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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목

원자력수소 기술종합

II 연구개발 목적 및 필요성

¡ 본 연구의 목적은 원자력수소생산 시스템에 대한 핵심연구 달성도 평가, 수소생산공정에

대한 성능 및 경제성 분석 및 수소생산공정 평가기술 개발임.

¡ 수소는 단위 무게당 포함된 화학에너지가 가장 큰 연료이며, 공해물질 배출이 전혀 없는

연료임. 수소는 전기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서, 특히 자동차와 같

은 수송부분에서는 전기사용이 제한되므로 수소자동차는 이상적이며, 또한, 분산전원으로

정밀산업 및 IT 분야에 산업경쟁력 확보를 가능하게 해줌. 원자력수소 사업은 미래 청정

에너지 개발을 목적으로 원자력에너지를 이용한 수소생산 기술의 개발을 목표로 하는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Gen-IV의 안전성, 경제성, 지속성, 핵확산저항성 등 관점

에서의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수소생산 기술의 경쟁력 판단과 우수한 기술 선택(technical selection)은 연구개발 단계

초기에 수립되어야 함. 이러한 기술적, 경제적 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으

로는 시스템에 대한 열효율, 기술성 및 경제성 비교 평가 등이 있음.

¡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의 정상 및 과도상태의 성능 평가와 안전 해석을 위해서는 원자로

시스템 뿐만 아니라 수소생산 공정에 대한 코드개발이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 모듈 통합

을 통한 전체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에 대한 해석코드 개발이 반드시 요구됨.

¡ 원자력수소생산 기술 선진화를 위해서 GIF VHTR 참여국과 적극 협력하여 공통기술을

개발하고 성과를 공유함. Gen-IV 공동연구 참여를 위하여 요구되는 기반구축 및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연구는 국내 또는 미국 GA, 중국 INET와의 양자간 협약 또는 자체기술로 개

발함으로써 개발에 소요되는 재원 및 시간을 줄이고 신뢰성 있는 연구결과를 공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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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 수소생산 시스템 핵심연구 달성도 평가

- Safety, Economics, Sustainability, Proliferation resistance 등에 대한 달성도 평가

- 핵심연구간 연계항목 및 현안 평가

- 핵심연구 공정 및 운영과 R&D 공정관리 방법론 평가

¡ 수소생산시스템 성능 및 경제성 분석

- 황-요오드(SI) 열화학 수소생산공정, 고온수증기 전기분해(HTSE) 수소생산공정 및 황-

하이브리드(HyS, 복합열화학) 수소생산공정의 수소생산 열효율 평가

- 황-요오드(SI) 열화학 수소생산공정, 고온수증기 전기분해 수소생산공정 및 황-하이브

리드(HyS, 복합열화학) 수소생산공정의 기술성 평가

- 황-요오드(SI) 열화학, 고온수증기 전기분해(HTSE), 복합열화학(HyS) 공정 등의 설비비

분석

- 황-요오드(SI) 열화학, 고온수증기 전기분해(HTSE), 복합열화학(HyS) 공정 등의 비용

계산 및 경제성 분석

¡ 수소생산 공정 평가기술 확보

- 가압운전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 연계계통

-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 연계계통 소요장치 동특성해석 코드

-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 연계계통 동특성해석 통합코드

¡ 국제공동연구지원

- 한중 원자력수소 공동연구센타(NH-JRC) 운영

- 한미 원자력수소 공동개발센타(NH-JDC) 운영

- GIF VHTR 프로젝트와의 연계 지원

IV 연구개발 결과

수소생산시스템 핵심연구 달성도 평가

¡ 제4세대 원자로의 기술적인 목표인 경제성, 안전성, 지속성, 핵확산저항성에 맞추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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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수소생산시스템에 대한 핵심기술들의 달성도를 평가 방법론 개발과 예비 평가를

수행하여 기술개발의 달성목표를 향상시킴.

¡ GIF 성능 목표 대비 현재 개발 중인 핵심기술의 달성도 평가를 위해 Gen-IV의

VHTR R&D Steering committee에서 발간한 SRP(System Research Plan)의 R&D

항목들을 기준으로 평가 항목을 도출함. 도출된 평가 항목들 가운데 NHDD 개념들과

부합된 필수 R&D 항목을 선정하여 연구 수행 과정(연차, 단계)중 최종 목표대비 달

성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세분화함.

¡ 수소생산시스템 핵심연구에 기술 분야 간 연계항목을 도출하고 연계일정표를 완성하

였음. 이 결과는 핵심 연구 공정에 반영되어 품질보증시스템에 기반을 둔 R&D 네트

워크 구성에 적용되었음.

¡ QMS 지침서 내용 중에서 R&D 계획 단계에서 충족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조사하

고 NHDD 프로젝트 과제의 WBS에 접목할 방안 개선함. QMS 기반 연구개발 계획에

대한 지침으로 GIF QMS 수립, 운영 및 목적에 대한 내용과 QMS에서 요구하는 연

구개발 계획서의 작성 요건들을 제안 및 개선함.

¡ 제 4 세대 원자력 시스템의 GIF (Generation Ⅳ International Forum) Policy Group

은 모든 R&D 활동에 대하여 적절한 품질 관리 원리의 적용 및 실행할 것을 권고하

는 지침을 발표함. 품질 관리 기법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

발” 과제에 적합한 방법론을 찾고 각종 연구 성과물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하여 지속적으로 연구성과물을 관리 및 활용함. 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 과제에 대

한 R&D 품질 보증 계획 및 절차서를 각 부서에 배포하고 이를 내부적으로 운영함.

수소생산 시스템 성능 및 경제성 분석

¡ 황-요오드 열화학적 수소생산공정, 고온수증기 전기분해 수소생산공정, 황-하이브리

드 수소생산공정의 3개 예비 공정도를 제안하고 물질 및 열 수지를 각각 계산하였

음.

¡ 황-요오드 열화학적 수소생산공정을 참조공정으로 하고 고온수증기 전기분해 수소생

산공정 및 황-하이브리드 수소생산공정을 대안공정으로 하여 수소생산규모 300

mol/s (약 19,000톤/년)에서의 수소생산 열효율평가를 시행한 결과, 다음의 결과를 얻

었음.

공정명 소요 열에너지 소요 전기에너지
수소생산 효율

(전기공급;수증기터빈)

수소생산 효율

(전기공급;고온가스터빈)

황-요오드 공정 152MWth 24MWAC 39% 43%

고온수증기 전기분해 공정 14.5MWth 84MWAC 34% 45%

황-하이브리드 공정 148MWth 35MWAC 35%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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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요오드 열화학적 수소생산공정, 고온수증기 전기분해 수소생산공정, 황-하이브리

드 수소생산공정에 대한 기술성을 전문가 그룹에 의한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와 계층분석(Analytic Hierarchy Process)에 의거 평가한 결과, 황-요오드

열화학적 수소생산공정의 기술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원자로를 이용한 수소생산공정에 대한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하여는 각 생산공정에 따

른 수소생산단가 산정이 필수적임. 수소생산단가를 산정하여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표적인 수소생산공정인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 고온전기분해공

정 및 복합열화학(HyS) 수소생산 공정에 대하여 각각의 설비비를 개략적으로 추산함.

¡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에 대한 비용 및 경제성 분석으로 첫째, 950℃ 출구온도를 갖는

200MWth급의 원자력수소 실증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추산함.

둘째, 공정열로 이용될 수 있는 출구온도 750℃의 고온가스원자로에 대한 비용을 추산

함. 셋째, GIF EMWG에서 개발한 G4-ECON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600MWth 초고

온가스원자로 네 모듈로 구성된 2400MWth급의 초고온가스원자로와 황-요오드 열화

학 수소생산 플랜트, 고온전기분해공정 플랜트 또는 복합열화학공정 플랜트가 결합한

상용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에 대한 비용 추산 및 경제성을 비교 분석함.

수소생산공정 평가기술 확보

¡ 2차 헬륨 루프에 직접적으로 걸쳐있는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장치인 삼산화

황분해 장치, 황산분해 장치, 황산증발 장치, 그리고 요오드화수소분해 장치와 간접적

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치인 황산용액 다단증류 농축장치, 요오드화수소용액 다단

증류 농축장치, 그리고 증발된 HI증기의 예비가열 장치에 대한 동특성 해석용 코드

모듈을 개발하였음.

¡ 개별 동특성 해석코드 모듈들의 통합화의 일환으로 GUI 예비개념설계를 완료하였고

사용자의 시스템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종속관계를 파악함.

국제공동연구 지원

¡ 한-중 공동 기술협력으로 2005년 5월부터 총 10차례의 한중 원자력수소공동연구센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자로설계, 노심의 핵특성, 열수력 특성분야와 황-요오드 열

화학 수소생산 공정기술 분야 협력에 주안점을 두고 기술협력을 진행하고 있음. 2007

년 1월 상압, 상온에서의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실험을 위해서 INET로부터

연구원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방한하여 공동 실험을 수행하였고, PSA를 위한

HTR-10 의 실험자료를 INET로부터 받아 Reliability Database를 완성하고 양국이

공유하였음. 2008년 4월부터 원자력연구원은 Graphite Irradiation test를 수행하고 그

결인 Graphite Oxydation 실험 자료를 INET에 제공하고 INET는 고온재료 특성실험

결과를 원자력연구원에 제공하였음. 향후에도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상호 기술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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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공동연구를 협의를 하기로 함.

¡ 한미 공동연구센터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핵심 기술 현안에 대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General Atomics사간에 공동연구를 통하여 Graphite Block Seismic Analysis,

Reliability Database, Review of PMR200 Core Design, KAERI는 GAMMA+ 코드 개

선을 위한 삼중수소의 Source 및 Sink Terms Subroutine 개발 등 기술협력을 수행하

였음.

¡ General Atomics사와 원자력연구원은 2006년 9월부터 2007년 5월까지 한미원자력수

소공동연구센터(NH-JDC)를 통하여 초고온 가스로관련 연구개발 결과 중 일부를 미

국의 NGNP의 예비 개념 설계 평가 자료로 활용하고 기 확보된 설계능력을 활용하여

NGNP 예비개념 설계 검토 및 기술 지원을 하였음.

¡ NGNP예비개념설계 후속으로 개념설계 1단계 연구(‘07. 12월 ~ ’08년 4월, 23만불 규모)

를 수행하여 초고온가스로의 핵심기기인 고온 및 냉각 원자로압력용기 설계평가에 주도적

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금속재 표면처리 기술 및 삼중수소 수송해석 연구를 담당하였음.

이중 냉각압력용기 기술은 국내 제조 가능한 가압경수로형 압력용기의 초고온가스로 적용

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리 제조기술의 미국 수출기반을 구축하였다고 평가됨. 또한, 금

속재 표면 이온빔 코팅/혼합 처리기술은 고온 고부식 환경에서 운전되는 고온기기의 제조

성과 내부식성을 획기적으로 향상한 기술로써 기술의 지적소유권은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

으므로, 향후 NGNP 건설사업 등 미국시장 진출 가능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V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를 통해 확보된 핵심기술의 GIF 목표 달성도 평가방법론은 차기 단계인 performance

단계에서 생산되는 핵심기술 고도화 기술의 평가 도구로 사용함. 원자력수소 생산용 고온가스

로 및 수소생산공정의 핵심기술을 개발하는데 Gen-IV의 안전성, 경제성, 핵확산저항성 등 관점

에서의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여 산업체가 주도하는 실증사업의 설계의 입력 자료로 활용함으

로써 설계의 효율성과 신뢰성이 향상될 것임. 핵심연구 공정 및 품질관리 개발 결과는 연구개

발 결과물 관리 및 현재 진행중인 Gen-IV의 각 PMB에서 생산될 보고서의 작성 기준으로 계

속해서 활용함.

수소생산시스템 성능 및 경제성 분석 결과는 향후 기술 선택(technical selection) 시점에 기

술적, 경제적 경쟁력 평가의 척도로 활용될 예정이며 나아가 시스템 효율 및 경제성 평가 및

향상을 위한 방법론 개발에 활용함.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 고온전기분해공정, 복합열화학(HyS)공정 등 3개 공정에 대

한 수소생산 열효율 평가와 기술성 비교평가 결과는 가장 선호할 수 있는 수소생산 공정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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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1단계(2007-2008) 연구결과로서 얻어진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의 시동 및 전이상

태 동특성을 해석 할 수 있는 컴퓨터 코드, KAERI-DySCo는 2단계(2009-2011) 연구과정을 통

하여 코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완과 검증계산을 수행하며, 3단계(2012- )에서는 검증

된 코드를 이용하여 파일럿 규모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시설의 Start-up, Shut-down, 임

의 전이상태에 대한 동특성 모사를 수행함으로써 파일럿규모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

시험시설의 운전 건전성과 안전성을 제시하는데 활용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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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Title

Technical Integration of Nuclear Hydrogen Production Technology

II. Objectives and Motive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 These works focus on the development of attainment indices for nuclear hydrogen key 

technologies, the analysis of the hydrogen production process and the performance estimation for 

hydrogen production systems, and the assessment of the nuclear hydrogen production cost.

○ Hydrogen has the biggest chemical energy per weight without environmental pollution emission. 

Hydrogen is a energy source using in daily life. Especially electric energy is limited in 

transportation, hydrogen car is ideal in transportation. Also, By using hydrogen, It is possible to 

get industry competitiveness in  precision industry and IT area. Nuclear hydrogen project is aim 

to develop the technologies for hydrogen production system using nuclear energy. To promote 

this project successfully, it is essential to estimate the attainments of the key technologies in the 

point of view of the safety, the economics, the  sustainability and the proliferation resistance 

including physical protection of Gen-Ⅳ nuclear system. 

○ It has to be established in early R&D stage about hydrogen production technologies's 

competitiveness and distinguished technical selection. These technical and economical 

competitiveness is based on system's thermal efficiency, comparison & assessment of technique 

and economical efficiency.

○ The codes for the hydrogen production process and the nuclear hydrogen production system 

should be essentially developed for performance assessment and safety analysis of nuclear 

hydrogen production system's normal and abnormal operation condition. Finally, It is essential to 

develop analysis code for entire nuclear hydrogen production system by module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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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nuclear hydrogen production technologies being advanced, We are cooperating with GIF 

VHTR participation countries and sharing outcome. Research for foundation required to 

participate GEN-Ⅳ and Research for solution about disparity in technique are developed by 

domestic, bilateral agreement with GA(U.S), INET(China) or our own technique. So, We 

reduced financial resources and time , and shared reliable research result.

III. Scope and Content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 Development of the attainment indices for the nuclear Hydrogen key technologies 

 - Development of the attainment indices for the safety, the economics, the sustainability and 

the proliferation resistance 

 - Assessment of linked technologies between Key technologies and pending questions among 

researches  

 - Assessment of Key technologies process, operation, R&D process management methodology  

○ Assessment of the hydrogen production system performance and the nuclear hydrogen      

production economy 

 - Estimation of thermal efficiency about Sulfur-Iodine (SI), High Temperature Steam 

Electrolysis (HTSE), Hybrid thermo-chemical process etc.

 - Estimation of technical comparison about Sulfur-Iodine (SI), High Temperature Steam 

Electrolysis (HTSE), Hybrid thermo-chemical process etc.

 - Estimation of the cost of equipment about Sulfur-Iodine (SI), High Temperature Steam 

Electrolysis (HTSE), Hybrid thermo-chemical process etc.

 - Analysis of the cost of equipment about Sulfur-Iodine (SI), High Temperature Steam 

Electrolysis (HTSE), Hybrid thermo-chemical process etc.

 - Expense calculation and economy assessment about Sulfur-Iodine (SI), High Temperature 

Steam Electrolysis (HTSE), Hybrid thermo-chemical process etc.

○ Hydrogen production process assessment technique acquirement

 -  Pressured operation SI process DB and thermo-chemical model assessment 

 - Integration of analysis code modules for SI process/equipment dynamic-characteristic model

○ Support of international joint researches

 - Nuclear Hydrogen Joint Research Center management

 - Nuclear Hydrogen Joint Development Cent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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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terface support with GIF VHTR projects

IV. Results

Development of the attainment indices for the nuclear hydrogen key technologies

○ To estimate the attainment of the key technologies in progress with the performance  goals of 

GIF, Itemized are the attainment indices based on SRP (System Research Plan) published in 

VHTH R&D steering committee of GEN-Ⅳ. For assessing the degree of attainments in 

comparison with the final goals of VHTR technologies in progress of researches, subdivided are 

the prerequisite items confirmed to the NHDD concepts.

○ To estimate the attainment of the key technologies in progress with the performance  goals of 

GIF, Itemized are the attainment indices based on SRP (System Research Plan) published in 

VHTH R&D steering committee of GEN-Ⅳ. For assessing the degree of attainments in 

comparison with the final goals of VHTR technologies in progress of researches, subdivided are 

the prerequisite items confirmed to the NHDD concepts.

○ Interaction items between key technologies are selected and completed interaction     schedules. 

The results were applied to R&D network structure based on quality assurance  systems

○ Investigation of the items requisitely contained in R&D work plan under the direction of QMS 

(Quality Management System) guideline at R&D plan stage. and improvement of  methodology 

applied to NHDD project's WBS

○ GIF Policy Group established QMS guidelines recommended application and execution  of  

adequate quality management principle. We developed applied R&D quality management 

methodology to meet "Development of Key Technologies for Nuclear Hydrogen" project and 

developed systems for research outcomes management. We distributed R&D QAM and R&D 

QAP to each teams and are in operation.

Performance and economic assessments of hydrogen production systems

○ Performance of hydrogen production systems.

   - The preconceptual flow diagrams of SI, HTSE, and HyS processes are introduced and their 
material and energy balances have been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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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sed on a 300 mol/s hydrogen production scale which is equivalent to about 19,000 
ton·H2/year, the hydrogen production thermal efficiencies of not only the SI process as a 
reference process but also the HTSE and HyS processes as alternatives figure out as follows. 

Process Thermal energy 
required

Electric power 
required

Thermal efficiency
(Electricity supplied by a steam 

generator)

Thermal efficiency
(Electricity supplied by a 

Brayton cycle)

SI 152 MWth 24 MWAC 39 % 43 %

HTSE 14.5 MWth 84 MWAC 34 % 45 %

HyS 148 MWth 35 MWAC 35 % 39 %

   - Technical feasibility assessments of SI, HTSE, and HyS processes have been carried out by 
using the pair-wise comparison and analytic hierarchy process, and it is revealed that the 
experts are considering the SI process as the most feasible process.

○ In estimating the thermal efficiency of the EED-SI process, it has been considered to         

various kinds of parameters related to the performance of the EED systems developing in     

KEARI. So the results of the simulations can be directly used for offering the directions      

of the design and development of key components in KIER.  

○ The databases for the computer simulations were corrected and complemented by using the     

results of the recent overseas researches and experimental results performed in KERI and      

KIST, co-research institutes.

○ The commercial and developed codes for computer simulations were used for                 

investigating the chemical characteristics in a steady state for the components of the SI       

chemical process systems. And those results were applied to simplify the SI process          

proposed by GA and estimate the thermal efficiency for EED-SI process which is a          

process incorporating and then modifying both the reaction and distillation process for HI      

solution and SI process developed by GA. 

○ As a preliminary study of cost estimates for nuclear hydrogen systems, the hydrogen production 
costs of the nuclear energy sources benchmarking GT-MHR, PBMR and NGNP are estimated in 
the necessary input data on a Korean specific basis. G4-ECONS was appropriately modified to 
calculate the cost for hydrogen production of SI process with VHTR as a thermal energy source 
rather than the LUEC. The major factors that would affect the cost of hydrogen were also 
discussed. 

Evaluation technology of a hydrogen produc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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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study, the secondary helium pathway across the SI process is introduced. Dynamic 

simulation codes for the H2SO4vaporizer, sulfuric acid and sulfur trioxide decomposers, and HI 

decomposer on the secondary helium pathway and for the primary and secondary sulfuric acid 

distillation columns, HIx solution distillation column, and preheater for HI vapor have been 

developed.

○ In order to integrate the developed simulation codes according to the secondary helium pathway, 

the Graphic User Interface(GUI) is conceptually designed and the dependent relations between the 

code modules are analyzed to optimize the integrated code structure.

Support of international joint researches

○ The biannual SCM (Steering Committee Meetings) is held 10 times for Korea-China technology 

cooperation since May 2005 to April 2006, we has the essential point about reactor design, 

nuclear characteristic of core, themo-hydraulic characteristic, and SI process technical area 

cooperation. In Jan 2007, researcher of INET carried out cooperation experiment at KIER. we 

got experimental data HTR-10 for PSA from INET, completed and shared reliability database. 

Since April 2008, KAERI performed graphite irradiation test, furnished graphite oxydation 

experimental data to INET and INET furnished high temperature materials characteristic 

experimental data to KAERI.

○ We performed technical cooperation about Graphite Block Graphite Block Seismic Analysis, 

Reliability Database, Review of PMR200 Core Design, development of Tritium source and Sink 

terms subroutine for GAMMA+ code improvement through Korea-U.S technology cooperation

○ KAERI and General Atomics used VHTR research results as NGNP's pre-conceptual design 

assessment from Sep 2006 to May 2007 through NH-JDC and did technical support and 

reviewed NGNP pre-conceptual design using acquired design ability

○ We performed leading role in design evaluation of high temperature and reactor pressure vessels 

in NGNP pre-conceptual design phase 1(Dec 2007 ~ April, 2008, $230,000) and we are in 

charge of metal surface treatment technique and tritium transportation analysis. Duplex pressure 

vessels technique throw open the door to apply pressure vessels of pressurized water reactor type 

to VHTR, so, we judge that our manufacture technique build a export base to U.S. Also, metal 

surface ion-beam coating/mixture treatment technique is epochal technique to enhance 

manufacturability and corrosion resistance in high-temperature and high-corrosion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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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KAERI h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ion beam, it is expected that we can 

enhanced U.S. market expansion possibility such as NGNP construction project.

V. Application Fields

  GIF Goal attainment assessment methodology about nuclear hydrogen key technologies in this 

stage would be used as assessment tool in performance stage.   Development of the attainment 

indices for nuclear hydrogen key technologies could improve the efficiency and the reliability for 

the designs of the nuclear hydrogen system in demonstration phase leaded by government and the 

industrial companies, because those kinds of the results could be directly applied to the designs of 

the nuclear hydrogen systems as well as obtaining the license for the designs. 

  As a result, design efficiency and reliability could be improved. we made full use of Key 

technologies process and quality management results to R&D outcome management and Gen-Ⅳ's 

PMB document standard.

  Analysis result of hydrogen production system's performance and economical efficiency is 

expected to used in technical, economical competitiveness assessment index. Furthermore, used in 

enhancement of system's efficiency and economical efficienc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thermal efficiency evaluation and technical feasibility assessment of 

SI, HTSE, and HyS processes, the most favorable hydrogen process can be selected.

  As a result of Phase 1(2007-2008) R&D,  an alpha version dynamic simulation computer code, 

KAERI-DySCo to analyze the start-up and transient states of the SI process has been developed. In 

Phase 2(2009-2011), this computer code will be updated to increase the simulation reliability and 

validated through the code benchmark. Dynamic analysis on the start-up, shut-down, and arbitrary 

transient motions of the pilot scale SI facilities will be performed to verify the process viability and 

safety by using the DySCo computer code in Phase 3 beyond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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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개발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개발 배경 및 필요성

◦ 자원 고갈 및 기후변화협약에 대처하기 위하여 화석연료를 대체할 미래의 청정 수송에너지로

수소가 각광받고 있으며, 선진국들은 수소경제의 조기진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미래의 수소경제에는 대량의 수소생산이 필수적으로 고온열을 이용한 원자력 수소는 안정

되고 효과적인 수소의 생산 수단임.

◦ 유엔기후변화 협약발효 등에 대비 온실가스의 배출 없이 미래 청정에너지인 수소의 대량생산

이 가능한 초고온가스로 개발이 제4세대 원자력포럼 회원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 중.

◦ 정부는 2005년 3월을 수소경제시대 원년으로 선언, 현대자동차는 2010년경 수소연료전지차

를 양산하는 계획을 발표, 2005년 산업자원부에서는 수소경제 국가 비전을 발표.

◦ 석유와 천연가스가 집중적으로 매장된 중동지역은 OPEC에 의한 가격담합, 정치적 불안정

등 에너지안보차원에서 수송에너지에 대한 대안이 필요.

◦ 수소경제 전환의 필요성이 화석연료의 과다사용에 의한 것임을 고려한다면, 원자력으로 물

을 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경제적인 방식의 개발이 필요함.

◦ 수소는 미래대체수송에너지원으로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원유의 탈황, 정제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 소요량이 연간 14.3%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기후친화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R&D 투자 확대로 선진국 수준의 녹색기술

을 확보하고 화석연료 대체 효과가 있는 기술을 육성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로써 기존 기술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기초·원천기술 개발이 한창 추진되고 있다. 수소

는 단위 무게당 포함된 화학에너지가 가장 큰 연료이며, 공해물질 배출이 전혀 없는 미래 에너

지이로 수소의 제조·저장·이용 기술은 미래의 신성장 동력으로의 역할 뿐만 아니라 화석연료

대체 효과가 매우 큰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풍부한 물로부터 무한정 생산할 수

있으며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수소를 미래 대체에너지의 하나로서 활발히 연구개발하고 있다.

수소를 얻기 위해서는 일차에너지가 사용되어야 하는데 진정한 의미의 청정에너지 수소를 생

산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일차에너지원이 수소생산에 사용되어야 한다. 경제

및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석유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야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기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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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원자력은 준국산 에너지이고 부피가 작으므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며 (우라늅 1 그

램은 석탄 3톤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생산함), 상대적으로 가격이 안정되어 있다. 원자력은 여

타 에너지원에 비하여 연료비 의존도가 낮으므로 초고온가스 원자로를 이용한 수소 대체 에너

지 생산은 경제성장 및 에너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원자력

을 이용한 대량의 수소 생산 방법은 진정한 의미의 청정에너지 생산 방법이며 많은 장점과 잠

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04년부터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생산 기술개발과 실증을 목적으로 원

자력수소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초고온가스로(VHTR)의 섭씨 950도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물

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초고온 가스로를 이용한 원자력수소생산은

선진국에서도 개발의 초기 단계이며 아직 어느 나라도 대규모 수소생산실증에 성공하지 못한

상태이다. 특히, 섭씨 950도의 고온 및 심각한 부식 환경에서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재료기

술과 IS 열화학 수소 생산 공정에 대한 기술성은 그 가능성이 입증된 상태이나 상업적으로 이

용하기에는 불충분한 실정이다. 또한 기술 도입 가능성에 대해 고려해보면, 초고온가스로 및

열화학공정에 의한 수소제조기술은 세계적으로 실험적 연구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므로 기

술 도입의 가능성이 매우 낮고 따라서 기술료의 산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재 원자력수소 연구의 세계적인 추세는 첫째로 원자력 이용 국가들 간에 국제적인 포럼

(GIF)을 만들어 핵심연구 항목을 미리 도출하고 각 포럼 참가국들이 핵심연구 전체가 아닌 부

분을 담당하되 모든 연구결과는 공유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핵심기술들을 개발

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진행되고 있다. 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은 원자력수소 생산 및 실증을

목표로 하는 원자력수소사업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반, 핵심기술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 핵심기술은 Gen-IV 공동연구 추진현황, 국․내외 기술수준, 개발기술의 국제

경쟁력 확보, 고유설계의 개발 및 기술자립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도출되었다.

과거 고온가스로 관련 국내 경험은 전무하며, 열화학 공정 및 고온전기분해를 이용한 수소생

산기술의 국내 기반도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따라서 원자력수소 관련 기술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관련 선진국과의 체계적인 국제협력을 통해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핵

심기술을 공동 개발해야 한다. 국내 원자력수소 연구개발은 초기단계이어서 기술 및 연구 능력

축적이 적음. 따라서 GEN-Ⅳ국제공동연구 및 해외와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하여 원자력수소

연구개발의 초기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원자력수소 생산에 필요한 원

천기술을 개발한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원자력연구원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고,

조기에 원자력수소를 상용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GA 및 INET과의 기술협력

은 원자력수소 핵심기술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발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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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 원자력수소생산 기술은 미래 청정에너지원의 하나인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 원자력을

이용하는 기술로, 성공적인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Gen-IV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여

정책그룹의 결정을 성실히 수행하고 최적의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 핵심기술을 확보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내부적으로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과 외부적으로 신뢰

성 높은 연구 결과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목표에 기반한 달성도 평가 방법론 개발 및

적용이 중요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품질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 경제적인 원자력수소의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수소생산공정의 최적화가 반드시 요구

된다. 다양한 수소생산공정에 대한 효율성, 기술성 및 경제성을 평가하여 원자력수소

생산에 최적인 공정을 선택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황-요오드 열화학 수

소생산 공정에 대한 컴퓨터 모사 동특성 해석은 시설의 정상상태 유도와 정지에 대한

효율적인 운전 방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비정상 운전상태의 발생에 대한 응급조치

방안을 제공하고 나아가 전체 시스템의 안전성 해석을 위한 중요한 연구 분야이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원자력수소 생산시스템의 핵심연구에 대한 달성도를 평가, 수소생

산시스템의 성능 및 경제성 평가 및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장치에 대한 동

특성 해석 코드 개발에 있다.

제 2 절 연구개발의 내용

1. 수소생산시스템 핵심연구 달성도 평가

¡ 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 연구에 대한 Gen-IV 목표 대비 안전성, 경제성, 지속성 및

핵확산저항성 펑가

¡ GIF 성능 목표 대비 현재 개발 중인 핵심기술의 달성도 평가를 위해 Gen-IV의

VHTR R&D Steering committee에서 발간한 SRP(System Research Plan)의 R&D

항목들을 기준으로 평가 항목을 도출 및 평가한다.

¡ 핵심연구 기술 분야 간 연계항목을 도출하고 연계일정표를 완성한다.

¡ 원자력수소핵심연구 품질관리 및 공정관리 기법을 개발하고 운영한다.

¡ 원자력수소 핵심기술 개발 과제에 대한 R&D 품질보증계획서 및 R&D 품질 보증절차

서 적용하고, 이를 시범 운용해 감으로써, 문제점 및 해결 방안 도출한다.

¡ Gen-IV 원자력시스템의 GIF 정책그룹은 모든 R&D 활동에 대해 적절한 품질 관리를

권고함에 따라 자체 개발한 QMS에 따라 R&D 품질보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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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수소생산공정 성능 및 경제성 분석

¡ 열화학(SI), 고온전기분해(HTSE) 및 복합열화학(HyS) 공정의 효율 비교평가 및 모델

을 정립한다.

¡ 열화학(SI), 고온전기분해(HTSE) 및 복합열화학(HyS) 공정의 기술특성 비교 평가를

수행한다.

¡ 200MWth급 실증로 건설 사업의 기반 자료 구축을 위해 열화학(SI), 고온전기분해

(HTSE) 및 복합열화학(HyS) 공정의 설비비를 분석한다.

¡ 비용 계산 및 경제성 분석을 위한 체계 및 코드를 개발한다.

¡ 상용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에 대한 비용을 추산하고 경제성을 분석하여 SI, HTSE,

HyS 등의 수소생산시스템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한다.

3. 수소생산공정 평가기술

¡ 가압운전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 DB 및 열화학 모델을 평가한다.

¡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장치 동특성 모델에 대한 해석코드 모듈을 통합한

다.

¡ 2차 헬륨 루프에 직접적으로 걸쳐있는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장치인 삼산화

황분해 장치, 황산분해 장치, 황산증발 장치, 그리고 요오드화수소분해 장치와 간접적

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치인 황산용액 다단증류 농축장치, 요오드화수소용액 다단

증류 농축장치, 그리고 증발된 HI증기의 예비가열 장치에 대한 동특성 해석용 코드

모듈을 개발한다.

¡ 개별 동특성 해석코드 모듈들의 통합화의 일환으로 GUI 예비개념설계를 완료하였고

사용자의 시스템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종속관계를 파악한다.

4. 국제공동연구 지원

¡ 한미 공동연구센터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핵심 기술 현안에 대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General Atomics사간에 공동연구를 통하여 Graphite Block Seismic Analysis,

Reliability Database, Review of PMR200 Core Design, KAERI는 GAMMA+ 코드 개

선을 위한 삼중수소의 Source 및 Sink Terms Subroutine 개발 등 기술협력을 수행한

다.

¡ General Atomics사와 원자력연구원은 2006년 9월부터 2007년 5월까지 한미원자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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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동연구센터(NH-JDC)를 통하여 초고온 가스로관련 연구개발 결과 중 일부를 미

국의 NGNP의 예비 개념 설계 평가 자료로 활용하고 기 확보된 설계능력을 활용하여

NGNP 예비개념 설계 검토 및 기술 지원을 한다.

¡ NGNP예비개념설계 후속으로 개념설계 1단계 연구(‘07. 12월 ~ ’08년 4월, 23만불 규모)를

수행하여 초고온가스로의 핵심기기인 고온 및 냉각 원자로압력용기 설계평가에 주도적인 역할

을 수행하고, 금속재 표면처리 기술 및 삼중수소 수송해석 연구를 담당한다.. 이중 냉각압력용

기 기술은 국내 제조 가능한 가압경수로형 압력용기의 초고온가스로 적용을 가능하게 함으로

써, 우리 제조기술의 미국 수출 기반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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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추진체계 및 전략

¡ 선진국과 핵심기술 분야의 기술격차 해소를 위해 분야별 양자 간 협력체계를 활용하

고 이를 바탕으로 다자간의 협력체계인 제 4세대 (Gen-IV) 공동연구에 참여하여 결

과를 공유함.

¡ 대외 투명성 확보와 연구결과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품질보증계획 및 절차를 마련하

고 철저하게 준수해 나감(그림 1.3.1.1).

¡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의 핵심기술확보를 위한 목표대비 달성

도를 평가하고 효율적이고 신뢰도 높은 연구개발 결과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다.

¡ 수소실증로 실현을 위한 고유 핵심기술은 지적소유권 확보 측면에서 독자 수행한다.

¡ GIF VHTR 참여국과 적극 협력하여 공통기술을 개발하고 성과를 공유한다. Gen-IV

공동연구 참여를 위하여 요구되는 기반구축 및 기술격차해소를 위한 연구는 국내 또

는 미국 GA, 중국 INET와의 양자간 협약 또는 자체기술로 개발한다.

¡ IAEA의 가스냉각로프로젝트, OECD의 원자력수소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최신 기술현

안과 첨단 기술정보를 획득한다.

그림 1.3.1.1 핵심연구 달성도 평가 및 품질관리 체계

¡ 국내 수소관련 연구소와 협력하여 고온가스냉각로에 적합한 수소생산 공정을 개발함

에 있어, 원자력수소생산 공정평가 및 동특성 해석 코드개발은 IS공정개발 세부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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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기관인 KIER와 KIST의 실험결과를 이용하여 평가코드에 적용된 입력자료 DB를

수정보완하고 최종적으로는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IS공정의 최적화를 도모

하는 효율적인 접근법을 채택한다.

¡ IS공정, 고온수전해, Westinghouse Sulfur Hybrid 공정에 대한 신뢰성 있는 공정효율

/경제성 비교평가를 위하여 KIER 및 KIST 양기관에서 생산하는 국내 IS공정 개발관

련 실험 자료와 우리나라가 참여예정인 GIF VHTR/HP 국제공동연구를 통하여 확보

될 IS공정, 고온수전해, Westinghouse Sulfur Hybrid 공정 자료를 적극 활용한다.

¡ 신뢰성과 안전성이 향상된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학계, 산업계와 적극 협력할 수 있

는 체계를 구축하여 정기적인 기술 및 정보교류를 추진한다.

¡ 미국의 원자력이용 수송생산 기술개발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GA(General Atomics)

사와 한국원자력연구소 그리고 원자력기기의 세계적 제작업체인 두산중공업은 원자력

을 이용한 수소생산의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한․미 원자력수소 공동연구센터를 대전

과 샌디에이고에 각 각 설치하여 운영한다.

¡ 고온가스로 기술이 전무하다시피 한 한국적 상황에서 GA사와의 공동연구는 원자력수

소 생산을 위한 핵심기반기술 확보에 돌파구가 될 것이며 향후 해외시장 진출에도 도

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중간의 고온가스로와 원자력수소 공동연구센터(NH-JRC)설립에 따라, 양국이 참여

하는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국의 원자력수소(NHDD) 핵심연구와 중국의

HTR-10 의 실험 및 운전기술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수소생산계통의 실험 결과를

공유한다.

그림 1.3.1.2 수소생산공정 해석모델 개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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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 정부는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고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수소경제로의 조기진입을

추구 (2005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의 수소경제시대 원년 선언)

◦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사회 구현을 위해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높이고 기존기술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차세대 원자력, 핵융합, 수소연료전지와 같은 기초․원천기술개발 추진을 위

한 R&D 투자를 확대 (2008년 9월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국무총리실)

◦ 9대 녹색에너지 산업 분야의 기술개발에 5년 동안 민간과 함께 3조원을 투입해 집중 육성

예정임. 특히, 녹색 세계시장의 잠재력이 커서 기술적 우위확보가 시급한 수소연료전지, 청

정연료 등 5개 분야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집중 지원할 계획임 (2008년 9월 녹색 성장을

위한 그린에너지 산업 발전전략, 지식경제부)

◦ 국가 수소경제 로드맵은 2020년대 중반부터 상용 원자력수소를 대량수소제조의 한 축으로

요구하고 있음

- 수소경제 초기인 2010년대에는 기존의 천연가스 개질법 등을 이용하여 수소를 공급

- 본격적인 시장경제로 진입하는 2020년대부터는 원자력, 신재생 등과 같은 비화석 연료

를 활용하여 수소를 공급

◦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수소경제의 상용화 시점에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예속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고유의 핵심기술 확보 필요.

제 1 절 초고온가스로 개발 현황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 안전성, 핵확산저항성 등이 크게 향상된 몇 가지 제4세대 원자력시스

템이 개발되고 있으며, 초고온가스로는 이들 중 가장 가까운 장래에 구현될 수 있는 원자로 형

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초고온가스로는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원자력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고온가스로의

경험은 없으며 따라서 관련 연구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Gen-IV 공동연구를

통하여 초고온가스로의 개발을 추진 중이며, 최근 원자력수소 사업을 중심으로 관련 핵심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초고온가스로는 크게 블록형과 페블형으로 구분되며, 두 노형 모두 1960년대 개발되었다. 미

국에서 개발된 블록형은 기존 가압경수로처럼 주기적으로 육방향의 핵연료를 재장전하는 개념

이며, 페블형에서는 구형의 핵연료가 연속적으로 주입/방출되는 개념으로서 독일에서 개발되었

다. 두 노형은 노심설계관점에서 매우 큰 차이가 나며 따라서 장단점이 서로 다르다.

근래에 와서 초고온가스로 개념은 과거의 고온가스로와 몇 가지 점에서 크게 다르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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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고온가스로 개발은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여 고출력 노심을 중심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냉각재 상실 사고시 핵연료의 손

상이 일어날 정도로 노심의 온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다. 제4세대 원전에서 추구

하는 초고온가스로 개념에서는 모든 냉각재 완전히 상실되더라도 핵연료의 건전성이 보장되도

록 하는 소위 피동안전성 개념이 기본 설계목표로 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 노심은 기존의 실린

더 형에서 환형으로 변환되었으며, 노심의 출력밀도 또한 약간 감소되었다.

각 나라는 자국의 고유한 평가에 기초하여 독자적인 초고온가스로를 개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오래전부터 블록형 원자로를 연구하여 현재 HTTR이라는 30MWth 실험로를 운영 중이

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AREVA사에서 블록형을 연구하였으며, 최근에는 ANTARES라는 블

록형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다. 미국은 NGNP (Next Generation Nuclear Plant) 프로젝트에서

초고온가스로를 개발하는데, 노형은 아직 미정이며, 두 노형에 대한 경쟁적인 개념설계를 통하

여 조만간 노형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는 초기 페블형 노심을 주로 연구하였으나,

미국과의 무기급 플루토늄의 처리를 위한 고온가스로에 대한 공동연구를 계기로 블록형 원자

로를 미국의 GA사와 함께 공동 개발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오래 전부터 독일의 페블형 노심

을 추구하였으며, 현재 HTR-10이라는 10MWth 실험로를 운영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은

HTR-PM이라는 400 MWth 급 상용로 건설을 추진 중이다. 남아공 또한 400 MWth 급 페블

형 원자로 PBMR의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각 국의 초고온가스로 노형 결정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정된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인 관련 정도는 현재 입수된 바 없다. 1980년대 미국에서는 ORNL 연구소를 중심으로 두 형식

의 고온가스로형에 대한 비교평가가 기술성을 중심으로 수행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과

거의 고출력(1000-3000MWth) 고온가스로 개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제4세대 원전의 소형

(300-600 MWth) 모듈형 고온가스로에 직접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피동안전성을 확보한 초고온가스로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

다. 표 2.1.1.1에는 각국의 고온가스로 개발현황을 나타내었다.

원자로명 국가 열출력 원자로형
건설

시작

운전

개시
비고

HTTR 일 본 30 MW 블럭형 1991 1998 운전중

HTR-10 중 국 10 MW 페블형 1995 2000 운전중

PBMR 남아공 400 MW 페블형 2007 2013 건설추진중

HTR-PM 중 국 371 MW 페블형 2006 2010 설계중

GT-MHR 미 국 600 MW 블럭형 2010년대 설계중

ANTARES 프랑스 600 MW 블럭형 2015-2020년경 설계중

GT-HTR300 일 본 600 MW 블럭형 2010년대 설계중

표 2.1.1.1 현재 운전․건설계획․설계 중인 초고온가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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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전기분해 IS 공정 HyS 공정

장점

간단한 공정

환경친화적

검증된 기술(*)

대용량화 용이

환경친화적

IS 대비 단순한 공정

환경친화적

주요

현안

-장치 내구성 향상

-전기분해장치 가격저하

-전기분해효율 향상

-화학반응 원리규명

-HI 분해 효율향상

-내부식성 재료 개발

-열효율 향상

-시스템 운전 및 제어

-내부식성 재료 개발

-전기분해효율 향상

-전기분해장치내 SO2
이동방지

-열효율 향상

표 2.2.1.1 IS, WSP, 고온전기분해 공정 특성 비교

제 2 절 수소생산공정 개발 현황

물로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공정은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매우 다양한 공정들이 개발되었으며,

이들 중 IS 열화학공정, 웨스팅하우스 복합황산 (Westinghouse Sulfur Process, WSP) 공정,

고온전기분해 방법이 원자력수소 생산시스템에 적용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IS 열화학공정은 1970년대 미국 GA사에서 개발한 공정으로 황산분해반응, 분젠반응, HI 분

해반응 공정으로 이루어지며, 황산분해 공정에서 850℃ 이상의 고온이 요구됨. IS 공정은 미국,

일본, 프랑스 한국 등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히 연구되는 열화학공정이다.

웨스팅하우스 복합공정은 IS 공정에서 분젠반응 및 HI 분해공정을 SO2를 포함한 물의 전기

분해 공정으로 대체한 개념이다. WSP 공정은 현재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사와 SRNL 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WSP 공정과 관련된 국내연구 활동은 관련 전기분해 장치에

대한 연구를 일부 대학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준이다. 본 공정의 황산분해는 기본적으로 IS 공

정과 동일하며, 관련 전기분해 공정은 PEM (Proton Exchange Membrane) 연료전지 기술과

유사하다. PEM 연료전지는 최적의 자동차용 연료전지 형식으로 평가되어 전 세계적으로 활발

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고온전기분해 공정에서는 800-900℃의 수증기를 고체전해질을 사용하는 전기분해장치에서

분해하는 개념이다. 고온전기분해는 그 원리가 기본적으로 SOFC (Solid Oxide Fuel Cell) 연

료전지 기술과 같아서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INL (Idaho

National Lab.)이 주축이 되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표 2.2.1.1에서는 이들 세 가지 수

소생산 공정의 장단점 및 특성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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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가 필요하며 세계 각국에서 그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표에서 보듯이 각 공정은 고유한 장단점을 가지며, 각 공정의 열효율은 평가기관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자로 출구온도가 900-950℃인 경우 고온전기분해의 열

효율은 40-50% 로 평가된다. IS 공정은 개발의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열효율 평가의 불확실

도가 매우 높으며, 대략 35-50%로 예측된다. WSP 공정의 경우에도 전기분해효율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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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 정도의 열효율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제 3 절 해외 원자력수소 개발 현황

1. 미국

미국은 2003년 1월 대통령연두교서에서 수소에너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수소에너지 사용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 및 에너지 자립도 증대를 천명하였음. 같은 해 2월 DOE 장관연설에서 수

소개발 로드맵(Hydrogen Roadmap)을 발표함. 이후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수소연료전지자동

차, 수소생산, 인프라구축 등의 연구 분야에 대규모 정부투자를 시작하였음. 한 예로서 수소기

술 분야에만 2004년도와 2005년도 배정 예산이 각각 8천만 불, 9천4백만 불이었으며 2006년도

예산으로서 9천9백만 불을 의회에 요청한 상태임.

미국의 수소경제 진입 시나리오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에는 정부가 강력하게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2025년 이후 본격적 수소경제시대가 다가올수록 민간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에서 예측하는 수소경제 진입을 위한 4단계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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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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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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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4단계(2020년대 중반이후): 수소경제시대 도래

표 2.3.1.1 미국의 수소경제 진입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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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1 미국 DOE 수소프로그램 구성 체제

미국의 원자력 수소 프로그램은 에너지부 산하 원자력국이 전담하며 제 4세대 원전개발

과 연계하여 추진하며 전체적인 사업기구 조직은 아래와 같다.

¡ 2003년 1월 대통령연두교서에서 수소에너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수소에너지 사용을 통해 환

경오염 방지 및 에너지 자립도 증대를 천명

¡ NGNP 프로젝트에서는 수소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제4세대 원자로를 건설완료하는 것

을 2005년 개정된 에너지법에서 명시하고 연구개발과 실증로 개념설계를 추진 중

- 2008년 봄 산업체에게 정보요청 및 참여의향여부(EOI)를 요청하여, 2008년 가을 RFP 공고,

2009년 봄 선정, 2009년 가을 최종계약을 추진 (GA, Areva, W/H 중심의 3개 Vendor 참

여)

¡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생산공정 개발을 위하여 NGNP와 병행하여 NHI(Nuclear Hydrogen

Initiative)를 추진

- NHI의 연구대상은 원자력에너지로 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공정으로 여러 가지의

대안공정을 연구 개발하여 2012년에는 최적의 공정을 선정하고 NGNP 완료시점인 2017년

까지 물분해 수소생산플랜트의 상용기술 획득을 목표로 함.

¡ 미국은 NGNP 총예산을 4조원 규모로 정하고, 미국 의회는 2008년도 관련 예산을 2007년

대비 3배 증액한 1억 2,600만불 (1250억원)로 배정하였으며, 2008년 예산은 2,000억원 규모

로 배정하는 등 국가적인 지원을 주도함. NHI 사업에는 2008년 1,000만 불, 2009년에는

1,700만불을 배정하여 연구를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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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NP 프로젝트

¡ 미국의 수소경제 구현을 위해 DOE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프로젝트 중의 하나가 NGNP

(Next Generation Nuclear Plant)이며 본 프로젝트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2005년 8월에

미국 국회는 에너지법안(Energy Bill)을 통과시켰다.

¡ 에너지 법안이 제시한 NGNP 추진일정 등은 아래와 같음.

￭ 제 1단계 : 2011년 9월 30일

- 수소생산시스템의 선정 및 타당성 입증

- 에너지변환기술개발(Power Conversion) 및 타당성

- 핵연료개발, 특성화 및 요건

- 재료선정 및 시험

- 원자로 개발

￭ 제 2단계 : 2021년 9월 30일

- 최적 원자로 선정 및 상세설계

-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생산 시설 건설 및 운전 시작

￭ 예산 : 1.25 Billion Dollar (2006 - 2015)

￭ 기타 : 재원과 기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원자력 및 관련 화공산업체의 참여를 적극 추

진하고 있다.

□ NHI 프로젝트

◯ 미국은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생산공정 개발을 위하여 NGNP와 병행하여 NHI (Nuclear

Hydrogen Initiative)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는 2017년까지 물분해 수소생산플랜트의 상용

기술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2.3.1.2 미국의 NHI 추진계획(DOE, 2004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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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I 프로젝트의 예산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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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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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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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EN-IV

◯ NGNP 프로젝트와 동시에 원자력수소 생산용 원자로인 초고온가스로 개발이 다자간공동연

구인 GEN-IV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GEN-IV내에서는 초고온가스로 개발을 위해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2천5백만 불의 예산을 기획하였으며 이는 전체 GEN-IV 예산의

72%와 63%를 차지한다.

2. 일본

◯ 일본 원자력연구소(JAEA)는 1980년대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생산연구에 착수하여 1998년부터

30MWt 열출력을 갖는 초고온가스 실험로인 HTTR을 운전 중

◯ JAEA는 각종 원자력수소생산공정을 연구한 결과 요오드-황 열화학 사이클을 이용하여 1999년

세계 최초로 연속운전에 의한 수소 생산에 성공하였음

◯ HTTR에 10MW급 요오드-황 열화학수소생산 플랜트를 건설하여 2015년까지 수소생산기술 실

증, 2025년 까지 GTHTR-H 원자력수소 상용로 개발을 목표로 연구개발을 수행중임.

□ 일본의 수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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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ean energy System Technology Utilizing Hydrogen) 프로그램 이름하에 1993년부터 수

소경제를 추진하였다. 2020년까지 28억불 투자계획을 세웠었고 다양한 분야에 많은 성과를

도출하였다.

◯ 연료전지의 원활한 보급과 확대를 위해 ICSTUH 제 2단계 연구(1999～2002)를 2001년에 1

년 앞당겨 조기 종료하고 후속 프로그램인 New H2 Project를 착수하였다. 이 프로젝트에서

는 2007년까지 수소안전 이용 등 기반기술 개발을 목표한다.

◯ 탄산가스 저감을 위해 2010년까지 수소자동차 5만대, 2020년까지 수소자동차 5백만 대 보급

을 추진 중이다.

□ 일본의 원자력수소

◯ 일본은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생산을 위해 1998년부터 30 MWt 열출력을 갖는 고온가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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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로 HTTR을 운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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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출력 600 MWt 초고온가스로인 GTHTR300 및 GTHTR300C 설계연구가 진행 중이며

GTHTR300의 기본설계를 2007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2010년까지 GTHTR300 기기테스트

를 마무리할 계획에 있다.

◯ 일본은 2015년까지 원자력수소 상용기술 실증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향후 연구

계획은 아래와 같다.

- 2010년 : 파일럿 규모 고온 열화학 공정 기술개발완료

- 2015년 : HTTR과 연결하여 1,000 m3/hr 수소 생산 실증

- 2025년 : 원자력수소 상용화

◯ 원자력수소 사업에 도시바, 스미모또 등의 산업체가 적극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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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2.1 일본의 원자력수소 추진일정(JAERI, 2005년 5월)

3. 기타 국가

가. 중국

◯ 2000년부터 10 MWt 규모 고온가스 실험로 HTR-10을 운전 중에 있으며, 현재 2013년 완공

을 목표로 2기의 250MWth급 증기터빈 전력생산 고온가스로인 HTR-PM의 설계를 완료하

여 인허가 심사중임.

◯ 2006년 중국은 2020 국가 중장기 과기계획 (2006~2020)의 16대 중대항목으로 원자력수소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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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선정하고, 수소생산 고온가스로인 HTR-X를 2020년 까지 실증할 목표를 설정.

◯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수소에너지 이용 수송부문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잠재력 있는 시장

중 하나가 되었다. 2002년에 중국은 전 세계 연료전지 관련 특허 164건 중 25%를 획득한

바 있다.

◯ 2035년까지 석탄기반 발전시스템을 유지할 수밖에 없으나 수소생산 및 이용 증대를 지속적

으로 추진함으로써 2050년대까지 석탄비중을 50% 이내로 줄이고 수소경제 실현을 목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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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프로젝트로서 연료전지 자동차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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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HTR-10을 발전시킨 371 MWt (150 MWe) 초고온가스로 HTR-PM 설계를 진행 중이

며, HTR-PM을 2006년경 건설하기 시작하여 2010년까지 건설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HTR-PM 기술이 수소생산에 이용될 예정이다.

표 2.3.3.1 중국의 원자력수소 추진계획(칭화대, 2004년 10월)

나. 남아프리카공화국

◯ 남아공은 국가 계획에 따라 2015년 운전목표로 가스터빈 전력생산용 페블형 고온가스로 건

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인허가 단계에 있음.

◯ 고온 열공급시스템인 PBMR-PHP 계획으로 석탄액화기술과 열화학 혼합 사이클 수소생생

산기술 개발을 위해 국제 consortium(SASOL사, Westinghouse 사, Show 그룹)을 결성하여

추진중임.



- 17 -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Western Cape에 있는 Koeberg 지역에 독일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400

MWt급 페블형 초고온가스로 (PBMR) 10기를 건설하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 향후 추진 일정은 아래와 같다.

- 2006년 1월: National Nuclear Regulator에 안전해석보고서 제출

- 2007년 4월: 건설 시작

- 2010년: 연료 장전

- 2011년: US Design Certification 완료

- 2013년: 첫 모듈 운전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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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었다.

다. EU

◯ EU에서는 2002년 수소경제 개발을 위한 수소연료전지 고위그룹(HLG-HFC)을 구성, 향후 5

년간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해 20억 유로 투자 결정을 한 바 있다.

◯ 2004년 3월 FP6 수소연구 분야에 대한 연구계획서 요청이 있었으며, 이후 수소과제에 10개,

연료전지과제에 6개 과제가 채택되었다. 총 연구비는 각각 6천2백만 유로와 3천만 유로이

며, 그 중 열화학 사이클과 고온전기분해에 1.9백만 유로와 0.9 백만 유로를 할당하였다.

◯ FP6에 선정된 수소과제는 주로 수소생산, 저장, 인프라 구축 연구이지만 원자력수소 생산과

제인 INNOHYO-IP와 V/HTR-IP도 기획 및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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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하고 있으며, 4년간 연구개발예산은 2천만 유로임(EC 기여분: 9백만 유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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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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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의 경우 AREVA를 중심으로 ANTARES라는 이름의 600 MWt급 VHTR을 개발중이

다. ANTARES 도입 예상 시기는 2015 - 2020년경이다. 현재 Framatome- ANP, CEA,

EdF 등에게 배정된 HTR 및 VHTR 과제의 2004년도 예산은 약 3700만 유로에 달한다

(GFR은 제외).

- 2008년 : Conceptual Design

- 2010 : Preliminary Design

- 2012 : Fin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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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1 CEA의 열화학사이클 연구계획(CEA, 2005년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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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세대 노형  설 명

VHTR Very-High-Temperature React

GFR Gas-Cooled Fast Reactor System

LFR Lead-Cooled Fast Reactor System

MSR Molten Salt Reactor System

SFR Sodium-Cooled Fast Reactor System

SCWR Supercritical-Water-Cooled Reactor System 

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수소생산시스템 핵심연구 달성도 평가

1. 핵심연구 달성도 평가

본 연구는 제4세대 원자로의 기술적인 목표인 경제성, 안전성, 지속성, 핵확산저항성에 맞추

어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에 대한 핵심기술들의 달성도를 평가 방법론 개발과 예비 평가를 수

행하여 기술개발의 달성목표를 향상시키는데 있다.

표 3.1.1.1 에는 초고온가스로가 제4세대 원자로에 포함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중소형 원자

로의 모듈러 형 또는 단독으로 건설되어 수소생산과 전기생산을 담당하게 된다. 초고온 가스

로의 핵심기술 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기술개발 평가항목들을 GIF VHTR 기술개발 운영위

원회에서 발간한 계통연구계획(SRP)[3.1.1.1]에서 제시한 주요 연구 개발 항목들을 참고하여 우

리나라 고유의 원자력 수소생산실증시스템 설계개념(NHDD)에 부합한 항목들을 선정하였다.

그 중에서 지술자립에 필요한 핵심기술개발 과제항목들을 도출하여 달성도를 평가하고, 도출된

항목들은 달성도 평가방법론에 따라서 예비 평가를 수행하였다.[3.1.1.2]

표 3.1.1.1 제4세대 노형 원자로 종류

초고온 가스로 연구개발과제의 항목들은 대분류 17개, 중분류 55개, 소분류 154개로 구분되어

핵심기술들만 수행되고 있다. 이 수행과제들이 목적 4가지 목표 8가지 평가대상 64개로 나뉘

어져 제4세대 노형의 4가지 목적에 부합하는 지를 확인하고 목표달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가. 핵심연구 달성도 평가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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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기술 달성도 평가 절차

연구개발과제의 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전 작업으로 기술수목도을 개정하였고 Gen-IV목표

를 대비한 분야별 핵심기술을 도출 하였으며, Gen-IV 4개 목표 항목인 경제성, 안전성 및 신

뢰성, 핵확산 저항성 및 지속성을 평가할 종합 지표를 개발하였다.

그림 3.1.1.1 Gen-IV 목표대비 핵심연구 달성도 평가절차

핵심기술 연구개발의 평가 절차는 핵심 기술 연구개발 과제의 목표에 적합한 연구개발 항

목을 도출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가 종합 평가지표에 부합하는 지를 확인하여 평가지표를 만족

하면 곧바로 실증로에 적용할 결과물로 두고, 평가 지표를 만족하지 않으면 핵심기술 개발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기술 개발을 수행하거나 평가지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평가지표를

수정하여 반복 적용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본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반

영하여 기술 수목도를 개정하였으며 평가지표를 적용이 용이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수

가 나타나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나타나 추후 연구과제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2) Gen-IV 대비 핵심기술 평가항목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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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항 목

Sustainability
- Resource Utilization

- Waste Minimization and Management

Econimics
- Life Cycle cost

- Risk to Capital

Safety and Reliability

- Operational Safety and Reliability

- Core Damage

- Offsite emergency Response

Proliferation Resistance

/Physical Protection

- Proliferation Resistance and Physical

Protection

- 초고온가스로 노심 평가: 950
o
C 운전조건에서의 노심특성

- 초고온가스로 계통 평가 : Compact 열교환기 및 국내공급

냉각압력용기(SA-508) 적용 타당성

- 수소생산효율 및 계통 경제성을 고려한 원자력수소생산계통 Layout 평가기술

- 수소생산연계 중간루프계통 평가

- 초고온가스로계통의 위험도/성능정보 평가

- 주요 설계기준 및 설계기준초과사고 안전성 평가

- 피동안전계통인 RCCS 성능 평가

- 초고온가스로계통의 위험도/성능 평가

- 환경영향 평가기술: 삼중수소 누출, 수소폭발, 비상계획구역 및 부지경계

Gen-IV Technology Roadmap (2002. 12)과 VHTR 임시 R&D Steering committee에서 발

간한 초고온가스로를 위한 계통 연구개발계획에서 제시한 기술개발 항목들을 기준으로 평가

항목 도출하였고, 도출된 평가항목들 가운데 추후 추진될 원자력 수소생산시스템(NHDD) 개념

들과 부합된 필수 R&D 항목을 선정하여 표 와 같이 경제성, 안전성, 지속성 및 핵확산저항성

/물리적 방호 등의 4개의 큰 주제로 분류하여 세분화였다.

표 3.1.1.2 제 4세대 원자로형 주요 평가 항목

아래는 SRP에서 제시한 R&D 항목들을 기준으로 도출된 .기술분야별 세부 연구 항목이며

이를 바탕으로 전체 평가항목을 수행하게 된다.

¡ 초고온가스로 계통 및 안전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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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온배관용 초내열합금 (<1000oC) 특성 평가기술

- 압력용기용 고크롬강 (<565oC 및 수명기간 중 중성자피폭) 특성 평가기술

- 노심구조용 고온 복합체소재 (<1600oC) 성능 평가기술

- 흑연재료 (중성자피폭>25 dpa) 선정 및 평가기술

- 수소생산 황산반응기용 재료부식 특성평가 및 표면개질기술 개발

- 고온 기기/부품의 구조해석 및 건전성 평가기술

- 기기설계, 재료 및 열유체 성능평가를 위한 가스루프 건조 및 실증시험

- 열화학 물분해 IS공정의 Lab. 규모 실증

- 수소제조공정 평가기술 개발

- IS 공정 장치재료 시험평가

- IS 공정촉매 및 멤브레인 개발

- 정상 운전온도 950～1,250℃, 사고시 1,600℃ 이상에서도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피복입자 핵연료 개발

- 피복입자핵연료의 최고연소도를 150～200 GWD/MTU로 제고

- SiC 및 ZrC 피복핵연료의 제조기술 및 노심내 조건에서의 성능검증

¡ 수소생산시스템 재료 및 기기 요소기술

¡ 피복입자핵연료 기술

¡ 수소제조기술

(3) 평가방법론 개발

연구기술개발의 달성도 평가방법은 원칙적으로 제4세대에서 제공하는 방법을 사용할 예정

이나 아직 구체적인 것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만큼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자료들을 종합하여

정성적인 방법과 정량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정성적인 방법으로는 핵심 연구개발 항

목을 선정하고 안전성, 지속성, 핵확산저항성의 달성도를 확인하며 다른 에너지원의 수소제조

단가와 원자력수소 제조단가 비교하여 경제성을 확인하도록 한다. 정량적인 평가 방법은 핵

심기술 달성도를 위한 평가과정 및 판단에 기인한 불확실도를 포함한 아래의 수학적 모델을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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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7 55 140

목표 목표 평가지표

4 8 64

그림 3.1.1.2 달성도 평가 수학적 모델

핵심연구기술개발의 달성도 평가 연구 수행은 달성도 평가에 있어서 현실적인 면을 고려하

여 참조노형을 NHDD 그리고 미국의 NGNP 노형을 참고로 한다. 경제성평가는 Gen-IV에서

배포한 경제성평가 코드(G4EONS)를 확보하여 다른 에너지원을 이용한 수소제조단가와 비교

평가를 수행하고 원자력수소제조 단가 계산 방법론을 확보하였으며, 안전성, 지속성 및 핵확산

저항성/물리적방호는 선정된 평가항목들에 대해 각 세부과제에서 생산된 연구결과물을 통해

평가지표와 우선순위를 확인하는 연도/단계별 달성도 평가를 수행한다.

(4) 핵심연구 달성도 예비평가

앞 항에서 기술한대로 핵심연구 달성도 평가를 위해서 핵심기술 달성도 평가 절차를 확립

하고 Gen-IV 목표에 부합되도록 연구개발 항목과 평가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우선순위에 따른

가중치를 합하여 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게 자동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예비 평가를 수행

하였다. 핵심연구개발로 선정된 연구개발 항목을 크게 나누면 아래표와 같이 대분류 17 항목,

중분류 55항목, 소분류 140항목으로 각 항목을 그룹화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가중치를 합하

여 계산하게 된다.

표 3.1.1.3 연구개발 평가항목 구분

표 3.1.1.4 Gen-IV 목표대비 핵심기술 달성도 평가지표

핵심연구개발의 달성도 예비평가의 가중치 부여 중 제시된 평가지표와 관련된 항목들의 우

선순위는 기술적인 면이 크므로 비교적 용이하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지만 아래의 블록에

있는 4가지의 Gen-IV목표는 핵심연구기술개발 단계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한 가중치를 부여하

기에는 설계단계가 더 진척되어져야 할 것이다.

헬륨가스를 냉각재로 사용하는 고온가스로는 HTR-10에서 실험으로 고유안전성이 입증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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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직접순환방식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할 경우 2차측이 더욱 단순해져서 안전성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단 경제성 측면에서 아직 입증되지 않은 많은 부분이

연구개발 되고 있어 제4세대 협의체에서 연구결과를 교류하며 경제성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

구중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선순위의 변경을 고려하여 자동프로그램을 작성하였고 이 프로그

램에서는 우선순위가 바뀌면 전체 결과가 언제든 자동으로 계산이 되다.

제4세대 노형의 목표

표 3.1.1.5은 위에서 설명한 대로 Gen-IV 목표치를 고려한 기술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하나

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해 참조노형으로는 NHDD를 목표로 실제 수행

을 해본 결과 평가절차를 위한 지침 및 방법론 개발에서 현실성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정성적

인 방법론에서는 핵심기술 달성도 평가항목 적용여부를 추가하였고 정량적인 방법론으로는

수행과제에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을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1.1.5 핵심기술 달성도 평가항목 가중치 및 수행여부

위의 표에서는 핵심기술항목을 중심으로 한 예비평가였고 표 3.1.1.6은 Gen-IV 목표의

평가지표로 평가를 한 예이고 입력 데이터는 현재 확정된 것이 없어서 예측되는 임의의 수로

예비평가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추후 입력데이터가 확정이 되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체 달성도와 참조노형과 NHDD의 성능을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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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6 참조노형과 NHDD의 예비평가(예)

나. TRL/DRL의 적용 타당성 연구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은 GenIV의 요구사항인 안전성 및 신뢰성, 경제성, 지속성 핵확산

저항성 등을 만족하도록 건설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고 미국의 NGNP 도 같은 목표를 추구하

고 있다. 핵심연구 달성도 평가는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기술적인 면에서의 평가는 매우 유용할

수 있으나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기술적, 관리적인 면에서는 취약한 면이 있다. 이를 보

완하기 위해서 미국의 NGNP에 적용이 되기 시작한 TRL/DRL을 도입하여 적용 타당성을 연

구하였다.

(1) 미국의 TRL 적용예

TRL/DRL은 미국 에너지부(DOE)에서 표1과 같이 DOE산하의 12개 대형건설과제의 경비증가

와 일정지연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이 계획대비 엄청

난 비용증가와 일정지연이 발생하였다[3.1.1.3].

표 3.1.1.7 총 비용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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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8 총 일정증가

이러한 비용증가와 일정지연 등의 원인은 계약실행에 대한 부적절한 측정체계, 최종설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프로젝트 승인, 비효과적인 프로젝트 검토 및 관리로 인하

것들이다. 이에 더하여 계약관리도 문제성이 내포되어 있는데 프로젝트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종합관리가 미흡하고 부적합한 일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시간의 정확한 예측이 부족하였기

때문이었다. DOE는 이러한 과제수행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프로젝트관리의 선행연구를

미국방성 NASA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를 참조하기로 결정하였다.

DOD/NASA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TRL을 이용하는 것은 기술개발자와, 엔지니어 사이에 기술개발과 과제수행에 관한 일종의 공

통언어를 제공하게 되어 기술개발 단계의 모호한 의사소통을 줄일수 있고, 현재의 기술개발과

필요한 기술개발 사이의 차이점을 명백히 알 수 있게 되고, 기술개발의 위험도를 인식할 수 있

으며, 중요한 기술 현안들을 투명하게 추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NGNP 고온가스로는 현재NHDD와 마찬가지로 아래와 같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3.1.1.4]

Public Funding vs Private Funding

Pebble Bed vs Prismatic

9Cr – 1Mo vs SA-508/533

UO2 vs U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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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t = 950°C vs Tout = 800°C

Shell & Tube vs Printed Circuit

Helium vs Molten Salt

High Temp Electrolysis vs Hybrid Sulfur

NRC Part 50 vs Part 52

처움 적용 타당성을 연구한 DOD는 2002년도부터 새로운 주요프로젝트에 대해 TRL을 반드시

적용토록하고 있다. DOD/NASA의 기술수준(TRL)을 채용하여 DOE/INL은 "Technical Risk

Management for the NGNP Project, September 2007, INL/EXT-07-13148" 을 공표하고

여기에 기술수준의 기본지침을 명시하여 Westinghouse Co., AREVA, GA 등에서

TRL/DRL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KAERI 에서도 이러한 지침이 NHDD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확신하고 DOE/INL의 권고안에 따라 웨스팅하우스 및 AREVA가 선행 적용사례등을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를 참고하여 NHDD 과제에 적용할 TRL/DRL을 과제를 수행하는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의하였다.

(2) NHDD 적용 기술수준(TRL)과 설계수준(DRL)

NHDD 적용 기술수준(TRL)과 설계수준(DRL) 기본 정의는 표 1 에 정의되어 있고 핵심기술

연구를 수행하는 현단계에서의 적용 범위는 아래의 표 같이 기술수목도에 따라 분류되어 현

단계 핵심기술개발과제를 중심으로 한정하여 적용하였다[3.1.1.5].

표 3.1.1.9 TRL/DRL 기본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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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목도 번호 분 야 TRL/DRL 적용 비고

010000 원자로기술설계 O

020000 계측제어 연구미수행

030000 기기장치 O

040000 핵연료 O

050000 폐기물관리 연구미수행

060000 수소제조 O

070000 A/E 설계 연구미수행

080000 건설/시공 연구미수행

090000 시운전 연구미수행

100000 사업관리 연구미수행

그림 3.1.1.3 핵연료제조기술 TRL 적용(예)

표 3.1.1.10 핵심기술개발과제 TRL/DRL 적용현황

(3) TRL/DRL 적용분석 및 개선사항

핵심기술개발과제에 적용된 기술수준(TRL)중에서 각분야의 핵심기술 코드 개발과제에 적

용한 경과가 아래의 그림 2 에 있다. 이는 각 전문가가 현재의 단계를 평가하였는데 주관적인

면이 있지만 각각의 기술 개발 단계를 초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에서는 NHDD의

기술 수준이 선진국과 격차가 크게 나지 않는 수소생산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분의 기술개발

이 웨스팅하우스와 단순 비교했을 때 현저한 차이를 볼 수 있다.

TRL/DRL의 기술수준을 평가한 결과 기술수준을 평가할 때 개발경험이 없는 기술분야를

평가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웠지만 이러한 평가를 통해 선진국 대비 한국의 고온가스로 및 초

고온가스로의 기술현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TRL/DRL을 적용한 결과 추후 개선할 점은

TRL/DRL을 현재의 기술수준을 평가하는 전문가가 매우 부족하므로 국내와의 기술교류를 통

해 보완하고, 추후 과제의 일정 및 결과물을 확인검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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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코드개발  기술단계

0

1

2

3

4

5

6

7

8

9

10

노심 열유체 안전해석 기계구조 핵연료 수소생산

개발코드

KAERI

그림 3.1.1.4 핵심기술 코드개발 기술수준

계통별 세부기술
비교

0

1

2

3

4

5

6

7

8

9

10

원자로노심 일차계통 이차계통 수소생산 핵연료

계통

Westing House

KAERI

그림 3.1.1.5 웨스팅하우스와 KAERI 계통별 세부기술 TRL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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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항목 발송과제 수신과제 일정 용도 비고

1
EED-SI공정 열효율

예비 평가서
기술종합

설계기술,

요소기술,

IS공정개발,

IS황산분해

‘07.03.

계통 연계, 가스루프,

기기기술 개발,

EED-SI 공정 참조

flowsheet

황산공정 재료부식

평가자료
요소기술 IS황산분해 ‘07.03.

-Pt mesh 촉매 및 KIST

금속산화물 촉매 스크린

-황산농축/반응기 소재

선정

200MWth 실증로 노심

개념
설계기술

요소기술

입자핵연료

기술종합

‘07.06.
핵연료, 흑연 제원 및

계통기기/부품 개발 연계

황산용액 증류/증발/

분해 기초 data
IS황산분해 IS공정개발 ‘07.06.

대기압운전 IS 종합공정

(20L/h규모) 운전

황산분해 촉매 기초

자료
IS황산분해 IS공정개발 ‘07.06.

대기압운전 IS 종합공정

(20L/h 규모)의 황산분해

촉매로 사용

예비 냉각 압력용기

열유체 성능 평가

결과

설계기술 요소기술 ‘07.08. 압력용기 온도거동

참조 중간열교환기

제원
요소기술 설계기술 ‘07.08. 안전해석

참조 냉각재배관 제원 요소기술 설계기술 ‘07.08. 안전해석

참조 순환기 성능 및

제원
요소기술 설계기술 ‘07.08. 안전해석

분젠반응 시험평가

data

(가압 data는 08년

생산)

IS공정개발
기술종합,

IS황산분해
‘07.08.

-분젠반응공정모사

입력자료

-황산공정 flash

evaporator unit

핵심기술개발

2. 핵심연구간 연계현안 평가

핵심연구 기술 분야 간 연계항목을 도출하고 표 3.1.2.1와 표 3.1.2.2와 같이 연계일정표를 완

성하였음. 이 결과는 핵심 연구 공정에 반영되어 품질보증시스템에 기반을 둔 R&D네트워크

구성에 적용되었다.

표 3.1.2.1 과제간 연계자료 일정표(2007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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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항목 발송과제 수신과제 일정 용도 비고

원자로 재료 물성치 요소기술 설계기술 ‘07.09. 열유체, 기계, 안전해석

계통 재료 물성치 요소기술 설계기술 ‘07.09. 열유체, 기계, 안전해석

노심 흑연 후보재

물성치
요소기술 설계기술 ‘07.09.

핵, 열유체, 기계,

안전해석

200MWth 실증로

입자연료

핵분열생성물

Inventory

설계기술 입자핵연료 ‘07.10.
핵연료체 핵분열생성물

누설 분석

EED-SI공정관련

용액화학 실험자료(1)
IS공정개발 기술종합 ‘07.10.

EED-SI공정 투자비

예비산출을 위한 장치

사이징

황산용액 농축 및

분해관련 용액화학

실험자료(1)

IS황산분해 기술종합 ‘07.10.

EED-SI공정 투자비

예비산출을 위한 장치

사이징

200MWth 실증로

반사체 조사량
설계기술 요소기술 ‘07.12 흑연 조사 및 성능평가

중간루프 운전변수 설계기술
기술종합

요소기술
‘07.12

계통 성능, 효율 평가

기기개발

실증로 계통 운전변수 설계기술
기술종합

요소기술
‘07.12

계통 성능, 효율 평가

기기개발

우라늄연료핵

피복입자 특성평가
입자핵연료

기술종합

설계기술
‘07.12 핵연료 노심성능 해석

HI-I2-H2O VLE

자료(2기압)
IS공정개발

기술종합,

IS황산분해
‘07.12.

-HI 증발기 모사

입력자료

-황산공정 flash

evaporator 설계

EED-SI공정/장치

운전특성 실험자료(1)
IS 공정개발 기술종합 ‘08.01

EED-SI공정장치 동특성

해석 코드의 파라메타

수정

황산용액 농축장치 및

분해장치 운전특성

실험자료(1)

IS 공정개발 기술종합 ‘08.01

EED-SI공정장치 동특성

해석 코드의 파라메타

수정

번호 항목 발송과제 수신과제 일정 용도
비

고

표 3.1.2.2 과제간 연계자료 일정표(2008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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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항목 발송과제 수신과제 일정 용도
비

고

1
수소생산공정

예비운전변수
기술종합 요소기술 ‘08.06

가스루프, 기기기술

개발

2

수소생산공정

thermal

pathway(draft)

기술종합
설계기술,

요소기술
‘08.08.

원자로-수소생산

종합시스템 예비설정

3

SI공정 Section 2

단위공정 동특성

예비해석 결과서

기술종합

SI공정기술,

황산분해공정

기술

‘08.10 Lab 규모 SI공정 설계

4
재료 황산부식시험

데이터
요소기술 기술종합 ‘08.07 I-S 공정 설계

5
He 분위기 중기

크리프 시험데이타
요소기술 설계기술 ‘08.07 설계참고자료

6
흑연 Emissivity

Data
요소기술 설계과제 ‘08.12 흑연 설계자료

7

가스루프 및

공정열교환기

시험결과

요소기술
설계기술

기술종합
‘09.02 설계자료

8

1차 및 2차 HGD,

IHX내의 유체설계

특성치(유체, 온도

및 압력, 유속-정상

및 사고시)

설계기술 요소기술 ‘08.06
벨로즈 격리벨브 및

연결부 예비 구조설계

9

실증로

냉각압력용기

예비치수

설계기술 요소기술 ‘08.06 기기설계 기초자료

10 He측 열전달 물성 설계기술
황산분해공정

기술
‘08.09 황산분해기 설계

11
핵물질체 제원 및

물성치
입자핵연료 설계기술 ‘08.06 노심 핵설계

12

모의 핵연료체내

입자연료 분포

통계적 분석

설계계산서

입자핵연료 설계기술 ‘08.11 설계참고 자료

13
분센반응의 황산상

조성
SI공정기술

황산분해공정

기술
‘08.10 황산농축공정

14 분젠반응 결과조성
SI

공정개발

기술종합

황산분해
'08.10 공정분석

15 ED 실험결과
SI

공정개발
기술종합 ‘08.11 공정분석

16 HI 증류실험결과
SI

공정개발
기술종합 ‘08.12 공정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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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항목 발송과제 수신과제 일정 용도
비

고

17
section III

flowsheet 계산

SI

공정개발

기술종합

황산분해
‘08.12 공정 분석

18 분센반응유입 조성
황산분해공

정기술
SI 공정기술 ‘08.10 SI공정기술 분젠반응

3. 핵심연구공정 및 품질관리

가. 핵심연구공정 관리

(1) 개요

작업분류체계(Work Breakdown Structure, WBS)란 PERT/CPM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본 과제에서는 “프로젝트의 범위를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정의하기 위하여 각 구성요소

들을 업무중심의 과업단위 또는 연구 개요 등으로 분류, 표시한 가계계보(Family-Tree)"라고 정

의하며 계층적 구조(Hierarchical Structure)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GIF QMS 지침서

요건 중 R&D 계획 단계에서 충족되어야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NHDD 프로젝트에 적용될

수 있는 QMS 기반 WBS 작성 지침을 제시하였다. WBS의 효율적인 관리와 QMS 요건을 충

실히 이행하기 위해 과제를 세분화하고 MS Projec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단계별 세분화 과

정을 예시한다. 또한 QMS 요건 충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소분류 레벨에서 연구 요약표를 작

성하여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2) 작업분류체계의 구성

(가) 작업분류체계 요소(Work Breakdown Structure Element)

R&D 사업의 연구성과물을 완성시키기 위한 단계별 R&D 업무와 작업단위를 조합하여 구성

한다.

(나) 레벨(Levels)

계층구조(Hierarchy)의 각 단계를 의미한다.

(다) 단위 작업(Work Package)

각 단계별로 분류된 관리대상이 작업항목이 되며, 작업분류체계상의 최하위에 위치한다. 비

용항목과의 연계를 하여 R&D 연구 진도 관리기준 항목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다.

(3) 작업분류체계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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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 과제의 세분화

각 세부과제는 그림 3.1.3.1의 예와 같은 구조로 세부 업무 내용을 분류한다. 이러한 업무 세

분화는 Ms-Projec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며, Task, 소분류, activity의 내용 및 역할은 표

3.1.1.1과 같다.

그림 3.1.3.1 Gantt chart 작성 예시

내용 역할

Task -대분류의 최상위 분류

소분류

- Task을 세분화한 단계

- 위탁과제 포함

- 과제 책임자의 최하위 관리 레벨

- 연구요약표 작성

- 연구 매니저와 연구원간의 의사소통

- 논문, Calculation Note 등 의 성과 도출

- 핵심 연구간 연계 조정

- GIF QMS 요건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평

가

구체적인 실행

업무(Activity)

- 연구 업무

연구 인력 배정

연구기간 설정

- 중요시점

국제회의 시점

중요 의사결정 시점

중간 점검 시점

상부 보고 시점

결과물(데이터, 보고서, 논문 등)도출 시점

연계 연구간 데이터 교환 시점

- 업무 분류도의 최하위 레벨

- 연구원의 시간 또는 일별 구체적인 연구

활동 확인

- 연구 네트워크의 구성

표 3.1.3.1 Task, 소분류, activity의 내용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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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분류(Work package) 항목의 분류

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 과제의 과제계획서, 초고온가스로 SRP, GIF PMB 활동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분류한 최상위 과제 세분화이다. 초고온가스로 설계기술개발 과제의 Task 분

류 예시는 그림 3.1.3.2와 같다.

그림 3.1.3.2 대분류 항목의 분류

② 중분류(Task) 항목의 분류

그림 3.1.3.3은 Task 분류 예시이다. 그림과 같이 각 소분류에는 담당 연구 책임자를 부여한

다.

그림 3.1.3.3 Task의 분류 예시

③ 소분류 항목의 분류

소분류의 업무를 구체적인 연구 활동과 중요시점을 확인할 수 있게 분류한다. 그림 3.1.3.4는

소분류 분류의 예시이다. 분류할 때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도록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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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4 소분류의 분류 예시

㉮ 작업의 관리

작업의 종류에는 요약작업(summary task)과 일반작업(normal task)으로 분류한다. 요약작업

은 상위 작업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프로젝트의 개략적인 상위 진행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프

로젝트의 범위 분류체계에 속한다. 또한 하위 작업(일반작업, 중요시점)의 일정, 인력, 예산, 자

원의 투입량을 입력하면 요약작업에는 자동으로 요약값이 표시된다. 일반적인 작업은 하위 작

업이라고 부르며 자원을 배정해서 업무 수행의 기준이 되는 업무, 보고 단위업무 등 세부적으

로 나뉘며 기간과 목표치를 입력해야 한다.

작업의 종류 의미

 요약 작업(summary task)
일반 작업의 요약 값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상위 작업이

다.

 일반 작업(normal task)

 하위 작업(subtask)

자원이 배정되는 실행 작업이며 분명한 기간 (시작날짜

-완료날짜)값을 가진다.

 중요 시점(milestone)
프로젝트 진행 중 산출물이 얻어지거나 의사 결정이 필

요한 중요한 시점을 표시하는 작업이다.

표 3.1.3.2 작업의 종류와 의미

㉯ 요주의 작업의 관리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세부적인 작업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과 함

께 중요한 결과물이 얻어지는 시점이나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점을 관리 하는 것이 중

요하다. 이를 위해서 입력하는 것이 중요시점 (milestone) 혹은 요주의 작업(Critical Task)이다.

중요시점을 표시하여 의사 결정이나 프로젝트 진척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 작업 들은 중요 시점에 도달하기 위해 하위 공정이 생성되므로 중요 시점의 입력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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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그리고 다른 작업과는 다르게 붉은색을 사용하여 알아보기 쉽게 표시한다. 중요시점에

기간 값은 0으로 입력한다.

(나) 자원시트 작성

자원시트는 인력, 설비,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되지만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서는 인

력만으로 구성된 자원시트가 작성된다. 그림 3.1.3.5의 예와 같이 최대단위 칼럼에는 참여 연구

원의 현 프로젝트 참여율을 입력한다.

그림 3.1.3.5 연구 인력만으로 작성된 자원시트의 예시

(다) 연구 시간 및 네트워크 최적화

프로젝트의 업무 시간을 배정하고 각 업무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를 완성한다. 보통 업무 네

트워크는 PERT/Critical Path Method을 이용하여 각 업무의 순서를 조정하여 최적화한다. 연

구 업무는 특성상 여러 업무가 평행하게 진행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단순히 최적화를 통한 업

무 기간의 단축보다는 연구업무의 연계 특성을 고려하여 네트워크가 구성되는 특성이 있다. 각

activity에 시작날짜/종료날짜를 입력하여 기본적인 연구 네트워크를 완성한다. 연구 네트워크

가 만들어진 후에는 연구 업무의 연계를 고려하여 프로젝트 진행 기간 동안에 업무분류 구조

도를 수정할 수 있다. 각 activity에 시작 및 종료 날짜가 명시된 업무분류구조도의 예는 그림

3.1.3.6과 같으며 선행 업무 칼럼을 입력함으로써 연구 네트워크를 생성한다.

그림 3.1.3.6 Activity별 시작날짜 및 완료날짜 입력(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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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Gantt 차트 완성

(가)~(다)까지의 과정을 통해 완성된 업무세분화 및 자원시트를 이용하여 각 인력자원을

activity에 배정함으로써 Gantt 차트가 완성된다. 각 activity가 3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한

다. 예를 들면 특정 재료 실험이 1년에 걸쳐 수행된다면 단계를 구분하여 “시편가공->조건 A

에서 실험->조건 B에서 실험->조건 C에서 실험->추가실험->데이터 정리” 등으로 구분한다.

① Gantt 차트 보기의 작성

Gantt차트는 왼쪽의 테이블과 오른쪽의 차트영역으로 구성된다. 차트영역은 테이블에 있는

작업에 관한 시작날짜, 완료날짜, 기간 등을 표시한다. 그리고 작업들 간의 의존관계를 나타내

는 연결 화살표가 있다.

② Gantt 차트 의존관계

프로젝트 activity 간에 업무상의 순서를 표현함으로써 작업의 일정을 조정, 결정하는 작업의

상호관계를 의존 관계라고 부른다. 의존관계(dependency relationship)는 의존관계에서 영향을

주는 작업을 선행 작업(predecessor)과 영향을 받는 후속 작업(successor)으로 구성된다. 의존

관계의 종류는 표 3.1.3.3와 같으며 이를 도식화 하면 그림 3.1.3.7과 같다.

구분 내용

완료 후 시작(FS)
선행 작업의 완료 날짜가 후속작업의 시작 날짜를 결정한다. 즉 선행

작업이 끝나면 후속 작업이 시작한다.(의존관계 기본형식)

동시 시작(SS)
선행 작업의 시작날짜가 후속 작업의 시작 날짜를 결정한다. 즉 선행

작업이 시작되면 관련된 후속 작업도 시작된다.

동시 완료(FF)
선행 작업의 완료 날짜가 후속 작업의 완료 날짜를 결정한다. 즉 선

행 작업이 완료되면 관련된 후속 작업도 함께 완료된다.

시작 후 완료(SF)

선행 작업의 시작 날짜가 후속 작업의 완료 날짜를 결정한다. 선

행 작업이 시작되려면, 후속 작업이 미리 완료되어야 한다. 부수적이

거나 사전 정지작업을 표현할 때 쓴다.

표 3.1.3.3 의존관계의 종류

그림 3.1.3.7 Gantt 차트에 의존관계를 표시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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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Gantt 차트의 시간의 배정

Gantt차트에서는 프로젝트의 시간을 배정시 업무시간과 기간중 고려할 항목을 미리 결정하

여야 한다. 보통 기본적으로 단위고정 및 작업량 고정을 통해 기간값을 변화시킨다. 만약 프로

세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면 기간을 고정시키고 작업량을 변화시킬 수 있다. 시간 배정

방법을 정리하면 이는 표 3.1.3.4과 같다.

가변요소 의미

기간고정(O)+작업량 고정(X) 기간을 먼저 선정하는 경우

단위고정(O)+작업량 고정(X)
시간날짜, 완료날짜를 직접 입력하여 시간을 선정하고 단위에 따

라 작업량이 선정되도록 하는 경우

단위고정(O)+작업량 고정(O)
작업시간을 먼저 입력하고 작업량에 따라 기간을 자동 산정하는

경우

기간고정(O)+작업량 고정(X) 기간을 먼저 입력하고 작업량에 따라 단위를 산정하는 경우

작업량 고정 작업시간을 직접 입력하고 기간을 자동 산정하는 경우

표 3.1.3.4 Gantt 차트의 시간배정 방법

(마) 작업분류체계 코드 정의

모든 작업들의 작업분류체계 코드는 고유한 계층적 값을 갖는다. 그러나 작업이 양이 증가하

거나 복잡해지면 작업분류체계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복잡한 작업 이름을 대신하여

상위 작업과 하위 작업 정보를 코드화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작업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전

달할 수 있고 복잡하고 체계적이지 못했던 작업분류체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코드를 작업분류체계의 요약 작업으로 단계, 별, 업무 특성 별, 또는 조직별로 관리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작업분류체계 코드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 코드 마스크의 종류는 숫자, 대

문자, 소문자, 문자 등으로 정리한다. 체계화된 작업분류체계 코드는 프로젝트의 범위가 표준화

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체화된 코드는 범위 변경 여부를 추적하는데 편리하게 사용된다. 그리고

프로젝트 코드접두어는 프로젝트 제목을 나타내는 코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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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8 프로젝트 코드설정 정의

그림 3.1.3.9는 개요번호와 작업분류체계 코드를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한 예이다. 개요번호는

들여쓰기의 수준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개요번호 표시를 미리 설정해 놓으면

과제앞쪽에 일일이 표시하지 앉아도 번호가 자동으로 표시된다. 위에 보기 프로젝트는 들여쓰

기(개요표시)수준을 5단계로 표시하였다.

그림 3.1.3.9 작업분류체게 코드정의 및 코드마스크를 적용한 예

또한 각 과제별로 작업분류체계 코드번호를 부여하여서 부서들마다 체계적으로 작업분류체

계 코드를 관리한다. 따라서 코드정의에서 프로젝트 코드접두어에 각 부서에 코드번호를 입력

후에 프로젝트의 들여쓰기 수준에 따라서 순서를 지정하여 작성하면 된다. 만약 프로젝트의 내

용을 삽입하거나 제거하게 되면 작업분류체계는 자동 정렬이 안되므로 “번호다시메기기”기능

을 사용하면 숫자 또는 알파벳 순서대로 작업분류체계코드번호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상위 작

업과 하위 작업들에 작업분류체계 코드도 함께 수정된다. 그림 3.1.3.9에서 NHDD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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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Hydrogen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07) NHDD 07년 요소과제 WBS를 뜻한

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표 3.1.3.5와 같다.

과제명 과제별 WBS코드번호 과제책임자

초고온가스로 설계기술개발 NHDD(00)-A 이원재

초고온가스로 요소기술개발 NHDD(00)-B 김용완

입자핵연료 기술개발 NHDD(00)-C 조문성

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 NHDD(00)-D 이기영

표 3.1.3.5 각 과제별 WBS 코드번호

(마) 연구요약서의 활용

작업분류체계의 내용만으론 연구의 전반적인 내용 이해가 어려우므로 메모장을 활용한 연구

요약서를 통해 연구내용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연구요약서의 예는 그림 3.1.3.10과 같으며,

연구 요약표에 포함된 내용은 표 3.1.3.6와 같다.

그림 3.1.3.10 메모장을 이용한 연구요약서의 작성예 



- 42 -

연구명 소분류의 연구명을 입력

담당자

연구목적 연구 결과의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

연구내용 및

범위
유사한 수준의 동료가 본 연구를 모사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

예상 결과물

실험장비 및

장비스펙

보유실험장비/설비명

및 스펙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실험 장비 및 설비

와 구체적인 스펙 기술

요구되는 실험장비/

설비 스펙
실험에 요구되는 장비의 스펙 기술

해결방안(사양이 불

충분 할 때)

고객 요구조건

및 기대치

산업체 요구조건 및

기대치

산업체의 요구조건 및 기대치 중에 본 연구는 어떤

요건과 기대치를 고려하는지 기술

요구조건 충족 방법

및 참조 기술표준

요구조건 및 기대치를 만족시키기 위해 본 연구에서

도입한 연구방법 기술 및 연구에 사용될 국제표준

관련 규제

요건

환경, 안전 및 법적

규제 요건
본 연구와 관련된 환경, 안전 및 법적 규제 요건

규제요건 지향 연구

진행 방법 및 결과의

활용 방안

본 연구는 규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연구를 어떻

게 진행하고 또한 그 결과는 규제요건 만족성을 판가

름하기위해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 기술

원자력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결과가 원자력 안전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기술

선행연구

참고문헌

국내외 선행연구 수

준

연구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선행연구에 대해 간략히

기술

소내 선행 연구결과,

참고문헌

실험, 이론, 수치해석 등 본 연구와 관련된 소내 연구

결과와 국내외 참고문헌 나열

담당 연구자

확인사항

연구인력배치 적합도
(상, 중, 하) 연구자 본인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자, 연

구보조원의 배치 적합도

연관된 타 연구과제
유사한 타 연구과제와의 관련성을 간략히 설명하고

어떻게 이용 또는 협력될 수 있는지 기술

표 3.1.3.6 연구요약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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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품질관리

기존 품질 관리 기법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 과제에 적합한 방

법론을 찾고자 하였다. 또한 방법론을 바탕으로 각종 연구 성과물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연구성과물을 관리 및 활용하고자 한다.

(1) 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 QA Plan

원자력수소 품질보증 활동의 적절한 수준을 권고하기 위해 그림 3.1.3.11과 같은 절차에 의해

영문 R&D 품질 보증계획서 및 국문 R&D 품질보증 절차서를 수립, 배포하였다. 이는 소내의

품질보증규정 및 품질보증 기본계획서의 기본 규정을 따르면서 GIF의 QMS Guideline의 요건

을 충족시키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서 Cooperate QA과정을 통해서 소내의 규정에 맞는 품질

보증요건을 찾고, Project QA 과정을 통해 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 과제에 특화된 항목을 적

용하여 최종적으로 영문 R&D 품질보증계획서 및 국문 R&D 품질보증절차서를 작성 및 배포

하였다.

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 과제는 연구 개발 초기 상태임을 감안하여 NQA-1-2000의 Graded

Approach을 적용하여 그림 3.1.3.12의 연구개발 주기 중 Basic Research단계로 선정하였다. 품

질보증팀과의 협력하에 설정한 단계를 기준으로하여 그림 3.1.3.13과 같이 QA Plan을 수립 및

배포하였다. 추후 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 과제의 연구개발 단계에 따라서 QA Plan상의 품질

보증절차 적용 항목을 확대 예정이다.

그림 3.1.3.11 프로젝트 품질보증플랜 수립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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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제목 내용
1장 조직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활동들을 관리하기 위해 과제에 참여

표 3.1.3.7 원자력수소 R&D 품질보증계획서

그림 3.1.3.12 연구개발 주기 [NQA-1-2000. subpart 4.2]

그림 3.1.3.13 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 QA Plan

(2) 원자력수소 R&D 품질 보증 계획서/절차서

(가) 영문 R&D 품질 보증 계획서

향후 GEN-Ⅳ에서 각국의 품질보증 진행 진행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영문으로 제작 및 배

포하였으며, 총 2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별 내용을 요약하면 표 3.1.3.7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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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원자력연구원의 기능적인 책임과 권한의 범위를 기술하

고 있다.
2장 품질 보증 계획 품질 보증 프로그램의 기준, 적용성, 구조를 기술하고 있다.

3장 설계 관리
계약 문서의 적절한 요구사항, 규약 및 표준을 올바르게 설계 문

서 및 구매 문서에 적용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수립한다.

4장
구매 품목 및 용역

의 관리

공급자가 제공하는 구매 품목 및 용역이 구매 문서에 주어진 요

구사항을 만족하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수립한다.

5장
품목의 식별 및 관

리

과제 수행 중 필요한 품목과 관련하여 자재, 기기 및 부품에 대한

식별 및 관리를 위한 요건을 기술한다.

6장
지시서, 절차서 및

훈련

품질, 용역 및 개인 훈련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서, 절차서 및 도

면의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7장
프로세스의 식별

및 관리

프로젝트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각 프로세스의 고려하여

계획하고 문서화한다.

8장 실험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한 실험의 설계를 적절하게 확인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기술한다.

9장 자료 가공 및 분석
얻은 자료를 필요한 형태로 가공하고 분석하는 관리 방법을 기술

한다.

10장 특수 공정
생산 및 용역의 제공을 위해 사용하는 특수 공정의 관리 방법을

기술한다.

11장
검사, 시험 및 운

전상태

추적가능한 활동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검사, 시험 및 운전상태의

식별관리 방법을 기술한다.

12장 시험 관리
특정 요구사항들이 적합한지 확인하거나 용역의 만족스런 수행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관리 방법을 기술한다.

13장
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

요구되는 정확도와 신뢰도를 결정하고, 적절한 관리 및 교정방안

을 수립하며,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들에 대한 측정 및 시험

장비를 관리 방법을 기술한다.

14장 부적합품목의 관리
규정된 성능이나 문서화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품목이나 자

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기술한다.

15장 지속적 품질 개선
여러 활동들의 지속적인 품질 개선을 위한 공정 관리 방안을 기

술한다.

16장 문서 관리
문서와 자료가 사용되기 전에 적절한 검토와 승인이 이루어짐을

보장하기 위한 문서와 자료의 관리 방안을 수립한다.

17장 품질 보증 기록
R&D 활동의 결과가 적절하게 문서화되고 기록관리됨을 보장하기

위한 요건을 수립한다.

18장 품질 감사 및 평가
안전, 성능, 품질 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조직이 품질 감사

및 평가하는 수행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19장 독립검증
평가대상 업무로부터 독립된 조직이 프로젝트 성과 및 품질 보증

관리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기술한다.

20장
품질보증요건의 차

등적용

R&D의 형태 및 특성을 고려하여 품질보증 요건을 차등적으로 적

용하는 방법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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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문 R&D 품질 보증 절차서

국문 R&D 품질 보증 절차서를 개정 및 배포하였으며, 이중 QA Plan에 따라 총 29개 항목 중

Basic Research 단계에 해당하는 10개 항목에 대해서만 본 과제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R&D

품질보증절차서를 통해서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하고, 업무 수행 및 관리의 기준을 정하며,

연구 개발의 효율화를 꾀할수 있다.

(3) 원자력 수소 문서 관리 시스템

(가) 개요

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 과제에서는 영문 R&D 품질 보증 계획서 및 국문 R&D 품질 보증

절차서를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다. 품질 보증 업무 수행시에 문서관리 부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또한 품질 보증 부분 중 문서 관리 분야의 효율성을 높이고 품질보증 문서관리시 발

생할 수 있는 오기 등의 문제점을 없애고, 논문, 설계계산서 및 각종 발표 자료 등 연구 성과

물 공유를 통해 연구 개발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ASP, MS Sharepoint 및 Ms Access을 이

용하여 웹을 기반으로한 한 품질 보증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나) 시스템 구성

원자력수소 문서관리 시스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기 화면

문서관리 시스템의 가장 초기 화면으로, 각 하위 메뉴(원자력수소, 품질보증, 문서관리, 그림관

리, 타홈페이지 연결)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림 3.1.3.14 원자력수소 문서관리시스템 초기화면

(2) 원자력수소 기술소개

원자력수소의 개괄적인 설명 및 장점, 수소생산 방법 소개 및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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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력수소 품질보증

개정된 품질보증계획서 및 품질보증절차서를 소개하고, 각 부서원들이 웹 접속을 통해서 그

내용을 검색하고 전체 파일을 내려받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원자력수소 문서관리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별, 년도별, 문서내용별로 디렉토리를 구성하여 문서를 쉽게 검색하고,

생성된 연구성과물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 디렉토리는 필요에 따라서 제한적

인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품질보증절차에 따라서 각 과제

별로 문서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을 감안하여, 사용자가 그림 3.1.3.15와 같이 부서, 문서종

류, 문서 제목 및 작성자 등 기본항목을 입력하면 문서관리 체계에 따라서 그림 3.1.3.16과 같

이 문서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1.3.15 신규 문서 정보 입력창

그림 3.1.3.16 문서 목록 확인창

한편 년도별, 과제별 및 작성자별 기존의 문서 목록을 기본 검색어를 입력하여 직접 검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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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검색창 및 그 결과는 그림 3.1.3.17과 같다.

그림 3.1.3.17 문서 검색창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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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수소생산시스템 성능 및 경제성분석

1. 수소생산공정 열효율 평가

가. 황-요오드(SI)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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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하여 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열화학적 수소제조 황-요오드(SI)공정은 1970년대

중반 미국 제너럴아토믹사(GA) 연구진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1982년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3종 화학반응들로 구성된다.[3.2.1.1]

2H2O + I2 + SO2 = 2HI + H2SO4 (Bunsen Reaction, 약 100℃, 발열반응) (3.2.1.1)

2HI = H2 + I2 (200~500℃, 흡열반응) (3.2.1.2)

H2SO4 = H2O + SO2 + 0.5 O2 (약 850℃, 흡열반응) (3.2.1.3)

분젠반응이라 불리는 식(3.2.1.1)은 발열반응이며 식(3.2.1.3)의 황산분해 반응은 400~500℃에

서 H2O와 SO3으로 1차분해 된 후, 분해된 SO3가 약 800℃ 이상에서 고체 촉매반응에 의해

SO2와 O2로 2차분해 된다. 식(3.2.1.2)의 요오드화수소(HI) 분해 반응은 기체상태에서의 고체

촉매반응 혹은 액체상태에서의 균질 촉매반응으로 진행된다.

3종의 화학반응들로 구성된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을 화학반응 참여 물질들의 흐름

을 기준으로 도식적 표현을 하면 그림 3.2.1.1과 같다.[3.2.1.2]

그림 3.2.1.1. 화학반응식을 기준으로 한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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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일본의 JAEA(구 JAERI)와 독일의 아헨공대에서도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상호간의 연구 차이점은 그림 1의 Section 3에 포함된 HIx 용액의

농축과정에서 볼 수 있다. 미국의 GA사는 인산을 이용한 추출증류(extractive distillation) 방법

을 제안한 바 있고[3.2.1.1], 독일 아헨공과대학은 고압 반응증류(reactive distillation) 방법을 제

안하였으며[3.2.1.3] 일본의 JAEA와 한국의 에너지기술연구원은 전기투석법에 의한 1차 농축

후 증류법에 의한 2차 농축법을 제안하고 있다.[3.2.1.4, 3.2.1.5]

2003년 GA사는 아헨공과대학이 제안한 고압 반응증류법을 Section 3의 HIx 용액농축과 HI

의 촉매분해 단계에 적용시킨 새로운 공정도를 발표한 바 있는데 그림 3.2.1.2, 3.2.1.3, 3.2.1.4와

같다.[3.2.1.6]

GA사의 분젠반응은 HIx 용액 중에 포함된 요오드와 황산분해 공정으로부터 공급된 SO2 및

동시에 유입되는 물에 의해 요오드산과 황산이 생성된다. 이 반응에서는 요오드를 적절하게 과

잉으로 투입함으로써 반응식 (3.2.1.1)의 정방향 진행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황산상과 요오드산

상이 상호 분리될 수 있도록 비혼화성(Immiscibility)을 유발한다. 이 반응은 약간의 발열반응

으로 반응온도는 120℃이하이다. 분젠반응기에서 배출된 용액은 상분리기에서 HI/I2/H2O가 주

구성성분인 중질상(Heavy phase)과 H2SO4/H2O가 주 구성성분인 경질상(Light phase)으로 상

호 분리된다. 상분리기에서 배출되는 경질상의 황산:물 몰 농도비는 약 1:5정도이며 이것이 제2

의 분젠반응기라 할 수 있는 황산부스터 반응기를 거치는 동안 1:4정도로 최종 증가되어

Section 2로 주입된다. 한편 중질상은 Section 2의 황산분해 반응기에서 생성된 산소기체를 이

용하여 기-액 접촉시킴으로써 중질상 내부에 잔존하는 이산화황을 기화시키고 이로 인해 발생

되는 화학평형의 교란이 용액 내 잔존하는 황산의 분해반응을 도모함으로써 HIx용액 내 황산

농도를 최소화하는 단계를 거친 후 Section 3로 주입되며 본 유체의 HI:I2:H2O 몰농도비는 약

1:4:5를 유지토록 설계되어 있다.

그림 3.2.1.2. GA사의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Section 1 분젠반응 단위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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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57wt%의 황산용액이 소량의 SO2를 포함한 형태로

Section 2의 황산용액 농축장치로 공급된다. 본 단위공정 내부에는 열 회수용 열교환기

(Recuperator)를 많이 설치하여 열이용 효율을 극대화시켰으며 4단계의 플래시 드럼과 3단계의

감압 플래시 증발기 그리고 최종적으로 감압 다단 증류탑을 거치면서 황산의 농도를 98wt%까

지 농축시키고 약 7.6kg/cm2G로 승압되어 황산증발기에서 기화되며, 일부 기화된 황산 기체가

SO3와 물로 분해되고, SO3분해기에 의해 최종적으로 SO2, 산소로 재 분해되도록 공정이 구성

되어 있다.

그림 3.2.1.4는 1982년 GA발표에서 소개한 바 있는 인산을 추출용매로 사용한 HIx용액 농축

기술을 배제하고 독일에서 제안한 고압 반응증류기술을 채택한 HIx용액 농축/분해 공정을

Section 3 단위공정으로 재구성한 GA사의 설계도면이다. 그림 3.2.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Section 3 단위공정은 3개의 열회수용 열교환기와 하나의 고압 반응증류탑, 수소기체 세정탑,

그리고 HI/I2/H2O 상분리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로부터 물의 공급은 Section 3의 수소세정

탑의 세정액으로 주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림 3.2.1.3. GA사의 SI공정-Section 2 황산용액 농축/분해 단위공정도.

그림 3.2.1.4. GA사의 SI공정-Section 3 HIx용액 농축/분해 단위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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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GA사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 흐름도를 모체로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에

서 채택코자 하는 전기투석장치와 HI 멤브레인 분해반응기를 Section 3의 대표장치로 하는

EED-SI 공정에 대한 수소생산 열효율 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황산용액 농축장치와 HI용액 농

축장치 그리고 HI 열분해장치의 특성을 컴퓨터 모사를 통하여 예비 조사하고 이 결과를 바탕

으로 GA사가 발표한 Section 2 및 3의 단위공정 흐름도를 일부 변형, 제안하고 있다.

(2) HI용액 농축을 위한 전기투석(EED)

분젠반응을 거친 후, 상 분리된 HIx용액내 HI 몰분율은 약 0.1의 값으로 HIx용액 증발농

축기의 운전압력을 GA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22기압과 그 때의 요오드 몰분율을 0.39라 가정했

을 때, 공비점에 해당하는 값으로 HIx용액의 원활한 농축을 위해서는 공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선행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3년에 황[3.2.1.7] 등은 전기투석방법

을 제안한 바 있다. 황 등이 제시한 전기투석에 의한 요오드산용액 농축원리를 살펴보면, 수소

이온을 선택적으로 투과시킬 수 있는 고분자 멤브레인을 격막으로 하여 산화반응실(anode

chamber)과 환원반응실(cathode chamber)이 있다. 이때 외부에서 적정 전압을 두 전극에 걸어

주면 산화반응실의 수소이온이 환원반응실로 멤브레인을 통하여 이동하고 두 전극에서는 요오

드의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는데 산화반응실에서는 요오드 음이온이 산화되어 수소이온 결

핍에 따른 양/음 이온간 이온수를 맞추게 되고 환원반응실에서는 과잉의 수소이온으로 인한

음이온의 부족수를 요오드의 환원반응으로 환원반응실내의 양/음 이온수를 맞추게 함으로써

환원반응실에서는 궁극적으로 용액내 HI의 농도가 증가하고 이와는 반대로 산화반응실에서는

용액내 HI의 농도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2005년 M. Nomura 등에 의해 보고된 HI용액 농축용 전기투석 장치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3.2.1.8]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 전체 열효율에 대한 HI용액의 전기투석 농

축효과를 조사한 결과에서 12.5 mol HI/kg H2O까지는 전기투석에 의해 HI용액을 농축시키면

전체 열효율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다가 그 이상의 농도영역까지 지속적으로 전기투석을

적용하면 전체 효율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면서 이 농도까지는 전기투석을

이용하여 농축하고 그 이상의 농축은 증발농축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권장하고 있다.

이들의 결과와 그림 3.2.1.5의 실험장치도에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 환원반응실과 산화

반응실사이의 HI농도 차를 유념할 필요성이 있으며 분젠반응에서 배출되는 HI용액의 농도가

약 10.5 mol HI/kg H2O임을 감안할 때 4 mol이상의 HI농도차가 두 실에서 발생하면 수소생산

공정 전체 열효율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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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5. HI용액 전기투석 농축실험 장치도.

또한 전압대비 전류밀도 관찰에서 용액내의 요오드농도 영향을 [I2]/[HI] 몰농비 0.5에서 1.5사

이에서 조사한 결과, 전류 밀도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음을 발표하고 있다.

(3) HI용액 다단증류장치 특성

전기투석을 거친 농축된 HI용액을 추가 농축시키고 HI분해 반응기로 주입시키기 위한

HI/수증기 혼합 기체를 얻기 위하여 HI용액 다단증류장치를 고려할 수 있다.

HI-H2O-I2 3성분계로 구성된 HI 용액을 증발 농축시킬 때 우선 상대 휘발도를 조사함으로써

다단증류장치에서의 정류부(rectifying section)에서의 농축물질과 탑저제품(bottom product)에

서의 농축물질을 예측할 수 있고 다단증류탑의 효과를 미리 짐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대

휘발도는 구성물질들의 증기압 곡선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간접 예측할 수 있는데 그림 3.2.1.6

의 3성분간 증기압을 기초로 할 때, 정류부에서는 HI가 농축될 것이고 탈거부(stripping

section)에서는 요오드가 농축될 것으로 예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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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6. Aspen Plus 11.1내장 DIPPR Correlation에 의한 물, 요오드산, 요오드의 증기압

곡선

HI용액 다단 증류탑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전기투석장치에서 배출되는 12.5 mol HI/kg

H2O까지 선 농축된 용액을 주입용액으로 하는 다단증류탑에서의 탑상부제품과 탑저제품, 그리

고 재비기와 응축기에서의 열공급량과 냉각량의 상호관계를 Matlab과 Fortran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정상상태에서 전산모사 하였다. 본 프로그램에서 HI-H2O-I2 3성분계의 기-액 상평형

DB가 요구되는데 본 연구팀에서 준비한 바 있는 Calculation Note No. NHDD-KA06-HP-004

를 이용하였다.[3.2.1.9]

(가) 미반응물의 증류탑내 순환형 시스템

그림 3.2.1.7과 같이 미반응물의 증류탑내 순환형 시스템에 대한 특성을 조사하였다.

그림 3.2.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단증류탑 상부의 HI/수증기 혼합기체를 HI분해 반응온도까

지 가열시킨 후 HI분해 촉매가 코팅 또는 충전된 멤브레인 반응기로 주입하여 HI를 분해시키

고 멤브레인을 이용하여 수소를 선택적으로 분리하며 나머지 혼합기체는 응축시킨 후 다단증

류탑으로 순환시키는 모델에 대한 운전 특성을 전산모사 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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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7. 미반응물의 증류탑내 순환형 HI용액 농축/분해 시스템.

전산모사 입력조건으로 증류탑의 압력은 22기압, 주입용액의 온도와 유량은 535 K와

127.3253 kmol/h(HI : I2 : H2O 몰 조성비=0.116 : 0.368 : 0.516), 재비기의 가열속도는

1.475x106 kcal/h로 하였으며 HI분해반응기인 멤브레인 반응기에서의 HI분해율을 3%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분해율의 증가로 인한 응축 순환수 농도가 공비점을 유발시키거나 아니

면 공비점보다 낮은 HI농도를 형성하여 비정상 운전이 발견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분해

율을 20% 적용한 시점부터 공비점의 문제가 대두되어 본 시스템의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

산공정 적용이 불가함을 발견하였다.

(나) 미반응물의 증류탑내 비순환형 시스템

미반응물의 증류탑내 순환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HI용액 다단증발농축 시스

템을 그림 3.2.1.8과같이 그 기능을 HI용액을 농축하고 HI/수증기 혼합기체만을 생성시키는 모

델로 국한하여 특성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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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8. 미반응물의 증류탑내 비순환형

HI용액 농축시스템.

전산모사 입력조건으로 증류탑의 압력은 22기압, 주입용액의 온도와 유량은 535 K와

127.3253 kmol/h(HI : I2 : H2O 몰 조성비=0.116 : 0.368 : 0.516), 재비기의 가열속도 최적화를

위하여 1.3x10
6
kcal/h로부터 점진적으로 축소시켜 수렴이 가능한 범위까지 조사를 하였다. 본

시스템에서 채택하고 있는 탑상부의 응축기는 부분 응축기를 채택하였으며 부분 응축기의 냉

각부하는 후속으로 연결되는 HI분해용 멤브레인 반응기의 HI분해능이 최대 60%까지 가능함을

제시한 일본의 Nomura 발표자료를 고려하여 수소 1 kmol/h가 얻어지는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

응축기가 자동 설정되도록 전산모사 하였다.

표 3.2.1.1은 재비기에서의 가열속도를 달리하면서 HI용액 다단증발기의 정상상태 거동을 살

펴본 결과이다. 본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비기의 가열속도를 증가시키면 탑상부의 응축기

에서의 냉각부하가 증가되어 열손실의 염려가 있고 가열속도를 낮추어 가면 응축기에서 배출

되는 혼합기체성분 중 요오드의 비중이 증가하여 후속 공정인 HI분해 장치의 성능에 나쁜 영

향을 줄 수 있다. 달리 말하면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의 열효율 관점에서는 재비기의

가열속도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 경우 후속공정인 HI분해 공정에서 요오드의 증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여유가 갖추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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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1. 재비기의 가열속도에 따른 HI용액 다단증발기 거동

QH = 1.3E6 Kcal/hr 일 때

======================================================================================================================

No. Liquid composition, % Vapor composition, % Temp. L V

H2O HI I2 H2O HI I2
oC kmol/hr kmol/hr

======================================================================================================================

1 85.3021 14.6945 0.0035 70.8395 29.1597 0.0008 243.48 187.39 11.43

2 86.2500 13.7374 0.0125 84.4705 15.5261 0.0033 246.69 187.48 198.82

3 86.2889 13.6668 0.0443 85.3644 14.6237 0.0119 246.75 187.34 198.91

4 86.1903 13.6535 0.1562 85.4004 14.5578 0.0418 246.80 187.25 198.77

5 85.8303 13.6234 0.5463 85.3071 14.5456 0.1472 246.95 186.96 198.68

6 84.6065 13.5183 1.8753 84.9665 14.5186 0.5149 247.46 186.00 198.39

7 80.6799 13.1635 6.1566 83.8094 14.4239 1.7667 249.16 182.98 197.43

8 68.5108 12.0462 19.4430 80.1013 14.1041 5.7946 254.46 308.13 194.41

9 65.5371 11.7055 22.7574 79.8501 13.3594 6.7906 255.79 304.04 192.23

10 49.7023 9.8680 40.4297 75.2912 12.8374 11.8714 263.08 115.89 188.14

======================================================================================================================

D B V2 Reflux Boilup RR

11.43 115.89 198.82 187.39 188.14 16.3926

=====================================================================

Reboiler Duty = 1.30000e+003 Condenser Duty = -1.23925e+003

QH = 1.0E6Kcal/hr 일 때

======================================================================================================================

No. Liquid composition, % Vapor composition, % Temp. L V

H2O HI I2 H2O HI I2
oC kmol/hr kmol/hr

======================================================================================================================

1 85.3056 14.6899 0.0044 70.8947 29.1042 0.0011 243.50 141.99 11.45

2 86.2294 13.7549 0.0158 84.2300 15.7658 0.0042 246.68 142.08 153.45

3 86.2579 13.6872 0.0549 85.0854 14.8999 0.0147 246.75 141.98 153.53

4 86.1374 13.6724 0.1903 85.1111 14.8380 0.0509 246.80 141.90 153.43

5 85.7102 13.6363 0.6534 84.9989 14.8249 0.1761 246.98 141.64 153.35

6 84.2911 13.5126 2.1963 84.6019 14.7935 0.6046 247.58 140.79 153.09

7 79.8490 13.1088 7.0421 83.2833 14.6855 2.0312 249.50 138.20 152.25

8 66.2747 11.8482 21.8771 79.1638 14.3329 6.5033 255.41 263.57 149.66

9 63.8864 11.5436 24.5699 79.2836 13.4002 7.3162 256.51 260.67 147.70

10 49.6929 9.8698 40.4373 75.2447 12.8831 11.8722 263.09 115.87 144.80

======================================================================================================================

D B V2 Reflux Boilup RR

11.45 115.87 153.45 141.99 144.80 12.3980

=====================================================================

Reboiler Duty = 1.00000e+003 Condenser Duty = -9.39079e+002

QH = 0.7E6Kcal/hr 일 때

======================================================================================================================

No. Liquid composition, % Vapor composition, % Temp. L V

H2O HI I2 H2O HI I2
o
C kmol/hr kmol/hr

======================================================================================================================

1 85.3107 14.6829 0.0064 70.9796 29.0189 0.0016 243.54 96.59 11.49

2 86.1912 13.7865 0.0223 83.7875 16.2066 0.0059 246.64 96.66 108.07

3 86.2009 13.7236 0.0755 84.5755 15.4044 0.0201 246.72 96.60 108.15

4 86.0409 13.7060 0.2531 84.5832 15.3492 0.0676 246.80 96.52 108.08

5 85.5009 13.6595 0.8397 84.4392 15.3345 0.2263 247.02 96.30 108.01

6 83.7782 13.5060 2.7157 83.9534 15.2963 0.7504 247.75 95.60 107.79

7 78.6071 13.0335 8.3595 82.4054 15.1700 2.4246 250.00 93.55 107.09

8 63.2450 11.5753 25.1796 77.7729 14.7816 7.4455 256.69 219.07 105.04

9 61.5801 11.3112 27.1087 78.4690 13.4859 8.0450 257.52 217.27 103.23

10 49.6783 9.8727 40.4490 75.1727 12.9539 11.8734 263.09 115.84 101.43

======================================================================================================================

D B V2 Reflux Boilup RR

11.49 115.84 108.07 96.59 101.43 8.4085

=====================================================================

Reboiler Duty = 7.00001e+002 Condenser Duty = -6.38818e+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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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 = 0.3E6Kcal/hr 일 때

======================================================================================================================

No. Liquid composition, % Vapor composition, % Temp. L V

H2O HI I2 H2O HI I2
oC kmol/hr kmol/hr

======================================================================================================================

1 85.3185 14.6575 0.0240 71.2663 28.7279 0.0058 243.65 35.96 11.60

2 86.0111 13.9143 0.0746 81.8905 18.0900 0.0195 246.43 36.00 47.56

3 85.9170 13.8636 0.2193 82.4174 17.5248 0.0578 246.57 35.98 47.61

4 85.5422 13.8274 0.6305 82.3442 17.4886 0.1673 246.73 35.92 47.58

5 84.4969 13.7307 1.7724 82.0563 17.4657 0.4779 247.17 35.75 47.52

6 81.7257 13.4722 4.8021 81.2552 17.4053 1.3396 248.36 35.33 47.36

7 74.7374 12.8339 12.4286 79.1401 17.2434 3.6165 251.40 34.31 46.94

8 57.0122 11.0243 31.9634 73.8602 16.8509 9.2890 259.22 159.86 45.91

9 56.5463 10.7901 32.6636 76.3715 14.0175 9.6110 259.76 159.29 44.14

10 49.6281 9.8826 40.4892 74.9224 13.2005 11.8771 263.11 115.72 43.57

======================================================================================================================

D B V2 Reflux Boilup RR

11.60 115.72 47.56 35.96 43.57 3.0993

=====================================================================

Reboiler Duty = 3.00000e+002 Condenser Duty = -2.37924e+002

QH = 0.11E6Kcal/hr 일 때

======================================================================================================================

No. Liquid composition, % Vapor composition, % Temp. L V

H2O HI I2 H2O HI I2
oC kmol/hr kmol/hr

======================================================================================================================

1 82.5376 14.2134 3.2490 71.7531 27.4239 0.8230 245.30 6.49 12.15

2 80.1570 13.6843 6.1586 75.5073 22.8251 1.6676 247.81 6.43 18.65

3 76.9656 13.3814 9.6530 74.6599 22.6715 2.6686 249.21 6.34 18.58

4 73.2116 13.0335 13.7549 73.5402 22.6095 3.8503 250.82 6.24 18.50

5 68.8686 12.6174 18.5140 72.2479 22.5413 5.2108 252.69 6.13 18.40

6 63.9025 12.1093 23.9882 70.7863 22.4612 6.7526 254.86 6.00 18.28

7 58.3306 11.4874 30.1820 69.1593 22.3642 8.4765 257.36 5.85 18.15

8 52.3036 10.7448 36.9516 67.3916 22.2456 10.3628 260.19 131.19 18.01

9 52.4605 10.4580 37.0815 72.6474 16.6009 10.7517 261.40 131.23 16.02

10 49.4731 9.9300 40.5969 73.8851 14.2450 11.8699 263.13 115.17 16.06

======================================================================================================================

D B V2 Reflux Boilup RR

12.15 115.17 18.65 6.49 16.06 0.5340

=====================================================================

Reboiler Duty = 1.10000e+002 Condenser Duty = -4.35530e+001

QH = 0.087E6Kcal/hr 일 때

======================================================================================================================

No. Liquid composition, % Vapor composition, % Temp. L V

H2O HI I2 H2O HI I2
oC kmol/hr kmol/hr

======================================================================================================================

1 61.9917 12.0627 25.9456 67.3680 25.5167 7.1153 254.70 1.63 13.06

2 55.5301 11.2369 33.2330 66.7716 24.0243 9.2041 258.11 1.58 14.69

3 53.1701 10.9406 35.8894 66.0879 23.9725 9.9396 259.23 1.57 14.65

4 52.3501 10.8352 36.8146 65.8472 23.9554 10.1974 259.64 1.56 14.63

5 52.0697 10.7990 37.1313 65.7647 23.9493 10.2860 259.77 1.56 14.62

6 51.9722 10.7860 37.2418 65.7366 23.9472 10.3163 259.82 1.56 14.62

7 51.9504 10.7852 37.2644 65.7271 23.9467 10.3261 259.85 1.56 14.62

8 51.9352 10.7818 37.2830 65.7246 23.9464 10.3290 259.84 126.80 14.62

9 52.1639 10.4912 37.3449 71.4155 17.8244 10.7601 261.33 126.97 12.54

10 49.7973 10.0089 40.1938 73.4438 14.8271 11.7290 262.92 114.26 12.71

======================================================================================================================

D B V2 Reflux Boilup RR

13.06 114.26 14.69 1.63 12.71 0.1248

=====================================================================

Reboiler Duty = 8.70000e+001 Condenser Duty = -1.19595e+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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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한편으로는 HI분해 멤브레인의 운전 여유도가 혼합기체내 수증기의 함량에 아주 경

직성을 요구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고순도의 HI혼합기체(95 mol% 이상의 HI함량)가 다단증발

기 운전에서 얻어질 수 있을 것인가를 조사하였다.

표 3.2.1.2. 고순도의 HI 혼합기체를 얻기 위한 HI용액 다단증발기 거동조사

Feed : [H2O : HI : I2 = 0.516:0.116:0.368], Reboiler Duty = 1.47500e+06kcal/h, Condenser Duty = -1.35816e+06kcal/h

=============================================================================================================

No. Liquid composition, % Vapor composition, % Temp. L V

H2O HI I2 H2O HI I2 (oC) (kmol/hr) (kmol/hr)

=============================================================================================================

1 85.7493 14.2464 0.0043 77.0449 22.9540 0.0011 245.41 205.75 20.00

2 86.2858 13.6991 0.0151 84.9781 15.0179 0.0040 246.72 205.41 225.75

3 86.2901 13.6583 0.0516 85.4659 14.5203 0.0138 246.76 205.31 225.41

4 86.1779 13.6463 0.1758 85.4695 14.4834 0.0471 246.81 205.21 225.31

5 85.7917 13.6142 0.5940 85.3668 14.4729 0.1603 246.97 204.87 225.21

6 84.5261 13.5055 1.9684 85.0138 14.4449 0.5413 247.50 203.78 224.87

7 80.6081 13.1515 6.2404 83.8575 14.3499 1.7926 249.20 200.48 223.78

8 68.8914 12.0773 19.0313 80.2849 14.0407 5.6744 254.30 325.33 220.48

9 65.1723 11.6691 23.1587 79.7383 13.3539 6.9077 255.95 319.98 218.01

10 46.8584 9.4842 43.6575 74.4152 12.7718 12.8130 264.53 107.33 212.65

==============================================================================================================

Feed : [H2O : HI : I2 = 0.511 0.126 0.363], Reboiler Duty = 1.47500e+06kcal/h, Condenser Duty = -1.36788e+06kcal/h

==============================================================================================================

No. Liquid composition, % Vapor composition, % Temp. L V

H2O HI I2 H2O HI I2 (oC) (kmol/hr) (kmol/hr)

==============================================================================================================

1 85.3192 14.6767 0.0041 71.0634 28.9356 0.0010 243.56 206.84 20.00

2 86.2182 13.7673 0.0145 84.0623 15.9339 0.0038 246.66 206.96 226.84

3 86.2471 13.7030 0.0499 84.8828 15.1039 0.0133 246.73 206.83 226.96

4 86.1398 13.6896 0.1706 84.9083 15.0461 0.0456 246.78 206.72 226.83

5 85.7636 13.6577 0.5787 84.8099 15.0345 0.1556 246.94 206.39 226.72

6 84.5248 13.5496 1.9255 84.4650 15.0073 0.5277 247.46 205.31 226.39

7 80.6695 13.1992 6.1313 83.3299 14.9154 1.7547 249.13 202.03 225.31

8 69.0960 12.1380 18.7660 79.8042 14.6167 5.5791 254.16 325.50 222.03

9 65.4594 11.7014 22.8391 79.7788 13.4082 6.8129 255.82 320.13 218.17

10 47.3798 9.5559 43.0643 74.5777 12.7835 12.6388 264.26 107.33 212.80

==============================================================================================================

Feed : [H2O : HI : I2 = 0.516:0.116:0.368], Reboiler Duty = 1.57500e+06kcal/h, Condenser Duty = -1.54603e+06kcal/h

==============================================================================================================

No. Liquid composition, % Vapor composition, % Temp. L V

H2O HI I2 H2O HI I2 (
o
C) (kmol/hr) (kmol/hr)

==============================================================================================================

1 83.0434 16.9541 0.0025 49.9993 50.0000 0.0007 233.00 231.44 8.11

2 86.0722 13.9185 0.0093 81.9253 18.0723 0.0024 246.41 234.07 239.55

3 86.2603 13.7059 0.0338 84.8649 15.1261 0.0090 246.73 233.74 242.18

4 86.1937 13.6838 0.1225 85.0450 14.9223 0.0327 246.77 233.63 241.85

5 85.9009 13.6583 0.4408 84.9800 14.9016 0.1184 246.89 233.33 241.73

6 84.8696 13.5694 1.5610 84.6956 14.8783 0.4260 247.33 232.32 241.44

7 81.4375 13.2593 5.3032 83.6940 14.7976 1.5084 248.80 229.01 240.42

8 70.5174 12.2625 17.2201 80.3628 14.5152 5.1220 253.56 352.57 237.11

9 67.3335 11.8819 20.7846 80.3996 13.3892 6.2112 255.00 347.50 233.35

10 51.1748 10.0573 38.7679 75.7722 12.8348 11.3929 262.36 119.22 228.28

==============================================================================================================

Feed : [H2O : HI : I2 = 0.516:0.116:0.368], Reboiler Duty = 1.57500e+06kcal/h, Condenser Duty = -1.57695e+06kcal/h

==============================================================================================================

No. Liquid composition, % Vapor composition, % Temp. L V

H2O HI I2 H2O HI I2 (
o
C) (kmol/hr) (kmol/hr)

==============================================================================================================

1 77.5568 22.4412 0.0020 4.9964 95.0000 0.0036 162.71 206.70 3.58

2 85.6970 14.2950 0.0080 76.3218 23.6762 0.0020 245.22 238.58 210.28

3 86.2368 13.7332 0.0300 84.5043 15.4878 0.0080 246.70 238.28 242.16

4 86.2035 13.6857 0.1108 85.0346 14.9358 0.0296 246.77 238.12 241.86

5 85.9332 13.6600 0.4068 85.0010 14.8898 0.1092 246.88 237.84 2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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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84.9539 13.5757 1.4704 84.7333 14.8658 0.4008 247.29 236.85 241.41

7 81.6232 13.2751 5.1017 83.7637 14.7877 1.4486 248.72 233.58 240.43

8 70.8162 12.2894 16.8943 80.4668 14.5085 5.0247 253.43 357.20 237.15

9 67.8269 11.9288 20.2443 80.5602 13.3880 6.0518 254.79 352.38 233.46

10 52.4334 10.2168 37.3498 76.1585 12.8554 10.9860 261.75 123.75 228.63

===============================================================================================================

표3.2.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입용액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것도 탑상부에서 얻어지는 혼합

기체 중 HI의 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으나 이 경우 전 공정인 전기투석장치

에서의 전기에너지 소모를 가중시켜 전체적인 SI공정 열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 또 다른 방

법으로는 재비기의 가열속도를 증가시키는 대신 응축기에서의 응축부하를 크게 하는 방법으로

보다 쉽게 고순도의 HI 혼합기체를 얻을 수도 있겠으나 이 경우에는 응축기에서의 열 회수와

재이용 문제가 관건이라 할 수 있겠다.

(4) 멤브레인 HI분해반응기 특성

멤브레인 HI분해반응기는 HI를 분해시키기 위한 촉매 층과 분해반응으로부터 생성된 수소를

분리해내는 멤브레인 막분리기 2개로 구성되어 있다. 촉매 층과 멤브레인은 다층구조의 일체형

일수도 있고 분리되어 있을 수도 있겠으나 반응기 해석관점에서는 동일한 모델을 그림 3.2.1.9

와같이 계단식으로 반응기를 체결한 직렬모듈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림 3.2.1.9. 멤브레인 HI분해반응기 직렬모듈.

요오드화수소 분해반응에 대한 열역학 특성값과 평형값을 계산하면 그림 3.2.1.10 및 3.2.1.11과

같으며 나타난 양의 표준반응 깁스에너지 값으로부터 분해반응이 어렵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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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이 되고 있으나 다행스러운 것은 반응온도의 증가에 따라 분해반응 평형값이 미약하나마 증

가하고 있다는 현상이다.

그림 3.2.1.10. 2HI=H2+I2 분해반응의 엔탈피 및

깁스에너지.

그림 3.2.1.11. 2HI=H2+I2 분해반응 평형값.

그림 3.2.1.9의 모델 식을 바탕으로 60%의 요오드화수소 분해반응이 이룩되어 목적으로 하는

수소를 얻기 위하여 몇 단계의 멤브레인 HI분해반응기로 구성된 모듈을 채택해야할 것인가를

조사하기 위하여 초기 주입되는 기체의 조성을 3.4몰의 요오드화수소만이 공급되고 멤브레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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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투과율(kh)은 90%이며 멤브레인을 통하여 수소와 함께 딸려가는 요오드화수소와 요오드의

상대 투과율(HI 및 I)은 수소투과량 대비 5/10,000로 가정하여 운전온도 450oC(K=0.0187)에

서 전산모사를 실시한 결과 표 3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90%의

수소회수율과 수소투과율 대비 5/10,000의 HI 및 I2 상대투과율 성능을 유지하는 멤브레인 시

스템을 갖추었다 하드라도 Nomura가 언급한 60%의 HI분해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450oC 운

전온도에서는 24단의 멤브레인 캐스케이드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 보수적 장치 사이징 방법인 직렬 복수 혼합반응기(Multiple mixed reactors in series)를 기

준으로 계산.

- 운전온도 450oC(Kc=Kp=0.01868) 및 압력 22 bar, Ao=989.36 mol/s, Bo=0, Co=275.89 mol/s,

kh=0.9(가정치), HI=I=0.0005(가정치) 적용하여 300 mol․H2/s가 얻어지는 혼합반응기

수와 각 반응기의 크기 결정.

․Input=Output + disappearance by reaction

V={[HI]i-[HI]i+1}/rHI

․적용 kinetics

rHI=-kPRHI ; [mol m
-3s-1]

RHI=xHI/(1+KI2PxI2)-(xH2+xI2)
1/2(1+KI2Pφ

e/2)/{Kp(1+KI2PxI2)
2} ; [-]

k=0.158exp(-34375Jmol-1/RT) ; [mol m-3s-1Pa-1]

KI2=5.086x10
-11exp(68667Jmol-1/RT) ; [Pa-1]

φe; equilibrium conversion value of HI at each stage ; [-]

표 3.2.1.3. 450 oC에서의 HI 분해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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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황산용액 다단증류장치 특성

서론의 그림 3.2.1.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Section 2 황

산용액 농축 및 분해공정은 크게 나누어 황산용액을 농축하는 단계와 농축된 황산용액을 기화

시키는 단계, 기화된 황산을 1차분해하는 단계, 그리고 황산의 1차분해 생성물인 삼산화황을

고온/고압 하에서 촉매 분해시키는 최종 단계로 구성된다.

본 절에서는 GA사가 2003년에 제시한 황산용액 농축을 위하여 제시한 4단계의 플래시 드럼

과 3단계의 감압 플래시 증발기 그리고 최종적으로 감압 다단 증류탑의 운전으로 그림3.2.1.3의

공정라인 202의 62.8 무게%(23.7 mol%) 황산용액을 공정라인 231의 98 무게%(90.2 mol%)까지

농축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시도를 황산용액 다단증류장치 특성 조사를 통하여 Section 2공정에

서의 복잡한 황산용액 농축단계를 단순화시키고자 하였다.

설정한 황산용액 다단 증류장치 모델은 그림 3.2.1.12와 같으며 본 모델에 대한 특성 해석은

Fortran언어를 사용하여 본 연구팀에서 개발한 컴퓨터 코드[3.2.1.10]를 이용하였고 본 코드에

서 요구하는 H2SO4-H2O 2성분계의 기-액 상평형 DB는 본 연구팀에서 별도로 준비한 상평형

DB[3.2.1.11]를 활용하였다.

그림 3.2.1.12. 황산용액 다단 증류장치 모델.

물-황산 2성분계의 증류에서는 물의 휘발도가 황산보다 크기 때문에 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탑 상부의 생성물이 형성되고 탑 하부에서는 농축된 황산용액이 얻어진다.

그림 3.2.1.12를 모델로 하여 물-황산 2성분계의 농축과정에서 주입용액의 조성을 물 39.1 무

게%(77.7 mol%)로 하고 0.13 bar의 운전압력에서 0단에서부터 20단의 이론 단수를 구비한 다

단 증발농축기에서 최상단으로 주입하고 환류비(RD)를 1/1,000로 하고 재비기의 가열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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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7.6ⅹ10
4 kcal/h로 하였을 때, 탑 내부에 설치된 단(stage) 수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 그림

3.2.1.13과 같은 결과를 얻었으며 이로부터 물-황산 2성분계의 다단 증발농축기의 특성으로 3단

이상의 이론 단 형성은 황산용액의 증발농축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2단의 다단 증발농축기가 가장 효율적일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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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3. 물-황산 다단 증발농축기에서의 단(stage) 수의 영향.

또한 감압 다단 증발농축기와 가압 다단 증발 농축기의 황산용액 농축효과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결과 표 3.2.1.4와 같은 결과를 보임으로써 황산용액의 다단 증발농축은 감압장치에서 수행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3.2.1.4. 감압 및 가압 다단 증류장치에서의 황산용액 농축효과

Operation mode Vacuum(13kPa) Pressurized(1MPa)
Distillate Line Total 101.13 kg/h 54.71 kg/h
(D) Water 101.13 kg/h 54.71 kg/h

Sulfuric acid(SA) 0.0 kg/h 0.0 kg/h
Bottom line Total 269.87 kg/h 316.28 kg/h
(Lo) Water 43.87 kg/h 90.28 kg/h

Sulfuric acid(SA) 226.00 kg/h 226.00 kg/h
Wt % of SA 83.7 wt% 71.5 wt%
Temperature 160.38 oC 264.24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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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그림3.2.1.3의 GA사가 제시한 공정라인 202의 62.8 무게%(23.7 mol%) 황산용액을 공

정라인 231의 조성조건인 98 무게%(90.2 mol%)까지 농축시키는데 있어 다단 증류장치에 의한

공정 단순화 모색에서는 다단 증류장치의 내부 단 수를 증가시켜서는 목표로 하는 98 무게%

의 황산용액 농도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2단을 구비한 감압 다단 증류 장치를 직렬로 연결시

켜 농축된 황산용액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한 시스템 구성은 77 oC의

62.8 무게% 황산용액이 제1 다단증류탑(운전압력 0.13x105 Pa, 재비기 가열속도 5.2x104

kcal/h)의 2단(재비기 0단, 탑하부에서부터 1단)으로 253.97 kg/h 주입하고 제1 다단증류탑의

재비기에서 배출되는 1차 농축된 황산용액을 제2 다단증류탑(운전압력 0.07x105Pa, 재비기 가

열속도 3.3x104 kcal/h)의 2단으로 주입하는 모델을 설정하여 모사한 결과, 표 3.2.1.5와 같이 최

종 98 무게%의 황산용액이 제2 다단증류탑 재비기에서 얻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3.2.1.5. 2개의 감압 증류탑 직렬연결에 의한 황산용액 농축

1st Distillation Column

Number of Stage       =     2

Feed Stage            =     2

Reboiler Heat         = 5.200E+04 Kcal/h 

Pressure              =     0.130 10E5 Pa

Feed & Dist. Temp.    =    77.0, 38.0 oC

                Total(kg/h)  H2O(kg/h)  H2SO4(kg/h)    H2O wt%    H2O mol%

Feed(F)          253.970     94.250    159.720         37.1        0.763

Distillate(D)     67.502     67.502      0.000        100.0      100.0

Bottom(L0)       186.469     26.749    159.720         14.3       47.7

Reboiler Temp.   169.96 oC

2nd Distillation Column 

Number of Stage       =     2

Feed Stage            =     2

Reboiler Heat         = 3.300E+04 Kcal/h 

Pressure              =     0.070 10E5 Pa

Feed & Dist. Temp.    =    77.000,    38.000 oC

                Total(kg/h)  H2O(kg/h)  H2SO4(kg/h)    H2O wt%    H2O mol%  

Feed(F)           186.469     26.749     159.720       14.3       47.7

Distillate(D)      24.448     23.567       0.881       96.4       99.3

Bottom(L0)        162.021      3.183     158.838        2.0        9.8

Reboiler Temp.    239.87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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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ED-SI공정 설정과 물질수지

EED-SI공정 열효율 평가를 위하여 공정도를 설정함에 있어, GA사에서 발표한 그림

3.2.1.2, 3.2.1.3, 3.2.1.4를 모체로 하되 HI용액 농축을 위한 전기투석장치 특성, HI용액 다단 증

류장치 특성, 멤브레인 HI분해반응기 특성, 황산용액 다단 증류장치 특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Section 2를 단순화하였고 Section 3는 전기투석장치를 1차

HI용액 농축장치로 하는 EED-SI공정으로 수정함으로써 그림 3.2.1.14, 3.2.1.15, 3.2.1.16을 얻었

다.

그림 3.2.1.14. EED-SI공정 Section 1 공정도.

그림 3.2.1.14의 EED-SI공정-Section 1 분젠반응 및 상분리 공정도는 가능하면 GA사가

2003년도에 발표한 공정도를 수정 없이 사용코자 하였으며 물질수지만을 양론적 관점에서 모

순이 없도록 일부 수정하였으며 개별 장치의 운전조건과 물질수지는 표 3.2.1.7과 같다.

그림 3.2.1.14와 표 3.2.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젠반응 및 상분리 공정에서의 에너지 수요

는 용액 가압수송을 위한 6개의 펌프와 분젠반응기에서의 용액교반을 위한 1개의 교반기에서

요구하는 전기에너지이며 각 장치에서의 반응 온도는 분젠반응기 및 산소세정탑 그리고 황산

부스터반응기 등에서 일어나는 분젠반응에 의한 발열과 Section 2 및 3로부터 공급되는 용액의

온도로 인하여 반응 온도를 맞추기 위한 인위적인 가열을 요구하지 않는다.

한편 본 공정에서는 1개의 기체터빈과 4개의 액체터빈이 감압을 위하여 요구되는데 이로부

터 전기에너지의 일부 회수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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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사의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 Section 2 공정의 Line #202의 62.8 무게%(23.7

mol%) 황산용액을 Line #231의 98 무게%(90.2 mol%)를 경계조건으로 하는 황산용액 다단 증

류장치의 특성 해석을 통하여 GA사의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Section 2 황산용액 농

축부분을 2개의 감압 증류장치를 직렬로 배치함으로써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적용하여 그림 3.2.1.3의 GA사가 발표한 Section 2 공정을 그림 3.2.1.15와 같이 대폭적으

로 단순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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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
H2O

(mol)

H2

(mol)

O2

(mol)

HI

(mol)

I2

(mol)

H2SO4

(mol)

SO3

(mol)

SO2

(mol)

Press.

(bar)

Temp.

(K)

101 62.4947 - - 9.1064 7.6956 - - - 4.2 369

102 1.8742 - - 0.2731 0.2308 - - - 4.2 311

103 0.5248 - - 0.0765 0.0646 - - - 1.01 369

104 60.0957 - - 8.7568 7.4002 - - - 4.2 369

105 1.7945 - - 0.1639 0.0396 0.0509 - - 1.01 393

106 1.7945 - - 0.1639 0.0396 0.0509 - - 1.85 393

107 5.3679 - - 0.5735 0.0881 0.1520 - - 4.2 384

108 67.2581 - - 9.4942 7.5279 0.2029 - - 1.85 370

109 67.5620 - - 9.4970 7.5150 0.2173 - 1.2544 1.85 370

110 67.5620 - - 9.4970 7.5150 0.2173 - 1.2544 7.0 370

111 0.0350 - 0.5000 - - - - 0.9961 7.0 393

112 4.2057 - - 1.3481 40.5082 - - - 7.0 393

113 72.7297 - 0.5000 10.9846 48.7791 0.2173 - 2.2660 7.0 382

114 71.2535 - 0.5000 12.4590 48.0419 0.9545 - 1.5288 7.0 393

115 5.1520 - - - - 0.9545 - 0.0154 7.0 393

116 5.1520 - - - - 0.9545 - 0.0154 1.85 393

117 0.9252 - - 0.1395 0.7559 - - 0.0155 1.85 385

118 0.9252 - - 0.1395 0.7559 - - 0.0155 7.0 385

119 0.0150 - 0.5000 - - - - - 4.2 384

120 0.0055 - 0.1825 - - - - - 1.85 289

121 0.0027 - 0.1825 - - - - - 1.85 289

122 0.3731 - 0.1825 - 0.0271 - - 1.3710 1.85 393

123 0.0317 - 0.0155 - 0.0023 - - 0.1165 1.85 393

124 0.3414 - 0.1670 - 0.0248 - - 1.2545 1.85 393

표 3.2.1.6. EED-SI공정 Section 1 물질수지 및 운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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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6. (계속)

Line #
H2O

(mol)

H2

(mol)

O2

(mol)

HI

(mol)

I2

(mol)

H2SO4

(mol)

SO3

(mol)

SO2

(mol)

Press.

(bar)

Temp.

(K)

125 0.0360 - 0.1670 - 0.0003 - - 0.0001 1.85 370

126 0.0434 - 0.0155 - 0.0184 - - 0.0436 1.85 385

127 0.0794 - 0.1825 - 0.0187 - - 0.0437 1.85 375

128 0.0142 - 0.1825 - - - - - 1.01 313

129 0.0051 - 0.3175 - - - - - 1.01 289

130 0.0193 - 0.5000 - - - - - 1.01 300

131 0.0095 - 0.3175 - - - - - 1.01 289

132 0.0044 - - - - - - - 1.01 289

133 0.0028 - - - - - - - 1.85 289

134 0.0072 - - - - - - - 1.01 289

135 1.6033 - - - - 0.0090 - - 0.07 311

136 1.2847 - - - - 0.0072 - - 1.01 311

137 0.3186 - - - - 0.0018 - - 0.07 311

138 0.3186 - - - - 0.0018 - - 4.2 311

139 3.4561 - - - - - - 0.0078 0.1 311

140 3.4561 - - - - - - 0.0078 4.2 311

141 0.0338 - 0.5000 - 0.0075 - - 0.1424 7.0 393

142 0.0338 - 0.5000 - 0.0075 - - 0.1424 4.2 354

143 66.0677 - - 12.4590 48.0344 - - 1.3710 7.0 393

144 66.0677 - - 12.4590 48.0344 - - 1.3710 1.85 393

145 65.6973 - - 12.4590 48.0073 - - - 1.85 393

146 0.0170 - - 0.0017 0.8409 - - - 7.0 393

147 4.1377 - 0.0155 - 0.0184 1.0234 - 0.0475 1.85 385

148 4.0943 - - - - 1.0234 - 0.0039 1.85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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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5. EED-SI공정 Section 2 공정도.

그림 3.2.1.15의 공정도에 대한 물질수지 계산에서는 증류탑의 물질수지는 자체 개발한 컴퓨

터 코드[3.2.1.10]를 이용하여 계산되었으며 황산용액 증발기와 분해기들에서의 물질수지는 주

어진 온도에서의 상평형 및 화학반응평형 값들을 기준으로 HSC 소프트웨어[3.2.1.12]와

MATLAB Version 5[3.2.1.13]를 이용하여 계산되었으며 표 3.2.1.7과 같은 물질수지와 운전조

건을 도출하였다.

본 공정에서의 에너지 수요는 2개의 감압 다단 증류장치 1과 2의 재비기에서의 가열과 농축

황산용액(98 무게%)의 증발과정, 그리고 황산 분해기와 삼산화황 분해기에서의 승온과 흡열

분해반응 과정에서 각각 열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1대의 펌프에서 전기에너지를 요구한다. 요구

하는 열에너지의 최소화를 위해 감압 다단 증류장치 2의 재비기에서 요구하는 열에너지를 삼

산화황의 분해기에서 배출되는 혼합기체가 가지고 있는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도록 회로

를 구성시켰다.

그림 3.2.1.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열에너지 공급원인 고온(1,173 K) 헬륨은 삼산화황 분해기

를 거쳐 황산 분해기의 장치내부 열교환부의 1차 측으로 순차적 흐름을 이룬 후 일부는

Section 3의 HI분해 반응기와 HI용액 다단 증류장치의 재비기의 공급 열원으로 이용되고 일부

는 농축황산용액 증발기의 열원으로 이용된 후 연이어 감압 다단 증류장치 1의 재비기의 열원

으로 공급된 후 중간 열교환기(IHX)로 순환되도록 회로를 구성시켰다.

EED-SI공정에서 채택하고 있는 Section 3공정은 종래의 GA사 발표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

생산공정도 중 가장 많이 수정된 부분으로 2003년도의 GA사가 채택한 바 있는 HI용액 고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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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증류를 전기투석장치(EED)와 HI용액 다단 증류장치 그리고 멤브레인 HI분해 장치로 대체

시킨 그림 3.2.1.16과 같다.

Line #
H2O

(mol)

H2

(mol)

O2

(mol)

HI

(mol)

I2

(mol)

H2SO4

(mol)

SO3

(mol)

SO2

(mol)

Press.

(bar)

Temp.

(K)

201 4.0943 - - - - 1.0234 - 0.0039 0.1 350

202 5.2361 - - - - 1.6298 - 0.0078 0.1 350

203 1.4861 - - - - 1.6298 - - 0.1 443

204 0.1768 - - - - 1.6208 - - 0.07 513

205 0.1768 - - - - 1.6208 - - 7.09 513

206 1.1202 - - - - 0.6774 0.9434 - 7.09 687

207 1.6352 - - - - 0.1624 1.4584 - 7.09 797

208 1.7939 - 0.5 - - 0.0037 0.6171 1.0 7.09 1,123

209 1.1768 - 0.5 - - 0.6208 0.0000 1.0 7.09 393

210 1.1418 - - - - 0.6064 - 0.0039 0.1 350

211 0.0350 - 0.5 - - 0.0144 - 0.9961 7.09 393

212 1.3093 - - - - 0.0090 - - 0.07 311

213 1.6033 - - - - 0.0090 - - 0.07 311

214 3.7501 - - - - - - 0.0078 0.1 311

215 3.4561 - - - - - - 0.0078 0.1 311

표 3.2.1.7. EED-SI공정 Section 2 물질수지 및 운전조건

그림 3.2.1.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젠반응에서 배출된 HI용액은 공비점 근처의 HI농도를

유지하고 있는 관계로 이의 HI분해반응 전 증발 농축단계에서의 비효율성은 자명한 사실이다.

EED장치는 이러한 공비점의 HI농도를 극복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전기에너지를 투입하여 HI

용액을 1차 농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차 농축된 HI용액은 다단 증류장치로 주입되어

농축된 HI 증기가 얻어지며 다음 단계인 촉매가 충전된 멤브레인 HI분해반응기로 수소를 얻기

위해 투입된다.

HI용액 다단 증류장치의 특성조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고순도의 HI를 얻기 위해서는 재비

기에서의 열에너지 공급량을 높이고 탑 상부의 부분 응축기에서의 온도를 크게 낮추어 응축수

의 다단 증류기내로 순환량을 증가시키면 가능하겠으나 이러한 운전방식으로는 수소생산 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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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수소생산 열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재비기에서의 열에너지 공급량을 최소화 하고 부분 응축기에서의 응축수 순환량을 줄이는 방

향으로 운전방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에는 멤브레인 반응기로 주입되는 HI 증기

내 요오드와 수분의 함량이 증가하는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을 모사를 통하여 확인하

였으나 멤브레인 HI분해반응기의 성능증진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

능성을 전제로 EED-SI공정 Section 3공정도를 구성하였으며 표 3.2.1.8의 물질수지를 도출하였

다.

그림 3.2.1.16. EED-SI공정 Section 3 공정도.

그림 3.2.1.16에서의 에너지 수요는 HI용액 다단 증류장치와 멤브레인 HI분해반응기에서의

열에너지와 EED장치와 2대의 펌프에서 전기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본 공정에서도 3대의 액체

터빈을 통하여 부분적인 전기에너지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며 가열 매체인 헬륨에 의한

가열은 멤브레인 HI분해반응기와 HI용액 다단 증류기의 재비기에서 순차적으로 이룩되며 중간

열교환기(IHX)로 최종 순환된다.

(7) EED-SI공정 열효율 평가

EED-SI공정 열효율 평가는 200 MWth VHTR에서 열을 공급받는 것을 기준으로 300

mol/s의 수소생산 규모를 갖는 시설을 대상으로 수행되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정을 수반한

다.

-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을 구성하는 장치와 배관에서의 열손실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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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oC 이하의 열원으로부터 열 회수는 고려하지 않음.

- 공정 내에서 필요로 하는 전기에너지는 자체의 기체 및 액체터빈으로부터 생산되는 전기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며 외부로부터 추가 공급을 요하는 전기에너지는 전기 생산효율 35%

를 적용한 열에너지 상당치를 적용.

Line #
H2O

(mol)

H2

(mol)

O2

(mol)

HI

(mol)

I2

(mol)

H2SO4

(mol)

SO3

(mol)

SO2

(mol)

Press.

(bar)

Temp.

(K)

301 1.0207 - - - - - - - 1.013 298

302 1.0207 - - - - - - - 22 298

303 1.0212 - - 0.0015 - - - - 20 416

304 0.0170 - - 0.0017 0.8409 - - - 20 393

305 0.0170 - - 0.0017 0.8409 - - - 7 393

306 62.4947 - - 11.4299 6.5338 - - - 20 393

307 62.4947 - - 9.1064 7.6956 - - - 4.2 368

308 65.6973 - - 12.4590 48.0073 - - - 1.85 393

309 65.6973 - - 14.7825 46.8455 - - - 1.85 393

310 65.6973 - - 14.7825 46.8455 - - - 22 393

311 65.6973 - - 14.7825 46.8455 - - - 22 503

312 56.8984 - - 11.4362 45.9254 - - - 22 536

313 56.8984 - - 11.4362 45.9254 - - - 22 411

314 4.2057 - - 1.3481 40.5082 - - - 20 521

315 4.2057 - - 1.3481 40.5082 - - - 7 393

316 8.7983 - - 3.3325 0.9293 - - - 22 528

317 8.7983 - - 3.3325 0.9293 - - - 22 723

318 0.0005 1.02 - 0.0005 0.0005 - - - 20 723

319 - 1.0105 - - - - - - 20 416

320 8.7978 0.0032 - 1.3356 1.9607 - - - 22 723

321 8.7978 - - 1.3420 1.9575 - - - 22 323

표 3.2.1.8. EED-SI공정 Section 3 물질수지 및 운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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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효율 평가에 앞서 우선 EED-SI공정 Section 1, 2, 3의 물질수지를 300 mol∙H2/s의 규모

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결과는 표 3.2.1.9와 같다.

한편 각 장치에서의 열에너지 수지는 아래의 식에 의해 계산되며 여기에서 계산된 열에너지

Q(J/s)가 양의 값이면 에너지를 외부로부터 받아야 하고 음의 값이면 에너지를 외부로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Q = ∑∫Tin
T mi,inCpidT + mp,out∆Hr,T (3.2.1.4)

Tin : 주입유체 온도(K)

T : 반응기 온도(K)

mi,in : i성분 주입유량(mol/s)

mp,out : 반응생성물 배출유량(mol/s)

Cpi : I성분 비열(J/mol/K)

∆Hr,T : 온도 T에서의 반응열(J/mol∙P)

식 (3.2.1.4)에서 화학반응 없이 유체의 단순 가열내지 냉각되는 시스템인 경우에는 우측 첫

번째 항만 살아남고 2번째 항은 0이 된다.

용액이송과 장치의 운전 압력을 맞추기 위하여 펌프를 이용하는 경우, 요구되는 에너지

Ẇp(J/s)는 Bernoulli 식을 이용하여 다음의 식에 의해 계산된다.

Ẇp = ṁ∆P/ρ + ṁg∆h + ṁ∆v2/2 + ṁhf (3.2.1.5)

ṁ : 유체 질량속도(kg/s)

∆P : 펌프 입구/출구 압력차(N/m2)

ρ : 유체밀도(kg/m3)

g : 중력가속도(m/s2)

∆h : 펌프 양단 체결장치 수위차(m)

∆v : 유체 선속도(m/s)

hf : 에너지 마찰손실(J/kg)

장치 간 운전압력을 맞추기 위하여 감압용 터빈을 이용하며 이 때 생산할 수 있는 전기에너

지 Ẇt(W)는 다음 식을 이용 계산하였다.

Ẇt = ηtṁ∆Pt/ρ                                              (3.2.1.6)

ηt : 전기생산 종합효율(액체터빈 경우 0.9, 스팀터빈 경우 0.35 적용)

∆Pt : 터빈 입구/출구 압력차(N/m
2)

표 3.2.1.10은 식 (3.2.1.4), (3.2.1.5), (3.2.1.6)과 표 3.2.1.10의 물질수지를 이용하여 300 mol/s

의 수소를 얻는 데 요구되는 에너지 수요를 계산한 것으로 현재까지 발표된 기초자료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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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인하여 선속도는 비 이상용액의 과잉부피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값이 적용되었고 에너

지수지에서도 혼합열 효과가 고려되지 않았음을 밝힌다. 또한 AD/DA 컨버터의 효율은 95%를

적용하였고 전기투석장치에서 소요되는 전기에너지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실험결과인 가

장 낮은 적용전압 0.112V(120oC운전)와 가장 높은 적용전압 0.4V(60oC 8시간운전 시점) 기준으

로 산출하였으나 본 적용전압의 HI용액 농축속도와 장치수명 관점에서의 실용성과 타당성 여

부는 제한된 실험 자료로 인하여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3.2.1.14] 표 3.2.1.10에서 에너지부하가

+값이면 에너지를 공급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값이면 에너지를 뽑아 쓸 수 있는 것을 의미

한다.

Line #
H2O

(mol/s)

H2

(mol/s)

O2

(mol/s)

HI

(mol/s)

I2

(mol/s)

H2SO4

(mol/s)

SO3

(mol/s)

SO2

(mol/s)

Press.

(bar)

Temp.

(K)

101 18553.60 - - 2703.53 2284.69 - - - 4.20 369

102 556.42 - - 81.08 68.52 - - - 4.20 311

103 155.80 - - 22.71 19.18 - - - 1.01 369

104 17841.38 - - 2599.74 2196.99 - - - 4.20 369

105 532.76 - - 48.66 11.76 15.11 - - 1.01 393

106 532.76 - - 48.66 11.76 15.11 - - 1.85 393

107 1593.64 - - 170.26 26.16 45.13 - - 4.20 384

108 19967.77 - - 2818.66 2234.90 60.24 - - 1.85 370

109 20057.99 - - 2819.50 2231.07 64.51 - 372.41 1.85 370

110 20057.99 - - 2819.50 2231.07 64.51 - 372.41 7.00 370

111 10.39 - 148.44 - - - - 295.72 7.00 393

112 1248.60 - - 400.23 12026.19 - - - 7.00 393

113 21592.19 - 148.44 3261.14 14481.67 64.51 - 672.74 7.00 382

114 21153.93 - 148.44 3698.86 14262.81 283.37 - 453.87 7.00 393

115 1529.54 - - - - 283.37 - 4.57 7.00 393

116 1529.54 - - - - 283.37 - 4.57 1.85 393

117 274.68 - - 41.42 224.41 - - 4.60 1.85 385

118 274.68 - - 41.42 224.41 - - 4.60 7.00 385

119 4.45 - 148.44 - - - - - 4.20 384

120 1.63 - 54.18 - - - - - 1.85 289

121 0.80 - 54.18 - - - - - 1.85 289

122 110.77 - 54.18 - 8.05 - - 407.03 1.85 393

123 9.41 - 4.60 - 0.68 - - 34.59 1.85 393

124 101.36 - 49.58 - 7.36 - - 372.44 1.85 393

표 3.2.1.9. 300 mol∙H2/s의 생산규모 EED-SI공정 물질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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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10.69 - 49.58 - 0.09 - - 0.03 1.85 370

126 12.88 - 4.60 - 5.46 - - 12.94 1.85 385

127 23.57 - 54.18 - 5.55 - - 12.97 1.85 375

128 4.22 - 54.18 - - - - - 1.01 313

129 1.51 - 94.26 - - - - - 1.01 289

130 5.73 - 148.44 - - - - - 1.01 300

131 2.82 - 94.26 - - - - - 1.01 289

132 1.31 - - - - - - - 1.01 289

133 0.83 - - - - - - - 1.85 289

134 2.14 - - - - - - - 1.01 289

135 475.99 - - - - 2.67 - - 0.07 311

136 381.41 - - - - 2.14 - - 1.01 311

137 94.59 - - - - 0.53 - - 0.07 311

138 94.59 - - - - 0.53 - - 4.20 311

139 1026.06 - - - - - - 2.32 0.10 311

140 1026.06 - - - - - - 2.32 4.20 311

141 10.03 - 148.44 - 2.23 - - 42.28 7.00 393

142 10.03 - 148.44 - 2.23 - - 42.28 4.20 354

143 19614.36 - - 3698.86 14260.58 - - 407.03 7.00 393

144 19614.36 - - 3698.86 14260.58 - - 407.03 1.85 393

145 19504.39 - - 3698.86 14252.54 - - - 1.85 393

146 5.05 - - 0.50 249.65 - - - 7.00 393

147 1228.41 - 4.60 - 5.46 303.83 - 14.10 1.85 385

148 1215.53 - - - - 303.83 - 1.16 1.85 385

201 1215.53 - - - - 303.83 - 1.16 0.10 350

202 1554.51 - - - - 483.86 - 2.32 0.10 350

203 441.20 - - - - 483.86 - - 0.10 443

204 52.49 - - - - 481.19 - - 0.07 513

205 52.49 - - - - 481.19 - - 7.09 513

206 332.57 - - - - 201.11 280.08 - 7.09 687

207 531.67 - - - - 2.01 479.18 - 7.09 1,023

208 532.58 - 148.44 - - 1.10 183.21 296.88 7.09 1,123

209 349.37 - 148.44 - - 184.30 0.00 296.88 7.09 393

210 338.98 - - - - 180.03 - 1.16 0.10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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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10.39 - 148.44 - - 4.28 - 295.72 7.09 393

212 388.71 - - - - 2.67 - - 0.07 311

213 475.99 - - - - 2.67 - - 0.07 311

214 1113.34 - - - - - - 2.32 0.10 311

215 1026.06 - - - - - - 2.32 0.10 311

301 303.03 - - - - - - - 1.01 298

302 303.03 - - - - - - - 22 298

303 303.18 - - 0.45 - - - - 20 416

304 5.05 - - 0.50 249.65 - - - 20 393

305 5.05 - - 0.50 249.65 - - - 7 393

306 18553.60 - - 3393.34 1939.77 - - - 20 393

307 18553.60 - - 2703.53 2284.69 - - - 4.2 369

308 19504.39 - - 3698.86 14252.54 - - - 1.85 393

309 19504.39 - - 4388.67 13907.62 - - - 1.85 393

310 19504.39 - - 4388.67 13907.62 - - - 22 393

311 19504.39 - - 4388.67 13907.62 - - - 22 503

312 16892.15 - - 3395.21 13634.46 - - - 22 536

313 16892.15 - - 3395.21 13634.46 - - - 22 411

314 1248.60 - - 400.23 12026.19 - - - 20 521

315 1248.60 - - 400.23 12026.19 - - - 7 393

316 2612.06 - - 989.36 275.89 - - - 22 528

317 2612.06 - - 989.36 275.89 - - - 22 723

318 0.15 302.82 - 0.15 0.15 - - - 20 723

319 - 300.00 - - - - - - 20 416

320 2611.91 0.95 - 396.52 582.10 - - - 22 723

321 2611.91 - - 398.42 581.15 - - - 22 323

그림 3.2.1.14, 3.2.1.15, 3.2.1.16으로 구성된 EED-SI공정이 300 mol∙H2/s(2.16 ton∙H2/h)의

생산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기투석장치(EED)의 HI용액 농축속도가 689.81mol∙HI/s를

만족시켜야 한다. 본 농축속도를 만족시키는 EED의 적용전압을 0.112V로부터 0.4V까지의 범

위에 걸쳐 수소생산 열효율(HHV 285.8 kJ/mol∙H2 기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전기

생산 효율(ηelec)을 35%로 적용하는 경우 EED의 적용전압이 0.112V이면 수소생산 열효율은

42.3%(ηelec = 0.48에서는 45.4%) 였으며 0.2V에서는 38.9%(ηelec = 0.48에서는 42.5%) 그리고

0.4V에서는 32.9%(ηelec = 0.48에서는 37.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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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Equipment
Electricity

(kWAC)

Thermal

(kWth)
Remarks

1 Pump(Line # 105-106) 0.8  
1 Pump(Line # 109-110) 185.9  
1 Pump(Line # 117-118) 2.5  
1 Pump(Line # 135-136) 0.6  
1 Pump(Line # 137-138) 0.7  
1 Pump(Line # 139-140) 7.6  
1 Diffuser(Line # 101-103) -0.8  
1 Diffuser(Line # 115-116) -12.8  

1
Diffuser(Line # 

119-120/131)
-79.8  

1 Diffuser(Line # 141-142) -83.9  
1 Diffuser(Line # 143-144) -163.6
2 Pump(Line # 204-205) 0.7  
2 Diffuser(Line # 148-201) -3.4  
2 Diffuser(Line # FS-210) -3.8  

2 Reboiler 201 59,640.0 Tube side HE202
(595℃→165.5℃)

2 Reboiler 202 26,000.0 Tube side HE302
(450℃→245℃)

2 SA evaporator 75,281.4 헬륨가열
2 SA decomposer 38,015.3 헬륨가열
2 SO3 decomposer 34,881.8 헬륨가열

2 HE202

-26,612.6

-2,976.0 

-59,640.0 

Shell side HE301
(input 850oC, output 632.0℃)→Shell side 
Reboiler 301
(632oC→595oC)→H2O/SO3응축 /반응열을 Heat 
pump로 Shell side Reboiler 201(Reboiler
BP 170℃)로 전달

2 Heat pump 612.3

COP=438.5/(443-438.5)=97.4
HE202 라인의 H2O 응축열 및 H2O/SO3 반응열
을
Reboiler 201에 열방출

3 Pump(Line # 301-302) 3.8  
3 Pump(Line # 309-310) 707.4  
3 Diffuser(Line # 304-305) -0.1064  
3 Diffuser(Line # 306-307) -499.2  
3 Diffuser(Line # 314-315) -26.3  

3 Reboiler 301 109,280.7 
Heat 펌프로 HE302 라인의 HIx 응축열로 가열 
후, 632oC의 HE202 라인으로 끓는점(263oC)까
지 가열

3 HE301 26,612.6 Tube side HE202
(input 850℃, output 632.0℃)

3 HE302

-26,000.0

-106,304.
7  

Shell side Reboiler 202 (input 450℃, output 
245℃)→
미분해 HIx 유체내 물 응축열(@22기압/220oC)
을 Heat pump이용 Reboiler 301로 열이송 

3 Heat pump 9,243.9
COP=493/(536-493)=11.5
HE302라인의 HIx 응축열 흡수,
Reboiler 301에 열방출

3 Electrodialysis
7,847.8

14,014.0
28,028.1

 
@0.112VDC & ηAC/DC = 0.95
@0.200VDC & ηAC/DC = 0.95
@0.400VDC & ηAC/DC = 0.95

3 Membrane reactor 3,790.1 헬륨가열

Total

17,740.3

23,906.5

37,920.6

151,968.6 

ηeff=42.3%(ηelec = 0.35) & 45.4%(ηelec = 
0.48) @0.112VDC
ηeff=38.9%(ηelec = 0.35) & 42.5%(ηelec = 
0.48)  @0.200VDC
ηeff=32.9%(ηelec = 0.35) & 37.1%(ηelec = 
0.48)  @0.400VDC

표 3.2.1.10. 300 mol∙H2/s(2.16 ton∙H2/h)의 생산규모 EED-SI공정 에너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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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온전기분해(HTSE) 수소생산 공정

(1) 서론

고온기체냉각로(HTGR) 또는 초고온기체냉각로(VHTR)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열에너지를 이

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에는 그 제조방법에 따라 열화학적 방법, 고온수증기전기분해법

(HTSE), 열-전기 하이브리드법이 있다. VHTR에 고온전기분해(HTSE) 수소생산공정을 연계

시켜 수소를 생산하는 경우, 매우 높은 수소 생산효율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기술

인 열화학적 방법의 단점인 강산취급에 의한 장치재료의 혹독한 부식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3.2.1.15] 따라서 에너지 위기와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

술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고온전기분해(HTSE) 수소생산 공정에 관한 연구가 아직까지는 제한

적 범위 내에서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의 Dornie사는 실용적인 전해요소를 만들어

997 ℃에서 6.8 NL/h의 수소를 제조함과 동시에 이 전해요소를 복수로 합한 전해모듈을 만들

었다.[3.2.1.16, 3.2.1.17] 일본의 원자력연구소(JAEA)에서는 두께 3 mm의 얇은 yttria-stabilized

zirconia를 전해질로 하는 평판형 전기분해 셀을 가공하여 850 ℃의 조건에서 실험을 하여 2.4

Nl/h의 수소를 생산하였다. 이 실험에서 평판형 전기분해 셀의 수소 생산 능력이 기존의 튜브

형 12셀 장착 전기분해장치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3.2.1.18]

미국의 INL(Idaho National Laboratory)에서는 고온전기분해(HTSE) 수소생산 공정기술 개

발관련 장기 연구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단위 전기분해 셀에 관한 성능 등의 실험적 결

과들을 발표한 바 있다.[3.2.1.19, 3.2.1.20, 3.2.1.21, 3.2.1.22] 또한 INL 소속의 O’Brien 등

[3.2.1.23]은 10-cell 평판형 전기분해 스택(stack)의 실험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상용프로그램

(FLUENT)을 이용하여 3차원 수치해석을 행하여 여러 조건에서 각 셀의 상세한 온도 분포를

비롯한 전기분해 전위와 전류밀도 및 수소생산량 등을 조사한 바 있다. Shin 등[3.2.1.24]은 수

소를 생산하기 위해 HTGR에 연계된 고온전기분해(HTSE) 수소생산 공정의 열효율과 전기에

너지의 평형(balance of electricity)에 관하여 평가하였다. 여기서 열효율과 전기에너지의 평형

(balance of electricity)을 위해 중요한 요소로는 고체산화물 셀의 효율이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실험 및 계산들은 대기압 하에서 이루어졌으며 특히 수치계산의 경우 각 셀의

채널에 고온의 수증기가 일정하게 유입되어 반응이 일어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실제

VHTR과 연결된 고온전기분해(HTSE) 수소생산 공정의 경우 5 MPa 이상의 수증기가 유입되

며 또한 각 셀 및 셀 내부의 채널에 유입되는 수증기의 조건은 일정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omsol Multiphysics 상용코드를 이용하여 전기분해장치의 2차원 정상

상태 전산유체해석을 우선 시행하여 운전변수에 따른 전기분해장치의 열화학특성 및 수소생산

성능을 조사하고 이 과정에서 도출된 Thermal Neutral Voltage와 전류밀도의 정보를 300

mol/s 수소생산 규모의 VHTR-고온전기분해(HTSE) 수소생산 공정에 반영한 공정 열흐름도를

제시하고 최종적으로 HYSYS 코드를 이용하여 공정의 물질수지와 에너지수지를 작성함으로

써 수소생산 열효율을 추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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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분해장치(SOEC)와 고온전기분해 수소생산 공정

고온수증기전기분해법(HTSE)은 고체전해요소를 이용해 800 ℃의 고온수증기를 전기분해 하

는 수소 제조법이다. 그림 3.2.17에 산소이온을 이동시킬 수 있는 산화물전해질이 사용된 고온

수증기의 전기분해에 대한 원리를 간단히 나타냈다. 음극실로 공급된 수증기(H2O)는 음극에

서 수소 양이온과 산소 음이온으로 분해됨과 동시에 외부 도선을 통하여 양극으로부터 넘어온

전자를 받아 수소 양이온이 환원되어 수소(H2)가 되고 산소 음이온(O2-)은 전해질 층을 통과한

후 양극에서 전자를 방출하고 산소(O2)가 된다. 이 반응은 가역이며, 역반응이 고체산화물연료

전지(SOFC)의 반응 메카니즘이다. 이 전해반응에서는 전해질이 수소와 산소의 분리 막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전반응은 아래의 수증기분해로서 나타낼 수 있다.

H2O(g) → H2 + 1/2 O2 (3.2.1.7)

수증기의 전기분해는 고온에서는 자유에너지가 저하하기 때문에 저전압에서 가능할 뿐

아니라 전극에서 전하의 이동을 신속하게 진행시키기 때문에 과전압도 낮게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상온에서의 수전해(水電解)와 비교해 적은 전기에너지에서 반응이 진행하게

된다[3.2.1.18].

H2O
H2

Air

1/2O2H2

O2-

전해질음
극
(-)

양
극
(+)

2e-

H2O
H2

Air

1/2O2H2

O2-

전해질음
극
(-)

양
극
(+)

2e-

그림 3.2.1.17. Principle of high-temperature

electrolysis of water steam.

그러나 이와 같은 고온수증기전기분해방법에 의한 수소제조는 아직 소규모단계이며

고온가스로를 열원으로 하는 고온수증기전기분해장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고온수증기의

전해특성, 시스템의 운전특성, 전해요소의 내구건전성 등의 데이터 및 노하우를 축적, 정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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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그림 3.2.1.18과 그림 3.2.1.19는 INL에서 실험을 위해 사용한 SOEC (Solid Oxide

Electrolysis Cell)의 stack과 interconnect plate와 전기분해 셀을 나타낸다. 10개의 셀이 하나의

stack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음극실로 주입되는 고온수증기와 수소의 혼합기체는 양극실로

주입되는 공기와는 직교방향으로 흐른다. 단위 셀의 면적은 10cm * 10cm 이고, 전기분해

유효면적은 64 cm2 이다.

그림 3.2.1.18. Detail of SOEC stack.

그림 3.2.1.19. Interconnect plate and single

electrolysis cell.

이상의 SOEC를 기본단위로 하는 대형의 전기분해장치를 구비한 HTSE은 VHTR로부터 열

에너지와 전기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는데 VHTR과의 체결방식에 따라 그림 3.2.1.20과 같은 직

접체결방식과 그림 3.2.21과 같은 간접체결방식으로 구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후자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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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중간 열 이동 순환매체가 한 단계 줄어듦으로 해서 열 이용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

이 있는 반면 운전 안전 관점에서는 불리하다. 일본에서는 전자의 직접체결방식[3.2.1.25]을 추

천하고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후자의 간접체결방식[3.2.1.26]을 선호하고 있다.

그림 3.2.1.20. Directly heating loop between IHX and a

hydrogen production plant.

그림 3.2.1.21. Indirectly heating loop between IHX and a hydrogen production

plant.

한편 그림 3.2.1.20의 직접체결방식을 근간으로 한 고온전기분해(HTSE) 수소생산 공정도를

열 이동 경로를 중심으로 나타내면 그림 3.2.1.22와 같다.

(3) 전기분해장치의 전산유체해석

(가) 해석모델

그림 3.2.1.23은 O’Brien et al[3.2.1.23]에 의해 소개된 전기분해 단위 셀의 정보를 바탕

으로 도식화한 SOEC의 개략도이다. Cell 당 active area는 64 cm2이다. 구성은 Top/bottom

separators, Air flow channel, Air electrode, Electrolyte, Steam/hydrogen electrode,

Steam/hydrogen flow channel로 되어있다. nickel재질의 Steam/hydrogen flow channel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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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ritic stainless steel 재질의 Air flow channel의 두께는 각각 1000 μm이며, 전해질

(Electrolyte)은 140 μm두께의 scandia-stabilized zirconia로 만들어졌다. 채널은32채널로 구성

되어 있으며 채널의 폭과 높이는 1.019 mm이다. Steam/hydrogen electrode (cathode)는 10 μm

의 nickel로 되어 있고, Air electrode (anode)는 strontium-doped lanthanum manganite (LSM)

으로 되어 있다.

그림 3.2.1.22. HTSE process directly coupled to intermediate loop.

  

140μm

scandia-stabilized zirconia

Air side Steam/H2 sideElectrolyte

13μm manganite/zirconia

18μm manganite

strontium-doped manganite anode

cobaltite bond layer

1000μm

RE oxides-scaled SS

460μm

separator

1000μm 460μm

nikel foil

10μm nikel cathode

13μm nikel-zirconia cermet

separator

32 air flow channels

32 steam flow channels

O-2

140μm

scandia-stabilized zirconia

Air side Steam/H2 sideElectrolyte

13μm manganite/zirconia

18μm manganite

strontium-doped manganite anode

cobaltite bond layer

1000μm

RE oxides-scaled SS

460μm

separator

1000μm 460μm

nikel foil

10μm nikel cathode

13μm nikel-zirconia cermet

separator

32 air flow channels

32 steam flow channels

O-2

그림 3.2.1.23. Single-cell SOEC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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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SOEC를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그림 3.2.1.24와 그림 3.2.1.25는 본 연

구의 계산 모델인 고온전기분해(HTSE) 셀의 개략적인 모습과 mesh 구조를 나타낸다. 본 계산

에는 계산의 간략화를 위해 Steam/hydrogen (cathode) 측만을 고려하여 계산하였다. Cell 당

active area는 64 cm2이다. 95 %H2O/5 %H2로 유입된 가스는 각 채널부분에서만 반응하며 생

성되는 O2는 전부 Air Side로 전달되는 것으로 하였다. 입구와 출구의 폭은 각각 1 cm이다. 각

채널의 폭은 1 mm이며, 길이는 8 cm이다. 채널수는 총 32채널이다. 유입되는 가스의 질량유량

은 8.053*10-6 kg/s이며, 온도는 1,123 K이며 계산 압력은 5 MPa 이다. 그림 3.2.1.25에서 나타

낸 바와 같이 본 계산에서 사용된 Mesh는 삼각Mesh를 사용하였으며, 반응이 일어나는 채널에

서의 Maximum mesh size는 5.0 E-04 m이다.

95%H2O+5%H2, 8.053*10 -6kg/s, 1123K

1cm

8cm

0.5cm

8cm

1cm

10cm

95%H2O+5%H2, 8.053*10 -6kg/s, 1123K

1cm

8cm

0.5cm

8cm

1cm

1mm

95%H2O+5%H2, 8.053*10 -6kg/s, 1123K

1cm

8cm

0.5cm

8cm

1cm

10cm

95%H2O+5%H2, 8.053*10 -6kg/s, 1123K

1cm

8cm

0.5cm

8cm

1cm

1mm

그림 3.2.1.24. A schematic of HTSE cell.

본 연구에서 계산을 위해 사용된 프로그램은 상용 FEM code 인 Comsol Multyphysics 이고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2차원 수치해석을 행하였으며, direct solver 및 iterative solver를

사용하여 물성치를 구하였다. 오차 범위는 10-6 내에서 결과를 획득하였다. 계산을 위해 사용된

방정식은 연속방정식, 운동량방정식, 화학종 보존방정식, 에너지 보존방정식이다. 운동량

보존방정식은 Navier-Stokes 방정식이 cell 유동과 관련되어 사용되었으며, 화학종 보존

식에는 Diffusion and Convection 방정식을 사용하였다. 에너지 보존방정식으로는 전도와 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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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보존 방정식을 적용하였으며 복사에 의한 효과는 무시하였다. 각 항의 계수와 생성

항은 일반적인 표현이며 각각의 식에 대하여 독립적이다. 모델링에 사용된 물성치들은 상수

값을 제외하고 온도에 따라 변하는 물성치이며 그림 3.2.1.26(a) - 3.2.1.26(b)에 실제

comsol계산을 위해 사용된 상수값과 구현된 값들을 나타냈다.

그림 3.2.1.25. Mesh structure of HTESE cell.

각 방정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질량 보존식으로는 연속방정식을 사용하였으며,

운동량 보존 방정식은 온도에 의한 밀도의 변화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Non-Isothermal

Navier-Stokes 방정식을 사용하였다. 질량보존식과 운동량 보존식은 채널을 비롯해 모든

영역의 해석에 사용되었다.

적용된 경계조건으로는 입구조건은 속도 조건으로 하였으며 출구조건으로는 압력 조건을

사용하였다. 내부의 경계조건으로는 연속조건을 사용하였으며, symmetry와 no slip조건을

사용하여 유동장을 해석하였다. 화학종 보존방정식의 경우에는 채널입구에서는 농도의

경계조건을 설정하고 채널의 출구에는 대류(convective flow) 조건으로 가정하여 수치 해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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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였다. 전기화학 반응은 각 채널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 입구 및

출구에서는 반응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생성항은 0 으로 하였다. 또한 채널에서 반응하여

생성된 O2는 전부 anode측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에너지 보존 방정식은 대류와 전도의 효과를 고려한 열전달 방정식을 사용하였으며 복사

열전달에 의한 효과는 제외하였다. 입구조건으로는 초기 온도조건을 사용하였으며,

출구조건으로는 convective flux 조건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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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stants used for calculation

(b) Properties used for calculation

그림 3.2.1.26. Constants and properties used for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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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증기의 전기분해 반응식

Open-cell potential은 보통 모든 가스의 경우 Nernst 방정식에 의해 예상 되어질 수

있는데, hydrogen/oxygen/steam의 system의 경우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2 2

1/ 2
1/ 2ln ( )( )

2 2

o
H Of u

H O std

yg R T PE
F F y y P

-
é ù-D

= - ê ú
ê úë û  (3.2.1.8)

여기서 gf는 Gibbs 에너지, F는 Faraday상수 (96,487 J/V mol), Ru는 이상기체상수, T는

온도, yH2O, yH2, yO2는 수증기, 수소, 산소의 몰분율을 나타낸다. 또한 P는 cell의 압력이고,

P std는 표준압력(0.1 MPa)이다. 본 연구의 경우 공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yO2는 1/2 H2 값을 대입하였다.

Stack의 경우 potential은 일반적으로 다음 식으로 나타낸다.

cellsE N E=  (3.2.1.9)

E는 단위 셀(single-cell) open-cell potential이다. 본 연구에서 Ncells 값은 1이다.

식 (3.2.1.8)에서 yH2O는 아래와 같이 분압으로 나타낼 수 있다.

yH2O=PH2O/P (3.2.1.10)

입구에서의 수증기(H2O)의 생성량은 입구의 질소와 수소의 몰 유량의 합에 비례하므로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2 2
2

2

, ,
,

,

( )
1

N H i H O i
H O i

H O i

N N y
N

y

× ×
× +

=
-  (3.2.1.11)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입구에서의 조건이 95%H2O+5%H2로 질소는 고려되지 않았다.

식(3.2.1.11)이 유도 되면 입구에서의 yH2,i 는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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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소의 생산량과 수증기의 소비량은 다음과 같이 결정되어진다. Q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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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유량(cm3/min)을 나타낸다.

2 2H H ON N
× ×

D = -D  (3.2.1.15)

Stack에 대한 수소 생산량 및 수증기 소비량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어진다.

2 22H cells H O
IN N N
F

× ×

D = = -D
(3.2.1.16)

Ncells은 stack내 cell의 총 개수, I는 stack의 전류, F는 Faraday 상수(F= 96,487 J/V mol)이다.

고온전기분해의 성능에서 중요한 파라메터 중의 하나가 ASR (Area Specific

resistance)이다. 일반적으로 ASR은 다음과 나타낼 수 있다.

OCVE EASR
i

-
=

, cell

Ii
A

=
(3.2.1.17)

여기서 E는 작동전압, EOCV는 Nernst 또는 Open-cell potential, i는 전류밀도(A/cm2), Acell은

셀의 유효면적(본 연구에서는 64 cm2)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는 ASR 을 3으로 고정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Thermal neutral voltage는 다음의 식으로 유도할 수 있다.

2
R

tn
hV
F

D
=

(3.2.1.18)

여기서 hR은 반응 엔탈피(J/mol)이다,

(다) 전산유체해석 결과

그림 3.2.1.27은 입구의 가스온도가 1123 K, 압력이 5 MPa 일 때 작동 전압이 1.4 V에서의

속도 분포를 나타낸다. 압력에 의한 밀도의 변화가 매우 큰 관계로 속도는 대체적으로 느린

경향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최대 속도는 출구 부분에서 0.0167 m/s를 보이고

있으며, 양쪽 사이드로 갈수록 속도는 늦어지며 이에 따라 양 사이드 채널에서의 속도가 가장

느린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가스가 stack 으로 유입될 경우 일정한 속도 값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수의 cell을 가진 stack인 경우 그 차이는 더욱 클 것이며, 이에

따른 온도 및 농도분포도 변화하여 cell내부의 성능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전기분해장치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림 3.2.1.28(a) ~ 3.2.1.28(h)는 입구의 가스온도가 1123 K, 압력이 5 MPa 일 때 작동

전압이 0.921 V ~ 1.6 V에서의 온도 분포를 나타낸다. 결과를 보면 모든 경우에서 반응 항이

작용하는 채널에서 온도의 변화가 일어나며 특히 채널의 중앙부분에서 최소 및 최대 온도를

나타내면서 온도의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결과를 보면 cell의 최소온도를 나타내는 전압E가

0.921V가 아닌 그림 3.2.1.28(c)의 작동전압이 1.08 V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

고온전기분해(HTSE)공정의 최소온도는 1120.494 K, 최대온도는 1123 K를 나타내고, 채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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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온도는 약1121 K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2454 V 일 때 채널의 온도가 거의

동일하여Thermal neutral voltage에 근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O’Brien의

연구에서는 thermal neutral voltage 가 1.287 V 인데 비해 다소 낮은 값이다. 그림 3.2.1.28(g)

1.288 V에서는 고온전기분해(HTSE)공정의 평균온도는 약 1123 K이나 반응이 일어나는 채널

중앙 부분에서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2.1.27. Velocity distribution.

즉, 본 연구의 대상인 고온전기분해(HTSE)공정의 경우 1.2454 V 을 기준으로 낮은

전압에서는 온도가 낮아지면서 1.08 V에서 최소값을 가지고 다시 커지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1. 2454V 이상의 전압에서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2.1.28(h)의 최대 작동 전압인 1.6 V에서는 최소온도가 1123 K, 최대온도가1146.02 K 이며,

채널의 평균온도가 약 1140 K정도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다른 연구[3.2.1.22, 3.2.1.23]들과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작동전압 1.2454 V를 기준으로 평균

온도의 감소와 증가하는 비율이 다른 연구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것은 본 연구의

계산 조건으로 사용된 ASR의 값이 3으로 다소 큰 값을 사용한 것과, 5 MPa이라는 높은 압력,

그리고 주위의 경계조건의 영향이 작용된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주위의 경계조건이1123

K온도 일정으로 설정하였는데, 이 조건으로 인해 반응이 일어나는 채널의 부분에 영향을

미치어 낮은 작동 전압의 경우에는 채널의 온도를 다소 높이고 높은 작동 전압의 경우에는

채널의 온도를 낮추는 조건이 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압력에 따른 온도 분포의 차이는

뒤에서 상세 설명 하도록 한다.

그림 3.2.1.29는 적용전압에 따른 음극의 평균 온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3.2.1.28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heat flux가 0이 되는 1.2454 V에서 전기분해에서 요구하는

열에너지와 ohmic열 생성이 밸런스를 이루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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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0은 입구의 가스온도가 1123 K, 압력이 5 Mpa, 작동 전압이 1.4 V에서의

수증기(H2O)와 수소(H2)의 농도 분포를 나타낸다. 수증기는 515.49 mol/m3에서 515.291

mol/m3으로 감소하고, 수소는 27.131 mol/m3에서 27.33 mol/m3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 분포를 살펴보면 가운데 채널에서 빠른 수증기의 감소와

수소의 증가를 보이고 양 사이드로 갈수록 늦은 속도로 수증기가 감소하고 수소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스의 분포가 전체의 채널에서

일정하게 증가하고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많은 셀을 가진 스택의

경우 그 차이는 더욱 클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현상은 전기분해장치의 성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a) E=0.921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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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1.0 V

(c) E=1.08 V

(d) E=1.23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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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1.2454 V

(f) E=1.288 V



- 94 -

(g) E=1.4 V

(h) E=1.6 V

그림 3.2.1.28. Temperature distribution for various applied vol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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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9. Mean cathode temperature.

(a) H2O concentration



- 96 -

(b) H2 concentration

그림 3.2.1.30. Concentrations of H2O and H2.

그림 3.2.1.31(a)와 그림 3.2.1.31(b)는 입구의 가스온도가 1123 K, 작동 전압이 1.4 V일 때

압력이 0.1 MPa과 5 MPa 일 때 각각의 속도분포를 나타낸다. 그림 3.2.1.31(a)의 압력이 0.1

MPa인 경우 최대속도는 0.824 m/s 인 반면, 그림 3.2.1.31(b)의 압력이 5 MPa인 경우

최대속도는 0.016 m/s 로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높은 압력으로 인해

밀도가 증가하여 가스의 속도가 감소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림 3.2.1.32(a)와 그림 3.2.1.32(b)는 입구의 가스온도가 1123 K, 작동 전압이 1.4 V일 때

압력이 0.1 MPa과 5MPa 일 때 각각의 온도분포를 나타낸다. 그림 3.2.1.32(a)의 최대온도는

1136.7 K으로 최소온도에 비해 약 14 K 가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O’Brien의

상승온도와 거의 동일한 값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고온전기분해(HTSE)공정의 압력이 5

MPa인 그림 3.2.1.32(b)의 경우에는 최대값이 1130 K으로 온도가 다소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높은 압력으로 인해 밀도가 증가하고 가스의 속도가

감소하여 시간당 반응하는 수증기의 양도 감소하여 고온전기분해(HTSE)공정의 온도가 하락한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ASR은 식(3.2.1.17)에서 보는 바와 전압 및 전류밀도에 따라 변화한다. 여기서 EOCV는

온도의 함수이므로 온도에 따라 변화한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경우 ASR을 3으로 고정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ASR의 변화에 따른 민감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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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elocity distribution at 0.1 MPa

(b) Velocity distribution at 5 MPa

그림 3.2.1.31. Velocity distribution for different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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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mperature distribution at 0.1 MPa

(b) Temperature distribution at 5 MPa

그림 3.2.1.32. Temperature distribution for different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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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3은 작동 전압이 1.4 V, 압력이 5 MPa, 입구의 가스온도가 1123 K, ASR이 각각

1 Ωcm2, 2 Ωcm2, 3 Ωcm2 일 때 각각의 온도분포를 나타낸다. 온도분포는 세 경우모두 채널의

중앙 부분이 높은 현상을 나타낸다. 그러나 ASR에 따른 최대 온도를 살펴보면, ASR이 1

Ωcm2인 경우 1144.36 K, ASR이 2 Ωcm2인 경우 1133.66 K, ASR이 3 Ωcm2인 경우 1130.08

K로 ASR이 증가할수록 온도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온도의 차이가 나는 것은

ASR이 증가함에 따라 전류밀도(A/cm2)가 감소하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a) ASR=1 Ω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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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SR=2 Ωcm2

(c) ASR=3 Ωcm2

그림 3.2.1.33. Temperature distribution for different A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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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4는 작동 전압이 1.4 V, 압력이 5 MPa, 입구의 가스온도가 1123 K, ASR이 각각

1 Ωcm2, 2 Ωcm2, 3 Ωcm2 일 때 각각의 수소 생성속도를 나타낸다. ASR이 1 Ωcm2 일 때

0.463 mol/m2s, ASR이 2 Ωcm2 일 때 0.458 mol/m2s, ASR이 3 Ωcm2 일 때 0.455 mol/m2s 로

ASR이 증가할수록 값이 조금씩 감소하는데 이것은 ASR의 증가에 따른 전류밀도의 감소로

그만큼 전기분해 반응속도가 늦어짐을 의미한다.

그림 3.2.1.35는 ASR에 따른 출구부분에서 수소 생성 flux (mol/m2s)의 분포를 나타낸다.

출구에서의 200포인트를 일정간격으로 선정해 나타낸 결과이다. 분포의 형태는 속도분포와

동일하게 포물선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ASR에 따른 최대값의 차이는 적지만 ASR 이

증가할수록 값이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2.1.11은 그림 3.2.1.35의 수소 생성 flux (mol/m2s) 값들을 기준으로 하여 출구에서

ASR에 따른 수소 생산량을 각 단위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3.2.1.35의 결과로부터 평균값을

구하고 이 평균값에 출구의 면적을 곱하는 것으로 수소생산율 (mol/s)을 구할 수 있다. 각각의

ASR에 대한 최고 수소 생산율은 ASR 1 Ωcm2 일 때 평균 1.598E-04 mol/s, ASR이 2 Ωcm2

일 때 7.965E-05 mol/s, ASR이 3 Ωcm2 일 때 5.307E-05 mol/s 이며 ASR이 증가할수록 값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적용전압을 thermal neutral voltage인 1.2454 V를 인가했을

때 수소생산율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ASR이 1 Ωcm2 인 경우 1.0745E-04 mol/s, ASR이

2 Ωcm2 인 경우 5.3775E-05 mol/s, ASR이 3 Ωcm2 인 경우 3.5860E-05 mol/s로 나타났다. 즉,

많은 양의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ASR 값을 낮출 필요가 있다. 상세한 수소 생산율은

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그림 3.2.1.36은 95%H2O+5%H2혼합가스의 유입온도가 850 ℃, 900 ℃ 일 때의 수소 생산

flux (mol/m2s)의 분포를 나타낸다. 그림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두 경우 모두 출구부분에서

가장 큰 값을 나타내고 있다. 가스유입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수소 생산 flux (mol/m2s) 값은

상승한다. 수소 생산량은 850 ℃에는 98.736 sccm이고, 900 ℃ 인 경우에는 99.17 sccm 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HTES에 유입되는 가스의 온도를 높이는 것이 수소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데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02 -

(a) ASR= 1 Ωcm2

(b) ASR= 2 Ω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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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SR= 3 Ωcm2

그림 3.2.1.34. Hydrogen production flux for different ASR.

(a) ASR= 1 Ω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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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SR= 2 Ωcm2

(c) ASR= 3 Ωcm2

그림 3.2.1.35. Profiles of Hydrogen production flux at outlet for different

A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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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R(Ωcm2) VApplied(V) id(mA/cm
2) mol/s NL/hr

1 1.2454 324 1.0745E-04 8.665

2 1.2454 162 5.3775E-05 4.336

3 1.2454 108 3.5860E-05 2.892

1 1.4 482 1.598E-04 12.880

2 1.4 240 7.965E-05 6.423

3 1.4 160 5.307E-05 4.279

표 3.2.1.11. Hydrogen production rate for various units according to different ASR

(a)Tinlet= 850℃

(b)Tinlet= 900℃

그림 3.2.1.36. Hydrogen Production rate for different inlet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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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작동 전압 E가 증가함에 따라 cell의 내부 온도가 단조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1.2454

V라는 Thermal neutral voltage가 존재하여 이 전압을 기준으로 낮은 전압에서는 cell의

온도가 감소하고 높은 전압에서는 cell의 온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 셀의 압력을 0.1 MPa과 5.0 MPa일 경우를 비교한 결과 압력이 높은 경우 밀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속도 및 온도가 급격히 줄어 들었다.

- INL에서 발표한 셀의 ASR 측정값을 기초로 3 Ωcm2을 적용하고 1.4 V 및 Thermal

neutral voltage인 1.2454 V의 전압을 가하였을 때, 8 cm x 8 cm 단위 전해 셀에서의

평균 수소생산량이 시간당 약 4.279 NL와 2.892 NL로 나타났으며 300 mol/s의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전해 셀의 총 개수는 각각 5,652,912장과 8,365,868장에

이르며 소모되는 전기에너지는 81,043 kJ/s 및 72,094 kJ/s로서 VHTR의 PCU 효율을

0.48, AC/DC 전환 효율을 0.95로 상정했을 때 177,726 kJ/s와 158,101 kJ/s의

열에너지에 상당한다.

(4) 고온전기분해(HTSE) 공정의 물질수지와 에너지수지

예비 설정한 그림 3.2.1.22의 고온전기분해(HTSE) 수소생산 공정을 기준으로 HYSYS

3.0.1 컴퓨터 코드를 이용하여 공정도 구성의 타당성을 공정유체 및 열 흐름관점에서 조사한

결과, 공정 구성요소로서 당초 설정한 2대의 압축기(C1 및 C2), 1대의 펌프(P1), 8개의 열교환

기(HX1-HX8), 1대의 터빈(T1), 1개의 스팀발생기, 그리고 전기분해장치 중에서 열교환기 HX3

의 효과는 거의 무시되는 결과를 얻음으로써 최종적인 공정도는 그림 3.2.1.37과 같이 도출되었

으며 그 때 시현된 공정 물질수지와 운전조건은 표 3.2.1.12와 같다.

그림 3.2.1.37. HTSE flow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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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12. Mass balance of HTSE process

한편 HYSYS 3.0.1 컴퓨터 코드에 의해 그림 3.2.1.37의 공정도와 표 3.2.1.12의 300 mol/s 수

소생산 규모에서의 물질수지와 운전조건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나타난 각 라인별 유체가 갖는

에너지 값은 부록 1과 같이 나타났으며 이 값들을 기준으로 에너지 수지를 설정하면 표

3.2.1.13과 같다. 표 3.2.1.13의 에너지 수지를 기준으로 고온전기분해(HTSE) 공정의 수소생산

효율을 계산하면 수소의 High Heating Value(HHV) 285.8 kJ/mol 기준으로 약 45.2%에서

50.4%에 달하며 공급에너지의 구성비는 열에너지가 10 % 미만이며, 전기에너지가 90 % 이상

이다.

표 3.2.1.13. Energy balance of HTS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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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복합열화학(HyS) 공정

(1) 서론

물로부터 수소를 얻고자 하는 열화학적 수소제조 기술은 1970년대 초반 오일 쇼크를 맞이하

면서 관심의 대상이 된 약 35년의 역사를 간직한 기술로서 1997년 지구 온난화를 걱정한 교토

의정서와 부시 대통령의 원자력에너지 혁신적 연구를 위한 포괄 에너지정책 ‘원자력수소 이니

셔티브(NHI)’의 발표와 더불어 연구개발의 시의성을 확보하였다. 특히 초고온 기체냉각로

(VHTR)의 950oC 열원과 열화학적 수소생산 기술의 접목은 국제적인 호응과 함께 원자력수소

라는 용어를 탄생시키면서 경제적인 수소생산 가능성에 초점을 둔 국제협력체인 국제 공동연

구 포럼(GIF VHTR)을 탄생시켰다.

VHTR은 고온의 수증기 또는 헬륨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열 공급원이기도 하여 고효

율의 전력생산 뿐 아니라 석탄의 액화, 천연가스의 개질, DME(Di-Methyl Ether)의 경제적 생

산 등 다양한 분야에 이용될 수도 있겠으나[3.2.1.27, 3.2.1.28, 3.2.1.29], 화석연료 부존자원이 빈

약한 우리나라에서는 VHTR 연구방향을 열화학적 수소제조 기술개발에 초점을 둘 것을 권장

하고 있다.[3.2.1.30]

또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수소생산방식은 분산형과 집중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분산형 수

소생산은 수소자동차충전소에서 수소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물 전기분해장치 또는 중

소형 천연가스 또는 메탄올의 수증기 개질기를 사용한다. 집중형은 원격지에서 수소를 대량 생

산하여 파이프라인으로 배송하거나 열차 또는 트럭을 이용하여 충전소까지 운반하는 방식이다.

집중형의 경우에는 생산된 수소를 수요지까지 운반하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운반

비는 물량과 거리에 따라 달라지지만 연간 1만톤 규모일 경우에는 배관망이 유리하며 200 km

의 거리라면 운반비는 0.8$/kg으로 추정된다.[3.2.1.31] 미국에서는 기술개발의 목표를 수소경

제시대의 운반비를 1.0$/gge이하로 설정하였다.[3.2.1.32] 기존의 천연가스배관망을 보완하여 수

소운반에 이용한다면 건설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소운반비를 절감할 수 있다. 집중형 수소

생산의 원가목표는 분산형의 원가목표보다 운반비를 제외한 만큼 설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점

을 고려했을 때 수소생산 열효율이 가장 높은 VHTR연계 열화학적 수소생산이 가장 경쟁력

있는 방법임을 뒷받침한다.

현재까지 여러 형태의 물로부터 수소생산 방법이 제안되었고 일부 제안에 대해서는 최근까

지 실험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3.2.1.34, 3.2.1.35, 3.2.1.36] 집중적 연구개발이 수행되고 있

는 기술로는 황-요오드 열화학 사이클(SI Cycle)과 수증기의 고온전기분해법(HTSE), 그리고

미국 웨스팅하우스에서 제안한 황-하이브리드 공정(HyS Process)이다.

본 설계계산서에서는 황-하이브리드(HyS) 공정에 대한 열효율을 평가함에 있어, 웨스팅하우

스사가 발표한 공정 개념을 기초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공정도를 재구성하고 이에 대한

물질수지와 에너지 수지를 계산함으로써 궁극적인 수소생산 열효율을 추산코자 하였다.

(2) 황-하이브리드(HyS) 공정도와 물질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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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S 공정의 화학반응식은 다음과 같으며 공정 개념도는 그림 3.2.1.38과 같다.[3.2.1.37]

)(H)(SOH)(OH2)(SO 24222 gaqlaq +®+ (전기분해, 80-120oC) (3.2.1.19)

)(O2/1)(SO)(OH)(SOH 22242 gggaq ++® (열분해, 800-900oC) (3.2.1.20)

폐회로로 구성되는 전체 반응식은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는 것이다. 이산화황수용액의

전기분해는 수소를 생산하며, 황산이 부산물로 남게 된다. 황산은 800oC 이상의 온도에서 분해

되어 이산화황과 산소 및 수증기를 발생시킨다. 이산화황은 냉각과정과 산소 제거과정을 거쳐

다시 전기분해 장치로 순환된다.

전기분해를 위해서는 수소이온 투과성이 좋은 전해질막이 필요하며, 근래에 연료전지에 널리

사용되는 PEM (Proton Exchange Membrane)은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다. 50 wt% 황산용액의

전기분해 전압은 200 mA/cm2 전류밀도에서 약 0.568 V이다.[3.2.1.37] 이 전압은 상온 수전해

에서 필요로 하는 전압 1.23 V보다 낮은 값으로 HyS공정의 수소생산 열효율을 증가시키는 요

인이다.

그림 3.2.1.38. HyS 공정 개념도.

그림 3.2.1.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공정은 이산화황의 전기분해기 주입에 앞서 산소제거를

절대적으로 거치는 것이 열화학공정인 SI공정의 황산 농축 및 분해공정과 상이한 부분으로 수

소생산을 위한 이산화황의 전기분해부분과 함께 복합열화학(HyS)공정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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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분리된 이산화황은 전기분해에 앞서 순수 물에서부터 황산용액에의 포화상태에 이르기까

지 흡수시켜 전기분해에 임함으로써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데 이산화황의 용해도가 그다지 높

지 못해[3.2.1.38, 3.2.1.39] 이산화황의 흡수탑과 전기분해 장치를 한 쌍으로 하는 다단 캐스케

이드를 유지해야 한다.[3.2.1.40]

(가) 이산화황의 용해도

① 황산용액 내의 SO2 용해도

임의 성분의 기-액 평형관계를 우리는 헨리의 법칙을 적용하곤 한다. 따라서 기체의 용해도

도 헨리 식을 적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정량의 액체에 대한 기체의 용해량

은 압력에 비례하고 온도에 반비례한다. SO2 기체의 액체 내 용해과정에서의 기-액 평형관계

를 나타내는 헨리의 식은 식(3.2.1.2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3.2.1.21)

 
: 기체 내 SO2의 부분압력[MPa]

 : Henry의 상수[MPa/SO2-wt fraction]

 
: 용액 내 SO2의 농도[SO2-wt fraction]

헨리 상수 H는 온도와 SO2 증기압 등의 함수로서 R. Fernandez-Prini 등[3.2.1.41]에 의해 다

양한 상관 수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② 황산용액 내의 SO2 용해도를 이용한 Henry 상수 회귀분석

참고문헌 [3.2.1.38] 및 [3.2.1.39]에서의 실험측정치인 SO2의 기상분압이 0.1 MPa 인 상황 하

에서 주어진 온도범위 (30 ～ 80 )에서 각각의 SO2 용해도 곡선을 이용하여 황산농도(wt.

%)별 Henry 상수를 계산하고 이를 온도의 함수로 도식화하였다. 회귀분석 모델은 Henry 상수

를 온도의 3차 방정식으로 설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각 항의 계수를 결정하였다. 회귀분석에 사

용된 도구로서 SigmaPlot(Ver. 10.0) 프로그램이 사용되었으며, 회귀 모델식의 각 항의 계수는

프로그램에서 주어진 값을 인용했다.

l 온도변화에 따른 Henry 상수의 회귀분석

SO2의 분압이 0.1 MPa일 때 각각 황산용액내의 SO2 용해도(wt. %)로부터 Henry 상수

와 그에 대한 회귀곡선을 그림 3.2.1.39에 나타냈다. 그림 3.2.1.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의

황산농도에 대하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Henry 상수도 커짐을 알 수가 있다. 0～85 wt.%의

황산농도와 30～80의 용해온도 범위에서 이산화황 분압에 대한 이산화황 용해도 실험값으로

부터 유추된 Henry상수의 변화를 충실히 대변할 수 있는 상관 식을 조사한 결과, 식(3.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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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polynomial 2차식을 채택할 수 있었다.

   
 -----------------------------------------(3.2.1.22)

여기서 H는 헨리상수이며, T는 반응기의 온도(),  ,  및 는 설정된 회귀방정식의 각

항에 대한 계수이다. 설정된 회귀방정식으로부터 결정된 각 항에 대한 계수는 표 3.2.1.14에 제

시하였으며, 황산용액의 농도와 온도범위는 0 ～ 85 wt. % 및 30 ～ 80 이다.

Temperature (oC)

20 30 40 50 60 70 80 90

H
en

ry
 C

on
st

an
t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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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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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6

18
T(oC) vs H(H2SO4 0 wt%) 
T(oC) vs H(H2SO4 10 wt%) 
T(oC) vs H(H2SO4 20 wt%) 
T(oC) vs H(H2SO4 30 wt%) 
T(oC) vs H(H2SO4 40 wt%) 
T(oC) vs H(H2SO4 50 wt%) 
T(oC) vs H(H2SO4 55 wt%) 
T(oC) vs H(H2SO4 60 wt%) 
T(oC) vs H(H2SO4 65 wt%) 
T(oC) vs H(H2SO4 70 wt%) 
T(oC) vs H(H2SO4 75 wt%) 
T(oC) vs H(H2SO4 80 wt%) 
T(oC) vs H(H2SO4 85 wt%) 
Fitting Line

그림 3.2.1.39. 황산농도(wt. %)에 대한 온도변화에 따른 Henry 상수와 회귀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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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fficient

H2SO4 wt.%
   

0 0.0009140139 -0.0278128563 1.3710207840

10 0.0008914753 -0.0127533845 1.1894089613

20 0.0010724770 -0.0206638044 1.4492258381

30 0.0010724770 -0.0206638044 1.4492258381

40 0.0014966905 -0.0304420487 1.9474166487

50 0.0012945193 0.0041409540 1.3778691665

55 0.0012606730 0.0239578101 1.1334337854

60 0.0012606730 0.0239578101 1.1334337854

65 0.0014988746 0.0279312462 1.5075711070

70 0.0013970008 0.0493012675 1.3812154696

75 0.0015919779 0.0432495981 1.7190704743

80 0.0018942384 0.0209155485 2.8413575375

85 0.0012706753 0.0794279385 2.1585382083

표 3.2.1.14. 온도변화에 따른 Henry 상수의 상관방정식에서 결정된 계수.

l 황산용액 농도를 포함한 Henry 상수 통합 상관방정식

황산용액의 농도를 포함한 H(T,   
) 함수를 도출하기 위하여 황산용액 농도(무게 분율)

를 축으로 하고 앞 절에서 결정한 H(T)함수의 각 항의 계수를 축으로 하는 그래프와 그에

해당하는 회귀곡선을 그림 3.2.1.40에 나타내었다. 황산농도에 대한 H(T)함수의 계수에 대한 회

귀 모델 식으로서 polynomial 3차 방정식을 설정하였고 식(3.2.1.23), 식(3.2.1.24) 및 식(3.2.1.25)

과 같다.

     

    

    
 ---------------------------(3.2.1.23)

    

    

    
  ---------------------------(3.2.1.24)

    

    

    
  ---------------------------(3.2.1.25)

여기서,  ,  및  는 앞 절에서 결정된 H(T)함수의 2차 항, 1차 항 및 상수항의 계수이



- 113 -

고,   
는 황산용액의 무게분율, , ,  및  는 황산농도에 대한 계수 회귀 모델식의 계

수이다. 결정된 계수는 표 3.2.1.15에 제시하였다.

H2SO4 Concentration (wt. f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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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40. 황산농도에 대한 H(T)함수의 계수 그래프 및 회귀곡선.

   

  -0.00125136 0.00129549 0.00055823 0.00088972 

 -0.13495709 0.31859775 -0.07601213 -0.02069700 

 12.84144382 -13.73752311 3.91939250 1.20017850 

표 3.2.1.15. 황산농도에 대한 계수 상관방정식에 대한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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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15에서 결정된 계수를 바탕으로 식(3.2.1.22)과 결합된 황산농도를 포함한 통합 상관

방정식 H(T, XH2SO4)함수를 식(3.2.1.26)에 제시하였다.

  

  

 
 

 

  

 


  

 

 


--------------------------------------------------------------(3.2.1.26)

여기서, XH2SO4는 용액내 황산 무게분율, T는 온도(
oC)이다.

l 통합 상관방정식을 이용한 온도변화에 따른 SO2 용해도

기상의 SO2의 압력을 0.1 MPa로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주어진 황산용액의 농도범위(0 ～

0.85 wt. fraction)에 대해 온도 변화에 따른 Henry 상수를 바탕으로 SO2의 용해도를 계산하였

다. Henry 상수 계산에 사용된 식은 식(3.2.1.26)을 이용하였고, 계산된 Henry 상수를 다시 식

(3.2.1.21)에 입력하여 SO2 용해도를 계산하였다. 계산된 결과와 문헌에 제시된 값[3.2.1.38]과의

상대오차를 표 3에 나타내었다.

표 3.2.1.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합 상관방정식을 이용하여 계산된 SO2 용해도는 12% 이

내의 오차범위 내에서 기준 값과 잘 일치하고 있다. 또한 문헌에 제시된 SO2 용해도와 통합

상관방정식을 이용해 계산된 SO2 용해도를 45도선에 나타내고 이를 그림 3.2.1.41에 제시하였

다.

l 통합 상관방정식을 이용한 SO2 분압변화에 따른 SO2 용해도

기상의 SO2의 분압변화에 따른 SO2 용해도를 계산하기 위하여 SO2의 기상 압력을 약 0.1

MPa씩 변화시키고 각 구간마다의 온도를 고정시켜 SO2 용해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를 표

3.2.1.17에 나타내었고, SO2 용해도에 대한 문헌 값[3.2.1.39]과 계산된 결과 값을 비교하여 그

림 3.2.1.42의 45도선에 나타내었다.

표 3.2.1.17와 그림 3.2.1.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도가 20  , 60  및 70  인 경우 문

헌 값과 계산된 용해도의 오차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경우에서는 10% 이내의 상

대오차로 문헌 값과 잘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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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SO4 
(wt. 

fraction)

Pso2

(MPa)
T

()
H

Calculated
H

SO2 solubility
(wt. fraction)*

Calculated SO2 
solubility

(wt. fraction)

Rel. error
(%)

0 0.1 30 1.33 1.38 0.02 0.02 3.38

0.1 40 1.79 1.80 0.06 0.06 0.56

0.1 50 2.22 2.39 0.04 0.04 7.01

0.1 80 5.00 5.24 0.03 0.03 4.56

0.1 0.1 30 1.56 1.57 0.02 0.02 0.58

0.1 40 2.22 1.99 0.06 0.05 -11.71

0.1 50 2.70 2.60 0.04 0.04 -4.02

0.1 80 5.88 5.57 0.03 0.03 -5.53

0.2 0.1 30 1.75 1.75 0.02 0.01 -0.30

0.1 40 2.44 2.24 0.04 0.04 -9.03

0.1 50 3.03 2.93 0.03 0.03 -3.30

0.1 80 6.67 6.27 0.02 0.02 -6.25

0.3 0.1 30 1.75 1.96 0.01 0.01 10.41

0.1 40 2.44 2.57 0.04 0.04 5.15

0.1 50 3.03 3.41 0.03 0.03 11.21

0.1 80 6.67 7.30 0.02 0.02 8.73

0.4 0.1 30 2.38 2.25 0.01 0.01 -6.05

0.1 40 3.13 3.03 0.03 0.03 -3.29

0.1 50 4.17 4.05 0.03 0.02 -2.78

0.1 80 9.09 8.63 0.02 0.02 -5.36

0.5 0.1 30 2.63 2.66 0.01 0.01 0.91

0.1 40 3.70 3.63 0.03 0.03 -1.98

0.1 50 4.76 4.88 0.03 0.02 2.32

0.1 80 10.00 10.21 0.02 0.02 2.05

0.55 0.1 30 3.03 2.92 0.01 0.01 -3.72

0.1 40 4.00 4.00 0.03 0.03 0.05

0.1 50 5.56 5.36 0.02 0.02 -3.67

0.1 80 11.11 11.09 0.02 0.02 -0.24

0.6 0.1 30 3.03 3.24 0.01 0.01 6.35

0.1 40 4.00 4.42 0.03 0.02 9.56

0.1 50 5.56 5.89 0.02 0.02 5.74

0.1 80 11.11 12.01 0.01 0.01 7.50

0.65 0.1 30 3.70 3.60 0.01 0.01 -2.76

0.1 40 5.00 4.90 0.02 0.02 -2.08

0.1 50 6.67 6.48 0.02 0.02 -2.83

0.1 80 13.33 12.99 0.01 0.01 -2.68

0.7 0.1 30 4.00 4.03 0.01 0.01 0.79

0.1 40 5.88 5.43 0.02 0.02 -8.30

표 3.2.1.16. 0.1 MPa 압력 하에서 통합 상관방정식을 이용한 SO2 용해도 계산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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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SO4 
(wt. 

fraction)

Pso2

(MPa)
T

()
H

Calculated
H

SO2 solubility
(wt. fraction)*

Calculated SO2 
solubility

(wt. fraction)

Rel. error
(%)

0.1 50 7.14 7.13 0.01 0.01 -0.21

0.1 80 14.29 14.00 0.01 0.01 -2.03

0.75 0.1 30 4.35 4.53 0.01 0.01 3.92

0.1 40 6.25 6.03 0.02 0.02 -3.69

0.1 50 7.69 7.83 0.01 0.01 1.78

0.1 80 15.38 15.05 0.01 0.01 -2.19

0.8 0.1 30 5.00 5.09 0.01 0.01 1.76

0.1 40 7.14 6.69 0.014 0.015 -6.77

0.1 50 8.33 8.60 0.012 0.012 3.05

0.1 80 16.67 16.14 0.006 0.006 -3.26

0.85 0.1 30 5.56 5.73 0.018 0.017 3.06

0.1 40 7.69 7.42 0.013 0.013 -3.62

0.1 50 9.09 9.42 0.011 0.011 3.51

0.1 80 16.67 17.26 0.006 0.006 3.41

* Data from A. G. Amelin, Sulfuric Acid Technology, Khimiya Publ., Moscow, Table XI, 458(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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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from A. G. Amelin vs Calculated data by using correlation eq.

그림 3.2.1.41. SO2 용해도에 대한 문헌 값과 계산 값과의 비교(0.1 MPa SO2 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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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o2
(MPa)

T
(
o
C)

SO2
solubility
(g)

H
Calculated
H

SO2
solubility

(wt. fraction)*

Calculated
SO2 solubility
(wt. fraction)

Rel. error
(%)

0.1013 20 4.7 2.26 1.95 0.04 0.05 -15.92

0.2027 20 10 2.23 1.95 0.09 0.10 -14.54

0.3040 20 16 2.20 1.95 0.14 0.16 -13.22

0.1013 30 3.8 2.77 2.66 0.04 0.04 -4.20

0.2027 30 7.8 2.80 2.66 0.07 0.08 -5.49

0.3040 30 12.5 2.74 2.66 0.11 0.11 -3.03

0.4053 30 17.3 2.75 2.66 0.15 0.15 -3.48

0.1013 40 2.7 3.85 3.63 0.03 0.03 -6.09

0.2027 40 5.5 3.89 3.63 0.05 0.06 -7.06

0.3040 40 8.8 3.76 3.63 0.08 0.08 -3.49

0.4053 40 12.5 3.65 3.63 0.11 0.11 -0.44

0.5066 40 16.4 3.60 3.63 0.14 0.14 1.00

0.6080 40 20.5 3.57 3.63 0.17 0.17 1.60

0.1013 50 2.1 4.93 4.88 0.02 0.02 -1.02

0.2027 50 4.1 5.15 4.88 0.04 0.04 -5.57

0.3040 50 7 4.65 4.88 0.07 0.06 4.68

0.4053 50 9.5 4.67 4.88 0.09 0.08 4.18

0.5066 50 12.5 4.56 4.88 0.11 0.10 6.48

0.6080 50 15.9 4.43 4.88 0.14 0.12 9.09

0.7093 50 19.3 4.38 4.88 0.16 0.15 10.07

0.1013 60 2 5.17 6.39 0.02 0.02 19.10

0.2027 60 3.8 5.54 6.39 0.04 0.03 13.30

0.3040 60 5.5 5.83 6.39 0.05 0.05 8.69

0.4053 60 8 5.47 6.39 0.07 0.06 14.32

0.5066 60 10 5.57 6.39 0.09 0.08 12.74

0.6080 60 12.5 5.47 6.39 0.11 0.10 14.31

0.7093 60 15 5.44 6.39 0.13 0.11 14.84

0.1013 70 1.5 6.85 8.16 0.01 0.01 16.04

0.2027 70 3 6.96 8.16 0.03 0.02 14.75

0.3040 70 4.2 7.54 8.16 0.04 0.04 7.62

0.4053 70 5.1 8.35 8.16 0.05 0.05 -2.31

표 3.2.1.17. SO2 분압변화에 따른 SO2 용해도 계산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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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o2
(MPa)

T
(oC)

SO2
solubility
(g)

H
Calculated
H

SO2
solubility

(wt. fraction)*

Calculated
SO2 solubility
(wt. fraction)

Rel. error
(%)

0.5066 70 7.5 7.26 8.16 0.07 0.06 11.06

0.6080 70 9.4 7.08 8.16 0.09 0.07 13.32

0.7093 70 11.8 6.72 8.16 0.11 0.09 17.68

0.1013 80 1 10.23 10.21 0.01 0.01 -0.22

0.2027 80 2 10.34 10.21 0.02 0.02 -1.26

0.3040 80 3.1 10.11 10.21 0.03 0.03 0.97

0.4053 80 4.2 10.06 10.21 0.04 0.04 1.51

0.5066 80 5.2 10.25 10.21 0.05 0.05 -0.39

0.6080 80 6.3 10.26 10.21 0.06 0.06 -0.49

0.7093 80 7.6 10.04 10.21 0.07 0.07 1.63

* SRNL Data

SO2 Solubility (wt. f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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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NL data vs Calculated data by using correlation eq. 

그림 3.2.1.42. SO2 분압을 변화에 따른 SO2 용해도에 대한 문헌 값과 계산 값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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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O2 전기분해 특성

1980년에 발표된 웨스팅하우스사의 실험[3.2.1.36] 이후 이산화황 전기분해에 대한 연구 활동

이 미미하다가 최근에 와서 SRNL에 의해서 체계적인 연구가 재 수행되고 있다.[3.2.1.39]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살펴볼 때, 이산화황이 녹아있는 수용액의 전기분해로부터 Anode에서

산소가 발생하기보다는 황산이 생성되었고 수소이온 교환 막을 통과한 수소이온이 Cathode에

서 환원되어 수소를 생성시키는 것을 실증함으로써 복합열화학(HyS)공정의 가능성을 확보하였

고 정성적인 관점에서 전해온도와 압력의 상승은 보다 낮은 적용전압을 요구하고 수용액내 황

산농도의 증가는 그 영향력이 미약하기는 하나 적용전압의 상승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온교환막의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며 막의 종류 및 전처리 방법에 따라 전

해특성과 내구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SRNL은 2005년에 수행한 2종의 전해셀 실험에서 장치의 부식문제와 반응물의 물질이동문제

를 각각 발견하였는데 전자의 경우는 Proton Energy System사에서 제작한 Hastelloy B재료의

장비였고 후자의 경우는 Univ. of South Carolina에서 대여한 탄소재료로 제작된 전해셀이었

다. 또한 2006년의 연구에서는 전해전압의 강하를 꾀할 수 있도록 이산화황의 용해도를 증가시

키기 위하여 이산화황 흡수탑의 운전압력을 2기압에서 6기압으로 승압시켰고 전해온도를 80oC

까지 승온시켰으나 승온의 과정에서 이산화황의 용해도가 감소하는 역효과도 나타남을 확인하

였다. 2006년의 연구 성과로는 Anode Chamber로부터 Cathode Chamber로의 이산화황 이동을

줄일 수 있는 MEA(Membrane Electrode Assembly)의 성능을 개선시켰고 Anode 촉매로의 반

응물 이동과 전극반응에 의해 생성된 황산의 역이동이 용이하도록 유체흐름을 개선시켰다는

것이 괄목할만한 사항이다.

그림 3.2.1.43, 3.2.1.44, 3.2.1.45, 3.2.1.46은 웨스팅하우스사와 SRNL이 발표한 전해특성 자료

를 소개한 것이다.[3.2.1.37, 3.2.1.39]

그림 3.2.1.43. 웨스팅하우스사의 HyS 전해셀 및 실험 특성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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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44. SRNL의 운전압력과 온도에 따른 적용전압과 전류밀도의 상관도.

그림 3.2.1.45. SRNL의 MEA종별 적용전압과 전류밀도의 상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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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46. SRNL의 황산용액에 따른 적용전압과 전류밀도의 상관도.

그림 3.2.1.47. SRNL의 적용전압에 대한 Anolyte 유량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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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복합열화학(HyS) 공정도와 물질수지

SRNL에서 최근에 발표한 복합열화학(HyS)공정은 황산용액 농축단계로 5단계에 걸친 플래

시 증류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약 90 wt%까지 농축된 황산용액을 고온 분해기로 보내어 분해

시킨 후 여기에서 생성된 이산화황과 산소 혼합기체를 황산용액을 흡수제로 사용하는 흡수탑

(10단으로 구성)에 주입하여 이산화황으로부터 산소를 분리시킨 후 산소는 배출하고 이산화황

이 용해된 황산용액은 전기분해 셀의 Anode 실로 주입하여 전기분해를 꾀함으로써 수소를 얻

는 계통도로 구성되어 있다.[3.2.1.40]

이에 반하여 정용훈에 의해 2005년에 발표된 복합열화학(HyS)공정은 플래시 증류에 의해 황

산용액을 농축시키고 농축된 황산 용액을 고온의 황산분해 장치로 주입시켜 황산분해를 도모

한 후 냉각시켜 미분해 황산용액과 삼산화황을 응축시킴으로써 이산화황과 산소의 혼합기체로

부터 1단계 분리시킨 후 가압과 냉각을 혼합기체에 교대로 가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이산화황을

산소로부터 최종 분리시킨 후 전기분해기로 순환시키는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3.2.1.42]

그러나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산화황의 황산용액에 대한 포화용해도가 그다지 높지

못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SRNL이 발표하고 있는 이산화황의 분리/회수 절차가 실제적으로는

복잡한 양상을 나타낼 것이라 짐작되며 참고문헌 [3.2.1.42]에서 소개하고 있는 가압(50 bar)/냉

각법(-85oC)에 의한 이산화황 분리 방법은 이산화황의 이슬점 조건을 이용하여 산소로부터 분

리하는 방법으로 논리적인 타당성을 보장하지만 기체의 가압과정과 냉각과정에서 소요되는 전

기 에너지와 회수된 이산화황의 Anode Chamber로의 주입이 기체 상태로 이룩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서 참고문헌 [3.2.1.42]의 이산화황과 산소의 분리방법을

따라 소요에너지를 살펴보면,

- 단열 압축과정에서의 필요에너지













 


 

 






--------------------------------------(3.2.1.27)

여기에서 유체조건을 표5의 line # 15를 적용하는 경우, k=Cp/Cv=1.3034, P2=50 bar, P1=6

bar, R=8.3144 J/mol/K, T1=313 K를 적용하는 경우, 약 7.135 kJ/mol의 일량이 필요하며

448.84 mol/s의 이산화황과 산소의 유량을 적용하는 경우 3,202.48 kJ/s의 일률이 되고 다시 이

것을 압축기의 운전효율 75%와 고온 가스터빈 전기에너지 생산효율 48%를 적용하면 8,895.8

kJ/s의 열에너지가 소요된다.

- 냉각과정에서의 필요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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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28)

단열 압축과정에서 6 bar의 혼합기체를 50 bar까지 승압하면 배출 기체의 온도는 554

K(281oC)로 증가한다. 이것을 냉동기를 이용하여 등압조건에서 TL=193 K(-80
oC)까지 냉각시킨

다고 하면 냉동기에 의해 열을 빼앗는 에너지(-Q)는 14,483.6 kJ/s이며 1.84의 냉동기 COP를

적용하면 7,879 kJ/s의 전력이 필요하며 VHTR에 의한 고온 가스터빈의 전기생산 효율 48%를

고려하는 경우, 최종적인 소요 열에너지는 16,415 kJ/s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복합열화학(HyS)공정에서 요구하는 황산 용액의 농축과 분해과정으로 본 연

구팀에 의해 앞서 심층 분석한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의 황산용액 농축/분해 단위공

정을 채택하고[3.2.1.43] 이산화황의 회수/순환 방법으로는 에너지의 소모를 극소화 할 수 있는

이온흡착제를 이용한 화학 흡/탈착 법을 채택함으로써 그림 3.2.1.48과 같은 공정도를 도출할

수 있었다.

그림 3.2.1.48. KAERI HyS공정도.

그림 3.2.1.48의 공정도를 기준으로 300 mol/s의 수소생산규모 복합열화학(HyS)공정 물질수

지를 세우면 표 3.2.1.18과 같다. 그림 3.2.1.48과 표 3.2.1.18에서의 이산화황의 흡수탑(D)과 이

산화황 흡수액의 전기분해기(E) Battery는 그림 3.2.1.49와 같이 운전조건에 따라 다양한 배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Battery 쌍을 최소화 할 수 있는 40oC, 6기압 운전방

식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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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18. KAERI HyS공정 물질수지

D9

E9

D8D7D6D5D4D3D2D1

E8E7E6E5E4E3E2E1

D9

E9

D8D7D6D5D4D3D2D1

E8E7E6E5E4E3E2E1

0 mol·SO2/s 42.12 mol·SO2/s 82.58 mol·SO2/s 121.23 mol·SO2/s 158.90 mo l·SO2/s 195.81 mol·SO2/s 230.86 mol·SO2/s 265.23 mol·SO2/s 297.82 mo l·SO2/s

298.84 mol·SO2/s

43.28 mol·H2/s 83.74 mol·H2/s 122.39 mol·H2/s 160.06 mo l·H2/s 196.97 mol·H2/s 232.02 mol·H2/s 266.39 mol·H2/s 298.98 mol·H2/s 300.00 mol·H2/s

1802.05 mol·H2O/s
2.67 mol·H

2
SO

4
/s

2.32 mol·SO2/s

1802.05 mol·H2O/s
2.67 mol H

2
SO

4
/s

44.44 mol·SO2/s

1715.49
45.95

1.16

1715.49
45.95
41.62

1634.57
86.41

1.16

1634.57
86.41
39.81

1557.26
125.66

38.82

1557.26
125.66

1.16

1481.94
163.33

38.07

1481.94
163.33

1.16

1408.11
200.24

36.21

1408.11
200.24

1.16

1338.01
235.29

35.52

1338.01
235.29

1.16

1269.28
269.66

33.76

1269.28
269.66

1.16

1204.08
302.25

2.18

1204.08
302.25

1.16

1202.05 mol·H2O/s
303.27 mo l H

2
SO

4
/s

1.16 mo l·SO2/s

(a)

D1

E1

D2

E2

D2

E2

D3

E3

D3

E3

D4

E4

D4

E4

1802.05 mol·H2O/s
2.67 mol·H

2
SO

4
/s

2. 2 mol·SO2/s

0 mol·SO2/s

1802.05 mol·H2O/s
2.67 mol·H

2
SO

4
/s

98.07 mol·SO2/s

1608.24 mol·H2O/s
99.58 mol·H

2
SO

4
/s

1.16 mo l·SO2/s 1608.24 mol·H2O/s
99.58 mol H

2
SO

4
/s

84.05 mol·SO2/s

1442.45 mol·H2O/s
182.47 mol H

2
SO

4
/s

1.16 mol·SO2/s 1442.45 mol·H2O/s
182.47 mol H

2
SO

4
/s

78.68 mol·SO2/s

1287.40 mol·H2O/s
259.99 mol·H

2
SO

4
/s

1.16 mol·SO2/s 1287.40 mol·H2O/s
259.99 mol H

2
SO

4
/s

43.84 mol·SO2/s

1202.05 mol·H2O/s
302.67 mo l H

2
SO

4
/s

1.16 mo l·SO2/s

298.84 mol·SO2/s

256.16 mol·SO2/s178.64 mol·SO2/s95.75 mo l·SO2/s

96.91 mol·H2/s 179.80 mol·H2/s 257.32 mol·H2/s 300.00 mol·H2/s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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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E1

D2

E2

D2

E2

D3

E3

D3

E3

0 mol·SO2/s

1802.05 mol·H2O/s
2.67 mol·H

2
SO

4
/s

2.32 mol·SO2/s

1802.05 mol·H2O/s
2.67 mol·H

2
SO

4
/s

163.16 mol·SO2/s

1478.46 mol·H2O/s
164.67 mol·H

2
SO

4
/s

1.16 mo l·SO2/s 1478.46 mol·H2O/s
164.67 mol·H

2
SO

4
/s

128.18 mol·SO2/s

1224.02 mol·H2O/s
291.69 mol·H

2
SO

4
/s

1.16 mol·SO2/s 1224.02 mol·H2O/s
291.69 mol·H

2
SO

4
/s

12.14 mol·SO2/s

1202.05 mol·H2O/s
302.67 mo l·H

2
SO

4
/s

1.16 mol·SO2/s

298.84 mol·SO2/s

287.86 mo l·SO2/s160.84 mol·SO2/s

162.00 mol·H2/s 289.02 mol·H2/s 300.00 mo l·H2/s

(c)

D1

E1

D2

E2

D1

E1

D2

E2

D2

E2

1802 05 mol·H2O/s
2 67 mo l·H2SO4/s

2 32 mo l·SO2/s

0 mol·SO2/s

298 84 mol·SO2/s

1202 05 mol·H2O/s
302 67 mol·H2SO4/s

1 16 mol·SO2/s1802 05 mol·H2O/s
2 67 mo l·H2SO4/s

208 74 mo l·SO2/s

1386 90 mol·H2O/s
210 25 mol·H2SO4/s

1 16 mol·SO2/s
1386 90 mol·H2O/s

210 25 mo l·H
2
SO

4
/s

93 58 mo l·SO2/s

206 42 mol·SO2/s

207 58 mol·H2/s 300 00 mol·H2/s

(d)

D1

E1

D2

E2

D1

E1

D2

E2

D2

E2

1202 05 mol·H2O/s
302 67 mol·H

2
SO

4
/s

1 16 mol·SO2/s

298 84 mol·SO2/s
1802 05 mol·H2O/s
2 67 mo l·H2SO4/s

2 32 mo l·SO2/s

0 mol·SO2/s

300 00 mol·H2/s

1802 05 mo l·H2O/s
2 67 mol·H

2
SO

4
/s

258 60 mol·SO2/s

1287 17 mol·H2O/s
260 11 mol·H

2
SO

4
/s

1 16 mol·SO2/s 1287 17 mol·H2O/s
260 11 mo l·H2SO4/s

43 72 mo l·SO2/s

256 28 mol·SO2/s

257 44 mol·H2/s

(e)

그림 3.2.1.49. 운전조건별 이산화황 흡수탑과 전기분해 Battery

(a)25oC, 0.1013MPa, (b)25oC, 0.2026MPa, (c)25oC, 0.3039MPa

(d)30oC, 0.4052MPa, (e)40oC, 0.6078MPa, Di;SO2 Dissolver, Ei;Electrolyzer.

(3) Thermal Pathway 및 수소생산 열효율 평가

그림 3.2.1.48의 복합열화학(HyS) 수소생산 공정은 VHTR로부터 열에너지와 전기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는데 VHTR과의 체결방식에 따라 그림 3.2.1.50과 같은 직접체결방식과 그림

3.2.1.51과 같은 간접체결방식으로 구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후자에 비해 중간 열 이동

순환매체가 한 단계 줄어듦으로 해서 열 이용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운

전 안전 관점에서는 불리하다. 일본의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에서는 전자의 직접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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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3.2.1.44]을 추천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고온전기분해(HTSE)공정에서는 후자의 간접체결

방식[3.2.1.45]을 추천하고 있다.

전기에너지의 소모가 큰 고온전기분해(HTSE)공정이나 복합열화학(HyS)공정에서는 전기생

산 효율이 수소생산 효율에 크게 영향을 줌으로써 VHTR에 의한 전기생산도 동시에 병행되어

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그림 3.2.1.51과 같은 간접체결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그림 3.2.1.50. VHTR과 수소생산공정의 직접체결방식.

그림 3.2.1.51. VHTR과 수소생산공정의 간접체결방식.

복합열화학(HyS)공정 열효율 평가는 표 3.2.1.18에서 제시한 300 mol/s 수소생산 규모의 물

질수지와 운전조건을 기준으로 수행하였으며 공정을 구성하는 장치와 배관에서의 외부환경으

로의 열손실은 없고 공정에서 필요로 하는 전기에너지는 고온 기체터빈(전기 생산효율 48%)에

의해 생산되는 전력으로 공급한다는 가정을 도입하였다.

한편 각 장치에서의 에너지 수지는 아래의 식에 의해 물질수지와 운전조건을 적용하여 계산

되며 여기에서 계산된 열에너지 Q(J/s)가 양의 값이면 에너지를 외부로부터 받아야 하고 음의

값이면 에너지를 외부로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Q = ∑∫Tin
T mi,inCpidT + mp,out∆Hr,T (3.2.1.29)

Tin : 주입유체 온도(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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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반응기 온도(K)

mi,in : i성분 주입유량(mol/s)

mp,out : 반응생성물 배출유량(mol/s)

Cpi : i성분 비열(J/mol/K)

∆Hr,T : 온도 T에서의 반응열(J/mol)

식 (3.2.1.29)에서 화학반응 없이 유체의 단순 가열내지 냉각되는 시스템인 경우에는 우측 첫

번째 항만 살아남고 2번째 항은 0이 된다.

용액이송과 장치의 운전 압력을 맞추기 위하여 펌프를 이용하는 경우, 요구되는 에너지

Ẇp(J/s)는 Bernoulli 식을 이용하여 다음의 식 (3.2.1.30)에 의해 계산된다.

Ẇp = ṁ∆P/ρ + ṁg∆h + ṁ∆v2/2 + ṁhf (3.2.1.30)

ṁ : 유체 질량속도(kg/s)

∆P : 펌프 입구/출구 압력차(N/m2)

ρ : 유체밀도(kg/m3)

g : 중력가속도(m/s2)

∆h : 펌프 양단 체결장치 수위차(m)

∆v : 유체 선속도(m/s)

hf : 에너지 마찰손실(J/kg)

장치 간 운전압력을 맞추기 위하여 감압용 터빈을 이용하며 이 때 생산할 수 있는 전기에너

지 Ẇt(J/s)는 다음 식 (3.2.1.31)을 이용 계산하였다.

Ẇt = ηtṁ∆Pt/ρ                                                   (3.2.1.31)

ηt : 전기생산 종합효율(액체터빈 경우 0.9, 스팀터빈 경우 0.35 적용)

∆Pt : 터빈 입구/출구 압력차(N/m
2
)

표 3.2.1.19는 식 (3.2.1.29), (3.2.1.30), (3.2.1.31)과 표 3.2.1.18의 물질수지를 이용하여 300

mol/s의 수소를 얻는 데 요구되는 에너지 수요를 계산한 것으로 현재까지 발표된 기초자료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선속도는 비 이상용액의 과잉부피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값이 적용되었고

에너지수지에서도 혼합열 효과가 고려되지 않았음을 밝힌다. 또한 AD/DA 컨버터의 효율은

95%를 적용하였고 전기분해장치에서 소요되는 전기에너지는 웨스팅하우스 사의 실험결과인

200 mA/cm
2
의 전류밀도를 시현하는 적용전압 0.568 V를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표 3.2.1.19에서

에너지부하가 +값이면 에너지를 공급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값이면 에너지를 뽑아 쓸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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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pment
Electricity 
(kWAC)

Thermal E 
(kWth)

Remarks

Electrolyzer 34,618.1 Vapplied=0.568VDC(I/A=200 mA/cm2) & ηac/dc=0.95

Pump 1 16.2 펌프입출구 압력차만 잠정고려

Pump 2 18.3 펌프입출구 압력차만 잠정고려

Pump 3 3.5 장치 Head차 5m 가정

Diffuser -26.7 액체터빈 전기생산 효율 0.9 적용

Reboiler 1 59,640.0

Tube side; HE1(by gas phase sensible heat, heat of 
formation of H2SO4, and latent heats of 98 wt% H2SO4 
(49,646.9 kJ/s; 638.9oC→185oC) and by using a heat 
pump(9993.1kJ/s; 185oC→165oC(H2O BP at 7 bar)), 
86.55% of Line # 013 stream)

Heat pump 114.1 COP = 87.6 적용

Reboiler 2 26,000.0
Tube side; HE1(Input 850oC/Output 638.9oC, 100% 
stream of Line # 013)

98w%H2SO4� 
vaporizer

75,281.4 Heated by He

H2SO4� 
decomposer

38,015.3 Heated by He

SO3� 
decomposer

34,881.8 Heated by He

SO2�desorber 14,977.8

-Primary heating(1,189.2 kJ/s; 40oC→48.6oC) by the 
sensible heat of uncondensed gas stream from the 
Reboiler 1 tube side(Input 165oC/Output   94oC)�
-Secondary heating(13,788.6 kJ/s; 48.6oC→130oC) by 
the gas phase sensible heat and the latent heats 
of�H2SO4 and H2O of HE1 tube side stream(Input 
638.9oC/Output 165oC(H2O BP at 7 bar), 13.45% of 
Line # 013 stream)

HE1

-26,000.0
-59,640.0
-14,977.8

Shell side; Reboiler 2(SS Operation Temp 240oC)
Shell side; Reboiler 1(SS Operation Temp 170oC)
Shell side; SO2�desorber(Heating from 40oC to 130oC)

HE2 -1,130.4 Shell side; HE3

HE3 1,130.4 Tube side; HE2 

Total 34,743.5 148,178.5
ηeff=0.39 at ηelectricity=0.48
ηeff=0.35 at ηelectricity=0.35

표 3.2.1.19. 300 mol∙H2/s의 생산규모 HyS공정 에너지수지

표 3.2.1.19에서 나타낸 에너지 수지에 따라 Thermal pathway를 살펴보면, 중간루프로부터

헬륨에 의한 복합열화학(HyS)공정으로의 열전달은 SO3분해기, 황산분해기, 황산용액 증발기

순으로 이룩되며 Reboiler 2로의 열공급은 SO3분해기에서 배출되는 공정 혼합기체(Line # 013)

가 지니고 있는 현열로써 감당하고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공정 유체의 86.55%(몰 유량 기준)가

다시 Reboiler 1의 튜브측으로 공급되어 공정 유체가 가지고 있는 현열과 황산 재결합 반응열

및 황산의 응축열에 의해 Reboiler 1을 1차 가열하고 연이어 본 공정 유체의 온도를 H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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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mp에 의해 165oC까지 떨어뜨림으로써 발생되는 열에너지로 Reboiler 1 내부용액을 170oC까

지 2차 가열한다. 한편 Reboiler 2의 튜브측에서 배출되는 13.45%(몰 유량 기준)의 공정 유체

는 SO2 탈착기의 2차 가열 매체로서 활용되고 이것의 1차 가열 매체로는 Reboiler 1의 가열매

체로 사용된 공정유체 중 미응축 기체로 남아 있는 공정 혼합기체의 165oC로부터 94oC까지 냉

각에 의해 얻어지는 현열을 이용한다.

이상의 Thermal pathway를 기준으로 복합열화학(HyS)공정의 수소생산 열효율을 계산하였

을 때, 복합열화학(HyS)공정의 전기분해기에서 요구하는 전기 에너지를 48%의 전기생산 효율

을 갖는 VHTR의 고온 기체터빈에 의해 발전 공급하는 경우를 적용하면 HHV(High Heating

Value 285.8 kJ/molžH2)기준 약 39%의 수소생산 효율이 나오고 35%의 전기생산 효율을 갖는

PWR의 스팀터빈에 의해 발전 공급하는 경우를 적용하면 약 35%의 수소생산 효율이 전망된

다.

라. 요약 및 건의사항

우리나라가 참조 수소생산 공정으로 채택하고 있는 EED-SI공정과 대안 공정으로 채택하

고 있는 고온수증기전기분해(HTSE) 공정 및 황-하이브리드(HyS) 공정에 대한 물질수지와 에

너지수지를 바탕으로 수소생산 열효율을 계산한 결과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 EED-SI공정의 수소 생산 열효율은 EED의 성능에 민감하였으며 수소생산 효율을 적어도

40%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0.2V 미만의 적용전압에서 목적으로 하는 HI용액 농축속

도를 나타낼 수 있는 EED장치가 개발되어야 한다.

- 초고온가스로 연계 고온전기분해(HTSE) 수소생산 공정의 수소생산 열효율은 미국 INL에

서 제시하고 있는 Thermal neutral voltage 1.2454 V를 적용하였을 때, 45 % 내외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 VHTR 시스템에 고온 가스터빈에 의한 전기생산을 동반하는 경우, 복합열화학(HyS)공정

에 의한 수소생산 열효율은 HHV기준 약 39 %에 달할 것으로 예측한다.

- 각 공정들의 수소생산 열효율 평가는 파일럿 시험 단계에서 장치 및 배관에서의 외부로의

열손실을 감안하여 재평가가 요구된다.

2. 수소생산공정 기술성 비교평가

가. 서론

물로부터 수소를 얻고자 하는 원자력수소 제조기술은 1970년대 초반 오일 쇼크를 맞이하면

서 관심의 대상이 된 약 35년의 역사를 간직한 기술로서 1997년 지구 온난화를 걱정한 교토

의정서와 부시 대통령의 원자력에너지 혁신적 연구를 위한 포괄 에너지정책 ‘원자력수소 이니

셔티브(NHI)’의 발표와 더불어 연구개발의 시의성을 확보하였다. 특히 초고온 기체냉각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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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HTR)의 950oC 열원은 물로부터의 수소생산에 아주 유리한 위치를 차지함과 아울러 국제적

인 공감대를 형성하여 원자력수소(Nuclear Hydrogen)라는 신조어를 만들었고 경제적인 수소생

산 가능성에 초점을 둔 국제 공동연구 포럼(GIF VHTR)을 탄생시켰다.

2000년에 Brown과 Funk등[3.2.2.1]은 현재까지 발표된 물분해로부터 수소를 제조할 수 있는

연구결과들을 조사하여 몇 가지의 선별기준 즉, 화학반응 단계 수, 화학분리 단계 수, 화학반응

원료물질 수, 공정 소요물질의 수급성, 프로세스 용액의 부식성, 공정의 연속 운전성, 운전 온

도, 연구논문 발표 수, 실험 및 시험 수준, 효율과 비용자료 접근성 등의 10개항에 걸친 점수부

여 원칙을 정하고 25개 기술들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여 표 3.2.2.1과 같은 결과를 발표한 바 있

으나 당시 조사평가 대상에서 수증기의 고온전기분해(HTSE) 기술은 누락되었었다.

표 3.2.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의 선별 기준에서는 웨스팅하우스 복합열화학(HyS)공정

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GA사의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은 78점으로 4번째로 높

은 점수를 획득하였으나 뒤에 Ispra Mark 13공정이 브롬을 원료물질로 사용한다는 사실과

UT-3공정이 고체 물질을 취급한다는 이유로 DOE의 연구지원 대상에서 누락됨으로써 현재는

복합열화학(HyS)공정과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만이 지속적으로 연구 대상이 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보다 뒤늦게 본격적인 연구가 착수되긴 하였지만 미국 INL과 Ceramatech사의 연구팀이

공동으로 기술개발 중인 고온 수증기의 전기분해에 의한 수소제조 방법, 고온전기분해(HTSE)

공정이 원자력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후보기술로 각광을 받으면서 현재 DOE의 집중

적 지원을 받고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현재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기술들은 이산화황

과 요오드를 순환매체로 하는 열화학공정(SI Process)[3.2.2.2], 황산을 순환매체로 하는 전기-

열화학 복합공정(HyS Process)[3.2.2.3], 고온수증기 전기분해공정(HTSE Process)[3.2.2.4]으로

집약된다.

표 3.2.2.1. 기술선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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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들에 대한 기술성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수소경제의 도래 시점을 2030년대로 가정

하고 기술성 평가항목으로 7개항을 선정/정의하여 항목별 현재의 기술수준과 현안을 조사함과

아울러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거쳐 계층분석

(Analytic Hierarchy Process)하였다.

나. 기술성 평가요소 도출 및 정의

경쟁 기술 간에 하나의 기술을 선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 8개항의 평가요소들에 대한

비교 평가 후 하나의 기술을 선택한다.[3.2.2.5]

l 기술적 요소(Technical factors)

기술적 요소라 함은 공정의 유연성, 연속운전, 특수 제어장치의 사용 여부, 상용규모, 적

용 기술의 난해성, 열효율, 특수 부속물의 필요 여부, 미래 발전 전망, 안전성 및 위해도 등

을 말한다.

l 재료물질(Raw materials)

재료물질 요소는 현재와 미래의 수급성, 전처리 필요 여부, 취급성, 저장성 등의 관점에

서 평가한다.

l 폐기물 및 부산물(Waste products and by-products)

폐기물의 발생량 및 가치, 그리고 시장 잠재성, 폐기방법, 부반응에 의한 부산물 생성 등

이 평가 요소가 된다.

l 장치(Equipment)

장치의 종류와 수급성, 규모 확장성(Scale-up), 장치 건조재료, 초기비용, 설치 및 유지

관리비, 교체 주기 등이 평가 요소가 된다.

l 플랜트 부지(Plant location)

소요부지의 규모, 운반시설, 제품의 시장과 원료물질 공급처와의 근접성, 에너지 및 유틸

리티의 공급체계, 노동시장, 기후, 법적 제약성 및 세금 등의 평가 요소를 갖는다.

l 비용(Costs)

원재료 가격, 감가상각, 특수 노무비, 특허료 등이 주 평가 대상이다.

l 시간요소(Time factor)

프로젝트 완성 시점, 공정 개발 기간, 시장 형성기, 화폐가치의 변동 등의 평가 요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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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공정 고려사항(Process considerations)

기술 완성도, 타 공정과의 원재료 물질 공유, 생산 제품의 신뢰성 등의 평가 요소를 갖는

다.

다. 원자력수소생산 기술개발 국제 현황과 계획

(1)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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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하여 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열화학적 수소제조 황-요오드(SI)공정은 1970년대

중반 미국 제너럴아토믹사(GA) 연구진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1982년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3종 화학반응들로 구성된다.[3.2.2.2]

2H2O + I2 + SO2 = 2HI + H2SO4 (Bunsen Reaction, 약 100℃, 발열반응)(3.2.2.1)

2HI = H2 + I2 (400~500℃, 흡열반응) (3.2.2.2)

H2SO4 = H2O + SO2 + 0.5 O2 (약 850℃, 흡열반응) (3.2.2.3)

분젠반응이라 불리는 식(3.2.2.1)은 발열반응이며 식(3.2.2.3)의 황산분해 반응은 400~500℃에

서 H2O와 SO3으로 1차분해 된 후, 분해된 SO3가 약 800℃ 이상에서 고체 촉매반응에 의해

SO2와 O2로 2차분해 된다. 식(3.2.2.2)의 요오드화수소(HI) 분해 반응은 기체 상태에서의 고체

촉매반응 혹은 액체 상태에서의 균질 촉매반응으로 진행된다.

3종의 화학반응들로 구성된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을 화학반응 참여 물질들의 흐름

을 기준으로 도식적 표현을 하면 그림 3.2.2.1과 같다.[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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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 화학반응식을 기준으로 한 SI공정 개념도.

이후 일본의 JAEA(구 JAERI)와 독일의 아헨공대에서도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상호간의 연구 차이점은 그림 3.2.2.1의 Section 3에 포함된 HIx 용

액의 농축과정에서 볼 수 있다. 미국의 GA사는 인산을 이용한 추출증류(extractive distillation)

방법을 제안한 바 있고[3.2.2.2], 독일 아헨공과대학은 고압 반응증류(reactive distillation) 방법

을 제안하였으며[3.2.2.7] 일본의 JAEA와 한국의 에너지기술연구원은 전기투석법에 의한 1차

농축 후 증류법에 의한 2차 농축법을 제안하고 있다.[3.2.2.8, 3.2.2.9]

2007년 KAERI는 전기투석(EED)법과 고압 증류법을 Section 3의 HIx 용액농축에 적용하고

HI의 멤브레인 촉매분해 반응기를 적용한 EED-embedded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을

발표한 바 있는데 그림 3.2.2.2, 3.2.2.3, 3.2.2.4와 같으며 이 때 발표한 200 MWth 규모에서의 물

질수지는 표 3.2.2.2와 같다.[3.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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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 EED-SI공정 Section 1 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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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3. EED-SI공정 Section 2 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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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 Water

H2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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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4. EED-SI공정 Section 3 공정도.

Line #
H2O

(mol/s)

H2

(mol/s)

O2

(mol/s)

HI

(mol/s)

I2

(mol/s)

H2SO4

(mol/s)

SO3

(mol/s)

SO2

(mol/s)

Press.

(bar)

Temp.

(K)

101 18553.60 - - 2703.53 2284.69 - - - 4.20 369

102 556.42 - - 81.08 68.52 - - - 4.20 311

103 155.80 - - 22.71 19.18 - - - 1.01 369

104 17841.38 - - 2599.74 2196.99 - - - 4.20 369

105 532.76 - - 48.66 11.76 15.11 - - 1.01 393

106 532.76 - - 48.66 11.76 15.11 - - 1.85 393

107 1593.64 - - 170.26 26.16 45.13 - - 4.20 384

108 19967.77 - - 2818.66 2234.90 60.24 - - 1.85 370

109 20057.99 - - 2819.50 2231.07 64.51 - 372.41 1.85 370

110 20057.99 - - 2819.50 2231.07 64.51 - 372.41 7.00 370

111 10.39 - 148.44 - - - - 295.72 7.00 393

112 1248.60 - - 400.23 12026.19 - - - 7.00 393

113 21592.19 - 148.44 3261.14 14481.67 64.51 - 672.74 7.00 382

114 21153.93 - 148.44 3698.86 14262.81 283.37 - 453.87 7.00 393

115 1529.54 - - - - 283.37 - 4.57 7.00 393

표 3.2.2.2. 300 mol∙H2/s의 생산규모 EED-SI공정 물질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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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1529.54 - - - - 283.37 - 4.57 1.85 393

117 274.68 - - 41.42 224.41 - - 4.60 1.85 385

118 274.68 - - 41.42 224.41 - - 4.60 7.00 385

119 4.45 - 148.44 - - - - - 4.20 384

120 1.63 - 54.18 - - - - - 1.85 289

121 0.80 - 54.18 - - - - - 1.85 289

122 110.77 - 54.18 - 8.05 - - 407.03 1.85 393

123 9.41 - 4.60 - 0.68 - - 34.59 1.85 393

124 101.36 - 49.58 - 7.36 - - 372.44 1.85 393

125 10.69 - 49.58 - 0.09 - - 0.03 1.85 370

126 12.88 - 4.60 - 5.46 - - 12.94 1.85 385

127 23.57 - 54.18 - 5.55 - - 12.97 1.85 375

128 4.22 - 54.18 - - - - - 1.01 313

129 1.51 - 94.26 - - - - - 1.01 289

130 5.73 - 148.44 - - - - - 1.01 300

131 2.82 - 94.26 - - - - - 1.01 289

132 1.31 - - - - - - - 1.01 289

133 0.83 - - - - - - - 1.85 289

134 2.14 - - - - - - - 1.01 289

135 475.99 - - - - 2.67 - - 0.07 311

136 381.41 - - - - 2.14 - - 1.01 311

137 94.59 - - - - 0.53 - - 0.07 311

138 94.59 - - - - 0.53 - - 4.20 311

139 1026.06 - - - - - - 2.32 0.10 311

140 1026.06 - - - - - - 2.32 4.20 311

141 10.03 - 148.44 - 2.23 - - 42.28 7.00 393

142 10.03 - 148.44 - 2.23 - - 42.28 4.20 354

143 19614.36 - - 3698.86 14260.58 - - 407.03 7.00 393

144 19614.36 - - 3698.86 14260.58 - - 407.03 1.85 393

145 19504.39 - - 3698.86 14252.54 - - - 1.85 393

146 5.05 - - 0.50 249.65 - - - 7.00 393

147 1228.41 - 4.60 - 5.46 303.83 - 14.10 1.85 385

148 1215.53 - - - - 303.83 - 1.16 1.85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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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1215.53 - - - - 303.83 - 1.16 0.10 350

202 1554.51 - - - - 483.86 - 2.32 0.10 350

203 441.20 - - - - 483.86 - - 0.10 443

204 52.49 - - - - 481.19 - - 0.07 513

205 52.49 - - - - 481.19 - - 7.09 513

206 332.57 - - - - 201.11 280.08 - 7.09 687

207 531.67 - - - - 2.01 479.18 - 7.09 1,023

208 532.58 - 148.44 - - 1.10 183.21 296.88 7.09 1,123

209 349.37 - 148.44 - - 184.30 0.00 296.88 7.09 393

210 338.98 - - - - 180.03 - 1.16 0.10 350

211 10.39 - 148.44 - - 4.28 - 295.72 7.09 393

212 388.71 - - - - 2.67 - - 0.07 311

213 475.99 - - - - 2.67 - - 0.07 311

214 1113.34 - - - - - - 2.32 0.10 311

215 1026.06 - - - - - - 2.32 0.10 311

301 303.03 - - - - - - - 1.01 298

302 303.03 - - - - - - - 22 298

303 303.18 - - 0.45 - - - - 20 416

304 5.05 - - 0.50 249.65 - - - 20 393

305 5.05 - - 0.50 249.65 - - - 7 393

306 18553.60 - - 3393.34 1939.77 - - - 20 393

307 18553.60 - - 2703.53 2284.69 - - - 4.2 369

308 19504.39 - - 3698.86 14252.54 - - - 1.85 393

309 19504.39 - - 4388.67 13907.62 - - - 1.85 393

310 19504.39 - - 4388.67 13907.62 - - - 22 393

311 19504.39 - - 4388.67 13907.62 - - - 22 503

312 16892.15 - - 3395.21 13634.46 - - - 22 536

313 16892.15 - - 3395.21 13634.46 - - - 22 411

314 1248.60 - - 400.23 12026.19 - - - 20 521

315 1248.60 - - 400.23 12026.19 - - - 7 393

316 2612.06 - - 989.36 275.89 - - - 22 528

317 2612.06 - - 989.36 275.89 - - - 22 723

318 0.15 302.82 - 0.15 0.15 - - - 20 723

319 - 300.00 - - - - - - 20 416

320 2611.91 0.95 - 396.52 582.10 - - - 22 723

321 2611.91 - - 398.42 581.15 - - - 22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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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 3.2.2.3, 3.2.2.4의 EED-embedded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도와 표 3.2.2.2

의 200 MWth급 물질수지를 기준으로 공정을 구성하는 핵심장치를 소개하면 표 3.2.2.3과 같다.

Serial # Name of equipment
Operation 

temp.(K)

Operation 

press.(bar)

Energy demand 

(kW)
Remarks

1-1 Bunsen reactor 393 7.00 - Demand cooling jacket

1-2 Primary O2 scrubber 384 4.20 -

1-3 Secondary O2 scrubber 393 1.01 -

1-4 SO2 absorber 370 1.85 -

1-5 HIx purifier 393 1.85 -

1-6 SA boost reactor 385 1.85 -

2-1 1st H2SO4 distillation column 443 0.10 59,640.0kWth Heated by Line # 208

2-2 2nd H2SO4 distillation column 513 0.07 26,000.0kWth Heated by Line # 320

2-3 Sulfuric acid vaporizer 687 7.09 75,281.4kWth Heated by He-line # 3

2-4 Sulfuric acid decomposer 1023 7.09 38,015.3kWth Heated by He-line # 2

2-5 SO3 decomposer 1123 7.09 34,881.8kWth Heated by He-line # 1

2-HP1 Heat pump 612.3kWe Quantity; 1 set

3-1 Electrodialysis 393 1.85 14,014.0kWe Electric energy demand

3-2 HIx distillation column 536 22.00 109,280.7kWth

Heated by heat pump

with Line # 320 and

by Line # 208

3-3 Membrane reactor 723 22.00 3,790.1kWth Heated by He-line # 4

3-4 H2 scrubber 416 20 -

3-R1 Recuperator HE301 723 22 26,612.6kWth Heated by Line # 208

3-HP1 Heat pump 9,243.9kWe Quantity; 1 set

표 3.2.2.3. EED-embedded SI공정 핵심장치 목록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에 대한 세계 각국의 연구현황을 살펴보면, 일본이 3개의 단

위공정들을 연결한 폐순환공정(closed process cycle)에 대한 30 L/h 수소생산규모의 실험실적

178시간 연속 운전 경험을 바탕으로 30 m3/h 수소생산 규모의 파일럿 설계에 임하고 있다. 특

히 일본의 경우, 2008년 7월15일 원자력위원회가 발간한 ‘지구온난화 대책에 공헌하는 원자력

의 혁신적 기술개발 로드맵’에 의하면 2010년부터 파일럿규모 수소제조 시험을 수행하여 2015

년이면 고온가스로 HTTR과 연결시험을 수행하고 2020년에 1,000 Nm3žH2/h의 수소제조시험을

달성하여 기술실증을 이룩하며 2030년경에는 상업규모로 생산을 개시한다는 로드맵을 설정해

놓고 있다.[3.2.2.11] 미국의 SNL과 GA 그리고 프랑스의 CEA는 i-NERI Phase 1 공동연구를

통하여 100 L/h의 수소생산 단위공정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였고 2단계인 Phase 2 연구에서는

100 L/h의 폐순환 종합공정을 건설하여 2008년의 1차 시험운전에서 정상상태 기준으로 약 50

L/h의 수소생산을 약 1시간에 걸쳐 확인한 바 있다.[3.2.2.12] 앞서 시행된 일본의 종합공정 운

전은 대기압 운전이었음에 반하여 미국의 종합공정 운전은 최대 운전압력 5기압에서 시행되었

다는 점이 기술의 진일보라 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일찍이 요오드화수소 용액의 농축과 분해

에 대한 단위공정 연구를 착수한 바 있었으나 현재에는 이에 대한 연구를 더 이상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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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합열화학(HyS)공정

복합열화학(HyS) 공정의 화학반응식은 다음과 같으며 공정 개념도는 그림 3.2.2.5와 같

다.[3.2.2.13]

)(H)(SOH)(OH2)(SO 24222 gaqlaq +®+ (전기분해, 80-120oC) (3.2.2.4)

)(O2/1)(SO)(OH)(SOH 22242 gggaq ++® (열분해, 800-900oC) (3.2.2.5)

폐회로로 구성되는 전체 반응식은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는 것이다. 이산화황수용액의

전기분해는 수소를 생산하며, 황산이 부산물로 남게 된다. 황산은 800oC 이상의 온도에서 분해

되어 이산화황과 산소 및 수증기를 발생시킨다. 이산화황은 냉각과정과 산소 제거과정을 거쳐

다시 전기분해 장치로 순환된다.

전기분해를 위해서는 수소이온 투과성이 좋은 전해질막이 필요하며, 근래에 연료전지에 널리

사용되는 PEM (Proton Exchange Membrane)은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다. 50 wt% 황산용액의

전기분해 전압은 200 mA/cm2 전류밀도에서 약 0.568 V이다.[3.2.2.13] 이 전압은 상온 수전해

에서 필요로 하는 전압 1.23 V보다 낮은 값으로 복합열화학(HyS)공정의 수소생산 열효율을 증

가시키는 요인이다.

그림 3.2.2.5. HyS 공정 개념도.

그림 3.2.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공정은 이산화황의 전기분해기 주입에 앞서 산소제거를

절대적으로 거치는 것이 열화학공정인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의 황산 농축 및 분해공

정과 상이한 부분으로 수소생산을 위한 이산화황의 전기분해부분과 함께 복합열화학(HyS)공정

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분해/분리된 이산화황은 전기분해에 앞서 순수 물에서부터 황산용액

에의 포화상태에 이르기까지 흡수시켜 전기분해시킴으로써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데 이산화황

의 용해도가 그다지 높지 못해[3.2.2.14, 3.2.2.15] 이산화황의 흡수탑과 전기분해 장치를 한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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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다단 캐스케이드를 유지해야 한다.[3.2.2.16]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복합열화학(HyS)공정도를 설정하면 그림 3.2.2.6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본 공정에서의 물질수지와 운전조건은 표 3.2.2.4와 같다. 한편 이산화황의 흡수탑과 전기

분해 장치로 쌍을 이루는 다단 캐스케이드를 물질수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소생산량 300

mol/s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운전 조건별로 나타내면 그림 3.2.3.7과 같다.[3.2.2.17]

그림 3.2.2.6 KAERI HyS공정도

표 3.2.2.4 KAERI HyS공정 물질수지



- 141 -

D9

E9

D8D7D6D5D4D3D2D1

E8E7E6E5E4E3E2E1

D9

E9

D8D7D6D5D4D3D2D1

E8E7E6E5E4E3E2E1

0 mol·SO2/s 42.12 mol·SO2/s 82.58 mol·SO2/s 121.23 mol·SO2/s 158.90 mo l·SO2/s 195.81 mol·SO2/s 230.86 mol·SO2/s 265.23 mol·SO2/s 297.82 mo l·SO2/s

298.84 mol·SO2/s

43.28 mol·H2/s 83.74 mol·H2/s 122.39 mol·H2/s 160.06 mo l·H2/s 196.97 mol·H2/s 232.02 mol·H2/s 266.39 mol·H2/s 298.98 mol·H2/s 300.00 mol·H2/s

1802.05 mol·H2O/s
2.67 mol·H

2
SO

4
/s

2.32 mol·SO2/s

1802.05 mol·H2O/s
2.67 mol·H

2
SO

4
/s

44.44 mol·SO2/s

1715.49
45.95
1.16

1715.49
45.95
41.62

1634.57
86.41
1.16

1634.57
86.41
39.81

1557.26
125.66
38.82

1557.26
125.66

1.16

1481.94
163.33
38.07

1481.94
163.33

1.16

1408.11
200.24
36.21

1408.11
200.24

1.16

1338.01
235.29
35.52

1338.01
235.29

1.16

1269.28
269.66
33.76

1269.28
269.66

1.16

1204.08
302.25

2.18

1204.08
302.25

1.16

1202.05 mol·H2O/s
303.27 mo l H

2
SO

4
/s

1.16 mo l·SO2/s

(a)

D1

E1

D2

E2

D2

E2

D3

E3

D3

E3

D4

E4

D4

E4

1802.05 mol·H2O/s
2.67 mol·H

2
SO

4
/s

2. 2 mol·SO2/s

0 mol·SO2/s

1802.05 mol·H2O/s
2.67 mol·H

2
SO

4
/s

98.07 mol·SO2/s

1608.24 mol·H2O/s
99.58 mol·H

2
SO

4
/s

1.16 mo l·SO2/s
1608.24 mol·H2O/s

99.58 mol·H
2
SO

4
/s

84.05 mol·SO2/s

1442.45 mol·H2O/s
182.47 mol·H

2
SO

4
/s

1.16 mol·SO2/s 1442.45 mol·H2O/s
182.47 mol·H

2
SO

4
/s

78.68 mol·SO2/s

1287.40 mol·H2O/s
259.99 mol·H

2
SO

4
/s

1.16 mol·SO2/s 1287.40 mol·H2O/s
259.99 mol H

2
SO

4
/s

43.84 mol·SO2/s

1202.05 mol·H2O/s
302.67 mo l·H

2
SO

4
/s

1.16 mo l·SO2/s

298.84 mol·SO2/s

256.16 mol·SO2/s178.64 mol·SO2/s95.75 mo l·SO2/s

96.91 mol·H2/s 179.80 mol·H2/s 257.32 mol·H2/s 300.00 mol·H2/s

(b)

D1

E1

D2

E2

D2

E2

D3

E3

D3

E3

0 mol·SO2/s

1802.05 mol·H2O/s
2.67 mol·H

2
SO

4
/s

2.32 mol·SO2/s

1802.05 mol·H2O/s
2.67 mol·H

2
SO

4
/s

163.16 mol·SO2/s

1478.46 mol·H2O/s
164.67 mol·H

2
SO

4
/s

1.16 mo l·SO2/s 1478.46 mol·H2O/s
164.67 mol·H

2
SO

4
/s

128.18 mol·SO2/s

1224.02 mol·H2O/s
291.69 mol·H

2
SO

4
/s

1.16 mol·SO2/s 1224.02 mol·H2O/s
291.69 mol·H

2
SO

4
/s

12.14 mol·SO2/s

1202.05 mol·H2O/s
302.67 mo l·H

2
SO

4
/s

1.16 mol·SO2/s

298.84 mol·SO2/s

287.86 mo l·SO2/s160.84 mol·SO2/s

162.00 mol·H2/s 289.02 mol·H2/s 300.00 mo l·H2/s

(c)

D1

E1

D2

E2

D1

E1

D2

E2

D2

E2

1802.05 mol·H2O/s
2.67 mo l·H2SO4/s

2.32 mo l·SO2/s

0 mol·SO2/s

298.84 mol·SO2/s

1202.05 mol·H2O/s
302.67 mol·H2SO4/s

1.16 mol·SO2/s1802.05 mol·H2O/s
2.67 mo l·H2SO4/s

208.74 mo l·SO2/s

1386.90 mol·H2O/s
210.25 mol·H2SO4/s

1.16 mol·SO2/s
1386.90 mol·H2O/s

210.25 mo l·H
2
SO

4
/s

93.58 mo l·SO2/s

206.42 mol·SO2/s

207.58 mol·H2/s 300.00 mol·H2/s

(d)

D1

E1

D2

E2

D1

E1

D2

E2

D2

E2

1202 05 mol·H2O/s
302 67 mol·H

2
SO

4
/s

1 16 mol·SO2/s

298 84 mol·SO2/s
1802 05 mol·H2O/s
2 67 mo l·H2SO4/s

2 32 mo l·SO2/s

0 mol·SO2/s

300 00 mol·H2/s

1802 05 mo l·H2O/s
2 67 mol·H

2
SO

4
/s

258 60 mol·SO2/s

1287 17 mol·H2O/s
260 11 mol·H

2
SO

4
/s

1 16 mol·SO2/s
1287 17 mol·H2O/s

260 11 mo l·H2SO4/s
43 72 mo l·SO2/s

256 28 mol·SO2/s

257 44 mol·H2/s

(e)

그림 3.2.2.7. 운전조건별 이산화황 흡수탑과 전기분해 Battery

(a)25oC, 0.1013MPa, (b)25oC, 0.2026MPa, (c)25oC, 0.3039MPa

(d)30oC, 0.4052MPa, (e)40oC, 0.6078MPa, Di;SO2 Dissolver,

Ei;Electroly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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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pment
Electricity 
(kWAC)

Thermal E 
(kWth)

Remarks

Electrolyzer 34,618.1 Vapplied=0.568VDC(I/A=200 mA/cm2) & ηac/dc=0.95

Pump 1 16.2 펌프입출구 압력차만 잠정고려

Pump 2 18.3 펌프입출구 압력차만 잠정고려

Pump 3 3.5 장치 Head차 5m 가정

Diffuser -26.7 액체터빈 전기생산 효율 0.9 적용

Reboiler 1 59,640.0

Tube side; HE1(by gas phase sensible heat, heat of 
formation of H2SO4, and latent heats of 98 wt% H2SO4 
(49,646.9 kJ/s; 638.9oC→185oC) and by using a heat 
pump(9993.1kJ/s; 185oC→165oC(H2O BP at 7 bar)), 
86.55% of Line # 013 stream)

Heat pump 114.1 COP = 87.6 적용

Reboiler 2 26,000.0
Tube side; HE1(Input 850oC/Output 638.9oC, 100% 
stream of Line # 013)

98w%H2SO4� 
vaporizer

75,281.4 Heated by He

H2SO4� 
decomposer

38,015.3 Heated by He

SO3� decomposer 34,881.8 Heated by He

SO2�desorber 14,977.8

-Primary heating(1,189.2 kJ/s; 40oC→48.6oC) by the 
sensible heat of uncondensed gas stream from the 
Reboiler 1 tube side(Input 165oC/Output   94oC)�
-Secondary heating(13,788.6 kJ/s; 48.6oC→130oC) by 
the gas phase sensible heat and the latent heats 
of�H2SO4 and H2O of HE1 tube side stream(Input 
638.9oC/Output 165oC(H2O BP at 7 bar), 13.45% of 
Line # 013 stream)

HE1

-26,000.0
-59,640.0
-14,977.8

Shell side; Reboiler 2(SS Operation Temp 240oC)
Shell side; Reboiler 1(SS Operation Temp 170oC)
Shell side; SO2�desorber(Heating from 40oC to 130oC)

HE2 -1,130.4 Shell side; HE3

HE3 1,130.4 Tube side; HE2 

Total 34,743.5 148,178.5
ηeff=0.39 at ηelectricity=0.48
ηeff=0.35 at ηelectricity=0.35

표 3.2.2.5. 300 mol∙H2/s의 생산규모 HyS공정 에너지수지

표 3.2.2.5는 표 3.2.2.4의 물질수지를 이용하여 300 mol/s의 수소를 얻는 데 요구되는 핵심장

치의 종별과 에너지 수요를 계산한 것으로 AD/DA 컨버터의 효율로 95%를 적용하였고 전기

분해장치에서 소요되는 전기에너지는 웨스팅하우스사의 실험결과인 200 mA/cm2의 전류밀도를

시현하는 적용전압 0.568 V를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표 5에서 에너지부하가 +값이면 에너지를

공급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값이면 에너지를 뽑아 쓸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표 3.2.2.5에서 나타낸 에너지 수지에 따라 Thermal pathway를 살펴보면, 중간루프로부터 헬

륨에 의한 복합열화학(HyS)공정으로의 열전달은 SO3분해기, 황산분해기, 황산용액 증발기 순

으로 이룩되며 Reboiler 2로의 열공급은 SO3분해기에서 배출되는 공정 혼합기체(Line # 013)가

지니고 있는 현열로써 감당하고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공정 유체의 86.55%(몰 유량 기준)가 다

시 Reboiler 1의 튜브측으로 공급되어 공정 유체가 가지고 있는 현열과 황산 재결합 반응열 및

황산의 응축열에 의해 Reboiler 1을 1차 가열하고 연이어 본 공정 유체의 온도를 Heating

Pump에 의해 165oC까지 떨어뜨림으로써 발생되는 열에너지로 Reboiler 1 내부용액을 170oC까

지 2차 가열한다. 한편 Reboiler 2의 튜브측에서 배출되는 13.45%(몰 유량 기준)의 공정 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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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SO2 탈착기의 2차 가열 매체로서 활용되고 이것의 1차 가열 매체로는 Reboiler 1의 가열매

체로 사용된 공정유체 중 응축되지 않고 남아있는 공정 혼합기체가 갖고 있는 현열(165oC로부

터 94oC까지 냉각되는 과정에서 방출되는 열)을 이용한다.

(3) 고온전기분해(HTSE)공정

고온수증기전기분해법(HTSE)은 고체전해요소를 이용해 800 ℃ 이상의 고온수증기를 전

기분해 하는 수소 제조법이다. 그림 3.2.2.8에 산소이온을 이동시킬 수 있는 산화물전해질이 사

용된 전기분해 셀(SOEC)에 대한 원리를 간단히 나타냈다. 음극실로 공급된 수증기(H2O)는

음극에서 수소 양이온과 산소 음이온으로 분해됨과 동시에 외부 도선을 통하여 양극으로부터

넘어온 전자를 받아 수소 양이온이 환원되어 수소(H2)가 되고 산소 음이온(O2-)은 전해질 층을

통과한 후 양극에서 전자를 방출하고 산소(O2)가 된다. 이 반응은 가역이며, 역반응이 고체산화

물연료전지(SOFC)의 반응 메카니즘이다. 이 전해반응에서는 전해질이 수소와 산소의 분리 막

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총괄반응식은 아래의 수증기분해반응과 동일하다.

H2O(g) → H2 + 1/2 O2 (3.2.2.6)

수증기의 전기분해는 고온에서는 자유에너지가 저하하기 때문에 저전압에서 가능할 뿐

아니라 전극에서 전하의 이동을 신속하게 진행시키기 때문에 과전압도 낮게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상온에서의 수전해(水電解)와 비교해 적은 전기에너지를 소비한다[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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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8. Principle of high-temperature electrolysis of steam.

이상의 SOEC를 기본단위로 하는 대형의 전기분해장치를 구비한 고온전기분해(HTSE) 수소

생산 공정은 VHTR로부터 열에너지와 전기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는데 VHTR과의 체결방식은

그림 3.2.2.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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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9. HTSE process directly coupled to intermediate loop.

예비 설정한 그림 3.2.2.9의 고온전기분해(HTSE) 수소생산 공정을 기준으로 HYSYS 3.0.1

컴퓨터 코드를 이용하여 공정도 구성의 타당성을 공정유체 및 열 흐름관점에서 조사한 결과,

공정 구성요소로서 2대의 압축기(C1 및 C2), 1대의 펌프(P1), 7개의 열교환기(HX1-HX8 중

HX3의 열회수 효과가 미약하여 최종 단계에서 삭제), 1대의 터빈(T1), 1개의 스팀발생기(E1),

그리고 전기분해장치로 나타났다. 그 때 도출된 공정 물질수지와 운전조건은 표 3.2.2.6과 같

다.[3.2.2.18]

표 3.2.2.6. Mass balance of HTSE process

본 연구에 대한 가장 진취적인 국가는 미국으로, Ceramatec사에서 8 cm x 8 cm(유효 면적

기준) 평판형 SOEC의 개발을 시발로 2006년 6월 28일부터 9월22일에 걸쳐 60장짜리 스택 2개

를 한 쌍으로 하는 “Half Module"에 대한 수소생산 성능 시험(2,040시간)을 시행한 결과 초기

에는 1.2 Nm3žH2/h의 수소생산율을 나타내다 운전시간의 경과에 따라 줄곧 그 성능이 저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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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2,040시간에는 0.65 Nm3žH2/h의 수소생산율을 나타냈다고 보고한 바 있다. Ceramatec사의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INL에서는 ”Half Module" 전해장치를 기본으로 하는 ILS(Integrated

Laboratory Scale) 시험시설을 2007년에 건설하여 당해연도 9월에 420시간 운전한 결과,

Ceramatec사의 시험결과를 검증/확인하였고 운전착수 후 250시간까지 성능이 지속적으로 떨어

져 0.6 Nm3žH2/h에 도달한 이후로는 정상상태가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2008년 9월까지 "Full

Production" 성능시험을 위한 60장짜리 스택 12개로 구성된 3 모듈 전해장치가 설치된 ILS 시

험시설(15 kW규모, 0.45 kgžH2/h)을 갖춘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ILS “Full Production"

성능시험이 끝나면 다음 단계는 200 kW(6 kgžH2/h)규모의 파일럿 시험이 계획되어 있고 최종

적으로는 5 MW(150 kgžH2/h)규모의 공학실증시험 계획이 설정되어 있다.

라. 기술성 평가요소별 기술수준 및 현안

(1) 기술적 요소(Technical factors)

l 공정의 유연성

- 3단계의 화학반응과 1단계의 액체-액체 상분리, 그리고 2종 2단계의 농축단계 등의 다

양한 장치요소들로 구성된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이 2단계의 화학반응 및 전기화학반

응과 1종 2단계의 농축단계 등의 장치요소들로 구성된 복합열화학(HyS)공정이나 1단계의 전기

화학반응과 증기발생기 등의 장치요소들로 구성된 고온전기분해(HTSE)공정보다 정상운전 상

태의 유지와 공정운전 시동 및 정지 시에 복잡하고 경직된 절차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

- 공정을 구성하고 있는 어느 한 장치에서의 비정상 운전상태의 출현으로 인한 후속 장

치에서의 연쇄 혼란은 순환유체 내 물질의 농도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고 운전자에 의

한 대응수단이 별로 없는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이 가장 크게 받을 것이고 정상 운전

상태로의 복귀도 가장 느릴 것으로 전망. 이에 비하여 고온전기분해(HTSE)공정은 화학반응에

사용되는 유체의 성분이 수증기 단일 성분인 관계로 비정상 운전상태의 유발에도 가장 유연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복합열화학(HyS)공정은 이들 두공정의 중간 수준일 것으로

판단함.

l 연속운전

- 연속운전성의 척도는 공정에서 채택하고 있는 사용물질들의 상태에 거의 지배를 받는

데 흐름성이 좋은 기체나 액체만을 공정 취급물질로 채택하는 기술들이 고체물질을 공정 취급

물질로 채택하는 기술보다 유리함.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비교 대상의 3가지 공정들은 모두

기체와 액체만을 공정 취급물질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연속운전성 관점에서는 동일한 기술성

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또 다른 한편에서의 연속운전성은 보수/유지관리 측면에서 판단할 수 있는데, 황-요오

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에서는 황산분해 촉매 및 HI분해 촉매의 교체주기 및 HI용액 농축을

위하여 사용되는 전기투석기의 이온교환막과 전극의 수명이 연속운전성에 영향을 주는 주 인

자라고 볼 수 있고 복합열화학(HyS)공정에서는 황산분해 촉매의 교체주기 및 이산화황전기분

해장치의 이온교환막 및 전극의 수명이라 할 수 있음. 이에 비해 고온전기분해(HTSE)공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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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 재질로서 구성된 고온 전기분해장치(SOEC)의 부품수명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음. 일

반적으로 화학플랜트에서의 촉매 교체주기는 2년 내외이며 SOEC의 구성과 동일한 SOFC의

최장 연속운전 시간은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성능 저하 없이 약 1000시간 수준이며[3.2.2.19]

미래 수명 주기 목표로는 5년으로 하고 있음.[3.2.2.20]

l 특수 제어장치의 사용 여부

- 3공정의 공통사항으로 안전운전과 관련한 수소 및 산소 누출검지 시스템과 폭발방지

시스템, 그리고 수소제품에서의 삼중수소 측정시스템이 요구됨.

-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 및 복합열화학(HyS)공정에서는 산성기체(황산화물, 할

로겐 및 할로겐화합물) 측정시스템이 추가로 요구됨.

l 상용규모

- 3공정 모두 600 MWth VHTR 규모에 상당하는 수소생산 시설을 최소 단위로 가정함.

l 적용 기술의 난해성

- 3공정 모두 800oC 이상의 고온과 고압 운전을 요구함.

-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과 복합열화학(HyS)공정은 강산성 액체와 기체를 다루

는 극한 운전 환경이며 고온전기분해(HTSE)공정은 고온/고압의 농축 산소를 취급함으로써 발

생되는 Oxygen Cloud Explosion 문제에 대한 안전성을 강구해야함.

l 열효율

- 약 19,000톤 수소/년 생산규모에 상당하는 소요 열에너지와 전기에너지를 공정별로 조

사/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수소생산 열효율이 추정됨.[3.2.2.10, 3.2.2.11, 3.2.2.12]

공정명 소요 열에너지 소요 전기에너지
수소생산 효율1, 2)

(전기공급;수증기터빈)

수소생산 효율1, 3)

(전기공급;고온가스터빈)

SI공정 152MWth 24MWAC 39% 43%

HTSE공정 14.5MWth 84MWAC 34% 45%

HyS공정 148MWth 35MWAC 35% 39%

1) 수소생산효율 HHV(285.8 kJ/mol수소)기준.
2) 수증기터빈 전기생산효율 35%적용.
3) 고온가스터빈 전기생산효율 48%적용.

l 특수 부속물의 필요 여부

- 3공정 모두 수소저장시설 요구.

l 미래 발전 전망

-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에 대한 선두 연구 그룹은 일본의 JAEA로서 2010년부

터 파일럿규모 수소제조 시험을 수행하여 2015년이면 고온가스로 HTTR과 연결시험을 수행하

고 2020년에 1,000 Nm
3žH2/h의 수소제조시험을 달성하여 기술실증을 이룩하며 2030년경에는



- 147 -

상업규모로 생산을 개시한다는 로드맵을 설정해 놓고 있다.[3.2.2.11]

- 복합열화학(HyS)공정과 고온전기분해(HTSE)공정에 대한 선두 연구 그룹은 미국

DOE로서 2010년부터 착수 계획인 파일럿 시험을 추진하기 전에 Sulfur family에서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과 복합열화학(HyS)공정 둘 중 하나를 2009년에 채택하여 2014년까지 파

일럿 규모 시험을 추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온전기분해(HTSE)공정에 대한 파일럿 시험을

병행 추진하는 로드맵을 갖고 있음. 미국에서의 실증시험은 2020년에 수행 계획임.

l 안전성 및 인적 위해도

-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과 복합열화학(HyS)공정에서 사용되는 순환용 공정 유

체들의 폭발 위험성은 없으나 고온전기분해(HTSE)공정에서의 고온/고압 농축산소의 Oxygen

Cloud Explosion 문제가 최근 거론되었음.

- 수소생산 공정의 수소누출 및 폭발 사고에 대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와 이것에 의한

원자력시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GEN IV 공동연구 참여국들(미국, 일본, 프랑스, 한국)에

의해 조사 중에 있음.

(2) 원재료물질(Raw materials)

l 원재료물질의 현재와 미래 수급성

-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에서의 원재료물질은 요오드, 황산용액, 요오드산용액

이나 이들은 공정내 순환 물질들로서 공정에서 필요로 하는 한 배치(batch)의 양만 초기에

확보하면 이론적으로는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비소모성 재료들이며 실제 소모성 원재

료는 순수 물임.

- 고온전기분해(HTSE) 공정에서의 원재료물질은 비소모성 순환 물질로서 수소가 약간

사용되며 소모성 원재료로는 공기와 순수 물임.

- 복합열화학(HyS) 공정에서의 원재료물질은 비소모성 순환 물질로서 이산화황이 사용

되며 소모성 원재료로는 순수 물임.

l 원재료 물질의 전처리 여부

-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의 원료물질로 사용되는 HI 수용액에는 안정화 물질로

서 Hypophosphorous acid 가 첨가 되어 있거나 실제 공정에서 요구하는 농도보다 낮은 값

을 유지하므로 이들에 대한 전처리 작업이 요구됨.

l 원재료 물질의 취급성 및 저장성

-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에서 취급되는 고농도의 HI 수용액은 대단히 불안전하

여 빛이 들지 않도록 취급해야 함.

- 복합열화학(HyS) 공정의 원재료 물질인 이산화황(BP -10oC, 증기압 237 kPA(21.1oC))

은 액화 고압가스로 운반 및 저장되기 때문에 저장용기 주변에 불길이 닿으면 내압이 올라

가 위험한 상태가 됨으로 취급과 저장 시 주의를 요함.

(3) 폐기물 및 부산물(Waste products and by-products)

- 정상적인 운전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3가지의 공정 모두에서 이론적으로는 폐기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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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물 생성이 없음.

(4) 장치(Equipment)

l 장치의 종류

-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 12종(분젠반응기, 기체세정탑, 기체흡수탑, HIx용액

정제탑, 다단 증발농축기, 황산 기화기, 삼산화황 분해기, 전기투석기, HI분해용 멤브레인반

응기, 열교환기, 내산펌프, 열펌프) 30개 장치

- 고온전기분해(HTSE) 공정; 6종(압축기, 펌프, 열교환기, 수증기발생기, SOEC, 터빈)

13개 장치

- 복합열화학(HyS) 공정; 10종(기체 세정탑, 기체 흡수탑, 액체 탈기탑, 전기분해 반응

기, 황산 다단 증발농축기, 황산 기화기, 삼산화황 분해기, 열교환기, 내산펌프, 열펌프) 20개

장치

l 장치 수급성

-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 본 공정에 이용되는 12종의 장치는 기존의 화학공장

에서 널리 이용되는 장치들로서 특성과 기능에 대해서는 모두 잘 알려진 것들이라 할 수

있겠으나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의 운전환경이 고온(800 oC 이상)이고 강산성 액체

와 기체를 취급하기 때문에 장치재료의 선택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음. 지금까지 알려

진 가능한 장치구조 재료로서 SiC(고온고압용), 탄탈륨(고온용), Glass-lining 금속용기 (저

온용)등이 있으며 이들을 이용했을 때 장치의 정밀 설계기술과 제작/가공기술이 관건이라

할 수 있음.

- 고온전기분해(HTSE) 공정; 본 공정을 구성하는 장치들 중 그 수급성에 어려움을 주

는 요인으로는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운전환경이 고온이어

서 장치를 구성하는 재료물질의 선택에서 제약을 받는다는 점과 핵심장치인 세라믹 전기분

해 셀(SOEC)의 기술 성숙도가 미약하다는 데 있음.

- 복합열화학(HyS) 공정; 장치 수급성 관점에서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과 거

의 같은 수준임.

l 장치 규모 확장성(Scale-up)

-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 본 관점에서의 가장 문제시 되는 장치로는 HIx 용액

농축을 위하여 채택하고 있는 전기투석장치와 HI분해용 세라믹 멤브레인 반응기임.

- 고온전기분해(HTSE) 공정; 본 공정의 핵심장치이자 비중을 가장 크게 차지하는

SOEC 장치의 Scale-up 문제가 가장 심각하며 특히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보편적인 평판형

전기분해 단위셀의 크기가 10 cm x 10 cm(유효 전극면적 64 cm2)라는 점임. 따라서 본 장

치의 대규모화는 스텍 또는 모듈의 유지/보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제작방법과 배치/배

열 그리고 원활한 열교환 시스템 구성 등이라 할 수 있음.

- 복합열화학(HyS) 공정; 본 공정에서의 규모 확장성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요소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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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황 전기분해에 의하여 수소를 제조하는 전기분해 장치임.

(5) 플랜트 부지(Plant location)

소요부지의 규모, 운반시설, 제품의 시장과 원료물질 공급처와의 근접성, 에너지 및 유틸

리티의 공급체계, 노동시장, 기후, 법적 제약성 및 세금 등의 평가 요소를 갖는 항목으로서 비

교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3가지 방법의 수소생산 공장들의 입지 요건과 환경이 모두 동일하

다 볼 수 있음.

(6) 비용(Costs)

원재료 가격, 감가상각, 특수 노무비, 특허료 등이 주 평가 대상이겠으나 기술개발 초기

단계인 현 시점에서는 이들에 대한 비교평가보다는 기술 완성 시점(상용화 적용시점)을 예측하

고 그 때의 전망치를 도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함.

(7) 시간요소(Time factor) 및 공정 고려사항(Process considerations)

프로젝트 완성 시점, 공정 개발 기간, 시장 형성기, 화폐가치의 변동 등의 평가 요소를

갖는 본 항목에서는 현 기술수준과 미래 기술개발 전망을 바탕으로 목표코자 하는 상용기술의

완성 시점과의 부합성 여부를 판단.

- 기술실증 완성 시점; 2025년

- 수소생산공정 기술실증 최소규모; 40 MWth(약 3,500 톤수소/년 생산규모)

- 상용규모 수소생산 시점; 2030년

- 수소생산 공장 최소규모; 600 MWth(약 53,000 톤수소/년 생산규모)

마. 기술성 계층분석

기술성 계층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한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 복합열화학(HyS)공

정, 고온전기분해(HTSE)공정에 대한 전문가 의사결정을 다음의 7개 요소에 대한 쌍대비교를

통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수치화하고 여기에 각 평가요소들의 가중치를 곱해서 얻어진 값으로

부터 확정지었다.

전문가들의 선정은 원자력수소 생산 기술개발 부문 또는 유사연구 분야에서 다년간 종사함

으로써 기술개발의 현황과 전망의 추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와 엔지니어링회사에

서 Process Engineer로 다년간 종사한 전문인력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전문가가 판단한

쌍대비교 수치는 기하 평균하여 채택하였다.

l F1;기술적 요소(Technical factors)

l F2;원재료물질(Raw materials)

l F3;폐기물 및 부산물(Waste products & by-products)

l F4;장치(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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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F5;플랜트 부지(Plant location)

l F6;비용(Costs)

l F7;시간요소 및 공정 고려사항(Time factor & process considerations)

(1) 평가인자별 가중치

평가 요소 F1에서부터 F7까지의 가중치는 5개 구간의 계급을 부여하였는데, 매우중요 5

점, 중요 3점, 보통 1점, 중요하지 않음 1/3점, 전혀 중요하지 않음 1/5로 하였다. 표 3.2.2.7은

전문가들에게 문의된 가중치 부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지 예시이다.

질문
매우중요

(5)

중요

(3)

보통

(1)

중요치 않음 

(1/3)

전혀 중요치 

않음(1/5)

F1이 F2보다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F1이 F3보다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F1이 F4보다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F1이 F5보다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F1이 F6보다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F1이 F7보다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F2가 F3보다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F2가 F4보다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F2가 F5보다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F2가 F6보다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F2가 F7보다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F3이 F4보다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F3이 F5보다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F3이 F6보다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F3이 F7보다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F4가 F5보다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F4가 F6보다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F4가 F7보다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F5가 F6보다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F5가 F7보다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F6이 F7보다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3.2.2.7. 평가 요소 가중치(전문가들께서는 질의항목별로 해당란에 ü해 주십시오)

(2) 쌍대비교

7개 평가요소에 대한 수소생산 공정별 쌍대비교는 각각 다음의 표 3.2.2.8에서부터 표

3.2.2.14까지의 질의표에 의거, 전문가 의견을 모았으며 최종적으로 기하평균 하였다.

ü방식은 제시된 3개의 수소생산 공정을 대상으로 평가 요소관점에서 상대적 우위 수준에 따

라 배점한다. 예를 들어 어느 한 평가 요소에 대하여 쌍대비교표 양단에 있는 공정 간의 기술

우위가 동일하면 동등(1) 칸에 ü하고 좌측 공정이 우측 공정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우수하면

좌측에 있는 절대우위(5) 칸에 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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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명
절대우위

5

매우우위

4

우위

3

약간우위

2

동등

1

약간우위

2

우위

3

매우우위

4

절대우위

5
공정명

SI
복합열화

학(HyS)

HyS HTSE

표 3.2.2.8. 기술적 요소 쌍대비교(비교표 해당란에 ü해 주십시오)

공정명
절대우위

5

매우우위

4

우위

3

약간우위

2

동등

1

약간우위

2

우위

3

매우우위

4

절대우위

5
공정명

SI HyS

HyS HTSE

표 3.2.2.9. 원재료물질 쌍대비교(비교표 해당란에 ü해 주십시오)

공정명
절대우위

5

매우우위

4

우위

3

약간우위

2

동등

1

약간우위

2

우위

3

매우우위

4

절대우위

5
공정명

SI HyS

HyS HTSE

표 3.2.2.10. 폐기물 및 부산물 쌍대비교(비교표 해당란에 ü해 주십시오)

공정명
절대우위

5

매우우위

4

우위

3

약간우위

2

동등

1

약간우위

2

우위

3

매우우위

4

절대우위

5
공정명

SI HyS

HyS HTSE

표 3.2.2.11. 장치 쌍대비교(비교표 해당란에 ü해 주십시오)

공정명
절대우위

5

매우우위

4

우위

3

약간우위

2

동등

1

약간우위

2

우위

3

매우우위

4

절대우위

5
공정명

SI HyS

HyS HTSE

표 3.2.2.12. 플랜트 부지 쌍대비교(비교표 해당란에 ü해 주십시오)

공정명
절대우위

5

매우우위

4

우위

3

약간우위

2

동등

1

약간우위

2

우위

3

매우우위

4

절대우위

5
공정명

SI HyS

HyS HTSE

표 3.2.2.13. 비용 쌍대비교(비교표 해당란에 ü해 주십시오)

공정명
절대우위

5

매우우위

4

우위

3

약간우위

2

동등

1

약간우위

2

우위

3

매우우위

4

절대우위

5
공정명

SI HyS

HyS HTSE

표 3.2.2.14. 시간요소 및 공정 고려사항 쌍대비교(비교표 해당란에 ü해 주십시오)

(3) 평가결과 및 고찰

쌍대비교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 그룹은 총 14인으로 그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3개의 기

술성평가 대상 공정별로 현재 기술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2인씩 참여시켰고 국내

석유화학 플랜트 설계/건설 엔지니어링 사에서 부장급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는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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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 3인을 선정 참여시켰으며 이외에 반응공학 및 열공학분야 대학교수 2인, 그리고 국내

수소학회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전문가 3인이다. 전문가별 의견을 기하 평균에 의해 수

렴한 결과, 표 3.2.2.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중치에 있어서는 F1 기술적 요소를 가장 중요하

게 생각하였고 F6 비용 및 F7 시간요소 및 공정고려사항을 비슷한 수준으로 2번째 중요사항으

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와 못지않게 F4 장치 요소를 또한 중요시 하였으며 F3 폐기물 및 부산

물과 F5 플랜트 부지 문제는 중요도에 있어서 낮게 평가하였다. 본 결과를 바탕으로 7x7 비교

행렬을 구하고 상대적 중요도 합을 표준화한 값으로 전환시킨 표 3.2.2.16의 값을 평가 요소별

가중치로 적용하였다.

F1 F2 F3 F4 F5 F6 F7

F1 1 10/3 25/7 2 32/9 9/5 2

F2 3/10 1 5/4 5/6 12/7 5/7 2/3

F3 7/25 4/5 1 1 11/8 5/8 4/7

F4 1/2 6/5 1 1 3 8/9 8/9

F5 9/32 7/12 8/11 1/3 1 1/2 3/7

F6 5/9 7/5 8/5 9/8 2 1 6/5

F7 1/2 3/2 7/4 9/8 7/3 5/6 1

표 3.2.2.15. 평가요소별 가중치

상기한 요소별 가중치 평균값을 이용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계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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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전문가 의견 표준화 가중치

F1: Technical factors 123.75 5x123.75/422.29=1.46

F2: Raw materials 44.76 5x44.76/422.29=0.53

F3: Waste & by-products 40.16 5x40.16/422.29=0.47

F4: Equipment 58.01 5x58.01/422.29=0.69

F5: Plant location 27.74 5x27.74/422.29=0.33

F6: Costs 64.67 5x64.67/422.29=0.77

F7: Time factor & process 
    considerations 63.20 5x63.2/422.29=0.75

∑;422.29 ∑;5.0

표 3.2.2.16. 평가 요소별 표준화 가중치

한편 14인의 전문가에 의해 도출된 각 평가요소별 쌍대비교 값을 같은 방법으로 기하평균하

여 7개 평가 요소별 3X3 비교행렬을 구하면 표 3.2.2.17과 같다.

F1 SI HyS HTSE F2 SI HyS HTSE

SI 1 7/4 5/4 SI 1 1 3/4

HyS 4/7 1 7/8 HyS 1 1 5/9

HTSE 4/5 8/7 1 HTSE 4/3 9/5 1

F3 SI HyS HTSE F4 SI HyS HTSE

SI 1 5/7 3/5 SI 1 9/7 6/5

HyS 7/5 1 1/2 HyS 7/9 1 8/7

HTSE 5/3 2 1 HTSE 5/6 7/8 1

F5 SI HyS HTSE F6 SI HyS HTSE

SI 1 10/9 6/7 SI 1 1 1

HyS 9/10 1 2/3 HyS 1 1 1

HTSE 7/6 3/2 1 HTSE 1 1 1

F7 SI HyS HTSE

SI 1 4/3 4/3

HyS 3/4 1 4/3

HTSE 3/4 3/4 1

표 3.2.2.17. 평가요소별 쌍대비교표

전문가에 의한 쌍대비교 값을 평가요소별로 평준화하면 각각 다음과 같다.

l F1; 기술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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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전문가 의견 쌍대비교치 표준화 

SI 11.96 5x11.96 / 28.21 = 2.12 

HyS 7.31 5x7.31 / 28.21 = 1.30 

HTSE 8.94 5x8.94 / 28.21 = 1.58 

28.21  5.00 

l F2; 원재료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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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전문가 의견 쌍대비교치 표준화

SI 8.41 5x8.41 / 28.41 = 1.48 

HyS 7.60 5x7.60 / 28.41 = 1.34 

HTSE 12.40 5x12.40 / 28.41 = 2.18 

28.41  5.00 

l F3; 폐기물 및 부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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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전문가 의견 쌍대비교치 표준화

SI 7.19 5x7.19 / 29.98 = 1.20 

HyS 8.47 5x8.47 / 29.98 = 1.41 

HTSE 14.32 5x14.32 / 29.98 = 2.39 

29.98  5.00 

l F4;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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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전문가 의견 쌍대비교치 표준화

SI 10.49 5x10.49 / 27.39 = 1.92 

HyS 8.73 5x8.73 / 27.39 = 1.59 

HTSE 8.17 5x8.17 / 27.39 = 1.49 

27.39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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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F5; 플랜트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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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전문가 의견 쌍대비교치 표준화

SI 8.96 5x8.96 / 27.63 = 1.62 

HyS 7.68 5x7.68 / 27.63 = 1.39 

HTSE 10.98 5x10.98 / 27.63 = 1.99 

27.63  5.00 

l F6;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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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전문가 의견 쌍대비교치 표준화

SI 9.00 5x9.00 / 27.00 = 1.67 

HyS 9.00 5x9.00 / 27.00 = 1.67 

HTSE 9.00 5x9.00 / 27.00 = 1.67 

27.00  5.00 

l F7; 시간요소 및 공정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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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전문가 의견 쌍대비교치 표준화

SI 11.11 5x11.11 / 27.84 = 2.00 

HyS 9.17 5x9.17 / 27.84 = 1.65 

HTSE 7.56 5x7.56 / 27.84 = 1.36 

27.84  5.00 

평가요소별 표준화 값을 기초로 전문가들의 의사결정 사항을 분석하면, 기술적 요소와 장치,

그리고 시간요소 및 공정 고려사항에서는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이 가장 선호도가 높

게 나왔으며 원재료물질, 폐기물 및 부산물 그리고 플랜트 부지 관점에서는 고온전기분해

(HTSE)공정이 가장 유리한 공정으로 평가한 반면 비용관점에서는 기술개발 성숙도가 대단히

낮은 관계로 3개 공정 모두 동일한 수준으로 평했다.

이상의 F1에서 F7까지의 쌍대비교 평가결과에 평가항목별 가중치 표 16의 값을 반영한 최종

적인 선호도를 계산한 결과, 전체 전문가의 36.3%가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의 기술성

을 높게 평가하였고 그 다음으로 34.3%가 고온전기분해(HTSE)공정을 선택하였으며 복합열화

학(HyS)공정은 29.4%의 전문가만이 선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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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요약 및 건의사항

초고온가스로(VHTR)의 냉각재인 헬륨의 현열(950 oC)을 이용하여 물로부터 수소를 생산

하는 기술들인 열화학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 전기-열화학 복합 복합열화학(HyS)공

정, 고온수증기 전기분해 고온전기분해(HTSE)공정에 대한 기술성 비교 평가를 수행하였다.

기술성 평가 과정에서 7개항의 평가요소를 선정하고 각 요소별 기술개발 현황 및 현안자료

를 기술성 평가 전문가 그룹에 제공하여 3개 공정의 미래 실용화 전망에 대한 의견을 도출한

결과,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의 기술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그 후속으로 고온전

기분해(HTSE) 및 복합열화학(HyS) 공정 순으로 각각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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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소생산공정 경제성 비교평가

가. 설비비 분석

(1) 예비설비비 분석 대상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하여는 각 생산공정에 따른 수소생산단가 산정이 필수적이다.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표적인 수소생산공정인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 고온전기분

해(HTSE)공정 및 복합열화학(HyS) 공정에 대하여 각각의 설비비를 개략적으로 산정하였다.

대상 수소생산공정은 200 MWth 급 원자로의 열을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 할 수 있는 규모의

것을 상정하였다. EED-embedded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 고온전기분해(HTSE) 공

정 및 복합열화학(HyS) 수소생산공정을 구성하고 있는 압력용기, 반응기, 충진탑, 펌프, 터빈,

electrolyzer 등 여러 종류의 장치에 대하여 개별 장치비 및 전체적인 설비비를 아스펜플러스

[3.2.3.1]와 아스펜이카루스[3.1.3.2]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EED-embedded 황-요

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의 EED, 막반응기 및 고온전기분해(HTSE) 공정의 electrolyzer,

복합열화학(HyS)공정의 electrolyzer 등은 아스펜플러스와 아스펜이카루스 소프트웨어의 표준

모델이 아니므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설비비를 추산할 수 없었다. 고온전기분해(HTSE) 공

정의 electrolyzer, 복합열화학(HyS)공정의 electrolyzer 등에 대하여는 참고문헌[3.2.3.3]을 기초

로 하여 설비비를 산정하였다. EED-embedded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요오드화수소

분해반응)의 EED, 막반응기 등에 대하여는미국 GA사의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요오드화

수소분해반응)공정[3.2.3.4]으로 대치하여 설비비를 산정하였다.

(2) EED-embedded SI 공정

현재 KIER, KIST에서 개발 중에 있는 EED-embedded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

정은 분젠반응공정, 황산분해반응공정, 요오드화수소분해반응공정으로 나뉘어진다. 이들 황-요

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의 흐름도를 그림 3.2.3.1∼그림 3.2.3.3에 나타내었으며 이들에 대한

설비비를 표 3.2.3.1∼ 표 3.2.3.3 에 나타내었다. 전체 설비비를 표 3.2.3.4에 나타내었다.

그림 3.2.3.1 EED-embedded SI 공정(분젠반응)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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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2 EED-embedded SI 공정(황산분해반응) 흐름도

그림 3.2.3.3 EED-embedded SI 공정(요오드화수소 분해반응)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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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4 GA사의 SI 공정(요오드화수소 분해반응) 흐름도

표 3.2.3.1 EED-embedded SI 공정(분젠반응) 설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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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1 EED-embedded SI 공정(분젠반응) 설비비(continued)

표 3.2.3.2 EED-embedded SI 공정(황산분해반응) 설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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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3 GA사 SI 공정(요오드화수소분해반응) 설비비

표 3.2.3.4 SI 공정 설비비(200MWt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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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온전기분해(HTSE) 공정 예비 설비비 분석

고온전기분해(HTSE) 공정의 흐름도를 그림 3.2.3.5에 나타내었으며 이들 공정의 설비비를

표 3.2.3.5에 나타내었다.

그림 3.2.3.5 HTSE 공정의 공정 흐름도

표 3.2.3.5 HTSE 공정 설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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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합열화학(HyS) 공정 예비 설비비 분석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에서 개발 중에 있는 복합열화학(HyS) 공정의 흐름도를 그림 3.2.3.6에 나타내

었으며 이들에 대한 설비비를 표3.2.3.6에 나타내었다.

그림 3.2.3.6 HyS 공정의 흐름도

표3.2.3.6 복합열화학(HyS) 공정의 설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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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성 평가

(1) 경제성 평가방법

원자력수소 생산시스템에 대한 수소생산 단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GIF EMWG에서 개발한

G4-ECONS EXCEL-Based Program을 사용하였다[3.2.3.6]. G4-ECONS은 "Simplicity",

"University", "Transparency", "Adaptability" 을 목표로 하며 사용자가 설계 조건에 맞게 손쉽

게 계정 항목과 세부 값들을 변경하고 추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G4-ECONS 코드는 R&D와

실증(demonstration) 단계에 있는 원자로에 적용하기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주어진 원자로 시스

템 개념에서 설계 옵션을 경제성 측면에서 비교해 보고 나아가 최적의 설계 옵션을 찾는 역할

을 할 뿐만 아니라, 수명주기 비용과 건설비 위험도를 고려함으로써 가장 경제적인 방법에서

당면 과제들을 다룰 수 있도록 가이드 기능을 할 수 있다. 또한, Gen-IV 원자력 시스템 모두

에 적용될 수 있도록 표준 형식(standard format)을 갖추고 있어 Gen-IV 원자로 시스템의 상

호 비교 평가에도 적용 될 수 있다. G4-ECONS 모델의 기본 구조는 그림 3.2.3.7와 같이

Capital recovery, Fuel, Operation, D&D escrow fund cost 등의 4개의 핵심 항목으로 구성되

어 있다.

그림 3.2.3.7 G4-ECONS 경제성 모델의 구조

경제성 분석에 이용되는 핵심 항목은 연구개발, 설계, 건설, 운영, 연료비, 해체비 등으로 세분

화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의 공정한 비교 평가를 위해 요구되는 공통성(commonality)은

일관된 계정 항목(code of account)을 사용하여 얻어 질 수 있다. 원자력시스템의 경제성 분석

을 위하여 지금까지 표준으로 여겨졌던 계정항목으로는 미국 ORNL(Oak Ridge National

Laboratory)의 EEDB(Engineering Economic Data Base), IAEA COA 모델, GIF EMWG COA

모델 등을 들 수 있다. GIF EMWG COA은 IAEA에서 제안한 COA에서 생략되었던 연구개발

비 계정이 추가되어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 시스템에 대한 비용 분석에 용이하다.

비용 평가 방법에는 Top-down approach 방법과 Bottom-up approach 방법이 있는데,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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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Unit Cost 비고

Reference Cost Year  2007

Fuel Cost Input

Uranium Ore Cost
38.5 $/kgU3O8, 100 

$/kgU

Conversion 10 $/kgU

Enrichment 115 $/SWU

Fabrication 240 $/kgU

Economic 

Parameters, %

Inflation Rate 2.20
통계청 

(http://kosis.nso.go.kr)

Capital/Labor 

Escalation
기술자 4.9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

Tax Rate

Interim Replacement 

Rate
0.5

Reference: MHTGR, 

1993

Site Labor 

Rates, \/h

Boilermaker 9,090

일반, 1일 8시간 기준, 

참고문헌: 물가정보 

(재정경제부허가, 

한국물가정보)

Carpenter 12,072 일반

Welder 17,071 원자력 용접공

Electrician 11,651 일반 전기기사

Iron Worker 12,192 일반

Laborer 7,228 일반 보통인부

Millwright 16,928 원자력 기계설치공

Operating Engineer 15,208 중급 원자력 기술자

Pipefitter 16,041 원자력 배관공

Teamster 8,399
일반 운반차, 

건설기계운전 (80,166)

Concrete Engineer 11,639 일반

Others 11,593 공사직종 평균임금

는 참조 노형의 비용 정보를 이용하여 대상 시스템에 대한 비용을 추산하는 방법으로 연구개

발 단계에 있는 시스템에 적용하기 적합하고, 후자는 설계 도면을 가진 비교적 성숙된 시스템

에 대해 재료, 노임, 기기 비용 등을 최대한 세분화 하여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2) 비용평가 기본 데이터베이스

Top-down approach 방법을 이용한 비용 추산에는 여러 가지 기초 데이터베이스가 요구된

다. 대표적으로 그라운드룰, 건설재료 및 노임, 건설인력 배분 데이터베이스를 들 수 있다. 또

한 참조노형 데이터를 이용하여 대상 시스템에 대한 비용을 추산하기 위한 scaling factor가 필

요하다.

(가) 그라운드룰

표 3.2.3.7 Key cost estimate ground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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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Material 

Costs 

- Nuclear
Non-Nucle

ar

Formwork, 원/m2 107,000 100,000

Decking, 원/m2 50,000 30,000

Reinforcing Steel, 

원/MT
602,000 463,000 두중, 원일특강

Embedded Steel, 

원/MT
780,000 470,000

Nelson studs, 

Weldment

Structural Steel, 원/kg 3,467 1,566
SNCM 220, 직경 

210~350mm 가정

Misc. Steel, 원/kg 7,930 3,600

Stairs, Platforms, Hand 

railings, Toe plate, 

Door 등

Concrete, 원/m3 60,000

- Others

Items Unit Cost 비고

Graphite (machined and finished)
Reactor Vessel (2¼Cr-1Mo, finished)
Primary Helium Duct (2¼Cr-1Mo, 
finished)
Construction Engineering 아래 표 참조

Construction Management
Operating Personnel

표 3.2.3.8 재료 단가 데이터베이스 구조

- 엔지니어링 기술자 (1일 8시간 낮 근무)

구분 노임(원/day) 비고

기술사 335,459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
회 (2007년 1월 적용 

자료)

특급기술자 322,377

고급기술자 251,333

중급기술자 202,063

초급기술자 152,866

고급기능사 221,758

중급기능사 154,630

초급기능사 117,024

표 3.2.3.9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 단가

- 원자력직종 Site Labor 평균임금: 122,134 원/day, 15,267 원/hr

- GDP implicit price deflator(=명목GDP/실질GDP, GDP 디플레이터) 이용해서 물가 보정

- 국내 물가지수 (1992년 -> 2007년): 1.73배, www.kosis.kr (통계청 통계자료)

- 미국 물가지수 (1992년 -> 2007년): 1.48배, www.bls.gov (U.S. DOL, Bureau of Labor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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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 임대료: 물가정보 참조

- Materials: Field-purchased and bulk items such as lumber, reinforcing, concrete,

structural steel, and plumbing items. All piping less than 2-1/2 inch diameter is a

material item. All wire, cable and raceways are also material items, including those

in building service power systems (exception: fibre optic control cables and pipe for

cryogenic fluids).

- 국내 nuclear grade requirements: 미국 MHTGR의 경우, Code of Federal Regulations,

10CFR50, Appendix B

- 원자력급 흑연: IG-430, IG-110, and IG-11; IG-11은 고순도화 처리가 되지 않아 IG-110 흑

연보다 좀 더 많은 불순물을 포함. 그러나 기계적 성질은 비슷함. IG-11 흑연

의 코크 입자는 원유로부터 추출되며, 이들을 결합시켜 주는 바인더 상은 콜

타르 피치로부터 추출됨. 3,000℃ 이상에서 흑연화 되고 고온에서 할로겐 원

소를 이용하여 고순도화 처리를 하는 등 복잡한 가공 공정을 거침.

(나) 건설재료 및 노임

- Reference: L. Daniel Mears, “An economic assessment of the U.S. MHTGR design,”

IAEA TM, Dimitrovgrad, U.S.S.R., June 21-23, 1989.

- MHTGR Spec.

Ÿ Thermal Output: 1,300MWth (350*4, 4 Reactor and 2 Gas Turbine Module)

Ÿ Efficiency: 38.43 % (538 MWe) 등 기타 상동

- Quantities: above reference

Items Units Quantities

Commodities

Formwork SF/MWe 1511
Structural Steel TN/MWe 24
Reinforcing Steel TN/MWe 28
Embedded Steel TN/MWe 1
Structural Concrete CY/MWe 232
Piping, Nuclear GR LB/MWe 315
Piping, Industrial GR LB/MWe 3725
Wire and Cable FT/MWe 5546
Wire and Cable Duct FT/MWe 808

Craft Labor

Boilermaker MH/MWe 326
Carpenter MH/MWe 1226
Electrician MH/MWe 2305
Iron Worker MH/MWe 1334
Millwright MH/MWe 407
Pipefitter MH/MWe 1352
Others MH/MWe 2065
Total Craft Labor MH/MWe 9014

SF=Square Feet, TN=Ton, CY=Cubic Yards, LB=Pound, FT=Feet, MH=Manhours

표 3.2.3.10 건설재료 및 노임 단가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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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설인력배분

Craft Wage Rate

Concrete 
(Formwork, 

Rebar, Embeds, 
Concrete)

Structural
(Str. Steel, Misc. 

Iron & 
Architectural)

Earthwork
(Clearing, 

Excavation, 
Backfill)

Mechanical 
Equipment 
Installation

Piping Installation
Instrumentation 

Installation
Electrical 

Installation

Unit \/daya %b a×b %c a×c %d a×d %e a×e %f a×f %g a×g %h a×h

Boiler maker 72,700 15 10,905

Carpenter 76,600 40 30,640 5 3,830 2 1,532

Electrician 93,200 70 65,240 96 89,472

Iron Worker 97,500 20 19,500 75 73,125 10 9,750

Laborer 57,800 30 17,340 5 2,890 60 34,680 1 578

Millwright 135,400 25 33,850 2 2,708

Operating 
Engineer

121,700 5 6,085 15 18,255 35 42,595 12 14,604 15 18,255 28 34,076 1 1217

Pipe fitter 128,300 35 44,905 80 102,640

Teamster 67,200 5 3,360 3 2,016 5 3,360

Others 92,700 5 4,635 4,635

Total Percentage and Average 
Wage Rate, % and \/day

100 78,200 100 102,735 100 80,635 100 116,030 100 124,255 100 102,024 100 92,799

표 3.2.3.11 건설인력배분 데이터베이스

출처: GIF EMWG, Cost estimating guidelines for generation IV nuclear energy systems, Revision 4.2, Printed by the OECD Nuclear Energy Agency for 

the GIF, Sep. 26, 2007. Wage Rate: 물가정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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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Scaling factors

US DOE 차세대원전 

적용치
EEDB

Scaling Factors Scaling Factors Scaling Factors
Cost Item (Fraction) (Fraction) (Fraction)

Land & Land Rights 0.00 0.00 0.00
Buildings and Structures 0.50 0.60 0.59
Reactor Plant Equipment 0.60 0.80 0.55
Turbine Generator Pant Equipment 0.80 0.62 0.83
Electric Equipment & I&C Plant Equipment 0.40 0.60 0.49
Water Intake and Heat Rejection 0.80 0.60 1.06
Miscellaneous Plant Equipment 0.30 0.60 0.60
Special Materials(Heavy water) 0.50 0.60 0.50
Simulator 0.50 0.60 0.50
Engineering and Home Office Services 0.20 0.60 0.60
Home Office Project Management 0.20 0.60 0.60
Plant Site Engineering, Design, Layout, and Support 
Services 

0.40 0.69 0.69

Plant Site Project Management 0.40 0.69 0.69
Construction Site Supervision 0.40 0.69 0.69
Commissioning Costs incurred by A/E and Vendors 0.50 0.50 0.50
Staff Training and Technology Transfer 0.50 0.50 0.50
Construction and Worker-related Services 0.45 0.69 0.69
Owner's Costs 0.50 0.50 0.50

DOE/NE-0078, Nuclear Energy Data Base (A Reference Data Base for Nuclear and Coal-fired Power Plant Power 
Generation Cost Analysis), 1986. 12 (pp.25)
DOE/NE-0091, Phase IX Update(1987) Report for the Energy Economic Data Base Program EEDB-IX, 1988. 7(pp. 
6-36)
한국수력원자력㈜, 차세대원자로 기술개발(III)-경제성 최종평가 보고서, 2002. 2 (pp. 
55-56)

표 3.2.3.12 대상 노형 비용 추산을 위해 필요한 비용 지수(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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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참조노형 데이터 이용

Subject 
Plant Scope

Scope Basis
Estimate 
Method

Normalized 
Database

Parameter,
Cost Factors

Labor Hours
Material 

Cost
Equipment 

Cost
Site Site Plan Bottom-up Unit Prices Unit Hours
BOP 

Facilities
Arrangement 

Drawings
Bottom-up Unit Prices Unit Hours

Nuclear 
Island 

Facilities

Arrangement 
Drawings

Bottom-up Unit Prices Unit Hours

Reactor 
Vessel

Conceptual 
Drawings

Equipment 
Model

Historical 
Data

Vendor Input

Equipment 
Cost Model 
with Current 

Pricing

Reactor 
Internals

Ref. Plant 
and Specific 

Concepts

Equipment 
Model

Ref. Plant
Parameter 1, 

Cost Factor 1

Equipment 
Cost Model 

with 
Estimates

Reactor 
Cooling 
Systems

Ref. Plant Top-Down Ref. Plant
Parameter 2, 

Cost Factor 2
Ref. Plant 

Data
Ref. Plant 

Data
Ref. Plant 

Data

..

..

..

표 3.2.3.13 참조노형을 이용한 대상노형 비용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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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MWth급 원자력수소 실증시스템 비용 추산

국내에서는 (초)고온가스원자로 및 수소생산 플랜트에 대한 설계 및 건설 경험이 없어 외국에 비해 다

소 높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은 크게 초고온가스원자로와 수소생산 플

랜트로 구성되는데, 고온가스원자로는 세계적으로 설계 및 운전 경험이 있어 불확실성이 낮은 반면 수소

생산 플랜트는 실증 경험이 전무해서 불확실성이 높다. 이러한 경험을 반영하기 위해 수소생산 플랜트는

예비비를 건설비의 30% 수준으로 높게 가산하여 비용을 추산하였다. 200MWth급의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을 이용한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의 항목별 비용 추산 결과는 표 3.2.3.14와 같다.

구분 비용(억원)

설계 2,456

원자로 6,553

BOP 1,553

핵연료 403

수소(SI 공정) 3,832

실증시험 1,253

운전 1,728

인허가 650

계 18,428

표 3.2.3.14 200MWth급 원자력수소 실

증로 건설 비용 추산(간접비 포함)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수소생산 방법에는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 고온전기분해(HTSE) 공정,

복합열화학(HyS) 공정 등이 있는데, 위의 비용 추산 결과는 현재 국내에서 기술 성숙도가 높다고 판단되

는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을 이용한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에 대한 것이다. 고온전기분해

(HTSE) 공정 및 복합열화학(HyS) 공정을 이용할 경우에 두 공정의 핵심 요소인 전기분해장치의 비용이

높아 실증에는 약 1000∼2000억 정도의 추가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설비비 비용 추산 결과 참

조).

(4) 고온열 이용을 위한 고온가스원자로 비용 추산

(초)고온가스원자로는 전기생산과 수소생산 뿐만 아니라 제철공정, 연료, 해수담수화, 석탄 액화 및 가

스화 등의 여러 가지 공정열 이용 분야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출구온도 690℃, 열용량 450MWth급의 헬

륨냉각 고온가스원자로에 대한 비용을 추산하였다. 비용 추산은 450MWth 리드모듈(lead module)과

4×450MWth 상용 원자로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결과는 향후 공정열 이용 분야의 경쟁력 평가에 활용될

예정이다.

(가) 기본 가정

¡ 1993년 GRA 보고서를 참조 노형[3.2.3.6]으로 하여 2007년 한국 MHTGR에 대한

BCC 계산.

¡ Top-Down Approach 일괄 적용.

¡ 각 Account Item을 노동비, 재료비, 장치비로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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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간은 48개월로 가정.

¡ Adjustment Factors: Escalation, Region Factor, Currency Exchange Rate, Cost

Factor (본 해석에서는 참조 노형과 해석대상 노형의 열출력을 같다고 가정하여 적용

하지 않았으나, 열출력이 다른 경우에는 비용지수 데이터를 활용), Plant Maturity

(고려하지 않음).

¡ R&D Cost, Design Cost 및 Licensing Cost은 고려하지 않음(G4-ECONS 코드에서

Pre-Construction Costs 항목, BCC에 포함 되어야 함).

¡ Indirect Costs 항목 중에서 Owner's Cost은 고려하지 않음.

¡ 재료 원가가 급상승한 장치, 신개념 또는 설계가 대폭 변경된 장치, 기타 중요 장치

에 대해서는 Top-Down Approach의 적용에 한계가 있어, 신뢰성 있는 경제성 평가

를 위해서는 해당 장치에 대한 Conceptual Drawing와 장치비 평가 모델의 적립이 요

구됨.

(나) Lead module 참조노형 및 해석노형

Items Specifications

Analysis Model
Modular Helium Reactor: 

Prismatic Core Type
Thermal Output (MWth) 450

Operational Period (Year) 40

Reactor Outlet Temperature (℃) 690

Plant Efficiency (%) 38.5

Capacity Factor over Life (%) 84

Fuel Cycle Open cycle

표 3.2.3.15(a) Reference Plant Specification
(Gas-Cooled Reactor Associates, Report No. HTGR-90365, 1992, U.S.)

               

Items Specifications

Analysis Model
Modular Helium Reactor: 

Prismatic Core Type
Thermal Output (MWth) 450

Operational Period (Year) 60

Reactor Outlet Temperature (℃) 690

Plant Efficiency (%) 38.5

Capacity Factor over Life (%) 90

Fuel Cycle Open cycle

표 3.2.3.15(b) Subject Plant Specification
(The Same Thermal Output, 2007, 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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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Nuclear Island (NI) Energy Conversion Area (ECA), BOP
Total 
Cost,
TW

비 고

(보충설명, 근거, 
출처, 방법론 등)Account 

Number Account Description
Labor 
Time,
TH1)

Labor 
Cost2),
MW3)

Material 
Cost,
MW

Equipment 
Cost,
MW

Total NI 
Cost,
MW

Labor 
Time,
TW

Labor 
Cost,
MW

Material 
Cost,
MW

Equipment 
Cost,
MW

Total 
ECA 
Cost,
MW

11 Land and Land Right 0 0 0 0 0 0 0 0 0 0 0

미계산

12 Site Permits
13 Plant Licensing
14 Plant Permits
15 Plant Studies
16 Plant Reports

17 Other Pre-construction costs

- 건설전 오너 

분담비; 홍보, site 

remediation work 

for plant licensing, 

etc

1 Total Pre-Construction Costs 0

21
Buildings, Structures & 
Improvements on Site

1,220 18,623 18,279 5,686 42,588 350 5,348 4,294 7,265 16,906 59,495

22 Reactor Plant Equipment 327 4,992 3,167 285,366 293,525 12 182 146 1,273 1,601 295,126

(다) Lead module 2-digit 비용 추산 결과

표 3.2.3.16 MHTGR Subject Plant Base Construction Cost: Two-Digit COA
(2007, Republic of Korea, 1,000 Man-Hours, 1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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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Nuclear Island (NI) Energy Conversion Area (ECA), BOP
Total 
Cost,
TW

비 고

(보충설명, 근거, 
출처, 방법론 등)Account 

Number Account Description
Labor 
Time,
TH1)

Labor 
Cost2),
MW3)

Material 
Cost,
MW

Equipment 
Cost,
MW

Total NI 
Cost,
MW

Labor 
Time,
TW

Labor 
Cost,
MW

Material 
Cost,
MW

Equipment 
Cost,
MW

Total 
ECA 
Cost,
MW

23 Turbine/Generator Plant Equipment 5.5 84 36 0 120 313 4,777 1,518 59,310 65,605 65,725
24 Electrical Equipment 227 3,472 5.1 2312 5,789 71 1,079 1,185 8,798 11,063 16,852

25
Water Intake and Heat Rejection 
Plant

0 0 0 0 0 208 3,173 2,254 11,483 16,911 16,911

26 Miscellaneous Plant Equipment 292 4,454 3,476 2,921 10,851 355 5,420 2,832 15,003 23,255 34,106
2 Total Direct Costs 2,071 31,624 24,965 296,286 352,874 1,309 19,979 13,882 103,132 136,993 489,867

31 Field Indirect Costs 0 15,498 13,001 0 28,499 0 6,801 18,433 0 25,233 53,732

constr. equip. rental 

or purchase, 

temporary buildings, 

shops, tools, 

supplies, and other 

support services

32 Construction Supervision 0 8,895 0 0 8,895 0 0 3,985 0 3,985 12,880

33-34
Plant Commissioning, Start-up, 
Demonstration Test Run Costs

0 0 1,348 0 1,348 0 0 46 0 46 1,394

35-38
Engineering and Home Office 
Services

0 45,024 4,043 32,770 81,837 0 0 1,005 0 1,005 82,842

3
Total Support Services Costs

(Indirect Services Costs)
0 69,417 15,696 32,770 117,883 0 6,801 23,469 0 30,270 148,153

Total Base Construction Cost 2,071 101,041 40,661 329,056 470,757 1,309 26,780 37,351 103,132 167,263 638,020

1) TH: Thousand man-Hour, 2) No wage rates around the clock were applied to this calculation yet, 3) MW: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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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Nuclear Island (NI) Energy Conversion Area (ECA), BOP
Total 
Cost,
Won

비 고

(보충설명, 근거, 
출처, 방법론 등)

Account 
Number1) Account Description

Labor 
Time,
Hours

Labor 
Cost,
Won

Material 
Cost,
Won

Equipment 
Cost,
Won

Total NI 
Cost,
Won

Labor 
Time,
Hour

Labor 
Cost,
Won

Material 
Cost,
Won

Equipment 
Cost,
Won

Total 
ECA 
Cost,
Won

11 Land and Land Right 0 0 0 0 0 0 0 0 0 0 0
12 Site Permits
13 Plant Licensing
14 Plant Permits
15 Plant Studies
16 Plant Reports

17 Other Pre-construction costs

- 건설전 오너 

분담비; 홍보, site 

remediation work 

for plant licensing, 

etc

1 Total Pre-Construction Costs
211 Yardwork 108 1,643 1,128 0 2,771 81 1,244 553 1,145 2,942 5,713

212

Reactor Complex (Reactor Island 
Civil Structures (Silo & 
Superstructure), Reactor Service 
Building, Reactor Auxiliary 
Building, Radioactive Waste 

1,082 16,518 16,374 5,686 38,578 0 0 0 0 0 38,578

(라) Lead module 3-digit 비용 추산

표 3.2.3.17 COA for MHTGR Subject Plant: Three-digit COA
(2007, Republic of Korea, 1,000 Man-Hours, 1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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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Nuclear Island (NI) Energy Conversion Area (ECA), BOP
Total 
Cost,
Won

비 고

(보충설명, 근거, 
출처, 방법론 등)

Account 
Number1) Account Description

Labor 
Time,
Hours

Labor 
Cost,
Won

Material 
Cost,
Won

Equipment 
Cost,
Won

Total NI 
Cost,
Won

Labor 
Time,
Hour

Labor 
Cost,
Won

Material 
Cost,
Won

Equipment 
Cost,
Won

Total 
ECA 
Cost,
Won

Management Building, Helium 
Services Building)

213 Turbine Complex 0 0 0 0 0 156 2,374 3,104 2,085 7,563 7,563
214 Operations Center 0 0 0 0 0 72 1,092 368 3,248 4,707 4,707
215 Remote Shutdown Buildings 3.6 55 50 0 105 0 0 0 0 0 105

216

Other Buildings (Security 
Building, Gatehouse, Radwaste 
Building, Administration Building, 
Waste Treatment Building, 
Warehouse, Training Center, 
Special Material Unloading 
Facility) 

27 407 728 0 1,134 42 638 268 788 1,694 2,829

21
Buildings, Structures & 
Improvements on Site

1,220 18,623 18,279 5,686 42,588 350 5,348 4,294 7,265 16,906 59,495

221 Reactor System 23 351 0 78,803 79,154 0 0 0 0 0 79,154
222 Vessel System 47 725 44 57,139 57,908 0 0 0 0 0 57,908
223 Heat Transport System 7.4 113 1.9 55,954 56,069 0 0 0 0 0 56,069
224 Shutdown Cooling System 9.1 139 8.9 8,480 8,628 0 0 0 0 0 8,628
225 Shutdown Cooling Water System 8.4 129 179 1,120 1,428 0 0 0 0 0 1,428
226 Reactor Cavity Cooling System 31 474 764 4,845 6,083 0 0 0 0 0 6,083

227
Reactor Service System (Fuel 
Handling System, Radioactive 

144 2,194 877 56,196 59,266 8.2 125 146 990 1,261 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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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Nuclear Island (NI) Energy Conversion Area (ECA), BOP
Total 
Cost,
Won

비 고

(보충설명, 근거, 
출처, 방법론 등)

Account 
Number1) Account Description

Labor 
Time,
Hours

Labor 
Cost,
Won

Material 
Cost,
Won

Equipment 
Cost,
Won

Total NI 
Cost,
Won

Labor 
Time,
Hour

Labor 
Cost,
Won

Material 
Cost,
Won

Equipment 
Cost,
Won

Total 
ECA 
Cost,
Won

Waste Processing System)

228
Reactor Control, Protection & 
Monitoring

47 714 880 5,278 6,872 3.7 57 0 283 340 7,212

229 Reactor Plant Miscellaneous 10 153 413 17,551 18,116 0 0 0 0 0 18,116
22 Reactor Plant Equipment 327 4,992 3,167 285,366 293,525 12 182 146 1,273 1,601 295,126

231 Turbine Generator & Auxiliaries 0 0 0 0 0 103 1,577 378 36,698 38,653 38,653
232 Main & Auxiliary Steam System 0 0 0 0 0 49 755 547 3,220 4,522 4,522
233 Feedwater & Condensate System 0 0 0 0 0 119 1,815 574 9,907 12,316 12,316
234 Startup & Shutdown System 0 0 0 0 0 0 0 0 0 0 0
235 Turbine Plant Sampling System 0 0 0 0 0 5.6 85 0 831 917 917

236
ECA Control, Data & 
Instrumentation (I&C)

5.5 84 36 0 120 36 545 0 8,653 9,198 9,318

23 Turbine/Generator Plant Equipment 5.5 84 36 0 120 313 4,777 1,518 59,310 65,605 65,725
241 Switchgear 4 60 0 0 60 7 106 0 2,637 2,743 2,803
242 Station Service Equipment 11.3 171 5 2,312 2,489 13.5 207 39 4,346 4,592 7,081
243 Switchboards 0.24 3.7 0 0 3.7 1 15.4 0 1,510 1,526 1,529
244 Protective Equipment 0 0 0 0 0 10.8 165 45 153 364 364

245
Electric Structures & Wiring 
Containers

129 1,970 0 0 1,970 14 219 204 0 424 2,394

246 Power and Control Wiring 83 1,266 0 0 1,266 24 367 897 0 1,264 2,530
24 Electrical Equipment 227 3,472 5 2,312 5,789 71 1,079 1,185 8,798 11,063 16,852

251
Circulating and Service Water 
Pumphouse

0 0 0 0 0 7.2 110 82 2.7 195 195

252 ECA Cooling Water Systems 0 0 0 0 0 19 287 165 485 937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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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Nuclear Island (NI) Energy Conversion Area (ECA), BOP
Total 
Cost,
Won

비 고

(보충설명, 근거, 
출처, 방법론 등)

Account 
Number1) Account Description

Labor 
Time,
Hours

Labor 
Cost,
Won

Material 
Cost,
Won

Equipment 
Cost,
Won

Total NI 
Cost,
Won

Labor 
Time,
Hour

Labor 
Cost,
Won

Material 
Cost,
Won

Equipment 
Cost,
Won

Total 
ECA 
Cost,
Won

253
Circulating and Service Water 
System

0 0 0 0 0 182 2,777 2,007 10,996 15,779 15,779

25
Water Intake and Heat Rejection 
Plant

0 0 0 0 0 208 3,173 2,254 11,483 16,911 16,911

261
Transportation and Lift 
Equipment

7 110 7.4 1,397 1,514 3.9 59 8.9 987 1,055 2,569

262
Air, Water, and Steam Service 
System (Circulate Water Pump 
House & Pump, Cooling Tower

272 4,146 813 1,225 6,184 311 4,755 2,823 11,864 19,443 25,627

263
Communications and Security 
Equipment (Piping, Valve, 
Filters)

11 168 1,736 0 1,904 37 568 0 1,457 2,024 3,929

264 Furnishings and Fixtures 2 30 919 300 1,249 3.5 53 0 695 748 1,997
26 Miscellaneous Plant Equipment 292 4,454 3,476 2,921 10,851 355 5,420 2,832 15,003 23,255 34,106
2 Total Direct Costs 2,071 31,624 24,965 296,286 352,874 1,309 19,979 13,882 103,132 136,993 489,867

31 Field Indirect Costs 0 15,498 13,001 0 28,499 0 6,801 18,433 0 25,233 53,732

constr. equip. rental 

or purchase, 

temporary buildings, 

shops, tools, 

supplies, and other 

support services

32 Construction Supervision 0 8,895 0 0 8,895 0 0 3,985 0 3,985 12,880

33 Plant Commissioning and Start-up 0 0 1,348 0 1,348 0 0 46 0 46 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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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Nuclear Island (NI) Energy Conversion Area (ECA), BOP
Total 
Cost,
Won

비 고

(보충설명, 근거, 
출처, 방법론 등)

Account 
Number1) Account Description

Labor 
Time,
Hours

Labor 
Cost,
Won

Material 
Cost,
Won

Equipment 
Cost,
Won

Total NI 
Cost,
Won

Labor 
Time,
Hour

Labor 
Cost,
Won

Material 
Cost,
Won

Equipment 
Cost,
Won

Total 
ECA 
Cost,
Won

Costs

34 Plant Demonstration Test Run 0 0 0 0 0 0 0 0 0 0 0 COA 33에 포함시킴

35
Design Service at A/E Offices 
(Home Office, Offsite)

0 45,024 0 32,770 77,794 0 0 537 0 537 78,331

36
PM/CM Services at A/E Offices 
(Home Office)

0 0 0 0 0 0 0 283 0 283 283

37
Design Services at Plant Site (Field 
Office, Onsite)

0 0 1,348 0 1,348 0 0 186 0 186 1,533

38
PM/CM Services at Plant Site (Field 
Office)

0 0 2,695 0 2,695 0 0 0 0 0 2,695

3
Total Support Services Costs (Indirect 

Services Costs)
0 69,417 15,696 32,770 117,883 0 6,801 23,469 0 30,270 148,153

Total Base Construction Cost 2,071 101,041 40,661 329,056 470,757 1,309 26,780 37,351 103,132 167,263 638,020
1) G4-ECONS COA: COAs in ORNL, 1998, and IAEA 2000 와 동일한 구조, EEDB와 약간 다름.

Ÿ The first digit groups type: 1-Pre-construction costs, 2-Direct costs, 3-Indirect services costs

Ÿ The second digit groups type (Contingency 제외): 11-Land and land right ~ 16-Plant reports, 21-B&S ~ 26-Miscellaneous Equipment, and 

31-Field indirect costs ~ 38-PM/CM services (On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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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Adjustment factors
표 3.2.3.18 Adjustment Factors

Adjustment Factors Labor Hour Labor Cost Material Cost Equipment Cost

Escalation ×

Application of 
Local Wage Rate

○ ○

Productivity Factor Not yet × ×
Size Scaling ○ ○ ○

Temperature/Pressure Scaling × × ×

Region Factor × ○ ○

Plant Maturity Not yet Not yet Not yet

¡ Escalation: 빌딩, 장치 설치 등의 노동 시간(Labor Hour)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노동비

용 역시 escalation 적용 보다는 한국 임금 단위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당 사항

없음. 재료 및 장치비는 1992년(참조노형)과 2007년(해석대상노형) 사이의 미국의 물가 상승률

을 고려하여 1.48을 일괄 적용하여 요소별 ROM 비용을 계산함(일괄 적용의 한계 및 개선 방

안: Sec. 5).

¡ Productivity Factor: 특정 지역(국가)에서 분야별 노동 생산성을 고려해 주는 인자로 타 산업

분야 대비 원자력 건설 분야(또는 해당 원자력 시스템)의 노동 생산 효율성을 비율로 나타낸

인자. 원자력 발전 경험이 없는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 타 산업에 비해 노동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므로 1.1~1.2 이상의 값을 적용. 한국의 경우, 원자력 산업 분야가 타 산업 분야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적용하지 않음.

¡ Sizing: 참조노형과 대상노형의 원자로 열출력 비를 Parameter Ratio로 하고 장치/설비 별로

부록 D에 주어진 Cost Exponent을 이용하여 Cost Factor 계산. 본 예는 두 노형의 열출력이

같아서 적용하지 않았으나 노동시간, 재료비, 장치비 등에 모두 적용되는 인자.

¡ Temperature/Pressure Scaling: 추가 연구 요구됨. 특히, 연구의 깊이를 선 결정 한 후 자료

수집과 장치별 적용 인자 결정.

¡ Region Factor: 노동시간에 적용 하지 않음. 노동비용 계산의 경우에는 한국의 임금이 사용되

므로 적용이 된 것으로 간주됨. 재료비는 각 지역(국가) 별로 큰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고

려해야 함. 본 예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재료비 차이를 감안하여 0.6(철근/콘크리트 가격비)을

일괄 적용함. 장치비의 경우 수입을 가정하면 운송비, 관세 등의 추가 비용 부담이 있는데 본

예에서는 1.1 적용 (추가 연구 필요). 장치에 대한 Region Factor 역시 일괄 적용에는 한계가

있고, 내수/외자 구분에서부터 수입품의 경우 운송/세금 관련 세부 정보 조사가 요구되고 내

수품의 경우(예정된 경우 포함) 각각의 해당 장치에 대한 독립적인 장치비 계산/평가 모델 적

립.

¡ Plant Maturity: 추가 연구/조사 필요.

¡ Labor Cost: 원자력직종 노동자 평균임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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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4×450MWth 상용 고온가스원자로

Items Specifications

Analysis Model
Modular Helium Reactor: 

Prismatic Core Type

Thermal Output (MWth) 450*4

Operational Period (Year) 60

Reactor Outlet Temperature (℃) 690

Plant Efficiency (%) 38.5

Capacity Factor over Life (%) 90

Fuel Cycle Open cycle

표 3.2.3.19 Subject Plant Specification
(The Same Thermal Output, 2007, 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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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Nuclear Island (NI) Energy Conversion Area (ECA), BOP
Total 
Cost,
Won

비 고

(보충설명, 근거, 
출처, 방법론 등)

Account 
Number1) Account Description

Labor 
Time,
Hours

Labor 
Cost,
Won

Material 
Cost,
Won

Equipment 
Cost,
Won

Total NI 
Cost,
Won

Labor 
Time,
Hour

Labor 
Cost,
Won

Material 
Cost,
Won

Equipment 
Cost,
Won

Total 
ECA 
Cost,
Won

11 Land and Land Right 0 0 0 0 0 0 0 1,652 0 1,652 1,652 
12 Site Permits 0 0 0 0 0 0 0 0 0 0 0 
13 Plant Licensing 0 0 0 0 0 0 0 0 0 0 0 
14 Plant Permits 0 0 0 0 0 0 0 0 0 0 0 
15 Plant Studies 0 0 0 0 0 0 0 0 0 0 0 
16 Plant Reports 0 0 0 0 0 0 0 0 0 0 0 

17 Other Pre-construction costs 0 0 0 0 0 0 0 0 0 0 0 

- 건설전 오너 

분담비; 홍보, site 

remediation work 

for plant licensing, 

etc

1 Total Pre-Construction Costs 0 0 0 0 0 0 0 1,652 0 1,652 1,652 
211 Yardwork 102 1,552 1,128 0 2,681 77 1,175 553 1,145 2,873 5,553 

212

Reactor Complex (Reactor Island 
Civil Structures (Silo & 
Superstructure), Reactor Service 
Building, Reactor Auxiliary 
Building, Radioactive Waste 

2,236 34,131 37,305 18,574 90,010 0 0 0 0 0 90,010 

(사) 상용 고온가스원자로 비용 추산

표. 3.2.3.20 COA for MHTGR Subject Plant: Three-digit COA
(2007, Republic of Korea, 1,000 Man-Hours, 1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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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Nuclear Island (NI) Energy Conversion Area (ECA), BOP
Total 
Cost,
Won

비 고

(보충설명, 근거, 
출처, 방법론 등)

Account 
Number1) Account Description

Labor 
Time,
Hours

Labor 
Cost,
Won

Material 
Cost,
Won

Equipment 
Cost,
Won

Total NI 
Cost,
Won

Labor 
Time,
Hour

Labor 
Cost,
Won

Material 
Cost,
Won

Equipment 
Cost,
Won

Total 
ECA 
Cost,
Won

Management Building, Helium 
Services Building)

213 Turbine Complex 0 0 0 0 0 346 5,280 9,260 5,071 19,611 19,611 
214 Operations Center 0 0 0 0 0 68 1,031 368 3,248 4,646 4,646 
215 Remote Shutdown Buildings 3.4 52 50 0 102 0 0 0 0 0 102 

216

Other Buildings (Security 
Building, Gatehouse, Radwaste 
Building, Administration Building, 
Waste Treatment Building, 
Warehouse, Training Center, 
Special Material Unloading 
Facility) 

25 384 728 0 1,112 40 603 268 788 1,659 2,771 

21
Buildings, Structures & 
Improvements on Site

2,366 36,120 39,210 18,574 93,904 530 8,088 10,450 10,251 28,789 122,694 

221 Reactor System 68 1,035 0 164,992 166,027 0 0 0 0 0 166,027 
222 Vessel System 147 2,247 176 177,111 179,534 0 0 0 0 0 179,534 
223 Heat Transport System 19 287 6.8 135,827 136,120 0 0 0 0 0 136,120 
224 Shutdown Cooling System 25 386 34 18,486 18,907 0 0 0 0 0 18,907 
225 Shutdown Cooling Water System 26 400 716 3,255 4,371 0 0 0 0 0 4,371 
226 Reactor Cavity Cooling System 96 1,471 3,056 12,205 16,732 0 0 0 0 0 16,732 

227
Reactor Service System (Fuel 
Handling System, Radioactive 

219 3,350 1,844 59,238 64,432 7.7 118 146 990 1,254 65,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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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Nuclear Island (NI) Energy Conversion Area (ECA), BOP
Total 
Cost,
Won

비 고

(보충설명, 근거, 
출처, 방법론 등)

Account 
Number1) Account Description

Labor 
Time,
Hours

Labor 
Cost,
Won

Material 
Cost,
Won

Equipment 
Cost,
Won

Total NI 
Cost,
Won

Labor 
Time,
Hour

Labor 
Cost,
Won

Material 
Cost,
Won

Equipment 
Cost,
Won

Total 
ECA 
Cost,
Won

Waste Processing System)

228
Reactor Control, Protection & 
Monitoring

121 1,848 1,467 11,351 14,666 3.5 54 0 283 337 15,003 

229 Reactor Plant Miscellaneous 9.4 144 4,129 14,080 18,353 0 0 0 0 0 18,353 
22 Reactor Plant Equipment 732 11,171 7,713 596,541 615,426 11.3 172 146 1,273 1,591 617,017 

231 Turbine Generator & Auxiliaries 0 0 0 0 0 302 4,608 1,355 105,837 111,800 111,800 
232 Main & Auxiliary Steam System 0 0 0 0 0 146 2,222 2,146 12,359 16,727 16,727 
233 Feedwater & Condensate System 0 0 0 0 0 354 5,402 2,368 33,475 41,244 41,244 
234 Startup & Shutdown System 0 0 0 0 0 0 0 0 0 0 0 
235 Turbine Plant Sampling System 0 0 0 0 0 17 265 0 3,325 3,590 3,590 

236
ECA Control, Data & 
Instrumentation (I&C)

5.2 79 36 0 115 111 1,691 0 34,611 36,302 36,418 

23 Turbine/Generator Plant Equipment 5.2 79 36 0 115 930 14,205 5,869 189,606 209,681 209,796 
241 Switchgear 12.3 187 0 0 187 21 319 0 9,630 9,949 10,136 
242 Station Service Equipment 35 532 20 9,249 9,801 21 317 39 9,330 9,686 19,487 
243 Switchboards 0.7 11 0 0 11 3 48 0 6,010 6,058 6,069 
244 Protective Equipment 0 0 0 0 0 10 160 45 208 413 413 

245
Electric Structures & Wiring 
Containers

400 6,113 0 0 6,113 45 681 818 0 1,499 7,612 

246 Power and Control Wiring 257 3,929 0 0 3,929 75 1,139 3,587 0 4,726 8,655 
24 Electrical Equipment 707 10,773 20 9,249 20,042 174 2,663 4,490 25,208 32,361 52,403 

251
Circulating and Service Water 
Pumphouse

0 0 0 0 0 11 174 164 5.5 343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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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Nuclear Island (NI) Energy Conversion Area (ECA), BOP
Total 
Cost,
Won

비 고

(보충설명, 근거, 
출처, 방법론 등)

Account 
Number1) Account Description

Labor 
Time,
Hours

Labor 
Cost,
Won

Material 
Cost,
Won

Equipment 
Cost,
Won

Total NI 
Cost,
Won

Labor 
Time,
Hour

Labor 
Cost,
Won

Material 
Cost,
Won

Equipment 
Cost,
Won

Total 
ECA 
Cost,
Won

252 ECA Cooling Water Systems 0 0 0 0 0 58 890 659 1,940 3,490 3,490 

253
Circulating and Service Water 
System

0 0 0 0 0 286 4,366 4,000 21,413 29,780 29,780 

25
Water Intake and Heat Rejection 
Plant

0 0 0 0 0 356 5,430 4,824 23,359 33,612 33,612 

261
Transportation and Lift 
Equipment

10.5 160 30 2,194 2,383 3.8 58 8.9 1,155 1,222 3,605 

262
Air, Water, and Steam Service 
System (Circulate Water Pump 
House & Pump, Cooling Tower

282 4,308 1,923 2,321 8,552 321 4,903 2,946 13,076 20,925 29,477 

263
Communications and Security 
Equipment (Piping, Valve, 
Filters)

10 159 1,736 0 1,895 42 645 0 1,579 2,224 4,120 

264 Furnishings and Fixtures 1.9 28 919 300 1,247 3.3 51 0 695 745 1,992 
26 Miscellaneous Plant Equipment 305 4,655 4,608 4,966 14,229 371 5,659 2,955 16,504 25,118 39,347 

2 Total Direct Costs 4,113 62,798 51,589 629,334 743,720 2,372 36,218 30,386 266,201 332,805 
1,076,52

0

31 Field Indirect Costs 0 50,045 19,476 0 69,521 0 32,216 31,415 0 63,631 133,151 

constr. equip. rental 

or purchase, 

temporary buildings, 

shops, tools, 

supplies, and other 

support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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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Nuclear Island (NI) Energy Conversion Area (ECA), BOP
Total 
Cost,
Won

비 고

(보충설명, 근거, 
출처, 방법론 등)

Account 
Number1) Account Description

Labor 
Time,
Hours

Labor 
Cost,
Won

Material 
Cost,
Won

Equipment 
Cost,
Won

Total NI 
Cost,
Won

Labor 
Time,
Hour

Labor 
Cost,
Won

Material 
Cost,
Won

Equipment 
Cost,
Won

Total 
ECA 
Cost,
Won

32 Construction Supervision 0 29,179 0 0 29,179 0 0 15,939 0 15,939 45,118

33
Plant Commissioning and Start-up 
Costs

0 0 2,406 0 2,406 0 0 186 0 186 2,592 

34 Plant Demonstration Test Run 0 0 0 0 0 0 0 0 0 0 0 COA 33에 포함시킴

0 

35
Design Service at A/E Offices 
(Home Office, Offsite)

0 140,586 0 25,917 166,530 0 0 1,131 0 1,131 1,131 

36
PM/CM Services at A/E Offices 
(Home Office)

0 0 2,406 0 2,406 0 0 743 0 743 3,150 

37
Design Services at Plant Site (Field 
Office, Onsite)

0 0 0 0 0 0 0 0 0 0 0 

38
PM/CM Services at Plant Site (Field 
Office)

0 0 0 0 0 0 0 0 0 0 0 

3
Total Support Services Costs (Indirect 

Services Costs)
0 219,810 24,288 25,917 270,016 0 0 51,561 0 83,777 353,793

Total Base Construction Cost 4,113 282,608 75,877 655,251
1,013,73

6
2,372 36,218 81,947 266,201 406,582

1,430,31
3

1) G4-ECONS COA: COAs in ORNL, 1998, and IAEA 2000 와 동일한 구조, EEDB와 약간 다름.

Ÿ The first digit groups type: 1-Pre-construction costs, 2-Direct costs, 3-Indirect services costs

Ÿ The second digit groups type (Contingency 제외): 11-Land and land right ~ 16-Plant reports, 21-B&S ~ 26-Miscellaneous Equipment, and 

31-Field indirect costs ~ 38-PM/CM services (On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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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400MWth급 상용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 비용분석

(가) 서론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은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열을 이용하여 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생

산하는 시스템이다. 물분해 공정에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판단되는 공정

으로 그림 3.2.3.8과 같이 요오드산분해반응과 황산분해반응을 이용한 IS열화학싸이클법(IS

cycle), 고온의 수증기를 전기분해하는 고온전기분해법(HTE), 황산분해공정과 황산전기합성을 결

합한 하이브리드황산법(HyS) 등 3가지 공정이 유망한 것으로 개발되고 있다[3.2.3.7∼3.2.3.12].

그림 3.2.3.8 원자력수소생산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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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9 온도에 따른 수소생산효율

그림 3.2.3.9에는 원자로출구온도에 따른 수소생산효율을 보여 준다. 황산분해에 기반한 공정

은 섭씨 700도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는 효율이 매우 낮으며, 섭씨 800도 이상에서 효율적인 황산

분해가 일어난다. 고온전기분해는 온도에 따른 효율변화가 비교적 완만하다. 원자력열원의 온도

가 섭씨 850도가 되면 이론적으로 50% 정도의 수소생산효율을 얻을 수 있으며, 온도가 높아질수

록 효율은 높아진다.

고온가스로 구조재의 특성은 약 900도를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므로 출구온도가 900도이하인

경우에는 고온가스로, 그 이상이면 초고온가스로로 분류한다. 또한, 기본적인 핵연료는 직경

1mm 정도인 삼중피복입자핵연료로 동일하나, 원자로 장전을 위해 페블형 또는 블록형으로 성형

하여 핵연료집합체를 장전하게 되므로 핵연료 장전장치가 다르게 된다. 페블형 핵연료는 직경

6cm 구형의 핵연료 수십만개를 원자로심에 장전하므로 연소가 진행됨에 따라 사용한 연료를 연

속적인 꺼내고, 신연료를 장전을 하게 된다. 이 경우에 원자로의 정지는 2~3년 주기적인 검사 및

보수시에만 하게 된다. 블록형 핵연료는 높이 60 cm 정도인 흑연블록에 피복입자핵연료를 장전

한 것 을 원자로심에 장전하게 되며 약 18개월의 노심주기마다 연료재장전작업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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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0 고온가스로의 핵연료형태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은 그림 3.2.3.11와 같이 크게 원자로와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플

랜트로 구성된다. 초고온가스원자로에서 950℃ 이상의 열에너지를 생산하여 중간 열교환기

(IHX, Intermediate Heat eXchanger)를 통해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시스템에 850-900℃의

열에너지를 공급하게 된다. 초고온가스원자로는 4000도 이상의 높은 용융점과 큰 열용량을 갖

는 흑연을 감속재로 사용하고 핵연료의 낮은 에너지 밀도 특성으로 각종 사고시의 온도 변화

가 매우 느리고 사고 발생 후 2∼3일 후에나 최고 핵연료온도에 도달하며 이후에 자연적으로

냉각되는 능동형 원자로이다. 이러한 느린 온도변화는 하나의 제어실에서 여러 개의 원자로 운

전을 가능하게 하여 모듈 형태의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 구성을 가능하게 하고, 사고 발생 시에

원격지에서의 기술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운전비를 줄여 줄 뿐만 아니라, 원자력 전문 인력기

반이 취약한 곳에서도 분산 건설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해 준다. 초고온가스원자로의 노형은

핵연료(nuclear fuel) 공급 방식에 따라서 블록형(PMR, Prismatic Reactor))과 페블형(PBR,

Pebble Bed Reactor))으로 분류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블록형 노형에 대해 경제성을 평가하고

자 한다. 블록형 참조 노형으로는 GA(General Atomics) 사의 GT-MHR, H2-MHR 노형과 미

국의 NGNP(Next Generation Next Plant) 노형이 있다[15, 16]. NGNP은 2007년에 예비계념설

계를 완료하고 현재 개념설계 단계에 있는 미국의 장기 과제로 블록형과 페블형의 두 노형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NGNP 노형 중에서 GA가 채택하고 있는 블록형

노형을 참조노형으로 하였는데, 전형적인 설계인자는 표. 3.2.3.21와 같다. 황-요오드 열화학 수

소생산 공정은 수소 생산에 고온의 열에너지뿐만 아니라 전기에너지 소모도 매우 커서 수소생

산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전력변환시스템(PCS, Power Conversion System)이 도입된 수소생산

시스템을 구성 할 수도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초고온가스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는 모

두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에서 소모되고, 공정에 필요한 전력은 외부전력을 이용하는

것으로 가정한 시스템을 대상으로 경제성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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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1 초고온가스원자로 열원 SI 열화학 공정을 이

용한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

설계 인자 NGNP (PMR)

원자로 모듈수 (전체출력) 4 (2400 MWth)

모듈당 정격출력 600 MWth

수소생산 효율 ∼45 %

원자로 압력 6.4 MPa

냉각재 온도, 입구/출구 590/950 ℃

모듈당 건설기간 (Nth) 36개월 (1st)

이용율 >90 %

모듈당 헬륨 냉각제 유량 321 kg/s

표 3.2.3.21 참조노형인 NGNP 상용화 노형의 설계 목표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은 물로부터 수소와 산소를 생산하는 공정으로 다음과 같은

3개의 화학 반응으로 구성되는데 도식적으로 나타내면 그림 3.2.3.12와 같다.

HO  I  SO  → HIHSO   분젠반응 약 ℃ 발열반응 

HI → H  I  요오드화수소 분해반응 ～℃ 흡열반응 

HSO  → HO  SO  O   황산분해반응 약 ℃ 흡열반응 

⇒ HO → H  O   종합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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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2 세 가지 화학 반응으로 구성된 SI 열화학 공정도

위 반응 공정에서 순수 입력 물질은 물이고 기타 화합물은 공정 내에서 순환하게 된다. 위와

같이 구성된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의 전체 효율은 주로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의 열

효율에 의해 결정 되는데 공정 온도에 크게 의존한다.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의 열효

율은 이상적인 모델에 대해 공정온도 800℃에서 약 40%, 950℃에서 약 50% 이상인 것으로 평

가되고 있다[NGNP]. 본 연구에서는 열전달 계통 열손실과 실제 공정 열손실 및 기기 효율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다음 식으로 정의되는 수소생산효율(overall hydrogen production

efficiency)을 40%로 가정 하였다[신영준].

  


×

여기서 은 단위시간당 생산되는 수소량, HHV(Higher Heating Value)은 고준위발열량,  은

단위시간당 소비되는 열에너지, 은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에서 단위시간당 소비되

는 전기에너지를 전기생산 효율을 이용하여 열에너지로 환산한 값이다.

고온전기분해는 열전달계통을 통해 전달된 열을 이용하여 증기발생기에서 고온의 수증기를 생

산하고 이를 전기로 분해하는 방식이다. 전기분해장치는 약 900℃에서 작동한다.

→

황산혼합공정은 요오드황 열화학공정과 같은 황산분해공정과 SO2와 물을 전기로 반응시켜 황

산을 합성하는 전기분해장치로 구성된다.

황산분해 : → (T > 800℃)

산소분리 : →

황산합성 : → (T ~ 120℃, 0.17 Volt)

(나) 분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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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R&D 단계의 노형에 적합한 top-down approach 방법을 이용하여

4×600MWth의 모듈형 초고온가스원자로와 SI공정이 결합한 NOAK(Nth-Of-A- Kind) 원자력

수소생산시스템에 대한 비용 및 경제성을 분석 한다. 참조 노형으로는 비교적 최근에 연구된

NGNP PMR 노형을 이용하였는데, 최근의 물가 상승 및 원자재값 급등이 반영되어 비용 평가

의 신뢰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용 분석을 위한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의 설계 인자는 표

3.2.3.22와 같다.

Design Parameters Specifications

Thermal Output 4×600MWth

Operational/Depreciation Period 60yr/40yr

Reactor Inlet/Outlet Temperatures 590℃/950℃

Helium Mass Flow Rate 4×320kg/s

Plant Efficiency 40%

Capacity Factor over Life 90%

Fuel Cycle Open Cycle

Process Peak Temperature 900℃

표.3.2.3.22 Plant design parameters of SI-based nuclear hydrogen production

system

그림 3.2.3.11은 단일 원자로를 이용한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이며 해석 모델은 네 개의 원자로

가 모듈화 되어 일렬로 배치된 시스템으로 보조시설을 공유함으로써 운전에 소요되는 각종 비

용을 절감하게 된다.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을 구성하는 건물로는 원자력시설에 해당하는 원자

로격납건물, 원자로운용동, 지원동, 방사성물질관리동, 원자로운전실, 원격정지동, 헬륨보관동,

원자력정비동,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고 등이 있고 수소생산플랜트를 구성하는 60여 가지의 장

치, 용수시설, 냉각시설, 변전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기타 공용시설로는 보수동, 소방동, 경비동

급수동 등이 있다.

(다) 비용 분석

비용 평가에 사용된 주된 가정으로 원자로 주요 장치는 장시간 운전 경험이 있는 독일의

AVR와 일본의 HTTR 등의 예로부터 기술 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예비비를 장치비의

5%로 낮게 산정하였고 황-요오드 열화학, 고온전기분해(HTSE) 및 복합열화학(HyS) 공정은

기술 성숙도가 낮아 예비비를 20% 수준으로 높게 산정하였다.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의 투자비용, 수소생산단가 계산 및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건설,

시운전, 상용운전, 폐로 등의 전주기적인 비용을 산출해야 한다. 각각의 원가 항목은 장치비,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세분화 된다. 본 연구에서는 GIF EMWG에서 개량한 COA을 사용하였

는데, 원가 항목은 표 3.2.3.23와 같이 세분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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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 Account Description

10 Capitalized Pre-Construction Costs

Total Capital Investment Cost

20 Capitalized Direct Costs

30 Capitalized Indirect Services Costs

40 Capitalized Owner's Costs

50 Capitalized Supplementary Costs

60 Capitalized Financial Costs

70 Annualized O&M Costs

80 Annualized Fuel Cost

90 Annualized Financial Cost

Fees such as licensed reactor 

process, nuclear operating 

license fees, and similar, and 

value of money utilized for 

operating costs

표 3.2.3.23 Structure of code of account

전체 직접 투자비는 사전투자비, 건설직접비, 건설간접비, 사업자비, 보충비 및 재무비 등으

로 구성된다. 여기서 사전투자비는 부지 매입 및 관련 허가 비용, 플랜트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비용 등으로 구성되고, 건설직접비는 건물, 원자로 구성 장치비, 수소생산공정 플랜트 장치비

등의 건설에 필요한 직접비용이고, 건설간접비는 건설에 필요한 부대 장치, 소모품, 건설 감독,

건설 현장 프로젝트관리(PM/CM) 등의 현장비용, 시운전 비용, 설계, 본사지원 PM/CM 비용

등으로 구성되고, 사업자비는 운영인력 유지 및 교육비용, 인력관련 세금, 보험, 복지비용과 운

영인력 거주 비용 등으로 구성되고, 보충비는 장치 운송비, 예비부품비, 플랜트 세금 및 보험,

초기 핵연료 장전비 등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투자비 산출을 위해 NGNP PCD 연

구결과를 이용하여 건설임금, 교육비용, 초기운영비용 등은 국내 물가 정보를 이용하여 산출

하였다. 특히, 건설간접비는 R&D 단계에서 비용 산출이 어려우나 통상적인 비용 산출 방식을

사용하여, 간접비 중에서 용역비용은 건설직접비의 20%를 산정하고, 현장비용은 용역비용의

50%, 시운전 비용은 용역비용의 85%를 산정한다. 건설 및 시운전을 포함하여 황-요오드 열화

학 수소생산 공정, 고온전기분해(HTSE) 공정 및 복합열화학(HyS) 공정이용 원자력수소생산시

스템 투자비를 정리하면 각각 표 3.2.3.24(a), 표 3.2.3.25(b), 표 3.2.3.26(c)와 같다.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이용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은 원자로에서 생산되는 열에너지를 황-요오

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에서 모두 소모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필요한 전력은 외부에서 공급해

주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고온전기분해(HTSE) 공정이용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은 원자로 열에

너지를 모두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고온전기분해(HTSE) 공정 내의 물분해 전기분해 장치에

서 소모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복합열화학(HyS) 공정이용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은 원자로에

서 생산되는 열에너지의 절반은 전기로 변환하여 복합열화학(HyS) 공정에 공급되고 나머지 절

반의 열에너지는 복합열화학(HyS) 공정에서 직접 소모되는 시스템이다. 복합열화학(HyS) 공정

이용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의 경우에 생산된 전기 중에서 복합열화학(HyS) 공정에서 대부분

소모되고 여분의 전기가 남는데 이는 판매하여 운영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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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항목 2007$(In 1,000$)

사전투자비 30,000

건설직접비

원자로 및 주변기기 직접비 866,467

열전달계통 직접비 344,457

SI 플랜트 직접비 800,134

건설간접비 961,693

사업자비 및 보충비 350,308

IDC 411,507

총 투자비 3,770,566

표 3.2.3.24(a) SI 공정이용 2,400MWth급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 투자

비 산출 내역

계정 항목 2007$(In 1,000$)

사전투자비 30,000

건설직접비

원자로 및 주변기기 직접비 923,467

PCU 및 열전달계통 직접비 742,523

HTSE 플랜트 직접비 780,892

건설간접비 1,164,193

사업자비 및 보충비 348,121

IDC 489,250

총 투자비 4,478,446

표 3.2.3.24(b) HTSE 공정이용 2,400MWth급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

투자비 산출 내역

계정 항목 2007$(In 1,000$)

사전투자비 30,000

건설직접비

원자로 및 주변기기 직접비 866,467

PCU 및 열전달계통 직접비 562,497

HyS 플랜트 직접비 483,647

건설간접비 912,743

사업자비 및 보충비 349,452

IDC 392,971

총 투자비 3,597,777

표 3.2.3.24(c) HyS 공정이용 2,400MWth급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 투

자비 산출 내역

보조계통으로는 공조시설, 전력시설, 변전소, 정비동, 경비실, 소방시설 등 플랜트 운영에 필

요한 제반 시설 및 장치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보조계통을 별도의 계정항목으로 분류하지

않고 GIF COA 계정분류에 따라 원자로 및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플랜트 직접비 계정에

포함시킨다.

핵연료는 U235의 농축도가 약 0.72%인 U3O8원광을 전환, 농축, 성형 공정을 거쳐서 제조되고 3

배치로 18개월(핵연료 교체시간 포함)간 사용한 후에 중간저장을 거쳐 재처리한 후에 처분하게

된다. 핵연료 비용은 이러한 전주기적인 비용 평가를 통하여 산출된다. 사용후 핵연료는 중간

저장을 통하여 직접 처분하는 Once-through cycle 핵주기와 재순환 공정을 통하여 핵물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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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순환하는 Closed cycle 핵주기가 있다. 핵주기의 선택은 국가의 정책결정이나 원자로의 형태

에 따라 결정되는데, 고온가스원자로의 피복핵연료는 직접처분에 적합한 형태이고, 현시점에서

는 Once-through 핵주기가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직접처분방식을 기준으로 경제성을 분

석한다[MIT 보고서]. 구체적인 핵연료 비용 산출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미국 EIA 및

AFCI(Advanced Fuel Cost Data Basis)의 2007년 자료를 참고하여 표 3.2.3.25와 같은 비용 단

가를 사용 하였다.

항목 단가

원광 70 $/kg

변환 10 $/kg

농축 150 $/SWU

재변환 및 성형가공 4000 $/kgHM

표 3.2.3.25 Unit costs for uranium and fuel cycle services

NGNP PCD와 GA사의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이용 수소생산 예비개념설계 결과에

따라 핵연료 장전량을 산출하면, 2,400MWth급(4×600MWth) 원자로에 약 4.425kg의 우라늄을

함유한 핵연료집합체가 4080개 장전된다. 이는 모듈당 초기 우라늄장전량으로 약 4.51톤에 해

당한다. 농축도 19.8%인 농축우라늄의 초기 장전비는 위의 항목별 단가를 이용하여 계산하면

약 219M$로 추산된다.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 방법은 국가 및 원자로 별로 차이가 있으나

Once-through 핵주기를 채택하게 되면 후행핵주기는 중간저장과 영구처분의 2단계로 단순화

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후행핵주기 비용을 발전량에 비례하여 법적으로 1 kWehr당 0.1 cent를

적립하도록 하고 있고, 한국의 경우에는 1992년 기준비용으로 우라늄 1kg당 약 54만원을 적립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아오모리 재처리시설과 고준위 폐기시설을 참조하여 중간저

장비용 단가는 223$/kg으로 영구처분비용은 4,237$/kg으로 산정 하였다.

운영비(O&M, Operation and Maintenance)는 수소생산시스템의 운전 및 보수에 드는 비용으

로 대표적인 계정 항목으로 운영인력 및 경영인력 비용, 인력 관련 세금, 보험, 복지 등의 비

용, 각종 화학물질 및 사무용품, 플랜트 기기 및 설비 교체비, 재산세 및 보험 등이 있다. 미국

의 Fort St. Vrain 고온가스원자로 설계 및 운전 경험을 바탕으로 2,400MWth급 수소생산시스

템 운영조직을 구성하면 약 250명의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되는 운영비는 약 135만 달러로 추산되는데 여기서 물을 분해하기 위한 증류수 비용이 약

13.5%, 외부전력 비용이 약 46%, 플랜트 보수비용이 약 15%, 인건비 관련 비용이 약 12.5%,

기타 13%로 전력비용과 플랜트 보수비 비중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라) 분석 결과

경제성 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으로 시운전을 포함한 총 건설기간은 4년으로 하였고 GIF

EMWG 프로그램에서 건설기간 이자비 계산과 감가상각 계산에 일괄 적용되는 실할인율(real

discount rate)은 7%로 가정 하였다. 여기서 건설기간 이자비 계산에 필요한 자본 투자 방법은

GIF에서 제안한 S-곡선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원자력수소의 경제성 분석에 가장 중요

한 인자는 수소생산단가로 연간 자본부담금, 운영비, 핵연료비 등으로부터 계산한다.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이용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의 연간 비용 및 수소생산단가를 항목별로 계

산하면 표 3.2.3.26와 같다. 여기서 사전투자비 및 사업자 비용은 원자로 비용(reactor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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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s)에 포함하였다.

Account Description
Capital Charges or Annual 

Costs ($M/yr)

Unit Production Costs 

($/kgH2)

Reactor Plant Costs 212.1 1.04

SI Plant Costs 102.2 0.50

Reactor & SI Plant O&M 

Costs
141.4 0.69

Nuclear Fuel Costs 75.6 0.37

Total Costs 531.3 2.60

표 3.2.3.26 Summary of SI-based nuclear hydrogen production costs

비용 분포를 보면 건설투자비가 59%, 운영비가 27%, 핵연료비가 14%를 차지하는데 기존의

전기생산을 위한 원자력발전소와 유사하게 건설투자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핵연료비는 상대

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 초고온가스원자로를 이용한 발전소는 모듈 형태로 건설되어 공

용 건물 사용을 통한 건설비 감축뿐만 아니라 운영 효율화를 통한 큰 폭의 운영비 감소가 기

대되는데 반해서 수소생산시스템에서는 운영비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주

로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플랜트 화공유지보수비와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에

소모되는 전력 및 증류수 비용에 기인한 것으로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플랜트 수명 연장,

소모 전력 감축, 효율 개선 등의 플랜트 기술향상은 건설투자비 감축뿐만 아니라 운영비 감축

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유사하게 고온전기분해(HTSE) 공정과 복합열화학

(HyS) 공정에 대한 비용을 분석하면 각각 표 3.2.3.27와 표 3.2.3.28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

다. 복합열화학(HyS) 공정의 경우 전기판매 비용으로 연간 운영비 및 핵연료비를 충당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Account Description
Capital Charges or Annual 

Costs ($M/yr)

Unit Production Costs 

($/kgH2)

Reactor Plant Costs 270.2 1.31

HTSE Plant Costs 99.1 0.48

Reactor & HTSE Plant 

O&M Costs
84.5 0.41

Nuclear Fuel Costs 75.6 0.36

Total Costs 529.4 2.58

표 3.2.3.27 Summary of HTSE-based nuclear hydrogen production costs

Account Description
Capital Charges or Annual 

Costs ($M/yr)

Unit Production Costs 

($/kgH2)

Reactor Plant Costs 235.6 1.94

HyS Plant Costs 59.7 0.49

Reactor & HyS Plant O&M 

Costs
-74.3 -0.61

Nuclear Fuel Costs 75.6 0.62

Total Costs 296.6 2.45

표 3.2.3.28 Summary of HyS-based nuclear hydrogen production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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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생산단가계산에서 불확실성(uncertainty)은 기술적인 요소와 경제적인 요소에 구분되는

데, 먼저 기술적인 요소로는 플랜트 장치 및 기기 비용, 수소생산효율, 공정 전력소모 등이 있

다. 고온가스원자로는 세계적으로 실증 및 상용 운전 사례가 있어서 기술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에 공정은 현재 렙 규모 및 파일럿 규모의 연구개발 단계여서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낮은 기술 성숙도는 비용 분석에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이 된다. 수소생산효율은 수소생산단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인자이고, 공정에 소

모되는 전력도 수소생산효율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서 수소생산단가에 크게 영향을 준다. 경

제적인 불확실성으로는 우랴늄, 콘크리트, 철강 등의 원자재 가격 변동과 물가 상승률, 세금,

할인율, 건설기간, 전력단가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복합적인 기술적, 경제적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수소생산단가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황-요오드 열화학 수

소생산 공정 설비비, 할인율, 건설기간, 수소생산효율, 소비전력량 등에 대해 민감도 분석을 수

행하였다(표 3.2.3.29).

Parameters

Hydrogen 

Production Costs 

($/kg)

SI Plant Capital Costs, M$

800 2.60

1200 2.75

1500 2.86

Real Discount Rate, %

5 2.23

7 2.60

10 3.25

Construction Time, years

3 2.57

4 2.60

5 2.65

Efficiency

35 2.97

40 2.60

45 2.31

Work required for SI 

process, MWe

200 2.60

300 2.76

400 2.90

표 3.2.3.29 Results of economic parametric studies for

SI-based nuclear hydrogen production system

표에서 배경색이 있는 행이 기준 단가이다. 여기서 SI 플랜트 설비비, 효율, 소모전력 등은

기술 향상을 통하여 개선 할 수 있는 요소로써 변동 폭이 -0.29$/kg∼0.37$/kg로 수소생산단

가에 비교적 큰 영향을 준다. 특히, NGNP에서 목표로 하는 수소생산효율 45%가 달성될 경우

에 수소생산단가는 2.31$/kg으로 효율 5% 상승이 생산단가 0.29$/kg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할인율이 수소제조단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기술적인 불

확실성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불확실성을 최소화 것도 중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고온전기분해

(HTSE) 공정 및 복합열화학(HyS) 공정에도 유사하게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경제적인

인자에 대한 민감도는 위와 유사하고 기술적인 인자 중에서 전기분해장치에 크게 영향을 받아

장치 가격이 2배가 될 경우에 약 0.25$/kg의 단가 상승 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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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수소생산공정 평가기술

1. 가압운전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 연계계통

물로부터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은 원자로로부터 고온의

열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이를 위하여 VHTR(Very High Temperature gas cooled Reactor)이

적합하다. VHTR-SI 수소 생산 시스템은 원자로, 1차 및 2차 헬륨냉각 시스템 그리고 황-요오

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으로 구성되어있다. 여기서, 2차 냉각 시스템에서의 헬륨은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으로 고온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매개체이다.

IHX(Intermediate heat exchanger)를 통해 VHTR과 결합된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

정에 의한 수소생산은 아래의 화학반응들을 통해 달성된다.[3.3.1.1]

I2 + SO2 + 2H2O →2HI + H2SO4 (~ 120℃) : 발열반응(분젠반응) (3.3.1.1)

H2SO4 → H2O + SO2 + 1/2O2 (~ 850℃) : 흡열반응 (3.3.1.2)

2HI → H2 + I2 (300 ~ 400℃) : 흡열반응 (3.3.1.3)

식(3.3.1.2)의 화학반응과 식(3.3.1.3)의 화학반응을 위해서 고온의 열에너지를 전달할

PHE(Process Heat Exchanging) 모듈들이 필요하며 2차 헬륨루프를 통하여 전달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0 MWth급 VHTR과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을 기반으로 한

NHDD(Nuclear Hydrogen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플랜트 설계들을 연구해 오고 있

다[3.3.1.2]. 이와 더불어 200 MWth VHTR을 이용한 KAERI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

의 물질수지와 에너지수지를 기초로 PHE 모듈들과 2차 헬륨 경로에 대한 개념적 설계방법을

연구하였다[3.3.1.3].

한편 일본의 JAEA 연구팀은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의 동특성 연구를 수행함에 있

어, 연계 시스템의 Conceptual flow diagram을 바탕으로 열적 안전성을 계산한 바 있다

[3.3.1.4].

원자력 수소 생산 시스템은 그림 3.3.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VHTR, IHX 그리고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으로 구성되어있다. 헬륨은 VHTR과 IHX 혹은 IHX와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 사이에서 고온 에너지의 운반체로서 이용된다.

그림 3.3.1.1. Nuclear hydrogen produ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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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은 분젠반응 공정(Section 1), 황산농축 및 분해반응 공정

(Section 2) 그리고 HI 농축 및 분해반응 공정(Section 3)의 세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Section

1을 구성하는 중요 화학반응 장치로는 식(3.3.1.1)의 분젠반응의 기능을 가진 분젠 반응기와 분

젠반응으로부터 발생된 HI상과 황산상의 상 분리장치, 분리된 HI상에서 잔존 황산을 제거하는

황산 스트리퍼, 그리고 O2/SO2 혼합체로부터 SO2를 회수하기 위한 SO2 세정탑 등이 있다. 그

러나 이 장치들은 외부 열원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할 필요가 없는 장치들이다.

이와는 달리 Section 2의 제 1, 2 황산용액 다단증류 농축장치, 황산증발장치, 황산분해 장치

및 삼산화황분해 장치와 Section 3의 HI 혼합용액 다단증류 농축장치와 HI분해 반응기는 외부

로부터 열을 공급받아야 한다.

이들의 가열 체계는 2종류로 대별되는데 450oC 이상의 고온을 요구하는 장치들, 즉 황산분해

장치와 황산 증발장치 그리고 요오드화수소분해 장치는 2차 냉각계통의 헬륨으로 가열시키고

나머지 가열 대상 장치들은 공정 유체의 현열과 잠열로서 가열시킴으로써 수소생산 열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음을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 있다[3.3.1.3]. 본 선행 연구의 물질수지와 열수지로

부터 열효율을 극대화하는 2차 냉각계통 헬륨의 이동경로를 엑서지 개념의 관점에서 조사한

결과 그림 3.3.1.2와 같은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과 VHTR의 연계계통 열흐름도를 설

정할 수 있었다.

그림 3.3.1.2 Thermal pathway of the SI process coupled to a VHTR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고의 온도를 유지하는 IHX로부터 배출된 헬륨기체는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 중 최고의 온도를 요구하는 삼산화황분해 장치로 주입되어 현열을 빼앗

김으로써 온도가 저하되고 냉각된 헬륨기체는 다시 황산분해 장치로 주입되어 헬륨의 현열을

추가로 전달한 후 또 한 단계의 더 낮은 온도상태로 변한 후 마지막으로 분기되어 일부는 황

산용액을 기화시키는 황산증발장치로 주입되고 나머지 헬륨은 요오드화수소분해 장치로 주입

되어 적정 분해반응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헬륨의 현열을 전달한 후 두 헬륨 라인이 합체되

어 중간열교환장치(IHX)로 열을 재충전시키기 위해서 재순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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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더 낮은 온도에서 가동되는 황산증류탑과 요오드화수소 증류탑의 가열은 그림 3.3.1.2에

서 보는 바와 같이 프로세스 가스의 현열과 증발잠열에 의해 가열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열

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해 히트펌프를 사용해야 한다.

2.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 연계계통 소요장치 동특성 해석코드

가. 황산 1차 및 2차 증류장치 동특성 해석코드

(1) 서론

수소생산 공정과 이에 열을 공급하는 원자로는 열공급 파이프(원자로 관점에서는 냉각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어, 수소공정의 가동상태는 열수력학적으로 원자로의 운전에 영향을 미

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동 중에 수소공정에서 돌발적인 비정상 작동에 기인한 열수력학적

충격이 원자로 안전운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원자로 설계

인허가시에는 발생확률이 매우 낮은 가상 사고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입증해야 하는 점에 비춰

볼 때, 원자로 설계단계에서부터 원자로와 수소생산 공정을 열수력학적으로 연계해서 동특성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원자로뿐만 아니라 수소공정에 대한 동특성 해석을 위한

전산코드를 확보해야 하지만, 세계적으로 이에 적합한 코드가 개발되어 있지 않아 선진 각국에

서는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의 동적 거동 해석을 위한 각 국의 코드개발 계획을

살펴보면, 일본에서는 DSP 코드, 미국에서는 ASPEN+ChemKIN, EU에서는 ECOSIM 코드 등

을 개발하거나 개선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일본의 경우, 간단한 공정인 메탄가스 수증기 개질

공정에 DSP 코드를 적용하여 수증기 개질 공정의 비정상 조업에 의한 열 충격이 IHX 열교환

기를 통하여 미치게 될 원자로 측의 과도응답을 예측하여 실험값과 비교한 경험이 있으나

[3.3.2.1] 공정이 훨씬 복잡한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에 대한 본 코드의 적용성은

2005년부터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한편 미국과 EU 및 프랑스는 2007년 이후를 목표로

각자 고유 코드를 개발 또는 수정/응용코자 계획을 세우고 있고 GIF VHTR/HP PMB를 통하

여 각 코드간의 교차분석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의제로서 2005년 6월 회의에서 제시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3 년에 걸쳐, 분젠화학반응 공정, 황산용액 농축/분해 공정 및

요오드화수소용액 농축/분해 공정으로 구성된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의 동특성 해석

전산코드를 개발 계획을 세웠다. 이 첫 출발점으로 황산용액 농축/분해 공정 중에서 황산용액

의 농축공정의 동적 거동현상을 모사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국

제검증문제에 적용하여 스페인의 정상상태 결과와 비교하여, 그 성능을 평가하였다.

(2) 황산 농축공정의 동특성 해석을 위한 수학적 모델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의 세 공정 중 하나인 황산농축공정에 대한 동특성의 해

석 모델을 설정하였다. 일본이 국제검증문제로 제시한 황산농축 모델을 참조하여 증류탑의 기

본적인 모델을 그림 3.3.2.1과 같이 설정하였다. 각 단에서 일어나는 물질 및 열평형에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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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관계식은 그림 3.3.2.2에 제시하였다. 황산용액 증류장치의 동특성모델링을 위해서는

그림 3.3.2.1과 3.3.2.2를 참조하여 물질과 에너지수지에 관한 수학적 모델링을 수립하였다. 증류

탑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모델 식은 탑 전체에 대한 물질수지, 에너지 수지 및 생성물의 조성관

련 식들과 탑 내부의 각 단에서의 상평형 관계식 및 물질과 에너지 수지들로 이루어진다. 각

단에서의 물질수지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3.3.2.1)

여기에서 H는 체류량(holdup)을 나타내고, 과 은 각각 n 단에서의 액체농도와 기체의

농도를 나타내며, 과 은 n 단에서의 액체와 기체의 유량을 나타낸다. 식(3.3.2.1)를 프로그

램이 가능한 조건으로 변형하였다. 즉, H는 상수로 가정하고, 를 근사적으로 미세한 시간간

격 로 놓고, 도 으로 바꾸어 미세한 시간 변화에 따른 농도 변화값을 나타내도록 했

다. 마찬가지로  -->  --> 으로 가정하고,  -->  -->으로 가정하여,

각각 미세한 시간동안의 액체 및 기체의 유량을 나타내도록 한다. 이로써 시간의 종속변수들을

미세 시간 간격에서 근사적으로 상수가 되도록 조작하여 식(3.3.2.1)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변

형하였다.

≅  

≅  

------------(3.3.2.2)

식(2)는 평형상태와 유사한 식으로 변형되었다. 식(3.3.2.2)를 액체농도 변화량의 식으로 표현

하면 다음과 같다.

 ≅

            
------------------(3.3.2.3)

식(3.3.2.3)을 사용하여  경과 후의 농도는 다음 식에 의해서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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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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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 Distillation column with a f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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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 Signal Flow for N Column S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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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3.2.4)

한편, 각 단에서의 물질수지의 평형조건에 의해 다음 식이 성립한다.




  ---------------------------(3.3.2.5)

이 식에서 체류량이 일정하다는 조건에 의해서 다음 식과 같은 물질수지가 얻어진다.

 

 

 

----------------------(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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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점까지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은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

 





-----------------------------(3.3.2.7)

식(3.3.2.7)에서 tb, tn, tfeed, tn+1은 각각, 비등점 온도, n 단의 온도, 입력물질의 온도, n+1 단의

온도이며, Cp1,2,3는 각각의 물질농도에서의 정압열용량이다. 한편, 각 단에 공급되는 열량()

은 다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for   

  for 

--------------------------(3.3.2.8)

식(3.3.2.8)에서 Q는 재비기(reboiler)에 공급하는 열량을 나타내며, q4와 q5는 다음 식으로 표

현된다.

  

  

------------------------------(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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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3.3.2.9)에서 볼 수 있듯이, q4와 q5는 각각 아래 단에서 발생한 기체의 윗단과의 온도차에

의한 열량 및 기화열로서 윗단의 용액과 열교환을 통하여 전달하는 열량이다. 이 공급되는 열

량은 액체를 비등점까지 올리는 필요한 열량으로 활용되고, 남는 열량은 Wn 만큼의 기체를 발

생시키는데 사용된다. 이를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3.3.2.10)

(3) 계산 알고리즘 설정

(가) 개요

앞에서 설명한 동역학 해석의 근사적인 접근방법을 근거로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알고리즘을 설정하였다. 이때,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하에서 계산 알고리즘을 설정하였다. 즉,

각 단에 기체-액체의 물질 및 열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은 0이고, 기체가 단 사이를 이동하는 시

간은 0이며, 증류과정에서 물질 및 열 손실은 없다고 가정하였다. 알고리즘은 그림 3.3.2.3에 제

시하였고, 변수 및 함수에 대한 설명은 표 3.3.2.1에 제시하였다. 여기서 채택한 증류에 대한 동

특성 해석의 기본개념은 다음과 같다. 입력 물질(feeding)의 하부라인(bottom line)으로 물질량

및 농도에 아무런 변화 없이 흘러가는 상태에서 재비기가 가동하는 것을 초기상태(startup 시

점)로 잡았다. 이 초기상태에서 재비기에 가한 열에 의해서 물질이 데워져 비등점에 도달하고,

남은 열에 의해서 기체가 발생하는 것으로 모사하였다. 여기서 발생한 기체는 상승하여 최하단

의 액체를 만나서 물질량과 열량의 교환을 통하여 액체를 데워서 이 액체가 비등점에 도달하

고, 이어 새로운 기체가 발생한다. 이 기체는 바로 윗단에 접근하여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여,

최상단에 접근한다. 최상단에서 발생한 기체는 증류라인을 통해 외부로 출력된다. 이 과정을

보간법과 반복법(iteration)을 적용하여 모사하는 알고리즘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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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l Condition

Feeding stage or below Above stage

   

    

  

    or  (H2O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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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Balance

Mass Balance

i-stage

No

Yes

 ≻ 

 ≻ 

            Gas-Liquid Balance

그림 3.3.2.3. Flow Chart for Simulation of H2O-H2SO4 Distillation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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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or Function Name Description

  Liquid concentration at i-stage

  Liquid Flow amount(flow rate for ) at i-stage

 Feeding stage liquid concentration

   Feeding stage liquid flow amount(flow rate for )

   
Enthalpy for increasing temperature from  to  at the

 concentration

 Latent heat at i-stage

Yi,  
Vapor concentration and amount(flow rate for ) going

out of i-stage

        
Vapor concentration and amount(flow rate for )

coming to i-stage from i-1-storage

             at the j-th iteration

P Pressure in the distillation column

h Holdup in each stage or reboiler capacity



Enthalpy required to increase the stage temperature up

to the boiling point

 Enthalpy supplied

ti, tf, tb
Temperatures in i-stage and feeding and boiling point,

respectively

     Gas-liquid equilibrium eq. at  ,  , and 

   Boiling point at  and  .

표 3.3.2.1. Brief Description of Variables and Functions referred in Figure 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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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초기상태 설정

동역학 계산을 위한 초기조건은 입력단 이하 전체 단과 재비기에 입력물질로 채워져

있는 상태이고 재비기가 가동되지 않은 상태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초기상태에서는 입력단 이

하의 액체의 농도와 온도는 입력물질과 동일한 상태이고 기체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다. 즉, 입

력단에 입력된 물질이 재비기를 거쳐서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하부라인으로 배출되는 상태

를 의미한다. 입력단 상부에서는 순수 물이 채워진 경우, 비워 있는 경우 및 입력물질로 채워

진 경우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 평형상태 지배방정식의 단일화

그림 3.3.2.1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황산농축 증류탑은 상태와

조건에 따라, 재비기, 입력단, 일반 단, 응축기와 연결된 최상단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단의

조건에 따라 약간 다른 형태의 평형상태 지배 방정식을 갖는다. 그러나 프로그램 개발의 효율

성 제고와 오차유발 방지를 위해서 지배방정식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가장 일반

적인 단을 표현할 수 있는 지배방정식을 설정하고, 각 단의 평형상태를 표현할 때는 일반적인

지배방정식에 단별로 존재하는 특수한 조건을 부과하여 지배방정식을 제한하는 방법을 사용하

였다. 예를 들면 재비기를 0 단으로 정하였을 때, 0 단으로 올라오는 기체양은 0으로 가정하고,

재비기로 직접 입력되는 경우(flash)가 아닌 경우에는 입력물질에 관련된 조건을 0으로 지정하

며, 공급열원은 재비기의 부과열량(heat duty)으로 가정한다. 일반 단에서는 입력단의 유무에

따라서 입력물질이 0 혹은 입력조건으로 정하고, 공급열원은 아랫단에서 상승하는 기체의 열량

으로 가정한다. 최상단에서는, 최상단으로 하강하는 액체의 유량을 회수되는 액체(reflux

material)로 가정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단을 단일한 지배 방정식으로 나타냈다. 이와

같은 방식을 택함으로써, 부가적인 효과로서 flash에서부터 N 단을 갖는 증류탑을 하나의 프로

그램으로 모사할 수 있게 되었다.

(라) 재비기에서의 물질 및 열평형

초기상태에서 재비기를 가동함으로 동역학적 변화가 시작되어, 재비기 내의 황산용액

을 데워 비등점까지 끌어 올리고, 남은 열로 기체를 발생시킨다. 압력과 황산용액의 농도가 주

어졌을 때, 비등점과 발생하는 기체(황산, 물, SO3의 혼합기체)의 농도를 먼저 구해야 한다.

Perry 핸드북[3.3.2.2]에서는 황산용액 농도와 비등점을 독립변수로 하는 황산용액의 전압력과

각 성분별 부분압력이 제시되어 있다. 농도별 황산용액의 비등점을 구하는 방법으로서, 전압력

데이터에서 주어진 압력에 해당되는 온도를 찾는 방법을 택했다. 이 표에서는 전압력이 종속변

수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진 압력과 동일 한 값이 존재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주어

진 압력 전후의 자료를 기준으로 보간법을 사용하여 각각의 황산용액농도에 대한 비등점의 자

료를 생산해 냈다. 또한 각각의 황산용액 농도 및 비등점에서의 평형상태에 해당되는 황산, 물,

SO3의 부분압력 자료를 이용하여, 기체의 농도를 결정하였다.

기체의 발생량은 식(10)에 의해서 구할 수 있다. q1은 재비기의 액체에서 하부로 출력되는

황산용액을 제외한 잔류 액체량의 온도를 비등점까지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이고, q2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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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단이 있는 경우의 입력단에서 주입되는 물질을 비등점까지 올리는데 필요로 하는 열량이고,

q3는 최상단에서 내려오는 황산용액의 온도를 비등점까지 데우는데 드는 열량이다. 공급되는

열량에서 이들의 열량을 차감한 나머지 열량은 기체 발생의 기화열로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식(10)에 의해서 재비기에서 발생하는 기체량을 결정할 수 있다. 발생 기체량과 성분이 결정되

면 하부로 출력되는 농축황산용액의 양과 농도가 일차적으로 결정된다. 이 값들을 기준으로 다

시 위의 과정을 거쳐 2 차로 기체량과 농도 및 농축황산용액량과 농도를 결정한다. 이런 과정

을 반복(iteration)하여 적정한 수렴조건을 만족하는 네 가지 값을 동시에 결정한다. 발생기체의

양이 많으면 반드시 출력용액(황산농축용액)의 양은 줄어들고 체류용액과 출력용액의 농도는

짙어진다. 이렇게 되면 다음 반복단계에서 비등점이 올라가게 되어, 기체 발생의 기화열로 사

용할 열량이 줄어들게 되어 발생하는 기체량을 감소시킨다. 이와 같은 연쇄조건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반복계산을 진행함에 따라 평형상태에 접근하게 된다. 이런 원리로 재비기에서 발생하

는 기체량과 농도 및 출력용액의 양과 농도를 결정하였다.

(마) 일반 단에서의 물질 및 열평형

재비기에 이어 1 단에서 물질 및 열평형을 살펴보면 일반 단에서의 현상을 유추할 수

있다. 재비기에서 발생한 온도가 인 기체( , )가 최하단인 1 단에 접근하여 1 단에서의

물질평형과 열평형 상태로 되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기체를 발생시킨다. 식(3.3.2.3)의 우변에

제시된 변수들로는, 1 단에서는 2 단에서 흘러내려 입력된 액체( , )가 있고, 재비기로 흘

러나가는 출력 액체( , )가 있다. 그리고 재비기에서 입력되는 기체가 있고, 2 단으로 올라

가는 출력 기체( , )가 있다.

초기상태에서 1 단에서는 입력 물질과 동일한 조건에서 출발하므로, X1은 기지의 값이고, X1

과 평형을 이루는 기체농도 Y1는 평형상태방정식(VLE)에 의해서 결정된다. 2 단에서 흘러내려

입력된 액체( , )는 초기상태에서는 입력물질의 조건과 동일함으로 기지의 값이 된다. 또

한 초기상태에서 1 단에서 발생하는 기체의 양은 W1은 0이므로, 1 단에서 재비기로 내려가는

용액의 양(M1)은 물질 평형식인 식(3.3.2.6)에 기지의 값, W0, W1, M2를 대입하여 결정할 수

있다.

재비기의 경우와 같이, 1 단에서의 액체의 유입과 체류량의 온도를 데우는데 필요한 열량,

q1, q2, q3을 결정하고, 1 단에 공급되는 열원은 식(3.3.2.8)과 (3.3.2.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

이 재비기(0 단)에서 전달되는 기체의 기화열과 온도차에 의한 값이 된다. 공급되는 열량에서

온도를 증가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을 차감한 열량을 기화열로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기체량

(W1)을 결정한다. 이로써, 1 단에서의 황산용액의 새로운 농도를 결정하기 위한 식(3.3.2.4)의

우변의 변수들이 모두 결정되었으며, 이 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평형상태의 액체농도(X1)가 결

정된다. 재비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새로운 액체농도를 기준으로 새로운 기체농도(Y1)와

비등점의 결정을 시작으로 다음 단계의 반복 계산이 진행된다.

다른 일반적인 단에서 동일한 방법이 적용된다. 단지 최상단의 경우에는, 실제로는 윗단이

없지만, 회수되는 물질을 윗단에서 내려오는 것을 간주하여 계산하도록 프로그래밍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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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반복 계산

그림 3.3.2.3에서 가장 내부의  루프는 각 단별로 기체 양과 농도 및 그에 대응되는

하강 액체량과 농도를 구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루프는 단별 계산 루프로서   인 경

우는 재비기를 의미하며, 재비기의 가동으로부터 출발해서 아래 단부터 윗단으로 기체가 이동

하여 액체와 반응하는 과정을 모사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마지막 단까

지 계산을 완료한다. 이어 앞에서 얻는 각 단에서의 변수값을 초기값으로 지정하여, 동일한 과

정을 반복하는 단계가 진행된다. 이 반복단계는 반응이 진행하는 과정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모

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반복회수가 많을수록 정상상태에 보다 접근하는 결과를 얻는다.

(4) 프로그램 개발

(가) 개요

앞에서 설명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황산용액에 포함되어 있는 물을 증발시켜 황산의

농도를 높여주는 증류기(Distillation column)을 모사하여 반응이 진행되는 과정의 동특성을 분

석할 수 있는 코드로 개발했다. 입력 자료로는 Perry's chemical engineers' hand book(7판)과

HSC Chemistry(Ver. 5.1) 프로그램[3.3.2.3]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단(stage)의 수, 입력되는 묽

은 황산의 양과 농도, 재비기의 열용량, 회수율이 주어지면, 증류되는 양과 농도(Distillate), 농

도가 짙어진 황산의 양 및 농도(Bottom line)값을 계산할 수 있게 프로그래밍 되었다. 또한 각

반복단계마다 자체적으로 물질량과 열량이 수렴해 가는 것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루틴이 포함

되었다.

(나) 입력자료

표 3.3.2.2-3.3.2.7을 입력자료로 사용한다. 표 3.3.2.2에서는 단(stage)의 수, 입력되는

묽은 황산의 양과 농도, 재비기의 열용량, reflux값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표

3.3.2.3은 기화열 데이터(ramda.txt)다. 표 3.3.2.4는 황산용액의 전압력 데이터(ptotal.txt)이며,

표 3.3.2.5-3.3.2.7은 각각 H2SO4, H2O 및 SO3의 부분압력데이터(ph2so4.txt, ph2o.txt, pso3.txt)

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각 루틴에서 하겠다.

145. 226. Feeding amount(h2o, h2so4)

73.5 45. Temperatures in feeding and condenser

0.13 Pressure (x 0.1MPa)

7.6e4 Reboiler heat duty( kcal/hr)

0.001 Reflux

10. 10. 10. Holdups(<feeding, >feeding, reboiler)

표 3.3.2.2. Input Data containing the gener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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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2SO4
(wt%)

 *

(cal/g)
 비고

 H2SO4
(wt%)

 *

(cal/g)
 비고

0.95 987.000   0.50 598.000  

0.90 861.000   0.45 590.000  

0.85 806.000   0.40 584.000  

0.80 772.000   0.35 580.000  

0.75 713.000   0.30 577.000  

0.70 682.000   0.20 576.000  

0.65 643.000   0.10 574.000  

0.60 624.000   0.00 539.000** H2O

0.55 609.000  

표 3.3.2.3. Latent Heat data as a function of H2SO4 Concentration

* Reference[3.3.2.4].

** Steam table[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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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

p(℃)

H2O wt %

100 90 80 70 60 50 40 30 25 20 15 10 8 6 4 3 2 1.5 1 0.5 0

0 6.23E-03 5.82E-03 5.34E-03 4.48E-03 3.26E-03 1.93E-03 8.36E-04 2.07E-04 7.47E-05 1.97E-05 3.43E-06 5.18E-07 2.43E-07 1.09E-07 4.16E-08 2.35E-08 1.17E-08 7.68E-09 4.79E-09 3.13E-09 3.23E-09

10 1.25E-02 1.17E-02 1.07E-02 9.09E-03 6.70E-03 4.05E-03 1.80E-03 4.67E-04 1.75E-04 4.90E-05 9.52E-06 1.59E-06 7.65E-07 3.48E-07 1.36E-07 7.74E-08 3.91E-08 2.61E-08 1.66E-08 1.13E-08 1.24E-08

20 2.38E-02 2.23E-02 2.05E-02 1.74E-02 1.30E-02 8.02E-03 3.67E-03 9.95E-04 3.88E-04 1.15E-04 2.45E-05 4.49E-06 2.21E-06 1.02E-06 4.07E-07 2.35E-07 1.21E-07 8.12E-08 5.28E-08 3.73E-08 4.35E-08

30 4.33E-02 4.04E-02 3.73E-02 3.19E-02 2.41E-02 1.51E-02 7.10E-03 2.01E-03 8.11E-04 2.53E-04 5.89E-05 1.17E-05 5.90E-06 2.79E-06 1.13E-06 6.59E-07 3.44E-07 2.34E-07 1.55E-07 1.14E-07 1.41E-07

40 7.52E-02 7.03E-02 6.49E-02 5.58E-02 4.27E-02 2.72E-02 1.31E-02 3.87E-03 1.62E-03 5.31E-04 1.34E-04 3.85E-05 1.47E-05 7.08E-06 2.93E-06 1.73E-06 9.14E-07 6.30E-07 4.25E-07 3.23E-07 4.25E-07

50 1.26E-01 1.17E-01 1.09E-01 9.39E-02 7.25E-02 4.70E-02 2.32E-02 7.15E-03 3.09E-03 1.06E-03 2.86E-04 6.53E-05 3.44E-05 1.69E-05 7.12E-06 4.25E-06 2.28E-06 1.59E-06 1.09E-06 8.61E-07 1.20E-06

60 2.03E-01 1.89E-01 1.75E-01 1.52E-01 1.19E-01 7.82E-02 3.95E-02 1.27E-02 5.65E-03 2.04E-03 5.84E-04 1.41E-04 7.59E-05 3.80E-05 1.64E-05 9.87E-06 5.38E-06 3.79E-06 2.64E-06 2.16E-06 3.19E-06

70 3.18E-01 2.96E-01 2.75E-01 2.39E-01 1.88E-01 1.26E-01 6.51E-02 2.17E-02 9.97E-03 3.76E-03 1.14E-03 2.91E-04 1.59E-04 8.13E-05 3.57E-05 2.18E-05 1.20E-05 8.56E-06 6.05E-06 5.14E-06 8.04E-06

80 4.83E-01 4.49E-01 4.17E-01 3.65E-01 2.90E-01 1.96E-01 1.04E-01 3.60E-02 1.70E-02 6.68E-03 2.13E-03 5.71E-04 3.19E-04 1.66E-04 7.42E-05 4.58E-05 2.57E-05 1.84E-05 1.32E-05 1.17E-05 1.93E-05

90 7.15E-01 6.64E-01 6.17E-01 5.42E-01 4.34E-01 2.98E-01 1.61E-01 5.78E-02 2.81E-02 1.15E-02 3.83E-03 1.07E-03 6.12E-04 3.24E-04 1.48E-04 9.21E-05 5.24E-05 3.90E-05 2.77E-05 2.53E-05 4.41E-05

100 1.03E+00 9.57E-01 8.91E-01 7.86E-01 6.34E-01 4.41E-01 2.44E-01 9.05E-02 4.52E-02 1.92E-02 6.66E-03 1.95E-03 1.13E-03 6.07E-04 2.83E-04 1.78E-04 1.03E-04 7.51E-05 5.55E-05 5.27E-05 9.66E-05

110 1.46E+00 1.35E+00 1.26E+00 1.11E+00 9.04E-01 6.38E-01 3.60E-01 1.38E-01 7.08E-02 3.12E-02 1.12E-02 3.40E-03 2.01E-03 1.10E-03 5.21E-04 3.32E-04 1.94E-04 1.43E-04 1.07E-04 1.06E-04 2.04E-04

120 2.02E+00 1.86E+00 1.74E+00 1.54E+00 1.26E+00 9.03E-01 5.19E-01 2.06E-01 1.08E-01 4.93E-02 1.83E-02 5.75E-03 3.46E-03 1.92E-03 9.29E-04 5.98E-04 3.54E-04 2.63E-04 2.01E-04 2.06E-04 4.14E-04

130 2.75E+00 2.52E+00 2.36E+00 2.10E+00 1.73E+00 1.25E+00 7.34E-01 3.01E-01 1.62E-01 7.60E-02 2.91E-02 9.44E-03 5.78E-03 3.27E-03 1.61E-03 1.04E-03 6.26E-04 4.70E-04 3.63E-04 3.87E-04 3.14E-04

140 3.69E+00 3.36E+00 3.15E+00 2.81E+00 2.33E+00 1.71E+00 1.02E+00 4.31E-01 2.36E-01 1.15E-01 4.51E-02 1.51E-02 9.39E-03 5.39E-03 2.70E-03 1.77E-03 1.07E-03 8.15E-04 6.39E-04 7.08E-04 1.55E-03

150 4.85E+00 4.40E+00 4.13E+00 3.70E+00 3.09E+00 2.29E+00 1.39E+00 6.05E-01 3.39E-01 1.70E-01 6.83E-02 2.35E-02 1.49E-02 8.66E-03 4.41E-03 2.93E-03 1.80E-03 1.37E-03 1.09E-03 1.26E-03 2.87E-03

160 6.30E+00 5.69E+00 5.34E+00 4.79E+00 4.03E+00 3.02E+00 1.87E+00 8.37E-01 4.78E-01 2.46E-01 1.01E-01 3.57E-02 2.30E-02 1.36E-02 7.03E-03 4.71E-03 2.93E-03 2.26E-03 1.83E-03 2.19E-03 5.16E-03

170 8.08E+00 7.24E+00 6.81E+00 6.13E+00 5.19E+00 3.93E+00 2.48E+00 1.14E+00 6.62E-01 3.50E-01 1.47E-01 5.32E-02 3.47E-02 2.08E-02 1.10E-02 7.41E-03 4.66E-03 3.63E-03 2.99E-03 3.72E-03 9.05E-03

180 1.02E+01 9.09E+00 8.57E+00 7.73E+00 6.58E+00 5.05E+00 3.23E+00 1.53E+00 9.02E-01 4.89E-01 2.09E-01 7.75E-02 5.14E-02 3.12E-02 1.67E-02 1.14E-02 7.26E-03 5.71E-03 4.78E-03 6.19E-03 1.55E-02

190 1.28E+01 1.13E+01 1.07E+01 9.64E+00 8.26E+00 6.40E+00 4.17E+00 2.02E+00 1.21E+00 6.73E-01 2.92E-01 1.11E-01 7.47E-02 4.60E-02 2.50E-02 1.72E-02 1.11E-02 8.80E-03 7.49E-03 1.01E-02 2.60E-02

200 1.59E+01 1.39E+01 1.31E+01 1.19E+01 1.02E+01 8.02E+00 5.31E+00 2.63E+00 1.61E+00 9.13E-01 4.02E-01 1.56E-01 1.07E-01 6.65E-02 3.67E-02 2.55E-02 1.66E-02 1.33E-02 1.15E-02 1.61E-02 4.27E-02

210 1.95E+01 1.68E+01 1.60E+01 1.45E+01 1.26E+01 9.95E+00 6.70E+00 3.40E+00 2.10E+00 1.22E+00 5.44E-01 2.16E-01 1.50E-01 9.44E-02 5.30E-02 3.71E-02 2.45E-02 1.98E-02 1.75E-02 2.53E-02 6.87E-02

220 2.37E+01 2.03E+01 1.92E+01 1.75E+01 1.53E+01 1.22E+01 8.35E+00 4.33E+00 2.72E+00 1.61E+00 7.26E-01 2.95E-01 2.07E-01 1.32E-01 7.52E-02 5.31E-02 3.54E-02 2.89E-02 2.60E-02 3.92E-02 1.09E-01

230 2.85E+01 2.42E+01 2.30E+01 2.10E+01 1.84E+01 1.49E+01 1.03E+01 5.47E+00 3.47E+00 2.10E+00 9.56E-01 3.96E-01 2.82E-01 1.82E-01 1.05E-01 7.49E-02 5.05E-02 4.17E-02 3.82E-02 5.96E-02 1.69E-01

240 3.41E+01 2.86E+01 2.72E+01 2.49E+01 2.20E+01 1.79E+01 1.26E+01 6.83E+00 4.38E+00 2.70E+00 1.24E+00 5.25E-01 3.79E-01 2.47E-01 1.45E-01 1.04E-01 7.10E-02 5.92E-02 5.53E-02 8.95E-02 2.58E-01

250 4.06E+01 3.35E+01 3.19E+01 2.94E+01 2.61E+01 2.15E+01 1.54E+01 8.46E+00 5.48E+00 3.44E+00 1.59E+00 6.88E-01 5.03E-01 3.31E-01 1.97E-01 1.43E-01 9.85E-02 8.30E-02 7.90E-02 1.32E-01 3.89E-01

260 4.79E+01 3.90E+01 3.72E+01 3.43E+01 3.06E+01 2.55E+01 1.85E+01 1.04E+01 6.79E+00 4.33E+00 2.02E+00 8.81E-01 6.60E-01 4.39E-01 2.64E-01 1.93E-01 1.35E-01 1.15E-01 1.12E-01 1.93E-01 5.77E-01

270 5.61E+01 4.51E+01 4.31E+01 3.99E+01 3.58E+01 3.00E+01 2.21E+01 1.26E+01 8.34E+00 5.40E+00 2.54E+00 1.14E+00 8.56E-01 5.75E-01 3.51E-01 2.58E-01 1.53E-01 1.57E-01 1.56E-01 2.79E-01 8.46E-01

280 6.55E+01 5.17E+01 4.96E+01 4.60E+01 4.15E+01 3.52E+01 2.63E+01 1.53E+01 1.01E+01 6.67E+00 3.16E+00 1.45E+00 1.10E+00 7.44E-01 4.60E-01 3.41E-01 2.45E-01 2.13E-01 2.15E-01 3.98E-01 1.23E+00

290 7.59E+01 5.90E+01 5.67E+01 5.27E+01 4.79E+01 4.09E+01 3.10E+01 1.83E+01 1.23E+01 8.17E+00 3.89E+00 1.82E+00 1.40E+00 9.54E-01 5.97E-01 4.46E-01 3.24E-01 2.85E-01 2.95E-01 5.62E-01 1.75E+00

300 8.76E+01 6.69E+01 6.44E+01 6.01E+01 5.49E+01 4.73E+01 3.64E+01 2.18E+01 1.47E+01 9.92E+00 4.74E+00 2.26E+00 1.76E+00 1.21E+00 7.67E-01 5.78E-01 4.25E-01 3.79E-01 3.99E-01 7.85E-01 2.48E+00

310 1.01E+02 7.55E+01 7.28E+01 6.81E+01 6.26E+01 5.45E+01 4.24E+01 2.58E+01 1.75E+01 1.19E+01 5.73E+00 2.79E+00 2.20E+00 1.52E+00 9.77E-01 7.42E-01 5.53E-01 4.98E-01 5.36E-01 1.09E+00 3.47E+00

320 1.15E+02 8.47E+01 8.18E+01 7.68E+01 7.09E+01 6.23E+01 4.92E+01 3.04E+01 2.06E+01 1.43E+01 6.88E+00 3.42E+00 2.72E+00 1.90E+00 1.23E+00 9.44E-01 7.13E-01 6.49E-01 7.14E-01 1.49E+00 4.80E+00

330 1.31E+02 9.46E+01 9.15E+01 8.62E+01 8.01E+01 7.10E+01 5.67E+01 3.55E+01 2.42E+01 1.69E+01 8.19E+00 4.15E+00 3.35E+00 2.35E+00 1.55E+00 1.19E+00 9.11E-01 8.40E-01 9.44E-01 2.02E+00 6.59E+00

340 1.49E+02 1.05E+02 1.02E+02 9.63E+01 9.00E+01 8.05E+01 6.51E+01 4.13E+01 2.82E+01 1.99E+01 9.67E+00 5.01E+00 4.08E+00 2.89E+00 1.92E+00 1.49E+00 1.16E+00 1.08E+00 1.24E+00 2.72E+00 8.96E+00

350 1.69E+02 1.16E+02 1.13E+02 1.07E+02 1.01E+02 9.08E+01 7.44E+01 4.77E+01 3.27E+01 2.33E+01 1.14E+01 6.01E+00 4.95E+00 3.52E+00 2.37E+00 1.85E+00 1.46E+00 1.37E+00 1.61E+00 3.63E+00 1.21E+01

표 3.3.2.4. Total pressure in the H2SO4-H2O mixture (unit :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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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

(℃)

H2SO4 wt %

10 20 30 40 50 60 70 75 80 85 90 92 94 96 97 98 98.5 99 99.5 100

0 5.76E-22 8.43E-21 1.41E-19 3.44E-18 1.09E-16 4.38E-15 2.49E-13 2.00E-12 1.61E-11 1.21E-10 5.34E-10 8.03E-10 1.12E-09 1.48E-09 1.67E-09 1.87E-09 1.96E-09 2.06E-09 2.17E-09 2.28E-09

10 6.34E-21 8.74E-20 1.31E-18 2.76E-17 7.69E-16 2.73E-14 1.35E-12 1.01E-11 7.43E-11 4.90E-10 2.00E-09 2.96E-09 4.09E-09 5.40E-09 6.09E-09 6.79E-09 7.14E-09 7.50E-09 7.88E-09 8.27E-09

20 5.88E-20 7.69E-19 1.04E-17 1.93E-16 4.74E-15 1.49E-13 6.49E-12 4.47E-11 3.05E-10 1.79E-09 6.77E-09 9.93E-09 1.36E-08 1.79E-08 2.01E-08 2.24E-08 2.36E-08 2.47E-08 2.60E-08 2.73E-08

30 4.68E-19 5.84E-18 7.21E-17 1.19E-15 2.59E-14 7.25E-13 2.78E-11 1.78E-10 1.13E-09 5.94E-09 2.11E-08 3.06E-08 4.15E-08 5.43E-08 6.11E-08 6.80E-08 7.14E-08 7.49E-08 7.86E-08 8.24E-08

40 3.24E-18 3.89E-17 4.41E-16 6.49E-15 1.27E-13 3.17E-12 1.08E-10 6.43E-10 3.79E-09 1.81E-08 6.07E-08 8.70E-08 1.17E-07 1.53E-07 1.71E-07 1.91E-07 2.00E-07 2.10E-07 2.20E-07 2.30E-07

50 1.97E-17 2.29E-16 2.41E-15 3.20E-14 5.62E-13 1.26E-11 3.80E-10 2.12E-09 1.17E-08 5.13E-08 1.63E-07 2.31E-07 3.09E-07 4.00E-07 4.49E-07 4.98E-07 5.23E-07 5.48E-07 5.74E-07 6.00E-07

60 1.07E-16 1.21E-15 1.19E-14 1.44E-13 2.28E-12 4.62E-11 1.24E-09 6.46E-09 3.34E-08 1.35E-07 4.11E-07 5.75E-07 7.65E-07 9.85E-07 1.10E-06 1.22E-06 1.28E-06 1.34E-06 1.40E-06 1.47E-06

70 5.26E-16 5.81E-15 5.35E-14 5.92E-13 8.51E-12 1.56E-10 3.73E-09 1.83E-08 8.88E-08 3.36E-07 9.76E-07 1.35E-06 1.79E-06 2.29E-06 2.56E-06 2.83E-06 2.97E-06 3.10E-06 3.25E-06 3.39E-06

80 2.35E-15 2.54E-14 2.21E-13 2.25E-12 2.95E-11 4.92E-10 1.05E-08 4.85E-08 2.22E-07 7.86E-07 2.20E-06 3.02E-06 3.96E-06 5.04E-06 5.62E-06 6.22E-06 6.52E-06 6.81E-06 7.12E-06 7.43E-06

90 9.60E-15 1.02E-13 8.44E-13 7.98E-12 9.56E-11 1.45E-09 2.79E-08 1.21E-07 5.22E-07 1.75E-06 4.73E-06 6.42E-06 8.35E-06 1.06E-05 1.18E-05 1.30E-05 1.36E-05 1.43E-05 1.49E-05 1.55E-05

100 3.53E-14 3.81E-13 3.00E-12 2.64E-11 2.91E-10 4.02E-09 6.98E-08 2.87E-07 1.17E-06 3.71E-06 9.73E-06 1.31E-05 1.69E-05 2.13E-05 2.37E-05 2.61E-05 2.74E-05 2.85E-05 2.98E-05 3.10E-05

110 1.27E-13 1.32E-12 9.97E-12 8.24E-11 8.35E-10 1.06E-08 1.66E-07 6.44E-07 2.49E-06 7.52E-06 1.92E-05 2.56E-05 3.28E-05 4.12E-05 4.57E-05 5.03E-05 5.27E-05 5.49E-05 5.72E-05 5.95E-05

120 4.18E-13 4.32E-12 3.12E-11 2.43E-10 2.27E-09 2.64E-08 3.75E-07 1.38E-06 5.08E-06 1.47E-05 3.66E-05 4.82E-05 6.14E-05 7.67E-05 8.49E-05 9.35E-05 9.77E-05 1.02E-04 1.06E-04 1.10E-04

130 1.29E-12 1.32E-11 9.24E-11 6.78E-10 5.89E-09 6.31E-08 8.14E-07 2.85E-06 9.95E-06 2.77E-05 6.72E-05 8.79E-05 1.11E-04 1.38E-04 1.53E-04 1.68E-04 1.75E-04 1.82E-04 1.90E-04 1.97E-04

140 3.75E-12 3.85E-11 2.59E-10 1.81E-09 1.46E-08 1.44E-07 1.69E-06 5.65E-06 1.88E-05 5.03E-05 1.20E-04 1.55E-04 1.95E-04 2.41E-04 2.66E-04 2.92E-04 3.04E-04 3.16E-04 3.29E-04 3.41E-04

150 1.03E-11 1.06E-10 6.94E-10 4.60E-09 3.46E-08 3.16E-07 3.40E-06 1.08E-05 3.43E-05 8.89E-05 2.07E-04 2.66E-04 3.32E-04 4.08E-04 4.49E-04 4.93E-04 5.14E-04 5.34E-04 5.54E-04 5.74E-04

160 2.72E-11 2.79E-10 1.78E-09 1.12E-08 7.89E-08 6.70E-07 6.59E-06 2.00E-05 6.08E-05 1.52E-04 3.48E-04 4.44E-04 5.50E-04 6.73E-04 7.40E-04 8.10E-04 8.44E-04 8.76E-04 9.09E-04 9.41E-04

170 6.82E-11 7.02E-10 4.36E-09 2.64E-08 1.74E-07 1.37E-06 1.24E-05 3.59E-05 1.04E-04 2.55E-04 5.72E-04 7.23E-04 8.89E-04 1.08E-03 1.19E-03 1.30E-03 1.35E-03 1.40E-03 1.45E-03 1.50E-03

180 1.64E-10 1.70E-09 1.03E-08 5.99E-08 3.69E-07 2.71E-06 2.25E-05 6.27E-05 1.75E-04 4.16E-04 9.17E-04 1.15E-03 1.40E-03 1.70E-03 1.86E-03 2.04E-03 2.12E-03 2.20E-03 2.27E-03 2.35E-03

190 3.78E-10 3.94E-09 2.34E-08 1.31E-07 7.60E-07 5.21E-06 4.00E-05 1.07E-04 2.86E-04 6.63E-04 1.44E-03 1.79E-03 2.17E-03 2.62E-03 2.86E-03 3.12E-03 3.25E-03 3.36E-03 3.48E-03 3.59E-03

200 8.42E-10 8.83E-09 5.14E-08 2.78E-07 1.52E-06 9.75E-06 6.91E-05 1.77E-04 4.57E-04 1.04E-03 2.21E-03 2.73E-03 3.29E-03 3.95E-03 4.31E-03 4.70E-03 4.88E-03 5.05E-03 5.22E-03 5.38E-03

210 1.81E-09 1.91E-08 1.09E-07 5.73E-07 2.95E-06 1.78E-05 1.17E-04 2.88E-04 7.15E-04 1.59E-03 3.33E-03 4.08E-03 4.90E-03 5.85E-03 6.37E-03 6.93E-03 7.20E-03 7.44E-03 7.68E-03 7.91E-03

220 3.76E-09 4.01E-08 2.26E-07 1.15E-06 5.59E-06 3.16E-05 1.93E-04 4.59E-04 1.10E-03 2.39E-03 4.94E-03 6.01E-03 7.15E-03 8.50E-03 9.24E-03 1.00E-02 1.04E-02 1.08E-02 1.11E-02 1.14E-02

230 7.58E-09 8.17E-08 4.55E-07 2.24E-06 1.03E-05 5.49E-05 3.11E-04 7.17E-04 1.66E-03 3.54E-03 7.19E-03 8.69E-03 1.03E-02 1.22E-02 1.32E-02 1.43E-02 1.49E-02 1.53E-02 1.58E-02 1.62E-02

240 1.48E-08 1.62E-07 8.89E-07 4.27E-06 1.86E-05 9.35E-05 4.94E-04 1.10E-03 2.45E-03 5.15E-03 1.03E-02 1.24E-02 1.46E-02 1.71E-02 1.86E-02 2.01E-02 2.09E-02 2.15E-02 2.21E-02 2.27E-02

250 2.83E-08 3.12E-07 1.70E-06 7.93E-06 3.29E-05 1.56E-04 7.70E-04 1.66E-03 3.58E-03 7.40E-03 1.46E-02 1.74E-02 2.03E-02 2.38E-02 2.57E-02 2.78E-02 2.89E-02 2.97E-02 3.05E-02 3.14E-02

260 5.26E-08 5.88E-07 3.16E-06 1.44E-05 5.69E-05 2.55E-04 1.18E-03 2.47E-03 5.16E-03 1.05E-02 2.03E-02 2.40E-02 2.79E-02 3.26E-02 3.52E-02 3.80E-02 3.94E-02 4.05E-02 4.16E-02 4.27E-02

270 9.54E-08 1.08E-06 5.77E-06 2.57E-05 9.65E-05 4.11E-04 1.78E-03 3.62E-03 7.33E-03 1.47E-02 2.79E-02 3.29E-02 3.80E-02 4.41E-02 4.75E-02 5.13E-02 5.31E-02 5.45E-02 5.60E-02 5.74E-02

280 1.69E-07 1.94E-06 1.03E-05 4.50E-05 1.61E-04 6.50E-04 2.65E-03 5.24E-03 1.03E-02 2.03E-02 3.80E-02 4.44E-02 5.10E-02 5.89E-02 6.33E-02 6.83E-02 7.06E-02 7.25E-02 7.44E-02 7.62E-02

290 2.94E-07 3.42E-06 1.80E-05 7.71E-05 2.63E-04 1.01E-03 3.89E-03 7.50E-03 1.43E-02 2.78E-02 5.10E-02 5.92E-02 6.76E-02 7.78E-02 8.35E-02 0.09 9.30E-02 9.54E-02 9.78E-02 0.1

300 5.00E-07 5.91E-06 3.09E-05 1.30E-04 4.24E-04 1.56E-03 5.63E-03 1.06E-02 1.96E-02 3.76E-02 6.78E-02 7.82E-02 8.88E-02 0.102 0.109 0.117 0.121 0.124 0.127 0.13

310 8.34E-07 1.00E-05 5.22E-05 2.15E-04 6.72E-04 2.36E-03 8.05E-03 1.48E-02 2.66E-02 5.04E-02 8.92E-02 0.102 0.115 0.132 0.141 0.151 0.156 0.16 0.164 0.167

320 1.37E-06 1.67E-05 8.65E-05 3.52E-04 1.05E-03 3.52E-03 1.14E-02 2.05E-02 3.59E-02 6.70E-02 0.116 0.132 0.149 0.169 0.18 0.193 0.199 0.204 0.209 0.213

330 2.20E-06 2.73E-05 1.41E-04 5.65E-04 1.62E-03 5.19E-03 1.59E-02 2.81E-02 4.80E-02 8.83E-02 0.15 0.17 0.19 0.214 0.228 0.245 0.252 0.258 0.263 0.269

340 3.49E-06 4.40E-05 2.27E-04 8.95E-04 2.46E-03 7.57E-03 2.21E-02 3.82E-02 6.36E-02 0.116 0.192 0.216 0.24 0.27 0.287 0.307 0.317 0.328 0.33 0.386

350 5.44E-06 6.98E-05 3.60E-04 1.40E-03 3.69E-03 1.09E-02 3.03E-02 5.16E-02 8.36E-02 0.15 0.243 0.272 0.301 0.337 0.358 0.383 0.394 0.402 0.41 0.417

표 3.3.2.5. H2SO4 partial pressure in the H2SO4-H2O mixture (unit :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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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

(℃)

H2SO4 wt %

10 20 30 40 50 60 70 75 80 85 90 92 94 96 97 98 98.5 99 99.5 100

0 5.82E-03 5.34E-03 4.48E-03 3.26E-03 1.93E-03 8.36E-04 2.07E-04 7.47E-05 1.97E-05 3.43E-06 5.18E-07 2.42E-07 1.07E-07 4.01E-08 2.18E-08 9.80E-09 5.69E-09 2.68E-09 7.75E-10 1.96E-10

10 1.17E-02 1.07E-02 9.09E-03 6.70E-03 4.05E-03 1.80E-03 4.67E-04 1.75E-04 4.90E-05 9.52E-06 1.59E-06 7.62E-07 3.44E-07 1.30E-07 7.13E-08 3.23E-08 1.88E-08 8.88E-09 2.58E-09 6.55E-10

20 2.23E-02 2.05E-02 1.74E-02 1.30E-02 8.02E-03 3.67E-03 9.95E-04 3.88E-04 1.15E-05 2.45E-05 4.48E-06 2.20E-06 1.01E-06 3.90E-07 2.15E-07 9.78E-08 5.72E-08 2.71E-08 7.89E-09 2.01E-09

30 4.04E-02 3.73E-02 3.19E-02 2.41E-02 1.51E-02 7.10E-03 2.01E-03 8.11E-04 2.53E-04 5.89E-05 1.17E-05 5.87E-06 2.75E-06 1.08E-06 5.98E-07 2.75E-07 1.61E-07 7.66E-08 2.24E-08 5.75E-09

40 7.03E-02 6.49E-02 5.58E-02 4.27E-02 2.72E-02 1.31E-02 3.87E-03 1.62E-03 5.31E-04 1.33E-04 2.85E-05 1.46E-05 6.96E-06 2.78E-06 1.55E-06 7.20E-07 4.24E-07 2.02E-07 5.95E-08 1.53E-08

50 0.117 0.109 9.39E-02 7.25E-02 4.70E-02 2.32E-02 7.15E-03 3.09E-03 1.06E-03 2.86E-04 6.52E-05 3.41E-05 1.66E-05 6.72E-06 3.79E-06 1.77E-06 1.05E-06 5.03E-07 1.49E-07 3.84E-08

60 0.189 0.175 0.152 0.119 7.82E-02 3.95E-02 1.27E-02 5.65E-03 2.04E-03 5.84E-04 1.41E-04 7.54E-05 3.72E-05 1.54E-05 8.75E-06 4.13E-06 2.45E-06 1.18E-06 3.50E-07 9.10E-08

70 0.296 0.275 0.239 0.188 0.126 6.51E-02 2.17E-02 9.97E-03 3.76E-03 1.14E-03 2.90E-04 1.58E-04 7.95E-05 3.34E-05 1.92E-05 9.12E-06 5.44E-06 2.63E-06 7.84E-07 2.05E-07

80 0.449 0.417 0.365 0.29 0.196 0.104 3.60E-02 1.70E-02 6.68E-03 2.13E-03 5.69E-04 3.16E-04 1.62E-04 6.91E-05 4.00E-05 1.92E-05 1.15E-05 5.59E-06 1.68E-06 4.39E-07

90 0.664 0.617 0.542 0.434 0.298 0.161 5.78E-02 2.81E-02 1.15E-02 3.83E-03 1.07E-03 6.06E-04 3.15E-04 1.37E-04 8.01E-05 3.88E-05 2.34E-05 1.14E-05 3.43E-06 9.03E-07

100 0.957 0.891 0.786 0.634 0.441 0.244 9.05E-02 4.52E-02 1.92E-02 6.66E-03 1.94E-03 1.12E-03 5.90E-04 2.61E-04 1.54E-04 7.52E-05 4.55E-05 2.23E-05 6.74E-06 1.78E-06

110 1.349 1.258 1.113 0.904 0.638 0.36 0.138 7.08E-02 3.12E-02 1.12E-02 3.38E-03 1.98E-03 1.07E-03 4.79E-04 2.85E-04 1.41E-04 8.55E-05 4.20E-05 1.28E-05 3.39E-06

120 1.863 1.74 1.544 1.264 0.903 0.519 0.206 0.108 4.93E-02 1.83E-02 5.71E-03 3.41E-03 1.86E-03 8.51E-04 5.11E-04 2.54E-04 1.55E-04 7.66E-05 2.33E-05 6.23E-06

130 2.524 2.361 2.101 1.732 1.253 0.734 0.301 0.162 7.60E-02 2.91E-02 9.38E-03 5.69E-03 3.15E-03 1.46E-03 8.86E-04 4.45E-04 2.78E-04 1.35E-04 4.14E-05 1.11E-05

140 3.361 3.149 2.81 2.333 1.708 1.02 0.481 0.236 0.115 4.51E-02 1.50E-02 9.23E-03 5.19E-03 2.45E-03 1.49E-03 7.57E-04 4.67E-04 2.32E-04 7.11E-05 1.91E-05

150 4.404 4.132 3.697 3.09 2.289 1.392 0.605 0.339 0.17 6.82E-02 2.33E-02 1.46E-02 8.32E-03 3.99E-03 2.45E-03 1.25E-03 7.76E-04 3.87E-04 1.19E-04 3.21E-05

160 5.685 5.342 4.793 4.031 3.021 1.87 0.837 0.478 0.246 0.101 3.54E-02 2.25E-02 1.30E-02 6.33E-03 3.93E-03 2.02E-03 1.26E-03 6.29E-04 1.94E-04 5.26E-05

170 7.236 6.81 6.127 5.185 3.93 2.475 1.138 0.662 0.35 0.147 5.26E-02 3.40E-02 1.99E-02 9.83E-03 6.14E-03 3.19E-03 1.99E-03 9.99E-04 3.09E-04 8.40E-05

180 9.093 8.571 7.731 6.584 5.045 3.233 1.525 0.902 0.489 0.208 7.66E-02 5.02E-02 2.98E-02 1.49E-02 9.41E-03 4.92E-03 3.09E-03 1.55E-03 4.82E-04 1.31E-04

190 11.289 10.658 9.64 8.259 6.397 4.169 2.017 1.212 0.673 0.291 0.11 7.29E-02 4.38E-02 2.22E-02 1.41E-02 7.44E-03 4.69E-03 2.36E-03 7.35E-04 2.01E-04

200 13.861 13.107 11.887 10.245 8.02 5.312 2.632 1.606 0.913 0.401 0.154 0.104 6.31E-02 3.25E-02 2.08E-02 1.10E-02 6.98E-03 3.52E-03 1.10E-03 3.00E-04

210 16.841 15.951 14.505 12.576 9.948 6.696 3.395 2.101 1.22 0.542 0.213 0.146 8.94E-02 4.67E-02 3.00E-02 1.61E-02 1.02E-02 5.16E-03 1.61E-03 4.42E-04

220 20.264 19.225 17.529 15.287 12.217 8.354 4.331 2.714 1.609 0.724 0.29 0.201 0.125 6.60E-02 4.27E-02 2.30E-02 1.47E-02 7.43E-03 2.32E-03 6.38E-04

230 24.16 22.96 20.992 18.414 14.864 10.322 5.466 3.467 2.096 0.952 0.389 0.273 0.171 9.18E-02 5.98E-02 3.25E-02 2.08E-02 1.05E-02 3.29E-03 9.06E-04

240 28.561 27.188 24.927 21.992 17.929 12.641 6.831 4.381 2.699 1.237 0.514 0.366 0.232 0.126 8.25E-02 4.51E-02 2.90E-02 1.47E-02 4.60E-03 1.27E-03

250 33.494 31.939 29.364 26.056 21.452 15.351 8.458 5.48 3.435 1.587 0.673 0.485 0.31 0.17 0.112 6.18E-02 3.98E-02 2.02E-02 6.33E-03 1.74E-03

260 38.984 37.24 34.334 30.642 25.472 18.496 10.382 6.788 4.326 2.012 0.87 0.635 0.409 0.227 0.151 8.35E-02 5.40E-02 2.74E-02 8.58E-03 2.37E-03

270 45.055 43.116 39.865 35.784 30.03 22.121 12.64 8.333 5.395 2.525 1.112 0.822 0.534 0.3 0.2 0.111 7.23E-02 3.66E-02 1.15E-02 3.17E-03

280 51.726 49.59 45.984 41.514 35.168 26.274 15.269 10.142 6.663 3.136 1.407 1.052 0.689 0.391 0.263 0.147 9.57E-02 4.85E-02 1.52E-02 4.20E-03

290 59.015 56.681 52.715 47.865 40.926 31.003 18.311 12.242 8.155 3.857 1.763 1.335 0.88 0.505 0.341 0.192 0.125 6.34E-02 1.99E-02 5.48E-03

300 66.934 64.407 60.081 54.868 47.346 36.36 21.808 14.665 9.897 4.701 2.19 1.676 1.112 0.646 0.437 0.248 0.162 8.20E-02 2.57E-02 7.08E-03

310 75.495 72.781 68.1 62.553 54.47 42.395 25.804 17.438 11.912 5.68 2.696 2.088 1.394 0.817 0.556 0.316 0.208 0.105 3.28E-02 9.05E-03

320 84.705 81.816 76.792 70.947 62.337 49.164 30.343 20.591 14.227 6.806 3.292 2.578 1.732 1.025 0.701 0.4 0.264 0.133 4.15E-02 1.14E-02

330 94.567 91.518 86.172 80.077 70.988 56.721 35.473 24.153 16.867 8.093 3.99 3.159 2.133 1.274 0.875 0.502 0.331 0.167 5.20E-02 1.43E-02

340 105.083 101.894 96.252 89.969 80.463 65.123 41.24 28.154 19.855 9.551 4.801 3.843 2.608 1.571 1.083 0.624 0.413 0.208 6.46E-02 1.78E-02

350 116.251 112.946 107.043 100.646 90.802 74.426 47.692 32.622 23.217 11.193 5.738 4.641 3.164 1.922 1.331 0.77 0.511 0.256 7.95E-02 2.18E-02

표 3.3.2.6. H2O partial pressure in the H2SO4-H2O mixture (unit :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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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

(℃)

H2SO4 wt %

10 20 30 40 50 60 70 75 80 85 90 92 94 96 97 98 98.5 99 99.5 100

0 6.44E-30 1.03E-28 2.05E-27 6.88E-26 3.68E-24 3.41E-22 7.84E-20 1.74E-18 5.31E-17 2.29E-15 6.71E-14 2.16E-13 6.77E-13 2.40E-12 5.00E-12 1.24E-11 2.24E-11 5.02E-11 1.82E-10 7.55E-10

10 1.49E-28 2.23E-27 3.95E-26 1.13E-24 5.22E-23 4.15E-21 7.96E-19 1.58E-17 4.17E-16 1.41E-14 3.45E-13 1.07E-12 3.26E-12 1.14E-11 2.34E-11 5.78E-11 1.04E-10 2.32E-10 8.39E-10 3.47E-09

20 2.78E-27 3.94E-26 6.26E-25 1.56E-23 6.21E-22 4.26E-20 6.85E-18 1.21E-16 2.80E-15 7.67E-14 1.59E-12 4.75E-12 1.41E-11 4.82E-11 9.86E-11 2.41E-10 4.33E-10 9.61E-10 3.46E-09 1.42E-08

30 4.26E-26 5.77E-25 8.32E-24 1.81E-22 6.30E-21 3.76E-19 5.09E-17 8.08E-16 1.64E-14 3.71E-13 6.64E-12 1.92E-11 5.57E-11 1.86E-10 3.76E-10 9.11E-10 1.63E-09 3.60E-09 1.29E-08 5.28E-08

40 5.49E-25 7.14E-24 9.41E-23 1.81E-21 5.55E-20 2.88E-18 3.31E-16 4.73E-15 8.51E-14 1.62E-12 2.54E-11 7.09E-11 2.01E-10 6.55E-10 1.31E-09 3.15E-09 5.62E-09 1.23E-08 4.40E-08 1.79E-07

50 6.02E-24 7.57E-23 9.21E-22 1.58E-20 4.29E-19 1.95E-17 1.91E-15 2.46E-14 3.95E-13 6.43E-12 8.97E-11 2.42E-10 6.69E-10 2.14E-09 4.24E-09 1.01E-08 1.79E-08 3.91E-08 1.39E-07 5.60E-07

60 5.73E-23 6.99E-22 7.89E-21 1.22E-19 2.94E-18 1.18E-16 9.85E-15 1.16E-13 1.65E-12 2.34E-11 2.94E-10 7.71E-10 2.07E-09 6.47E-09 1.27E-08 2.99E-08 5.28E-08 1.15E-07 4.05E-07 1.63E-06

70 4.77E-22 5.67E-21 5.99E-20 8.43E-19 1.81E-17 6.43E-16 4.61E-14 4.92E-13 6.34E-12 7.91E-11 9.04E-10 2.30E-09 6.02E-09 1.84E-08 3.57E-08 8.33E-08 1.46E-07 3.16E-07 1.11E-06 4.44E-06

80 3.52E-21 4.10E-20 4.08E-19 5.24E-18 1.01E-16 3.19E-15 1.97E-13 1.92E-12 2.23E-11 2.49E-10 2.61E-09 6.43E-09 1.65E-08 4.92E-08 9.46E-08 2.18E-07 3.81E-07 8.20E-07 2.86E-06 1.14E-05

90 2.33E-20 2.66E-19 2.50E-18 2.96E-17 5.16E-16 1.45E-14 7.75E-13 6.93E-12 7.31E-11 7.34E-10 7.12E-09 1.71E-08 4.26E-08 1.24E-07 2.37E-07 5.41E-07 9.40E-07 2.01E-06 6.98E-06 2.76E-05

100 1.39E-19 1.57E-18 1.40E-17 1.53E-16 2.42E-15 6.06E-14 2.83E-12 2.32E-11 2.23E-10 2.04E-09 1.84E-08 4.30E-08 1.05E-07 3.00E-07 5.65E-07 1.27E-06 2.20E-06 4.70E-06 1.62E-05 6.38E-05

110 7.56E-19 8.44E-18 7.19E-17 7.30E-16 1.05E-14 2.36E-13 9.61E-12 7.29E-11 6.41E-10 5.38E-09 4.56E-08 1.03E-07 2.47E-07 6.89E-07 1.28E-06 2.87E-06 4.94E-06 1.05E-05 3.59E-05 1.41E-04

120 3.77E-18 4.18E-17 3.40E-16 3.23E-15 4.24E-14 8.58E-13 3.07E-11 2.15E-10 1.74E-09 1.35E-08 1.08E-07 2.38E-07 5.55E-07 1.52E-06 2.80E-06 6.19E-06 1.06E-05 2.24E-05 7.64E-05 2.98E-04

130 1.74E-17 1.91E-16 1.50E-15 1.33E-14 1.60E-13 2.93E-12 9.22E-11 6.01E-10 4.46E-09 3.24E-08 2.44E-07 5.26E-07 1.20E-06 3.21E-06 5.86E-06 1.28E-05 2.19E-05 4.59E-05 1.56E-04 6.06E-04

140 7.43E-17 8.15E-16 6.15E-15 5.17E-14 5.69E-13 9.43E-12 2.62E-10 1.59E-09 1.09E-08 7.45E-08 5.33E-07 1.12E-06 2.50E-06 6.56E-06 1.18E-05 2.57E-05 4.35E-05 9.10E-05 3.08E-04 1.19E-03

150 2.97E-16 3.25E-15 2.37E-14 1.88E-13 1.91E-12 2.87E-11 7.10E-10 4.03E-09 2.56E-08 1.65E-07 1.12E-06 2.30E-06 5.04E-06 1.29E-05 2.31E-05 4.97E-05 8.37E-05 1.74E-04 5.88E-04 2.26E-03

160 1.11E-15 1.22E-14 8.62E-14 6.49E-13 6.08E-12 8.33E-11 1.83E-09 9.74E-09 5.75E-08 3.51E-07 2.29E-06 4.59E-06 9.83E-06 2.47E-05 4.38E-05 9.32E-05 1.56E-04 3.24E-04 1.09E-03 4.16E-03

170 3.93E-15 4.30E-14 2.96E-13 2.12E-12 1.84E-11 2.31E-10 4.53E-09 2.26E-08 1.25E-07 7.25E-07 4.53E-06 8.86E-06 1.86E-05 4.59E-05 8.06E-05 1.70E-04 2.83E-04 5.86E-04 1.96E-03 7.46E-03

180 1.31E-14 1.44E-13 9.67E-13 6.22E-12 5.32E-11 6.10E-10 1.07E-08 5.05E-08 2.60E-07 1.45E-06 8.70E-06 1.66E-05 3.43E-05 8.29E-05 1.44E-04 3.01E-04 4.99E-04 1.03E-03 3.43E-03 1.30E-02

190 4.15E-14 4.58E-13 3.01E-12 1.97E-11 1.47E-10 1.55E-09 2.46E-08 1.09E-07 5.27E-07 2.82E-06 1.63E-05 3.04E-05 6.15E-05 1.46E-04 2.52E-04 5.20E-04 8.59E-04 1.77E-03 5.87E-03 2.22E-02

200 1.25E-13 1.39E-12 8.93E-12 5.61E-11 3.91E-10 3.79E-09 5.42E-08 2.28E-07 1.03E-06 5.34E-06 2.97E-05 5.43E-05 1.08E-04 2.51E-04 4.29E-04 8.78E-04 1.44E-03 2.96E-03 9.81E-03 3.70E-02

210 3.62E-13 4.04E-12 2.54E-11 1.54E-10 1.00E-09 8.94E-09 1.16E-07 4.62E-07 1.98E-06 9.86E-06 5.28E-05 9.46E-05 1.85E-04 4.22E-04 7.14E-04 1.45E-03 2.37E-03 4.86E-03 1.61E-02 6.03E-02

220 1.00E-12 1.12E-11 6.95E-11 4.05E-10 2.46E-09 2.04E-08 2.40E-07 9.11E-07 3.68E-06 1.78E-05 9.19E-05 1.61E-04 3.09E-04 6.94E-04 1.17E-03 2.35E-03 3.83E-03 7.81E-03 2.58E-02 9.65E-02

230 2.65E-12 3.01E-11 1.83E-10 1.03E-09 5.87E-09 4.50E-08 4.82E-07 1.75E-06 6.68E-06 3.14E-05 1.57E-04 2.69E-04 5.08E-04 1.12E-03 1.87E-03 3.73E-03 6.05E-03 1.23E-02 4.05E-02 0.152

240 6.78E-12 7.77E-11 4.65E-10 2.53E-09 1.35E-08 9.65E-08 9.44E-07 3.28E-06 1.19E-05 5.43E-05 2.61E-04 4.41E-04 8.19E-04 1.78E-03 2.93E-03 5.82E-03 9.39E-03 1.91E-02 6.27E-02 0.234

250 1.67E-11 1.93E-10 1.14E-09 6.02E-09 3.03E-08 2.01E-07 1.80E-06 6.00E-06 2.06E-05 9.23E-05 4.28E-04 7.08E-04 1.30E-03 2.76E-03 4.53E-03 8.91E-03 1.43E-02 2.91E-02 9.55E-02 0.356

260 3.99E-11 4.66E-10 2.72E-09 1.39E-08 6.60E-08 4.08E-07 3.36E-06 1.08E-05 3.52E-05 1.54E-04 6.90E-04 1.12E-03 2.02E-03 4.23E-03 6.88E-03 1.34E-02 2.15E-02 4.37E-02 0.143 0.532

270 9.20E-11 1.09E-09 6.28E-09 3.12E-08 1.40E-07 8.07E-07 6.12E-06 1.89E-05 5.90E-05 2.53E-04 1.09E-03 1.74E-03 3.09E-03 6.38E-03 1.03E-02 2.00E-02 3.19E-02 6.46E-02 0.212 0.786

280 2.06E-10 2.47E-09 1.41E-08 6.83E-08 2.88E-07 1.56E-06 1.09E-05 3.26E-05 9.73E-05 4.08E-04 1.70E-03 2.66E-03 4.66E-03 9.48E-03 1.52E-02 2.93E-02 4.65E-02 9.43E-02 0.309 1.144

290 4.49E-10 5.45E-09 3.08E-08 1.45E-07 5.80E-07 2.95E-06 1.91E-05 5.53E-05 1.58E-04 6.49E-04 2.61E-03 4.01E-03 6.94E-03 1.39E-02 2.21E-02 4.23E-02 6.70E-02 1.36E-01 0.444 1.646

300 9.53E-10 1.17E-08 6.57E-08 3.02E-07 1.14E-06 5.46E-06 3.29E-05 9.21E-05 2.53E-04 1.02E-03 3.95E-03 5.95E-03 1.02E-02 2.01E-02 3.18E-02 6.04E-02 9.53E-02 1.93E-01 0.632 2.339

310 1.97E-09 2.45E-08 1.36E-07 6.14E-07 2.20E-06 9.90E-06 5.56E-05 1.51E-04 3.98E-04 1.58E-03 5.89E-03 8.73E-03 1.48E-02 2.87E-02 4.51E-02 8.52E-02 1.34E-01 2.72E-01 0.889 3.289

320 3.97E-09 5.02E-08 2.77E-07 1.22E-06 4.14E-06 1.76E-05 9.23E-05 2.45E-04 6.21E-04 2.42E-03 8.68E-03 1.26E-02 2.11E-02 4.05E-02 6.32E-02 1.19E-01 1.86E-01 3.78E-01 1.236 4.575

330 7.82E-09 1.00E-07 5.51E-07 2.37E-06 7.66E-06 3.08E-05 1.51E-04 3.91E-04 9.56E-04 3.67E-03 1.26E-02 1.81E-02 2.99E-02 5.65E-02 8.77E-02 1.64E-01 2.56E-01 5.20E-01 1.703 6.303

340 1.51E-08 1.96E-07 1.07E-06 4.52E-06 1.39E-05 5.29E-05 2.43E-04 6.17E-04 1.45E-03 5.50E-03 1.81E-02 2.55E-02 4.18E-02 7.80E-02 1.20E-01 2.24E-01 3.48E-01 7.08E-01 2.323 8.603

350 2.85E-08 3.76E-07 2.04E-06 8.46E-06 2.46E-05 8.93E-05 3.87E-04 9.63E-04 2.19E-03 8.15E-03 2.58E-02 3.57E-02 5.78E-02 1.07E-01 1.64E-01 3.03E-01 4.70E-01 9.56E-01 3.142 11.64

표 3.3.2.7. SO3 partial pressure in the H2SO4-H2O mixture (unit :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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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화열 결정 루틴

표 3.3.2.3에는 황산농도가 0인 물의 경우에서부터 95 %인 경우까지의 기화열 데이터

를 제시하고 있다.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프로그램 내부에서 특정 농도에서 기화열이 필요한

경우에 주어진 농도의 전후값을 기준으로 보간법을 이용하여 그 농도에서의 기화열을 결정하

였다.

(라) VLE 데이터 생산 루틴

황산용액의 농도가 주어졌을 때, 여기서 발생하는 기체의 농도와 비등점을 구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본 연구에서는 Perry's Handbook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황산용액과 평

형상태를 이루는 기체농도를 결정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황산용액에서 발생하는 기체의 전체

압력과 구성기체인 H2O, H2SO4, SO3의 부분압력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기체의 농도를 계산하

였다.

표 3.3.2.4-3.3.2.7에 주어진 전압력과 부분압력 데이터를 이용하여 황산용액의 각 농도에서

주어진 압력에 해당되는 비등점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표 3.3.2.4의 전압력 데이터에서 볼 수

있듯이, 주어진 압력에 정확히 일치하는 데이터가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주어진 압력값의

전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보간법으로 주어진 압력에 해당되는 비등점을 찾았다. 표

3.3.2.5-3.3.2.7의 부분압력 데이터에서 이 비등점에 해당되는 부분압력 데이터를 찾고, 성분별

부분압력을 전압력으로 나누어 기체 농도를 구하였다. 이 값이 황산용액의 농도와 평형을 이룬

기체의 농도가 된다. 이때도 보간법이 사용되었다.

압력이 13 kPa인 경우에 대해서 이런 방법으로 산출한 VLE 데이터를 그림 3.3.2.4에

X-Y-T plot으로 제시하였다. 그림 3.3.2.4에서 볼 수 있듯이 황산용액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비등점도 비례해서 증가는 경향을 보이지만, 기체의 농도는 황산용액의 농도가 50 % 정도까지

증가해도 거의 0 근방에 머문다. 이는 황산이 물에 비해서 휘발성이 매우 낮다는 증거이며, 증

류탑에서 100 % 물을 용이하게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황산농도의 전 구간에서 기

체의 농도는 황산용액의 농도보다 낮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황산농도 95 % 이상에서는 특이

한 현상이 발생한다. 이에 대한 원인 규명을 위한 심층적인 분석이 있어야 하겠지만, 현재는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틀을 완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은 다음 단

계로 미룬다. 단지 본 연구의 모델은 perry's handbook의 데이터를 기준하여 결정하였기 때문

에 극한적인 상황 외에 큰 오류는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 정압 열용량 및 엔탈피 결정 루틴

물과 황산이 혼합된 용액에 대한 정압 열용량을 구하기 위해서 표 3.3.2.8에 제시된 물

과 황산의 정압 비율을 이용하였다. 먼저, 이 데이터를 근거로 물과 황산의 Cp를 온도의 3 차

식으로 회귀분석하여 각각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하였다.

 
  ×      --(3.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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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2.12)

초기온도와 나중 온도의 차이에 따른 엔탈피 차이는 식(3.3.2.11)과 (3.3.2.12)를 이용하여 물

과 황산의 Cp를 초기온도와 나중온도 사이의 구간에서 정적분한 후, 주어진 농도에 따라서 물

과 황산의 농도로 가중하여 물과 황산에 혼합된 황산용액의 엔탈피 차이를 구하였다.

T(℃)
Cp(H2O)

- 18.015 g/mol

Cp(H2SO4)

- 98.073 g/mol
T(℃)

Cp(H2O)

- 18.015 g/mol

Cp(H2SO4)

- 98.073 g/mol

15 17.95 32.689 170 18.865 37.648

20 17.966 32.95 175 18.948 37.746

25 17.98 33.2 180 19.035 37.842

30 17.992 33.439 185 19.127 37.936

35 18.002 33.669 190 19.224 38.027

40 18.01 33.89 195 19.326 38.117

45 18.018 34.102 200 19.433 38.205

50 18.025 34.306 205 19.546 38.292

55 18.033 34.502 210 19.663 38.376

60 18.041 34.691 215 19.786 38.459

65 18.05 34.873 220 19.914 38.541

70 18.06 35.05 225 20.068 38.621

75 18.072 35.22 230 20.226 38.7

80 18.086 35.384 235 20.389 38.777

85 18.101 35.543 240 20.569 38.853

90 18.119 35.697 245 20.768 38.927

95 18.139 35.847 250 20.98 39.001

100 18.162 35.991 255 21.207 39.073

105 18.188 36.132 260 21.447 39.144

110 18.217 36.268 265 21.699 39.214

115 18.25 36.401 270 21.972 39.283

120 18.286 36.529 275 22.245 39.351

125 18.325 36.655 280 22.523 39.418

130 18.369 36.777 285 22.822 39.483

135 18.416 36.895 290 23.157 39.548

140 18.467 37.011 295 23.543 39.612

145 18.522 37.124 300 23.994 39.675

150 18.582 37.234 305 24.523 39.738

155 18.646 37.341 310 25.143 39.799

160 18.714 37.446 315 25.867 39.86

165 18.787 37.548 320 26.705 39.92

표 3.3.2.8. Cp Data of H2O and H2SO4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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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4. VLE Diagram for H2SO4-H2O mixture at P=13 kPa.

(바) 프로그램의 구성

이 프로그램은 20 개의 주프로그램, 서브루틴 및 함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한 구

성 프로그램은 표 3.3.2.9에 제시되었다. 주프로그램 distil에서 전체 부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있

으며, mcal에서 각 단별로 물질 및 열평형 계산을 수행하여 용액 및 기체의 흐름량과 농도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bp_pres에는 주어진 압력에 해당되는 액체농도와 비등점의 데이터

와 기체농도 데이터를 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부프로그램이다.

(5) 프로그램의 성능 평가

앞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일본에서 제시한 검증문제(benchmarking exercise)에 적용하

여 스페인의 계산 결과와 상호 비교함으로써, 본 프로그램의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가) 검증문제 분석 및 계산모델 설정

일본에서 제시한 황산용액 농축 증류탑은 그림 3.3.2.5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자세한

조건은 표 3.3.2.10에 제시하였다. 2단 증류탑으로 입력단이 2 단에 있고, 전체 응축(total

condensing)하는 조건이며, 13 kPa 및 1 MPa의 두 가지 압력에 대한 계산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계산모델을 그림 3.3.2.6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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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Type Description

distil Program Control all sub-programs

incond Subroutine Read the general information on the distillation

initial Subroutine Setup the initial condition

readdat Subroutine Read the input data

stage0 Subroutine Setup the starting condition at each repeating step

mcal Subroutine Iteration at each stage to determine X, Y, V and Tb

prtpros Subroutine Print the detail results at each stage and repeating step

comp Function Interpolation method

mass Subroutine Monitoring mass balance at each repeating step

heat1 Subroutine Monitoring Heat balance at each repeating step

prtwat Subroutine Monitoring H2O amount at each repeating step

prst Subroutine Print the final result

bp_pres Subroutine Generation of VLE data at the given pressure

yvalue Subroutine
Determine the gas concentration against the given liquid
concentration

bpoint Subroutine
Determine the boiling point at the given liquid
concentration

qcp Function Determine enthalpy

cp Function Determine heat capacity

표 3.3.2.9. List of sub-programs and their functions

그림 3.3.2.5. Model of H2SO4 distillation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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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Condition of the column

Number of stages 2

Feed stage 1st stage from the top

Reflux ratio 0.001(molar ratio)

Pressure in the column 1.3×104 Pa(abs)

Temperature in the condenser 45 ℃

Heat input at the reboiler 7.6×104 kcal/h

Item Condition of the feed liquid

Temperature 73.5 ℃

Pressure 1.3×104 Pa(abs)

Mass flow rate of H2O 145 kg/h

Mass flow rate of H2SO4 226 kg/h

표 3.3.2.10. Conditions of the distillation column and the feed liquid

그림 3.3.2.6. Model for the dynam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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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kPa과 1 MPa에 대하여 실제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산을 수행하였다. 계산에 앞서

사용자가 선택해야 할 것은 시간 간격과 단별 체류량(각 단의 holdup과 재비기의 용량)이다.

이 계산에는 모든 체류량은 10 kg로 가정하였다.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입력단의 상단에서의

초기상태에 대해서 선택을 해 주어야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입력단이 최상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택이 필요 없다.

(나) 계산 결과 및 분석

황산용액 농축 증류탑 검증문제의 13 kPa 및 1 MPa 압력에 대한 동역학 계산을 수행

하여 평형상태에 도달한 결과를 각각 표 3.3.2.11과 3.3.2.12에 제시하였다. 증류탑 상단으로 응

축기를 통하여 나오는 증류물에서는 황산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 순수한 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2.13과 3.3.2.14에서는 본 동역학 계산의 최종 결과인 평형상태의 계산 결과를 스페인의

계산 결과와 비교하였다. 두 table에서 불 수 있듯이, 대체로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3 kPa의 경우에 좀 더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응시간에 따른 온도나 농도 등

의 변화 경향이 물리적으로 타당한 한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이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황산농축

증류탑에 대한 동특성 해석을 무난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3.2.7에는 13 kPa의 증류되는 양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초기에 급격히

양이 증가하여 평형상태에 빠르게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

이, 기체의 이동속도나 반응속도를 0로 가정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3.3.2.8에

서는 1 MPa에서 하부라인에서의 농도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고, 그림 3.3.2.9에서는 13 kPa에

서의 하부라인에서의 용액의 온도 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3.3.2.10에 주요한 인자들이

접근하는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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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Stage       =     2

Feed Stage            =     2

Reboiler Heat         = 7.600E+04 Kcal/h 

Pressure              =     0.130 10E5 Pa

Feed & Dist. Temp.    =    73.500,    45.000 C

Holdup & Reboiler Cap.=    10.000,    10.000 kg

 

                                               H2O-Concentration

                Total(kg)  H2O(kg)  H2SO4(kg)   wt%       Molar

Feed            371.000   145.000   226.000     0.391     0.777

Distillate      101.133   101.133     0.000     1.000     1.000

Bottom          269.867    43.868   226.000     0.163     0.514

Bottom+Dist     371.000   145.000   226.000

 

               1000-Iternation(Last)                    999-Iternation

Stage  Temp.(C)   Conc.(wt%)  Molar-Conc. Holdup     Conc.    Temp.

   0   160.385    0.163       0.514      10.00       0.163    160.385

   1    96.499    0.350       0.745      10.00       0.350     96.499

   2    86.508    0.392       0.778      10.00       0.392     86.508

표 3.3.2.11. Dynamic calculation results converged to the steady state at P=13 kPa

Number of Stage       =     2

Feed Stage            =     2

Reboiler Heat         = 7.600E+04 Kcal/h 

Pressure              =    10.000 10E5 Pa

Feed & Dist. Temp.    =    73.500,    45.000 C

Holdup & Reboiler Cap.=    10.000,    10.000 Kg

 

                                               H2O-Concentration

                Total(kg)  H2O(kg)  H2SO4(kg)   wt%       Molar

Feed            371.000   145.000   226.000     0.391     0.777

Distillate       54.707    54.707     0.000     1.000     1.000

Bottom          316.293    90.292   226.000     0.285     0.685

Bottom+Dist     371.000   145.000   226.000

 

               1000-Iternation(Last)                    999-Iternation

Stage  Temp.(C)   Conc.(wt%)  Molar-Conc. Holdup     Conc.    Temp.

   0   264.231    0.285       0.685      10.00       0.285    264.231

   1   220.247    0.445       0.813      10.00       0.445    220.247

   2   216.055    0.468       0.827      10.00       0.468    216.055

표 3.3.2.12. Dynamic calculation results converged to the steady state at P=1.0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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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평형계산(Spain) 동역학 계산(본 연구)

Distillate Line

Total 95.94 kg/h 101.13 kg/h

H2O 95.94 kg/h 101.13 kg/h

H2SO4 0 kg/h 0 kg/h

Bottom line

Total 275.06 kg 269.87kg/h

H2O 49.06 kg 43.87 kg/h

H2SO4 226 kg 226 kg/h

H2SO4농도 0.458(82.2 w/o) 0.514(83.7 w/o)

온도 152.37 °C 160.39 °C

Temperature 0/1단/2단 152/87/86 °C 160/96/87 °C

표 3.3.2.13. Comparison of the steady state result at the pressure of 13 kPa

Line 평형계산(Spain) 동역학 계산 (본 연구)

Distillate Line

Total 62.5 kg/h 54.71 kg/h

H2O 62.5 kg/h 54.71 kg/h

H2SO4 0 kg/h 0 kg/h

Bottom line

Total 308.5 kg 316.28 kg/h

H2O 82.5 kg 90.29 kg/h

H2SO4 226 kg 226 kg/h

H2SO4농도 0.665(73.3 w/o) 0.685(71.5 w/o)

온도 267.88 °C 264.23 °C

Temperature 0/1단/2단 267/215/214 °C 264/220/216 °C

표 3.3.2.14. Comparison of the steady state result at the pressure of 1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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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7. Distillation amount as a function of time.

그림 3.3.2.8. H2O concentration in the bottom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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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9. Convergence of the temperature in the bottom line

in the case of 13 kPa.

그림 3.3.2.10. Test of Convergence for material amount and H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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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1. Short tube vertical evaporator.

나. 황산증발장치 동특성 해석코드

(1) 서론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에서 황산 증발 장치는 다단 증류탑을 통과하여 공비점

까지 농도가 증가된 황산을 증기상태로 만드는 장치로 이후 황산 분해장치로 연결되어 있다.

황산의 증발을 위해서는 매우 많은 열량을 공급해야 하며 이는 초고온 가스로(VHTR)의 냉각

재인 He가스의 고온 열을 이용한다. 증발기에 공급되는 헬륨 가스는 초기의 온도가 910oC로서

SO3 분해기, 열교환기, 황산분해기를 거치면서 그 온도가 저하되어 황산 증발기로 주입되는 헬

륨의 온도는 정상상태에서 약 680oC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본 연구에서는 헬륨 가스의 공급온

도를 변화시키고 몇 가지 상황을 가정하여 황산 증발기의 동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황산 증발장치에 대한 동특성의 해석 모델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

였다.

(2) 황산 증발기 선정

장치는 그림 3.3.2.11과 같은 Short Tube Vertical Evaporator를 선정하였고 장단점을 표

3.3.2.15에 정리하였다[3.3.2.6]. 본 장치는 액상의 수위를 조절함으로써 전열면적을 조절할 수

있고 액상의 혼합을 비등점에서의 증기발생으로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 227 -

Advantages

High heat

transfer coefficient

at high temperature

differences

Low

headroom

Easy

mechanical

descaling

Relatively

inexpensive

Disadvantages

Poor heat

transfer coefficient

at low temperature

differences

High floor

space and

weight

Relatively

high holdup

Poor heat

transfer with

viscous

liquids

표 3.3.2.15. Advantage and disadvantage of short tube vertical evaporator.

(3) 계산 모델

(가) 황산증발기의 작동

실제 황산 증발기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동한다.

① 증발기내 일정수위까지 황산의 주입

② 가열용 헬륨 가스의 주입

③ 끓는점까지 온도 상승

④ 일정 속도의 황산 연속 주입 및 증발

초기 황산의 주입은 효율적인 열전달을 위하여 열전달 면적을 포함할 수 있는 수위까지 공

급하며 이는 헬륨 가스의 공급 전에 공급한다. 황산의 주입이 완료되면 황산의 주입을 중단하

고 헬륨 가스를 공급한다. 공급된 헬륨 가스에서 열량을 받은 황산은 끓는점까지 온도가 상승

하며 끓는점에 도달하면 황산기체가 생성된다. 황산기체가 생성되기 시작하면 증발된 황산 기

체의 양에 상당하는 황산 액체가 주입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황산 공급이 증발량과 차이가 나

는 경우와 헬륨의 주입온도가 예상수치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

한 문제 또한 전산모사를 수행하였다.

(나) 황산증발기의 작동환경

황산 증발기의 작동환경은 표 3.3.2.16에 나타내었다. 본 계산에서 적용된 총괄 전열계

수는 염수와 공기를 주입하는 계에서의 값을 이용하여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값 중

가장 낮은 값인 0.02835kJ/(℃․m2․s)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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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ng pressure 7.09 bar
Operating temperature 414℃ (687.15K) boiling point
Sulfuric acid input and initial

temperature
240℃ (513.15K)

Total heat transfer coefficient 0.02835～0.11342kJ/(℃․m2․s)

표 3.3.2.16. Operation condition of sulfuric acid evaporator.

(다) 모델링을 위한 가정

본 연구에서 도입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

① 증발기 내부에서 외부로의 열 손실은 없다(Adiabatic).

② 공급된 열량은 전부 황산의 온도 상승과 증발에 소모된다.

③ 온도 증가에 따른 액체부피의 증가는 무시한다.

(라) 정상상태 황산증발기 모델식

황산 증발기의 정상상태 조건에서의 모델식을 일반화하면 다음과 같다.

 


  

 
 

 
 


  

 
 

  
   (3.3.2.13)

식 (3.3.2.13)에서 하첨자 1은 황산, 2는 헬륨이며 기계적 에너지는 없고 비압축성 유체로 물

질의 부피 팽창은 없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3.3.2.14)

비압축성 유체이므로  ≈이며 증발잠열()이 공급되어야 하므로     이다.

  
 

     (3.3.2.15)

식 (3.3.2.15)에서 헬륨의 배출 온도와 황산의 증발량이 결정되지 않았고 헬륨의 배출온도는

황산의 증발량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황산 증기의 배출량과 주입량이

같다고 하면(        ) 다음과 같다.

 
     


   

(3.3.2.16)

(마) 비정상상태 황산증발기 모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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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 증발기의 정상상태 조건에서의 모델식을 일반화하면 다음과 같다.



     


  

 
 

 




  

 
 

  


 

(3.3.2.17)

식 (3.3.2.13)에서 정상상태와 같이 기계적 에너지는 없고 비압축성 유체로 물질의 부피 팽창

은 없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3.3.2.18)

식 (3.3.2.18)에서 기준면을 황산의 입력 온도로 하면(    )
 이 된다. 즉 주입 황

산의 공급열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3.3.2.19)

비압축성 유체( ≈)라고 가정하면 전체 내부에너지는 다음과 같다.

      ≈      (3.3.2.20)

열의 전달은 총괄전열 계수에 영향을 받으며 총괄전열 면적을 통하여 황산 용액으로 공급된

다. 이를 열공급 속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ln



  
(3.3.2.21)

식 (3.3.2.20)과 (3.3.2.21)를 식 (3.3.2.19)에 도입하면 다음과 같다.




 
ln



  
(3.3.2.22)

여기서       ,     이다. 와  는 시간의 함수로서 황산 용액의

온도와 헬륨 가스의 배출 온도를 나타낸다. 여기서 는 최대 황산의 끓는점 이상의 온도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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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할 수 없다.

식 (3.3.2.22)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3.2.23)






 

   
 (3.3.2.24)

여기서 임의의 시간에 황산에 공급된 열량은 헬륨에서 공급되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3.3.2.25)

    


 

   


 

  (3.3.2.26)

(바) 전열면적 계산

전열면적을 계산하기 위한 일반식은 다음과 같다.




      (3.3.2.27)

식 (3.3.2.27)에서 와 가 열량()에 따라 선형적으로 변화한다고 가정하고 전체 면적에

대하여 적분하면 다음과 같다.






 
(3.3.2.28)

여기서      ,     이다.

식 (3.3.2.28)에 식 (3.3.2.27)를 도입하면 다음과 같다.

 




 
(3.3.2.29)

식 (3.3.2.29)에서 총괄전열계수()는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변수분리하면 식 (3.3.2.30)을 얻

을 수 있다.






   
 (3.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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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전열면적에 대하여 적분하면 다음과 같다.











   


 

 (3.3.2.31)

ln




   
 (3.3.2.32)

여기서 LMTD(logarithmic mean temperature difference)를 적용하면 결과식을 얻을 수 있

다.

 


(3.3.2.33)

총괄전열계수를 0.02835kJ/(℃․m2․s)로 하고  을 450℃로 가정하면 10928m2을 얻을

수 있다. 이때 는 73380kJ/s로 가정하였다. 이는 황산의 증발량을 역으로 추적한 값, 끓는점

을 유지하기 위한 열량, 그리고 증발과정에서의 황산분해 반응열을 포함하는 총괄 값이다.

(사) 황산의 물성값 계산

HSC Chemistry(Ver. 5.1) 프로그램[3.3.2.7]에서 추출한 비열 데이터를 기초로 온도에

대한 H2SO4 및 H2O의 비열 상관식을 식 (3.3.2.34) 및 식(3.3.2.35)과 같이 결정하였다. 상관식

의 수학적 모델은 polynomial 3차 방정식으로서 각각의 상관계수는 자동 결정되었다.


 ×    (3.3.2.34)


 ×   (3.3.2.35)

이를 98wt%(90mol%)의 황산에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하였다.


× 

(3.3.2.36)


 × 

 ×  
(3.3.2.37)

또 헬륨의 비열은 단분자 기체이므로 20.787J/(mol K)로 전 온도 영역에서 일정한 값을 나타

낸다.

황산 용액내 물의 증발잠열은 식 (3.3.2.38)과 같다[3.3.2.8]. 이는 황산 용액내의 물이 1g증발

하기 위해 요구되는 열량을 칼로리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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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38)

순수한 황산의 증발 잠열은 Lange's Handbook of Chemistry[3.3.2.9]에 제시된 값을 사용하

였으며 이는 61.96504kJ/mol이다.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하여 98wt% 황산의 증발

잠열을 계산하였다.

 × (3.3.2.39)

  × 
×  

(3.3.2.40)

2.2.3.8. 장치 설계 Data

계산된 총괄전열면적을 기반으로 φ1/2″× L3m 관을 사용하였을 시, 관의 소요 개

수는 다음과 같다.

 
××


(3.3.2.41)

관이 차지하는 부피를 구하고 이를 전체 부피에 50%를 구성하면 전체 증발기의 부피는 φ4.5

× H6m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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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2. Flowchart for SA Evaporator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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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과

황산 증발기의 동특성 해석 프로그램은 MatLab 7.3을 이용하였으며 운전 시나리오별로

동특성을 해석하였다. Case 1은 증발기내의 황산용액 수위가 일정한 값을 유지할 때 헬륨의

주입온도가 변화함에 따라 황산용액의 끓는점 도달 이력과 시간을 예측하고 용액 증발속도를

예측하였으며. Case 2는 황산용액 주입펌프가 작동되지 않아 황산용액이 증발기내로 주입 불

가능한 경우의 전열면적의 변화, 헬륨의 출구온도, 황산 증발량의 변화를 조사하였고, Case 3

는 증발기로 주입되는 가열용 헬륨의 온도가 설계 값보다 높게 되어 황산용액의 증발속도가

펌프에 의한 황산용액 주입 유량보다 큰 경우에 대한 전열면적의 변화, 헬륨의 출구온도, 황산

증발량의 변화를 각각 조사하였다.

프로그램 흐름도를 그림 3.3.2.12에 나타내었고 프로그램 입출력 값은 표 3.3.2.17과 같다.

Name Numerical description Physical description Remark

input

TSAIN    SA input temperature

THIN   He input temperature

FHE  He input molar rate

td  time difference
CA - Case

output

WSA   SA evaporation rate

THTA1   Heat transfer area

FSA    SA feed rate

t  time

TSA  SA temperature

TH   He output temperature

표 3.3.2.17. Program input and output data

(가) Case 1 동특성 해석 결과

황산의 주입 온도 및 초기 조건은 240℃로 고정하고 헬륨의 주입온도를 680～910oC

변화시켰다. 또한 각 경우 헬륨의 유량은   로 고정하였다. 수위를 일정하게 유

지하기 위하여 헬륨의 주입온도 변화에 따른 증발량의 변화는 펌프에 의한 주입유량 보상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도출 하였으며 도출된 값을 동특성해석의 유량 값으로

채택하였다. 즉 전열면적의 변화는 없는 시스템을 모사하였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그림

3.3.2.11의 Case 1이 된다.

그림 3.3.2.13은 헬륨의 주입온도 변화에 따른 증발기내 황산의 온도변화 및 헬륨의 배출온도

를 시간의 함수로 나타낸 것이다. 또한 그림 3.3.2.14는 헬륨의 주입온도가 변화할 때 증발기내

황산 용액의 끓는점 도달 시간을 조사한 그림으로 이것을 시간과 헬륨의 주입온도 상관관계식

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p    (3.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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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5는 헬륨의 주입온도 변화에 따른 증발량의 변화를 도시한 것으로 온도가 상승함

에 따라 증발량 또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수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3.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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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3. Temperatures of H2SO4 solution and He output as

a function of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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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4. He input temperature vs. boiling temperature

reach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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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5. Sulfuric acid vaporization rates at various He input

temperatures.

위의 식 (3.3.2.42)과 (3.3.2.43)을 이용하면 정상상태 조건에 도달하는 시간 및 헬륨의 주입온

도의 변화에 따른 황산 증발량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나) Case 2 동특성 해석

황산의 주입량이 변화는 황산 증기의 배출은 이루어지는데 황산 액체는 주입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였고 이를 그림 3.3.2.11의 Case 2로 정의하였다. 이때 황산의 증발에 따라 증발

기내 황산의 수위는 감소하게 되는데 황산 증기로 노출된 전열면적에서의 열전달은 고려치 않

았고 전열면적은 증발기의 하부에서부터 상부 방향으로 3m까지 설치되어 있고 초기에 황산은

3.6m 수위까지 채워져 있다고 가정하였다. 본 경우는 증발기로 황산 액체의 유입이 펌프를 통

하게 되어 있는데 이 펌프의 고장 상황을 모사한 것이다.

그림 3.3.2.11에서와 같이 황산의 수위가 50% 이하(3m 이하)로 내려가면 전열면적의 감소가

나타난다. 이를 고려한 황산의 증발에 따른 부피 변화는 다음의 식을 이용하였다.

   


 (3.3.2.44)

또한 황산의 부피 변화에 따른 전열면적의 변화는 3m 수위에서 계산된 부피와 3m 수위 이

하에서의 황산의 부피의 비를 계산하여 이를 선형적으로 적용하여 전열면적의 변화를 살펴보

았다.

그림 3.3.2.16은 증발기의 배출온도를 도시한 것으로 전열 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헬륨의 온도

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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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6. Output temperature of evaporator.(case : 2)

그림 3.3.2.17은 황산 증발량의 변화를 도시한 것으로 정상적인 조건보다 높은 증발량을 나타

내며 이는 Case 1에서 주입되는 황산 액체의 온도가 240℃로 이를 끓는점으로 올리기 위한 열

량이 증발에 사용됨을 나타낸다. 또한 전열면적의 감소와 동시에 증발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

인다. 전열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증발기내의 황산에 전달되는 열량이 감소하므로 당연한 결과

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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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7. Sulfuric acid vaporization rate at various He input temperatures(case : 2).

그림 3.3.2.18은 전열면적이 감소되기 시작하는 시간을 도시한 것으로 온도 범위에서 6분 이내

에 전열면적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수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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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    (3.3.2.45)

그림 3.3.2.19는 헬륨 가스의 공급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열전달면적이 빠르게 감소하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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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8. Heat transfer area decreasing time at various He input temperatures(case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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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9. Heat transfer area change at various He input

temperatures(case : 2).

(다) Case 3 동특성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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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륨 온도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헬륨의 공급 온도는 변화시키고 황

산의 주입량은 고정하여 전산모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초기조건은 Case 2와 같으며 헬륨의 공

급 온도가 680℃일 때는 황산의 증발량과 주입량이 동일하며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증발량이

공급량보다 큰 경우를 가정하였다. 이 상황은 증발기 내의 수위 조절기의 고장으로 황산 액체

공급량이 변화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수식화하면 그림 3.3.2.11의 Case 3로 표현할

수 있다.

이 경우 680℃를 초과하는 온도에서 황산의 수위가 감소하면서 전열면적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림 3.3.2.20은 증발기의 배출온도를 도시한 것으로 이 또한 헬륨의 온도가 전

열 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3.2.21은 황산의 증발량의 변화

를 도시한 것으로 황산의 공급되고 있는 상태에서 증발량은 황산의 주입이 없는 경우보다는

낮은 값을 나타낸다.

그림 3.3.2.22는 전열면적이 감소하는 시간을 비교한 것으로 황산의 주입량이 없을 경우와 비

교하여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수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exp    (3.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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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0. Output temperature of evaporator.(case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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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1. Sulfuric acid vaporization rate at various He input

temperatures(case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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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2. Heat transfer area decreasing time at various He

input temperature(case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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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3. Vaporization rate comparison among three cases.

그림 3.3.2.23은 각 조건별 황산의 증발량을 비교한 것으로 헬륨의 공급 온도가 높은 상황

(case 3)보다 황산 액체의 공급이 없을 때(case 2) 더욱 많은 증발량을 나타낸다.

다. 황산분해 장치 동특성 해석코드

(1) 서론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에서 1차 황산 분해 장치는 증기상태의 황산을 SO3와

H2O로 분해하는 장치로 이후 2차 황산 분해 장치로 연결되어 있다. 황산의 1차 분해를 위해서

는 매우 높은 열을 공급해야 하며 이는 초고온 가스로(VHTR)의 냉각재인 헬륨 가스의 약 80

0℃ 이상의 고온 열을 이용한다. IHX 장치에서 출력되는 헬륨 가스 온도는 약 910oC로서 2차

황산 분해 장치를 거치면서 그 온도가 저하되어 이의 출구 온도는 정상상태에서 약 815
o
C, 1차

황산 분해 장치를 통과하여 약 710℃가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정상상태 결과를

도출 및 비정상상태 모델을 선정하였다.

본 계산에서는 1차 황산 분해 장치의 동특성을 shell and tube 형태의 열교환기 및 비등온

플러그 흐름 반응기 모델을 이용하여 살펴보고자 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

하였다.

(2) 1차 황산 분해 장치 설계

1차 황산 분해 장치의 설계는 정상상태에서 반응을 포함한 shell and tube 열교환기 모

델을 이용하였다[3.3.2.10]. 이때 황산의 흐름 특성, 특히 레이놀드 수()의 변화에 따른 총

괄 전열 계수의 변화와 열교환 면적의 변화를 고려하여 설계하였고 이는 다음의 식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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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를 이용하면 관의 개수에 따라 레이놀드 수가 변화하게 되며 총괄전열계수가 관의 개

수의 함수가 된다. 즉 관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레이놀드 수는 감소하며 이에 따라 총괄전열

계수는 감소하게 된다. 이때 유체의 점도, 열전도도, 열용량은 온도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지 않

는다고 가정하였다.



 


  








(3.3.2.47)

  
  



 
(3.3.2.48)

  
 

  



(3.3.2.49)

   


(3.3.2.50)

where,

 : overall heat transfer coefficient [W/(m
2․K)]

 : outside heat transfer coefficient [W/(m
2․K)]

 : inside heat transfer coefficient [W/(m
2․K)]

 : heat transfer across tube wall [W/(m
2․K)]

 : fouling heat transfer coefficient [W/(m
2․K)]

 : mass flow rate per unit area [kg/(s․m
2)]

 : thermal conductivity [W/(m2․K)]

 : heat capacity of fluid [kJ/(kg․K)]

여기서 하첨자 와 는 각각 관 내 유체와 관 외벽을 흐르는 유체, 즉 쉘에 흐르는 유체를

나타내며 하첨자 는 관 자체를 나타낸다. 는 관의 상태를 나타내는 인자로 관의 표면상태에

따라 변화하는 인자이다. 이를 본 계산에서는 공학 계산에서 사용되는 범위의 평균값인 5670

W/(m2․K)를 사용하였다[3.3.2.10]. 관의 내경과 외경은 각각 1/2in와 5/8in의 SiC 재질의 관을

사용하였고 이때 SiC의 열전도도는 60 J/(s․m․K)을 적용하였다[3.3.2.11]. 본 계산에 적용된

기체의 열전도도와 점도는 고압 기체 계산식[3.3.2.12]을 이용하였으며 열용량은

HSC5.1[3.3.2.13] 및 화학공학연구정보센터[3.3.2.14]에서 제공하는 값을 사용하였다. 관 내부와

외부의 유체는 황산 혼합기체와 헬륨이며 각각의 물성치는 주입 조성 및 온도를 기준으로 계

산하였다.

이를 다음의 설계식에 적용하여 관의 길이를 산정하였고 이때의 길이가 쉘 직경의 약 2배가

되도록 하으나 추후 직경과 길이 비에 대한 최적화가 필요한 사항이다.

    (3.3.2.51-1)



- 243 -

  


(3.3.2.51-2)

  


(3.3.2.52)

where,

 : heat duty [kJ/s]

 : heat transfer area [m
2]

  : logarithmic mean temperature difference [K]

 : tube length [m]

 : tube number [ea]

Heat duty 값은 헬륨 라인 총괄 에너지 수지에서 계산된 값인 38038.6691 kJ/s를 적용하였으

며 그림 3.3.2.24는 이를 충족하는 황산 1차 분해 장치의 정상상태 온도를 나타내었다.

쉘의 직경 및 높이는 다음의 식을 이용하였는데 관은 삼각 배열로 관 중심간 거리는 관 내

경의 1.25배로 하였다. 또한 쉘과 최외곽 관과의 간격은 10cm로 하였다.

  


  (3.3.2.53)

   × (3.3.2.54)

그림 3.3.2.24. 정상상태 입구 및 출구 온도.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여 표 3.3.2.18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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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be

Inside Diameter 1/2in
Outside Diameter 5/8in

Length 2.1225m
Number 2470ea

Shell
Diameter 1.1768m
Height 2.6531m

Heat Transfer Area 208.881m2

Overall Heat Transfer Coefficient 1.1915kJ/(℃․m2․s)

표 3.3.2.18. 황산 1차 분해 장치 설계 결과

(3) 반응 메카니즘 및 반응 속도

본 계산에서 적용한 황산 분해반응 메카니즘은 다음과 같다[3.3.2.12].

 ↔    (3.3.2.55)

반응은 가역 1차 반응으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를 가지며 이는 평형 반응 속

도와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진다.

  


(3.3.2.56)

H2O농도가 희박한 상태에서 실험으로 관찰한 SO3와 H2O의 역반응속도식은 SO3의 농도만의

1차함수로 나타남을 참고문헌 [3.3.2.12]에서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황산분해반응속도 식은 다

음과 같이 표기될 수 있다.

   
   


  (3.3.2.57)

이때 적용한 정반응 속도 상수[3.3.2.12]와 평형 상수 값[3.3.2.13]은 다음의 식을 이용하였다.

  ×exp  (3.3.2.58)

   × × 

 ×  × 

  × 

(3.3.2.59)

또한 황산의 분해는 반응기 내 몰수의 증가로 나타나며 팽창인자를 적용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팽창인자를 계산하고 이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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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60)

팽창인자를 적용하여 반응 속도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3.2.61)

where,    

 

(4) 정상상태 전산모사

(가) 비등온 플러그 흐름 반응기 모델

그림 3.3.2.25는 정상상태 비등온 플러그 흐름 반응기 모델을 도식화한 것으로 미세 구

간에서의 온도 변화는 없다고 가정하였다.

그림 3.3.2.25. 정상상태 비등온 플러그 흐름 반응기 모델.

정상상태 모델로부터 물질 수지와 에너지 수지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3.3.2.62)




 

   
(3.3.2.63)






  
(3.3.2.64)

where,

 : unit heat transfer area ( 


 

) [m

-1
]

 : reaction heat [kJ/mol]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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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3.2..62)은 기본적인 플러그 흐름 반응기의 설계식을 표현한 것이며 식 (3.3.2.63)과

(3.3.2.64)는 각각 관 내부의 황산 혼합 기체의 온도변화와 관 외벽의 헬륨의 온도변화를 미분

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위의 설계 결과와 모델식으로부터 MatLab 7.0을 이용하여 정상상태 모사 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이를 부록 1에 첨부하였으며 이의 입력값 및 출력 예를 부록 2에 첨부하였다.

(나) 정상상태 전산 모사 결과

그림 3.3.2.26은 정상상태 모사 결과 중 온도변화를 도시한 것이다. 황산 기체의 입구

온도와 헬륨 기체의 출구 온도의 차이가 커 초기의 황산기체의 온도 증가가 두드러지며 이후

반응의 진행에 따라 황산 기체의 온도 증가가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응이 약 100% 진

행되면 반응열로 소모되는 열량이 황산 기체의 온도 증가로 나타나 빠르게 온도가 증가된다.

그림 3.3.2.27은 황산 기체의 몰 분해율을 도시한 것으로 전체 반응기 길이의 70% 지점에서

반응이 거의 마무리된다. 즉, 나머지 30% 영역에서는 열교환기의 역할이 지배적이며 반응은

거의 진행되지 않는다.

그림 3.3.2.28은 관 내부의 몰 속도를 도시한 것으로 위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황산 1차 분해 장치는 반응기와 열교환기의 기능을 가지며 이는 동특성 결

과에서도 나타나야 하는 특징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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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6. 황산 및 헬륨 기체의 정상상태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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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7. 정상상태 황산 분해율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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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8. 정상상태 몰속도 변화 곡선.

(5) 동적 전산모사

(가) Start-up 문제 모델

그림 3.3.2.29는 초기 및 시간의 변화에 따른 모델을 도시한 것이다. 초기 조건에서 반

응기 내부 온도는 정상상태 헬륨 입구온도로 고정되어 있으며 황산 혼합 기체가 유입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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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헬륨과 황산 혼합 기체의 온도차에 의하여 열교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때 흐름 방

향으로의 열교환은 없는 것으로 보았고 축방향의 열교환만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단

위 셀 내에서의 온도변화는 없다고 보았다. 즉, 유체 및 관의 열전도 속도에 의한 온도 분포는

없다고 보았다.

t=0

t=t1

t=t2

t=tn

그림 3.3.2.29. 황산 혼합 기체 유입에 따른 열교환 모델.

Start-up 문제는 황산혼합 기체가 유입되어 출력되기까지의 과정을 모사하는 것으로 처음

유입된 황산 혼합 기체는 고정된 헬륨 온도와 접촉하게 된다. 즉, n+1 번째 헬륨의 유입 온도

는 초기 헬륨 주입 조건과 항상 같은 값이다.

헬륨의 출구 온도를 가정하여 열량을 계산하고 이 열량에 따른 황산 혼합 기체의 온도 증가

를 계산하였다. 이의 결과를 가지고 헬륨의 n+1 번째 온도를 계산하여 헬륨의 주입 온도, 즉

헬륨 온도 초기조건에 +0.01%의 오차 범위내로 결과가 나오도록 iteration 법을 사용하여 계산

하였다. 이의 흐름도를 그림 3.3.2.30에 나타내었다.

본 모델에 따르면 단위 셀의 개수가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화된다. 즉, 초기조건에서의 단위

셀의 개수는 0개이며 황산 혼합 기체가 출구에 도달할 때까지 n개까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반응기 부피 및 열교환 면적이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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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30. Start-up 프로그램 흐름도.

(나) Start-up 문제 결과

그림 3.3.2.31은 Start-up 시 황산의 온도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헬륨과 황산 혼합 기체

의 매우 큰 온도차에 의해 매우 빠르게 온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상태 조건과 동

일하게 반응열에 의한 온도 상승의 둔화가 일어난다.

그림 3.3.2.32는 동일한 조건에서 헬륨측 온도를 도시한 것으로 헬륨측 온도는 열전달 면적의

증가에 따라 분포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3.2.33은 황산의 분해율을 나타낸 것으로 정상상태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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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31. Start-up 시 황산 혼합 기체의 시간에 따른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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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32. Start-up 시 헬륨 기체의 시간에 따른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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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33. Start-up 시 시간에 따른 황산 분해율 변화.

(다) 동특성 모델식

Start-up 이후 헬륨의 온도의 변화와 황산 혼합 기체의 주입조건의 변화에 따라 결과

를 출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되어야 한다. 즉 Start-up 과정에서는 공정의 특성상 황산 2

차 분해 장치로부터 출력되는 헬륨 온도의 영향을 1차 분해 장치가 받을 것이며 2차 분해 장

치 이후의 장치들은 모두 영향을 받을 것이다. 1차 분해 장치 및 증발기에 영향을 주어 황산

혼합 기체의 조성 및 온도의 변화를 수반하게 되며 이를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동특성 모델식은 다음과 같다.

   
  



 


      
  






(3.3.2.65)




     


(3.3.2.66)

                  (3.3.2.67)

위의 식과 Start-up 과정을 나누어 코딩하였고 Start-up에서의 마지막 출력값을 이후의 초

기조건으로 설정하여 연속적으로 계산될 수 있도록 하였다. Start-up 이후의 흐름도는 그림

3.3.2.34에 나타내었다. 프로그램은 MatLab 7.0으로 작성되었으며 부록 3에 첨부하였고 이의 입

력 및 출력 예를 부록 4에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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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34. 2nd-Step 흐름도.

(라) 동특성 프로그램 구동 조건

황산 1차 분해 장치의 동특성을 살펴보고 프로그램의 유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은 조건에서의 결과를 살펴보았다.

① Start-up 시 헬륨은 황산 2차 분해 장치에서 열손실 없이 황산 1차 분해 장치로 주입된

다고 보았다. 즉 IHX에서의 헬륨 출력 온도가 황산 1차 분해 장치의 헬륨 주입 초기조건

이 된다.

② 황산 1차 분해 장치의 출력값이 황산 2차 분해 장치에 영향을 미치면서 헬륨의 1차 분해

기로의 주입 온도는 감소하여 정상상태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따라서 이때의 헬륨

의 온도는 시간의 함수로 초기 조건에서 약 814℃까지 단계적으로 감소시켰다. 단, 본 결

과에 사용된 함수는 임의의 함수이며 이후 황산 2차 분해 장치가 연결되었을시 문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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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여부만을 살펴보았다.

③ 황산 1차 분해 장치로 주입되는 황산의 조성 및 온도에 변화는 없다고 하였다. 즉, 황산

증발 장치의 출구 조건 변화는 없다고 보았다.

(마) 동특성 결과

그림 3.3.2.35, 3.3.2.36은 Start-up 시 황산 혼합 기체 및 헬륨의 온도를 나타낸 것이

다. 이때 헬륨은 황산 2차 분해 장치를 통하여 주입되나 이 장치에서의 열손실이 없으므로

IHX의 헬륨 출구 온도인 908.88℃로 주입되고 황산 혼합 기체의 출구 온도는 이에 따라 상승

하게 된다. 이는 이후의 과정에서 황산 2차 분해 장치가 1차 분해 장치의 영향을 받아 열손실

이 발생하게 되며 황산 1차 분해 장치로 주입되는 헬륨의 온도는 감소하게 된다. 헬륨 주입 온

도의 감소는 황산 환합 기체 온도 분포의 변화를 수반하며 이는 그림 3.3.2.37, 3.3.2.38에 나타

내었고 황산 1차 분해 장치의 헬륨 주입 온도는 시간에 대한 임의의 함수이다. 그림 3.3.2.37에

서 헬륨의 입력 온도는 황산 2차 분해 장치의 헬륨 출력값의 감소와 함께 변화하며 이는 그림

3.3.2.38의 황산 혼합기체의 온도분포에 영향을 준다. 이는 추후 황산 2차 분해 장치 프로그램

을 연결하였을시 동적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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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35. Start-up 시 황산 혼합 기체의 시간에 따른

온도 분포(헬륨 주입온도 : 90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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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36. Start-up 시 헬륨 기체의 시간에 따른 온도 분포(헬륨

주입온도 : 90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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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37. 황산 2차 분해 장치의 열손실에 의한 1차 분해장치

헬륨 온도 분포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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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38. 헬륨 온도 변화에 따른 황산 혼합 기체의 온도 분포 변화.

라. 삼산화황분해 장치 동특성 해석코드

(1) 서론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에서 2차 황산 분해 장치는 SO3를 SO2와 O2로 분해하는

장치로 IHX 장치의 헬륨을 제일 먼저 공급받는다. SO3의 분해를 위해서는 매우 높은 열을 공

급해야 하며 이는 초고온 가스로(VHTR)의 냉각재인 헬륨 가스의 약 900℃ 이상의 고온 열을

이용한다. 2차 황산 분해 장치에 공급되는 헬륨 가스는 초기의 온도가 약 910oC로서 그 온도

및 유량은 IHX의 운전 조건에 따라 유지되거나 변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본 계산에서는 신 등이 제출한 설계계산서 “SI 열화학공정의 삼산화황분해 장치 동특성 해

석코드 개발”(Calculation Note No. NHDD-HI-CA-07-003. Rev.00)[3.3.2.16]에서 제시된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였다. 반영한 개선사항으로는 총괄 전열계수의 계산이 장

치의 정보와 유체의 물성을 기반으로 이룩되게 하였고 또한 반응기 내에서의 SO3 분해반응 진

행정도에 따른 부피 변화가 고려된 동특성 해석이 이룩되게 하였으며 실험으로부터 확보된

SO3 분해 반응속도상수를 문헌값[3.3.2.23]으로부터 인용하여 계산에 반영하였다.

프로그램에 사용한 언어는 visual C++을 이용한 시각화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이 용이하도록

MatLab 7.5를 사용하였다.

(2) 모델에 적용된 2차 황산 분해 장치 설명

2차 황산 분해 장치의 설계는 정상상태에서 반응을 포함한 shell and tube 열교환기 모

델[3.3.2.17]과 충전층에서의 열전달 모델[3.3.2.19]을 적용하였다. 즉 기본 모델은 shell and tube

이며 각각의 관 내부에는 촉매 입자가 충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다. 공정가스의 흐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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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레이놀드 수()의 변화에 따른 총괄 전열 계수의 변화와 열교환 면적의 변화를 고려

하였고 이는 다음의 식을 이용하였다.



 


  








(3.3.2.68)

  × 


  


 for  


  (3.3.2.69-1)

  × 





 for   


  (3.3.2.69-2)

  
 

  



(3.3.2.70)

   


(3.3.2.71)

where,

 : overall heat transfer coefficient [W/(m
2․K)]

 : outside heat transfer coefficient [W/(m
2․K)]

 : inside heat transfer coefficient [W/(m
2․K)]

  : internal diameter of tube [m]

 : internal diameter of tube [m]

 : diameter of packing material [m]

 : conversion factor(British units to MKS units, × )

 : heat transfer across tube wall [W/(m
2․K)]

 : fouling heat transfer coefficient [W/(m
2
․K)]

 : superficial mass flow rate per unit area [kg/(s․m
2
)]

 : thermal conductivity [W/(m
2․K)]

 : heat capacity of fluid [kJ/(kg․K)]

이를 이용하면 관의 개수에 따라 레이놀드 수가 변화하게 되며 총괄전열계수가 관의 개수의

함수가 된다. 즉 관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레이놀드 수는 감소하며 이에 따라 총괄전열계수

는 감소하게 된다. 이때 유체의 점도, 열전도도, 열용량은 온도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

고 가정하였다. 여기서 하첨자 와 는 각각 관 내 유체와 관 외벽을 흐르는 유체, 즉 쉘에 흐

르는 유체를 나타내며 하첨자 는 관 자체를 나타낸다. 관의 내경과 외경은 각각 1/2in와 5/8in

의 SiC 재질의 관을 사용하였고 이때 SiC의 열전도도는 60 J/(s․m․K)을 적용하였다

[3.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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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3.2.69-1) 및 (3.3.2.69-2)는 충전물이 포함된 관의 내부 열전달 계수 계산식이다

[3.3.2.19]. 여기서 충전물의 직경()을 4.4mm 이하의 구형입자를 사용하면     이므

로 식 (2-1)을 이용할 수 있다.

는 범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중간 값인 5670 W/(m2․K)를 사용하였다[3.3.2.17]. 본 계

산에 적용된 기체의 열전도도와 점도는 고압 기체 계산식[3.3.2.20]을 이용하였으며 열용량은

HSC5.1[3.3.2.21] 및 화학공학연구정보센터[3.3.2.22]에서 제공하는 값을 사용하였다. 관 내부와

외부의 유체는 황산 혼합기체와 헬륨이며 각각의 물성치는 주입 조성 및 온도를 기준으로 계

산하였다.

이를 다음의 설계식에 적용하여 관의 길이를 산정하였고 이때의 길이가 쉘 직경의 약 2배가

되도록 하였다.

    (3.3.2.72)

  


(3.3.2.73)

where,

 : heat duty [kJ/s]

 : heat transfer area [m
2]

  : logarithmic mean temperature difference [K]

 : tube length [m]

 : tube number [ea]

쉘의 직경 및 높이는 다음의 식을 이용하였는데 관은 삼각 배열로 관 중심간 거리는 관 내

경의 1.25배로 하였다. 또한 쉘과 최외곽 관과의 간격은 10cm로 하였다.

  


  (3.3.2.74)

   × (3.3.2.75)

where,

 : shell diameter [m]

 : shell height [m]

 : tube pitch [m]

이때의 촉매가 충전된 튜브 측의 압력강하는 다음의 식[3.3.2.23]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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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76)

where,

 : pressure drop [Pa]

 : modified friction factor [-]

 : dimensional constant [-]

 : fluid density [kg/m
3]

 : shape factor of particle [-]

 : exponent, a function of the modified Reynold number [-]

 : fractional free volume [-]

충전물로 fused MgO granule을 사용한다고 하면 참고문헌 [3.3.2.20]의 그림 5-67로부터

modified friction factor( )은 약 2가 된다. 같은 그림으로부터 n은 레이놀드 수가 매우 크므

로 2로 볼 수 있고 구형도()는 완전한 구라고 가정하면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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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39. 충전물 직경에 따른 압력 강하 곡선.

그림 3.3.2.39는 위의 식에 본 계산에 이용한 값을 적용한 후 그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입자

의 크기는 촉매반응임을 고려하면 표면적이 큰 작은 입자들이 유리하나 이는 같은 공극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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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한다면 큰 압력강하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공극율과 입자의 크기는 압력강하를 크게

하지 않는 조건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이에 충전조건을 단위 정육면체에 입자가 하나씩 충전되

었다고 하면 공극율()은 0.476이며 직경 1mm이상의 조건에서 압력강하는 크게 변화하지 않으

므로 직경 1mm의 충전물을 선정하였다. 이때 압력강하는 0.67bar로 나타났다.

황산 2차 분해 장치를 설계하기 위한 공정 유체의 조건은 수소생산 속도 300mole/s(200

MWth VHTR, 수소생산 열효율 40% 적용)로서 다음 표 3.3.2.19와 같다.

Heat duty 값은 위의 조건으로부터 반응열을 고려하여 34900 kJ/s로 결정되었으며 이때 헬

륨의 몰 유량은 전체 헬륨 라인의 영향을 고려하여 17821.4mol/s를 적용하였다. 그림 3.3.2.40은

이를 충족하는 황산 2차 분해 장치의 정상상태 온도를 나타내었다.

H2O H2SO4 SO3 SO2 Remark

Input

Mole Flow

Rate(mole/s)
531.67 2.01 479.18 0

Temperature 750℃

Output

Mole Flow

Rate(mole/s)
532.58 1.10 183.21 148.44

Temperature 850℃

표 3.3.2.19. 황산 2차 분해 장치 공정 가스 조건

그림 3.3.2.40. 정상상태 입구 및 출구 온도.

이상의 식과 조건들을 이용하여 표 3.3.2.19의 출구 농도 조건을 만족하는 값을 trial and

error 법으로 추적하였고 결과를 요약하여 표 3.3.2.20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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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be

Inside Diameter 1/2in

Outside Diameter 5/8in

Length 4m

Number 1500ea

Shell
Diameter 0.9m

Height 5m

Heat Transfer Area 238.72m2

Overall Heat Transfer Coefficient 2.3674kJ/(℃․m2․s)

Void Fraction in Catalyst-packed Tube 0.476

Tube Side Pressure Drop 0.64bar

표 3.3.2.20. 황산 1차 분해 장치 설계 결과

(3) 반응 메카니즘 및 반응 속도

본 계산에서 적용한 황산 분해반응 메카니즘은 다음과 같다[3.3.2.18].

 →     (3.3.2.77)

비가역 1차 반응으로 가정하였고 반응 속도 상수를 라고 하면 반응 속도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3.3.2.78)

이때 적용한 반응 속도 상수는 참고문헌 [3.3.2.23]로 부터 다음의 식을 적용하였다.

  ×exp  (3.3.2.79)

또한 SO3의 분해는 반응기 내 몰수의 증가를 수반하며 팽창인자를 적용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팽창인자를 다음의 식으로 계산하여 적용하였다.

 
 

 

 
   

 

(3.3.2.80)

식 (3.3.2.80)을 적용하여 반응 속도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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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81)

where,

 : initial temperature of process gas [K]

 : process gas temperature [K]

(4) 정상상태 전산모사

(가) 비등온 플러그 흐름 반응기 모델

그림 3.3.2.41은 정상상태 비등온 플러그 흐름 반응기 모델을 도식화한 것으로 미세 구

간에서의 온도 구배는 없다고 가정하였다. 이때 관 내부는 촉매입자가 충전된 것으로 보았다.

그림 3.3.2.41. 정상상태 비등온 플러그 흐름 반응기 모델.

정상상태 모델로부터 물질 수지와 에너지 수지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3.3.2.82)



 
 

  
  


(3.3.2.83)






  


(3.3.2.84)

where,

 : unit heat transfer area ( 


 

) [m

-1
]

 : reaction heat [kJ/mol]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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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3.2.82)는 기본적인 플러그 흐름 반응기의 설계식을 표현한 것이며 식 (3.3.2.83)과

(3.3.2.84)는 각각 관 내부의 황산 혼합 기체의 온도변화와 관 외벽의 헬륨의 온도변화를 미분

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위의 설계 결과와 모델식으로부터 MatLab 7.5를 이용하여 정상상태 모사 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이를 부록 1에 첨부하였으며 이의 입력값 및 출력 예를 부록 2에 첨부하였다.

(나) 정상상태 전산 모사 결과

그림 3.3.2.42는 정상상태 모사 결과 중 온도변화를 도시한 것이다. SO3 기체의 온도

분포와 헬륨 기체의 온도분포는 선형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SO3의 분해 속도가 1차식을 따르

고 있으며 온도범위에서 반응열 또한 선형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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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42. SO3 및 헬륨 기체의 정상상태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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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43. 정상상태 SO3 분해율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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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44. 정상상태 몰속도 변화 곡선.

그림 3.3.2.43은 SO3의 분해율을 도시한 것으로 정상상태 조업시 반응기의 출구에서 약 60%

의 분해율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림 3.3.2.44는 관 내부의 몰 속도를 도시한 것으로 위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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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적 전산모사

(가) Start-up 문제 모델

그림 3.3.2.45는 초기 및 시간의 변화에 따른 모델을 도시한 것이다. 초기 조건에서 반

응기 내부 온도는 헬륨 입구온도로 고정되어 있으며 황산 혼합 기체가 유입됨에 따라 헬륨과

황산 혼합 기체의 온도차에 의하여 열교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때 흐름 방향으로의

열교환은 없는 것으로 보았고 반경방향의 열교환만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단위 셀

내에서의 온도구배는 없다고 보았다.

그림 3.3.2.45. SO3 혼합 기체 유입에 따른 열교환 모델.

Start-up 문제는 황산혼합 기체가 유입되어 출력되기까지의 과정을 모사하는 것으로 처음

유입된 황산 혼합 기체는 고정된 헬륨 온도와 접촉하게 된다. 즉, n+1 번째 헬륨의 유입 온도

는 초기 헬륨 주입 조건과 항상 같은 값이다.

헬륨의 출구 온도를 가정하여 열량을 계산하고 이 열량에 따른 황산 혼합 기체의 온도 증가

를 계산하였다. 이의 결과를 가지고 헬륨의 n+1 번째 온도를 계산하여 헬륨의 주입 온도, 즉

헬륨 온도 초기조건에 +0.01%의 오차 범위내로 결과가 나오도록 iteration 법을 사용하여 계산

하였다. 이의 흐름도를 그림 3.3.2.46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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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모델에 따르면 단위 셀의 개수가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화된다. 즉, 초기조건에서의 단위

셀의 개수는 0개이며 황산 혼합 기체가 출구에 도달할 때까지 n개까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반응기 부피 및 열교환 면적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이때 헬륨의 출구 온도는 이동

한 열량만큼 감소하게 되며 이후 황산 1차 분해 장치로 유입되게 된다. 황산 1차 분해 장치는

이의 영향을 받아 출력값이 변화하게 되며 황산 2차 분해 장치가 영향을 받게 된다. 이로서 황

산 1치 분해 장치의 출력값, 즉 황산 2차 분해 장치의 입력값은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값을 입

력받을 수 있도록 코딩되었다.

그림 3.3.2.46. Start-up 프로그램 흐름도.

(나) Start-up 문제 결과

그림 3.3.2.47은 Start-up 시 SO3 혼합 기체의 온도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헬륨과 SO3

혼합 기체의 매우 큰 온도차에 의해 매우 빠르게 온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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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에 따라 정상상태 조건으로 접근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림 3.3.2.48는 동일한 조건에

서 헬륨측 온도를 도시한 것으로 헬륨측 온도는 열전달 면적의 증가에 따라 분포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3.2.49는 황산의 분해율을 나타낸 것으로 거의 선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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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47. Start-up 시 SO3 혼합 기체의 시간에 따른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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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48. Start-up 시 헬륨 기체의 시간에 따른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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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49. Start-up 시 시간에 따른 황산 분해율 변화.

(다) 동특성 모델식

Start-up 이후 헬륨의 온도의 변화와 SO3 혼합 기체의 주입조건의 변화에 따라 결과

를 출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되어야 한다. 즉 Start-up 과정에서는 공정의 특성상 황산 2

차 분해 장치로부터 출력되는 헬륨 온도의 영향을 1차 분해 장치가 받을 것이며 2차 분해 장

치 이후의 장치들은 모두 영향을 받을 것이다. 1차 분해 장치 및 증발기에 영향을 주어 황산

혼합 기체의 조성 및 온도의 변화를 수반하게 되며 이를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동특성 모델식은 다음과 같다.

  
 

  



 


   
   

  






(3.3.2.85)




   

  


(3.3.2.86)

       
         (3.3.2.87)

이를 기반으로 전산 프로그램은 설계 데이터 입력 및 출력 모듈, Start-up 모듈 그리고 정상

상태 접근 모듈을 나누어 코딩하였다. 첫 번째 모듈은 설계 데이터를 입력하여 반응기 부피,

그리드 수 등을 출력하는 모듈이며 두 번째 모듈은 SO3 혼합 기체가 주입되어 출구로 진행하

는 Start-up 과정을 모사하였다. 마지막 모듈은 입력값에 대한 출력값 및 프로파일을 출력할

수 있는 모듈로 입력값에 대해 유연성을 가지도록 코딩되었다. 즉 두 번째 및 세 번째 모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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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적으로 연결되어 계산되도록 하여 입력값의 변화에 따라 출구값이 변화할 수 있도록 코딩

되었다.

Start-up 이후의 흐름도는 그림 3.3.2.50에 나타내었다. 프로그램은 MatLab 7.5로 작성되었으

며 부록 3에 첨부하였고 이의 입력 및 출력 예를 부록 4에 첨부하였다.

그림 3.3.2.50. 2nd-Step 흐름도.

(라) 동특성 프로그램 구동 조건

황산 2차 분해 장치의 동특성을 살펴보고 프로그램의 유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은 조건에서의 결과를 살펴보았다.

① Start-up 시 헬륨은 열손실 없이 황산 2차 분해 장치로 주입된다고 보았다. 즉 IHX의 헬

륨 출력 온도가 황산 2차 분해 장치의 헬륨 주입 초기조건이 된다.

② 황산 2차 분해 장치로 주입되는 황산의 조성 및 온도에 변화는 없다고 하였다. 즉, 황산

1차 분해 장치의 출구 조건 변화는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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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동특성 결과

그림 3.3.2.51은 헬륨의 출구 온도를 나타낸 것으로 이때 헬륨 입력 온도는 IHX의 헬

륨 출구 온도인 908.88℃이다. Start-up 과정에서는 헬륨의 온도 감소가 두드러지며 이후 정상

상태로 접근함에 따라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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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51. 헬륨 기체의 시간에 따른 출구 온도 분포(헬륨 주입온도 : 90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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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52. SO3 혼합 기체의 시간에 따른 출구 온도 분포(헬륨 주입온도 : 90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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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53. 시간에 따른 SO3 혼합 기체의 출구 분해율 곡선(헬륨 주입온도 :

908.88℃).

그림 3.3.2.52는 SO3 혼합 기체의 출구온도를 나타낸 것으로 Start-up 과정에서는 혼합기체

의 출구값이 나타나지 않고 start-up 이후에 출구온도가 나타난다. 이때 출구온도가 1-2℃ 정

도 상승했다가 감소하는 것은 수식적으로 미분식을 사용함에 따라 기울기가 증가했다가 감소

하는 부분으로 물리적으로 발생하지는 않는 부분으로 사료되었다.

그림 3.3.2.53은 SO3 혼합기체의 출구 분해율을 나타낸 것으로 초기의 증감은 앞의 온도 변

화에 영향을 받은 것이며 정상상태로 접근함에 따라 분해율이 수렴값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 HI분해 장치 동특성 해석코드

(1) 서론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에서 HI분해 장치는 증기상태의 HI을 수소와 요오드로

분해하는 장치로 Section 3에서 수소가 생산되는 공정장치이다. 공정상 요구되는 온도(450℃)

에서 HI의 평형 전환율이 매우 낮으므로 높은 분해율을 얻기 위해서는 반응 조건을 비평형상

태로 유지해줄 수 있는 조작이 필요하다. 이는 다단 캐스케이드 반응기에 분리막을 이용한 수

소의 선택적 제거를 통해 이룩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Oosawa 등[3.3.2.25]은 Magnesium-Iodine 열화학 순환계에서 Pt-supported

활성탄 및 활성탄을 이용한 HI의 분해반응 속도를 연구하였으며 Shindo 등[3.3.2.26]은 Pt/γ

-alumina 촉매를 이용한 HI 분해반응 속도를 연구하였다. Zhang 등[3.3.2.27]은 HI분해반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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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도분석을 통해 온도와 압력의 증가가 분해반응을 촉진시킴을 실험적으로 보여주었다. 황

등[3.3.2.28]은 2001년에 silica membrane 반응기에서 HI 촉매분해반응을 전산 모사하였고 2004

년[3.3.2.29]에는 HI-H2O 기상혼합물에서 silica 막의 안정성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HI분해 장치의 동특성을 해석하기 위한 코드를 개발함에 있어, 촉매가 충전

된 HI분해 반응지역과 분해반응으로부터 생성된 수소를 선택적으로 분리회수하는 멤브레인 실

로 구성된 분해 장치가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된 다중 반응기 시스템으로 가정하여

Tank-in-series 모델을 적용한 동특성 해석 코드를 개발하였다.

(2) HI 분해반응 속도식

본 계산에서 적용한 HI 분해반응식은 다음과 같다[3.3.2.30].



 


  


 (3.3.2.88)

Oosawa 등[3.3.2.25]은 활성탄을 촉매로 이용하여 HI을 분해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Langmuir-Hinshelwood 속도식을 제안하였다.

   (3.3.2.89)

 





 



 





(3.3.2.90)

여기에서,

 : 반응속도 [mol m
-3
s
-1
]

 : 반응속도상수 [mol m
-3
Pa
-1
s
-1
]

 : 반응기 압력 [Pa]

 : 요오드 몰분율 [-]


: 요오드 흡착평형상수 [Pa-1]

  : HI분해 평형전환율 [-]

 : HI분해 평형상수 [-]

위의 식에서 HI분해 평형 전환율(  )는 입력 농도의 함수이며 평형상수 는

HSC5.1[3.3.2.31]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3.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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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92)

       ×

   ×    × 

   × 

(3.3.2.93)

여기에서,

 

 : 수소 평형농도 [mol m-3]


 : 요오드 평형농도 [mol m-3]


 : HI 평형농도 [mol m-3]

 : HI 주입농도 [mol m
-3]

 : 반응온도 [K]

따라서 반응속도는 주입농도, 출구농도, 압력, 온도의 함수관계가 있다.

여기서 활성탄 촉매를 사용할 때의 반응 속도 상수와 요오드의 흡착 평형 상수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3.3.2.28].

  exp


 (3.3.2.94)


 × exp


 (3.3.2.95)

여기에서,

 : 기체상수 [J mol
-1 K-1]

(3) 반응기 모델, 물질 수지 및 에너지 수지

(가) 반응기 모델

본 연구에서 이용한 모델은 2007년에 신 등이 발표한 설계계산서 “EED-embedded 황

-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열효율 추산”(Calculation Note No. NHDD-KA07-HP-001)[3.3.2.32]

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델을 기초로 하였으며 그림. 3.3.2.54과 같다. 각각의 반응기는 촉매가 충

전된 완전혼합 반응기로 완전혼합 헬륨 챔버 내에 위치한다. 즉 각각의 반응기와 헬륨 챔버는

완전혼합 반응기로 가정한다. 분해반응기와 분리막 사이의 유체의 시간지연은 없으며 이는 전

형적인 CSTR(Continuous Stirred Tank Reactor)의 특징이다. 각각의 반응기는 평형 전환율까

지 반응이 진행되며 반응됨과 동시에 분리막에서 수소가 선택적으로 회수된다. 잔류 미분해반

응 HI는 함께 존재하는 수증기와 요오드 기체와 함께 다음 분해반응기로 연결 관을 통해 주입

된다. 이러한 다단 캐스케이드 장치 구조의 Tank-in-series 모델을 계산모델로 채택함에 있어

배관에서의 유체 체류시간은 엄밀히 유체의 동력학 식에 의해 모사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현 단계에서는 단순히 지연시간의 입력 상수값으로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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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54. Tank-in-series model for a HI decomposer.

(나) 물질 수지

그림. 3.3.2.54의 모델에 의거, i 번째 분해반응기에 대한 물질 수지를 세우면 다음과

같다[3.3.2.33].

 

 
′

      
′       (3.3.2.96)

여기에서,

   : i번째 분해반응기로 주입되는 HI농도 [mol m-3]

 
′ : i번째 분해반응기의 HI 농도 [mol m-3]

   : i번째 반응기에서의 HI분해속도 [mol m
-3 s-1]

  : i번째 반응기로 주입되는 유체 부피유량 [m
3
s
-1
]

  : i번째 반응기 부피 [m
3]

식 (3.3.2.96)의 초기 조건 및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다.

      ≺  (3.3.2.97)

     ≥  (3.3.2.98)

한편 분리막에서의 물질 수지는 다음과 같다.

  
  ×       

     
′ 

 (3.3.2.99)

     
(3.3.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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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101)

  
   ×       

    
′ 

 (3.3.2.102)

     
′   (3.3.2.103)

 
      

    
′ 

  
(3.3.2.104)

여기에서,

  
: i번째 반응기에서 수소의 멤브레인 투과속도 [mol s-1]

 : H2 투과계수 [-]

 : HI 및 I2의 수소대비 상대 투과계수 [-]

(다) 에너지 수지

반응기내에서 소모되는 열은 반응열을 제외하고 없다고 가정하면 반응기 내의 소모열

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3.3.2.34].

 




      (3.3.2.105)

여기에서,

  : HI 분해반응열 [J/mol]

 : 단위시간당 에너지공급량 [J/s]

HI의 분해반응열은 HSC5.1[3.3.2.31]로부터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    × 

   × 

(3.3.2.106)

한편 HI 분해반응기를 수용하고 있는 헬륨 챔버에서의 열수지는 완전혼합 반응기로 가정하

는 경우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3.3.2.107)

여기에서,

 : 헬륨 밀도 [g m
-3
]

  : 헬륨 비열 [J mol
-1 K-1]

 : 헬륨이 차지하는 부피 [m
3]

 : 헬륨 원자량 [g g-mo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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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륨 출구온도 [K]

  : 헬륨 주입온도 [K]

 : 헬륨 몰유량 [mol s
-1]

에너지 수지에서의 초기조건은 다음과 같다.

       (3.3.2.108)

(라) 프로그램 흐름도

본 모델을 적용함에 있어 파이프에서 체류시간이 존재하므로 다음의 그림 3.3.2.55와

같은 저장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그림 3.3.2.55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RC1과 M1이 계산되며 이후 시간이 이 지나면 RC2

와 M2가 계산됨을 보여준다. 즉 은 첫 번째 파이프에 의한 체류시간을 나타내며 각각의 반

응기 사이에 배치할 수 있다. 따라서 미리 할당된 저장 공간에 각 단에서의 출력값을 저장하고

이를 체류시간에 도달했을때 다음 반응기의 입력값으로 사용하였다.

전체 계산은 그림 3.3.2.56의 흐름도에 따라 진행되었다. 본 code는 Matlab 7.5.0(R2007b)로

작성되었으며 부록 1에 첨부하였고 이의 입력 및 출력 예를 부록 2에 첨부하였다. 코드에서의

입력값은 코드내에 배열로 입력하여 추후 프로그램 통합 과정이 용의하도록 하였다.

그림 3.3.2.55. Data storage diagram for HI decomposition dynamic simulation code.



- 276 -

그림 3.3.2.56. Flowchart for HI

decomposer dynamic code.

(4) 결과 및 고찰

(가) 입력 데이터

본 계산에서 사용된 입력값은 수소생산 300mole/s기준으로 다음의 표 3.3.2.21과 같다

[3.3.2.32]. 반응기내의 공극율(ε)은 0.2이며 투과막의 수소투과도(kh)는 0.9로 가정하였다. 수소

에 대한 HI와 I2의 상대투과도(αi)는 0.0005로 하였고 물은 투과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입력 몰속도 및 온도는 초기 및 경계조건으로 가변적으로 입력 가능하도록 코딩되었다. 또한

파이프의 체류시간은 각각의 파이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입력 및 계산 가능하도록 하여 개별

파이프 내의 유체 흐름조건에 따라 가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본 계산에서는 이를

0.001초로 고정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HI I2 H2O H2 He
Input Flow [mole/s] 989.36 275.89 2612.06 0 7806.79

Input Temp. [K] 723 985
Pressure [Pa] 22*105 22*105

Voidage, ε [-] 0.2 -
Hydrogen permeability, kh [-] - - - 0.9 -
Relative permeability, αi [-] 0.0005 0.0005 0 1 -
Retention time of pipe, tL [s] 0.001 -

표 3.3.2.21. Input data for HI decomposer dynamic code

표 3.3.2.22는 본 계산에서 사용된 반응기 부피이며 수소생산 300mole/s 기준으로 계산된 것

이다. 실제 겉보기 반응기 부피는 유효 분해반응부피에 공극율(0.2)을 적용한 값이며 24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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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분해 반응기를 감싸고 있는 헬륨 챔버의 부피는 겉보기 분해반응기 총부피의 110%를 산정

한 값으로 헬륨이 차지하는 유효공간은 약 8.7 m3 정도이다.

Stage No.
Reaction Volume

[m3]

Apparent Volume

[m3]

He Net Volume

[m3]

1 3.268178 16.34089 -

2 1.674884 8.374421 -

3 1.306562 6.53281 -

4 1.085838 5.429189 -

5 0.937359 4.686796 -

6 0.829821 4.149104 -

7 0.747842 3.739209 -

8 0.682959 3.414794 -

9 0.630117 3.150584 -

10 0.586103 2.930514 -

11 0.548772 2.743858 -

12 0.516633 2.583167 -

13 0.488619 2.443096 -

14 0.463941 2.319705 -

15 0.442004 2.210018 -

16 0.422349 2.111746 -

17 0.404619 2.023094 -

18 0.388527 1.942635 -

19 0.373844 1.869218 -

20 0.360381 1.801904 -

21 0.347984 1.739918 -

22 0.336523 1.682615 -

23 0.325891 1.629453 -

24 0.315995 1.579973 -

Total 17.48574 87.42871 8.742871

표 3.3.2.22. Volumes of HI decomposer based on 300mole/s H2 production.

(나) 동적 전산모사 결과

그림 3.3.2.57은 앞의 입력값을 적용하였을때 각 단에서의 HI 농도 변화를 도시한 것

이다. 파이프에서의 체류시간 0.001초 후 다음 단의 입력값이 할당되어 계산이 진행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약 1.5초 경과후 반응이 정상상태에 도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3.2.58는 각 단에서 수소가 분리막을 통과하여 나오는 것을 도시한 것으로 그림

3.3.2.57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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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57. HI concentration profiles as a function of operation

time.

그림 3.3.2.58. H2 production rate as a function of opera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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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59. Total H2 production rate and He chamber

temperature changes as a function of operation time.

그림 3.3.2.59는 총 수소 생산량 및 헬륨 챔버 온도변화를 도시한 것으로 반응은 약 1.5초에

평형에 도달하며 헬륨 챔버의 열 평형은 약 2.5초에 이룩됨을 알 수 있다. 즉 전체 시스템의

평형은 반응기가 정상상태에 도달하는 시간보다 약 1초 늦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상상태에 도달한 이후 입력값의 변화에 따른 동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의 sinusoidal

형태의 식을 이용하였다.

   

여기에서,

 : 입력수치(헬륨주입온도, HI혼합가스주입량 등)

 : 정상상태 수치

그림 3.3.2.60은 헬륨 주입온도에 는 0.01, 는 10을 적용하였을때 결과를 도시한 것으로 헬

륨 주입온도는 정상상태 수치에서 ±1% 변화폭을 가지며 변화량은 19.7K이다. 이때 헬륨의 입

구온도와 출구온도의 응답시간차는 0.1255s를 나타내었으며 총변화폭( )은 6.2129K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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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60. Typical response of the helium output temperature to the

sinusoidal forcing function of the helium input temperature(=0.0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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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61. Maximum deviation of Helium output temperature from the

steady state value vs. maximum deviation of Helium input temperature from the

steady state value.



- 281 -

그림 3.3.2.61은 헬륨 주입온도 변화에 따른 출구온도 변화량을 나타낸 것으로 파장은 반응기

체의 체류시간 0.024s의 약 4, 10, 26 배(w=10, 25, 60)로 하였으며 헬륨 주입온도의 최대/최소

진폭을 정상상태 기준 ±1, 1.5, 2%로 하였을 때 w=10 조건에서 헬륨의 출구 온도는 정상상태

대비 ±0.32%, 0.45%, 0.65%를 각각 나타냄으로써 주입온도의 변화에 대하여 거의 선형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절대 변화량에 있어서는 주입온도 변화량 대비 0.3% 수준의 출구

온도 변화량을 나타낸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정한 변화량의 진폭에서 주기 값

을 달리 했을 때 출구온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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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62. Maximum deviation of Helium output temperature from the

steady state value vs. maximum deviation of Helium input molar flow rate from

the steady state value.

그림 3.3.2.62는 헬륨 주입 몰속도 변화에 따른 출구온도 변화량을 나타낸 것으로 파장 및 헬

륨 주입 몰속도의 최대/최소 진폭을 그림 3.3.2.61의 조건과 같이 하였을 때 w=10 조건에서 헬

륨의 출구 온도는 정상상태 대비 ±0.0076%, 0.0115%, 0.0153%를 각각 나타냄으로써 주입 몰속

도의 변화에 대하여 거의 선형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절대 변화량에 있어서는 주

입온도 변화량 대비 0.0076% 수준의 출구온도 변화량을 나타낸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정한 변화량의 진폭에서 주기 값을 달리 했을 때 출구온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바. HI기체 예열기 동특성 해석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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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에서 HI기체 예열기는 SO3 분해 장치에서 생성된 고온의

가스가 가지고 있는 현열을 이용하여 HIx용액 다단 증발농축기에서 배출되는 HI 혼합 가스를

예열시켜주는 장치이다. 예열된 HI 혼합 가스는 HI 분해 장치를 통과하여 수소가 생산된다. 따

라서 HI기체 예열기에서 배출되는 HI 혼합 가스의 온도는 수소 생산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본 계산에서는 이용한 HI기체 예열기 모델은 전형적인 shell-and-tube 열교환기로 SO3 혼합

가스는 튜브 측으로, HI 혼합 가스는 shell 측으로 향류(countercurrent) 흐름으로 접촉한다. 이

때 HI의 분해반응은 없다고 보았고 튜브 측에서는 온도 저하에 따른 평형값 변화만큼의 황산

의 재결합 반응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2) 황산 재결합 반응 속도식

본 계산에서 적용한 황산 재결합 반응 속도식은 다음과 같다.

  


   (3.3.2.109)

     


  (3.3.2.110)

여기에서,

 : 정반응 속도상수 [m3 s-1 mol-1]

 : 역반응 속도상수 [s-1]

   : 삼산화황 재결합 반응속도 [mol m
-3 s-1]

 : 삼산화황 농도 [mol m
-3]

 : 물 농도 [mol m
-3]

 : 황산 농도 [mol m
-3]

 : 평형상수 [m
3
mol

-1
]

H2O농도가 희박한 상태에서 실험으로 관찰한 황산의 재결합 속도식은 참고문헌 [3.3.2.35]에

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 등이 제출한 설계계산서 “SI 열화학공정용 1차 황산 분해 장

치 동특성해석 코드개발”(Calculation Note No. NHDD-HI-CA-07 -05. Rev.00)[3.3.2.36]에서

황산의 분해반응 속도상수 및 평형상수를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exp  (3.3.2.111)


′     

        

(3.3.2.112)

여기에서,

 : 삼산화황 온도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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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산분해 평형상수 [-]

이를 적용하고자 함은 추후 프로그램 통합시 parameter를 공유함으로서 코드 형식을 일치화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식 (3.3.2.23)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3.3.2.113)

   
′    (3.3.2.114)

(3) HI기체 예열기의 크기

HI기체 예열기는 shell-and-tube 열교환기로 흐름 특성, 특히 레이놀드 수()의 변

화에 따른 총괄 전열 계수의 변화와 열교환 면적의 변화를 고려하여 설계하였고 이는 다음의

식을 이용하였다[3.3.2.37].



 


  








(3.3.2.115)

  
  



 
(3.3.2.116)

  
 

  



(3.3.2.117)

   


(3.3.2.118)

여기에서

 : 총괄전열계수 [kJ s-1 m-2K-1]

 : 외부전열계수 [kJ s
-1 m-2K-1]

 : 내부전열계수 [kJ s-1 m-2K-1]

 : tube 전열계수 [kJ s
-1
m
-2
K
-1
]

 : fouling 전열계수 [kJ s
-1
m
-2
K
-1
]

 : 단위 면적당 질량속도 [kg s
-1
m
-2
)]

 : 열전도도 [kJ s-1 m-1K-1]

 : 열용량 [kJ kg
-1 K-1]

이를 이용하면 관의 개수에 따라 레이놀드 수가 변화하게 되며 총괄전열계수가 관의 개수의

함수가 된다. 즉 관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레이놀드 수는 감소하며 이에 따라 총괄전열계수

는 감소하게 된다.

는 관의 표면상태에 따라 변화하는 인자로 공학 계산에서 사용되는 범위의 평균값인 5670

W/(m
2
․K)를 사용하였다[3.3.2.37]. 관의 내경과 외경은 각각 1/2in와 5/8in의 SiC 재질의 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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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고 이때 SiC의 열전도도는 60 J/(s․m․K)을 적용하였다[3.3.2.38]. 본 계산에 적용된

기체의 열전도도와 점도는 고압 기체 계산식[3.3.2.39-3.3.2.40]을 이용하였으며 열용량은

HSC5.1[3.3.2.41] 값을 regression 하여 사용하였다.

이를 다음의 설계식에 적용하여 관의 길이를 산정하였고 이때의 길이가 쉘 직경의 약 2배가

되도록 하였으나 추후 직경과 길이 비에 대한 최적화가 필요한 사항이다.

    (3.3.2.119)

  


(3.3.2.120)

  


(3.3.2.121)

여기에서,

 : 열량 [kJ s
-1]

 : 열교환 면적 [m2]

  : 대수평균온도차 [K]

 : tube 길이 [m]

 : tube 갯수 [ea]

H2O

(mol/s)

H2

(mol/s)

O2

(mol/s)

HI

(mol/s)

I2

(mol/s)

H2SO4

(mol/s)

SO3

(mol/s)

SO2

(mol/s)

Press.

(bar)

Temp.

(K)

Tube

in
532.58 - 148.44 - - 1.10 183.21 296.88 7.09 1,123.00

Tube

out
461.25 - 148.44 - - 72.4338 111.88 296.88 7.09 890.00

Shell

in
2612.06 - - 989.36 275.89 - - - 22.00 528.00

Shell

out
2612.06 - - 989.36 275.89 - - - 22.00 723.00

표 3.3.2.23. HI기체 예열기 입․출력 조건

열량은 헬륨 라인 총괄 에너지 수지에서 계산된 값인 26,609.36 kJ/s를 적용하였으며 쉘의

직경 및 높이는 다음의 식을 이용하였는데 관은 삼각 배열로 관 중심간 거리는 관 내경의 1.25

배로 하였다. 또한 쉘과 최외곽 관과의 간격은 10cm로 하였다.

  


  (3.3.2.122)

   × (3.3.2.123)



- 285 -

크기를 결정하기 위한 입구 및 출구 몰속도 및 온도는 2007년에 신 등이 발표한 설계계산서

“EED-embedded SI Cycle 수소 생산 열효율 추산”(Calculation Note No.

NHDD-KA07-HP-001)[3.3.2.42]에서 제시하고 있는 값으로 표 3.3.2.23과 같다.

입․출력 값을 이용하여 얻은 HI기체 예열기의 크기는 표 3.3.2.24와 같다.

(4) 물질 수지 및 에너지 수지

물질 수지 및 에너지 수지를 세우기 위한 HI기체 예열기 모델은 다음과 같다. 초기 반

응 부피는 0이며 튜브 내에 입․출력 조건은 초기 입력 조건과 같고 shell 측에는 튜브 측 입

력온도와 같은 온도의 비활성 기체가 채워져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쉘 측 입력이 시작되면

이의 유량에 따라 반응 부피가 결정되며 시간이 shell 측의 체류시간에 도달하기 전까지 반응

부피는 증가하게 된다. 이를 그림 3.3.2.63에 도시하였다.

Tube

Inside Diameter 0.0127m(1/2in)

Outside Diameter 0.015875m(5/8in)

Pitch 0.00198m

Shell
Diameter 0.8240m

Height 3.6225m

Inside heat transfer coefficient, hi 0.9109kJ/(m
2
s K)

Outside heat transfer coefficient, ho 102.4058kJ/(m
2
s K)

Tube heat transfer coefficient, hw 37.7953kJ/(m2 s K)

Fouling factor, hs 5.67kJ/(m
2
s K)

Overall heat transfer coefficient, U 0.630996kJ/(m
2
s K)

Heat Duty, Q 26,609.36 kJ/s

Heat transfer area, A 167.3656m2

Tube number, N 1292ea

Tube length, L 2.8980m

표 3.3.2.24. HI기체 예열기의 크기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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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63. Recuperator model for dynamic code.

쉘 측 유량은 반응이 없고 압력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상수로 취급할 수 있으며 위의 모델

에 따라 물질 수지를 세우면 다음과 같다[3.3.2.43].



 
           (3.3.2.124)

where,

  : 튜브 측 농도 [mol m
-3
]

 : 양론 계수 [-]

    : 튜브 측 입구 몰속도 [mol s-1]

    : 튜브 측 출구 몰속도 [mol s
-1
]

에너지 수지식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먼저 반응에 의한 열량은 다음과 같다.

      (3.3.2.125)

여기에서,

 : 반응열 [kJ/mol]

 : 반응열량 [kJ/s]

SO3의 재결합 반응열은 HSC5.1[3.3.2.17]로부터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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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126)

튜브 측과 쉘 측의 열교환에 의한 열량변화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3.3.2.127)

여기에서,

 : 열교환 속도 [kJ/s]

   : 쉘 측 입구 열용량 [kJ mol
-1 K-1]

  : 쉘 측 몰속도 [mol s-1]

 : 튜브 측 온도 [K]

 : 쉘 측 온도차 [K]

 : 대수평균온도 [K]

따라서 튜브 측의 온도변화는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3.3.2.43].

  


          (3.3.2.128)

여기에서,

 : 튜브 측 몰 밀도 [mol m-3]

   : 튜브 측 열용량 [kJ mol-1 K-1]

   : 튜브 측 입구 열용량 [kJ mol
-1 K-1]

 : 튜브 측 온도차 [K]

계산은 그림 3.3.2.64과 같은 흐름도에 따라 진행되었다. 본 code는 Matlab 7.5.0 (R2007b)로

작성되었으며 부록 3에 첨부하였고 이의 입력 및 출력 예를 부록 4에 첨부하였다. 코드에서의

입력값은 개별 m-파일로 작성하여 추후 프로그램 통합 과정이 용의하도록 하였다.

(5) 결과 및 고찰

(가) 입력 데이터

본 계산에서 사용된 입력값은 수소생산 300mole/s기준으로 위의 표 3.3.2.23 [3.3.2.42]

과 같다. 입력 몰속도 및 온도는 초기값이며 가변적으로 입력 가능하도록 코딩되었다. 또한 물

성 데이터는 HSC5.1[3.3.2.41] 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개별 m-화일로 작성되어 추후 통합과정에

용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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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64. Flowchart for recuperator dynamic code.

(나) 시동 특성 결과

그림 3.3.2.65는 수소생산 300mole/s 기준으로 정상 입력값을 적용하였을때 출구측 온

도변화를 도시한 것이다. 쉘 측의 체류시간은 0.0616s이며 0.2037s이후 정상상태에 도달하고 있

다. 정상상태 조건은 표 3.3.2.23의 결과에서 ±1%이내의 오차범위를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ime[s]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Ou
tp

ut
 T

em
pe

ra
tu

re
 [K

]

725

730

735

740

900

1000

1100 Tube Side
Shell Side

 879.2073K

729.7237K

0.0616s

0.2073s

그림 3.3.2.65. Output temperature changes on normal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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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s]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Mo
lar

 F
low

ra
te 

[m
ole

/s]

0

100

200

300

400

500

600

H2O
O2

H2SO4

SO3

SO2
 459.6193mol/s

296.8800mol/s

148.4400mol/s
 110.2493mol/s
 74.0607mol/s

0.2037s

  296.8800

그림 3.3.2.66. Tube output molar flow rate on normal condition.

그림 3.3.2.66은 위의 정상조건하에서 튜브 측 출구 몰속도를 도시한 것으로 0.2037s이후에

정상상태에 도달하고 있다. 반응속도가 매우 빨라 온도와 조성이 같은 시간에 정상상태에 도달

함을 알 수 있다.

(다) 전이 특성 결과

정상상태에 도달한 이후 입력값의 변화에 따른 동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의

sinusoidal 형태의 식을 이용하였다.

   

여기에서,  : 입력수치(공정가스 주입 온도, HI혼합가스 주입량 등)  : 정상상태

수치

그림 3.3.2.67는 튜브 측 주입온도에 는 0.01, 는 10을 적용하였을때 결과를 도시한 것으로

공정가스 주입온도는 정상상태 수치에서 ±1% 변화폭을 가지며 변화량은 22.46K이다. 이때 튜

브 측 출구온도 변화량 및 쉘 측 출구온도 변화량은 각각 5.41K, 3.11K 이며 튜브 측 출구 총

몰속도 변화량은 3.11mole/s 이다.

l 주입온도 변화

그림 3.3.2.68은 튜브 측 주입온도 변화에 따른 출구 변화량을 나타낸 것으로 파장

은 HI 혼합 기체의 체류시간 0.062s의 약 3.4, 5, 10 배(w=10, 20, 30)로 하였으며 튜브 측 주입

온도의 최대/최소 진폭을 정상상태 기준 ±1, 1.5, 2%로 하였을 때 w=10 조건에서 튜브 측 출

구온도는 정상상태 대비 ±0.31%, 0.46%, 0.62%를 각각 나타냄으로써 주입온도의 변화에 대하

여 거의 선형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절대 변화량에 있어서는 주입온도 변화량 대

비 0.3% 수준의 출구온도 변화량을 나타낸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쉘 측 출구온도는 위와 같

은 조건에서 정상상태 대비 ±0.21%, 0.32%, 0.43%로 거의 선형적으로 변하며 절대 변화량은

주입온도 변화량 대비 0.2%의 출구온도 변화량을 나타내며 튜브 측 출구 총 몰속도 변화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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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태 대비 ±0.14%, 0.21%, 0.293%이며 절대 변화량은 주입온도 변화량 대비 0.14% 수준이

다.

그림 3.3.2.67. Typical response of the output values to the

sinusoidal forcing function of the process gas input

temperature(=0.01, =10).

그림 3.3.2.69는 쉘 측 주입온도 변화에 따른 출구 변화량을 나타낸 것으로 위와 같은 조건에

서 나타낸 것으로 튜브 측 출구온도는 정상상태 대비 ±0.19%, 0.28%, 0.38%를 각각 나타내었

고 절대 변화량에 있어서는 주입온도 변화량 대비 0.2%의 출구온도 변화량을 나타내었다. 그

리고 쉘 측 출구온도는 같은 조건에서 정상상태 대비 ±0.42%, 0.62%, 0.83%이었으며 절대 변

화량에 있어서는 주입온도 변화량 대비 0.4% 수준으로 출구온도가 변화되었다. 또한 튜브 측

출구 총 몰속도는 정상상태 대비 ±0.09%, 0.13%, 0.17%이었으며 주입온도 변화량 대비 절대

변화량의 변화는 약 0.1% 이다. 주입온도의 변화에 대하여 주기 값을 달리 했을 때 출구 값에

영향을 거의 주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튜브 측 총 출구 몰속도 변화량에는 튜브 측 주입온도가 약 1.4배 큰 영향을 주는 것

을 알 수 있었으며 수소 생산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인자인 쉘 측 출구온도에는 쉘 측 주

입온도가 약 2배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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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68. Maximum deviation of output values from the steady state value

vs. maximum deviation of tube side input temperature from the steady stat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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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69. Maximum deviation of output values from the steady state value vs.

maximum deviation of shell side input temperature from the steady stat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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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주입량 변화

그림 3.3.2.70, 3.3.2.71은 각각 튜브 및 쉘 측 주입 총 몰속도 변화에 따른 출구 변화량

을 나타낸 것으로 파장 및 튜브 및 쉘 측 주입 총 몰속도의 최대/최소 진폭을 각각 주입온도

변화 조건과 같이 하였을 때 w=10 조건에서 튜브 측 출구온도는 정상상태 대비 ±0.12%,

0.18%, 0.25%와 ±0.04%, 0.07%, 0.09%를 각각 나타냄으로써 주입 총 몰속도의 변화에 대하여

거의 선형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절대 변화량에 있어서는 튜브 및 쉘 측 주입 총

몰속도 변화량 대비 0.12% 및 0.04%수준의 출구온도 변화량을 나타내었다.

쉘 측 출구온도는 같은 조건에서 정상상태 대비 ±0.09%, 0.13%, 0.17%와 ±0.20%, 0.31%,

0.41%를 각각 나타내었고 절대 변화량에 있어서는 튜브 및 쉘 측 주입 총 몰속도 변화량 대비

0.1%, 0.2%이며 튜브 측 출구 총 몰속도는 정상상태 대비 ±1.06%, 1.58%, 2.11% 와 ±0.02%,

0.03%, 0.04%이고 절대 변화량은 주입 총 몰속도 변화량 대비 1.1% 및 0.02% 수준의 총 몰속

도 변화량을 나타낸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주입온도와 같이 주입량의 변화에 대하여 주기 값

을 달리 했을 때 출구 값에 영향을 거의 주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튜브 측 총 출구 몰속도 변화량에는 튜브 측 주입량이 약 3배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수소 생산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인자인 쉘 측 출구온도에는 쉘 측 주입

온도가 약 55배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튜브 측 주입온도와 주입량을 비교하였을 때 주입량의 변화가 약 8배 큰 영향을 주었

으며 쉘 측에서는 주입온도가 약 5배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293 -

M
ax

im
um

 d
ev

iat
ion

 o
f

tu
be

 si
de

 o
ut

pu
t

te
m

pe
ra

tu
re

 [%
]

0.12

0.16

0.20

0.24

0.28
w=10
w=20
w=30

M
ax

im
um

 d
ev

iat
ion

 o
f

sh
ell

 si
de

 o
ut

pu
t

te
m

pe
ra

tu
re

 [%
]

0.05

0.10

0.15

0.20

Maximum deviation of tube side input molar flow rate [%]

0.8 1.0 1.2 1.4 1.6 1.8 2.0 2.2

M
ax

im
um

 d
ev

iat
ion

 o
f

to
ta

l tu
be

 si
de

 o
ut

pu
t

m
ola

r f
low

 ra
te

 [%
]

0.8

1.2

1.6

2.0

그림 3.3.2.70. Maximum deviation of output values from the steady state value

vs. maximum deviation of tube side input molar flow rate from the steady stat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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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71. Maximum deviation of output values from the steady state value

vs. maximum deviation of shell side input molar flow rate from the steady stat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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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HI 증류장치 동특성 해석코드

(1) 서론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에서 HI 혼합용액 다단증류탑은 전기투석장치를 거쳐 농

축된 HI용액을 추가 농축하여 HI 분해반응기로 주입시키기 위한 HI 혼합 기체를 얻기 위한

장치이다. 즉 분젠반응에서 배출된 HI 혼합용액은 공비점 근처의 HI농도를 유지하고 있는 관

계로 전기투석장치는 이러한 공비점의 HI농도를 극복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전기에너지를 투입

하여 HI 혼합용액을 1차 농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차 농축된 HI 혼합용액은 다단증류

탑으로 주입되어 농축된 HI 혼합 기체가 얻어지며 다음 단계인 HI 분해반응기로 수소를 얻기

위해 투입된다[3.3.2.44].

HI 혼합용액 다단증류탑의 정상상태 및 동특성 해석을 위하여 H2O-HI-I2계의 상평형 모델

을 필요로 한다[3.3.2.45]. 이에 프랑스의 CEA 그룹은 Neumann의 모델을 근간으로 한

PROSIM의 운전으로 HI 반응증류탑 해석을 시도한 바 있으며[3.3.2.46] Belassaoui는 Neumann

의 모델을 기본골격으로 하되 실제 상(Phase) 거동을 나타낼 수 있도록 매개변수를 조정해서

PROSIM을 사용하여 반응증류탑을 해석한 바 있다[3.3.2.47]. 또한 ASPEN PLUS사의 연구에

서는 전해질 특성을 고려한 Electrolyte NRTL 모델을 액상의 활동도 계수 추산에 이용하였고

반응 증류탑의 반응으로부터 생성된 수소의 H2O와 HI 용액에 대한 용해도는 Henry의 법칙을

적용했으며 기상에 대해서는 Redlich-Kwong 상태방정식을 적용했다. ASPEN PLUS는 이 모

델을 통해 반응증류탑과 같이 다단의 기-액 평형이 아닌 단일 기-액 평형만을 다루는 Flash

Vessel과 몇몇 단위 조작기를 통해 HI-H2O-I2-H2계의 분리 공정도를 만들고 계산을 수행하였

다[3.3.2.48]. 이 모델은 Neumann 등의 모델보다 액-액 상평형 자료들을 잘 예측하고 있으나

기-액 상평형 자료의 예측에는 Neumann의 모델이 다소 적은 오차를 보여주었다[3.3.2.49].

본 계산에 앞서 이 등이 제출한 설계계산서 “HI-H2O-I2 3성분계의 기체-액체 상평형(VLE)

해석모델”(Calculation Note No. NHDD-KA06-HP-004. Rev.00)[3.3.2.45]에서 실증적 실험자료

와 Neumann 모델을 기초로 상평형 모델을 제시하였고 신 등이 제출한 설계계산서

“EED-embedded SI Cycle 수소 생산 열효율 추산”(NHDD-KA07-HP-001. Rev. 01)[3.3.2.44]에

서는 이를 적용하여 HI 혼합용액 다단증류탑의 정상상태 모사를 수행한바 있다.

본 계산에서는 앞선 상평형 모델 및 정상상태 해석 연구를 기반으로 HI 혼합용액 다단증류

탑의 동특성 해석을 위한 모델 및 컴퓨터 코드를 개발하였고 이를 위의 정상상태모사 결과와

비교하였다.

(2) HI-H2O-I2 3성분계 기체-액체 상평형

(가) 액상 (Liquid phase)

반응이 포함되어 있는 H2O-HI-I2-H2계의 액-액-기체(LLV)상평형을 해석하기 위한

Neumann의 가정은 다음과 같다[3.3.2.45].

① H2는 오직 기체상에만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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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록 고압계이지만 기체상은 이상기체로 간주한다.

③ 액상에서는 HI의 용매화가 일어난다.

④ HI는 오직 기체상에서만 분해되어 H2와 I2를 생성한다.

액상의 비이상성을 고려하기 위한 활동도 모델로는 NRTL모델이 사용되었으며 모델의 매개

변수들은 Engels와 Knoche의 실험자료[3.3.2.51, 3.3.2.52]를 회귀분석해서 얻었다. 여기서 H2O

는 성분 1, HI는 성분 2, H2O와 HI의 반응에 의해 생성된 complex를 성분 3과 4, I2를 성분 5

라고 하였다. 150℃를 기준으로 NRTL 모델의 매개변수들이 다르게 표현되는데 이는 150℃가

HI의 임계점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활동도 계수를 얻기 위한 NRTL 매개변수는 표

3.3.2.25와 3.3.2.26에 수록하였고 적용되는 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성분 3과 4(생성된

complex)는 사실상 동종 물질이므로 이 성분들 사이의 매개변수들은 모두 0이 된다[3.3.2.45].

150℃이하 및    조건에서 다음의 식이 NRTL 모델에 적용된다.

     (3.3.2.42)

  
      (3.3.2.43)

여기서,  : NRTL 모델 비대칭 이종 상호 매개변수

 : NRTL 모델 대칭 인자

 : 온도 [K]

150℃이상 및    ,    혹은    ,    조건에서 다음과 같은 식들이 NRTL 모델에 적용

된다.

     (3.3.2.44)

  
      (3.3.2.45)

위와 다른 모든 조건에서 다음의 식이 적용된다.

 


(3.3.2.46)

     (3.3.2.47)

  
      (3.3.2.48)

여기서,  : 임의의 온도()에서 150℃ 사이의 평균온도 [K]



- 296 -

i j Aij B ij Cij D ij
1 2 0.8858 8205 -36.13 -4916

1 3,4 -11.53 89220 -2.783 -5572

1 5 8.876 -1577 -28.64 4353

2 1 -30.67 13900 0 0

2 3,4 -1.837 -434.3 -2.018 -681.7

2 5 12.24 -6063 59.97 -25490

3,4 1 -1.944 626 0 0

3,4 2 3.713 -389 0 0

3,4 5 -2.389 761.6 -32.08 15880

5 1 -10.78 4232 0 0

5 2 1.43 1211 0 0

5 3,4 3.167 -1740 0 0

표 3.3.2.25. H2O-HI-I2 계의 NRTL 매개변수 ( T<150℃ )

i j Aij B ij Cij D ij
1 2 20.28 17850 -47.75 8978

1 3,4 199.3 140500 -15.95 901.2

1 5 8.876 -1577 -28.64 4353

2 1 2.179 20960 0 0

2 3,4 -2.863 1661 -3.629 1174

2 5 -2.088 804.5 -0.2687 -1618

3,4 1 -0.4646 2365 0 0

3,4 2 2.794 2099 0 0

3,4 5 -0.5892 644.3 5.448 1043

5 1 -10.78 4232 0 0

5 2 4.292 1995 0 0

5 3,4 -0.945 -1238 0 0

표 3.3.2.26. H2O-HI-I2 계의 NRTL 매개변수 ( T>150℃ )

(나) 기상 (Vapor phase)

각 성분의 포화증기압은 다음의 식으로부터 계산될 수 있으며 분압은 modified Raoult

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된다.


  ×EX P  at   ℃ (3.3.2.49)

여기서, EXP 


 
 

 
 

 

 
 :  성분의 포화 증기압 [bar]


  EX P  at   ℃ (3.3.2.50)

여기서, EXP   

 
  EX P  [bar] (3.3.2.51)

여기서, EXP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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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EXP 

[bar] (3.3.2.52)

여기서, EXP ′
×′ × ′  ×′  ×′ 

′   



 
: 물의 임계온도 (=647.3K)

 
: 물의 임계압력 (=221.2bar)

              

    


 
(3.3.2.53)

여기서,  : 전체 압력 [bar]

 ( 
) : i 성분의 부분 압력 [bar]

 
(  




) : 수소의 부분 압력 [bar]

 : i 성분의 액상 몰분율 [-]

       : 평형 상수 [-]

위의 계산식을 이용한 상평형 계산과정을 그림 3.3.2.72에 나타내었다[3.3.2.45]. 이때 근을 구

하기 위해 secant method를 이용하였으나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는 반면 정확도가 bi-section

method에 비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이는 미세 변화량을 추적해야 하는 동특성 코드에서 큰

누적 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bi-section method를 이용하였다.

(3) HI-H2O-I2 3성분계 엔탈피 계산

본 계산에서 이용한 엔탈피는 기상에서의 값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HI와 I2의 액상 엔탈

피 자료의 부재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온도에 따른 엔탈피 변화율이 액상과 기상이 같다고 가

정하여 액체상의 엔탈피는 기상의 엔탈피에서 기화열을 빼준 값을 이용하였다. 계산을 위하여

사용한 각 성분의 분자량, 임계점 및 25℃ 기체상 생성열은 다음과 같다[3.3.2.50].

H2O HI I2 Remark
MW[g/gmol] 18.02 127.91 253.81
Tc[℃] 374.2 150.7 546
Pc[bar] 221.182 83.1 116.54

Vc[m
3/kmol] 0.063494 0.1219 0.155


[kcal/mol] -57.8 6.3 14.924 gas, 25℃

표 3.3.2.27. 순수한 물질의 분자량, 임계점 및 생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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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72. 기상 반응 존재 하 에서의 상평형 계산 흐름도[3.3.2.45].

순수한 물질의 기상 열용량은 다음의 식과 표 3.3.2.28의 계수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3.3.2.54)

여기서,   : i 성분의 열용량 [cal/(℃ mol)]

 : 온도 [℃]

ai bi ci di ei fi
H2O 8.011342 0.001076 3.70E-06 -2.78E-09 8.90E-13 -9.96E-17

HI 6.974353 -0.00026 4.45E-06 -3.23E-09 0 0
I2 8.815293 0.000796 -1.11E-06 6.77E-10 0 0

표 3.3.2.28. 순수한 물질의 열용량 계산을 위한 계수

이에 따라 순수한 물질의 기상 엔탈피(  [kcal/mol]) 계산은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

였고 혼합물의 엔탈피는 몰비(, )만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액상의 엔탈피(  [kcal/mol])는

기상의 엔탈피에서 기화열(  [kcal/mol])을 빼준 값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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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55)

  


 
 (3.3.2.56)

 


 
  (3.3.2.57)

여기서,  
 : i 성분의 기상 엔탈피 [kcal/mol]

 
 : i 성분의 기화열 [kcal/mol]

  : 혼합물의 기상 엔탈피 [kcal/mol]

  : 혼합물의 액상 엔탈피 [kcal/mol]

 : i 성분의 기상 몰분율 [-]

순수한 물질의 기화열(  [kcal/mol])은 다음의 Watson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이때

적용한 계수들은 Aspen plus에서 사용된 값으로 표 3.3.2.29에 나타내었다.

      

  
 

at m in       (3.3.2.58)

여기서,   : i 성분의 임계 온도 [℃]

m in   : Watson 식 적용 최소 온도 [℃]

Ai B i Ci Tmin,i [℃]
H2O 9.717 100.05 0.3106461 0.05
HI 4.724 -35.55 0.3106461 -50.75
I2 10 184.35 0.3106461 113.65

표 3.3.2.29. 순수한 물질의 기화열 계산을 위한 계수

(4) HI 혼합용액 다단증류탑 동특성 계산 모델

본 모델에 설정된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고 이의 모델을 그림 3.3.2.73에 나타내었다.

① 탑 내부의 각 단과 재비기의 체류량(hold-up)은 증류탑 설계 기준에 따르는 상수 값이며

초기 농도와 온도는 주입용액의 조건과 일치한다.

② 재비기 및 부분 응축기에서의 열부하량은 일정하다.

③ 주입 용액은 포화 액체까지를 다룬다.

④ 증류탑은 등압운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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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73. HI 혼합용액 다단증류탑

모델.

그림 3.3.2.73에서와 같이 HI 혼합용액 다단증류탑은 재비기와 부분 증류기, 증류 컬럼으로

구성되며 주입단은 8단이다. 부분 응축기의 특성상 탑정에서 증기가 생산되며 이의 온도 및 조

성은 부분 응축기 내부 증기의 온도 및 조성과 같다. 또한 탑저에서 출력되는 액체의 온도 및

조성은 재비기 내부 액체의 온도 및 조성과 같다.

위의 가정 및 모델로부터 본 계산은 그림 3.3.2.74의 흐름으로 계산된다. 우선 parameter와

coefficient 등 상수값이 전역변수로 저장되고 각 변수들을 초기화를 시킨다. 이후 stage-wise

법으로 제비기로부터 부분 응축기 순으로 계산이 이루어진다. 제비기의 단수는 총단수(NT)와

같으며 부분 응축기의 단수는 1이다.

주계산 절차(main calculating routine)내에서의 계산 흐름은 그림 3.3.2.75에 나타내었다. 주

계산 절차는 각단에서 증기발생이 없다고 가정하고 (  ) 새로운 조성(′) 및 액체 흐름속도

(′)를 계산한 다음 에너지 수지식을 통해 단의 온도(′)를 계산하고 조성(′)의 끓는점(′)과
비교하여 끓는점 이하이면 증기발생이 없고 끓는점 이상이면 증기가 발생되는 조건으로 보았

다. 즉 증기가 발생되는 조건은 유입되는 열량이 총 유입량 및 holdup의 온도를 그 조성(′)에
따른 끓는점(′) 이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가로 판단하였다. 단의 조성에 따른 끓는점은

equil.m(부록 3)에서 결정되며 단의 온도는 TempDetermine.m(부록 3)에서 결정된다. 끓는점과

단의 온도를 비교하여 끓는점 이하이면 출력 루틴으로 넘어가게 된다.

단의 온도(′)가 끓는점 이상이면 MatLab 내장함수인 fsolve 함수[3.3.2.53]를 이용하여 해를

구하였다. 이의 절차를 그림 3.3.2.76에 도시하였다. 먼저 액상 조성을 가정(″)하고 이를 상평

형 계산(equil.m)을 통하여 기상 조성(′) 및 끓는점(″)을 계산한 다음 이의 결과를 에너지

수지식에 적용하여 기체 증발 속도( ′)를 결정하였다. 이렇게 결정된 값들을 각 성분별 조성식

에 적용하여 축적항과 입출력항의 계산 값이 오차범위 내에서 일치하며 동시에 기체상 조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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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이 1이 되는 액상 조성을 결정하였다. 여기서 MatLab에 내장된 fsolve 함수를 3개의 조성식

(component balance equation)과 summation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비선형 연립방정식의 근을

찾는 방법으로 이용하였는데 molefractionDeter1.m(부록 3)에 에너지 수지식, 조성식,

summation식을 배열하고 액상 조성을 target value, 조성식을 target equation으로 설정하여

fsolve 명령을 사용하였다.

본 계산에서 사용된 수지식은 표 3.3.2.30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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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74. HI 혼합용액 다단증류탑 동특성 계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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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75. 주계산 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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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76. 증기 발생시 계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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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boiler Equations No.

Material balance 


        

     

(3.3.2.59)

Component balance

 
               (3.3.2.60)

Energy balance 




      
  

   
  

 
(3.3.2.61)

Stage n

Material balance 


            

         

(3.3.2.62)

Component balance

 
                  

          
(3.3.2.63)

Energy balance 




      
  

       
  

 

  
  

   
  

 

(3.3.2.64)

Condenser

Material balance 


      

   

(3.3.2.65)

Component balance

 
           (3.3.2.66)

Energy balance 




  
  

   
  

  
(3.3.2.67)

Summation



    (3.3.2.68)




    (3.3.2.69)

표 3.3.2.30. HI 혼합용액 다단증류탑에 사용된 수식

여기서,  : n번 단의 체류량 [mole]

 : n번 단의 액상 흐름 몰속도 [mole/s]

 : n번 단의 기상 흐름 몰속도 [mole/s]

 : 주입 몰속도 [mole/s]

  : n번 단 i 성분의 액상 몰분율 [-]

  : 주입단 i 성분의 액상 몰분율 [-]

  : n번 단 i 성분의 기상 몰분율 [-]


 : n번 단의 몰당 액상 엔탈피 [kcal/mol]


 : n번 단의 몰당 기상 엔탈피 [kcal/mol]


 : 주입단의 몰당 액상 엔탈피 [kcal/m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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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비기 열부하량 [kcal/s]

 : 부분 응축기 열부하량 [kcal/s]

(5) HI 혼합용액 다단증류탑 정상상태 계산 결과

기존의 연구[3.3.2.44]에서 제시한 정상상태 해석 프로그램에 표 3.3.2.31의 입력값을 적용

하여 표 3.3.2.32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의 프로그램은 부록 1에 첨부하였고 프로그

램 입력 및 출력 예를 부록 2에 첨부하였다. 이는 수소생산 300mole/s 기준으로 HI 분해기의

분해능을 60%로 가정하여 부분 응축기에서 유출되는 증기중 HI의 양이 1,000mole/s가 되어야

이룩될 수 있다. 또한 재비기의 열부하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입온도를 주입농도의 끓는점인

249.64℃에 근접한 249℃로 입력하였다. 이를 만족하기 위한 재비기의 최소 열부하량은

trial-and-error법으로 결정된다.

Feed Conditions
Temperature [℃] 249
Pressure [bar] 22

Total Flowrate [mole/s] 37,800
Composition [-] H2O:HI:I2=0.516:0.116:0.368

Specifications
HI vapor in Distillate [mole/s] 1,000

Reboiler Duty [kJ/s] trial-and-error
Stage No.

Total Stage 10
Feed Stage 8

표 3.3.2.31. 정상상태 프로그램 입력값(수소생산 300mole/s 기준)

  Liquid Composition,% Vapor Composition,% Temp. L V
No. H2O HI I2 H2O HI I2 ℃ mole/s mole/s

1 53.46 11.03 35.51 65.16 25.09 9.75 258.74 30.52 3986.00

2 52.85 10.95 36.20 65.07 24.98 9.95 259.06 30.44 4016.53

3 52.84 10.95 36.21 65.07 24.98 9.95 259.07 30.44 4016.44

4 52.84 10.95 36.21 65.07 24.98 9.95 259.07 30.44 4016.44

5 52.84 10.95 36.21 65.07 24.98 9.95 259.07 30.44 4016.44

6 52.84 10.95 36.21 65.07 24.98 9.95 259.07 30.44 4016.44

7 52.84 10.95 36.21 65.07 24.98 9.95 259.07 30.44 4016.44

8 52.84 10.95 36.21 65.07 24.98 9.95 259.07 38778.73 4016.44

9 53.09 10.58 36.33 72.16 17.34 10.50 260.97 38841.71 4964.73

10 50.00 10.01 39.99 73.90 14.42 11.69 262.86 33814.00 5027.71

Reboiler duty [kcal/s] 34,423.89(144,030kJ/s)

Condenser duty [kcal/s] -232.91(974.5kJ/s)

표 3.3.2.32. 정상상태 계산결과(수소생산 300mole/s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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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결과에 따르면 부분 응축기에서 유출되는 총 증기량 중 HI의 양이 수소생산 300mole/s

기준에 적합한 재비기 및 부분 응축기 최소 열부하량은 각각 144,030kJ/s와 -974.5kJ/s가 된다.

이때 재비기에서 유출되는 액체 총량 및 조성은 33,814mole/s, H2O:HI:I2=0.500:0.100:0.400이며

부분 응축기에서 유출되는 기체 총량 및 조성은 3,986mole/s, H2O:HI:I2=0.652:0.251:0.097이고

환류비(L/D)는 0.0077이다.

(6) HI 혼합용액 다단증류탑 동특성 계산 결과

위의 정상상태 해석 결과를 기반으로 동특성 해석 모델을 적용한 프로그램을 부록 3에

첨부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HI 혼합용액 다단증류장치 동특성 계산을 수행하였다. 이때 장치

는 총 5개의 장치로 나누어 각 장치가 40MWth 기준, 즉 수소생산 60mole/s 기준이다. 따라서

총 수소생산량 기준은 300mole/s(200MWth)이 된다. 동특성 계산을 위한 초기 입력값을 표

3.3.2.33에 나타내었다. 재비기 및 부분 응축기 열량은 정상상태 해석 결과로부터 도출된 것이

며 체류량(hold-up)은 동특성 계산 도중 허근이 나오지 않는 값을 trial-and-error법으로 찾아

입력하였다. 이의 이유는 프로그램에서 체류량이 제한된 범위의 값 내에서 적용되어야 허근이

아닌 근을 찾을 수 있으며 모델의 운전방법 및 가정에 따라 체류량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비기의 체류량을 가정하여 프로그램에서 근을 찾을 수 있는가를 조사하고 근을 찾는

최소 재비기 체류량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주입단과 9단의 체류량을 결정한 다

음 주입단 상단에서 부분 응축기까지의 체류량을 추적하였다. 이때 재비기의 holdup은 매우 넓

은 범위에서 누적오차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입단과 9단, 그리고 주입단

상단의 체류량은 작으면 오차범위 내에서 근을 찾지 못하고 크면 누적오차가 크게 발생하여

발산하였다. 또한 주입단과 9단의 체류량은 재비기의 체류량보다 작아야 하며 주입단 상단에서

는 주입단과 9단보다 체류량이 작아야 근을 구할 수 있었다.

HI 혼합용액 다단증류탑의 동특성 계산을 위한 입력값은 주 프로그램(HIDistillation.m) 내에

배열하였으며 출력 예를 부록 4에 첨부하였다.

그림 3.3.2.77는 이의 결과로 각 단의 시간에 따른 온도변화를 도시한 것이다. 약 300초 이후

에 정상상태에 접근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때 부분 응축기에서 초기에 발생하는 온도 감소

는 조성의 변화에 따른 온도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부분 응축기 열부하량이 고정된 영향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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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pment No. 5
Feed Conditions

Temperature [℃] 249
Pressure [bar] 22

Total Flowrate [mole/s] 37,800/5
Composition [-] H2O:HI:I2=0.516:0.116:0.368

Stage Conditions
Temperature [℃] 249
Pressure [bar] 22
Composition [-] H2O:HI:I2=0.516:0.116:0.368

Heat Duty [kJ/s]
Reboiler Duty 144,030/5

Condenser Duty 974.5/5
Stage No.

Total Stage 10
Feed Stage 8

Holdup [mole]
Reboiler 200,000

Stage 8-9 13,333
Stage 1-7 8,000

표 3.3.2.33. HI 혼합용액 다단증류탑 동특성 해석 코드 입력값(수

소생산 60mole/s 기준)

Time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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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en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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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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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d Stage
Stage 9
Reboiler

Stage 2 - 7 & feed stage

그림 3.3.2.77. HI 혼합용액 다단증류탑 온도 분포 동특성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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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78은 각 단의 액상 및 증기의 흐름 분포를 시간에 따라 도시한 것으로 이 또한 약

300초 이후에 정상상태에 접근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3.2.78에서 20-30초 사이에 나타

나는 fluctuation 현상은 프로그램 내 계산상 오차범위의 문제로 실제 물리적 현상과는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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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78. HI혼합용액다단증류탑액상-기상흐름분포동특성계산결과

(수소생산 60mole/s 기준).

그림 3.3.2.79는 각 단에서 시간에 따른 기상조성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위의 결과와 일치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때 기상 조성은 주입단 위에서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으며 부분 응축

기로 올라갈수록 H2O와 I2의 농도는 감소하며 HI의 농도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3.2.80은 같은 조건에서 액상조성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HI용액의 농도는 부분 응축

기로 올라가면서 증가하며 I2는 상반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H2O의 농도는 9번째 단에

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정상상태 해석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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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79. HI 혼합용액 다단증류탑 기상 조성 분포 동특성 계산 결과

(수소생산 60mole/s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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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80. HI 혼합용액 다단증류탑 액상 조성 분포 동특성 계산 결과

(수소생산 60mole/s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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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정상상태 해석 결과와 동특성 해석결과를 비교하여 다음의 그림 3.3.2.81과 3.2.2.82에

도시하였다. 동특성 계산시 정상상태 환류비는 0.0074로 정상상태 대비 3.90%오차가 나타났으

며 기상 및 액상 조성은 상대오차 0.11～1.48%, 온도는 0.32～0.36%, 액상 흐름 속도는 0.07～

0.49%, 기상 흐름 속도는 0.35～3.38% 오차가 발생하였다. 즉 상대 오차 4% 이내에서 정상상

태 해석 결과와 동특성 해석 결과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상대오차 계산은 다음의 식을 이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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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81. HI 혼합용액 다단증류탑 정상상태와 동특성 계산 결과 비교

(단의 온도, 액상 및 증기 몰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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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82. HI 혼합용액 다단증류탑 정상상태와 동특성 계산 결과 비교

(단의 액상 및 증기 조성).

3.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 연계계통 동특성 해석 통합코드

가. 서론

고온가스로(High Temperature Gas Reactor)의 고온 열에너지를 이용한 수소생산 기술

중 이산화황과 요오드를 순환매체로 하는 열화학공정(SI Process)은 미래의 수소경제를 대비한

고효율의 수소생산 방법이다. HTGR 원자로 시스템과 중간 열교환 장치(Inter Heat Exchange)

가 결합된 SI 공정은 그 특성상 고온의 열 전달이 원자로 시스템과 수소생산 화학플랜트 사

이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의 동적 거동 해석은

공정자체의 안정뿐만 아니라 원자로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작용한

다.[3.3.3.1]

현재 당 과제는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의 동적 거동 해석코드 개발을 위하여 2006

년도부터 VHTR-SI 공정 시스템의 개별 장치에 대한 동특성 모델링 작업과 장치별 코드모듈

개발을 수행해 왔으며 이와 병행하여 개별 모듈코드를 통합한 통합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를 개발해 왔다. KAERI DySCo(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Dynamic

Simulation Code)는 개발 중인 통합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의 명칭으로서 장치별 동특성 코

드모듈을 포함하고 사용자 친화적 GUI(Graphic User Interface) 환경을 지원함으로써 황-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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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의 동적 거동을 직관적이고 알기 쉽게 분석할 수 있다.[3.3.3.2]

본 설계계산서에서는 기능적 관점에서 KAERI DySCo의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개발

된 GUI를 제시하였다. 구조적 분석기법으로 자료 흐름도를 사용하여 정보의 흐름과 변환을 제

시하였고 하향식(top-down)방법으로 높은 차원의 기능을 작은 기능단위로 분할하였다.

나. 이론적 배경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받아들인 정보를 여러 단계에 거쳐 새로운 정보로 변환시킨 뒤 내

보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시스템을 기능 관점에서 바라보고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정보의 흐름과 정보의 변환을 나타내 주는 대표적인 기능 모델이 구조적 분석기법(Structured

Analysis)이다. [3.3.3.3] 구조적 분석기법에서 시스템은 받아들인 정보를 가공, 처리하여 새로운

정보를 내보내는 하나의 큰 프로세스(Process)이며, 이 프로세스는 세부기능을 수행하는 작은

프로세스들로 나누어진다. 일반적으로 큰 시스템을 상세화하면서 계층적인 배열을 두어 서로의

종속관계를 표시하는 것을 레벨화(leveling) 또는 계층화라고 하며, 큰 시스템을 분석하기 위해

서는 분할의 개념은 필수적이며 이때 요구되는 개념이 레벨화이다.

KAERI DySCo는 그림 3.3.3.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VHTR-SI 열화학공정 시스템을 대상으

로 동적 거동현상을 모사하는 프로그램이고 표 3.3.3.1에 열거한 장치들을 대상으로 한다.

[3.3.3.4]

그림 3.3.3.1. He 열 경로를 기준으로 도식화된 SI 열화학 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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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얼
번호

화학공정 장치이름 운전온도
(K)

운전압력
(bar)

입력라인
번호

출구라인
번호

2-1 1st H2SO4 distillation column 443 0.10 202 203, 215

2-2 2nd H2SO4 distillation column 513 0.07 203 204, 213

2-3 Sulfuric acid vaporizer 687 7.09 204 206

2-4 Sulfuric acid decomposer 1023 7.09 206 207

2-5 SO3 decomposer 1123 7.09 207 208

3-2 HIx distillation column 536 22.00 311 312, 316

3-3 Membrane reactor 723 22.00 317 318, 320

3-R1 Recuperator HE301 723 22 316 317

표 3.3.3.1. SI 공정 동특성 해석 대상장치 목록

다. 행위자 규명

행위자는 일반적으로 KAERI DySCo를 사용하는 사용자와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변

경 해 줄 수 있는 관리자로 구분할 수 있다. 사용자의 관점에서 눈에 보이는 시뮬레이션 소프

트웨어 기능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사용자 확인 및 원하는 메뉴를 선택한다.

② 시뮬레이션 대상 공정장치를 설정한다.

③ 시뮬레이션 대상 공정장치에 대한 사이징을 설정한다.

④ Startup 시나리오를 설정한다.

⑤ Operation 시나리오를 설정한다.

⑥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⑦ 시뮬레이션 수행결과를 분석한다.

그림 3.3.3.2는 앞서 기술한 기능을 UML(Unified Modeling Language) 표기법에 의해 도식화한

유즈케이스 다이아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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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 SI공정 동특성 해석코드
(KAERI DySCo)

그림 3.3.3.2. KAERI DySCo의 유즈케이스 다이아그램.

라. 시스템과 행위자의 상호작용

행위자의 입장에서 KAERI DySCo 기능을 3절 그림 3.3.3.2에서와 같이 추출한 다음 각

기능에 필요한 입출력을 찾기 위해 기능별로 행위자와 KAERI DySCo의 상호작용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였다.

① 사용자 확인 및 원하는 메뉴를 선택한다.

①-1 사용자는 사용자 ID와 암호를 입력한다.

①-2 KAERI DySCo는 사용자 ID와 암호가 일치하면, 프로그램 바탕화면을 표시한다.

①-3 KAERI DySCo는 사용자 ID와 암호가 틀리면 ID와 암호가 틀렸다는 메시지를

출력하고, ①-1번으로 돌아간다. 단, 사용자 ID와 암호가 3번 이상 틀리면 종료

메시지와 함께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①-4 사용자가 프로그램의 바탕화면을 클릭한다.

①-5 KAERI DySCo는 작업메뉴1)와 VHTR-SI Process 공정도를 포함한 시뮬레이션

1) 여기서 작업메뉴는 시뮬레이션 대상 공정장치 설정, 시뮬레이션 대상 공정장치에 대한 사이징 설정, startup 시나리오 설정, 

operation 시나리오 설정, 공정 시뮬레이션 수행, 공정 시뮬레이션 결과분석 및 프로그램 종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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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화면을 출력한다.

①-6 사용자가 원하는 작업메뉴를 선택한다.

①-7 KAERI DySCo는 작업메뉴에 해당하는 기능을 호출한다.

①-8 사용자가 프로그램 종료를 선택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② 시뮬레이션 대상 공정장치를 설정한다.

②-1 KAERI DySCo는 사용자에게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대상 공정장치에 대한 메뉴를

보여준다.

②-2 사용자는 메뉴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공정장치를 선택한다.

②-3 KAERI DySCo는 사용자가 선택한 공정장치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화면에 표시

한다.

②-4 사용자가 선택한 공정장치를 저장한다. 이때, 선택한 공정장치이름과 설명문을 추

가한다. 단, 공정장치 설명문은 생략할 수 있다.

②-5 사용자는 공정장치설정 종료명령을 선택한다.

②-6 KAERI DySCo는 사용자가 공정장치 설정종료명령을 선택할 때 작업메뉴 화면으

로 돌아간다.

③ 시뮬레이션 대상 공정 장치에 대한 사이징을 설정한다.

③-1 KAERI DySCo는 설정된 공정장치에 대한 사이징 설정을 위해 공정장치이름을

사용자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한다.

③-2 사용자는 설정된 공정장치 사이징 설정을 위해 저장된 공정장치이름을 선택한다.

③-3 KAERI DySCo는 설정된 공정장치에 해당하는 사이징 설정메뉴를 화면에 표시한

다.

③-4 사용자는 표시된 화면에 공정장치 사이징 데이터를 입력한다. 사이징 데이터는

수소생산 300 mol∙H2/s의 규모를 기준으로 산출되었고 각각의 장치별로 설정한

다.

③-5 사용자는 입력한 사이징 데이터를 저장한다. 이때, 사이징 데이터 이름 및 사이징

데이터 설명문을 추가한다. 단, 사이징 데이터에 대한 설명문은 생략할 수 있다.

③-6 사용자는 공정장치 사이징 설정종료명령을 선택한다.

③-7 KAERI DySCo는 사용자가 공정장치 사이징 설정종료명령을 선택할 때 작업메뉴

화면으로 돌아간다.

④ Startup 시나리오를 설정한다.

④-1 KAERI DySCo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공정장치이름을 사용자로 하여금 선택하

도록 한다.

④-2 사용자는 시뮬레이션 대상 공정장치이름을 선택한다.

④-3 KAERI DySCo는 선택된 공정장치에 대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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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4 KAERI DySCo는 시뮬레이션 대상 공정장치에 대한 사이징 데이터 이름을 사용

자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한다.

④-5 사용자는 시뮬레이션 대상 공정장치 사이징 데이터 이름을 선택한다.

④-6 KAERI DySCo는 시뮬레이션 대상 공정장치에 대한 사이징 데이터 정보를 화면

에 표시한다.

④-7 KAERI DySCo는 설정된 공정장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위해 startup 시나리오

설정을 사용자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한다.

④-8 사용자는 설정된 공정장치에 대한 startup 시나리오를 설정한다.

④-9 사용자는 입력한 startup 시나리오 데이터를 저장한다. 이때, startup 시나리오 데

이터 이름 및 startup 시나리오 데이터에 대한 설명문을 추가한다. 단 startup 시

나리오 데이터에 대한 설명문은 생략할 수 있다.

④-10 사용자는 startup 시나리오 설정종료명령을 선택한다.

④-11 KAERI DySCo는 사용자가 startup 시나리오 설정종료명령을 선택할 때 작업메

뉴 화면으로 돌아간다.

⑤ Operation 시나리오를 설정한다.

⑤-1 KAERI DySCo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공정장치이름을 사용자로 하여금 선택하

도록 한다.

⑤-2 사용자는 시뮬레이션 대상 공정장치이름을 선택한다.

⑤-3 KAERI DySCo는 선택된 공정장치에 대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한다.

⑤-4 KAERI DySCo는 시뮬레이션 대상 공정장치에 대한 사이징 데이터 이름을 사용

자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한다.

⑤-5 사용자는 동적 시뮬레이션 대상 공정장치 사이징 데이터 이름을 선택한다.

⑤-6 KAERI DySCo는 시뮬레이션 대상 공정장치에 대한 사이징 데이터 정보를 화면

에 표시한다.

⑤-7 KAERI DySCo는 시뮬레이션 대상 공정장치에 대한 startup 시나리오 설정을 사

용자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한다.

⑤-8 사용자는 시뮬레이션 대상 공정장치에 대한 startup 시나리오 데이터 이름을 선

택한다.

⑤-9 KAERI DySCo는 시뮬레이션 대상 공정장치에 대한 startup 시나리오 데이터 정

보를 화면에 자세히 표시한다.

⑤-10 KAERI DySCo는 설정된 공정장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위해 operation 시나리

오 설정 사용자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한다.

⑤-11 사용자는 설정된 공정장치에 대한 operation 시나리오를 설정한다.

⑤-12 사용자는 설정한 operation 시나리오 데이터를 저장한다. 이때, operation 시나리

오 데이터 이름 및 operation 시나리오 데이터에 대한 설명문을 추가한다. 단,

operation 시나리오 데이터에 대한 설명문은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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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13 사용자는 operation 시나리오 설정종료명령을 선택한다.

⑤-14 KAERI DySCo는 사용자가 operation 시나리오 설정종료명령을 선택할 때 작업

메뉴 화면으로 돌아간다.

⑥ 공정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⑥-1 KAERI DySCo는 사용자로 하여금 공정장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공정시

뮬레이션 수행환경을 입력하도록 한다. 동적 시뮬레이션 수행환경은 공정장치 이

름, 공정장치에 대한 사이징 이름, startup 시나리오 데이터 이름, operation 시나

리오 데이터 이름 및 기타 수행관련 정보이다.

⑥-2 사용자는 공정시뮬레이션 수행환경을 입력한다.

⑥-3 사용자는 작업한 공정시뮬레이션 수행환경을 저장할 수 있다. 이때 공정시뮬레이

션 수행환경이름 및 수행환경설명문을 추가한다. 단, 수행환경설명문은 생략할 수

있다.

⑥-4 KAERI DySCo는 사용자가 작업한 시뮬레이션 수행환경을 통해 공정시뮬레이션

을 수행하기 위한 수행환경이름을 선택하도록 한다.

⑥-5 사용자는 시뮬레이션 수행환경이름을 선택한다.

⑥-6 KAERI DySCo는 최종적으로 사용할 공정시뮬레이션 수행환경정보를 화면에 출

력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한다.

⑥-7 사용자는 최종적으로 동적 공정시뮬레이션 수행여부를 확인한다.

⑥-8 KAERI DySCo는 관리자가 미리 입력해 놓은 공정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사용자

가 선택한 공정시뮬레이션 수행환경을 전달하고 공정시뮬레이션을 수행시킨다.

⑥-9 사용자는 공정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종료 후 공정시뮬레이션 수행종료명령을 선택

한다.

⑥-10 KAERI DySCo는 사용자가 공정시뮬레이션 수행종료명령을 선택할 때 작업메뉴

화면으로 돌아간다.

⑦ 공정 시뮬레이션 결과를 분석한다.

⑦-1 KAERI DySCo는 사용자로 하여금 원하는 작업을 선택하도록 한다. 여기서, 원하

는 작업은 물질량 결과보기명령, 온도압력 결과보기명령, 결과분석종료명령이다.

⑦-2 사용자는 원하는 작업을 선택한다.

⑦-3 물질량 결과보기가 선택되면 KAERI DySCo는 작업할 공정시뮬레이션 수행환경

이름을 사용자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한다.

⑦-4 사용자는 작업할 공정시뮬레이션 수행환경이름을 선택한다.

⑦-5 KAERI DySCo는 작업할 공정시뮬레이션 수행환경정보표시를 화면에 표시한다.

⑦-6 KAERI DySCo는 이에 해당되는 공정시뮬레이션 수행결과를 찾아서 물질량 결과

를 화면에 출력한다.

⑦-7 사용자는 공정시뮬레이션 물질량 결과보기종료 명령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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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8 1번 화면으로 돌아간다.

⑦-9 온도압력 결과보기명령이 선택되면 KAERI DySCo는 작업할 공정시뮬레이션 수

행환경이름을 사용자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한다.

⑦-10 사용자는 작업할 공정시뮬레이션 수행환경이름을 선택한다.

⑦-11 KAERI DySCo는 작업할 공정시뮬레이션 수행환경정보표시를 화면에 표시한다.

⑦-12 KAERI DySCo는 이에 해당하는 공정시뮬레이션 수행결과를 찾아서 온도압력

결과를 화면에 출력한다.

⑦-13 사용자는 공정시뮬레이션 온도압력 결과보기종료 명령을 선택한다.

⑦-14 1번 화면으로 돌아간다.

⑦-15 사용자는 결과분석종료명령을 선택한다.

⑦-16 KAERI DySCo는 사용자가 결과분석종료명령을 선택할 때 작업메뉴 화면으로

돌아간다.

마. 배경도

하향식 방법의 구조분석의 첫 번째로 KAERI DySCo의 배경도(레벨 0)의 그림 3.3.3.3에

나타내었다. 그림 3.3.3.3에 나타낸 바와 같이 KAERI DySCo의 외부객체는 시뮬레이션 코드를

이용하는 사용자, 열역학 데이터 및 수치해석용 수학모델이고 사용자가 각종설정 정보를 입력

하고 메뉴설정 명령을 입력하면 그에 따른 설정결과와 메시지를 출력한다.

그림 3.3.3.3. KAERI DySCo의 배경도(레벨 0). 

바. 자료흐름도

구조적 분석기법의 자료흐름도(DFD : Data Flow Diagram)를 사용하여 KAERI DySCo

의 정보의 흐름과 변환을 나타내었다. 그림 3.3.3.4는 KAERI DySCo의 레벨 1의 자료흐름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3.3.4에서 사각형 박스는 시스템의 외부에서 시스템과 정보를 주고받는

사용자 등의 외부객체이다. 원은 시스템 안에서 정보를 처리하고 변환시키는 변환기이며, 버블

이라고도 부른다. 화살표는 데이터의 흐름을 표시하고 정보의 흐름을 표시하는 자료항목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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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단위를 적어준다. 양쪽이 열린 사각형은 오랫동안 보관되는 데이터를 저장해 놓은 파일

이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말한다. KAERI DySCo의 레벨 1의 프로세스는 크게 7가지로 구

성되어 있으며, 사용자확인 및 메뉴설정, 시뮬레이션 대상 장치설정, 설정장치에 대한 sizing

설정, startup scenario 설정, operation scenario 설정, 시뮬레이션 수행 및 시뮬레이션 결과분

석이다.

사. Graphic User Interface 설계

(1) 사용자 로그인 화면

KAERI DySCo 프로그램은 인증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처음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그림 3.3.3.5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용자 로그인 화면이 나타난다.

그림 3.3.3.5에 제시된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사용자 아이디와 패스워드 텍스트 창에 부여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한다. 인증된 사용자의 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

할 수 있다. 사용자 로그인에 대한 알고리즘은 그림 3.3.3.6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사용자 로그

인 실패의 경우 내부적으로 카운트 변수를 증가시키고 메시지 박스를 출력하도록 하였다. 카운

트 변수가 3 이상을 초과할 경우 자동적으로 전체 프로그램이 종료된다.

로그인의 예외사항으로서 사용자 로그인이 실패할 경우 나타나는 메시지 박스를 그림 3.3.3.7

에 제시하였고 사용자 로그인 실패가 3번 이상일 경우 실행되는 메시지 박스를 그림 3.3.3.8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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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4. KAERI DySCo의 레벨 1의 자료흐름도.

(2) KAERI DySCo 프로그램 배경화면 및 작업화면 설정

KAERI DySCo 프로그램에는 총 4개의 비트맵 이미지가 사용된다. 각각의 비트맵 이미

지는 특정한 리소스 ID를 가지고 윈도우 배경 이미지등에 적용된다. 이러한 내용을 표 3.3.3.2

에 나타내었다.

앞 절에 제시한 사용자 로그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로그인 윈도우은 사라지고 KAERI

DySCo 프로그램의 배경화면이 나타난다. 배경화면은 그림 3.3.3.9에서 제시한 바와 같고 이 상

태는 프로그램의 유효상태(Idle State)를 나타낸다. 이 상태에서 사용자에 의한 마우스 클릭 이

벤트가 발생할 경우 기본 배경화면이 사라지고 시뮬레이션 분석용 배경화면으로 전환된다. 이

알고리즘에 대한 순서도를 그림 3.3.3.10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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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5. KAERI DySCo의

사용자 로그인 화면.

그림 3.3.3.6. 사용자 로그인에 대한

알고리즘. 

그림 3.3.3.7. 사용자 로그인 실패

에 따른 경고 메시지 창.

그림 3.3.3.8. 로그인 3회 이상 실패에 따

른 경고 메시지 창.

리소스 ID 파일 이름 이미지 크기 적용분야

IDB HETHPATHWAY HeThPathway 1060x900 시뮬레이션 분석용 배경화면

IDB LOGINDIALOG LoginDialog 1625x1158 로그인 윈도우용 배경화면

IDB MAINWNDBACK MainWndBack 1260x900 KAERI DySCo 기본배경화면

IDB OPERTOOLBAR OperToolBar 176x16 시뮬레이션 조작 툴바용

표 3.3.3.2. KAERI DySCo 프로그램에 사용된 비트맵 이미지 제원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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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9. KAERI DySCo 메인 윈도우

의 기본 배경화면. 
그림 3.3.3.10. 윈도우 배경이미지 처리

에 대한 알고리즘.

그림 3.3.3.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기 윈도우 기본화면에서 클릭 이벤트가 발생되었는지를

계속 감시한다. 이는 CKAERI_DySCoView 클래스의 OnDraw 함수 내에서 수행되는데

OnDraw 함수의 역할은 컨트롤을 다시 그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호출되는 함수이다.

OnLButtonDown함수는 마우스의 클릭이 발생할 경우 자동 실행되는 함수로서 내부에 정수형

의 전역변수 isWindowlock를 +1 증가시킨다. 앞서 선언한 OnDraw함수 내에서 isWindowlock

의 변수가 0보다 클 경우 즉, 마우스 클릭 이벤트가 실행된 경우 그림 3.3.3.11에서 보는 바와

같은 헬륨 열 경로를 포함한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도 배경화면으로 전환된다.

(3) 윈도우 구성 컴포넌트

KAERI DySCo를 구성하는 메인 윈도우를 기능별 특성에 따라 분류하면 그림 3.3.3.1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8개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영역에 대한 세부적인 기능

에 대한 설명을 표 3.3.3.3에 제시하였다. 메인 윈도우를 구성하고 있는 컴포넌트들로써 버튼,

텍스트 박스, 리스트 박스 및 그룹 박스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프로그램 내부에서 각각의 컴포

넌트는 변수로 설정되어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표 3.3.3.4에 제시하였다. 특히,

CMSFlexGrid형 변수는 Microsoft FlexGrid Control로써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시간에 따라 변

화하는 물질들의 flow rate, 온도 및 압력을 실시간으로 출력할 수 있는 테이블이다. 총 26개의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은 헬륨 열 경로를 포함한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도

의 라인 넘버에 해당한다.

각각의 컴포넌트들은 초기화 과정에서 그 특성과 윈도우 상에서의 위치를 결정하게 된다. 이

는 CKAERI_DySCoView 클래스 안의 OnInitialUpdate 함수 내에서 수행되며,

SetMFTableProperty, SetMFTablePosition 및 SetComponentPosition 등의 멤버함수로 구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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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 3.3.3.11. KAERI DySCo의 작업메뉴 구성 및 기능별 영역.

번호2) 항목 기능

1 Equipment specification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해당 장치에 대한 표시 창

2 Display Mode 분석모드(Numeric, Graph, Gauge)의 온/오프 기능

3 File management 셋업, 시나리오 및 결과 분석파일의 열기 및 저장

4 Operation button 시뮬레이션의 시작, 일시 멈춤, 종료

5 Status text box 현재 시뮬레이션 진행상황에 대한 텍스트 정보지원

6 Time information bar 시뮬레이션 시간 정보(시작, 멈춤, 정지)를 제공

7 Operation tool bar 시뮬레이션의 quick start, pause, end

8 Display window 실제 시뮬레이션이 수행되는 창

표 3.3.3.3. KAERI DySCo의 작업메뉴에 대한 설명

2) 그림 11에 부여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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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타입 변수 이름 변수 설명

CComboBox m ctrlCBFileType 파일의 종류를 선택하는 콤보박스

CButton m ctrlBtnGauging 분석모드 중 게이지모드 선택버튼

CEdit m ctrlEditNowStatus 현재 시뮬레이션 상태 표시 텍스트 창

CListBox m ctrlListFilesList 콤보박스에서 선택된 파일타입의 리스트 창

CButton m ctrlBtnView 선택된 파일의 정보를 보여주는 버튼

CButton m ctrlBtnStop 시뮬레이션 중단 버튼

CButton m ctrlBtnStart 시뮬레이션 시작 버튼

CButton m ctrlBtnSet 시뮬레이션 환경 설정 버튼

CButton m ctrlBtnSaveAs 파일 새로운 이름저장 버튼

CButton m ctrlBtnSave 파일 저장 버튼

CButton m ctrlBtnPause 시뮬레이션 잠시 멈춤 버튼

CButton m ctrlBtnOpen 파일 열기 버튼

CButton m ctrlBtnNumeric 시뮬레이션 분석모드 중 수치모드 설정버튼

CButton m ctrlBtnNew 새로운 파일열기 버튼

CButton m ctrlBtnGraphic 시뮬레이션 모드 중 그래프 모드 설정버튼

CButton m ctrlGBOperBtn 시뮬레이션 구동 그룹 박스

CButton m ctrlFileControl 파일 컨트롤 그룹박스

CButton m ctrlEquipPICBox 장치 그림 그룹박스

CButton m ctrlDisplayMode 시뮬레이션 모드 그룹박스

CMSFlexGrid m ctrlMFTB202 물질량 분석 및 모니터링용 테이블(26개)

표 3.3.3.4. 메인 윈도우를 구성하는 컴포넌트 변수들에 대한 설명

(4) Compound 테이블에 대한 설정

KAERI DySCo는 표 3.3.3.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 디스플레이 모

드를 달리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설정된 디스플레이 모드에 따라 그에 따른 윈도우 구성

컴포넌트도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디스플레이 모드 중 numeric mode의 경우는 윈도우 컴포넌

트로서 Microsoft FlexGrid Control가 이용되며, 이는 시뮬레이션 수행 중 물질들의 변화량을

수치적으로 분석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테이블이다. 그림 3.3.3.12는 디스플레이 모드를

numeric mode로 설정했을 경우 KAERI DySCo 메인윈도우의 변화이다. 그림 3.3.3.12에서 보

는 바와 같이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도 라인번호를 중심으로 다수의 테이블이 나타

남을 알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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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2. 디스플레이 모드를 numeric mode로 설정했을 경우 메인화면.

이 Compound 테이블은 총 26개로 구성되어있고, Process gas line과 He gas line으로 구분

된다. 또한Pprocess gas line과 He gas line 상의 테이블은 컬러와 구성항목 상에서 서로 차이

가 있는데 그림 3.3.3.13에 제시된 바와 같다. 따라서 이를 구분하기 위한 별도의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Compound 테이블의 행과 열의 수 결정과 너비 및 높이 결정 결정에 관한 알고리

즘을 그림 3.3.3.14과 그림 3.3.3.15에 나타내었다.

그림 3.3.3.13. Process gas 라인과 He gas 라인의

Compound 테이블의 항목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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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4. Compound 테이블의 고정 열, 행

및 열의 개수 결정 알고리즘.

그림 3.3.3.15. Compound 테이블의

셀 너비와 높이 결정 알고리즘.

그림 3.3.3.14과 그림 3.3.3.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compound 테이블의 행과 열의 개수 결정

은 초기에 전체 테이블의 수를 획득하고 이를 iteration 최대 값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루프를

돌면서 Process gas line상의 테이블(i < 18) 인지 He gas line상의 테이블(i >= 18)인지를 검

사하여 각각의 해당 라인에 따른 행과 열을 결정한다. Process gas line의 경우 그림 13의 오

른쪽 상단과 같이 테이블이 두 개로 갈라진 경우도 포함하고 있어서 이를 구분하는 별도의 조

건(i = 7 혹은 i = 17)도 필요하다. Process gas line상의 테이블 중 일반적인 경우 11개의 행

과 2개의 열로 구성되어있고, He gas line상의 테이블은 4개의 행과 2개의 열로 구성된다.

각각의 Compound 테이블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도상의

라인번호와 대응한다. 그리고 각각 라인 상에 관계되는 물질들의 flow rate, 온도 및 압력의 항

목은 테이블의 타이틀로 고정적으로 표시된다. 따라서 각각의 compound 테이블의 항목표시를

위한 별도의 알고리즘도 필요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림 3.3.3.1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림 3.3.3.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선 행과 열의 개수를 변수에 담고 행의 개수만큼 루프를

돌린다. 분기조건으로서 process gas 라인인지, He gas 라인인지를 구분하고 process gas 라인

인 경우 테이블이 두 개로 분할되었는지 아닌지를 구분하여 그에 합당한 테이블 항목을 적는

다. He gas 라인의 경우 행의 수가 5개 미만이고 5개 이상인 경우 process gas 라인인 경우에

해당한다. Process gas 라인 중 행의 수가 7개 미만인 경우 테이블이 두 개로 갈라진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분기조건 검사는 전체 테이블 수만큼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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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6. Compound 테이블의 항목 쓰기에 대한 알고리즘. 

(5) 작업용 툴바 및 상태 바

사용자 편의와 빠른 시뮬레이션 수행을 위해 툴바 및 상태 바를 개발하고 수정하였다.

기존에 기본적으로 MFC(Microsoft Foundation Class)제공되는 툴 바 대신 새로운 툴 바 이미

지를 만들었으며, 여기에 빠른 시뮬레이션 수행을 위한 3가지 기능을 추가하였다. 그림 3.3.3.17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왼쪽 끝단에서 부터 시뮬레이션 정지, 멈춤, 시작에 관한 이미지를 삽입

하였다.

그림 3.3.3.17. 작업용 툴바 이미지(176x10). 

또한 메인 윈도우 하단에 현재 시뮬레이션의 시간정보를 출력하기 위한 상태 바를 추가하였

다. 그림 3.3.3.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태 바의 메뉴 구성은 크게 5가지로써 시뮬레이션 시작

시간, 종료시간, real time, live time 및 현재 마우스 좌표정보이다. 시작시간은 ‘yy-mm-dd

hh:mm:ss’의 형태로 디스플레이 되고, 종료시간도 동일한 형식을 취한다. Real time은 시뮬레

이션 수행에 걸리는 모든 시간으로써 시뮬레이션 시작과 동시에 카운트 되어 종료시점까지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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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시간이다. 이에 반해 live time은 순수한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모델링 식에 대응하는 시간

이다. 즉, 프로그램의 대기시간, 루프 소요시간 등, 시뮬레이션 모델링 식에 대응하지 않는 불

필요한 시간을 제외한 시간 정보이다. 마지막으로 마우스 좌표에 대한 정보는 마우스가 움직임

에 따라 현재 윈도우 상의 좌표정보를 실시간으로 출력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림 3.3.3.18. 상태 바의 항목 구성. 

Real time 계산은 그림 3.3.3.19에서 보는 바와 같은 알고리즘으로 구현하였다. 먼저 외부에

서 시뮬레이션 구동 메시지를 받는 즉시 타이머를 구동시키는데, 그 전에 stime이라는 전역 변

수에 현재 시간정보를 입력하고 타이머를 구동시킨다. 타이머 구동과 동시에 타이머 내부에서

는 etime 전역변수에 계속 시간정보를 입력받는다. ptime의 전역변수는 etime과 타이머 구동

전 시간 stime의 차로서 구해지고 타이머의 시간간격마다 ptime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를 상

태 바의 real time 항목에 적어주는 것이다.

그림 3.3.3.19. Real time 계산

에 대한 알고리즘. 

(6) 컴포넌트의 위치설정

3.7.3 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윈도우를 구성하는 컴포넌트들은 초기화 과정에서 윈도우

상에서 위치가 결정되고 크기가 결정된다. 윈도우 상에서 위치 결정은 CRect 클래스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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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각형의 좌측 상단과 우측 하단의 좌표를 저장한다. 여기에 GetClientRect 함수를 호출하

면 화면의 크기를 얻을 수 있는데, CRect클래스의 rect변수에 GetClientRect(rect)를 적용하면

현재 화면의 크기가 rect에 저장된다. CRect 클래스의 주요 멤버변수로서 정수형의 left, top,

right 및 bottom이 있고 주요 멤버함수로서 Width와 Height함수가 있다.

Width함수는 현재 화면의 가로길이를 반환하고 Height함수는 세로길이를 반환한다. 이를 응

용하여 각각의 컴포넌트의 위치를 설정할 수 있는데, 먼저 컴포넌트가 위치할 좌표(x, y)를 획

득하고, 이를 현재 화면의 가로길이와 세로길이를 나누어 그 비를 산출하였다. 표 3.3.3.5에

compound 테이블의 화면크기에 대한 비를 나타내었다.

표 3.3.3.5에서 산출된 화면크기에 대한 가로 비와 세로 비를 이용하여 compound 테이블의

위치를 설정하였다. 설정에 사용한 멤버함수로서 MoveWindow가 사용되었으며, 매개변수 값으

로 정수형의 x, y, nWidth 및 nHeight 값을 가진다. 이 함수는 윈도우의 위치와 크기를 변경할

때 사용하는 함수이다. 즉, 정수형의 x와 y값은 이동할 화면상의 위치 좌표를 나타내고 정수

형의 nWidth와 nHeight는 컴포넌트의 크기를 나타낸다.

No. 테이블 번호 가로(pixel) 세로(pixel) 가로 비 세로 비

1 202 755 448 1.69 2.02
2 203 1021 486 1.25 1.86

3 204 1171 675 1.09 1.34
4 206 868 102 1.47 8.86
5 207 661 102 1.93 8.86
6 208-1 438 102 2.91 8.86
7 208-2 562 340 2.27 2.66
8 208-3 755 637 1.69 1.42

9 209 651 448 1.96 2.02
10 213 1171 433 1.09 2.09
11 215 925 330 1.38 2.74
12 311 438 517 2.91 1.75
13 312 438 695 2.91 1.30
14 316 438 340 2.91 2.66

15 317 651 288 1.96 3.14
16 318 755 288 1.69 3.14
17 320 1021 311 1.25 2.91
18 321 892 766 1.43 1.18
19 H1 438 32 2.91 28.4
20 H2 661 32 1.93 28.4

21 H3 868 32 1.47 28.4
22 H4 967 194 1.32 4.66
23 H5 1055 194 1.21 4.66
24 H6 982 32 1.30 28.4
25 H7 1150 32 1.11 28.4
26 H8 345 829 3.70 1.09

표 3.3.3.5. Compound 테이블의 화면크기에 대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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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및 건의사항

-2차 헬륨 루프에 직접적으로 걸쳐있는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장치인 삼산화황분

해 장치, 황산분해 장치, 황산증발 장치, 그리고 요오드화수소분해 장치와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치인 황산용액 다단증류 농축장치, 요오드화수소용액 다단증류 농축장치, 그리고

증발된 HI증기의 예비가열 장치에 대한 동특성 해석용 코드 모듈을 개발하였다.

-개별 동특성 해석코드 모듈들의 통합화의 일환으로 GUI 예비개념설계를 완료하였고 사용

자의 시스템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종속관계를 파악하였다.

-2차 헬륨 연계계통의 열적 안전성과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의 비정상상태 발생

에 따른 열적 교란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개발된 본 통합코드(KAERI DySCo)의 활용 편의

성과 정확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을 필요로 한다.

-제2단계 연구(2009-2011)에서는 KAERI DySCo의 입출력 테스트 및 파리미터 민감도 분

석을 수행할 예정이며 GUI 설계가 완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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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국제공동 연구 지원

1. 한중 원자력수소 공동연구센타(NH-JRC) 운영

¡ 2004년 4월 중국 칭화대 부설 INET와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참여하는 한-중 고온가스로와

원자력수소 공동연구센터(NH-JRC, Nuclear Hydrogen-Joint Research Center)를 설립하고,

양국이 참여하는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원자력연구원은 연구원 1명을 2004년 12월

부터 2006년 12월까지 중국 공동연구센타에 파견하여 현지 사무소를 운영하였다.

¡ 중국은 오래전부터 페블형 고온가스로를 개발하여 현재 HTR-10 실험로를 운영하고 있다.

INET에서는 초고온가스로의 노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HTR-10을 이용한 다양한 실험

을 수행하고 있다.

¡ 현재 INET연구소는 HTR-10을 발전시킨 250 MWt 초고온가스로 HTR-PM 설계를 진행

중이며, 현재 안전성분석 보고서(SAR)가 규제기관에서 검토 중이다. HTR-PM을 2009년경

건설하기 시작하여 2012년까지 건설을 완료할 계획이고, 산동에 19개(데모플랜트 1모듈 포

함) 고온가스로 모듈을 건설하고 안후이에 32모듈을 건설 예정이다. 향후 HTR-PM 기술과

현재 개발 중인 수소생산기술을 연계해서 수소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 2005년도부터 10회의 한-중 공동연구센터 운영위원회를 통해 공동연구 및 기술협력을 수행

중이다. 원자로설계, 노심의 핵특성, 열수력 특성분야와 IS공정기술 분야 협력에 주안점을

두고 기술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연 구 항 목 세 부 내 용 수행기간 예산

HTR-10 Data

Compilation

HTR-10 Design Report: 2건
'05. 05 - '06.

04 $50,000

HTR-10 Test Report: 10건

수소생산공정연

구
상온,상압에서 SI열화학공정 실험

'07.01.10-

'07.01.16

(INET에서

에너지기술연구

원으로 연구원

1명 파견)

자체경비

Reliability DB
PSA를 위한 HTR-10 Reliability

Database
'07.04. - '07.09 자체경비

G r a p h i t e

Irradiation test

Graphite Oxydation test결과 교환,

고온재료 내부식성 결과 분석

'08.04.29-
'08.10.16 자체경비

표 3.4.1.1 KAERI-INET 공동 연구 항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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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항 목 세 부 내 용 수행기간 예산

Tritium Source

Terms and

Transport

기존 HTGR에서 삼중수소 오염 자료

'06. 01 ~ '06.
10 $95,000

헬륨정화계통 설계자료

TRISO 코드, 예제, 관련자료 및 문서

제공

TRISO 코드 모델개선

Optimization of a

VHTR Block-Type

Core Design

기존 노물리 설계자료 제공

'06. 01 ~ '07.
02 $90,000

설계 최적화를 위한 노심개념

노심 노물리 설계 최적화 분석

노심 열수력학적 설계 최적화 분석

Use of

Cooled-Vessels

냉각 원자로압력용기 설계요건 및

설계개념

'06. 01 ~ '07.
02 $70,000

RCCS 설계요건 및 설계자료

냉각 원자로압력용기 설계해석

KAERI 설계해석 결과에 대한

검토보고서
Radionuclide

Inventory and Fuel

Performance

Computer Codes

계통내의 방사성 핵종 분포 분석 자료
'06. 02 ~ '06.

06 $60,000
방사성 핵종 Inventory 및 입자핵연료

조사거동 해석 전산코드 요건 제공

Compact

Fabrication

Technology

다양한 제조공정에 대한 비교평가 및

최적공정제안

'06. 02 ~ '06.
06 $55,000

제조 콤팩트의 사양 및 기술적 배경

공정조건, 장비 및 원자재 요건 등

최적제조공정에 대한 공정기술 및 QC

검사 및 시험기술

가연성 독붕 콤팩트 제조기술 정보

표. 3.4.2.1 KAERI-GA 공동 연구 항목

2. 한미 원자력수소 공동개발센타(NH-JDC) 운영

¡ 2005년 8월 한국원자력연구원, 두산중공업, 미국 General Atomics사는 원자력을 이용한 수

소생산 시스템 기술개발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한․

미 원자력수소 공동개발센터(NH-JDC, Nuclear Hydrogen Joint Development Center)를 샌

디에고와 대전에 각각 설립하였다.

¡ 한미 공동연구센터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핵심 기술 현안에 대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General Atomics사간에 공동연구를 착수하기로 기본합의를 하였으며 초고온가스로의 핵심

요소기술 개발을 위해 5개 연구항목 (표. 3.4.2.1)에 대해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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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차(2006년 12월12)이후 공동연구센터 운영위원회 합의를 통하여 표. 3.4.2.2와 같이 추

가로 4개 항목의 기술협력을 수행하였다.

연 구 항 목 세 부 내 용 수행기간 예산

Graphite Block

Seismic Analysis

기존 HTGR에서 설계 자료
'07. 04 ~
'08. 01 $50,000

Phase 1 보고서- Graphite Seismi

Graphite Seismic 관련자료 및 문서 제공

R e l i a b i l i t y

Database

Relibility Database 보고서(British, INL DB,

GA DB) 제공
'07. 04 ~
'09. 05

각자

부담
Feasibility Problem 제안

타당성 분석

최종검토 및 보고서

Review of PMR200

Core Design

KAERI의 PMR200 노심 핵, 열유체, 안전해석

설계 결과 검토 및 개선안 제공

'08.12
~'09.03 $20,000

Tritium Transport

KAERI는 GAMMA+ 코드 개선을 위한 삼중

수소의 Source 및 Sink Terms Subroutine 개

발

협의중 협의중

표. 3.4.2.2 KAERI-GA 추가 공동 연구

¡ 미국 Next Generation Nuclear Plant (NGNP) 사업은 경제성과 안전성이 뛰어난 제4세대 원

자로인 초고온가스로의 고온을 이용하여, 수소생산, 전력생산 및 고온 열이용을 위한 원형시스템

의 개발 및 실증을 목표로 한다. 미국은 고유가 시대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대

중반 청정 수소경제 진입을 목표로, 2005년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을 제정하여

NGNP 사업의 예산 및 일정 등을 법제화 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 (DOE: Department of

Energy) 주도하에 2018년 완공을 목표로 NGNP 원형시스템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NGNP 사업은 개념설계연구 단계로 GA, Westinghouse 및 AREVA 3개 콘소시움이 독립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미국 의회는 올해 NGNP 등 고온가스로 예산으로 전년대비 3배 이상 증액

한 1억1천6백만불을 배정하는 등, 원자력을 이용한 청정 수소생산 기술개발에 국가적인 의지를

강화하고 있다.

¡ 미국 NGNP개발에 참여하는 General Atomics사가 NGNP 예비개념 설계의 수행을 위해

United States-International Team(USIT)를 주도하고 있다. General Atomics사와 원자력연

구원은 2006년 9월부터 2007년 5월까지 한미원자력수소공동연구센터(NH-JDC)를 통하여 초

고온 가스로관련 연구개발 결과 중 일부를 미국의 NGNP의 예비 개념 설계 평가 자료로

활용하고 기 확보된 설계능력을 활용하여 NGNP 예비개념 설계 검토 및 기술 지원을 하였

다. 기술 검토한 항목 은 5가지이고 상세수행업무 및 검토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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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예비설계에
대한 비교
항목

- 노심 설계 (출력밀도, 출력 분포, 출력 레벨 등)

- 핵연료 설계 (코팅연료 입자 설계, 항산화성 등)

- 원자로 열수력 설계

- 원자로 용기 및 내부 부품

- 핵연료 성능 및 핵분열 생성물 수송

- 계통 개념 설계 (발전계통, 수소생산 계통 등)

- 핵연료 재장전 및 장전 계통

- 부품 제조 가능성

- 발전소 운전

- 발전소 유지 및 근로자 안전

- 사고시 안전 성능

- 자본 비용, 운전 비용 및 생명주기 경제성

- 전기 생산, 수소생산 등 상업 적용성

결과물

- 블록형원자로와 페블형원자로의 노형비교 자료제공

- GA 원자로 예비설계보고서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예비개념설계
의 적절성 및 경제성 검토 의견 제공

원자로
용량분석
항목

- 원형로, 상업로를 위한 사용자/사업자, 인허가 요구사항

고려 용량 증설 및 경제성

- 노심 설계, 열수력 및 기계 설계

- 노심 재장전 장치 설계 및 운전

- 원자로 용기 설계 및 용량 결정

- NSSS 설계

- 원자로 안전 요건

- 원형로 및 상업로 경제성

수소생산
용량분석
항목

- 상업용 크기 수소생산시스템(수소 생산 사이클)에 대한

사용자/사업자 관점에서의 경제성 비교, 인허가 요구사항 을 고려
한 용량 최적화

- 부품 설계 및 용량 결정

- 수소 생산 제어, 운전 및 방호시설

- 수소 생산 부분(수소 생산 사이클) 안전성

- 원형로 및 상업로 경제성

결과물
- GA NGNP 원형로 용량분석 보고서 검토 및 검토 의견 제공

- 수소생산 용량 평가 정보 제공

- 노형 비교(폐블형/블록형 핵연료를 사용하는 원자로 특성비교)

- 용량평가

- 안전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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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P 원형
로 안전성
평가항목

- 정상 운전시 근로자 방사선 피폭 규제 항목 확인

- 설계 기준 사고시 대중 방사선 피폭 규제 항목 확인

- 사고시 설계 기준 사고 예비 확인, 핵연료 성능 확인

- 유량 상실 사고시 노심 열수력 성능 계산

결과물 - NGNP안의 원형로 안전성 결과 검토 및 검토 의견 제공

- 비용평가

원자로 부
품 비용평
가항목

- GA에서 추후 제공 하는 주요 원자로 부품에 대한 비용

평가 수행

결과물 - 주요 원자로 부품 비용평가 및 자료 제공(두산중공업 수행)

- 기술 개발 계획 평가

NGNP 기술
개발 평가
항목

- 연구 개발 항목의 집중 및 우선 순위 선정

- 기술 개발 설계 종합 능력 확보

- 설계 데이터 활용 절차 계통화

- 기술 개발 위험도 최소화

- 개발 툴은 GA의 DOE 과제를위한 ED&D 활용

- 기술 개발 및 설계 연계 흐름

결과물 - NGNP 관련 기술 개발 계획의 검토 및 검토 기술서 제공

¡ 2007년12월부터 5개월간 개념설계 1단계 연구(‘07. 12월 ~ ’08년 4월, 23만불 규모)를 성공적으로 완료

하였다. 본 연구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초고온가스로의 핵심기기인 고온 및 냉각 원자로압력용기

설계평가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금속재 표면처리 기술 및 삼중수소 수송해석 연구를 담당

하였다. 이중 냉각압력용기 기술은 국내 제조 가능한 가압경수로형 압력용기의 초고온가스로 적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리 제조기술의 미국 수출기반을 구축하였다고 평가된다. 또한, 금속재 표면 이

온빔 코팅/혼합 처리기술은 고온 고부식 환경에서 운전되는 고온기기의 제조성과 내부식성을 획기적

으로 향상한 기술이다. 본 기술의 지적소유권은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향후 NGNP 건설사업

등 미국시장 진출 가능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3. LOGOS Technologies 사 기술협력

¡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미국 Yacca Mountain 고준위폐기물량 감소를 위해 에너지성(DOE)이 주

도하는 고온가스로를 이용한 경수로 사용후 핵연료 재순환 핵주기 사업(DB-MHR)에 미국

LOGOS Technologies사와 공동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2008년 11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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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S Technology사는 DOE가 추진하는 초고온가스로의 심층연소 (Deep-Burn, 60~70%

FIMA) 기능을 활용하여 경수로 사용후 핵연료의 TRU를 재순환하는 노심 및 핵주기 기술

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하고 NGNP를 이용한 재순환 사용후 심층연소로 노심개념 및 핵

연료 성는 해석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사업추진체계는 두개의 프로젝트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프로젝트은 ANL이주관하는 심층연소 노심분석 방법 및 코드개발(Core Analysis

Tools and Method)이고 두번째 프로젝트는 INL, ORNL, LOGOS 및 원자력연구원이 수행

하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 (Spent Fuel Management)이다.

그림 3.4.3.1 DB-MHR의 프로젝트 구성도

4. GIF VHTR 프로젝트와의 연계 지원

○ 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 과제와 GIF VHTR 프로젝트 연계구도는 그림 3.4.4.1과 같

고, 각 PMB별 참여 현황 및 Work Package(WP)는 표 3.4.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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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과제 : 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

원자력수소 기술
종합

초고온가스로 요소
기술개발

초고온가스로 설계
기술개발

IS 열화학 황산분해
공정 기술개발

IS 공정 기술개발

피복입자핵연료
기술개발

대과제 : 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

원자력수소 기술
종합

초고온가스로 요소
기술개발

초고온가스로 설계
기술개발

IS 열화학 황산분해
공정 기술개발

IS 공정 기술개발

피복입자핵연료
기술개발

GIF/VHTR system

System Integration

Material

Computational Method 
Validation/Benchmark 

Fuel and Fuel Cycle

Hydrogen Production

Components, BOP

GIF/VHTR system

System Integration

Material

Computational Method 
Validation/Benchmark 

Fuel and Fuel Cycle

Hydrogen Production

Components, BOP

그림 3.4.4.1 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 과제와 GIF VHTR 프로젝트 연계구도

표 3.4.4.1 PMB별 참여 현황 및 Work Package(WP)

프로젝트 현황 및 문제점 참여 Work Package (WP)

운영위원회
(장종화)

o System Research Plan: 완료 (‘06.
7 개정판 유효)

o System Arrangement: 완료 (‘06.
11 MEST 서명)

o 핵연료 제조, 설계개념연구 등
핵심 자립기술은 GIF 대상 아님

o 설계코드, 공정열교환기 등 핵심
원천기술은 GIF 대상에서 제외

핵연료 및
핵주기

프로젝트
(이영우)

o Project Plan: '08. 1. 30 발효
o '08년 Deliverables 준비 중
o PYCASSO 코팅 조사시험에 연구

원 시제품 조사 중 (‘08. 4~)

o 조사시험
o 핵연료 재료
o 안전시험
o 개량 핵연료
o 폐기물

수소
프로젝트
(신영준)

o Project Plan: '08. 3. 19 발효
o '08년 Deliverable 준비 중
o 참여국은 기여도를 높이는 노력

중

o 황-요드 수소생산
o 고온 전기분해
o 기타 (PSA, 수소폭발 등)
o 원자로 병합기술

재료
프로젝트
(박지연)

o Project Plan: 운영위 승인 (‘08.
12), '09년 초 발효 예정

o 한국 흑연산화연구 선도
o WP 별 Sub-group 운영 활성화

o 흑연
o 금속
o 세라믹

코드방법론
및 검증
프로젝트
(이원재)

o 목표: VHTR의 설계, 안전해석 및
인.허가에 요구되는 해석코드 및
방법론의 개발, 모델링 및 검증을
위하여 요구되는 공동연구 수행

o Project Plan: ‘09. 1 PMB 확정 예
정, ‘09. 상반기 발효 계획

o 한국 PIRT 및 삼중수소수송 선도
o 참여국은 코드검증 용 실험자료

기여에 민감
- 설계코드는 경쟁기술
- 대형 실험자료의 가치평가
- 일본은 4개 연구의 기여 철회

o PIRT (Phenomena Identification
and Ranking Table) 방법론

o 열유체
o 노심 핵설계
o 화학 및 수송
o 계통 과도
o 기계
o HTTR (High Temperature Test

Reactor)

기기 및
터빈계통
프로젝트

o 미 구성

설계, 안전,
계통종합
프로젝트

o 미 구성



- 338 -

○ GIF VHTR 연구 참여현황 및 예산은 원자력수소핵심기술 과제 및 I-NERI 재원으로

표 3.4.4.2과 같다. 여기서 2009년 예산은 잠정치이다.

표 3.4.4.2 GIF VHTR 연구 참여현황 및 예산(2007~2009)

Project Work Package 2007 2008 2009 비고

CMVB

(코드 방법론)

1. PIRT 방법론 1.51 0.85 1.05

◦ Project Plan: ‘09. 1 예정

◦ Project 발효: ‘09년

상반기

◦ JAEA 4개 Task 철회로 대안

강구 필요

◦ 각 Work Package 별

내부보고서 작성 관리 중

2. 열유체 1.5 1.7 1.9

3. 노심핵설계 3.0 2.38 3.85

4. 화학수송 3.0 2.21 4.85

5. 계통과도 1.5 0.85 1.35

6. 기계 1.4 0.85 -

7. HTTR 4.0 2.04 1.55

소계 15.91 11.05 14.55

Fuel & Fuel

Cycle

(핵연료)

1. 조사시험 0.56 1.45 3.05

◦ Project 발효: ‘08. 1. 30

◦ 각 Work Package 별

내부보고서 작성 관리 중

◦ ‘08년 Deliverables: 7건

2. 핵연료 재료 5.56 6.4 6.5

3. 안전시험 0.13 0.15 5.0

4. 개량핵연료 (2.8) - -

5. 폐기물 0.23 0.25 0.5

6. 핵연료주기 - - -

소계 6.48 8.25 15.05

Material

(재료)

1. 흑연 3.02 3.3 3.75 ◦ Project 발효: ‘09년 초 예정

◦ 각 Work Package 별

내부보고서 작성 관리 중

◦ ‘08년 Deliverables: 11건

예정

2. 금속 3.9 3.9 4.0

3. 세라믹 1.0 1.2 1,0

소계 7.92 8.4 9.25

Hydrogen

(수소)

1. 황-요드 18.58 18.15 6.0

◦ Project 발효: ‘08. 3. 19

◦ 각 Work Package 별

내부보고서 작성 관리 중

◦ ‘08년 Deliverables: 10건

2. 고온전기분해 1.0 1.0 -

3. 기타 (PSA,

수소폭발 등)
0.3 1.0 1.0

4. 원자로병합 3.76 2.21 2.02

소계 23.64 22.36 9.02

총계 53.95 50.06 4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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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절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수소생산 시스템

핵심연구 달성도

평가

- Safety, Economics, Sustainability,

Prol- iferation resistance 평가

- 핵심 연구 품질관리

- 핵심연구공정 운영과 R&D 공정관

리 방법론 평가

- 핵심연구간 연계항목 및 현안도출

31 100

- 핵심연구 달성도

및 기술 성숙도 평

가

-핵심연구 품질관

리 웹페이지, 서버

구축 및 품질 운영

- 핵심연구 WBS

작성

- 연계문서 작성

수소생산시스템 성

능 및 경제성 분석

- 황-요오드 열화학적 수소생산공정,

HTSE 공정, HyS 공정 등의 열효율

평가

- 황-요오드 열화학적 수소생산공정,

HTSE 공정, HyS 공정 등의 기술성

평가

- 황-요오드 열화학적 수소생산공정,

HTSE 공정, HyS 공정 등의 설비비

및 경제성 분석

24 100

- 열효율 및 기술

성 평가 자료 확보

- 원자력수소실증

로 수소생산공정

설비비 비용 추산,

상용로 비용 추산

및 경제성 분석

수소생산공정 평가

기술

- 가압운전 황-요오드 열화학적 수소

생산공정 연계계통 평가

- 황-요오드 열화학적 수소생산공정

연계계통 소요장치 동특성 코드

- 황-요오드 열화학적 수소생산공정

연계계통 통합 코드

23 100

- 가압운전 SI 공

정 연계계통 평가

자료 확보

- SI 공정 연계계

통 전산코드 개발

- SI 공정 통합코

드 개발

국제공동연구 지원
- GA 공동연구

- INET 공동연구
23 100 - 단계 목표 달성

총계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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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대외 기여도

원자력수소 생산용 고온가스로 및 수소생산공정 프로세스의 핵심기술을 개발하는데 Gen-IV

의 안전성, 경제성, 핵확산저항성 등 관점에서의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여 산업체가 주도하는

실증사업의 설계의 입력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설계의 효율성과 신뢰성이 향상이 기대된다. 경

제성 평가 결과는 원자력수소의 경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원자력수소 관련 취약한 국내관련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핵심기술을 효율적으로 습득하

기 위해서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결과 초고온가스로 관련 많은 기술과 경험을

가진 미국 GA사 그리고 중국 칭화대의 INET와 원자력수소를 위한 공동연구센타를 설립하였

다. 그 결과 한미, 한중 원자력수소관련 기술교류를 보다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낳았으며, 두 공

동연구센타는 향후 원자력분야 양자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정부는 미래 대체에너지의 하나로서 수소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

다. 그럼에도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에서 일반국민들의 수소에너지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편

이다. 원자력수소 사업에서는 사업초기부터 적극적인 대 국민 홍보를 수행하여 왔다. 그 결과

수소에너지의 필요성과 장점이 보다 많은 일반국민에게 전파되는 효과를 얻었다고 확신한다.

또한 이러한 노력은 미래 청정에너지의 두 축이 될 수 있는 원자력과 수소에 대한 대중의 긍

정적인 인식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효과는 향후 국가 에너지 정책의 효과

적인 수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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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개발 실적물

표 4.3.1.1 연구개발실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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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계산서 및 연계문서: 12건

¡ 국내논문발표: 19건

¡ 비SCI 논문게재: 2건

¡ SIC 논문게재: 3건

¡ 프로그램등록: 6건

¡ 특허 출원 및 등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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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핵심연구 달성도 평가의 목적은 제4세대 원자로의 기술적인 목표인 경제성, 안전성, 지속성,

핵확산저항성에 맞추어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에 대한 핵심기술들의 달성도 평가 방법론 개발

과 예비 평가를 수행하여 기술개발의 달성목표를 향상시키는데 있다. 초고온 가스로의 핵심기

술 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기술개발 평가항목들을 GIF VHTR 기술개발 운영위원회에서 발

간한 계통연구계획(SRP)에서 제시한 주요 연구 개발 항목들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원자

력 수소생산실증시스템 설계개념(NHDD)에 부합한 항목들을 선정하였는데 그 결과는 지술자

립에 필요한 핵심기술개발 과제항목들을 도출하여 달성도를 평가하는데 사용하고, 향후에 도출

된 항목들을 이용하여 달성도 평가방법론에 따라서 예비 평가를 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NHDD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고 이에 따른 핵심기술의 달성목표가 더욱 구체화되면 연차별

로 평가항목의 세분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주요 연계항목에 대해서는 연구기술 분야간 반복적

인 상호 기술성 평가를 거쳐 정량화된 지표를 개발하는데 활용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최종

목표인 핵심기술개발 결과의 GIF 목표달성도 평가방법론은 차기 단계인 핵심기술 고도화 기술

의 평가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 과제에 대한 R&D 품질 보증 계획 및 절차서를 각 부서에 배포하

여 이를 시험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다.

R&D 연구개발 상황에 따른 품질보증요건을 단계적으로 차등화 하여 적용함으로써, 품질 보증

요건 적용 시에 불필요하게 생길 수 있는 작업을 사전에 예방하고, 품질 보증 관리 체계 구축

을 통해 연구 개발의 합리화를 꾀함으로써, 연구원들의 연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과제에서 실행중인 R&D 연구과정을 문서화함으로써, 추후 연구 개발 내용

에 대한 추적을 용이하게 하고, 연구 업무에 대한 연속성 및 신뢰성을 획득을 갖게 할 수 있

다. 마지막으로, 추후 현재진행 중인 Gen-Ⅳ의 QMS에 대한 지침이 확정 되는대로 각

PMB(Project Management Boards)에서 생산될 보고서의 작성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수소생산시스템 성능 및 경제성 분석 결과에서 효율성 및 기술성 평가 결과는 황-요오드 열

화학 수소생산 공정, 고온전기분해(HTSE) 공정, 복합열화학(HyS) 공정 등의 수소생산공정에

대한 단위 시간당 생산되는 수소생산량을 평가하고 기술선택(technological selection) 단계에서

연구 분야의 선택과 집중을 결정하기 위한 인풋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나아가 향후 공정 효율

개선과 기술 향상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비용 평가 및 경제성 분석은 수소

제조방법의 경쟁력 평가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연구개발 및 실증 단계에서는 향후 관련 소

요예산을 예상하는데 활용되고 나아가 원자력수소 실용화 단계에서의 원자력수소의 경쟁력을

비교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열화학적 수소생산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의 시험시설 건설 및 운전에 있어, 동 시

설의 효율적인 정상상태 운전유도를 위한 Start-up 및 Shut-down 운전지침 및 비정상 운전상

태 발생 시의 응급조치 방안을 강구함에 있어 이론적 동특성 모사에 의한 예비해석은 많은 이

점을 부여한다.



- 344 -

특히 원자력수소 생산 시스템에서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시설의 비정상 조업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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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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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매우 중요한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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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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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owsheet addressing static and dynamic simulation과 Task 4.1.5 System integration:

Evaluation methodology for thermal disturbance caused by hydrogen production system에서

협력의제로 다루고 있다.

지난 1단계(2007-2008) 연구결과로서 얻어진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의 동특성을

해석 할 수 있는 컴퓨터 코드, KAERI-DySCo는 VHTR의 2차 헬륨 냉각계통과 연계되어 있

는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의 동특성을 해석할 수 있는 통합코드로서 2단계

(2009-2011) 연구과정을 통하여 이의 보완과 검증을 수행하며, 3단계 이후(2012- )부터는 검증

된 코드의 적용단계로서 파일럿 규모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시설의 Start-up 및

Shut-down 운전지침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원자력수소생산 실증시험시설에서의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 비정상 조업에 따른 열유동 규명과 안전대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2단계 연구기간 중 중점적으로 수행될 연구개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장치 동특성 해석 통합코드(KAERI-DySCo) 기능 보

완

  입출력 데이터 형식 및 유효범위 일치화

  코드 연산시간 단축을 위한 알고리즘 보완

  장치 사이징 기능 확장

- 파라미터 민감도 분석 및 간섭효과 분석

- 2차 냉각계통 및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 연계시스템 조사/분석

- KAERI-DySCo 시각화 기능보완

  Display 모드 확장(Numeric(기존)/Graph/Gauge modes)

  배포용 Install 프로그램 전환 및 매뉴얼 작성

-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과 2차 냉각계통의 열유동 상호관계 분석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에 의한 전이상태

  2차 냉각계통에 의한 전이상태

- KAERI-DySCo 검증계산 및 파라미터 수정

  Lab규모 장치 성능시험 결과 및 파라미터 분석

  KAERI-DySCo 검증계산 및 파라미터 수정

  Lab규모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 종합시험시설 Start-up 및 Shut-down 모사

- KAERI-DySCo에 의한 2차 냉각계통 및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 연계시스템

열유동 안정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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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유동 안정화 시스템 모델링

  전이상태 유발 시나리오별 열유동 안정화 연구

한편 1단계 연구 주요성과중 하나인 황-요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 고온전기분해(HTSE)

공정, 복합열화학(HyS)공정 등 3개 공정에 대한 각각의 Preconceptual Flow Diagram 작성과

실증시설 규모(200 MWth)에서의 3개 공정에 대한 각각의 물질수지 및 열수지와 이를 바탕으

로 한 개별 공정의 수소생산 열효율 평가와 기술성 비교평가 결과는 우리나라 연구 방향의 선

택과 집중을 도모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물론 본 평가 결과는 다변화하고 있는 기술개발 상

황 하에서 현재의 기술수준과 기술개발 전망을 기준으로 조사된 자료이기 때문에 원자력수소

생산 기술개발 로드맵의 파일럿 시험단계에서 이에 대한 재평가의 개연성은 열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단계의 연구개발 추진방향은 GIF 공동연구 협력을 통하여 KAERI-DySCo 동특성

해석코드의 모사결과를 GIF 협력국들의 모사결과와 교차 분석함으로써 신뢰성을 확인하고 다

른 한편으로는 2단계 연구기간 중 국내 협력연구기관인 KIER와 KIST에서 수행하게 될 황-요

오드 열화학 수소생산공정 소요장치의 성능검사와 200 L/h 수소생산 규모의 황-요오드 열화학

종합공정의 설계/설치/예비시험운전 결과를 근간으로 KAERI-DySCo 파라미터를 수정 보완하

여 2단계 최종년도인 2011년까지 보완/검증된 KAERI-DySCo 코드를 구비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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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l 황-요오드 열화학 공정개발

황-요오드 열화학 공정에 대한 세계 각국의 연구현황을 살펴보면, 일본이 3개의 단위공정들

을 연결한 폐순환공정(closed process cycle)에 대한 30 L/h 수소생산규모의 실험실적 178시간

연속 운전 경험을 바탕으로 30 m3/h 수소생산 규모의 파일럿 설계에 임하고 있다. 특히 일본

의 경우, 2008년 7월15일 원자력위원회가 발간한 ‘지구온난화 대책에 공헌하는 원자력의 혁신

적 기술개발 로드맵’에 의하면 2010년부터 파일럿규모 수소제조 시험을 수행하여 2015년이면

고온가스로 HTTR과 연결시험을 수행하고 2020년에 1,000 Nm3žH2/h의 수소제조시험을 달성하

여 기술실증을 이룩하며 2030년경에는 상업규모로 생산을 개시한다는 로드맵을 설정해 놓고

있다. 미국의 SNL과 GA 그리고 프랑스의 CEA는 i-NERI Phase 1 공동연구를 통하여 100

L/h의 수소생산 단위공정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였고 2단계인 Phase 2 연구에서는 100 L/h의

폐순환 종합공정을 건설하여 2008년의 1차 시험운전에서 정상상태 기준으로 약 50 L/h의 수소

생산을 약 1시간에 걸쳐 확인한 바 있다. 앞서 시행된 일본의 종합공정 운전은 대기압 운전이

었음에 반하여 미국의 종합공정 운전은 최대 운전압력 5기압에서 시행되었다는 점이 기술의

진일보라 할 수 있다.

l 고온전기분해(HTSE) 공정개발

본 연구에 대한 가장 진취적인 국가는 미국으로, Ceramatec사에서 8 cm x 8 cm(유효 면

적 기준) 평판형 SOEC의 개발을 시발로 2006년 6월 28일부터 9월22일에 걸쳐 60장짜리 스택

2개를 한 쌍으로 하는 “Half Module"에 대한 수소생산 성능 시험(2,040시간)을 시행한 결과 초

기에는 1.2 Nm3žH2/h의 수소생산율을 나타내다 운전시간의 경과에 따라 줄곧 그 성능이 저하

되어 2,040시간에는 0.65 Nm
3žH2/h의 수소생산율을 나타냈다고 보고한 바 있다. Ceramatec사

의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INL에서는 ”Half Module" 전해장치를 기본으로 하는 ILS(Integrated

Laboratory Scale) 시험시설을 2007년에 건설하여 당해연도 9월에 420시간 운전한 결과,

Ceramatec사의 시험결과를 검증/확인하였고 운전착수 후 250시간까지 성능이 지속적으로 떨

어져 0.6 Nm3žH2/h에 도달한 이후로는 정상상태가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2008년 9월까지 "Full

Production" 성능시험을 위한 60장짜리 스택 12개로 구성된 3 모듈 전해장치가 설치된 ILS 시

험시설(15 kW규모, 0.45 kgžH2/h)을 갖춘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ILS “Full Production"

성능시험이 끝나면 다음 단계는 200 kW(6 kgžH2/h)규모의 파일럿 시험이 계획되어 있고 최종

적으로는 5 MW(150 kgžH2/h)규모의 공학실증시험 계획이 설정되어 있다.

l 복합열화학(HyS) 공정개발

황산용액 내에서 이산화황의 전기분해를 통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본 공정은 수소이온 투과

성이 좋은 전해질막이 필요하며, 근래에 연료전지에 널리 사용되는 PEM (Proton Exchange

Membrane)은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본 공정은 이산화황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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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해기 주입에 앞서 산소제거를 절대적으로 거치는 것이 황-요오드 열화학 공정의 황산 농

축 및 분해공정과 상이한 부분으로 수소생산을 위한 이산화황의 전기분해부분과 함께 복합열

화학(HyS)공정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분해/분리된 이산화황은 전기분해에 앞서 순수 물에서

부터 황산용액에의 포화상태에 이르기까지 흡수시켜 전기분해시킴으로써 수소를 생산할 수 있

는데 이산화황의 용해도가 그다지 높지 못하다는 점과 전기분해시 황산용액의 Anode

Chamber로부터 Cathode Chamber로의 침투에 따른 cathode의 건전성 상실과 이에 따른 과전

압의 상승이 기술적 현안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의 SRNL이 연구주관

기관이 되어 노력 중이다.

l 미래 발전 전망

황-요오드 열화학 공정에 대한 선두 연구 그룹은 일본의 JAEA로서 2010년부터 파일럿규

모 수소제조 시험을 수행하여 2015년이면 고온가스로 HTTR과 연결시험을 수행하고 2020년에

1,000 Nm3žH2/h의 수소제조시험을 달성하여 기술실증을 이룩하며 2030년경에는 상업규모로 생

산을 개시한다는 로드맵을 설정해 놓고 있다.

복합열화학(HyS)공정과 고온전기분해(HTSE)공정에 대한 선두 연구 그룹은 미국 DOE로서

2011년부터 착수 계획인 파일럿 시험을 위하여 황-요오드 열화학 공정, 복합열화학(HyS)공정

그리고 고온전기분해(HTSE)공정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으며 이 중에서 1개 공정을 채택할 것

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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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ies in progrεss of resεarchεs， subdivided are the prerequisite items confirmed

to the NHDD concepts. We dev응loped and applied R&D quality managemεnt

methodology to meet "Devεlopment of Kεy Tεchnologies for Nuclear Hydrogen"

project. And we also distributed R&D QAM and R&D QAP to each teams and are in

operation.

The preconceptual flow diagrams of SI, HTSE, and HyS procεsses are introduced

and their material and εnεrgy balances have been proposed. The hydrogen production

thermal efficienciεs of not only the SI process as a renεreneε process but -\~also the

HTSE and HyS processes wεre also estimated. Technical feasibility assε5sments of SI,
HTSE, and HyS processes have bεgn carriεd out by using the pair-wise conlparison

and analytic hierarchy process, and it is rεvealεd that the εxpεrts are considering the

SI process as the most feasible process.

The secondary helium pathway across thε SI procε5S is introduced. Dynamic

simulation codεs for the H2S04vaporizer, sulfuric acid and sulfur trioxide decomposers,
and HI decomposer· on the secondary hεHum pathway and for the' primary and

secondary sulfuric acid distillation columns, HIx solution distillation column, 없d

preheater for HI vapor have beεn dεvelopεd and integrated.
Subject Keywords: Nuclear Hydrogen, Very High Temperature Rεactor， SI Process,
Attainments Indices Assessmεnts， Economic Analysis, Quality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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