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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산업에서 기체, 수용액  유기상의 다양한 화합물 형태로 발생되는 트리튬 오염물질의 

처리 기술을 성공 으로 실증하 음.

1) 배기체 트리튬 산화-흡착 공정 실증  설계코드 개발에서는 산화제로서 1.0 wt% Pt/SDBC 

매를, 흡착제로서 제올라이트 13X를 사용하여 배기체 트리튬의 산화-흡착 공정 실증 장치

를 설계하고 제작하 음. 실증장치의 성능시험 결과 90ℓ/hr의 처리량에서 제염계수가 100 

이상을 확인하 음.

2) 소용량 삼 수소수 CECE 공정 실증  설계코드 개발에서는 1.0 wt% Pt/SDBC와 4x4 mm 

Dixon gauze wire-mesh를 활용한 LPCE 매탑과 SPE 수 해조를 연계공정으로하는 CECE 

장치에 해 4ℓ/day의 처리량  제염계수 13～20의 실증시험을 완료하고, CECE 설계코드

를 작성하 음.

3) 유기상 트리튬 처리공정 개발에서는 0.5 wt% Pd/Al2O3를 산화 매로 사용하여 에탄올  아

세톤 수용액의 산화 환율 99%를 달성하 음.

4) GC 트리튬 분리용 충 재 개발에서는 충 재로서 Pd-Pt/Alumina를 제조하고 D/H 분리 효

율 90% 이상의 수소동 원소 분리성능을 달성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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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트리튬 배기체  삼 수소수 처리기술 개발 

II.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방사성 원소인 트리튬 오염물질은 핵확산 항성 핵연료주기공정, 수형 원자로와 

트리튬을 활용하는 첨단시설 등의 국내 원자력 산업에서 기체, 수용액  유기상의 다

양한 화합물 형태로 발생되며, 원자력의 국민 수용성 확보를 해서 ALARA 개념으로 

안 하게 처리되어야 함. 이러한 배기체 트리튬  삼 수소수 등의 오염물질을 재활

용하거나 환경으로 방출시키기 한 트리튬의 제거  분리 기술의 확보는 국민 보건 

향상과 트리튬 응용제품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기술 조성에 필수 임.

  2007년 월성 삼 수소제거시설(TRF)의 가동에 따라 매년 7 MCi의 트리튬이 생산되

고, 정부가 방사성 동 원소 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트리튬 응용 기술

의 발  속도와 이에 따른 트리튬의 수요량이 격히 증가할 것으로 상됨. 트리튬 

처리기술은 향후 성자원, 발 성 반도체, 베타 핵 지  핵융합연료 등의 트리튬 소

재를 성장 동력으로 하는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효과가 있음. 

  트리튬 련 산업의 배기 는 배수 의 트리튬 배출 리 기 은 선진국은 물론 국

내에서도 국민 보건 향상 측면에서 계속 엄격해질 것으로 망되므로 원자력 산업의 

지속 인 발 을 해서는 트리튬 오염물질의 처리기술 확보가 요구됨. 트리튬 처리기

술의 개발은 원자력에 한 수용도 제고와 국민이해 기반조성에 정 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임.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본 연구에서는 배기체 트리튬 산화-흡착 공정  소용량 삼 수소수 분리공정을 실

증하 음. 배기체 트리튬의 산화-흡착 공정에서는 목표치를 처리량 10 ℓ/hr  제염계

수 100을 목표로 실증시험을 실시하고, 설계코드를 개발하 음. 그리고 소용량 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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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CECE 공정에서는 목표치를 처리량 4 ℓ/day  제염계수 10을 목표로 실증시험

을 실시하고 그 설계코드 개발하 음.

  세부연구내용으로, 배기체 트리튬 산화반응기 시험평가, 트리튬 산화물 주기  흡탈

착 공정시험, 유기상 트리튬 처리 반응시험, 소용량 삼 수소수 CECE 요소공정 실증장

치의 상세설계, 수소동 원소 교환탑 성능시험  평가, 기분해 수소화 공정 성능시

험, 트리튬 정제 투과막공정 성능시험, GC 트리튬 분리용 충 재 제조 등을 수행하

음.

IV. 연구개발결과 

  트리튬 처리기술의 개발과제에서는 기체, 수용액  유기상의 다양한 화합물 형태로 

발생되는 트리튬 폐기물의 제거  분리 기술을 성공 으로 실증함으로써, 트리튬 

련 환경문제를 기술 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하 음. 구체 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

○ 배기체 트리튬 산화-흡착 공정 실증  설계코드 개발에서는 산화제로서 1.0 wt% 

Pt/SDBC 매를, 흡착제로서 제올라이트 13X를 사용하여 배기체 트리튬의 산화-흡착 

공정 실증 장치를 설계하고 제작하 음. 실증장치의 성능시험 결과 90ℓ/hr의 처리량

에서 제염계수가 100 이상을 확인하 으므로 목표치(처리량: 10ℓ/hr, 제염계수: 100)를 

충분히 달성하 음. 한 산화-흡착 공정 설계코드를 개발하여 국내 핵확산 항성 핵연

료주기공정 등에서 방출되는 배기체 트리튬의 안 한 처리방안을 제시하 음.

○ 소용량 삼 수소수 CECE 공정 실증  설계코드 개발에서는 1.0 wt% Pt/SDBC를 

활용한 LPCE 매탑과 SPE 수 해조를 연계공정으로 한 CECE 장치를 개발하고, 4ℓ

/day의 처리량과 16.2 mol/hr의 배출 수소유량에서 제염계수가 13～20임을 성공 으

로 실증하 으므로 제염계수 10의 CECE 실증 목표치를 달성하 음. 한 CECE 설계

코드를 작성하여 삼 수소 응용산업에서 직  활용할 수 있도록 하 음. 

○ 유기상 트리튬 처리공정 개발에서는 0.5 wt% Pd/Al2O3를 산화 매로 사용하여 에

탄올  아세톤 수용액의 산화 환 시험 결과, 각각 500  700℃ 이상에서 목표 산

화 환율 99%를 달성할 수 있었음.

○ GC 트리튬 분리용 충 재 개발에서는 충 재로서 함침  알코올 동시 환원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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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Pt/Alumina를 제조하고 수소동 원소 분리성능을 실시한 결과, 29.2% D2-H2 혼합

기체에 하여 최  85%의 D2 회수율에서 순도 90% D2 분리효율이라는 우수한 결과

를 얻었기에 목표로 삼은 D/H 분리 효율 90% 조건을 달성할 수 있었음.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계획

  트리튬 배기체을 처리하는 산화-흡착 복합공정과 소용량 삼 수소수를 처리하는 

CECE 공정 등을 포함한 트리튬 오염처리공정은 국내 트리튬취 시설로부터 발생되는 

다양한 트리튬의 안 한 처리에 직  활용할 수 있음. 특히 핵확산 항성 핵연료주기

공정에서 발생되는 배기체 트리튬의 처리공정에 직  활용이 가능함.

  트리튬은 재 그람 당 3,600만원이며, 트리튬 응용제품의 부가가치는 10배로 추정

됨. TRF에서 분리된 700그람의 트리튬을 량 제품화 하는 경우, 시장가치는 매년 

2,500억원에 해당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트리튬 처리기술은 향후 트리튬 소재

( 성자원, 발 성 반도체, 베타 핵 지  핵융합연료)를 성장동력으로 하는 첨단 산

업에서 발생되는 각종 트리튬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음.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트리튬 분리용 충 재는 향후 국내 원자력 산업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소량의 트리튬 폐기물을 처리하는 소형 설비의 핵심소재로 활용이 가능함.

  트리튬에 포함된 수분과 산소를 정제하는 트리튬 정제 투과막 기술은 미래의 에 지

로 각 받고 있는 수소의 제조시 제조방법과 계없이 필수 인 수소정제 공정에 활용

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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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The amount of tritium in waste generated by the nuclear industry and its chemical 

form vary as a function of reactor type, plant operation, the method of fuel 

reprocessing and the radioisotope production process. Separation or removal of 

tritium from waste and effluent will be beneficial to its management. Technologies 

of separation or removal of tritium were developed in this study.

The gaseous tritium (HT, DT or T2) is contained in off-gas from research reactors, 

nuclear power plants that use heavy water and tritium-handling facilities. This 

off-gas has been usually released to the environment without removal of tritium 

because the tritium concentration is low enough to satisfy the permissible release 

concentration specified in regulation. However, as the regulation tends to be 

strengthened for increasing the safety more and as the generation of off-gas 

containing relatively high concentration of tritium is also expected due to the 

expansion of the use of tritium in nuclear industry, it is recently being recognized 

that the treatment of off-gas containing tritium is important. The tritium in off-gas 

is usually treated by two steps. It is first oxidized to tritiated water vapor by a 

catalyst and then the vapor is adsorbed in a molecular sieve drier.

In this study, the oxidation of hydrogen in air saturated by water vapor was 

investigated by using Pt catalyst supported on a polymer (1 wt% Pt/SDBC). From 

the result, a model was established to simulate the oxidation reaction. Based on this 

model, the calculation code was developed to support the design of catalyst bed for 

oxidation of tritium in off-gas. A demonstration scale equipment was designed and 

manufactured to prove the availability by catalytic oxidation and adsorption process 

for treatment of tritium in off-gas. Pt/SDBC as oxidation catalyst and Zeolite 13X as 

adsorbent was charged in the beds, respectively and the performance test was 

carried out. Finally it was confirmed that decontamination factor of the equipment 

showed more than 100 under the flow rate of off-gas of 90 ℓ/hr and at the 

temperature of 65～80℃. Therefore it was concluded that catalytic oxidation and 

adsorption process by using Pt catalyst supported on a polymer (1 wt% Pt/SDBC) 

as oxidation catalyst and Zeolite 13X as adsorbent would be applied to tre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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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gas containing tritium at the relatively lower temperature.

Tritiated hydrogen and hydrocarbon are usually oxidized to a tritiated water vapor 

to make the tritium adsorbable and easy to treat. The adsorption system as a 

subsequent process plays an important role in a tritium recovery and its 

performance affects the overall detritiation efficiency significantly. In order to 

quantify an adsorbent’s utilization and its dynamic capacity against an inlet 

humidity and a flow rate, a series of quantitative tests based on the break-through 

behavior were carried out in an isothermal fixed bed of synthetic zeolites such as 

molecular sieve 4A, 5A, 13X and Mordenite. The amount of water vapor breaking 

during the adsorption was estimated to provide a breakthrough capacity at the 

various inlet flow rates and humidity conditions. The molecular sieve 13X exhibited 

a better adsorption performance at a given bed height.

A small scale CECE process has been developed combining LPCE catalytic column 

with SPE (solid polymer electrolyte) electrolysis. The catalytic column was a 

trickle-bed type packed with the mixture of 1 wt% Pt/SDBC catalyst and 4 mm 

Dixon wire-mesh ring. The experimental results of the CECE process proved that 

the decontamination factor of 13~20 under the operating conditions of the water of 

the 4 ℓ/day and the effluent hydrogen gas of 16.2 mol/h. Therefore 

decontamination factor of 10 which was the goal of the verification of CECE 

process, was successfully attained. A design code of CECE process also developed 

which will be applied the tritium industry.

  A water electrolysis system was developed for the application of a CECE process. 

In the CECE process, a tritiated water is concentrated highly at LPCE column and 

the concentrated water is chemically broken down into hydrogen and oxygen gases 

at a electrolyser. For the purpose, a SPE was used to establish the water electrolysis 

system, because a SPE has a high efficiency in the water electrolysis and needs a 

compact facility. The used electrolyte was Nafion 117, which was coated with Pt as 

a cathode catalyst and IrO2 as a anode catalyst. The active area of the SPE 

electrolyte was 475 cm
2 and the water electrolyser system consisted of four 

membrane assembly. In a performance test, the electrolyser showed hydrogen 

production rate, 6.91 ℓ/min (= 8 ℓ-water/day) in a current range of 240~245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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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it was successfully applied into a CECE process for the treatment of 

tritiated water.

The palladium alloy membrane was selected for hydrogen purification in the 

detritiation process. A rig was installed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the 

solution-diffusion model to a palladium alloy membrane Model HP-2 of Johnson 

Matthey Inc. Very high pure hydrogen could be obtained as a permeate. The 

solution-diffusion model was applied to a palladium alloy membrane to obtain the 

design parameters for the detritiation process. It was found that the membrane 

followed the solution-diffusion model very well.

Tritiated organic liquid could be generated by the tritium industry and fusion 

facilities. Some tritiated waste streams produced today in fusion devices and 

elsewhere are tritiated pump oil, tritiated liquid scintillation cocktail and tritium 

labeling. Tritiated organic liquid waste present another relatively important category 

of hazardous waste. This technology is focused on the reduction of tritiated organic 

waste by treatments that allow convert to all tritium to tritiated water. In this 

study, an experimental method by using catalytic oxidation was tested in a heated 

catalytic reactor of 0.5 wt% Pd/Al2O3 (3.2mm pellets). The simulated organic liquid 

was converted to water over 99%. It is concluded that the catalytic oxidation 

technology is technologically feasible and safe, and could be adapted for the 

treatment of tritiated organic waste.

A gas chromatographic column material was developed for the separation of mixed 

hydrogen isotopes. As a column material, a Pd-Pt alloy on α-alumina was selected. 

For the manufacture of the column material, simultaneous impregnation & alcohol 

reduction method was tried. The produced Pd-Pt alloy on alumina was very 

effective for the separation of D2-H2 gas mixture. In experimental result, the 

separation efficiency was increased as a decrease of test temperature. And the flow 

rate effect was not clear in this experiment. It could be possible to achieve 90% 

separation efficiency using the Pd-Pt alloy on alumina. Especially,  17 wt% Pd-Pt 

on Alumina showed 90% separation efficiency at 77 % yield for the separation of 

29.2 % D2-H2 gas mixture. Therefore it was successful to make a gas 

chromatographic column material for the separation of mixed hydrogen isoto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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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방사성 원소인 트리튬 오염물질은 핵확산 항성 핵연료주기공정, 수형 원자로와 트리튬을 

활용하는 첨단시설 등의 국내 원자력 산업에서 기체, 수용액  유기상의 다양한 화합물 형태

로 발생되며, 원자력의 국민 수용성 확보를 해서 ALARA 개념으로 안 하게 처리되어야 한

다. 이러한 배기체 트리튬  삼 수소수 등의 오염물질을 재활용하거나 환경으로 방출시키기 

한 트리튬의 제거  분리 기술의 확보는 국민 보건 향상과 트리튬 응용제품을 수출산업으

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기술 조성에 필수 이다.

  국내 핵확산 항성 핵연료주기공정의 경우 사용후핵연료의 해체/ 단  공기 산화 

(vol-oxidation) 과정 등에서 부분의 트리튬이 기체 는 증기상태로 핵연료에서 방출된다. 

이 배기체 트리튬을 산화-흡착 복합공정 등으로 히 수집하면 기존의 재처리공장에서 발생

하는 삼 수소수에 비해 농도는 2～20 Ci/ℓ로 높은 반면에 수용액 처리량은 매우 을 것으

로 상된다. 따라서 기존의 재처리공장에 비해 경제 인 삼 수소수 처리기술을 효과 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재 세계의 핵연료재처리공장은  공정의 특성상 100㎥/MTU 수 의 많

은 삼 수소수가 발생되며 그 농도는 3.5～7.0 mCi/ℓ 수 임. 바닷가에 있는 공장들은 이 폐

기물을 바다로 직  방출하고 있으나, 미국 DOE 산하 Hanford site 등과 같이 내륙에 치한 

공장들은 지하수 의 트리튬 농도를 EPA의 음용수 허용치 이하로 유지시키기 해 량의 트

리튬 폐기물을 경제 으로 처리하는 기술은 물론 장하는 방법의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삼 수소 수로부터 트리튬을 분리하는 월성 TRF는 액상 매교환과 온 증류공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약 20,000톤의 수재고량을 100 kg/h의 속도로 처리하는 용량 설비

에 합하기 때문이다. 하나로 반사체 수의 트리튬 오염을 처리하는 설비의 경우 수재고량

이 약 4.8톤으로 매우 으므로 소용량임은 물론 하나로 건물내 설치해야하므로 소형이어야 

함. 이 설비에 한 공정은 기분해와 GC 트리튬분리 시스템이 최 이므로 우선 으로 GC 

트리튬 분리공정의 핵심소재인 충 재의 개발이 필요하다.

  배기체 트리튬 제거기술은 원자력발 의 확 에 따라 부산물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의 친

환경  재활용에 의한 우라늄 자원 활용을 극 화, 삼 수소수 분리기술은 트리튬에 의한 작업

자 피폭  환경방출량을 가능한 낮게 유지시킴으로써 하나로의 원활한 운 과 향후 상되는 

수명 연장에 기여할 수 있다. 2007년 월성 삼 수소제거시설(TRF)의 가동에 따라 매년 7 MCi

의 트리튬이 생산되고, 정부가 방사성 동 원소 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트리튬 

응용 기술의 발  속도와 이에 따른 트리튬의 수요량이 격히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트리

튬 처리기술은 향후 성자원, 발 성 반도체, 베타 핵 지  핵융합연료 등의 트리튬 소재를 

성장동력으로 하는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효과가 있다. 트리튬 처리 기술의 자립은 기술도입이 

가능하더라도 도입국으로부터 막 한 기술료가 부과될 것으로 상되므로 기술료에 한 수입

체 효과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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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튬 련 산업의 배기 는 배수 의 트리튬 배출 리 기 은 선진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국민 보건 향상 측면에서 계속 엄격해질 것으로 망되므로 원자력 산업의 지속 인 발 을 

해서는 트리튬 오염물질의 처리기술 확보가 요구된다. 트리튬 처리기술의 개발은 원자력에 

한 수용도 제고와 국민이해 기반조성에 정 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트리튬 응용

에 한 연계 력업무도 활성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련된 환경산업은 지속 이고 꾸

한 기술발   일반사회의 심으로 국민 이해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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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 국내 기술개발 황 

  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트리튬 오염물질은 주로 월성 원 의 수로과 다목  연구로인 하

나로의 삼 수소 수이다. 월성 원 에서는 트리튬에 의한 작업자의 피폭과 환경방출량을 

감화하기 해 2005년 운  목표로 TRF를 건설 이며, 하나로에서는 삼 수소 수의 처리방

안을 검토 에 있다. 그러나 향후 핵확산 항성 핵연료주기공정에서 발생하는 트리튬 배기체와 

월성 TRF의 트리튬을 활용하는 첨단산업의 트리튬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기술에 한 연구 실

은 없다고 할 수 있다.

  1989년 한국원자력연구소와 력연구원은 과기부의 요구에 따라 트리튬에 의한 월성원  종

사자는 물론 주변 주민의 피폭감소와 환경오염방지를 해 트리튬 제거방안에 한 기술 , 경

제  검토를 한 결과, 2013년까지 약 30MCi의   2,300man-rem 작업종사자의 피폭이 

상되어 트리튬 제거시설의 설치가 불가피함을 제시하 다. 그 후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이를 

한 기반기술을 확보하기 해 온 증류기술(CD), 액상 매 교환(LPCE)용 매 개발 등 트

리튬 제거용 단 공정 장치개발에 주안 을 두고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1999년부터 력연구

원과 공동으로 TRF를 한 일럿 실증연구를 수행하 다. 월성 2,3,4호기의 건설 이후 한국수

력원자력주식회사는 AECL을 설계의 주계약자로 하여 TRF를 건설 에 있으며, 2005년 이후 

가동될 정임. 월성 TRF는 LPCE와 CD로 설계되었으며,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소와 력연구

원이 공동으로 오랫동안 개발해온 LPCE 공정용 소수성 백 매가 핵심소재로 사용되게 되었

다. 

  2005년 이후부터 가동 정인 TRF의 최종 생성물은 99.0%이상의 트리튬 기체이며, 속 트

리타이드 형태로 안 하게 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월성 TRF의 트리튬 

장용기 개발을 한 연구를 시작하 으며, 임시 장재  장기 장재 개발, 장용기의 재료 

특성 시험, 운반용기의 개발 등 장용기와 직  련된 연구는 물론 트리튬 안  취 기술 확

보를 해 트리튬 취 용 glove box를 제작하여 시운  하 으며, 수소동 원소의 재결합반응 

실험  수소동 원소 분석 기술을 개발하 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500 kCi  트리

튬 장용기는 월성 TRF의 가동과 함께 월성 장에서 사용될 정이다.

  재 국내의 트리튬 취 시설은 유일하게 한국원자력연구소에 큐리 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

으며, 기 인 트리튬 련 실험을 수행한 바 있다. 트리튬을 활용하는 산업에 필요한 트리튬 

리기술을 보유하기 해서는 트리튬용 게터, 트리튬 분배시스템, 트리튬 감시 시스템, 트리튬 

계통 안 성 평가 기술은 물론 트리튬 오염물질의 처리 요소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국외 기술개발 황 

  선진국의 트리튬 처리  리기술은 수형 원자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시설, 발 선원 제

조시설  국제핵융합실험로 (ITER) 등 트리튬 취 시설의 안 성을 확보하기 하여 발 되

어 왔다. 재 국제 으로 트리튬 처리를 포함한 리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선진국은 캐나다, 

일본, 미국, 독일 등인데 이 국가들은 트리튬 처리  리시설을 설치 운용하고 있다.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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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음용수의 트리튬 허용농도가 트리튬 련 시설 주변의 지하수의 규제치로 엄격히 용

되고 있으며, 향후 환경 방출량이 더 낮게 요구되는 개량형 트리튬 취 시설에서는 트리튬 처

리기술이 매우 요하게 될 것으로 측되고 있다.

  부분의 선진국들은 자국의 실정에 부합되는 트리튬 오염 처리를 포함한 리  응용 개

념과 시스템을 제시하고, 상당 기간에 걸쳐 이에 한 실증시험을 통하여 상용사업에 진입하거

나 는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다. 실제 사례로서, 반 인 개념  시스템 구축에 1

0～20년간의 장기 인 기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개발․제시된 자국의 트리튬 처리 기술에 

하여 최고 20년에 달하는 장기 인 실증시험연구를 수행하 거나(캐나다, 미국 등) 계획(일본 

등)하고 있다. 트리튬 련기술의 개발은 CANDU의 운 에 따른 발 소 안 성 향상, 방사선 

안 리  트리튬 폐기물 리 등을 하여 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핵융합로 

련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캐나다는 삼 수소 수와 경수의 처리(water detritiation), 수소 동 원소 분리, 트리튬 회수

와 핵융합연료 세정 등의 트리튬처리기술의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삼 수소 수 

는 경수 처리 분야에 있어서, OPG의 달링톤 TRF는 하루 10 Mg의 삼 수소화 수를 처리하

여 연간 약 7.4×1017 Bq (20 MCi)의 트리튬을 회수하고 있다. CECE 공정 기술이  다른 하

나의 삼 수소수 처리기술로서 비용과 안 성을 개선하고 수요자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하

여 연구되어 왔다. CECE 공정이 pilot 규모로 AECL CRL에서 시험되었는데, 7개월간 370 

GBq/kg의 수를 8.5 TBq/kg 까지 농축함으로써 이 CECE 공정의 기술, 안 성  운  성능

이 성공 으로 입증한 바 있다. 이 공정은 제염계수가 50,000 이상으로 운 되었고, 운  자료

는 공정 모델을 확인하는데 사용되었다. 

  일본의 트리튬 련 연구는 핵융합로의 트리튬 공학  과학, 트리튬의 환경 거동  생물학

 향, 수로의 트리튬 리와 트리튬 폐기물의 리에 하여 연구기 과 학교에서 수행

되고 있다. 트리튬 오염 처리기술 개발은 주로 JAERI의 Tritium Process Laboratory (TPL)에서 

핵융합연료주기계통을 해 수행되고 있는데, 수소동 원소 분리를 한 온 증류와 수용액 

트리튬폐기물 처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JNC는 재처리공장을 하나 보유하고 있으며, JNFL은 

로카쇼무라에 상용의 재처리공장을 건설 인데, 재 트리튬은 액상 는 기상으로 바다 는 

기 에 방출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 여러 가지 수소동 원소 분리 방법 에서  GC를 

이용한 분리방법은 운 과 구조가 단순하고 분리효율이 높은 장 이 있다. 1997년 Watanabe 

등은 팔라듐 합 과 구리 분말 혼합물을 충 재로 만든 컬럼을 이용하여 GC 분리시험을 수행

한 결과 수소- 수소의 분리효율은 높았지만 수소의 회수율이 충분하지 못함을 보고한 바 

있다. 

  미국은 다량의 트리튬이 이용되었던 1950년  이후부터 트리튬 연구에 큰 심을 가지고 있

다. 1981년 DOE의 Mound 시설에 ALARA 개념으로 트리튬 방출을 이기 하여 CECE 

pilot plant를 건설하 다. 1997년 10월 DOE의 SRS (Savannah River Site)는 환경 복원 로그

램으로 주변 지역에  트리튬으로 오염된 지하수의 문제 을 개선하기 해 AECL과 계

약을 체결하 다. 이에 해 AECL 측은 트리튬 리기술로서 최 의 방안을 범 하게 검토

하여 트리튬 폐기물 처리시설로 1980년 DOE Mound시설의 탈삼 수소 제염으로 증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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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CE 공정 채택이 한 해결책의 하나임을 제시하 다. 2001년 12월 Lawrance Berkeley 국

립연구소내 트리튬표지화합물을 연구하는 NTLF (National Tritium Labelling Facility)이 폐쇄

되었는데, 약 15ℓ정도의 유기상 트리튬 폐기물이 수집되었다. 이 유기상 폐기물은 메탄올, 에

탄올, 아세트니트릴  다른 용매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EPA의 권고에 의해 일반  폐기물과

는 달리 glove box 내에 설치되어 유기물질을 산화시키고 공정  발생하는 삼 수를 포집할 

수 있는 매 산화 계통을 이용하여 처리하 다. 미국 DOE 산하 Hanford site의 폐수에는 비

교  높은 트리튬이 함유되어 있다. 재 Hanford site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연간 25 million 

gallons의 처리용량을 가지는 ETF (Effluent Treatment Facility)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ETF 처

리공정은 여러 가지 폐기물  트리튬을 효율 으로 처리할 수 없다. 2002년 10월부터 시작된 

Hanford의 폐기물 리 로젝트를 통해 트리튬에 오염된 폐수의 정화  리를 하여 폐기

물  트리튬을 경제 , 효율 으로 처리를 한 기술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미국의 Los 

Alamos 국립 연구소 (LANL) 에서는 물과 메탄 같은 불순물 기체로부터 트리튬을 회수하는 

공정을 연구하 다. 이러한 목 을 해서는 그 공정의 건설  운 이 단순하고, 다른 폐기물

을 생성시키지 않으며, once-through 공정을 사용해야 하며, 삼 수소수를 발생시키는 간 공

정 단계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공정으로써 Palladium Membrane 

Reactor(PMR)를 선정한 바 있다. PMR은 매반응기와 palladium membrane permeator를 결

합한 장치이다.

  독일의 트리튬 련 연구는 주로 Karlsruhe Tritium Laboratory (TLK)에서 수행되고 있음. 핵

융합로 개발을 한 트리튬 연구에 있어서 TLK는 체 유럽의 심 인 역할을 하고 있다. 

재 약 200 kCi 트리튬 취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트리튬의 안  리, 트리튬 폐기물의 최소

화,  게터베드의 개발에 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벨기에 원자력연구센타 (SCK/CEN)는 1978년부터 핵연료 재처리공장의 수용액상 방출수로

부터 트리튬을 분리하기 한 ELEX 공정을 개발하 다. Pilot plant의 처리량은 0.15 ㎥/d, 공

 트리튬농도는 100 Ci/㎥, 감용과 제염 계수는 100이었다. 이 ELEX 공정의 탈삼 수소 원리

는 CECE 공정과 마찬가지로 매탑과 기분해조로 구성되어 있다.  SCK/CEN은 2000년 약

제 산업에서 발생되는 삼 수소화 유기상 폐기물 분 (총량 17 TBq, 비방사능 0.05～1 

TBq/L)을 정부 부처의 요구로 처리가 용이한 트리튬산화물 형태로 환하는 계획을 착수하

다.  유기상 폐기물의 산화-흡착공정 실증시험에서 99.99% 환율과 공정의 안 성  신뢰성

을 확인하고, 2002년말까지 이 공정으로 부분의 유기상 폐기물을 트리튬 산화물로 환 처리

하 다.  한 유럽 핵융합 개발 약 (EFDA)의 탈삼 수소 연구 로젝트와 더불어 산업용 트

리튬폐기물 처리와 련된 인 라를 구축할 정이다.

  러시아의 Petersburg 원자력 물리 연구소 (Nuclear Physics Institute)에서는 수소동 원소들

의 분리에 한 많은 연구를 수행하 다. 수  경수 폐기물의 정화는 소수성 매를 이용한 

CECE 공정의 물-수소 동 원소 교환반응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CECE 공정은 러

시아의 Petersburg 원자력 물리 연구소에서 장기간 연구 에 있으나, 재 상용 운 되고 있

지는 않고 있다. 최근 상용 운 을 하여 소수성 매가 충 된 교환탑, 기분해조  상변

환을 한 burner를 결합하 고 련 연구를 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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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결과

제 1   배기체 트리튬 산화-흡착공정 실증  설계코드 개발

1. 배기체 트리튬 산화 공정 설계 코드 개발

  가. 배기체 트리튬 산화반응

     수를 사용하는 연구용원자로, 가압 수로형 원자력발 소, 기타 트리튬 취 시설 등에

서 운 에 발생하는 트리튬 배기체는, 배기체 의 트리튬 농도가 낮을 경우, 지 까지는 주

로 기 에 그 로 방출하여 왔지만 차 배기체 리 기 이 엄격하여 지는 추세와 아울러 

원자력 산업의 발달과 함께 기  방출이 어려운 비교  높은 농도의 트리튬을 함유하는 트

리튬 배기체의 발생도 상되므로 트리튬 배기체 처리의 요성이 높아지고 있다[3.1.1].

     트리튬 배기체는 기체 상태의 트리튬 (T2, DT, HT) 는 수증기 상태의 트리튬 산화물 

(DTO, HTO, T2O)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두 상태의 트리튬을 원하는 시설 는 설비로부터 

제거하기 한 표 인 흐름도를 그림 3.1.1에 나타내었다. 기체 상태의 트리튬은 매를 사용

하여 수증기 상태의 트리튬 산화물로 변화시킨 후 흡착제를 사용하여 흡착, 제거한다[3.1.2-4]. 

배기체 에 원래 존재하던 수증기 상태의 트리튬 산화물은 기체 트리튬의 산화 생성물과 함

께 흡착제로 흡착, 제거하는 것이 일반 이나 경우에 따라 별도의 흡착제를 사용하여 기체 트

리튬 산화에 앞서 배기체에 함유된 수분과 함께 미리 흡착, 제거할 수도 있다[3.1.5]. 따라서 이

와 같은 트리튬 배기체 처리계통에서 가장 요한 기술은 기체 트리튬의 산화공정과 산화생성

물의 흡착, 제거공정 임을 알 수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도 2001년 0.5% 팔라듐 매를 사용하여 수소와 산소의 산화실험을 

수행한 바 있는데 당시 150 ℃의 비교  낮은 온도에서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환률이 0.9

에 이르는 주목할 만한 결과를 얻은 바 있다[3.1.6]. 본 연구에서는 자체 제조한 소수성 고분자 

백  매를 사용하여 트리튬 함유 배기체를 모사한 수소 함유 공기의 산화반응 실험을 찰

하 으며, 이를 통하여 배기체 트리튬 산화공정 설계코드에 필요한 반응 모델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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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튬 배기체 발생 시설/구역/글로브박스

산화촉매탑 흡착탑

순환송풍기

트리튬 배기체 발생 시설/구역/글로브박스

산화촉매탑 흡착탑

순환송풍기

그림 3.1.1. 트리튬 배기체 처리 흐름도

    (1) 실험 장치  구성

       트리튬 함유 배기체를 모사한 수소 함유 공기의 산화반응을 찰하기 한 장치의 구

성은 그림 3.1.2에 나타내었으며 그림 3.1.3은 그 사진이다. 실험 장치는 반응기체 공  장치 

(Mass flow controller), 습도 조  공  장치 (Humidifier), 산화 매탑, 수소농도 측정기, 습

도 측정기 (노  측정기, Dew point meter)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응기체는 반응기체 공  

장치와 습도 조  공  장치에 의하여 수소농도 1,000 μmol H2/mol air, 수증기 포화상태로 

조 된 후, 산화 매탑에 주입된다. 산화 매탑에서 반응된 기체는 습도 측정기와 수소농도 

측정기에 의하여 습도와 수소농도가 각각 측정된 다음 외부로 배출된다. 

                           그림 3.1.2. 산화반응 실험 장치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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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산화반응 실험 장치 사진

    (2) 실험 조건

       실험에 사용한 조건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주입 공기 유량 : 60～600 ℓ/hr 

         - 산화반응 온도 : 30～80℃ 

         - 주입 공기  수소농도 : 1,000 μmol H2/mol air

         - 주입 공기  수분 : 수증기 포화 (30℃)

         - 산화 매 : 0.1 wt% Pt/SDBC (Styrene Divinylbenzene Copolymer)

                      0.2 mm 펠렛, 소수성, 자체 제조

         - 산화 매탑 : 직경 20 mm, 높이 420 mm

  주입 공기의 유량은 60～600 ℓ/hr의 범 에서 유속  유량에 따른 향을 찰하 으며, 

산화 매탑의 온도를 30～80℃의 범 에서 변화시켜 가며 수소의 화율 변화를 찰하 다. 

이때 주입되는 공기의 온도는 30℃, 공기 의 수소농도는 1,000 μmol H2/mol air, 수분은 포

화 상태가 되도록 일정하게 유지하 다. 산화 매는 자체 제조한 0.1 wt% Pt/SDBC (Styrene 

Divinylbenzene Copolymer)를 사용하 다. 매의 크기  형상은 0.2 mm 펠렛으로 그림 

3.1.4와 같다. 산화 매탑은 직경 20 mm, 높이 420 mm 크기의 유리 을 사용하 으며, 항온 

장치에 의하여 온도를 조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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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실험에 사용한 0.1 wt% Pt/SDBC 매

    (3) 산화반응의 해석  모델

       본 연구에 의한 수소 산화반응의 지배 방정식은 다음 식을 이용하 다.

                               0=-u dC
dz
+D

d
2
C

dz 2
-kCm            (3.1.1)

  여기서 u는 유속, C는 수소농도, z는 축방향 길이, D는 혼합 확산계수, k는 반응속도 상수, 

m은 반응차수이다.  식에서 첫째항은 축방향에 따른 수소농도의 변화를, 두 번째 항은 분산

에 의한 수소농도의 향을, 세 번째 항은 반응에 따른 수소농도의 변화를 나타낸다. 

   식에서 분산에 의한 향을 무시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0=
dC
dz
+
k
u
C
m             (3.1.2)

  실험 조건에서 산화 매탑에 주입되는 공기 의 수소농도는 1,000 μmol H2/mol air로 수

소 산화에 필요한 산소의 농도가 상 으로 매우 크기 때문에 반응을 1차 속도식으로 가정하

면 환률(f), 반응속도상수(k), 유속(u)  유량(Q), 온도(T)와의 계 다음과 같다.

먼  환률을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f= 1 -
C
C 0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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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C는 산화 매탑 출구의 수소농도, C0는 산화 매탑 입구 즉, 산화 매탑에 주입

되는 수소의 농도이다. 식 3.1.2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dC
dz
= -

k
u
C                        (3.1.4)

   식을 분하여, 길이 L인 매탑에서의 환률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f= 1- e - kL/u                       (3.1.5)

  이를 다시 유량(Q)과 매층 부피(Vc)로 나타내면,

                              f= 1- e - kVc/Q                        (3.1.6)

   식으로부터 반응속도상수 k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k=
u
L
ln (

1
1- f

) =
Vc
Q
ln (

1
1- f

)      (3.1.7)

  한 반응속도상수 k와 온도와의 계는 다음과 같이 Arrhenius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k= Ae -E/RT                          (3.1.8)

  는

                              ln k= lnA-
E
RT

                      (3.1.9)

  여기서 A는 Arrhenius 상수, E는 활성화에 지이다.

실험을 통하여 온도  유량에 따른 환률 변화를 찰하고 그 결과를  식을 사용하여 

Arrhenius 식으로 나타냄으로써 배기체 트리튬 산화공정 설계코드에 필요한 반응 모델을 결정

할 수 있었다.

    (4) 산화반응 실험 결과

       소수성 고분자 백  매인 1 wt% Pt/SDBC로 충 된 매탑의 온도를 온도 30～80 

℃의 범 로 유지하면서 기 수소 농도 0.1 mol% 인 수증기 포화 공기를 유속 8～50 cm/sec

의 조건으로 통과시키며 온도  유량 변화에 따른 환률의 변화를 찰한 결과는 각각 그림 

3.1.5  그림 3.1.6과 같다. 

  그림 3.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에 사용한 매탑(직경 20mm, 매층 420mm)에서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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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부근에서 0.1 이하의 비교  낮은 환률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온도가 증가하면 환률도 

아울러 증가함을 찰할 수 있었고, 이 효과는 낮은 유속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한 그림 

3.1.6에서는 유량이 증가할수록 환률이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1.5. 온도에 따른 환률 변화

그림 3.1.6. 유량에 따른 환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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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  유량 변화에 따른 환률을 식 1.7을 이용하여 다시 그림 3.1.7과 같이 도시하여 직

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각 온도에서의 반응속도상수를 구할 수 있다. 이 게 구한 각 온도에서

의 반응속도상수를 표 3.1.1에 나타내었다.

그림 3.1.7. 반응속도 상수의 결정

표 3.1.1  각 온도에서의 반응속도상수

온도 (℃)  반응속도 상수(ℓ․min/ℓ)

30 1.53

40 3.19

60 12.2

80 27.2

  반응속도상수와 온도와의 계는 Arrhenius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를 하여 먼  식 

1.9를 이용하여 y축을 ln k, x축을 1/T로 Arrhenius plot을 한 결과는 그림 3.1.8과 같다. 그림

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활성화에 지이며, y축 편은 Arrhenius 상수이다. 반응의 Arrhen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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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와 활성화에 지는 각각 7.5 x 108 min-1과 3.033 kcal/mol 이었으며, 따라서 본 실험에서 

찰한 수소 산화반응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k = 7.5×10
8
e
- 3,033/RT (3.1.10)

   식을 사용하여 온도 변화에 따른 반응속도상수의 변화를 그림 3.1.9에 나타내었으며, 이 

자료는 설계코드 작성에 사용되었다.

  이상에서 찰한 바와 같이 고분자 백  매인 1 wt% Pt/SDBC 매는 온도 30～80℃ 범

의 비교  낮은 온도,  수증기 포화 조건에서도 비교  큰 반응속도상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산화반응이 이 조건에서도 빠르게 진행되었다. 한 비교  낮은 활성화에 지 

값을 나타내므로 낮은 온도에서도 높은 환률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알루미나 등과는 달리 

소수성이므로 매 내에 물이 축 되지 않는 장 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고분자 백  매인 

1 wt% Pt/SDBC 매는 앞으로 트리튬 배기체를 효과 으로 처리하는 데 이용할 수 있을 것

으로 망된다.

그림 3.1.8. Arrhenius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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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반응속도 상수의 온도에 따른 변화율

  나. 배기체 트리튬 산화공정 설계코드

     앞에서 실험한 수소 산화반응 실험 결과를 토 로 배기체 트리튬 산화공정 설계코드를 

작성하 다. 설계코드에 사용한 반응모델에 따르면 일정 온도에서 반응속도상수는 유속에 상

없이 일정한 값을 갖으며, 산화 매탑 설계의 기 가 되는 온도에 따른 반응속도상수는 실험

으로부터 구한 Arrhenius 식으로부터 계산하 다. 배기체 트리튬 산화공정 설계코드는 엑셀

일로 작성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입력  출력

            ․입력 : 주입 유량, 유속, 산화 매탑 온도, 제염계수

            ․출력 : 환률, 반응속도상수, 매탑 직경, 매탑 높이

         - 환률 : 주어진 제염계수에 한 환률

         - 반응속도상수 : 주어진 산화 매탑 온도에 따른 반응속도상수 계산

         - 매탑 직경 : 주어진 주입 유량  유속에 따른 매탑 직경 계산

         - 매탑 높이 : 주어진 온도, 유속, 제염계수에 따른 매탑 높이 계산

  그림 3.1.10은 입력 값으로 유량 90 ℓ/hr, 유속 8 cm/s, 산화 매탑 온도 80 ℃, 제염계수 

100에서의 출력 결과를 나타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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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0. 배기체 트리튬 산화공정 설계코드의 입력  출력 시트

  작성된 설계 코드를 이용하여 여러 조건에서 제염계수 100을 얻기 한 매탑 높이를 구하

으며 그 결과를 표 3.1.2  그림 3.1.11에 나타내었다.

표 3.1.2.  배기체 트리튬 산화 매탑 설계 결과 (필요 매탑 높이, cm)

        선속(cm/s)

온도(℃)
8 20 35 50

30 1,200 3,200 5,500 7,900

40 650 1,700 3,000 4,300

50 360 950 1650 2400

60 200 550 950 1,350

70 120 320 560 800

80 80 200 350 500

* 매탑 직경: 20 mm, 제염계수 100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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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  매탑 온도  선속에 따른 필요 매탑 높이 변화

( 매탑 직경: 20 mm, 제염계수: 100 기 )

2. 트리튬 산화물 흡착기술

  가. 트리튬 산화물 흡착 제거 특성시험

     본 연구에서는 제염 공정에서 유기상 산화처리에서 발생되는 유기탄소나 탄산가스 분

기[3.1.7]에서 수증기 흡착성능 확인과 재생모드 온도에서 트리튬으로 치환된 결합수의 탈착이 

용이하여 후속 흡착 주기에서 제염 효율의 향상과 장기 으로 성능이 유지될 수 있는 합성제

올라이트의 흡착 시험을 수행하 다. 수소가 삼 수소로 치환된 수증기의 흡착 제염에서 범

하게 사용되는 합성 제올라이트는 높은 함수율을 나타내고 열  안 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고온에서 물리 으로 흡착된 모든 수분을 탈착시키므로 재생 사용이 가능하다 [3.1.8-10]. 그러

나 실제 재생모드 온도에서는 트리튬으로 치환된 결합수나 의 탈착이 용이하지 않아 흡착제의 

트리튬 메모리 용량으로 잔류되므로 연속 흡착 주기에서 향을 미칠 수 있다 [3.1.11-12]. 

  흡착제별 트리튬 산화물 선택성, 용량, 흡착율  안정성 비교평가를 검토하 다. 일반 으로 

사용되는 수분 흡착제에는 실리카겔, 활성알루미나, 합성 제올라이트 등이 있는데 사용온도와 

수증기압에 따라 최 의 흡착제가 사용되어야 한다. 온도가 30℃이하의 수증기압 20mmHg의 

정도에서는 실리카겔과 활성알루미나가, 온도가 높고 수증기압이 낮을 경우에는 합성 제올라이

트가 유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들 흡착제의 수증기에 한 흡착성은 매우 우수하나 트

리튬으로 치환된 수증기(HTO)에 한 흡착 선택성은 물과 동일하다. 크로마토그램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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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O-HTO) 실시 를 인용하면 실리카겔이 우수한 분리특성을 보여주나, 실제 제염 공정 

용을 해서는 흡착용량과 흡착률이 주된 설계인자가 된다. 

  표 3.1.3과 3.1.4는 4가지 흡착제의 온도에 따른 최  흡착용량과 물성을 나타내었다. 이들 흡

착용량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며, 실리카겔과 활성알루미나는 온도의 의존성이 매우 

큰 반면 합성 제올라이트는 상 으로 온도의 향을 덜 받는다. 30℃이하의 온도에서는 실리

카겔과 활성알루미나는 합성 제올라이트와 비교하여 우수한 흡착 능력을 나타내고 40℃이상의 

온도에서는 반 가 된다. 따라서 합성 제올라이트가 높은 온도와 낮은 습도 분 기에서 우수한 

흡착용량을 보여주고, 이 용량은 온도와 수증기압에 한 의존성이 비교  기 때문에 안정

인 흡착 제염제로 사용 가능하다 [3.1.13-14].

  수분 흡착 효율은 흡착제의 잔류 함수량에 의하여 결정된다. 합성 제올라이트는 다른 수분 

흡착제(desiccant)보다는 잔류 함수량이 크나 수분의 흡착 용량 면에서 낮은 습도 범 에서도 

게 감소함을 나타낸다. 그러나 재생특성은 일정하며, 이것은 차로 수분이 탈착되는 것이 

아니고 흡착층의 온도가 임계 에 도달하게 되면 갑자기 탈착하는 특성이 있어 수분의 회수가 

용이하다. 흡착제의 재생은 가열재생법(Thermal-swing Procedures)과 진공재생법 (Pressure- 

swing Procedures)으로 구분된다. 흡착제별 가열 재생온도는 실리카겔은 150-180℃, 활성알루미

나는 175-300℃ 그리고 합성 제올라이트형인 Molecular Sieve Type A는  200-350℃로 요구되

고 있다. 이러한 수분 흡착제의 흡착능력은 재생 회수가 많아짐에 따라 잔류 수분  결합수의 

생성으로 경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1.12].

표 3.1.3.  흡착제별 수분 흡착용량(mmol/㎖)의 온도의존성

Column 
temperature(℃)

Silica gel
Activated 
alumina

Molecular sieve 
13X

Molecular sieve 
5A

25 16.0±0.4 14.8±1.7 10.0±0.9 9.6±0.6

40 6.2±0.1 6.9±0.4 7.5±0.2 7.4±0.5

55 4.1±0.2 5.6±0.1 6.7±0.2 6.8±0.1

70 3.0±0.2 4.6±0.2 6.2±0.2 6.3±0.1

80 2.6±0.1 4.2±0.2 5.4±0.2 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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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흡착제의 물성

Particle 

shape

Bulk density 

(g/㎤)

Internal 

voids (%)

Surface area 

(㎡/g)

Average pore 

diameter (Å)

Molecular 

sieve 

3A

4A

5A

13X

P, C, B

P, C, B

P, C

P, C, B

0.71-0.75

0.72

0.62

0.64

30

32

34

38

700

700

700

600

3

4

5

10

Activated 

alumina

G

B

0.80

0.75-0.80

25-30

50-60

235

400

35-45

40-45

Silica gel
G

B

0.64-0.77

0.74-0.82

35-50

45

700-900

250

20-40

70

* P: Powder, C: Cylindrical pellets, B: Beads or Spheres, G: Granules

  제올라이트 구조 산화물을 트리튬 산화물 흡착제로 선정하 으며  기 물성을 비교 평가

하 다. 알칼리  알칼리토 속의 규산알루미늄 (Aluminosilicate) 수화물인 합성 제올라이트

(Molecular sieve: 미국의 린데사가 공업 으로 제조하고 있는 상품명)는 천연 제올라이트류와 

비슷한 결정구조를 가진 나트륨 염으로, 화학식은 일반 으로 Nam(AlO2)m(SiO2)n ·xH2O로 표

시된다(m≤n).  SiO4사면체와 AlO4사면체가 3차원 인 그물구조를 형성하는 결정체이며, 이 그

물 이 공동을 형성하고, 그 속에 나트륨 이온이 존재한다. 이것은 결정 구조 으로 각 원자의 

결합이 느슨하여 미립물질을 흡착할 수가 있어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흡착제로 사용을 하고 

크기가 다른 미립물질을 분리시키는 분자체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 공간 사이는 약 18%까지의 

수분을 채울 수 있으며 고온에서 물리 으로 흡착된 모든 수분을 탈착시켜도 골격은 그 로 

있기 때문에 재생 사용이 가능하다. 이것의 공동은 균일한 지름을 가지며, 가느다란 구멍이 가

로 세로로 연결되어 있다. 구멍의 각 지름(Å)의 크기에 따라 4A, 5A, 13X 등의 종류(표 3.1.4)

가 있는데, 이 에서 5A는 나트륨의 일부가 칼슘으로 치환된  것이다. 산화 나트륨 ( 는 산

화 칼슘), 산화규소, 산화 알루미늄 그리고 물의 화합물을 150∼155℃, 고압 하에서 처리하면 

제올라이트는 수열합성 반응에 의해 생긴다. 그리고 제올라이트는 형태별로 구별하면 A형 이

외에 beta, mordenite, Y, ZSM-5 타입 등이 있다 [3.1.12]. 

  지름이  균일한 가느다란 구멍을 다량으로 가져 뚜렷한 흡착력을 보유하므로, 분자를 체질하

는 작용을 가진다. 공업용 흡습제, 이산화탄소나 황화수소 등의  흡수제, 노말 라핀과 이소

라핀 등의 분자를 체질하는 데 사용된다.  탄화수소의 분해, 합, 이성질체화, 불균일화 등 

각종 매활성을 지니며, 한 매 담체로서도 우수하기  때문에, 특히 석유화학 공업용 매

로서 다량으로 사용된다.

  동 원소 교환효율은 교환되는 수소 원자와 바로 결합되는 원자들 근처에서 고립 자 의 

유무에 따른 원자의 자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자 의 존재는 동 원소 교환효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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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되며 로서, O-H, N-H(아민)의 결합들은 거의 즉시 교환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나 암모늄

염은 그 지가 않다. 그래서 Aluminosilicate 격자에 이러한 유기 화합물을 끼워 넣어 액상에서 

이온화 된 트리튬의 선택  흡착을 유도 할 수 있다.

  합성 제올라이트의 경우 가열 재생시 승온 속도에 따라 공동 내부에 흡착된 수증기가 빠져

나오기도 에 내부 압력 상승으로 분해되기 어려운 수산기의 결합수를 형성되어 탈착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합성 제올라이트 가운데 Mordenite형이 가열 재생시 탈착이 어려운 수산화물

의 생성이 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표 3.1.5  합성제올라이트 (Union Carbide molecular sieve)의 수분 흡착용량

Basic 

type

Nominal 

pore 

diameter(Å)

Common form

Bulk 

density 

(g/d㎡)

Maximum heat of 

adsorption         ( 

kcal/kg H2O)

Equilibrium 

H2O capacity 

(wt%)

4A 4

Powder

Pellets

1/16"

1/8"

Beads

8-12 mesh 

4-8 mesh

14-30 mesh

480

750

720

720

750

70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8.5

22

22

22

22

22

5A 5

Powder

Pellets

1/16"

1/8"

480

690

690

1000

1000

1000

28

21.5

21.5

13X 10

Powder

Pellets

1/16"

1/8"

Beads

8-12 mesh 

4-8 mesh

480

640

640

720

750

1000

1000

1000

1000

1000

36

28.5

28.5

28.5

28.5

  나. 트리튬 산화물 주기  흡탈착 공정시험

     수소가 삼 수소로 치환된 수증기의 흡착 제염에서 범 하게 사용되는 합성 제올라이

트는 높은 함수율을 나타내고, 열  안 성이 우수하여 고온에서 물리 흡착된 모든 수분을 탈

착시킬 수 있으므로 재생 사용이 가능하다. 합성 제올라이트가 높은 온도와 낮은 습도 분 기

에서 우수한 흡착용량을 보여주고, 온도와 수증기압에 한 의존성이 비교  기 때문에 안정

인 흡착 제염제로 사용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흡착제의 동  흡착성능을 알기 해 류형 과특성을 시험할 수 있

는 시험 장치를 구축하고. 흡착제별 흡착 주기 시험  제염 효율성을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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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합성제올라이트 흡/탈착 거동  흡착 시험평가

       모의 트리튬 산화물의 흡착시험 장치는 캐리어 기체 공 과 기체  액체 질량유량조

기(MFC, Bronkhorst사)로 조합된 항습장치, 흡착컬럼, 그리고 노  측정모듈로 구성되었다 

(그림 3.1.12). Carrier 기체는 수분의 순도가 1ppm이하인 크로마토그래피 등 의 고순도 공기

(N2: 79%, O2: 21%)를 사용하 다.

    

그림 3.1.12.  모의 트리튬 산화물 흡탈착 시험장치

  흡착 컬럼은 1/2인치 STS 튜 (내경: 11mm, 길이: 10cm)를 사용하 고, 양단에 흡착제 지지

를 해 철망체가 삽입된 Swagelok 리듀싱 유니언을 연결하 다. 흡착탑은 흡착시 항온조의 

물을 순환시켜 일정한 온도로 유지하며, 탈착시 280℃의 고온 히터에서 재생하 다. 흡착제는 

1.6mm의 펠렛 형태의 Linde사의 molecular sieve 4A, 5A, 13X형과 Na-mordenite형 합성제올

라이트를 사용하 으며, Mordenite는 Na 양이온이 치환된 Zeolyst international사의 Na- 

mordenite (Zeolyst™ CVB 10A )를 사용하 다.

  흡착탑 출구 노 은 세라믹 Cermet II 센서가 장착된 국 Michell사의 노 계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측정  기록하 고, 흡착 시험조건은 10∼40℃에서 carrier 공기흐름의 상 습도가 

20∼75%로 변하도록 수분의 양을 조 하 다.

  재생은 280℃의 탈착조건으로 출구 노  변화가 -35℃이하가 될 때까지 진행하 으며 0.2 ℓ

/min의 건조공기 유량으로 약 5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약 10 cm
3
의 molecular sieve 4A, 5A, 

13X  mordenite를 채운 흡착 탑을 사용하여 항습 공기유량과 습도 변화에 따라 출구 노 변

화를 찰하여 흡착능력이 종료되는 과 까지 흡수된 수분량을 이용하여 동  흡착성능을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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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한 습도의 공기흐름이 컬럼으로 유입되어 한계 노 을 유지할 수 없는 탈습 용량까지를 

과용량이라고 하며 공기의 습도  처리 유량에 따라 달라진다. 이 한계 노 을 과 이라

고 하며 그 이 후에는 노 이 격하게 올라가 더 이상 탈습능력을 잃게 된다.

  그림 3.1.13은 흡착온도 25℃에서 약 71%상 습도를 가진 공기의 유량변화 (0.4～1 ℓ/min)

에 해 4가지 합성제올라이트 과거동을 나타내었다. 공통 으로 유량이 많을수록 과가 빨

리 도달되어 과용량이 감소하 다. 이러한 상은 흡착제 내부 세공으로의 수분 확산이 흡착

탑을 지나는 공기 유량에 비해 상 으로 느리기 때문에 흡착효율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1.14는 25℃의 흡착온도에서 상 습도가 각각 22, 36, 50, 71%를 가진 공기 (1 ℓ

/min)가 흡착탑을 통과할 때 출구에서 측정된 노 으로 과거동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습도

가 높을수록 과 에 이르는 시간이 단축되는 거동을 보여주고 있으나 흡착탑을 통과한 공기

의 유량과  동반된 습분량을 고려할 때 동일한 흡착제에 해 거의 비슷한 흡착용량을 나타내

고 있다. 동일한 습도조건 (25℃, 71%RH)과 공기유량 (1 ℓ/min)에서 4가지 합성제올라이트의 

과거동을 비교한 결과 13X형이 비교  높은 과용량을 나타내었다(그림 3.1.15).

  그리고 항온으로 유지되는 흡착탑의 온도별 흡착 과 거동을 시험하 다. 그림 3.1.16은 

molecular sieve 13X형 흡착탑에서 입구 노 조건이 2, 9, 14 그리고 20℃ 일 경우 흡착탑 온도

가 15, 25 그리고 35℃로 유지되는 조건의 과거동을 나타내고 있다. 흡착온도가 높을수록 

과가 빨리 일어나는 상이 찰되었으며 즉, 높은 온도에서는 과용량이 감소함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수증기 회수 는 삼 수소화 수증기의 흡착탑 설계  운 을 해서는 성능지표인 

합성제올라이트의 동  과용량 자료가 필요하게 된다. 그림 3.1.17에서는 흡착 컬럼을 통과하

는 공기유량이 1 ℓ/min일 때 상 습도에 따른 4종류의 합성제올라이트 흡착제들의 과용량

을 나타내었다. 25℃에서 75%이하의 상 습도에서는 과용량이 습도변화의 향은 그다지 크

지 않았으나 13X형이 170 kg-H2O/m3bed 정도의 우수한 용량을 보여주는 반면 mordenite형은 

다소 낮음을 보여주었다. 항습 유량변화에 따른 합성제올라이트 흡착제들의 과용량을 비교한 

결과 체로 유량이 증가할수록 과용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고 흡착제  13X형이 높

고 mordenite형이 가장 낮은 과용량을 나타내었다(그림 3.1.18).

  탈착시험은 흡착된 컬럼을 280℃의 온도로 유지하면서 0.2ℓ/min의 건조공기를 통과시켜 출

구노  변화를 살펴보았다. 수분의 흡착정도에 따라 탈착지연은 달라질 수 있으나, 노 이 20

에서 -25℃까지 떨어지는 구간에서 시간에 따른 노  변화율은 미세세공 A 타입이 가 른 하

향 거동을 보이는 반면 -25℃이후는 약간 완만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가 른 노  변화율은 

수분이 일시 으로 탈착되는 구간임을 알 수 있으며 노  변화율이 완만한 -25℃이후에는 탈착

속도가 더딤을 알 수 있었다(그림 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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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  유량에 따른 합성제올라이트의 수분 흡착 과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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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  상 습도에 따른 합성제올라이트의  수분 흡착 과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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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6.  흡착온도에 따른 molecular 

sieve 13X의  수분 흡착 과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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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7.  상 습도 변화에 따른 

합성제올라이트의  수분 흡착 과용량

그림 3.1.18.  공기유량에 따른 

합성제올라이트의  수분 흡착 과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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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9.  합성제올라이트의  탈착거동

    (2) 흡착제 열안정성 평가

       흡착제의 수분 제거는 활성화 온도를 높이므로 쉽게 탈착이 가능하며, 부분의 제올라

이트계의 구조는 700℃ 정도 까지는 안정하므로 높은 온도로 탈착이 가능하다 [3.1.10].  X선 

회 분석을 통해 Linde사의 A  X형의 합성제올라이트는 750℃ 부근에서 분해되는 반면 

mordenite 제올라이트는 거의 1000℃까지도 결정구조가 유지되므로 안정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합성제올라이트의 세공 구조는 A  X형은 3차원 세공 네트워크 교차 통로를 가지며 

mordenite 제올라이트는 선형  단일 통로로 되어 있음이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올라이트의 열  건 성을 확인하기 하여 다공성 결정체 구조의 마이크

로 세공 부피를 아르곤 분 기에서 8시간 동안 처리 온도에 따라 비교해 보았다. 그림 3.1.20은 

5A, 13X형  mordenite 제올라이트의 고온 활성 온도조건이 미세 세공부피에 미치는 향을 

보여주고 있다. 세공 부피는 Dubinin-Raduschevich 계식을 사용하여 질소에 한 등온흡착

으로부터 계산되었으며, 3가지 합성 제올라이트는 약 700℃까지는 미세 세공의 부피가 어들

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이상의 온도에서는 보고된 정보와는 달리 Na-mordenite 제올라이

트도 세공이 어드는 상을 알 수 있었으며, 흡착제들은 700℃ 부근의 분해온도 까지는 향

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공성 합성제올라이트는 내부에 분포된 세공까지 수증기가 확산되어 흡착될 수 있으며, 가

열 탈착시 갑작스런 온도상승이나 세공 통로의 막힘으로 수증기압에 의한 흡착제의 균열  

손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반복  수분 흡착  가열재생 사용으로 미세 세공을 가진 합성제

올라이트들의 세공 손상과 표면 균열은 흡착능을 서서히 하시킨다. 그리고 흡착된 수분이 흡

착제 표면에서의 수화 (Hydration) 상으로 생긴 미량의 잔류 수분은 가열에 의해서도 재생을 

어렵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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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0.  열처리 온도에 따른 미세 세공부피 변화

  다. 트리튬 산화물 흡탈착 주기공정 개발  설계코드 개발

    (1) 공정개발의 필요성

       삼 수소가 결합된 물은 공기 에서는 기 온도조건에서 상 습도만큼 수증기 형태로 

존재한다. 국내에서는 삼 수소가 결합된 물이 공기 으로부터 흡입될 수 있는 농도 리치를 

유도공기 농도 (3x10
5
 Bq/m

3
)로 정의하여 그 이하의 삼 수소 작업환경농도유지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배기 의 배출 리기  (3x10
3
 Bq/m

3
)으로 삼 수소화 수증기 배출농도를 리

하고 있다 [3.1.15].

  삼 수소로 치환된 삼 수소화 수소는 산화반응에 의해 삼 수소가 결합된 수증기 형태로 

환하여 건조제(Desiccant)에 의해 흡착 포집시켜 제염한다. 이 흡착과정에서 수분을 포집할 

수 있는 흡착용량과 수분이 탈착되어 배기되는 공기  수분의 양에 따라 제염능력(제염계수)과 

지속성이 결정된다.

    (2) 흡착탑 모델링

       본 연구에서는 수증기 형태의 삼 수소를 제염하기 하여 합성제올라이트를 사용한 

흡착공정을 상으로 련 물질수지로부터 지배식을 설정하고, 구성 변수들의 수치 해를 풀 수 

있는 로그램을 완성하 다.

  그림 3.1.2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일정한 수분을 함유한 공기가 흡착탑을 통과할 때, 흡착

제가 수분을 흡수하면서 포화되어 이동되는 개념  패턴을 나타내었다. 흡착탑을 통하여 흡수

되는 지역의 이동은 유입되는 수분의 함량, 유량, 흡착제의 흡착용량, 흡착탑  흡착제의 기하

학  구조, 규모 등과 흡착탑내 분산계수(Em)  흡착제 개별 입자의 내부 확산(Def)과 물질

달 속도(kf) 등의 라메타에 의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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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  시간에 따른 일정 흡착패턴

  흡착탑은 그림 3.1.22와 같이 균일한 직경(dp)을 가진 펠렛형의 흡착제가 채워져 있으며, 그 

사이로 유체가 흐를 수 있도록 일정한 공극율(εb)을 가진 외부와 열 달이 없는 단열 고정층이

라고 가정하 다. 그리고 흡착제는 흡착질이 내부로 확산하여 많은 양이 흡착될 수 있도록 

하는 비표면이 크고 다공성인 것이 특징이며, 여기에서 개별 흡착제는 일정한 다공도(εp)를 

보유하고 있음을 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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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  고정층 흡착탑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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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층 흡착탑을 통과하는 이동상에서 흡착질에 한 물질수지로부터 다음과 같은 지배식을 

설정하 다. 

      

 



 
 






     
                       (3.1.11)

  흡착탑 입출구에서 경계조건과 기조건은 다음과 같다.

      
 

  

     ,   
 

  
   ,      

  이동상으로부터 고정상에 흡착되는 흡착질의 축 량과 개별 원기둥 모양의 입자에서 반경방

향으로의 확산은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3.1.12)

  본 연구에서는 합성제올라이트 흡착제상의 수분 흡착은 아래 식과 같은 Langmuir 형의 등

온흡착 계[3.1.16]를 따른다고 가정하 다.

        





 


                                         (3.1.13)

  고정상의 계식(2)에서 개별 고정상 입자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계조건  기조건이 용

된다.

      
 

  

   , 
 

  
    

      ,      

  상기 (1)과 (2)식들은 다음과 같은 무차원 변수와 라메타를 도입하여 이 들로 구성된 

식으로  다시 쓸 수 있다. 도입된 무차원 변수와 라메타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30 -

벌크 이동상에서 무차원 지배식은

     
 

 





  
 
 

 





 

 

  

   




                      (3.1.14)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경게조건  기조건을 다시 쓸 수 있다.

       
  

  

    ,   
  

  

    ,            

  고정상 개별 흡착제 입자에 한 무차원 변수  라메타로 구성된 지배식은

      

 

 
 


                                              (3.1.15)

  그리고 고정상에 해서도 다음과 같은 경계조건  기조건을 다시 쓸 수 있다.

       
 

  

    ,  

 







 

 


  

   




   ,      

    

  여기에서, K  qf는 다음 식과 같다.  

        


     ,   


                                     (3.1.16)

  합성제올라이트의 등온흡착 정보는 제조사에서 제시한 상 습도별 수분흡착 용량 데이터로

부터 Langmuir 상  식[3.1.16]에 의해 상수를 도출하여 사용하 다.   

    (3) 흡착탑 설계코드개발  시험비교

       지배식의 수치해를 구하기 해 연립 편미분방정식으로 구성된 지배식들의 공간 차분

화를 해 method of lines법을 이용하여 상미분방정식들로 변형하고, 벌크 흐름의 이동상과 

고정층 흡착제 입자에서 각각 유한차분법을 용하 다.

  이동상의 경우 축방향 그리고 고정상 입자의 경우 반경방향으로 차분화하고 경계조건  

기조건을 용한 상미분 연립방정식들을 해를 구하기 해 Matlab (MathWorks Inc.) 소 트웨

어를 사용하 다. 

  그림 3.1.23은 흡착온도 25℃에서 약 71%상 습도를 가진 공기의 유량변화 (0.3～1 ℓ/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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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molecular sieve 13X형이 채워진 흡착탑을 통과할 때 출구 노 으로부터 환산된 상  

습분의 양으로 표 된 과거동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앞에서 용한 모델을 근거로 시간에 

따른 출구농도를 3가지 라메타를 변화시켜 가면서 모사결과를 동시에 나타내었다. 이 결과로

부터 축방향 분산계수 (Em = 1.5×10
-3

 m
2
/sec), 흡착제 계면에서의 물질 달계수 (k = 0.02 

m/sec) 그리고 흡착제 내부를 통한 확산계수 (D = 3×10-5 m2/sec)를 용하여 모사된 과곡

선이 실험값과 어느 정도 유사함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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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3.  시간에 따른 흡착 과곡선

  모사된 과곡선 거동은 시간에 따른 제염능력의 한계를 알 수 있는 동  측과 삼 수소

가 함유된 습분(HTO)의 공기  농도, 처리유량 그리고 흡착제의 양 등에 따라 흡착 제염탑을 

설계할 수 있는 모델임이 확인되었다.

3. 배기체 트리튬 산화-흡착공정 실증

  가. 배기체 트리튬 산화-흡착 실증 장치 제작

     배기체 트리튬 산화-흡착공정 실증을 하여 설계코드에서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 

실험에 필요한 장치를 제작하 다. 실증 장치의 주요 구성 장비는 다음과 같다.

         - 산화 매탑 1조 : 직경 20 mm, 높이 1,000 mm

         - 흡착탑 1조 : 직경 11 mm, 높이 500 mm

         - 비탑 : 직경 20 mm, 높이 1,000 mm

         - 기체용 mass flow controller 3조 : 0～100, 0～500 , 0～1,000 mℓ/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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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액체용 mass flow controller 1조 : 0～2 g/hr

         - 분석장치 : 수소분석기, 노  측정기, 가스크로마토그라피

  실증 장치는 트리튬 배기체에 해당하는 수소 함유 공기를 매 상화하기 한 산화 매탑 

1조  매탑에서 산화된 수소산화물을 흡착, 제거하기 한 흡착탑 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 목 의 비탑 1조를 추가로 설치하 다. 산화 매탑으로는 기체용 유량 조  장치를 사

용하여 수소 함유 공기를 공 한다. 이때 필요에 따라 액체용 유량 조잘 장치를 사용하여 주입 

공기 의 수분농도를 조 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산화 매탑과 흡착탑을 거쳐 배출되는 공

기(배기체)는 먼  노  측정기에 의하여 수분농도가 측정되며, 이어 수소분석기와 가스크로마

토그라피에 의하여 수소농도가 측정된다. 실증 장치의 제작시방서는 부록 1에 수록하 다. 

  트리튬 배기체 산화-흡착 실증장치 공정도는 그림 3.1.24와 같으며, 제작에 사용한 도면은 그

림 3.1.25와 같다. 2006년 10월 9일 제작 완료된 실증장치는 도면과의 일치여부, 설 시험, 각 

장치의 정상 작동 시험 등 시운 을 거친 다음 실증 실험을 실시하 다. 시운  결과, 제작된 

장치에 큰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몇몇 배 에서의 설이 감지되었는데 주로 각 배

의 연결 부분에서 체결이 불완 한 상태에 기인한 것으로 연결 부분을 완 하게 체결함으로써 

설을 방지할 수 있었고 한 공기 공  배 의 잘못된 연결 등이 발견되어 이를 시정하 다. 

이 외에는 반 으로 작동 상태가 모두 양호하 다. 시운 이 완료된 장치의 사진을 그림 

3.1.26과 3.1.27에 나타내었다. 그림 3.1.26은 트리튬 배기체 산화-흡착 실증장치의 본체와 이에 

연결된 가스크로마토그라피, 공  기체 실린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27은 트리튬 배기체 

산화-흡착 실증장치에 산화 매탑과 흡착탑이 설치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산화 매탑에는 

보온 자켓이 설치되어 있으며 여기에 가열된 물을 순환 공 하여 온도를 조 하 고, 아울러 

외부 온도의 향을 가  게 받도록 단열재로 감싸 주었다.  흡착탑은 보온 자켓이나 단열

재의 사용 없이 실온에서 운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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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4.  트리튬 배기체 산화-흡착 실증장치 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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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5.  트리튬 배기체 산화-흡착 실증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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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6.  트리튬 배기체 산화-흡착 실증장치 본체  이에

연결된 가스크로마토그라피, 공  기체실린더

그림 3.1.27.  산화 매탑, 흡착탑  비탑



- 36 -

  나. 배기체 트리튬 산화-흡착공정 실증시험

    (1) 시험 조건  방법

       배기체 트리튬 산화-흡착공정 실증시험의 시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산화 매  매층 높이 : 0.1 wt% Pt/SDBC (0.2 mm 펠렛), 800 mm

         - 흡착제  흡착층 높이 : 제올라이트 13X, 500 mm

         - 주입 공기  수소농도 1,000 μmol H2/mol air

         - 주입 공기  수분농도 : 0 g/m
3
～ 7.78 g/m

3

         - 주입 공기 유량 : 90ℓ/hr (선속 8cm/s) ～ 270 ℓ/hr (선속 25 cm/s)

         - 매탑(산화반응) 온도 : 25℃ ~ 80℃

  직경 20 m, 높이 1,000 mm 인 매탑에 소수성 고분자 백  매인 0.1 wt% Pt/SDBC 

매  800 mm를 충 하 다. 직경 10 mm, 높이 500 mm 인 흡착탑에는 흡착제로 제올라이트 

13X를 완 히 충 하 다. 여기에 수소농도 1,000 μmol H2/mol air인 공기를 수분농도 0 

g/m3～ 7.78 g/m3 , 주입 유량 90ℓ/hr (선속 8cm/s) ～ 270 ℓ/hr (선속 25 cm/s)로 변화시

켜가며 일정 온도(25℃ ~ 80℃)의 산화 매탑과 흡착탑을 차례로 통과시킨 다음, 산화-흡착 반

응 후의 노   수소농도를 각각 측정하 다.

    (2) 시험 결과

       주입 공기유량 90 ℓ/hr인 경우, 공기  수분농도 0 g/m3～ 7.78 g/m3 범 에서 매

탑 온도 65℃ 이상이면 수소의 환률은 0.99로 산화반응에 의하여 공기  수소가 99% 이상 

제거됨. 한 흡착탑 출구에서의 노 은 -65℃ 이하로 수소 산화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물의 

99% 이상이 제거되었다. 따라서 이 조건에서 트리튬 배기체 산화-흡착 실증장치의 제염계수는 

100 이상임을 확인하 다.

  한 공기  수분이 수소 산화에 미치는 향을 찰하기 하여 공기  수분농도를 변화시

켜가며 환률 변화를 측정한 결과, 주입 공기유량 90 ℓ/hr에서 공기  수분농도가 0 ～ 7.78 

g/m
3
 범 에서 변화할 때 매탑 온도 60℃ 이하에서의 환률은 그림 3.1.28과 같이 나타났

다. 매탑 온도 60℃인 경우, 공기  수분농도 0 ～ 7.78 g/m
3
 범 에서 유량에 따른 환률 

변화는 그림 3.1.29와 같았다. 공기 에 수분이 존재할 때 온도가 낮아질수록, 한 공  유량

이 커질수록 매탑에서의 환률은 낮아지지만, 본 실증 장치의 설계 운  조건인 유량 60 ℓ

/hr, 운  온도 80℃에서는 수분농도에 계없이 제염계수 100 이상이 얻어질 수 있을 것이다.



- 37 -

그림 3.1.28.  매탑 온도와 공기  수분농도에 따른 환률 변화 (유량 : 60 ℓ/hr)

그림 3.1.29.  주입 공기 유량과 공기  수분농도에 따른 환률 변화 (온도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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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소용량 삼 수소수 CECE 공정 실증  설계코드 개발

1. 소용량 삼 수소수 CECE 요소공정 실증  설계코드개발

  가. 수소동 원소 교환 매탑 성능시험

    (1) 수소동 원소 교환탑 설계  제작

       (가) 친수성 충 물 선정

           기-액 을 향상시키기 하여 충 탑에서 사용되는 여러 종류의 충 물이 개발

되었으며, 탑 충 물에 요구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반응유체에 해 화학 으로 불활성이어야 함.

       ∙액체 체류 상이나 압력강하 없이 유체 흐름에 한 한 통로를 주어야 함. 

       ∙액체와 기체 간에 을 좋게 해야 함.

       ∙과다한 무게를 갖지 않으면서 강해야 함.

       ∙따라서, 부분의 탑 충 물은 불활성이며 가벼운 물질들로 만들어지고, 유체에 한

빈 공간을 크게 하고 통로를 넓게 하여 제작됨. 

  본 연구에서는 혼합 매 컬럼을 구성하기 하여 매를 둘러  수 있는 wire-mesh rings 

with cross-piece (Fullkorper사)를 충 물로 선정하 으며, 그 크기는 6x6 mm와 15x15 mm 이

었다.

       (나) 소수성 매 제조

          소수성 백 매는 기본 으로 월성원  삼 수소제거설비 (TRF)에 사용되는 

Pt/SDBC 매를 사용하 다. 알코올에 녹인 백 용액을 사용하여 백 을 담지하 으며, 230℃

에서 수소로 환원처리 하여 소수성 백 매를 제조하 다. 제조된 매의 백 함량은 1 wt%

이었으며, 측정한 기본물성은 아래와 같다[3.2.1]. 

       ∙크기 : 4 mm ± 2 mm

       ∙비표면  : 628 m
2
/g

       ∙겉보기 비  : 0.177 g/cm3

       ∙경도 : 1048 g

       ∙백 분산도 :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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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교환탑 구조 설계  제작

          수소와 물 사이의 수소동 원소 교환반응은 백 족 매상에서 일어나는데, 기상의 

수소흐름으로부터 수소가 액상의 물흐름으로 이동하는 반응의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3.2.1)

  이 반응은 다음과 같은 두 단계를 거쳐서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      (3.2.2)

  첫 번째 단계는 수소-수증기 사이의 수소교환 반응으로, 매에서 일어나며, 두 번째 단계

는 물-수증기 사이의 반응으로 기-액 계면에서 일어난다. 친수성 매를 사용하는 경우 매가 

물에 젖으면 활성이 격히 감소하므로 매상의 반응을 해서 과열 수증기상으로 물을 공

하며 이를 기상 매교환공정이라 한다. 그러나 소수성 매를 사용하면 물과 매가 직  

하여도 매의 활성이 유지되므로 증기상을 만들 필요가 없으며 이러한 공정을 액상 매교환

공정이라 한다.  

  탈삼 수소 공정의 액상 매 교환탑은 여러 가지 형태로 개발되어져 왔으며, 다단형태

(multistage type)와 trickle-bed 형태가 잘 알려져 있다. 다단형태의 컬럼 구조는 복잡하며, 친

수층과 매층은 컬럼내에서 분리되어 교 로 쌓여 있다. 물-수증기반응 단계는 친수층에서 진

행되는 반면에 수증기-수소 교환반응 단계는 소수성 매 상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매활성

하를 최 한 억제할 수 있으나, 컬럼 높이가 높아지는 단 이 있다. Trickle-bed 형태는 컬럼의 

구조가 매우 간단하다는 요한 이 을 가지며 소수성 매 는 소수성과 충 물만을 컬럼내

에 충 한다. 이러한 구조는 다단 형태보다 컬럼 높이를 더 낮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매에 

물이 직  하므로 체물질 달속도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나, 소수성 매를 친수성 충

물과 히 혼합한 구조를 만들면 총  물질 달계수를 향상 시킬 수 있다. 따라서 소용량 

CECE 공정의 개발에 있어서 매탑은 trickle-bed 형태로 하는 것이 장치 제작  운 에 있

어서 유리하다. 

  Trickle-bed 내에서 물-수증기 반응 단계는 물이 흐르는 매, 충 물  컬럼 벽에서 일어나

며 동시에 수증기-수소 교환 반응단계는 물로 덮여 있지 않은 매 표면에서 진행된다. 

Trickle-bed에서 소수성 매탑을 이용하면 물질 달 면 이 낮아지고 매탑 내에서 물의 분

포가 나빠지게 되지만, 여러 가지 연구 결과 소수성 매에 친수성 충 물을 혼합한 혼합층을 

이용하면 물질 달 속도가 크게 향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친수성 충 물과 소수성 매를 

혼합한 매 컬럼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성될 수 있으나, 소수성 매에서의 수소-수증기 반

응성뿐만 아니라 소수성 매와 가까운 역에서 물-수증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구성되

어야 한다. Trickle-bed 형 매탑의 수소동 원소 교환반응성능을 향상시키기 하여 소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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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매 (Pt/SDBC)와 친수성 충 물 (wire-mesh rings)로 매집합체를 구성하 다. 그림 

3.2.1에 Trickle-bed 실험에 사용될 소수성 백 매 친수성 충 물을 나타내었다.

         

그림 3.2.1.  소수성 백 매 - 친수성 충 물

  제작된 매탑은 친수성 충 물과 소수성 백 매가 혼합된 혼합형 매탑 (mixed bed)으

로 구성되었다. 매탑 내의 물의 흐름을 찰하기 해서 아크릴 재질로 제작하 다. 실험에 

사용될 수소 순환펌 의 용량에 따른 수소가스의 유량은 60 ℓ/min 이고, 매탑의 직경은 4 

cm이며, 이에 따라 결정된 선속도는 0.8 m/s 임. 유체의 설을 방지하기 하여 매탑 상하

부 의 연결은 O-ring을 사용하 으며, 압력 온도 측정 계기와 연결하 다. 항온 순환조에서 

공 되는 온수가 매탑 외부를 순환하도록 하여 매탑의 온도를 조 하 다. 그림 3.2.2에 

매탑의 설계도면과 제작된 매탑의 구조를 나타내었다.

그림 3.2.2.  매탑의 설계도면과 매탑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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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교환탑 성능 모사식 도출

          수소-물 동 원소교환반응에 한 여러 가지 매의 활성은 컬럼을 통과한 이후 두 

상간의 동 원소 평형에 얼마나 근 하 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근 도는 컬럼 효율 η

로 나타내며, 이것은 공 수와 평형일 때의 수소흐름  수소농도변화에 한 실제 수소흐름

 수소농도의 변화의 비로 정의된다.

                   
  
  


  
  

(3.2.3)

  수소와 물이 향류로 흐르는 충  컬럼에서, 수소 흐름에서 물 흐름으로의 수소의 이동은 

총 기상물질 달계수, Tya [g-atoms/s/m3(bed)]로 나타낼 수 있다. 체 반응기 내에서 물

의 수소 농도의 변화가 의미가 없는 작은 반응기에 하여, 단면  A, 높이 dh의 부피 dV인 

소량의 체 요소에서 기상으로부터 액상으로 수소의 달속도는 아래 미분 방정식으로 주어

지게 된다.

                     (3.2.4)

            

             G : 단 시간, 단 면 당 수소의 mol 유속

             y  : 임의의 높이 h에서 수소  수소의 mol 분율

             y* : 액체 물과 평형인 수소  수소의 mol 분율

             a :  체교환반응에 한 유효면

매층 높이 h 에 하여 이 식을 분하면, 아래와 같은 식이 되며

 



  
  

(3.2.5)

  기체의 유속은 일반 으로 부피로 측정되므로, 기상물질 달계수 Kya [m
3
(H2)/s/m

3
(bed)] 

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 이다. 

              



  
  

     F : 수소유속 (m/s)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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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매탑 성능시험장치 제작

          Pt/SDBC 매가 충 된 Trickle bed형 매탑의 성능시험을 한 실험 장치를 설계, 

제작하 다. 그림 3.2.3에 매탑 실험장치의 개략도를 나타내었으며, 그림 3.2.4에 제작된 실험

장치의 사진을 나타내었다. 그림 3.2.5에는 소수성 백  매와 친수성 충 물이 혼합된 매탑

의 사진을 나타내었다. 매탑의 직경은 3cm이며 탑의 높이는 40 cm이었으나, 실제 매가 충

된 매층은 20 cm 근방이었다. Trickle-bed 매탑은 Pt/SDBC 매와 친수성 충 물의 혼

합체로 충 하 다. 매탑에 유입되는 수소기체의 수증기와 매탑에서 나오는 물 사이의 평

형을 얻기 하여 매탑 아래에 매를 채우지 않은 평형기를 설치하 다. 이 평형기 하부에 

포화기를 설치하 다. 이 실험 장치에서 물은 매탑 상부에서 액체분배기를 통하여 주입되어 

력에 의해 매탑하부로 흐르며, 수소기체는 매탑 하부에서 상부로 순환하는 방식을 사용

하 다. 수소가스의 순환을 하여 60 ℓ/min 용량의 metal-bellows pump를 사용하 다. 매

탑의 압력을 유지하기 하여 기체순환펌  앞에서 수소기체를 보충하 다. 매탑의 온도는 

매탑 외부에 water-jacket를 설치해 조 하 다. 매탑 입구와 출구에서 수소기체의 시료를 

채취하여 HD기체의 농도를 측정하 다. HD기체 농도는 GC로 측정하 다. H2/D2 혼합기체는 

Pt/carbon 매를 통과하면서 HD기체로 환되었다. 

그림 3.2.3.  매탑 실험장치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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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매탑 실험장치의 사진

그림 3.2.5.  소수성백 매와 친수성 충 물이 혼합된 매탑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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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소동 원소 교환탑 성능시험

       CECE(Combined Electrolysis and Catalytic Exchange, 기분해 매교환결합) 공정의 

매탑에 용할 Trickle-bed형 매탑 설계를 해 온도와 수소유속 등의 여러 가지 반응조건

에서 수소- 수소간의 동 원소교환 반응실험을 수행하 다. 그림 3.2.6은 1.0 wt% Pt/SDBC 

매와 4x4 mm Dixon wire-mesh ring 패킹을 혼합 충 한 매탑에서 수행한 실험의 반응시

간에 따른 매탑 입구와 출구에서의 수소 몰분율과 반응활성(물질 달계수)변화를 나타내었

다. 반응온도 60℃, 수소기체유량 60 ℓ/min, 매탑 높이는 24 cm이었으며, 공 수의 유량은 

100 ml/min 이었다. 수소의 몰 분율은 매의 비활성화로 인하여 반응시간에 따라 계속 증

가하며, 시간에 따른 매활성의 감소는 매표면에 응축된 물이 반응물과 생성물의 매 기공

내 확산속도를 감소시켜 물질 달 속도를 하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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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반응시간에 따른 매탑 활성변화

  반응기체 유속과 반응온도에 따른 물질 달계수의 매탑에 용할 Trickle-bed형 매탑 설

계를 해 매탑 성능실험 결과를 그림 3.2.7에 나타내었다. 수소기체의 유속은 0.4~1.6 m/s의 

범 이었다. 반응기체유속의 증가에 따라 물질 달계수는 증가하 으며 이러한 상은 수소동

원소 교환반응에 있어서 매외부의 물질 달에 한 항이 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

다. 매탑의 구조( 매  친수성 충 물의 양과 충  형태 등)에 하여 이와 같은 반응유

속  온도에 따른 Kya값의 실험자료는 매탑 설계의 요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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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수소기체 유속과 반응온도에 따른 매활성 변화

  나. 소용량 삼 수소수 CECE 요소공정 실증

    (1) CECE 요소공정 실증장치의 설계   

       (가) 공정 설계요건 도출

          삼 수소수를 처리하기 한 CECE (Combined Electrolysis and Catalytic Exchange, 

기분해 매교환결합) 공정은 삼 수소수 (HTO)로부터 트리튬을 HT 형태로 제거하는 경제

인 공정으로 알려져 있다[3.2.2]. 소용량 삼 수소수 CECE 요소공정 실증장치는 방사성 물질

인 삼 수소수 신에 수 (HDO)에서 수소를 제거하는 성능이 실험 으로 입증되어야 한

다[3.2.3]. 수의 주입유량은 4 ℓ/day 이상이고, 수소 제거율은 삼 수소 제염계수로 환산

하여 10 이상이어야 한다. 장치의 shutdown 시 장치 내에 남아있는 수소는 배기되고 질소가 

공 되며, 장치의 startup 시 수소가 공 되기  장치 내부의 공기가 배기되고 질소가 공 됨

으로써 수소의 폭발은 물론 격한 산화반응에 의한 매의 손실이 방지되어야 한다. 운  

heater 등의 고장으로 인해 장치 내 압력이 기압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 공기 유입에 의한 수

소 폭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의 방지를 해 자동으로 질소가 공 되고 장치가 shutdown 되

어야 한다. 실증장치의 삼 수소 제거 효율은 물론 교환탑 등 주요장치들의 성능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기액체 흐름들의 유량, 온도  압력이 히 제어됨은 물론, 흐름들로부터 시료를 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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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요 장치 특성  flowsheet

          CECE 실증장치는 주로 수소동 원소 교환탑, 기분해조와 투과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2.8에 CECE 공정 실증장치의 개념도를 나타내었으며 표 3.2.1에 CECE 공정의 물

질수지를 나타내었다. 매탑 상분에서 탈염수가 주입되고 처리할 수는 4 ℓ/day의 유량으

로 매탑 내의 수 분포  처리할 수의 농도와 같은 부분에 수된다. 수되는 탈염수와 

수의 유량은 MFC, 온도는 열 , 히터  PID 온도조 기로 제어된다. 기분해조에서 생

성되어 매탑의 하부로 유입된 수소는 탑 내에서 수소가 제거된 후 탑상부에서 수분이 제

거된 후 배기된다.

그림 3.2.8.  수소동 원소 분리용 CECE 공정 실증장치 개념도

  매 교환탑은 소수성 백 매와 친수성 충 물이 혼합 충 된 trickle bed 형태인데, 기

분해조에서 생성되어 탑하부로 주입된 수소흐름으로부터 수소를 수 는 경수 흐름으로 

이시킴으로써 탑상부로 배출되는 수소흐름 의 수소가 제거된다. 

  매교환탑 하부에는 기분해조에서 발생하여 매탑 하부로 주입되는 건조한 수소의 온도

와 습도를 매탑 조건과 일치시키기 하여 순환펌 룰 이용하여 매탑을 나오는 수와 

매탑으로 들어가는 수소와 동반된 증기상의 평형을 한 포화기와 평형기(equilibrator)가 설치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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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해조는 증류공정의 재비열기와 같이 교환탑 하부로 유출되는 수가 기분해됨과 동

시에 농축이 일어나는데, 이 때 생성된 수소는 교환탑 하부로 주입된다. 이 수소의 일부는 

속 투과막에서 정제된 후 수소 장용기에 고정화된다. 기분해장치에는 수를 매탑으로부

터 이송하는 펌 와 수를 장하는 장조가 있으며, 장조의 수 가 일정 수 이상이 되면 

수를 기분해 셀로 공 하여 산소와 수소로 분리시키도록 하 다. 즉 장조가 수 인 경

우 매탑 하부로부터 수를 유입하고, 고수 인 경우 유입을 지하도록 하 으며, 장조의 

수 가 일정 수 이상이 되면 수를 기분해 셀로 공 하여 산소와 수소로 분리하도록 하

다. 기분해 셀에서 발생되는 열을 제거하기 해서 기분해 셀로 공 되는 수를 순환시키

고 기분해 셀에 수를 공 하기 에 응축기를 통과하도록 하 다. 발생된 산소는 응축기를 

통과한 후, 외부로 배출시키고, 수소는 수소/수증기 분리 시스템으로 이동하여 수분이 제거된 

후 매탑과 투과막 장치로 분배되어 주입된다. 매탑으로의 수소 유량은 MFC에 의해 제어

되며, 압력이 해분해 장치의 설계압력 3 bar를 과하는 경우 기분해 장치의 보호를 해 

릴리 밸 에 의해 배기된다. 정상 운 시 기분해 수소화장치에서 발생하는 수소의 양은 양

론 으로 매탑 하부에서 유입되는 수의 양과 같은데, 이는 기분해 셀의 압에 의해 제

어가 가능하다. 

  투과막 분리장치는 기분해장치에서 발생된 수소의 일부를 보 하기 해 거치는 장치로

써 13.6 kg/cm2의 고압에서 운 하여야 하므로 기체 공 라인에 압축기를 설치하 다. 소용량 

삼 수소수 CECE 공정 실증장치는 매의 연소  수소의 폭발에 비한 안  운 을 하여 

진공처리 장치는 물론 매탑 등의 압력강하로 인해 외부 공기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한 질소자동주입시스템을 도입하 다.

       (다) 매탑 설계

          수소동 원소 교환반응이 진행되는 Trickle-bed형 매탑의 성능은 다음과 같은 총

물질 달계수 Kya[m
3
(STP)/s/m

3
]로 나타낼 수 있다[3.2.4].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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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CECE 공정 실증장치의 물질수지

Heavy water(HDO)
feed flow rate

ℓ/day 4.00 

mole/h 9.26 

D content ppm 20000 

Light water(H2O)
feed flow rate

ℓ/day 4.00 

mole/h 9.26 

D content ppm 140 

H2 exhausted
flow rate

mole/h 16.22 

ℓ/min 6.05 

D content ppm 2000 

HD to ISS
flow rate

mole/h 2.30 

ℓ/min 0.86 

D content ppm 66964 

Electrolyser

water throughput mole/h 18.52 

H2 production rate
mole/h 18.52 

ℓ/min 6.91 

Membrane permeator

feed flow mole/h 2.59 

permeated flow mole/h 2.30 

breed flow mole/h 0.29 

Detritiation factor 10.00 

  여기서, V는 수소가스유량[m
3
(STP)/s], Z는 매탑 높이[m], S는 매탑 단면 [m

2
]이며, 수

소동 원소 교환반응은 두 상간에 같은 몰 수가 서로 반 편으로 확산하는 상으로 해석되므

로, NTU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3.2.8)

  여기서, y는 기체 의 수소 몰 분율이며, y*는 수소 몰분율이 x*인 수와 평형을 이루

는 수소의 수소 몰분율이다. 첨자 b와 t는 매탑 하부와 상부를 나타낸다. 총 물질 달계

수의 식으로부터 HTU(Height of an overall exchange Transfer Unit)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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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매탑 높이는 HTU와 NTU로부터 계산될 수 있다.

  ∙ (3.2.10)

  일정한 반응조건 즉 반응온도와 기체의 유속이 일정한 조건에서 실험에 의해 측정된 Kya 값

으로부터 매탑 높이를 계산할 수 있다. 그림 3.2.9에 1.0 wt% Pt/SDBC 소수성 백 매

(KAERI/KEPRI 매)와 친수성충 물 (4x4 mm Dixon wire-mesh ring)의 1:1혼합 매탑을 이

용하여 반응온도 50℃에서 수행된 실험결과로부터 얻어진 Kya 값에 따른 매탑 높이의 계산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반응온도와 수소유속에 따른 매탑 설계자료 표 3.2.2에 나타내었다.

  그림 3.2.10.에 나타낸 매탑의 물질수지로부터 매탑을 통과하는 물과 수소기체의 유량  

농도가 결정되었으며, 수소기체  수소 농도로부터 NTU (Number of Transfer Unit)가 계

산되었다. 매탑의 Enriching section과 Stripping section에서의 각각의 NTU는 2.50과 2.77이

었다. 반응온도 50℃와 수소유속 0.5 m/s의 설계조건에서 Kya는 2.16 1/s 로 측정되므로 매

탑의 높이는 1.22 m로 산출되며, 수소유속에 맞는 매탑의 직경은 약 1.6 cm이다.

0.0 0.5 1.0 1.5 2.0 2.5 3.0 3.5
0

1

2

3

4

5

6

Z 
(m

)

Kya (1/s)

 Enriching section
 Stripping section
 Total column height

Reaction temperature : 50oC
Hydrogen flow rate : 0.5 m/s
Column diameter : 1.6 cm

그림 3.2.9.  Kya 값에 따른 매탑 높이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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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운 조건에 따라 계산된 매탑 높이 

온도

(oC)

유속

(m/s)

Kya

(1/s)

Stripping 

section

(m)

Enriching 

section

(m)

Z(m)

60

0.5 2.34 0.61 0.55 1.16

1.0 2.39 1.19 1.08 2.27

1.5 2.43 1.75 1.59 3.34

50

0.5 2.16 0.64 0.58 1.22

1.0 2.19 1.26 1.14 2.40

1.5 2.22 1.87 1.69 3.55

40

0.5 2.00 0.67 0.61 1.28

1.0 2.03 1.33 1.20 2.53

1.5 2.06 1.97 1.77 3.74

그림 3.2.10.  CECE 공정 실증장치 매탑의 물질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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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CECE 요소공정 실증장치의 제작

       CECE 요소공정의 물질수지에 기 한 설계에 따라 소용량 삼 수소수 CECE 요소공정 

실증장치를 제작하 다. 그림 3.2.11에 CECE 요소공정 실증장치의 체흐름도, 그림 3.2.12에 

매탑 부분 설계도면, 그림 3.2.13에 매탑 상세설계도를 나타내었다. 제작시방서는 부록 2에 

수록하 다. 기분해 장치는 기존에 제작된 장치를 그 로 사용하 으나 매탑부분은 CECE 

체공정의 물질수지에 따라 제작되었으며, 매충 상태와 액체 유동상태의 찰을 해 아크

릴 재질로 제작되었다. 매탑은 설계기 보다 20% 여유를 가진 1.46 m로 제작되었으며 직경

은 1.6 cm 이었다. 매탑과 기분해장치의 연결부분은 매탑하부의 수를 정량펌 를 이용

해 기분해장치로 이송시키며, 기분해장치에서 발생한 수소가스는 매탑 하부의 포화기로 

주입되도록 하 다. 장기 인 안 운 을 하여 매탑의 과압  압 시에는 질소기체로 자

동 퍼지되도록 하 으며, 포화기 수 가 낮을 시에도 운 이 정지되도록 제작되었다. 

  본 실증장치의 제작과 시험은 품질보증 차를 따라 수행되었으며, 품질보증실에서 작성된 

“품질보증계획요건서”(부록 3)를 바탕으로 제작 운 되었다. 그림 3.2.14에 제작된 실증장치의 

사진을 나타내었다. 계통에 설치된 계측장비로부터 측정된 온도, 압력 등은 좌측의 배 반에서 

알 수 있으며, 수소기체와 수의 유로 조 을 해 설치된 솔 노이드 밸 들도 배 반에서 

조 된다. 그림 3.2.15에는 매탑과 기분해장치 사이의 연결부분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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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  소용량 CECE 요소공정 실증장치의 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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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  매탑부분 설계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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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  매탑 상세설계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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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4.  CECE요소공정 실증장치의 사진

그림 3.2.15.  CECE 실증장치의 매탑과 기분해의 연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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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CECE 요소공정 실증시험

       CECE 요소공정의 매탑부분과 기분해부분을 연계해 운 을 수행하 다. 순수와 처

리될 수는 액체정량펌 를 사용하여 일정량씩 매탑 상부와 간부분에서 각각 주입되었다. 

매탑 하부의 포화기에 수집된 수는 정량펌 를 이용하여 기분해조로 일정량씩 (333 ㎖

/minHDO) 이송되며, 기분해조에서 생산된 수소기체 (6.9 ℓHD/min)  일부 (0.9 ℓ

HD/min)는 우회유로를 통하여 투과막 정제계통을 해 배출되고 나머지 수소기체는 매탑의 

수소기체 주입부를 통하여 매탑 포화기로 공 되었다 (6 ℓHD/min). 장치가동 이 에 기

분해조의 해 셀에는 처리될 수 공 수를 채워 놓고 운 을 시작하 다. 반응기체의 수소

농도 측정은 기분해조에서 매탑으로 유입되는 수소기체와 매탑 상부에서 배출되는 수소

기체의 수소 농도는 GC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CECE 공정의 실증시험은 아래와 같은 기

본 운 조건에서 수행하 다.

        - 반응온도 : 50 ℃

        - 처리공 수 : 4 ℓ/day

        - 처리공 수  수소 농도(Xin) : 2 mol% 수소 (HDO) 

        - 수소기체 유량 : 0.5 m/s (16.2 mol/hr)

        - 기분해 셀 운 조건 : 류 도(0.5 A/cm2), 압 (15.4 V)

  CECE 공정의 실증시험은 연속 으로 수행되었으며, 약 30일 간 운 된 자료를 그림 3.2.16

에 나타내었다. 기분해조에서 생산되어 매탑 하부로 유입되는 수소농도의 변화(■)와 

매탑 상부에서의 수소농도 변화(●)  2 mol%D로 일정하게 공 한 처리수 의 수소 농

도(----) 를 함께 나타내었다. 매탑에서의 수소동 원소 교환반응과 기분해조에서 수소의 

농축에 따라 기분해조에서 배출되는 수소의 수소농도가 계속 증가하 으나, 그 증가율은 

차 감소하여 약 30일 운  후에 수소농도는 약 6.2%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매탑 상부에

서 배출되는 수소기체의 수소 농도(Xt)는 운  기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체 시험기간 

동안 부분 0.1～0.15% 근방에서 유지되었다. GC의 분석능이 0.1% 이하에서는 측정값의 정확

도가 떨어지므로 정확한 값이라 할 수 없으나, 0.2% 이하인 것은 분명한 것으로 단된다. 

CECE 공정의 기본설계  운 조건에서 수행한 실증시험을 통하여 체 운 기간에서 얻어진 

실증시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매탑 상부 출구 수소기체  수소 농도(Xt) : 0.1~0.15 mol%D

        - 처리 수의 제염계수 (Xin/Xt) :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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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6.  CECE 공정 운 에 따른 수소기체  수소농도 변화 

  다. CECE 요소공정 설계코드 개발

    (1) CECE 공정 설계코드 작성

       매탑 실험과 기분해조의 실험 자료에 근거하여 CECE공정 설계코드를 작성하 다. 

매탑 설계의 기 자료가 되는 온도와 유속에 따른 물질 달계수의 값은 Pt/SDBC 매와 4 

mm Dixon ring 의 1:1 혼합 매탑의 실험결과를 사용하 으며 기분해조의 설계는 압-

류-수소생산량 간의 실험결과를 사용하 다. CECE 공정 설계코드는 엑셀 일로 작성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5장의 시트로 구성되어있다.

- IN-OUT(sheet 1) : CECE 공정설계를 한 입력자료와 출력자료가 함께 수록됨.

          . 입력 : 처리수량  농도, 수소기체 유속, 제염계수, 운 온도, 해조 운 압

          . 출력 : 매탑직경, 매탑높이, 해셀 면

- NTU-temp : 반응온도에 따른 평형식으로부터 NTU계산

- 수소유속-Kya : 반응온도  수소유속에 따른 Kya 값 계산

- Diameter : 수소기체 운 유속에 따른 매탑 직경 계산

- HTU_ 매탑높이(H-D) : H-D 반응에서의 매탑 높이 계산

- HTU_ 매탑높이(H-T) : H-T 반응에서의 매탑 높이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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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ctrolysis : 기분해조 해셀 면  계산

  그림 3.2.17에 설계코드의 첫 번째 시트 IN-OUT을 나타내었으며 설계코드의 체내용은 부

록 4에 수록하 다. 소용량 CECE 공정의 설계 기 조건(처리수량 4 ℓ/day, 처리수 수소농

도 2%, 제염계수 10, 기체유속 0.5 m/s, 운 온도 50℃, 해조 운 압 15.4 V) 에서 CECE

공정 설계코드로부터 계산된 해조 면 은 약 1900 cm2 이었으며, 매탑 높이는 1.22 m 이

었다.

그림 3.2.17.  CECE 공정 설계코드의 IN-OUT 시트

  CECE 공정 설계코드를 이용하여 계산된 처리수량에 따른 수소유속 변화, 매탑 높이,  

기분해 셀의 면 을 그림3.2.18에 나타내었으며 같은 조건에서 반응온도에 따른 매탑의 높

이 변화를 그림 3.2.19에 나타내었다. 이러한 계산에 있어서 다른 설계  운 변수는 고정하

으며 ( 매탑 직경: 1.6 cm, DF: 10, 처리수 농도: 2 mol%) 단지 처리수 유량  반응온도만 

변화시켰다. 처리수 유량 증가에 따라 수소 유속,  매탑 높이  기분해 셀 면  계속 증

가해야함을 알 수 있다. 한 반응온도가 높아지면 매탑 높이가 감소하고 수소- 수소(H-D) 

처리보다는 수소-삼 수소(H-T) 처리의 경우가 매탑 높이가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반응온도에 따른 매탑 직경과 높이의 변화를 수소유속과 제염계수(DF)의 함수로 그림

3.2.20과 3.2.21에 각각 나타내었다. 처리수량은 4 ℓ/day, 처리수의 수소농도는 2%, 제염계수

는 10, 수소기체유속은 0.5 m/s 를 기  값으로 하여 CECE 공정 설계코드를 이용하여 계산하

다.  수소유속이 증가함에 매탑 직경은 감소하 으나, 매탑 높이는 계속 증가하 으며, 

제염계수의 증가에 따라 매탑 높이는 증가하 으나 그 증가율은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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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8.  처리수 유량에 따른 설계변수의 변화( 매탑높이, 수소유속  기분해 셀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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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9.  처리수 유량에 따른 설계변수의 변화(온도에 따른 매탑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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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0.  수소유속에 따른 매탑 높이  직경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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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  제염계수에 따른 매탑 높이  직경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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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소동 원소 향분석

       CECE 요소공정의 실증실험은 수와 물을 사용하여 수행하 으나, 실제 소용량 CECE 

공정의 활용목 은 삼 수소를 함유한 물의 처리에 해당한다. 삼 수소수와 수소수 반응의 

차이는 온도에 따른 분리계수 값이 달라짐으로써 그 NTU 값이 결정되어진다. 그림 3.2.22에 

수소- 수소 반응과 수소-삼 수소 반응온도에 따른 평형상수 변화를 나타내었으며 그림 3.2.23

에는 물질 달계수의 변화에 따른 매탑 높이 변화에 한 계산결과를 나타내었다. 반응온도

에 따른 수소-삼 수소에서의 평형상수가 수소- 수소에서 보다 더 크므로 NTU 값이 작아지

며 이에 따라 매탑 높이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 HD(g) + H2O(l) = H2(g) + HDO(l) : 수소- 수소 반응

          HD(g) + H2O(v) = H2(g) + HDO(v)   : (K1 : 기상반응 평형상수)

          HDO(v) + H2O(l) = H2O(v) + HDO(l) : (K2 : 증기-액상 평형상수) 

            K1(H-D) = exp(472.0/T - 0.297)

            K2(H-D) = exp(26398.8/T2 - 89.6065/T + 0.0755802)

        - HT(g) + H2O(l) = H2(g) + HTO(l) : 수소-삼 수소 반응

          HT(g) + H2O(v) = H2(g) + HTO(v)   : (K1 : 기상반응 평형상수)

          HTO(v) + H2O(l) = H2O(v) + HTO(l) : (K2 : 증기-액상 평형상수) 

            K1(H-T) = exp(673.0/T - 0.434)

            K2(H-T) = exp(37813.2/T2 - 136.751/T + 0.124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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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  반응온도에 따른 평형상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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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3.  물질 달계수 변화에 따른 매탑 높이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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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분해 수소화공정 성능시험

  기분해 수소화 공정 성능시험은 소용량 삼 수소수 CECE 요소 공정에서 요한 부분이

다. CECE 공정은 삼 수소수를 농축하는 LPCE 매탑과 농축된 삼 수소수를 기분해하여 

수소화하는 기분해 수소화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CECE 공정에 필요한 용

량의 물을 처리하고 다시 생성된 수소 기체를 LPCE 매탑에 공 하는 기분해 수소화 장치

를 개발하고, 수소화 공정에 한 성능시험을 수행하는데 그 목 을 두고 있다.

  가. 기분해 수소화장치 설계

    (1) 기분해 수소화 방식 선정

       문헌조사를 통해 수 해에 방식을 결정짓는 해질에 해 조사를 실시하 다. 그 결

과, 표 3.2.3의 해질 비교분석표와 같이 액상 해질은 해액의 설, 극의 부식  장치

의 거 화라는 단 이 있고, 고체 세라믹 해질은 해 효율이 낮고 기술이 보 인 수 인

데 비하여, 고체 고분자 해질은 기분해 효율이 높고, 설비가 간단하다는 이 이 있으므로  

CECE 공정의 해질로 선정하 다.

    (2) 해 극 선정

       해조의 압은 이론분해 압, 극과 압, 막  속도체부의 항에 의한 압  

막과 극 사이의 항에 의해 결정되며, 이 에서도 양극과 압이 에 지 소비  극의 

부식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해조의 압을 낮추어서 에 지 효율을 높이기 해 양극 극

을 개발하는 것이 요하다.

  일반 으로 도체로 알려진 Ni와 Co 등의 비백 족 극은 부식이 되기 쉬움. 따라서 부식

항성  극 매 활성이 좋은 비활성 속인 백 족 속이 사용됨. 백 족 속에 있어서 

해특성을 검토한 바, Ru와 Pd 단독으로는 양극에 용해되어 사용이 힘들며, Ir, Rh, Pt는 안

정하고, 그 에서 Ir은 가장 매활성이 우수한 편임. 재 안정성  매활성이 좋은 Pt가 물 

기분해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장기간 Pt 극을 사용할 경우 산화되어 

도성이 떨어지므로, RuO2나 IrO2를 기본으로 한 양극 극이 개발되었다. 고체 고분자 해질

의 산소 극으로서는 IrO2, RuO2 혹은 이 둘의 혼합물, IrO2-Pt composite 등이 개발되어 있

다. 한편 음극의 수소 극으로는 효율이 좋은 Pt가 일반 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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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수 해용 해질 비교분석표

해질 특  징

액상 해질

• 재 가장 리 사용되는 방식으로 주로 KOH 수용액을 사용함.

•많은 양의 물을 처리하므로 장치가 큼.

•액체 해질은 해조 내의 양극이 부식이 일어나기 쉬움.

•큰 규모로 해면을 수십개 혹은 수백개의 해면이 겹쳐서 

운용하게 될 경우, 발생되는 열을 냉각하기 어려움. 

• 극 과 스페이서 사이에서 해액이 설될 수 있음. 

•KOH 해질은 CECE 공정 의 LPCE의 매독으로 작용하며, Pd 

permeator 등의 장치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음. 

•피츠버그 핵물리 연구소의 CECE 공정 시설은 1995년부터 알카리 

수용액을 해질로 사용함.  

고체 고분자 

해질 (SPE, 

Solid Polymer 

Electrolyte)

[3.2.5-8], 

•수소이온 도성 고체 고분자 해질을 사용함. 

•산소-수소 기체 분리능이 뛰어나며 에 지 효율이 높음. 

•물 분해 능력이 상 으로 크므로 액상 해질 기분해장치의 

1/10정도로 크기를 일 수 있음. 

•알카리 해질에 비해 넓은 범 의 온도  압력에서 사용가능하며  

주변 장치의 부식  피독이 없음.

•TLK의 CECE 공정과 ITER의 트리튬 폐기물 처리를 한 CECE 공

정의 기분해용 해질로 고체 고분자 해질이 채택됨. 

세라믹 해질

[3.2.9]

•세라믹 해질은 고온, 고압 조건에서 합한 해질임. 

•세라믹 해질의 사용온도는 약 450-800°C로 기존의 해질에 비해 

열역학 인 장벽을 일 수 있음.

• 극 반응이 빨라서 귀 속의 극을 사용하지 않아도 됨.

•고체 세라믹 해질은 아직까지 상용화되지는 않았으며, 2002년부터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극의 주재료인 백 은 고가이며, 재 Pt, Ir과 Ti 등의 합 을 이용한 해 극이 개발되

어 있으나, 이 역시 고가이므로 용량의 처리 극으로는 당치 않았다. 따라서 렴하면서

도 부식에 강한 티타늄 극이 개발되었다. 티타늄은 탁월한 재료특성 때문에 진보된 기화학 

분야에서 지  극에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티타늄은 빈약한 도체로 양극으로 작동할 때 

부동태화 되므로 백  코  티타늄 극이 개발되었다. 

  이밖에도 흑연 극도 개발되어 있으나 흑연입자 사이의 결합제의 내구성이 떨어지고, 해

처리 시 극마모 때문에 수명이 짧은 약 이 있다.

  결론 으로, 본 연구에서는 음극은 과 압에 의한 부식 문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물의 기

분해 시 해 효율이 높은 Pt를 선정하 다. 양극물질로는 Pt 극의 경우 장기 으로 과 압

에 의한 산화가능성이 있으므로 매 활성이 우수하면서도 부식에 강한 Pt-IrO2 합 을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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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해 셀 설계용량 결정

       (가) 시험용 기분해 셀 비 시험

         ∙ 소형의 시험용 기분해 셀을 구축하고 (그림 3.2.24), 기본 인 기분해 특성시

험을 수행하 다.

         ∙ Faraday 1법칙에 따른 류량과 수소생성량의 비례 계를 확인하고 (그림 3.2.25 

(A)), 시간에 따른 수소발생량도 측정하 다 (그림 3.2.25 (C)).

         ∙ 물 기분해에 필요한 극 차는 1.4～1.5V로 나타났다 (그림 3.2.25 (B)).

         ∙ 기분해 비 시험 결과 

          - 이론 인 수소발생량과 실제 수소발생량의 비를 나타내는 Faraday 효율은 98%로 

계산되었다.

ηF = Volexp./Volthe.

Volthe. = (I • t • Vm)/(z • F) = 23.88 mL

ηF = 23.5 ml / 23.88 ml = 0.98

          - 기에 지가 화학에 지로 바  에 지 효율을 계산한 결과 92%로 계산되었다.

ηE = Energy of Hydrogen / electrical energy

ηE = (H0 • VolH)/ (V • I • t)   , H0(H2) = 11,920 kJ/m3

ηE = (11,920 kJm-3• 23.5mL)/ (1.587V • 0.8A • 240s)

= 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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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 + H2O O2 + H2O

H2O H2O

H2

1

2

3

4

5

6

1. Cation exchange membrane     2. Carbon paper     3. Wire mesh

4. Gas Collector                  5. Seal adhesives     6. Acryl Plate

그림 3.2.24.  시험용 기분해 셀 사진  시험용 기분해 셀 구조도

  

그림 3.2.25.  기분해 수소화 기  시험  그래 . (A) Volume of H2-Ampere Curve,

(B)Voltage-Ampere Curve, (C) Volume of H2-Time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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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분해셀 용량 결정

          ① 상용 기분해 수소 발생기와 시험용 기분해 셀의 비교

            - 단  active area(㎠)당 수소발생량(㎤/min) : 시험용 기분해 셀에 비해 상용 

기분해 수소 발생기는 단  active area(㎠)당 높은 류 도를 가지고 있었다.

     상용 H2X-91E : 13.00 ㎤/min/A-㎠

     상용 H2X-701E : 13.33 ㎤/min/A-㎠

     시험용 기분해 셀 : 2.03 ㎤/min/A-㎠

            - 단  소비 력당 발생수소량 : 시험용 기분해 셀에 비해 상용 기분해 수소 

발생기는 소비 력당 수소발생 효율이 60～80% 정도로 낮게 나타났다.

      HOGEN GC300 (<1kW, 300 cc/min, 효율 81%) : >0.3 cc/min/W

      HOGEN GC600 (<1.2kW, 600 cc/min, 효율 78%) : >0.05 cc/min/W

      엘 텍 WE-05 (3kW, 8333 cc/min, 효율: 62%) : 2.78 cc/min/W 

      시험용 기분해 셀 (16W, 65 cc/min, 효율 91%) : 4.06 cc/min/W

          ② 처리용량에 따른 기분해 셀의 크기 계산 

            - 처리용량은 CECE 실증장치의 수 주입량의 2배인 8ℓ/day(444 mol/day) 이 

된다.

            - 수소 발생속도는 444 mol/day × 22.4 ℓ/mol = 7,408 ㎤/min 이다.

            - 상용 제품은 효율이 체로 60～80%이므로, 기분해 셀의 에 지 효율을 80%

로 설정한다.

            - 수소발생량은 상용 H2X-91E의 77%수 인 10 ㎤-H2/min/㎠-A로 설정한다. 

            - 따라서, 수소발생 효율(80%)  수소발생량(10 ㎤-H2/min/㎠-A)을 용하면, 수

소 발생속도 7,408 ㎤/min를 얻기 한 기분해 셀의 active area는 약 740 ㎠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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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분해조 설계

       (가) 기분해 셀 개념 설계

+ -

H2O + O2

H2O 

H2O + H2

H2O 

1

2

3

4

5

7

8
10

9

1. 양이온 교환막(Nafion)
2. 촉매층(Pt)
3. 전도성

물질투과층(Porous Ti)
4. 전도성 차단막(Ti plate)
5. 수소기체 출구
6. 물 공급로
7. 물,산소 출구
8. 비전도성 분리대(고분자

수지)
9. 부도체
10.겉포장

그림 3.2.26.  기분해 셀 개념도

            - 그림 3.2.26에 기분해 셀 개념도를 나타내었다.

            - 양이온 교환막 양면을 선정된 극 매 물질로 코 하고, 물 분해를 진하도록 함.

            - 극물질과 하는 도성 물질은 도도가 좋으면서 물  생성기체가 용이

하게 달될 수 있도록 함.

            - 물을 순환시켜 생성된 기체를 수집하고, 반응열을 제거하며 기분해에 필요한 

물을 공 하도록 함. 

       (나) 해셀 주요 부품

            - 양이온 교환막 : Nafion 117 

              내구성  강도를 고려할 때, 시 되는 양이온 교환막  가장 두꺼운 것을 선택.

            - 극 매 : Pt coating(음극),  IrO2 coating(양극)

              산화에 강하면서 활성도가 큰 극을 선택.

            - Electrode backing-Gas Diffusion Layer(GDL) : porous titanium

              장기 사용에도 안정성이 높은 물질을 선택.

            - Current and gas collector : Ti plate

               강도가 높고 내마모성이 좋은 물질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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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a

1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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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해셀
2.직류전원
3.음극선
4.양극선
5.물공급관
6.물순환관
7.수조
8.산소저장부
9.수소저장부
10.압력계
11.Needle Valve
12.자동제어밸브
13.비상밸브
14.집수부
15.수면감시계
16.송수펌프
17.임시수용조
18.온도계
19.냉각수관
20.산소농도계
21.수소농도계
22.배출밸브
23.냉각기
24.순수공급밸브

그림 3.2.27.  CECE용 기분해 기본 개념도

       (다) 기분해 수소화장치 기본 공정 설계

          소용량 삼 수소수 CECE 요소공정 실증장치를 한 기본 인 수소화 장치 공정을 

설계하고 그림 3.2.27에 그 개념도를 나타내었다.

         ․ 기분해 개념도(그림 3.2.27)의 주요 설명은 다음과 같다.

          - 해 셀에서 생성된 수소는 수소 장부에서 수분이 제거되어 외부의 Pd 분리막으  

           로 보내지며, 생성된 산소는 수조로 보내진 후, 분리되어 산소 장부에 수집됨. 

          - 수소와 산소 장부는 압력은 제어를 통해 항상 같거나 산소 장부가 약간 높게   

           유지하며, 긴  시에는 공정을 정지시키고 산소기체를 배출시킴. 

          - 물은 수조의 수 에 따라 공 되며, 발생되는 열은 열교환기를 통해서 배출됨.  

  나. 기분해 셀  공정 장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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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분해 셀 제작

       기분해 셀을 그림 3.2.28에 따라 (주) 엘 텍에 주문 제작하 다. 해 셀은 4개의 

MEA를 직렬로 층하여 제작하 다. 구체 인 사양은 다음과 같다.

         ∙물 처리량 : 8.0 ℓ/day 이상

         ∙온도 : 0～90℃

         ∙습도 : 최  95%의 습도에서 정상 작동.

         ∙MEA : Nafion 117, 양면 귀 속 코 (양극 IrO2, 음극 Pt 매)

         ∙MEA Size : 476 cm
2

         ∙current collector ( 류공 체) : porous Ti mesh

         ∙gasket : 실리콘 (silicone)

         ∙수소발생량 : 0.5 Nm
3
/hr

         ∙수소 순도 : 99.99%

         ∙수소 압력 : 1～3 bar

         ∙사용 액체 : 순수 (5 MΩ 이상)

   

그림 3.2.28.  기분해 셀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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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분해 수소화 장치 제작

       기분해 수소화 장치는 그림 3.2.29의 공정도에 따라 제작하 으며, 제작된 기분해조

의 사진을 그림 3.2.30에 나타내었다. 해 장치의 구체 인 사양은 다음과 같다.

         ∙ 해 셀(EM100)

           ① MEA : Nafion 117, 양면 귀 속 코 (양극 IrO2, 음극 Pt 매)

           ② 수소발생량 : 0.5 Nm3/hr

         ∙순수 공 펌 (CP205)

           ① 용량 : 6～7 ℓ/min, 100 psi(6.7bar)

           ② 입력 원 : DC24V, 0.67A

         ∙순수/산소, 수소 분리 탱크(A200, A300)

           ① 용량 : 5.3ℓ

           ② 재질 : 아크릴

         ∙ 벨센서(LS201, LS301)

           ① 길이 : 250 mm

           ② output : 4

           ③ 재질 : SS304

         ∙열교환기(HX203)

           ① 용량 : DI water cooler 80→60℃, 1892 kcal/hr

           ② air flow rate : 10 Nm
3
/min

           ③ tube 재질 : SS304 1.2T

         ∙Guard bed cartridge(GB208)

         ∙DC power supply

           ① 용량 : DC 20V, 250A

           ② 입력 원 : 220V,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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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9.  기분해 수소화 장치 제작 공정도

(상)

  

(하)

그림 3.2.30.  제작된 기분해 수소화 장치 정면 상부(상)와 하부(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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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분해 수소화 공정

       제작된 기분해 수소화 공정은 크게 순수 공 과정과 수소 배출과정으로 나  수 있

다. 그림 3.2.31을 통해 제작된 기분해 수소화 장치의 운  매뉴얼을 부록 5에 수록하 으며, 

수소화 공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2.31.  제작된 기분해 수소화 공정 흐름도

       (가) 외부 순수 공 과정

           ① 순수/산소분리기(6)에 설치된 수  센서(7)에서 수 를 감지하여 물탱크(1)로부

터 물의 공 여부를 결정.

           ② 순수의 공 은 솔 노이드 밸 (3)를 작동시켜 공 하며, 1㎛ 필터(4-1)를 거쳐 

수 의 불순물을 제거함.

           ③ 순수 공  에는 check valve(2)를 설치하여 산소기체와 공 수의 역류를 방지

함.

       (나) 해 셀 순수 공   산소 배출과정

          ① 펌 (8)를 이용하여 순수/산소 분리기에서 해 셀로 순수를 공 .

          ② 해 셀로 공 되는 순수는 냉각기(9)를 통해서 셀의 과열을 방지하고, purifier(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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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과시켜 용해되어 있는 속이온을 제거하며, 0.2㎛ 필터(4-2)를 통과시켜 

고체 불순물을 제거한 후, 해 셀(11)에 공 함.

          ③ 해 셀에서 빠져나오는 순수에는 산소기체가 함유되어 있으며, 과열 방지용 온

도센서(13)을 통해서 순수/산소분리기로 순환됨.

          ④ 순수/산소 분리기에 모이는 산소기체는 외부로 배출되며, 필요 이상의 압력이 

걸릴 경우에는 relief valve(5)를 통해 배기됨.

       (다) 해 셀 수소 배출과정

          ① 해 셀(11)에서 발생된 수소기체는 순수/수소 분리기(12)로 배출됨.

          ② 순수/수소 분리기에서 수소기체는 응축기(17)를 거쳐, 유량조 기(15)를 거친 후, 

최종 으로 유량계(16)를 통해 배출됨.

          ③ 수소기체와 함께 해 셀에서 빠져나온 수분은 응축기(17)에서 응축되어 순수/수

소 분리기에 모이고, 수  감지기에 의해 그 양이 검출되며, 과량이 되면 

solenoid valve를 통해 배출됨.

          ④ 순수/수소 분리기에 모이는 수소기압은 기압계(14)에 의해 검출되며, 기압이 필

요이상 높아지면, relief valve(5)에 의해 긴  배출됨.

    (4) 기분해 장치 기 성능 평가

         ∙ 그림 3.2.3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분해 시 voltage에 한 current는 비교  안

정 으로 나타났다. 수소발생 압은 6  V로서 셀당 약 1.68 V를 나타내고 있음. 

최  압은 23.0 V 수 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하지만 압- 류가 계가 직선

계를 벗어나는 경향을 보 다.

         ∙ 그림 3.2.33의 류에 따른 수소발생 특성은 해 온도  공 압의 조건에 따

라서 안정 이지 않은 것으로 악되었다. 계속 조건을 수정하면서 안정 인 조건

을 구할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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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분해 수소화 장치 성능 개선 

       제작된 CECE 공정을 한 수 해 장치의 기 인 성능 시험을 수행한 결과, 다수의 

문제 이 발생되어, 수 해 장치의 안 하고 안정 인 장기 시험을 해 기분해 수소화 장치

의 각 부품을 개선하고 그 안정 인 작동 여부를 시험하 다. 본 연구를 통해 최종 으로 구성

된 CECE 공정용 수 해 장치의 개요도는 그림 3.2.34와 같다.

그림 3.2.34.  CECE 공정을 한 수 해 장치 개요도

       (가) 순환(Circulation) Loop 설치

          수 해장치(EM)에서 발생된 수소 기체에는 고분자 분리막을 통해 투과된 소량의 

물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순환수가 흐르는 분리막의 산소발생부가 수소 발생부 보다 압이 높

을 경우에는 분리막을 통해 투과되는 물이 많아지게 된다. 한 수소기체가 배출되는 응축기

(CD2)에서 응축된 수분이 수소/물 분리조(ST2)에 모이게 된다. 따라서 수 해시간이 증가되면 

수소/물 분리조(ST2)에는 상당량의 물이 쌓이게 되며 이는 다시 순환수로 돌려보낼 필요가 있

다. 

  따라서, 수소/물 분리조(ST2)에서 수 해장치(EM)으로 들어가는 순환수 라인으로 순환 

Loop를 설치하 다. 순환 Loop는 수소/물 분리조(ST2)의 수  감지기(LS2)에서 일정 수 가 

되면 Solenoid Valve(SV)를 작동시켜 순환수로 물이 흘러나가도록 하 다. 그리고 일정 수  

이하가 되면 작동을 멈추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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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 Loop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수소기체가 산소/물 분리조(ST1)으로 역류하여 폭

발의 험이 있으므로 상당한 조심이 필요하다. 이를 극복하기 해 순환 Loop에는 인  차

단이 가능하도록 Manual Valve를 부착하 으며, 순환수의 역류를 방지하기 한 Check Valve

를 설치하 다. 한 순환 Loop의 흐름을 천천히 하기 하여 1 ㎛ Filter를 설치하 으나, 오

히려 순환 Loop의 흐름을 정지시키는 것으로 드러나 제거하 다. 수소순환 Loop의 안 한 작

동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 다.

          ① H/S tank(ST2) 수 조

          ② 수  감지기 level 4(LS2)까지 올림

          ③ 순환 loop내로 물이 흐르는 지 확인이 안 됨. 순환 loop를 간에서 개 하여 물

이 빠져나오는지 확인

          ④ 수  감지기 level 4- level 3(LS2)에서 흐르는 물을 확인

          ⑤ 수  감지기 Level 2(LS2)에 도달할 때 까지 물이 빠져나오는 것 확인

          ⑥ 수  감지기 Level 2(LS2)에서 Solenoid Valve(SV1)이 정지됨을 확인

          ⑦ 1 micro filter를 설치할 경우, 물이 순환되지 못하고 차단됨을 확인

          ⑧ 1 micro filter를 순환 filter에서 제거하여 안정 으로 순환 Loop가 작동됨을 확인

       (나) Drain Line의 설치

          Drain Line은 LPCE 매탑에서 일정량 공 되는 물을 수 해 장치에서 완 히 

기분해하지 못하거나, 수 해 장치가 정지되었을 경우를 비한, 산소/물 분리조(ST1)의 비상 

작동 시스템이다. 장기 시험을 할 경우, 산소/물 분리조(ST1)의 수  감지기가 최고 (Level 4)

로 도달할 경우, 비상 작동되어 외부 장용 수조로 물을 배출하도록 되어 있다. Drain Line의 

안 한 작동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 다.

          ① O/S tank(ST2) 수  조

          ② 수  감지기 Level 4 이상(LS1) : Solenoid valve(SV) 작동 확인

          ③ Circulation Pump(CP) level 2.5로 고정 

          ④ 수  감지기 Level 2(LS1) 이하 : Solenoid valve(SV) 정지 확인

          ⑤ Drain Line 내 유량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함을 확인

          ⑥ Drain Line 내 check valve 제거 시, drain이 비교  잘 됨을 확인.

          ⑦ Drain Line 정시 시에 check valve가 없는 경우 공기가 역으로 유입되는 것 확인

          ⑧ Drain Line 내 check valve 재설치

          ⑨ Drain Line의 배출 유량이 LPCE로 부터의 공 유량(8 ℓ/day)을 상회함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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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조 냉각 방식 비교 시험

          기분해 수소화 장치는 상당량의 에 지를 소모하게 된다. 모든 기에 지가 화학

에 지로 바 지 못하고, 상당량이 열에 지로 환되므로 해조를 냉각시키는 공정은 상당히 

요하다. 해조 온도가 90℃ 이상의 고온으로 지속될 경우, 고분자 재질의 해 막의 장기안

정성에 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해 막이 찢어질 경우, 산소 기체와 수소기체가 혼합되어 

폭발이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열교환 능력이 우수하다고 보여지는 수냉식으

로 해시험을 실시하고 기존의 공냉식과 비교하 다. 

  수냉 시스템은 수냉기 1.6 kW 용량의 Model: HAAHE K20과 길이 30cm 외경 4cm의 크기

의 구리  열교환기를 이용하여 제작하 다 시험 결과는 그림 3.2.35와 같다.

  수냉식 냉각 시스템은 기 냉각성능은 우수하 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냉각기의 수온이 상

승하여 해수의 격한 온도 상승을 보여주었다. 해조의 류량이 140 A 정도에서 80도 가

까이 상승하 으며, 평형 상태에 도달하지 못해 장기 성능 시험에 합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

렸다.

  따라서 공랭식 냉각방법으로 교체하여 시험해 보았다. 그림 3.2.36은 공랭식 열교환기를 나타

내고 있으며, 냉각기의 사양은 다음과 같다.

         ∙ DI Water Cooler 80→60℃, 1,892 kcal/hr

         ∙ Air Flowrate : 10 Nm
3
/min

         ∙ Tube 재질 : SS304 1.2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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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2.35.  수냉식 냉각기(a)를 이용한 류량에 따른 해수 냉각 그래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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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림 3.2.36.  공냉식 냉각기(a)를 이용한 류량에 따른 해수 냉각 그래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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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랭식 열교환기를 사용한 결과를 그림 3.2.36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공랭식 냉각기는 기

부터 꾸 히 해수의 온도가 상승함을 알 수 있으나, 해수의 온도가 상승할수록 냉각이 효

율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냉식에 비해 높은 해조 류 값에도 불구하고 약 80도 정

도의 온도에서 해수의 온도가 평형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수랭식과 공랭식을 비교한 결과, 짧은 시간의 냉각에 있어서는 수랭식이 효율 이나 

장기 으로는 공랭식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수랭식 냉각기의 냉각 능력이 

해조의 열발생을 충분히 견디지 못하여 냉각수 온도가 상승하여 결국에는 해수 냉각이 제

로 이루어 지지 않는데 비하여, 공랭식은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 할수록 주  공기와 해수 

온도 차가 커지게 되어 냉각 효율이 더욱 좋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결론지었다.

       (라) 기타 설비 교체

          ① 응축기 설비 교체 작업

            산소/물 분리조  수소/물 분리조에서 빠져 나온 기체는 응축기를 통과한 후 

해 시스템을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다. 기존 응축기는 그림 3.2.37-(a)의 자 형태로서, 해 작

업 시 조그만 충격에도 손될 우려가 클 뿐 아니라 충분히 기체 의 수분을 응축시키지 못

하여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그림 3.2.37-(b)에서 보이는 구리 을 이용한 응축기를 2개 제작하

여 산소/물 분리조  수소/물 분리조 상단의 기존의 자형 응축기를 교체하 다. 구리  응

축기는 1/2“ 구리 이 내부에 나선형으로 되어 있고 그 주 를 냉각수가 흐르도록 되어 있다. 

한 외부와의 열 달을 최소화하기 해 단열재로 된 덮개가 워진 구조이다. 응축기에 공

하는 냉각수는 1.7 kW 용량의 Jeio Tech. VTRC-640 냉각기를 사용하여 공 하 다.

(a)

  

(b)

그림 3.2.37.  기존의 자형 응축기(a) 와 교체된 구리  응축기(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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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계측기(온도계  유량계) 설치

            수 해조의 온도는 2곳에서 감지하도록 되어 있다. 물을 공 하는 산소/물 분리

기(ST1)와 해 셀(EM)을 순환하는 순환수의 온도를 감지하는 곳(TM)이 하나 있으며, 응축기

를 빠져나온 수소기체가 LPCE 매탑으로 보내지기 에 온도를 감지하는 곳(TM')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LPCE 매탑으로 보내지는 수소기체의 유량은 MFM을 통해 측정되도록 하 다.

          ③ Water Filter 제거  기체/물 분리조 소용량 교체

 

            원래 외부에서 공 되는 물 의 속염이나 불순물을 제거하기 해 이온교환 필

터와 1㎛필터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LPCE 매탑으로부터 오는 물은 이미 순수한 물이므로 이

온교환 필터와 1㎛ 필터를 제거하여 해조의 throughput을 다. 한 산소/물 분리조  

수소/물 분리조의 직경을 15 cm에서 10 cm 이고 길이는 30 cm로 그 로 하 다. 이 게 

해시스템의 throughput을 임으로써 보다 짧은 시간에 CECE 시스템의 평형상태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 다. 그 변화된 모습을 그림 3.2.38에 나타내었다.

(a) 교체 

 

(b) 교체 후

그림 3.2.38.  해 시스템 기체/물 분리조 교체 사진

          ④ Circulation Pump 교체 

            해수를 공 하는 Circulation Pump는 기존의 유속을 조 할 수 없는 Pressure 

boost 형태로서 불합리하 다. 따라서 Circulation Pump를 Peristatic Pump (MasterFlax사의 

L/S 7519-01)로 교체하여 일정량을 공 하면서 유속을 조 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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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개선된 기분해 수소화 공정

       그림 3.2.34을 기 으로 하여 최종 으로 완성된 CECE 공정을 한 수 해조 장치의 

공정을 순수 공 부와 수소 배출부로 나 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해 셀 순수 공 과정

          ① LPCE 매탑으로부터 8ℓ/day의 유속으로 순수가 산소/물 분리기(ST1)에 꾸

히 공 된다. 설치된 수  센서(LS1)에서 수 를 감지하여 해조가 작동된다. 

          ② 공 된 순수는 냉각용 열교환기(HX)  Circulation Pump(CP)를 거쳐 해 셀

(EM)로 공 된다. 

          ③ 해 셀(EM)에서 빠져나온 순수에는 발생된 산소기체가 함유되어 있으며, 과열 

방지용 온도센서(TS)을 지나서 산소/물 분리기(ST1)로 되돌아간다.

          ④ 산소/물 분리기(ST1)에 모인 산소기체는 외부로 배출되며, 필요 이상의 압력이 

걸릴 경우에는 응축기(CD1)을 거쳐서 Pressure Regulator(PR)를 통해 배기된다. 

      (나) 해 셀 수소 배출과정

          ① 해 셀(EM)에서 발생된 수소기체는 수소/물 분리기(ST2) 쪽으로 배출된다.

          ② 수소/물 분리기(ST2)에서 수소기체는 응축기(CD2)를 거쳐, Pressure Regulator

      (BPR)를 거친 후, 최종 으로 유량계(MFM)를 통해 LPCE 매탑으로 달된다.

          ③ 수소기체와 함께 해 셀에서 빠져나온 수분은 4C 온도의 응축기(CD2)에서 응축

되어 순수/수소 분리기에 모이고, 수  감지기에 의해 그 양이 검출되며, 과량이 

되면 solenoid valve(SV1)를 통해 다시 순수 공 라인으로 보내진다.

          ④ Pressure Regulator는 산소/물 분리기(ST1)와 수소/물 분리기(ST2)에 각각 설치

되어 있으며, 각각의 분리조의 압력은 산소/물 분리기(ST1)는 1.8 bar로 수소/물 

분리기(ST2)는 1.5 bar로 압력을 일정하게 조 하 다.

          ⑤ 수소/물 분리기(ST2)에 모이는 수소기압은 기압계(14)에 의해 검출되며, 기압이 1 

Gbar 이상으로 높아지면, relief valve(RV)에 의해 긴 히 외부로 배출되도록 되

어 있다.

    (7) 기분해 수소화 공정 안  시스템

       기분해 수소화 시스템에서는 수소와 산소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항상 시스템의 안

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본 시스템에서는 사고를 방지하기 하여 공정을 설계하면서 안 에 

주의를 기울 다. 수 해 공정의 아  시스템을 그림 3.2.39를 통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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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산소/물 분리조의 수  감지를 통해, 수 가 최 (Level 1)가 되면 해 시스템

은 모두 정지되며, 새로 물을 공 해 주기 에는 작동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수 가 최고

(Level 4)가 되면, 산소/물 분리기의 Drain 라인이 작동되어 수 가 낮아지도록 되어 있다. 수

가 Level 2 이하가 되면 해 시스템은 자동으로 재 작동되도록 되어 있다.

       (나) 수소/물 분리조의 수  감지를 통해, 수 가 최고 (level 4)가 되면 Circulation 

Loop가 작동되고, 수 가 Level 2이하가 되면 circulation Loop가 정지하게 되며, 해시스템의 

작동에는 향이 없다. 수소/물 분리조의 압력이 1 Gbar (2 bar) 이상이 되면 Relief Valve가 

작동되어 압력이 떨어뜨리도록 되어 있다.

       (다) 해 셀 온도는 해 셀에서 나오는 순환수의 온도를 온도감지기를 통해 감시하

며, 순환수의 온도가 90℃ 이상이 되면 냉각수만 공 되고 해작업은 정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인 으로 다시 해시스템을 다시 정상화 시켜야 한다.

그림 3.2.39  CECE 공정을 한 수 해 장치 안  시스템 흐름도

  다. 기분해 수소화 공정 

    (1) 장치 성능 시험

       최종 으로 설치 완료된 CECE 공정을 한 기분해 장치의 정면 사진을 그림 3.2.40

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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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0.  CECE 공정을 한 수 해 장치 정면 사진

  개선된 기분해 수소화 장치가 안정 으로 수소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지에 해 성능 시험

을 실시하 다. 그림 3.2.41은 해 셀의 압- 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최소 기분해 압

은 7.3 V로 나타났으며, 이는 셀당 1.8 V로 나타났다. 이 값은 소형 상업용 기분해 장치에 

비해 다소 높은 수치 다. 1년차 비 시험에서, Fuel Cell에서 시 하는 15W 소형 electrolyser

의 경우 최소 기분해 셀당 압은 1.5 V 이었다. 이는 해 장치가 커지면서 이에 따라 항

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기 압에 따른 류는 비교  느리게 증가하다가 10 V를 지나

면서 일정한 비로 직선 으로 압- 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비는 약 42.1 

Ampere /Voltage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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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1.  기분해 수소화 장치의 압 류 특성 곡선

  개선된 기분해 수소화 장치의 류 도에 따른 수소 발생량은 그림 3.2.42에 나타내었으며, 

류량에 따른 수소 발생량은 그림 3.2.43에 나타내었다. 해 셀은 476 cm
2
의 MEA가 4개 

stack으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며, 류치 240~245 A 수 에서 원하는 수소발생수 인 6.91 

ℓ/min (= 8 ℓ-water/day)을 안정 으로 생산하 다. 이는 Current Density로 볼 때, 약 0.50 

~ 0.52 A/cm
2
 수 이었다. 이 같은 Current Density는 일반 인 고분자 해질이 2 A/cm

2
에 

까지 안정 으로 작동된다고 볼 때[3.2.5], 보다 낮은 수치로서 장기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시간에 따른 해 셀의 온도변화는 이미 그림 3.2.36에 나타낸 바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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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2.  기분해 수소화 장치의 류 도에 따른 수소발생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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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3.  기분해 수소화 장치의 류량에 따른 수소발생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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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CECE 연계 공정 시험

       LPCE 매탑과 기분해 수소화 장치를 서로 연결하여 최종 인 CECE 실증시험을 실

시하고자 하 다. 먼  해조의 순수 의 D/H 원자비를 약 0.02로 하여 순수 4ℓ 채워 넣었

다. LPCE 매탑으로부터 D2O가 함유된 순수 5.56 g/min (= 8 ℓ/day)를 공 받고, 발생된 

해조에서 발생된 수소기체는 1.5 bar의 압력으로 응축기를 거친 후, 량 LPCE 매탑으로 

되돌려 주었다. 기분해조의 매탑으로의 상호 연결라인을 그림 3.2.44에 나타내었다. 

그림 3.2.44.  LPCE 매탑과 기분해 수소화 장치의 연결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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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5.  CECE 연계 기분해 수소화 장치의 압 류 특성 곡선

  류가 흐르는 기 압은 약 7.3 V 정도로서 1 A의 수치를 나타내었다. 그림 3.2.45에서 

보이는 압- 류 특성은 그림 3.2.41의 비 성능 시험결과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약 

압 15.5 V에서 류 값 240 A를 나타내었으며, 이 정도 수 에서 LPCE 매탑에서 공 받는 

양의 물을 처리할 수 있었다. 그림 3.2.46은 류 도에 따른 수소발생량을 나타낸 그래 이다. 

해조의 온도는 기 15℃에서 출발하여 약 80.5℃로 평형 값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그림 

3.2.36의 결과와 비슷한 결과와 동일하 다. 약 0.51 A/cm
2
의 류 도에서 우리가 원하는 양

의 수소 (6.91 atm-ℓ/min)를 발생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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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6.  CECE 연계 기분해 수소화 장치의 류 도에 따른 수소발생 곡선

    (3) 결 론

       이상과 같이 CECE 공정을 한 기분해 수소화 장치를 개발하여 그 기본 인 성능을 

시험하 다. 해셀은 활성면  476 cm
2
 크기의 Nafion 117을 해질로 하여 양극 매로는 

IrO2, 음극 매로는 Pt를 사용하여 4개의 MEA를 직렬로 하여 제작하 다. 제작된 기분해 수

소화 장치는 240~245 A 수 에서 원하는 수소발생수 인 6.91 ℓ/min (= 8 ℓ-water/day)을 

안정 으로 생산함을 실험으로 실증하고, 4ℓ/day tritiated water 처리를 한 CECE 공정에 

성공 으로 용할 수 있었다.

3. 트리튬 정제 투과막공정 실증시험

  가. 투과막 분리계통 개념설계를 한 투과막 재료  Pd/Ag 막의 성능 기본식

     고 도의 Pd 합  막이 수소 분리에 쓰이며, Ag 막은 산소 분리에 쓰인다. 순수한 Pd는  

300℃ 이하, 20 기압 이하에서 수소 함량이 높아질수록 α상에서 β상으로 변하는데, 상변화에 

따른 막의 손으로 수소 분리에 합하지 않다. 따라서 Pd 합  막은 Ag를  23～25% 함유한

다. 막은 다공성 담체 에 1～10 μm의 아주 얇은 두께로 제조되는데, 다공성 담체의 재질은 

유리, 알루미나  지르코니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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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다공성 막에서의 기체투과 기구는 용해-확산(Solution-Diffusion)이다. 수소 분자는 해리 흡

착되어 로톤과 자로 리되어 막 내로 확산된다. 막의 압 측에서는 로톤이 자를 받

아 원자가 되고, 원자는 분자로서 탈착된다. 투과 과정에서 막 내 확산이 율속 단계이며, 용해

된 수소의 농도는 수소 압력의 제곱근에 비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는 막의 두께가 20 

μm 이상의 두꺼운 막에 해당됨. 단, 막의 두께가 2～3 μm 이하인 경우, 추진력은 압력 차이

다.

  고 도막 달 기구  투과막 운 변수에 따른 설계 기본식은 다음과 같다.

          - 수소의 flux J = P [ √p'H2 - √p''H2 ] / δ (3.2.11)

            여기서 J = 수소의 flux로 단 는 cm
3
/cm

2
/s

              p'H2, p''H2 = 고압  압측 수소압력으로 단 는 bar

              δ = 막 두께로 단 는 cm

              P = 투과상수로 단 는 cm
3
․cm/cm

2
/s /√bar이며, 

              P의 온도의존성은 P = 6.52×10-6 exp(-6.38/RT)로 표시.

  Matthey사의 상용 Pd/Ag 막은 99.9999% 이상의 고순도 수소 정제에 합하며, 트리튬 정제

공정에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CECE 공정에서 발생하는 트리튬 함유 수소 기체를 정

제하기에 합한 구조를 가진 Matthey사의 상용 Pd/Ag 막을 설계에 채용하 다.[3.2.10] 

  나. 투과막 분리계통 장치설계

     본 연구에 사용되는 투과막은 할로겐, 할로겐 화합물, 황 화합물  속 화합물 는 증

기 같은 부식성 물질 분 기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 질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수증기, 암

모니아  메탄은 투과막에 해를 주지 않으나, 해당 분압만큼 수소 투과량을 감소시킨다. 특히 

기름, 유기화합물, 솔벤트, 그리스, 이핑 화합물  피  윤활제(납 성분 함유 시는 더욱 나

쁨)는 투과막의 성능을 떨어뜨린다. 수은, 납, 아연  철의 염도 투과막에 좋지 않다. 산소는 

1,000 ppm 이상이 수소에 혼합되어 공 되면 안 된다. 산소는 부식성은 없지만, 수소와 팔라듐 

매 상에서 반응하여 막의 온도를 올려 막 손상을 래한다. 로 1,000 ppm의 산소는 막의 

온도를  30℃ 상승시킨다.

  최  운 압력은 13.6 atm이며, 최  압력은 17.0 atm 이다. 투과막은  온도가  최   450℃

를 넘으면 안 되고, 수소분 기에서 300℃ 미만으로 냉각돼도 안 된다. 따라서 투과막 수명을 

최 화하기 해, 투과막 냉각 에 수소를 반드시 퍼지 시켜야 한다. 가동 , 정 이 10  이

상 지속되면, 질소로 라인을 45분 이상 퍼지하여 막을 보호한다. 수소 주입 에도 feed 라인

은 진공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계통설계는 다음 그림 3.2.4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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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7.  CECE용 투과막 공정도

  다. 투과막 분리계통 장치 제작 설치  운

     본 연구에서 제작한 투과막 장치는 그림 3.2.48과 같으며 그 운 차는 다음과 같다. 가

동 , 산소 제거를 해 막의 양측을 진공화 하는데, 진공화가 퍼징 보다 유효하다. 수소 주입

은 막의 온도가 400±25℃일 때 시행함. 히터 가열 이나, 가동 후 수소가 투과막에 남아 있으

면 막이 손상된다. 히터 가열 시 막의 열응력 최소화를 해,  400℃까지의 승온 시간을 45분 

이상으로 한다. 막의 온도가 400℃가 되면 비로소 feed 가스를 서서히 주입한다. 투과막의 성

능은 400℃에서나 425℃에서 거의 같으므로 400℃보다 높은 온도에서 운 할 이유가 없다. 그

러므로 투과막 운 온도는 400℃로 설정하고, 실제 운 은 유량에 따라 375～425℃ 범 에서 

수행한다. Bleed 양은 산업수소의 경우 1%이며, 해수소의 경우 1% 보다 어도 무방하다.

그림 3.2.48.  CECE용 투과막 실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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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과막 장치 운   가장 요한 사항은 수소 안 이다. 수소는 공기 , 4～75% 농도일 때 

연소된다. 수소는 공기 , 18～59% 농도일 때 폭발하고 공기  자동 화 온도는 500℃이다. 

200 mA @ 24 VDC의 매우 약한 기 방 에 화되므로 수소의 유출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

다. 투과막 안 운  차는 표 3.2.4.과 같다.

표 3.2.4.  투과막 운  차

     

운 시간 운 차

가동 투과막 양측 라인을 진공화 함

히터 가동 투과막을  45분 이상에 걸쳐 서서히 400℃로 승온

Feed 주입 Feed 가스를 서서히 주입하여 13.6 kg/cm2 되게 함

Bleeding 시작 Bleed 가스 밸 를 엶

순수 수소동 원소 생산 생산된 순수 수소동 원소를 Ti 스펀지에 흡장시킴

가동 지 차 순수 수소 밸 를 잠 , Feed 밸 를 잠 , Bleed 밸 를 잠

진공화 투과막 양측 라인을 진공화 함 

아이들링 48시간이내의 아이들링시는 진공 는 질소상태에서 히터 켬

가동 지 히터 원 차단

  라. 투과막 장치 투과효율 측정

     본 연구에서 제작한 투과막 장치에서 수소공 압력 변화에 따른 수소 투과생성량 

(permeate)을 측정하 다. 장치는 상온에서 45분에 걸쳐 서서히 투과막을 400℃까지 가열하

다. 수소 주입  MFC 유량 조 을 해, MFC 별로 최 유량을 MFC readout box에 입력하

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투과막 장치에서의 투과효율은 당  질소분 기에서로부터 고순도 

수소를 사용하여 측정하 으며, 실험 종료 시는 질소 퍼지  진공화를 반복하여 계통을 안

하게 가동 지하 다. Feed 수소 압력 (4～9 kg/cm
2
)과 유량 (0.4～0.7 SLPM), 그리고 bleed 

유량 (0.3 SLPM) 등 운 조건을 변화시키며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 결과는 Sieverts의 

solution-diffusion model과 매우 잘 부합됨이 확인되었다 (그림 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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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9.  CECE용 투과막 수소 생성량 측정

  마. 트리튬  정제 투과막공정 실증시험

     본 실험에서는 CECE 공정의 기분해조로부터 공 되는 것과 같은 압력과 수소처리량에 

해 수소 투과 양을 측정하여 실증시험 자료를 생산하 다. 본 실험에는 일반수소를 원료로 

실험하 다. 투과막공정 실증시험 운  변수는 표 2.3.2와 같으며, 본 실험에서 목표로 하는 원

료 수소압 12.26 kg/cm
2
G에 해 원료수소 공 량 1157 cc/min, 정제수소 생산량 857 

cc/min, Bleed 300 cc/min 을 운  정 도 범  내에서 달성할 수 있음을 다음 표 2.3.3의 실

험 결과로부터 알 수 있었다. 모든 실험은 400℃에서 수행되었고, 압력은 계기압으로 측정 시 

다소의 오차가 있을 수 있었다. 특히 Bleed 양을 늘리기 해 Bleed 밸 를 열면, 원료 공 압

이 0.1-0.3 kg/cm2G 정도 떨어지는 것이 찰되었다. 정제수소생산량은 MFC 설정치로부터 표

시된 유량이고, 원료공 유량은 MFC 표시 값이며, Bleed 유량은 계산된 값이다.

표 3.2.5.  투과막공정 실증시험 운  변수

운  변수 운  내용

원료 공 압 8-12.3 kg/cm
2
G

원료 공 유량 649-1173 cc/min

Bleed 유량 25-305 cc/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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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  Bleed 변화에 따른 투과막공정 실증시험 운  결과 (운 압 12.3 kg/cm
2
G)

 

Bleed 유량 (cc/min) 원료 공 유량 (cc/min) 정제수소 생산량 (cc/min)

38 894 856

98 955 856

192 1047 855

317 1173 856

  상기 운  조건에 따른 투과 후 기체 분석 결과는 그림 3.2.50와 같다. 기체는 Hiden 

Analyser HPR20 모델의 질량분석기로 분석하 다. 그림 3.2.50의 10～110분 농도 역은 투과

막을 통과한 고순도 수소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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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0.  CECE용 투과막 수소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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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유기상 트리튬 처리공정 개발 

1. 유기상 트리튬 처리 반응시험

  가. 유기상 트리튬 처리기술 분석

     유기 으로 결합된 삼 수소의 경우 삼 수소가 결합된 물의 형태보다 방사성물질의 연

간섭취한도, 유도공기 농도  배기/배수 의 배출 리기 이 더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방사선방호등에 한 기 에 트리튬폐기물의 종류에 유기상 트리튬 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에 한 처리방법 연구가 실한 실정이다. 삼 수소화 유기상 는 수용액에 희석된 

삼 수소화 유기상은 부피감용을 한 한 처리방법이 아직 확립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이 

가연성 삼 수소화 액체폐기물일 경우 육지 처분을 한 요건에 만족하지 못한다. 삼 수소가 

유기 으로 결합된 액체폐기물은 취   처리가 용이한 무기 산화물 형태로 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삼 수소화 유기상 폐기물은 처리가 용이한 트리튬 산화물 형태로 환하는 공정

이 선행되며, 후속 공정으로 흡착 는 수소-물 교환 매반응 등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미국, 

유럽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유기상 트리튬 처리에 한 미국사례를 살펴보면, 유해 폐기물에 한 미국 환경청(EPA)의 

법규는 가연성 유해 특성의 EPA 항목을 포함하고 있고, 방사성 물질의 처분의 DOE 규제도 

이들 유기용매를 포함하고 있다. 트리튬으로 오염된 유기용매는 험물질인 동시에 방사성 물

질 특성을 가진 혼합 폐기물로써 별도로 분류하고 있다 [3.3.1].

  이와 련하여 CFR (미국 연방규제법 , Code of Federal Regulation)의 유해등 분류 

40CFR (미국의 폐기물 처리 련 규정: U.S. EPA 40 CFR)에 의하면 유해 폐기물 분류의 용

규정에 따라 폐기되어야 함을 명시하 다. 따라서 삼 수소화 유기상 폐기물은 두가지 즉, 방

사성  가연성 유해폐기물 즉, 혼합 폐기물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별도로 리되었다. 

  1999년 미국의 Lawrance Berkeley 국립연구소(LBNL)내 삼 수소 표지화시설(NTLF)은 EPA

가 유해 폐기물 분류코드에 명시된 유도체들을 포함하는 화학 물질들을 자체 매산화시설에

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성을 입증하므로 이 들을 혼합폐기물 분류에서 제외시켜  것을 신청

한 바 있다, 표 3.3.1은 미국 NTLF의 삼 수소화 혼합 액체폐기물의 분류코드이다.

  2002년 EPA는 유해폐기물 리 체계  LBNL이 제출한 두 가지 신청을 승인하기로 계획하

다. 첫 번째 신청은 특정 유해폐기물을 페기물 리스트에서 제외토록 하는 것이며,  EPA는  

LBNL에서 제공된 모든 폐기물의 특성 정보를 검토하여 신청된 폐기물들을 원래의 리스트 기

에 근거하여 비유해성으로 결정하 다. 한 EPA는 두 번째 신청내용으로 LBNL이 원래의 

혼합 폐기물 처리를 해 사용된 매화학산화(Catalytic Chemical Oxidation, CCO) 기술에 

한 유사 처리결정에 한 것이었다.  EPA는 LBNL에서 제공된 특정 CCO 처리에 한 자료를 

검토하여 CCO처리법이 연소반응과 유사한 처리기술임을 확인하 으며 이러한 폐기물 분류목

록으로부터의 제거 신청과 이를 한 CCO 처리기술 용에 한 사항이 최종 으로 결론이 

나면, 허가된  방사성 폐기물 시설에 처분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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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NTLF의 삼 수소화 액체 페기물에서 확인된 화학조성 분류 [3.3.1]

EPA hazardous 
waste code

Hazardous waste description

F002 methylene chloride

F003 acetone, ethyl acetate, methanol

F005 benzene, pyridine, toluene

D001

high TOC(>10%) non-waste water mixture, which might contain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chemicals:

acetic acid acetic, acetic anhydride, acetone, acetonitrile, benzene, 

bromonitromethane, chloroform, cyclohexylamine, dimethylformamide, dioxane, 

ethanol, ethyl acetate, hexane, isopropanol, methanol, methyl acetate, 

dimethylene chloride, pyridine, tetrahydrofuran, tetramthylene diamine, toluene, 

triethylamine 

D022 chloroform

  

  따라서 삼 수소가 유기 으로 결합된 화학종은 소각 신 매 존재 하의 고온에서 효과

으로 분해할 수 있다. 이 기술은 유기화학물질 취 에 한 산업폐기물 처리공정 개선에도 성

공 으로 실증된 해외 사례가 있다. 이 공정에서는 가연성 유해 유기물이 분해되어 이산화탄소

와 삼 수소 산화물 (HTO)이 주 생성물로 발생되어  방사성폐기물로 처분되거나 처리

기술이 확립된 후속공정으로 트리튬의 분리 회수가 가능하므로 소각공정보다는 잇 이 있다 

[3.3.2-6].

  이 기술은 미국의 Lawrance Berkeley 국립연구소 (LBNL)내 삼 수소 표지화시설 (NTLF)과 

벨기에 원자력연구센타 (SCK/CEN)의 유기상 트리튬 처리시설에서 그 기술성이 입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기상 트리튬 반응시험으로써 수소가 치환된 유기상 수용액을 사용하여 매 

산화법에 의한 트리튬 산화물로의 환률을 평가하고 시험하 다. 

  나. 유기상 트리튬 처리반응시험

     삼 수소 표지화 시설에서 삼 수소로 오염된 유기상은 주로 유기 용매의 수소성분에 치

환되어 오염원으로 발생된다. 오염 용매는 수용액에 의해 희석된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부피

감용을 한 오염처리가 까다로워진다. 수용액 의 유기상 농도는 총유기탄소 (TOC)로 나타낼 

수 있으며 용존 유기물은 산화반응에 의해 다음 반응식처럼 최종 으로 이산화탄소와 물의 형

태로 분해 가능하다. 

CxHy1Ty2Oz (aq) → x CO2 + y HTO (3.3.1)

유기 으로 결합된 트리튬을 산화물로의 환공정은 고온 매산화 방법으로 처리 가능하며, 

트리튬 산화물로의 환효율을 극 화 하는 공정조건 도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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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반응장치 설계  제작

       본 연구에서는 상기 처리 시설의 공통된 핵심기술이 고온 매산화임을 확인하고, 모의 

유기상 용액으로 모의 시료로써 에탄올  아세톤 수용액을 선정하 으며, 유기상을 무기물로 

환시키는 시험을 수행하 다. 시험 장치는 모의 유기상 수용액을 기화시켜 헬륨  산소 흐

름과 같이 고온 상로 (Tube furnace)에 주입하여 1차 연소시킨 후, 2차로 매 산화 반응기

를 통과시킴으로써 환률을 극 화 하고자 하 다 (그림 3.3.1). 

  매는 고온에서도 다공성 세공의 골격이 그 로 유지되어 매 반응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안정한 알루미나에 담지된 귀 속 매를 선택하 다. 수용액에 희석된 유기상 용매를 시험하

기 하여 각각 50  25 wt.% 순도가 되게 에탄올과 아세톤을 순수와 량비로 혼합하여 

모의 유기상 용액을 마련하 다. 

  Bronkhrost High-tech사의 증발 혼합 조 기 (Controlled Evaporation Mixing, CEM)를 이용

하여 일정 유량으로 모의 유기상을 기화시켜 고순도 헬륨 캐리어 가스에 동반시켜 고온 상

로의 반응기로 주입시켰다. 그림 3.3.2와 같이 고온 상로에 내경 11mm의 석  튜  반응

기는 고온 산화를 유도하는 20 cm의 공간부(Cavity)와 동일한 튜  내에 후속 산화 매층으

로 0.5 wt% Pd/Al2O3 (3.2mm pellets)를 채워 배치하 다.

그림 3.3.1.  모의 유기상 고온 매 분해 시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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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상로에 배치된 석  매 반응기

    (2) 배가스 분석 방법 비교평가  선정

       기화된 유기상 수용액의 반응기 입구와 출구는 수소이외에 산화생성물 배가스(CO2 등)

의 동시분석을 고려하여 농도분석은 Quadrupole mass spectrometer (Model: HAL II 201 RC)

를 사용하여 기체 흐름의 분압을 측정하 다. 에탄올 (분자량=46)의 질량 스펙트럼은 질량분석

기에 사용되는 주요 피크로 그림 3.3.3에서 31amu의 값을 이용하 으며, 그리고 아세톤 (분자

량=58)인 경우 43amu의 값을 이용하여 상 인 분압을 측정하 다.

(a) 에탄올 (b) 아세톤

그림 3.3.3.  질량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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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농도 유기상 수용액 산화반응 효율시험

       환률은 희석된 에탄올 수용액(몰분율=∼0.3)의 모의 유기상 용액의 주입농도에 한 

산화 분해되어 무기물로 환되어 낮아진 출구 유기상 농도차이의 비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의하 다.

              전환율입구농도
입구 농도출구농도

×   (3.3.2)

  상로 고온부에 배치된 석  튜 로 0.2 ℓ/min유량의 헬륨 캐리어기체에 기화된 에탄올 

수용액(0.4g/hr)을 혼합시킨 흐름에 아래 반응식에 의거 에탄올의 몰 비 비 2배 이상의 산소

(20mℓ/min)을 주입하여 상로를 통과시킨 출구 에탄올 농도를 찰하 다. 충분한 산소분

기에서 에탄올의 산화반응식과 이 반응에 수반되는 발열량은 다음과 같다. 

      C2H5OH + 3 O2(g) → 2 CO2 (g) + 3 H2O(g)    -1,368 kJ/mol   (3.3.3)

  그림 3.3.4는 상로에 매층이 없이 유기상 흐름이 고온부의 공간(Cavity) 만을 지나면서 

온도별로 분해되는 정도를 찰한 것을 나타내었다. 300℃에서는 에탄올의 환률이 약 65%, 

400℃에서는 약 83% 그리고 500℃ 이상에서는 95%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림 3.3.5는 후속 

매층 (10 cm)을 통과하는 경우 실온에서도 매에 의해 높은 환 활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300℃에서는 약 95%의 환률을 나타내며 그리고 500℃ 보다 높은 온도의 매반응에서는 

99% 이상의 환률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매반응에 의해 연소반응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도 산화 활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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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Cavity 온도 변화에 따른 

에탄올 출구 농도비

그림 3.3.5.  매반응기 온도 변화에 따른 

에탄올 출구 농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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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방법으로 아세톤 25 wt.%를 함유한 수용액(아세톤 몰분율=∼0.1)을 비하여 다음의 

화학반응 양론식에 의거 충분한 산소분 기에서 아세톤의 매 산화반응을 시험하 다.

       C3H6O + 4 O2(g) → 3 CO2 (g) + 3 H2O(g)    -1,790 kJ/mol (3.3.4)

  아세톤의 산화 반응후 반응생성물을 사 극자 질량분석기로 측정하여 반응 온도조건에 따른 

환률을 시험하 다. 아세톤 수용액을 1.0 g/hr의 유량으로 기화하여 공 된 0.5 ℓ/min 

헬륨에 동반시킨 흐름을 상로에 주입하여 300℃, 500℃ 그리고 700℃의 온도 조건에서 출구 

아세톤과 이산화탄소 농도를 찰하 다. 그림 3.3.6은 반응생성물인 CO2와 아세톤 

농도변화(분압)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었다. 높은 온도에서 CO2의 생성량이 많은 것은 산화반응 

정도를 나타내고 있음. 그림 3.3.7은 반응 온도별 아세톤의 환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500℃에서는 99% 정도의 환률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탄올  아세톤의 수용액의 매 산화시험을 통해 삼 수소가 치환된 유기 

용제가 함유된 수용액은 매 산화법을 통하여 처리 가능함을 확인하 다. 따라서 매 

산화법이 가연성 혼합 폐기물을 비가연성  방사성 폐기물로 경제 으로 환할 수 있는 

처리 공정에 용 가능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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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매반응기 온도 변화에 따른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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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 매 반응기 온도 변화에 따른 

출구 농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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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기상 트리튬 처리공정 용  개발

   매 화학산화법은 삼 수소화 유기상 화학처리법으로 성공 으로 용된 해외 사례를 

비추어 볼 때 가연성 삼 수소화 유기상은 비가연성 산화물로 환시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공정은 가연성 유기물과 수용액의 혼합폐기물을 완 히 환하여 확립된 후속 

공정으로 부피감용을 실 할 수 있다. 

  삼 수소 표지화 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삼 수소화 액체 폐기물은 총유기탄소 함유량이 

최소한 10%이상으로 가연성이 부분이라고 알려져 있다. 수용액에 함유된 삼 수소화 유기상 

처리를 해 고온 소각에 의한 산화법은 연소를 한  추가 가연제가 필요하며, 기타 함유물의 

고온 연소에 의한 유해 가스 발생이 유발될 수 있다. 비교  소각보다 낮은 온도에서 

삼 수소화 유기용액의 산화를 유도할 수 있어 매산화법이 한 공정으로 사료된다. 

  이 공정의 구성은 공  산소와 유기 으로 결합된 액상의 트리튬이 완 히 기화되게 300℃ 

정도의 열 단계가 필요하며, 후속 매층은 매반응의 충분한 활성을 유지하기 하여 약 

500℃이상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반응기 조건을 가져야 한다. 공정의 모든 연결 배 은 

원료수의 응축을 막기 해 150℃ 정도로 가열하여야 한다. 산화된 트리튬은 우선 냉각수를 

사용한 응축기와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한 콜드트랩을 연속 통과시켜 부분의 트리튬 

산화물(HTO)을 수집한다. 트리튬 산화물에 잔류될 수 있는 휘발성 유기물을 측정하기 하여 

Flame Ionization Detector (FID)등의 검출기를 이용하여 확인한다. 콜드트랩을 통과한 

배가스는 실리카겔이나 합성 제올라이트 등의 수분 흡착제를 통과시켜 출구 수분 함유조건이 

-60℃이하의 노 이 되게 완벽하게 수분을 포집 처리하여 배기되어야 한다. 한 유기물이 

함유한 수용액의 산화효율을 출구 배가스 내 일산화탄소와 잔류 탄화수소 함량을 측정하므로 

확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공정의 구조 인 건 성을 확보하기 하여 안 성이 보증된 316 스텐 스강 튜  

그리고 기 성의 316 CajonTM 형 는 이  나사식 연결부를 사용하며 삼 수소화 

폐기물의 산화반응기는 InconelTM 합 재료가 합할 것으로 고려된다. 산화 반응기의 고온 

온도조 은 경보장치와 매 반응기의 과열을 막기 해 이  설정치 입력 기능과, Auto-tune 

형태의 조 이 가능하고 실시간 온도 정보를 한 아날로그 출력을 낼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한 공 되는 산소 유량은 상 유기물에 한 양론 인 산화 반응비를 고려하여 

2배정도로 질량유량조 기(Mass flow controller)를 사용하여 주입하고 별도의 유량계로부터 

연속 으로 산소유량을 모니터링한다. 산소주입량이 설정치 보다 작아지면 자동으로 공정이 

멈춰지게 연동되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공 라인은 체크밸 를 사용하여 역류를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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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GC 트리튬 분리용 충 재 개발

1. GC 트리튬 분리용 충 재 선정  물성 평가

  가. GC 충 재 분석  선정

    (1) 수소동 원소 분리용 GC 충 재의 특성 분석

       기존에 수소동 원소 분리에 사용된 이 GC 충 재에 한 성능  특징을 문헌조사

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

       (가) Charcoal

          수소동 원소 분리능이 낮고 혼합기체 구간(mixed zone)이 넓게 분포되는 단 이 

있음.

       (나) Molecular sieve

          4A는 D2와 H2를 분리하나 H2와 HD를 분리하기 어려움. Molecular sieve에 Fe  

V2O4를 표면처리한 경우 성능이 향상됨. 체류시간이 길고, 90～140K의 온에서 이용되기 때

문에 비효율 임.

       (다) 알루미나

          He나 Ne를 carrier gas로 사용할 경우, tailing을 동반하여 폭넓게 분리됨. 77K의 

온에서 수소동 원소를 분리함. Ferric oxide 는 chromium oxide로 표면처리하면 성능이 

개선됨.

       (라) Palladium(Pd) 

          상온, 상압에서 분리가 가능하고, 분리 시간이 짧으며 장치가 비교  간단함. T2, D2, 

H2로 혼합물이 분리되고 동 원소 혼합기체는 소량 나옴. JET에서는 alumina 담체에 Pd를 분

산시킨 충 재를 사용하여 T2  D2를 분리하고 있음. Karlsruhe 연구소에서는 기에는 α-알

루미나를 사용했고, 재 20 wt% Pd를 함유한 α-알루미나를 수소동 원소 분리용 GC 충 재

로 사용함[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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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GC 충 재 선정

       장치의 구성  분리 조건 등을 고려할 때, Pd 충 재가 가장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

다. Pd 충 재는 상온, 상압에서 분리가 가능하며,  한 배출되는 기체의 주 성분이 H2-D2-T2 

이고 isotope mixed gas(HD, HT, DT)가 게 나타나는 장 도 갖고 있었다.

  나. GC 충 재 평가

    (1) Pd 충 재의 특성 평가

       (가) 결정구조가 fcc일 때, 수소동 원소의 분리가 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d의 

분리 원리는 Pd 격자내에 hydring을 이루는 수소 원자의 이동 속도 차에 기인한다. Pd와의 결

합력은 H>D>T 순이므로 T>D>H 순서로 수소동 원소가 배출되고, D의 Pd 격자내 이동 속도

는 H에 비해 1.5배정도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3.4.4].

      (나) Pd 충 재는 단독 속입자 혹은 Pd의 소모량을 이기 해 무기질 담체에 입자

를 분산시킨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가장 선호되고 있는 무기질 담체는 높은 열안정성, 화학  

불활성  낮은 기공도를 갖는 α-알루미나이다.  α-알루미나에 한 Pd 함량은 높을수록 효과

이며, Pd 함량은 20 wt%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다) 수소기체가 용이하게 Pd 격자내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해 Pt를 합  형태로 

섞은 Pd-Pt alloy 입자도 사용되고 있는데, Pt 함량이 Pd의 4 at%인 alloy가 많이 사용되고 있

다. Pt는 동 원소분리와는 직 인 연 은 없고 수소기체가 속 입자에 흡수될 때 활성화에

지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3.4.5].

    (2) Pd/α-alumina 물성

       Pd가 처리된 α-alumina의 기본 물성은 다음 표3.4.1과 같다 [3.4.3]. 수소동 원소 분리

에 사용되기 해서는 Pd의 결정구조가 잘 발달되어야 하며, α-alumina는 열안정성이 좋고, 낮

은 기공분포를 가지는 것이 좋다.

표 3.4.1.  Pd/α-alumina GC 충 재의 물성

Materials α-alumina Al2O3+20wt%Pd Al2O3+30wt%Pd

Specific surface area, S(m2/g) 0.51 1.2 1.49

Porosity, ε(%) 72 70 66

Average pore size, φ (㎛) 1.29 1.22 1.04

Pd crystal sturucture - f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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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C 충 재 성능 시험장치 기  개념 설계

  ∙ 그림 3.4.1에 상온에서 GC 충 재의 H-D간 수소동 원소 분리성능을 시험하기 한 장

치 개념도를 나타내었다.

  ∙ Mixing tank를 두어 원하는 비율의 H2/D2 를 얻을 수 있도록 하 다.

  ∙ 혼합가스는 Pt-SDB bed를 통과시켜 샘  시료 에 HD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 다.

  ∙ GC column을 통과한 기체는 TCD를 통해 분석하도록 설계 하 다.

H2:D2

1:1
Mix.

H2
Mixing 
Tank

GC columnGC column

TCD or
Catharometer

Mass Flow Meter

PP

P Vacuum Pump

P Purifier

Pt-SDB Bed

Pressure Transducer 

Pneumatic Valve

그림 3.4.1.  수소동 원소 분리시험용 GC 시스템

3. GC 트리튬 분리용 충 재 제조

  가. Pd-Pt alloy on alumina 충 재 제조

     GC 충 재는 α-alumina 표면에 Pd-Pt alloy를 입 서 제조하 다. 제조방법은 Pd-Au 합

을 Alumina 표면에 입히는데 사용한 Simultaneous impregnation & Alcohol reduction 

method 방법을 응용하여 실시하 다[3.4.6]. 그 제조 과정을 그림 3.4.2에 나타내었으며, 그 제

조 과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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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  함침법에 의한 GC 충 재 제조방법

     ∙ 1 ℓ 둥근 라스크에 약 200ml EtOH와 200ml 증류수 혼합용액을 만든 후, PdCl2 

8.33g (Pd=5g)  PtCl2  0.34g (Pt=0.25g)을 녹이고, 다시 PVP (Poly Vinyl Pyrrolidone, 

MW 10,000) 10g을 녹임.

     ∙ 반응 용액에 크기 100 mesh의 α-alumina 분말 20g (20 wt% Pd on alumina에 해당) 

을  함침 시키고 상온에서 하루 동안 숙성시킴. 이 때 반응물은 PVP의 향으로 갈색

에서 검은색으로 변함(그림 3.4.3).

     ∙ Rotary evaporator를 이용하여 60℃에서 90℃로 차 온도를 올려가며 혼합물을 진공 

건조시킴.

     ∙ 건조된 고형물은 다시 기로에서 120℃에서 400℃로 온도를 올려가며, 3시간 동안 완

 건조시킴.

     ∙ 얻어진 고형물을 막자사발에서 입자 상태로 분쇄함.

     ∙ 얻어진 입자를 tubular furnace의 석  속에 넣고 수소분 기에서 120～300℃ 2시간 

환원시킴(그림 3.4.4).

     ∙ Ar 기체 환경에서 tubular furnace에서 800℃, 5시간 열처리하여 annealing  결정화

시킴(그림 3.4.4).

그림 3.4.3.  숙성 인 GC 충 재(Pd-Pt on alumina) 함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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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숙성 ], 우[하루 뒤])

그림 3.4.4.  함침법에 의한 Pd-Pt/alumina의 열처리 구성도

    (1) XRD 분석

       함침법으로 얻어진 Pd-Pt/Alumina의 결정화를 XRD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그림 3.4.5

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Alumina peak와 더불어 Pd peak가 잘 나타나 있음을 확인하 다. 

Pd 속결정이 Alumina 표면에 잘 발달한 것으로 단되며, 수소동 원소 분리용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단내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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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  함침법으로 제조된 Pd-Pt/alumina 충 재의 XRD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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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ICP-AES 성분분석

        함침법으로 얻어진 GC 충 재 2종의 ICP-AES 성분분석 결과를 표 3.4.2에 나타내었

다. 분석결과, 얻어진 Pd-Pt alloy/Alumina 시료의 Pd 함량은 각각 17 wt%  28 wt%로 나

타났다. 제조 시, 들어간 Pd 함량은 각각 20 wt%  30 wt% 이었으나, 실험  분석 오차  

제조과정에서 손실된 분량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었다.

표 3.4.2. 제조된 GC 충 재의 ICP-AES 분석 결과 (단  : wt%)

          분석원소  

  시료번호
Pd Pt Al

1 17.0 ± 0.6 0.57 ± 0.06 34.9

2 28.1 ± 0.6 0.77 ± 0.06 28.3

    (3) EPMA 분석

        EPMA 이용하여 Pd-Pt/alumina 충 재의 표면을 찰하고 속 성분의 분포를 조사

하 다(그림 3.4.6). 그 결과, Pd, Pt 원자가 alumina 표면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4.6.  EPMA 분석을 통한 Pd-Pt/Alumina 충 재의 Morphology와 원소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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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BET 분석

       BET 분석을 통한 표면  분석결과를 아래 표 3.4.3에 나타내었다. 제조된 Pd-Pt/Alumina 

는 28 m
2
/g의 표면 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 다.

표 3.4.3. Pd-Pt/Alumina의 BET 분석 결과

BET (sq. m/g) Micropore Vol. (cc/g) Langmuir (sq. m/g)

28.823

0.000383 39.123Micro Area Ext.  Surface 

8.55 20.28

    (5) GC 충 재의 수소 탈착등온선의 측정

       (가) Pd의 수소동 원소 분리 특성은 수소동  원소의 흡장  탈장 특성에 기인하므

로, 제조된 Pd-Pt/alumina의 탈착등온선을 측정하여 GC 충 재로서 수소동 원소 분리 가능

성을 단할 수 있다.

       (나) 그림 3.4.7과 같이 기체 흡착 실험장치를 설치하고 탈착등온선을 측정하 다.

       (다) 측정 상은 상업 으로 시 되는 Pd 분말(Alfa Aesar, palladium powder -200 

mesh 99.95%)와 제조된 Pd-Pt/alumina를 이용하 다.

       (라) GC 충 재 시료를 vessel에 넣고 300℃로 가열하고 10
-6

torr로 2시간 진공을 유지

한 후, 상온으로 냉각시켰다. 그리고 수소를 흡장시키고 다시 300℃로 가열하여 10-6torr로 진

공을 걸어서 2시간 동안 탈장시켰다. 이 게 활성화 시킨 후, 수소를 최 한 흡장시키고 조

씩 탈장시켜가면서 탈착등온선을 측정해 보았다.

       (마) Pd 분말의 경우, Pd 속의 형 인 수소기체의 탈착등온선 거동을 보 다. 이 

결과는 다른 문헌에서 제시하는 결과와 거의 일치하 다 (그림 3.4.8).

       (바) 제조된 Pd-Pt/alumina의 경우, Pd와 마찬가지로 형 인 수소기체의 탈착등온선

을 구할 수 있었으며, 뚜렷한 plateau를 나타내었다 (그림 3.4.9). 문헌에서 참조한 Pd-Pt alloy 

속과도 비슷한 양태를 나타내었으며, 낮은 Pt 함량으로 인해 약간 낮은 평형 수소 압력을 나

타내었다.

       (사) 제조된 Pd-Pt/alumina는 순수 Pd에 비해 높은 평형 수소 압력의 거동을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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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수소의 흡장  탈장에 필요한 활성에 지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

이며, 상온에서 수소동 원소 분리에 사용하기에 당한 수 이었다.

       (아) 결론 으로, 제조된 Pd-Pt/alumina로부터 탈착등온선을 구할 수 있었으며, 이로서 

수소동 원소 분리용 GC 충 재로 사용가능하다고 단되었다.

그림 3.4.7.  기체 탈착 등온 실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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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8.  순수 Pd 분말(Alfa Aesar)의 탈착등온선 측정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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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9.  제조된 Pd-Pt/alumina의 탈착등온선 측정 그래 .

4. GC 충 재의 수소동 원소 분리 시험

  가. 수소동 원소 분리 시스템

    (1) 수소동 원소 분리 시스템을 그림 3.4.10과 같이 설치하 다. 샘  가스로는 29.2% D2 

함량의 D2-H2 혼합가스를 사용하 다. 샘  가스의 함량은 샘  loop의 크기로서 조 하고, 샘

 가스의 투여는 Automated six valve를 사용하 다. 주입된 샘  가스는 Pd-Pt/alumina가 

충 된 컬럼을 통과하고 통과된 기체는 TCD를 통과하면서 분리거동을 조사하 다. 한 출구 

가스는 다시 QMS로 그 성분을 분석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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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0.  GC 충 재를 이용한 수소동 원소 gas chromatograph 시스템

    (2) GC 컬럼은 길이 3 m, 내경 3 mm의 스테인리스 을 사용하고, 충 되는 Pd의 양은 

약1.5g이며 나머지 공간은 40-100 mesh의 99.5% Cu 분말로 채워서 GC 컬럼을 제작함. GC 컬

럼 사양은 아래 표 3.4.4. 과 같다.

표 3.4.4. 수소동 원소 분리용 GC 컬럼 충 량

  

column sample number 충 재 양(g) Pd 상당량(g) Cu 량(g)

1 Pure Pd 1.5 1.5 26

2
17wt% 

Pd-Pt/alumina
8.82 1.5 13.49

3
28wt% 

Pd-Pt/alumina
5.17 1.5 12.44

    (3) 장치에 사용된 sample loop는 45.1 cc 부피로서, 수소 기체 2.01 mmol에 해당된다. 

Sample loop는 1/4" Teflon tube를 이용하여 제작하 다.

    (4) 제작된 GC 컬럼은 먼  250℃에서 2시간 동안 알곤 기체를 흘려서 불순물을 제거하여 

충분히 활성화 시킨 후, 원하는 실험 온도로 냉각하여 분리 시험을 수행하 다.

    (5) Carrier gas로는 알곤을 사용하 으며, carrier gas 유속은 5～15 cc/min으로 조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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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Sample gas로는 H2, D2  29.2 % D2-H2 혼합 수소 기체를 사용하 다.

    (7) 실험 온도는 30, 50,  70℃의 세 가지에 온도에 해 분리 시험을 실시하 다.

    (8) GC 시스템을 통해서 분리된 기체는 다시 QMS로 보내져 분자량에 따른 정확한 성분 

분석을 수행하도록 하 다.

  나. 수소동 원소 기  분리 실험 

    (1) 순수 Pd 충 재의 수소동 원소 분리거동

       구성된 GC 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하여 순수한 속 Pd 입자가 충 된 

GC 칼럼에 한 수소동 원소의 체류시간을 검하 다. Sample loop는 상업용 5 cc를 사용

하 다. 그림 3.4.11에서 D2 기체  H2 기체를 단독으로 흘렸을 경우,  각각의 체류시간은 뚜

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TCD로 확인하 다. 29.2% D2-H2 혼합기체를 사용한 경우에는 GC 

상에서 D2  H2로 구분되는 Peak가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TCD 분석결과, GC 시스템은 

정상 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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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1.  순수 Pd 분말의 수소동  원소 분리 거동 그래

(컬럼온도= 70℃, flow rate= 10 cm3/min, sample gas= 0.223 mm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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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D 분석 후, GC 시스템에서 흘러나온 배출가스를 QMS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질량 

수에 따라 D2, HD, H2 세 개의 성분으로 peak가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D와 H가 

잔류시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그림3.4.12). HD Peak가 상 으로 많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는 컬럼 내의 Pd에 이미 흡장되어 있던 잔류 H의 향으로 단되며, sample 기체

의 양을 증가시키면 상 으로 어들 것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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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2.  순수 Pd 분말의 수소동  원소 QMS 분리 그래

(컬럼온도= 70℃, flow rate= 10 cm
3
/min, sample gas= 0.223 mmol)

  상온(27℃)에서 순수 Pd를 칼럼의 수소동 원소 분리거동도 조사해 보았다. 그림 3.4.13에서 

순수 Pd 분말은 상온(27℃)에서는 수소동 원소 기체의 분리특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순수 Pd 분말은 수소의 탈장에 필요한 활성화 에 지가 높기 때문에 온에서는 

수소기체의 분리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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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3.  온도에 따른 순수 Pd 분말의 수소동  원소 분리 그래  

 (flow rate= 10cm
3
/min, sample gas= 0.223 mmol)

    (2) QMS의 수소동 원소 검출 특성

       QMS를 이용하여 H2, HD  D2를 성분분석하기 해서는 QMS 내부의 고에 지로 인

해 수소분자가 수소원자로 분해되는 비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분자량 M1, M2, 

M3, M4는 입력된 기체의 분자량 외에도 QMS chamber 내에서 고에 지로 인해 쪼개져 하  

성분들이 보다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수 D2와 순수 H2 기체만을 QMS에 투입하

여 분자가 쪼개지는 비율을 조사해 보았다. D2의 경우, 그림 3.4.14에서 D2 기체가 분해되어 생

기는 M2/M4 비율은 약 0.009정도로 일정하 다. H2 기체의 경우에는 분해되어 생기는 

M1/M2 비율은 약 0.008정도로 일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QMS

의 mass 비율(M2, M3, M4)을 H2, HD, D2 비율로 환산할 수 있으므로 QMS를 통해 GC로부터 

배출되는 기체의 성분 분석이 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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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4.  순수 D2 기체의 QMS에 의한 M1  M2 검출 그래

  다. Pd-Pt/alumina 충 재의 수소동 원소 분리거동

    (1) 수소동 원소 분리 Chromatograms

       17 wt% Pd-Pt/alumina 충 재가 들어간 GC 칼럼에 해 29.2% D2-H2 혼합기체의 수

소동 원소 분리거동을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를 그림 3.4.15에 나타내었다. sample loop를 

45.1 cc로 제작하여 시험한 것이다. TCD 분석결과, QMS 그래  분석 결과, 기에 폭이 좁으

면서 강한 Peak가 나타나고, 후기에 넓고 완만한 Peak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엇다. 다시 QMS로 

분석한 결과, D와 H가 Pd-Pt/alumina 충 재에 의해 잘 분리되고 있음을 확인하 다. D2 와 

H2는 분리가 되고 있으나, HD는 기에도 많이 생기고 있었다. 이는 컬럼 내의 Pd-Pt alloy 

내에 잔류하고 있는 H의 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D와 결합하여 흘러나온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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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5.  17wt% Pd-Pt/alumina에 의한 수소동 원소 분리 그래  

(상) GC 그래 , (하) QMS 그래  (컬럼온도 = 50℃,

flow rate= 10 cm
3
/min, sample gas= 2.01mmol, carrier gas pressure= 0.25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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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도에 따른 수소동 원소 분리거동

      세가지 온도 조건에서 수소동 원소 분리거동을 살펴보았다. 그림 3.4.16에서 30, 50, 70 

℃ 조건에서 실시한 TCD 결과를 나타내었다. GC의 컬럼 온도가 낮아질수록 수소동 원소 분

리시간은 차 느려지고 있었으나. 온도에 따른 D2-H2 혼합기체의 분리 형태(그래 의 모양)는 

거의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자세히 분석하기 해 QMS 크로마토그램을 D/H 

만의 intensity로 그림 3.4.17에서 비교해 보았다. 시간축이 없이 겉보기만으로 볼 때, 온도에 

따른 차이 은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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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6.  17 wt% Pd-Pt/alumina에 의한 컬럼 온도에 따른  수소동 원소

 분리 TCD 그래  (flow rate= 10 cm3/min, sample gas= 2.01mmol,

carrier gas pressure= 0.25MPa)

  따라서 좀 더 자세히 온도에 따른 분리 효율을 알아보기 해 Watanabe[3.4.7] 등이 제시한 

수소동 원소 분리 효율 그래 를 작성해 하 다. Watanabe 등이 제시한 Pd-Pt alloy에 의한 

수소동 원소 분리효율 그래 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YD(Yield of Deuterium) = MD/TD,  PD(Purity of Deuterium)=MD/MQ

where MD: 0～t 시간동안 방출된 D 양.

TD: 투입된 총 D 양

MQ: 0～t 시간동안 방출된 D+H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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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YD에 한 PD 그래 를 구성하면, 투입된 기체의 회수에 따른 D의 순도를 쉽게 알

게 되며, 충 재의 분리효율을 쉽게 가늠할 수 있다.

그림 3.4.17.  17 wt% Pd-Pt/alumina에 의한 컬럼 온도에 따른  D/H 분리 그래

(flow rate= 10cm3/min, sample gas= 2.01mmol, carrier gas pressure= 0.25MPa)

  그림 3.4.18에서 Deuterium 회수율에 따른 Deuterium  순도를 나타낸 분리효율 그래 를 살

펴보면, 컬럼 온도가 낮을수록 분리효율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에 낮은 Recovery에

서 순도가 낮아진 이유는 Pd-Pt alloy의 잔류 H의 향으로 보여진다. 이론 으로는 기 수

소 순도는 1.0 부근으로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다. D2의 recovery가 100%에 가까운 시

이 되면, 컬럼 온도가 낮을수록 분리효율이 향상되는 것이 뚜렷이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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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8.  17 wt% Pd-Pt/alumina에 의한 컬럼 온도에 따른 수소동 원소

분리 효율 그래  (flow rate= 10 cm3/min, sample gas= 2.01 mmol)

    (3) 유속에 따른 수소동 원소 분리거동

       세가지 유속 조건에서 수소동 원소 분리거동을 살펴보았다. 그림 3.4.19에서 5.5, 10, 

16 cc/min 조건에서 실시한 TCD 결과를 나타내었다. GC의 컬럼 유속이 높아질수록 수소동

원소 분리시간은 차 단축되고 있었으나. 온도에 따른 D2-H2 혼합기체의 분리 형태(그래 의 

모양)는 거의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자세히 분석하기 해 QMS 크로마토그램

을 D/H 만의 intensity로 그림 3.4.20에서 비교해 보았다. 시간축이 없이 겉보기만으로 볼 때, 

유속에 따른 차이 은 보이지 않았다. 

  일반 으로 같은 유속에서는 carrier 기체의 압력이 커지면 분리효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 따라서 carrier 기체의 유속이 커질 경우에는 분리효율이 떨어질 것으로 상되

나, 본 실험에서는 carrier 기체의 압력이 증가되어 carrier 기체 유속에 따른 분리효율의 향

이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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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9.  17 wt% Pd-Pt/alumina에 의한 carrier 기체 유속에 따른 29.2% D2 혼합

수소기체 TCD 분리 그래 (column 온도= 50℃, sample gas= 2.01 mmol)

  따라서, 좀 더 자세히 온도에 따른 분리 효율을 알아보기 해 유속에 따른 수소동 원소 분

리 효율 그래 를 작성해 하 다. 그림 3.4.21에서 Deuterium 회수율에 따른 Deuterium  순도

를 나타낸 분리효율 그래 를 살펴보면, 컬럼 유속이 5 cc/min 일 때, 가장 분리효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10 cc/min과 16 cc/min은 차이가 없었다. 이는 높은 유속에서 압력이 상승하여 

유속차에 따른 분리효율이 감쇄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었다. 통상 으로 압력이 높으면 분리

효율은 높아지며, 본 시스템에서는 높은 유속에서는 압력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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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0.  17 wt% Pd-Pt/alumina에 의한 컬럼 유속에 따른  D/H 분리 그래  

(column 온도= 50℃, sample gas= 2.01mm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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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4.21.  17 wt% Pd-Pt/alumina에 의한 컬럼 유속에 따른 수소동 원소 

분리 효율 그래  (column 온도= 50℃, sample gas= 2.01 mmol)

    (4) Pd-Pt 함량에 따른 수소동 원소 분리거동

       지 까지 17 wt% Pd-Pt/alumina에 의한 수소동 원소 분리거동에 해 조사해 보았

다. 이외에도 28 wt% Pd-Pt/alumina에 의한 수소 동 원소 분리거동을 조사하고, 비교해 보고

자 하 다.

  28 wt% Pd-Pt/alumina의 경우에도, 온도나 유속에 따른 수소동 원소 분리거동은 17 wt% 

Pd-Pt/alumina에 의한 수소동 원소 분리거동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칼럼 충 재에 해 분리효율의 측면에서 비교해 보고자 하 다. 17 wt% Pd-Pt/alumina 

충 재  28 wt% Pd-Pt/alumina은 칼럼내의 Pd 양은 1.5 g으로 동일하게 하 다. 따라서 두 

충 재의 차이 은 분산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7 wt% Pd-Pt/alumina 충 재가 칼럼 내에

서 보다 균일한 분포를 하고 있게 된다. 그림 3.4.22에서 28 wt% Pd-Pt/Alumina에 비해 17 

wt% Pd의 분리효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7 wt% Pd-Pt/Alumina가 칼럼 내에 

보다 균일하게 분포하며, 17 wt% Pd-Pt/alumina 입자가 보다 많이 칼럼 내에 들어있으므로 

비표면 이 증가되었기 때문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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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2.  17 wt% Pd-Pt/alumina 충 재  28 wt% Pd-Pt/alumina 

충 재의 칼럼 온도에 따른 수소동 원소 분리 효율 그래  

(Flow rate = 10 cc/min, Sample gas = 2.01 mmol)

    (5) 결 론

       결론 으로 본 연구에서는 수소동 원소를 분리하기 해 Simultaneous impregnation 

& alhohol reduction method를 통해 α-알루미나 표면에 Pd-Pt 알로이를 형성시켰다. 이 게 

얻어진 입자를 GC 칼럼에 충 하고 29.2% D2-H2 혼합기체에 한 수소동 원소 분리시험을 

실시하 다. 그 결과, D2 기체는 H2 기체와 잘 분리시킬 수 있음을 실험 으로 확인하 다. 실

험결과를 나타낸 그림 3.4.22에서 보듯이, 40% D2 수율의 경우 모든 조건에서 90% 이상의 분

리효율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17 wt% Pd-Pt/Alumina 충 재의 경우 29.2% D2-H2 혼합가스

에 해 303 K(30℃)에서 85% D2 수율까지 90%의 D2 순도를 유지하 으며, 28 wt% 

Pd-Pt/Alumina 충 재의 경우 303 K에서 77% D2 수율까지 90%의 D2 순도를 유지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목표로 한 D/H 분리효율 90%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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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련 분야에의 기여도

○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배기체 트리튬 산화-흡착 공정 실증  설계코드 개발에서는 산화제로서 1.0 wt% Pt/SDBC

를, 흡착제로서 제올라이트 13X를 사용하여 배기체 트리튬의 산화-흡착 공정 실증 장치를 설계

하고 제작하 다. 제작된 실증장치의 성능시험 결과 90ℓ/hr의 처리량에서 제염계수가 100 이

상을 확인하 으므로 목표치(처리량: 10ℓ/hr, 제염계수: 100)를 충분히 달성하 다. 이로써 산

화-흡착 공정 설계코드를 개발하여 국내 핵확산 항성 핵연료주기공정 등에서 방출되는 배기

체 트리튬의 안 한 처리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소용량 삼 수소수 CECE 공정 실증  설계코드 개발에서는 1.0 wt% Pt/SDBC를 활용한 

LPCE 매탑과 SPE 수 해조를 연계공정으로 한 CECE 장치를 개발하고, 4ℓ/day의 처리량

과 16.2 mol/hr의 배출 수소유량에서 제염계수가 13～20임을 성공 으로 실증하 으므로 제염

계수 10의 CECE 실증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었다. 한 실증을 바탕으로 CECE 설계코드를 

작성하여 삼 수소 응용산업에서 직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 

  유기상 트리튬 처리공정 개발에서는 0.5 wt% Pd/Al2O3를 산화 매로 사용하여 에탄올  

아세톤 수용액의 산화 환 시험 결과, 각각 500℃  700℃ 이상에서 목표 산화 환율 99%를 

달성할 수 있었다.

  GC 트리튬 분리용 충 재 개발에서는 충 재로서 함침  알코올 동시 환원법으로 Pd-Pt/ 

Alumina를 제조하고 수소동 원소 분리성능을 실시한 결과, 29.2% D2-H2 혼합기체에 하여 

최  85%의 D2 회수율에서 순도 90% D2 분리효율이라는 우수한 결과를 얻었기에 목표로 삼

은 D/H 분리 효율 90% 조건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 트리튬 처리기술의 개발과제에서는 기체, 수용액  유기상의 다양한 화합물 

형태로 발생되는 트리튬 폐기물의 제거  분리 기술을 성공 으로 실증함으로써, 트리튬 련 

환경문제를 기술 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하 고, 이에 따라 향후 트리튬 응용 산업을 활성

화할 수 있게 되었다.  한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원자력에 한 정 인 이해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기에 체 인 연구목표를 충분히 달성하 다고 단된다.

○ 련 분야에의 기여도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기술은, 첫째 국내 핵확산 항성 핵연료주기공정 등에서 방출되는 배

기체 트리튬을 산화-흡착 복합공정으로 수집하는 기술을 실증한 것과 둘째, 소량의 삼 수소수

를 CECE 공정을 통해 제염하는 동시에 분리하는 기술을 실증한 것, 셋째 유기상의 트리튬을 

산화하여 수집할 수 있는 매산화 기술을 확보한 것, 마지막으로 기체상의 수소동 원소를 분

리할 수 있는 GC 충 재 제조 기술을 들 수 있다.

  앞에서 열거된 기술은 앞으로 국내 트리튬 련 원자력 산업으로부터 발생되는 다양한 형태

의 트리튬의 안 한 처리에 직  활용하게 될 것이며, 핵확산 항성 핵연료주기공정에서 발생

되는 배기체 트리튬의 처리공정에 직  활용이 가능하다. 기타 산업 인 측면에서는 트리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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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용 GC 충 재는 소량의 트리튬 폐기물을 처리하는 소형 설비의 수소동 원고 분리용 핵심

소재로 활용될 수 있으며, 트리튬 정제 투과막 기술은 미래의 에 지로 각 받고 있는 수소의 

제조시 필수 인 수소정제 공정에 활용이 가능하다.  

  결론 으로, 본 연구는 국내 원자력 산업에서 기체, 수용액  유기상의 다양한 화합물 형태

로 발생되는 트리튬의 제거  분리하는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트리튬 응용

제품을 첨단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기술 제공함으로써 국가 발 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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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계획

  

○ 트리튬 배기체를 처리하는 산화-흡착 복합공정과 소용량 삼 수소수를 처리하는 CECE 공

정 등을 포함한 트리튬 오염처리공정은 국내 트리튬취 시설로부터 발생되는 다양한 트리튬의 

안 한 처리에 직  활용할 계획임.

○ 실증시험을 통해 개발된 배기체 트리튬 제거와 삼 수소수 분리기술은 특히 핵확산 항성 

핵연료주기공정에서 발생되는 배기체 트리튬의 처리공정에 직  활용할 계획임.

○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트리튬 분리용 충 재는 향후 국내 원자력 산업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소량의 트리튬 폐기물을 처리하는 소형 설비의 핵심소재로 활용할 계획임.

○ 트리튬은 재 그람 당 3,600만원이며, 트리튬 응용제품의 부가가치는 10배로 추정됨. TRF

에서 분리된 700그람의 트리튬을 량 제품화 하는 경우, 시장가치는 매년 2,500억원에 해당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트리튬 처리기술은 향후 트리튬 소재( 성자원, 발 성 반도체, 베

타 핵 지  핵융합연료)를 성장동력으로 하는 첨단 산업을 육성할 수 있음.

○ 트리튬에 포함된 수분과 산소를 정제하는 트리튬 정제 투과막 기술은 미래의 에 지로 각

받고 있는 수소의 제조시 제조방법과 계없이 필수 인 수소정제 공정에 활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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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

○ Toyama Univ. HRC(Hydrogen isotopes Research Center) 방문을 통해 입수한 문헌

 1. Paper article "Development of a tritium separation process using SDGC"

 2. Poster article ""Development of a tritium separation process using SDGC"

 3. Post article "A study on a tritium separation process using self-developing gas 

chromatography with Pd-Pt alloy"

 4. Paper article "A study on a tritium separation process using self-developing gas 

chromatography with Pd-Pt alloy"

 5. Paper article "Tritium uptake by ss316 and its decontamination"

 6. Paper article "Detritiation of type 316 stainless steel by treatment with liquids at 

ambient temperature"

 7. Paper article "Migration and Release Behavior of Tritium in SS316 at ambient 

Temperarure"

 8. Paper article "Chronic release of tritium from SS316 at ambient temperature: Correlation 

behavior depth profile and tritium liberation"

 9. 富山大學 水素同位体科學硏究 センター 硏究報告 第25卷 2005 

10. 富山大學 水素同位体科學硏究 センター 硏究報告集(I) 2000-2004 

11. 富山大學 水素同位体機能硏究 センター 硏究報告集(II) 1996-1999 

12. 富山大學 水素同位体機能硏究 センター 硏究報告集(I) 1991-1995 

13. 富山大學 Tritium科學センター 硏究報告集 1986-1990 

14. 富山大學 Tritium科學センター 硏究報告集 1981-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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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품  명: 트리튬 산화흡착 실증장치 제작

  2.  수  량: 1식

  3.  기본 규격 및 사양: 제작 관련도면 참조

  4. 제작시방 내용

      4.1  개요

  본 제작 규격서는 원자력 연구소내의 트리튬 산화흡착 실증장치를 제작 설치하고 이에 따른 제

반 사항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요청사항을 정한 것이다.

      4.2  일반기술사항

      4.2.1  본 트리튬 산화흡착 실증장치 실증장치라 함은 모의 트리튬 배기체를 시간당 최하 10 

L/hr, 최대 600 L/hr 처리할 수 있는 실증규모의 장치로 실증 실험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타 부대장비를 포함한다. 이 장치는 도면 및 시방서에 의해 설계/제

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제작감독원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장치의 용도 

및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할 수 있다.

      4.2.2  실증장치 설치작업은 실증장치를 실험실 내에 설치하는 것이다.

      4.2.3  시설공사라 함은 실증장치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건축공사(전기공사 및 도장공사 

등) 및 기타 물리적 공사 일체를 포함한다.

      4.2.4  구매 계약에는 부대장비, 소프트웨어의 납품 및 장비철거, 운송, 설치, 시험운영, 검수 

등 일체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4.3에 기술한 소급 기자재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기존 

사용 중인 것을 실증장치에 재배치하여 부착한다.

      4.2.5  본 장비는 상시 운영하기 위한 내구성과 신뢰성을 갖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사후 관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4.3  소급 기자재 목록

 

      4.3.1  Hydrogen analyser 1set 

             - Fuji 사제 ZAF Type

             - 검출방식 : Thermal Conductivity Cell

             - 수소 검출범위 : 0~3 %

      4.3.2  Dewpoint meter 1set 

             - Kimo 사제 KTH300

             - 검출방식 : Capacitive

             - Dew point 측정범위 : -40 ℃ ~ 180 ℃

      4.3.3  Humidifier 1set 

             - 제조 : 영흥산업(주) LDS Type

             - 가습방식 : 가열 증발

             - 가습범위 : 최대 0.03g/L․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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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4  Gas MFC 3sets 

             - MKS Type 1179

             - 유량 : 0 ~ 10 L/min

      4.3.5  Temperature Indicator 1 set  : KImo 사제 KT100

      5.  장치의 각 부분별 상세 제작 내용

       5.1  장치 본체 부분

       5.1.1 제어반 (Control panel)

         - 크기     : 1800 * 1100 * 700 mm (H*W*D)

         - 재질     : 철제를 사용하되 가능한 무게를 줄이기 위하여 하중을 받는 부분을

                   제외한 곳은 철보다 가벼운 재질을 사용하여 가급적 무게를 줄인다.

         - 도장     : 아이보리색 분체 도장, 전면/좌측면 실크인쇄 다이어그램

 

         - 기타 부속장치 : 수납용 서랍 2ea

                           접이식 선반 1ea

                           이동 및 고정용 바퀴 4ea

                           상부 걸이용 아이볼트 4ea      

      5.1.2 전원

      - AC220V, 60Hz, 단상

      - On/Off 메인스위치, 전원 램프, 누전차단기 각 1ea

 5.1.3 배관

      - 방식 : 1/4 Inch Tube Fitting

      - 재질: STS Tube 및 PTFE & STS Flexible Tube

      - 수량

        * STS In/Out one tutch connector : 10ea 

        * STS 2Way ball valve            : 37ea

        * STS 3Way ball valve            : 10ea

        * STS Line filter                  : 15ea

        * STS Tee union                 : 28ea

        * STS Tube, 1/4“                : 24m

        * Male connector                 : 90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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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4 소급 기자재

     - Mass flow controller 4ea 및 Readout 1ea(수소, Air, Nitrogen용)

       * Gas wetted material: SUS-316L, Viton, PTFE

       * Flow Range: 10/20/30/50sccm

       * Valve Type : Solenoid Valve

       * Response: < 1 second

       * Accuracy: ± 1%

       * Operating Pressure : 50-300kPa

    - 아날로그 압력계 1ea

       *Range: 0~ 6barg

    - Humidifier 및 수위계 각 1ea

       * STS and Glass

    - L.F.C. 및 Power supply/Readout 각 1ea

         * Power supply 100...240 Vac (50...60 Hz) or 24 Vdc/Vac

         * Output signals/command signals

         * Analog: 0.5 (10) Vdc, 0 (4).20 mA,

         * Digital: FLOW-BUS (RS-485),

     * Sub-D Connector for instrument connection,

         * Sub-D Connector for analog I/O functions,

         * RJ45 Connector for connection to FLOW-BUS,

         * Max. power consumption + 15 Vdc, 2 A, - 15 Vdc, 300 mA.

    - Controlled Evaporation and Mixing Gas mixer 1ea

  * Max. liquid capacity(based on water): 10 g/h liquid

       * Max. gas capacity                 : 1 ln/min gas

       * Max. temp.                        : 200℃

    - Rotameter 2ea

       * Range: 0 - 1 L/min (Matheson제 Tube No. 602)

       * Range: 0 - 10 L/min (Matheson제 Tube No. 604)

    - Dewpoint 측정 set 1ea

  * 100 to +20℃ total dew point range*Vacuum to 40MPa

  * 2 alarms*Optimal dew point range: -100℃ to 20℃

  * Operating temperature: -40℃ to 60℃

  * Best accuracy: +/-1.0℃*Output: 4-20mA, RS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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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mbient temperature meter 및 sensor 각 1ea

    - Adsorbent 1ea

    - Analog output port 1ea

    - H2 Analyzer

        * 측정방식: 열전도식

         * 측정성분: He. Ar, H2, CH4, CO2

         * 측정범위H2 : 0 ~ 3%
         * 출력신호:DC4~20mA

         * 표시기: 백라이트부 LCD Display

         * 반복성: 1%FS

         * DRIFT: Zero: +/-2% FS/week, Span : +/-2% FS/week

         * 응답속도(90%응답): 60초 이내

  -세부 배관 및 사용자 편의를 위한 사항은 협의 후, 추가/수정 가능

   

    5.2  소프트웨어 및 지침서 

         계약자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지침서를 장치와 함께 제공한다

      5.2.1  Datalogging system                         ------ 1식

        - Data 수집 card 

        - Logging system

      5.2.2  운영 메뉴얼 및 도면 일체                    ------ 1조

    5.3  구성도

          첨부도면 참조

  

    5.4  시설 및 전원

       5.4.1  계약상대자는 장치까지 전원을 시설하여 실험장비를 원활하게 가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4.2  공사내용

         - 차단기 설치

         - 케이블 포설          

  

     6.  제작공정에 따른 기술협의 및 특기사항

          6.1. 본 “장치”는 제작도면과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하되 상세설계, 주요제작사양 및 기  

               기 선정, 기타 명시되어있지 않은 세부사항은 당소 담당자와 사전에 충분한 기술협  

               의를 거친 후 제반공정을 진행시키도록 한다. 본 규격서 이외의 사항은 사전에 담당  

               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6.2. 최종승인도면을 제출하고 이의가 있거나 빠진 사항에 대해서 계약자가 임의로 시  

               공해서는 안 되며,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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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상세설계 또는 제작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장치의 사용목적 및 특성에 영향  

             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소 조정할 수 있다

          6.4 본 장치의 제반 제작상태 및 성능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장치의 납품전 제작현장에  

             서 소정의 최종검사를 당소 제작감독원 및 품질보증요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 제작시  

             방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단, 장치를 연구소에 설치한 후에는 연구소가 실시  

             하는 전반적인 성능시험에서 요구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해야 한다. 

          6.5 계약자는 본 장치의 최종검사 일자를 업무일 기준 7일전에 연구소에 통보하여 사전  

             에 일정을 협의한다. 

          6.5. 기존설비에 보완 시공 시 철거로 인한 기존 장비파손에 주의하여야 하며 만약 파손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6. 계약자는 본 시스템에 필요한 카탈로그를 확보하여 담당자가 요구할 때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6.7. 계약자는 시공 전, 필히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기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6.8. 계약자는 본 공사가 완료되면 현장 내외를 깨끗이 청소한 후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야 한다.

          6.9. 계약자는 다음 품목에 대한 원자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밸브

               - 배관

    7.  기타사항

          7.1 납품장소

               - 본 장치의 납품장소는 당소의 지정장소로 한다

          7.2. 납품일자

               - 본 장치의 납품일자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로 한다.

          7.3  교육

               - 계약자는 실험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후 담당자에게 실험장치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4  하자이행보증 및 유지보수

               하자보증기간은 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기본적으로 1년으로 하되, 동 기간 중 장비  

             장애 발생시 즉시 무상으로 교체 또는 수리, 보완하여야 한다.

2006.  07.   .

트 리 튬 배 기 체   삼 수 소 수  처 리 기 술 개 발  과 제 책 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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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CECE 요소공정 실증장치의 제작시방서

No. 06-01    2006. 07. 28.

제 작 시 방 서

품 명: CECE 실증장치 제작

(Combined Electrolysis and Catalytic Exchange)

전기분해 촉매교환 결합공정 실증장치

한 국 원 자 력 연 구 소
트리튬 배기체 및 삼중수소수 처리 기술개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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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품  명 : CECE PROCESS 실증장치 제작

            (Combined Electrolysis and Catalytic Exchange)

2. 수  량 : 1 식 

3. 기본규격 및 사양 : 설계기준서(한국원자력연구소), 제작관련도면 참조

4. 장치의 구성

가. FRAME 

나. 촉매탑

다. EQUILIBRATOR & STATURATOR

라. 공급수 계통 수조

마. HEATER

 (1) 공급수 히터(HE-01,02)

         {사급품목}

 (2) 순환 액체 가열기(HE-03)

         {사급품목}

바. 습분분리기

 (1) 콘덴서(HX-01, 02)

 (2) 물 냉각기 {사급품목}

사. TUBING

아. 기타 부속품

5. 장치의 부분별 상세 제작 내용

      가. FRAME 

      (1) FRAME의 재질은 AL PROFILE 40x40(A6N01S-T5)를 사용하여 충분한 구  

     조적 강도(w=1.83kg/m, IXY=9.65×104 mm4)를 갖도록 제작한다.

      (2) 표면처리: HARD ANODIZING(두께:30㎛)을 하여 내구성, 내오염성, 내식  

        성이 뛰어 나며 표면경도(Hv 400)가 강하여 긁힘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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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FRAME의 끝단에는 END CAP, LEVELING FOOT BASE를 취부할 수 있으며

       FRAME의 중공 홀은 AIR TUBE로써 이용이 가능하고,

       FRAME 내부는 각종 CABLE을 넣어서 DUCT로도 이용할 수 있다.

     (4) FRAME의 4개 코너에 FOOT MASTER를 부착하여 이동 및 고정이 용이하도  

   록 할 것.

     (5) 규격: 1000B x 800L x 2482H

      나. 촉매탑

     (1) 촉매탑의 높이: 1420mm

     (2) 촉매탑의 직경: I.D Ø16mm

     (3) 처리수, 공급수가 촉매탑 내부에 균일하게 흐를 수 있도록 분배기(Distributer)  

   를 촉매탑 상부 및 중간부분에 1개소씩 2개소 설치될 것.

     (4) 촉매탑 내부 및 외부(Jacketed)에 공급되는 처리수, 공급수, 순환수의 공급온  

   도를 감지, 조절할 수 있으며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할 것.

     (5) 또한 촉매탑 내부의 상부, 중앙부 2개소의 내 압력을 감지,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할 것.

     (6) 운전 압력(1.1atm, 111.46kP)에 견딜 수 있으며, 누수 및 압력 저하가 없어  

   야 할 것.

     (7) 유지보수, 탈부착이 용이 하도록 FLANGE(10K, KS B1511~87) 체결 한다.

     (8) 재질은 아크릴 압출 파이프(I.D ∅16x2t, I.D ∅40x2t)와 판재를 사용하며 아  

   크릴 접착제를 이용하여 견고하고 밀폐될 수 있게 제작한다.

     (9) 촉매탑 내부 충진 촉매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사급한다.

      다. EQUILIBRATOR & STATURATOR

     (1) 내용량

        EQUILIBRATOR: 0.9 LITER, STATURATOR: 3.5 LITER

     (2) EQUILIBRATOR 내부의 온도 및 압력을 감지,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해야 하며,

     (3) EQUILIBRATOR 내부 충진물은 사급이며, 내부에서 고정될수 있도록 한다.

     (4) STATURATOR의 처리수의 수위는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DRAIN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내 압력이 운전압력(1.1atm)이하로 감압될 시 자동으로 질  

   소 가스가 투입되어져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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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리수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흐를수 있도록 내부에 분배기(Distributer)를 설치  

   하며, 탈부착이 용이 하도록 FLANGE(10K, KS B1511~87) 체결한다.

(6) 재질은 STS304 150A, 200A PIPE(KS D3576)와 3/8“ TUBE(KS D3577)를 사  

   용하며, 특수 용접으로 견고하게 제작할 것.

(7) 외부의 Jacketed에 순환수가 공급, 순환 되어야 하며, 순환수의 출구 온도가   

   감지되고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8) 처리수의 내부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외부의 마그네틱펌프, 히터  

   를 통해 왕복, 순환 되어져야 한다.

(9) 수소 가스의 접속 위치는 약 2liter위치에 접속한다.

(10)규격: ∅20x340L

라. 공급수 계통 수조(H.D.O TANK)

 (1) 내용량: 30 LITER

 (2) 수량: 2EA

마. HEATER (사급함.)

 (1) 공급수 히터(HE-01,02)

   a. 기준처리용량 : 4 LITER/DAY.

   b. 기준온도 : 유입온도(5℃), 유출온도(80℃)

   c. 히터용량 : 1KW

   d. 소량의 액체를 가열 수 있으며, 설치 공간이 좁은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컴팩트한 액체 가열용 히터로서 시즈엘레멘트로는 내식성이 뛰어난 STS316L  

    을 사용한다. 

    단자부는 내열성이 높은 실리콘 고무몰드의 방수 구조이며, 물이 많은 장소나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2) 순환 액체 가열기 (HE-03)

   a. 히터용량 : 1.5KW

   b. 순환 모터는 마그네트 펌프(단상, 220V, 60Hz, 39W, 7ℓ/min)를 사용하며,

   c. 마그네트 구동방식이므로 씰을 사용하지 않아 이송액의 누수가 없으며 각종  

    화학약품에 대해서도 안정성 및 기계적 특성이 우수한 폴리프로필렌에 글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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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버를 첨가하여 내식, 내구성이 탁월하다. 습동면은 세라믹, 테프론이 사용 되

어진다. 

내열성이 우수한 NORYL 수지를 적용하여 90℃까지의 고온액도 이송 가능하다.

바. 습분 분리기

 (1). 콘덴서(HX-01, HX-02)

   a. 촉매탑 및 전기 분해조 상부 출구에서의 수분이 제거 되어야 할 목적으로   

    콘덴서를 설치한다

   b. STS304 (80A x 415H) PIPE, END CAP(KS D3576)와 3/8“ TUBE(KS   

    D3577), FLANGE(10K, KS B1511~87)를 사용하며 특수용접으로 견고히 제작  

    한다.

   c. TUBE SIDE에 대해 콘덴서의 냉각수량은

    HX-01(촉매탑 상부 출구): 55Kg/hr,  HX-02(전기 분해조 상부 출구):   

    65Kg/hr 이어야하고, 콘덴서의 전열 면적은 0.1M2 이상이어야 한다.

   d. 냉각수 유입 온도: 5℃, 유출 온도: 8℃로 유지 되어져야 한다.

 

(2). 물 냉각기

   사급함.

사. TUBING

 (1) 1/4“ STS316 재질의 GAUGEABLE TUBE FITTINGS & ADAPTER FITTINGS  

   을 사용하여 설치하며 작업성이 뛰어나고 유지 보수가 편리할 것.

아. 기타 부속품

   Relief V/V, 3 Way V/V, Ball V/V 등은 제작품의 성능과 품질이 보장될 수 있  

   는 최고급의 제품을 적용하여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6. 제작공정에 따른 기술 협의 및 특기사항

  가. 본 장치는 제작도면과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하되 상세 설계, 주요제작사양   

    및 기기의 선정,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세부사항은 당소 제작 감독원과 사  

    전에 충분한 기술협의를 거친 후 제반공정을 진행 시키도록 한다.

  나. 상세설계 또는 제작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장치의 사용목적 및 특  

    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소 조정할 수 있다.

QF-MS-0005A                                                                         A4(210×297)



- 148 -

트 리 튬  처 리 기 술  

개 발 과 제
제  작  시  방  서

페   이   지

 5

 6

  다. 본 “장치”의 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소정 기일 이내에 당소에서 제시한 제작  

    시방, 설계계산서 내용을 참고하여 상세설계, 제작도면, 제작기술사양서, 주요  

    기기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사전 기술검토과정을 거친후 제작에 착수해야 한다.

  라. 본 “장치”는 제반 성능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장치의 납품 반입전 제작업  

    체 현장에서 소정의 성능시험을 당소 제작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하여 제반조건  

    을 만족하여야 한다.

  마. 상기와 같이 입회검사를 실시한 다음,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납품 반입후  

    당소 해당 실험실(연구실)에서 전반적인 성능실험을 실시하여 합격판정을 득   

    해야 한다.

  바. 본 “장치”의 계약자는 이상과 같은 제반 기술협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성능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치의 제반성능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하며, 또한 해당 관련자료 요구  

    시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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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련자료 제출사항 :

관 련 자 료 체 출 내 용
제출 기일

(계약후)
부 수 비  고

1) 장치의 각 부분별 상세설계도면 

2) 주요기기 및 부품사양서(SPEC.)

3) 기타 장치관련자료 일체포함

00일이내

00일이내

납 기 내

2 부

2 부

3 부

승인용

승인용

-

 - 특기사항 : 상기의 제출내용중 기일내에 미제출 또는 불성실한 내용으로

              인한 납기지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8. 납품장소

    - 본 장치의 납품장소는 당소의 지정장소로 한다.

9. 납품일자

    - 본 장치의 납품일자는 계약체결후 00일 이내로 한다.

10. 하자보증

    - 본 장치의 하자보수 기간은 납품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끝.

2006.  07. 28.

트리튬 배기체 및 삼중수소수 처리 기술개발 과제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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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품질보증 계획요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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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OUT Design of CECE Process

INPUT DATA

Feed Water Flow rate 4 (L/day) 9.2592593 (mol/hr)

Demineralized water 4 (L/day) 9.2592593 (mol/hr)

Feed Tritium (Deuterium) fraction 0.02

DF 10

Operating temperature (oC) 50

Linear velocity (m/s) 0.5

Electrolysis Voltage 15.4 Volts

Total water flow 8 L/day

Kya 2.15815

Diameter of column 0.0160346 (m) 1.6034614 (cm)

OUTPUT DATA

H-D

Height of column 1.2208781 (m)

H-T

Height of column 1.0164692 (m)

Electrolysis

MEA area 1900

부록 4. CECE 요소공정 설계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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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U-temp

alphaE= 5 xE= 0.2

DF= 10

F= 9.259259259 mol/hr xt= 0.00014

L= 9.259259259 mol/hr xF= 0.02

LB= 18.51851852 mol/hr xb= 0.066976

Vt= 16.21851852 mol/hr yt= 0.002

Vb= 16.21851852 mol/hr yb= 0.066976

Viss= 2.3 mol/hr yiss 0.066976

2.3

VF= 16.21851852 mol/hr yF= 0.013338

K4=exp(472.0/T - 0.297) H-D

K(H-D) = EXP(26398.8/T^2 -89.6065/T+0.0755802)

K5=exp(673.0/T - 0.434) H-T

K(H-T) = EXP(37813.2/T^2 -136.751/T+0.124096)

K16=exp(149/T -0.0684) D-T

K(D-T) = EXP(9998.5/T^2 - 40.675/T + 0.042637)

H-D

Temp K alphag alph-l alpha

40 313.15 3.354373 1.060391 3.556945

50 323.15 3.201508 1.052416 3.369319

60 333.15 3.064178 1.045467 3.203496

Enriching

yb (yb) yb* (xB) yt (yF) yt* (xF) C LN NTU

0.066976 0.018829596 0.013338 0.005623 1.326651 1.831025 2.42913132

0.066976 0.019878153 0.013338 0.005936 1.35123 1.850435 2.500363954

0.066976 0.02090711 0.013338 0.006243 1.376252 1.870741 2.574610165

Stripping

yb (yF) yb* (xF) yt (yt) yt* (xt) C LN NTU

0.013338 0.005622802 0.002 3.94E-05 1.97023 1.369948 2.699111609

0.013338 0.005935917 0.002 4.16E-05 2.082759 1.329637 2.769312275

0.013338 0.006243179 0.002 4.37E-05 2.206422 1.28834 2.842622638

H-T

Temp K alphag alph-l alpha

40 313.15 5.557397 1.075733 5.978277

50 323.15 5.199821 1.065048 5.538061

60 333.15 4.884716 1.055813 5.157344

Enriching

yb (yb) yb* (xB) yt (yF) yt* (xF) C LN NTU

0.066976 0.011203203 0.013338 0.003345 1.171642 1.719423 2.014548101

0.066976 0.012093735 0.013338 0.003611 1.187849 1.730299 2.055333633

0.066976 0.012986499 0.013338 0.003878 1.204552 1.741689 2.097955573

Stripping

yb (yF) yb* (xF) yt (yt) yt* (xt) C LN NTU

0.013338 0.003345446 0.002 2.34E-05 1.414415 1.620492 2.292048512

0.013338 0.003611372 0.002 2.53E-05 1.462596 1.594462 2.332052297

0.013338 0.003877965 0.002 2.71E-05 1.514308 1.567616 2.37385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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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유속-Kya
Determine the Kya value from temperature and velocity

Kya 2.15815 Operating temperature (oC) 50
Linear velocity (m/s) 0.5

2.15815

Kya
60oC 2.3426 y=0.0676X + 0.273
50oC 2.15815 y=0.0485X + 0.4076
40oC 2.00425 y=0.0632X + 0.5916

temp F-60 Kya-60 F-50 kya-50 F-40 kya-40
1.63 2.43 1.63 2.25 1.63 2.02
1.3 2.47 1.28 2.15 0.7 1.98

0.98 2.4 0.98 2.17 1.3 2.1
0.7 2.35 0.7 2.15 0.98 2.05

1.22 2.37 1.22 2.25
0.63 2.21
1.3 2.23

0.98 2.22

온도 수소유량 Kya
60 0.5 2.3426

1 2.3887
1.5 2.4348

50 0.5 2.16861
1 2.19842

1.5 2.22823

40 0.5 2.00425
1 2.0298

1.5 2.0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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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meter
linear velocity 0.5
Flow rate (mol/hr) 16.21852
Flow rate (L/s) 0.100915

F(L/s) F(L/min) F(m3/s) S(m2) D(m) D(cm)
0.100915 6.054914 0.000101 0.000202 0.016035 1.603461

선속도 1m/s 일때 탑 직경은?

유량(m3/s)가 변수이므로
V(m/s)=F(m3/s)/S(m

2)
S(m2) = VFm3/s)/V(m/s)

let F 1 (m/s)

수소유량 

16.22mol/hr
0.1 L/s

16.22*(22.4)/3600
0.100924

F(L/s) F(L/min) F(m3/s) S(m2) D(m) D(cm)
0.090924 5.455467 9.09E-05 9.09E-05 0.010762 1.076231
0.100924 6.055467 0.000101 0.000101 0.011339 1.13387
0.200924 12.05547 0.000201 0.000201 0.015999 1.599858
0.300924 18.05547 0.000301 0.000301 0.019579 1.957915
0.400924 24.05547 0.000401 0.000401 0.022599 2.259938
0.500924 30.05547 0.000501 0.000501 0.025261 2.526104
0.600924 36.05547 0.000601 0.000601 0.027668 2.766783
0.700924 42.05547 0.000701 0.000701 0.029881 2.988139
0.800924 48.05547 0.000801 0.000801 0.031942 3.194191
0.900924 54.05547 0.000901 0.000901 0.033877 3.387734
1.000924 60.05547 0.001001 0.001001 0.035708 3.5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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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U_촉매탑높이(H-D)

H-D
촉매탑
D (m) 0.016034614 22.4 L/mol
S (m2) 0.00020183 1000 L/m3

3600 s/hr
enriching section

V(mol/hr)= 16.21851852
반응온도(o

C)
50

V(m3/s STP) 0.000100915
NTU 2.500364 2.769312

NTU-e 2.500363954 2.500364 2.769312

stripping section NTU-e NTU-s
V(mol/hr)= 16.21851852 60oC 2.57461 2.842623
V(m3/s STP) 0.000100915 50oC 2.500364 2.769312

40oC 2.429131 2.699112
NTU-s 2.769312275

enriching 

section
Stripping section

Kya HTU Z-e HTU Z-s ZT
2.15815 0.231679911 0.579284 0.23168 0.641594 1.220878

enriching 

section
Stripping section

Kya HTU Z-e HTU Z-s ZT

0.6 0.833333333 2.083637 0.833333 2.30776 4.391397
0.7 0.714285714 1.785974 0.714286 1.97808 3.764054
0.8 0.625 1.562727 0.625 1.73082 3.293548
0.9 0.555555556 1.389091 0.555556 1.538507 2.927598

1 0.5 1.250182 0.5 1.384656 2.634838
1.1 0.454545455 1.136529 0.454545 1.258778 2.395307
1.2 0.416666667 1.041818 0.416667 1.15388 2.195698
1.3 0.384615385 0.961678 0.384615 1.06512 2.026799
1.4 0.357142857 0.892987 0.357143 0.98904 1.882027
1.5 0.333333333 0.833455 0.333333 0.923104 1.756559
1.6 0.3125 0.781364 0.3125 0.86541 1.646774
1.7 0.294117647 0.735401 0.294118 0.814504 1.549905
1.8 0.277777778 0.694546 0.277778 0.769253 1.463799
1.9 0.263157895 0.657991 0.263158 0.728766 1.386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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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U_촉매탑높이(H-T)
H-T
촉매탑
D (m) 0.016034614 22.4 L/mol
S (m2) 0.00020183 1000 L/m3

3600 s/hr
enriching section

V(mol/hr)= 16.21851852
반응온도(o

C)
50

V(m3/s STP) 0.000100915
NTU 2.055334 2.332052

NTU-e 2.055333633 2.055334 2.332052

stripping section NTU-e NTU-s
V(mol/hr)= 16.21851852 60oC 2.097956 2.373853
V(m3/s STP) 0.000100915 50oC 2.055334 2.332052

40oC 2.014548 2.292049
NTU-s 2.332052297

enriching 

section
Stripping section

Kya HTU Z-e HTU Z-s ZT
2.15815 0.231679911 0.47618 0.23168 0.54029 1.016469

enriching 

section
Stripping section

Kya HTU Z-e HTU Z-s ZT
0.6 0.833333333 1.712778 0.833333 1.943377 3.656155
0.7 0.714285714 1.468095 0.714286 1.665752 3.133847
0.8 0.625 1.284584 0.625 1.457533 2.742116
0.9 0.555555556 1.141852 0.555556 1.295585 2.437437

1 0.5 1.027667 0.5 1.166026 2.193693
1.1 0.454545455 0.934243 0.454545 1.060024 1.994266
1.2 0.416666667 0.856389 0.416667 0.971688 1.828077
1.3 0.384615385 0.790513 0.384615 0.896943 1.687456
1.4 0.357142857 0.734048 0.357143 0.832876 1.566924
1.5 0.333333333 0.685111 0.333333 0.777351 1.462462
1.6 0.3125 0.642292 0.3125 0.728766 1.371058
1.7 0.294117647 0.60451 0.294118 0.685898 1.290408
1.8 0.277777778 0.570926 0.277778 0.647792 1.218718
1.9 0.263157895 0.540877 0.263158 0.613698 1.15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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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분해 수소화 실험 (H2O --> H2 + 1/2O2)
 조건: 조건: 전해 온도 80C

발생 H2 gas 4C 응축기 통과

Hydrogen pressure 1.5 kgf/cm2

입력 계산

처리량계산
* 수처리량 기입후, 전해조 필요 전압 계산

H2O  H2(g) Current(A) Voltage(V)
8 L/day 6.914  L/min 239.2 15.4 

5.556 cm3/min 0.415 Nm3/hr
8000 g/day

444.4 mol/day
0.309 mol/min

* 전해조 전압 기입후, 수처리용량 계산
Voltage(V) Current(A) H2(g) H2O  

15.4 240.1 6.939  L/min 8.0 L/day
0.416 Nm3/hr 5.6 cm3/min

8030.0 g/day
 446.1 mol/day

0.31 mol/min
Scale-Up  

* 전해조 stack 증가에 따른 처리량 (각 stack의 MEA Area는 동일하다고 가정)
MEA Area Stack 수 Total Area

475 cm2 4 ea 1900 cm2

Voltage  
15.4 V

Cell Voltage  
3.85 V 그림 3 참조

Current Density
Current Density (A/cm2) = -0.764 + 0.3295 x 

Cell(V) 
0.505 A/cm2 (고분자 전해질: 0.1~2 A/cm2 범위)

Current 
239.7 A 

H2(g)
6.927 L/min

H2O
8.0 L/day
5.6 cm3/min

8015.0 g/day
445.3 mol/day
0.31 mo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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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수소발생기 운  메뉴얼

수소발생기 운  매뉴얼

- H2GEN -

한국원자력연구소

(주) 엘  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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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주)엘 텍 수소발생기(H2GEN)는 MEA(Membrane Electrode Assembly)라는 막 극 

합체를 이용하여 수소를 생성하는 장치입니다. 기와 물만이 이용되며 수소생산에 사용되

는 것이 특징입니다.

1) 수소발생기

  (주)엘 텍 수소발생기는 수소가스 베 용기를 이용하지 않고 물을 원료로 하며, 이

온 교환 막에 담지 시켰던 매에 의해 물을 직  기분해하는 방법에 의해 필요시 필

요량의 순도가 높은 가스를 안 하게 한편 간단하게 제조하는 장치입니다. 

  종래 해질에 산이나 알칼리를 첨가하여 기분해하는 방법은 순도가 높은 가스를 

얻는 것은 곤란하고, 기분해액의 리도 문제 습니다. 한, 산소 가스와 수소 가스의 

분리가 어려워 취 에 험이 수반되었습니다. (주)엘 텍의 해조는 양극과 음극이 이

온교환막에 의해 나 어지기 때문에 산소가스와 수소가스가 섞이지 않아 안 합니다. 

기분해액의 성이 낮아 발생가스의 기액분리가 용이하고, 한편 높은 류 도로 운

이 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기분해 효율을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 산소가스와 수소

가스를 안 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수 해방법 비교

알칼리수 해 SPE 해 고온 수증기 해

 해 질 20~30% KOH 수용액 불소계 이온 교환막 세라믹(YSZ)

도이온 OH
-

H
+

O
2-

작동온도 50~150℃ 상온~150℃ 약 1,000℃

류 도 0.1~0.3 [A/cm
2
] 1~3 [A/cm

2
] 0.2 [A/cm

2
]

특    징 종래법, 형화가 가능 고 류 도, 분리가 용이 고온운 에 의해 고효율

2) 수소발생기의 원리

  수소발생기에서 수소가 생산되는 곳은 MEA라고 불리우는 극입니다. MEA에서는 

아래와 같은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양극 : 2H2O → 4H
+
 + 4e

-
 + O2     E=1.44V

- 음극 : 4H+ + 4e- → H2             E=0V

  양극에서 물을 산화시키는데 있어 기에 지가 필요하며 이를 조 압이라고 합니다. 

이론상의 압은 1.44V이나 해조의 항, MEA와 Current Collector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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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rane의 해질, 해조 기연결부 에서 오는 기 항 등이 조 압의 상승을 가져

오게 됩니다.

  MEA와 MEA에 류를 공 하는 류 공 체(Current Collector)가 합쳐진 것을 단

셀(Single Cell)이라하며 단 셀이 수소를 발생시킬 수 있는 기본단 입니다. 개념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류 공 체는 주로 다공질 극으로 되어 있으며 물과 MEA가 쉽게 

만날 수 있게 되있으며 발생된 기체도 쉽게 나갈 수 있도록 미세한 Pore가 있는게 특징

입니다. 

Stack

Unit Cell

      

    

  발생하는 수소  산소량을 증가하기 하여 보통 단 셀을 여러 장 겹쳐서 사용합니

다. 이것을 스택이라 하며 보통 발생하는 수소 용량에 따라 스택의 수를 결정하게 됩니

다. 스택수가 증가할수록 조 압이 비례하여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에 지 

효율상 스택의 수를 최 한 이는 것이 좋습니다. 재 원자력연구소에 설치되어 있는 

수소발생기의 스택의 수는 1개입니다.

  기타 시스템으로는 고순도의 수소제조를 한 Pd(팔라듐) Membrane, 기액 분리탱크, 

수소 장합 등을 옵션 사항으로 설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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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엘 텍 수소발생기(H2GEN)의 특성  기타용도

 기기특성

- 순수(Ultra Pure Water)를 기분해 원료로 사용

- 고체고분자 해질막을 이용 고순도의 수소제조

- 고압가스 취 법에 해당되지 않음

- 장형 Onsite형 이기 때문에 필요량을 필요한 시간에 공 가능

- 버튼 하나로 작동, 정지가 가능

- 알칼리 등의 해질을 사용하지 않아 안 하고 리가 쉽다. 

- 콤팩트한 외형

 용  도

2. 공정설명

1) 구성도

본 시스템은 교육을 받은 기술자에 의해 설치, 운 되어야 합니다. 

본 시스템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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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부품  사양

(1) H2 Generator(수소발생기, EM100)

 MEA : nafion 117, 양면 귀 속 코

 MEA Size : 476cm
2

 Current Collector( 류공 체) : DSA Coated Ti Mesh

 Gasket : 실리콘(Silicone)

 수소발생량 : H2 0.5Nm
3
/hr

 수소 순도 : 99.99%

 수소 압력 : 1~3bar

 사용 액체 : 순수(5MΩ 이상)

(2) 순수 공 펌 (CP205)

 용량 : 6~7Liter/min, 100psi(6.7bar)

 입력 원 : DC24V, 0.67A

 수량 : 1 set

(3) 순수/산소 분리 탱크(A200)

 용량 : 5.3 L

 재질 : 아크릴

 수량 : 1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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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순수/수소 분리 탱크(A300)

 용량 : 5.3 L

 재질 : 아크릴

 수량 : 1 set

(5) 벨센서(LS201, LS301)

 길이 : 250mm

 Output : 4

 재질 : SS304

 수량 : 2 EA

(6) 열교환기(HX203)

 용량 : DI Water Cooler 80→60℃, 1892kcal/hr

 Air Flowrate : 10Nm3/min

 Tube 재질 : SS304 1.2T

 수량 : 1 EA

(7) Guard Bed Cartridge(GB208)

 용량 : 12L(Max.)

 수량 : 1 EA

(8) D.C Power Supply

 용량 : D.C 20V, 250A

 입력 원 : 220V, 단상

 수량 : 1 set

 작동방법 : 정류기 외함에 부착된 Dial에 의해 출력되는 압  류 조

3. 작동  검사항  취  주의사항

1) 작동  검사항

 1차 원 공  여부

 정류기 가동 이상 유무

2) 취   주의사항

 순수를 공 해야 합니다. 

 극의 단락 주의 Power Feeder 연결 시 주의

 Power Supply에 수분  습기가 있을 경우 Power Supply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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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 방법

- Control Panel(모든 운 은 자동으로 작동)

Power 해셀공 원
 DI Water&Oxygen Sep. Tank

Power Power Lamp DI Water 공 DI Water 정지 ON    OFF L1 L2 L3 L4

      
 DI Water&Hydrogen Sep. Tank

L1 L2 L3 L4

1) 먼 , “Power Switch Key”를 “ON”으로 치했을 때 “Power Lamp”에 불이 들어

오며

2) “DI Water 공 ” 버튼 스 치를 르면 순수공 과 동시에 펌 와 열교환기가 작동

됩니다.

3) 이때 주의사항은 “DI Water 공  버튼”과 동시에 “ 해셀공 원”의 “ON" 스

치는 작동되지 않으며, "DI Water & Oxygen Sep. Tank"의 벨센서 치가 ”L2"

까지 왔을때 비로소 수동으로 작동됩니다. 

4)  Control Panel에서 보듯이 DI Water 공 라인과 해셀 공 라인은 구분되어 작동됩

니다.

5) 모든 기기의 작동은 벨센서의 동작에 의해서 제어되며, 다음은 각각의 벨센서 

치에서 작동되는 기기 동작들입니다. 

- Level Sensor(LS201) of DI Water & Oxygen Separator Tank(A200)

벨센서

(4 )

순수 공

밸 (SV510)

순수 배출

밸 (SV211)
Pump

Heat

Exchanger
해셀 비   고

L4 Close Open ON ON

L3 Open Close ON ON

L2 Open Close ON ON 수동 ON
해셀 스 치 수

동으로 작동가능

L1 Open Close OFF ON 자동 OFF
Pump는 L2일때 

자동으로 동작

 Pump, Heat Exchanger는 "DI Water 공 “스 치에 의해 작동된다. 

- Level Sensor(LS301) of DI Water & Hydrogen Separator Tank(A300)

벨센서

(4 )

순수 배출

밸 (SV303)
비   고

L4 Open

L3 Open

L2 Close

L1 Close

 벨센서(LS301)의 동작에 의해서 동작되는 기기는 SV303외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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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상정지 스 치는 “Power Switch Key” → “OFF”

5. 이상 시 조치사항

 원하는 암페어가 나오지 않은 경우

 Power Supply의 압조  다이얼이 최 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Power Feeder의 볼트가 헐거워져 있는지 확인한다. 

 순수의 유출입이 원활한지 확인한다. 

 Power Supply의 이상이 오는 경우 A/S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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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류에 따른 수소생산량

수소발생기의 양극과 음극에선 아래와 같은 기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 반응식 1 (음극) : H+ + e- → 1/2H2  

- 반응식 2 (양극) : 1/2H2O → H
+
 + e

-
 + 1/4O2 

양극에서 물이 분해되어 수소와 양성자와 자가 생성되어, 자는 Power Supply를 

통해 음극으로 이동하고 양성자는 Membrane을 통해 음극으로 이동 자와 만나 수

소 기체가 생성됩니다. 

따라서 식을 통해 수소 1몰이 생성되기 해선 2몰의 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패러데이의 법칙(Faraday's Law)은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물질량은 

류량에 비례하다는 법칙으로서 아래와 같은 식으로 간단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  ××
××

      m : 질량(g), z : 이온 자가, F : 패러데이상수(96,485mol/C), 

                       t : 시간(sec), M : 분자량(g/mol), ῃ : 효율(실제발생량/이론생성량)

단 시간에 생성된 수소몰수는 아래에서 계산합니다. 

- 


×
×

해효율 ῃ = 0.5 류 100A 사용시 발생하는 분당 발생하는 수소 부피를 계산하면

(z=2)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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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Flow Diagram for H2GEN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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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기 넬

2-1. Local 배치 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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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lectric Diagram(회로도)

2-3. PLC Program(첨부)

INPUT OUTPUT

P000 DI Water 공  S/W COM0 RC

P001 DI Water 정지 S/W P040 EM100 D/C MC

P002 해셀공 원 ON S/W COM1 RC

P003 해셀공 원 OFF S/W P041 SV211 Sol Valve

P004 LS201 L1 Sensor COM2 RC

P005 LS201 L2 Sensor P042 DI Water 공 S/W PL

P006 LS201 L3 Sensor P043 DI Water 정지S/W PL

P007 LS201 L4 Sensor COM3 P24V

P008 LS301 L1 Sensor P044 LS201 L1 Sensor PL

P009 LS301 L2 Sensor P045 LS201 L4 Sensor PL

P00A LS301 L3 Sensor P046 LS301 L1 Sensor PL

P00B LS301 L4 Sensor P047 LS301 L4 Sensor PL

P00C Temp Sensor COM4 P24V

P00D P048 SV501 Sol Valve

P00E P049 SV303 Sol Valve

P00F P04A CP205 Pump MC

P010 P04B HX203 Fan MC

P011

COM0 P2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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