경험이 있는 나라로 독일은 NUKE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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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미국은 General Atomics 사에서 관장하 으나, 두 기관의 시설은 모두 해체된 

상태임.

     현재 핵연료기술을 활발히 개발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와 남아공임. 프랑스

는 현재, 약 500g/batch 용량의 실험시설을 가동 중에 있으며(연료체는 compact제

조까지), 남아공은 1kg/batch 용량의 실험시설(pebble 제조까지)을 독일의 기술도입

으로 2002년부터 가동 중에 있으며, 2005년 말까지 depleted U 로 process 

qualification을 한다고 함.

     또한 피복핵연료 기술개발을 다시 일부 선경험 재생, 일부 개발이라는 전략으

로 시도 중에 있음. ORNL 연구소에서 블록형 노심의 핵연료 컴팩트 기술개발을 수

행중이며, INL의 ATR 원자로에서 조사시험이 추진되고 있음.

     기술도입측면에서 일본과 중국은 접근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못할 것으로 판

단되고, 독일이 가장 유리할 것임. 이와 관련 NUKEM 측과 협의 중에 있음. 또한 

핵연료 성능분석 기술개발을 위해 핵연료 성능검증 자료 도입을 위하여 독일의 

FZJ측과 협력을 추진 중임. 

     이와 함께, 프랑스(및 남아공)와는 한국이 빠른 시간 내에 어느 정도의 기술수

준에 도달할 때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서로 보완적인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것이 바

람직함.

다. IS 열화학공정 기술

     IS 사이클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기술로는 분젠반응기술, 요오드화수소 농축 

및 분해기술, 그리고 황산 농축 및 분해기술로 분류되며 이들에 대한 하나 이상의 

단위공정 기술들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는 국가들은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을 

꼽을 수 있음.

     현재 각국의 기술수준으로는 일본이 3개의 단위공정들을 연결한 폐순환공정

(closed process cycle)에 대한 50 L/h 수소생산규모의 실험실적 80시간 연속 운전 

경험을 바탕으로 30 m
3
/h 수소생산 규모의 파일럿 설계에 임하고 있음. 미국의 

SNL과 GA 그리고 프랑스의 CEA는 I-NERI Phase 1 공동연구를 통하여 100 L/h

의 수소생산 단위공정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고 2단계인 Phase 2 연구에서 

100 L/h의 폐순환공정 건설/운전시험을 2006년부터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 독

일의 경우 일찍이 요오드화수소 용액의 농축과 분해에 대한 단위공정 연구를 착수

한 바 있었으나 현재에는 이에 대한 연구를 더 이상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따라서 현 상태에서의 기술도입 내지는 파트너를 선정할 경우에는 미국과 일

본이 바람직해 보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폐쇄적인 독자적 연구를 추진함으로써 우리

와의 협력관계를 맺기에는 GEN-IV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양국 정부차원의 도움을 받아 미국이 추진코자 하는 100 L/h의 



- 138 -

폐순환공정 건설/운전시험연구에 우리가 합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미국과의 협력 방법으로서는 100 L/h의 폐순환공정 설계 단계에서 우리 연구

원을 미국에 파견시켜 함께 설계하고 폐순환공정의 설치와 운전은 국내로 유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으로 여겨지나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건설/운전에

까지 연구원 파견에 의해 후발주자의 약점을 일시에 극복하는 전략이 필요함.

2.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참여방향 결정

가. 참여방향

     제4세대 공동연구에서는 세계 10개국이 안전성, 경제성 등이 획기적으로 향상

된 소위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각 분야별로 구체

적인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가장 빨리 구현될 것으로 평가되는 초고온가

스로의 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후발주자의 약점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서 제4세대 초고온가스로 공동연구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제4세대 초고온가스로 준비운 위원회(PSC : Preliminary Steering 

Committee) 산하에는 다음과 같은 PMB (Project Management Board)가 구성되어 

있다: 1)설계안정성 및 계통종합, 2)해석방법론검증 및 벤치마킹, 3)핵연료 및 핵주

기, 4)재료 및 기기, 5)수소제조, 6) 헬륨 터빈 및 BOP.  우리나라는 이 중 헬륨터빈 

및 BOP PMB를 제외한 5개의 PBM에 참여하기로 결정하 으며, 각 분야별 전문가

들이 공동연구를 위한 계획에 참여하고 있다. 표 3.3.1에는 각 PBM 별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공동연구를 수행할 연구항목을 보여준다. 

표 3.3.1. 제4세대 원전 연구개발 참여항목 

PMB Viability Phase I ('06 - '08) Viability Phase II ('09 - '11)

 설계안정성 및

 계통 종합

 -VHTR 고유 위험도/성능정보 
평가기술 개발

 -원자력수소계통 Layout 평가기술 
개발

 -VHTR용 냉각압력용기 평가기술 
개발

 -수소생산연계 중간루프성능 
평가기술 개발

 -설계기준사고 및 
설계기준초과사고 해석

 -RCCS 성능 평가기술 개발 등

 -VHTR 고유 위험도/성능정보 
평가기술 개발

 -원자력수소계통 Layout 평가기술 
개발

 -VHTR용 냉각압력용기 평가기술 
개발

 -수소생산연계 중간루프 성능 
평가기술 개발

 -설계기준사고 및 
설계기준초과사고 해석

 -RCCS 성능 평가기술 개발 등

 해석방법론 검증

 및 벤치마킹

 -페블형 노심 핵설계코드 개발 및 
검증

 -Prism형 노심 핵설계코드 개발 

 -페블형 노심 핵설계코드 개발 및 
검증

 -Prism형 노심 핵설계코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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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소제조분야

    제4세대 원전 초고온가스로(VHTR) 준비 운 위원회 산하의 GIF VHTR/HP 

PMB에서 수소제조분야 공동연구를 논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

본, 프랑스, 캐나다, EU 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협의사항으로는 4개의 

및 검증

 -삼중수소생성 및 노심내 침투 
해석코드 개발 및 검증

 -고유 열유체전산해석코드 개발 
및 검증

 -상용 열유체전산해석코드 검증 
등

및 검증

 -삼중수소생성 및 노심내 침투 
해석코드 개발 검증 

 -소형 헬륨루프를 사용한 열유체 
실험 및 모델 개발

 -계통 열유체/안전/성능해석코드 
개발 및 검증 등

 핵연료 및 

 핵주기

 -TRISO 피복핵연료 qualification

  : 조사시험 및 PIE

  : Fuel attribute and Material 
properties

  : TRISO safety testing

 -Advanced fuel supply

  : ZrC coating 기술개발

 -Fuel performance modelling 등

 -TRISO 피복핵연료 qualification

  : 조사시험 및 PIE

  : Fuel attribute and Material 
properties

  : TRISO safety testing

 -Advanced fuel supply

  : Advanced fuel 
qualification(조사시험/PIE)

 -Fuel performance modelling 등

 재료 및 기기

 -노내구조물 및 고온배관용 
초내열합금 특성평가

 -원자로용기용 고크롬강 특성평가

 -노심구조용 고온 세라믹소재 
성능 평가

 -고온재료 코드화 및 
구조해석기술

 -수소생산 황산반응기용 재료 
선정시험

 -GIF 공동연구용 흑연 선정 및 
구입

 -흑연 기계적, 물리적 특성 평가 
등

 -초내열합금 헬륨냉각재 양립성 
평가

 -원자로용기 노내성능 평가

 -노심구조용 고온 세라믹소재 
개발 및 성능 평가

 -흑연 조사전.후 고온 특성시험, 
자료확보 및 해석. 평가

 -재료물성 DB 구축 및 모델링

 -코드화 및 구조해석

 -GIF 공동연구용 흑연 선정 및 
구입 등

 수소제조

 -IS공정 flowsheet evaluation 

 -IS공정 static/dynamic 
benchmark calculation 

 -수소분리용 세라믹 멤브레인 
개발

 -HI 용액 농축용 전기투석장치 
시험

 -황산분해공정용 산소분리 
흡수/흡착제 개발 

 -H2SO4/H2O 2성분계 
고압(1MPa) 기체-액체 

  상평형 연구 등

 -IS공정 dynamic benchmark 
calculation 

 -Lab/pilot scale IS공정 loop test 

 -SO3 decomposer adopting direct 
hea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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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 Work Package와 각 Package별 Task를 표 3.3.2와 같이 도출하 으며 참

여국별 기여항목을 표와 같이 배정한 바 있다.

표 3.3.2. GIF VHTR/HP 협력 Work package, Task, Subtask 

Work Packages & Tasks Contribution(s) Party(ies)

1: Iodine/Sulphur[Leader: JP]

1.1: Process evaluation

1.1.1: Flow sheet evaluation

[2006-2007]

Reactive distillation FR

Extractive distillation US

Electrodialysis JP

Electrodialysis + Membrane 
separation ROK

1.1.2.: Benchmark exercise

[2006-2007+]

Static simulation on Reference 
flow-sheet

EU, FR, JP, 
ROK, US

Dynamic simulation on Reference 
flow-sheet

EU, FR, JP, 
ROK, US

1.2.:Laboratory scale test and 
optimization

1.2.1.: Material database

[2006-2008]

Experimental matrix and 
experimental protocol

CA, EU, FR, 
JP, ROK, US

Material screening through coupon 
testing

(sulfuric acid, Bunsen reaction, HI, I2 
environment)

CA, ROK, US

FR

CA, ROK, US

Autoclave tests

(sulfuric acid, Bunsen reaction, HI, I2 
environment)

FR, JP ROK

US

     1.2.2.:Membranes and 
separation materials 
database

[2006-2009]

Membranes for H2 separation in 
vapor phase (ceramics membranes, 
distillation methods)

EU,FR, ROK

Electrodialysis membranes ROK

Pervaporation; Organic membranes US

Membranes for O2 separation from 
SO3 / SO2 decomposition US

Absorbent for O2 separation from 
SO3 / SO2 decomposition ROK

 1.2.3.: Chemistry and 
thermodynamic database

[2006-2009]

Bunsen section FR

Thermodynamic data for HI section
[HI/ I2/ H2O vapor-liquid 

equilibrium]

EU, 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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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odynamic data for HI section

[HI vapor liquid equilibrium]
JP

Thermodynamic data for H2SO4 
section ROK

 1.2.4.: Catalyst database

[2006-2008]

SO3 decomposer: - Pt/SiO2 Direct 
electric resistance heating Screening 
of catalysts Non-noble metal/metal 
oxide

CA, JP

ROK,US

HI decomposer: Pellets & powder, 
coated membranes, Catalyst 
screening 

FR, ROK

US

 1.2.5.: Laboratory scale        
         loop

[ 2006-2010]

[T.B.D.] [T.B.D.]

1.3.: Pilot scale experiments

[ 2006-2010]
[T.B.D.] [T.B.D.]

1.4.: Demonstration scale 
experiments

[2009-2014]

[T.B.D.] [T.B.D.]

2.: High Temperature Electrolysis [Leader: US]

2.1.: Flowsheet evaluation of 
HTE plants

[2006-2009]

Flowsheet modeling of a HTE plant: 
mass and energy balances, flowsheet 
analysis, assessment of thermal 
efficiency

EU, FR ROK

US

Cell modeling (CFD analysis) FR, US

2.2.: Experimental Testing of 
HTE

[2006-2010]

Improvement of cell longevity and 
performance

FR, US

 2.3.: Applications of membranes 
to optimization of HTE 
plants

[ 2006-2010]

Membranes for steam/hydrogen 
separations [T.B.D.]

 2.4: Development of second 
generation materials

Electrode materials and processes FR, US

Interconnect materials and shaping FR, US

 2.5.: Laboratory scale           
 integrated experiment

[2006-2010]

[T.B.D.] [T.B.D.]

 2.6.: Pilot-scale experiment

[2006-2014]
[T.B.D.] [T.B.D.]

3.: Assessment of alternative cycles & Economics evaluation [Leader: FR]

3.1.: Technical evaluation

[2006-2009]

List of criteria for the process 
evaluation 

FR

US

Evaluation of alternative cycles 
feasibility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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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view of european studies EU

- Continuous evaluation of new 
cycles ROK

- UT-3;  Sulfur hybrid cycle; 
CeCl cycle FR

- Continuous evaluation of new 
cycles US

   3.2.: Basic R&D

[2005-2009]

Hybrid sulfur (Westinghouse cycle)

- Electrolyser (mainly on 
membrane testing) FR

- Membranes & electrolyser US

- New flow sheet using solar 
energy EU

Novel SO3 decomposition CA

3.3.: Economics evaluation

[2006-2009]

Chemical process

- HTE and S/I

- HTE; S/I, and alternative 
cycles

FR

US

Nuclear reactor coupled with 
Hydrogen plant

- Various scale of H2 
deployment

- Cogeneration system VHTR 
& S/I process

- Cogeneration system VHTR 
& HTE 

CA

JP

US

4.: Hydrogen process coupling technology [Leader: JP]

4.1.: Balance of plant

[2006-2009]

Performance calculations in steady 
state of I/S process: 

- Intermediate circuit of the 
coupling process 

- full coupled process

FR JP, ROK 

US

Performance calculations in steady 
state of HTE process

- Intermediate circuit of the 
coupling process 

- full coupled process

FR 

ROK

US

Design associated risk analysis 

- Probabilistic studies in 
connection with regulatory 
authorities 

- Standard development

FR

ROK, US

Safety
CA, EU FR, 

JP,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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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의 Task 중 참여국들의 공통관심사가 우선적으로 일치하고 있는 Task 1.1의 

‘IS공정 평가’와 Task 1.2의 ‘실험실규모 IS공정 시험과 최적화’에 대한 협력계획 초

안을 우선적으로 작성 키로 합의하고 이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Work 

Package 2, 3, 4에 대한 협력계획도 2006년 중에 구체적으로 토론될 전망이다.

다. 재료 및 기기 분야

    제4세대 초고온가스로(VHTR) 준비 운 위원회 산하의 Materials & 

Components PMB에는 흑연, 고온재료, 세라믹, 기기 등의 공동연구를 논의하기 위

하여 2004년 5월 미국 INL에서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연간 2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006년 4월은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참가국은 공동 주관국인 미국과 프

랑스를 비롯하여, 국, 스위스, EU, 남아공, 카나다, 일본, 그리고 한국 등 9개국이

다.  

   지금까지의 협의사항으로, 흑연 공동연구 계획서는 연구항목을 완성하고 표 

3.3.3과 같이 항목별 각국의 참여예산을 취합중이다. 그러나 고온재료 공동연구계획

서는 초안을 2005년 9월 프랑스 회의에서 협의하고 2006년 4월 한국회의에서 수정

안을 검토할 예정으로서, 연구항목과 예산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현재 계획된 

연구항목은 원자로용기 재료, 열교환기 재료, 고온설계코드화 작업, DB 구축, 조사

시험, 제조기술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한국 회의에서 고온재료의 항

목을 결정하고 각국의 예산을 흑연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합할 예정이다. 그 외에 

세라믹 재료 공동연구 초안을 2006년 4월 한국회의에서 토의할 예정이며, 주요 기

기관련 공동연구 방안과 대형 연구시설 공동활용 방안 등을 계속적으로 도출할 예

- Methodology for the explosion 
caused by hydrogen

- Methodology for tritium 
permeation

System integration

- Methodology for thermal 
disturbance

- Optimization of the  coupling 
circuits

CA, EU FR, 
JP, ROK, US

4.2.: Component technology

[2006-2010]

Advanced process heat exchanger 
(APHX) for the chemical plant (S/I 
and HTE)

FR

ROK US

High temperature valve JP

Thermal load absorber
EU, FR, JP, 

US

Hot Gas Duct
EU, FR, JP, 

US

4.3.: Reactor Coupling tests

[2009-2015]

[T.B.D.]
[T.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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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다. 

   한국은 초고온재료 연구 역사가 짧고, 특히 원자력의 현장 경험이 거의 없기 때

문에 GIF 공동연구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원자력연구소의 액체금속로 재료 연구

와 산업계의 초임계 화력발전소 재료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GIF 공동연구에 참여

하여 초고온가스로의 설계와 건설에 필요한 재료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경수로 온

도 역을 벗어난 초고온설계코드 작업, 개념 및 상세설계에 필요한 재료물성 DB, 

인허가를 위한 초고온가스로 환경에서의 재료 거동 및 건전성 평가기술, 상용화를 

위한 초초고온재료 개발 등의 연구가 우선 순위로서 시급히 수행되어야 하므로, 

GIF의 공동연구 참여가 후발 국가로서 중간진입전략의 한 방편이 될 것이다.  

표 3.3.3. GIF VHTR 흑연 공동연구 항목 

 

TASK 1 Graphite Selection and Acquisition Strategy
Task Description: Participating GIF members shall coordinate the acquisition, 

management and traceability of candidate nuclear graphites. Data 
development activities shall be coordinated such that participating 
nations utilize similar graphites.  A selection coordination meeting 
was held in France in January 2005.  The USA, EU and France 
will acquire grades PCEA, NBG-17 and –18 from the same lots. 
South Africa shall use NBG-18 or –17 (depending upon outcome 
of pre-production trials).

Task Start Date

Task End Date

TASK 2 Graphite Mechanical & Physical Properties
Task Description: Data are needed for the following properties: Strength (tensile, 

compressive, flexural); Elastic constants (E, G, υ); Stress-strain 
relationship; Thermal conductivity;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Emissivity; Specific Heat; Density; Chemical Purity; Fatigue 
Strength; Tribological Properties (friction coefficient, wear rate etc., 
in Helium).  Data are needed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from 
25-1600°C.  The variations of properties with specimen volume, 
orientation, position within billet, between billets, and between lots 
are needed.  Data from task 2 supports activities in task 6

Task Start Date

Task End Date

TASK 3 Graphite Fracture Behavior
Task Description: Data are needed for the Critical Stress Intensity Factor (KIc) and 

the Fracture Toughness (GIc).  Data are needed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from 25-1600°C.  The variations of properties with 
specimen volume, orientation, position within billet, between billets, 
and between lots are needed.  Data from task 3 supports activities 
in task 6

Task Start Date

Task End Date

TASK 4 Graphite Oxidation Behavior
Task Description: Data are needed for graphite oxidation kinetics and the effects of 

oxidation on relevant mechanical and physical properties. 
Oxidation kinetics data are required over the temperature range 
25-1600°C in He-coolant gas (specification needed) and over the 
temperature range 25-tdb °C in air.  The degradation of properties 

Task Start Date

Task End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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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5 Graphite Component Testing
Task Description: Testing of sub-scale components is needed to validate designs and 

design methodologies (e.g., ASME code).  The data may also be 
used to validate FE codes.  Section 6.5 is TBD. Nobody is doing 
component testing until the designs are further along.    

Task Start Date
Task End Date

TASK 6 Graphite Irradiation Effects
Task Description: Data are needed on the effects of neutron irradiation on 

dimensional changes and properties over relevant dose and 
temperature ranges.   Data are needed for the following: 
Dimensional changes (with grain and against grain); Strength 
(tensile, compressive, flexural); Elastic constants (E, G, υ); 
Stress-strain relationship; Fracture Toughness; Thermal conductivity;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Specific Heat; Electrical 
Resistivity.  

Task Start Date

Task End Date

TASK 7 Graphite Irradiation Induced Creep
Task Description: Data are needed for the irradiation induced creep rate and creep 

coefficients for compressive and tensile loading states over relevant 
dose and temperature ranges.  

Task Start Date
Task End Date

TASK 8 Graphite Codes & Standards Development
Task Description: Consensus design codes (ASME) are needed for graphite core 

structures and consensus test methods (ASTM) are needed for 
nuclear graphite property determinations. Codes and Standards 
development are ongoing. 

Task Start Date
Task End Date

TASK 9 Graphite Behavior Model Development

Task Description:
Mathematical models and are needed to allow interpolation and 
extrapolation of irradiation effects data.  Models are needed for 
irradiation induced dimensional changes, thermal conductivity, 
strength (including Weibull statistics), fracture behavior, and 
irradiation induced creep.  stress analysis codes and FE models 
are needed for modeling the stress states in components and 
predicting failure.  Such code may incorporate the property effects 
models.  The technical approach to model development will be 
defined by participating GIF member nations and their subordinate 
institutions in 2005-2006.  

Task Start Date
Task End Date

라. 초고온가스로 핵연료 및 핵연료주기 분야

with oxidative burn-off (weight loss) in air and He- coolant are 
needed. Development of oxidation models should be considered. 
Maximum temperature during fault conditions is design dependent 
and should be considered when determining the upper temperature 
for oxid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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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세대 원전 초고온가스로(VHTR) 의 Fuel and Fuel Cycle 분야는 현존하

는 고온가스로 핵연료의 경험 및 기술을 바탕으로 초고온가스로의 핵연료 및 관련 

핵연료주기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현재 기술을 개

발하고 있거나, 개발계획이 있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회원국으로 구성되었다. 회원국

으로는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 미국, 국, 프랑스, 남아공, 캐나다 및 EU로 모두 8

개국이 가입하 다.

   공동연구 항목으로는 현재까지 Irradiation and PIE,  Fuel Attribute and 

Material Properties, Safety Testing, Advanced Fuel Fabrication 및 Waste 

Management의 총 5 개 Work Package(WP)가 결정되었으며, 이 5 개의 WP 내에 

세부적으로 task들이 도출되었다. 현재까지 도출된 세부 task 및 이에 관련된 추진

일정, 참여국 및 주도회원국 등은 아래 표 3.3.3과 같다.

   현재 이들 5개 Work Package 전체에 대하여 상세 Project plan을 작성 중에 

있으며, 2006년 5월 draft가 완성되면 VHTR Steering Committee에 상정하여 검토

될 예정이다. 다만, WP5 는 아직 미정인 내용이 많아 추후 보다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결정될 계획이다.

표 3.3.4. GIF VHTR Fuel and Fuel Cycle 협력 Work Package 및 세부 task

Work Package 세부 Task 참여국 주도국 추진일정

  WP1. 

  Irradiation

  and PIE 

  (미국)

1. Irradiation design 

   and operation

카나다, EU, 프랑스, 

일본, 한국, 남아공, 

미국

프랑스 2006-2012

2. Hosted joint 

   irradiation

카나다, EU, 프랑스, 

일본, 한국, 남아공, 

미국

미국 2006-2012

3. PIE protocols and 

   procedures

EU, 프랑스, 일본, 한국, 

미국, 국
EU 2006-2012

4. PIE results
EU, 프랑스, 일본, 한국, 

미국
TBD 2006-2015

WP2. 

Fuel 

Attribute 

& Material 

Properties

(프랑스)

1. Identification and 

   measurement of 

   critical material 

   properties

 1.1 irradiation and 

  material sae supply

 1.2. material 

   properties

프랑스, 미국, 한국, 

일본, 국
프랑스, 미국 2006-2012

2. Establishment of 

   Fuel material 

   property database

프랑스, 미국, 한국, 

일본, 국
한국 2007-

3. Characterization 

   techniques of fuel 

   attributes

프랑스, 미국, 한국, 

남아공, 국
국 2007-2009

4. Fuel performance 

   modelling

 4.1. failure fraction 

   determination

프랑스, 미국, 한국, 

일본, 국, 남아공
TBD

2009 이후

2009년까지는 

benchmar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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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중, 한․미 공동연구 방향 설정

가. 한중 공동연구 방향 설정

      2004년 4월 중국 칭화대 부설 INET와 KAERI가 참여하는 한-중 고온가스로

와 원자력수소 공동연구센터(NH-JRC, Nuclear Hydrogen-Joint Research Center)

를 설립하고, 양국이 참여하는 공동운 위원회를 구성하 다. 운 위원에서는 연구

내용과 연구개발 인력 및 예산을 심의하며 협의된 예산은 양 기관이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집행하도록 합의하 다. KAERI는 연구원 1명을 중국 공동연구센타에 파견

하여 현지 사무소를 운 하고 있다. 

     지금까지 4회에 걸쳐 공동 운 위원회가 한국과 중국에서 개최되었다. 한-중 

공동연구센터 운 위원회를 통해 우선적으로 원자로설계, 특히 노심의 핵특성, 열수

력 특성분야와 IS공정 기술분야 협력에 주안점을 두기로 하 다. 중국이 많은 경험

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의 하나인 TRISO 핵연료의 경우 협력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전문가의 상호 교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페블형 고온가스로를 개발하여 현재 HTR10 실험로를 운

하고 있다. INET에서는 초고온가스로의 노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HTR10을 

이용한 다양한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KAERI는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초고온

가스로 노심설계 전산코드의 검증에 활용할 하기 위해서 HTR10 실험자료의 일부

를 입수하기로 합의하고 현재 공동연구가 진행 중이다. 초고온가스로의 공동설계에 

 4.2. fission product 

   release

WP3. 

Safety 

Testing 

(EU)

1. Pulse irradiation 

   testing

프랑스, 미국, 일본, EU, 

남아공
일본

2. Establishment of 

   heating test 

   capability

프랑스, 미국, EU, 한국, 

일본, 캐나다, 남아공
EU 2008 이후

3. Heating test
프랑스, 미국, EU, 한국, 

일본, 캐나다, 남아공
EU 2008 이후

WP4. 

Enhanced

& Advanced 

Fuel 

Fabrication

(일본)

1. Process 

   development
미국, 일본, 한국 일본 2006-2012

WP5. 

Waste 

Management

(EU)

1. Graphite 

   management and 

   fuel treatment

카나다, EU, 프랑스, 

일본, 한국, 남아공, 

미국, 국

EU TBD

2. Transmutation TBD TBD TBD

3. Thorium cycle TBD TBD T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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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선 한국의 노형선정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기로 합의하 다.  

     현재까지 원자력수소 생산 분야에 있어서 중국내에서의 연구활동은 미미하

으나, 최근에는 적극적인 개발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KAERI 와의 공동연구를 희

망하고 있다. 향후에는 이 분야에서도 보다 활발한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나. 한․미 공동연구 방향 설정 

     2005년 8월 한국원자력연구소, 두산중공업, 미국 General Atomics사는 원자력

을 이용한 수소생산 시스템 기술개발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MOU를 체결하 으

며 이를 근거로 한․미 원자력수소 공동개발센터(NH-JDC, Nuclear Hydrogen 

Joint Development Center)를 샌디에고와 대전에 각각 설립 하 다. 미국에서 열린 

제 1차(2005년 9월12) 공동연구센터 운 위원회에서는 핵심 기술 현안에 대해 한국

원자력연구소와 General Atomics사간에 공동연구를 착수하기로 기본합의를 하 으

며, 제 2차(2005년 12월 6일. 대전) 공동개발센터 운  위원회에서는 초고온가스로

의 핵심요소기술 개발을 위해 표 3.3.4에서 제시한 5개 연구항목에 대해서 공동연구

를 2006년 1월부터 착수하기로 합의하 다. 

     최근 미국의 텍사스 대학은 HT3R 이라는 연구용 초고온가스로를 건설하기로 

결정하 으며, GA사가 예비개념설계를 수행하기로 합의되었다. 현재 KAERI는 

NH-JDC를 통하여 텍사스 대학의 원자로 노심설계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표 3.3.4 KAERI-GA  공동 연구 항목 요약   

 연 구 항 목  세 부 내 용  주 관

Tritium Source 

Terms and 

Transport

기존 HTGR에서 삼중수소 오염 자료 GA

헬륨정화계통 설계자료 GA

TRISO 코드, 예제, 관련자료 및 문서 제공 GA

TRISO 코드 모델개선 GA/KAERI

Optimization of 

a VHTR 

Block-Type 

Core Design

기존 노물리 설계자료 제공 GA

설계 최적화를 위한 노심개념 GA

노심 노물리 설계 최적화 분석 KAERI

노심 열수력학적 설계 최적화 분석 KAERI/GA

Use of 

Cooled-Vessels

냉각 원자로압력용기 설계요건 및 설계개념 GA

RCCS 설계요건 및 설계자료 GA

냉각 원자로압력용기 설계해석 KAERI

KAERI 설계해석 결과에 대한 검토보고서 GA

Radionuclide 계통내의 방사성 핵종 분포 분석 자료 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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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활동

가. 초고온 가스로 강좌 실시 

      국내 초고온가스로설계 경험이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관계로 이를 보완하고 

향후 설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GA사의 전문가를 초청

하여 “초고온가스로 설계 및 운전, 인허가 ”에 대해 국내 산학연의 관련자를  대상

으로 강좌를 개설하 다.  본 강좌에는  KAERI를 비롯한, KINS, KOPEC 한수원 

등에서  약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4일 동안 진행되었다. 

나. 산업체 참여를 위한 설명회 개최 

      원자력수소 사업에 산업체의 참여가 가능한 기술을 발굴하여 사업초기부터 

산업체의 참여 방안 모색하기 위해 국내 수소관련 산업체를 대상으로 원자력수소사

업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 다. 2006년 2월에 개최한 설명회에는 

현대, SK, 두산 등  총 26개의 기업체가 참여하 으며,  3개의 지방자치단체(충북, 

전북, 전남)에서도 참여하여 원자력수소사업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 다.

    

다. 대국민 수용성 증진을 위한 언론 홍보 

      원자력 관련 사업은 부지의존성이 절대적이므로 대중 수용이 이루어지지 않

으면 사업진행 자체가 불투명하므로 사전 수용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원자

력수소 개발의 당위성 및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수소에너지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과기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워크샵을 개최하 다. 2005년 

Inventory and 

Fuel 

Performance 

Computer Codes

방사성 핵종 Inventory 및 입자핵연료 

조사거동 해석 전산코드 요건 제공 
GA

Compact 

Fabrication 

Technology

다양한 제조공정에 대한 비교평가 및 

최적공정제안  
GA

제조 콤팩트의 사양 및 기술적 배경 GA

공정조건, 장비 및 원자재 요건 등 

최적제조공정에 대한 공정기술 및 QC 검사 및 

시험기술 

GA

가연성 독붕 콤팩트 제조기술 정보 GA



- 150 -

9월에 한국과학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주관한 “원자력수소 워크샵“에는 중앙일보를 

비롯한 17개 언론기관에서 참가하 으며, 워크샵 종료 후 20여건에 달하는 원자력

수소 관련 기사가 신문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소개되었다.

     

라. 자체기획 수행 

     2006년도부터 시작되는 제 2단계 연구 착수를  위한 자체 기획을 수행하 다.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의 전문분야에 대한 기술성 그리고 산업체 등 관련기관의 의

견을 충분히 반 할 수 있도록 정부, 산업체, 및 대학의 전문가 32명으로 기획위원

회를 구성하 다. 기획위원회는 “정책/핵주기”, “원자로/계통”, “핵연료/재료”, “수소

생산공정” 분과 등 4개의 세부 분과로 나누어 각 전문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기획

이 될 수 있도록하 으며 2005년 6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 걸쳐 진행된 자체기획

을 통해 원자력수소실증사업에 대한 자체기획보고서를 생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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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절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표 4.1.1.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연구개발 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달성도

(%)
비고

  수소생산 

  실증로 

  노형 및 용량 

  평가 

 -참조노형 특성 비교/평가

 -실증시스템의 4가지 상위요건 및

  37가지 기능 및 설계요건 개발

 -AHP법에 기초한 노형 평가법 개발

 -실증로 최소용량 결정법 도출

 -전기생산의 효용성 평가

 -미래 수소수요를 예측 및 

  적정 모듈 용량 결정

 -고온가스로 인허가 안전현안 

  도출 및 규제현황 분석

100

-노형은 2단계 연구에

서 결정됨

-수소수요 예측관련 연

구는 SK(주) 연구원 위

탁과제

-인허가 관련 연구는 

원자력안전기술원 위탁

과제

  원자력수소 

  생산 

  공정평가

 -공정 평가인자 도출 및 수소생산

  기술별 상대평가

 -고온전기분해 공정 열효율 평가

 -IS(Iodine-Sulfur) 공정 열효율 평가

 -MMI (Methane-Methanol -

  Iodomethane) 열효율 평가

 -IS 공정 핵심장치 제작성 및 운전

  제어 개념 예비조사

 -IS 관련 해외 연구기관의 능력 평가 

 -원자력수소의 경제성 평가

100

-3개 공정 10개 인자를 

대상으로 상대평가

-표준 화학반응열 기준 

열효율평가

-IS 공정소요 핵심장치 

파악(10종 76장치) 및 

장치별 운전조건(압력/

온도) 조사 

-원자력수소의 상대적 

경제성 평가 보고서 발

간

 국제협력 기반 

 및 대국민 

 수용성 

 증진기반 구축 

 -Gen-IV 공동연구 참여방향 설정

 -한미, 한중 공동연구센터설립 및 

  추진 (6건의 공동연구 도출)

 -국내 산학연 대상 고온가스로 

  강좌실시 (GA전문가 활용)   

 -핵연료개발을 위한 독일 NUKEM 

  사와 기술협력 계약 체결

 -대정부 사업계획서 협의

 -제 2단계 착수를 위한 자체기획

  실시 (기획보고서 발간) 

 -대언론, 산업체, 지자체 대상 

  홍보 및 산업체 조기참여 유도  

100

-Gen-IV 공동연구 

 참여

-한미, 한중 MOU

 체결 

-TRISO 기술도입  

 협력 계약 체결

-기자간담회 3건. 

 27건의 관련신문/

 방송보도

-산업체 대상 

 사업설명회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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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대외 기여도

     원자력수소 사업은 초고온가스를 공급하는 원자로와 화학적인 반응을 이용하

여 수소를 생산하는 화학플랜트의 연구개발 및 실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수소 사업에서는 종합공학이라고 할 수 있는 원자력 시스템의 개발뿐만 아니

라 복작한 화학공정에 대한 연구개발이 수행되어야 한다. 

     한국은 가압경수로를 이용한 원자력발전 분야에서는 세계 6위권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원자력수소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초고온가스로 분야에 있

어서 우리나라는 거의 경험이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악조건에서 제4세대 원전의 

하나로 원자력선진국들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활동에 적극참여 하고, 2년이라는 짧

은 기간에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초고온가스로의 개념설계를 수행하고, 다양한 연구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원자력기술 관련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

었으며, 향후 원자력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 다고 할 수 있다.

     원자력시스템과 연결되어 물의 분해를 통한 수소생산 공정에 대한 국내 연구 

활동도 본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취약한 

연구 환경에서 원자력수소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내 관련 비원자력 

분야 연구기관과 공동연구개발 수행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즉, 화학공정이 주로 

고려되는 수소생산 공정의 연구와 개발에 관련 분야의 기초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

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참여하게 되었다. 이 결과 두 연

구원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이 활성화되고 과학기술인력의 양적 질적 제고가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상이한 분야의 연구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연구개

발을 수행하는 좋은 사례를 제공하 다고도 평가된다.

     원자력수소 관련 취약한 국내관련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핵심기술을 효율

적으로 습득하기 위해서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다. 이 결과 초고온가스로 

관련 많은 기술과 경험을 가진 미국 GA사 그리고 중국 칭화대의 INET와 원자력수

소를 위한 공동연구센타를 설립하 다. 그 결과 한미, 한중 원자력수소관련 기술교

류를 보다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낳았으며, 두 공동연구센타는 향후 원자력분야 양

자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정부는 미래 대체에너지의 하나로서 수소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에서 일반국민들의 수소에너지에 대

한 인식은 매우 낮은 편이다. 원자력수소 사업에서는 사업초기부터 적극적인 대 국

민 홍보를 수행하여 왔다. 그 결과 수소에너지의 필요성과 장점이 보다 많은 일반

국민에게 전파되는 효과를 얻었다고 확신한다. 또한 이러한 노력은 미래 청정에너

지의 두 축이 될 수 있는 원자력과 수소에 대한 대중의 긍정적인 인식에 많은 기여

를 하 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효과는 향후 국가 에너지 정책의 효과적인 수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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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개발 실적물 목록

표 4.1.2. 연구개발 실적물 - 국내발표

연

번
논문제목 학술지(회의)

연도/권

/호
주관단체

연   구

(발표)자

1
제어분석을 위한 고온가스로 모델
링

2005 KNS 춘계  2005 KNS 송순자

2
원자력수소:고온수증기 전기분해에 
의한 수소 생산기술 및 효율고찰

한국수소 및 신
에너지학회 춘
계학술회의

 2005
한국수소 
및 신에너
지학회

신 준

3
두 종류 프리즈머틱 핵연료 집합체
에 대한 열수력적 평가

KNS 추계학술
회의

 2005 KNS 탁남일

4
Conceptual design of the 
intermediate heat exchanger for 
the helium gas cooled reactor

2005 추계 한국
화학공학회

 2005
한국화학공
학회

위명환

5
초임계증기사이클의 상대출력 특성 
분석

한국공업화학회 
2005 추계학술
발표회

 2005
한국공업화
학회

 위명환

6
Thermodynamic optimization of 
the regenerative power conversion 
system of a nuclear power plant

한국화학공학회 
2005 추계학술
대회

 2005
한국화학공
학회

 위명환

7
증기발생계통의 급수증기배관내 압
력분포 특성

한국화학공학회 
2005 추계학술
대회

 2005
한국화학공
학회

 위명환

8
다양한 일차에너지원의 수소생산단
가

KNS 추계학술
회의

 2005 KNS  최재혁

9
반달형베플을 갖는 가스냉각 열교
환기의 전열성능 특성 평가

한국공업화학회 
2005 추계 학술
대회

 2005
한국공업화
학회

 위명환

10
블록형 고온가스로 틈새 매움재로
서 흑연에 대한 주석의 적합성

KNS 추계학술
회의

 2005 KNS  이용선

11
주석틈새메움재를 사용한 초고온가
스원자로 핵연료 블록의 부수로해
석

2005 KNS 추계
학술대회

 2005 KNS  조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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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연구개발 실적물 - 해외발표

연

번
논문제목 학술지(회의)

연도/권

/호
주관단체

연   구

(발표)자

1
 Nuclear Hydrogen Project in  
Korea

 중국수소학회  2004
중국수소학

회
박창규

2
 Nuclear Based Hydrogen 
Technology Development in 
Korea

 한일원산  2004
 원자력산

업
박원석

3  Nuclear Energy in Korea
 한중과학기술
혁신포럼(북경)

 2005  과기부 박창규

4
 HTGR Developement for 
Nuclear Hydrogen in Korea

한중과학기술혁
신포럼(북경)

 2005  과기부 박원석

5 고온가스 냉각로의 제어 특성연구  ICONE 13  2005

 

ASME/JS

ME

송순자

6
국내 안전계통 소프트웨어의 확인
검증 절차

 CNS  2005  CNS 송순자

7
Methane-Methanol-Iodomethane 
Cycle Couple to th HTGR for 
Nuclear Hyfrogen Production

 ICAPP'05  2005  ANS 신 준

8 원자력발전소 안전계통 개발  CNS  2005  CNS 송순자

9
열용량이 원자로제어에 미치는 
향 연구

 SMIRT 18  2005  IASMIRT  송순자

10 고온가스 냉각로의 제어성 평가
 NSFC/KOSEF 

Joint Seminar
 2005

NSFC/KOS

EF
 송순자

11
원자력발전소의 전자기 노이즈 측
정 방법 및 비교

 CNS  2005  CNS  송순자

12
환형 노심의 반경/높이 비율의 최
적화

 동계 미국원자

력학회
 2005  ANS  김용희

13
장주기 고연소도 블록형 핵연료집
합체 연구

GLOBAL 2005  2005  ANS  김용희

14
Nuclear Hydrogen Production 
Project in Korea

3rd 
OECD/NEA 
IEM

 2005
OECD/NE

A
 신 준

15 환형 고온가스로의 반응도 특성
ANS Annual 
meeting

 2005  ANS  김용희

16
이중비균질성 제거를 위한 등가반
응도 변환법

ANS winter 
meeting

 2005  ANS  김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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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 활용 계획

제 1 절 실증로 노형 및 용량 평가 분야

○ 향후 원자력수소 생산 실증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실증 시스템 설계요건을 만족하

도록 설계될 것이기 때문에 사업기간 동안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것이다.

○ 초고온가스로 두 참조노형(PMR과 PBR).에 대한 특성 비교평가는 향후 원자력수

소업의 기초자료로서 도움이 될 것이다.

○ 본 연구에서 개발된 노형 및 용량 평가 방법론은 향후 2단계 연구에서 국내실정

에 적합한 초고온가스로 노형 및 용량 결정에 사용될 것이다.

○ 미래 수소수요 예측 및 원자력수소 적정모듈 평가 결과는 원자력수소 사업의 기

획과 추진에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 원자력 시스템의 개발은 인허가 가능성을 전제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인

허가 현안은 향후 개념설계 및 기본설계 단계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기술현안으로서 매우 중요한 자료임. 또한 이들 결과는 규제기관의 초고온가스로 

규제기술 개발에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것이다.

제 2 절 수소생산 공정평가 분야

○ 수소생산 공정평가 결과는 실증시스템의 개념설계 단계에서 수소생산 공정 최적

화에 중요한 핵심자료로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 기획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사용될 것이다.

○ IS 관련 해외 연구기관의 능력 평가 결과는 기술협력 대상 선정과정에서 참고자

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 원자력수소의 경제성 평가 결과는 개념설계 단계에서 수소생산 단가 최적화를 위

해서 활용될 것이다. 또한 이 결과는 타 에너지원 대비 원자력수소의 경제성을 보

여줌으로써 원자력수소 사업의 당위성 홍보를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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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국제협력 및 대국민 수용성 증진기반 조성 분야

○ Gen-IV 공동연구 참여방향 설정과 관련된 결과는 원자력수소 사업을 위해서 필

수적인 Gen-IV 공동연구의 지침으로 활용될 것이다.

○ 한미, 한중 원자력수소 공동연구센타는 향후 이들 나라와의 공동연구의 창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GA사의 5개분야 공동연구는 모두 초고온가스로의 핵심적인 기술에 관련된 것으

로서 2단계 개념설계에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될 것이다.

○ 원자력수소의 당위성 관련 적극적인 홍보와 지자체 대상 설명회의 결과는 향후 

실증시스템의 건설단계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원자력수소 시스템의 유지의사를 타진해 온 바 있다.

○ 자체기획 결과물은 정부주관 2단계 연구 기획 과정에서 기본 참고자료로서 활용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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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15-20줄)       

     본 연구의 목적은 원자력수소 생산시스템 최적화를 위하여 국내 초고온가스

로 노형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론은 개발하고 수소생산 공정의 기술성 및 효율성

을 평가하는 것이다. 또한 효율적인 원자력수소 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제협력 기

반 및 대국민 수용성 증진 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주요한 목표 중의 하나이다. 실

증시스템이 만족해야 할 요건을 상위요건과 기능 및 설계요건을 구분하여 도출하

다. 노형결정을 위해서 블록형 및 페블형 두 참조노형에 대한 비교평가를 수행

하 다. 다양한 비교인자를 고려하여 노형을 결정하기 위해서 해석적계층화법에 

기초한 노형평가 방법론을 개발하 으며, 실증로의 최소 용량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 다. 다양한 원자력수소 생산공정의 객관적 평가지표를 도출하여 

IS 열화학 공정, 웨스팅하우스 복합황산 공정, 고온전기분해 공정을 비교/평가하

다. 또한 고온전기분해, IS 공정 및 MMI (Methane-Methanol-Idomethane) 공정

의 열효율을 체계적으로 분석하 다. 원자력수소를 위해서 현재 유망한 공정으로 

평가되는 IS 사이클에 대한 구체적인 공정도를 파악하고 핵심기기 및 장치의 특

성을 파악하 다. 또한 원자력수소의 경제성을 다양한 일차에너지와 비교하 으

며, 원자력수소의 경제성이 매우 높으며 미래 수소생산 방법으로서 매우 큰 경쟁

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효율적인 기술개발을 위해서 제4세대 원전 참

여방향을 설정하 고, 한미 및 한중 원자력수소 공동연구센타를 개설하고 공동연

구를 추진하고 있다.

주제명 키워드 (10단어 내외): 초고온가스로, 원자력수소, PMR, PBR, IS 사이

클, 고온전기분해, 수소생산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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