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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수소생산용 고온가스로 기술 기 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수소에 지는 지구환경 오염문제와 화석에 지 자원의 고갈 문제를 동시에 해

결할 수 있는 유일한 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수소에 지에 한 기술력 확보

가 21세기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망되고 있다. 수

소는 재  세계 으로 연간 5000억 ㎥ 가 생산되고 있으며, 주로 암모니아 비

료 제조, 석유화학산업의 원료,  화학산업의 공정열 생산을 하여 소비되고 있다.  

향후 20-30년 사이에 수소 소비가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망되는 분야는 최

근 무공해 동력원 개발과 함께 수송부문이다.  수송용 에 지의 10% 정도를 수소

로 체한다고 가정할 때 2020년 수송부문에만 소요되는 수소에 지의 양이 재 

소비되는 총수소량의 2.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재 수소의 생산은 

부분 천연가스의 증기 개질에 의하여 제조하고 있다. 이 방법은 재 가장 렴

하게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다. 향후 수소연료의 량보 을 해서는 이

산화탄소를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타 에 지원에 비하여 경제  경쟁력을 갖춘 방

안을 실용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안으로 기존 형 발 로에 비해 경제 이고 

안 한 차세 원자로인 고온가스로의 고온을 이용한 수소제조 방법은 수소의  

량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망된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본 “수소제조용 고온가스냉각로 기 기술연구” 과제는 7개 분야로 나 어져있

고,  작년도에 시작하여 향후 20년 이상의 연구 기간이 필요할 것이므로 여러 명

의 연구자가 참여하고 동일분야의 연구자들도 교체될 것이 상된다. 따라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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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에 향후 본과제의 참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고온가스로 기술개발실

과 경험이 많은 선진 각 국의 논문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 으로 선

행되어야 하고, 도형자료  련 개념도 등도 각종 발표자료, 보고서 작성에 활

용도가 높으므로 데이터 베이스화 하 다.

   노심 핵설계 분야는 먼  노형별 고온 가스로 노심의 개념을 개발하고 개발된 

노심 개념에 한 비 개념 설계를 하 다. 년도에 개발한 150MWth  Pebble

형 노심 개념을 확장한 300MWth  Pebble형 노심 개념과 미국 INEEL의 NGNP

에 기 한 600MWth  Prism형 노심 개념에 하여 기 노심부터 평형 노심까

지의 비 개념 설계를 수행하 다. 설계에 사용하는 해석 체계의 검증에 필요한 

Pebble형 노심의 임계 실험인 PROTEUS 실험 자료를 입수하고 이 실험에 한 

MCNP 분석을 시도하 다. , 경수로용 노심 해석 체계를 Prism형 고온 가스로 

노심 해석에 이용하기 하여 육각형 노드 구조에 한 노달법을 개발하고 이 방

법을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경수로 노심 해석 코드에 도입하 다.

   계통안 해석  열수력분야의 연구내용  범 는 크게 1) 고온가스로의 형태

별 설계특성조사, 2) 고온가스로의 계통 안 해석/열수력 해석체계 기술조사, 3) 

고온가스로의 계통 안 해석/열수력 해석체계 개발요건, 4) 고온가스로 계통 안

해석/열수력 해석체계 MARS-GCR 개발, 5) 다성분기체 거동분석용 다차원 해석

코드 GAMMA 개발  검증 그리고 6) 참조코드인 VSOP 로그램의 설치이다.

   핵연료제조분야에서는 1차년도에 수행된 기술 황분석과 연료핵 제조  피복

기술 련 기 연구를 계속 수행하여 선진국에서의 경험을 보다 심도있게 조사 

분석하고 기 연구로서 sol-gel 방법을 이용한 구형입자 제조 련 기 실험과 

zirconia 입자를 이용한 유동층 형성 모사실험  열분해탄소와 SiC 의 피복실험

을 수행하 다. 이를 통하여, 향후 개발되어야 할 피복입자핵연료 제조의 요소기

술을 도출하 다.

   핵연료성능평가분야에서는 피복입자 핵연료의 설계, 제조, 성능시험  성능분

석 등의 기술 황을 분석하 으며, 피복 핵연료 입자의 손 기구들을 도출하고, 

가장 요한 손상기구인 피복층의 괴손상에 한 유한요소 모델링을 수행하

다. 한 피복입자 핵연료의 종합 인 개발 계획과 핵연료 성능시험 결과를 기반

으로 개발되는 핵연료 성능분석코드의 개발 계획을 작성하 다.

   고온기기용재료 분야는 고온가스로의 주요 구조재료인 압력용기용 후보재료인 

2¼Cr-Mo, Modified 9Cr-Mo, A286의 Fe-계 내열재료와 간열교환기용 후보재료

인 Alloy 800, Alloy 800H, PM2000, Hastelloy X, Hastelloy XR, Alloy 617, 

Haynes 230 등의 슈퍼 알로이, 그리고 제어  후보재료인 C/C 복합체에 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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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조직학  특성과 기계  성질을 수집하여 분석하 다. He와 성자조사 등과 

같은 고온가스로 환경이 각 재료에 미치는 향을 수집, 분석하 다.

   흑연재료분야는 흑연 노심구조재료의 선정, 설계, 물성변화 측, 안 성 평가, 

가동조건 결정, 규제  인허가 등 고온가스로 주요 기술 확립에 필수 인 고조사 

노내거동 시험평가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기술 황분석보고서를 작성하 으며 향

후 본 과제에서 필요한 요소기술을 도출하 다. 재 EU, ORNL  JAERI에서 

수행 인 고온, 고조사량 조사시험 황을 악하 으며 향후 공동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channel을 확보하 다. 2004 년 IAEA International Database on 

Irradiated Nuclear Graphite Properties 가입을 목표로 이에 필요한 이온조사자료 

확보를 하여 IG-110 원자로  흑연에 한 가속기조사시험을 수행하 다. 

   수소생산공정(열화학)분야는 1차년도에서 수행한 9종의 열화학 수소생산 사이

클  이를 구성하고 있는 36개 화학 반응식들에 한 열역학 특성 평가 자료로

부터 원자력수소 생산 시스템에서 채택이 가능한 몇 종의 후보 사이클들을 선정

하고 비 검증 실험을 수행하 으며 그 내용으로는 Methane-Methanol- 

Methanal 공정에서의 Methanal의 기분해 반응 실험, Methane-Methanol- 

Iodomethane 공정의 이론  평가와 메탄올의 요오드화 반응 실험, 수소-알루미나 

동시 생산을 한 알루미늄-물 화학 반응성 실험이었다.

Ⅳ. 연구개발결과 

각 분야별 연구 개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노심 핵설계 분야는 먼  300MWth  Pebble형 노심과 600MWth  Prism형 

노심 사양을 개발하고 VSOP94 코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노심 사양에 한 

비 개념 설계를 수행하 다. 두 가지 형태의 노심에 해 기 노심부터 평

형 노심까지의 노심 출력  온도 분포, 연소도에 따른 유효 증배계수 변화, 반

사체 성자 조사량, 반응도 온도 계수 등을 분석하 다. Pebble형 노심의 임계 

실험인 PROTEUS 실험을 수행한 스 스 PSI를 방문하여 실험 체 

Configuration에 한 상세 자료를 입수하고 이 실험에 하여 자동으로 

MCNP 모델링을 하는 컴퓨터 로그램인 HPCD-1A를 개발하 다. , Prism

형 고온 가스로 노심 해석에 이용하기 하여 개량 해석 함수 개 노달법에 

기 한 육각형 노드 구조에 한 노달법을 개발하고 이 방법을 경수로 노심 해

석 코드인 NUREC에 도입하 다.

2. 계통안 해석  열수력분야의 주요 연구결과로서 고온가스로 계통 안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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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수력 해석체계인 MARS-GCR의 원형을 개발하 으며, 다성분기체 거동분석

용 다차원 해석코드인 GAMMA를 개발, 검증하 다. 한, 참조 해석코드로서 

VSOP 로그램을 도입 설치하 다.

3. 핵연료 제조 련 기술 황분석에서는 피복입자핵연료의 제조공정 기술이 분석

되었으며 이 분석에서는 연료핵제조  피복공정, 집합체제조 련 공정을 요

약하여 공정흐름도를 제시하 고, 조사시험과 련하여 조사시험 수행에 있어 

필수 인 조사시험시설  이에 련된 시험내용이 악되었다.   제조기술에 

련되는 기 연구에서는 sol-gel 방법에 의한 구형입자의 형성  형성조건에 

따른 입자의 형상  일부 특성에 한 연구가 수행되었고, 이 실험으로부터, 

sol-gel 방법에 따른 입자핵 제조조건에 한 변수의 1차 선정과 함께 보다 상

세한 실험을 수행하기 한 연구범 를 설정할 수 있었다.  한, 입자의 피복

기술과 련하여서는 구형입자가 유동층을 형성되는 조건이 세 하게 기체 노

즐의 보완  설계변경을 통하여 시료의 무게  반응기체 유량/압력과의 계 

정립으로 설정될 수 있었으며, 피복기술과 련하여서는 zirconia 입자 표면에 

PyC와 SiC를 CVD 방법으로 피복되는 한 조건이 도출되었다.

4. 핵연료성능평가분야의 연구 결과로는 독일  미국의 피복입자 핵연료의 기술 

황을 비교 분석하여 피복입자 핵연료의 손상 기구들을 분석하 으며, 핵연료 

입자, 피복층  핵연료체의 설계  제조 특성에 따라 핵연료의 손상 거동에

서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 다. 핵연료의 주요 손상기구인 피복층의 

괴 손상을 평가하기 해 ABAQUS 코드를 이용한 유한요소법에 의한 핵연

료입자 괴손상분석 모델링을 수행하 으며, 이의 분석에 필요한 핵연료의 물

성 자료를 조사하 다. 앞으로 국내에서 개발될 원자력 수소생산을 한 고온

가스로용 핵연료의 설계 요건이 기존의 피복입자 핵연료의 성능시험 조건보다 

온도, 출력 도  연소도 등에서 가혹한 조건임을 고려하여, 피복입자 핵연료

의 개발을 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 으며, 핵연료의 노내외 성능시험를 이용

하여 개발되는 핵연료성능분석코드의 개발 일정을 수립하 다.

5. 고온가스로용 고온재료는 출구온도가 약 1000℃에 이르는 고온과 4-5 MPa의 

고압하에서 사용되므로 고온에서 안정 으로 사용하기 한 재료의 선택이 

요하기 때문에 고온가스로용 고온 구조재료를 선정하기 한 가동조건과 요구

되는 요 성질을 분석하 다. 고온가스로의 구조재료의 선택과정은 기본 으

로 액체 속로에서의 선택조건과 비슷하지만 매우 고온이기 때문에 구조안정

성, 변형속도, 크리  손상이 액체 속로에 비교해서 요한 요소가 된다. 기존 

고온에서 사용되던 상용재료를 고온가스로 환경에 용하기 해서는 미량 첨



- v -

가원소를 조 하거나 고온 성질들이 우수하도록 조성을 최 화한 새로운 재료

를 개발하는 것으로 별할 수 있다. 이러한 재료의 개발에는 제조의 용이성, 

용 성 등이 요한 고려인자 이다.

고온가스로의 주요 구조재료인 압력용기용 후보재료인 2¼Cr-Mo, Modified 

9Cr-Mo, A286의 Fe-계 내열재료와 간열교환기용 후보재료인 Alloy 800, 

Alloy 800H, PM2000, Hastelloy X, Hastelloy XR, Alloy 617, Haynes 230 등

의 슈퍼 알로이, 그리고 제어  후보재료인 C/C 복합체에 한 재료조직학  

특성과 기계  성질 (인장강도, 크리  단강도, 피로수명)을 수집하여 분석하

다. 고온가스로 환경에서의 재료 거동을 평가하기 하여 He 분 기와 성

자 환경이 기계  특성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그리고 고온가스로는 고

온에서 장시간 사용되므로 재료조직의 안정성이 매우 요한 인자이며, 이를 

하여 고온에서의 시효가 기계  성질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6. 흑연의 노내거동 평가  측에 필요한 흑연재료 요소기술은 흑연 제조원료, 

제조과정  사용환경에 따른 체 변형(dimensional change) 과 열 , 기계  

성질 변화를 조사량, 조사온도  내부응력의 함수로 평가할 수 있는 내부응력 

평가기술, 고온물성 평가기술, 비 괴평가기술(UT, AE), Creep  Growth 

측, 평가기술, 소형시편 시험기술  modeling 기술 등 인 것으로 나타났다. 

EU, 미국(ORNL)  일본(JAERI)은 각국에서 수행 인 고온가스로과제와 

련, 재료선정  추가자료 확보를 하여 상용 원자로  흑연에 한 고온(＞ 

950℃), 고조사량(＞ 15 dpa) 조사시험을 수행 이며 2004 - 2005 기간  일

부 시험자료가 보고될 정이다. 가속기조사(2 MeV C
+, 3.1 x 10-5 ~ 9.7 dpa) 

후  율(E)  경도측정결과 약 3 mdpa 의 incubation dose 가 확인되었다.

7. 수소생산공정(열화학)분야

 - Methane-Methanol-Methanal(3M) 사이클에서 Methanal(Formaldehyde)의 메

탄 환을 한 기화학 반응에 한 실험  검증을 시행한 결과, 본 반응 단

계에서의 Methane 생성과 Methanol 생성의 경쟁 반응을 발견하 고 Methane 

생성을 유도하기 해서는 725 ℃ 이상의 반응 온도 조건이 요구되었다.

  - Methane-Methanol-Iodomethane(MMI) 사이클에서 메탄올의 요오드화 반응

에 한 실험 결과, Iodomethane(CH3I)의 가수분해 반응 발에 의한 반응성 

증진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본 사이클의 원자력수소 생산 시스템 응용성에 한 

체계  평가가 요구되었다.

  - 알루미늄의 알칼리 수용액내 용해 특성 실험 결과, 용해속도 증진을 한 반

응물 승온은 자체 발열 반응을 이용한 Autothermal 조건을 유지하면서 고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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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되었으나 알루미늄 용해액으로부터의 알루

미나 생성 과정은 량의 화학 폐수 발생에 따른 환경 해성이 극복되어야 할 

것으로 단되었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건의사항

   본 연구에서 개발한 300MWth  Pebble형 노심과 600MWth  Prism형 노심

은 향후 수소 생산용 고온 가스로 개발의 기본 노심 개념으로 활용될 것이다. 앞

으로 이 두 노심의 노심 성능을 분석하고 비교하여 국내에서 개발할 고온 가스로

의 노형  용량을 결정할 계획이다. , 본 연구에서 확립한 VSOP94 코드 시스

템을 이용한 Pebble  Prism형 노심 해석 차  방법론은 우리 고유의 해석 

체계가 개발될 때까지 우리 연구소의 고온 가스로 연구에 활발하게 이용될 것이

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PROTEUS 임계 실험 자료는 향후 개발할 우리 고유의 

해석 체계의 검증에 활용될 것이며 본 연구에서 개발한 육각형 노드 구조에 한 

노달법은 경수로 노심 해석 코드를 수정하여 Prism형 고온 가스로 노심 해석에 

활용하는데 많은 도움을  것이다.

   계통안 해석  열수력분야에서 개발된 고온가스로 계통 안 해석/열수력 해

석체계인 MARS-GCR 체계  다성분기체 거동분석용 다차원 해석코드인 

GAMMA코드는 향후 고온가스로 련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의 기반코드로 활용

될 것이다.  

   핵연료제조 분야에서 얻어진 연구개발 결과는 피복입자핵연료에 련되는 자

료로 축 되어 향후 장기 으로 수행될 연구개발 업무에 필요한 요소기술 확보

를 한 기 로 활용될 계획이다

각 나라에서는 고온가스로용 최  재료선정을 하여 많은 후보재료들에 한  

기 실험을 수행하 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고온재료들에 한 체계 인 연구

와 자료가 부족하다. 고온가스로의 요 부품인 원자로 압력용기, 간열교환기, 

제어  등을 심으로 재료의 기계  성질을 조사하고 이들 기계  성질들이 원

자로의 고유환경인 성자조사, He의 부식, 고온 장시간 사용에 따른 미세조직의 

변화 등에 의해 열화정도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고온가스로 구조재료의 

선정과 향후 연구에 한 기 자료로 삼고자 하 다. 

    재 EU, ORNL, JAERI 등에서 수행 인 흑연조사시험은 고온, 고조사량 시

험이므로 시험결과는 KAERI 의 흑연선정 뿐만아니라 IAEA 흑연DB 보완자료로

써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이들 자료 확보를 한 공동연구가 수행될 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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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사효과 평가를 한 이온조사시험의 신뢰성 확보를 하여 장기 으로 이온 

조사시험 결과로부터 성자 조사시험결과를 측할 수 있는 correlation model을 

개발할 계획이다.

   3M 사이클, MMI 사이클 등의 기술을 상으로 원자력수소 생산 시스템으로

의 활용 타당성을 비 평가한 결과, MMI 사이클이 가장 합한 기술임을 간 

결론내릴 수 있었고 이에 한 향후 몇 년간에 걸친 정량  기  조사와 평가를 

통하여 안 공정을 제시함으로써 재 집  추진 인 IS 사이클에 의한 원자력

수소 생산 실용화의 불확실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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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Basic Study on High Temperature Gas Cooled Reactor Technology 

         for Hydrogen Production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annual production of hydrogen in the world is about 500 billion ㎥. Currently 

hydrogen is consumed mainly in chemical industries. However hydrogen has huge 

potential to be consumed in transportation sector in coming decades. Assuming that 

10% of fossil energy in transportation sector is substituted by hydrogen in 2020, the 

need of hydrogen in the sector will exceed by more than 2.5 times the current 

hydrogen consumption. Currently hydrogen is mainly produced by steam reforming of 

natural gas. Steam reforming process is the chiefest way to produce hydrogen for 

mass production. In the future, hydrogen has to be produced in a way to minimize 

CO2 emission during its production process as well as to satisfy economic 

competition. One of the alternatives to produce hydrogen under such criteria is using 

heat source of high-temperature gas-cooled reactor. The high-temperature 

gas-cooled reactor represents one type of the next generation nuclear reactors 

for safe and reliable operation as well as for efficient and economic generation 

of energy.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In the field of the core neutronic design, we developed the fuel and core 

specifications of the pebble-bed type and block type HTGRs. We performed 

the pre-conceptual core design for the 300MWth pebble-bed type core which 

was extended from the 150MWth core investigated in the previous fiscal year 

and for the 600MWth block type core referenced from the Next Generation 

Nuclear Plant (NGNP) of INEEL.  In order to verify the core analysis systems 

for the HTGR design, we collected the geometrical data and result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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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US experiments which were performed at the PSI in Switzerland and 

tried to develop a MCNP model simulating the experiments. We also developed 

a hex-z nodal method for use in the analysis of the block type HTGRs and 

implemented this method into a KAERI LWR core analysis system.

   Work scopes and contens of the system Safety and TH area consist of 1) 

survey of design characteristics of HTGRs, 2) survey of analysis tools for the 

system safety and TH analysis, 3) identification of code development 

requirements for the system safety and TH analysis, 4) development of system 

safety/TH analysis code for HTGR, MARS-GCR, 5) development of 

multi-dimensional and multi-component TH analysis code, GAMMA and 6) 

installation of VSOP code for reference analysis.

   The study in the coated particle fuel fabrication technology development 

includes, following the first year's work, more detailed analysis of status of 

experience gained and technology developed in the world as well as the 

fundamental fabrication technology regarding the Sol-gel process for the kernel 

fabrication and the fluidizing technique and CVD coating technology for the 

pyrolytic carbon and SiC coating using zirconia particles on a laboratory scale.

   In the fuel performance analysis, current status of design, manufacturing, 

irradiation tests and performance of the coated fuels were analyzed. Among 

the fuel failure mechanisms derived based upon the irradiation test results, 

fracture failure mechanism of the coated fuel particle was modeled by using 

the finite element method. And the overall development plan of the coated 

particle fuel and fuel performance analysis code was derived.

Today's high temperature alloys and associated ASME Codes for reactor 

applications reach about 800°C. Several primary system components will 

require use of materials at temperatures above 800°C. This will require further 

assessment of existing, well-characterized materials or selection of newer 

materials for which less data exists. Potential accident conditions with 

associated higher temperatures will dictate the use of carbon based or other 

ceramic materials within the reactor pressure vessel. Qualification of such 

materials will require extensive testing and standardization work. 

A materials survey will be conducted in defining requirements to support a 

Materials Selection and Qualification Program Plan. The program plan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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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 a listing of materials options for each component, a listing of the 

qualification needs for each material identified, a structure and expected 

organizational involvement for executing the materials program, and the 

proposed scope, cost, and schedule to obtain the data, code work, 

manufacturability evaluations, and other information to support final materials 

selections.

   Understanding the physical, chem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change of 

the nuclear graphite of the HTGR core components in service is important for 

the establishment of nuclear graphite technology for HTGR. For this, key 

technologies necessary for the KAERI HTGR project were identified from the 

analysis of the state-of-the-art of advanced nuclear graphite technology 

including the on-going high dose - high temperature irradiation program of 

EC, ORNL(USA), and JAERI (Japan). Collaboration using the output of high 

dose-high temperature irradiation program is being planned. Ion-irradiation 

effects in the IG-110 nuclear graphite were investigated, partly to produce data 

for the IAEA nuclear graphite database membership and partly to enhance our 

capability in understanding the radiation effects in nuclear graphite.

   Based on the thermodynamic evaluation on 36 chemical reactions supporting 

9 thermochemical hydrogen production cycles which was performed in 2002, 

the several applicable cycles for the nuclear hydrogen production are 

recommended and their preliminary experiments have been conducted in the 

current study. The experimental verification has been mainly focused on the 

electrolytic reduction of methanal in the Methane-Methanol-Methanal(3M) 

Cycle, the iodization of methanol in the Methane-Methanol-Iodomethane(MMI) 

Cycle, and the chemical reactivity between aluminium and water to produce 

hydrogen and alumina together.

Ⅳ. Result of Project

 The followings are the summary of works done in this study:

1. In the field of the core neutronic design, we performed the pre-conceptual 

core neutronic design for the 300MWth pebble-bed type core and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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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MWth block type core using VSOP94 HTGR core analysis system. For 

both the reactor types, we calculated the power distribution,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the effective multiplication factor versus burnup curve, the 

neutron fluence at the fuel/reflector interface, and the reactivity temperature 

coefficients from the initial core to the equilibrium core. In order to verify 

the core analysis systems which will be used in the future HTGR design, 

we visited the PSI in Switzerland where the PROTEUS critical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and collected the detail geometrical data and results for all 

the core configurations of the PROTEUS experiments. We developed a 

computer code, HPCD-1A which can automatically produce MCNP models 

simulating the experiments. We also developed a hex-z nodal method based 

on the refined Analytic Function Expansion Nodal (AFEN) method and 

implemented it into the LWR core analysis code, NUREC, in order to extend 

its capability to the analysis of the block type HTGR core.

2. Major results of the system safety and TH area can be summarized as; 1) 

the MARS-GCR code has been developed as a basic code frame for the 

safety and TH analysis of HTGR, 2) the GAMMA code has been developed 

for the air-ingress event analysis of HTGR and 3) the VSOP program has 

been installed for reference analysis

3. In the coated particle fuel fabrication area, technical status and experience 

on the fabrication process were analysed in more detailed manner for the 

kernel fabrication, PyC and SiC coating and fuel assembly fabrication and 

the relevant process flow sheets were suggested. For the irradiation 

experiments, essential facilities and its related experiments were identified. 

Regarding the development of fundamental fabrication technology, formation 

of UO2 spherical particle and its characteristics were studied and from this 

experiment, identified were the important variables and their ranges in the 

sol-gel process for the kernel formation. For the coating technology, the 

ranges of important variables, such as reaction gas flow and pressure and 

sample size, for the formation of the fluidized bed was studied and from 

this study, it was revealed that the gas nozzle and distributor plays a 

critical role for the fluiding behavior. Also, appropriate experimental 

conditions were obtained for both PyC and SiC CVD coating on the zirco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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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les.

4. In the fuel performance analysis area, the performance of the coated fuels in 

German and USA were analyzed and the failure mechanisms of the coated 

fuels were derived to find that there was great difference in the fuel 

reliability depending upon the characteristics of design and manufacturing of 

the fuel kernel, coating and fuel element. Finite element modeling using the 

ABAQUS code was performed for the fracture failure of the coated fuel 

particle which is the primary fuel failure mechanism. Considering that the 

design requirements of the very high temperature gas cooled reactor for 

hydrogen production are more severe than the previous high temperature 

gas cooled reactors  in the fuel temperature, power density and burnup, the 

overall development plans of the coated fuel and the fuel performance 

analysis code which should be based upon the results of the fuel 

performance tests were derived.

5. High temperature materials for the key components of VHTR are reviewed 

in respects of mechanical properties, irradiation behavior, He corrosion and 

microstructure degradation. Cr-Mo and A286 steels are selected for reactor 

pressure vessel, and the Ni-base superalloys such as Hastelloy XR and 

Haynes 230 are for IHX and hot ducts. The control rod sheath is considered 

to use a C/C composite structural materials for VHTR need the good 

mechanical properties at  1000℃ and 4-5 MPa conditions. Selection 

requirements for VHTR materials are basically same as LMR, but structural 

stability and creep properties are more important because of higher 

temperature than LMR.  In order to develop the advanced VHTR materials, 

controlling the minor elements or optimizing the chemical composition are 

applied to the commercial super alloys in points of fabrication and 

weldability. The evaluation of the material performance under He 

environment and neutron flux is the key factors to modify the materials.

6. Establishment of technologies for the evaluation and prediction  of residual 

stress, high temperature properties (thermal, physical, mechanical), defect 

and crack properties, creep and growth properties, and modeling the change 

of these properties in term of dose(time) and temperature appeared as the 

key HTGR nuclear graphite technology. The high temperature (＞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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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high dose ( 15 dpa) irradiation tests are being performed in EC (Petten, 

Netherland) USA (ORNL), and Japan (JAERI) for their HTGR graphite 

technology development.  Results of these program are expected to be 

reported for 2004 - 2005. Incubation dose of about 3 mdpa were confirmed 

from the Young's modulus and hardness measurements on the ion-irradiated 

(2 MeV C
+, 3.1 x 10-5 ~ 9.7 dpa) IG-110 nuclear graphite.

7. Nuclear hydrogen production process(Thermochemical process)

  - As a result of electrochemical reduction experiment to convert methanal 

into methane in the 3M Cycle, the competitive reactions to produce 

methane and methanol were revealed. In order to produce the methane 

mainly, the electrolytic reduction should be conducted above 725 ℃.

  - By analyzing experimental results of the iodization of methanol in the 

MMI Cycle, it was confirmed this reaction was promoted by the 

hydrolysis of iodomethane. Systematic evaluation on its applicability for 

the nuclear hydrogen production is demanded.

  - From an experiment on the Al dissolution, it was found that autothermal 

operation scheme by exothermic heat could be adopted to increase the 

dissolution rate and the high pure hydrogen gas was evolved by this 

chemical reaction. On the other hand, such problem to generate the 

massive environmental risky waste must be overcome in this technology.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The 300MWth pebble-bed type core concept and the 600MWth block type 

core concept developed in this study will serve as the basic core concepts in 

the future study of the domestic HTGR development for the hydrogen 

production. After analyzing and comparing the neutronic performance of both 

the core concepts, we will propose the reactor type which will be built in the 

future in Korea. The VSOP94 based design procedures and methodologies 

developed in this study for both the pebble and block type HTGRs will be 

widely used in the study on HTGRs until our own core analysis code system 

is developed in the future. The collected PROTEUS critical experiment data 

may give a great help in verifying the HTGR core analysis code system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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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 the hez-z nodal method developed in this study facilitates easy 

development of our own core analysis code system for the block type HTGRs.

   The MARS-GCR and GAMMA codes developed by the safety and TH area 

will be used as a basic code frame for the design and safety confirmation of 

the VHTR under development in the Nuclear R&D Program, "Nuclear Hydrgen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study performed related to the coated particle 

fabrication technology and its technical status analysis can be profitably 

utilized for the build-up of the database and basic knowledge for more detailed 

and long-term developmental works in a systematic approach.

Materials data for the major components of VHTR are needed to design 

and construct VHTR reactor but these data are not sufficient in Korea. 

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reactor pressure vessel, IHX, control rod 

sheath and the effect of He environment and irradiation on mechanical and 

microstructure are investigated. These data will be used to select and develope 

the materials of VHTR major components.

   Results of the on-going high dose - high temperature irradiation program 

of EC, ORNL(USA), and JAERI (Japan) need to be employed by the KAERI 

HTGR project during the graphite selection stage and as for a complement for 

the IAEA nuclear graphite database. For this, collaboration plans with those 

institutes are being made. The results of ion-induced radiation damage study 

need to be employed for modeling the neutron-induced damage in nuclear 

graphite. For this, the ion-irradiation study needs to be continued.

    As a result of the preliminary evaluation on the applicabilities of the 

several cycles to nuclear hydrogen production, the MMI Cycle is the most 

probable technology. It is expected that the alternative to SI process will be 

developed by the quantitative basic research and evaluation on the MMI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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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 서론

  1. 수소에 지 개발의 필요성

   수소는 환경 으로 무해하며 재생 가능한 연료이다. 그러나 수소는 채굴 가능한 자원

이 아니고 화석에 지, 태양에 지, 원자력에 지 등의 1차 에 지를 투입하여 가공해야

하는 2차 에 지이다.[1-1]

   재의 주된 1차 에 지원인 석유는 동지역에 편재되어 있으며 고갈되어 가고 있으

므로 안정 인 공 이 어려우며 고갈이 심화되는 장래에는 더욱 공 이 불안정하게 된다. 

한 화석에 지 사용에 따른 오염물질 방출, 이산화탄소 방출 등은 환경오염과 지구온난

화를 래하여  토쿄 로토콜과 같은 국제 정을 통해 화석연료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

다. 한편, 원자력에서는 소량의 연료로도 많은 에 지를 얻을 수 있으므로 원료를 미리 

확보하고 비할 수 있으므로 연료가격이 안정 이다. 이러한 장 은 우리나라나 일본처

럼 1차 에 지의 부분을 수입해야하는 국가에서는 원자력을 국산에 지로 간주할 수 

있게 해 다.

   우리나라의 원자력에 지 이용은 기생산에 한정되어 있으며 충분히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를 수송부분의 연료로 사용하기에는 비효율 이므로 원자력에 지를 수소생

산에 직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에 지 자립도는 더 커질 수 있으며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문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2. 고온가스냉각로의 특징

   고온가스냉각로는 고온에서도 안 한 원자로개념으로 핵분열생성물의 설이 매우 

은 세라믹 피복입자 핵연료, 성자 손실이 고 고온에서도 안정한 고체흑연 감속재, 

성자 손실이 매우 작고 화학 으로 불활성인 헬륨 냉각제를 사용한다. 이러한 개념의 원

자로는 이미 독일의 Juelich 연구소, 미국의 Genaral Atomics 사에서 개발하여 상용운

을 거쳤다.[1-1] 그러나 화석자원 사용에 따른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상되는 2020년 이

후의 에 지 수요에 부응하고 원 의 잠재  험도를 감소시키려는 미국의 

Generation-4 원자로 개발계획[2]에 따라 보다 경제 이고, 안 하도록 개선하고 발 시

킬 필요가 있다. 재 실증된 2 개의 고온가스냉각로 개념인 페블형과 리즘형 핵연료를 

사용하는 고온가스냉각로의 특징을 살펴본다.

   표 1-1에는 표 인 페블형(PBR), 리즘형(PMR) 고온가스로의 재원과 Gen-IV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고온가스냉각로(VHTR)의 라메터가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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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가스냉각로의 운  라메터 비교

라메터 PBR PMR VHTR

노심 출력 250 MWt 600 MWt 600 MWth

노심 입출구온도 412/850 ℃ 491/850 ℃ 640/1000 ℃

노심 입출구 압력 7.8/7.65 MPa 7.07/7.02 MPa

헬륨 냉각재 유량 120 kg/s 320 kg/s 320 kg/s

터빈 입출구 온도 800/373 ℃ 848/511 ℃

터빈 입출구 압력 7.75/1.90 MPa 7.01/2.64 MPa

회복기 고온측 입출구 온도 373/125 ℃ 511/125 ℃

회복기 온측 입출구 온도 104/330 ℃ 105/491 ℃

순 기 출력 110 MWe 286 MWe

순 발  효율 44 % 48 % > 50%

   가. 페블형 가스냉각로 (PBR)

   페블형 가스냉각로에서는 그림 1-1처럼 0.8 mm 직경의 TRISO 연료입자를 6 cm 직

경의 구체안에 넣은 그림 1-2와 같은 형태의 핵연료를 사용한다. 페블의 내경 5 cm 안에

는 TRISO가 흑연 matrix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이 외부는 5 mm 두께의 pyro carbon

으로 피복 하여 내구성을 강화하고 있다.

     

그림 1-1. TRISO 입자

       

그림 1-2. 핵연료 페블

   

   페블연료는 낱개 단 로 장 할 수 있으며 연속재장 방식(MEDUL)과 일회 사용후 

폐기(OTTO)방식이 있다.

   연속재장 방식(MEDUL; Multiple-recirculating feeding system)은 페블을 연속 으로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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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연소도, 손도에 따라 선별한 후 정상 인 연료는 노심에 재 장 하는 방식이다. 신 

연료는 노심의 임계를 유지하기 해 보충한다.  연속재장 방식에서 페블은 력에 의해 

연료가 낙하하고 연료재장 장치에서 기체압력을 이용하여 노심 상부로 이송한다.

   일회사용후폐기방식(OTTO; Once-through-then-out)에서는 노심의 임계를 유지하기 

해서 신 연료를 보충하고 압력용기가 가득 차면 압력용기채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재장 장

치가 없다.   연속재장  는  일회사 용시에 는 출력에 따른  온도보 상외의  추가 인 잉여

반응도가 필요 없으므로 노심 외부에 설치된 제어 만으로도 노심 제어가 가능하다.

   페블형 가스로 에서는 노심의 외곽에 배치된 흑연반사체의 교체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수명기간동안 높은 성자조사와 고온의 향을 견뎌야 한다. 교체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

나, 장래에는 필요시 교체할 수 있는 개념을 상할 수 있다.

   페블형 원자로에서는 연료의 노심 내의 치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단이 없으므로 노심

내 첨두출력분포 등을 측하기 어렵다. 한 연료 추출에 따른 페블의 이동모형도 임의

으로 결정되지 않고 유체역학 으로 결정되므로 실험 인 모형이 필요하게 된다.(그림 1-3)

그림 1-3. Pebble flow 실험 장치

 

나. 리슴형 가스냉각로 (PMR)

    리슴형에서도 페블형과 같은 TRISO 연료입자를 사용한다. 그러나 핵연료 형상은 그림 

1-4처럼 육각기둥모양이다. TRISO 입자를 섞어 13 mm 직경 51 mm 높이의 원기둥모양의 연

료소자를 만든 후 793 mm 높이 360 mm 폭의 육각기둥형태의 핵연료 집합체로 만든다. 육각 

핵연료집합체에는 102 개의 연료공이 있으며 원기둥모양의 연료소자를 10 층 높이로 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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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리즘형 핵연료 (GA 형) 그림 1-5. 리즘형 연료(HTTR)

   그림 1-5는 일본의 HTTR의 핵연료 집합체이며 이 경우에는 핵연료 을 제작한 후 

집합체형태로 조립하 다. 

   리즘형 핵연료를 사용하는 가스냉각로는 노심 앙부와 주변 부에 흑연 반사체 블

록을 설치하기 용이하므로 출력증강에 유리하며 흑연반사체의 성자 피폭량이 많아지면 

교체하여 원자로의 수명을 길게 할 수 있다.

   리즘형에서는 주기  재장 을 하여야 하므로 주기 의 잉여반응도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며 노심에 삽입되는 제어 이 필요하다. 한 재장 시 방사선 가 

높은 흑연 핵연료를 용이하게 취 하기 한 재장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1-3] 그림 1-6

은 핵연료 재장 시 사용하는 연료취 장치이며 그림 1-7은 제어 취 장치이다.



- 5 -

그림 1-6. 연료취 장치 그림 1-7. 제어  취 장치

  다. 고온가스냉각로 (VHTR; Very High Temperature Reactor)

     VHTR은 Gen-IV 개념으로 채택된  출구온도가 900 ℃이상, 1,000 ℃ 정도의 고온

가스원자로 개념이다. 표 1-1에 제시된 라메터는 리즘형의 가스냉각로에 기 한 라

메터이나 Gen-IV에서는 페블형의 가능성도 병행 연구한다.

   VHTR의 목표는 가능한 고온을 발생시킴으로써 에 지변환효율을 증 시키고 열화학

수소  생산의 효율을 높이고, 보다 고온을 요구하는 석탄액화에 활용할 수 있는 등 공정

열의 활용범 를 넓히는 것이다.

   이러한 목 을 해 기존 TRISO 핵연료입자에 사용하는 SiC 피복보다 내구온도가 더 

높은 ZrC 피복을 연구하는 등 각종 원자로재료의 고온화를 개발목표로 한다. 한 기계

 강도가 필요한 제어 에 사용할 탄소섬유복합소재, 가스덕트의 고온합 재료, 공정 

열을 한 간열교환기(IHX; Intermediate Heat Exchanger) 등에 한 개발이 필요하다.

   VHTR  개념은 Gen-IV 개념  안 성과 공정열이용이 가장 뛰어나다.[1-4] 

  라. 고온가스로의 특징

    고온가스로의 핵심요소는 그림 8과 같은 삼 피복핵연료입자이다. 핵분열에 수반하여 발생

하는 핵분열생성물은 핵연료 kernel인 UO2에 포획된다. 그러나 Kr, Xe 등 상당량의 기체성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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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은 UO2 커넬에서 다공성 흑연으로 설된다. 그러나 내부의 焦性(Pyro) 흑연피복은 Se, 

Rb, Cs, Ba 등의 고체성 핵종의 설도 방지한다. 일부 설되는 핵종은 SiC 세라믹피복

과 외곽의 성흑연피복에 의해 차단된다. 최종 으로 TRISO 핵연료에서 설되는 핵종

은 알카리 속인 Ag, Cs의 극히 일부이다. 이러한 방사능의 다 방호 개념은 5 이라고 

간주할 수 있어서 기존 경수로의 UO2 펠렛, 피복 , 압력용기, 격납용기의 4  방호개념

에 응한다고 주장한다.

   TRISO 핵연료의 건 성은 그림 9에 보이는 바와 같이 1,600℃ 까지 보장되며 2,000℃

부터 격히 나빠진다. 연소도에 따라서는 160 GWD/MTU 까지 확인되었으며 750 

GWD/MTU까지도 건 하다는 보고가 있다.[1-5] ZrC 피복을 사용한 경우에는 1,800℃ 

까지 건 성이 보장됨이 확인되었다.

  

그림 1-8. TRISO 핵연료

   고온가스로 삼 피복핵연료는 출구온도가  950～1,000℃이므로 850℃ 이상의 온도가 

필요한 수소생산 등 공정열 이용에 합하다.   견고한 삼 피복핵연료의 사용과 노심의 

출력 도를 3 W/cc 정도로 낮게 노심출력 도로 설계함으로써 보제트기에 의한 충돌 

등의 극한사고에서도 능동 인 노심보호계통이 없이도 핵연료의 손이 없는 원자로를 

건설할 수 있다.[1-3] 열용량이 큰 고체흑연감속재는 열  천이 속도가 느리므로 냉각재상

실사고시에도 비교  큰 흑연의 열 도, 복사 등의 열 달로 최고온도 도달시간이 오래 걸리며 

장기 으로는 자연  열 달기구에 의한 잠열제거가 가능하다. 한 성자흡수단면 이 

극히 은 헬륨냉각재는 감속재 핵반응도궤환효과가 실질 으로 없도록 한다. 헬륨은 단

상기체이며 5.2˚K 이상에서는 어떤 압력조건하에서도 응축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넓은 운

범 를 가지게 되며 응축으로 인한 사고의 가능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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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TRISO의 손 특성

   출력 도와 흑연, 헬륨은 매우 안 한 원자로를 가능하게 하며 압력용기 손시의 

공기, 습기 투입에 의한 흑연의 감손도 격하지 않으므로 극한 사고조건에서도 삼 피복

핵연료의 손은 일어나지 않게 유지되어 매우 높은 안 성을 보인다. 한 극한 사고시

의 환경방사능 출도 매우 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삼 피복핵연료의 다 방호단계와 극한사고조건에서도 극히 낮은 방사능 설은 고압

폐형의 원자로 격납용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사고시의 비상계획구간(EPZ: 

Emergency Planning Zone)도 원자로건물이외에는 설정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장 은 우

리나라처럼 인구 도가 높고 국토가 좁은 국가에서는 매우 큰 장 이며 원 건설을 한 

부지확보에 획기 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한, 좁은 EPZ는 수소생산공장과의 이격거

리도 짧게 하므로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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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0. 고온가스로의 기술 가능성 지도

   단 출력당 경제성이 기존 형 원자력발 소와 유사한 소형의 원자로는 기 건설

비가 다는 장 이 있다. 부지확보가 용이하고, 기 건설비가 낮으므로 투자자의 입장

에서는 기존 형 원 보다 안 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950～1,000℃ 정도의 고온출구온도는 최소 850℃ 이상의 온도가 필요한 수소생산 등 

공정열 이용에도 합하지만 기생산의 열효율을 50 % 정도로 높일 수 있으며 주변 방

출되는 폐기열도 같은 기출력을 생산하는 경수로에 비해 1/2 이하가 되므로 온배수문

제가 어들며 300 MWth 규모의 소형 원자로의 경우에는 바다, 하천 등의 냉각수가 

없는 곳에도 운 이 가능하여 건설부지 선정의 제한이 크게 완화된다. 고온의 고효율 특

성은 열 오염을 이며, 수소연료생산에 따라 이산화탄소 방출과 기오염을 일 수 있

으며, 견고한 삼 피복핵연료는 극한사고에서도 방사능 출이 극히 으므로 환경친화성

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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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GA의 직 사이클방식의 고온가스냉각로 GT-MHR

  

   고온의 헬륨가스와 낮은 방사능 설은 가스터빈에 의한 직 발 을 가능하게 하며 경

수로에 비해 많은 공학계통이 필요 없으므로 그림 1-11과 같이 간단한 구조를 가지는 발

소의 건설이 가능하여 높은 열효율을 유지하고 경제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삼 피복핵연료

의 극히 낮은 방사능 설과 성자 포획단면 이 극히 낮은 헬륨냉각재의 사용, 이에 따는 

간단한 발 소의 구조 등으로 운   보수요원의 방사선 피폭 가능성은 격히 감소한다.

   견고한 삼 피복핵연료를 사용한 흑연소재 핵연료는 사용 후에도 방사능 설이 극히 

고 화학 으로도 안정 이어서 부식되지 않으므로 더 이상 가공 없이 그 로 매립하여

도 된다. 한 성자 단면 이 극히 작은 헬륨냉각재의 사용은 감속재온도궤환효과가 없

으므로 토륨, 루토늄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핵주기의 가능성을 제시

한다. 실제로 AVR과 Fort St. Vrain 원자로에서는 토륨연료를 사용한 경험이 있으며 

General Atomic이 러시아에 건설하려는 GT-MHR에서는 무기  루토늄을 연료로 사용

하기 해 설계되었다. 한 경수로의 평균방출연소도인 40～50GWD/MTU 비해 월등히 

높은 160 GWD/MTU의 고연소도는 잔존 루토늄의 량을 경수로 비 90%까지 이며 

발생하는 우란 악티나이드의 량을 격히 감소시키므로 효율 인 자원의 이용이 가능

하다. 냉각재인 헬륨과 감속재인 흑연의 성자 포획단면 도 극히 작으므로 원자로 폐기

물의 방사화도 매우 다. 이러한 장 은 사용후 핵연료의 직 매립과 함께 폐기물처리비

용을 낮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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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된 우라늄자원의 효율  이용 측면에서 볼 때 고온가스냉각로는 다량의 흑연을 사

용하므로 소듐, 납 등의 속을 감속재로 사용하는 고속증식로에 비해 성자의 에 지스펙

트럼이 연(soft)하게 되므로 U-238의 증식 능력이 나쁘다. 그러나 경수로 혼합연료(MOX)

에서 루토늄함량의 제한요소인 감속재 온도 궤환효과가 없으므로 원자로심의 변화 없이 

U-235 뿐 아니라 Pu-239, U-233 등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한 견고한 삼 피복핵연

료의 사용은 직 처분이 가능한 반면 재처리 비용을 높게 하므로 고온가스로에서 사용한 

연료는 폐기하는 것이 경제 이다. 그러나, 연료선택의 다양성은 경수로에서 추출한 루토

늄을 연료로 사용하거나 향후 70년정도 사용 가능한 U-235보다 80배 이상 가채매장량이 

많은 Th-232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다. 한 재 총발 단가에서 우라늄원료가 차지하는 

비 은 1% 미만이므로 세기 내에는 우라늄자원 증식이 경제성에서 큰 비 을 차지하지

는 않는다. 그러나 장기 인 자원의 효율  이용을 해 안 성이 높은 삼 피복핵연료, 헬

륨냉각재 등은 그 로 채택하면서 핵연료 도를 높이고 속반사체를 사용하여 성자 에

지스펙트럼을 경(hard)하게 만들어 증식능력을 높이려는 고속가스냉각로(GFR: Gas 

Cooled Fast Reactor) 개념도 Gen-IV의 개발 상으로 채택되어 랑스 CEA, 미국 INEL을 

심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많은 기술이 본 과제의 상인 VHTR과 공유될 정이다. 

   삼 피복핵연료는 구조상 핵분열성 물질(U-235)의 도가 낮으므로 소량의 핵연료로 핵임

계를 달성할 수 없으며 특히 흑연 등 성자흡수가 고 감속능력이 뛰어난 감속재가 아니면 

임계가 되지 않는다. 한 견고하고 부식되지 않는 세라믹구조는 내부의 핵분열성 물질을 추출

하기가 어렵다. 한 사용후핵연료는 높은 연소도를 달성하므로 잔존 핵분열성 물질(Pu-239)가 

게 된다. 이러한 특성은 핵확산장벽을 높이며 결과 으로 핵확성 항성이 커진다.

3. 고온가스냉각로 개발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일차에 지는 석유를 비롯하여 부분을 정치 으로 불안정한 동에서 수입하므로 

가격변동에 따라 경제성이 격변한다. 특히 1997년과 같은 경제 기에는 격한 환률 악화로 경제기

반에 미치는 향은 극심하다. 그러나, 원자력은 연료의 부피가 매우 작으므로 장기 인 연료확보가 

가능하다. 따라서, 연료비의 변동요소도 작으므로 생산원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연료확보가 가능하여 

LNG의 경우 60% 가량이 연료비이나 원자력에서는 국내기술이 자립된 성형가공비를 제외하면 1% 

미만의 비 을 가지게 된다.[1-5] 따라서, 원자력은 정치 경제상황의 변화에 안정 인 에 지원이며 

부분의 에 지를 수입해야하는 우리나라의 경제발 에 결정 인 기여를 하고 있다.[1-6]

   고온을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고온가스로는 LNG 분해에 의한 수소생산, 물의 열화

학 분해에 의한 수소생산 등에 용할 수 있다. 생산된 수소는 수소자동차의 연료로 직  사용

하거나 수소함량이 은 질유의 개질, 암모니아 등 화학물질의 생산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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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제트기의 충돌 등의 극한사고, 사용후핵연료 등 폐기물처리비용, 원자로 부지 외부환경으

로의 방사능 출에 의한 외부비용 등을 고려하면 가스냉각원자로의 경제성은 뛰어나게 된

다.[1-2] 안 성과 환경 향의 비용이 증 하는 미래 사회에서는 가스냉각로의 종합 인 경제성

은 부각될 것이다. 한, 고온가스로는 안 성이 매우 높고 부지확보가 용이하므로 인구 도가 

높고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 합하다고 할 수 있다. 한 소형 원자로이며 미래의 청정연료

인 수소생산에 합하고 좁은 EPZ로 에 지생산과 수요처가 일치하게 되므로 NIMBY 상을 

극복할 수 있으며 투자 험도가 으므로 정치와 경제의 집 화를 회피하는 선진 사회에서는 고

온가스로의 건설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4. 고온가스냉각로 개발의 범

   고온가스로의 개발목표는 2030년경의 상용화이다. 이때 원자로가 갖추어야할 덕목으로는 효율

 원료자원이용, 폐기물의 최소화, 환경 향의 최소화, 핵확산 항성(proliferation resistance) 

등을 고려한 지속성 (sustainability), 각종 사고에 한 인 안 성, 신뢰성, 경제성이다.

   고온가스로는 이러한 덕목을 어느 정도 갖춘 것으로 단되며[1-1] 본 연구개발의 방향은 이

러한 덕목의 정량화, 향상  확인이다. 그림 1-10에 보다 상세한 요소를 제시하고 있으며 연구

개발과정에서 각 요소에 한 정량화와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한다.

   핵연료의 형태에 따라 페블형과 리즘형으로 분류되는 고온가스로는 각각 장단 이 있다. 페

블형은 잉여반응도가 으므로 제어 련 사고의 험성이 작으며 출구온도를 높일 수 있는 장

이 있다. 그러나 노심의 압력강하가 리즘형보다 크므로 기출력 효율이 다소 감소한다. 

리즘형은 노심의 앙부에 반사체를 설치하여 출력을 증가시킴으로 경제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노심의 압력강하가 으므로 터빈의 효율이 증가한다. 한 노심 주변의 흑연반사체 블록도 용이

하게 교체할 수 있다. 이러한 장단 은 주목표를 기생산인가 수소생산인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노심출구온도가 높아지면 에 지변환효율이 높아져 유리하다. 그러나, 노심 재료, 개스덕트, 

터빈, 간열교환기 등 모든 원자로재료의 장기간 사용에 따른 건 성, 특히 노심 재료에서는 

성자조사취화 효과 등에 한 정확한 평가와 한계 설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고온화 연구는 핵연

료, 반사체, 계통재료에 해 수행되어야 한다.

   고온가스냉각로는 감속성능이 큰 흑연을 다량으로 사용하므로 환율이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TRISO 연료 도를 높이고 출력 도를 높이면 성자스펙트럼이 경화되므로 환율이 올라가므로 

연료자원을 효율 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연료의 고 화, 출력 도의 증가는 연료 손

율의 증가, 사고 시 자연 복구능력의 상실을 래하지 않는 범 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한 

토륨핵연료의 이용가능성은 풍부한 Th-232 연료의 효율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 12 -

   수명 기간  교체가 어려운 흑연감속재 재료의 성자 취화에 한 평가도 정 하게 

이루어 져야 원자로 수명이 결정되며 경제성 단의 기 이 된다.

   2030년경에 상용화가 이루어지기 해서는 건설비, 운 비, 수소생산비용 등의 항목을 

소형 모듈화와 형 란트의 비교, 수소연료와 탄화물연료의 비교, 운   사고에 따

른 해도와 환경 향에 따른 외 경비의 평가, 폐기물처리비용에 한 평가 등이 수행되

어야하며 우선, 이러한 평가를 한 기본 자료를 확보해야한다. 

   이러한 연구를 해서는 정 한 노심모형 분석도구, 안 해석분석도구, 해도 평가모

형, 경제성평가모형 등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고온가스로의 핵심개념인 견고한 삼 피복핵연료는 내고온 능력, 안 성, 사용후핵연

료 직 처리 등의 기술  핵심요소에 직  향을 미치며 가동 에도 계속 공 해야 하

므로  국산 에 지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해서는 반드시 연구 개발하여야 할 

상이다.

제 2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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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

[1-4] "A Technology Roadmap for Generation IV Nuclear Energy Systems, Technical 

Roadmap Report," (2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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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고온가스로 기술자료 데이터베이스

제 1 . 개요

   여러 연구자가 장기 으로 참여 형 로젝트를 수행하기 해서는 과제 구

성원들 간의 정보교류와 장기간의 문서보 을 한 자료실이 필수 이다. 근년의 

정보기술의 발달로 이러한 기능을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 구 할 수 있게 되었다.

   본과제의 1 차년도 연구에서 원자력연구소내의 서버에 이러한 기능을 구 하

으나[2-1] 2004년도부터 외부기 인 한국에 지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

원 등이 참여하는 “원자력이용 수소생산시스템개발 사업”이 출범하게 됨에 따라 

폭 인 기능 보강이 필요하게 되었다.

   첫째 문제는 원자력연구소내부는 보안시스템(Fire Wall)에 의해 보호되어 외

부 이용자의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서버를 공개망으로 이 하기로 하 다. 이 경

우에는 새로운 보안 조치가 필요하므로, 이용자를 다단계로 수 (level)으로 구분

하여 제공하는 자료를 수 에 따라 근할 수 있도록 하 다.

   둘째 문제는 소 트웨어의 수명에 한 것으로, 외주업체에 의한 소 트웨어

는 그 회사에 의존하므로 장기간 로젝트 기간 내에 회사가 없어 질 우려가 있

어 유지보수가 문제된다. 한편, 유명 소 트웨어에서 개발한 패키지는 소스가 없

을 경우에 마찬가지로 유지보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난 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상에 리 사용되며 소스가 공개된 소 트웨어를 채택하는 것이다. 

근년에 개발된 소스 자체가 공개될 수밖에 없는 PHP 기술을[2-2] 사용하면 소스 

부재로 말미암은 유지보수 난 을 해결할 수 있다.

   본 과제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리 사용되는 웹기반 자게시  소 트웨어인 

ZERO board를[2-3] 채택하여 이용자수 과 유지보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 다.

   ZERO board는 게시 용 소 트웨어로 디자인성과 확장성이 뛰어 나다. 본 

과제에서는 ZERO board가 제공하는 기본 기능을 이용하여 그림 2-1에 보여 주

는 것처럼, 게시 , 자료실, HTGR자료, 수소자료, 그림자료, 과제기획 등의 기능

을 간단히 구 할 수 있었다.

   단지, 논문자료의 데이터베이스는 연구 분야별로 상세히 분류할 필요가 있으

며, 제목, 자, 기 , 록, 첨부 일 등의 구조가 필요하므로 별도의 로그램을 

개발하 다. 논문자료의 근 권한도 ZERO board가 제공하는 회원등 을 그

로 따르는 것이 편리하므로, ZERO board에서 획득한 인증을 그 로 채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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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은 크게 3 단계로 구분하 다. 즉, 일반공개, 과제 미참여자와 참여자이

다. 일반공개 상으로는 기화면, 기안내, 게시 이며, 미참여자는 자료실, 

HTGR자료, 수소자료 등을 볼 수 있다. 과제참여자는 논문자료, 그림자료, 과제

기획을 볼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2-12. 원자력수소 홈페이지

그림 2-13. 논문데이터베이스 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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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 논문데이터베이스 로그램

   논문은 제목, 자, 기 , 문헌, 발간일자, 요약, 본문의 정보를 제공하므로 일

반 게시  로그램으로 다루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별도의 웹 로

그램 SHELF를 작성하여 논문데이터베이스를 구 하 다.

   논문은 외부에 작권이 있을 수 있는 자료를 보 하므로, 근 권한이 필요

하다. 이를 해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이용자의 편의성을 해 일반 게

시 에서 사용하는 제로보드의 이용자와 사용자 수 을 그 로 따르도록 하 다.

   논문데이터베이스는 공분야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이용에 편리하므로, 별도

의 로그램을 작성하여 분류검색과 키워드검색을 병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림 2-3에 보이는 기화면처럼, 화면의 왼쪽에는 분류검색을 한 메뉴가 

비되어 있으며, 오른 쪽에는 검색창과 검색결과목록이 표시된다.

그림 2-14. 논문 데이터베이스 로그램 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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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법

가. 검색

  기화면에서는 최근에 수록된 논문을 표시하도록 하 다. 사용자는 화면 왼쪽

에 비된 2 단계분류에 따라 근하거나, 화면하단에 비된 검색(Search)창에 

원하는 검색어를 입력하여 직  검색할 수 있다.

  검색을 처음할 경우에는 화면하단에 비된 아래 그림과 같은 곳을 이용한다.

                       

그림 2-4. 검색창

 

이 경우에는 논문제목에서 문자열을 검색하게 된다. 를 들어 "shield coat"라고 

입력한 경우에는 제목에 shield와 coat라는 문자열을 가지고 있는 논문을 검색하

여 결과를 보여주게 된다.

그림 2-5. 검색 목록

    제목 검색후 나타나는 목록에서는 보다 유연한 검색을 할 수 있으며, 제목, 

요약, 자, 기 , 문헌명의 조합으로 할 수 있다. 의 경우에는 제목에 "shield"

와 "coat"라는 문자열을 모두 가지고 있거나, 록에 두 문자열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결과를 찾아 다.

나. 논문 확인

  키워드 검색이나 분류검색을 통해 표시된 목록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단  논

문에 한 사항이 그림 2-6처럼 표시된다. 화면의 상단에는 분류(Category)를 표

시하며, 논문번호, 조회수, 등록자, 등록일자 등의 참고사항이 표시된다. 다음에는 

제목, 주 자가 속한 기 , 자명, 인용편의를 한 문헌명, 출간일, 논문형식을 

보여 다. 다음은 논문 문을 내려받거나 화면으로 보기 한 부분이 File로 

비되어 있다. 록부분이 나타난다. 화면의 하단에는 여러개의 기능버튼이 비

되어 있다. "Go Back" 버튼은 의 목록화면으로 가는 기능, "List"는 재의 논

문이 속한 분류의 목록을 보기 한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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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논문 화면

논문정보를 제공한 사용자나 리자를 해서는 추가 인 기능버튼이 나타난다. 

"Delete"는 논문을 삭제하기 한 기능, "Modify"는 각 항목을 수정하는 기능, 

"BIG File"은 2 MB 이상의 큰 일을 등록하기 한 기능, "Arrange"는 분류를 

다시하기 한 기능, “Delegate"는 논문제공자를 변경하여 리기능을 당  등록

자외의 사용자가 리할 수 있도록 권리를 이양하는 기능이다.

2. 분류

   원자력수소생산을 한 기술분야를 2 단계로 분류하 다. 기술분류는 데이터

베이스의 테이블 shelf_division_book에 장되어 있다. 테이블의 내용은 간편하

게 수정할 수 있으며 admin_div.php 로그램을 사용하면 된다. admin_div.php는 

논문데이터베이스 기화면의 하단에 "Re-arrange Division"으로 표시된 곳을 

click하면 연결된다.   표 2-1에는 분류에 사용된 코드번호와 분류내용을 보여

다. 미분류된 경우에는 0 번을 사용하 다. 1 단계 분류코드번호는 100 단

번호를 사용하며, 2 단계는 1 단 번호를 배정하 다. 

표 2-1. 분류

 

코드 설 명 코드 설 명

100 General 800 Graphite

200 Economics 900 Materials

300 Reactor Physics 1000 Mechanical Design

400 Thermal Hydraulics 1100 Hydrogen Production

500 Safety and Licensing 1200 Heat Applciaiton

600 Engineering and Design 1300 Waste

700 Coated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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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2 에는 2 단계 분류를 보여 다. 2 단계분류에서 00으로 끝나는 분류는 

미분류로 간주되며, 코드번호가 지정되지 않은 2 단계분류로 분류된 경우에도 미

분류로 나타난다. 

표 2-2. 2단계분류 

코드 설 명

1 00 General

101 KAERI

102 JAERI

103 INET

104 GA

105 PBMR

106 GIF

107 EU

108 Project

109 Application

110 Hydrogen Economy

200 Economics

201 Economics

202 HTGR

300 Reactor Physics

301 Design Calculation

302 Design Methods

303 Test and Experiments

304 Computer Codes

400 Thermal Hydraulics

401 Simulations

402 Computer Codes

403 Test and Experiments

500 Safety and L icensing

501 Safety Analysis

502 Test and Experiments

503 Licensing

504 Computer Codes

505 Code and Standards

6 00 Engineering and D esign

601 System Configuration

602 Valve and Duct

603 Gas Turbine

604 Heat Exchanger

605 I&C

606 Components

코드 설 명

620 Circulator and Blower

640 Steam Generator

7 00 Coated F uel

701 Fabrication

702 Properties

703 Performance

8 00 Graphite

801 Unirradiated Property

802 Irradiated Property

803 Stress Analysis

804 Acceptance Test

9 00 M aterials

901 Specification

902 Mechanical Property

903 Thermal Property

904 Corrosion Property

950 Ceramics

1 000 M echanical D esign

1001 Structure Analysis

1002 Seismic Analysis

1003 Explosion Impact

1 1 00 Hydrogen Production

1101 IS Process

1102 Thermo Chemical

1103 Electrolysis

1104 SMR

1 200 Heat Application

1 300 W aste



- 19 -

   분류체계는 논문조회화면의 하단의 Arrange 버튼을 러서 재조정할 수 있

다. Arrange 버튼을 르면 나타나는 다음그림과 같은 popup 창에서는 같은 1단

계의 분류내에서 다른 분류로 이동하거나 100 단 의 1 단계분류로 이동할 수 

있다. 이러한 재분류권한은 이 논문의 제공자와 리자에게만 주어진다.

   

그림 2-7. 논문 재분류 화면

제 3 . 논문자료 수집 내용

  재까지 수집한 논문자료는 1,300여건으로 표 2-3과 같다. 부분의 자료는 

인터넷에서 리 통용되는 Adobe PDF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다.

표 2-3. 논문 자료 데이터베이스 내용 

게시  명칭 건수 근 권한 내용

논문자료 1,304 과제참여자
IAEA 회의자료, 국 논문, 각종 학회 

Proceeding 등

그림자료 108 과제참여자 다이어그램. 사진 등

HTGR 자료 81 일반 고온가스로 련 발표자료

수소자료 8 “ 수소 련 발표자료

자료실 34 “ 련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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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노심 핵 설계

제 1 . Pebble형 고온 가스로 노심 개념 개발  비

        핵설계

1. 노심 개념 개발  노심 비 설계

Pebble형 고온 가스로 연구의 출발 으로서 Annular형이 아닌 단순 노형의 

300MWth  노심을 개발하고 기 노심서부터 평형 노심까지의 비 설계 계산

을 수행하 다. 

가. 노심 구조

노심의 주요 사양은 표 3-1, 3-2, 3-3과 그림 3-1에 나타나 있다. 활성 노심 

유효반경은 1.75m, 외부반사체 유효반경은 2.75m, 활성 노심 높이 8.90m이다. 평

형 노심에는 모두 433,300개의 Pebble이 있고 하루에 374개가 주입  방출되며 

각 Pebble은 평균 10회, 총 1160일간 노심에 체류한다. Triso 입자와 연료구의 

설계 사양은 독일의 원자로들과 국의 HTR-10이나 남아공의 PBMR 설계와 같

다. 노심의 연료 장 량은 3,060Kg이고 U235 농축도는 기 노심이 2.65%, 평형 

노심이 9.76%이다. , 방출될 때 평균 연소도는 114,200 MWD/MTU이다. 냉각

재 출구 온도는 1,000℃이고 입구 온도는 490℃이다.

이 활성 노심은 각각 두께 100cm와 270cm인 하부 반사체와 상부 반사체 그

리고 두께 100cm의 반경 방향 외각 반사체로 둘러 싸여 있다. 활성 노심 바깥 

경계로부터 6cm 떨어져 직경 6cm인 비상 제어  8개가 같은 각도 간격으로 배

치되어 있다. , 연료구의 배출구는 하나이다. 하단 앙에 있는 반경 30cm의 

배출구 쪽으로 연료구 흐름을 유도하게끔 활성 노심은 하단에서 80cm 떨어진 지

부터 가운데 쪽으로 좁아진다. 활성 노심 내에서의 연료구 하향 속도는 FZJ의 

실험치를 바탕으로 반경 방향으로 아래가 잘록한 항아리 형태의 5개의 Channel

으로 분할하여 각 Channel 내에서는 상수로 가정하 다.

이 노심은 출력과 노심의 유효 체 에서 미국의 INEEL이 설계한 NGNP와 

같지만 NGNP가 내외부 반사체가 있는 Annular형인 반면 외부 반사체만 있는 

단순형이다. 노심의 평균 출력 도는 3.5W/cc로 완  냉각 능력 상실 사고시에

도 자연 류만으로도 잔열 제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정도로 단된다. 하지만 

Pebble형 단순 노심의 첨두 출력이 매우 높고 출력 분포를 평탄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사고시 최  연료 온도나 수동 잔열 제거 능력

을 평가할 때 체 노심 출력을 낮추어야만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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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300 MWth  Pebble형 고온 가스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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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연료구의 사양

Parameters Value

Fuel element

Volumetric filling fraction

Uranium weight in fuel element (g)

U-235 Enrichment of Initial Core (w/o)

U-235 Enrichment of Equilibrium Core (w/o)

Diameter of the fuel element (cm)

Diameter of fuel zone in the fuel element (cm)

Density of graphite matrix and outer shell (g/cm3)

0.61

7

2.65

9.76

6

5

1.75

Coated particle

Radius of the fuel kernel (cm)

Density of UO2 (g/cm3)

Density of low density PyC (g/cm
3

)

Thickness of low density PyC (cm)

Density of inner high density PyC (g/cm3)

Thickness of inner high density PyC (cm)

Density of SiC (g/cm
3

)

Thickness of SiC (cm)

Density of outer high density PyC (g/cm
3

)

Thickness of outer high density PyC (cm)

0.025

10.4

1.05

0.00095

1.9

0.004

3.18

0.0035

1.9

0.004

표 3-2. 주요 노심 사양

Parameters Value

Reactor thermal power (MWt)

Number of passes to the core

Core equivalent diameter (cm)

Core equivalent height (cm)

Height of the top cavity in the core (cm)

Thickness of the top reflector (cm)

Thickness of the bottom reflector (cm)

Equivalent thickness of the side reflector (cm)

Density of the reflector graphite (g/cm
3

)

300

10

350

890

55

100

270

10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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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평형 노심 특성 인자

Parameters Value

Effective core volume (m3)

Average discharge burnup (MWd/t)

Average power density (W/cm
3

)

Inlet temperature of Helium (℃)

Outlet temperature of Helium (℃)

Average residence time of fuel element (day)

Number of fuel element in the core

85.628

114,200

3.50

490

1,000

1,200

433,300

나. VSOP94를 이용한 노심 비 설계

이 노심에 하여 VSOP94[3-1]로 기 노심에서부터 평형 노심까지 노심 

비 설계 계산을 수행하 다. 연소 계산은 노심이 충분히 평형 상태에 도달하도

록 략 3,000일까지 수행하 다.

이 노심에 한 VSOP94의 주요 구성 요소인 ZUT-DGL, DATA-2, 

BIRGIT, GAM, THERMOS, CITATION  THERMIX 모사는 년도에 수행한 

150MWth  Pebble형 원자로의 모사와 유사하다. 단지, 노심의 반경과 높이가 커

진 것만 고려하 다.

노심의 출력 조정 능력을 고려하여 략 200PCM 정도의 잉여 반응도를 갖

도록 결정된 기 노심의 농축도는 2.62%이고 평형 노심의 농축도는 9.76%이다. 

평형 노심의 농축도가 INEEL의 NGNP의 8.00%보다 다소 높은 것은 내부 반사

체가 없어진 것에 의한 반응도 손실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입구 온도가 490
o

C

일 때 출구 온도를 1,000
o

C로 유지하기 한 He의 유량은 112.50Kg/sec이다. , 

재의 기술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한, 략 체 출력의 약 2.7%가 He의 송풍

에 쓰이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그림 3-2와 3-3은 각각 기 노심과 평형 노심에서의 출력과 핵연료 온도 

분포를 나타낸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0MWth 의 Pebble형 원자로는 

노심의 출력 분포의 왜곡이 심하고 노심의 최  핵연료 온도가 정상 운  제한

치인 1,250
o

C에 근 한다. 이 핵연료 온도가 평균 연소도를 갖는 연료구에 한 

온도이므로 실제 새 연료구에 한 온도는 제한치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생각된

다. Pebble형 원자로가 출력 분포 조  수단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고려

하면 이 문제는 심각하다. 체 출력을 다소 낮춘다고 하여도 출구 온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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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o

C로 유지하는 한 이 문제는 크게 완화되지 않을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향후 핵연료 입자 피복 물질을 개선하는 등 정상 운  핵연료 온도 제한치를 높

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4와 3-5는 기 노심과 평형 노심에 

한 노심 심부의 축방향 온도와 출력 분포를 보여 다. 이 그림에서 He이 

주입되는 노심 상층부는 온도가 낮아서 상 으로 출력이 높고 하층부는 온도

가 높아서 출력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2. 기 노심의 상 출력  핵연료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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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평형 노심의 상 출력  핵연료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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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기 노심의 심부 축방향 상  출력  핵연료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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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평형 노심의 심부 축방향 상  출력  핵연료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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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는 기 노심과 평형 노심의 등온  핵연료 온도 계수이다. 이 온도 

계수 계산에는 평균 온도 변화에 따른 온도 재분포를 고려하지 않았다. 즉, 온도

가 공간에 상 없이 일제히 상수폭 만큼 올랐다고 가정하 다. 뒤에 기술할 

Prism형 고온 가스로에 비해 Pebble형은 등온 계수와 핵연료 온도 계수의 차이

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등온  핵연료 온도 계수

온도계수 (pcm/
o

C)

등온 핵연료

기 노심 -9.70 -4.10

평형 노심 -7.06 -3.60

표 3-5에는 상․하부  외부 반사체의 속  열 성자속과 연간 조사량을 

보 다. 연간 조사량을 계산할 때 1년을 365.25일, Capacity Factor를 0.9로 가정

하 다. 이 자료는 원자로 수명 동안 반사체를 교체해야 하는지를 단하는 데 

필요하다.

표 3-5. 반사체의 연간 성자 조사량

반사체 에 지
성자속

(n/cm2/sec)

연간 조사량

(n/cm2/yr)

상부
0.1MeV 이상 1.746E+13 4.960E+20

1.86eV  이하 7.176E+13 2.038E+21

하부
0.1MeV 이상 1.807E+12 5.132E+19

1.86eV  이하 1.940E+13 5.510E+20

측면
0.1MeV 이상 2.357E+13 6.694E+20

1.86eV  이하 1.474E+14 4.186E+21

환비를 단  시간당 소멸된 Fissile 핵종 입자수와 생성된 핵종의 입자수로 

정의하면 평형 상태 노심의 환비는 0.478로 계산된다.

2.. 신기술 목 가능성 조사

Pebble형 고온 가스로는 CANDU 보다도 더 강화된 연속 재장  략을 채

택하고 있으므로 연속 시간 역에서 평형 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 Pebble내의 연료/흑연 부피비를 최 화하여 최  감속 조건에서 운

하면 물 유입 등 감속에 향을 주는 사고 시에 양의 반응도 주입을 원천 으

로 배제함으로서 과출력 유발을 방지할 수 있다. 연료 내의 연료/흑연 부피비를 

최 화하는 방법은 연료구 내의 Triso 입자의 장  역 부피를 평형 운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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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심에서 최  감속 조건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미 미국 INEEL에서 

련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우리도 향후 Pebble형 노심 연구에서 응용하여야 

할 것이다.

  제 2 . Prism형 고온 가스로 개념 개발  비 핵설계

미국 INEEL이 개발한 NGNP[2]와 같은 노심 사양을 기 로 하여 600MWth

 Prism형 고온 가스로 노심을 개발하고 첫 주기서부터 평형 주기까지의 비 

설계 계산을 수행하 다. 

1. 노심 구조

Prism형 노심 해석에 용하기 하여 경수로용 노심 해석 산 코드를 수

정하고 있지만 지  당장 국내에는 Prism형 노심을 해석할 용 산 코드가 없

다. 본 연구에서는 Pebble형 용 노심 해석 코드인 VSOP94[1]를 활용하 다. 

하지만 지 까지 VSOP94로 Prism형 원자로에 검증한 결과가 거의 없어서 설계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 INEEL에서 개발한 

Prism형 NGNP의 노심 사양을 그 로 채택하여 서로의 비 설계 결과를 비교

함으로서 용 해석 코드가 완성될 때까지 Prism형 연구에 VSOP94를 사용할 

수 있을지를 단하고자 하 다.

출력은 600MWth인 이 노심에는 그림 3-6에서 보는 것처럼 심의 피치가 

36cm이고 높이가 79.3cm인 육각형 핵연료  반사체 블록으로 구성된 11개의 

환(Ring)이 있다. 1번에서 5번까지 환은 내부 반사체 역이고 6번부터 8번까지

는 핵연료 역, 9번 이후는 외부 반사체 역이다. 단지 8번 환 모두가 핵연료 

역은 아니며 그  6개 핵연료 기둥은 외부 반사체이다. 축 방향으로는 10개의 

핵연료 블록 층과 그  아래로 2 개의 상하부 반사체 불록 층으로 구성된 핵연

료 기둥이 있다. 따라서 노심에는 모두 102개의 핵연료 기둥 즉 1,020 개의 핵연

료 블록이 있게 되고 활성 노심의 높이는 793cm가 된다. 핵연료 블록에는 그림 

3-6에서 보는 것처럼 72개의 표  블록, 18개의 비 정지 블록  12개의 기동 

조  블록의 3가지 종류가 있다.

각 핵연료 블록에는 그림 3-7와 3-8에서 보인 바와 같이 직경 1.27cm인 핵

연료공, 1.5875 cm의  냉각재공, 1.27cm의 소 냉각재공, 10.16cm의 제어 공, 

9.525cm의 비 정지  공, 3.7592cm의 블록 취 공  1.27cm의 가연성 흡수공

이 뚫려 있다. 양쪽이 마개로 막힌 연료공에는 직경 1.25cm, 높이 5cm인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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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팩트가 15개 들어 있으므로 노심 내에는 이론 으로 모두 3,105,000 개의 콤

팩트가 있어야 하나 실제로는 연료 고정 장치나 취  장치와 같은 다른 구조물 

때문에 2,919,600 개의 콤팩트가 있다. 연료 콤팩트 내는 표 3-6에서 보인 사양과 

같은 Triso 입자가 첫 주기 노심에는 0.289, 재장  주기 노심에는 0.279의 부피 

비율로 장 되어 있다. 핵연료 농축도는 첫 주기가 10.36% 이고 재장  주기가 

15.50% 이다. 핵연료 커  물질로는 앞서 설명한 Pebble형 비 설계에서는 독

일, 국  남아공 설계와 같이 UO2를 사용하 으나 Prism형 비에서는 

10.5g/cc 도의 UCO를 사용하 다. UCO는 분열에 의한 자유 산소를 만들지 않

으므로 조사 에 일산화탄소를 만들지 않아서 커 의 이동이 거의 없다고 한다.

그림 3-6. 노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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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표  핵연료 블록

그림 3-8. 비 정지  기동 조  핵연료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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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Triso 입자 설계 사양

변수 값

커  물질

커  반경

커  도

Buffer 두께

Buffer 도

내부 PyC층 두께

내부 PyC층 도

SiC 두께

SiC 도

내부 PyC층 두께

내부 PyC층 도

UCO

350 마이크론

10.5 g/cc

100 마이크론

1 g/cc

40 마이크론

1.9 g/cc

35 마이크론

3.2 g/cc

40 마이크론

1.9 g/cc

한 주기에 체의 반 즉 51개의 핵연료 기둥이 새연료로 장 되므로 각 핵

연료 블록은 2 주기 동안 노심에 체류한다. 매 재장  시마다 7번 환의 모든 핵

연료 기둥과 8번 환의 15개의 핵연료 기둥이 새 연료로 교체된다. 이는 내부 반

사체와 인 한 6번 환의 첨두 출력을 이기 함이다. INEEL 계산 결과에 따르

면 이 장  모형이 바둑 식 장  모형 보다 더 낮은 첨두 출력을 다고 한다. 

첨두 출력을 더 이기 한 연료 블록의 축방향 이동은 없다고 가정하 으므로 

모든 기둥은 한꺼번에 다른 기둥 치로 이동한다.

평형 노심의 연료 장 량은 4,536Kg, 주기 길이는 485 출력일, 방출될 때 

평균 연소도는 128,300 MWD/MTU이다. Pebble형과 마찬가지로 냉각재 출구 온

도는 1,000℃이고 입구 온도는 490℃이다.

2. VSOP94 모사

지 까지 우리 연구소에서는 VSOP94를 주로 단순형 Pebble형 원자로 설계

에만 사용해 왔기 때문에 VSOP94를 이용하여 내부 반사체가 있는 Prism을 모

사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먼 , VSOP94는 r-z 구조의 2차원 산 코드로서 육각형 기둥을 취 할 수 

없다. 따라서 Prism형 노심의 각 환을 면 이 같은 도넛 기둥으로 가정할 수밖

에 없다. 이 게 계산된 활성 노심은 내부 유효 반경이 148cm, 외부 유효 반경이 

241cm, 높이가 793cm이다. 내외부 유효 반경 사이에 반경 180.7 cm와 213.4 cm

가 6, 7, 8번 환을 구분하는 경계가 된다. VSOP94 내의 Pebble의 흐름을 취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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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능을 이용하여 환별 핵연료 재장 을 모사하기 하여 각 핵연료 환을 

VSOP94의 한 Channel로, 같은 환 내의 각 핵연료 블록 층을 한 Layer로 취 하

다.  한 Layer 내에는 3 개의 Batch를 두어서 첫 Batch는 신 연료, 두 번째 

Batch는  주기에 7번 환에서 연소하고 재장 된 연료, 세 번째 Batch는 8번 

환에서 연소하고 재장 된 연료를 취 할 수 있도록 하 다. 따라서 노심 내에는 

모두 3개의 Channel과 30 개의 Layer와 90 개의 Batch가 있게 된다.

다행히 VSOP94 내의 세포 계산 도구인 GAM과 THERMOS는 Pebble 형을 

한 구형 좌표뿐만 아니라 Prism 형을 한 원주형 좌표도 취 할 수 있다. 이 

때 구형 Triso 입자에 의한 비균질성도 보정할 수 있다[3-1]. 하지만 GAM, 

THERMOS와 VSOP94의 기하 구조 자료와 수 도 자료를 생산하는 DATA-2 

코드는 UCO 연료를 취 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UCO를 취 할 수 있도록 

코드를 수정하여 사용하 다. 그림 3-9는 원주형 기본 세포의 모양을 보여 다. 

핵연료공의 크기는 실제 크기이고 흑연 역과 He 역은 노심 체의 부피비율

에 따라 결정되었다. 이 때 가연성 흡수공은 따로 취 하지 않고 He으로 차 있

는 것으로 모사하 다. 따라서 가연성 흡수공의 주기말 잔여 반응도 정도만큼 주

기 길이가 길어질 소지가 있다.

연료공

r=0.635cm

흑연 역

r=1.175cm

헬륨 역

r=1.327cm

그림 3-9. 원주형 기본 세포

연료  마개 부분의 콤팩트 미장  역과, 이론과 실제 인 콤팩트 장  수

의 차이는 콤팩트 내의 Triso 입자 장 율에 보정하 다. 흑연 내의 불순물은 일

반 으로 Pebble형 원자로에서 고려하는 것과 같이 흑연 수 도의 0.293배의 가

상 불순물 원소인 Poison in C 원소를 추가함으로서 고려하 다. 등온  등 연

소도로 취 되는 구역인 스펙트럼 역을 잡을 때, Pebble형의 경우 한 스펙트럼 

역 내에 여러 연소도 Batch가 섞여 있도록 정의하나 Prism형의 경우는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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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역의 연소도가 고정되는 장  모형의 특성상 신 연료와 한 번 탄 연료 

Batch를 구분하여 서로 다른 스펙트럼 역되도록 정의하 다.

노심 유체과 온도 분포 계산 코드인 THERMIX는 Prism형을 취 할 수 없

으며 코드의 수정도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Pebble형처럼 활성 노심에 연료구가 

장 되는 형태로 밖에 모사할 수 없다. 이 게 모사하는 경우 He 유량, 압력 강

하 등에 한 계산 결과의 부정확도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연료 온도 계산 결과

는 1,000
o

C 근처에서 50
o

C 정도 낮게 계산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다행히 유체 

계산 결과는 노심 핵계산에 향을 주지 않으며  노심 체 평균으로 20oC에

서 30
o

C 정도의 낮은 온도도 불과 100pcm 정도의 높은 반응도만 유발한다. 이 

정도로는 출력 분포에는 거의 향을 주지 않으며 단지 주기 길이만 몇 일 길어

질 뿐이다. 연소 계산 도  THERMIX 온도 계산은 주기 와 간  주기 말

에서 수행하 다. 그 사이 시간 간격에서의 연소 계산은 바로 앞 THERMIX 계

산 온도를 그 로 사용하 다. THERMIX 계산의 빈도가 연소 계산에 미치는 민

감도 계산 결과, 이 정도의 THERMIX 계산으로도 충분히 연소 계산의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 까지 논의를 종합하여 계산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입력 모사만 생각하

면 VSOP94로 Prism형 노심을 충분히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다

음 에서 보는 것처럼 이 모사 계산의 결과도 INEEL의 계산 결과와 아주 유사

하므로 우리 연구소만의 용 해석 코드가 완성될 때까지 VSOP94를 Prism형 

노심 설계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3. 노심 비 설계

이 게 모사한 노심에 하여 VSOP94로 기 노심에서부터 거의 평형에 도

달하는 제 7주기까지 노심 비 설계 계산을 수행하 다.

그림 3-10은 농축도가 10.36%이고 컴팩트 내의 Triso 입자 장 율이 0.289인 

신연료가 장 되는 기 주기와 농축도가 15.50%이고 Triso 입자 장 율이 0.279

인 신연료가 장 되는 평형 주기의 연소도의 따른 노심의 유효 증배 계수 변화

이다. 유효 증배계수가 거의 1.0이 되는 지 으로 정의한 주기 길이는 략 기 

주기가 460, 평형 주기가 485 유효 출력일(EFPD)이다. 이 결과는 같은 노심 

사양에 해 기 주기와 평형 주기 모두에 해 흑연의 불순물에 따라 최고 

540일, 최  420 유효 출력일인 INEEL의 계산 결과와 잘 일치한다. 연소도에 

따른 유효 증배 계수의 감소 형태도 기 주기와 평형 주기 모두 INEEL의 계산 

결과의 최고 값 곡선과 최  값 곡선의 거의 간에 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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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연소도에 한 유효 증배계수 변화

표 3-7는 기 주기와 평형 주기의 주기 , 주기 간 주기 말에서의 각 환

(Ring)별 축방향 분 상  출력을 보여 다. 반 으로 이 계산 결과도 

INEEL 계산 결과와 잘 일치 한다[3-2]. 평형 주기의 제 7번 환의 출력이 높으므

로 앞으로 장  모형을 더 개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출력 분포도 6

번 환과 8 번 환의 출력이 상 으로 낮아서 내외부 반사체의 성자 조사량을 

여서 반사체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장 은 있다.

표 3-7. 각 환별 상  출력 분포

기 주기 평형 주기

주기 주기 간 주기말 주기 주기 간 주기말

제 6 환 1.126 1.084 1.036 0.938 0.910 0.865

제 7 환 0.951 0.981 1.022 1.084 1.130 1.184

제 8 환 0.944 0.950 0.947 0.968 0.946 0.929

입구 온도가 490
o

C일 때 출구 온도를 1,000
o

C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He의 

유량은 224.5 Kg/sec이다. , 재의 기술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한, 략 체 

출력의 5.6%가 He의 송풍에 쓰이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로 유량 계산을 할 때 노심을 Pebble형 형태로 가정했기 때문에 계산 결과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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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이 값들은 Pebble형의 압력 강하가 Prism형의 압력 강

하보다 높기 때문에 아마도 다소 과장된 값일 것이다.

그림 3-11에서부터 그림 3-16까지에 기 주기와 평형 주기의 주기 , 주기 

간, 주기 말에서의 출력과 핵연료 온도 분포를 나타내었다. 300MWth 의 

Pebble형 원자로와 마찬가지로 모든 경우에 있어서 노심의 최  핵연료 온도가 

정상 운  제한치인 1,250
o

C를 과한다. Pebble형 원자로와는 달리 Prism형은 

가연성 흡수 이나 블록별 재장  설계와 같은 출력 분포 조  수단과 핵연료 

기둥별로 오르피스를 설치하는 등의 He 유량 분포 조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향후 노심의 최  핵연료 온도는 상당히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

만 이 게 최  핵연료 온도를 낮춘다고 하여도 출구 온도를 1,000
o

C로 유지하는 

한 국부 으로 제한치를 넘는 경우는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Pebble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향후 정상 운  핵연료 온도 제한치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7부터 3-22까지는 기 주기와 평형 주기의 주기 , 주기 간 주

기 말에서 핵연료 온도가 가장 높은 내부 반사체와 인 한 곳의 축방향 온도와 

출력 분포를 보여 다. 축방향 핵연료 온도 분포의 경향은 략 INEEL의 계산 

결과와 일치한다. 일반 으로 축방향 출력 분포는 축 방향 Xe 진동과 상당한 연

이 있지만 형태만 가지고 Xe 안정성을 평가할 수는 없다. 향후 이에 한 연

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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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첫 주기 의 상 출력  핵연료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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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첫 주기 간의 상 출력  핵연료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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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첫 주기 말의 상 출력  핵연료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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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첫 주기 말의 상 출력  핵연료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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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평형 주기 간의 상 출력  핵연료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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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평형 주기 말의 상 출력  핵연료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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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첫 주기 의 심부 축방향 상  출력  핵연료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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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첫 주기 간의 심부 축방향 상  출력  핵연료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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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첫 주기 말의 심부 축방향 상  출력  핵연료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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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평형 주기 의 심부 축방향 상  출력  핵연료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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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평형 주기 간의 심부 축방향 상  출력  핵연료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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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평형 주기 말의 심부 축방향 상  출력  핵연료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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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에는 기 주기와 평형 주기의 연소도에 따른 등온  핵연료 온도 

계수의 변화이다. Pebble형과 마찬가지로 이 계산에서도 평균 온도 변화에 따른 

온도 재분포를 고려하지 않았다. 계산 결과는  출력에서 INEEL에서 계산한 등

온 온도 계수인 략 -5pcm/
o

C과 잘 일치한다. 연소도에 따른 등온 온도 계수의 

차이는 주로 핵종 구성비의 차이에 의한 핵연료 온도 계수 변화 때문일 것으

로 단된다.

표 3-8. 등온  핵연료 온도 계수

온도계수 (pcm/oC)

등온 핵연료

기 주기

주기 -4.98 -4.64

주기 간 -5.44 -4.00

주기말 -5.22 -3.54

평형 주기

주기 -5.30 -3.96

주기 간 -5.18 -3.56

주기말 -4.92 -3.16

표 3-9에는 평형 주기에 해 상․하부  외부 반사체에 하여 0.1MeV 

이상의 속 성자와 1.86eV 이하의 열 성자의 주기 평균 최  성자속과 연간 

조사량을 보 다. 이 계산은 확산 계산 임에도 불구하고 몬테 칼로 수송 계산인 

INEEL 계산 결과와 비교할 때 비교  잘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ebble형

과는 달리 Prism형은 수명 도 에 반사체 교체가 비교  용이하다.

표 3-9. 반사체의 연간 성자 조사량

반사체 에 지
성자속

(n/cm2/sec)

연간 조사량

(n/cm2/yr)

상부
0.1MeV 이상 1.856E+13 5.271E+20

1.86eV  이하 8.727E+13 2.479E+21

하부
0.1MeV 이상 1.712E+13 4.863E+20

1.86eV  이하 8.779E+13 2.493E+21

외부
0.1MeV 이상 1.884E+13 5.352E+20

1.86eV  이하 1.113E+14 3.162E+21

내부
0.1MeV 이상 2.112E+13 5.999E+20

1.86eV  이하 1.310E+14 3.721E+21

Fissile 핵종의 소멸율에 한 생성율의 비로 정의 되는 평형 주기의 평균 

환비는 0.421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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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 핵설계 해석 체계 검증을 한 자료 입수  검증

1. PROTEUS 실험 자료 입수  검증

농축 우라늄 핵연료를 사용하여 Pebble형 노심 임계 실험인 PROTEUS 실

험[3-3]을 수행한 스 스의 PSI를 방문하여 체 노심 배열에 한 상세 자료를 

입수하 다.

이 PROTEUS 실험의 여러 가지 노심 배열에 해 편리하게 MCNP로 검증 

계산을 하기 하여 HPCD-1A라는 산 코드를 개발하고 있다. 이 코드의 기본

인 개념은 1) 먼  활성 노심 공간을 같은 간격으로 분리되는 층으로 쪼개어, 

2) 연료 구와 감속재 구를 각각 Universe 1과 2로 정의하고, 3) 여러 가지의 비

슷한 층들을 독립된 Universe로 정의하여 결국 노심을 이 Universe로 채우는 것

이다. 모든 Universe에 있는 Pebble들은 히 Universe 1과 2로 채워진다. 이 

코드에서는 Lattice Option을 이용하지 않는다. 이 코드는 주어진 입력 자료를 검

증할 수 있는 출력 자료 일과 MCNP 입력 일을 생성한다.

이 코드는 Digital Visual FORTRAN Power Station 환경하의 FORTRAN90

을 사용하고 사용자 편의를 하여 GUI (Graphic User Interface) 기능을 쉽게 

강화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각 층의 Pebble들의 x, y, z 좌표들을 생산하여 노

심 내 Pebble 들의 고해상도 다  색상의 3차원 상을 얻기 해 PyMOL 같은 

3차원 상 패키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 다. PyMOL 내의 PDB 일 형태로 

각 층들이 순차 으로 장 되는 3차원 상을 생성한다.

HPCD-1A는 개발하고 있는 단계의 코드이다. 재 층수와 Pebble의 크기  

노심의 높이는 PROTEUS 실험의 노심 구조 1과 같지만 각 층에 몇 개의 

Pebble만을 갖는 가상의 작은 노심 문제에 검증하며 미세 오류를 수정하고 있다. 

향후 완성되면 PROEUS 실험의 모든 노심 구조에 하여 MCNP로 검증할 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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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 Prism형 용 핵설계 체계 개발

1. 서론

경수로용 노심 해석 코드인 NUREC에 육각 기둥형 노드를 취 하는 개량 

해석함수 개 노달 방법(Refined AFEN)[3-4]을 도입하여 Prism형 노심 설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 다.

개량 해석함수 개 노달 방법은 기존의 해석함수 개 노달 방법에서 미지

수로 사용하는 격자  성자속 신, 경계면에서 횡방향으로의 기함수로 가 한 

평균 성자속으로 정의되는 성자속 모멘트를 도입하여 정확도와 계산 시간을 

개선하 다.

, NUREC이 반응행렬법에 기 한 노달 계산 코드임을 감안하여 이식하기

가 편하고 소격격자 재균형 가속법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하여 참고 

도서 [3-4]의 개량 해석함수 개 노달 방법을 노드 평균 성자속과 경계면에서

의 가  부분 성자류를 미지수로 하는 반응행렬 형태로 변환하 다.

효율 인 메모리 사용과 수렴도 향상을 하여 반응 행렬 형태의 노드 간 

연  방정식들은 -청-녹 교차 반복법을 사용하여 푼다. 이 방법은 사각형 노드

에서 쓰 던 -흑 교차 반복법에서 착안한 것으로 총 소요 메모리의 양을 1/3

가량 일 수 있다.

2. Prism형 노심 분석을 한 노달 방법론 개발

가. 노드내 성자속 개

그림 3-23과 같이 완 히 균질화된 3차원 육각기둥 구조의 노드 n에 한 

행렬 함수 형태의 3차원 정상상태 성자 확산 방정식은

−∇2φ̂ (x, y, z ) + Λφ̂ (x, y, z )  = 0 (1)

로 주어진다. 여기서

Λ  =   D−1 (Σ−
χ
keff

νΣf ) (2)

이다.

수식 취 의 편의를 하여 그림 3-23처럼 반경 방향으로 세 종류의 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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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x,y), (u,v), (p,q)를 도입하고 성자 확산 방정식(1)의 해를 다음과 같이 

개한다.

φ̂ (x, y, z ) =  ϕ (x, y ) +  ϕ (u, v ) +  ϕ (p, q ) +  ϕ (z ) + a00 (3)

여기서,

 ϕ (x, y )  =  (a x
10 + a x

11y )Sinh (k x ) +  (a x
00 + a x

01y )Cosh (k x ) (4)

 ϕ (z )  =  a z
10Sinh (k z ) +  a z

00Cosh (k z ) (5)

 k =
√
Λ (6)

이다.

그림 3-23. 육각형 노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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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속 개 (3)에 있는 축방향의 개 함수는 ANM에서와 같은 유도 방

법을 거쳐서 축방향 부분 성자류의 반응 행렬로 변환 된다. 따라서 반경 방향 

개 함수로부터 반응 행렬을 유도하는 과정만 설명한다.

먼  다음과 같이 새로운 계수를 정의하자.

a θ
ij =  

1
3
(a x

ij + a u
ij + a p

ij ) (7)

aij =  
1
3
(2a x

ij − a u
ij − a p

ij ) (8)

a χ
ij  =  

1
3
(a u

ij − a p
ij ),    i = 0, 1,  j = 0, 1 (9)

식 (3)에 있는 계수들을 새로운 계수로 치환하고 이 개를 i=0과 1에 해 

각각 다음과 같은 계수들만 포함하는 총 8 개의 성분으로 분해한다.

 a θ
i0 , ai0,  a

χ
j1 , a χ

i0,  aj1 ,그리고  a θ
j1 , j=1-i (10)

를 들면, 계수  a θ
10만을 포함하는 φθ1 (x, y )  성분은

 φθ1 (x, y ) = 2 Cosh (
k x
2
)− Cosh (

√
3
2

k y ) Sinh (
k x
2
)a θ
10 (11)

이다. 나머지 성분에 한 식의 개도 비슷하기 때문에 지 부터는 이 성분만을 

택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나. 노드간 연  방정식

이제 각 노드에 해당하는 노드 평균 성자속을 정의하자.

φ θ1 =  
8
√
3
9 0

√
3
2

0

−

√
3
3

x+1

  
1
4
(φθ1 (x, y ) + φθ1 (− x, y ) 

                                                                                                                                                         + φθ1 (x,− y ) + φθ1 (− x,− y ))dydx

(12)

x,y 좌표는 정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로 정규화 되어있다고 가정하 다. , 경계

면 성자속을 정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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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 x (x ) =
−
1
2

1
2 φθ1 (x, y )dy

                                =  2Sinh (
k x
2
)(Cosh (

k x
2
)−

4

k
√
3

Sinh (
k
√
3
4

))a θ
10

(13)

φ̂ x1 = φ̂ x (

√
3
2
)  (14)

φ̂ x0 = φ̂ x (−

√
3
2
)  (15)

u,p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정의한다.

이제 이 노드 평균 성자속과 경계면 성자속을 이용하여 새로운 변수를 

하나 정의하자.

ŵ θi =  
1
3
(ŵ xi + ŵ ui + ŵ pi ) (16)

ŵ i =  
1
3
(2ŵ xi − ŵ ui − ŵ pi ) (17)

ŵ χi =  
1
3
(ŵ ui − ŵ pi ) ,   i = 0, 1 (18)

여기서

ŵ x0 =
1
2
(φ̂ x1 + φ̂ x0 )− φ θ1 (19)

ŵ x1 =
1
2
(φ̂ x1− φ̂ x0 ) (20)

이고, u, p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제는 경계면 성자속 모멘트를 정의하자.

ψ̂ x (x ) =
0

1
2 (φθ1 (x, y )− φθ1 (− x, y ) )dy (21)

ψ̂ x1 =  ψ̂ x (

√
3
2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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ψ̂ x0 =  ψ̂ x (−

√
3
2
) (23)

u, p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용하면 된다.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변수 σ를 정의하자.

σ̂ θi =
1
3
(σ̂ xi + σ̂ ui + σ̂ pi ) (24)

σ̂ i =
1
3
(2σ̂ xi − σ̂ ui − σ̂ pi ) (25)

σ̂ χi =
1
3
(σ̂ ui − σ̂ pi ),    i = 0, 1 (26)

여기서

σ̂ x0 =
1
2
(ψ̂ x1 + ψ̂ x0 )  (27)

σ̂ x1 =
1
2
(ψ̂ x1− ψ̂ x0 ) (28)

이다.

다음에는 경계면 성자류와 경계면 성자속의 상  방정식을 유도한다. 우

선 경계면 성자류를 표 해보자.

Ĵ x (x ) =  
∂
∂x

φ̂ x (x )

                                     =  −
4
√
3

Cosh (
k x
2
)Sinh (

k 
√
3
4

) + Cosh (k x )k a θ
10

(29)

Ĵ x1 = Ĵ x (

√
3
2
) (30)

Ĵ x0 = Ĵ x (−

√
3
2
) (31)

u, p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용하면 된다.

이를 이용한 새로운 변수 η  를 정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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η̂ θi =  
1
3
(η̂ xi + η̂ ui + η̂ pi ) (32)

η̂ i =  
1
3
(2η̂ xi − η̂ ui − η̂ pi ) (33)

η̂ χi =  
1
3
(η̂ ui − η̂ pi ),    i = 0, 1 (34)

여기서

η̂ x0 =
1
2
(Ĵ x1 + Ĵ x0 )     (35)

η̂ x1 =
1
2
(Ĵ x1− Ĵ x0 )   (36)

이다.

이번에는 경계면 성자류 모멘트를 정의해보자.

ĵ x (x ) =  
∂
∂x

ψ̂ x (x ) (37)

ĵ x1 = ĵ x (

√
3
2
) (38)

ĵ x0 =− ĵ x (−

√
3
2
) (39)

u, p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용하면 된다.

이를 이용한 새로운 변수 ξ를 정의해보자.

ζ̂ θi =  
1
3
(ζ̂ xi + ζ̂ ui + ζ̂ pi ) (40)

ζ̂ i =  
1
3
(2ζ̂ xi − ζ̂ ui − ζ̂ pi ) (41)

ζ̂ χi =  
1
3
(ζ̂ ui − ζ̂ pi ),    i = 0, 1 (42)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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ζ̂ x0 =  
1
2
(ĵ x1 + ĵ x0 ) (43)

ζ̂ x1 =  
1
2
(ĵ x1− ĵ x0 ) (44)

이다.

이같이  φ θ 1 에 해 의 정의들을 용한 경우 ŵ θi,       η̂ θ1 만이 0이 아닌 값을 

갖게 되고 그는 다음과 같다. 

η̂ θ1 =
8
√
3

x2ρ12− x 22 (− 5 + ρ12 )(1 + ρ12 )
2 + x 42 (1 + ρ12 )

4

(− 1 + x 22 (1 + ρ12 )
2)2

a θ
10 (45)

ŵ θ1 =  
4x2 (1 + ρ12 )(− ρ12 + x 22 (1 + ρ12 )

2)

(− 1 + x 22 (1 + ρ12 )
2)2

a θ
10 (46)

여기서 x2,  ρ12,  ρ22,  ρ32는 단면  행렬과 노드 크기의 함수로 주어지는 상수 행

렬이다. 두 식에서 개 계수를 소거하면,  

η̂ θ1 =  T̂ 
a x
10
ŵ θ1 (47)

이 된다. 여기서

T̂ 
a x
10
 =  

2
√
3

(16 + 27ρ12 + 9ρ
2
12− 3ρ

3
12 + 3x

2
2 (1 + ρ12 )

4 + ρ22 )

(1 + ρ12 )(4 + 6ρ12 + 3ρ
2
12 + ρ22 )

(48)

이다.

다. 반응 행렬식

이번에는 노드의 경계면에서 부분 성자류에 하여 푸는 연 방정식을 유

도해보자. x 방향의 오른쪽 경계면에서 입사 부분 성자류와 입사 부분 성자

류 모멘트를 정의하자.

Px1△=
φx1

4
+

Jx1

2
(49)

px1△ =
ψx1

4
+

jx1
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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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면에서도 입사  출사 부분 성자류와 부분 성자류 모멘트들도 비슷하

게 정의 된다.

여기서 부분 성자류에 한 새로운 변수 γ와 부분 성자류 모멘트에 

한 새로운 변수 λ를 정의하자.

γ̂ θi  =  
1
3
(γ̂ xi + γ̂ ui + γ̂ pi ) (51)

γ̂ i  =  
1
3
(2γ̂ xi − γ̂ ui − γ̂ pi ) (52)

γ̂ χi  =  
1
3
(γ̂ ui − γ̂ pi ),    i = 0, 1,  =△,▽ (53)

여기서

γ̂ x0 =
1
2
(Px1 + Px0 )−

1
4
φ (54)

γ̂ x1 =
1
2
(Px1 − Px0 ) (55)

이다. u, p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용하면 된다. 부분 성자류 모멘트 λ에 

한 정의도 부분 성자류 모멘트에 γ의 경우와 같은 규칙을 용하여 정의할 

수 있다.

이제 w,   σ,    η ,    ξ를 γ나 λ로만 표 할 수 있다.

ŵ x0 =
1
2
(φ̂ x1 + φ̂ x0 )− φ

                     = (P C
x1△+ P C

x1▽ ) + (P C
x0△+ P C

x0▽ )− φ

                     =  2 (γ̂ x0△+ γ̂ x0▽ )

(56)

ŵ x1 =
1
2
(φ̂ x1− φ̂ x0 ) = 2 (γ̂ x1△ + γ̂ x1▽ ) (57)

u, p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용하면 다음을 계산할 수 있다.

η̂ θi =  
1
3
(η̂ xi + η̂ ui + η̂ pi )                =   γ̂ θi△− γ̂ θi▽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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η̂ i =  
1
3
(2η̂ xi − η̂ ui − η̂ pi )           =      γ̂ i△ − γ̂ i▽ (59)

η̂ χi =  
1
3
(η̂ ui − η̂ pi ) =     γ̂ χi△− γ̂ χi▽  ,    i = 0, 1 (60)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성자속 모멘트와 성자류 모멘트에도 용하면,

σ̂ ki△ = 2 (λ̂ ki△+ λ̂ ki▽ ) (61)

ξ̂ ki△ = λ̂ ki△ − λ̂ ki▽                                        ,  (k = x, u, p,  i = 0, 1 ) (62)

로 표 된 계식을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들 계식을 식 (47)와 같은 경계면 성자속과 성자류의 

계식에 입하면 다음 형태와 같은 출사 부분 성자류의 입사 부분 성자류에 

한 반응 행렬식을 얻을 수 있다.

γ̂ ∇ = t11γ̂ △− t12σ̂ △ (63)

λ̂ ∇ = t21γ̂ △− t22σ̂ △ (64)

3. 경수로 노심 해석 코드 NUREC 수정

Prism형 노심 설계에 이용하기 하여 경수로용 노심 해석 코드 NUREC에 

 에서 설명한 육각형 노드용 개량 해석함수 개 노달 방법(Refined 

AFEN)[3-4]을 이식하 다.

그림 3-24는 모듈별 계산의 흐름을 나타내고 표 3-10은 각 모듈의 계산 기

능을 나타낸다. 체 코드는 노드 평균 성자속 균형 방정식과 부분 성자류 

계산을 한 계수를 계산하는 서 루틴과 인 한 노드의 출사 부분 성자류를 

입사 부분 성자류로 택하는 과정, 이 계수를 이용하여 노드 평균 성자속의 

균형 방정식을 푸는 과정, 그리고 입사 부분 성자류로부터 출사부분 성자류

를 계산하는 과정으로 구분된다.  메모리할당 루틴은 기존의 사각형 구조 

NUREC과 같게 체코드 내에서 사용하게 될 충 메모리 용량을 계산하여 실수

형 Working Array와 정수형 Working Array의 크기를 결정하고 각 배열이 사용

하는 첫 번째 치를 인덱스로 만들어 실제 사용되는 서 루틴에 인수로 달하

는 방식인 Container Array를 사용한다.

효율 인 메모리 사용과 수렴도 향상을 하여 이번 코드 작성시 -청-녹 

교차 반복법을 사용하고 있다. 사각형 노드에서 쓰 던 -흑 교차 반복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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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안한 방법으로 입사 부분 성자류에 한 메모리를 체 크기의 2/3를 할당

하고  노드에 한 계산에서는 청, 녹 노드의 입사 부분 성자류가 사용하는 

메모리를 공유하여 사용하도록 하여 입사 부분 성자류에 할당되는 총 메모리

의 양을 1/3가량 일 수 있다.  

다양한 version의 실험이 용이하도록 하기 해 기화 하는 부분의 모듈을 

독립시켜 간편하게 version을 바꿀 수 있도록 하 다.  재 각 모듈의 로그램

이 완료된 상태이고 체 통합 코드의 미세 오류를 수정하고 있다.

INI INIDATA BASICDATA

ASSIGNMENT

RHODATA

COEFF

RBG

PCEQ

PFPM2

INTOOUT

COUNTNODE

OUTTOIN

INIPM

NUMNODE

COUNTRBG

INTERIOR

PFPM

 그림 3-24. Prism형 해석을 한 NUREC의 모듈별 계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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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Prism형 해석을 한 NUREC의 각 서 루틴별 기능

 

서 루틴 기능

INIPM  부분 성자류  평균 성자속 기화

ASSIBNMENT  각 변수들에 필요한 메모리 할당

BASICDATA  기본 인 데이터값 입력

COEFF  성자 확산 계수계산

COUNTNODE  다루어질 노드의 개수를 VERSION별로 계산

INIDATA  기 테이터값 입력

NUMNODE  사용되는 NDED의 총개수 계산

NUMTOINDEX  NODE번호로부터 INDEX 계산

INDEXTONUM  NODE의 INDEX로부터 NODE번호 계산

RHODATA  RHO와 X2의 값 계산

COUNTRBG  -청-녹교차 반복법을 해 필요한 메모리 계산

INTEGIOR  경계노드에 한 경계조건 용  

RBG
 -청-녹교차 반복법을 해 INCOMING 성자류와 모멘트  

계수들에 한 인덱스 갱신

UTIL  VECTOR, MATRIX 간의 각종 연산 툴.

PFPM  2차원 노드평균 성자속  성자속 모멘트 계산

PFPM2  3차원 노드편균 성자속  성자속 모멘트 계산

INTOOUT
 INCOMING 성자류로부터 OUTGOING 성자류  모멘트 

계산

OUTTOIN
  NODE의 OUTGOING 성자류를 INCOMING 값으로 

사용하기 한 인덱스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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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계통안 해석  열수력

제 1  고온가스로 형태별 설계 특성

  고온가스로의 형태는 크게 열 성자를 이용한 고온가스로 (HTGR; High 

Temperature Gas-Cooled Reactor)와 고속 성자를 이용한 고속가스로 (GFR: 

Gas-cooled Fast Reactor)로 구분된다. HTGR의 노형은 노심형태에 따라 독일에

서 개발된 Pebble형의 연료를 사용하는 PBR (Pebble Bed Reactor)와 미국 주도

로 개발된 Block 형의 연료를 사용하는 PMR (Prismatic Fuel Modular Reactor)

로 구분된다. 한, 운 온도에 따라 850 ~ 950°C의 출구온도를 갖는 HTGR과 

1000°C 이상의 출구온도를 갖는 VHTR (Very High Temperature Reactor)로 구

분된다. PMR  PBR 설계는 미국의 NGNP (Next Generation Nuclear Plant)의 

참조노형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VHTR은 Gen-IV 상원 으로 선정되었으며, 

고온의 냉각재 온도를 이용한 50% 이상의 기효율 뿐더러, 수소생산 등 고온 

엔지니어링 분야와 원자력 기술의 목을 목표로 개발될 계획이다. GFR은 

Breed & Burn 등 새로운 노심 개념을 도입한 차세 형 Gen-IV 상원 으로 

고려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구체 인 설계가 제시되고 있지는 않다. 그림 4-1

는 Gen-IV에서 상한 고온가스로의 개발 방향을 보여 다.

R & D
• Fuel particles
• Materials
• He systems technology (850°C)
• Computer codes
• Fuel cycle

R & D
•VHT materials
• IHX for heat process
• ZrCcoated fuel
• I-S cycle H2 production

PMR/PBR
R & D

• Fast neutron fuel
• Fuel cycle processes
• Safety systems

GFR

> 950°C for VHT
heat process

VHTR Improved
sustainability

그림 4-1 Gen-IV의 고온가스로 개발동향

  그림 4-2는 PBR의 개발이력을 보여 다. PBR 노형은 국 INET에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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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th  HTR-10 원자로를 운 하고 있으며, 남아공에서는 400 MWth  발

로를 건설 에 있다. 

그림 4-2 PBR 개발이력

그림 4-3은 PMR 개발이력을 보여 다. PBR 노형은 일본 JAERI에서 30 MWth

 HTTR 원자로를 운 하고 있으며, 미국의 GA사는 600 MWth  원자로설계

를 개발하 다. 

그림 4-3 PMR 개발이력

  고온가스로의  BOP (Balance of Plant) 계통은 력생산 는 수소생산 등 

용 방법에 따라 다른 설계가 용된다. 력생산계통으로 He을 냉각재로 사용한 

직  사이클과 간  사이클 개념이 모두 고려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온조건 

(450 ~ 550°C)에서 50% 이상의 고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 임계 CO2 Brayton 

사이클 설계가 신개념 설계로 제시되었다. 수소생산 등 고온 엔지니어링 분야에

의 용에는 수소생산 계통 등과의 연계계통 설계가 주요 심사항이나, JA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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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steam reforming에 의한 수소생산 방법 외에는 구체 인 연계계통의 설계개

념이 제시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제 2  고온가스로의 계통 안 해석/열수력 해석체계 

        기술조사

  고온가스로의 유동은 근본 으로 가스 단상유동이므로, 기존의 이상유동 해석

체계인 가압경수로 해석 코드의 기본 방정식  단상유동 보존식 만으로 충분히 

모델링이 가능하다. 문제는 고온가스로의 운   과도상태 온도  압력 역에 

하여 코드가 가스특성을 정확히 모의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경수로와는 다른 

역의 유동형태  열 달 형태에서 기존의 경수로 련 모델이 그 용성을 

보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 그리고 Air Ingress 사고 해석을 한 Air 확산 모델 

등의 보유여부 이다. 한, 고온가스로의 경우 노심  원자로 Cavity에서 다차

원 인 열수력 상이 요하므로 다차원 해석능력도 고온가스로 해석 체계에 

매우 요한 요소이다. 특히,  Pebble 형 노심의 경우, 운  재장 에 따른 

Pebble 유동  이와 연계한 3차원 노심 핵특성 해석을 한 다차원 계통 열수

력 해석능력과 3차원 노심특성 코드와의 연계 해석능력이 요구된다. 

  최근의 고온가스로의 계통 안 해석/열수력 해석에는 미국 INEEL의 

ATHENA 코드, 미국 USNRC의 RELAP5 코드와 랑스 CEA의 CATHARE 코

드 등이 용되고 있다. ATHENA 코드는 RELAP5-3D 3차원 계통 코드를 원형

으로 He  임계 CO2 유동의 상세 해석능력을 보강함으로써, 기존의 경수로 

코드를 고온가스로 해석에 확장 용한 코드이다. RELAP5  CATHARE 코드

는 가압경수로 해석을 하여 개발된 코드로서, 1차원 계통열수력 해석능력을 보

유하고 있으며, 고온가스로의 해석은 He 유동을 비응축기체로 모델하여 수행한

다. 이와 같이, 고온가스로의 계통 안 해석/열수력 해석을 하여 미국, 랑스 

등은 기존의 가압경수로 해석용 체계에 He  임계 CO2 등 가스의 특성  

련 열수력 모델을 보강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ATHENA 코드를 제외한 

RELAP5  CATHARE 코드는 다차원 해석능력을 결여하고 있으며, He 특성만

을 비응축기체로 단순 모델링 하므로 해석의 정확성 측면과 다양한 냉각재 유동

에 한 해석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 상기 모든 코드는 고온가

스로의 해석에 기존 경수로의 열수력 모델을 그 로 용하고, Air 확산 모델이 

없으므로 과도상태 해석결과의 신뢰도는 아직도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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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고온가스로의 계통 안 해석/열수력 해석체계 

        개발요건

  고온가스로의 냉각재 Option으로 He 는 임계 CO2가 제안되고 있으며, 

력 환 계통으로 Direct  Indirect Cycle 설계개념이 고려되고 있다. 한, 고온

가스로의 사고 설계기 은 열 도  방사열 달 등에 의한 피동 안 성의 확보 

 공기 주입에 의한 흑연 화재 방지 등이 설계기 으로 용된다. 이에따라, 아

래와 같은 요건을 계통 안 해석/열수력 해석체계의 개발요건으로 선정하 다.

  - He  임계 CO2 가스특성 상세해석 능력: Tripple Point에서 임계 역

    . 열역학  특성

    . 수송 특성

  - 가스유동 열 달 상 해석능력

    . 강제 류

    . 혼합 류

    . 자연 류

    . 방사 열 달

  - 다차원 유동 해석능력 

    . 다차원 유동 기본 방정식

    . Viscous Shear 해석능력

    . 난류 해석능력

  - 다차원 열 도 해석능력

  - Air Ingress 사고시 Air Diffusion 해석능력

    . 가스 혼합 모델

    . 가스 확산 모델

  - Multi-Fluid 계통 해석능력

제 4  고온가스로 계통 안 해석/열수력 해석체계 개발

1. 고온가스로에 한 MARS 코드 용성 검토  비 평가

  제3 에 제시한 계통 안 해석/열수력 해석체계 개발요건을 기 으로, 한국원

자력연구소에서 가압 경수로/ 수로용으로 개발한 MARS 코드의 용성을 검토/

평가하 다. MARS 코드는 과기부의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으로 개발된 다차원 

최  다차원 열수력 계통분석 코드로서, 노심 3차원 동특성 코드  격납용기 열

수력 코드와의 통합 해석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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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S 코드는 RELAP5나 CATHARE 코드와 같이 He 유동을 비응축기체로 

모델링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He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고온가

스로의 계통 해석은 가능하다. 그러나, MARS 코드는 He 가스 특성을 단순 모델

링하며, 임계 CO2 유동에 한 해석능력은 결여하고 있으므로 가스특성의 보

강이 요구된다. 그림 4-4는 다양한 온도 압력조건에 하여 기존의 MARS 비응

축기체 모델을 사용하여 산출된 He 가스의 특성과 미국 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자료를 비교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듯

이 기존의 MARS 코드는 He 가스특성을 최  7.5% 정도로 과 측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MARS 코드의 가스특성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 다. MARS 코드

의 가스특성 개선은 He  임계 CO2를 코드의 주 계통 유체로 정의함으로써 

가능할 것으로 단되며, 이 경우 다양한 Multi-Fluid 계통에 한 해석능력을 

보유할 수 있는 이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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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MARS와 NIST의 He 특성 계산결과 비교

  가스유동의 주요 열수력 상에 한 MARS 코드의 해석능력은 다른 코드들

과 마찬가지로 가압 경수로  수로에 용되는 모델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자료조사 등을 통하여 가스유동에 합한 열 달  압력강하 등 열수력 모델을 

보강하여야 한다. 그러나, MARS 코드의 다차원 열수력 해석  다차원 노심 연

계해석 능력의 보유는 다른 어느 코드 보다 월등하다 할 수 있다. 한, 재 원

자력 연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되고 있는 Viscos Shear  Turbulence 모

델링의 보강은 MARS의 다차원 해석능력을 크게 보강할 수 있을 것이다. Air 

Ingress 사고해석을 하여 요구되는 가스 혼합  가스 확산 모델은 MARS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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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의 개선을 통하여 보강되어야 한다. 

  결론 으로, MARS 코드에 제3 의 코드 개발요건을 보완할 경우, MARS 코

드는 해외의 다른 어느 해석체계보도 월등한 고온가스로의 계통 안 해석/열수

력 해석능력을 제공할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수에서는 MARS 코드의 가스특성 

해석능력 개선과 고온가스로에 용가능한 열 달 모델 개발  검증 연구를 

으로 수행하 으며, 고온가스로 계통해석의 일환으로 고속가스로 잔열제거계

통의 성능 해석을 수행하 다. MARS 코드의 고온가스로 해석을 하여 요구되

는 추가 인 열수력 모델의 개발은 향후 원자력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수행되

어야 할 것이다.

2. MARS-GCR 개발 - 가스특성 해석능력 개선

  가. MARS 상태방정식 개선 - 가스 열역학 특성 해석능력 개선

  고온가스로의 상 냉각재인 He  임계 CO2를 MARS 코드의 주 계통 유

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코드를 개선하 다. MARS 코드는 주 유체의 열역학 특

성을 외부에서 생산된 열역학 특성 Table로부터 읽어, 코드의 열역학 특성 

Memory에 장한다. 이후, 코드의 기본방정식으로부터 산출된 압력, 각상의 내

부에 지  비응축기체의 건도를 변수로 하여 Table을 내삽함으로써, 유체의 열

역학 특성을 산출한다. MARS 코드에서 읽는 열역학 특성 Table은 압력  온

도에 따른 포화상태 특성, 온도와 압력에 따른 단상상태 비체 , 내부에 지, 열

팽창계수, 압축계수, 비열  엔트로피로 구성되어 있다. 

  He  CO2의 열역학  특성 Table 생산을 하여, 최신의 NIST 가스특성 

Routine을 사용하여 STGAS 로그램을 개발하 다. STGAS 로그램은 

MARS 용 He  CO2의 열역학 특성 Table을 생산하며, 한, 각종 열 달 모델

의 평가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 다. STGAS 로그램의 건 성은 NIST

의 결과와 비교 동일한 결과를 산출함을 확인함으로써 검증하 다. 그림 4-5는 

STGAS 로그램을 사용하여 산출한 He  CO2의 열역학  수송 특성을 보여

다. 그림은 He의 경우 고온가스로 운 압력인 80 bar에서, CO2의 경우 임계

 부근인 73.5 bar에서 온도 변화에 따라 특성치의 최 값에 Normalize한 특성

의 변화를 보여 다. 그림에서 보듯이, He 가스의 경우 임계 을 크게 상회하

는 역에서 운 되며, 이 역에서 He 가스의 특성은 온도에 따라 선형 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CO2 가스의 특성은 임계 인 304.1282 °K 

부근에서 매우 격하게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임계 CO2 Brayton Cycle의 

경우 임계  임계  부근에서 운 되므로, 열역학 특성 Table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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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한 특성 변화를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4-5 STGAS를 사용하여 산출한 He  CO2의 열역학  수송특성 

(Normalized to Maximum)

  표 4-1은 STGAS 로그램을 사용하여 생산한 MARS 코드에 용하는 열역

학 특성 Table의 온도  압력 역을 보여 다. 압력  온도 역은 고온가스

로의 다양한 과도 상을 기술할 수 있도록 삼 으로부터 임계 역까지 포

토록 하 으며, 특히 임계  부근에서의 격한 특성 변화를 기술하기 하

여 임계  부근의 간격을 상세하게 나 었다. 열역학 특성 Table의 온도  압

력 역은 사용자가 입력으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필요시 새로운 온도  압력 

역을 사용하여 Table을 재생산할 수 있다.

표 4-1 STGAS를 사용하여 생산한 He  CO2의 열역학 특성표 역

216.59~1640 K1300.5~300 bars80CO2
2.18~2080 K1000.5~220 bars 80He

Temperature Points/RangesPressure Points/Ranges

216.59~1640 K1300.5~300 bars80CO2
2.18~2080 K1000.5~220 bars 80He

Temperature Points/RangesPressure Points/Ranges

  나. 가스 수송특성 해석능력 개선

MARS 코드는 열 도도  성도 등 수송특성을 함수형태의 모델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He  CO2의 수송특성은 아래의 함수 형태로 단상, 이상  임계 

역을 포 하는 최신의 모델을 용하 다. 

   X(,T) =  Xo(T)        +  △eX (,T)        +  △cX (,T)

            (zero-density) +  (excess property) +  (critical enh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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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MARS 코드 개선 - MARS-GCR 버  개발

  He  CO2를 코드 입력으로 주어지는 주 계통 유체로 인식하기 하여, 

MARS 코드의 입력 Processor  열역학 특성 Table을 장하고 기화하는 

Routine을 수정하 다. 열역학 특성 Table의 내삽을 하여 새로운 Subroutine 

들을 개발하여 보강하 으며, MARS 코드의 1차원  3차원 모듈의 열역학 특성 

계산 부분을 새로운 내삽 Subroutine을 사용하도록 수정하 다. 열역학 특성 개

선을 하여 총 36개의 Subroutine을 수정하 으며, 4개의 Subroutine을 새로 개

발하 다. 수송특성 개선을 하여는 총 4개의 Subroutine을 개선하 다. He  

CO2 가스특성 해석능력이 보강된 새 버 을 MARS-GCR로 명명하 다. 

  라. MARS-GCR 코드 검증

  가스특성 해석능력이 보강된 MARS-GCR 코드의 검증을 하여 다양한 조건

에서의 정상상태, 과도상태  Multi-Fluid System에 한 검증해석을 수행하

다. 

정상상태 검증 - 1차원 모듈

  INEEL에서 제안한 1차원 검증문제에 한 MARS-GCR 계산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INEEL의 ATHENA 코드  NIST 결과와 비교하 다. 그림 4-6은 단상 

가스  임계 상태에서의 다양한 온도, 압력조건에서 산출한 He 가스 도와 

CO2 가스의 비열을 비교한다. 그림에서 보듯이 MARS-GCR은 가스의 특성을 정

확히 측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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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단상기체, 임계 유체 정상상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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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EEL에서 제안한 정상상태 포화상태 조건에서 1차원 검증문제에 한 결과

를 그림 4-7에 비교하 다. 그림에서 보듯이 MARS-GCR은 포화상태 조건에서

의 비열을 정확히 산출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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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포화유체 정상상태 검증

과도상태 검증 - 1차원 모듈 

  단상유동 냉각 과도상태와 포화유동 가열 과도상태에 한 INEEL의 1차원 검

증문제에 한 해석을 수행하여 ATHENA 계산결과와 비교하 다. 그림 4-8에

서 보듯이, 냉각 과도상태는 ATHENA 결과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포화유

동 가열 과도상태의 경우 기 과도 기포율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비교  결

과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기 기포율의 차이는 계산된 기상의 과열도 차이

로 분석되나, CO2 유동에서 계면 열 달 모델의 불확실성을 고려시 재 어느 

코드가 정확한지를 논하기에는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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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과도상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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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상태 검증 - 3차원 모듈

MARS-GCR 코드의 3차원 모듈에 한 과도상태 검증을 하여, 그림 4-9에 제

시된 바와 같이 Slab 2차원 유동 개념문제를 개발하여 검증해석을 수행하 다. 2

차원 Slab 유로에서 He, CO2  증기 유동에 하여, 아래와 같은 입구 온도  

유량의 섭동에 따른 온도  유량 분포 해석을 수행하여 해석결과에 한 정성

인 평가를 수행하 다.

Inlet Temperature Perturbation
600 -> 500 -> 600 K

Inlet Temperature Perturbation
600 -> 500 -> 600 K

Inlet Flow Perturbation
1.0 -> 0.0 kg/s

Inlet Flow Perturbation
1.0 -> 0.0 k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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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Slab 유동 개념문제  입구 온도/유량 섭동

그림 4-10은 Slab 내 최종 온도와 유동 분포를 보여 다. 그림에서 보듯이, 온도 

섭동은 입구유속의 크기에 따라 He, 증기, CO2의 순서로 빨리 되며, 유량 섭

동은 유체 도가 작을수록 성력의 향으로 He, 증기, CO2의 순으로 유동이 

감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성 으로 타당하므로, 3차원 모듈의 

해석능력을 입증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Final Temperature Distribution (Inlet Temperature Perturbation)

CO2 (Vin=1.13 m/s) He (Vin=12.49 m/s)Steam (Vin=2.71 m/s)

Final Flow Distribution (Inlet Flow Perturbation)

CO2 (ρ=8.85 kg/m3) He (ρ=0.8 kg/m3)Steam (ρ=3.69 kg/m3)

그림 4-10 최종 온도  유량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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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Multi-Fluid 계통 해석능력

  Multi-Fluid 계통 해석능력에 한 정성  평가를 하여 그림 4-11과 같은 열

교환기 개념문제를 개발하 다. 열교환기의 1차  2차측 계통 유체를 CO2-He, 

CO2-CO2, He-He, He-CO2, Steam-He, Steam-CO2로 선정하여, 입구온도의 섭동

에 따른 최종 정상상태 1차  2차 계통 운 조건을 분석하 다. 열교환기의 

기조건은 1차측 70 bar 750 °K, 2차측 190 bar 750 °K로 기에는 열교환이 이

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1차측 입구온도를 900 °K로 증가시키고 동시에 2차측 

입구온도를 600 K로 감소시켜 계통간 열교환이 이루어지도록 모델링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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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열교환기 개념문제

  그림 4-12는 최종 정상상태에서의 열교환기 1차  2차측 출구 온도 분포를 

보여 다. 그림에서 보듯이, 2차측으로 열 달이 클수록 1차측 온도는 낮아지고, 

1차측 유체의 열용량이 클수록 1차측 온도 감소량이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차측 온도 한, 유체의 열용량이 클수록 온도 증가량이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성 으로 타당한 결과 이므로, 본 분석을 통하여, 

MARS-GCR 코드의 Multi-Fluid 계통에 한 해석능력을 입증하 다 할 수 있

다.

CO2-He CO2-CO2 He-He He-CO2 H2O-He H2O-CO2
600

650

700

750

800

850

 

 

S
ys

te
m

 T
em

pe
ra

tu
re

 (K
)

Primary/Secondary System Fluids

 Primary
 Secondary

Q = HTC AHT ∆TP-S

HTCCO2/HTCHe~1.54 (190 bar)
HTCCO2/HTCHe~1.47 (70 bar)

HTCCO2/HTCSteam~1.20 (70 bar)

Q = ρCpAFlowυ ∆TZ

ρCpCO2/ρCpHe~2.77 (190 bar)
ρCpCO2/ρCpHe~2.58 (70 bar)
ρCpCO2/ρCpSteam~1.21 (70 bar) 

그림 4-12 1차  2차측 출구온도 - 최종 정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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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가스특성 해석능력을 보강한 MARS-GCR 코드를 다차원 고

온가스로 계통해석을 한 기반코드로 개발하 다. MARS-GCR 코드의 검증을 

통하여 코드는 삼 으로부터 임계 상태 역의 가스특성을 정확히 모의하고, 

다양한 과거거동에 한 해석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Multi-Fluid 계통 해석에

의 용성을 입증하 다. 향후, 원자력 연구.개발사업을 통한 가스혼합, 가스확산, 

열 달  다차원 모델, 그리고 Compressor, Turbine 등 계통 모델의 개선은 

MARS-GCR 코드의 고온가스로 해석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3. 고온가스로 열 달 모델 평가

  기존의 MARS-GCR 코드는 가압 경수  수로를 상으로 개발된 코드이므

로, 경수 는 수 유동에 용성이 입증된 열 달 모델을 내재하고 있다. 그러

나, 고온가스로의 경우 기존의 열 달 형태  련 모델의 용 역이 상이하므

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하여, 가스유동에서 열 달 형태  련 모델에 한 평가를 수행하

다. 열 달 형태를 강제 류, 혼합 류  자연 류 역으로 구분하 으며, 각 

열 달 형태를 난류, 층류  과도 열 달 모드로 세분하 다. 각 열 달 모드에

서 기존의 열 달 모델에 한 정량 , 정성  평가를 통하여, 고온가스로 해석

을 한 열 달 모델을 비 선정하 다. 이와 련한 열 달 형태의 정의, 천이

기 , 열 달 모드  모드별 열 달 모델 평가결과 등 세부 연구내용은 첨부된 

한국원자력학회 2003 추계 학술발표회 논문에 상세 기술되어 있으므로, 본 보고

서에는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 기술한다.

  가. MARS-GCR 코드의 열 달 모델 평가

  기존 MARS-GCR 코드의 열 달 모델은 단상  이상 열 달 모델로 구성되

어 있다. 이 , 고온가스로에 해석에 주로 용되는 모델은 단상 열 달 모델이

다. 기존의 MARS-GCR 코드는 난류 강제 류 열 달에 Dittus-Boelter 모델을, 

낮은 Reynolds 수 (Re<10
6

)에 하여는 코드의 수치  안정성을 하여 난류 강

제 류, 층류 강제 류  자연 류 열 달 계수  최 치를 취하도록 단순 모

델링 되어 있다.  

  그러나, 기존의 Dittus-Boelter 모델은 Helium  Air의 열 달을 과 측하며, 

가스유동의 경우 유로의 기하학  형태  벽면 온도효과가 열 달에 지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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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가스유동의 경우 냉각재의 도가 경수  수에 비

하여 매우 낮으므로, 정상상태 조건에서도 Reynolds 수가 상 으로 매우 낮을

뿐더러, 특히 Post-LOCA 조건에서는 Reynolds 수가 10
2

~10
5

으로 열 달 모드는 

자연 류, 혼합 류, 층류 는 난류 강제 류 역에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기

존의 MARS-GCR 코드의 단순화된 열 달 모델로는 고온가스로의 정상  과도

상태시 발생하는 주요 열수력 상을 정확하게 모의할 수 없다. 따라서, 

MARS-GCR을 고온가스로의 해석에 용하기 하여는 열 달 모델의 개선이 

요구된다. 

  나. 고온가스로의 열 달 모델 평가

  낮은 Reynolds 수에서 단상유동 열 달 상은 압력강하에 의한 강제 류  

벽면온도 효과에 따른 자연 류 등 외부  인자와 력효과  부력 등 다양한 

내부  인자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다. 따라서, 과거 다양한 실험 , 이론  연구

가 선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학  복잡성으로 아직도 이 역에서의 종합

이고 실용 인 열 달 모델은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문헌조사  평가를 통하여, 고온가스로에 합한 모델을 선정하 다.

Heat Transfer Regime Map

He Core He Cooler

CO2 Core CO2 Cooler

Heat Transfer Regime Map

He Core He Cooler

CO2 Core CO2 Cooler

그림 4-13 단상유동 수직챈 에서 열 달 형태 모델

  수직 채  단상유동 조건에서의 선정된 열 달 형태를 그림 4-13에 제시하

다. 그림에서 보듯이, 열 달 형태를 강제 류, 혼합 류  자연 류로 구분하

으며, 각 연 달 형태를 층류, 난류, 과도 열 달 모드로 세분하 다. 열 달 형

태의 천이기 으로 강제 류에서 혼합 류로의 천이는 Aicher 모델을, 혼합 류

에서 자연 류로의 천이는 Burmeister 모델을 선정하 다. 각 열 달 형태에서 



- 74 -

층류  난류 열 달 모드로의 천이기 은 정량 인 세부 모델의 부재로 공학  

기 을 용 각 열 달 모드의 천이기 을 설정하 으며, 이는 각 열 달 모델 

평가에서 상세 기술한다. 한, 그림에는, Helium 는 CO2를 냉각재로 사용하는 

고속가스로의 Post-LOCA 잔열제거계통 운  조건에서, 노심  냉각기에서의 

열 달 조건이 강제 류, 혼합 류 역에 존재함을 시하 다.

강제 류 열 달 모델

  강제 류 난류 열 달 모델로 아래의 Modified Dittus-Boelter, Gnielinski  

Olson 모델을 선정하여 다양한 온도, 압력  벽면온도 조건에서의 정량  평가

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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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Gnielinski와 Olson 모델의 용범 는 2,300 < Reynolds 수 < 5x10
6

  

0.5 < Prandtl 수 < 2,000에서 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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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강제 류 난류 열 달 모델의 측능력을 CO2 유동의 다양한 열 달 조

건에서 (계통압력: 1 ~ 190 bar, 계통온도: 800 °K, 벽면온도: 400 ~ 1200 °K, 입

구유속: 5 ~ 15 m/s) 평가하 다. 그림 4-14는 Olson 모델을 기 으로 하여 

Modified Dittus-Boelter 모델과 Gnielinski 모델을 평가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

듯이 벽면효과가 없을 경우, Reynolds 수 2,300 이상에서 상기 3종의 모델은 모

두 유사한 결과를 생산하나, 벽면효과가 있을 경우 Olson 모델의 결과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벽면효과는 가열의 경우 열 달을 하시키며, 

냉각의 경우 열 달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Modified 

Dittus-Boelter 모델의 경우에는 벽면효과 항이 없으므로 기  모델과 큰 차이를 

유발한다. Gnielinski 모델의 경우 벽면효과 항이 상  온도차이로만 기술되므

로, Olson 모델과의 차이는 계통 압력효과를 고려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차이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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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Olson 모델을 기 으로 한 Modified Dittus-Boelter  Gnielinski 

모델의 측능력 평가

  실제 고온가스로 계통의 경우 노심  냉각기에서 냉각재와 벽면온도의 차이

가 크며, 한 다양한 계통 과도거동의 해석을 하여는 역의 계통 온도  압

력조건을 고려할 수 있는 열 달 모델이 요구된다. 따라서, 다양한 계통의 열역

학  조건이 반 된 벽면온도 모델링 능력을 보유한 Olson 모델을 고온가스로의 

난류 강제 류 열 달 모델로 선정하 다.

  강제 류 층류유동의 경우, 이론 으로 유도된 열 달 모델을 선정하 다. 노

심에는 균일 열속조건에서의 층류 열 달 모델인 Nu = 4.364를, 냉각기에는 균

일 벽면온도 조건에 한 모델인 Nu = 3.657을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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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류로부터 난류유동으로의 천이는, Olson 모델의 용범 의 하한치인 

Reynolds수 2,300를 기 으로, 이 이하에서는 층류 열 달 모델을, 이 이상으로부

터 5,000 역에서는 난류 열 달계수와 층류 열 달계수의 내삽치를, 그리고 

5,000 이상에서는 난류모델을 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자연 류 열 달 모델

  자연 류 열 달은 부력에 의한 향이 지배하는 역으로, 아직도 실험 , 이

론  연구에 근거한 열 달 모델의 개선  개발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특히, 층

류에서 난류 자연 류로의 천이기 은 신뢰도 있고 정량 인 기 이 부재한 것

으로 알려져 있다. 

  Churchill과 Chu (1975)는 수직 유동에서의 자연 류 열 달 모델로 아래의 

모델을 제안하 다. 본 모델은 층류  난류 자연 류 등 모든 역에서 열 달 

계수의 측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RELAP5 Team, 1995),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평가 없이 상기 모델을 자연 류 형태에서 층류, 난류  과

도 열 달 역을 포 하는 단일 열수력 모델로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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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류 열 달 모델 

 

  혼합 류 열 달 형태는 강제 류와 자연 류가 혼합되어 열 달이 이루어지

는 형태로, 상학 인 복잡성 뿐더러 실험  Database의 취약성으로, 고온가스

로 해석을 한 열수력 모델 선정이 가장 어려운 분야이다. 

  수직채  유동의 경우, 혼합 류 열 달 특성은 벽면 온도에 의한 부력의 작용

방향이 강제유동 방향과 동방향이냐 혹은 역방향이냐에 따라 향을 받는다. 난

류유동에서 동방향 유동의 경우 벽면가열 효과는 열 달계수를 감소시킨다. 반면

에, 역방향 유동의 경우, 벽면 가열효과는 체 인 열 달계수를 증가시킨다. 이

에 반하여, 층류 혼합 류 열 달에서 동방향 유동 시 벽면 가열효과는 열 달계

수를 증가시킨다. 이와 같이, 수직챈  혼합 류 동방향 유동의 경우, 열 달 계

수는 벽면 온도효과의 증가에 따라, 즉 강제 류에서 자연 류 방향으로 천이됨

에따라, 열 달계수가 감소하 다 다시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열 달 하는 노

심 출력 증가 는 과도 조건에서 유동 불안정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

서, 혼합유동 열 달 모델의 정확한 모의는 고온가스로의 안 성 입증에 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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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혼합유동의 열 달 모델은 Hallman (1961), Jackson (1989) 등, Herbert (1972) 

등에 의하여 상세 모델이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해석체계에의 용을 

하여는 보다 단순화된 모델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래

와 같이 Churchill (1998)이 제안한 단순화된 모델을 비 모델로 선정하 다. 

층류 혼합유동의 경우, 균일 열속조건에서,

6 66
NLFL NuNuNu += , 여기서, NuFL = 4.364

균일 벽면온도 조건에서,

3 33
NLFL NuNuNu += , 여기서, NuFL = 3.657

난류 혼합유동의 경우, 

3 33
NTFT NuNuNu −=

  혼합유동에서 층류로부터 난류유동으로의 천이는 정량화된 천이기 이 없으므

로, 열 달 하 에서 보수 으로 층류  난류 열 달 계수의 최소치를 택

하도록 선정하 다. 본 연구를 통하여 선정된 혼합유동 모델은 수직챈  동방향 

유동에 한 비 모델로서, 향후 실험 Database 등을 이용한 상세평가가 이루

어져 그 용성 여부가 단되어야 할 것이다. 한, 역방향 유동의 모델은 향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향후계획

  본 연구를 통하여 제안된 열 달 모델은 수직챈 에서의 가스유동에 용 가

능할 것으로 평가되나, 향후 실험 Database 등을 통한 상세 평가를 통하여 그 

용성 여부  불확실도가 정량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열 달 형태  난류/

층류 유동으로의 천이기 과 련한 모델, 그리고, 혼합유동에서의 동방향  역

방향 유동에 한 열 달 모델 등은 추가 인 실험 , 이론  연구를 통하여 보

완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고온가스로의 열수력 계통해석을 한 비 열

수력 모델을 선정, 평가하 다. 향후 계획으로, 이들을 MARS-GCR 코드에 보완

하여 실험 결과에 한 평가계산을 수행함으로써 련 모델의 불확실도를 정량

화하고, 과도상태에서 열 달 모드 천이 시의 수치  안정성 등에 한 평가를 

통하여 최종 인 열 달 모델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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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다성분기체 거동분석용 다차원 해석코드 

        GAMMA 개발  검증

1. 서론

  고온가스로에서 상되는 주요 열수력 상을 분석하기 한 도구로서 다성분

기체 거동과 함께 다차원 분석을 할 수 있는 GAMMA (GAs Multicomponent 

Mixture Analysis) 코드를 개발 이다. 비록 고온가스로가 향상된 고유 안 성을 

가지고 고온의 열을 생산할 수 있는 특성으로 미래의 원자력에 지 활용 원자로

로 주목을 받고 있으나, 공기침투사고시 흑연 산화로 인한 핵연료 손상의 잠재  

험성을 가지고 있다. 공기침투사고는 고온가스로에서 해결해야 할 주요 안 성 

문제 의 하나로, GAMMA 코드는 이 사고시의 주요 상 메커니즘을 다루는 

데 을 맞추고 있다. 이를 해서는 기본 보존방정식에 충실히 근거하여 계통 

체를 모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온가스로에서 상되는 부분의 사고 

 과도 상태까지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2. 지배방정식  수치해법

  GAMMA 코드는 분자확산, 흑연 산화나 일산화탄소 연소등의 화학반응, 자연

류  복사에 의한 열 달등의 상에 해 다차원 분석이 가능하며 엄 한 

수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가. 지배방정식  보조 계식

  GAMMA 코드는 1차원 계산 모듈과 3차원 계산 모듈(직각  원통 좌표계)을 

함께 내장하여 일차원 특성이 지배 인 부분과 다차원 특성이 요한 부분을 효

율 으로 구성함으로써 계통 모델링을 쉽게 하고 계산 시간을 상당히 감해 

다. 

1차원 계산 모듈

질량 보존식

ϕ
∂ρ
∂t

+
1
A

∂
∂z

( ρVA )= ϕ∑
s
R s

운동량 보존식

1
ϕ

∂V
∂t

+
V

ϕ 2
∂V
∂z

=-
1
ρ

∂P
∂z

- f| V |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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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 보존식 (평형 다공매질 모델)

∂
∂t

[ ϕρH+( 1-ϕ)( ρC ) pT ]+
1
A

∂
∂z

( ρHVA )=-ϕ∑
s
Δ hof sR s+h( Tw-T )

                        +
1
A

∂
∂z ( λ effA ∂T

∂z )- 1
A

∂
∂z ( ϕ ∑

m

s=1
HsJ sA )

화학종 보존식 (N2, O2, CO, CO2, H2O)

ϕ
∂
∂t

( ρYs )+
1
A

∂
∂z

( ρYsVA )=-
1
A

∂
∂z

( ϕJ sA )+ϕRs

He에대해서는Ym=1- ∑
m- 1

s=1
Ys

상태방정식

ρ=
P

RT ( ∑
m

s=1

Ys
W s )

- 1

1차원 열 도 방정식

( ρC )w
∂Tw
∂t

=
1
ξ

∂
∂r ( ξλw

∂Tw
∂r )+q '''   (평 , 원통, 구)

3차원 계산 모듈

질량 보존식

ϕ
∂ρ
∂t

+∇⋅( ρv )= 0

운동량 보존식

ρ( 1
ϕ

∂v
∂t

+
1

ϕ
2 v⋅∇ v)=-∇P+

1
ϕ

∇⋅( μ∇ v )-
μ
K
v-

CFρ

K
| v |v+ρg

에 지 보존식 (비평형 다공매질 모델)

ϕ
∂
∂t

( ρH )+∇⋅( ρvH )=-ϕ∑
s
Δ hof sR s+h sf( Tp-T )+∇⋅( λ f eff∇T )-∇⋅( ϕ ∑

m

s=1
HsJ s )

화학종 보존식 (N2, O2, CO, CO2, H2O)

ϕ
∂
∂t

( ρYs )+∇⋅( ρvY s )=-∇⋅( ϕ J s )+ϕ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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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에대해서는Ym=1- ∑
m- 1

s=1
Ys

열 도 방정식 (pebble bed  solid)

[ ( 1-ϕ)ρ pC p ]
∂Tp
∂t

=∇⋅( λ s eff∇T )+ q
'''
-h sf( Tp-T )

확산-회체 공동에서의 복사 열 달

q ''k= ( ∑
M

j≠k
F kj )ε kC k T k

4
-ε kC k∑

M

j≠k
F kjJ j

  

나. 수치해법

  지배방정식들은 semi-implicit time scheme과 비엇갈림 격자 유한 차분법을 사

용하고 있다. 방정식의 비선형성은 Newton 기법에 의해 선형화하여 수렴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 반복계산을 수행한다. 총 10개의 수 방정식을 그 로 계산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 이므로 GAMMA 에서는 ICE(Implicit Continuous Eulerian) 

매트릭스 감소 기법을 이용하여 10N×10N 매트릭스를 N×N 매트릭스로 여 계

산한다. 매트릭스를 푸는 데는 직  해법  반복 해법이 선택사양으로 제공된

다. semi-implicit time scheme과 donor-cell interface scheme을 사용하는 

GAMMA에서는 수치  안정성을 보장하기 해 time step 제어를 수행하여 유

체 달 시간 제한치를 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략 인 계산 흐름도는 그림 

4-15에 도시하 고, 수치 해석기법에 한 세부내용은 코드 수치기법 매뉴얼에 

기술하 다.

  GAMMA 코드는 C 로그램 언어로 작성되었고, 특히 코드 구조는 C 언어 구

조체를 사용하여 블록 단 (즉, 1-D 블록, 2-D 블록, 3-D 블록)로 제어된다. 이

러한 특성은 각 블록간의 연결을 용이하게 하여 Multi-block 그리드 기법을 가능

하게 해 다. GAMMA 코드에서는 1-D, 2-D, 3-D 블록들을 자유롭게 연결하여 

분석하고자하는 시스템이나 계통을 구성할 수 있다.

3. 보조 모델  상 식

  흑연 산화를 포함한 화학 반응  다공매질(porous media)에 해서 다양한 

상 식  모델들이 GAMMA 코드에 내장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과 아울러 단

상기체  혼합기체의 물성치의 계산 방법등에 한 세부 사항은 코드 이론 매

뉴얼에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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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input data
Initialize

physical models, 
variables  at old time

iteration variables  = old variables

derivatives & matrix elements
7x7 matrix solver (G-J)

pressure matrix elements
NxN matrix solver (Gauss' eli.)

Perror <     
No

iteration
update

new time update

No

time >= endtime

End

No

time step
reduction

 Perror <     
iter < max iter

Program

iP, T , Y , , Hρ

i i s jiP     T , Y , Vδ δ δ δ→

i i s iP , T ,  Yδ δ δ

time step check

new time advance

convergence 
fails

convergence 
fails

Yes

Yes

ε

ε

Yes

그림 4-15 GAMMA 코드의 계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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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드 검증

가. Inverse U-shaped Tube 실험

   이 실험은 역 U-자형의 단순화된 장치를 이용하여 공기침투사고시의 1단계 

거동을 모의하기 한 것으로 일차원  특성이 지배 이어서 코드 검증의 기  

단계로서 유용하다. 불활성 기체인 질소와 공기를 사용하여 흑연산화를 고려한 

두 종류의 실험이 수행되었으며 모든 실험 조건은 표 4-2에 기술되어 있다. 이들 

실험에 해 GAMMA 코드는 시간에 따른 국부 화학종 농도변화를 10%내에서 

측하 다. 그림 4-16은 실험장치에 한 GAMMA 분석 모델과 측된 자연

류 개시 시 을 보여 다. 흑연이 설치된 가열부의 온도가 높을 수록 흑연산화에

서 생성되는 무거운 기체가 많아져 부력이 커지고, 이로 인해 자연 류 개시 시

이 단축된다. 질소를 사용한 실험에 해서는 3%, 공기를 사용한 실험에 해

서는 6.5% 편차 범 에서 실험 결과를 측하 다. 

표 4-2 역 U자형 튜  실험장치에서 수행된 시험종류

N2-filled condition Air-filled condition

Run No.
heated pipe temperature 

(C)
Run No.

heated pipe temperature 

(C)

NS1 379.7 AS1 569.1

NS2 462.8 AS2 661.8

NS3 555.3 AS3 767.7

NS4 659.4 AS4 715.4

NS5 758.0 AS5 618.1

NS6 707.4 AS6 466.2

NS7 618.9 AS7 376.6

NS8 508.7 AS8 523.5

NS9 425.2 AS9 423.8

NS10a 367.3 AS10 16.3

- AS12 811.0

Note: a. This case has different temperature distribution pattern from other 

tests.

b. No data given for the isothermal test AS11 (14.6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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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역 U자형 실험장치에 한 GAMMA 분석 모델과 온도에 따른 

자연 류 개시 시 의 계산 결과

나. HTTR-simulated Air Ingress 실험

  HTTR simulator는 일본의 30MW HTTR을 상으로 공기침투 상을 악하

기 한 모의 실험장치이다. 그림 4-17은 HTTR 모의 실험장치와 GAMMA 코

드의 해석 모델로서, 특히 온측 환형유로에서의 국부 자연순환유동이 분자확산

에 큰 향을 주므로 2-D 모델이 필요하다. 이러한 국부 유동은 온측을 통해 

공기를 상부 역으로 빠르게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여 흑연 의 하부와 상부 모

두에서 산화반응이 일어난다. 이로 인해 CO나 CO2의 생성이 많아지므로 자연

류 개시 시 을 단축시키게 된다. FLOWGR 코드 결과와의 비교를 해 표 4-3

의 시험들 에서 A70에 한 계산을 수행하여 실험 자료  FLOWGR 결과와 

비교하 다. 그림 4-18에서 FLOWGR과 GAMMA 모두 비슷한 자연 류 개시 

시 을 측하나 화학종 몰농도의 변화 추이는 GAMMA 결과가 실험에 가깝다. 

FLOWGR은 1차원코드로 환형유로에서의 국부유동을 다루지 못하며 이를 보정

하기 해 분자확산계수에 1보다 큰 상수를 곱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자연 류 

개시 시 을 약 1.5일 늦게 측하는 이유로는 고온측에서 온측으로의 기체 

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림 4-18의 CO2 계산결과를 보면, 흑연산화로 생성된 

CO2가 고온 넘에 갇 서 온측으로 이동하지 못하므로 실험보다 크게 측

한다. 기체의 경우 어느 정도의 수는 자연 으로 발생하므로 수 유로를 고려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림 4-19는 수유로(블록 #13)를 고려한 계산 결과로 매

우 작은 수면 (1.5×10-5m2)을 사용하 음에도 자연 류 개시 시 이 1일 이상 

단축되었다. 다른 시험에 한 계산에서도 동일한 수유로 면 을 사용하여 실

험과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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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HTTR 모의 실험장치의 개략도와 GAMMA 분석 모델

표 4-3 HTTR 모의 실험장치에서 수행된 시험종류

Equal Temperature condition Non-equal Temperature condition

Run

Number

Central and peripheral 

Graphite temperature (C)

Run

Number

Central and peripheral 

Graphite temperature (C)

A40 405.4 (108.8/20.3)
a

B1090 994.1, 907.7 (214.4/25.0)

A60 607.8 (159.3/28.0) B8575 847.8, 765.6 (180.9/26.6)

A70 708.2 (181.2/26.4) B7060 697.6, 613.2 (136.3/15.2)

A75 756.9 (193.2/29.5) B7060b 697.6, 619.2 (142.7/27.7)

A80 806.7 (195.9/29.6) B4030 396.3, 329.6 (90.0/27.8)

A85 857.7 (220.5/37.2)

A90 908.0 (225.4/33.2)

A95 955.7 (247.0/44.6)

A100 1002.7 (247.7/46.1)

A105 1045.7 (270.1/53.6)

Note: a. Core barrel and pressure vessel wall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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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A70 시험에 한 계산결과: 혼합기체 도, 산소와 이산화탄소 그리고 

일산화 탄소의 몰농도 변화

그림 4-19 수유로를 고려한 A70시험에 한 계산결과: 혼합기체 도와 

산소의 몰농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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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ANA-1 Afterheat Self-removal 실험

  SANA-1 자연 류 열제거 실험은 페블(pebble)형 고온가스로에서 원자로 정지

후의 잔열을 자연 류와 복사 열 달만으로 제거시 노심내의 온도분포 거동을 

악하기 한 것으로 IAEA benchmark 문제로 제시되어 있다. 표 4-4에 기술

된 모든 실험 조건에 한 검증계산을 수행하 고 표 인 경우만을 기술하고

자 한다. 그림 4-20은 하부 역만 페블로 채워진 SANA-1 실험장치에 한 

GAMMA 분석모델로 상부 넘에서의 복사 열 달 표면은 확산-회체로 가정

된다. 그림 4-21의 균일 가열의 경우에 한 분석결과에서 헬륨을 사용한 경우에 

비해 페블 층간의 온도차가 질소를 사용한 경우에서 큰데, 이는 질소의 비열이 

헬륨보다 크기 때문이다. 비 칭 가열에 한 그림 4-22의 GAMMA 측결과는 

benchmark 계산에 참여한 해석코드들과 거의 같은 정확도를 보여 다. 그림 

4-23의 상부 기체 넘을 가지는 경우는 실험 경우들 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TRIO-EF 코드보다 다소 나은 측결과를 보여 다. 체로 

헬륨이 사용된 경우에 측 편차가 큰 것은 Zehner/Bauer/Schünder 모델에 의해 

계산되는 유효 열 도도가 실험값보다 작기 때문이다.

표 4-4 SANA-1 실험장치에서 수행된 시험종류

Configurations

Pebble 

diameter 

(mm)

Heating tube/pebble 

bed geometry
Gas

Heating 

power (kW)

(1) 60 long heating element N2, He 10, 30

(2) 60
short heating element 

at the top
N2, He 20

(3) 60
short heating element 

at the bottom
N2, He 20

(4) 60

short heating element 

at the bottom with gas 

plenum above the 

pebble bed

N2, He 20

(5) 30 long heating element N2, He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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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SANA-1 실험장치  GAMMA의 2-D 분석 모델: Configuration (5) 

with a gas plenum above a pebble 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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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Pebble bed내 온도 분포에 한 계산 결과: long heating element, 

10kW heating power, 6cm peb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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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Pebble bed내 온도 분포에 한 계산 결과: short heating element at 

the bottom, 20kW heating power, 6cm peb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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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Pebble bed내 온도 분포에 한 계산 결과: short heating element at 

the bottom and gas plenum above, 20kW heating power, 6cm peb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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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NACOK 자연순환 실험

  독일 NACOK 실험은 페블형 가스로에 한 공기침투사고시의 2단계 거동을 

모의하기 한 것으로 직경 6cm 페블로 채워진 시험부를 장착하고 있다. 수행된 

실험은 4 가지로 표 4-5에 기술하 으며 그림 4-24는 NACOK 실험장치에 한 

GAMMA 모델을 보여 다. 실제 상되는 유동 특성이 일차원이므로 일차원 모

델로도 충분하나 3차원 계산능력을 병행할 목 으로 페블 시험부(블록 #4와 #5)

를 3차원으로 모사하 다. 실험에서는 공기나 혹은 공기-헬륨 혼합 기체로 채워

진 상태에서 온 을 일정 온도로 유지하고 페블 시험부의 온도를 50
o

C씩 증분

시켜 가면서 기체 유량을 측정하 다. 그림 4-25는 GAMMA 코드의 계산 결과

로서 분석시 균일온도 분포를 가정하 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특히 packed bed에 한 마찰계수 상 식의 유형보다는 고온 시험부와 

온 사이에 설치된 상부 수평 에서의 온도 조건이 계산결과의 정확성에 민감

하게 향을 을 확인하 다. 

표 4-5 NACOK 실험장치에서 수행된 시험종류

Fluids
Return Cold Pipe 

Temperature, Tr (oC)

Experimental Channel 

Temperature, Te (oC)

air

200

400

600

800

250-1000

450-1000

650-1000

850-1000

20%He-air
200

400

250-800

450-850

40%He-air
200

400

250-800

450-850



- 90 -

#1 (10)

#6 (16)

#8 (10)

#2 (16)

#3
(7)

Air

Air

#5
(5x5x8)

#7
(73)

Bottom
reflector

Experimental 
Channel

pebble section
Te

Coaxial pipe

#4
(5x5x25)

Return
cold pipe

T
r

Experimental 
Channel

bare section

그림 4-24 NACOK 실험장치에 한 GAMMA 분석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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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 공기 자연순환 유량에 한 계산결과  마찰계수 상 식에 한 

민감도 분석: air-filled (좌) and air-He mixture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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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다성분기체 거동을 해 작성된 다차원 열수력 분석코드인 GAMMA의 검증을 

한 다양한 계산을 수행하 다. 검증 계산은 크게 분자 확산과 자연순환 그리고 

화학 반응이 공존하는 공기침투사고에 한 실험과 노심 열수력 특성을 변하

는 다공매질에서의 자연 류 실험 두 가지에 해 수행되었다. GAMMA에 의한 

분석결과는 상당히 작은 편차범 내에서 실험결과들을 측하 으며, 공기침투사

고 모의실험에서는 일본의 FLOWGR 코드보다 나은 계산능력을 보이고 다공매

질에서의 자연 류 열제거 실험에서는 독일과 국 그리고 랑스의 분석 코드

들과 거의 같은 수 의 측 능력을 보 다. 

6. 향후 연구 수행 내용

  재 GAMMA 버 에서 Multi-block 그리드 기법은 고체 역에 해서 이미 

완료하 고, 유체 역에 해서는 운동량 방정식을 수정하는 부분만 남겨둔 상태

이다. 한 재 GAMMA 버 은 유체 역에 한 과도상태 계산에 주안 을 

두고 개발되어, 정상상태 계산이나 정상(quasi-steady) 상태 계산에서는 유체 

이동 시간에 의한 시간증분 크기의 제한으로 계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다. 따라

서 유체 역에 해서는 정상상태를 가정한 방정식을 사용하고, 열 도에 해서

만 과도상태 계산을 수행하는 정상상태 계산루틴을 추가할 계획이다. 최종 단

계에 가서는 재 부분 으로만 되어있는 부품 모델 ( 동특성, 밸 , 터빈  압

축기, 열교환기, 제어기)을 추가  보완할 계획이다. 

제 6  VSOP 로그램 설치 

1. 개요

 

독일의 Jülich 연구소는 고온가스로의 핵 , 열수력  안 해석을 하여 VSOP 

(Very Superior Old Program) 체계를 개발하 다. 본 연구에서는 OECD Data 

Bank를 통하여 입수한 VSOP 체계의 94년도 버 을 연구소의 PC (Personal 

Computer) 산환경에 맞도록 환하여 설치하 다. 본 VSOP 체계는 재 고온

가스로의 해석을 하여 연구소에서 개발 인 MARS-GCR  GAMMA 코드

의 검증  보조 해석 등에 사용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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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OP ('94) 로그램은 아래 와 같은 여러 개의 산 로그램이 서로 연결된 

형태를 가진 코드로 가스로의 life-history  일정 기간에 한 in-depth  계산

을 수행할 수 있다.  

1.1 Neutron Cross-Section Libraries and Processing Routines

1.2 Repeated Neutron Spectrum Evaluation

1.3 2-D Diffusion Calculation with Depletion and Shut-Down Features

1.4 In-Core and Out-of-Pile Fuel Management

1.5 Fuel Cycle Cost Analysis

1.6 Thermal Hydraulics (고온가스로에 국한되어 있음)

VSOP ('94)는 수십년에 걸쳐 개발된 체계로서, 원자력연구소에 공 된 VSOP는 

Workstaion용 버 으로 Fotran 77 언어로 로그래  되어있다. 이에 본 설치에

서는 Workstation 용 로그램을 PC 환경으로 환하고 이때 WorkStation의 

Fortran '77을 PC의 Visual Fortran (Fotran 90)로 환하 다.  설치 후 검증은 

Jülich 연구소에서 제공한 OTTO 100MW  고온 가스로 냉각재 상실사고 해석 

script를 PC 용 batch 일로 환하여 두개의 결과를 비교 검토 함으로써 수행

하 다. 

2. VSOP 산 체계

VSOP 체계는 약 60,000 라인의 포트란 코딩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약 17 Mbyte

의 장공간을 차지한다. VSOP의 각 로그램이 수행하는 기능  주요 

Library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Nuclear Data

핵  자료는 GAM-I 코드의 요구에 따라 epi-thermal group은 68개의  group 

structure으로 구성되어 있고 thermal group은 THERMOS에 맞게 30개의 group

으로 구성되어 있다.  Library set 는 ENDF-IV, ENDF-V  JEF-I로 되어 있

다. Graphite scattering matrices 는 graphite에서의 Young phonon spectrum 에 

기 한다.

ZUT-DGL

Resonance 역의 resolved  unresolved resonance의 cross-section을 계산하

는 기능을 하며 J.J. Schmidt 와 ENDF-IV,-V 자료에 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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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2

기하학  설계 입력을 토 로 핵연료 입력자료를 비한다. 

BIRGIT

원자로의 2차원 기하학  설계를 비하며 실험을 통하여 얻은 노심내 구형 핵

연료 사이로의 냉각재 flow pattern을 입력으로 요구한다. 한 2D-Diffusion 계

산을 한 mesh pattern을 생성하며 macroscopic cross-section pattern 과 성

자속 pattern 간의 transformation을 제공한다.  열수력 계산에 해서도 유사한 

transformation을 제공한다.  

TRIGIT

원자로의 3차원 기하학  설계를 비한다.

GAM-I  THERMOS

Spectrum 계산을 spectrum zone 개수의 제한 없이 수행한다. 

CITATION

2차원 는 3차원 Diffusion 계산을 수행한다. 

FEVER

Burn-up 계산을 burn-up batch 개수의 제한 없이 수행한다.  여러가지의 

burn-up chain이 이용가능하며 기본으로 45개까지의 fission product가 포함되어 

있다.

THERMIX

열수력 계산을 수행하며 수행  계산한 핵연료  감속재 온도는 노심 핵계산에 

feedback 된다.

KPD

Fuel management 의 각 단계에서의 핵주기 원가 계산을 'present worth 

method'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도입한 VSOP('94).zip 일에는 Fortran 77로 작성한 VAX 컴퓨터용 Fortran 

source, 1개의 VSOP 매뉴얼 일, 1개의 Information-File,  cross-section 

library, sample input 등 총  60여개의 압축 일 이 수록되어 있다.  본 설치에

서는 information-file의 내용을 참조하여 각 routine을 기능별로 분류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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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의 Visual Fortran 90에 맞게 재-compile하여 VSOP 체계를 재구성하 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총 10개의 Fotran workspace 화일을 작성하 으며 따라

서 총 10개의 실행화일을 생산하 다..

1.7 vsop.dsw vsop.exe

1.8 atlasmain.dsw atlasmain.exe

1.9 life.dsw life.exe

1.10 priormain.dsw priormain.exe

1.11 birgit.dsw birgit.exe

1.12 congam.dsw congam.exe

1.13 contherma.dsw contherma.exe

1.14 data2.dsw data2.exe

1.15 trigit.dsw trigit.exe

1.16 zut.dsw zut.exe

3. 설치 검증

설치한 VSOP 체계를 검증하기 하여 sample 입력으로 제공된 100 MW  

PBMR 원자로인 OTTO 원자로의 "Loss of Coolant Accident Analysis"를 수행

하 다.  본 사고해석을 수행하기 한 PC 용 Batch File은 VAX용 script file을 

수정 생산하 다.  Sample  계산은 총 12개의 상호 연결된 계산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계산단계에서는 이  단계의 계산결과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상호 

연결성 때문에 sample LOCA계산은 VSOP가 제 로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하는데 매우 이상 인 계산이 되었다.  

주요 검증계산 결과는 그림 4-26, 27, 28에 제시하 다.  그림 4-26은 LOCA시 

decay heat 계산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그림 4-27은 핵연료의 최 온도, 그림 

4-28은 핵연료의 표면온도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VSOP-KAERI는 본 연구에서 

설치한 VSOP버 을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나타내며, VSOP-JULICH는 

VSOP 도입 시 입수한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듯이 연구소에 설치한 

VSOP는 Jülich 연구소의 VAX 에서 수행한 계산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

다. 이로써, VSOP 의 PC로의 설치가 성공 으로 수행되었음을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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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6  VSOP decay heat 계산 결과 비교

(Loss of coolant Accident, OTTO 100 MW PB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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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  VSOP 핵연료 최고온도 계산 결과 비교

(Loss of coolant Accident, OTTO 100 MW PB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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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8  VSOP 핵연료 표면온도 계산 결과 비교

(Loss of coolant Accident, OTTO 100 MW PB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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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고온가스로용 피복입자 핵연료

제 1   피복입자 핵연료 제조

1. 서론

   본 과제의 시작년도인 2002년에는 기본 으로 련 기술의 범 한 황분

석이 수행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기술 개발의 타당성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

는 부분 인 기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를 크게 분하면, 1) 피복입자 핵연료 제

조  성능과 련된 선진국의 기술개발 실 , 경험  황을 조사, 분석하고 

이에 따라, 본 과제를 보다 , 장기 으로 수행하여야 할 경우 추진 략이나 방

향을 모색하는 한편, 기술개발 시 확보되어야 할 요소기술을 도출하고자 하 으

며, 2) 요소기술이라고 단되는 연료핵의 제조기술, 피복기술에 한 기  지식

을 습득하기 하여 실험실 규모의 기 실험을 수행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

의 타당성  가능성 여부를 단하고자 하 다. 이를 하여 일부실험의 경우 

선진국의 실험방법을 모사하 으며, 한편으로는 국내기술의 경험을 살려 보다 독

창 인 기술을 목하고자 하 다.

   구체 인 내용으로, 련기술의 황조사  분석에서는 sol-gel 방법을 이용

한 연료핵 제조기술, 화학증착법(chemical vapor deposition: CVD)에 의한 열분

해탄소(pyrolytic carbon: PyC)  탄화규소(silicon carbide: SiC)층의 피복

(coating)기술, 노형에 따라, 그 형상을 달리하는 핵연료체, 즉 pebble 형 혹은 

prismatic 노심을 한 핵연료체의 제조기술을 이해하고, 이들이 갖는 기술요소

항목에 하여 분석하 다. 한, 이러한 기술들을 개발하기 하여 선진국에서 

수행된 다양한 실험  이들의 결과들을 분석하 다. 한편, 이 게 개발된 핵연

료들이 원자로에서 사용되기까지 수행된 일련의 핵연료 조사시험과 그 결과로 

찰된 피복입자핵연료의 여러 노내 거동도 분석되었다.

   실험에 의한 기 연구 수행에서는 sol-gel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산업기

술에서 응용되고 있는 방법의 하나로, 직  UO2 분말 slurry를 이용하여 구형입

자를 제조하는 기술을 시도하 다. 한, 피복실험을 한 장치를 개발하 으며, 

소형의 구형입자가 유동층을 형성되는 조건을 악하기 하여 zirconia 입자를 

이용한 모사실험이 수행되었다.

   당해년도에는 1차 년도에 조사, 분석되었던 련기술의 황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고 구체 인 자료로 보완하 으며, 기 실험의 경우에는 UO2 분말 slurry

를 이용한 직  구형화 방법이 아닌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sol-gel 방법에 

의한 연료핵 입자 제조를 실험을 통하여 그 가능성을 연구하 다. 한, 1차년도

에 수행된 소형의 구형입자가 유동층을 형성되는 조건을 악하기 한 모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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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은 보다 세 하게 기체 노즐의 보완  설계변경을 통하여 계속 실험이 수행

되었다. 

2. 피복입자핵연료 기술 황조사  분석

   1차년도에 수행되었던 피복입자 핵연료 련 황조사  분석을 지속 으로 

수행하여 연료핵제조  피복공정, 집합체 제조 련 공정을 요약하여 공정흐름도

를 제시하고자 하 다. 한, 조사시험과 련하여 선진국의 조사시험 수행에 있

어서 피복입자 핵연료 조사를 하여 필수 인 조사시험시설과 이에 련된 시

험내용을 조사, 본 과제가 앞으로 수행해야 할 조사시험 련 설비와 시설 등에 

하여 심층분석하 다.

가. 피복입자 핵연료 제조 공정기술 황

1) 연료 형태

고온가스로(HTGR; High Temperature Gas Cooled Reactor)에 사용되는 연

료 요소는 그림 5-1과 같이 구상(ball 혹은 pebble) 핵연료, multi-hole-block 핵

연료  pin-in-block 핵연료의 3 형태가 있다.[5-1] 

구상 핵연료의 구조는 직경이 60 mm로 흑연 matrix내 직경 50 mm의 부분

에 피복입자를 분산시킨 것이다. Multi-hole-block 핵연료는 육각주 흑연블럭의 

축 방향으로 뚫린 구멍에 직경 12.5 mm, 길이 50 mm의 핵연료 펠렛을 삽입시

키는 것이며, pin-in-block 핵연료는 육각주 흑연블럭에 외경 26 mm, 내경 10 

mm, 길이 39 mm의 핵연료 compact (annular type)가 들어 있는 흑연

(graphite sleeve)을 삽입하는 구조이다. 이 두 핵연료의 차이는 multi-hole-block 

핵연료에서는 1 블럭당 132 개의 핵연료 펠렛 구멍과 66 개의 냉각가스 구멍이 

별도로 있는 반면에 pin-in-block 핵연료에서는 흑연블럭에 31 개 는 33 개의 

흑연 용 구멍이 있으며 냉각가스가 삽입된 핵연료 과 구멍 사이를 흐르도록 

되어 있다. 한 제조공정에 있어서도 그림 5-2와 같이 차이가 있다. 

2) 고온가스로 핵연료의 제조공정

고온가스로 핵연료의 제조공정은 그림 5-2의 제조 공정흐름도에서 보는 바

와 같이 크게 compact 형태 연료와 ball 형태 연료로 나 며, 연료체의 경우 (1) 

연료핵 제조공정, (2) 피복공정, (3) 핵연료 compact가공 공정  (4) 연료체 가

공 공정으로 나  수 있다. 연료체 가공 공정은 흑연 block  sleeve의 가공, 그

리고 연료체의 조립으로 되어 있다.[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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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피복입자 핵연료 요소의 종류

(a) ball 형태  (b) multi-hole block 형태  (c) pin-in block 형태

가) 연료핵(kernel) 제조공정

연료핵으로는 우라늄(U), 토륨(Th), 는 루토늄(Pu)의 이산화물 는 탄

화물이 사용된다. 연료핵의 제조방법에는 건식법과 습식법이 있으며, 일반 으로 

습식법이 건식법에 비해 높은 생산성, 좋은 구형모양, 균일한 입자크기  화학

 조성을 갖는 핵을 제조할 수 있어 최근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5-1,2,3]

습식법은 소  말하는 졸-겔법(sol-gel process)으로, 유기용매로 denitriding

하여 겔화하는 졸-겔법과 암모니아로 겔화하는 겔침 법의 2 종류가 있다. 졸-

겔법은 1960년  에 미국에서 고 도 ThO2 핵연료를 제조하기 해 개발된 

방법이다.[5-4] 겔침 법은 암모니아로 겔화시키는 방법으로 외부겔화법(external 

gelation)과 내부겔화법(internal gelation)이 있다.[5-5] 외부겔화법은 출발용액으

로는 UO2(NO3)2, Methocel 90HG(cellulose유도체), 4-HF(Tetra- hydrofurfuryl 

alcohol)와 HNO3 등을 사용한다. 내부겔화법도 외부겔화법과 마찬가지로 암모니

아로 uranyl nitrate을 겔화시키나, 이 방법은 다음 식과 같이 용액방울에 이미 

첨가되어 있는 Hexamethylentetramine(HMTA)의 가수분해로 생기는 암모니아

가 겔화를 진행시킨다.

(CH 2 ) 6N 4＋10H 2O→4NH 4OH＋6H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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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의 표 인 것은 H-process로 uranyl nitrate에 HMTA와 함께 요소

(urea)를 첨가하여 UO2
+2

 이온을 착이온화하여 안정화시킨 다음, 이 용액방울을 

약 90℃로 가열된 parafin oil 에 떨어뜨리면 겔화가 진행된다.[5-6]

미국 General Atomics사의 연료핵 제조 경우를 실례로 들면, Gel supported 

precipitate (GSP)방법이 UCO 연료핵 제조를 해 이용되었다. 이 방법은 액

의 도를 조 하기 해 polymer가 사용된다. 사용되는 polymer는 한 탄소열 

환원반응시 UO3를 UO2로 환원하는 환원제 역할도 하며 동시에 ammonia와의 반

응으로 pH가 변함으로써 polymer 매질 내에 침 (precipitation)되게 된다. 이들 

연료핵 제조의 기본공정은 다음과 같다.

(1) Broth preparation

  UCO 제조를 한 첫 단계로 UO3를 질산에 용해시켜 uranyl nitrate(UNH) 용

액을 만든다. UO3는 다른 우라늄 산화물과는 달리 질산에 잘 용해되고, 부산물

을 발생하지 않아 많이 이용된다.

UO 3 ＋ 2HNO 3 ＋ 5H 2O → UO 2(NO 3 ) 2⋅6H 2O

이때 Uranium-to-nitrates의 몰비가 1/1.8이 되도록 조정하여 acid deficient 용

액을 만들어야 한다. 이 UNH에 다시 tetrahydrofuryfuryl alcohol (THFA, 

C4H7O-CH2OH)를 넣고 혼합한 후, 다시 polyvinyl alcohol (PVA)이 물에 분산된 

수용액에 넣어 broth를 제조한다. 여기서 THFA는 broth의 구형화를 진시켜 

주고, 성학  거동이 안정되게 해주는 첨가제이며, PVA는 broth의 도를 조

해 주는 첨가제로 구형의 액 이 생기도록 해 주며, 형성된 기의 겔 미세구

가 안정되게 해 다.

(2) Drop formation

Broth를 drop generator(vibrator)에 넣어 액 의 미세구(microsphere)를 제

조한다. 이 게 제조된 액 은 drop-forming column를 통과하는 동안 원형으로 

되며 NH3가스 분 기를 통과하면서 부분 으로 겔화된 상태에서 NH3용액에 떨

어져 완 히 겔화되어 용기의 하부에 모이게 된다. 암모니아 가스층을 통과하는 

동안 액 의 표면은 암모니아 가스에 노출되어 ammonium nitrate (NH4NO3)염

을 생성하므로써 broth의 PVA가 precipitation되도록 한다. 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응은 액  내부로 진행되어 완 한 겔 입자를 형성하게 된다.

(3) Washing

제조된 겔 미세구는 water column에서 탈이온수로 세척하는데 과잉의 암모

니아, THFA, nitrates를 세척하게 된다. 그리고는 다시 IPA wash column에서 

isopropyl alcohol로 세척한 후 건조기로 옮겨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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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rying and Calcining

세척한 미세 겔구는 잔류하는 물과 알콜을 제거하기 해 건조기에 넣고 뜨

거운 불활성(N2)가스를 불어 주어 건조시킨다. 이 과정 동안에 겔 미소구의 체

이 약 40%가 어든다. 이 게 건조한 건조 겔은 PVA 매질에 Ammonium 

Diuranate (ADU)결정이 분산된 것으로 PVA의 열분해 제거를 해,  UO3의 

UO2 환원을 해 약 700℃에서 열처리한다.

(UO 3⋅xNH 3⋅yH 2O ＋ PVA) → UO 3 ＋ rC ＋ NH 3 ＋ H 2O

이 때 열분해는 2단계로 일어나는데, 첫 단계에서는 탈수와 휘발성물질의 열분

해, 두 번째 단계에서는 carbon과 휘발성 hydrocarbon의 열분해이다. 따라서 화

학 으로 결합된 물과 암모니아가 빠져 나가고 CO방출에 따라 UO3가 UO2로 환

원된다.

(5) Sintering

고 도의 UCO 연료핵을 얻기 해서는 UO2와 C로 된 calcined 미세구를 2

상의 UO2와 UC2 혼합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소결과정은 크게 2단계로 

진행된다. 첫 번째로 불활성 분 기  1000～1600℃에서 UO2를 환원시키고,

UO 2 ＋ 0.6C → 0.8UO 2 ＋ 0.2UC ＋ 0.4CO

그 다음 단계로 CO분 기 1800℃에서 UCxOy를 UC2로 환시키는 것이다.

UC ＋ 
1
2
CO → 

1
4
UO 2 ＋ 

3
4
UC 2

따라서, 체 소결반응은 다음과 같이 된다.

0.8UO 2 ＋ 0.2UC ＋ 0.1CO → 0.85UO 2 ＋ 0.15UC 2

(6) Tabling

연료핵의 형태가 원형인 것과 아닌 것을 분리하기 해서 약간 기울어진 

table에 진동을 가해 원형의 연료핵은 table 아래쪽으로, 원형이 아닌 것은 으

로 분리, 선별되게 하여 최종 으로 완성된 연료핵을 얻게 된다.

나) 피복층 제조공정

연료핵에의 피복은 유동상(fluidized bed)이라 불리는 증착로에서 화학증착

(chemical vapor deposition, CVD) 방법으로 행해진다. 유동상의 원리는 나팔상

의 흑연반응 에 연료핵 혹은 피복도 의 입자를 장입하여 고온으로 가열된 반

응 의 하부 nozzle로부터 입자유동 가스(Ar)  분해가스(아세틸 , 로필 , 

methyltrichlorosilane＋수소 등)를 함께 불어넣어 분해가스를 열분해시켜 분리된 

탄소, 실리콘 원자를 유동하고 있는 연료핵 표면에 증착시키는 것이다.[5-7,8,9] 

이때 생성되는 피복층의 구조 즉, 도, 결정입자의 배향 등은 원료가스의 종류



- 105 -

와 분압, 유동층의 온도, 연료핵의 양과 크기 등에 향을 받는다. 피복공정에 

한 차는 다음과 같다.

(1) Buffer 피복층

버퍼층은 앞서 말한 것 같이 CVD 방법으로 1435～1565℃에서 아세틸 의 

열분해로 코 된다. 열분해시의 조건은 코 반응 부 의 온도에도 향을 미친

다. 아르곤 가스는 코 과정  carrier gas이며 질소는 탄화물 연료핵과 반응하

여 질화물을 형성하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여기서 버퍼층의 기공율과 두께는 

요한 코 층 특성으로서 기공율은 반응온도, 코 속도, 반응 표면 , 입자크기, 

가스 유속과 조성 등에 의해 조 된다.

(2) IPyC 피복층

고 도, 등축정의 PyC층이 버퍼층 에 코 된다. 이 층은 고 도층이어서 

다음 공정인 SiC 코 에서 연료핵이 HCl에 부식당하는 것을 방지해 다. 통상 

1280℃에서 로필 의 열분해로 코 하나 아세틸 과 로필  혼합가스를 사

용하기도 한다. 피복층의 이방성  진원도는 코 속도와 온도에 의해 향을 받

으며, 최 의 등방성 조직은 코 속도가 빠를 때,  반응온도가 높을 때 얻어진

다. 고 도를 원할 경우는 반응온도를 낮추면 되는데 이때는 이방성조직이 얻어

진다.

(3) SiC 피복층

핵분열 생성물질의 확산 차폐막인 SiC 피복층은 연소동안 발생되는 핵분열 

생성물질들에 의한 내부압력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지녀야 한다. SiC 

피복층에 있어 리해야 할 요한 특성은 두께, 강도, 도, 결정립 크기  방

(Orientation), 결정상(Crystal phase)  표면형상 등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특

성들을 고려할 때, 알려진 최 의 공정조건으로는 1572℃의 반응온도에서 비교  

느린 코 속도로(<0.4 ㎛/min)로 피복하는 것이다.

(4) OPyC 피복층

OPyC 피복층은 외부로 부터 SiC층을 보호하고, 동시에 핵분열 생성물질의 

확산을 방지한다. 이 피복층의 가장 요한 특성은 결정학  등방성으로 완 한 

등방성이라야 SiC 피복층에 균일한 압축력을 가할 수 있다. 이 층은 한 연소

에 구조  건 성을 유지해야 하며 기공율도 낮아야 한다. 통상 아세틸 과 

로필  혼합가스로 코 하며 이는 코 시 발열  흡열반응을 히 조 하여 

코 온도의 변화를 작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 compact 연료  ball 연료 제조공정

일본의 High Temperature Engineering Test Reactor (HTTR)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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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ar High Temperature Gas Cooled Reactor (MHTGR)용 com

pact 연료와 독일의 HTGR용 ball 연료의 제조방법은 같은 도 있으나 기

본 으로 많이 다르다.[5-10] HTTR 핵연료 compact 제조의 경우는, 처음에 천

연 흑연분말(80%)과 인조 흑연분말(20%)에 흑연분말 량의 20%의 페놀수지 

binder를 가하고, 잘 혼합 건조시킨 후, 이 건조된 분말을 미분쇄하여 흑연 

matrix 분말을 만든다. 그 다음은 회  drum에 피복입자를 넣고 이 흑연 matrix 

분말을 가하면서 알콜을 뿜어주어 표면에 약 200 ㎛의 두께로 흑연 matrix층을 

부착시킨다(overcoat 입자). Overcoat의 목 은 압분할 때 피복입자끼리 부딪쳐 

손되는 것을 방지할 목 과 핵연료 에 피복입자를 균일하게 분산시키기 

해서이다. Overcoat 입자는 형다이스로 약 100℃의 온도 하에서 압분하여 성

형한다. 성형 후의 compact는 불활성 가스  800℃에서 페놀수지를 탄화시켜 

제거한 후 1800℃에서 1시간 진공 탈가스처리를 실시해 완성한다.

미국 multi-hole-block형 핵연료 compact는 피복입자의 충진율이 60%를 

과하는 조 한 상태로 장입되기 때문에 overcoat법이 사용되지 않고, 사출성형법

으로 하고 있다. 형다이스에 조 하게 피복입자를 충진하고 약 200기압의 고압

으로 흑연분말이 함유된 액상의 pitch를 고온주입한다. 그 다음 냉각시킨 후, 압

분체(green compact)를 꺼내어 알루미나 분말  700～1000℃에서 pitch를 탄화

시킨다. 이 열처리는 pitch가 고온에서 연화하기 때문에 가열 에 압분체의 형

상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해서이다. 탄화열처리 후 핵연료 compact 의 

손된 피복입자의 핵연료물질을 제거하기 해 HCl 분 기 하에서 1650～1800℃

로 가열한다. 그 다음 잔류 HCl를 제거하기 해 같은 온도에서 열처리를 행해 

완성한다. 이 핵연료의 결 으로 많은 양의 pitch(흑연분말 량의 약 72%)를 사

용하기 때문에 탄화열처리시 피복입자의 최외각 OPyC층과 matrix 흑연 사이에

서 matrix 흑연의 수축에 따른 OPyC층의 손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Ball 연료의 제조에도 그림 5-3과 같이 overcoat법이 사용된다.[5-11] 

Overcoat 입자까지의 제조공정은 HTTR용 핵연료 compact와 같으나, ball 연료

의 내측 즉, 핵연료 부분의 성형에서는 실리콘 고무 다이스로 정압 상태에서 열

간 압분이 행해진다. 핵연료 부분의 성형 후는 앞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ball 연료의 외측 표피에 해당하는 무핵연료 부분이 부착되고, 선반가공후 열처

리해서 완성한다. 열처리 조건은 HTTR용 핵연료 compact와 거의 같다. Ball 연

료는 피복입자 충진율이 15% 이하로 HTTR  MHTGR용 compact 연료에 비

해서는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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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Ball 연료 제조공정

가. 각국의 고온가스로용 핵연료 조사시험 시설

  고온가스로용 핵연료 개발의 일반 인 목 은 고온가스로의 모든 형태에 한 

정상 는 천이조건에서는 물론 사고조건하에서 핵분열생성물 방출을 최소화하

는 핵연료체를 자격화하기 한 것이다. 이를 해 국, 독일, 미국, 일본, 러시

아, 국 등에서는 피복입자 핵연료의 조사시험을 연구로 는 시험로를 이용하

여 수행해 왔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피복입자 핵연료체를 제외하고 피복입자, 

graphite matrix  반사체 graphite는 HTR-pettern, R2-studsvik, BR2-Mol, 

Siloe-Grenoble, FRJ2-Julich는 물론 AVR과 Dragon HTR 시험로에서 시험이 

수행되었다. 한, 형시험로인 AVR에서 12종의 다른 구형핵연료체가 20년이상 

오랜기간동안 시험되었다[5-12]. 시험을 한 형 인 조사 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여기에서는 네덜란드, 미국, 일본, 러시아의 연구용 원자로에서 

피복입자 핵연료 조사시험에 활용된 조사설비에 해 간단히 기술하 다.

1) HFR의 고온가스로 핵연료 조사시험 시설[5-13]

  네덜란드의 Petten에 있는 HFR(High Flux Reactor)에서는 HTR-Module과 

US-HTGR과 같은 HTR 원자로 설계에 용하는 조건에서 HTR 핵연료를 조사

시험하기 한 조사설비로 BEST rig(Brenn Element Segment Rig)와 Sweep 

loops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여기에 사용된 핵연료는 독일 UO2 LEU 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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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와 미국 TRISO-LEU fissile/TRISO ThO2 fertile 핵연료이다.

  BEST 조사 rig는 4개의 독립 인 캡슐에 최  직경이 65mm인 구형 HTR 핵

연료체를 수용할 수 있다. 한, 극한 운 조건에서 핵연료 coupons과 compacts

를 시험하기 한 조사 rig들이 활용되었다. 이러한 rig들에는 BEST rig 설계와 

유사한 ARTEMIS(Amoeba Rig Test Experiment on Kernel Migration, In=Pile 

Simulation), 3개의 독립 채 이 있는 TRIO 설계에 기 한 PETTICOAT(Petten 

Coated Particle Irradiation) 등이 있다.

  그림 5-4와 5-5에서 보는 바와 같이 BEST rig에는 핵연료를 독립 으로 감시

하고 시험할 수 있는 캡슐이 축 방향으로 4개까지 수용할 수 있다. 캡슐은 냉각

수가 흐르는 공간이 있는 보호 에 의해 쌓여 있다. 아래쪽 캡슐의 계장선들은 

원자로 상부에 있는 rig 상부까지 이 공간으로 인출된다. 캡슐과 rig 상부 사이의 

연결은 extension tube로 한다.

  핵분열과 감마에 의한 열은 rig 재료를 통하여 반경방향으로 류(convection)

와 복사(radiation에 의해 분산된다. 온도는 He과 Ne 가스의 혼합에 의해 제어된

다. 제어범 는 300K보다 크다. BETS rig의 IPS(in-pile section)는 조사채 에

서 축방향으로 이동될 수 있다. 추가로 상∙하부 캡슐 치는 rig 내에서 조 될 

수 있다. 이러한 치변경은 rig 상부에 있는 치조  unit에 의해 원격으로 이

루어진다. 이와 같은 치변경으로 조사되는 동안 축방향 조사량비의 변동을 보

상할 수 있으며, 출력과 온도 주기(cycling) 시험을 할 수 있다. 표 5-1은 BEST 

rig의 특성을 기술한 것이다.

그림 5-4. General arrangement drawing of a 'three capsule' BEST rig 

for spherical HTR fuel element of 60 mm di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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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BEST rig. Pre-irradiation X-ray photo of a capsule with 

       one spherical fuel element of HTR-Module proof-test.

  그림 5-6과 5-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2개의 독립 인 회로로 이루어진 Sweep 

Loop는 각 캡슐에 한 온도제어와 캡슐에 연속 으로 공 되는 유동(up and 

down stream) 가스의 분석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 Sweep Loop는 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에 의해 운 된다. 공 가스는 He와 Ne 가스이

다. 실시간 가스분석은 γ-spectroscopy에 의해 반감기가 1분 이하인 휘발성 핵분

열기체(
90

Kr)의 방출감시와 graphite 부식비를 정량화하기 하여 gas 

chromatography에 의한 공 가스 불순물 감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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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Schematic diagram of out-of-twelve 

independent SWEEP LOOP circuit.

그림 5-7. Control cabinets of the SWEEP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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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BEST RIG - DATA SHEET

Application

Irradiation of spherical HTR fuel elements or segments from 

HTGR block fuel elements or special coupons or compact 

samples.

Reactor position
Peripheral and extreme peripheral core-positions, access by 

CRTL (Central Reactor Top Lid)

Basic concept and 

special features

Fuel elements are enclosed in up to four independent 

capsules, stacked vertically. Single containment. Cooling by 

primary cooling water. Temperature control by binary gas 

mixture (He/Ne). Isothermal temperature distribution on 

spherical specimen surface by controlled heat flux conditions 

in the capsule structure. Instrumentation of each capsule by 

two purge gas tubes, thermocouples, self powered neutron 

detectors for instantaneous neutron fluence rate 

measurements, and neutron fluence detector sets and gamma 

scan wires for post-irradiation neutron fluence 

measurements.

In-situ activated charcoal filters and delay tanks for each 

capsule allow on-line gas sampling at high fission gas 

release rates determination of fractional release of gaseous 

fission products.

Operation by Sweep Loops for process control, automatic 

temperature control, on line γ-spectrometry and gas 

analysis. Data evaluation programmes are available. Neutron 

spectrum data are available

Useful length 600 mm (core height)

Useful diameter Max. 65 mm of specimen

Linear power rating
Max. 200 kW∙rn-1 (2000 W∙cm-1).

Without forced cooling: Max. 600 W∙cm-1

Temperature range 875 to 1800 K (approx. 600 to 1525 ℃) in specimen

Temperature control 

range

> 300 K for standard rig

≤ 700 K for temperature cycling rig

Temp. gradient in 

sample
≤ 350 K/cm for ARTEMIS type experiment

Purge gas

Continuous flow (0-500 ml/min); conditioned high purity 

purge gas in N60 quality, optionally with controlled 

impurities

ψo,max 1.5×1018m-2∙s-1

ψf,max 1.5×1018m-2∙s-1

ψf,max(>0.1MeV) 1.5×1018m-2∙s-1

Max. radiation 

heating
5.8 W∙g

-1
 for grap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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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B(release/birth) 비는 Kr, Xe, I 동 원소에 해 10
-10

<R/B<10
-1

 역에서 

제공된다. 천이상태동안 핵분열생성물 방출 측정주기는 ion 챔버와 가이거-뮬러

(Geiger-Muller) 계측기 혹은 γ-spectrometry로 약 200  간격으로 가능하다. 핵

분열기체 방출에 평가 로그램도 있다.

   HRT-module 혹은 HTGR 운 과 아주 유사한 형상(geometry), 조사수 , 연

소도, 조사량 계에 따른 실시간 조사를 모사하기 한 특징이 있다. 출력  

온도 주기, 천이상태 실험은 물론 in-situ 핵연료 가수분해와 graphite 산화조사

실험을 해 사용되는 방법과 계장이 있다. 공 가스에 증기(0-2000Pa)를 주입하

기 한 계장도 사용할 수 있다.

  조사시험과 련된 모든 자료로 온도, 유량, 가스압력, 입출구 방사 , 입출

구 가스 불순물, 성자 조사량  원자로 출력 등이 앙컴퓨터에 기록되고 

장된다. 이외에도 응력을 가하지 않고 graphite를 조사할 수 있는 rig와 graphite 

크립 시험을 할 수 있는 조사시설들이 있다.

2) HFIR의 고온가스로 핵연료 조사시험 시설 [5-14]

       JAERI와 US DOE 사이의 국제 력으로 HFIR(High Flux Isotope 

Reactor)에 있는 RB(removable beryllium) 시설의 BR-3B 치에서 HRB-22 캡

슐을 이용하여 JAERI의 고온가스로용 핵연료(fuel compact) 조사시험이 수행되

었다. 이때 핵연료의 최 온도는 1300℃ 이하로 유지되었다. 그리고, ORNL(Oak 

Ridge National Laboratory)의 IFEL(Irradiated Fuels Examination Laboratory)

에서 조사후시험이 수행되었다.

이 실험에 사용된 HRB-22 캡슐은 ORNL에서 설계, 제작  조립되었다. 직경이 

40 mm, 길이가 500mm이고, 약 660 cm3의 시험공간이 있다. 이와 같은 시험공

간은 단일 graphite sleeve에 12개의 핵연료체(fuel compact)를 넣어 실험하기에

는 충분한 공간이다. 12 개 핵연료체는 grade 2020의 미세한 graphite로 제조된 

sleeve로 둘러 쌓 다.

  Graphite sleeve는 내외부가 독립 으로 6.9 MPa에 견디도록 설계된 2개의 

Inconel 718 에 넣어졌다. HRB 캡슐  재료는 선출력을 15 kW/ft에서 20 

kW/ft로 증가되도록 스테인리스 304에서 Inconel 718로 변경되었다. 이와 같은 

선출력 증가는 많은 핵연료체가 동일 공간에서 조사되도록 한다. 그림 5-8에서

는 HRB-22 캡슐의 수평단면을, 그림 5-9에서는 HRB-22 캡슐의 수직단면을 개

략 으로 보여 다. HFIR Be 반사체를 보호하기 하여 캡슐은 외부에 알루미

늄 liner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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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핵연료체 1에서 6은 graphite sleeve와 원자로의 

수평 앙으로부터 상부에 치한다. 핵연료체 6이 거의 축방향 심에 있다. 유

사하게 핵연료체 7에서 12는 graphite sleeve와 원자로의 수평 앙으로부터 하

부에 치한다. 핵연료체 1와 12, 2와 11 등은 거의 동일한 조건에서 조사되었다. 

Graphite sleeve와 1차 용기 사이의 반경방향 간격은 sleeve 표면을 단계 으로 

가공하여 캡슐 길이 방향에서 온도가 가능한 균일하게 유지되도록 하 다. 이에 

따라  두께가 가장 두껍고, 반경방향 간격이 가장 작은 치는 캡슐 길이 방향

으로 앙이 된다. 핵연료체 4-9 구역에서 graphite sleeve의 외경은 38.28 mm, 

핵연료체 2, 3, 10, 11 구역에서는 37.90 mm, 핵연료체 1과 12 구역에서는 37.47 

mm이다.

  HFIR 운 동안 4.47 MPa(600psi) 압력의 순수 He 기체가 1, 2 차 Inconel 용

기에 충진되었다. 1차 Inconel 용기와 graphite sleeve 표면 사이에는 He와 Ne의 

혼합기체가 흐른다. 동일한 혼합기체가 핵연료체와 graphite sleeve 사이와 핵연

료체 앙 공간에 채원진다. 핵연료체로부터 방출되는 핵분열기체는 기체 유동에 

실시간으로 계측된다.

  핵연료 온도는 혼합기체의 조성 변화로 제어된다. 1차 용기내 혼합기체 조성변

화에 의해 HFIR 냉각계통으로의 반경방향 열 달이 제어된다. 열 도도가 큰 

He의 혼합비가 클수록 열 항이 감소되어 핵연료온도가 낮아진다.

  Graphite sleeve 온도는 각 핵연료체의 축방향 앙에 치한 24개의 열 로 

계측된다. 그림 5-10은 캡슐에 있는 열 의 치를 나타낸다.

그림 5-8. Horizontal section 

through capsule HRB-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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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Vertical section 

through capsule HRB-22 

            그림 5-10. Placement of 

thermocouple junctions in 

capsule HRB-22

3) JMTR의 고온가스로 핵연료 조사시험 시설 [5-15]

   JMTR에서는 OGL-1와 FGS loop를 이용하여 고온가스로 핵연료를 조사시험

하 다. OGL-1은 고온가스로(HTTR)과 거의 유사한 조건에서 피복입자 핵연료, 

내열 속재료, 흑연재료 등의 조사가 가능하다. 피복입자 핵연료 조사경우에는 

조사핵연료의 평균 가스온도를 1000℃로 할 수 있다. OGL-1 시설의 주요제원은 

표 5-2와 같다. 조사시편의 장입  인출은 JMTR 압력용기 상부의 OGL-1 

용 시료교환기를 통하여 한다. Flow sheet, OGL-1 구조  조사시료의 를 그

림 5-11, 12, 13에 나타내었다.

  FGS loop는 고온기스로(HTTR)용 피복입자 핵연료의 안 성을 고온조사에서 

확인하기 하여 핵연료에서 방출되는 가스를 직  He 가스에서 sweep해서 핵

분열생성 가스의 방출율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 설비의 주요제원은 표 5-3과 같

다. FGS loop는 gas sweep 캡슐, seep gas 공 장치, 가스시료 채취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Gas sweep 캡슐은 피복입자 핵연료체가 2단으로 되어 있으며, 

각각의 핵연료체는 독립 으로 온도제어와 gas의 sweep을 할 수 있다. 그리고, 

sweep line에는 핵연료 손검출장치(FFD; fuel failure detection system)가 있어 

피복입자 핵연료 조사시험과 동시에 손검출시험이 가능하다. Flow shhet와 

FGS 캡슐의 구조를 그림 5-14와 5-15에서 각각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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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Specification of OGL-1 loop

노심 치 G, H-3,4

열 성자속
최 5.5×10

13
 n/cm

2
∙s

평균 4.2×10
13

 n/cm
2
∙s

고속 성자속
최 1.1×10

13
 n/cm

2
∙s

평균 8.7×10
13

 n/cm
2
∙s

γ발열율(최 ) 1.0 W/g

냉각재 He gas

냉각재 유량 6 kg/min

냉각재 온도 최고 1000℃

냉각재압력 30 kg/cm
2

G

노심부 유효치수 ψ82×l750mm

최 발열량 최고 135 kW

비고
∙고온가스로용 핵연료/재료 조사

∙고온구조물 거동실험

표 5-3. Specification of FGS loop

조사재료 피복입자 핵연료

입자 핵연료 외경 약 920 μm

입자 핵연료 무게 6 g(U-235 양) 이하

열 성자속 1×1014～3×1014n/cm2∙s

고속 성자속 2×10
13

～2×10
14

n/cm
2
∙s

최 발열량 최고 41.2 kW

조사 핵연료 온도 최고 1600℃

Sweep gas(He) 유량 최고 1 l/min

Sweep gas(He) 공 압력 3 kg/cm
2

G

FP gas 방출율(R/B) 10-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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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Flow sheet of OGL-1

그림 5-12. Schematic structure of OG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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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Example of irradiation specimen in OGL-1

    

그림 5-14. Flow sheet of FGS

    

그림 5-15. Schematic structure 

of FGS capsule

  

4) 러시아 IVV-2M 조사시설 [5-16]

       국은 HTR-10용 핵연료의 최종 자격화를 한 조사성능 시험은 러시

아 Kurchatov 연구소와 력하여 IVV-2M 연구용 원자로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림 5-16과 5-17은 5개의 캡슐을 가지는 조사 rig와 핵연료체를 한 캡슐을 

각각 보여 다. 그림 5-16에서 첫 번째 캡슐에는 피복핵연료입자와 graphite 

matrix 시편이 있으며, 나머지 4개의 캡슐에는 구형핵연료체가 있다. 이러한 캡

슐의 온도는 He와 Ne 가스의 혼합에 의해 독립 으로 제어되고, 핵분열 가스방

출과 가스 불순물은 연속 으로 감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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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The irradiatiuon 

testing rig for HTR-10 fuel.

        그림 5-17. The irradiation capsule   

   for spherical fuel element in the  

   Russian IVV-2M reactor.

3. 피복입자핵연료 제조기술 기 연구

  제조기술 기 연구와 련하여서는, 1차 년도에 수행되었던 UO2 분말 sluury

를 이용한 직  구형화 방법이 아닌, 선진국에서 재 채택하고 있는 sol-gel 방

법에 의한 연료핵 입자 제조를 하여 기 실험을 통한 구형입자의 형성  형

성조건에 따른 입자의 형상  일부 특성에 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한, 입자

의 피복기술과 련하여서는 1차 년도에 수행된 소형의 구형입자가 유동층을 형

성되는 조건을 악하기 한 모사실험은 보다 세 하게 기체 노즐의 보완  

설계변경을 통하여 계속 실험이 수행되었고 피복기술과 련하여서는 zirconia 

입자 표면에 PyC와 SiC를 CVD 방법으로 피복하는 모사실험을 수행하 다.

가. 연료핵 제조 기 기술 연구

   연료핵(kernel)의 제조방법에는 건식법과 습식법이 있으나 최근에는 주로 후

자를 선택하고 있다. 이는 습식법이 건식법에 비해 높은 생산성, 좋은 구형모양, 

균일한 입자크기  조성을 갖는 핵을 제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5-1,2] 졸-겔법

은 표 인 습식법으로서 이산화우라늄 입자연료 제조의 경우 질산우라늄 용액

을 진동노즐로 액 을 만들어 이것을 암모니아와 반응시켜 겔을 얻게 되며, 이를 

세척, 건조, 소결하여 이산화우라늄 연료핵을 제조하게 된다. 

   본 연구는 습식법인 졸-겔법을 이용하여 연료핵 제조기술의 타당성을 확인하

기 한 것으로 실험을 한 장치개발과 우라늄용액 제조조건에 따른 미세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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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을 찰하는 기 실험을 수행하 다.

1) 실험방법

가) 실험장치 제작

   겔화를 한 실험장치의 개략도와 실제 장치는 그림 5-18  그림 5-19와 같

으며, 그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다.

       - Low temperature circulation bath(-20℃): 공 원액이 상온에서 분해 

되지 않도록 온으로 유지 

       - Circulation Water bath(20-120℃): slicon oil의 일정한 온도 유지와 순

환  

       - Double jacket tank(80ml): 공 원액을 온 상태로 제조하고, 용액을 

nozzle tank로 이송

       - Column(1000mm x 30cm): 액 (droplet)이 column을 통과하는 동안 

gel로 환

       - Nozzle tank: 온상태의 공 원액 장과 nozzle을 통하여 액  형성

       - 순환세척 tank: 제조된 gel 입자의 유기물  불순물을 제거

그림 5-18. Schematic diagram 

of gellation equipment 

V-2 V-2

Kryostate

-5oC
Feed system

UNH
HMTA
Urea

Low temp. water bath

High temp. oil bath

Oil drain back to tank

Over flow to tank

Nozzle

V-2 V-2

Kryostate

-5oC
Feed system

UNH
HMTA
Urea

Low temp. water bath

High temp. oil bath

Oil drain back to tank

Over flow to tank

Nozzle

    
그림 5-19.  photograph of gellation 

equipment for UO2 microsphere 

pr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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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험 차

    본 실험에서는 온에서 출발액 에 헥사메칠 테트라민(HMTA)을 혼합하고 액

을 형성시켜 고온에서 HMTA를 분해하여 암모니아를 발생시켜 pH를 높  겔화하

는 내부겔화법을 이용하 다.  

    UO2 분말을  질산용액(65%)을 사용하여 70℃에서 용해시킨 질산우라늄(UNH) 

용액을 상온으로 냉각시킨 후 장용액(238g-U/L)으로 사용하 다. 제조된 UNH용액 

15ml을 취하여 온 반응조에 넣고 0℃로 유지하 다. 증류수 15ml에 Urea와 

HMTA를 첨가하여 2M용액으로 제조한 후, 0℃의 UNH용액과 혼합하여 공 원액으

로 하 다. 한 UNH와 Urea, HMTA의 농도를 높이고자 장용액 15ml를 취하고 

같은 양의 Urea와 HMTA를 직  첨가하 다. 

   온에서 혼합된 용액을 노즐부의 탱크로 이송하고, 노즐을 통하여 액 을 형성시

킨 후 100℃의 실리콘 오일이 순환되는 column에 떨어뜨려 겔화시켰다. 겔화된 미세

구를 세척조로 이송하여 CCl4 로 2시간 동안 순환 세척하고, 이어서 dil-NH4OH용액

으로 2시간 동안 1차, 2차 순환세척을 하여 불순물과 제조과정에서 혼입된 실리콘 오일

을 제거하 다. 세척이 끝난 미세구를 400mesh 체로 옮겨서 48시간을 실온에서 건조

시켰다. 그리고 건조된 미세구를 자 미경을 사용하여 미세구의 형상과 표면을 찰

하 다.

2) 실험결과

   이산화우라늄 미세구를 제조하기 한 첫 단계로 UO2 분말을 질산에 용해시켜 

uranyl nitrate(UNH)용액을 제조하는데 이 때의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UO2 +4HNO3  →  UO2(NO3)2 +2NO2↑+2H2O → UO2(NO3)2•6H2O

   여기에 HMTA와 Urea를 첨가하여 UO2
+2

 이온을 착이온화 하여 안정화 시키며, 

고온에서 HMTA의 분해로 NH3를 발생시켜 pH를 조 하고 액 을 겔화시키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column 내로 액 을 떨어뜨리기  상온에서 HMTA의 분해

에 의해 부분 인 겔화되는 것을 막기 하여 노즐부 까지 0℃이하로 유지시켰다. 졸

-겔방법에 의한 이산화우라늄 미세구 제조 차는 그림 5-20과 같다. 

   노즐크기와 용액농도에 의한 특성을 확인하기 한 첫 번째 실험에서 glass 노즐 

크기를 ∅0.1로 하고 0.65M-UNH와 1M의 HMTA, Urea의 공 원액을 사용한 경우 

그림 5-21에서 처럼 입자의 크기가 매우 불균일하게 제조되었고 입자들 간에 서로 엉

겨 분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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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온에서 48시간 건조 후에 각각의 입자들 외 에 크랙은 발생되지 않았으나, 입자의 

이동이 어려울 정도로 깨어지는 상이 발생하 다. 자 미경을 이용하여 입자표면

을 찰한 결과를 그림 5-22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듯이 입자표면이 매우 거칠고 

기공을 많이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이것은 UNH용액의 농도가 농도이며 

HMTA농도도 한 낮아 건조과정 에 수분 증발로 수분들이 빠져나간 부분들이 기

공으로 남은 것으로 사료된다. 겔화 과정  

Urea
HMTA

Uranyl nitrate UO2(NO3)2

Mixing            

Dropping  

Aging  

Washing           

Drying  

CCl4
NH4OH

Spherical ADU    

Urea
HMTA

Uranyl nitrate UO2(NO3)2

Mixing            

Dropping  

Aging  

Washing           

Drying  

CCl4
NH4OH

Spherical ADU    Spherical ADU    

그림 5-20.  Flowchart of gel preparation

   
그림 5-21. The photograph of 

ADU microsphere prepared at 

the first experiment

    
그림 5-22. SEM photograph of 

ADU microsphere prepared at the 

first experiment 

HMTA의 가수분해 반응식을 보면 다음과 같다.

               (CH2)6N4 + 6H2O → 4NH4OH + 6HCHO

UNH 용액의 겔화에 의한 고체의 특성은 U(Ⅵ)농도와 NO3
-

/U(Ⅵ)몰비, hexa/U

(Ⅵ), 겔화온도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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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실험에서는 노즐의 크기를 ∅0.2 stainless needle로 교체하여 UNH용액 농

도, HMTA, Urea의 농도를 첫 번째 실험에 비해 2배로 증가시켜 미세구를 제조하

다.  그림 5-23에서 보는 것처럼 젖은 상태에서 미세구는 황갈색을 띤 2~3mm의 균일

한 크기를 이루었다. 실온에서 48시간 건조 후 SEM 찰 결과를 그림 5-24에 나타내

었다. 여기서 첫 번째 실험결과에서는 기공이 많은 미세구로 크랙은 없었으나, 두 번째 

실험에서는 건조 후 미세구에 많은 크랙이 발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UNH, HMTA, Urea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미세구의 조직이 매우 조 해진 상태에서 

NH3, H2O 등이 증발함으로 생긴 균열이라고 사료되며, 앞으로의 실험에서 건조장치 

설계 시 필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실험결과로 보건데 졸-겔법으로 핵연료 미세구를 제조하는 것은 이미 리 

알려진 방법으로 연료핵 제조에 있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각 공정별 최 의 제

조 조건을 우리 고유의 것으로 새로이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조된 겔을 건

조시키는 공정은 어느 다른 제조 공정보다 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미세구 제조에 있

어 핵심기술로 단된다.

그림 5-23. photograph of ADU 

microsphere prepared at the 2nd 

experiment

       
그림 5-24. SEM photograph of 

ADU microsphere prepared at 

the 2nd experiment

나. 입자핵연료 피복공정 개발

1) 실험방법

  고온가스로용 피복입자핵연료의 코 공정 개발을 한 비실험으로 증착온도, 

증착압력  입력기체비를 변수로 하여 화학증착법으로 SiC  PyC을 흑연 혹

은 구상 ZrO2 에 코 하고, 각 변수들에 의한 증착층의 morphology  상형성

에 미치는 향을 고찰하고자 하 다. 열분해 탄소(PyC)의 원료기체로는 C2H2와 

SiC의 원료기체론 methyltrichlorosilane, (CH3SiCl3)을 이용하여 반응온도에 따른 

코  층의 특성을 압증착을 통하여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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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결과

  C2H2를 원료기체로 1100
o

C와 1300
o

C에서 열분해 탄소를 증착시키면 그림 5-25

와 같이, 층상구조의 증착층을 얻을 수 있었으며, 고분해능 투과 자 미경으로 

분석한 결과 1100
o

C에서 증착된 층은 거친 층상조직을 나타내었고, 1300
o

C에서 

증착된 층은 부드러운 층상조직을 갖고 있었다.

  CH3SiCl3를 원료기체 한 SiC의 증착에서, 증착된 SiC는  beta 상이었으며, 

온에서는 직경 7～8 μm의 덩어리들이 계속하여 층된 round-top 구조를 보이

고 있으며, 고온에서는 윗면이 각진 칭구조를 가지며 주상으로 성장한 faceted 

구조가 찰되었다 (그림 5-26 참조). 구형 ZrO2에도 PyC/SiC/PyC 층이 방사상

으로 치 하게 코 되었으며, beta상의 SiC가 증착온도에 따라 다른 morphology

를 갖고 코 되었다 (그림 5-27, 28 참조).

 

  그림 5-25. 증착된 PyC의 미세구조. (a) 1100
o

C에서 증착된 층은 거친

 층상조직 (b) 1300
o

C에서 증착된 층은 부드러운 층상조직

 

그림 5-26. SiC 증착온도에 따른 morphology; 온에서 증착된 round-top 

             구조와  고온에서 증착된 faceted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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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27. PyC/SiC/PyC 가 코 된 코  형성 층의 상분석 결과

그림 5-28. ZrO2 구에 코 된 PyC/SiC/PyC 층

다. ZrO2 무게에 따른 유동층 찰

1) 실험방법

    입자가 기체주입에 의해 유동  내에 모의입자의 유동이 형성되는 과정을 

확인하기 하여 ZrO2 모의입자를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이러한 실험으

로 실제 연료핵을 이용한 피복공정에 있어 기체주입구 형상, 기체유량 등이 피복

층의 특성에 향을 미치는 인자를 악하고자 하 다. 기체 주입구 형상, 

hydrocarbon 기체 종류, deposition 온도, 기체유량 등이 유동  내에서의 기체분

산, 기체와 입자와의 면 , 입자 유동운동 등에 향을 미쳐 피복층의 특성

을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실제 연료핵(UO2 도 10.96 g/cc)와는 차이가 있



- 125 -

으나, 모의 ZrO2 입자(5.56 g/cc) 무게(1-5g) 변화와 기체 압력  유량에 따른 

zirconia 모의입자의 유동 상을 찰하 다. 본 실험의 변수를 정리하면 표 5-4

와 같다.

표 5-4. ZrO2 무게와 유동층 찰 실험변수

ZrO2 무게(g) 1, 2, 3, 4, 5

기체주입구 각도 60°

노즐돌출높이(mm) 0

기체압력(psi) 20, 30, 40, 50

기체유량(l/min) >3.5

2) 실험결과

   실험변수 변화에 따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그림 5-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체유량(>3.5 l/min)과 압력(50psi)이 

동일한 조건에서 ZrO2 입자가 을수록 유동층 형성이 잘되었다. 그러

나, 입자 무게가 1g일 경우에는 입자가 유동  밖으로 나오는 것을 

찰하 다.

나) ZrO2 입자 무게가 3g이고, 기체 유량을 >3.5 l/min으로 하 을 때 유

동층이 형성되는 형상을 그림 5-30에 나타내었다. 이 경우 기체 압력

이 40psi일 때가 유동층 형성이 가장 뚜렷하 다. 즉, 입자 유동층 높

이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 다. 그러나, 기체 압력을 50psi로 하 을 

경우에는 40psi와 유사하 다.

다) 가)와 나)의 결과로 입자무게, 기체압력  유량 변화에 따른 유동층 

형서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 으나, 기체유량 >3.5 l/min에서 유동층 

형성 실험이 계속되어야 한다.

라) 다)의 실험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토 로 피복장치 개선을 수행하고, 

UO2 연료핵을 이용한 기 실험을 수행하여 유동층 형성에 한 조건

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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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5-29. ZrO2 무게에 따른 유동층

           형성 형상 (a) 5g,(b) 1g

(a)                   (b)                   (c)

그림 5-30. 기체압력에 따른 유동층 형성 형상

                    (a) 20psi, (b) 30psi, (c)40psi

4. 결 론

   당해년도에는 1차년도에 조사, 분석되었던 련기술의 황의 내용을 보다 상

세하고 구체 인 자료로 보완하 으며, 기 실험의 경우에는 UO2 분말 slurry를 

이용한 직  구형화 방법이 아닌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sol-gel 방법에 의한 

연료핵 입자 제조를 실험을 통하여 그 가능성을 연구하 다. 한, 1차년도에 수

행된 소형의 구형입자가 유동층을 형성되는 조건을 악하기 한 모사실험은 

보다 세 하게 기체 노즐의 보완  설계변경을 통하여 계속 실험이 수행되었다. 

   피복입자핵연료 련 기술 황 조사  분석에서는, 제조에 련되는 단 공

정을 구분하여 각각의 단 공정 마다 상세한 조건들을 요약하고 이를 토 로 공

정흐름에 련된 차를 수립하 다. 한편, 1차 년도에서 수행되지 못했던 조사

시험시설 련 기술 황에 한 조사, 분석도 수행되었다. 이로써, 피복입자핵연

료 제조에 련되는 요 요소기술이 악되었으며, 이들에 련되는 요기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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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장기 인 에서 지속 으로 개발될 계획으로 있다.

   제조기술에 련되는 기 연구에서는 1차 년도에 수행되었던 UO2 분말 

slurry를 이용한 직  구형화 방법이 아닌, 재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sol-gel 방법에 의한 연료핵 입자 제조를 하여 기 실험을 통한 구형입자의 형

성  형성조건에 따른 입자의 형상  일부 특성에 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실험으로부터, sol-gel 방법에 따른 입자핵 제조조건에 한 변수의 1차 선정과 

함께 보다 상세한 실험을 수행하기 한 연구범 를 설정할 수 있었으며, 보다 

지속 인 연구 수행을 통하여, 기술의 확립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한, 입자의 피복기술과 련하여서는 1차 년도에 수행된 소형의 구형입자가 

유동층을 형성되는 조건을 악하기 한 모사실험은 보다 세 하게 기체 노즐

의 보완  설계변경을 통하여 계속 실험이 수행되었고 피복기술과 련하여서

는 zirconia 입자 표면에 PyC와 SiC를 CVD 방법으로 피복하는 모사실험을 수행

하 다.

   이런 일련의 기 실험을 통하여, 향후 피복입자핵연료 제조와 련하여 개발

되어야 할 요기술을 도출하 으며, 앞으로  장기 으로 수행하게 될 수소생

산용 고온로 요소기술 개발 과제의 요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

되었다고 사료된다.

제 2  핵연료 성능 평가 요소기술 도출

1. 후보 핵연료 비 성능 평가

가. 피복입자 핵연료 기술 황 평가

1) 핵연료 설계(그림 5-31)

o 핵연료입자

- 재료 : UO2, UCO, UC, (Th,U)O2, (Th,U)C2

- 크기, 도

o 핵연료체 : 형태, 핵연료입자 분율, 제원, 재질

- pebble, prism, dispersion

o 피복층

- 재료 : PyC, SiC, ZrC, TiC, 속

- 두께, 도, 등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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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1. 핵연료 입자  핵연료 Pebble

o 핵연료 설계

- 핵연료 설계 요건 설정

- TRISO 핵연료 입자 최 화 설계

- Pebble 핵연료 최 화 설계

- PRISM 핵연료 최 화 설계

2) 핵연료 제조

o 핵연료 재료별 구형입자 제조방법

o 핵연료체 제조

o 각 핵연료 피복층 재료별(PyC, SiC, ZrC)

- 피복 분 기 조건  피복속도

- 피복층 두께, 도, 등방성  미세구조

- 피복층간 상호 결합

3) 핵연료 성능 분석(그림 5-32)

o 핵연료 손상기구 : 핵분열 생성물 방출

- 피복층 괴 손상

- 피복층 화학반응

- 핵연료 제조결함

o 핵연료성능분석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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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FUME, PANAMA, FRESCO

o 핵연료  원자로 계통에서의 방사성 핵종 이동

o 핵연료 성능분석

- 핵연료 열 /기계  성능분석 코드 개발

(열 도도, 조사된 핵연료 성질, 온도, 핵분열기체방출, 팽윤, 응력  

변형률)

- 핵연료 노내 연소 거동 분석

o 사고시 핵연료 거동 분석

- 핵연료 손상 기  설정(연소도, 온도, 외부 조건)

- 사고시 핵연료 거동분석코드 개발

(온도, 핵분열기체  생성물, 팽윤, 산화, 응력  변형률, 손상)

- 사고시 핵연료 거동 분석

그림 5-32. 조사후 핵연료 입자내의 핵분열생성물 분포

4) 핵연료 성능시험

o 핵연료 조사시험

- 연소도 :100 ~ 150 MWD/kgU 범

- 온도 : 정상상태 ~ 1320 ℃

o 핵연료 안 성 시험

- 조사후핵연료 가열시험

- 연구로 사고모사시험

- 온도 : 사고상태 SiC(1600 ℃), ZrC(1800 ℃)

o 하나로 조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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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시험 조건 설정

- 하나로 조사시험장치 설계  제작

- 하나로 조사시험

- 조사후 시험(열 도도, 핵분열기체, 팽윤, 변형률, 산화, 반응층)

o 사고 모사시험

- 사고모사시험 조건 설정

- 사고모사시험 장치 설계  제작

- 핫셀 사고모사 가열 시험

(핵분열기체  생성물 확산계수/방출 거동, 산화, 핵연료 손상 조건)

- 연구로 사고모사 시험

(출력 증가 Ramp 시험, 고온  고출력 조사시험)

나. 피복입자 핵연료의 손거동 분석 황

운  인 피복입자 핵연료의 손거동 측을 해서는 피복입자 뱃치의 

손확률이 필요하다. 손확률을 구하는 과정은 크게 유한요소법에 의한 핵연료피

복입자의 응력 계산, 통계해석에 의한 핵연료피복입자의 최 응력 상 식 도출, 

핵연료피복입자 뱃치의 손확률 계산으로 구성된다.

1) 핵연료 피복입자의 응력계산

유한요소분석으로 핵연료 피복입자의 응력 상태를 계산한다. 계산에 필요한 물

성으로는 탄성률, poisson 비, 열팽창계수, 크립률, 팽윤율이다. 표 5-5에 실온에

서 열분해탄소의 괴응력  괴변형률을 나타내었다[5-18]. 표 5-6에 SiC와 

PyC의 기계  물성을 나타내었다[5-19]. 표 5-5  5-6의 물성은 fluence, 도, 

BAF(Bacon Anisotropy Factor), 조사온도의 함수로 표시되어야 한다[5-20∼29]. 

루언스와 조사온도는 핵연료성능분석 로그램으로 계산되어 시간 별로 입

력으로 주어진다. BAF는 입자 제조 공정에 따라 그 값이 결정된다. 도의 결함

이 상당량 있는 증착탄소는 방사선조사로 고 화된다. 성자 선량이 낮을 때

(E>0.18 MeV, 약 600℃에서 3×10
21

 nvt 이하  1200℃에서 1×10
21

 nvt 이하) 

열분해탄소의 고 화는 다음과 같이 1차 속도식으로 표 된다[5-18].

ρ =  ρth − (ρth − ρo )e
− kdγ  , (1)

여기서 ρ th = 이론 도 (2.22 g/cm3), ρ0 = 기 도 (g/cm3), kd = 속도상수 

(nvt-1), γ = 성자속 (nvt) 이다. 고속 성자의 조사선량이 낮을 때, L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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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00Å인 증착탄소의 속도상수는 500℃에서 1×10
-22

 nvt
-1

, 1000℃에서 3×10
-22

 

nvt
-1

이다. 반면 Lc가 30Å 정도인 증착탄소의 속도상수는 3×10
-22

 nvt
-1

로 온도에 

의존하지 않고 일정하다.

표 5-5. 실온에서 열분해탄소의 괴응력  괴변형률

표 5-6. SiC와 PyC의 기계  물성

(a) Silicon carbide

(b) Pyrocarbon

   유한요소모델은 그림 5-33과 같이 축방향 칭 ABAQUS의 CAX4I 요소(4 

 평행사변형요소)로 구성되며 탄성(viscoelastic) 시 분(time- integration) 

해석을 통해 일정 조사시간까지의 TRISO 입자 기계  거동을 계산한다. 그림 

5-33의 (b)는 IPyC가 균열된 TRISO 입자의 유한요소모델을 나타내고 있다. 많

은 조사후시험 결과에서 그림 5-34와 같은 TRISO 입자의 IPyC 균열이 발견되

었다[5-27]. 이는 조사 에 IPyC가 kernel의 압력으로 인해 수축되어 인장응력

이 걸리는데, 이 응력이 인장강도를 과하여 균열이 발생한 것이다. ABAQUS 

분석 에는 균열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델에 포함되어야 한다. 

Structure Fracture stress (psi)×10-3 Fracture strain (%)

 Laminar

 Isotropic

 Granular

45~90

30~55

15~20

0.7~1.7

1.2~2.5

1.3~1.6

Properties Values Note

 Modulus of elasticity,

 E (psi)
60×10

6

 Poisson's ratio, ν 0.33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α (℃-1)
5.5×10

-6

Properties Values Note

 Modulus of elasticity,

 E (psi)
4×10

6

 Poisson's ratio, ν 0.33

 Radiation-induced

 creep constant,

 K (psi×nvt)
-1

2.5×10
-27

 (transient)

1.0×10-27 (steady state)
 ˙ cr = KσF,

   where F=fluence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α (℃-1)
5.4×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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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분해탄소의 수축이 TRISO 입자의 변형거동을 주도하며, 기부터 큰 인장응

력이 IPyC에 작용하기 때문에 균열을 처음부터 포함시키는 가정이 가능하다.

유한요소분석에서는 매개변수를 변화시키면서 핵연료 피복입자의 SiC의 응력 

상태를 계산한다. 변화시킬 매개변수는 보통 IPyC BAF, OPyC BAF, IPyC 두

께, OPyC 두께, SiC 두께, PyC creep, IPyC 도, OPyC 도, 조사온도, 

poisson 비, kernel 두께, buffer 두께이다. 분석의 수(L
N

)는 매개변수의 수(N)와 

각 매개변수의 수 의 수(L)에 따라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계산의 경우수를 

이는 보조수단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림 5-33. 정상  균열 TRISO 입자의 유한요소모델

그림 5-34. IPyC가 균열된 TRISO 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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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연료피복입자의 최 응력 상 식 도출

통계해석 단계에서는  유한요소분석결과에 하여 통계해석을 수행하여 핵

연료입자의 최 응력을 구하는 상 식을 도출한다. 통계해석기법으로는 Box 

response surface analysis가 사용되고 있다[5-28].

3) 핵연료피복입자 뱃치의 손확률

통계해석단계에서 도출된 상 식, 핵연료피복입자의 손해석에 합한 

Weibull 분포, Monte Carlo sampling을 이용하여 핵연료피복입자 뱃치에 한 

손확률을 최종 으로 계산한다. 미국의 INEEL에서는 이를 수행하는 코드로써 

PARFUME(PARticle FUel ModEl)을 개발 이며[5-29] 국내에서도 이런 종류

의 코드 개발이 필요하다.

2. 핵연료 성능분석코드 개발계획 수립

고온가스로용 핵연료의 개발을 해서는 그림 5-35와 같이 핵연료 설계, 핵

연료 제조, 핵연료 성능분석  핵연료 성능 시험 등이 상호 연 되어 수행되어

야 한다. 수소생산을 한 고온가스로는 표 5-7과 같이 고온의 원자로 운  

온도를 요구한다. 따라서 핵연료의 운  온도도 기존의 가스로 보다는 200 ~ 500 

℃ 정도 높다. 한 핵연료의 연소 효율를 높이기 해 고농축의 핵연료를 사용

하기 때문에 연소후 방출되는 핵연료의 연소도가 높다.

고온가스로의 핵연료 설계에 있어서 일차 요건은 핵연료 연소 의 안

성으로써, 원자로의 정상 운  에 핵연료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하고, 원

자로의 사고 조건에서도 핵연료의 손상이 최소화되어 방사능의 방출이 충분히 

제어가 가능하도록 작아야 한다.

기존의 TRISO 입자 핵연료의 운  경험에 의하면, 핵연료 입자의 설계 

 제조 조건에 따라 핵연료 연소 의 손상 거동이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

졌다. 특히 독일과 미국의 TRISO 핵연료의 손상발생확률에서 그림 5-36과 같이 

큰 차이를 보 는데, 주요 핵연료 손상기구들은 다음과 같다,

- 핵분열 기체 으로 인한 핵연료 입자 내부의 압력 상승에 의한 피복

층 손상

- 방사선 조사 손상에 따른 피복층 괴

- 피복층간의 결합 이탈로 인한 SiC층 괴

- 핵연료핵의 내부 이동으로 인한 손상

- 핵분열생성물  불순물로 인한 SiC층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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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HTR 원자로 설계
- 핵적 및 열수력적 운전 요건
: 출력, 연소도, 냉각재 온도, 압력 등

VHTR 원자로 설계
- 핵적 및 열수력적 운전 요건
: 출력, 연소도, 냉각재 온도, 압력 등

핵연료 설계

- 핵연료 설계기준
- 핵연료 재질 및 제원
- 핵연료 Specifications

핵연료 설계

- 핵연료 설계기준
- 핵연료 재질 및 제원
- 핵연료 Specifications

핵연료 설계

- 핵연료 설계기준
- 핵연료 재질 및 제원
- 핵연료 Specifications

핵연료 제조

- 핵연료입자 제조기술개발
- 핵연료체 제조기술개발
- 핵연료 제조

핵연료 제조

- 핵연료입자 제조기술개발
- 핵연료체 제조기술개발
- 핵연료 제조

핵연료 제조

- 핵연료입자 제조기술개발
- 핵연료체 제조기술개발
- 핵연료 제조

핵연료 성능 시험

- 핵연료 조사시험
- 핵연료 안전성시험
- 핵연료 조사후시험

핵연료 성능 시험

- 핵연료 조사시험
- 핵연료 안전성시험
- 핵연료 조사후시험

핵연료 성능 시험

- 핵연료 조사시험
- 핵연료 안전성시험
- 핵연료 조사후시험

핵연료 성능 분석

- 핵연료 성능 분석코드 개발
- 핵연료 손상기준 설정
- 핵연료 성능 평가 검증

핵연료 성능 분석

- 핵연료 성능 분석코드 개발
- 핵연료 손상기준 설정
- 핵연료 성능 평가 검증

핵연료 성능 분석

- 핵연료 성능 분석코드 개발
- 핵연료 손상기준 설정
- 핵연료 성능 평가 검증

그림 5-35. 핵연료 개발 체계

표 5-7. VHTGR과 HTGR 특성 비교

-150 ~ 200

PyC/SiC, ZrC or others

> 1,600

-> 950 (up to 1,300)

-> 6

VHTGR

80Maximum discharge burnup
(GWd/t)

1,600Maximum allowable fuel 
temperature (oC)

750 ~ 850Coolant Exit Temperature (oC)

PyC/SiCFuel coating material

2.6(AVR), 6(THTR)
2.5(HTTR), 6(F.S. Vrain)

Power Density(MW/m3)

HTGR

-150 ~ 200

PyC/SiC, ZrC or others

> 1,600

-> 950 (up to 1,300)

-> 6

VHTGR

80Maximum discharge burnup
(GWd/t)

1,600Maximum allowable fuel 
temperature (oC)

750 ~ 850Coolant Exit Temperature (oC)

PyC/SiCFuel coating material

2.6(AVR), 6(THTR)
2.5(HTTR), 6(F.S. Vrain)

Power Density(MW/m3)

HT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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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6. 독일과 미국의 핵연료 손상률 비교

의 핵연료 손상 기구들은 연료 설계  제조 공정상의 차이 이 주요 

원인으로 밝 졌다. 피복핵연료 설계 인자들 에서는 핵연료핵, 핵연료입자 그

리고 핵연료 피복층의 설계 제원의 차이와 핵연료내의 출력 도  온도 차이, 

핵연료체내에서의 핵연료입자들의 분산 도 등이 핵연료의 손상 거동에 향을 

주었다. 그리고 핵연료의 피복 공정 에서 피복을 한 화학 환경과 온도 등의 

차이에 따른 피복층의 피복속도, 피복층의 도, 기공도, 등방성, 피복층간의 상

호 결합 조건, 피복층내의 불순물 유입 정도 등의 차이에 따라 핵연료의 손상 발

생 정도에서 큰 차이를 보 다.

따라서 고온가스로용 핵연료의 연소 조건이 표 5-7과 같이 기존의 고

온가스로의 연소 조건 보다 가혹한 조건이기 때문에, 핵연료의 최  설계  최

 공정의 도출이 요한 선행 조건이라 할 수 있다. 핵연료 설계  제조 공정

상의 많은 인자들이 상호 향을 끼치는 복잡한 조건속에서 최 의 핵연료 설계 

 제조 조건을 도출하기 해서는 핵연료의 노내 연소거동과 손상 기구들을 정

확하게 측할 수 있는 모델개발이 필수 이며 핵연료의 노내 거동 모델링을 통

해 다양한 설계, 제조  가상 인 노내 연소 조건에서의 핵연료 거동과 손상 가

능성을 체계 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원자로 필수 안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핵연료  원자로의 안 성 증명을 해서는 다양한 원자로의 운  조건  가

상 인 사고조건하에서의 핵연료 거동을 측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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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까지 국내의 고온가스로용 핵연료의 기술을 개발 완료하는 것을 

기 으로 도출한 피복입자핵연료의 설계, 제조  성능분석기술 개발 일정은 그

림 5-37과 같다.

‘04‘04 ‘05‘05 ‘06‘06 ‘07‘07 ‘08‘08 ‘09‘09 ‘10‘10 ‘11‘11 ‘12‘12 ‘13‘13 ‘14‘14 ‘15‘15 ‘16‘16 ‘17‘17 ‘18‘18 ‘19 ‘19 

1 단계1 단계 2 단계2 단계 3 단계3 단계 4 단계4 단계 5 단계5 단계

핵연료 개념 설계핵연료 개념 설계

1 차 하나로 조사시험1 차 하나로 조사시험 2 차 하나로 조사시험2 차 하나로 조사시험

핵연료성능분석 모델 개발핵연료성능분석 모델 개발 핵연료 성능분석코드 개발핵연료 성능분석코드 개발

핵연료 예비 설계핵연료 예비 설계

3 차 하나로 조사시험3 차 하나로 조사시험

핵연료 최종 설계핵연료 최종 설계

1 차 핵연료 안전성시험1 차 핵연료 안전성시험 2 차 핵연료 안전성시험2 차 핵연료 안전성시험

핵연료 안전성 분석 코드 개발핵연료 안전성 분석 코드 개발

최종 안전성시험최종 안전성시험

최종 조사 시험최종 조사 시험

핵연료설계보고서핵연료설계보고서

핵연료 안전성 평가핵연료 안전성 평가

핵연료 제조공정 개발핵연료 제조공정 개발 핵연료 제조공정 확립핵연료 제조공정 확립 핵연료 제조시설 완료 및 시운전핵연료 제조시설 완료 및 시운전 핵연료 제조핵연료 제조

그림 5-37. 핵연료 개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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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고온기기용 재료

고온가스로용 고온재료는 출구온도가 약 1000℃에 이르는 고온과 4-5 MPa

의 고압하에서 사용되므로 고온에서 안정 으로 사용하기 한 재료의 선택이 

요하다. 고온가스로의 구조재료의 선택과정은 기본 으로 액체 속로에서의 선

택조건과 비슷하지만 매우 고온이기 때문에 구조안정성, 변형속도, 크리  손상

이 액체 속로에 비교해서 요한 요소가 된다.

고온 가스로에 용하기 한 재료는 고온에서 장시간 사용되어지므로 미세

구조의 안정성, 기계  성질 (인장강도, 크리 , 피로, 괴특성 등), 기체와 속

과의 상호작용, 마모, 수소와 삼 수소의 흡착성, 성자 조사 성질, He에 포함된 

불순물에 의한 부식성질 등이 우수하여야 한다. 기존 고온에서 사용되던 상용재

료를 고온가스로 환경에 용하기 해서는 미량 첨가원소를 조 하거나 고온 

성질들이 우수하도록 조성을 최 화한 새로운 재료를 개발하는 것으로 별할 

수 있다. 이러한 재료의 개발에는 제조의 용이성, 용 성 등이 요한 고려인자 

이다.

각 나라에서는 고온가스로용 최  재료선정을 하여 많은 후보재료들에 

한  기 실험을 수행하 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고온재료들에 한 체계 인 

연구와 자료가 부족하다. 고온가스로의 요 부품인 원자로 압력용기, 간열교

환기, 제어  등을 심으로 재료의 기계  성질을 조사하고 이들 기계  성질들

이 원자로의 고유환경인 성자조사, He의 부식, 고온 장시간 사용에 따른 미세

조직의 변화 등에 의해 열화정도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고온가스로 구

조재료의 선정과 향후 연구에 한 기 자료로 삼고자 한다. 

제 1 . Gen-IV 재료  기기 R&D 계획 황

1. 고온가스로에 사용되는 재료 황

고온가스로에 사용되는 재료는 경수로와 액체 속로보다는 높은 온도에서 가

동되므로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재료가 요구되고 있다[6-1]. 각 나라에서 개발

한 고온가스로 황을 표 6-1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일반 으로 각 나라의 고

온가스로 냉각재 He의 온도는 700℃～950℃와 같은 고온이고 표 6-2에서 나타

낸 바와 같이 냉각재 에 미량으로 포함된 불순물이 구조물을 부식시키기 때문

에 온도에 의한 기계  성질의 하와 부식손상이 구조물의 사용수명을 제한하

는 요한 인자가 된다. 고온가스로에 사용되는 각종 구조물, 구성재료, 사용조건 

등을 표 6-3에 정리하 고 사용재료의 화학조성과 열 기계  성질을 표 6-4와 

6-5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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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1. Characteristics of HTGRs

고온가스로 명칭
Peach 

Bottom
(USA)

Dragon

(UK)

AVR

(Germany)

HTTR

(Japan)

HTR-10

(China)

Operation 1967-74 1968-75 1967-88 1998- 재 2000- 재

Thermal/electric 
power (MW) 115/40 20/- 46/15 30/- 10/-

He inlet/outlet 
temperature 377/750 350/750 270/950

385/850 and 

950

250/350/

700/900

Mean He pressure 
(MPa) 2.5 1.0 1.0 4.0 3.0

Steam temperature 538 - 505 - 440

Fuel Carbide
Various/

Oxide

Carbide/

Oxide
Oxide Oxide

Coating BISO TRISO
BISO/

TRISO
TRISO TRISO

  Table 6-2. Range of impurity levels expected in HTGR helium coolants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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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3. Structural material, operation condition, 

and required properties for HTTR 

구조물 구성재료

사용조건

요구성질

온도/℃
조사량/

10
25

n/㎡

열교환기/

고온배

Hastelloy-XR

Ni-Cr-W계 합
750～950 -

크리 , 피로, 크리 -피로, 

괴인성, 용 성, 용 부 

성질
증기발생기

Alloy-800H

A387Gr. 22. Cl.2

～700

～600
-

압력용기
A533B

A387Gr. 22. Cl.2

～300

～400

～10-3

～10-3

열시효, 응력시효에 의한 

취화, 성자조사에 의한 

취화, 피로, 크리 -피로

제어

Alloy-800H, 

stainless steel 

B4C/흑연

～850 ～10
-1 크리 , 고온조사에 의한 

연성 하,

피복연로입자 BISO, TRISO 1100～1300
FP유지기능, 아메바효과, 

고온안정성,

연료 (구)
IG-110, H-451

ATR-2E
300～1250 1～10

조사크리 , 치수변화, 열

도율, 열팽창계수, 율, 

아송비, 강도, 괴인성, 균

열 특성, 조사효과, 다축

응력 괴, 불순물, 산화속

도, 산화에 의한 강도와 

괴인성 하

감속, 반사체
IG-110, H-451

ASR-1RS
300～1100 10-1～10

지지블록/

구반사체

PGX, 2020, 

ASR-1RS
～1100 ～10

-1

단열구조물
ASR-ORB, Al2O3, 

SiO2
～950 -

열 달계수  치수변화, 

장시간 사용에 산화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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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4. Chemical composition for structural materials of HTGR (wt%)

Table 6-5. Summary of available thermomechanical data for various alloys for 

piping and internals of HT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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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압력용기

원자로 압력용기는 재 경수로에서는 Mn-Mo-Ni강계의 재료가 주류를 이

루고 있지만 고온가스로에서와 같이 고온로에서는 보다 고온강도 성질이 우수한 

Cr-Mo강계의 합 강이 사용되고 있는데 각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압력용기 

재료는 표 6-6에 나타내었다. 이 에서 2¼Cr-Mo (A387 Gr. 22 Cl. 2)강은 석유

화학 랜트 등의 화공기기용 구조재료와 발 용 보일러로서 장시간 사용실 이 

많다. HTTR의 가동조건을 고려하면 압력용기가 받는 온도는 약 400℃인데 이 

온도 역에서는 페라이트계 재료는 자기확산, 고용원자  불순물 원자의 확산

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료의 열 안정성에 기인하는 재료의 변화가 발생된다. 즉 

강도 하와 인성 하가 발생될 수 있다. 페라이트 강의 크리 를 고려해야 하는 

온도가  371℃ 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고온가스로용 구조재료로 2¼Cr-Mo강

을 사용하기 해서는 크리 , 크리 -피로, 고온 피로성질에 한 데이터를 확

보하여야 한다.

   Table 6-6. Proposed materials for HTGR pressure vessel 

나. 제어  피복

제어  피복  재료에 요구되는 성질은 내열성, 내고온조사손상, 고온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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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성 등이 있다. 후보재료로는 Hastelloy-X, Alloy-800H 등이 있지만 재 사용

되고 있는 재료는 부식침투 깊이가 Hastelloy-X보다 우수한 Alloy-800H가 

HTTR에 사용되고 있다. Hastelloy-X는 고조사조건 (10
25

 n/㎡)하에서 
58

Ni(n, γ) 
59

Ni(n, α) 
56

Fe 반응에 의해서 He이 생성되고 시험온도가 높은 조사에 의해서 연

성 하가 히 발생한다. 반면 Fe기 Alloy-800은 내 성자조사취화 성질이 

Hastelloy-X 보다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어 피복 은 성자흡수체인 

B4C와 직  하므로 양립성이 문제가 된다. 향후의 과제는 
10

B(n, α) 
7

Li가 

B4C/C와 피복 과의 양립성에 미치는 향이 확인되어야 한다. 

다. 열교환기, 고온배 용 재료

열교환기, 고온배  등에 요구되는 성질은 He 분 기에서 내고온 크리  성

질  고온내식성 등이다. 다른 고온가스로에서는 Alloy-800H가 사용되고 있지

만 HTTR에서는 Hastelloy-XR을 사용하고 있다. Hastelloy-XR은 Hastelloy-X

를 기본으로 Si를 최 화, Al, Ti을 감화하여 내식성을 개선하 고, Co를 감소

시켜 방사화를 감시키고, B를 40～70 ppm 첨가하여 크리  단강도를 향상

시킨 것이다.

HTTR은 950℃가 최고사용온도이지만 더욱 고온에서의 사용을 목 을 해

서는 Ni-Cr-W계의 합 인 SSS113MA (23Cr-18W-0.45Ti-0.035Zr)  KSN 

(15Cr-25W-0.26Ti-0.029Zr-0.72Fe)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합 은 Hastelloy 

-XR의 크리  강도가 950℃, 5×104 시간에서 9 MPa인 반면 Ni-Cr-W계 합 은  

 1000℃, 5×10
4

에서 9.8 MPa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고온가스로가 1000℃ 이상의 온도에서 가동될때는 상기의 속재료는 

사용이 제한되고 탄화규소, 질화규소 등의 세라믹재료가 bulk나 표면 coating된 

형태로 사용가능하다.

2. GEN-IV의 재료  기기 분야의 R&D TRM 황  

The technical objective of the VHTR is to provide high temperature 

helium up to 1000°C in order to support high efficiency production of 

hydrogen. Today's high temperature alloys and associated ASME Codes for 

reactor applications reach about 800°C. Several primary system components 

will require use of materials at temperatures above 800°C. This will require 

further assessment of existing, well-characterized materials or selection of 

newer materials for which less data exists. Potential accident conditions with 

associated higher temperatures will dictate the use of carbon based or other 

ceramic materials within the reactor pressure vessel. Qualification of such 

materials will require extensive testing and standardization work. The 

materials issues associated with some of the more important component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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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ed below for information.

The materials program will address the VHTR reactor, power conversion 

system, intermediate heat exchange system, hydrogen production system, and 

associated balance of plant. The materials program is an integral part of the 

reactor program and must interface directly with the reactor design and 

component specification efforts in an iterative process of component 

requirements refinement and materials applicability considerations leading to 

final selection of needed materials.

Initially, a materials survey will be conducted as the first step in defining 

requirements to support a Materials Selection and Qualification Program Plan. 

The program plan, to be completed in FY-03 will provide a listing of 

materials options for each component, a listing of the qualification needs for 

each material identified, a structure and expected organizational involvement 

for executing the materials program, and the proposed scope, cost, and 

schedule to obtain the data, code work, manufacturability evaluations, and 

other information to support final materials selections.

The VHTR materials program needs to be supported by the Gen IV 

materials crosscut program that can assist the VHTR materials program 

with:

￭ Identification and development of organizations and facilities for 

performing materials irradiation, testing, and analysis.

￭ Evauation, peer review, and consolidation of existing materials data 

from US and international sources.

￭ Development of materials design and modeling approaches to support 

code qualification of materials.

￭ Compilation of a materials database/handbook to support all Gen IV 

programs.

￭ Integration between reactor materials programs to minimize 

duplication of effort.

￭ Identification of major holes in existing materials technology, testing 

methods, and design approaches that will be needed to qualify 

materials for Gen IV systems.

가. 재료

(1) Reactor Pressure Vessel

The current options for reactor pressure vessel materials are ferritic 

martensitic steels with sufficient chromium to allow elevated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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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and stabilize the microstructure from irradiation damage. The 

manufacturability of the very large pressure vessels needed for the VHTR is 

the primary issue with pressure vessel materials. The data base 

characterizing the effects of neutron irradiation on the nil-ductility transition 

temperature and the fracture toughness, tensile, and creep properties of the 

plate, forging, weldments, and heat-affected zones of this class of materials 

will need to be extended since none are currently approved for nuclear vessel 

applications above 700F under the ASME, Section III. Determinations of the 

manufacturability of pressure vessels of the size desired for the VHTR will 

begin in FY-03 because of the potential for such determinations to directly 

affect the allowable size and power of a demonstration reactor. 

Finally, It will be necessary to develop very long-term ASME Code creep 

and creep rupture at the temperatures of interest and a design methodology 

adequate to provide a sound basis for design, use, and codification of 

materials under combined time-independent and time-dependent loadings.

(2) Reactor Pressure Vessel Internals, Hot Duct and IHX

The hot duct, core supports, core barrel, and upper core components in the 

VHTR will need to withstand temperatures above 800°C. Nickel and cobalt 

base alloys need to be considered for these applications. Metallic materials for 

IHX and high-temperature pipe can be used below 950C for reactor outlet 

coolant temperature, but conventional materials cannot generally withstand 

temperatures above this. Accordingly, development of metallic superalloys and 

ceramic materials and coatings are expected for application in nuclear plants, 

as is the case in other high-temperature industries. The gradual maturing of 

the wrought, oxide dispersion strengthened alloys based on iron or nickel 

may provide a class of materials capable of operating at temperatures up to 

1100C.

The combination of neutron irradiation and high temperature operation over 

long time frames are the major challenges to qualification of these materials. 

Qualification will involve extensive creep and in some cases stress rupture 

data extrapolated to cover the component lifetimes. Considerable ASME code 

work will be required on pressure containment components in these systems.

(3) Coatings

The development of coating systems will be an important aspect as it 

becomes increasingly difficult to combine mechanical strength 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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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properties such as hot corrosion and friction/wear. Major 

concerns are the failure modes and the prediction of useful life. 

Reactor-specific problems may also be amenable to solutions that employ 

coating systems, for example the prevention of tritium permeation through the 

component walls.

(4) Graphite and C/C Composites Structures

The graphite components of the reactor are the permanent side reflector, 

the core blocks, and the core supports. Previous in-core graphite usage in the 

United States was limited to H-451, a product that is no longer available. 

New fine-grained isotropic graphite with high strength and low irradiation 

damage will be necessary to achieve high outlet-gas temperature as well as 

long life. A number of replacements for H-451 may be available, but 

extensive irradiation and properties test data are needed to qualify the new 

materials. Because of the availability of sample material and an irradiation 

capsule, three H-451 replacement graphites will be irradiated at the 

High-Flux Isotope Reactor (HFIR) beginning in FY-03.The reference material 

for the permanent side reflector support blocks at the hot duct entrance and 

selected core support post blocks is a purified form of HLM-grade graphite. 

ASME Code Section III, Division 2, Subsection CE for graphite core support 

structures must be modified and re-approved for the VHTR temperatures.

Carbon/carbon (C/C) composites with a maximum allowable temperature of 

1800°C and other ceramic composite materials (SiC/graphite and SiC/SiC) 

have been proposed for the several subcomponents in the control rod 

assembly. The C/C composite and ceramic materials are relatively new 

reactor materials for which considerable irradiation and other material 

properties data are needed. Standardization and codification of materials from 

within these industries is also a major question that will need to be resolved 

for use of these materials in reactor safety systems. 

Material tests on mechanical properties, thermal properties, fracture 

behavior, etc including oxidation effect and post irradiation are required to 

establish design guidelines and a design database. Modeling of material 

behavior and stress analysis code will consider anisotropy. Obtaining 

nondestructive testing data and fracture toughness data are necessary to 

establish acceptance guidelines.

(5) Non-metallic Insulating Materials (Cer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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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temperature fibrous insulation is used throughout the reactor and 

power conversion systems notably in the hot duct, upper plenum shroud, 

shutdown cooling system, helium inlet plenum, and turbo-compressor. 

Specification of insulating materials that retain resiliency but do not shed 

particulate under high gas flows and irradiation damage is a concern. Ceramic 

insulation blocks may be needed under the graphite core support structure. 

All these materials need to be fabricated, tested, and qualified for use in the 

VHTR. Qualification of non-metallic materials may be perturbed by the lack 

of recognized industry standards and codes 

Over 1000C, ceramic materials are thought to be one of the more 

promising structural materials, although they have the disadvantaged of 

bonding, pressure forming, and machining. By applying the superplastic 

ceramics, it is possible to conduct the bonding and pressure forming in 

various structural shapes. Two types of superplastic ceramics are being 

investigated: low thermal conductivity (finegrained zirconia ceramics, for an 

inner tube of coaxial double tube etc.) and high thermal conductivity 

(fine-grained SiC ceramics, for heat transfer tubes in a heat exchanger etc.).

(6) Scope of the Materials Program: Environmental Tests and 

Codification

The VHTR materials program has the responsibility to perform all 

material identification, selection, testing, and qualification activities required to 

support the VHTR. These responsibilities are the following:

￭ Development of a specific program plan for managing the selection 

and qualification of all component materials required for the VHTR,

￭ Identification of specific materials for each system component,

￭ Evaluation of the needed testing, code work, and analysis required to 

qualify each identified material,

￭ Preliminary down-selection of component materials based on known 

requirements, manufacturability, and feasibility of achieving needed 

code licensability,

￭ Specification and purchase of representative materials for testing,

￭ Design/construction of capsules and vehicles for irradiation of 

materials where irradiation test data is required,

￭ Performing irradiation of needed sample materials,

￭ Physical, mechanical, and chemical testing of irradiated and 

un-irradiated materials required to provide the data to qualif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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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for the specific components where it is being considered.

￭ Documentation of materials test data for use by reactor designers and 

to support required code cases for ultimate qualification and licensing,

￭ Documentation of final materials selections in support of the design 

function.

나. 기기

(1) Pressure Vessel

(가) Scale-up of fabrication practices

The size and thickness of the vessels required for the gas cooled reactors 

being considered are very large compared with current industrial experience. 

Scale-up of vessel fabrication must include the use of very large forgings 

(up to 450 tons), section thickness (up to 10 inches for vessel walls and 20 

inches for flanges), and heavy-section welding technology. The vessels will 

require detailed analysis of transportation options with the potential need for 

on-site production of major fabrication welds and the associated more 

challenging requirements for on-site post-weld-heat-treatment (PWHT) and 

non-destructive examination (NDE).

(나) Sixty-year lifetime considerations.

Currently, materialsare expected to support the extremely long lifetimes 

anticipated for the Generation IV reactors.

(다) Irradiation Effects

A great deal of work has been done to illuminate the effects of irradiation 

supported by a surveillance program to ensure that no unexpected 

degradation occurs during service.

(라) Environmental effects

The effects of helium with appropriate impurities will need to be addressed.

(마) Long-term emissivity control of the vessel exterior

To ensure that passive heat removal systems will function adequately for 

the VHTR, it is desirable to ensure that the exterior surface of the RPV 

develops and maintains a very high coefficient of thermal emissivity (>0.85). 

It will be necessary to evaluate the formation and composition of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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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er formations of the RPV steels, their resulting emissivities, and their 

stability during very long life operation (including thermal transients) to see 

if additional surface treatments are required.

(2) Recuperator and other exchangers

(가) Recuperator

Specific data needed include:

￭ Determining the recuperator inlet/outlet flow distribution 

between modules in parallel to confirm heat exchanger 

effectiveness

￭ Determining the recuperator friction factor and heat transfer 

coefficients as a function of Reynold's number

￭ Developing recuperator leak detection methods and equipment.

(나) Precooler/Intercooler. 

Specific data needed include:

￭ Determining the flow distribution and magnitude of hot/cold 

streaks at various cross sections, including the inlet to the 

pre-cooler/intercooler (PC/IC) tube bundles

￭ Determining leak rates for PC/IC high pressure seal 

arrangement to assess coolant bypass

￭ Determining the presence of PC/IC flow induced vibration 

characteristics, such as flowinduced turbulent buffeting, 

vortex shedding, or fluid-elastic instability, which can cause 

dynamic instability and tube damage

￭ Confirming inspection capability and inspection equipment for 

the specific PC/IC tube circuit geometry

￭ Confirming PC/IC shell- and tube-side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and shell-side flow resistance and 

determining the effective flow resistance of the finned tube 

bundle

￭ Quantifying the tube-side erosion/corrosion rates as a function 

of the operating parameters, water chemistry ranges, and 

tube geometry.

(3) Valves and Blowers

(가) High-Temperature Isolation Valve

Development of the isolation valve is a key issue in the hot and cold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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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cts of the intermediate circuit. Their objectives are to separate the reactor 

system with nuclear standards from a process heat system with non-nuclear 

standards. Integrity test of the valves in full scale will be necessary. Results 

from former German tests of two different types of valves and of diverse hot 

gas ducts should be retrieved. The integrity tests against repetitive operation 

of the high-temperature isolation valve have to show the reliable performance 

after multiple activations.

(나) Blowers

Feasibility is demonstrated in Germany and US by former HTRs operation. 

Modern design to be developed by industrials with the following features:

￭ Electro-magnetic bearings support

￭ Simple radial or axial flow compressor

￭ Immersed electric motor drive

￭ Good accessibility and maintenance

다. 시험 시설

The development of facilities for qualifying components and performing 

irradiation tests in helium flow conditions will be identified. In addition, the 

use of analytical test benches is a useful tool to study the influence of 

operating parameters on the material behavior in normal and accidental 

conditions. The design of a very high efficiency helium cooled reactor 

requires to operate at high temperature and high pressure. To reach these 

severe conditions, developments and qualification on experimental rigs of 

components, circuits and specific devices will be performed up to ~ 1000C and 

~ 100 bars. The performances of the helium purification system impact 

directly the safety of a modern VHTR as it controls the level of impurities in 

the primary helium. Technological gas loops will be built for qualifying 

components (mainly exchangers, cooler, instrumentation) and helium 

pur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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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 Fe계 내열강 물성분석

1. Cr-Mo 강

고온가스로의 압력용기 등과 같이 온도가 650℃ 이하에서 강도가 요구되는 

구조물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가. 2¼Cr-Mo (ASME A387 Gr. 22 Cl. 1)

HTTR의 정상가동하에서 압력용기의 온도는 400℃이지만 사고시에는 최고 

530℃까지 온도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수로에서 사용되고 있는 

Mn-Mo강보다는 크리  온도 역에서 강도가 우수하고 550℃에서 사용실 이 

풍부한 2¼Cr-Mo강이 HTTR의 압력용기로 사용되는데[표 6-7～11] 그 화학조성

을 표 6-7에 나타내었다.

Table 6-7. Chemical composition of 2¼Cr-Mo (wt%)

Element

Composition

Heat analysis Product analysis

C 0.05-0.15* 0.04-0.15*

Mn 0.30-0.60 0.25-0.66

P 0.035 0.035

S 0.035 0.035

Si 0.50 max 0.50 max

Cr 2.00-2.50 1.88-2.62

Mo 0.90-1.10 0.85-1.15

* The carbon content for plates over 5 in. (125 mm) in 

thickness is 0.17 max on product analysis.

(1) 미세조직

2¼Cr-Mo은 열처리에 의한 조직제어에 의해서 강도조정이 행해진다. 압력용기

구성 부품에서 제조상, 강도상의 이유로 annealing(AN), normalizing and 

tempering(NT), quenching and tempering(QT)의 3가지 방법으로 열처리를 하는

데 고온가스로용 재료의 tempering 온도는 최소 675℃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2¼Cr-Mo강의 미세조직은 그림 6-1에서와 같은  연속냉각곡선도에서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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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열처리 조건에 따른 미세조직의 변화를 그림 6-2에 나타내었다. 2¼Cr-Mo

강의 강도와 한 계가 있는 것이 탄화물의 석출반응이므로 탄화물이 석출

되는 온도와 시간과의 계를 그림 6-3에 나타내었다.

Fig. 6-1. Continuous-cooling-transformation diagram for 2¼Cr-Mo

(2) 기계  성질

(가) 인장성질

NT 재료의 각 온도에서 인장시험한 결과를 그림 6-4에 나타내었다. 시효시간

과 온도에 따라서 인장강도의 변화를 그림 6-5에 나타내었다. 각 온도에서 시효

시간이 증가하거나 같은 시효시간이라도 온도가 증가하면 강도는 감소하는 경향

을 나타내었다.

(나) 충격성질

NT 열처리조건에서 450℃에서 시효시간에 따른 충격성질의 변화를 그림 6-2

에 나타내었다. 시효에 의해서 천이곡선이 고온 쪽으로 이동하 다. 시효에 의해

서 입계 괴가 발생하는데 입계취화에 의한 연성취성천이온도의 상승 원인은 입

계에 P가 편석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고 불순물이 강도에 향을 미치므로 불

순물을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다.

 X=(10P+5Sb+4Sn+As)/100 ≤10 (ppm)

 J=(Si+Mn)(P+Sn)×104 ≤ 100 (wt%)

 Co ≤ 0.04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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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 Microstructures of 2¼Cr-Mo steels : (a) AN, (b) NT, and (c) QT.



- 156 -

Fig. 6-3. Isothermal diagram showing the sequence of carbide formation on 

tempering (a) the quenched 2¼Cr-Mo and (b) the normalized 2¼Cr-Mo.

Fig. 6-4. Tensile properties of normalized and tempered 2¼Cr-Mo steel plates.



- 157 -

Fig. 6-5. Thermal aging curves of yield and ultimate tensile stress

 for NT 2¼Cr-Mo.

Fig. 6-5.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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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6. Shift of absorbed energy transition curve caused by isothermal 

aging at 450℃ for NT 2¼Cr-Mo

( 다 )  크 리  성 질

NT 재료의 크리  단강도와 단연신율의 변화를 그림 6-7～6-8에 나타내

었다.

Fig. 6-7. Creep properties for NT 2¼Cr-Mo steel pl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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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8. Creep elongation and reduction for NT 2¼Cr-Mo steel pl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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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로성질

상온과 450℃에서 변형범 와 피로수명의 계를 그림 6-9에 나타내었다. NT 

재료는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연화가 발생하는데 연화의 원인은 도의 감소

에 의한 것이다.

Fig. 6-9. Fatigue properties for NT 2¼Cr-Mo

(마) He 분 기의 향

He이 기계  성질에 미치는 향을 그림 6-10에 나타내었다.

Fig. 6-10. Effect of He on fatigue properties of NT 2¼Cr-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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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성자 조사의 향

2¼Cr-Mo 강에서 성자조사에 의한 인장성질, 충격성질, 피로성질, 괴인성

의 변화를 그림 6-11～6-15에 나타내었다.

Fig. 6-11. Effect of irradiation of tensile properties for 2¼Cr-Mo steel

Fig. 6-11. Con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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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2. Impact properties of irradiated 2¼Cr-Mo steel with P=0.01% and  

Cu=0.05%, 

Fig. 6-12. Continued : P=0.01% and  Cu=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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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2. Continued : P=0.005%, Cu=0.05% 

Fig. 6-13. Effect of irradiation on DBTT for 2¼Cr-Mo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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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3. Continuedl

Fig. 6-14. Fracture toughness of irradiated 2¼Cr-Mo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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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5. Effect of irradiation on fatigue properties for 2¼Cr-Mo steel

Fig. 6-15.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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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Modified 9Cr-Mo (ASME A387 Gr. 91)

9Cr-Mo 합 은 고온강도, 고온 내산화성, 내부식성, 낮은 열팽창계수, 높은 

열 도도 때문에 고온에서 사용재료로 주목받았지만 크리  단강도가 낮기 때

문에 주로 566℃ 이하의 온도에서 사용되었다. 크리  강도를 향상시키기 하여 

기존의 9Cr-1Mo강에 V, Nb, N을 첨가하고 C의 함량을 낮춘 강이 Modified 

9Cr-Mo 강으로[6-7～6-9] 그 화학조성을 표 6-8, 석출물의 종류는 표 6-9, 물리

 성질을 표 6-10과 6-11, 기계  성질을 그림 6-16～6-20에 나타내었다.

Table 6-8. Chemical composition of Modified 9Cr-Mo (wt%)

Element

Composition

Heat analysis Product analysis

C 0.08-0.12 0.06-0.15

Mn 0.30-0.60 0.25-0.66

P 0.020 0.025

S 0.010 0.012

Si 0.20-0.50 0.18-0.56

Cr 8.00-9.50 7.90-9.60

Mo 0.85-1.05 0.80-1.10

Ni 0.40 0.43

V 0.18-0.25 0.16-0.27

Nb 0.06-0.10 0.05-0.11

N 0.030-0.070 0.025-0.080

Al 0.04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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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9. Precipitation data on thermally aged modified 9Cr-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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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10. Young's modulus of Modified 9Cr-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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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11.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of Mod. 9Cr-Mo (10
-6

mm/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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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6. Tensile strength of Modified 9Cr-Mo

Fig. 6-16.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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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7. Tensile properties at RT as a function of 

aging time of Modified 9Cr-Mo

Fig. 6-18. Ductile-to-brittle transition temperature measured at 67.8 J

  (50 ft-lb)  and upper shelf energy as a function of aging time

for Modified 9Cr-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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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9. Creep properties of Modified 9Cr-Mo

Fig. 6-19.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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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0. Fatigue properties of Modified 9Cr-Mo

Fig. 6-20.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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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286 

고온에서 고강도와 부식특성이 요구되는 곳인 터빈 블 이드나 제트 엔진 등

에 사용 경험이 있고 사용온도는 704℃까지 이다. A286 합 은 석출강화와 열처

리에 의해서 강화되는 합 으로 그 조성은 표 6-12와 같다. Ni과 Fe의 함량비는 

합 의 성질과 사용가능 온도구간에 향을 미치는 요한 인자이다. A286 합

은 오스테나이트계 기지를 유지하기 해서 24%의 이상의 Ni를 함유하고 있다. 

Fe이 다량으로 함유된 기지는 Ni이 다량으로 함유된 기지보다 고온 안정성이 결

여되며 고용체의 양과 첨가될 수 있는 석출물 강화원소의 양을 제한하게 된다. 

산화와 부식정도는 Fe와 Ni의 조성비가 증가할수록 반비례하여 가속화되는 향

을 받는다. 그러나 많은 Fe를 함유한 기지를 가지는 합 은 렴한 가격과 우수

한 단조성을 가진다. Cr과 Mo는 형 인 고용체 강화인자이며 이들 원소에 의

한 기지 격자상수의 증 는 정합 석출물에 한 불일치도를 크게 하는데, 무 

큰 불일치도는 석출물의 조 화를 진시켜 고온 하 하의 석출물이 열 인 불

안정성을 조장하여 석출경화에 한 나쁜 향을 미친다. 더욱이 Cr은 표면 산

화층을 형성시켜 산화  부식에 한 항성을 높인다. 

A286이 고온에서 우수한 강도를 가지는 이유는 ordered γ′ (Ni3(Ti, Al)) 

속간화합물의 석출에서 기인한다. Ti/Al 비는 기지와 γ′ 석출물사이의 격자상수 

불일치를 최소화하기 해서 필요하지만 높은 온도에서 무 높은 Ti/Al 비는 

강화인지인 γ′의 불안정성을 조장하고 합 의 강도를 떨어뜨리는 platelike hcp 

η상 (Ni3Ti)으로 변태하는 알려져 있다.

Table 6-12. Chemical composition of A286 (wt%).

Element C Mn Si Cr Ni Mo Fe Ti V Al B

Min. - - - 13.50 24.00 1.00 - 1.90 0.10 - 0.003

Max 0.08 2.00 1.00 16.00 27.00 1.75 Bal. 2.30 0.50 0.35 0.010

(1) 미세조직

γ기지에 γ′ 석출물에 의해 강화된 조직을 가지고 ㎛ 정도 크기의 개재물을 

제외하고는 제 2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효처리 과정 에 온도와 시간

에 따라 그림 6-21과같이 같은 네가지 반응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

째, 기지내에 γ′의 균일한 석출반응, 둘째, 오스테나이트계 입계에서 cellular η 

colon의 생성과 성장, 셋째, 입계에서의 (Ti, Mo)C의 석출, 넷째, 입계에서 M3B2 

형의 boride 석출이다.

시효처리 에 발생하는 석출물의 종류, 크기, 분포  양은 기계  성질에 큰 

향을 미친다. γ′ 석출물은 략 500～850℃ 구간에서 석출되고, Cu3Au (L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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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격자구조를 가지며, 융  (1385℃) 부근까지 장범  규칙도를 나타낸다.

Fig. 6-21. TTT diagram of A286 aged during 256 hrs 

(2) 물리  성질

A286에 한 물리  성질을 표 6-13～6-15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Table 6-13.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of A286

Temperature Coefficient 

°F °C 10-6/°F 10-6/°C 

200 93 9.17 16.5 

400 204 9.35 16.8 

600 316 9.47 17.0 

800 427 9.64 17.4 

1000 538 9.78 17.6 

1200 649 9.88 17.8 

1300 704 9.94 17.9 

1400 760 10.32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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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14. Modulus of A286

Temperature 

Deg F Deg C 
psi x 10(6) MPa x 10(3) 

70 21.1 28.8 199 

1000 538 23.7 163 

1100 593 22.8 157 

1200 649 21.9 151 

1300 704 21.1 145 

1400 760 20.1 139 

1500 816 18.7 129 

 

Table 6-15. Thermal conductivity of A286

Thermal conductivity 

Btu-in/ft(2)-hr-°F(302 °F)............... 104.2 

W/m-k(150 °C)...................................15.0 

Btu-in/ft(2)-hr-°F(112 °F)............... 165.0 

W/m-k(600 °C)............................... 23.8 

Magnetic permeability 

Solution treated ...................................1.010 

Solution treated and aged....................1.007 

 

(3) 기계  성질

과 시효되기 까지 시효처리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인장강도가 증가하는데 

이는 γ′의 분율이 증가하기 보다는 온도에 따라 입자크기의 증가에 따른 것으

로 알려져 있다. A286에 한 인장, 크리  성질을 표 6-16～6-17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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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16. Tensile properties of A286

Test 

Temperature 

0.2% 

Offset 

Yield 

Strength

Tensile 

Strength

°F °C  ksi MPa ksi MPa

% 

Elongation

in 2" 

(50.8 mm)

% 

Reduction 

of Area 

70 21.1 95 655 145 1000 24.0 45.0 

400 204 93.5 645 143 986 21.5 52.0 

800 427 93 641 138 951 18.5 35.0 

1000 538 87.5 603 131 903 18.5 31.0 

1100 593 90 621 122 841 21.0 23.0 

1200 649 88 607 103.5 714 13.0 14.5 

1300 704 86 593 86.5 596 11.0 10.0 

1400 760 62 427 64 441 18.5 23.0 

500 816 33 228 36.5 252 68.5 37.5 

 

Table 6-17. Creep properties of A286

Test 

Temperature 
Stress for Rupture 

100 Hours 1000 Hours

°F °C 
ksi MPa

% 

Elongation

in 4D ksi MPa

% 

Elongation 

in 4D 

1000 538 99 683 3.0 88 607 3.0 

1100 593 81.5 562 3.0 71.5 493 3.0 

1200 649 61 421 5.0 46 317 8.5 

1300 704 44.5 307 12.0 29 200 30.0 

1350 732 35 41 29.0 21 145 35.0 

1500 816 13 90 55.0 7.7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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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lloy 800와 Alloy 800H

Alloy 800은 30-35%Ni, 19-23Cr을 함유한 오스테나이트계 철합 으로 고온강

도와 산화, 탄화, 고온부식 등에 우수한 고온재료로서 화학조성을 표 6-18에 나

타내었다. C, Ti, Al 등은 시효동안에 석출반응을 하여 기계  성질에 요한 

향을 미치는데 석출물의 종류와 시효온도와의 계를 그림 6-22에 나타내었다. 

900℃ 이상의 고온에서는 TiC 가 가장 안정한 탄화물이고, 600℃ 근방에서는 

M23C6 탄화물이 주를 이루며, γ′상은 Ti과 Al의 량이 0.6% 이상 함유한 합 에

서 석출한다. 이들외에 σ상 (FeCr)과 G 상 (Ni16Ti6Si7)이 찰되지만 이들이 기

계  성질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Alloy 800H는 고온에서 장시간 사용을 해 크리  강도향상을 목 으로 탄

소의 함량을 약간 높인 것 외에는 Alloy 800과 동일하다.

이들 재료들에 한 물리  성질을 표 6-19과 기계  성질을 그림 6-23～

6-26에 나타내었다. He 분 기에서의 조직의 변화와 기계  성질의 변화를 그림 

6-27～6-30에 성자조사의 향을 그림 6-31나타내었다[6-10]. 

Table 6-18. Chemical composition of Alloy 800 and 800H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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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2. Time,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diagram for Alloy 800

Table 6-19. Physical properties of Alloy 800 and 80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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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3. Tensile properties of Alloy 800 and Alloy 80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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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4. Tensile properties of Alloy 800 and 800H with solution temperature

  

Fig. 6-25. Creep properties of Alloy 800 and 80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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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5. Continued

Fig. 6-26. Fatigue properties of Alloy 800 and Alloy 800H : 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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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6. Continued : 540℃ 

Fig. 6-26. Continued :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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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7. Effect of He on tensile properties of Alloy 800

Fig. 6-27.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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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8. Microstructures in a longitudinal section of tensile 

specimen for Alloy 800 : (a) solution treated, (b) and (c) 

exposed to He for (b) 3000 h and (c) 5000 h, and (d) 

exposed to air for 3000 h. Exposure temperature is 1000℃.

Fig. 6-29. Effect of He on creep properties of Alloy 80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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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9. Continued

Fig. 6-30. Effect of thermal aging in helium on the high cycle

fatigue strength of Alloy 800 at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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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30. Continued : 871℃.

Fig. 6-31. Effect of irradiation on tensile properties for Alloy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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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31. Continued

3. ODS alloy (PM2000)

일반 으로 Ni기 합 인 내열합 은 융 의 85%까지 사용하는데 이러한 이

유는 탄화물과 γ′ 상의 석출에 의해서 강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따라

서 Ni기 합 에 20～50 nm의 Y2O3를 첨가하여 더욱 강도를 향상시킨 재료가 

Oxide-dispersion-strengthened (ODS) 재료이다. 이러한 강도 외에 산화 항성

도 향상시키기 해 Ni기지가 아닌 페라이트 계통의 Fe-Cr계를 기지로하는 새

로운 형태의 ODS가 PM2000이고 그 화학조성을 표 6-20와 같다. ODS 합 은 

powder metallurgy를 포함한 mechanical alloying 기술을 통하여 제조되고 있다. 

ODS 합 에 한 물리  성질을 그림 6-32에, 기계  성질을 그림 6-33～6-36

에 나타내었다.

Table 6-20. Chemical composition of PM2000 (wt%)

Element Fe Cr Al Ti Y2O3

PM2000 rem. 19 5.5 0.5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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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32. Physical properties of PM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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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32. Continued

Fig. 6-33. Tensile properties of PM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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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34. Notched bar impact strength of PM 2000

 : Annealing temperature 900℃ 

Fig. 6-34. Continued : Annealing temperature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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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34. Continued : Annealing temperature 1300℃ 

Fig. 6-35. Creep properties of PM 2000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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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36. Fatigue properties of PM 2000 : 2 mm sheet

: Triangular, R=0.1, and Load rate= 11 MPa/s

Fig. 6-36. Continued : 20 mm bar, grain class 6,

in symmetrical, strain-controlled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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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 Ni계 슈퍼알로이 물성분석

고온에서의 크리 성질, 조직안 성성 등의 이유로 Ni기 합 이 선정되었다.

1. Hastelloy X and XR

고온가스로에서는 원자로출구 냉각재온도는 최고 950℃로서 간열교환기의 

열  등의 고온용 구조용재료는 900℃를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고온과 He에 

포함된 불순물 (CH4, H2, CO, H2O)에 의해서 발생하는 고온 산화에 한 항성

과 고온 기계  성질이 우수하여야 한다. 

Hastelloy-X는 Ni기 합 으로 Cr-Fe-Mo로 고용강화 시킨 합 으로 고온에

서 고강도가 요구되는 곳에서 사용경험이 많은 재료이다. 속간화합물을 형성하

므로 장시간 사용으로 인하여 충격성질이 하된다.  

고온 산화조건에서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하여 기존의 Hastelloy X를 

개량한 Hastelloy XR를 일본에서 개발하 는데 그 화학조성은 표 6-21과 같다. 

Hastelloy XR의 개량된 은 다음과 같다[6-11].

가. 냉각재 He 분 기에서의 내식성의 개량

- Mn 함유량의 최 화를 통해 MnCr2O3 스피넬 산화막의 방호성을 응용

한 면부식의 억제

- Si 함유량의 최 화를 통해 산화막과 속계면에서 SiO2를 형성을 응용

한 산화피막의 착성 향상

- Al  Ti 함유량을 감시켜 내부산화와 입계침식의 억제

나. 고온강도의 개량

- B 함유량의 최 화를 통해 탄화물의 형태제어 등의 조직개선을 응용한 

크리  성질의 향상

- 이음  제조공정의 최 화를 통해 선모양의 탄화물 석출억제와 결정입 

크기의 균일화를 응용한 크리  성질 향상

다. 핵 합성 개량

- Co 함유량의 감화에 의한 부식생성물의 방사활성화 억제

이들 재료들에 한 물리 , 기계 성질을 표 6-22～6-26에 나타내었다. He의 

향과 성자조사의 향을 그림 6-37～6-49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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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21. Chemical composition of Hastelloy X and XR.

Table 6-22. Physical properties of Hastelloy X

Form Condition 
Test Temp, 

°F(°C) 

Average Dynamic Modulus of 

Elasticity,10(6) psi (MPa) 

Sheet 

Heat-treated 

at 2150 °F 

(1177°C), 

Rapid Cooled 

76 (25) 

212 (100) 

392 (200) 

572 (300) 

752 (400) 

932 (500) 

1112 (600) 

1292 (700) 

1472 (800) 

1652 (900) 

1832 (1000) 

28.5 (196,000) 

28.0 (193,000) 

26.9 (185,000) 

26.0 (179,000) 

25.0 (172,000) 

23.8 (164,000) 

22.9 (158,000) 

21.8 (150,000) 

20.7 (143,000) 

19.5 (134,000) 

18.3 (12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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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22. Continued

Physical Properties °F British Units °C Metric Units 

Density 72 0.297 lb./cubic in. 22 8.22 g/cubic cm. 

Melting Range 
2300- 

2470 
 

1260- 

1355 

 

Electrical 

Resistivity 
72 46.6 microhm-in. 22 1.18 microhm-m 

79-200 7.7 microin./in.-°F 26-100 13.8 X 10(-6)m/m-K 

79-1000 8.4 microin./in.-°F 26-500 14.9 X 10(-6)m/m-K 

79-1200 8.6 microin./in.-°F 26-600 15.3 X 10(-6)m/m-K 

79-1350 8.8 microin./in.-°F 26-700 15.7 X 10(-6)m/m-K 

79-1500 8.9 microin./in.-°F 26-800 16.0 X 10(-6)m/m-K 

76-1650 9.1 microin./in.-°F 26-900 16.3 X 10(-6)m/m-K 

Mean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79-1800 9.2 microin./in.-°F 26-1000 16.6 X 10(-6)m/m-K 

70 63 Btu-in/ft²-hr-°F 20 9.7* W/m-K 

200 76 Btu-in/ft²-hr-°F 100 11.1 W/m-K 

500 98 Btu-in/ft²-hr-°F 300 14.7 W/m-K 

1100 144 Btu-in/ft²-hr-°F 600 20.6 W/m-K 

1300 159 Btu-in/ft²-hr-°F 700 22.8 W/m-K 

1500 174 Btu-in/ft²-hr-°F 800 25.0 W/m-K 

Thermal 

Conductivity 

1700 189 Btu-in/ft²-hr-°F 900 27.4* W/m-K 

Poisson's Ratio 
-78 

22 

0.328 

0.320 

-108 

72 

0.328 

0.320 

Magnetic 

Permeability 
Room <1.002 at 200 oersteds (15,90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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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23. Tensile properties of Hastelloy X

F o rm  C o n d it io n  

T e s t  

T e m p . 

(° C )  

U lt im a te  

T e n s ile  

S t re n g th , 

M p a  

Y ie ld  

S t re n g th  

a t  0 .2 %  

o f fse t , 

M p a  

P ro p o r-  

t io n a l 

L im it , 

M p a  

E lo n g a t io n  

in  2  in .,  

(5 0 .8  

m m ), 

p e rc e n t  

S h e e t, 

2 .8  

m m , 

th ic k  

H e a t -

t re a te d  

a t  

1 1 7 7  ° C , 

R a p id  

C o o le d  

R o o m  

2 0 4  

4 2 7  

5 3 8  

6 4 9  

7 6 0  

8 7 1  

9 8 2  

1 0 9 3  

1 1 4 9  

1 2 0 4  

7 8 5  

7 1 3  

6 8 7  

6 4 8  

5 7 2  

4 3 5  

2 5 1  

1 5 5  

9 0  

5 3  

3 7  

3 6 0  

3 3 6  

3 0 1  

2 8 6  

2 7 2  

2 6 1  

1 7 7  

1 1 0  

5 5  

3 4  

2 6  

1 5 6  

1 7 7  

1 9 3  

1 9 0  

1 8 1  

1 7 0  

1 0 1  

--  

- -  

- -  

- -  

4 3  

4 1  

4 4  

4 5  

3 7  

3 7  

5 1  

4 5  

4 0  

3 1  

3 1  

 

Table 6-24. Tensile properties of aged Hastelloy X 

Form 
Aging Temp., 

°C 
Aging Time, hrs 

Ultimate 

Tensile 

Strength 

Mpa 

Yield 

Strength at 

0.2% offset 

Mpa 

Elongation 

in 2" percent 

Solution Heat Treated -- 788 381 57 

649 

1000 

4000 

8000 

16000 

862 

991 

1020 

1020 

421 

525 

542 

538 

35 

19 

19 

15 

760 

1000 

4000 

8000 

16000 

945 

928 

903 

869 

450 

443 

423 

409 

23 

18 

19 

17 

Sheet, 0.125" 

thick 

871 

1000 

4000 

8000 

16000 

848 

813 

793 

766 

369 

340 

332 

318 

26 

29 

30 

29 

Solution Heat Treated -- 758 341 47 

649 

1000 

4000 

8000 

837 

983 

990 

392 

506 

503 

33 

18 

18 

760 

1000 

4000 

8000 

892 

896 

891 

390 

390 

388 

23 

21 

20 

Plate, 

1/2" thick 

871 

1000 

4000 

8000 

16000 

820 

805 

784 

752 

328 

310 

303 

294 

31 

28 

2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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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25. Charpy impact properties of Hastelloy X plate

Average  Charpy V -Notch 

Im pact Strength  Form  Condition  
Test Tem p., 

(°C) 
ft. lb . J  

P late  

Heat-treated at 

1177°C, 

Rapid  Coo led 

-196  

-157  

-78  

-29  

Room  

815  

37  

44  

51  

56  

54  

58  

50  

60  

69  

76  

73  

79  

 

Table 6-26. Creep properties of Hastelloy X plate and bar

Average Rupture Life Strength 

for Time Indicated, Mpa 

Test 

Temp., 

(°C) 10 hrs 100 hrs 1000 hrs 10000 hrs 

649 

732 

816 

899 

982 

1066 

1149 

496 

248 

145 

83 

48 

26 

12 

330 

172 

96 

52 

29 

13 

5 

234 

124 

69 

32 

17 

7** 

2** 

165 

86 

47 

21 

10 

---- 

---- 

 

Table 6-26. Continued (** Extrapolated)

A verage  In itia l Stre ss, K s i (M Pa)  

to  P roduce  Spec ified  C reep  in : 

T est 

T em p., 

° F  (° C ) 

C reep, 

Pe rcen t  

10  h rs. 100  h rs. 1 ,000  h rs. 10 ,000  h rs. 

649  
1 .0  

5 .0  

331  

441  

220  

296  

151  

200  

103  

138 ** 

732  
1 .0  

5 .0  

186  

234  

131  

165  

89  

113  

62  

79 ** 

816  
1 .0  

5 .0  

103  

124  

71  

89  

50  

62  

35  

43 ** 

899  
1 .0  

5 .0  

55  

72  

37  

46  

25  

28  

17  

19 ** 

982  
1 .0  

5 .0  

28  

37  

 17  

22  

11  

14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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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37. Fatigue properties of Hastelloy X

Fig. 6-37.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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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37. Continued

Fig. 6-38. Effect of He on tensile properties for Hastelloy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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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38. Continued

Fig. 6-39. Microstructure in longitudinal section of tensile specimen for 

Hastelloy X : (a) solution treated, (b) and (c) exposed to He 

for (b) 3000 h and (c) 5000 h, and (d) exposed to air for 3000 

h. Exposure temperature is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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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40. Effect of He on fatigue properties of Hastelloy X 

Fig. 6-41. Effect of He on creep properties of Hastelloy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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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41. Continued

Fig. 6-42. Effect of irradiation on creep properties for Hastelloy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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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43. Tensile properties of Hastelloy XR

Fig. 6-44. Tensile rupture ductilities for Hastelloy X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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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45. Creep properties for Hastelloy XR

Fig. 6-46. Fatigue properties of Hastelloy XR



- 206 -

Fig. 6-47. Effect of He on creep properties for Hastelloy XR

Fig. 6-48. Effect of irradiation on tensile properties for Hastelloy X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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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49. Relation of ductility and Ni content for irradiated Ni base alloys

2. Alloy 617

Ni-Cr-Co-Mo의 고용강화 합 으로 980℃이상에서도 고온강도, 산화, 부식에 

우수한 성질을 나타내는데 그 화학조성을 표 6-27과 같다. 미세구조와 석출은 

열 기계  이력과 미량원소인 Si, Mn, Ti, Al, B, Zr, N, C 등에 향을 받게된

다. 물리  성질을 표 6-28에 기계  성질을 표 6-29와 그림 6-50～6-58에 나타

내었다.

Table 6-27. Chemical composition of Alloy 617 (wt%)

C Ni Fe Si Mn Co Cr Ti P S Mo Al B Cu

Min 0.05

Bal.

- - - 10.0 20.0 - - - 8.00 0.80 - -

Max 0.15 3.00 0.50 0.50 15.0 24.0 0.60 0.015 0.015 10.0 1.50 0.006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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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28. Physical properties of Alloy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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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28.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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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29. Effect of aging of tensile properties for Alloy 617

Exposure 
Temperature Yield Strength (0.2% Offset) Tensile Strength Impact

Strength

°F °C 

Exposure 
Time, 

h 1000 psi MPa 1000 psi MPa

Elongation, 
% 

ft-lb J

No Exposure -- 46.3 319 111.5 769 68 171 232

1100 595 

100 
1000 
4000 
8000 
12000 

46.5 
51.8 
55.7 
59.5 
67.6 

321 
357 
384 
410 
466 

111.5 
116.5 
117.5 
121.5 
132.0 

769
803
810
838
910

69 
67 
67 
61 
34 

213 
223 
181 
98 
69 

289
302
245
133
94

1200 650 

100 
1000 
3640 
8000 
12000 

51.8 
66.6 
76.3 
76.5 
77.5 

357 
459 
526 
527 
534 

114.5 
133.5 
142.0 
144.0 
144.0 

789
920
979
993
993

69 
37 
33 
28 
32 

191 
35 
35 
40 
38 

259
47
47
54
52

1300 705 
100 
1000 
4000 

58.7 
70.5 
70.6 

405 
486 
487 

126.5 
138.0 
138.0 

872
952
952

38 
33 
36 

57 
48 
48 

77
65
65

1400 760 

100 
1000 
4000 
8000 
12000 

58.3 
56.3 
58.1 
58.5 
56.4 

402 
388 
401 
403 
389 

126.5 
126.0 
128.5 
130.0 
129.5 

872
879
886
896
893

35 
37 
38 
40 
38 

56 
63 
62 
64 
67 

76
85
84
87
91

 

Fig. 6-50. Tensile properties of solution annealed and

hot rolled Alloy 617 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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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51. Creep properties of Alloy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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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52. Fatigue properties of Alloy 617

Fig. 6-53. Effect of He on creep properties of Alloy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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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53. Continued

Fig. 6-54. Effect of He on fatigue properties of Alloy 617

3. Haynes 230

Ni-Cr-W-Mo계 합 으로 1149℃까지 사용가능한 고온 성질이 아주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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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로서 화학조성을 표 6-30에 나타내었다. 낮은 열팽창계수, 높은 열 안정성, 

높은 결정립 성장 항성 등이 장 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재료에 한 물리  성

질과 기계  성질을 표 6-31～6-33, 그림 6-55에 나타내었다. 

Table 6-30. Chemical composition of Haynes 230 (wt%)

Ni Cr W Mo Fe Co Mn Si Al C La B

57 22 14 2 <3 <5 0.5 0.4 0.3 0.10 0.02 <0.015

Table 6-31. Physical properties of Haynes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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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31.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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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32. Tensile properties of Haynes 230

Table 6-33. Creep properties of Haynes 230 plate and bar solution annealed 

at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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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55. Fatigue properties of Haynes 230

 

4. Ni-Cr-W 강

일본에서 고온가스로용 내열합 을 개발하고 평가하 는데 그 목표는 다음

과 같다. 첫째, 1000℃에서 1×10
5

 시간에서의 크리  강도가 7.8 MPa 이상일 것, 

둘째, He 분 기에서 100℃에서 1×10
5

 시간 가열후 입계침식과 내부산화가 작을 

것 (Hastelloy-XR 이상의 결과를 가질 것), 셋째, 원자로의 열교환기용 열  

(외경 32 mm, 두께 4～5 mm, 길이 7 m 이상)의 가공이 가능할 것, 넷째, 열교

환기의 제작에 필요한 이차가공  용 가공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만

족시키기 한 재료를 개발하기 하여 Cr과 W의 함량을 최 화한 후 표 6-34

와 같은 기본 인 Cr과 W함량을 결정하 다. 일본에서 개발된 내열합 은 

Haynes 230과 달리 Cr의 함량을 이고 W의 함량을 증가시킨 합 이다[6-12]. 

이러한 기본조성에 미량첨가원소의 향 등을 그림 6-56～6-58에 나타내었다. 

Table 6-34. Chemical composition of Ni-Cr-W alloy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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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56. Tensile properties of Ni-Cr-W alloy

Fig. 6-57. Creep properties of Ni-Cr-W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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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58. Effect of He on mass gain of Ni-Cr-W alloy

제 4 . C/C 복합재 개발 황 분석

원자로의 반응도를 제어하기 하여 제어 은 노심 반사체 block의 당한 구

멍 속으로 장입된다. 긴 정지 상황에서 16 의 제어   9 이 력을 이용하

여 바로 장입되고, 40분 후에 출구 냉매온도가 750
o

C 이하가 될 때 나머지 7 을 

장입한다. 2단계로 장입하는 이유는 제어  sleeve의 과열을 방지하기 해서이

다. HTTR 제어  시스템은 그림 6-59와과 같으며, 제어  sleeve 재료는 800H 

합 이다. 그러나 800H 합 보다 고온특성이 우수한 체소재를 용함으로써 

내열성에 따른 운 조건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으며, 이를 한 한 후보재료

가 C/C 복합체이다. 일본 JAERI 에서는 그림 6-60과 같이 inner와 outer tube로 

구성된 제어 을 개념설계하고 Across사의 AC 250과 Toyo Tanso사의 CX‐

270 소재로 몇 가지 특성 평가를 통하여 가능성을 확인하 다.

본 항에서는 C/C 복합체의 제조법을 간략히 요약하고, 일본 원자력 연구소에

서 C/C 복합재를 고온가스로 소재로 용하고자 수행한 JAERI‐Research 2002

‐026 보고서를 정리하여 서술하고, 아울러 국내의 C/C 복합재 제조사인 ㈜데크

의 기술 황과 몇몇 C/C 상용품의 특성을 나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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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59. Control rod system of HTGR.

Fig. 6-60. A concept of C/C composite control rod in JA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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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C/C 복합재의 제조공정

탄소복합재의 제조 공정은 Fig. 6-61과 같다. 탄소섬유의 종류는 pitch 계, 

PAN 계  이온계가 있다. pitch 계와 Pan 계가 많이 사용된다. pitch 계가 

PAN계에 비하여 흑연 결정성이 높고, 섬유 방향의 인장강도가 높지만, 

탄성계수가 커서 단변형이 다. 인성이 요한 경우에는 PAN 계가 더 

합하다. 비용은 PAN 계가 pitch 계에 비하여 가격이 1/2～1/5 정도 싸다.

복합체 제조는 탄소섬유에 수지나 피치를 넣고 성형하여 리폼을 만드는 공

정과 이를 고 화되게 열처리하는 공정으로 구성된다. 탄소섬유는 펠트모양, 단

섬유 (chopped fiber)를 이용한 성형체, winding 하여 한 방향으로 섬유를 배열

시킨 것과 원통상인 것, 2차원 cloth를 겹친 것, 3차원 혹은 다차원으로 직조한 

것이 있다. 고 화 방법은 수지와 피치를 함침하는 방법과 열분해 탄소를 화학증

착법으로 증착하는 법이 있다.

Fig. 6-61. Flow diagram of the C/C composite fabric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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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C/C 복합재 개발 황

노심 속 소재는 1000
o

C 이상의 고온  성자 조사환경에서는 견디기 어

렵기 때문에 prismatic 형 고온가스로에서는 C/C 복합체로 이루어진 제어  

sheath의 개발이 필요하다. 재 JAERI 에서는 2D로 직조된 C/C 복합체에 한 

실온  고온의 열물성 자료와 강도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응력해석에 한 

코드를 개발하고 있고 약간의 조사시험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향후에는 설계 기

이나 자료 제공을 한 산화효과와 조사후 평가를 포함한 기계  성질, 열  

성질  괴거동에 한 재료시험을 수행하여, 재료거동과 이방성을 고려한 응

력해석에 한 모델을 만들고, 비 괴 시험자료와 괴 인성자료를 확보하며 시

험제조  노외평가를 수행 할 계획을 하고 있다.

가. 재료 설계 인자와 C/C 복합재의 형태 

사용조건 

 ▸사용분 기 : He 가스

 ▸사용온도 : 400～1200oC

 ▸고속 성자량 : 1 x 10
25

 m
2

 (E>29 fJ)

설계 조건(를 한 고려인자)

 ▸물리  특성

   -기계  특성: 인장강도, 곡강도, 인성, 안정 인 균열의 진 에 의한 

    괴양상

   -열  특성 : 열팽창계수가 작고, 열 도율이 높고, 열충격 항이 우수, 

    열반응이 음

   -내방사선 손상 특성 : 성자 조사에 의한 치수변화가 을 것

   -내산화 특성 

 ▸재료의 제작성과 공 성

   -제어 의 외 을 고려하면 내경 100 mm, 외경 110 mm, 길이 500 

mm 

    정도의 원통

   -pin 형, 상, bolt & nut

C/C 복합재료 형태 검토

 ▸특징  용도 

 ▸제작의 어려움 

 ▸공  안정성

 ▸직조 리폼의 구성

의 사항들을 비교하여 C/C 복합재는 고강도형 PAN 계 섬유를 사용하여 

2차원으로 직조한 것을 선택. PAN 계 섬유도 각 종 등 들 에서 고강도

형이 리 사용되고, 안정 으로 공 받을 수 있으며, 비용도 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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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 다.

나. C/C 복합재의 제작조건 

(1) 공정상 고려 항목

(가) 리폼 제작단계와 제작/개발 시험 항목

 ▸탄소섬유 cloth 선택

   -cloth 직조 방법

   -sizing 제의 효과; 인장강도  응력  특성

   -섬유갯수; 고유 항, 곡강도  인장강도

 ▸탄소섬유의 용량 분율의 최 화  성형방법

(나) 고 도화 단계와 제작/개발 시험 항목

 ▸최종 열처리 온도의 최 화

 ▸고 도화에 사용할 탄소 구체 선택

 ▸원자로  순도

(다) 물리화학 특성 측정

 ▸기계  강도의 평가

   -인장 강도 측정

   -곡강도 측정

   -층간 단강도 측정

   -압축 강도 측정

 ▸탄성계수(E)의 측정 

 ▸고유 항 측정

 ▸열 도율 측정

 ▸열팽창 계수 측정

 ▸회분량 측정

 ▸원소의 순도 분석

 ▸산화시험

(2) 선택시험 결과

(가) 탄소섬유 cloth 선택

직조 방법은 평직의 경우가 5매 주자직 경우보다 기계  강도는 동등하거나 

약간 못하지만 sizing제 제거거동이나 비용을 고려하면 이득이 크다고 단되며, 

sizing 제 제거 여부는 제거한 경우(3K PAN 계 평직)의 응력변형 곡선을 살펴

보면 제거안 한 경우에 비하여 인장강도가 높고 변형이 컸다 (그림 6-62). 섬유

갯수에 따른 향은 표 6-35와 같이 3  곡강도는 6k가 가장 크고, 1k와 3k는 

차이가 거의 없고 12k가 가장 낮았으며, 압축강도는 3k가 가장 높았다.  그리고 

경제 인 측면을 고려하면, 6k가 3k에 비하여 가격이 싸고, 주자직이 평직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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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며, 량단가를 고려하면 6k가 3k의 반정도 가격이고, 12k가 6k의 2/3정도 

값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탄소섬유는 sizing 을 제거한 PAN계 6K 평직 cloth 

가 최 재이다.

Fig. 6-62. Tensile stress‐strain curves for C/C composites

showing the effect of sizing agent in the fabrication.

Table. 6-35. Effect of filament count on the property

 of C/C composite

(나) 탄소섬유 용량분율 최 화와 성형방법

수지첨가량이 많으면 prepreg에 탄소섬유 용량분율이 낮아지며, 첨가량이 

으면 탄소화 열처리 때에 박리가 발생한다. 최  첨가량은 30~50 mass%, 

성형압은 1kgf/cm
2

 정도가 당하고, 열처리는 2000
o

C로 하면 열처리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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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섬유 용량분율은 47%, 최종 도는 1.65 g/cm
3

 이었다.

(다) 최종 열처리 온도의 최 화

최종 열처리 온도가 2000
o

C와 2800
o

C인 경우의 물리  특성 비교하 는데 

열처리하면 도가 증가하며, 이는 흑연화 과정에서 재료의 수축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고유 항은 흑연화로 인하여 감소하고, 곡강도는 16% 감소, 

압축강도는 45% 감소한다. 탄소섬유 용량분율은 50%가 된다.

Table 6-36. Effect of heat‐treatment temperature on the property

 of C/C composite

(라) 고 도화에 사용된 탄소 리폼의 선택

pitch 함침과 수지함침의 경우에 하여 비교하면 pitch 함침이 더 좋다.

Table 6-37. Effect of matrix precursor on the property of C/C 

composite

(마) 원자로  순도 검토

고순도화 처리 에 49 mass ppm에서 5 mass ppm 이하로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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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38. Impurities of main elements and ash in CX‐270G.

(바) 산화특성 

600
o

C 공기 에서 5 x 10
‐4

 g/g h 이며, 표면 당은 4 g/m
2

 h 로 IG‐110 

흑연이 600
o

C에서 10~20 g/m
2

 h인 것에 비하여 작다. 산화거동을 보면 기지상이 

우선 으로 산화되며, 산화가 어느정도 진행되면 기지상과 섬유상이 동시에 산화

되어 손상이 발생한다. 5.5 mass% 산화시 기지상의 산화손상이 확실히 찰되

며, 10.8 mass% 산화시 기지상과 섬유상이 동시에 손상이 발생하 다.

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2D‐C/C 복합체 

 ▸PAN 계 탄소섬유 사용 6k 평직 cloth에 수지도포 preform을 사용

 ▸ 고 화 충진제는 pitch 사용

 ▸섬유용량 분율은 약 50%

 ▸최종열처리 온도는 2800oC, 흑연의 결정성이 많도록

 ▸고순화처리 요망

 ▸우수한 내산화특성을 가짐

 ▸ 도는 1.6 g/cm3 정도, 3  곡강도는 100 MPa 이상

 ▸이방성을 갖지만 체 으로 작은 열팽창계수와 높은 열 도도를 

지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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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

 ▸범용성이 높은 제작특성으로 범 한 공정과 재료를 선택하여 비용이

   감되어야 함

3. 국내의 C/C 복합재 개발 황

주식회사 데크 (www.dacc21.co.kr)가 C/C 복합체를 제조하는 표 인 제조업체 

이다. 부분의 탄소 수입  임가공 업체에서도 C/C 복합체를 취 하나 제조나 생산

을 하지는 않고 수입 행업을 하는 수 이다. ㈜ 데크에서는 항공기/ 이싱 자동차 

이크 디스크, 각 종 열처리용 치구  단열부품, 반도체 산업에서의 반응 도가니  

가열기, 엔진 부품(실린더, 피스톤 등) 등 낮은 도, 우수한 열  특성, 우수한 기계  

특성, 자기 윤활성 특성이 요구되는 일반산업  항공우주 산업용 각 종 C/C 복합재를 

산업화 실   개발 에 있다. 데크 생산 C/C의 특성자료와 제품들은 표 6-39, 40  

그림 6-63과 같다. 생산 제품들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형 구조물의 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갖추고 있다. 한편, 고순도, 고열 도도, 내삭마 성능이 우수한 탄소섬유강화 탄

소복합재료 (CFC)는 아직은 개발 기 단계이며, 이는 고온가스냉각로의 제어  

sheath 나 핵융합로용 CFC Tile로 응용이 기 된다. 따라서 형 구조물에 한 타분

야 생산경험과 원자력 분야에 요구하는 고순도화와 정  QC, 노내특성 평가  자료화

를 확립하면, 고온가스냉각로 부품을 한 C/C 복합체의 개발은 국산화가 가능한 소재

의 하나라고 단된다.

Table 6-39. ㈜ 데크 생산 C/C 복합체의 종류

종류 리폼 보강재 형상

DAC I
층구조

필라멘트 와인딩 
구조

연속 섬유

Oxi‐PAN & 원료 
섬유

이트 형

실린더 형

막 형 튜

DAC II
층구조

리폼
연속섬유, 단 섬유 디스크 형

DAC III Quasi 3D 리폼 연속 섬유, Felt
두꺼운 이트 
형

블록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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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40. ㈜ 데크 생산 C/C 복합재의 물성

Typical Properties DAC I# DAC II DAC III
High Purity 

Grade##

도(g/cc) 1.40~1.5 1.70~ 1.8 > 1.80 > 1.75

기공율(%) 13~15 8 ~ 12 < 5 < 5

굴곡 강도(Mpa) 100~110 120 ~ 150 100~200

신장율(Gpa) 30 ~ 35 12 ~ 15

인장강도(Mpa) 70~100 80 ~ 100 > 70

층간 단강도(Mpa) 10~15 8 ~ 10 ~ 10 15

비 항, 20℃(?Ωm) 22~32

열 도도

(W/m.K), 상온

// 10~20 70 ~ 200 90 ~ 250 180‐200

┴ 2~3 10 ~ 50 30 ~ 40

열팽창계수

(1E‐6/ ℃)

// 0.1~0.5 1 ~ 1.5

┴ 4~6 9 ~ 10

# Typical impurity level of DACC I is less than 10 ppm after high temperature

  purification
##

 불순물 수  (ppm) : <20

Fig. 6-63. ㈜ 데크 C/C 복합재 제품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C/C 복합재를 VHTR의 control rod sheath로 

용하려는 연구가 일본 JAERI를 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PAN 계 탄소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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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k 평직 cloth에 수지도포 preform을 사용하여 섬유량이 약 50%이며, 고 화 

충진제로 pitch 를 사용한 2D‐C/C 복합체가 물성이나 경제성을 고려하면 가장 

유리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GEN‐IV program에서는 일본, 미국, 랑스  

한국이 개발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며, 제조공정 개발보다는 노내외 특성평가  

자료화를 우선하고 있다고 단된다. 국내에서도 ㈜데크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기술 인 보완  특성자료의 체계 인 자료화를 이룩한다면 국산화를 실 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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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흑연 재료 기술 개발

제 1 . 고온가스로 흑연노심재료 조사손상 기술 황 분석

  우수한 고온특성과 감속능으로 인하여 재 개발 이거나 기 건설된 고온가

스실험로(HTTR, HTR-10)  1960 - 80 년 에 건설, 가동되었던 실험로를 포

함한 모든 고온가스로(Dragon Reactor Experiment, The AVR, THTR-300, 

Peach Bottom, Fort St. Vrain)는 흑연을 감속재, 반사체, 핵연료 Block  

Sleeve, 제어  Guide block, Core Support Block 등의 노심구조재로 사용한다. 

그러나 흑연은 고온의 성자조사환경에서 장시간 사용되는 경우 물리 , 화학

, 기계  성질이 바 어 마침내 원자로의 안 을 하게 된다. 따라서 흑연

감속로에서 흑연재료의 성자 조사특성에 한 이해는 흑연재료의 선택, 원자로

설계, 흑연부품의 설계  제작, 가공, 원자로건설, 운 조건 결정, 안 규제지침

개발 등 고온가스로 주요 기술 확립에 매우 요하다. 

  이러한 에서 흑연의 노심거동에 가장 큰 향을 주는 흑연재료의 조사손

상(Radiation Damage in Nuclear Graphite)에 한 최신기술 황을 분석하 다 

[7-1]. 

제 1 장에서는 감속재로 사용되는 흑연의 일반 인 기술 황을 분석하 으며 주

요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쇄반응을 일으키기 하여 요구되는 감속재의 일반  특성  흑연과   

기타 감속재(물, 수, Be)와의 핵  특성 비교분석.

- 주요 원자력  흑연 제조 황 비교분석(제조국, grade, 주요 물리  특성,  

제조공정 특히 성형방법).

제 2 장에서는 흑연 조사손상기구(radiation damage mechanism)  원자로의 안

과 구조 건 성에 향을 미치는 주요 조사효과(radiation effects)에 한 최신 

기술 황을 분석하 다. 주요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흑연 조사손상기구

- 조사온도 효과

- 조사율(dose rate) 효과

- 체 변화(dimensional change)

- 기계   물리  성질변화 [강도, Young's modulus, 열 도도(thermal 

conductivity), 기 항(Electrical Resistivity), 열팽창계수(Coeffici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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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al Expansion: CTE)]

- Wigner Energy

- 조사크립(Irradiation Creep)

제 3 장에서는 IAEA Division of Physical and Chemical Sciences, Dept. of 

Nuclear Sciences and Applications, Nuclear Data Section에서 운 , 리 인 

국제원자력기구 흑연재료 조사특성 database (IAEA International Database on 

Irradiated Nuclear Graphite Properties) 황  보유 자료를 분석하 다. 

  조사손상에 한 기술 황 분석과 함께 재 EU, 불란서, 일본  미국에서 

수행 인 고온 고조사량 흑연조사시험의 황을 분석하 다. 주요 황과 조사시

험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EC

  FZJ (Juelich, FRG), NNC (Knutsford, UK), CEA (Cadarache, F), Frama- 

tome(Lyon, F), NRG (Petten, NL) 의 참여하에 Petten 의 NRG 에서 수행 인 

본 조사시험을 통하여 유럽형 고온가스로 건설에 사용될 흑연을 선정하게 된다. 

주요 조사시험 parameter 들은 다음과 같다. 

Fluence and Temperature for PBMR like HTR (600 - 900℃, 2 x 10 26 m-2 

EDN). Irradiation at NRG, Petten.

5 th EU Framework (6 - 9 x 10
18

 m
-2

 s
-1

, 6 - 7 x 10
25

 m
-2

, or 8 dpa, 1 - 

1.5 calendar year, 700 - 750℃, He)

6 th EU Framework (2 x 10
26

 m
-2

 EDN, or 25 dpa, ∼960℃, He) 

( 산:18,000,000 Euro).            

주요 시험항목은 다음과 같다. 

Dimensional Change, Compressive Strength, Dynamic Young's Modulus, 

Thermal Diffusivity, CTE, Compressive Strength.

F rance

  재 미국을 심으로 10 개국이 참여하여 수행 인 GIF 선정 6 개 로형 연구 

가운데 VHTR 연구의 leading country 로서 2010 년 까지 Direct Cycle Modular 

type HTR을 개발 정이고 이어 He 출구온도 1.000 ℃ 이상의 GCR 과 GFR을 

개발 정이다. 결정의 크기가 작은 고강도, 내조사손상  산화율의 신형흑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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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여 OSIRIS (1,000℃, 5 dpa)와 Phenix (35 dpa, 750 ℃)을 이용, 2003 - 

2012 동안 조사  산화시험을 수행할 정이다. 

J apan

  1997 년 건설한 JAERI(Oarai)의 HTTR  출구온도를 2004 년도에 950℃ 이상

으로 상승 정이다. 흑연조사시험자료 확보를 하여 EU HTR-M/M1 Project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GIF 공동연구로 Evaluation of Graphite Thermal 

Conductivity Annealing Effects induced in Irradiated Graphites 과제를 흑연조

사거동 modelling  측, 평가를 한 자료 확보 확보를 하여 수행 정이다.  

한 GIF 공동연구와는 별도로 JMTR을 이용하여 고온체 변형, 강도  열특

성 변화에 미치는 성자 조사효과자료 확보를 하여 2004 년부터 조사시험 수

행 정이다. 조사조건은 다음과 같다. 

조사온도:  > 950 ℃, 조사량: > 10 d pa 혹은 >  3 x 10
22

 ncm
-2 

 

U SA

  미국은 Peach Bottom (1967 - 1974), 40 MW(e), 728 ℃, He, Experimental 

Rx.)  Fort St. Vrain (1971 - 1988), 330 MW(e), 1 st Commercial Size 

HTGR, 770℃)을 통하여 H-327 (Conventional extruded needle like coke 

nuclear Graphite)  H-451(Near Isotropic, GIF VHTR Reference Grade) 과 

같은 흑연 grade 에 한 조사자료를 기 확보하고 있다. 2015 년 까지 IEEL 에 

600 MWth HTGR을 건설하기 한 Freedom Power Project를 수행 이며 이의 

건설에 필요한 흑연선정  고온, 고조사량 자료 확보를 하여 ORNL 의 Dr. 

T. Burchell 주 으로 3 개 후보흑연재료에 한 조사시험  산화시험을 수행 

에 있다. 조사량은 3.8× 1022 ncm-2  (E > 50 KeV)이다. 

  조사손상  재진행 인 주요국의 흑연 조사시험 황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고온(≥950℃), 고조사량(≥15 dpa) 에서의 체 변화  이에 따른 내부응력 

증가문제가 고온가스로 노심 흑연부품의 수명을 결정 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흑

연선정  설계자료 확보를 하여 국제공동연구  IAEA Irradiated Nuclear 

Graphite Database Member 가입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흑연

의 노내거동 평가  측에 필요한 흑연재료 요소기술은 흑연 제조원료, 제조과

정  사용 환경에 따른 체 변형(dimensional change) 과 열 , 기계  성질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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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량, 조사온도  내부응력의 함수로 평가할 수 있는 내부응력 평가기술, 고

온물성 평가기술, 비 괴평가기술(UT, AE), Creep  Growth 측-평가기술, 

소형시편 시험기술  modeling 기술 등 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기술 황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2004 년도 수행 탁과제 연구내용을 선정

하 으며 주요 탁과제 수행 정기 과 함께 원자력흑연재료기술에 한 

Workshop을 2003년 11월 14- 15일, 명지 학교 자연캠퍼스 (용인소재)에서 개최

된 한국탄소학회 2003 년도 추계 논문발표 회에 맞추어 개최하 다. Workshop 

로그램은 첨부 1 과 같다.

제 2 .  IAEA 원자로  흑연 Database 가입을 한

         이온조사 연구

  1940 년  이후 국, 미국, 독일, 일본에서 수행한 원자로  흑연재료의 성

자 조사특성 연구 자료의 부분은 재 IAEA Nuclear Data Section에서 리

하고 있다 (Database 명: International Database on Irradiated Nuclear Graphite 

Properties). 원자력  흑연을 생산하지 않고, 련 시설, 연구경험  인력이 

무한 국내 실에서 자체 으로 흑연조사시험 자료를 확보한다는 것은 경제 , 시

간  에서 볼 때 효율 이지 못하다. 따라서 그 안으로 과제수행과 련하

여 각 연구 수행단계에서 요구되는 흑연 조사특성 자료 확보를 하여 IAEA 

Database 가입이 요청된다. 2002 년 IAEA Database Steering Committee 

Member ( , 독, 미, 일) 들과의 약속에 따라 가입에 따른 이온조사자료 확보를 

하여 IG-110 원자로  흑연에 한 이온조사시험 연구를 수행하 다. 가속기

를 이용한 본 연구는 그 첫 번째 목 이 IAEA Database 가입  membership 

유지에 필요한 이온조사 자료 확보에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흑연 조사손

상연구 환경과 흑연의 조사특성 이해 필요성 에서 본다면 실 으로 흑연

의 조사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단기간에, 경제 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매우 효과 인 흑연 조사손상 연구방법 이므로 향후 지속 인 연구를 통하여 

“ 성자조사특성 측 model”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이들 자료

는 재료선정에도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여  것으로 단된다.

  2003 년도에는 2 MeV C
+

 이온조사에 따른 물성변화(경도  Young's 

modulus)  조사율  조사량에 따른 Raman Spectrum 변화를 조사결함의 함

수로 조사하 다 [2][3]. 

  2 MeV C
+

 이온조사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경도  Young's Modulus 모두 3 mdpa 에 해당하는 incubation dose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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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

(2) 경도는 약 0.3 dpa 부터 격히 증가하나, Young's Modulus 는 3dpa 까지는 

step 으로 증가하나 그 이후에는 격한 증가 경향을 보인다.

(3) 조사율 증가에 따라 Raman Spectrum D-Band(Defect Band) 의 FWHM 

(Full Width at Half Maximum) 은 증가하 다. 이로부터 흑연은 조사율 

(dose rate) 증가에 따라 더욱 많은 조사결함이 형성되는 것으로 단된다.

   조사에 따른 경도  Young's Modulus 의 변화는 각각 그림 7-1  7-2 와 

같고 조사율에 따른 FWHM 변화는 그림 7-3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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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1 Dose Effects on the Hardness Change of                       

IG-110 Nuclear  Grap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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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7-2 Dose Effect on the Young's Modulus Change of     

                  IG-110 Nuclear Grap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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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7-3 Dose Rate Effects on the FWHM of Raman Spectrum D-Band of 

IG-110 Nuclear Graphite.



- 237 -

제 3 . 참고문헌

[7-1] 지세환, 김주학, 김응선, 장종화, 고온가스로 흑연노심구조재료 조사손상, 

KAERI/AR-661/2003. 

[7-2] Se-Hwan Chi, Gen-Chan Kim, Jong-Hwa Chang, Evaluation of the 

Changes in Microhardness and Young's Modulus in 2 MeV C+ Ion- 

Irradiated IG-110 Nuclear Graphite, Proceedings of The Fourth 

International Nuclear Graphite Specialist Meeting, Marugame, 

Japan, Sept. 13 - 16, 2003.

[7-3]  Se-Hwan Chi, Gen-Chan Kim, Jong-Hwa Chang, Dose and Dose Rate 

Effects in Raman Spectrum of 2 MeV C
+

 Ion-Irradiated IG-110 

Nuclear Graphite, Proceedings of The Fourth International 

Nuclear Graphite Specialist Meeting, Marugame, Japan, Sept. 13 - 

16, 2003.



- 238 -

첨 부  1  

 2003년 도  추 계  한국탄 소학 회  정 기총 회   

학 술논 문  발 표 회

일 시 :  2003년  1 1 월  1 4- 1 5일

장 소:  명 지 학 교  자연캠 퍼 스 ( 용인 소재 )

W O RKSHO P 1 :  원자로용 흑 연 재 료 기술 W O RKSHO P

화 석 연료  고갈   지 구온난 화  문 제 에  따 른  이 산화 탄 소의  국제 규 제 는  수소연료 시 를  

재 하 고 있 습 니 다 .  2020년  경 으 로 측 되 는  수소경 제  시 에  비 하 여  정 부 는  경 제

으 로 수소를  량  생산할  수 있 는  고온가스냉 각 로 ( High Temperature Gas Cooled 

Reactor)  개 발 을  추 진 하 고 있 습 니 다 .   고온가스 냉 각 로는  우 수한 핵  특 성 과  열 ,  기

계  고온 특 성 을  가지 는  흑 연을  감 속 재 ,  반 사 체 ,  노 심  지 지 체  등 으 로 량  사 용하 고 있

어  고도 의  " 흑 연재 료 기술" 을  요구하 고 있 습 니 다 .   고온가스냉 각 로의  국내 건 설   운

에  비 하 여  한국탄 소학 회 에 서 는  련 연구개 발   기술 황  소개 를  하 여  " 원자

로용 흑 연 재 료 기술 w ork shop"  을  마 련 하 습 니 다 .  흑 연의  원자로이 용에  심 있 는  

탄 소인 의  많 은  참 석  바 랍니 다 .

[ W O RKSHO P 내 용]

           

1 0 :  00  1 0 :  05 개 회 사

1 0 :  05  1 0 :  1 0 학 회 장  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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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  35  1 0 :  55 국내  로용 흑 연 극 의  황   발 방 향  ( 김 경 자,  요업 기술원)

1 0 :  55  1 1  :  1 5 고 도  등 방 성  흑 연 성 형 체  제 조   특 성  ( 박 양 덕 ,  포 항 산업 과 학 기술연구원)

1 1  :  1 5  1 1 :  35 흑 연 성 형 체 의  특 성  평 가법  ( 임 연수,  명 지 학 교 )

1 1  :  35  1 1  :  55 고온가스로 흑 연재 료 기술 개 발  ( 지 세 환 ,  한국원자력연구소)

1 1  :  55  1 2 :  1 5
The Production of Graphite Core Components in the HTTR 

(T. Konish, Toyo Tan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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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열역학  수소생산 기 연구

제 1 . 서론

수소 생산  활용에 한 심은 1973년 석유 동이래 1998년 지구 환경 문제 

해결을 한 교토 의정서에 한 유엔에서의 세계 각 국들의 가입 서명으로 더욱 

고조되었고, 기술 선진국들의 이에 한 구체  이행 정책  계획이 모습을 드러

내면서 수송  산업에서 지 까지 의존하여 온 석유  화석연료의 /장기  

체 에 지로서 자리바꿈을 시도하고 있다.

수소 생산 체계를 여러 형태로 분류할 수 있겠으나 원료 물질 에서는 탄화

수소로부터의 수소 생산과 물로부터의 수소 생산이 있겠고 생성 반응 에서는 

열화학 , 기화학 , 생화학 , 화학  는 이들의 조합에 의한 하이 리드 

수소 생산이 있겠다.

  탄화수소 특히 메탄으로부터의 수소 생산은 생산 수율 측면에서 가장 매력 이

기는 하지만 이산화탄소의 근원을 내부 으로 갖는다는 것이 단 으로 부각되고, 

물로부터의 수소 생산은 이상 인 청정 에 지 생산이라는 장 이 있는 반면 생

산성이 자에 비하여 떨어지고 기술의 성숙도가 아직 미진하다는 단 이 있다.

  수소 생산의 역사 인 에서 볼 때, 가성소다 제조를 한 소 물의 기 분

해 법인 아말감 공정에서의 부산물로 얻어지는 수소가 오랜 역사를 갖는 성숙 기

술이라 할 수 있겠으나 경제성은 없는 것이 일반  시각이다.

  한 생화학   화학  방법에 의한 수소 생산은 에 지 소비 원가를 최소

화 할 수 있는 미래 지향  기술로서 재로서는 극히 보  연구 개발 단계에 

있는 것으로 단한다.

  물로부터의 청정 에 지, 수소의 생산 기술로 가장 이상  기술이라 할 수 있는 

열화학  방법은 몇 단계의 화학반응 폐쇄 주기 구성에 의해 물의 분해로부터 수

소와 산소를 생산하는 체계로 되어 있지만 재까지 엔지니어링 연구 단계에 머

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탄화수소를 원료물질로 하거나 물을 원료물질로 하거나 간에 앞에서 언 한 모

든 수소 생산 기술들을 열역학 제2법칙 에서 살펴볼 때, 정도 차이는 있겠으

나 일반 으로 량의 고온 에 지 는 기 에 지를 요구하며 이의 완화를 

해서는  다른 형태의 화학반응 매가 수요되거나 아니면 생화학  방법에 의

존해야 한다.

  1988년 조사 자료[8-1]에 의하면 메탄의 수증기 개질(Steam reforming)과 열분

해(Thermal cracking)에 의해 생산되는 수소량이 총 공 량의 48%에 달하며 납

사 개질과 유의 부분 산화법에 의하여 생산되는 수소량이 총 공 량의 30%,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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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의 기화법이나 부분 산화법에 의하여 생산되는 수소량이 총 공 량의 18%, 그

리고 나머지 4%가 기 분해법에 의해 생산되는 수소량이다.

  고온 기체 냉각로(HTGR)에서 발생되는 열 에 지 특성을 이용하여 수소를 생

산[8-2]한다는 기본 가정하에 그 장 을 극 화 할 수 있는 수소 생산 기술로 그 

범 를 농축하면 탄화수소 물질이나 물을 원료 물질로 하는 열화학  방법과 하

이 리드 방법  고온 기 분해법으로 집약되고 이와 련한 총 52개의 특허 

기술과 321개의 연구 논문을 상으로 HTGR 연계성, 공정 부산물의 환경 해

도, 그리고 재료 문제 등의 총  에서 지속 가능(Sustainable)한 후보 안 

공정들을 2002년도 연구에서 선정한 바 있다[8-3].

  당해년도 연구에서는 2002년도에 선정한 열화학  수소 생산 안 공정들 에

서   Methane-Methanol-Methanal(3M) 공정, Methane-Methanol- Iodomethane 

(MMI) 공정에 하여 각 공정을 구성하고 있는 단계별 화학 반응식들을 기 으

로 이론 인 열역학 해석을 시행하 고 그 결과로서 나타난 불확실한 화학 반응 

단계들에 한 실험  비 검증을 하 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알루미늄 폐자원으

로부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체계 으로 조사하기 하여 알칼리 수용

액 내 알루미늄의 용해 특성을 실험 으로 조사하 다. 

제 2 . 3M 공정에서의 Methanal 해환원 고찰

1. 열역학  해석

용된 열역학 해석은 각 반응물  생성물들의 상 이 온도  잠열을 기  

입력 자료로 하고 정압 열용량 식을 온도의 함수로 정의한 경험식을 이용하여 

Kirchoff's Law를 용하여 고온가스냉각로가 제공할 수 있는 온도 범 를 약간 

상회하는 298 K로부터 1,298 K의 반응 온도 역에서 표  반응 엔탈피(△H)를 

계산하고 다시 Gibbs 식을 이용하여 표  반응 깁스 자유 에 지(△G)를 계산한 

후 반응 평형값(K)을 측함으로써 각 화학 반응식들이 갖는 반응의 용이성과 난

제를 악하 다.

  CO/CO2-free closed loop을 형성하는 Methane-Methanol-Methanal (Formal- 

dehyde)공정의 기본 화학 반응식은 다음 4단계로 구성된다.

        CH4 + H2O = CO + 3H2                                   (1)

        CO + 2H2 = CH3OH                                       (2)

        CH3OH = CH2O + H2                                      (3)

        CH2O + H2 = CH4 + 1/2O2                                 (4)

  본 공정의 특징은 부식성 물질인 황산과 같은 무기산 용액을 사용하지 않고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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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탄소 화합물과 물만으로 구성된 닫힌 계의 화학 반응식들을 이용한다는 것이 

장 이라고 일 이 독일의 RWTH Aachen 연구진과 KFA Julich 연구진들이 공

동으로 소개한 바 있으나 실제 이에 한 실험이 어느 정도 는지는 밝 진 바 

없다.

  반응식 (1), (2), (3), (4)에 한 표  반응 Gibbs 자유 에 지와 엔탈피를 반응 

온도별로 살펴보았을 때, 그림 8-1  8-2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그림 8-1  결과를 바탕으로 각 단계별 화학 반응식을 고찰하면, 메탄의 수증기 

개질 반응인 (1)식은 이미 잘 알려진 바 로 반응 온도가 높을 수록 높은 반응도

를 기 할 수 있는 반면 일산화 탄소의 수소화 반응에 의한 메탄올 환 반응식 

(2)는 온에서의 반응이 바람직할 것으로 기 되지만 그 반응 속도와 환율에 

있어서 실용화의 에서 볼 때, 회의 인 결과의 개연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

에 신 한 찰이 요구된다 하겠다. 다행스러운 것은 반응식 (1)과 (2)에 한 연

구들은 많은 과학/기술자들의 노력으로 재 경제성을 지니는 성숙 기술 단계에 

있거나 그 턱 에 있을 정도의 수 까지 도달한 상태라는 것이며 효율 증 를 

하여 많은 과학자들에 의하여 지속 인 신규 매 개발이 경쟁 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응식 (3)의 메탄올 분해 반응은 거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겨

지지만 부반응에 의한 기타 물질들의 생성에 기인하는 반응 선택도 상의 문제가 

염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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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1. Standard Gibbs energies in 

the methane-methanol-methanal Proce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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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는 달리 Gibbs 자유 에 지의 값을 기 으로 하 을 때, 3M 공정에 있어

서 가장 큰 난맥상은 반응식 (4)에 있을 것으로 여겨졌다. 특히 본 반응식은 반응 

온도만의 조 에 의한 음의 Gibbs 자유 에 지 값 도모는 단히 어려울 것으로 

단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정 반응의 진을 해서는 기 화학  는  화

학  방법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반응 속도론  에서의 실용성 여부가 심

의 상이 되었다.

  결론 으로 3M 공정의 기술성과 경제성은 반응식 (4)에 달려 있으며 이에 한 

검증 실험이 필수 으로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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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8-2. Heats of reactions in the methane-methanol-methanal process.

2. 포름알데하이드의 상온 기환원 실험장치  방법

- Cathode; Nilaco Co. 제조 99.99% Indium plate(10 mm x 10 mm x 1 mm)

- Anode; 99.9% Pt wire(Φ 1 mm x L 10 mm)

- Reference electrode; SCE 

- Initial cathode chamber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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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 HCHO - 1 M KCl - pH 9

  5 M HCHO - 1 M KCl - pH 9

- Primary checking point; Cyclic voltammogram

- Applied operation mode; Constant potential operation  

- Analysis items; HCHO, CH3OH, CH4, CO, CO2

  ((주)도남인스트루먼트 DS6200, 사용컬럼 Carbon 1000+Propak T) 

- Measuring items; Electric current, pH value

 

       

Cathode chamber

Anode chamber

Glass filter

In cathode

Pt anode

SCE reference

     Fig. 8-3. Electrolysis system of formaldehyde at room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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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4. Experimental apparatus.

3. 실험결과  고찰

포름알데히드의 기 환원 방법에 의한 메탄의 생성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기 하

여, 우선 근하기 쉬운 상온 기화학 실험을 수행하 다.

첫번째 확인 작업으로 Cyclic Voltammogram을 측정하여 포름알데히드의 환원 

를 찰하고 그 에서의 Constant potential operation mode를 채택하여 장시간의 

운  후 메탄의 생성 여부를 확인하 다.   

가. Cyclic Voltammogram 측정

      두 종의 화학시스템 1M HCHO/1M KCl/pH 9 adjusted by conc. NaOH 

and 0.1M H3BO4 과 5M HCHO/1M KCl/pH 9 adjusted by conc. NaOH and 

0.1M H3BO4을 이용하고 인듐 양극과 백  음극을 사용한  기 분해 장치에서 8

회에 걸친 Cyclic Voltammogram을 측정하 다. 

1) CV-1 ; 역  범  -0.6V ～ -1.5V vs. SCE

2) CV-2 ; 역  범  -0.6V ～ -1.5V vs. SCE(1번의 재 성 확인 실험)

3) CV-3 ; 역  범  -0.6V ～ -2.0V vs. SCE

4) CV-4 ; 역  범  -0.6V ～ -2.2V vs. SCE

5) CV-5 ; 역  범  -0.6V ～ -2.5V vs. SCE

6) CV-3-1 ; 역  범  -0.6V ～ -2.0V vs. SCE(3번의 재 성 확인 실

험)

7) CV-3-2 ; 역  범  -0.6V ～ -2.0V vs. SCE(Constant potential 

mode에서 4000  운  후, 인디움양극 표면 Image 찰 후 재

성 재실시)

8) CV-6 ; 역  범  -0.6V ～ -3.0V vs. SCE(새로운 환원 peak 생성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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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찰용)

  Fig. 8-5는 6)번 Cyclic Voltammogram의 측정 결과를 보여 주는 것으로 -1.0V

에서 인디움 극의 산화/환원 peak가 보 고 -1.4V에서 용액의 기분해 반응 

peak를 발견하 다. 용 압 -3.0V까지 확장시켜 찰한 결과 새로운 환원 

peak는 나타나지 않았다.

나. Constant potential operation mode에 의한 포름알데히드 용액 환원 실험

       Cyclic Voltammogram의 측정에서 발견된 용액의 기분해 압 -1.4V를 

Constant potential operation mode의 용 압으로 하여 약 4,000 에 걸친 기 

환원 실험을 몇 차례 시행한 결과 류의 변화는 -140 ～ -105 mA를 나타냈고 

실험 종료 후 양극실과 음극실에서의 용액과 기체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각각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 다. 

  양극실의 액체 조성을 분석한 결과, Fig. 8-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 농도 

비 포름알데히드의 농도는 격히 떨어지고 상 으로 메탄올이 생성된 반면 메

탄은 발견되지 않았다.       

Fig. 8-5. Cyclic voltammogram of an indium electrode in the 1M HCHO-1M 

KCl and pH 9 chemical system.

  이러한 분석 결과로부터 양극실에서의 포름알데히드 기 환원 반응은 포름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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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히드의 수소와의 반응에 의한 메탄 생성(반응식 4)보다는 메탄올 생성(반응식 

5)으로 그 반응 경로가 이룩되고 있음을 유추  한다.

        CH2O + H2 = CH4 + 1/2O2                                 (4)

        CH2O + H2 = CH3OH                                      (5)

본 상을 바탕으로 반응식 (4)와 (5)에 한 Gibbs 자유 에 지를 다시 계산하여 

경쟁 반응 계를 조사한 결과, Fig. 8-7과 같은 결과를 보 으며 이로부터 상온

에서의 포름알데히드 기 환원으로부터 메탄을 생성시킨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

며 그 반응 온도를 어도 725 ℃ 이상으로 하 을 때 경쟁 우 를 달성할 것으

로 측되나 여 히 메탄의 생성 반응 수율에 해서는 불확실성이 많다.   

  양극실에서의 기체 채취  성분 분석은 기분해 실험  과정을 통하여 무

나 미량의 기체가 발생된 계로 성공하지 못하 다.

  한편 음극실에서의 기 화학 반응은 포름알데히드의 산화 반응이 일어난 것으

로 추정되며 이를 확인하기 하여 음극실에서 발생된 기체를 채취하여 성분을 

분석한 결과, Fig. 8-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포름알데히드의 산화물인 일산화 탄소

와 이산화 탄소의 GC peak가 각각 발견되었다. 



- 247 -

H2O

HCHO

CH3OH

(A)

 

H2O

HCHO CH3OH

(B)

Fig. 8-6. GC spectrum of electrolyte solution in a cathodic chamber,

               (A); before electrolysis, (B); after electro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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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7. Gibbs free energy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in the parallel 

chemical reactions of hydrogen and formaldehy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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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8. GC spectrum of the gas phase sampled from an anodic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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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 MMI 공정에서의 Methanol의 요오드화 반응 고찰

1. 열역학  해석

    용된 열역학 해석은 각 반응물  생성물들의 상 이 온도  잠열을 기  

입력 자료로 하고 정압 열용량 식을 온도의 함수로 정의한 경험식을 이용하여 

Kirchoff's Law를 용하여 고온가스냉각로가 제공할 수 있는 온도 범 를 약간 

상회하는 298 K로부터 1,298 K의 반응 온도 역에서 표  반응 엔탈피(△H)를 

계산하고 다시 Gibbs 식을 이용하여 표  반응 깁스 자유 에 지(△G)를 계산한 

후 반응 평형값(K)을 측함으로써 각 화학 반응식들이 갖는 반응의 용이성과 난

제를 악하 다. 

  CO/CO2-free closed loop을 형성하는 Methane-Methanol-Iodomethane(MMI)공

정의 기본 화학 반응식은 다음 4단계로 구성된다.

        CH4 + H2O = CO + 3H2                                   (1)

        CO + 2H2 = CH3OH                                       (2)

        2CH3OH + I2 = 2CH3I + H2O +1/2O2                        (6)

        2CH3I + H2O = CH3OH + CH4 + I2                         (7)

  본 공정의 특징은 부식성이 아주 강한 황산의 사용 신 모두 탄소 화합물과 

물만으로 구성된 닫힌 계의 화학 반응식들을 이용한다는데 있음을 일 이 독일의 

RWTH Aachen 연구진과 KFA Julich 연구진들이 공동으로 소개한 바 있으나 실

제 이에 한 실험이 어느 정도 는지는 밝 진 바 없다.

  반응식 (1), (2), (6), (7)에 한 표  반응 엔탈피와 Gibbs 자유 에 지를 살펴

보았을 때, Fig. 8-9  8-10과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Fig. 8-9  8-10의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각 단계별 화학 반응식을 고찰하면, 

메탄의 수증기 개질 반응인 (1)식은 이미 잘 알려진 바 로 흡열 반응이고(90 

kJ/mol․H2 at 850 ℃) 가능한 한 높은 온도의 반응 조건이 높은 효율을 제공할 

것으로 기 한다.

  한편 반응식 (2)는 발열 반응으로 가능한 한 온에서 높은 반응도를 기 할 수 

있지만 반응 속도 에서의 실용성에서는 회의 인 결과의 개연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신 한 찰이 요구된다 하겠다. 다행스러운 것은 반응식 (1)과 (2)

에 한 연구들은 많은 과학/기술자들의 노력으로 재 경제성을 지니는 성숙 기

술 단계에 있거나 그 턱 에 있을 정도의 수 까지 도달한 상태라는 것이며 효율 

증 를 하여 많은 과학자들에 의하여 지속 인 신규 매 개발이 경쟁 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기술에 있어서 요 난제는 반응식 (6)의 메

탄올의 요오드화 반응으로서 Fig. 8-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떠한 반응 조건에

서도 정반응에 한 음의 자유 에 지 값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며 더욱이 Fig. 

11에서와 같이 메탄올의 열분해 반응에 의한 일산화탄소의 생성 경쟁 반응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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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알데히드의 생성 경쟁 반응들이 요오드화 메탄 생성 반응보다 경쟁 우 를 

한다는 사실이다. 한 가지 기 할 수 있는 것은 반응식 (6)을 온에서 꾀하면 경

쟁 반응들과의 깁스 자유 에 지 차를 일 수 있고 더욱이 반응식(6)의 후속 반

응인 반응식 (7)이 자발 반응이라는데 유념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MMI 공정의 기술성과 경제성은 반응식 (6)에 달려 있으며 이에 한 

검증 실험이 필수 으로 요구된다 하겠다.  

     

Fig. 9. Heats of reactions in the methane-methanol-iodomethane process. 

Temperature, K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H
ea

t o
f r

ea
ct

io
n,

 J
/m

ol

-2e+5

-1e+5

0

1e+5

2e+5

3e+5

CH4+H2O=CO+3H2 
CO+2H2=CH3OH
2CH3OH+I2=2CH3I+H2O+1/2O2

2CH3I+H2O=CH3OH+CH4+I2



- 251 -

Fig. 10. Standard Gibbs energies in the methane-methanol-iodomethan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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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Standard Gibbs energies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among
              the competitive reactions of metha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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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탄올의 요오드화 반응 실험장치  방법

    메탄올의 요오드화 반응에 한 가능성을 측정하고 이의 경쟁 반응으로 작용

할 수 있는 메탄올 열분해에 의한 일산화탄소와 포름알데히드의 생성 규모를 실

험 으로 확인하기 하여 다음의 실험 장치를 사용하 다.

##
##
##
##
##

- - - - -- - - - -

GC

GC

- - -- - --- - - --- - - - -
CH3OH-I2 Storage Tank

Metering Pump

Reactor Condenser

Gas Chromatography

Gas Chromatography

Liquid line

Gas & vapor line

Fig. 8-12. Schematic diagram of the CH3OH-I2 experimental system. 

     

  사용된 메탄올의 요오드화 반응 장치는 연속 반응 장치로서 외부의 항식 가

열 장치에 의해 반응 온도를 높일 수 있으며 그 최  온도는 800 ℃까지이다. 반

응물로는 99.6%의 메탄올만을 이용한 경우와  상온에서 79.2 g의 요오드를 99.6 

%의 메탄올 1,000 g에 용해시킨 경우를 각각 채택하 다. 각 반응물은 정량 액 

펌 에 의해 12 mL/h의 유량으로 2시간에 걸쳐 400 ℃로 열된 화학 반응기로 

주입되어 기화하면서 반응이 일어난다.

  반응 생성물과 미반응물의 기체들은 압력차에 의해 약 5 ℃의 냉각수가 외부 

쟈켓으로 순환하는 응축기로 흘러 들어 기상과 액상으로 분리된 다음 성분 분석

을 하여 각각 HP-FFAP와 Carbon 1000/Propak T가 충 된 기체 크로마토그

래피(도남 인스트루먼트 DS6200)로 on-line 주입시켰다.

  기체 분석 상물은 미반응물인 CH3OH을 포함하여 반응식 (3)의 메탄올의 요

오드화 반응에서 생성될 수 있는 CH3I, 반응식 (4)의 Iodomethane 가수분해에 의

해 생성될 수 있는 CH4 그리고 경쟁 반응들에서 생성될 수 있는 CO, CO2, 

HCHO 등이다.

3. 실험결과  고찰

    400 ℃를 유지하는 반응기에 메탄올 단일 성분만을 주입하여 앞서 언 한 경

쟁반응들에 의해 생성될 수 있는 일산화탄소와 포름알데히드를 FID 분석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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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액상과 기상을 각각 분석한 결과, Fig. 8-13  8-14과 같은 결과를 보 다.  

 

 

Feed : CH3OH
Prod.: Gas phase

CH4

CH2O

CH3OH

unknown

Fig. 8-13. GC-FID spectrum of gas phase in CH3OH thermal decomposition.

               

Feed : CH3OH
Prod.: Liq. phase

CH3OH

Fig. 8-14. GC-FID spectrum of condensed phase in CH3OH thermal 

decomposition.

  Fig. 8-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메탄올의 열분해 반응에 의하여 포름알데히드를 

포함한 일부 미응축 메탄올이 기상에서 찰되었고  상치 않았던 메탄의 

생성도 일부 발견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TCD 분석 방법에 의해 분석한 결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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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메탄올의 열분해 부산물로서 당  상한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도 역시 

발견되었다.

  응축수인 액상에서는 Fig. 8-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반응의 메탄올만이 단독

으로 발견되었다.

  400 ℃를 유지하는 반응기에 요오드가 용해된 메탄올을 주입하여 반응시킨 기

상과 액상에서의 반응 생성물들에 한 분석 결과는 Fig. 8-15  8-16과 같이 

나타났다. 

               

Feed : CH3OH + I2
Prod.: Gas phase

CH4

CH2O

CH3OH

unknown unknown

Fig. 8-15. GC-FID spectrum of gas phase in CH3OH-I2 chemical reaction.

Feed : CH3OH + I2
Prod.: Liq. phase

CH3OH

CH3I

unknown

 Fig. 8-16. GC-FID spectrum of liquid phase in CH3OH-I2 chemical reaction.

    CH3OH  I2로 구성된 2 성분계의 화학 반응에서도 경쟁 반응으로서 측한 

메탄올의 열분해 반응에 의한 포름알데히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의 생성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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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 찰되기도 하 지만 메탄 생성율에 한 상 치로 비교하 을 때 메탄올 

단독의 열분해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양보다 히 억제되고 있음을 발견하 다. 

이를 확인하기 하여 400 ℃를 유지하는 Autoclave를 이용한  다른 형태의 회

분식 반응에서는 생성 기체  메탄의 함량이 60.9 %, 일산화탄소의 함량이 7.7 

%, 이산화탄소의 함량이 7.0 %로 찰되었다.

  Fig. 8-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 성분계 화학 반응에서 액상의 구성 성분으로

는 미반응물인 CH3OH와 요오드화 반응 생성물인 CH3I 만이 발견되었다.

제4 . 알루미늄의 알칼리 수용액내 용해 특성

1. 배경

    알루미늄 스크랩이나 폐자원을 알칼리 수용액에 용해시켜 수소를 생산하고 

이 반응으로부터 생성되는 수산화 알루미늄을 침  후 하소(calcination)시킴으로

써 알루미나를 얻을 수 있다.

  특히 본 반응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소는 그 순도가 아주 높을 뿐만 아니라 알루

미늄 1몰당 1.5몰의 수소분자가 생성되어 생산성이 높고 소비재로서는 물만이 단

독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매력 이다.

  본 반응은 발열 반응으로서 반응 속도 조 에 의하여 최 의 반응 온도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Self-Autothermal 반응 시스템이 가능할 것으로 단한다.

  한편 알루미늄을 알칼리 수용액에 용해시켜 얻어지는 수산화 알루미늄 수용액

으로부터 석출되는 수산화 알루미늄 결정체는 HTGR로부터 공 되는 열원을 이

용하여 하소시킴으로써 다음 표 8-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필요에 따라 다양한 알

루미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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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1. equence of transition aluminas[8-4]

oC

oC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G
ibbsite

Chi Kappa Alpha

Boehmite Gamma Delta Theta Alpha

B
ayerite

Eta Theta Alpha

Diaspore Alpha

  당해 연구에서의 심 사항은 알루미늄의 알칼리 수용액 내 용해 속도 찰이

며 실용 인 용해 속도를 견지할 수 있는 알칼리 수용액의 농도를 일차 으로 도

출하는데 있고 이를 한 몇 가지 비 실험을 수행하 다.

2. 알루미늄 용해 실험  

    알루미늄의 용해 속도에 미치는 알칼리 수용액 농도의 향을 조사하기 해, 

시약 (99.99 % 순도, Aldrich)의 수산화나트륨 펠릿을 2차 증류한 증류수에 녹여 

1.25 M～37.50M의 알칼리 수용액 9종을 비하 다.

  35 ℃를 유지하는 한 종류의 수용액에 일정한 모양과 크기로 가공한 알루미늄 

속 시편(순도 99.96% 이상) 여러 개를 동시에 잠기게 하 고 용해 속도에 미치

는 표면 의 향을 동일 조건으로 유지시키기 해 스테인 스 강 선으로 메달

아 모든 면이 수용액과 되도록 하 다. 정된 반응 경과 시간에 도달하면 시

편 한 개씩을 건져 올려 증류수로 세척한 후 건조시켜 무게 측정함으로써 용해된 

알루미늄의 양을 시간  별로 측정할 수 있었다.

  용해 실험과는 별도로 폐 용기에 비한 수용액을 넣고 알루미늄 속 시편

을 첨가하여 용해 반응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체를 상부에서 포집하고 이것을 다시 

일정량 채취한 후 Carbosphere가 충 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도남 인스트루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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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6200)에 주입하여 기체 분석하 다.            

3. 실험결과  고찰

    9종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이용하여 알루미늄의 용해 속도에 한 수산화

나트륨 농도 향을 살펴보았다.

  수산화나트륨의 농도가 10 M일 때까지는 농도의 증가에 따라 용해 속도가 증

가하다가 그 이상의 농도에서는 오히려 용해 속도가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Fig. 8-17의 알루미늄 용해 시간의 변화에 따른 알루미늄 무게 감량을 나타낸 

그림으로부터 평균 기울기를 구하고 이를 다시 수산화나트륨 농도 좌표에 도식한 

결과, Fig. 8-18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그림으로부터 알루미늄의 용해 속

도가 최 를 나타낼 수 있는 수산화나트륨 농도 역을 조사하 을 때, 6 M 

NaOH 수용액 근처에서 최  값을 발견하 고 이를 수소 생성 속도로 나타내면 

약 4 Nm
3

/(h․m
2

Al) 정도 다.

  상기한 반응의 모든 생성 기체를 포집하여 성분을 조사한 결과, Fig. 8-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의 수소 피크(RT=0.63～0.64)와 기체 주입시 혼입된 미량의 

질소 피크(RT=1.78)만을 발견하 다.

  본 결과로부터 알루미늄의 알칼리 수용액내 용해에 의하여 생성된 수소는 추가

인 후속 분리/정제를 요구치 않으며 직  고순도의 수소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임을 확인하 다.      

Fig. 17. Dissolution rate of aluminum at various NaOH concen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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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Al dissolution rate as a function of initial NaOH concentrar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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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 결론  건의사항

       M e t h a n e - M e t h a n o l - M e t h a n a l ( 3 M ) 공 정 , 

Methane-Methanol-Iodomethane(MMI) 공정을 구성하고 있는 단계별 화학 반응

식들 에서 우선 으로 비 검증이 필요한 화학 반응 단계들에 한 실험을 수

행하 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알루미늄 폐자원으로부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방

법을 체계 으로 조사하기 하여 알칼리 수용액 내 알루미늄의 용해 특성을 실

험 으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 3M 공정에서, 4단계로 구성된 화학 반응식  마지막 단계에 해당되는 기

화학 반응에 의한 Methanal(Formaldehyde)의 메탄 환 반응이 본 기술의 성패

를 좌우할 것으로 단되었으며. 이러한 단을 기 로 우선 근하기 쉬운 상온 

기화학 반응에 한 실험  검증을 시행한 결과, 상온 기화학 반응에서는 메

탄의 생성 신 메탄올의 생성이 발견되었고, 메탄의 생성을 도모하기 한 기

화학 반응 온도 조건으로 725 ℃ 이상을 권장한다.

  - MMI 공정에서, 화학반응 지배 단계는 메탄올의 요오드화 반응 단계일 것으

로 이론  해석에서 추정되었으나 Iodomethane(CH3I)의 가수분해 반응의 발로 

당  기 했던 이상의 반응성을 나타냄으로써 그 가능성을 발견하 다.

  - 알루미늄의 알칼리 수용액내 용해 속도는 6 M NaOH 수용액 근처에서 최  

값을 나타냈으며 생성된 수소는 추가 인 후속 분리/정제를 요구치 않는 고순도 

수소임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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