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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가상운전모델개발에대해소개하 다. 앞서언급한

바와 같이 SDS의 운전계획 및 가상운전모델 개발은

ITER 연료주기의안정적인운전과삼중수소격리운전

의적합성및핵융합운전의안정성확인을위한SDS의

운전 상황, 연료 저장 상태와 물질흐름 상태를 확인할

수있다. 또한안정적인수소연료의공급및저장을고

려한SDS의최적장치개수를결정할수있다. SDS는

핵융합반응기인토카막의운전방식에종속적이다. 이

에다양한토카막운전방식에따른SDS의운전계획및

가상운전모델의추가적인연구가진행중이다.

향후 ITER 연료주기 플랜트 전체의 운전 상황을

파악하고 확인할 수 있는 연료주기 운전모델 연구가

필요하며, 또한 ITER 연료주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불확실 변수를 고려한 SDS 가상운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최종적으로 앞서 언급한 운전조건

의 변경과 장치고장 등과 같은 불확실 변수를 고려한

동적생산계획(reactive scheduling)을통합적으로고

려한 ITER 연료주기 가상운전시스템을 개발해야 한

다. ITER 연료주기 가상운전시스템은 핵융합 연료주

기의 제어시스템 구축, 공정최적화, 공정개선 뿐만 아

니라 운전자(operator)의 가상운전 교육시스템 등에

활용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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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핵융합 연료주기(fuel cycle)는 핵융합 반응연료인

삼중수소(tritium; T2)와 중수소(deuterium; D2)를

저장/공급하는 시스템과 반응 후 배가스로부터 이를

회수/분리/정제하는 공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회수/분리/정제공정들은 삼중수소가 방사성 물질이

라는점을제외하면대부분촉매반응과분리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화공플랜트에 적용된 기술과 유사한

특성이많다.

핵융합반응로(Torus)에 연료로 주입된 삼중수소와

중수소는 소량만이 핵융합 반응에 사용되고 나머지

대부분은불순물들과 함께Torus로부터배출된다. 핵

융합배가스의주성분은T2, D2, H2, DT, HT, HD 등

의 수소동위원소(Q2, 여기서 Q는 H, D 또는 T)이며,

메탄(CQ4), 물(Q2O), 암모니아(NQ3)와 같은 삼중수

소가포함된화합물과CO, CO2, N2, Ar, He, Ne 등의

성분들로이루어져있다.

핵융합 반응 배가스는 cryo-pump 및 roughing

pump를 거쳐 TEP(Tokamak Exhaust Process)로

유입된다. TEP는 다양한 조성의 핵융합 배가스 중 Q

성분만을 분리/회수하여 후속공정인 ISS(Isotope

Separation System)로 보내고, 잔여 불순물들은

DS(Detritiation System)로 보내어 대기배출 전 최

종 처리한다(‘ITER 프로젝트 - 삼중수소 연료주기

기술의 소개’의 그림 7 참조). 핵융합 연료주기 상에

서 TEP 공정은 핵융합 반응 생성물로부터 연료인

삼중수소와 중수소를 회수하기 위한 처음 공정으로

공정 선택에 따라 연료 회수율과 불순물 제거율이 달

라진다.

ITER에 적용할 TEP 장치는 현재 미국에서 조달

을 담당하여 개발 중에 있다. 2001년 EU는 당시

TEP의조달담당국으로서TEP의기본공정안을제

시하 고, 2003년미국이 ITER 프로젝트에재가입하

면서TEP의조달책임이미국으로이전됨에따라, 미

국은 자국 내의 삼중수소 취급기관에서 사용 중인 기

술들을활용하여TEP 공정을개발하고있다.

2. 핵융합 배가스 처리공정
2.1. 미국의TEP 공정

미국은TEP 공정개발을위해TEP에유입되는핵

융합 배가스의 조성과 유량을 다음과 같이 예측하

다. 표 1은 ITER의다양한운전모드에따라배출되는

가스의 조성과 유량 예측치를 표시하고 있다. 액체헬

륨을 사용하는 Torus 후단 cryo-pump는 4.5K의 극

저온에서핵융합배가스를흡착하여Torus 내부를진

공상태로 유지시킨다. 이후 cryo-pump의 온도를 올

려 흡착된 가스를 탈착시키고, 탈착된 배가스는

roughing pump를 통해 TEP로 유입된다. Cryo-

pump 재생탈착은 80K, 300K, 470K 온도의 3단계로

진행되는데, 80K 재생 시에는 He, Ne, Q2 등의 수소

와 비점이 유사한 hydrogen-like gas가 탈착되고,

300K 재생 시에는 N2, Ar, O2, CO, CO2, CQ4, NQ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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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ITER 운전모드에 따른 TEP 유입가스 조성 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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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공기와 비점이 유사한 air-like gas가 탈착되며,

470K에서는 수분(Q2O; water-like gas)이 탈착된다.

미국은 이와 같이 TEP 유입가스 조성이 cryo-pump

재생공정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되는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적합한TEP 공정을구성하 다[1, 2, 3].

그림 1은 미국에서 개발 중인 TEP 공정개념도이

며, TEP 세부공정을 hydrogen-like process와

air/water-like process 및 final clean-up 공정으로구

성하 다[5]. Hydrogen-like process는 Pd 분리막을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Q2만을 분리/회수한다.

Air/water-like process는 촉매 반응기와 Pd 분리막

을결합한PMR(Permeation Membrane Reactor)을

이용하여 Q 성분만을 분리/회수하는데, 먼저 촉매반

응으로 CQ4와 Q2O를 개질하여 Q2로 변환시키고 인

접한 Pd 분리막으로 생성된 Q2를 분리/회수하는 공

정이다. 이후 공정가스 중 미량으로 존재하는 Q 성분

을 최종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final clean-up 공정을

사용하는데, 이 공정에서는 잔여가스에 존재하는 미

량 Q2와 CQ4 등을 산화시켜 Q2O 형태로 변환시키고,

상온흡착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최종적으로 공정가스

는gamma decay tank로송부되어Ar41 등반감기가

짧은 방사성 물질들을 자연붕괴 시킨 후 후속 공정인

DS(Detritiation System)로보낸다.

2.2. EU의 TEP 공정

미국이 ITER 프로젝트에 재가입하기 이전 TEP

조달은EU에서담당하 다. EU가개발한TEP 공정

은 독일의 삼중수소 연구소(Tritium Laboratory

Karlsruhe)에서 자체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술들

을응용한것이다. EU TEP는핵융합배가스조성에

대해 별도의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공정이

다(그림2 참조).

먼저 Pd 분리막으로 공정가스 중 Q2를 회수하는

permeator를 이용한다. 이후 촉매 반응기에서 다양한

촉매반응으로 CQ4 및 Q2O를 Q2로 변환시키고, 후속

하는permeator로분리/회수한다. 이때permeator에

서 Q2를 분리하고 남은 잔여가스(bleed gas)는 다시

촉매 반응기로 순환시켜 반응효율과 회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공정이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Q 성분이

제거된 공정 가스는 최종적으로 PERMCAT 반응기

로 송부되어 미량 Q 성분을 회수하는데, 이는 촉매를

이용한 동위원소 치환반응과 Pd막 분리를 이용한 것

이다[6].

특·별·기·획(Ⅳ)

그림 1. 미국의 TEP 공정 개념도[5].

그림 2. EU의 TEP 공정 개념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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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EP 적용 단위공정 및 국내 기술개발 현황
TEP 공정에는 여러 가지 단위공정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본장에서는이에대한설명과국내기술개발

현황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ITER 한국 사업단은

우리나라의 ITER 조달품이외의비조달항목들에대

한 국내 기술 확보를 위해‘대성산업가스 초저온연구

소(DCRI)를 통해 삼중수소 연료주기 중 TEP 공정

기술에대한기술추적및개발을진행하고있다.

3.1. Pd 분리막을이용한Q2 회수기술

TEP는 여러 가지 단위공정 기술들로 구성되어 있

으며 그 중 Pd 분리막을 이용한 Q2 회수공정이 핵심

공정이다. Pd 분리막의 수소 투과원리는 그림 3과같

이수소분자가고온의Pd 분리막표면에도달하면흡

착 후 H+ 형태로 해리되어 분압 차에 의해 반대편으

로이동하고, 이후분자형태로재결합및탈착되는메

커니즘으로수소이외의불순물은이를통과하지못한

다. 이를 이용하여 산업적으로 고순도 수소를 생산할

수있으며, 핵융합공정에서는배가스중Q2만을선택

적으로 분리/회수한다. 일반적인 수소정제에 적용되

는Pd 분리막기술은원료수소를고압으로Pd 분리

막에도입시켜공정효율을높이지만, TEP와같이삼

중수소를 취급하는 공정의 경우 Q2 회수율 극대화를

위해 feed gas 압력을 높이는 대신 분리막 투과 측을

진공으로한다.

DCRI는 핵융합 배가스 유사조성의 Pd 분리막 적

용실험, 수소(H2)/중수소(D2) 투과능 비교실험, 공정

설계에 필요한 공정인자 도출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그림4 참조). 실험에는상용분리막제품(미국P사)

및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자체개발한 Pd 분리막

[8]을사용하고있다.

3.2. 촉매반응/Pd 분리막기술

촉매반응/Pd 분리막기술은CQ4 및Q2O와같은삼

중수소가포함된성분들로부터Q 성분을회수하기위

해 사용된다. 먼저 촉매반응으로 해당성분들을 Q2로

변환시킨 후 이를 Pd 분리막으로 회수한다. 촉매반응

의 경우 일반 화학공정에 사용되는 SMR(Steam

Methane Reforming) 및WGS(Water Gas Shift)반

응을이용하여식(1) 및(2)와같이Q2로변환시킨다.

화학공정의 경우 수소생산을 목적으로 CH4 대비

과량의 H2O를 반응에 투입하지만 TEP의 경우 물

(Q2O) 중의Q가회수대상성분이라는점에서차이가

있다. 그러므로유입가스중의Q2O와 CQ4의비율, 즉

steam/carbon 비율이 낮을 경우 식 (3) 및 (4)와 같

은 cracking 반응및 boudouard 반응등도함께발생

될수있다.

CQ4 + Q2O ⇔CO + 3Q2 (1)

Q2O + CO ⇔Q2 + CO2 (2)

CQ4 ⇔C+2Q2 (3)

2CO ⇔C+CO2 (4)

공정구성상 회수율 증대를 위해 Pd 분리막의 잔여

bleed gas를 다시 반응기로 순환하는 방법과, 촉매반

특·별·기·획(Ⅳ)

그림 3. Pd 분리막의 수소 투과원리[7].

그림 4. Pd 분리막 수소동위원소 회수 실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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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Pd 분리막 결합공정을 이용한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반응식 (1)-(3)에서 생성물인 Q2 농도를 낮추

면 정반응이 촉진되는데, 반응으로 생성된 Q2를 Pd

분리막으로 제거한 후 다시 반응기에 투입하여 회수

율을높일수있고, 또한그림 5와같이PMR을이용

하여 반응기 내에서 촉매반응으로 Q2를 생성시키고

인접한 Pd 분리막으로 이를 제거해주면 정반응이 더

욱촉진되어결과적으로회수율이증가된다.

DCRI에서는 상기와 같은 삼중수소가 포함된 성분

중 Q 회수기술 확보를 위해 그림 6과 같이 실험장치

를 제작하여 관련실험들을 진행하고 있다. CH4, H2O,

CO를 SMR 및 WGS 반응을 이용하여 H2로 변환시

키고, 이때 전환율 변화관찰 및 적정반응온도 확인실

험을진행하고있다. 또한반응기후단에Pd 분리막을

설치하여, 생성된H2를제거한후잔여가스를다시반

응기에유입시키는순환공정에대해설계하고있다.

3.3. 산화반응/상온흡착기술

Pd 분리막 및 촉매반응/Pd 분리막 결합공정에서

대부분의 Q 성분이 제거된 공정가스는 최종적으로

final clean-up 공정에 보내져 남아있는 미량 Q 성분

이 제거된다. Final clean-up 공정기술에서는 산화반

응/상온흡착 기술이 사용된다. 공정가스에 소량의 산

소를 주입하고, 고온에서 Pt, Pd 등의 촉매를 사용하

여미량의Q 성분을모두물(Q2O)로변환시킨후생

성된 물(Q2O)은 MS(Molecular Sieve)를 사용해 상

온 흡착시켜 공정가스로부터 제거한다. 흡착/제거된

Q2O는 MS를 가열하여 탈착시키며, 탈착용 운반가스

로CO가사용된다. 탈착된Q2O는촉매반응/Pd 분리

막 공정으로 보내어 CO와 WGS 반응으로 처리한다.

Q2O 탈착량대비CO 주입량은그림7과같은방법으

로 적정 당량비로 주입해야만 처리효율을 높일 수 있

고, 또한다른부반응발생을막을수있다.

산화반응및상온흡착을이용한Q 회수기술은Q2O

를 발생시키는데, Q2O가 고농도로 존재할 경우

(HTO, DTO 및T2O 형태) 부식성이매우강하여공

정배관, 특히 용접부위의 부식을 급속도로 진행시키

므로 TEP 공정에서는 고농도의 Q2O가 형성되지 않

도록 공정을 구성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산화반응 및

상온흡착공정은일반산업분야에서도널리사용되는

기술로서 DCRI에서는 이를 응용한 미량 수소동위원

소회수공정을개발중에있다. 이를위해Q2O 및CO

의 WGS 반응 처리에서 회수율 극대화 실험과 부반

응에의한coking 발생방지실험을진행하고있다.

3.4. 초저온흡착기술

특·별·기·획(Ⅳ)

그림 5. PMR 원리[4].

그림 6. 수소동위원소 촉매반응 실험장치.

그림 7. Q2O 탈착공정 개념[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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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량 Q2 회수기술로서 초저온 흡착기술이 사용된

다. 표 1에서알수있듯이He-GDC(Glow Discharge

Cleaning) 공정에서 배출되는 가스의 조성은 주성분

He과미량의Q2 및기타불순물로이루어져있다. 이

경우 액체질소(-196℃)로 냉각시킨 MS(Molecular

Sieve)에 이 가스를 공급하면 Q2는 MS에 흡착되고

상대적으로 비점이 낮은 He은 그대로 통과하게 되는

데, 여기서 흡착 농축된 Q2 및 불순물들은 가열/탈착

을통해Pd 분리막으로보내어처리한다.

초저온 흡착기술은 Q2가 주성분이고 미량의 N2,

Ar, CO, CO2 등이혼합된공정가스의처리에도사용

될수있다. 이경우공정가스를초저온상태의MS에

주입시키면초기에는Q2와잔여불순물들이모두MS

에 흡착되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MS의 흡착능이 포

화되면 먼저 Q2가 파과(break-through)되어 배출되

고, 상대적으로 비점이 높은 나머지 불순물들은 흡착

된 Q2와 치환/흡착되면서 점점 농축된다. 이러한 과

정으로 공정가스 중의 Q2를 분리/회수할 수 있으며,

농축된 불순물은 촉매반응/Pd 분리막 결합공정으로

보내어처리한다. 이와같은초저온흡착기술의두가

지적용예를그림8에나타내었다.

초저온 흡착기술은 또한 핵융합 관련공정 중 삼중

수소 추출시스템(Tritium Extraction System)에도

적용되는 기술로 현재 이에 대한 공정개발 중에 있으

며, 이는 가스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고순도 He 및

H2 정제공정기술을응용한것이다.

3.5. 수소동위원소 촉매치환반응과 Pd 분리막 결합공

정[11]

공정가스에 1% 미만의 미량으로 존재하는 CQ4 및

Q2O와같은삼중수소가포함된성분들로부터Q 성분

을 회수하기 위한 기술로서 독일에서 개발한

PERMCAT 공정이있다. 앞서설명한대로수소동위

원소치환반응기와Pd 분리막을결합한것으로, 공정

가스에 H2를 주입하여 촉매 상에서 식 (5) 및 (6)과

같이 동위원소 치환반응을 유도하여 치환된 Q2를 인

접한Pd 분리막으로분리하여회수한다.

H2 + CO4 ⇔CH4 + Q2 (5)

H2 + Q2O ⇔H2O + Q2 (6)

PERMCAT 반응기는 그림 9와 같이 Pd 분리막

외부에치환촉매가충전되어있는구조로, Pd 분리막

한쪽 끝에 H2를 공급해주고 반대쪽에는 진공조건을

형성해준다. 공급된H2는 Pd 분리막을거쳐촉매상

으로 이동하여 공정가스 중 CQ4 및 Q2O와 치환반응

으로식 (5) 및 (6)과같이독립된Q2로치환되며, 이

는 다시 촉매 층과 인접한 Pd 분리막을 통해 빠져나

와반대편진공쪽으로배출된다. 이와같은메커니즘

으로 미량의 삼중수소가 포함된 성분들 중 Q를 회수

할수있다.

PERMCAT 공정을포함하여앞서언급한바와같

이 TEP 공정에는 다양한 단위공정들이 사용되고 있

으며, DCRI에서는먼저이러한기술들에대한이해를

바탕으로향후국내핵융합실증로적용을위한TEP

특·별·기·획(Ⅳ)

그림 8. 초저온 흡착기술 적용 예[10]. 그림 9. PERMCAT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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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공정의공정안을제시하고자한다.

4. 결론
지금까지 핵융합 배가스 처리를 위한 ITER TEP

에 대한 내용과 단위공정 기술들에 대해 소개하 다.

핵융합 공정에서 배출되는 다양한 조성의 가스 중 Q

성분을회수하는기술들은대부분화학공정기술들을

응용한 것으로, 수소만을 선택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Pd 분리막및이의응용공정, 산화/흡착/촉매반응등

이 TEP의 요소기술들로 사용되고 있으며, 대성산업

가스 초저온연구소(DCRI)는 이에 대한 기술추적 및

개발을진행하고있다.

향후 국내 핵융합 실증로 개발에는 ITER에 적용된

기술들이외에자체적인기술개발이필요하다. ITER는

핵융합 반응특성 확인을 위한 연구용으로 비연속적으

로운전되지만, 앞으로건설될핵융합실증로는연속적

으로운전되므로이에적합한처리공정을개발해야한

다. 이를 위해 ITER 프로젝트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운전경험과 결과들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이와더불어핵융합실증로에맞는공정개발

을병행해야만국내자립기술을확보할수있고, 나아가

핵융합발전의상용화를기대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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