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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의 공학적 타당성 실증사업, ITER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프로젝트는 반세기에 걸

친 핵융합 연구를 바탕으로‘지구상에서 핵융합에너

지의생산’에대한공학적타당성을최종실증하는것

이 목표이다. ITER는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의 약자로, 라틴어로는‘길’이

라는 의미로서‘인류의 미래 에너지 개발로 나아가는

길’이라는뜻을담고있다. ITER 사업의출발은1985

년미·소정상회담에서채택된‘핵융합연구개발추진

에관한공동성명’이계기가되었다. 당시미국, 유럽

연합(EU), 러시아(구소련), 일본등핵융합연구개발

선진 4 개국들은 자국의 핵융합 연구 프로젝트를 독

ITER 프로젝트 - 삼중수소 연료주기 기술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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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에너지는 미래 인류의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3

년 6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프로젝트에 정식 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1995년에 개발 착수하여 2007

년 개발완료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 한국형 핵융합연구로(KSTAR)의 성공적 건설과 계속되는 플라즈마 운전

의 연구결과에 힘입어, 동시에 ITER 프로젝트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을 통해 핵융합 분야의 기술적 입지를 점차

굳히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핵융합에너지 실용화를 위한 삼중수소 연료주기 기술의 자립은 오랫동안 연구개발을

유지해온 핵융합 선진국들에 비해 초보적 단계에 있는 편이다. 본 특별기획에서는 ITER 프로젝트의 핵심을 근간

으로 하는, 핵융합에너지의 실용화를 위해 많은 기술 진척을 이룬 미국, 일본, 유럽의 핵융합 삼중수소 연료주기

의 기술개발 동향과 연료주기 기술의 요소기술들을 소개함으로써 미래 핵융합에너지 연료주기기술의 완성에 필

요한 기술 분야들에 대한 화학공학인들의 공감대 형성과, 또한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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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으나, 1988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산하에 ITER 이사회를구성하고본사업을

출범시켰다. 현재는한국, 중국, 인도가추가참여함으

로써 7 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사상 최대

의과학기술국제협력사업이되었으며 2007년 10월

24일 ITER 기구(IO)가 공식적으로 발족되어 현재에

이르고있다[1].

ITER 장치는 D-T(중수소-삼중수소) 핵융합반응

을 통해 열출력 500MW, 에너지 증폭률((Q) ≥ 10

이상, 플라즈마지속시간 400 초를유지할수있는핵

융합실험로를 구현하고자 한다. 핵융합에너지를 이용

한 전기생산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상태로 이제

는 ITER 사업을통해기술적·공학적으로도실현가

능성이있는지를입증해보고자하는것이다[2]. 주요

사양으로는 주반경이 6.2 m, 부반경이 2.0 m, 플라즈

마 전류는 15 MA이고, ECH(Electron Cyclotron

Heating), ICRH(Ion Cyclotron Resonance Heating),

NBI(Neutron Beam Injection) 등 가열장치는 73

MW로계획되어있다. 토카막형상이비슷한KSTAR

장치와규모면에서비교해보면 ITER 장치는직경과

높이에서 각각 약 3 배씩 크고, 부피로는 약 25 배 정

도가큰대형장치임을알수있다(그림 1 참조). 또한

ITER 장치에서는D-T 핵융합반응을통해고에너지

의알파입자(3.5 MeV)와중성자(14.1 MeV)를생성

시키게 된다. ITER에서는 기존의 토카막 장치에서

수행되었던 실험과는 달리 표 1과 같은 기술적 목표

지향의가능성을기대하게된다.

핵융합을 통한 전기발전을 실용화하는 데는 몇 가

지 주요 과제를 극복해야 하는 도전이 필요하다. 우

선, 핵융합로는 3 억도 이상의 고온의 플라즈마가

하 270도의 고자장의 초전도 자석에 의해 가두어져

있는매우복잡한장치로, 핵융합상용로건설에는크

게 노심연소 플라즈마, 토카막 장치, 노공학 시스템,

에너지수송 및 변환 시스템 관련 기술들이 검토되고

있다[4]. 노심 플라즈마는 핵융합로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으로 지난 반세기에 걸쳐

집중적인 연구가 수행된 분야이다. 그럼에도 플라즈

마 수송 해석, 고에너지 알파입자 향 분석 및 제어

등의 기술을 보다 더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플라즈마 가둠을 형성하는 Nb3Sn 저온 초전도

체를 상용화에는 기존의 1.5 배(18 Telsa) 이상의 고

자장이 요구된다는 예상에 의하면 고온 초전도체 등

새로운 초전도 선재 개발과 제작기술이 필요한 실정

이다. 그외의핵융합상용로를위한요소기술로는토

카막 장치와 관련된 진공용기 및 구조물 제작, 가열

및전류구동장치, 진단장치기술, 노공학시스템과관

계된디버터, 블랑켓, 삼중수소연료주기, 핵융합로재

료 기술, 그리고 블랑켓에서 열에너지를 추출해 전기

특·별·기·획(Ⅰ)

그림 1. KSTAR, ITER의 Key Factor[2].

표 1. ITER 사업의 기술적 사양[3].

구 분 기술적 목표 사양

플라즈마 성능 유도가열에 의한 Q ≥ 10 이상 Stationary 조건의 연속 플라즈마 달성
비유도가열에 의한 Q ≥ 5 이상의 정상상태(Steady-state) 운전 시험 (제어 점화 가능성 포함)

공학설계 성능 및
시험

핵융합 핵심기술 (초전도자석 및 원격조작 기술 등) 확보
핵융합로 부품 시험 (다이버터, 블랑켓 일차벽 등)
고에너지 중성자(14. MeV) 및 고열 유속 ( 0.5 MW/㎡) 하에서 삼중수소 증식 시험



30 … NICE, 제33권 제1호, 2015

특·별·기·획(Ⅰ)

를 생산하는 에너지 수송 및 변환시스템 등을 들 수

있을것이다. 초전도체재료, 블랑켓구조물의재료개

발 및 설계기술에 대해서는 테마기획으로 소개된 바

있다[5]. 이밖에 증식블랑켓을 통한 삼중수소의 확보

와 이에 요구되는 요소기술, 즉 블랑켓 구조개발, 핵

융합로용 재료개발을 다룬 소개서를 참조할 수 있다

[4,6-8]. 

본고에서는 핵융합의 연료인 D-T(중수소-삼중수

소) 연료주기, 일명 삼중수소 연료주기(Tritium

Fuel Cycle)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 제한사항과 향후

극복해야 할 기술과제들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하고

자한다.

핵융합에너지의 연료, 삼중수소 연료주기 및 그 취
급 기술
핵융합 연료의 하나인 중수소는 수소 동위원소의

하나로자연계에0.03%가존재한다. 삼중수소는지구

상에 존재하지 않는 수소 동위원소로 Li-6 원소가 중

성자와 충돌에 의해 변환 생성된다. 삼중수소는 12.3

년의 반감기를 가지는 방사성 핵종으로 안전하게 저

장하고 안전하게 취급하는 기술이 요구된다. 또한 삼

중수소는 가스 상으로 존재하므로 누출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한 이중의 격리시설로 공정 격리시설

(First Confinement, 로브박스 시스템 내에 질소

또는 아르곤 가스 분위기에서 공정운전)과 핵융합플

랜트 전체의 격리시설(Second Confinement, 토카막

플랜트 배출가스 전체의 탈삼중수소 운전)이 동반되

어야 한다. 그림 2는 ITER 핵융합로(토카막)의 구조

를 나타내며, 그림 3은 삼중수소의 격리 개념을 나타

낸다[9].

잘알려져있는바와같이, 중수소와삼중수소가토

카막 반응기에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면 헬륨 반응

생성물을 형성시키는데, 이 핵융합 반응과정에서 발

생한 질량손실이 에너지로 변환되는 것이 핵융합 에

너지의근원이다.

그림 2와 같은 핵융합의 내부연료주기는 핵융합로

(진공용기) 내에서일어나는중수소와삼중수소의핵

융합반응 부분이고, 외부연료주기는 핵융합 반응으로

부터 생성되는 중성자와 블랑켓에서의 Li-6 간의 반

응을통해삼중수소를생성하는연료주기를일컫는다.

중수소와삼중수소의핵융합반응과삼중수소증식은

식 (1)과 식 (2)로 나타내며, 그림 4는 이의 모형을

설명한다.

D + T → 4He(3.5MeV) + n(14.1MeV) (1)

n + 6Li →T + 4He 7Li →T + 4He + n (2)

1 GW의핵융합에너지를1 년간얻기위해서는56

kg의 삼중수소를 소모하게 되며, 삼중수소 증식시스

템(TBM)의 실증장치를 가지는 ITER 운전(500

MW)에는 20~25kg의 삼중수소가 필요하다. 그림 4

그림 2. ITER Machine Layout[9].

그림 3. ITER Ventilation & Confinement Concept[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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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핵융합반응기를중심으로내부연료주기와외부연

료주기의모형을나타낸다. 그림 5는토카막플랜트의

구조를 보여주며, 중앙에 토카막 콤플렉스가 구축되

고 그 양옆으로 진단빌딩(Diagnostic Building)과 삼

중수소플랜트(Tritium Plant, 7층구조)가배치된다.

앞서설명하 듯이삼중수소는방사능을가지는수

소 동위원소이므로 공정 내 유출이나 대기방출이 허

용되지 않는다. ITER 연료주기의 주요 관점인 중수

소와 삼중수소의 연료주기 흐름은 그림 6에 잘 나타

내고있다. 그림 6은중수소, 삼중수소및불순물가스

의 연료주기 상의 흐름과 삼중수소플랜트시스템 내

조성 및 그들의 상호관계를 나타낸다. 그림 6에서 보

는바와같이 ITER 운전에서삼중수소의순환공정은

두구간으로구분된다.

삼중수소 순환공정 τ1에서는 저장 및 공급시스템

(SDS)에서유입된삼중수소및중수소가토카막플랜

트의연료공급시스템(FS)을거쳐플라즈마상태에서

핵융합반응에 참여하고, 계속해서 미반응가스와 불순

물가스를 비롯한 중수소, 삼중수소의 복합 생성 가스

는토로스의디버터를통해토카막플랜트에서삼중수

소플랜트로이송되며여러단계의수소동위원소정제

공정을 거친다. 토카막배출처리공정(TEP)에서는 수

소동위원소와 기타 불순물가스가 분리되고, 동위원소

분리공정(ISS)에서는 초저온증류를 통해 삼중수소와

중수소가 분리된다. 분리된 수소동위원소는 저장 및

공급시스템과 연료공급시스템으로 다시 순환되는 것

이 삼중수소 순환공정 τ1이다. 이 과정에서 삼중수소

에 오염되거나 삼중수소화 된 폐가스와 폐수는 탈삼

중수소공정으로이송된다. 삼중수소순환공정τ2에서

는 별도의 탈삼중수소 공정이 형성되며 이 설비는 모

그림 4. Inner and outer Fuel Cycle of Fusion Reactor[9].

그림 5. Tokamak Complex Plant System Configuration[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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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삼중수소플랜트에 설치된다. 이곳에서 탈삼중수소

가 완성된 수소동위원소는 대기로 배출되고, 분리된

삼중수소는다시삼중수소순환공정τ1으로공급되는

것이삼중수소의격리와관리를유지하는 ITER의운

전기본이다.

그림7은그림6을블록도로나타낸것이다. 그림7의

우측 점선 내 블록도를 삼중수소 연료주기(Tritium

Fuel Cycle)라하고, 좌측상단의하늘색블록도를연

료공급시스템(Fueling System)이라 하며, 하단부의

고등색 블록도를 진공시스템(Vacuum System)이라

한다. 그림7은 ITER 연료주기의전체공정도를나타

낸다.

그림 7. Block Diagram of the ITER DT Fuel Cycle[9].

그림 6. The ITER Closed Tritium Deuterium Loo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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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Ⅰ)

ITER 연료주기, 삼중수소 연료주기의 구체적 소개
본고에 이어 계속되는 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

서로 ITER의 연료주기, 또는 보다 구체적으로 삼중

수소 연료주기에 참여하는 4 개국(한국, 미국, 유럽,

일본)의 기술개발 내용과 향후 보다 심화시켜야 할

기술적인내용들을다루고자한다.

- 한국측참여관련기술: 삼중수소저장및공급시스템

(SDS)

·SDS Bed

·삼중수소 저장 및 공급 시스템의 가상운전모델

개발

- 미국 측 참여 관련 기술: 핵융합 배가스 프로세싱

(TEP)

·핵융합 배가스 중 수소동위원소 회수공정(TEP)

기술

- 유럽 측 참여 관련 기술: 수소동위원소 분리공정

(ISS)

·ITER 수소동위원소분리공정연구

- 일본측참여관련기술: 대기방출가스의탈삼중수

소공정(ADS)

·ITER ADS 공정기술동향

- 그 외 삼중수소 취급 및 안전설계와 ITER 연료주

기의핵심기술들

·삼중수소 취급 및 안전설계, 그 외 ITER 연료주

기의핵심기술.

결론
핵융합 연료주기 기술 확보는 핵융합 에너지를 실

용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술의 하나에 속한다. 본고

에서는 ITER 연료주기의구성, 특별히삼중수소연료

주기의 개념과 각각의 분류기술을 소개함으로써 현재

ITER에 적용되는 기술의 범위를 소개하 다. 이후의

기사에서는 삼중수소 연료주기에 속한 여러 공정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이를 통해 화학공학인들의

이해와관심도를높이는계기가되기를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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