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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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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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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원 매장량과 소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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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 현재 1인당 Energy 소모량 : 1.6 TOE/년 (전체 소모량) : 8,000 백만 TOE/년
• 2040년 1인당 Energy 소모량 : 2.4 TOE/년 (전체 소모량 : 24,000 백만 TOE/년)
[가정 2040년 인구 : 100억명, 1인당 Energy 소모량 : 현재의 약 1.5배]
• (M)TOE : (Million) Tons Oil Energy Equivalent
•
-

전세계 에너지원 매장량
석탄 : 1,100,000~1,500,000 MTOE
석유 : 300,000~500,000 MTOE
천연가스 : 200,000~500,000MTOE
우라늄, 토륨 : 100,000~130,000MTOE

참고문헌 :

1.
2.
3.
4.
5.
6.

원자력 발전백서, 상공자원부, 한국전력공사 (1993)
L. Blair, et al., “Aspects of Energy Conversion”, Pergamon Press (1976)
일본 원자력 산업신문 (1996년 11월 14일)
Ronald C. Davidson, “지구환경보존과 미래의 에너지 전망”, 한국원자력문화재단 (1996)
Nucleonics Week (1996년 11월 7일)
세계의 원자력 발전 개발의 동향, 일본원자력산업협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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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에너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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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해외의존도 : 96%
• 2010년 에너지수입 : 1,216억 달러(한화 약 140조원)
- 전체 수입규모의 30%
• 에너지사용량 : 세계 10위
• 석유수입 : 세계 5위
• 온실가스 배출 : 세계 9위
• 전력소비 : 세계 9위
- 지난 100년간 한반도의 온도는 세계 평균의 두 배에 달하는 1.5도
1 5도 상승
- 2011년 9월 15일 사상 초유의 전국적인 정전대란 이후 에너지의 소중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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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 플라즈마 연구 역사
PTL, KAPRA

- 핵융합에너지 : 지구상에서 변환되거나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형태가 아닌, 태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에너지 생성
과정을 직접 이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에너지원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
- 핵융합 플라즈마 이론 정립 및 기초연구 시작 :
• 1951년: 토카막 장치 발명
• 1957년 : 연구는 Princeton 대학 - 수소 폭탄 현장 폭발 실험으로부터 시작된 핵융합 에너지의 평화 이용
Stellarator의
Instability
S ll
의 R&D 출발 - Plasma
Pl
I
bili 현상으로 일단락 됨.
됨
러시아 Khulchatov 연구소 T-10 개발(Torus 자기장 사용) : 수천 만oC의 중수소 플라즈마를 용기 내
에 가두는 것 성공
• 1968년 : 러시아의 아치모비치 박사 - 토카막 장치의 개발 성공
• 1970~1980년대 : 미국 Princeton 대학의 Torus Fusion Test Reactor(TFTR)건설 : D-T (중수소-3중수소) 핵융합
실험, 1억도oC의 플라즈마 실험 결과 얻음.
• JT-60 핵융합 장치 (일본) 개발 : 3.7억oC의 플라즈마를 얻음.
• JT-60SU(Super Up-Grade) : 구리로 만든 Torus 자기장을 초전도 자석으로 제작 중
• JET (Joint European Torus) : 유럽, Torus 자기장을 초전도 자석으로 하지 않고 구리 coil로 하였기 때문에 물리적
기초 연구로 끝을 맺음.
• 1990년대 : 토카막 장치들로부터 핵융합의 과학적 실증 결과 발표 시작.
- 한국 KSTAR(Korea Superconducting Tokamak Advanced Reactor), 1995년 정근모 장관과 김영삼 대통령의 결정,
기초과학지원 연구소 핵융합센터에서 설계 및 건설 – ITER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국제 사업에 참여 - ITER 부품 납부. 국제 공동협력기회. 기술적 upgrade 가능.
(ITER 사업 참여국 : 러시아, 미국, 유럽, 일본, 한국, 중국, 인도 등 7개국)
• 2008년 : 첫 플라즈마 발생 성공 (한국 KSTAR)
• 2020년대 : ITER 장치를 통하여 DT 핵융합 기술에 대한 공학적 검증
• 2030년대 : 1000MW급 전기를 생산하는 DEMO(실증플랜트)의 건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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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of ITER

PTL, KAPRA

• 1978~1988 : INTOR design activity was held
• 1985 : U.S.S.R. President Gorbachev proposed promotion of ITER activity
at Geneve meeting to U.S.A. President Regan
• 1986 : U.S.A. invited Japan and E.C. to join ITER activity
at IAEA Kyoto
Conference
K
C f
• 1987 : 4 parties met at IAEA Vienna to plan the ITER Project
• 1988~1990 : ITER Conceptual Design Activity (CDA) was carried out
at Garching bei Munchen, Germany
• 1992~1998 : Engineering Design Activity (EDA) was carried out at Japan,
E.U., R.F. and U.S.A.
• 1995 : KSTAR(Korea Superconducting Tokamak Advanced Reactor)
project started at Korea
• 2003 : Korea joined with ITER Project
• present : Russia, U.S.A. EU, Japan, China, Indo, Korea joined with ITER Project
- 500MW급
- 총 사업 기간 : 2004년~2040년, 프랑스 까다라쉬에 건설
- 투자분담방식 : 현물 및 현금분담 형식
- 총 건설비 71.1억 Euro (EU : 45.46%, 6개 참여국 : 각 9.09% 분담)
- 재원 분담 방식 : 참여국에 할당된 조달 품목을 제작 납품 받은 후 ITER기구가
8
주도하여 현장 조립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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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의 중간 진입 전략에 따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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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R 건설 단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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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 실증로 설계기술개발 및 건설기반 조성 거시 로드맵
PTL, KAPRA

(출처 : 핵융합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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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 조건 : Lawson Criterion
PTL, KAPRA

• 자기장 내에 수소 플라즈마 구속
• 플라즈마 온도 1억도 이상 (10keV 이상)
• nτ ≃ 1014(cm3∙sec) -1
n : 플라즈마 수밀도 (number/cm3)
τ : 플라즈마 구속시간 (sec)
1eV ≒ 11,600oK (1K=-273.15oC)
14

수소 핵융합 반응식과 발생에너지
PTL, KAPRA

D+T →
(3.5MeV) + n (14.1MeV)
6
4
n + Li → He (2.1MeV) + T (2.7MeV)
4He

D + D → T (1MeV) + p (3MeV)
D + D → 3He (0.8MeV) + n (2.5MeV)
D + 3He → 4He + p + 18.3MeV
p + 6Li → 4He + 3He + 4.0MeV
p + 11B → 34He + 8.7MeV
D2O : 바닷물의 1/6,700
1eV ≒ 11,600oK (1K=-273.15oC)
상기 DT 반응으로 방출되는 에너지 17.6MeV는 석유 8톤의 에너지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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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카막 이온 온도와 핵융합 반응계수
PTL, KAP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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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sign comparison between KSTAR and ITER devices.
PTL, KAP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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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R 건설에 있어 핵심 분야
PTL, KAPRA

① 초전도 코일 (Development of Superconducting Coil)
② 고열속 부품 (Development of High Heat Flux Components)
③ 진공용기 (Development of Vacuum Vessel)
④ 로 구조체 및 원격 조정 장치(Development of Reactor Structure and
Remote Instruments)
⑤ 블랭켓 (Development of Blanket)
⑥ 안전장치 연구 (Research and Development of Safety)
⑦ 플라즈마 가열장치 및 전류 구동 장치 (Plasma Heating and Current
Drive Devices)
⑧ 트리튬 연료와 취급 관련 기술 (Tritium Fuel Cycle and Tritium
Handling Technology)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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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thods of Nuclear Fusion
Magnetic Fusion
Inertial Fusion (Laser Fusion, Particle Beam Fusion)
Cold Fusion
Fusion by Super Sonic Wave
Fusion in Solid

• Domestic Fabric Co. of Tokamak Components
• Super-Conducting Magnet
• Structure & Plasma Chamber
• Plasma Heating
g Components
p
RF & Current Drive,, Neutral Beam
• Diverter & Blanket
• PLC Part
• Diagnostic Device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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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conducting Tokamak Experiment Layout
PTL, KAP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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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로의 초전도 자석과 상전도 자석 비교
PTL, KAPRA

변수

종류

SC 자석

Cu 자석

전원가격

간단하며 저가

크고 무거우며 고가

전자석 가격

고가

저가

자장 유지 가격

냉동전력만 보충하면
영구 자석

코일저항 소모 전력과
냉각 전력을 계속 보충

산업계 파급 효과

다양하고 큼

적음

냉각

LHe

물 혹은 LN2

입력 전원 규모

소규모

대규모 (철탑)

가동 소비전력
2만kW (약 1/30)
(핵융합 출력 60만kW 가정)
참고문헌

170만kW(약 3배)

핵융합 장치용 초전도 자석
일본 원자력공업 38권 6호 (1992)
일본원자력연구소 초전도 자석실

25

13

2012-02-23

PTL, KAPRA

26

PTL, KAPRA

27

14

2012-02-23

PTL, KAPRA

28

강원도 내 플라즈마 산업 육성
플라즈마의 온도-밀도 공간 영역에 따른 이용분야

PTL, KAP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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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가스화 복합발전소 (IGCC : 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 Plasma Torch 이용
PTL, KAPRA
에너지원과 가채년수

에너지원
석유

추정매장량
,
억
10,529억
배럴

연간 생산량

가채년수

257억 배럴

41년

천연가스

5,170ft3

81.6조ft3

63년

석탄

9,842억 톤

45억 톤

218년

우라늄

385만톤-U*

6.2만톤-U**

64년

출처: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British Petroleum(1999)
Uranium Resources, Production and Demand
OECD/NEA-IAEA(2000)
* : $130/kg-U이하의 비용으로 채광할 수 있는
양,
** : 연간 소모량

-

‘동해안권 복합에너지산업단지(클러스터)’ :
삼척시와 포스코파워 : 삼척에 2022년까지 8조 투자.
IGCC·SNG 등 총 400만kW 규모의 '삼척 클린에너지 콤플렉스(Clean Energy Complex)' 청정복합
단지 건설 개발 사업을 실행하는 것을 골자로 MOU를 체결 (출처: 2011년 10월 10일자 전자신문)

-

건설기간 동안 연인원 300만 명의 고용창출, 장기적으로 4000여명의 인구 유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지역 자원 시설세 등 직접적으로 6000억원이 지자체 재정으로 유입.
운영인력 고용 및 간접비 등을 감안하면 모두 3조원 이상의 재원이 지역사회에 기여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는 분야.
30

중성자 관련 연구 및 산업분야
PTL, KAPRA

-

-

선진 각국은 1930년대부터 꾸준히
중성자속(Neutron Flux) 증대 연구에 집중하고
있음.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 : 1985년~1995.
1995년 2월 첫 임계에 도달,
도달
열출력 30㎿급 고성능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
중성자속(Neutron Flux)
(고속중성자 : 2.1x1014 n/㎝2.sec,
열중성자 : 5x1014 n/㎝2.sec) 생산).

- 이용 분야 :
∘ 의학분야 : 동위원소 생산, 암치료용 방사선 입자 개발, 치료 및 진단용 의약품, 뇌종양 치료 등 개발
∘ 핵연료 및 노 재료 조사 시험 : 고 연소도 핵연료 개발, 고속 증식로 구조재 등 개발
∘ 냉중성자 이용: 방위산업, 항공 복합재료 개발, 기능성 고분자 등 개발
∘ 중성자 조사․방사화 분석 : 극미량 원소 분석, Si 반도체 생산
∘ 노 외 조사 : 핵반응 단면적 측정, 계측기 개발 및 교정
∘ 중성자 투과 검사 : 고열 엔진 결함 분석, 항공 복합재 결함 분석 등
∘ 중성자 산란 시험 : 기능성 요업 재료, 고온 초전도체, 신자성체 물질 개발 등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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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위원소 생산 : 일본의 동위원소 수요
PTL, KAPRA

32
출처: 중앙일보 2011.01.31 월요일 p28.

PTL, KAPRA

중성자속(neutron Flux) 에 의한 U-238 과 Th-232 Fuel breeding ~1016
#/cm2∙sec까지 높일 필요 있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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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생산 : Fuel Bank Plan of IAEA
PTL, KAPRA

34

∎목질계를 이용한 바이오 연료의 효율적 생산(신재생에너지) 분야
PTL, KAPRA

Condition ;
-

5 % (w/v) EFB in 50 mM Sodium acetate buffer (pH 5.2)
Enzymatic hydrolysis
100 EGU/g
EGU/ substrate
b
Cellulcast
C ll l
(Sigma,
(Si
C2730)
12 CBU/g substrate β-glucosidase (Sigma, C6105)

-

Measurement of released reducing sugar (DNS method)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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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ing Sugar ], A540
3.0 mm

2.0 mm

0.16

0.5 mm

0.18

0.12

0.5
0.4

0.12
0 12

0.3

0.08

0.2

0.06

0.04
0

0.1

0
1h
0 kGy

2h
25 kGy

50 kGy

3h
150 kGy

0
1h
0 kGy

2h
25 kGy

50 kGy

3h
150 kGy

1h
0 kGy

2h

3h

150 kGy

E-beam effect
3.0 mm

2.0 mm

0.5 mm

299%
197%

206%

121%

0 kGy

138%

159%

100%

100%

25 kGy

50 kGy

150 kGy

0 kGy

100
%

25 kGy

50 kGy

150 kGy

0 kGy

131
%

150 kGy

36

PTL, KAP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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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핵융합 관련 산업의 SWOT 분석
PTL, KAPRA

38

SWOT 분석에 따른 수행 방안
PTL, KAPRA

• 기존 대학에 플라즈마 과학 공학과 (Deparment of Plasma Engineering Science) 설치
- 인력 양성 추진 (장학혜택과 우대 정책 시행, 실습 훈련 강화, 2∼3년 해외 연수 등으로 해외의 관련 기술
현황 및 기술 습득, 국제적 상호 협조 확대- 일본 원자력 연구소, 중국 핵융합 R&D 그룹 및 ITER group.
• 토목 공사와 건축을 동시에 추진
– 도청 내 인허가 행정 부서와 사업 담당 부서
• 산․학․연․관 간의 협력 추진 조직 형성
- 첫 해는 R&D에 30여 명, 행정 6명 정도. 일정에 맞추어 점차 필요 인원 증가.
• ITER 장치들의 부품 납품업체들의 명단과 상호 협력 강화 - 현장 기술의 현주소 파악.
• 관련 분야 기업 육성 - 시장 경쟁력 유지(전력 생산․ 판매교류 등)
• 강원도의 Demo Power Project
j
유치 추진
- R&D를 통한 인력 양성, 국제 사회가 인정하는 논문, 특허, 기술제시 등. 기 보유 기술 발전 강화 유지
• 강원도에 Plasma Fusion Reactor 분야의 이론 group 및 사업 추진단 구성
- 적극적 실체를 보임으로써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와의 협력 강화
• 에너지 중심의 강원도 적극 홍보, 주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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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L, KAP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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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조직과 역할
PTL, KAPRA

부지 : 3,200,000m2
도로폭 : 20m
주차장 : 200대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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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 발전 로드맵
PTL, KAP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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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로 및 원자력 발전 건립의 지형적 조건
PTL, KAPRA

① 견고한 지반(지진이 없을 것)
② 지하수가 적고 지하 암반이 두터울 것, 자연 배기
③ 풍향 (육지에서 바다로)
④ 지반의 온도 변화가 작을 것
⑤ 물 공급이 원활 할 것
⑥ 전력 공급이 원활하고 양질일 것
⑦ 고 하중의 자재 운송이 원활할 것
⑧ 항구 및 하역시설이 갖추어 질 것
⑨ 인구밀도가 낮을 것
⑩ 넓은 대지 면적(확장성 고려)
⑪ 온도 변화가 적고 동절기의 결빙심도가 낮을 것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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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시설
PTL, KAPRA

1. Main Power reactor Building : 70X40X50m3 (Overhead Crane 300tons, Carrier Car)
2. Operation Room
3. Machining Room
4. Isotope Room
5. Research & Design Room
6. Neutron Materials Test Room
7. Waste Vitrify Room
8. Administration Office Room (Exhibitor, Closed-Circuit Television, Radiation
Monitoring, etc.)
9. Convention Room (Conference, Information)
10. Power Utility Room
11. Storage Room (Chemicals, Inflammables, Gas Cylinders, Ware House)

44

KAPRA 인력양성
PTL, KAPRA

♦ 대학 ∙ 연구기관과의 협동연구 및 자격증 취득 교육
- 협동과정 설치, 대학원 교육 ∙ 연구협정 양해각서 체결
• 단국대학교 총장
• 강원대학교 총장
• 성균관대학교 총장
• 서울대학교 핵변환연구 센터 센터장
• 광주 과학기술원 펨토광학연구센터 센터장
• 양성자기반공학기술사업단 단장
• 한국핵연료기술㈜ 사장
•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 서울대학교 Center for Advance Research in Fusion Reactor Engineering 센터장

♦ 입주기업
• (주) 대은플라즈마

• (주)페트로플라즈마

• (주)케이이씨

• (주)케이엠헬스케어

• (주)케이엠씨엔알

• (주)인포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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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RA - ITER Management Assessment 역할 수행
- ITER 사업단과의 MOU 체결

PTL, KAP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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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s Possession in KAPRA
PTL, KAPRA

• Nuclear Fusion Materials, ORNL U.S.A. Annual Reports
g
g Design
g Reports,
p
ITER
• Engineering
• Fusion Reactor Physics
• IAEA Conference Proceedings of Thermo Nuclear 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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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T-79
PTL, KAPRA

48

CS Coil of KSTAR
PTL, KAP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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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ystron Amplifier Tube Consisting of 6-RF Cavities(700MHz, 1MW)
PTL, KAP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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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핵융합 장치 R&D와 파급효과
• Demo-Plant 효과
-

PTL, KAPRA

전력 무한 공급
기술선점, 수출 주도
정밀제어 장치(PLC)로 관리, 운전 자동화 기술
Super Computer 목표 제고

• 초전도 자석

- 고온초전도체 개발로 무손실 전력 수송
- 전력 저장장치
- 초고속 Turbo-Engine 개발로 무인 우주 수송(태양 전력 이용 Ion Rocket 추진)

• 저가 중성자속(Neutron Flux) 발생장치

-

Demo-Plant 재료 개발과 산업 재산권 확보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수출
핵연료 생산
연금술 산업 촉진
핵 폐기물 단수명화

• 수소 플라즈마 가열장치
-

ECR(Gyrotron)로 균일 플라즈마 발생∙가열
ICRH(Klystron)로 플라즈마 가열
방위산업 촉진
Neutral Beam 입사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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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L, KAPRA

• 에너지 중심으로서의 강원도
• 지식 산업 기반 국제 광역 경제 도시 및 젊은 국제도시로의
변모가
변 가 기대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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