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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개발의 목표

1. 최종 목표

본 과제의 최종목표는 핵분열에서 발생한 열에너지를 직접 이용하여 물을 분해하여 대량

의 수소와 산소를 생산하는 원자력수소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것이다.

2. 단계 목표

과제의 1 단계목표는 수소생산실증로의 예비개념모델을 개발, 및 초고온가스로 요소기술개

발, 피복입자핵연료 요소기술개발이다.

높은 효율로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950℃이상의 초고온의 열을 안전하게 발생할 수 

있는 초고온가스로가 필요하다.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기존 고온가스로는 750∼900℃의 열을 

생산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출구온도를 더 높이고, 수소생산공정에서 필요한 열량을 적

합하게 발생할 수 있도록 예비개념설계를 수행한다.

예비개념설계에 필요한 각종 전산해석도구를 갖추고 기존 기술인 경수로보다 월등히 높은 

온도에서 작동하는 각종 재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요소기술을 개발한다.

초고온가스로에는 초고온에서 내구성을 갖는 핵연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탄소, 세라믹으로 

피복된 피복입자핵연료를 사용한다. 본 과제기간에는 피복입자핵연료에 관련된 요소기술을 개

발한다.

제 2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1. 기술적 측면

물을 원료로 한 수소생산방법은 이산화탄소발생 및 부수적인 환경오염이 없고 원료 고갈

의 우려가 없다. 보편적인 방법인 전기분해방법에 비해 950℃ 이상의 고온을 발생할 수 있는 

고온가스로의 열을 직접 이용하는 열화학물분해법에 의한 수소생산은 동일 열에너지 대비 2 

배정도의 높은 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 1960년대부터 개발된 고온가스로는 전력생산을 위한 것

이 었으며 750 ∼ 850℃의 출구 온도를 갖는 원자로가 미국, 독일에서 건설된 바 있다[1.2-001, 

002]. 그러나, 경제적인 수소생산을 위해서는 높은 열효율이 요구되며 원자로 출구온도를 95

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1.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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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가스로에 사용되는 피복입자 핵연료 (TRISO)는 1,800℃의 높은 온도에서도 건전성을 

유지하므로 운전 및 사고시 방사능 누출이 여타 노형에 비해 현저히 작다[1.2-004].

2. 경제·산업적 측면

우리나라는 사용에너지의 97%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2001년의 연간 에너지 수입액

은  336억불로 총수입액 1,411억불의 23.8%이며, 이중 원유수입액은 214억불임). 2020년이 되면 

국내 총에너지소비는 311.8 TOE로 예상된다.

장래에 인구증가와 제 3 세계(예; 중국, 인도 등)의 산업화로 에너지 수요증가로 2040년경

의 세계 에너지 소비량은 약 30조 watt로 현재보다 3배 증가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세계 원

유 자원 매장량의 1/2을 소비하 으며 (원유는 2030년, 천연가스는 2050년 고갈 예상), 세계 원

유 잔여 매장량의 65%가 중동에 편재하여 향후 OPEC의 가격 단합, 중동의 정치․경제적 

향과 2010년 이후 원유 공급저조로 원유가격이 $50이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석유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야 안정적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원자력은 여타 에너지에 비하여 연료비 의존도가 낮으므로 초고온가스 원자로를 이용한 수소 

대체 에너지 생산은 경제성장 및 에너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원자력의 연료인 우라늄은 단위 무게에 매우 큰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고, 부피가 작으므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며 (우라늄 1kg은 석탄 3,000 톤, 석유 10,000 배럴), 상대적으로 가격이 

안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라늄이 생산되지는 않으나 원자력발전의 연료비는 전체 발

전단가의 11%정도이며 원광비는 2%이하이다. 따라서, 원자력은 대표적인 기술주도형 에너지

원이며 준국산에너지원이라 할 수 있다.

지구상 우라늄자원의 가채매장량은 확인매장량 4백만톤, 추정 1천7백만톤이다. 현재와 같

이 전세계의 발전용 경수로에서 매년 6만톤씩 사용한다면, 향후 300년간 사용가능한 량이다. 

고속증식로가 상용화된다면 (2050년 이후 예상) 우라늄-238에 잠재된 에너지까지 활용할 수 

있으므로 1만년 사용가능하다. 따라서, 전세계 원자력이용량이 현재의 3 배로 증가하더라도 우

라늄자원은 100 년 이상 사용가능할 것이다.  

고온가스로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토륨자원의 확인매장량은 1천2백 만톤이며 추정매

장량은 2천6백만톤이다. 총에너지는 22,000 Quad로 매년 44 Quad씩 사용한다면 500년동안 사

용가능하다. (2001년 전세계 400Quad 사용). 또한, 고온가스로는 사용후 경수로연료에서 재처

리한 플루토늄이나, 고속증식로에서 증식한 플루토늄도 노심개조 없이 손쉽게 이용 가능하다.

3. 사회·문화적 측면

수소에너지는 미래의 청정에너지로 온실가스 배출이 없으며 (연소 후 물로 변환),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 (연료전지, 자동차 연료 등) 하므로, 세계의 선진국은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 

생산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원자력 수소의 개발 추진은 향후 기술

의 해외의존도 감축 및 원자력 수소 분야의 기술 경쟁력 및 국가 위상 제고를 가능하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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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특히, 인구 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16배, 독일의 2배, 일본의 1.5배), 석유소비를 

대체할 규모의 수소생산은 부지면적이 적게 소요되는 원자력에너지로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인 태양, 풍력에너지 개발하여 모두 수소생산으로 전용한다면 연간 2∼3 만톤 생산

가능 하다. (일본목표 6 만톤×국토면적 1/4, 미국목표 350 만톤×국토면적 1/93) 그러나 재생에

너지로 생산할 수 있는 수소량은 우리나라의 2040년경의 수소 수요예상량인 754만톤에

[1.2-005] 비해서는 현저히 적은 량이다.

운전 및 사고시 방사능 방출이 현저히 낮은 고온가스로는 비상계획구간을 원자로부지내로 

한정할 수 있으므로, 시설설치 주변주민에 대한 불편이 적으며 장기적으로는 대중수용성이 향

상될 것이다.

피복입자핵연료를 사용하는 고온가스로는 중성자스펙트럼이 높아 무기급의 플루토늄을 생

산할 수 없고, 세라믹피복의 내부식성이 높으므로 재처리가 어려워, 핵확산 방지 성능이 매우 

높다.

제 3 절 연구개발의 범위

1. 수소생산실증로 예비개념 모델 개발

고온가스로는 TRISO 핵연료입자를 핵분열생설물의 누설차단 방벽으로 사용하나 그 크기

가 1mm로 미세하므로 원자로에 장전하기 위해서는 블록형 또는 페블형으로 성형하여 장전하

게 된다. 수소생산에 적합한 고온가스로를 개발하기 위한 기준으로 외국에서 개발된 대표적인 

원자로로 미국 GA사의 GT-MHR과 남아공 PBMR을 선정하 다. 이들 노심의 특성을 비교분

석하고 출구온도, 입구온도 등을 변화하여 정상운전시나 사고시에 핵연료건전성이 유지되는가

를 확인하 다.

가. 노심 비교분석 (Pebble형 및 Prism형)

참조노심의 주요계통을 파악하고 특성을 조사하 으며, 600 MW급 GT-MHR과 400 MW

급 PBMR의 참조 구조에서 출구온도를 950℃로 높이고 입구온도는 400℃ ∼ 590℃로 변화시

켜 핵특성, 열수력특성, 사고시의 특성, 수소생산효율을 비교분석하 다. 사고시의 특성으로는 

고온가스로에서 제한사고로 알려진 고압열전도냉각사고와 저압열전도냉각사고 및 공기유입사

고를 분석하 다.

나. 위험도정보활용 개념설계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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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생산용 초고온가스로는 기존 경수로와는 개념적 차이가 크다. 본 과제에서는 내부사건 

단순위험도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외부사건에 대한 시나리로를 작성하 다. 또한, 원자로부지경

계와 비상계획구간을 설정하기 위한 선량을 계산하고 기존 경수로와 비교하 다.

다. 예비개념 모델개발

원자력수소생산용 실증로의 규모를 열출력 100MW로 설정하고 잠정적으로 블록형 노심을 

구성한 예비개념 모델을 개발하 다. 출구온도 950℃ 조건에서 입구온도 400℃ ∼ 590℃ 및 계

통압력 40∼70 bar의 역을 조사하 다.

예비개념모델 해석을 위해 노심핵설계, 열유체해석, 사고해석을 수행하 다. 중간열과환기

로는 Printed circuit형태와 Plate fin형태의 열교환기에 대한 전산 유체해석을 수행하 으며, 냉

각 압력용기를 채용할 때 입구플레넘의 유동분포를 해석하 다.

라. 예비 개념설계 해석체계/방법론 개발 및 검증

고온가스로는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해석해 본적이 없는 분야이므로 해석에 필요한 각종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검증하 다. 

핵설계에 사용할 핵자료라이브러리를 개발하기 위해 최신 평가핵자료집인 ENDF/B-VI.8, 

JENDL-3.3, JEFF-3.0을 고온가스로스펙트럼에 대한 실험결과와 검증계산비교, 검토하 다. 또

한, 노심에 대량으로 사용되는 흑연에 대한 산란행열도 비교검토하 다.

블록형 핵연료를 사용하는 고온가스로의 핵설계를 위해서 상용 격자코드인 HELIOS와 자

체 개발한 LIBERTE로 군정수를 생산하고 MCNP를 사용하여 피복입자핵연료의 2중비균질성

을 보정하기위한 등가반응계수보정을 한 군정수 생산절차를 개발하 다. 노심계산을 위해서는 

다군확산코드인 MASTER를 가스로에 적합하게 개량하 다. 

페블형 핵연료를 사용하는 고온가스로의 핵설계를 위해서 해석함수 전개 노달법을 사용하

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 다. 또한 페블베드 원자로의 특징인 운전중 페블의 재순환을 모사

하기 위한 모델도 개발하 다. 불연속보정인자를 사용한 제어봉 유효 단면적 생산 모형을 개발

하 으며 MCNP 계산과 비교하 다.

열유체해석체계는 공히 블록형 및 페블형 노심에 적용 가능한 고유 해석체계로 개발하고 

있으며, 계통 Layout 및 효율분석을 위한 HyPEP 코드, 계통 열유체 및 사고/성능해석을 위한 

MARS-GCR 코드, 공기침투사고해석을 위한 GAMMA 코드, 핵분열생성물 및 삼중수소 수송

코드인 MIDAS 코드와 전산유체해석을 위한 In-house 코드인 LILAC 및 상용 CFX 코드로 구

성된다.

마. 소형가스루프 설계

현재 모두 개념적인 설계만 진행된 것으로 실용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형 PHE를 만들



- 5 -

어 실제 원자로 운전조건상태에서 기계적인 건전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절실하다. 본 연구에서

는 일차적으로 10∼20 kW급 소형 PHE 검증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소형가스실험루프를 설계 

하 다. 설계한 루프는 온도 950°C 압력 6MPa 인 원자로조건을 구현할 수 있다.

바. 페블노심의 다차원온도 및 유동장 연구

본 연구에서는 계통해석코드의 보완 및 CFD 코드의 적용성을 검토하여 페블노심에 대한 

안전해석 기술기반의 확립에 기여하고, CFD 코드를 실제 PBR 설계현안에 적용함으로써 최적

설계방안을 도출하고, 노심내 열전달 메커니즘 분석을 통해 수소생산을 위한 PBR 연구기반 확

립에 기여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운전조건 해석을 위한 난류유동실험 및 난류모델 

비교, 및 CFD 코드를 이용한 페블노심 국부 유동장 및 열전달 분석, 사고유동실험 및 CFD 코

드 적용성 평가, 노심입구 역 및 상승채널 설계변수 민감도 분석, 유효접촉열전달 모델의 실

험적 도출 등을 수행하 다.

2. 초고온가스로 요소기술 개발

가. 원자로설계 요소기술 분석

예비 개념설계 단계에서 향후 원자력수소 생산 및 실증을 목표로 하는 원자력수소사업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핵심 설계기술의 우선순위 및 주요현안을 도출하 다. 참조원자로

에 대한 기기 및 기계구조특성을 비교하고, 흑연 노심구조물의 내진해석 방법론을 검토하고 고

온구조설계용 표준규격체계를 조사하 다. 또한 참조원자로의 제어봉 형식과 설계특징을 조사

하 다.

나. 고온재료 기초물성평가 및 선정시험

고온가스로 노심 구조재로 사용되는 흑연은 가동 중 중성자조사에 따라 형성되는 조사결

함 및 이에 따른 체적변형(dimensional change) 등이 원인이 되어 기계적, 화학적, 물리적 특성

이 변화한다. 본 연구에서는 흑연선정 및 선정된 흑연 grade의 품질확인에 필요한 시험, 평가

기술 확보차원에서 실험을 통하여 주요 기초물성(산화, 기계, 물리적 특성) 시험 평가 기술을 

확보하고자 하 다. 

원자로압력용기에 사용되는 FMS합금,  인장특성과 파괴인성, 충격특성을 시험하고 조사하

다. 고온배관용 슈퍼알로이재료의 인장특성, 응력완화특설, 크리프특성, 피로특성을 시험하고 

조사하 다.

황산분해반응기에 사용할 재료를 선정하기 위해 비등황산 분위기와 50% 황산분위기에서 

부식시험을 실시하고, 850℃이상의 기체황산분위기에서 내부식성을 시험하기 위한 장치를 개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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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코팅 및 이온빔 믹싱기술

900°C 이상의 SO₂/ SO₃분위기에서 기계적 성질과 부식 성질이 우수한 황산분해반응기

의 열교환기 재료를 개발하기 위해 고온 기계적 성질이 우수한 Hastelloy X, Alloy 800H, 

Alloy690 등의 Ni 합금계 재료 및 stainless steel(SUS) 재료에 부식 저항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세라믹 코팅 기술을 개발 하 다. 세라믹 코팅 층은 열팽창에 의한 박리의 문제가 있어 이온빔 

혼합 기술을 적용하여 계면에 코팅 층과 모재사이의 차이를 최소화 하는 공정개발 기초 연구

를 수행하 다. 세라믹 코팅 재료로는 SiC를 사용하 다.

라. 재료특성자료 수집․분석 및 기초실험

고온가스로 구조재료인 흑연의 중성자조사특성을 입수하기 위해 IAEA의 조사흑연특성 데

이터베이스에 회원국으로 가입하 으며, 입수한 DB를 분석하 으며, 각종 시험을 실시하 다. 

기타 경로로 입수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해 웹기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개발하

다.

고온금속재료중 Modified 9Cr-1Mo강의 크리프특성, 슈퍼알로이 재료인 Alloy 617, 

Hastelloy X, Haynes 230, GH3128의 고온강도 현황을 분석하 다. IS 열화학공정에 필요한 각

종 재료의 내부식 특성을 분석하 다.

C/C 복합재는 고온가스로의 제어봉 피복관 및 안내관, 상부 노심지지체 블록, 상부 단열

판, 하부 단열재 지지블록, 고온가스배관 라이너 등의 부품으로 적용이 고려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국내업체인 DACC에서 제조한 C/C 복합체와 Toyo Tanso의 원자력급 C/C 복합체의 

특성을 비교하 다.

라. 수소생산공정 평가기술 개발 및 기초실험

수소생산공정의 평가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표준화학반응계기준의 열효율 평가기술을 개발

하고, ChemCAD 상용코드를 도입하여 모델을 설정하 다.  본 과제에서는 IS 열화학공정중 분

젠반응에 대한 unit model과 flow sheet모델을 개발하 다.

대체 수소생산공정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메탄을 순환재로 사용하는 MMI 수소생산 

사이클을 제안하고, 현실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실험을 수행하 다.

3. 피복입자핵연료 제조요소기술 개발

가. 연료핵 제조 실험장치 제작

본 연구에서는 내부겔화법(Internal gelation) 및 외부겔화법(External gelation)에 대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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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술을 검토, 분석하여 실험장치를 제작하고, 이를 연료핵 입자 제조실험에 활용하 다.

나. 연료핵 제조 예비 조건 수립

연료핵 입자 제조를 위한 원료용액으로 우라늄화합물(U3O8)을 질산에 용해시켜 

UN(Uranyl Nitrate, UO2(NO3)2) 용액을 제조한 후, 이를 화학분석하여 제조된 UN 용액이 

ADUN 상태를 유지하는지 확인하 으며, 확인된 ADUN 용액에 각종 첨가물(urea, PVA, 

THFA 등)을 혼합하여 broth 용액을 제조하여 사용하 다.

다. 예비 연료핵 특성분석

실험실 규모로 UO3 겔 미세구 입자가 예비적으로 제조하여, 제조된 미세구 입자를 후속공

정인 숙성, 세척 및 건조 과정을 거친 후 stereoscope로 관찰하여 미세구의 구형도와 size를 확

인하 다. FT-IR 및 X-ray 분석을 수행하여 잔류화합물의 존재와 입자상을 분석하 다.

라. sol-gel 제조 조건 수립 및 특성분석

완전 구형 입자를 얻기 위해 broth 용액의 조건, 동일한 크기의 구형액적을 얻기 위한 적

절한 nozzle 크기 (φ0.5∼1.0 mm), vibrator의 경우 laminar jet를 형성하는 주파수 (120∼240 

Hz) 등을 파악하 다.

마. 피복장치 설계 및 제작

유동층 모사시험을 통해 증착조건에 필요한 유동을 구하여 SiC 코팅을 위한 장치를 설계

하고 제작하 다.

바. 모사실험을 통한 PyC/SiC 피복공정 개발

Buffer 층이 적절한 기공률을 가질 수 있는 증착조건을 찾기 위해 원료가스인 C2H2의 농

도, 전체 유량 및 증착온도 등을 변화시키고 각 조건에서 얻어진 buffer PyC 층의 미세구조를 

관찰하 다. 건전한 SiC 증착층을 형성하기 위해  H2와 MTS 비를 50으로 고정하고 증착온도 

1500℃에서 최적 유량과 증착속도를 구하 다.

사. PyC/SiC 예비 피복공정 수립

0.5 mm의 ZrO2 모의 커넬을 사용하여 주요 공정변수인 원료기체의 농도, 전체 기체 유량, 

반응온도 등을 변화시키면서 최적의 공정정차를 확립하 다. TRISO 코팅은 buffer PyC, 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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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C, SiC 및 outer PyC가 연속공정으로 진행하여 시제품을 제조하 다.

아. 예비 피복층 특성분석

SiC TRISO 피복입자를 제조하고 육안검사에 의한 외형건전성평가,  광학현미경을 이용한 

절단/연마면의 미세구조 관찰, 주사전자현미경 관찰을 통한 파면의 특성 및 계면 특성 평가, 

FIB와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한 증착층과 계면의 특성 평가 및 EDS 분석을 통한 미량 불순물 

원소 분석, 마이크로 X-선 래디오그래피를 이용한 TRISO 핵연료 코팅 두께 비파괴 측정, X선 

회절분석을 통한 증착층의 상분석, Auger 분석을 통한 SiC 층의 화학양론 평가, Sink float 방

법을 이용한 도 측정 등을 각 코팅층에 대하여 실시하 으며, 관련 기반기술을 확보하 다.

자. ZrC 피복공정개발 기초실험

ZrC 피복공정을 조사하고 반응온도 제어 정 성과 배기부의 탄소 알갱이 배출 성능 향상

을 반 시킨 ZrC TRISO 코팅을 위한 유동층 화학증착장치를 설계 및 제작하 다. 수평로를 

이용한 ZrC 코팅 기초실험을 통하여 증착조건을 수립하 다.

차. 국제협력

고온가스로용 핵연료 제조기술의 개발에 착수하 으나, 국내의 관련 기술 수준 및 경험이 

적으므로 일부 요소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 도입을 추진하 다. 독일 

NUKEM의 기술협력에 의해 실제 생산공정과 동일한 품질을 가질것으로 판단되는 실험제조장

치의 개념설계를 추진하 다.

4. 피복입자핵연료 성능평가기술 개발

가. 피복입자핵연료 설계자료 수집 및 분석

독일, 미국, 중국 및 일본 등 TRISO 입자 핵연료 개발 경험국가의 입자 설계 자료를 수집

하 다.

나. 피복입자핵연료 예비개념 모델설정

고온 및 고연소도에서도 건전성이 보장되는 초고온가스로용 TRISO 입자의 예비개념설계

를 위해 연료핵 및 피복층의 주요 설계인자를 도출하고 노내거동을 조사하 다.

다. 피복입자핵연료 기계적 거동 분석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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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입자핵연료 성능평가 코드로 COPA를 개발하기로하고 TRSIO 입자 응력해석, 온도해

석모델을 개발하여 COPA에 모듈로 추가하 다.

다. 피복입자핵연료 조사특성 분석

정상상태의 핵연료거동, 조사시 핵연료 파손기구, 조사후 사고조건에서의 고온실험을 조사

하 다. 하나로를 이용한 조사시험장치를 개념설계하고 예비평가를 수행하 다.

마. 피복입자핵연료 예비 성능분석모델 개발

성능평가코드인 COPA에 기체성 핵분열생성물에 의한 완충층의 자유부피모델, 기체압력모

델(Redlich-Kwong EOS), 연료핵에서의 핵분열 기체 방출모델 (equivalent sphere model), CO 

방출모델 (Homan)을 추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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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내 기술개발현황

초고온가스로에 대한 국내 연구개발은 본 과제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하므로 대부분의 내용

은 본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으나, 일부 연구개발은 미국과의 공동연구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과 서울대는 미국 INL과의 I-NERI 공동연구과제로 2003년부터 “초고온가

스로의 안전해석코드개발과 실험검증”과제로 수치열유체해석법 개발, 수냉식 원자로공동냉각시

스템 (RCCS)의 기초실험, 공기침투사고 실험, 분자확산과 CO, CO2평형모델 개발, 출력분포와 

붕괴잔열분포 해석모델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2.1-001]

한국원자력연구소와 미국 ANL은 INERI 공동연구과제로 2004년부터 “가스로 열수력, 안전

해석 설계도구와 실험 데이터베이스의 선정” 과제를 진행중이다.

한국원자력연구소와 미국 ANL은 INERI 공동연구과제로 2004년부터 “초고온가스로 결정

론적 노물리코드 개발”을 진행 중이며 중성자수송론에 기반을 둔 3차원 블록형 노심해석코드

를 개발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와 미국 ANL은 INERI 공동연구과제로 2004년부터 “TRISO 입자의 처리

방법 개발”을 진행중이며 기존의 기계적인 방법이 아닌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세라믹 피복제거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와 미국 ANL은 INERI 공동연구과제로 2006년부터 “수소생산 플랜트의 

효율계산 프로그램 HyPEP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2.1-002]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참여중인 INERI 공동연구개발은 "TRISO 입자처리 방법 개발“을 제

외하고는 본 연구개발과제와 접한 연계하에 진행되고 있다.

제 2 절 국외 기술개발현황

고온가스로 노형에 대한 상용화 기반기술은 독일과 미국에서 1980년대까지 개발, 건설, 운

전된 바 있어 이미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세계 각국에서 고려중인 차세대 고

온가스로의 경우, 이전에 개발되어 운전된 원자로의 출력온도보다 높은 950 ℃이상의 냉각재 

출구온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그에 수반되는 높은 노심 출력, 구조재의 가혹한 환경 

등을 고려한 설계 및 재료 선정이 필요하며 이에 관련된 연구가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

한 현재 추진 중인 고온가스로는 부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수소 생산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원자로와 연계되는 수소생산 시설 및 열전달 목적의 열 교환기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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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로 설계

페블형 원자로의 경우, 독일 FZJ과 Siemens의 설계를 근간으로, 남아공은 400 MWth 급 

직접 가스터빈사이클 전기생산원자로인 PBMR (Pebble Bed Modular Reactor)을, 중국은 10 

MWt 규모 고온가스 실험로 HTR-10의 운전경험을 바탕으로 371 MWth급 간접 증기터빈사이

클 전기생산원자로인 HTR-PM (High Temperature Reactor - Pebble Bed Module)을 개발하

고 있다.

블록형 원자로의 경우, 미국 GA의 설계를 근간으로 600 MWth급 GT-MHR을 러시아와 

개발중이다. 일본은 600 MWth급 직접 가스터빈사이클 전기생산원자로인 GTHTR300과 수소

생산 겸용 Co-generation 원자로인 GTHTR300C를 개발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600 MWth 급 

간접 가스터빈 사이클 전기생산원자로인 ANTARES의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남아공에서 개발 중인 PBMR 실증원자로는 2005년 10월 건설추진을 확정하고 인허가와 

기기 발주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12년 운전개시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와 병행하여 미국의 

설계인증(Design Certificate)을 획득하기 위하여, 미국 USNRC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은 증기발생 간접루프 고온가스로 실증로 HTR-PM의 2010년까지 완공하고, 운전중인 

HTR-10의 가스터빈 직접루프 개조를 위한 연구를 진행중에 있다.

중국과 남아공은 설계해석체계를 독일로부터 도입/개선 또는 자체개발하여 일련의 설계해

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본과 프랑스는 기존의 경수로해석체계의 개선 또는 자체개발한 해석

체계를 사용하여 설계해석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 등은 새로운 설계와 인허가 환경에 적용 가능한 설계 해석체계의 개발 및 

검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CFD 등 신기술과의 접목을 통한 설계해석체계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 프랑스, 일본 및 남아공은 설계해석체계의 검증, 해석모델의 개발 및 원자로 운전 검

증을 위하여 다양한 노심, 열수력 및 계통 Loop 실험을 수행 또는 계획하고 있다. 미국과 프랑

스는 열수력 기반, 출구플레넘, 노심 및 RCCS 성능 등 다양한 열수력 실험을 수행 또는 계획

하고 있으며, Helium Test Loop과 관련하여, 프랑스는 1 MWth 급 Helium Test Loop을 일본

은 2 MWth 급 전력생산계통 Helium Loop를, 남아공은 1 MWth 급 Helium Test Loop을 건

조하고 있다. 또한, 남아공은 페블노심의 열전달 실험을 계획하고 있다.

 Gen-IV GIF를 통하여 CFD 코드, Pebble형 노심, Block형 노심, Air-Ingress, 핵분열생성

물 수송, 핵연료 성능, Pebble형 원자로 사고해석, Block형 원자로 사고해석, 전력계통 과도해

석 등 9개 분야의 설계해석체계 검증을 위한 국제협력안이 제안되었다.

2. 핵연료

고온가스로에서는 TRISO (TRIstructural ISOtropic) 피복 핵연료가 사용되고 있다. 

TRISO 핵연료의 개발 프로그램은 1980년대 독일에서 페블형 원자로용으로 시작되었고, 일본

에서는 블록형 원자로용으로 TRISO 핵연료 개발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TRISO 핵연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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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에 있어서는 과거 또는 현재 고온가스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 독일, 미국, 일본,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확립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제조된 핵연료의 성능은 제조 과정 중 결함입자의 수와 다양한 연소도 및 조사 환경 조건

하에서 핵연료입자로부터의 Kr-85m 기체 핵생성물의 R/B (Release per Born)로 평가 될 수 

있다. 최근 일본, 중국 등의 고온가스로에서 TRISO 핵연료 입자의 최소 요구조건은 제조과정 

중 결함입자의 수가 1×10
-6 

이하이고 정상 운전시 R/B(85Kr)은 1×10
-6
 이하, 사고시 

R/B(85Kr)은 2×10
-6
 이하로 요약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AVR 원자로를 운전하는 기간 동안 

축적된 많은 양의 조사시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으며, 연소도 7.5∼15.3% FIMA (Fission per 

Initial Metal atom), 조사량 0.1∼8.5×10
25
n/m

2
의 범위에서 조사시험을 수행한 결과, Kr-85m 기

체 핵분열 생성물의 R/B(Release per Born)는 제조회사에 따라 1×10
-5
∼7×10

-9
으로 SiC-coated 

TRISO 핵연료 입자의 파괴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결과로부터, SiC coated TRISO 

핵연료 입자는 20% FIMA 정도의 고연소도에서도 건전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고온가스로 냉각재 출구 온도 증가에 따른 핵연료 성능 향상이 요구됨에 따라 기존 

개발된 핵연료의 성능 개선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내용으로서는 SiC coated 

TRISO 핵연료의 제조 공정 개선을 통한 특성향상에 관한 연구와 대체 코팅 소재로서 ZrC의 

적용성에 관한 연구 등이 수행되고 있다. ZrC 코팅 기술은 일본 JAERI에서 개발하 으며, 

1990년대 중반에 완료된 조사시험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기술수준은 ZrC 코팅의 실제 적용에

는 불충분한 상태이다.

3. 고온 재료

고온재료는 시스템의 설계 온도를 결정하는 주요 인자가 되고 또한 현재까지 국내의 원자

력 시스템에서 사용한 경험이 전혀 없는 재료이므로, NHDD 프로그램에서 고온재료 분야는 논

의의 초점이 되고 있다. 재료의 선정은 시스템의 입구 온도와 출구온도에 향을 미치며, 열교

환기 및 수소생산 반응기 등 고온기기 형상의 결정인자 중의 하나가 됨. 재료의 선정은 ASME 

Code와 같은 설계코드와 직결되어 있으나, 현재의 설계코드는 제한적인 고온재료만을 언급하

고 있다. 

원전의 Class 1 구조물은 ASME Code Section III의 Subsection NB를 따르도록 하고 있

는데 페라이트 강의 경우는 371℃ 이하,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과 고 니켈합금의 경우는 

427℃이하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NHDD와 같이 이 온도를 초과하는 고온구조물을 위해서 

Subsection NH를 설계에 적용하도록 하 는데, 현재 등재되어 있는 재료는 최고온도가 800℃ 

까지이며, 허용시간이 300,000 시간까지 제한되어 있다. Subsection NH는 크리프 파손과 크리

프 라체팅, 크리프 피로 등의 고온에서의 재료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ASME는 982℃까지 고온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Alloy 617에 대한 draft Code Case가 준

비 중이다. 이 draft는 미국의 GT-MHR 프로그램을 위하여 1980년대 준비하 기 때문에 당시 

관심이 있었던 Alloy 617 재료에 대하여 982℃ 온도, 100,000 시간의 가동수명까지 작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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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y 617 draft Code는 제한된 물성자료와 단시간 실험 자료를 근거로 하 기 때문에 크리프 

및 피로 등의 환경 향 평가 데이터와 용접부의 재료물성 그리고 파괴인성 저하 현상 등의 

DB가 보완되어야 하며, 초고온가스로 설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ASME Section 

III의 저온에서의 설계 Code에도 Alloy 617을 포함시켜야 한다.   

원자로 압력용기는 핵연료를 포함하고 있는 노심을 지탱하고 있으므로, 원전 시스템의 기

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기이다. NHDD의 원자로 압력용기의 조건이 PWR의 압력용기 조건

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전통적인 ASME SA-533 혹은 SA-508 재료를 사용하면 됨. 

그러나, 대부분의 고온가스로에서 고려하고 있는 375-500℃ 온도범위에서 입구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재료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재료는 고온에서 재료물성

을 유지할 수 있으며 중성자 조사손상 저항성을 갖는 페라이트/마르텐사이트강이다. 

Mod.9Cr-1Mo (Grade 91) 합금은 2004년도판 ASME Subsection NH에 650℃까지 사용 가능

한 재료로서 등재됨. Mod.9Cr-1Mo강은 국내 업체에서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므로 

단조 조건과 용접 기술을 검증하면 가장 긍정적인 재료가 될 것이다. 원자력 산업에 사용한 경

험이 없으므로, 중성자 조사와 He 환경이 이 재료의 기계적 강도와 파괴인성에 미치는 향을 

파악하여야 한다.

열교환기 및 고온 배관은 고온가스로에서 가장 높은 온도에 노출되는 구조재이다. 850℃이

상의 온도조건에서의 적용성 검토를 통하여 Alloy 617, Haynes 230, Hastelloy-X 등을 후보재

료로 고려하고 있으며, 일본은 자체 프로그램을 통하여 개발한 Hastelloy XR을 HTTR에 적용

하고 있다. Alloy 617은 1970년대부터 독일의 고온가스로 연구개발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개발

되어, ASME 재료 중에서 가장 높은 온도인 982℃까지 재료물성이 등록되어 있다. Haynes 

230은 ASME에 898℃까지 물성이 등록되어 있으나, 타산업에서 1149℃까지 단시간 사용가능

한 고온 성질이 아주 우수한 재료로 알려져 있다. 고온에서 산화 저항성뿐만 아니라 질소 환경

에서 우수한 저항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Hastelloy-X는 고온에서 고강도가 요구되는 곳에서 사용경험이 많은 재료이나, 금속간화합

물을 형성하므로 장시간 사용으로 인하여 충격성질이 저하되고 고온에서의 크리프 강도가 다

른 Superalloy에 비교하여 낮다. 이들 재료에 대해서는 고온크리프 저항성 및 헬륨분위기에서

의 고온내식성이 요구되므로 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4. 노심구조재 - 흑연

950℃ 이상의 고온 He 냉각재에 접촉하는 노심구조물은 모두 흑연으로 제조된다. 흑연은 

중성자 조사에 의해 초기에 수축하다가 조사량 증가에 따라 팽창하는 체적변형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He 냉각재의 by-pass flow 증가, 감속재를 포함한 노심 전체 구조물의 체

적변형 및 파괴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흑연재료의 중성자 조사 거동은 실제적으로 고온가스로의 수명을 결정짓는 현상으

로 간주되고 있다. 조사특성 연구와 함께 고온 공기 및 불순물을 포함한 헬륨 분위기에서의 산

화 거동, 그리고 기계적 특성치의 평가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도 행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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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업적으로 고온가스로 건설에 사용할 수 있는 원자로급 흑연은 Graftech(미국), 

SGL (불,독) 및 Toyo Tanso(일본)에서 생산 가능하다. 각 회사에서 생산할 수 있는 원자로급 

흑연은 원료(petroleum 혹은 pitch coke), 성형방법(extrusion, vibrational molding, isostatic 

molding), 순도(purity), 입도(grain size) 등에 따라 12 종류(classes) 로 분류된다.    

1970 년대 이후 고온(>750℃) 의 He 냉각재 분위기에서 원자로급 흑연을 장기간 사용한 

예가 있으나 1960-1980 년대 건설, 가동되었던 미국 (Peach bottom: ’67-’74, FSV: ’67-’88), 

국 (Dragon: ’64-’77), 그리고 독일 (AVR: ’67-’88, THTR: ’87-’89) 등의 고온가스냉각로

(T:<770℃, AVR: 950℃) 건설에 사용되었던 원자력급 흑연들은 모두 ‘80 년대 말에 생산 중단

되었다. 

1990 년대에 약 13 종의 새로운 원자력급 흑연이 새로운 원료와 제조공정에 따라 개발되

었으나 이들 새로운 흑연들은 선정 및 설계에 필요한 고온. 고조사 자료가 없어 이를 확보하기 

위한 고온조사시험이 현재 EU, 미국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 EC내 5 개국이 참여하는 고온, 고조사시 흑연거동평가 및 흑연 재료 선정 

목적의 조사시험(HTR-M1, RAPHAEL-IP)이 진행 중이다(Netherland. HFR Petten). 이 시험

결과의 일부(750℃, 8 dpa) 가 최근 공개되었다 (INGSM-6. 2005. 9. 21). 2010 년 까지 진행될 

본 조사시험 결과는 흑연선정에 필요한 고온.고조사자료(950 ℃, > 25 d pa)를 생산 예정이다.

프랑스는 공기유입에 의한 흑연산화 문제를 흑연재료조건(porosity, impurity, density) 및 

산화조건(온도, 가스성분 및 flow rate) 함수로 중점 수행 중이다. 

일본은 1997 년 HTTR 완공을 계기로 현재에는 가동 중 노심흑연거동 예측 및 평가연구 

(감시시험) 수행중이다. 또한 고온, 고조사 환경에서의 흑연거동예측(modelling)에 필요한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하여 2004 년부터 JMTR을 이용, 고온, 고조사시험 수행예정으로(950℃이상, He 

분위기, 조사량: 3 x 10
22
 n/cm2, 10 dpa) 고온 흑연조사시험장치를 제작중이다.

미국은 NGNP 용 흑연재료로 SGL 의 NBG-10, 17, 18, HLM, Graftech 의 PCEA, PGX, 

Toyo tanso 의 IG-110, CARBON USA  의 2020 등을 예비 선정하 다. 이 가운데 NBG-17, 

NBG-18, PCEA, IG-430 에 대한 고온.고조사 creep 시험 (> 20 dpa, 600℃, 900℃, 1200℃) 을 

INEEL 의 ATR에서 계획중이다. (IG-110 및 H-451 은 참고재료로 함께 조사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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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수소생산실증로 예비 개념모델 개발

1. 노심 비교 분석

가. 참조 노심 및 계통

(1) 참조 원자로 계통

(가) 블록형 노심

NHDD(Nuclear Hydrogen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에서 참조 초고온 가스로로 

고려하는 PMR(Prismatic Modular Reactor)은 GT-MHR(Gas-Turbine Modular Helium 

Reactor)로서 미국 General Atomics사에서 설계한 헬륨 냉각재형 원자로이며 가스터빈을 이용

한 direct Brayton cycle을 채택하고 있다. 열출력과 전기 출력은 각각 600 MWt / 286 MWe

로서 전체 발전소 효율은 약 48 % 이다. GT-MHR은 육각형 블록 핵연료를 사용하며 15.8 개

월의 주기로 핵연료를 재장전한다. 정상 운전 조건에서의 GT-MHR의 주요 발전소 변수를 표 

3.1.1-?에 정리하 다.

GT-MHR의 주요 구성물은 노심을 포함한 원자로 용기(Reactor Pressure Vessel)와 동력 

발생 계통인 PCS(Power Conversion System)로 나뉘며 RPV와 PCS는 cross-vessel로 연결되

어 냉각재 유로를 형성한다. PCS는 다시 터빈과 압축기(compressor)가 공축으로 연결된 

turbo-machine, 열교환기 및 발전기로 구성되어 있다.

① 원자로 노심 및 용기

원자로 용기 내부 구조는 그림 3.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육각형 핵연료 블록과 반사

체 블록으로 구성된 원자로 노심과 기타 내부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다. 노심은 10 개의 층으로 

구성된 육각형 핵연료 블록(block)이 3개의 환형 링(annular ring)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각 단

면에는 102개의 핵연료 블록이 장전된다. 핵연료 블록 1개의 높이는 0.793 m이며 전체 유효 

노심의 높이는 7.93 m이다. 노심의 안쪽 및 바깥쪽에는 육각형 흑연(graphite) 블록으로 된 반

사체(reflector) 역이 존재하며 반사체 역을 포함한 전체 노심 단면의 육각형 블록은 10개

의 링 구조를 이룬다. 전체 노심은 core barrel로 둘러싸여 있으며 core barrel에는 교체가 불가

능한 구적인(permanent) 반사체가 붙어 있다. 이를 제외한 핵연료 및 반사체 블록은 교체가 

가능하도록 중앙에 fuel handling hole을 갖고 있다.

Core barrel과 원자로 용기 벽면 사이에는 냉각재의 흐름을 위한 환형 냉각재 통로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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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원자로 용기 하부에 위치한 cross-vessel을 통해 원자로 냉각재 입구로 들어온 헬륨 냉

각재는 이 환형 유로를 따라 원자로 용기 상부로 유입되며 원자로 용기 상부의 공동에서 핵연

료 블록의 냉각재 채널(coolant channel)을 따라 원자로 하부로 흐른 후 하부 공동을 통해 다

시 PCS로 유입된다. 노심 우회유량(bypass flow)은 주로 육각형 블록 구조물 사이의 간극

(gap)으로 흐르는데 각 블록 사이의 간격은 1 mm 정도이다.

㉮ 핵연료 블록

그림 3.1.1-?에서 보듯이 TRISO 입자를 흑연과 같이 섞어서 길이 5 cm, 직경 12.45 mm

의 원통 형태로 가공한 fuel compact를 기본 핵연료로 사용한다. 가공된 fuel compact는 각 면

의 길이가 20.8 cm이고 높이가 79.3 cm 인 육각형 블록의 fuel hole 당 4∼5 개씩 들어간다. 

Fuel hole 사이로는 헬륨 냉각재가 지날 수 있도록 coolant hole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핵연료 

블록은 2가지 형태로 나뉜다. Fuel hole과 냉각재 채널만으로 이루어진 기본 핵연료 블록

(standard fuel element)와, 반응도 제어봉 채널 또는 reserve shutdown channel을 갖는 핵연료 

블록이 있다. 기본 핵연료 블록과의 차이점은 여분의 hole에 해당하는 만큼 fuel hole 및 냉각

재 채널 수가 감소한다는데 있으며 이외의 구성 성분은 기본 핵연료 블록과 동일하다. 맨 안쪽 

노심 블록 30개 중에서 12개의 블록에는 정지 제어봉(shutdown rods) 삽입 통로가 있어 이 통

로를 통해 제어봉이 삽입된다. 정지 제어봉은 출력 증감발의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원자로 

정지시 충분한 정지 여유도(shutdown margin)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모

든 육각형 핵연료 블록의 중앙에는 핵연료 재장전을 위한 직경 35 mm의 fuel handling hole이 

존재하는데 핵연료 블록을 관통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 부분에서 막혀있다. 또한 핵연료 블록들

은 각각 4개의 요철(dowel)로써 서로 어긋나지 않게 쌓을 수 있도록 하 다. 표 3.1.1-?에 두가

지 형태의 핵연료 블록의 차이점을 나타내었다.

GT-MHR은 약 15.8 개월의 주기로 핵연료를 교체하기 때문에 노심 초기와 말기의 반응도

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잉여 반응도(excess reactivity) 차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경

수로와 마찬가지로 B4C로 이루어진 가연성 독봉(burnable poison rod)을 사용하는데 가연성 독

봉은 핵연료 블록 모서리 부분에 있는 6개 구멍에 삽입된다. 

㉯ 반사체 블록

3개 링으로 이루어진 핵연료 블록 역으로 안쪽 및 바깥쪽에는 같은 규격의 반사체 블록

이 10층으로 싸여있으며 노심 상하부도 반사체로 둘러싸여 있다. 내부 반사체 역의 블록은 

모두 61개의 육각형 반사체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냉각재 채널 및 제어봉 채널이 없다. 그

러나 구 반사체를 제외한 외부 반사체 역의 92개 육각형 블록 중에서 핵연료 링과 접한 

면에 있는 36개 반사체 블록에는 출력 제어봉 삽입 통로가 있어 이 통로를 통해 제어봉이 삽

입된다. 원자로 운전 중에 출력 증감발을 위한 노심 출력 제어는 본 제어봉의 구동을 통해 이

루어진다. 최외각의 반사체는 core barrel에 구히 부착된 형태로 교체는 불가능하다. 이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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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한 나머지 반사체 블록에는 핵연료 블록과 마찬가지로 교체가 가능하도록 fuel handling 

machine hole이 있다.

㉰ 노심 구조물 지지대

반사체와 노심 핵연료 블록은 하부 공동 역의 흑연 지지대(graphite support pedestal)로 

지탱된다. 그림 3.1.1-?에서 보듯이 이러한 지지대는 cross vessel과 연결되는 부분의 집도를 

낮추어 냉각재가 cross vessel로 쉽게 나갈 수 있도록 설계하 다. 역시 상부에는 borated 

graphite shielding을 하여 중성자 조사 향을 최소화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지지대 구조물은 

다시 세라믹(ceramic)으로 된 판 형태의 구조물로 지탱된다.

㉱ Core barrel

Core barrel은 탄소합금강으로 이루어진 얇은 원통형 구조물이다. 노심 및 반사체 블록들

이 어긋나지 않도록 하며 또한 원자로용기 벽 사이에 냉각재 유로를 형성하여 냉각재가 블록 

사이의 간극을 통해 직접 노심 쪽으로 유입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Core barrel 안

쪽에는 중성자 조사 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borated pin이 설치되어 있다(그림 3.1.1-?).

㉲ 원자로 용기

기존 경수로에서 사용하는 탄소합금강은, 정상운전에서의 온도 제한치가 370 ℃ 정도인데 

반해 GT-MHR에서는 490 ℃의 냉각재가 원자로 용기 벽과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탄소합금강

을 원자로 용기 재질로 사용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탄소합금강 대신 온도 제한치 565 ℃의 

9Cr-1Mo-V 합금강을 사용한다.

원자로 용기와 core barrel 사이에 환형 통로가 형성되는데 여기에 6개의 덕트(duct)를 설

치하여 냉각재가 위로 흐르게 되며 덕트 외각에는 정체된 헬륨이 존재한다.

② Cross Vessel

Cross vessel은 원자로 용기와 PCS를 연결하여 냉각재 유로를 형성한다. Cross vessel은 

이중 원통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안쪽에는 고온 헬륨 냉각재가 흐르며 바깥쪽 환형 통로에는 

PCS에서 유입되는 상대적으로 저온의 냉각재가 흐르게 된다. 내외부의 냉각재 온도 차이에 따

른 열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hot duct는 단열재로 이루어져있다.

③ 동력변환계통 (Power Conversion System)

PCS는 600 MWt의 열출력을 294 MWe의 전기출력으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며 전기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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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소내 부하를 위해 사용되는 전력은 약 7.5 ∼ 8 MWe 정도이다. 따라서 순수 전기출력

은 286 MWe가 되며 순효율(net efficiency)은 약 47 % 정도가 된다. PCS는 다음과 같은 주요 

부품으로 구성된다.

․발전기를 포함한 Turbo-machine

․Recuperator

․예비 및 중간 냉각기

․기타 구조물

PCS 내부의 헬륨 냉각재의 흐름과 온도 및 압력이 그림 3.1.1-?에 나타나 있다. 원자로 내

부에서 가열된 냉각재는 hot duct를 통하여 PCS로 유입된다. 유입된 고온의 냉각재는 터빈을 

통과하면서 발전기를 통해 전기를 생산한다. 냉각재의 온도는 터빈 출구에서 약 511 ℃ 정도가 

되는데 recuperator의 고온부를 통과하면서 압축기에서 나오는 약 105 ℃의 저온 냉각재에 열

을 전달하여 원자로 입구 냉각재 온도인 490 ℃로 가열한다. Recuperator를 통과하면서 열을 

빼앗긴 냉각재는 125 ℃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며 압축 효율을 높이기 위해 예비 냉각기

(precooler)를 통과하면서 다시 온도가 26 ℃로 떨어진다. 예비 냉각기를 통과한 헬륨은 저압 

압축기를 통과하면서 압력과 온도가 상승하는데 압력은 4.3 MPa, 온도는 104 ℃ 이다. 저압 압

축기를 통과한 헬륨은 다시 중간 냉각기(intercooler)를 통과하면서 온도가 26 ℃로 떨어지며 

다시 고압 압축기를 통과하여 105 ℃ / 7.24 MPa의 냉각재가 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

압 압축기를 통과한 냉각재는 recuperator를 거치면서 입구온도 490 ℃ 수준으로 상승하게 된

다.

㉮ 터빈 관련 계통

터빈 관련 계통은 크게 터빈-압축기(turbo-compressor)와 발전기로 구성된다. 이중 터빈-

압축기는 중간 냉각기를 포함한 터빈과 2단계 압축기로 이루어지는데 터빈과 2단계 압축기는 

공축으로 연결되어 같이 회전하며 회전수는 약 3600 rpm에 이른다. 발전기 부분은 동력변환계

통 용기의 상부에 위치하여 터빈과 연결되어 있다. 주냉각재 계통과는 격리되어 있으며 최대 

온도 50 ℃의 저온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헬륨 완충 계통 및 별도의 냉각 계통을 가

진다.

㉯ Recuperator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압축기를 통과한 차가운 헬륨 냉각재는 plate-fin 형태의 

recuperator를 거치면서, 터빈 출구에서 나온 저압 냉각재의 열을 이용하여 원자로 냉각재 입

구온도인 490 ℃로 상승한다. Recuperator는 동력변환계통 용기의 중앙부 외각에 위치하며 모

두 6개의 모듈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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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 중간 냉각기

압축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저압 및 고압 압축기를 통과하기 전에 헬륨 냉각재를  냉각시키

는 역할을 하는 예비 및 중간 냉각기는 열전달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fin type의 나선형 튜

브와 외각 쉘(shell)로 이루어진다. 튜브 쪽에는 냉각수가 상향으로, 바깥쪽 쉘로는 헬륨이 하향

으로 흐르며 counterflow를 형성하여 열전달이 이루어진다. 각 냉각기는 동력변환계통 용기의 

하부에 위치한다.

동력변환계통의 열효율를 결정하는 중요 인자와 참고문헌 [3.1-001]에서 제시하는 값은 다

음과 같다.

․ 노심 출구 온도 및 터빈 입구 온도 : 850 ℃

․ 압축기의 압축 비율 (pressure ratio) : 2.8

․ Recuperator의 효율 (effectiveness) : 95 %

계통 압력은 열효율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계통 용기의 두께와 구성 부품의 크기를 

결정하는 인자이며 GT-MHR의 경우 7.0 MPa이다.

④ 정지 냉각 계통 (Shutdown Cooling System)

정지 냉각 계통(SCS)은 PCS의 냉각 기능이 상실되었을 경우에 노심 냉각 기능을 수행하

는 비안전 관련 계통이며 원자로 개당 1개의 단일 유로로 구성된다. 정지 냉각 계통은 송풍기

(shutdown circulator), 차단 밸브(shutoff valve), 냉각용 열교환기(shutdown heat exchanger)

로 구성되며 원자로 용기 하부에 설치된다.

정지 냉각 계통을 이용할 경우, 원자로 용기 내에서의 냉각재 이동 방향은 정상운전 상태

와 거의 같다. 그림 3.1.1-?에서 보듯이 노심 내의 가열된 냉각재는 원자로 용기 출구 공동을 

거친 후, 차단 밸브를 통해서 shell & tube 형태의 열교환기로 이동하며 튜브 안쪽으로 흐르는 

냉각수에 의해 냉각된 후, 송풍기를 거쳐 원자로 용기 하부 헤드 공동으로 방출된다. 방출된 

냉각재는 원자로 용기 입구 공동을 통해 riser를 거쳐 원자로 용기 상부 공동으로 유입되며 다

시 노심의 하향 유로를 흐르면서 가열된다. 노심으로부터 제거된 열은 냉각수에 전달되고 다시 

공랭식 냉각기에 의해 열제거가 이루어진다.

정지 냉각 중에는 동력 변환 계통의 냉각재가 원자로 용기로 유입되는데 정지 냉각 계통

은 이러한 유입 냉각재에 대한 냉각 능력도 고려된 충분한 용량의 냉각 능력을 가지고 있다. 

계통이 고압일 경우의 최대 열제거 용량은 최대 약 40 MWt이며 저압 사고 경우에는, 원자로 

정지 이후 24시간이 지난 후 약 5.8 MWt 정도가 되는데 이러한 차이는 압력에 따른 헬륨 냉

각재의 도 변화에 기인한 것이다.

정지 냉각 계통의 운전 모드는 1) 대기 운전 모드(standby mode)와 2) 냉각 운전 모드

(cooldown mode)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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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용기의 열을 제거하는 냉각 패널의 고온부는 292 개의 수직 방향의 사각형 덕트

(duct)로 이루어지며 원자로 공동 내에서 원자로 용기를 감싸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덕트의 아래쪽은 하부 저온 공동부(bottom cold plenum)와, 위쪽은 원자로 공동 상부에 위치한 

고온 공동부(hot plenum)와 연결되어 유로를 형성한다. 냉각 덕트 고온부 1개 패널의 크기는 

외경 2 인치 × 10 인치이며 덕트의 두께는 약 0.1875 인치이고 약 2 인치의 간격을 두고 각 

덕트가 배치되어 있다. 고온 덕트에서는 원자로 용기에 의해 가열된 공기가 부력에 의해 상승

하여 자연 순환을 형성한다.

표 3.1.1-1 GT-MHR 주요 제원

Plant Parameters GT-MHR

Core Power Output (MWt) 600

Output at the Generator Terminal (MWe) 294

House Load (MWe) 7.5 - 8.0

Net Electrical Output (MWe) 286

Avg. Power Density (W/cc) 6.5

Primary Coolant / Pressure (MPa) Helium / 7.0

Total Coolant Flow Rate (kg/s) 320

Active Core Pressure Drop (MPa) 0.051

Core Coolant Flow Direction Downward

Moderator Graphite

Core Geometry Annular

Safety Design Philosophy Passive

Plant Design Life (Years) 60

Core Outlet Temp. (℃) 850

Core Inlet Temp. (℃) 488

Fuel Max. Temp. (Normal) (℃) 1250

표 3.1.1-2 핵연료 블록 설계 자료

Standard Non-standard

블록 형태 육각형 육각형

흑연 도 (kg/㎥) 1.74 1.74

평면 간의 거리 (m) 0.36 0.36

가연성 독봉 홀 개수 6 6

가연성 독봉 홀 직경 (mm) 12.70 12.70

가연성 독봉 직경 (mm) 11.43 11.43

냉각재 홀 개수 (Large / Small) 102 / 6 88 / 7

냉각재 홀 직경 (Large / Small, mm) 15.88 / 12.70 15.88 / 12.70

핵연료봉 홀 개수 210 186

홀당 핵연료봉 개수 14 ~ 15 14 ~ 15

핵연료봉 홀 직경 (mm) 12.70 12.70

핵연료봉 (fuel compact) 직경 / 길이 (mm) 12.45 / 49.28 12.45 / 49.28

제어봉 홀 직경 (mm) - 101.6

RSC 홀 직경 (mm) - 9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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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3 동력변환계통(PCS) 주요 설계 변수

Components Parameters Design Value

Turbomachine Mass flow rate (kg/s) 320

 - Turbine Inlet / Outlet temperature (℃) 848 / 511

Inlet / Outlet pressure (MPa) 7.01 / 2.64

Overall expansion ratio 2.66

 - Compressor Inlet / Outlet temperature (℃) 26 / 105

Inlet / Outlet pressure (MPa) 2.57 / 7.24

Overall pressure ratio 2.86

Recuperator Mass flow rate (kg/s) 321

Overall effectiveness (%)  ≥ 95

Overall pressure drop, △p/p (%) ≤ 2

 - Hot side Inlet / Outlet temperature (℃) 511 / 125

Inlet / Outlet pressure (MPa) 2.62 / 2.59

 - Cold side Inlet / Outlet temperature (℃) 105 / 491

Inlet / Outlet pressure (MPa) 7.18 / 7.11

Precooler* Mass flow rate (kg/s) 323

Inlet / Outlet temperature (℃) 125 / 26

Inlet / Outlet pressure (MPa) 2.59 / 2.57

Intercooler* Mass flow rate (kg/s) 323

Inlet / Outlet temperature (℃) 104 / 26

Inlet / Outlet pressure (MPa) 4.31 / 4.29

* 헬륨 냉각재 역의 자료

표 3.1.1-4 정지 냉각 계통(SCS)의 주요 설계 변수

Components Depressurized Pressurized

Shutdown Heat Exchanger

- Fluid type at shell / tube side helium / water helium / water

- Heat duty (MWt) 14.1 35.2

- Helium inlet temperature (℃) 1032 807

- Helium outlet temperature (℃) 179 341

- Helium flow rate (kg/s) 3.21 14.51

- Water flow rate (kg/s) 57.19 57.19

- Water inlet temperature (℃) 60 60

- Max. heat duty (MWt) 40 40

Shutdown Circulator

- Motor power (kW) 323 TBD

- Speed (rpm) 6000 TBD

- Exit pressure (kPa) 84.1 TBD

- Inlet temperature (℃) 179 341

- Helium pressure rise (kPa) 6.14 TBD

- Helium flow rate (kg/s) 3.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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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5 원자로 공동 냉각 계통의 주요 변수 (전출력 운전)

Parameters Value

Reactor Vessel

- Heat loss to RCCS (kW) 3300

- Inside wall temperature (℃) 485

- Average outside wall temperature (℃) 446

- Maximum outside wall temperature (℃) 474

Cooling panel (front)

- Average temperature (℃) 267

- Maximum temperature (℃) 323

- Air inlet temperature (℃) 43

- Air outlet temperature (℃) 274

- Air flow rate (kg/s) 14.3

- Maximum velocity (m/s) 11.5

Concrete surface temperature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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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 GT-MHR 원자로 용기의 내부 구조

그림 3.1.1-2 핵연료 및 반사체 블록 구성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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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 GT-MHR의 핵연료 구성 개요

그림 3.1.1-4 핵연료 블록 형태별 비교

그림 3.1.1-5 GT-MHR 원자로 용기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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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6 내외각 반사체 블록(좌) 및 노심 상부 반사체 블록(우)

그림 3.1.1-7 원자로 노심 지지물 구조

그림 3.1.1-8 GT-MHR의 냉각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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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9 동력변환계통의 냉각재 흐름과 온도 

및 압력 조건

그림 3.1.1-10 정지 냉각 계통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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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1 원자로 공동 냉각 계통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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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연료 역

PBMR에서 사용하는 핵연료볼은 TRISO particle을 graphite powder와 같이 섞어서 직경 

5cm의 구형 형태로 가공한 ball을 0.5cm 두께의 흑연피복재로 덧씌운 구조이다. 이러한 직경 

6cm의 페블 핵연료볼이 넓이가 80cm이고, 높이가 11m인 환형 핵연료 역에 약 452,000 개가 

장전된다. 이때 핵연료 역중 페블 핵연료볼이 차지하는 체적분율은 61%이다. 운전중 하루에 

평균 2,900개의 페블이 재순환되고, 각 핵연료페블은 약 6번 노심을 순환한 후 구 폐기된다.

㉯ 반사체 블록

PBMR의 반사체 블록은 총 5개로 페블핵연료 역을 둘러싼다. 노심 중앙에 위치한 중앙

반사체에는 직경 5cm의 32개의 hole이 냉각유로와 계측 채널을 위해 존재하고, 보조정지계통

을 위해 직경 13cm인 8개 hole이 위치한다. 원자로정지시 1cm B4C 볼들이 보조정지계통 hole

로 삽입된다. 노심 측면에 위치하는 내부반사체에는 직경 13cm의 24개의 hole이 출력제어봉과 

정지제어봉을 위해 존재한다. 내부반사체와 노심용기사이에는 외부반사체가 위치하며, 외부반

사체내에 유효직경 17cm의 36개 냉각재 채널이 위치한다. 하부반사체에는 노심출구로부터 고

온관까지의 냉각재의 유로가 형성되고, 3개의 페블방출관이 위치한다. 또한 노심 상부 플레넘 

위에는 상부반사체가 위치한다.

㉰ 노심 용기(Core barrel) 및 노심용기 냉각계통(CBCS)

노심용기는 탄소합금강으로 이루어진 얇은 원통형 구조물이다. 노심 및 반사체 블럭들이 

어긋나지 않도록 하며, 또한 원자로용기 벽 사이에 노심용기 냉각재 유로를 형성하여 운전중 

압력용기 온도가 설계온도(<3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8kg/s의 CBCS 냉각재(300℃)는 

RV 상부헤드로 유입되어 노심용기와 압력용기사이의 환형유로를 거쳐 RV 하부헤드에서 빠져 

나간다.

㉱ 원자로 용기

PBMR의 경우 원자로용기 재질로 기존 경수로에서 사용하는 탄소합금강을 채택한다. 탄소

합금강의 경우 온도 제한치가 370℃ 정도이므로, 부가적인 냉각을 필요로 하며, 이는 노심용기 

냉각계통에 의해 수행된다. 

② 고온관 및 저온관

PBMR의 경우 고온관은 한개 그리고 저온관이 두개로 모두 분리된 배관을 사용한다. 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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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는 탄소합금을 사용하므로, 온도제한치를 넘지 않도록 각각의 배관은 동축배관의 구조를 

가진다. 동축배관의 내관을 헬륨 냉각재가 흐르며, 외관으로는 저온의 냉각기체가 흐른다. 

③ 동력변환계통 (Power Conversion Unit)

PCU는 400 MWt의 열출력을 165 MWe의 전기출력으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며 순효율(net 

efficiency)은 약 41 % 정도가 된다. PCU의 주요 부품으로는 발전기를 포함한 Turbo-machine, 

복열기(Recuperator), 예비냉각기(pre-cooler) 그리고 중간 냉각기(inter-cooler)등이 있다. 각 부

품은 유지 및 보수의 용이성을 위해 분리되어 있으며, 두 개의 복열기가 사용되어 저온관 각각

에 연결된다. 

PCU 내부의 헬륨 냉각재 유로는 그림 3.1.1-?에 도시하 으나, 계통 내부에서의 온도 및 

압력 조건은 알려진 바가 없다. 원자로 내부에서 가열된 냉각재는 고온관을 통하여 9MPa, 90

0℃에서 PCU로 유입된다. 유입된 고온의 냉각재는 터빈을 통과하면서 발전기를 통해 전기를 

생산한다. 터빈을 통과한 냉각재는 복열기를 거치면서 온도가 감소하고, 압축 효율을 높이기 

위해 예비 냉각기(precooler)를 통과하면서 온도가 매우 저온으로 떨어진다. 예비 냉각기를 통

과한 헬륨은 저압 압축기를 통과하면서 압력과 온도가 상승하고, 다시 압축 효율을 높이기 위

해 중간 냉각기(intercooler)를 통과하면서 온도가 떨어진다. 고압 압축기를 통과하여 압력과 온

도가 상승하고, 복열기를 거치면서 500℃ 수준으로 상승된 헬륨 냉각재가 원자로로 향한다. 

④ 정지 냉각 계통 혹은 노심냉각계통 (Core Conditioning System)

PBMR에서는 정지 냉각 계통을 노심냉각계통이라 하며, PCU의 냉각 기능이 상실되었을 

경우에 노심 냉각 기능을 수행하는 비안전 관련 계통이다. 대기압에서 350℃이하의 헬륨을 

2.2kg/s로 노심 출구로 주입하여 노심 입구에서 방출한다. 열교환기에 의해 제거되는 열용량은 

4.35 MW에 달한다. 

⑤ 원자로 공동 냉각 계통 (Reactor Cavity Cooling System)

원자로 공동 냉각 계통(RCCS)은 열제거상실사고시 노심의 잔열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계통이며 물을 이용한 수동 모드와 피동 모드가 있다. 수동모드에서는 18℃의 물을 펌프를 

이용하여 135kg/s로 주입하여 잔열을 제거한다. 펌프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의 피동 모드에서는 

물의 비등이 발생하므로 약 96시간을 물의 고갈까지의 시간으로 채택한다. 그림 3.1.1-?에와 같

이 내경 36.66cm인 72개의 냉각 튜브가 원자로 압력용기와 원자로공동 벽사이에 위치하며, 그 

외의 펌프나 열교환기등 부품에 대한 세부 자료는 알려지지 않는다. RCCS의 노심 잔열 제거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노심 내의 잔열은 열전도, 페블노심내 대류 및 복사에 의해 원자로 

압력용기로 전달되며, 이는 다시 원자로 공동 내의 대류와 원자로 압력용기 표면에서의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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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원자로 공동 내에 설치된 냉각 튜브로 전달된다. 이렇게 전달된 열은 냉각 튜브내로 흐

르는 물의 강제 대류 혹은 풀비등에 의해 제거된다.

RCCS는 두 가지의 안전 관련 기능을 제공한다. 첫 번째로 PCU나 노심냉각계통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핵연료 온도 및 원자로 압력용기 온도가 안전 제한치를 넘지 않도록 하며, 

두 번째로는 원자로 공동 역의 콘크리트 벽의 온도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온도 제한치를 넘

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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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6 PBMR 주요 제원

Plant Parameters Value

Core Power Output (MWt) 400

Output at the Generator Terminal (MWe) 165

Load Following Capacity 100-20-100%

Availability ≥95%

Avg. Power Density (W/cc) 4.8

Primary Coolant / Pressure (MPa) Helium / 9.0

Total Coolant Flow Rate (kg/s) 192.7

Active Core Pressure Drop (MPa) 0.291

Core Coolant Flow Direction Downward

Moderator Graphite

Core Geometry Annular

Safety Design Philosophy Passive

Plant Design Life (Years) 60

Core Outlet Temp. (℃) 900

Core Inlet Temp. (℃) 500

Fuel Max. Temp. (Normal) (℃) 1130

표 3.1.1-7 페블 노심 및 핵연료 설계 자료

Parameters Value

Total Fuel Volume (㎥) 83.7156

Core Inner/Outer Radius (m) 1.0/1.8

Effective Core Height (m) 11.0

Average Pebble Bed Packing Fraction 0.61

Fuel Enrichment for Equilibrium Core 9.6% UO₂

Target Burnup >90,000 MWd/tU

Number of spheres in Core 451,555

Average Daily Fuel Sphere Circulation 2,900

Refueling Type On-line

Number of Reactivity Control System (RCS) Holes,

Power Control/Reactor Shutdown
12/12

Number of Reserve Shutdown System (RSS) Holes 8

Reactivity Control System Material B4C
Fuel Pebble

Fuel Pebble Outer Radius (cm) 3.0

Thickness of Fuel Free Zone (cm) 0.5

Total Heavy Metal Loading per Fuel Pebble

(Equilibrium Fuel)
9 g

Carbon Content 189 g/fuel sphere
Coated Particle

Fuel Kernel Diameter 500 micron

Kernel Material Type UO₂

UO₂ Density 10.4

Kernel Coating Material C/C/Si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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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2 PBMR 전체 계통도

그림 3.1.1-13 PBMR 원자로용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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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4 PBMR 동력변환계통 흐름도

그림 3.1.1-15 PBMR 원자로공동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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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8 원자력수소계통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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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심핵특성분석

(1) 참조 원자로 노심

참조 원전으로 블록형 핵연료를 채택하는 600 MWth급 GT-MHR 형태의 PMR과 페블형 

핵연료를 채택하는 400 MWth급 PBR 형태의 PBMR에 대한 문헌조사와 핵설계 측면의 비교 

평가를 수행하 다.[3.1-003][3.1-004][3.1-005]

PMR 및 PBR 두 참조 노형 모두, 사고시 전도 냉각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내부 반사

체가 있는 환형 노심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문헌조사 결과에 따르면, 페블형 핵연료 노심은 

운전중 연료 장전으로 높은 이용율, 높은 평균 연소도, 낮은 반응도사고 향, 핵연료 대량생

산, 핵연료성능 등이 유리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반면, 블록형 핵연료 노심은 대용량화, 흑연반

사체 교체, 핵연료 이력 추적, 핵연료 중간 저장량, 흑연 먼지 문제에서 유리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600MWth급 블록형 노심(이하 PMR)과 400MWth급 페블형 노심(이하 

PBR)의 참조노형과 유사한 표준노심 조건, 즉 He 냉각재 입구온도가 490℃이고 출구온도가 

1000℃인 경우에 대하여 예비 노심개념 설계를 수행한 결과를 기술하 다. 또한, 두 노형에 대

하여 He 냉각재 출구온도가 950℃이고 입구온도가 400℃ ∼ 590℃로 변화에 따른 노심 예비개

념 설계를 수행하 다.

(2) 표준 노심 조건에서의 예비 노심설계

(가) 설계 코드 체계

PMR과 PBR 노심 설계에 사용한 전산코드는 독일 FZJ에서 개발한 VSOP (Very Superior 

Old Programs, Version 94) 전산코드[3.1-006]를 사용하 다. 본래 VSOP 코드체계는 독일에서 

Pebble Bed형 고온가스로를 개발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이 코드체계는 노심 핵설계 및 열수

력 해석이 가능한 통합코드 체계이다. 이 체계는 고온가스로에 대해 초기노심에서부터 평형노

심까지의 단면적 처리, 연료구 설계, 스펙트럼 평가, 2 혹은 3차원 노심 확산계산, 연소계산, 연

료재장전 제어, 정상상태 혹은 천이상태 열수력 계산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림 

3.1.1-?에서는 VSOP 94 코드 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VSOP 94코드의 특징은 참고문헌 

[3.1-007]에 잘 기술되어 있다.

① PBR 노심설계

Pebble Bed형 고온가스로인 PBR에 대한 노심 설계는 참고문헌 [3.1-003]에 기술한 바와 

같이 수행하 다. 초기노심에는 연료구와 흑연구가 혼합되어 있는 상태를 모사하여 계산을 수

행한다. 연소가 진행됨에 따라 흑연구는 방출되고 새로운 연료구가 장전되는 과정을 반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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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 내에 새 연료구와 재순환 연료구만 존재하는 상태에서 평형노심 상태를 계산하 다. 

② PMR 노심설계

Prism형 고온가스로인 PMR에 대한 노심설계는 참고문헌 [3.1-004]에 기술하 다. VSOP 

전산코드가 본래 Pebble Bed형 고온가스로 설계을 위해 개발된 코드로서 블록형 노심설계에 

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VSOP 94 코드내의 세포계산 도구인 GAM과 THERMOS는 

Pebble형 연료구를 위한 구형좌표뿐만 아니라 블락형에 삽입되는 연료봉을 위한 원주형 좌표

도 취급할 수 있다. 그리고 VSOP 94코드는 r-z 구조의 2차원 전산코드로서 블록형 기둥을 모

사할 수 없어 블록형 노심의 각 환의 체적이 유지되는 도넛 형 기둥으로 변환하여 계산을 수

행하 다. 블록형 노심에 대한 VSOP94 코드의 적용가능성은 참고문헌[3.1-008]에서 이미 검증

하 다.

블록형 고온가스로인 PMR에 대한 노심설계는 초기노심에서 출발하여 천이노심과정을 거

처 출력분포와 노심 온도분포가 지난 주기와 거의 같아지는 평형노심까지 계산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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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9 VSOP 94 전산코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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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0 PMR 참조 노심 구조

그림 3.1.1-21 표준 핵연료 블록

그림 3.1.1-22 예비 정지 및 기동 조절 핵연료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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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3 PBR 참조 노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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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11 PBR 노심에서의 출력시 온도계수

온도

Temperature Coefficient(pcm/℃)

Isothermal Doppler Fuel
Moderator

All Inner
Outer 

(Tf=1000)
Outer 

(Tf=700)

60 -1.69620 3.76940 5.15497 4.27104 4.08936 

150 -2.99161 -5.01774 -9.70731 2.33278 4.41998 3.69949 3.52230 

300 -3.98369 -3.72655 -8.60333 1.18525 2.90852 2.42692 2.30792 

500 -3.26903 -3.40662 -6.88667 0.50553 2.13061 1.76863 1.67974 

700 -4.24045 -3.08675 -7.18485 -0.82689 1.63750 1.34820 1.28321 

900 -5.96085 -2.64496 -8.45514 -2.87172 1.32324 1.07334 1.01130 

1100 -8.03942 -2.47825 -10.29487 -5.38109 1.08828 0.87116 0.85136 

All : Pebble + Reflector (except HM in 
fuel)

표 3.1.1-12 PMR 출력 노심에서 Doppler 온도계수

Temperatur
e

Doppler Temperature Coefficient (pcm/℃)

초기노심 평형노심

BOC MOC EOC BOC MOC EOC

300 -4.75415 -5.35845 -5.92745 -4.53838 -4.91574 -5.39809 

500 -3.35985 -3.76805 -4.18978 -3.19929 -3.47196 -3.80712 

700 -3.03031 -3.40582 -3.78023 -2.87696 -3.14160 -3.43255 

900 -2.70230 -3.03314 -3.37000 -2.56707 -2.77972 -3.06601 

1100 -2.25996 -2.53540 -2.81582 -2.14500 -2.32898 -2.54878 

표 3.1.1-13 PMR 노심 출력시 핵연료 온도계수

Temperatur
e

Fuel Temperature Coefficient (pcm/℃)

초기노심 평형노심

BOC MOC EOC BOC MOC EOC

150 -7.50702 -9.39269 -9.70140 -7.02019 -7.78510 -7.89593 

300 -7.36639 -8.70753 -8.39195 -6.85992 -7.32052 -6.95538 

500 -5.87242 -6.74315 -6.28834 -5.51968 -5.75132 -5.32679 

700 -5.30929 -6.40450 -6.89633 -5.31119 -5.87588 -6.19341 

900 -4.76005 -6.69224 -8.66100 -5.42487 -6.64153 -8.05186 

1100 -4.16498 -7.31463 -11.10717 -5.72990 -7.77039 -10.49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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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14 PMR 노심 출력시 등은 온도계수

Temperatur
e

Isothermal Temperature Coefficient (pcm/℃)

초기노심 평형노심

BOC MOC EOC BOC MOC EOC

60 -2.61110 -3.89655 -3.90793 -2.53801 -2.81801 -2.58289 

150 -3.66099 -4.83625 -4.28102 -3.49156 -3.61773 -2.92282 

300 -4.67720 -5.52379 -4.58053 -4.41160 -4.40321 -3.46524 

500 -3.70134 -4.19232 -3.26088 -3.58464 -3.46009 -2.57600 

700 -3.43787 -4.28593 -4.43269 -3.70608 -3.98218 -3.94967 

900 -3.14910 -4.85725 -6.52999 -4.05087 -5.00481 -6.12798 

1100 -2.67646 -5.64786 -9.17752 -4.48402 -6.32285 -8.74352 

표 3.1.1-15 PMR 노심 출력시 감속재 온도계수

Temperatur
e

Moderator Temperature Coefficient (pcmpcm/℃)

초기노심 평형노심

BOC MOC EOC BOC MOC EOC

60 2.46769 1.77639 2.43766 2.28948 2.41063 3.24352 

150 1.31671 0.70098 1.94257 1.24354 1.52875 2.77256 

300 0.15279 -0.09446 1.58398 0.20571 0.62755 2.09755 

500 -0.31487 -0.40190 0.90699 -0.36436 0.03662 1.27790 

700 -0.43493 -0.89309 -0.65389 -0.82556 -0.85196 -0.51634 

900 -0.43283 -1.82895 -3.16980 -1.49031 -2.22445 -3.07537 

1100 -0.41531 -3.11562 -6.32309 -2.34903 -3.97322 -6.16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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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8  출력시 Doppler 온도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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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9  출력시 핵연료 온도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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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0  출력시 등온 온도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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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1  출력시 감속재 온도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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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2 가연성 흡수봉 사용 예

Normal Fuel Rod

Burnable 
Absorber rod

그림 3.1.1-33 가연성 흡수봉 적용시 출력분포 비교

1.0041
1.0058

1.008
1.065

0.9985
1.0512 

0.9907
1.0357

0.9899
1.0310

0.9888
1.0268

0.9888
1.0181

0.9889
1.0159

0.9894
1.0112

0.9915
1.0103

0.9932
0.9961

0.9964
0.9879

0.9966
1.0030

0.9977
0.9928

1.0037
0.9591

1.0064
0.9777

1.0092
0.9480

1.0145
1.0078

1.0159
0.9890

1.0211
0.8982

No BAs

W ith BAs

BA



이 'i! ~- ~이 l시 

이"“에 i 이 그rζ도 

+，. ~인 g. ~ .ι ~，스‘ "' ~.까꺼이λ1 ιp ‘ 인。1 잉S ~ -"ε지 잉’융 애Zε Y샤‘ 5 

”이" ‘1 .. ，.릉영 '1- -!l-ι여 !지i흔 , , ’기i써이 %여 ~" ... I뼈논 ltj 아 g 

언” 잉시 e 니는 구 t'니 ξ 긴 ‘1 " ‘ ~ .g 샤용찌이 언~ ~ ~온 융선? 앤서 e 、 > 꺼특이λ 

-','>1 "1‘’“ ‘ ,:.-- ↓~'Hl여 ;;';;-'Jj .P.f "-Iν 、1아 R “; 잉 " " 얀i어징 iι이 'ii ~ I 

인 -"- {;.끼)르 .l1:"lJ히 t ιt 연i을;H:. ↓ 용아I 연 .. ~흑은 ’ , ,,' 유i 아 • 8 응i ’ , 

E 에 ~ ~ ~ 0 ‘ = 잉P ι↓ 잉 상상씨 'j ，ι 끼 ..r~_ ~잉예꺼 O 쥬， 피」ι j ‘ eI i4rs;1 
f-"껴 인끼i 익 τι아 성1인끼f외 i이이이 아써 여기서눈 서 셔익씨(n\ 오」 

υU'‘ ~3.! 띠 0] "，. 이용안 T 'H! ’응 ~ '1이 S 수"이 에，- -t싸 ~ ... -t의 시 "용" 

j-- ;; 에 ~-"，'Ii~서 ，U --<ω1 1. ~ ~ '1't 이응아 야i ’ 져 ‘ 1l " .". 1 '1>1，1γ=l"~ "'I )3t 

GT MT TIIDX(ε 까잉)이이 

서김영 }ι잉예 δ’ ~"ι 꺼이 건 i 에 5 ‘ I '’ 5의 이 ? 연i에 ~- l ηγ이 ‘ 3 ‘ , 

이 1 껴판l닝셔 ‘ε 이연i 꺼 이 2i 냐÷어퍼 잉얘 i온이 서캉 ξ ‘ 0 πm이 ;>. "'~이 ,,' 

연“~. ~ "' ‘ 5"π。 이 에;용.'0. lI- _"등 에’지 . ,“: ← R 이 .，셔야에 ，싱ξ →ι에 

‘예 써 서; 씨 ';I ~ _''-'l o} V 샤 」깅 j • 1 -04셔 ---'-'1< 3.L-~깐 l'! jx, 미 'HI'" 

r ''' '' "，"H'~이 ， ，응 1'_ 1ξ껴 2‘세 엇싱씬씨4μ ",,11 .. μ잉 어，이 끼산4셔이 영 ." 

，’‘ ，쩌@이U‘ ~，~~ ω‘ ，， ' 01'1 ' >1 샤?‘ i'-:~ 1 “ ‘U써'i! , i 오잉)찌 hι‘， , 

(엇싣H션，，'이 "If- Y_낀이 ‘f킹1에얀 닝 딩 }?J얀 연4껴l、'! '!-~논 익λ 잉 여 , 

，옹 사용ò":l이 ^"’ 1에 :시1‘ ’긴응 ιj용이에 간 , 갱’애셔 니용 n >l /j “이 
”으 ‘ ."가노1;- ~ ."이 

‘ ’'.'!l ，，- -'J용 이 F이 ,\ <J 'Ii 영g ;i÷으 i ?f 써이 아4 익 인 -"- g ，응은 인. 응’' c ’ 

ν. "끼끼 ‘써 ‘ >1 0- ~ ，~ .，q j;’ @ 에잉 구，이니 니"' 이@ 얻 n' ~_ "'- ‘’산‘ 

인이 어ιι’‘’i 져 기‘”‘혀 '1 N성눈 이 1"이 쑤 씨껴 얀， ，잉4 아 "익 • " “‘이 

" 츠 "’의잉이 “ :l.l .! ~1. 건 g ‘잉에 '"셔 i ι외 시경← ZlZl 1".7 =이 15.~ 
-이고 ” 끼 U 사。 ~l 1"1ε jδ~-이다 ’ ‘ 양l 능이 '" i JJ:J m이다 1‘ 1 셔 이 
용[ 끽지잉끼이 ~~I씨]이이 까지1l，O(l(\c I 이 수 C "1 :>:&f))J *1이 _,1 4μ우 

?셔애 아 잉 1ιι;α lHl ft ，~ 사갱 셔‘」ι :. "'-.-~ .~에 잉 영”냐 ，긴: 잉킹칙잉ι↓ S 

>:-~ .，. λ crn ，연아 i앤j예션 "’경"1 _H!응 ‘ 1 ~ -허씨 

셔:ιJ 익 잉 ‘~， .1써 시”이 ，~ -~이1 씨._，，，，，，)~ • ?I ?I""" 잊 〕↓;구 온도ι "' 

uρ ℃찌 g τ이냐 ιε '" ": ,"- "'-싱 .， 시쪽 딩 ": 1r-1l 12 m)i'- ':;r 'l!i;! "'1 이4 ‘."1 

r, 7θ. 까 ‘사 "끼1: 'O/~→ 이히상이 이 1에〈니 .. ~ 응’i 잉 ι 1: 9.1 ‘ n ‘ ， 이이 " 

씨 ε드아 쭈 :Hi-’‘ 이도 "↑ ， ~ 11:1) 1: .• 'û ，↓V씨나 에으i싱 ”“(야 0，-，)" ) ;2 U.:!! 

이 C_ . --，잉 2 • μRξ " 엇ιe 、~ 2jJ- j서 엇깅영 피싼4’ τ잉G연예세 이 에9 ξ !d!- .l1:;.- .IL 

이:;'_ ;_ ?;'c ., ~ ~’”이 ，새"，_ 1ι‘l"- l:! lJ l' ~- "1''1-' 1 잉 ιL 이、 "li** 'l 세 의i 

Gα 



:> . .. " 잉논 껴.，아 ε :1'. ' "ι1 η:lLr+ r:.", ttξ i공인수잉이 ,. ~ei'싱~. 11 닝이 a 

C 이、 이 0õ1;(이에 ?‘9 세잉)‘ l때 1;( 0; , '\1 에’)ε ι 1 "1 >:t이 ---,,1 "l.l :J어~ :;,g.', 

、~ ~"( "'-"',lJTl\' j""이 "갱(，，，"，， wi“ ‘등 .'. L ~ '"- iS- Y "4 l'는 ') "- '"- ,1 '!l-씨 i언이 ’ 
연‘ 이 ‘ 이 •o ~ "은깃응 잉 수잉잉I ι앙 ;이‘H을'"ι -l'- ;[ t '" ~ --;" ~ (ll OJ ‘ 

시f 으‘ 이잉인 ?’옴 앙 ~， ι냐 

”‘iγ 싱이 '" 1. 연1‘의ξ 7G 기ν。어 r 싱 잉 'i'~‘ 'f *'i"~:I'.안 c，샤 m.이 ，~ 

1.: 0] ι 1 이 서?간끼 ‘인용 " ".、 !μ ’‘ 'JHt• 。이7bj7'llOC\ O.Ol 765， 1 ~1<X' J 

U C: l i'"ν샤1l.\ ι아 이여 ."-")J -i'앙'1 ~ (깨"~，，， n",, 1 rd ，'lII \l~] .oJ ;J ..，익'.1 '><븐 시샤 

:l:)3<!l<X 잉 ，-"..MOC'. :{;OfEOC' M ‘" 이다 1힌 :1 . 1.1 :'1}는응εil ，， ~ ' j 이 ι n 
~Cj ~ Y. ~ '"여~ ,• {각딩 셰 :구ξι :I".!. :: -'-'ψ 1.l.l ‘ 끼 강씌 "'1 "' ''- ''1' 이 ι 

ε l< ~ ." ι 1 끼5 f'fflOÇ) • ↑ ~ TfM∞ 에 • 2)5 X: '따j이". 4-- , ‘~(Flf)‘ 아 서 연h 승 

성용 .，- / 1 110; ，이셔”이 "'.,. c' \'↓낭니 μ ~.L .-11은 ~에세익 1연i 익 ~ \1 ~.씨 

’ , ，끼 <1- 'lt "';! '!..노pν~. " 1 --"하여 샤 !↓ 1" ') ‘ L‘ 1여 " '"이자미시“ g ζi 찌 j이 

: 이 • .i(l ç 이 을 잉 수 ι이 주?↑'tl: '1셔익 3π용 이연J! "，. ~용」ι흔 ，ι?기 에 씨 l'-t- ll .!l. 

1ν I ~i!"~' 이U ι ~ ".ht 슨4염 ← 't: n .<-시’1: ?Jnqg‘ • 걱 -" ~. 안 i 

" 잉 이 흔적용 ν “' 1~.'!인 ..:. ei' 'Jεi논 "잉 ç;;. ‘ ~'， ] ):\7 .". 싱i 구 "서'.'''' m ) 

이 야'l! ~"1인지깅 ][1/, Y i1' 'H.~、 '"씨 t"- ι1시낭이 어객시 %q셔시 에연 R 

"'~! ~--도든 4아끼 0 ", "- ’\- ^I "./] ’, .， 서 ~ "'-이 동잉 0， ~ 씨 듯어& ‘” ‘야 성셔씨，. 

~!WI씨 L이 " 에상 낫누거니 *7]션이* 선 8γ ‘ 1.221))연 기수 'M 이” ‘ J1 11 

껴야이 ? ?” 으“깐‘，Hl이 

m 





- 65 -

그림 3.1.1-37 비엇갈림 및 2차원 엇갈림 페블배열에 대한 페블온도 분포

그림 3.1.1-38 주유동방향 및 횡방향 페블온도 분포

(좌) 비엇갈림 페블배열, (우) 2차원 엇갈림 페블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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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9 블록노심의 축방향 출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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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0 블록노심 출구온도 분포(좌로부터 BOC, MOC, EOC)

그림 3.1.1-41 블록노심 주기말(EOC)에서의 축방향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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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GT-MHR PBMR Remarks
Rx Power (MWth)

(Power Density (W/cc))
600
(6.6)

400
(4.8)

Plant Capacity
Vessel Size/MWth

Electric Power (MWe) 
(Efficiency (%))

286.
(47.0)

164.
(41.0)

Plant Efficiency
(affected by ΔP, Bypass Flow)

Rx Pressure (bars) 70 90 Component Integrity
Inlet/Outlet Temperature (℃) 490/850 500/900 Component Integrity
Reactor Mass Flow (kg/sec) 320 192.7 Circulator Capacity

Bypass Flow Fraction (%) 10. ~ 15. 13.7 ~ 
33.7 Plant Efficiency

RPV Pressure Drop (bars) < 1.5 < 3.5 Circulator Capacity
Plant Efficiency

Reactor Vessel OD (m) 7.66 6.56 Manufacturing, Transportation
Normal Heat Loss (MWth) 3.3 3.39 RCCS + CBCS (PBMR)

Power Distribution (Fq) Flat (1.5) Top (2.7) Fuel Heatup during Accident

Max TFuel (℃) - Normal 1215. 1090. TLimit < 1250. (Local Hot Spot in PBR?)
Potential for THOT Increase

 - HPCC 1238. 1380. TLimit < 1600. (Effectiveness in PMR?)
 - LPCC 1521. 1529. TLimit < 1600. (Effectiveness in PMR?)

Max TRPV (℃)  Normal
               (Mid-Wall) 485. 280. ~ 

300.
PBMR <370. (Steel Vessel with CBCS)
GT-MHR <500. (9Cr1Mo w/o CBCS)

 - HPCC 497. 452. PBMR < 410? (5040 hrs), GT-MHR <565.
 - LPCC 490. 506. PBMR <476? (240 hrs), GT-MHR <565.

Reactivity of CR/
Water Ingress (pcm)

4500/
8000

1300/
500 Reactivity Insertion Rate

Air-Ingress Chimney Slow PBMR: Slow but longer Oxidation
RCCS Air Water Potential for larger heat rem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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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X Model: 
- Type : Shell and tube type heat exchanger
- Inner tube diameter : 5mm
- Tube thickness : 1mm
- Outer tube diameter : 7mm
- number of axial nodes : 50

Operating Conditions:
- Reactor Type : 600MWt PMR
- Circulator polytropic efficiecy : 0.75
- Operating Pressure : 70, 40 bars
- Reactor Inlet Temperature : 400, 490, 540, 590°C
- Reactor Outlet Temperature : 950°C
- ΔT (HOT/COLD) : 30°C/40°C 
- LMTD : 38.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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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rge coolant channel 등가 채널당 2개의 핵연료봉 가정

② 노심 우회 유로 모델

PMR의 원자로 핵연료 및 반사체 역은 육각형 블록이 쌓인 형태이므로 블록 사이의 미

세한 틈새(1 mm)를 통해 어느 정도 cross-flow가 생길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러한 우회 유량

을 정량적으로 판단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노심 우회 유량은 전체 냉각재 유량의 10 %로 가정

하고 이에 맞도록 form loss factor를 조절하 다.

노심 핵연료 및 반사체 블록에서의 우회 유로는 내부와 외부로 나뉘며 각각 파이프 컴포

넌트로 모델링하 다. 내부 반사체 역의 우회 유량은 반사체 블록 틈 사이로 흐르는데 이를 

하나로 묶어서 내부 반사체 외각을 흐르도록 모델링하 다. 외각 반사체에서의 냉각재 우회 유

로는 반사체 블록 사이의 틈새 이외에도 외각 반사체에 있는 제어봉 통로를 하나로 묶어서 모

델링하 으며 이 우회 유로는 외각 반사체의 안쪽으로 흐르도록 모델링하 다. 

③ 냉각재 상부 공동 및 상향 냉각재 유로

PMR은 원자로 용기 하부의 입구 공동과 연결된 저온관으로부터 냉각재가 유입되어 원자

로 용기와 core barrel 사이의 냉각재 통로를 통해 원자로 용기 상부로 이송되며 냉각재가 원

자로 용기와 직접 접촉한다. 실제 GT-MHR의 냉각재 통로는 환형 공간 내의 직사각형 덕트를 

통해서 이동하지만 이에 대한 자료가 없으므로 MARS-GCR 모델링에서는 단일 환형 냉각재 

통로로 가정한다.

상향 유로의 냉각재는 원자로 용기의 원통형 부분을 지나 원자로 용기 헤드(head)와 상부 

공동 역 사이에 존재하는 열 차폐체(microtherm) 사이의 공간으로 흘러 상부 공동으로 유입

되어 노심과 우회 유로로 분산된다. 모든 상향 냉각재 유로는 파이프 컴포넌트로 모델링하

다.

상부 공동은 1개의 브랜치(branch) 컴포넌트로 모델링 되며 2개의 우회 유로 정션과 3개

의 냉각재 채널 정션 그리고 상향 냉각재 유로로부터의 1개의 정션을 갖는다.

표 3.1.1-25 노심 링별 냉각재 채널 수 및 구성 블록 조합

역 구분 채널 수* 핵연료 블록 조합

Inner Core 3014.9 18 Standard block + 12 block w/ C.R hole

Middle Core 3730.1 30 Standard block + 6 block w/ RSC hole

Outer Core 3649.9 24 Standard block + 12 block w/ RSC 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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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56 PMR의 MARS-GCR nod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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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노심 하부 공동

노심 냉각재 유로와 우회 유로를 흐른 냉각재는 노심 하부 공동에서 섞여서 PCS로 유입

된다. 상부 공동과 마찬가지로 1개의 브랜치 컴포넌트로 모델링하며 노심 냉각재 유로와 우회 

유로 및 출구 유로 등 모두 6개의 정션으로 이루어진다.

⑤ 원자로 공동 냉각 계통 (RCCS)

원자로 공동 냉각 계통(RCCS)는 원자로 공동과 냉각 패널의 2개 시스템으로 구분된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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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다 짧게 모델링 되며 이에 따라 핵연료 중심 온도도 낮아지게 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본 모델링에서는 열전도 거리가 감소한 만큼 핵연료의 열전도도

(thermal conductivity)를 감소시켜 중심 온도의 저하를 막는 방법을 취하 으며 이를 위해 실

제 열전도도의 40 %를 입력값으로 사용하 다.

본 모델에서는 내부 경계면의 대류 열전달 경계조건으로는 가스 열전달 모델[3.1-013]을 

적용하 다.

그림 3.1.1-57 PMR 핵연료 모델의 단위 셀(unit cell)

㉯ 반사체 열전도체 모델

핵연료 모델에 비해서 반사체 열구조물은 단순하게 모델링하 다. 노심 안쪽의 내부 반사

체 역은 1개의 실린더 형태의 흑연(H-451) 구조물로 모델링하 으며 노심 우회유로는 실린

더 바깥 쪽 면에 접하고 있다. 외각 반사체는 core barrel을 포함하는 1개의 환형 형태의 흑연 

및 인코넬-800 합금 구조물로 모델링하 으며 우회 유로는 반사체 안쪽 면에 접하고 있다. 

PMR 운전 중에는 블록 간의 틈새가 열팽창에 의해 변하므로 반사체 열구조물 모델에서는 블

록 간의 간격에서의 열저항은 고려하지 않았다. 각 반사체 역에서의 냉각재 대류 열전달 모

델은 핵연료 역과 마찬가지로 가스 열전달 모델을 적용하 다.

핵연료와 내부 반사체간의 접촉 열전달은 반사체의 바깥 쪽 경계(right boundary)와 환형 

핵연료의 바깥쪽 경계(right boundary)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며, 바깥쪽 반사체와 핵연료간의 

접촉 열전달은 반사체의 안쪽 경계인 left boundary와 핵연료의 right boundary 사이에서 이루

어지게 된다. 접촉 면적 비율은 실제 접촉 면적을 열구조물의 해당 경계면에서의 모델링 면적

으로 나누어 구한다. 핵연료의 경우에는 환형 핵연료 바깥쪽 경계면의 총합이 모델링 면적이 

되며 내부 반사체의 경우에는 실린더의 표면적, 외부 반사체의 경우에는 환형 구조의 안쪽 면

적이 모델링 면적이 된다. 3 개로 구분된 핵연료 역간의 접촉 열전달 또한 고려하 다.

㉰ 원자로 용기 및 기타 내부 열전도체 모델

원자로 용기는 상향 냉각재 유로가 있는 원통형 부분과 상부 공동 역을 감싸는 헤드 

역으로 구분하여 모델링한다. 상향 유로와 접한 원자로 용기는 정상운전시 고온 냉각재(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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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므로 기존 탄소합금강 대신 고온에 견딜 수 있는 9Cr-1Mo-V 합금

으로 이루어진다.

원자로 용기는 core barrel로부터 노심의 일부 열량을 복사 열전달 형태로 받는데 그 절대

량은 크지 않고 대부분의 열원을 냉각재의 대류 열전달로부터 받는다. 냉각재와 접한 경계면에

서의 대류 열전달 모델 또한 가스 열전달 모델을 적용하 으며 원자로 공동의 대기와 접한 용

기 외벽의 경계면에는 Dittus-Boelter 모델을 적용하 다. 용기 외벽에서의 대류 열전달은 원자

로 공동 역의 공기 온도 차이에 의한 자연대류이므로 비교적 적은데 반해 RCCS로의 복사 

열전달은 용기 외벽 냉각에 큰 기여를 한다.

원자로 용기 이외에도 기타 열전도체 구조물에는 흑연으로 이루어진 하부 지지 구조물이 

포함되는데 정확한 기하 형태를 알 수 없으므로 얇은 원통형 구조물의 집합체로 모델링하 다.

그림 3.1.1-58 PMR 내부의 열전도 및 열복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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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 공동 냉각 계통의 열전도체 모델

RCCS의 열전도체 모델은 크게 냉각 패널과 콘크리트 및 흙(soil)으로 나눌 수 있다. 콘크

리트 및 흙 역은 냉각 패널의 저온부와 접하고 있는데 접한 면은 얇은 S-S 합급강으로 이

루어진다. 본 역의 최외각의 열전도체 경계 조건은 27 ℃의 온도 고정 조건을 적용하 으며 

이는 열전도체 계산에 있어서 최종 경계조건이다.

냉각 패널은 원자로 용기의 열을 직접 전달받는 고온부와 단열된 저온부로 나눌 수 있는

데 재질은 일반 합금강(stainless steel)으로 이루어지며 저온부는 단열을 위해 원자로 용기와 

마주 본 면에 단열재(microtherm)를 추가하 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냉각 패널의 고온부는 292개의 사각형 덕트 (2 × 10 in) 형태이며 

원자로 공동 역에서 원자로 용기를 둘러싸고 있다. 본 모델에서는 사각형 덕트를 원자로 용



Vessel 
Wall

RCCS 
pipe

RCCS 
downcomer

T
h
ic

k
n
e
s
s
 o

f 
p
ip

e

10 inch

2
 i
n
c
h

10 inch

2
 i
n
c
h

0.5 inch



- 89 -

없다. 이러한 노심 내 유체 특성을 반 하기 위해 MARS-GCR의 다차원 해석모델(multid 

component)를 이용하여 노심 역의 냉각재 유로를 모델링하 다. 노심 역은 축방향으로 12

개, 반경 방향으로 5개로 세분되는데 노심 출력 분포 자료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드

(node)를 구성하 다. 축방향의 최상부 역은 페블 연료가 없고 냉각재만 존재하는 inactive 

core 역이다.

노심의 페블 분포는 어느 역이나 일정하다고 가정하여 냉각재 역의 기공율(porosity)

을 0.39로 고정하여 모델링하 는데, MARS-GCR에는 페블 노심에서의 압력 강하를 모델하기 

위해 간단한 1-D 압력 강하 상관식을 적용하 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석 코드 모델에서 설명한

다.

그림 3.1.1-60 PBR의 MARS-GCR nod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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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부 공동 및 노심 우회 유로 모델

PBMR의 냉각재 통로는 흑연 블록 집합체로 형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간격에 의해 우회 

유량이 발생할 가능성이 GT-MHR에 비해 크다. 그러나 이러한 냉각재 유로에 대한 기하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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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는 없으므로 노심 우회 유로를 다음과 같이 통합하 으며 각 역에서의 전체 유량에 대

한 우회 유량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3.1-002].

․중앙 반사체 역의 우회 유로 (RSS 냉각 유량) : 1.3 %

․제어봉 삽입 통로를 포함한 외각 반사체 내부의 우회 유로 : 12.6 %

․원자로 냉각재 입구에서의 직접 우회 유로 : 4 %

․외각 반사체와 core barrel 사이의 우회 유로 : 3 %

위와 같이 우회 유량을 구성할 경우, 전체 냉각재 입구 유량에 대한 노심 유효 유량은 약 

79.1 % 정도로 모델이 되는데 이는 참고문헌 [3.1-002]에서 제시한 nominal case에 대한 우회 

유량 비율과 같다.

위 우회 유로 중에서 직접 우회 유로를 제외한 나머지 우회 유로는 모두 다차원 열수력 

모델로 이루어진 상부 공동에서 해당 역으로 분기하도록 모델링하 다.

㉰ 입구 공동 및 상향 냉각재 유로

원자로 용기 하부의 입구 공동과 연결된 저온관으로부터 유입된 냉각재는 외부 반사체 

역의 36개 냉각재 통로를 통해 상부 공동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냉각재와 원자로 용기의 직접 

접촉을 피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GT-MHR의 핵연료 냉각재 유로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파이프 컴포넌트로 모델

링하며 입구 공동은 브랜치 컴포넌트로 모델링한다. 입구 공동은 상향 냉각재 유로와 직접 우

회 유로와 연결되어 있다.

㉱ 노심 하부 반사체 역

페블 노심을 거친 냉각재는 노심 하부 반사체 사이의 슬롯(slot)을 통해 노심 하부 공동에 

모인 후, 고온관으로 나간다. 복잡한 기하구조를 보이는 역이므로 페블 노심 역과 마찬가

지로 다차원 유동 모델로써 모델링하 다. 사용된 기공율은 0.193이며 이는 참고문헌 [3.1-014]

에서 제시한 값으로 사용하 다.

㉲ Core Barrel Conditioning System (CBCS)

원자로 용기 외벽 냉각을 위한 CBCS의 헬륨 냉각재의 입구 온도 조건은 300 ℃ , 유량은 

18 kg/s[3.1-002]으로 일정하게 모델링하 고 MARS-GCR의 1-D 파이프 컴포넌트를 사용하여 

모델링하 다.

② 원자로 공동 냉각 계통 (RC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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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MR은 GT-MHR과 달리 수냉식 RCCS를 사용한다. MARS-GCR 모델에서는 냉각 파이

프 안쪽을 흐르는 냉각수를 모델링하지 않는 대신 RCCS 냉각 파이프의 안쪽 경계면에 25 ℃

의 고정된 온도 조건을 사용하 다. 이러한 고정 온도 조건은 냉각수의 온도 상승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한 경계 조건이 될 수 있으며 참고문헌 [3.1-002]에 나온 온도 상승치는 약 3.4 

℃ 정도로 작다.

원자로 공동 역은 GT-MHR과 마찬가지로 다차원 유동 모델을 사용하여 자연 대류에 

의한 대류 열전달 효과를 모델할 수 있도록 하 다.

③ 열전도체 모델

PBR의 노심은 페블 집합체 내에서의 유효 열전달 상관식인 Zehner-Schlunder 상관식을 

사용하 으며 나머지 반사체 및 기타 내부 구조물간의 열전달은 PMR의 모델과 거의 유사하

다. 원자로 용기 내부에서의 열전도 및 열복사 개념을 그림 3.1.1-?에 나타내었다.

㉮ 핵연료 모델

페블 노심의 열전도체 모델은 다차원 유체 체적 내의 대표 페블로 모델링되는데, 각 유체 

체적의 크기에 따라 7000 ∼ 8000 여개의 구(球) 형태의 대표 페블이 있으며 해당 역 내에서

의 각 페블의 열출력은 균등한 것으로 가정하여 동일한 온도 를 갖는다. 페블은 실제로 열출력

을 발생시키는 직경 5 cm의 fuel matrix와 두께 0.5 cm의 외각 쉘(shell)로 구분하여 모델링하

여 페블 내부 온도 분포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모델링하 다.

페블 간의 열전도도 모의를 위해 PMR과 마찬가지로 접촉 열전달 모델을 사용하 다. 단, 

PMR의 핵연료는 봉(rod) 형태이므로 축방향 접촉 열전달 모델은 MARS-GCR의 2-D 열전도

체 모델을 사용하 지만 페블의 경우에는 표면 열속의 방향 구분이 없으므로 반경 방향 및 축

방향 모두 페블의 표면 온도를 사용하여 접촉 열전달 모델을 적용하 다. 접촉 열전달 모델에

서 사용된 유효 열전도도는 Zehner-Schlunder 상관식[3.1-015]을 사용하 으며 본 상관식 내에

서 사용된 흑연 복합체의 열전도도는 중성자 조사가 고려된 수치를 사용하 다[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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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61 페블 노심의 접촉 열전달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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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체 열전도체 모델

PBMR의 반사체는 NBG 흑연으로 이루어진다. 내부 반사체 역은 RSS 우회 유로를 기

준으로 2개 역으로 나뉘며 모두 원통형 열전도체 모델을 사용하 다. 2개  반사체 역 간에

는 접촉 열전달 모델을 적용하 다. 외각 반사체의 경우도 위와 유사하게 제어봉 삽입 통로 및 

상향 냉각재 유로를 기준으로 3개 부분으로 나누어 모델링하 으며 각 열전도체 역 간에 접

촉 열전달 모델을 사용하 다.

상부 반사체 역은 노심 냉각재 채널에 맞추어 5개 역으로 구분하 으며 각 열전도체

의 내측 경계에는 상부 공동의 냉각재로써 대류 열전달 경계 조건을 부여하 다. 모든 열전도

체 사이에는 접촉 열전달 모델을 적용하 다.

노심 하부로부터 나온 냉각재는 하부 반사체 역의 슬롯 사이로 흐르면서 하부 반사체 

열구조물에 열을 전달한다. 이러한 구조물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공성 매질(porous media) 해

석 방법이 유용하지만 MARS-GCR의 열전도체 모델은 열전도체의 양쪽 경계에 대해서만 유체

의 대류 열전달 조건을 적용시킬 수 있는 구조이므로 동일한 열전도체 내부에서 유체가 흐르

는 경우의 해석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하부 반사체 역의 열

전도체는 0.193의 기공율을 고려하여 열전도도 및 열용량을 입력으로 주었으며 5개의 노심 출

구로부터 나오는 냉각재와의 대류 열전달 경계 조건을 위해 크게 3개 역으로 열전도체를 구

분하 다. 먼저 맨 안쪽 열전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2개 열전도체의 양쪽의 대류 열전달 경계 

체적으로 노심 채널 2 ∼ 5번에서 나오는 냉각재를 적용하 으며 맨 안쪽의 바깥 쪽 경계 조

건으로는 노심 채널 1번의 냉각재를 적용하 다.

접촉 열전달 모델은 각 열전도체와 인접한 구조물에 적용하여 RCCS로의 열속을 모델링할 

수 있도록 하 다.

고속 중성자 조사량(fast neutron irradiation)은 역 별로 차이를 보이므로 각 역에서의 

열전도도는 중성자 조사량에 따라 각기 다른 수치를 사용하 다[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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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 용기 및 기타 내부 열전도체 모델

PBMR의 상향 냉각재 유로는 PMR과 달리 원자로 용기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외각 반사

체 역을 통해 이동한다. 따라서 원자로 용기는 냉각재와 직접 접촉하지 않으며 원자로 용기

와 core barrel 사이에 CBCS라는 원자로 용기 냉각 계통을 갖는다. CBCS는 정상 운전시 고온 

냉각재에 원자로 용기 벽면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인데 이는 

원자로 용기의 재질이 기존 경수로에서 사용하는 탄소합금강이기 때문이다. 정상 운전시 탄소

합금강의 제한 온도는 371 ℃이며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CBCS는 입구 온도 300 ℃의 헬륨 냉

각재를 용기 벽과 core barrel 사이로 흘려 냉각 기능을 수행하는데 CBCS의 냉각재 유량은 18 

kg/s이다.

PMR 모델링과 마찬가지로 냉각재와 접한 경계면에서의 대류 열전달 모델 또한 가스 열전

달 모델을 적용하 으며 원자로 공동의 대기와 접한 용기 외벽의 경계면에는 Dittus-Boelter 

모델을 적용하 다. 

㉱ 원자로 공동 냉각 계통의 열전도체 모델

PBMR의 RCCS의 열전도체 모델은 크게 72개의 수냉식 냉각 파이프와 콘크리트로 나눌 

수 있다. 콘크리트 역은 다차원 원자로 공동 역과 접하고 있는데 콘크리트의 최외각의 열

전도체 경계 조건은 27 ℃의 온도 고정 조건을 적용하 으며 이는 열전도체 계산에 있어서 최

종 경계조건이다.

RCCS의 전체 계통에 대한 자료가 없으므로 본 모델에서는 수냉식 냉각 파이프의 대류 열

전달 경계 조건을 온도 고정 경계 조건(25 ℃)으로 대체하 다. 이러한 대체 모델은 수냉식 

RCCS에서의 저온부와 고온부의 온도 차이가 3 ∼ 4 ℃ 미만이므로[3.1-002] 정상상태 모의 시

에는 적절한 근사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단, HPCC와 같은 과도 상태를 모의하기 위해서는 고

정 온도 조건을 시간에 따른 온도 조건으로 바꿔야 하며 고압열전달냉각사고를 기준으로 약 

14 시간 동안 20 → 100 ℃의 가열율로 온도 조건을 주었다. 냉각 파이프의 재질은 type 316의 

stainless steel이며 해당 열전도도 및 열용량을 입력으로 사용하 다.

냉각 파이프는 72개의 원형 파이프로 구성되며 원자로 공동 역에서 원자로 용기를 둘러

싸고 있다. 본 모델에서는 원형 파이프를, 원자로 용기와 마주보는 front side와 원자로 공동 

벽과 마주보는 rear side로 구분하 으며 각 면은 복사 열전달을 교환한다. PBR RCCS 계통의 

열전도체는 그림 3.1.1-?와 같은 복사 열전달 경로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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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28 PMR의 핵연료 주기별 출력 분포 (GT-MHR, BOC)

       반경방향

축방향
Inner ring Middle ring Outer ring 비고

Core 1 0.028577 0.032927 0.028945 Core top

Core 2 0.035002 0.041494 0.036441 

Core 3 0.037679 0.044974 0.039453 

Core 4 0.038214 0.045810 0.040122 

Core 5 0.036842 0.043602 0.038482 

Core 6 0.034534 0.040858 0.036039 

Core 7 0.031321 0.036675 0.032559 

Core 8 0.027741 0.032292 0.028744 

Core 9 0.023457 0.026536 0.023993 

Core 10 0.018204 0.020278 0.018204 Core bottom

계 0.311571 0.365446 0.322982 1.0

표 3.1.1-29 PMR의 핵연료 주기별 출력 분포 (GT-MHR, MOC)

       반경방향

축방향
Inner ring Middle ring Outer ring 비고

Core 1 0.027983 0.034015 0.028854 Core top

Core 2 0.031066 0.039444 0.032909 

Core 3 0.031635 0.040583 0.033713 

Core 4 0.031535 0.040617 0.033646 

Core 5 0.031434 0.039913 0.033311 

Core 6 0.031334 0.039745 0.033177 

Core 7 0.031166 0.039008 0.032808 

Core 8 0.030999 0.038472 0.032507 

Core 9 0.029826 0.035891 0.030865 

Core 10 0.026273 0.030630 0.026642 Core bottom

계 0.303251 0.378318 0.318432 1.0

표 3.1.1-30 PMR의 핵연료 주기별 출력 분포 (GT-MHR, EOC)

       반경방향

축방향
Inner ring Middle ring Outer ring 비고

Core 1 0.027665 0.036092 0.029243 Core top

Core 2 0.028806 0.039919 0.031224 

Core 3 0.028571 0.040188 0.031157 

Core 4 0.028303 0.040020 0.030955 

Core 5 0.028706 0.039919 0.031123 

Core 6 0.029041 0.040289 0.031459 

Core 7 0.029713 0.040524 0.031895 

Core 8 0.030519 0.041229 0.032634 

Core 9 0.031257 0.040457 0.032768 

Core 10 0.029545 0.036428 0.030351 Core bottom

계 0.292126 0.395065 0.3128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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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31 PMR의 핵연료 주기별 출력 분포 (Case 1, BOC)

       반경방향

축방향
Inner ring Middle ring Outer ring 비고

Core 1 0.030726 0.036014 0.031496 Core top

Core 2 0.037219 0.045051 0.039261 

Core 3 0.039127 0.047227 0.041336 

Core 4 0.038759 0.046959 0.041068 

Core 5 0.036383 0.043311 0.038290 

Core 6 0.033370 0.039663 0.035077 

Core 7 0.029688 0.034809 0.031027 

Core 8 0.025940 0.030190 0.027011 

Core 9 0.021756 0.024534 0.022325 

Core 10 0.016802 0.018677 0.016903 Core bottom

계 0.309770 0.366435 0.323794 1.0

표 3.1.1-32 PMR의 핵연료 주기별 출력 분포 (Case 1, MOC)

       반경방향

축방향
Inner ring Middle ring Outer ring 비고

Core 1 0.028391 0.035196 0.029632 Core top

Core 2 0.031408 0.040827 0.033688 

Core 3 0.032012 0.041598 0.034358 

Core 4 0.031877 0.041531 0.034224 

Core 5 0.031710 0.040392 0.033654 

Core 6 0.031408 0.039889 0.033285 

Core 7 0.030838 0.038514 0.032447 

Core 8 0.030336 0.037542 0.031810 

Core 9 0.028827 0.034559 0.029833 

Core 10 0.025241 0.029363 0.025609 Core bottom

계 0.302048 0.379411 0.318540 1.0

표 3.1.1-33 PMR의 핵연료 주기별 출력 분포 (Case 1, EOC)

       반경방향

축방향
Inner ring Middle ring Outer ring 비고

Core 1 0.027234 0.036301 0.029148 Core top

Core 2 0.028275 0.040263 0.031029 

Core 3 0.028409 0.040565 0.031196 

Core 4 0.028342 0.040633 0.031129 

Core 5 0.028980 0.040465 0.031432 

Core 6 0.029350 0.040834 0.031734 

Core 7 0.029954 0.040700 0.032036 

Core 8 0.030558 0.041103 0.032540 

Core 9 0.030995 0.039827 0.032372 

Core 10 0.029114 0.035629 0.029853 Core bottom

계 0.291211 0.396320 0.31246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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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34 PMR의 핵연료 주기별 출력 분포 (Case 2, BOC)

       반경방향

축방향
Inner ring Middle ring Outer ring 비고

Core 1 0.029844 0.034394 0.030245 Core top

Core 2 0.036334 0.043059 0.037840 

Core 3 0.038576 0.045870 0.040383 

Core 4 0.038643 0.046137 0.040550 

Core 5 0.036736 0.043227 0.038342 

Core 6 0.034059 0.040048 0.035531 

Core 7 0.030647 0.035565 0.031784 

Core 8 0.027000 0.031115 0.027903 

Core 9 0.022751 0.025494 0.023219 

Core 10 0.017632 0.019472 0.017598 Core bottom

계 0.312222 0.364381 0.323395 1.0

표 3.1.1-35 PMR의 핵연료 주기별 출력 분포 (Case 2, MOC)

       반경방향

축방향
Inner ring Middle ring Outer ring 비고

Core 1 0.028279 0.034411 0.029184 Core top

Core 2 0.031429 0.039940 0.033305 

Core 3 0.032099 0.040978 0.034110 

Core 4 0.031999 0.041012 0.034043 

Core 5 0.031831 0.040107 0.033573 

Core 6 0.031630 0.039739 0.033305 

Core 7 0.031195 0.038633 0.032635 

Core 8 0.030792 0.037762 0.032099 

Core 9 0.029352 0.034947 0.030223 

Core 10 0.025699 0.029720 0.025967 Core bottom

계 0.304305 0.377249 0.318444 1.0

표 3.1.1-36 PMR의 핵연료 주기별 출력 분포 (Case 2, EOC)

       반경방향

축방향
Inner ring Middle ring Outer ring 비고

Core 1 0.027356 0.035714 0.028934 Core top

Core 2 0.028598 0.039642 0.030981 

Core 3 0.028598 0.040011 0.031082 

Core 4 0.028498 0.040011 0.031015 

Core 5 0.029035 0.039944 0.031284 

Core 6 0.029471 0.040414 0.031653 

Core 7 0.030176 0.040548 0.032123 

Core 8 0.030948 0.041152 0.032760 

Core 9 0.031485 0.040111 0.032727 

Core 10 0.029572 0.035983 0.030176 Core bottom

계 0.293737 0.393530 0.31273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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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37 PMR의 핵연료 주기별 출력 분포 (Case 3, BOC)

       반경방향

축방향
Inner ring Middle ring Outer ring 비고

Core 1 0.029203 0.033552 0.029504 Core top

Core 2 0.035659 0.042049 0.036997 

Core 3 0.038135 0.045226 0.039807 

Core 4 0.038469 0.045829 0.040242 

Core 5 0.036830 0.043286 0.038335 

Core 6 0.034422 0.040376 0.035793 

Core 7 0.031110 0.036128 0.032214 

Core 8 0.027531 0.031746 0.028400 

Core 9 0.023282 0.026092 0.023717 

Core 10 0.018064 0.019971 0.018030 Core bottom

계 0.312705 0.364255 0.323039 1.0

표 3.1.1-38 PMR의 핵연료 주기별 출력 분포 (Case 3, MOC)

       반경방향

축방향
Inner ring Middle ring Outer ring 비고

Core 1 0.028075 0.034038 0.028879 Core top

Core 2 0.031224 0.039499 0.032966 

Core 3 0.031894 0.040638 0.033837 

Core 4 0.031827 0.040738 0.033803 

Core 5 0.031726 0.039968 0.033435 

Core 6 0.031626 0.039733 0.033267 

Core 7 0.031324 0.038829 0.032765 

Core 8 0.031023 0.038125 0.032363 

Core 9 0.029716 0.035445 0.030587 

Core 10 0.026098 0.030219 0.026333 Core bottom

계 0.304533 0.377232 0.318235 1.0

표 3.1.1-39 PMR의 핵연료 주기별 출력 분포 (Case 3, EOC)

       반경방향

축방향
Inner ring Middle ring Outer ring 비고

Core 1 0.027526 0.035784 0.029003 Core top

Core 2 0.028768 0.039711 0.031118 

Core 3 0.028701 0.040081 0.031151 

Core 4 0.028499 0.040047 0.031017 

Core 5 0.029003 0.039946 0.031252 

Core 6 0.029372 0.040349 0.031588 

Core 7 0.030044 0.040517 0.032024 

Core 8 0.030816 0.041121 0.032696 

Core 9 0.031353 0.040148 0.032662 

Core 10 0.029507 0.036052 0.030144 Core bottom

계 0.293589 0.393756 0.31265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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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40 PMR의 핵연료 주기별 출력 분포 (Case 4, BOC)

       반경방향

축방향
Inner ring Middle ring Outer ring 비고

Core 1 0.028534 0.032649 0.028735 Core top

Core 2 0.034957 0.040978 0.036128 

Core 3 0.037633 0.044491 0.039172 

Core 4 0.038235 0.045394 0.039908 

Core 5 0.036930 0.043320 0.038369 

Core 6 0.034723 0.040711 0.036061 

Core 7 0.031612 0.036696 0.032716 

Core 8 0.028133 0.032415 0.028969 

Core 9 0.023884 0.026761 0.024286 

Core 10 0.018566 0.020539 0.018499 Core bottom

계 0.313207 0.363954 0.322843 1.0

표 3.1.1-41 PMR의 핵연료 주기별 출력 분포 (Case 4, MOC)

       반경방향

축방향
Inner ring Middle ring Outer ring 비고

Core 1 0.027972 0.033801 0.028676 Core top

Core 2 0.031121 0.039195 0.032763 

Core 3 0.031791 0.040434 0.033667 

Core 4 0.031758 0.040535 0.033634 

Core 5 0.031657 0.039865 0.033332 

Core 6 0.031590 0.039697 0.033232 

Core 7 0.031389 0.038960 0.032830 

Core 8 0.031188 0.038357 0.032495 

Core 9 0.029949 0.035778 0.030820 

Core 10 0.026364 0.030585 0.026565 Core bottom

계 0.304779 0.377207 0.318014 1.0

표 3.1.1-42 PMR의 핵연료 주기별 출력 분포 (Case 4, EOC)

       반경방향

축방향
Inner ring Middle ring Outer ring 비고

Core 1 0.027558 0.035748 0.029001 Core top

Core 2 0.028867 0.039608 0.031116 

Core 3 0.028699 0.039977 0.031116 

Core 4 0.028464 0.039910 0.030948 

Core 5 0.028900 0.039809 0.031149 

Core 6 0.029303 0.040246 0.031485 

Core 7 0.029974 0.040548 0.031988 

Core 8 0.030780 0.041219 0.032693 

Core 9 0.031451 0.040380 0.032794 

Core 10 0.029639 0.036318 0.030310 Core bottom

계 0.293635 0.393763 0.3126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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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43 PBR의 출력 분포 (PBMR-400)

     반경

축방향
Ring 1 Ring 2 Ring 3 Ring 4 Ring 5 비고

Core 1 0.029727 0.024036 0.022945 0.023091 0.026418 Core top

Core 2 0.041436 0.033618 0.031891 0.031964 0.036291 

Core 3 0.041000 0.033782 0.032109 0.032055 0.035945 

Core 4 0.034655 0.029036 0.027636 0.027455 0.030382 

Core 5 0.026891 0.022727 0.021655 0.021455 0.023527 

Core 6 0.019909 0.017018 0.016291 0.016018 0.017418 

Core 7 0.015618 0.013400 0.012891 0.012582 0.013636 

Core 8 0.010764 0.009273 0.008836 0.008709 0.009382 

Core 9 0.007218 0.006236 0.005945 0.005836 0.006291 

Core 10 0.002927 0.002527 0.002418 0.002364 0.002545 

Core 11 0.002927 0.002527 0.002418 0.002364 0.002545 Core bottom

계 0.233073 0.194182 0.185036 0.183891 0.204382 1

표 3.1.1-44 PBR의 출력 분포 (Case 1)

     반경

축방향
Ring 1 Ring 2 Ring 3 Ring 4 Ring 5 비고

Core 1 0.032544 0.026417 0.025235 0.025399 0.029017 Core top

Core 2 0.044380 0.036235 0.034435 0.034508 0.039017 

Core 3 0.042180 0.034999 0.033344 0.033235 0.037144 

Core 4 0.034271 0.028981 0.027635 0.027417 0.030163 

Core 5 0.025654 0.021854 0.020854 0.020617 0.022526 

Core 6 0.018363 0.015818 0.015181 0.014890 0.016109 

Core 7 0.014036 0.012109 0.011672 0.011381 0.012272 

Core 8 0.009454 0.008182 0.007818 0.007672 0.008254 

Core 9 0.006236 0.005400 0.005145 0.005073 0.005436 

Core 10 0.002509 0.002182 0.002073 0.002036 0.002182 

Core 11 0.002509 0.002182 0.002073 0.002036 0.002182 Core bottom

계 0.232137 0.194357 0.185466 0.184266 0.204302 1

표 3.1.1-45 PBR의 출력 분포 (Case 2)

     반경

축방향
Ring 1 Ring 2 Ring 3 Ring 4 Ring 5 비고

Core 1 0.031055 0.025164 0.024018 0.024182 0.027636 Core top

Core 2 0.042818 0.034836 0.033055 0.033127 0.037545 

Core 3 0.041600 0.034382 0.032709 0.032618 0.036527 

Core 4 0.034545 0.029055 0.027673 0.027473 0.030309 

Core 5 0.026364 0.022345 0.021291 0.021091 0.023073 

Core 6 0.019218 0.016455 0.015782 0.015491 0.016818 

Core 7 0.014873 0.012782 0.012309 0.012000 0.012982 

Core 8 0.010127 0.008745 0.008327 0.008200 0.008836 

Core 9 0.006727 0.005818 0.005545 0.005455 0.005855 

Core 10 0.002709 0.002345 0.002236 0.002200 0.002364 

Core 11 0.002709 0.002345 0.002236 0.002200 0.002364 Core bottom

계 0.232745 0.194273 0.185182 0.184036 0.20430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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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입구 온도가 낮을수록 높아지는데 이는 유량 증가에 따라 유속이 증가하여 열전달 계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 원자로 용기 온도는 입구 온도 증가에 비례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냉각재와 원자로 용기가 직접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압력 측면에서 보면 입구 온도가 높을수록 유량이 증가하여 구조물과의 마찰 저항이 커지

기 때문에 전체적인 압력 강하가 커지는데 이러한 압력 감소는 냉각재 계통의 송풍기의 용량

과 직결되므로 작을수록 유리하다. 또한 PMR에서는 노심 블록 구조물들의 진동을 막기 위해 

노심 압력 강하값을 0.7 bar로 제한하고 있다.

RCCS 열손실 또한 냉각재 입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커짐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원자로 

용기 온도 증가에 따라 RCCS로의 복사 및 대류 열전달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PBR의 경우도 PMR과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데 RCCS 열손실 변화 추이는 약간 

차이를 보인다. PMR과 달리 PBR은 CBCS 계통을 추가하여 원자로 용기 온도를 낮추므로 냉

각재 온도 변화에 따른 RCCS 열손실의 변화율은 PMR에 비해 크지 않다(CBCS 냉각재 온도 

및 유량은 변화시키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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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48 NHDD PMR 전출력 운전 계산 결과 (EOC)

PMR

P (bar)

Tin / Tout (℃)

GT-MHR

70

490 / 850

Case 1

70

400 / 950

Case 2

70

490 / 950

Case 3

70

540 / 950

Case 4

70

590 / 950

핵연료 주기 EOC EOC EOC EOC EOC

온도, ℃:

RCS inlet/outlet

RCCS inlet/outlet

Peak fuel temp.

Peak RPV temp.

RCCS 열제거율 (MW)

490/850

43/271.9

1052.1

479.8

3.33

400/950

43/210.3

1228.5

390.4

2.31

490/950

43/270.5

1185.0

477.9

3.32

540/950

43/307.6

1165.2

526.9

3.93

590/950

43/347.3

1146.5

576.3

4.56

압력, bar:

RCS inlet/outlet

RCCS inlet/outlet

70/69.01

1/1

70/69.55

1/1

70/69.35

1/1

70/69.17

1/1

70/68.92

1/1

유량, kg/s:

RCS flow

RCCS flow

Total gap bypass

Ring 1 channel

Ring 2 channel

Ring 3 channel

317.7

14.2

31.9

82.8

100.9

102.0

209.1

13.5

22.4

54.1

65.1

67.4

249.2

14.2

25.7

64.7

78.7

80.2

279.0

14.4

28.2

72.7

88.5

89.6

316.6

14.6

31.4

82.6

100.9

101.7

표 3.1.1-49 NHDD PBR 전출력 운전 계산 결과 (평형 노심)

PBR

P (bar)

Tin / Tout (℃)

PBMR-400

90

500 / 900

Case 1

70

400 / 950

Case 2

70

490 / 950

Case 3

70

540 / 950

Case 4

70

590 / 950

온도, ℃:

RCS inlet/outlet

CBCS inlet/outlet

Peak pebble temp.

Center

Peak RPV temp.

RCCS 열제거율 (MW)

500/900

300/306

 1100.5

282.4

1.79

400/950

300/295

1210.0

268.0

1.62

490/950

300/304

1173.0

280.4

1.75

540/950

300/308

1155.4

291.2

1.87

590/950

300/313

1140.8

300.4

1.99

압력, bar:

RCS inlet/outlet

CBCS inlet/outlet

90/87.54

90/90

70/68.26

70/70

70/67.50

70/70

70/66.85

70/70

70/65.93

70/70

유량, kg/s:

RCS flow

CBCS flow

CB gap bypass

Direct bypass

RCS bypass

RSS bypass

190.6

18.0

5.7

7.6

24.0

2.4

139.2

18.0

4.5

6.2

18.8

1.8

165.6

18.0

5.1

6.9

21.4

2.1

185.0

18.0

5.6

7.3

22.9

2.3

195.1

18.0

6.1

8.1

25.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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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압 열전도 냉각 사고 안전성 평가

고온가스냉각로에서의 고압 열전도 냉각 사고(HPCC)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

 ․소외 전원 상실 등에 의한 원자로 및 터빈 정지

 ․원자로 정지에 따른 노심 출력의 급격한 감소

 ․터빈 정지에 따른 냉각재 유량 상실 (Loss of flow)

 ․유량 상실에 따라 노심 잔열과 RCCS 간의 열제거 불균형(power mismatch)에 따른 노

심 가열 및 핵연료 및 원자로 용기 최고 온도 발생

 ․RCCS에서의 지속적인 열제거로 인한 핵연료 및 원자로 용기 온도 감소

PMR의 경우, 참고문헌 [3.1-001]에 따르면 계통 압력이 사건 발생후 8 시간 동안 초기 70 

bar에서 50.0 bar 수준으로 감소하며 이 압력에서 압력 평형을 이루게 된다. 또한 냉각재 유량

은 원자로 정지에 따라 터빈 및 압축기가 회전을 멈춤에 따라 감소하게 되는데, 본 해석에서는 

60 초 동안 유량이 선형적으로 감소한다고 가정하여 경계 조건을 설정하 다[3.1-016]. 핵연료 

주기별로 보면, 첨두출력인자는 BOC > MOC > EOC 순으로 나타나므로 모든 경우에 대해서 

BOC를 제한사고로 선정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PBR의 경우도 PMR과 유사한 경계조건을 사용하 으나 PBMR의 원래 계통 압력은 90 

bar 이므로 이 경우에는 평형 압력을 64.7 bar로 가정하 고 계통 압력이 70 bar인 경우에 대

해서는 PMR과 같은 50.3 bar를 평형 압력 조건으로 사용하 다. CBCS의 유량은 냉각재 유량 

감소와 마찬가지로 60 초 동안 0으로 감소하도록 모델링하 다.

RCCS는 PMR 의 경우 공기에 의한 자연 순환에 의한 열제거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므로 

HPCC 모의시 특별히 경계 조건을 부여하지 않지만 PBR의 경우 고정 온도 경계 조건을 사용

하므로 HPCC 발생 후 14 시간 동안 25 → 100 ℃로 증가하도록 온도 조건을 수정하 다.

㉮ 사고해석 결과

고압열전도냉각사고는 사고 전개 과정에 따라 3 가지 경우로 구분되며[3.1-017] 해석 결과

의 일반적인 경향은 다음과 같다.

- 냉각재 coast-down 및 원자로 정지 단계

송풍기 또는 압축기의 구동력 상실로 인해 냉각재 유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이에 따라 원

자로 정지 신호가 발생하여 원자로 출력이 급감한다. 원자로 출력 감소율에 비해 냉각재는 천

천히 감소하므로(60 sec) 핵연료 온도는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이 시기의 원자로 용기 온도는 냉각재의 강제 대류 상실과 RCCS에서의 열제거로 인해 감

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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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출력 도가 작으므로 노형에 따른 차이는 무시할 만한 수준이다. 그러나 PBR은 축방향 

출력 분포가 PMR에 비해 상당히 상부에 치우쳐 있으며 첨두 출력비도 높기 때문에 국부적인 

열속은 PBR이 커진다. 또한 PMR의 중앙 반사체 열용량이 PBR에 비해 크기 때문에 사고 초

기의 핵연료 온도 상승을 완화시킨다. 이러한 노형 별 특성에 의해 PBR의 최고 핵연료 온도가 

PMR에 비해 높게 나온다. 원자로 열출력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PMR의 열출력이 더 크므로 

PMR의 핵연료 최고온도 측면의 안전성에서는 PBR보다 좋다고 할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설

계 자료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두 노형 모두 모두 충분한 여유도를 가지면서 제한치 이

내에 있으므로 안전성 측면에서는 두 가지 노형 모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원형로인 

GT-MHR과 PBMR의 비교에서는 PBMR의 핵연료 온도가 낮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상대적

으로 높은 계통압력 (90 bar)으로 인해 냉각재의 자연순환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원자로 용기 온도 평가

고압 열전도냉각 사고시의 원자로 용기 온도 추이는 노형 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전

체적인 추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외각 반사체 역의 온도 재분포의 향을 받지만 PMR

과 PBR의 구조적 특성에 의해 온도 추이가 다르게 나타난다.

PMR에서는 냉각재 상향 유로가 외각 반사체 바깥에 위치하며 원자로 용기와 직접 맞닿아 

있지만 PBR에서는 상향 유로가 외각 반사체 내부에 있으며 원자로 용기와도 직접 접촉하지 

않으며 정상 운전시에는 CBCS 계통에 의해 300 ℃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게 된다. 또한 PMR

에서는 상향 유로와 노심 출구 공동은 core barrel로써 격리되어 있는 반면, PBR에서는 상향 

유로 외에도 외각 반사체와 core barrel 사이의 우회 유로가 노심 출구 공동과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냉각재 유로의 차이로 인해 HPCC 사고시 PMR과 PBR의 원자로 용기 내부의 자연순

환 유로는 큰 차이를 보인다.

PMR의 자연순환 유로를 살펴보면 중앙 반사체 역, 맨 안쪽 노심 링 역과 중간 노심 

링 역에서는 뜨거운 냉각재가 상향 유로를 형성하는 반면, 바깥 쪽 노심 역과 외각 반사체 

역에서는 하향 유로를 형성한다. 그러나 냉각재 상향 유로와는 자연순환 유로가 형성되지 않

기 때문에 사고 전 기간 동안 원자로 용기와 접촉하고 있는 냉각재 상향 유로는 거의 정체 상

태를 유지하며 대류 열전달 효과에 의한 원자로 용기의 가열 효과는 극히 적고 대부분 복사 

열전달에 의해서만 원자로 용기가 가열된다. 

PBR에서도 위와 유사한 유로를 형성하지만 core barrel과 외각 반사체 역 사이의 우회 

유로가 추가되며 상향 유로를 통해서도 자연순환이 형성된다. 이렇듯 PBR에서는 원자로 용기 

내부의 거의 모든 역을 통하여 자연순환 유로가 형성되는데 노심을 통과하면서 가열된 뜨거

운 냉각재는 상부 공동 역으로 모이게 되고 다시 우회 유로를 통해 얇은 core barrel과 접촉

하면서 대류 열전달에 의해 core barrel을 가열하게 된다. 따라서 노심 열의 재분배가 PMR에 

비해 효과적으로 진행되며 원자로 용기를 냉각시키는 CBCS 계통의 기능 상실로 인해 원자로 

용기 온도는 빠르게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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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용기 온도는 절대적인 수치는 PBR의 경우가 PMR보다 낮게 나오지만 이는 CBCS

에 의해 원자로 용기 온도가 정상 운전 시 낮게 유지되기 때문이며 사고 전후의 온도 상승치

는 PBR이 PMR에 비해 훨씬 더 크다. 또한 모든 경우에 대해 PBR의 원자로 용기 온도는 사

고시의 제한치인 410 ℃[3.1-018]를 초과하는 반면, PMR은 모든 경우에 대해서 재질에 따른 

온도 제한치를 만족시키고 있다.

표 3.1.1-50 고압열전도냉각사고시 주요 변수 결과 (PMR)

PMR

Pressure (bar)

Tin / Tout (℃)

GT-MHR

70

490 / 850

Case 1

70

400 / 950

Case 2

70

490 / 950

Case 3

70

540 / 950

Case 4

70

590 / 950

핵연료 주기 BOC BOC BOC BOC BOC

온도, ℃:

Peak fuel temp.

Peak RPV temp.

평형 압력, bar:

1262.7

497.1

50.3

1260.4

494.6

50.3

1287.2

506.0

50.3

1303.4

513.4

50.3

1321.6

521.7

50.3

표 3.1.1-51 고압열전도냉각사고시 주요 변수 결과 (PBR, 평형노심)

PBR

Pressure (bar)

Tin / Tout (℃)

PBMR-400

90

500 / 900

Case 1

70

400 / 950

Case 2

70

490 / 950

Case 3

70

540 / 950

Case 4

70

590 / 950

온도, ℃:

Peak pebble temp.

Peak RPV temp.

평형 압력, bar:

1241.6

485.2

64.7

1310.2

475.8

50.3

1330.5

479.0

50.3

1341.8

480.5

50.3

1357.0

483.2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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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압열전도냉각 및 공기유입사고

(가) 해석 코드 및 해석 모델

저압열전도냉각사고 및 공기유입사고를 분석하기 위해 다차원 다성분기체 계통분석코드인 

GAMMA[3.1-019]를 이용한다. 

① NHDD PMR

PMR 600MWt 계통에 대한 GAMMA 계산모델은 GT-MHR 설계자료[3.1-001]를 이용하

여 작성한 GT-MHR용 GAMMA 입력계산서[3.1-020]에 기술되어 있다. 3-D로 모델되는 

RCCS 튜브를 제외한 모든 고체 역은 2-D로 모델되며, 유체 역중 출구 플레넘과 원자로 공

동은 2-D로 모델된다. 특히 출구 플레넘은 다공매질(porous media)로 모델되어 고체와 유체가 

공존한다. 상부 플레넘, 상부와 하부 헤드들, 상향유로, RCCS 하향유로, 그리고 원자로 공동에

서는 복사열전달이 고려된다. 핵연료봉내 온도분포 계산에는 일차원 열전도 모델이 사용되며, 

2차원 다공매질 모델을 이용하는 노심 열전도 모델과 음해적(implicit)으로 연계한다. 그 외의 

계산 모델 및 가정은 다음과 같다.

- 노심출력 분포는 VSOP 노심분석코드와의 반복 계산으로 결정한다. 

- 동력변환계통 (PCU)은 모델하지 않고, 입구 및 출구 경계조건으로 다룬다.

- RCCS 튜브내 공기 자연 순환 유동이 모델되어 공기에 의한 열전달이 계산된다. 수냉각- 

RCCS의 경우에는 튜브 내벽의 온도를 경계조건으로 다룬다.

- 원자로공동 벽면과 접촉하는 흙(soil)은 모델하지 않고, 원자로공동 외벽이 단열된 것으로 

가정한다.

② NHDD PBR

PBMR 400MWt 계통에 대한 GAMMA 계산모델은 PBMR 설계자료[3.1-002]를 이용하여 

작성한 PBMR용 GAMMA 입력계산서[3.1-021]에 기술되어 있다. 3-D로 모델되는 RCCS 튜브

를 제외한 모든 고체 역은 2-D로 모델되며, 유체 역중 노심, 하부 반사체, 상부와 출구 플

레넘들, 그리고 원자로 공동은 2-D로 모델된다. 특히 노심과 하부 반사체 및 출구 플레넘은 다

공매질(porous media)로 모델되어 고체와 유체가 공존한다. 상부 플레넘과 헬륨 간극 그리고 

원자로 공동에서는 복사열전달이 고려된다. 핵연료봉내 온도분포 계산에는 일차원 열전도 모델

이 사용되며, 2차원 다공매질 모델을 이용하는 노심 열전도 모델과 음해적(implicit)으로 연계

한다. 그 외의 계산 모델 및 가정은 다음과 같다.

- 노심출력 분포는 VSOP 노심분석코드와의 반복 계산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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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력변환계통 (PCU)은 모델하지 않고, 입구 및 출구 경계조건으로 다룬다.

- 노심용기냉각계통이 모델되어 정상상태 계산시 압력용기 온도를 결정한다.

- RCCS 튜브내 물 냉각재 유동은 모델하지 않고, 튜브 내면의 온도가 경계 조건으로 사용

된다.

- 원자로공동 벽면과 접촉하는 흙(soil)은 모델하지 않고, 원자로공동 외벽이 단열된 것으로 

가정한다.

(나) 저압열전도냉각사고에 대한 민감도 분석

저압열전도냉각사고는 단일배관 파단이나 부분 파단에서 기인하는 설계기준사고(Design 

Basis Accident)이다. 이러한 파단시 원자로계통이 급속히 감압되어 노심내 자연대류에 의한 

열제거가 극히 작게 된다. 따라서 노심잔열 제거는 열전도 및 복사에 의해 주로 이루어진다. 

단일배관 파단이나 부분파단의 경우 감압후 원자로공동으로 부터의 공기 유입은 분자화산 메

커니즘에 의해서만 일어나므로 공기유입 양이 느리고 적다. 따라서 민감도 분석에서는 공기유

입에 의한 흑연산화를 고려하지 않는다. 대량의 공기유입이 잠재 가능한 설계기준초과사고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다룬다.

노형선정평가를 위한 민감도 분석은 원자로계통 압력을 70bar로 그리고 노심출구온도를 

950℃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노심입구온도를 400, 490, 540, 590℃로 변화시키면서 수행한다. 또

한 압력 변화의 향을 파악하기 위해 40bar에 대한 분석도 수행한다. 표 3.1.1-?은 PBMR과 

GT-MHR의 원래 운전변수를 가진 경우와 여기로부터 민감도 분석을 위해 운전변수를 변화시

킨 분석 경우들을 보여 준다. NHDD PMR의 경우에는 원자로 압력용기의 재질로서 기존 경수

로에서 사용하는 탄소합금강의 채택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공기냉각-RCCS대신에 수냉각

-RCCS를 고려한 분석도 추가로 수행한다. 이 분석을 위해서는 PBMR의 수냉각-RCCS 설계 

자료가 사용된다. 

그림 3.1.1-57은 NHDD PBR의 Case 1(Tin=490℃, Psys=70bar)에 대한 저압열전도냉각사고 

분석 결과를 보여 준다. 사건 초기에 원자로 정지가 가정되어 노심출력은 붕괴열 곡선에 의해 

결정된다. RCCS의 경계온도는 피동모드의 경우에 냉각수 온도가 서서히 증가하여 14 시간에 

물이 비등한다고 가정한다. 파단에 의한 열제거 상실로 핵연료 온도는 급격히 상승하여 44 시

간에 최고점에 도달한다. 이후 RCCS로의 열제거량이 노심잔열보다 커져 노심이 서서히 냉각

되기 시작한다. PBMR의 원래 설계조건에 대해 계산된 핵연료 최고 온도는 1526℃로 ESKOM

사에서 제시한 1515℃보다 높다. 이러한 차이는 정상상태에서 관찰된 노심우회유로의 향이 

아니라 흑연의 물성치가 가정된 중성자 조사량의 준위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이다. 원자로용기

의 온도는 69 시간에 최고점에 도달한다. 사고 초기에 나타나는 원자로용기 온도의 증가 및 감

소는 노심용기 안쪽에 있는 우회유로에 기인한다. 사고후 노심에서 가열된 고온의 냉각재가 노

심용기 안쪽에 있는 우회유로로 유입되어 노심용기를 가열하므로, 노심용기로부터 열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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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52 핵연료 중심 및 원자로 압력용기의 최고점 온도

NHDD PMR

NHDD PMR

(water-cooled 
RCCS)

NHDD PBR

Sensitivity Cases
TFUEL

(℃)

TRPV

(℃)

TFUEL

(℃)

TRPV

(℃)

TFUEL

(℃)

TRPV

(℃)

Original (PMR/PBR) 1445.7 533.6 1431.2 474.1 1526.4 390.9

Case 0 

(Tin=400,Tex=950,Psys=70)
1444.8 529.1 1432.4 471.1 1536.6 391.5

Case 1 

(Tin=490,Tex=950,Psys=70)
1460.7 537.8 1444.8 476.8 1542.0 394.9

Case 2 

(Tin=540,Tex=950,Psys=70)
1470.7 543.2 1453.8 480.3 1542.1 396.5

Case 3 

(Tin=590,Tex=950,Psys=70)
1484.2 548.9 1465.4 484.0 1549.2 399.6

Case 4 

(Tin=490,Tex=950,Psys=40)
1461.3 538.0 1445.8 477.1 1543.6 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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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68 NHDD PBR의 Case 1에 대한 저압열전도냉각사고 분석 결과

그림 3.1.1-69 NHDD PMR의 Case 1에 대한 저압열전도냉각사고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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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에 단순 리스크 평가를 위해 구성된 수소생산용 초고온가스로의 계통 개념도

가 나와 있다. 본 개념도에 나와 있는 SSC는 제안된 설계 아이디어를 고려하여 잘 작동되는

(well‐operated) 것으로 가정하 다. 이 개념도는 크게 (1) 원자로 계통 개괄, (2) 공학적 안전

설비 개괄 및 (3) 격납용기(Confinement) 계통 개괄 등 세 부분으로 구성하 다. 

단순 리스크 평가는 크게 기기 고장 등에 의한 사고를 평가하는 내부 사건 위험도 평가와 

지진, 홍수, 화재 등에 의한 사고를 평가하는 외부 사건 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

하여 개발된 초고온가스로 내부/외부 사건 평가 기술이 다음에 기술되어 있다.  

(1) 수소생산용 초고온가스로 내부 사건 단순 위험도 평가 기술 개발

(가) 단순 위험도 평가 모델 개발

리스크 평가 방법론의 핵심 내용은 초기사건 분석, 사고경위 분석, 신뢰도 데이터 분석, 이

를 종합한 리스크 평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3.1-027]. 본 연구에서는 리스크 평가 방법의 핵

심 내용을 간략화하여 개념 설계 중인 초고온가스로에 대한 단순 리스크 분석을 수행하기 위

한 절차 및 방법을 개발하 다. 그림 3.1.2-2는 수소생산용 초고온가스로의 단순 리스크 평가 

절차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2-2 NHDD 예비 리스크 평가 방법론

초기 사건 평가: 초기 사건 평가는 사고유형 분류(Classification), 확인(Identification) 

및 그룹화(Grouping) 등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논리도(Master Logic 

Diagram: MLD) 기법 및 “열이나 반응도 균형의 장애에 대한 기술적/물리적 고려 방

법”을 이용하여 간략화한 초기 사건 평가 방법을 적용하 다. 

사고 경위 분석: 사고 경위 분석은 전통적인 사건수목/고장수목 방법을 이용하 다. 

특히, 노형 중립적인 사고경위 분석을 위해서 기능적 사건수목 방법을 개발하 으며, 

사고 빈도 정량화를 위해 보조사건수목과 고장수목 방법을 이용하 다.

데이터 생성: 개념 설계 단계에 있는 수소생산용 초고온가스로의 신뢰도 데이터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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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계통의 일반 신뢰도 데이터로부터 전문가 의견, 설계하는 계통의 신뢰도 목표 등

을 고려하여 평가하 다.

정량 평가: 리스크 평가 결과는 사고 향을 평가하고, 각 설계 옵션들의 향을 평

가하기 위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다. 리스크 평가는 불확실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사고 유형별 평가 시트를 작성하여 이

를 이용한 단순 평가를 수행하 다.

(나) 노형 중립형 사건 수목 작성

노형 중립형 사건 수목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사항을 가정하 다. 

초기사건 기인자: 초기사건의 경우 단일 사고 기인자만을 고려하 다.

안전 기능: 초고온가스로의 기본적인 안전기능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원

자로 정지, 둘째는 잔열 제거, 셋째는 방사선 물질 경로 차단에 관한 기능이다.

종결 상태: 사고경위를 분석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고 종결 상태는 두 가지 유

형이 있다. 하나는 방사선 누출 상태이고 다른 하나는 노심손상 상태이다. 노심의 비

정상적인 열상승을 사고 종결 조건으로 사용하 다. 초고온가스로의 핵심인 핵연료 

TRISO의 설계 제한치는 일반적으로 1,600 ºC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사고 종결 조건

인 노심 손상 여부는 핵연료 TRISO가 1,600 ºC가 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 다.

① 사고 수목

사건 수목은 시스템에 대해 독립적인 기능적 사건 수목 방법을 이용하 다. 초고온가스로

의 과도 특성을 반 하여 사건 수목의 그룹 표제는 초기사건 상태, 안전기능, 방사선 누출 항

목으로 구성하 다. 초기사건 상태는 사건 유형, 1차 노심계통의 압력 경계 건전성, 화학 반응 

상태를 고려하 다. 안전기능은 원자로 정지와 잔열 제거를 고려하 다. 방사선 누출은 격납용

기의 상태를 고려하 다. 

그림 3.1.2-3의 수소생산용 초고온가스로 예비 사고경위 분석용 사건 수목을 보여주고 있

다. 사건수목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초기사건부분은 일반적인 사건수목구성에서는 하나

로 구성할 수도 있지만 초고온가스로의 특성을 반 하여 전체 사고경위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분화 하 다. 사고 유형은 압력 경계 파손 사고경위와 과도 사건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압력 경계 파손의 경우 초고온가스로의 고유한 화학적 반응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와 그

렇지 않은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안전기능에 대해서는 초기사건 유형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지 않는다. 이는 안전기능의 특성을 보조사건수목으로 구성하여 사고 유형별 차이점은 보조사

건 수목에 표현되기 때문이다. 현재의 모델에서는 원자로 정지의 실패는 노심 손상으로 간주하

다. 또한 잔열 제거의 실패 역시 노심손상으로 간주하 다. 방사선의 누출 특성은 격납용기

의 반응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고려해야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방사선 누출 특성에 따른 차

이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러한 특징을 반 하여 그림 3.1.2-4와 같은 기능형 사건 수목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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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그림 3.1.2-3 사고경위 사건 수목

② 보조 사건 수목

그림 3.1.2-4 원자로정지 보조사건수목도 그림 3.1.2-5 잔열제거 보조 사건 수목도

원자로 정지 보조 사건 수목: 사건수목에서 원자로 정지 표제에 대해서 개념 설계에 

맞춰서 분석하려면 원자로 정지 실패를 모델할 수 있는 상세한 보조논리수목이나 고장수목모

델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 단계의 개념 설계를 반 하여 보조논리수목으로 작성하 다. 

이는 고장수목을 모델하기에는 아직 계통의 상세 설계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원자로 정지 

실패 표제에 대한 보조논리수목은 그림 3.1.2-4에 표시하 다. 

잔열제거 보조사건수목: 잔열 제거 표제는 잔열 제거와 관련된 여러 계통을 모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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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상세한 보조논리수목이나 고장수목모델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단계의 개념 설계

를 반 하여 보조논리수목으로 작성하 다. 이는 고장수목을 모델하기에는 계통의 상세 설계정

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잔열 제거 표제에 대한 보조논리수목은 그림 3.1.2-5에 표시하 다. 

(다) 예비 초기사건 유형 도출

“Technical or Physical Considerations Disturbing the Heat or Reactivity Balance” 방식

의 사고 유형분류 방식에서는 기본적으로 열 균형, 원자로 기기를 제외한 경계 파손, 물리적 

장애, 보조계통을 제외한 원자로 구성 기기의 파손, 계통 기기에서의 방사선 물질의 누출 등으

로 열적, 물리적 불규형이 발생할 가능성에 기초하여 사고 유형을 분류한다. 그림 3.1.2-1의 노

형 개념도를 기준으로 위의 방식으로 사고 유형을 분류하면 그림 3.1.2-6과 같은 사고유형 분

류 주 논리도를 구성할 수 있다. 각 최상위 분류는 각 분류항목이 갖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하위의 세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 3.1.2-6 사고유형 분류 주논리도 (Level 3)

초기사건 목록: 위의 사고 유형 분류를 기초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초기사건을 도출

하 다. 여기에 경수로에서 일반 과도사건 유형 중 소외전원 상실 경우를 추가하 으

며, ATWS(Anticipated Transient without Scram)는 경수로에서는 설계초과사건 

역에 속하지만 신 개념의 원자로들이 강화된 안전 목표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되어 

초기사건유형에 2 가지 경우를 포함하 다. 이렇게 해서 총 22개의 예비 초기 사건 

유형이 도출되었다. 과도사건 유형이 총 13개 이고, LOCA 사고 유형이 7개이다. 그

리고 ATWS 유형이 2개가 고려되었다. 

초기사건 그룹화: 총 22개의 사고유형은 각각의 사고경위 특성을 고려하여 그룹화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예비적인 사고경위를 분석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

서는 총 22개의 예비 사고 경위를 분석하여 유사한 사고 경위를 가질 것을 예상되는 

사고 경위들을 그룹화하 다. 이를 통해서 총 11개 사고 유형군으로 분류하 다.

초기사건 빈도 할당: 현재 설계중인 초고온가스로에 대한 초기사건 유형의 빈도를 추

정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다. 기본적으로 기존의 PWR의 PSA에서 사용한 데이터 

중에서 초고온가스로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일반데이터(Generic Data)로 이를 적

용하 으며, 나머지는 주관적 평가기법을 활용하여 추정하 다(표 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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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각 초기사건 유형별 사고경위 분석

사고경위의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고경위 빈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정량

적 평가는 위에 논의된 사고경위에 적합한 신뢰도 데이터를 대입하여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

로 사고경위 분석에는 초기사건 빈도와 각 관련 계통의 신뢰도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신형 원전에 소요되는 계통이나 기기들은 기존의 가동 중인 계통이나 기기와 다르기 때문에 

초기사건 빈도 추정이나 신뢰도 데이터를 얻기가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일차적으로 설

계 단계에 있는 계통이나 기기는 일반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전문가 의견을 참조하여 데이터를 

할당하는 방법을 취하 다. 각 사고경위별 정량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각 초기사건별 작업시트 준비

- 초기사건 유형에 대해 일반적인 특징들을 검토/확인

- 초기사건 유형 (관련 초기사건 목록)

- RCS 의 주요 상태

- 안전기능 상태

- 추가적인 고려요인

- 검토내용을 기초로 주요 사고 경로 확인

- 각 사고경로에 나타나는 보조사건수목 작성

- 초기사건 빈도/표제 사건의 실패 확률 계산

표 3.1.2-1 예비 초기사건 유형에 대한 빈도 할당 데이터

No. Index 사건 유형 사건
유형

초기사건
빈도 최대치 최소치 Remark

1PBMA Primary Blower Miss-Acceleration Transient 1.00E-04 1.00E-03 1.00E-05Subjective Estimation
2PBL Primary Blower Locked Transient 1.00E-04 1.00E-03 1.00E-05Subjective Estimation
3PIHB Primary IHX Blocking Transient 1.00E-05 1.00E-04 1.00E-06Subjective Estimation
4SBMA Secondary Blower Miss-Acceleration Transient 1.00E-04 1.00E-03 1.00E-05Subjective Estimation

5SSVAO Secondary Safety/Relief Valve 
Accidental Open Transient 1.00E-02 1.00E-01 1.00E-03GDB

6SBF Secondary-side Boundary Failure Transient 1.00E-05 1.00E-04 1.00E-06Subjective Estimation
7SIHB Secondary IHX Blocking Transient 1.00E-05 1.00E-04 1.00E-06Subjective Estimation
8SBB Secondary Blower Blocking Transient 1.00E-04 1.00E-03 1.00E-05Subjective Estimation
9ITC Increase Third-side Cooling Transient 1.00E-04 1.00E-03 1.00E-05Subjective Estimation

10DTC Decrease Third-side Cooling Transient 1.00E-04 1.00E-03 1.00E-05Subjective Estimation
11HMSOC Helium Makeup System Over ChargingTransient 1.00E-04 1.00E-03 1.00E-05Subjective Estimation
12PIHIF Primary IHX Interface Failure LOCA 1.00E-04 1.00E-03 1.00E-05Subjective Estimation
13PLB Primary Leak in Boundary LOCA 1.00E-04 1.00E-03 1.00E-05Subjective Estimation
14PISB Primary Interface System Break LOCA 1.00E-04 1.00E-03 1.00E-05Subjective Estimation

15PSVAO Primary Safety/Relief Valve Accidental 
Open LOCA 1.00E-02 1.00E-01 1.00E-03GDB

16CFCP Catastrophic Failure of Coolant Piping LOCA 1.00E-05 1.00E-04 1.00E-06GDB

17CFRS Catastrophic Failure of Reactor 
Structure LOCA 1.00E-05 1.00E-04 1.00E-06GDB

18TM Turbine Missile LOCA 1.00E-05 1.00E-04 1.00E-06Subjective Estimation

19ATWS_CControl Rods Withdraw with/without 
Power Operation ATWS 1.00E-03 1.00E-02 1.00E-04Subjective Estimation

20ATWS_SShutdown Rods Withdraw with/without 
Power Operation ATWS 1.00E-03 1.00E-02 1.00E-04Subjective Estimation　

21LOOP Loss of Off-site Power Transient 1.00E-02 1.00E-01 1.00E-03GDB
22GTRN General Transient Transient 1.41E+00 1.00E+00 2.00E+00G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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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도와 실패확률을 대입하여 사고 종결시 실패 확률 계산

(마) 11개 초기사건 유형에 대한 비정상 노심 열상승 사고 빈도 분석 결과

11개 초기사건유형에 대해서 가능한 사고경위를 파악하고 사고경위별 보조사건수목을 이

용하여 수소생산용 초고온가스로에 대한 예비적인 사고 경위 정량화를 수행하 다. 사고 경위 

예비 정량화 종합적인 결과는 표 3.1.2-2에 나타내었다. 단순 분석 단계에서는 설계가 진전됨에 

따라 반복적인 리스크 평가 작업이 필요하므로 작업 시트들을 초기사건별로 작성하 다. 예비 

분석 결과 수소생산용 초고온가스로의 비정상적 노심 열상승의 사고경위 발생 빈도는 총 

4.72E-5/yr로 평가되었다. 비정상적 노심 열상승의 사고경위는 최종 리스크 평가의 근거가 되

는 중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 노심 열상승은 최종적으로 방사선 누출에 대한 

계량화를 통해서 최종적인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수소생산용 초고온가스로의 내부사건 리스크 예비 

평가를 수행하 다. 본 연구의 주안점은 수소생산용 초고온가스로의 내부사건 리스크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 취해야 하는 방법론에 대한 검토 및 평가, 리스크 평가 시 나타날 수 있는 문

제점들의 파악, 리스크 평가 시 필요로 하는 요소 및 핵심 기술들에 대한 검토 및 평가, 예비 

리스크 평가를 통한 수소생산용 초고온가스로 설계에 리스크 정보의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기존 리스크 평가와 주관적 판단 기법을 

이용하 다. 이러한 일련의 리스크 평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11개 초기사건 유형에 대한 사고

경위별 부적절한 노심열상승 사고 빈도를 평가하 다. 부적절한 노심 열상승 사고 빈도는 

4.75E-05/yr로 평가되었다. 초고온가스로에 대한 자료가 아직 부족하므로 초기사건 유형에 대

한 평가, 사고경위에 대한 평가, 데이터에 대한 평가 등 많은 부분에서 제한점이 있는 상황이

다. 따라서 현재의 예비 분석 결과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지만, 현재로서는 원자로 정지

불능사고가 전체 위험도에 미치는 향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초고온가스로의 설

계 시에는 원자로정지계통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고, 정지불능사고 시 거동 특성에 대한 

표 3.1.2-2 초기 사건 유형별 사고 경위 정량화 결과

No. Index 사건 유형 사건유형 초기사건 빈도 UCH(/yr)

1GTRN General Transient Transient 1.41E+00 4.20E-05

2LOOP Loss of Off-site Power Transient 1.00E-02 1.30E-06

3PBMA Primary Blower Miss-Acceleration Transient 1.00E-04 1.30E0-8

4LOF Loss of coolant flow Transient 1.10E-04 1.45E-08

5SBMA Secondary Blower Miss-Acceleration Transient 1.00E-04 3.01E-09

6LOSC Loss of secondary cooling Transient 1.30E-04 3.91E-06

7HMSOC Helium Makeup System Over Charging Transient 1.00E-04 3.16E-09

8PBFOCR Primary Boundary Failure without chemical reaction LOCA 3.10E-04 9.33E-09

9PBFWCR Primary Boundary Failure with chemical reaction LOCA 2.00E-05 2.60E-09

10CBF Catastrophic Blower Failure LOCA 1.00E-05 1.30E-09

11CRWD Control Rods Withdraw with/without Power Operation ATWS 2.00E-07 6.02E-12

      Sum   4.72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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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2) 수소 생산용 초고온 가스로 외부 사건 도출

(가) 서론

본 연구에서는 현재 설계 중인 수소 생산용 초고온 가스로에서 고려해야 할 외부사건을 

결정하기 위한 분석을 수행하 다. 우선 초고온가스로에서 고려해야 할  외부사건 총 39개를 

확인하 으며, 확인된 외부사건을 대상으로 유사한 인자별로 그룹핑을 수행하여 총 17개의 외

부사건을 도출하 다. 도출된 외부사건을 대상으로 정성적 선별 분석을 수행하여, 상세 분석을 

수행하여할 외부사건을 선정하 다. 정성적 선별 분석 시, 필요에 따라 간단한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기도 하 으며, 논문이나 경험 자료 등을 근거로 외부사건 선별 분석을 수행하 다.   

(나) 외부사건 확인 및 그룹핑

외부사건 확인 및 그룹핑 과정은 상세 분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외부사건을 정성적으로 

선별하기 위한 외부사건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외부사건 확인 및 선별 과정에서 제시한 외부사

건 선별 기준에 따라 외부사건을 그룹핑 하고, 상세 분석 대상 외부사건을 선정하 다. 그룹핑 

기준은 NUREG/CR-2300[3.1-027], NUREG/CR-5042[3.1-029] 및 NUREG-1407[3.1-030]에 기

술된 방법을 따랐다. 총 39개의 외부사건을 그림 3.1.2-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총 17개의 외부사

건으로 그룹핑하 다.

(다) 외부사건 선별 분석

그림 3.1.2-7에 나타낸 총 17개의 외부사건에 대해서 수소 생산용 원자로 외부사건 PSA 

그림 3.1.2-7 외부사건 그룹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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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시 고려해야 할 외부사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선별 분석을 수행하 다.

외부사건 선별 분석의 목적은 분석 대상 발전소 경계를 정의하고, 정의된 경계의 물리적 

특성과 기능적 특성을 파악하여 구역에서 외부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발전소 정지를 유발하지 

않으며, 발전소 안전 정지 기능에 향을 미치지 않거나, 안전 정지 운전에 향이 있더라도 

무시 가능한 수준임을 보임으로써 외부사건을 선별 제거하는 것이다.

상세 분석 대상 외부사건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발전소 부지 및 설계에 관련된 정보를 세

심하게 검토해야 한다. 안전성 분석 보고서 등에서 기술된 발전소 부지에 관련된 지질학적, 수

리학적, 그리고 기상학적 특성뿐만이 아니라, 발전소 부지 주변의 현재 및 계획된 산업 행위, 

예를 들면 호수 건설, 유해 물질 운반을 위한 도로 건설,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 회수의 증

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소 생산용 초고온 가스로는 현재 개념 설계 단계에 있어 

외부사건 분석에 필요한 자료가 많이 생산되지 못한 관계로, 현재 가용한 자료만을 사용하여 

분석에 사용하 다. 외부사건 목록으로부터 상세 분석을 필요로 하는 외부사건을 도출하기 위

한 선별 기준은 NUREG/CR-2300[3.1-027]에서 제시한 4가지 기준을 사용하 으며, 선별 분석 

결과는 표 3.1.2-3에 나타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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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론

본 보고서에서는 외부사건 확인 및 선별 과정에서 제시한 외부사건 선별 기준에 따라 총 

39개의 외부사건을 17개의 그룹핑하고, 그룹핑된 각 외부사건별로 선별 분석을 수행하 다. 상

세 분석 대상 외부사건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발전소 설계 자료, 발전소 부지에 관련된 지질학

적, 수리학적, 그리고 기상학적 특성뿐만이 아니라, 발전소 부지 주변의 현재 및 계획된 산업 

행위 등을 고려하여야 하나, 수소 생산용 초고온 가스로는 현재 개념 설계 단계이므로, 현재 

가용한 자료만을 사용하여 분석에 사용하 다.

선별 분석 결과에 의하면, 내부 화재(Internal Fire), 지진(Earthquakes), 현지 저장조로부터

의 유해물질 누출(Release of Hazardous Materials from On-Site Storage), 핵연료 취급 장치 

낙하(Fuel Handling Machine Drop) 사고, 운송사고(Transportation Accidents) 중 항공사고, 

및 냉각재 배관 판단 시 가압된 헬륨의 jet 현상으로 인한 사고가 외부사건 선별 과정에서 선

별되지 않고, 추가 상세 분석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내부 화재 및 지진에 의한 위험은 원자로의 설계에 따라 많은 향을 받게 되므로, 본 보

표 3.1.2-3 선별 분석 결과

외부사건 상세 외부사건 선별 결과 비고

내부 화재 내부 화재 
상세분석 

필요
Air ingress event 등 고려

강풍 및 토네이도 강풍 및 토네이도 선별 Calc. Note에 선별근거 기술

외부 홍수 

국지 호우 선별 Calc. Note에 선별근거 기술

Tsunami 및 해일 선별 Calc. Note에 선별근거 기술

댐의 붕괴 선별 Calc. Note에 선별근거 기술

운송 사고 

가스/오일/화학물질 배관 사고 선별 Calc. Note에 선별근거 기술

철도 사고/트럭 사고 선별 Calc. Note에 선별근거 기술

항공 사고
상세분석 

필요

군사 목적의 비행 및 항로 

고려

지진 지진 
상세분석 

필요

흑연 구조물 등에 미치는 

향 고려

내부 홍수 내부 홍수
상세분석 

필요
가압된 기체의 jet 현상

기타 사고

인근 산업체/군대시설 사고 선별 Calc. Note에 선별근거 기술

현지 저장조로부터의 유해물질 누출 
상세분석 

필요
IS공정 사고 향 고려

가혹한 기온 현상 선별 Calc. Note에 선별근거 기술

가혹한 기상 폭풍 선별 Calc. Note에 선별근거 기술

번개 선별 Calc. Note에 선별근거 기술

외부 화재 선별 Calc. Note에 선별근거 기술

대기권 밖의 이상 활동 선별 Calc. Note에 선별근거 기술

화산 활동 선별 Calc. Note에 선별근거 기술

지표면 이동 선별 Calc. Note에 선별근거 기술

모래나 먼지를 동반하는 연마성 폭풍 선별 Calc. Note에 선별근거 기술

핵연료 취급장치 낙하 핵연료 취급장치 낙하 
상세분석 

필요
핵연료 교체중 낙하사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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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에 기술된 사고 경위 외에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고경위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지 저장조로부터의 유해물질 누출 사고는 원자로 인근에 수소를 생산하는 IS 공정 시설

이 있으므로, 이 시설에서의 수소로 인한 화재 및 폭발 문제는 원자로에 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IS 공정 시설에서의 수소 폭발이 수소 생산용 초고온 가스로에 어떤 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송사고 분석 시 군사 훈련 목적의 비행 및 항로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지 못한 관계로  

외부사건 상세 분석에서 관련 정보를 취득하여 재분석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냉각재 배관 

파단에 따른 가압된 헬륨의 분출로 인한 사고는 발전소 배치 및 기타 정보의 사용이 가능하면 

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전출력 운전 중에는 원자로와 지상에 위치한 제어 건물이 격리되어 있으므로 

핵연료 취급 장치의 추락 사고로 인한 원자로 피해는 설계 당시 고려될 수 있겠으나, 핵연료 

교체 중의 추락 사고에 대해서는 상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기 분석 결과는 현재 가용한 설계 자료와 정보에 기반하여 분석되었으므로, 그 결과가 

일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006년부터 진행되는 과제를 수행하며 생산되는 결과물

을 검토하여 선별된 외부사건에 대한 선별 타당성을 재확인하고, 선별되지 않은 외부사건에 대

해서는 개념 설계 결과물을 사용하여 상세 분석을 수행할 계획이다.

나. 위험도정보 활용 예비 개념설계 요건 평가기술 개발

(1) 노형별 원자로 부지경계 및 비상계획구역 설정 및 비교

(가) 피폭선량 평가 도구  및 주요 입력자료

① 피폭선량 평가 도구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로 시설의 부지 선정 시 방사성 물질의 방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주

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원자력 시설 주변에 제한구역 경계(Exclusion Area 

Boundary: EAB)와 방사선비상계획구역(Emergency Planning Zone: EPZ)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들 제한구역 경계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는 기준은 전신피폭선량과 갑상선 피

폭선량으로 각각의 경계에서 정해진 기준 값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로의 가상 중대 사고 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로 인한 전신피폭선량

과 갑상선 피폭선량을 토대로 현재 개념 설계중인 수소생산용 초고온가스로의 대표적 유형인 

Block형과 Pebble형 원자로의 부지선정 연구의 기본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및 제한구역 경계

를 설정하고 비교 하 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및 제한구역 경계 설정을 위한 피폭선량 평가도

구로는 미국 NRC의 방사성 물질의 방출로 인한 중대사고 리스크 평가용 프로그램인 

MACCS2[3.1-031]를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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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노심재고량 (Core Inventory)

현재 초고온가스로 연구는 개념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노심재고량은 참고문헌의 자료와 가

정을 통하여 추정하 다. 노심재고량 추정에 이용된 참조 연구용 원자로로는 Block 형의 경우

에는 일본의 HTTR, Pebble형의 경우에는 중국의 HTR-10을 선정하 다. IAEA- 

TECDOC-978[3.1-032]에 요약된 대표적인 방사성 동위원소에 대한 노심재고량 값과 국내 표

준원전인 울진 3&4호기의 노심재고량과의 상대적인 값을 이용하여 추정하 으며 각 방사성 동

위원소의 노심재고량은 열출력에 비례한다고 가정하 다. 현재의 개념설계 단계에서 고려하고 

있는 열출력 100 MW일 경우의 추정 노심재고량은 표 3.1.2-4에 요약된 바와 같다.  

표 3.1.2-4 100 MWt 경우 노심재고량 추정값 (Bq) [3.1-025]

     Reactor Type 

Radionuclide
UCN3&4

HTR-10 
(Pebble)

HTTR 
(Block)

GA 
Siting 
Study

Block 
(100MW)

Pebble 
(100MW)

Kr-85m 3.8E+17 3.4E+15 1.3E+15 - 2.7E+16 1.8E+16

Xe-133 4.2E+18 1.9E+16 6.8E+16 - 3.2E+17 2.1E+17

Xe-135 8.6E+17 7.6E+15 6.8E+16 - 6.2E+16 4.1E+16

I-131 2.3E+18 9.3E+15 3.2E+16 3.4E+17 1.7E+17 1.1E+17

I-133 4.4E+18 2.0E+16 6.7E+16 - 2.4E+18 2.1E+17

Cs-134 1.7E+18 3.0E+14 - - 1.2E+17 8.0E+16

Cs-137 9.1E+17 6.7E+14 2.6E+15 3.2E+16 6.6E+16 4.3E+16

SR-89 1.2E+18 1.2E+16 - - 8.5E+16 5.7E+16

SR-90 4.4E+17 5.2E+14 - 2.7E+16 3.2E+16 2.1E+16

③ 방출 시나리오 

일반적으로 초고온가스로의 잠재적인 사고는 사고발생 빈도 및 향을 고려하여 가상운전

중사고(Anticipated Operational Occurrences: AOO), 설계기준 사고(Design Basis Events: 

DBA), 비상계획기준 사고(Emergency Planning Basis Events: EPBE) 역으로 구분된다. 미

국의 GA사에서 수행한 MHTGR 발전소의 부지적합도 연구결과[3.1-033]에 의한 대표적인 방

사성 물질 방출 시나리오와 대표적인 방사성 동위원소의 방출분율을 표 3.1.2-5에 요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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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5 방출 시나리오별 대표적인 방사성 동위원소의 방출분율

Release 
Scenario

Release 
Duration (h)

Cumulative Fractional Release to the 
Environment(a)

Kr-88 Sr-90 I-131 Cs-137

AOO-5 0 to 1.25 1.4×10
-7

1.1×10
-11

3.1×10
-10

1.5×10
-10

DBE-7 0 to 0.02 7.5×10
-9

5.4×10
-9

3.1×10
-8

9.2×10
-7

DBE-10 0 to 1 2.2×10
-7

1.1×10
-10

8.0×10
-10

3.4×10
-9

DBE-11
0 to 8
0 to 100

2.4×10
-8

3.3×10
-8

2.2×10
-12

9.9×10
-12

4.5×10
-9

2.8×10
-7

2.6×10
-11

4.4×10
-11

EPBE-1
0 to 8
0 to 100

9.7×10
-7

9.9×10
-7

4.0×10
-8

4.0×10
-8

3.6×10
-7

4.9×10
-7

3.6×10
-6

3.8×10
-6

EPBE-2 0 to 8 2.6×10
-7

1.1×10
-7

3.6×10
-7

1.9×10
-5

EPBE-3
0 to 8
0 to 100

8.2×10
-8

1.6×10
-7

8.2×10
-12

3.8×10
-11

1.5×10
-8

9.5×10
-7

1.0×10
-10

1.7×10
-10

(a) Fractions of initial radionuclide inventory(Ci) (single module) of
Kr-88: 9.9×10

6
, Sr-90: 7.4×10

5
, I-131: 9.3×10

6
, Cs-137: 8.6×10

5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및 제한구역 경계 설정을 위한 피폭선량 평가에 이용된 MACCS2 코

드에서는 피폭선량 평가시 중요한 60개 방사성 동위원소를 9개 그룹으로 나누어 그룹별 방출

분율을 이용한다. MACCS2 코드를 이용한 피폭선량 평가를 위한 방사성 동위원소 그룹별  방

출분율은 표 3.1.2-6에 요약되어 있다. 

표 3.1.2-6 MACCS2 코드를 이용하기 위한 방사성 동위원소 그룹별 방출분율

          Release Scenario
Radionuclide Group

DBE-7 DBE-11 EPBE-1 EPBE-3

Noble Gases 7.5E-09
1)

2.4E-08 9.7E-07 8.2E-08

Iodine 3.1E-08 4.5E-09 3.6E-07 1.5E-08

Cesium 9.2E-07 2.6E-11 3.6E-06 1.0E-10

Tellurium 2.0E-06
2)

2.0E-06 2.0E-06 2.0E-06

Strontium 5.4E-09 2.2E-12 4.0E-08 8.2E-12

Ruthenium 2.0E-06 2.0E-06 2.0E-06 2.0E-06

Lanthanum 2.0E-06 2.0E-06 2.0E-06 2.0E-06

Cerium 2.0E-06 2.0E-06 2.0E-06 2.0E-06

Barium 2.0E-06 2.0E-06 2.0E-06 2.0E-06

- GA Siting Study의 계산값 

- GA Siting Study의 방출분율 중 가장 높은 값을 기준으로 가정

④ 부지자료  

현재 초고온가스로 연구는 개념설계 단계이며 부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원

자력연구소를 가상부지로 선정하 다. 기상자료는 2004년도 원자력연구소 부근 기상탑에서 15

분 단위로 기록되고 저장된 자료를 MACCS2 코드의 기상자료 입력형태와 동일하게 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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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기준을 만족한다. 두 원자로형 모두 DBE-7 방출 시나리오의 경우 피폭선량이 약간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사고 유형이 DBE-11과 다르며 이로 인하여 각각의 방사성 동위원소 그

룹의 방출분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 결론 및 향후계획

현재 개념 설계중인 수소생산용 초고온가스로의 대표적 유형인 Block형과 Pebble형 원자

로의 가상사고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로 인해 원자력연구소를 가상 부지로 하여 주변 주민들

이 받게 되는 피폭선량을 토대로 제한구역 경계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고 비교 하

다. 결과에 의하면 현재 개념설계 단계에서 고려중인 Block형 및 Pebble형 모두 반경 300 m 

이내에서 제한구역경계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기준을 만족한다. 따라서, 어느 노형을 선정하더

라도 원자력연구소를 부지로 한다면 300m 또는 현재의 원자력연구소 부지경계를 제한구역경

계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해도 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PBMR의 주요 설계변수에 관

한 남아공의 연구[3.1-037]에 의하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400 m로 설정하 는데 본 연구에 

의한 결과인 300 m는 이보다 약간 적은 값을 보인다. 

향후 개념설계가 완료되고 발전이력에 따른 노심재고량 평가와 사고해석을 통한 방출시나

리오별 방출분율에 대한 정확한 자료 확보가 이루어진다면 본 연구에서 수행한 방법론과 입력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제한구역경계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을 위한 새로운 평가가 수행되

어야할 것이다.  

다. 수소제조 공정에서의 사고이력 조사 및 원인분석[3.1-126]

(1) 개요

국내에서는 원자력의 고온을 이용하여 차세대 에너지원인 수소의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수소생산공정으로는 IS공정을 유력한 방법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IS공정을 이용한 수소제조시설은 원자력의 고온을 이용한 시설이므로 원자력 시스템의 

일부로 생각할 수 있다. 수소제조시설은 고도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안전성 평

가가 필요하다.

(2) 사고 이력 조사 및 원인 분석 방법론

우선 수소가스의 제조 및 이용에 관한 모든 사고 사례를 조사하 고, 이를 토대로 수소제

조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하여 도출하 다. 수소사고사례를 통하여 중요 위

험 요인들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향도를 이용하여 도식화하 다. IS공정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예비개념설계를 위해 수소생산시설에서의 위험요소에 대해 분류하고, 주 논리도(MLD: Master 

Logic Diagram)를 이용하여 초기사건을 선정하 으며, 그에 대한 사고경위분석 및 정량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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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IS공정의 종합적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 다.

(3) 결과 및 논의 사항

국내외 수소사고사례의 검토를 통하여 위험요인 13가지가 도출되었다. 위험요인으로는 점

화, 화재와 폭발, 누출, 수소 확산, 저장용기 고장, 환기와 배기 시스템, 정화, 기화시스템 고장, 

공기의 응축, 수소취성, 생리적 위험, 운송중의 충돌, 운전상의 오류 등이 있으며, 이러한 위험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향도를 작성하 다. 또한, IS공정을 이용한 수소제조시설의 

초기사건을 도출하 으며, 사고의 완화기능을 고려한 사고시나리오의 개발 및 정량화를 수행하

다. 사고시나리오의 정량화에는 사건수목을 이용하 으며, 그 결과 각각의 초기사건에 대한 

누설빈도는 낮은 편으로 비교적 안전하다 할 수 있다. 모든 초기사건에 대한 누설빈도를 모두 

합하면 1.22×10
-4
/yr로 IAEA의 국제원자력안전자문그룹에서 제시한 노심손상빈도 기준치인 

1.0×10
-4
/yr와 비슷한 수준이다.

표 3.1.2-7 수소제조설비에서 누설 빈도 예비 평가 결과

 요인 누설빈도 평가결과

 황산부식, 고온피로에 기인한 배관파손  1.75×10
-5
/yr

 가연성 가스를 함유한 배관의 파손  1.28×10-6/yr

 온도제어 실패로 인한 증기압 상승  1.91×10
-5
/yr

 물 공급펌프로의 우회사건  6.22×10
-2
/yr

 지진사건  6.27×10
-6
/yr

 화재사건  4.74×10
-5
/yr

(4) 결론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수소제조시설의 예비개념설계에서의 안전성 향상과 추후 운 될 수

소제조시설의 공정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규제기준 설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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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비 개념모델 개발

가. 실증로 예비 개념모델

(1) 계통모델

원자력수소생산 실증시스템의 예비 계통모델을 그림 3.1.3-1과 같이 간접루프 형태의 

Layout으로 구성하 다. 계통은 크게 초고온가스로 계통, 수소생산연계 중간루프 계통 및 열화

학 수소생산계통 등 3개의 계통으로 구성된다. 각 계통간의 분리를 통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

여, 각 계통은 중간열교환기 및 공정열교환기를 통하여 격리하 다. 

초고온가스로계통은 원자로압력용기, 냉각재배관, 순환기 및 중간열교환기로 구성되며, 중

간열교환기를 통하여 고온의 열을 수소생산연계 중간루프로 전달한다. 초고온가스로의 Option

으로 블록형과 페블형 노심을, 압력용기 재질로는 고온 내성이 큰 9Cr1Mo 또는 기존의 냉각 

SA-508 용기를, 중간열교환기로는 Printed-Circuit 열교환기 또는 Plate-Fin 열교환기를 

Option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설계의 선정은 향후 원자력수소생산 실증시스템의 노심, 열

유체, 기계 및 안전성 분석을 통하여 선정될 것이다.

수소생산연계 중간루프는 초고온가스로계통과 열화학 수소생산계통을 연결하는 계통으로, 

중간열교환기 2차계통, 냉각재 배관, 순환기 및 공정열교환기 1차측으로 구성된다. 수소폭발 등

에 대비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초고온가스로와 수소생산계통은 70~100m 이상 거리를 두어

야 한다. 따라서, 중간루프의 길이에 따른 순환기 일량 및 냉각재 배관에서의 열손실의 최소화

는 수소생산 효율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중간루프의 냉각재로 헬륨가스, 

N2-He 혼합가스 또는 용융염을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수소생산계통으로 초기에 열화학 및 고온전기분해 공정이 대상으로 고려되었으나, 대용량

의 수소생산 및 연속공정 구현 측면에서 우선은 열화학공정을 채택하여 계통을 구성하 다. 고

온전기분해 공정은 연료전지의 원리와 반대이므로, 향후 연료전지 기술의 발전에 따라 향후 채

택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열화학공정은 크게 황산분해, Busen 반응 및 HI 분해 공정

으로 구성되며, 이중 고온의 열을 요구하는 공정은 황산분해 및 HI 분해 공정이다. 따라서, 공

정열교환기를 통한 중간루프와 열화학 수소생산계통의 연계는 황산분해 및 HI 분해 공정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성하 다. 그러나, 초고온가스로 운전조건에 따른 중간루프 저온부의 

온도 조건, 수소생산 효율 평가, 운전 편의성, 공정열교환기의 개발 등에 따라, 연계부분은 황

산분해 공정으로 제한될 수도 있다. 

초고온가스로계통의 운전조건은 수소생산효율 극대화를 위하여, 원자로 출구온도 950℃ 조

건에서 입구온도 400~590℃ 및 계통압력 40~70 bar의 역을 우선 선정하 다. 최적 운전조건

은 향후 초고온가스로의 성능 및 안전성 평가와 중간루프 및 수소생산계통과의 연계를 고려하

여 재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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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Coefficient (pcm/℃)
BOC1 MOC1 EOC1 BOC7 MOC7 EOC7

Case 1
DTC -2.40475 -2.62463 -2.86509 -2.19327 -2.35818 -2.56148 
FTC -5.76865 -6.56205 -7.77145 -5.67338 -6.31418 -7.33871 
ITC -2.68466 -3.13868 -3.84132 -2.77013 -3.05395 -3.56547 

Case 2
DTC -2.53262 -2.78314 -3.05704 -2.31543 -2.49069 -2.73257 
FTC -5.45173 -6.45950 -7.67407 -5.61551 -6.25636 -7.27212 
ITC -3.13849 -3.86958 -4.64670 -3.41813 -3.78211 -4.34966 

Temperature
Doppler Temperature Coefficient (pcm/℃)

BOC1 MOC1 EOC1 BOC7 MOC7 EOC7

Case 1

150 -4.09520 -4.51167 -4.90496 -3.75023 -4.04050 -4.38128 
300 -4.09431 -4.47878 -4.91251 -3.74742 -4.04379 -4.39760 
500 -2.87754 -3.14941 -3.45794 -2.63150 -2.83499 -3.08712 
700 -2.59179 -2.83529 -3.10929 -2.36617 -2.54836 -2.77902 
900 -2.30441 -2.52074 -2.76162 -2.10896 -2.27229 -2.46988 

1100 -1.91476 -2.09934 -2.30035 -1.74689 -1.88644 -2.05012 

Case 2

150 -4.31539 -4.74907 -5.22224 -3.99116 -4.29159 -4.69059 
300 -4.30962 -4.76529 -5.25027 -3.97653 -4.29495 -4.70117 
500 -3.03324 -3.34728 -3.67112 -2.79252 -3.01790 -3.29114 
700 -2.73158 -3.01243 -3.31572 -2.51893 -2.71836 -2.96761 
900 -2.43284 -2.68324 -2.95988 -2.23812 -2.41963 -2.64166 

1100 -2.03022 -2.23880 -2.45403 -1.86651 -2.01460 -2.2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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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4 핵연료 온도계수 ( 출력)

Temperature
Fuel Temperature Coefficient (pcm/℃, pcm)

BOC1 MOC1 EOC1 BOC7 MOC7 EOC7

Case 1

150 -8.16545 -9.78999 -10.72349 -7.41984 -8.43750 -9.23602 
300 -7.95243 -8.94255 -9.18562 -7.19345 -7.76225 -7.98534 

500 -6.66745 -7.10493 -7.06684 -6.04005 -6.28453 -6.28248 
700 -6.10743 -6.64146 -7.26635 -5.75741 -6.16389 -6.73467 

900 -5.61597 -6.74623 -8.55099 -5.79717 -6.69287 -8.16777 

1100 -5.07603 -7.16303 -10.48756 -6.02292 -7.56013 -10.17615 

Case 2

150 -7.91009 -9.59920 -10.30285 -7.36652 -8.32800 -8.89756 

300 -7.71468 -8.80583 -8.82915 -7.15820 -7.66153 -7.67093 
500 -6.35991 -6.91144 -6.72514 -5.94735 -6.14289 -5.94933 

700 -5.79586 -6.49525 -7.06318 -5.68827 -6.08284 -6.55337 
900 -5.28857 -6.68916 -8.54042 -5.76277 -6.67254 -8.17324 

1100 -4.73084 -7.19052 -10.67805 -6.03446 -7.62130 -10.38895 

표 3.1.3-5 등온 온도계수 ( 출력)

Temperature
Isothermal Temperature Coefficient (pcm/℃, pcm)

BOC1 MOC1 EOC1 BOC7 MOC7 EOC7

Case 1

60 0.50435 -0.20237 -0.16613 1.15014 0.93111 1.13858 
150 -1.33177 -1.95517 -1.55958 -0.61766 -0.74489 -0.25871 
300 -3.27000 -3.55249 -2.85501 -2.58273 -2.51636 -1.82298 
500 -2.94890 -2.87957 -2.13897 -2.45363 -2.22070 -1.53036 
700 -3.00585 -3.18393 -3.27319 -2.83167 -2.88190 -2.89773 
900 -2.90318 -3.78000 -5.14541 -3.28845 -3.88932 -4.90936 

1100 -2.63526 -4.50999 -7.43414 -3.78406 -5.06323 -7.26259 

Case 2

60 -1.31102 -2.23836 -2.26831 -0.77127 -1.11991 -0.95883 
150 -2.80676 -3.65654 -3.24609 -2.24217 -2.44993 -1.90870 
300 -4.25329 -4.72957 -3.97454 -3.69697 -3.68062 -2.90489 
500 -3.60987 -3.74169 -2.96120 -3.27090 -3.07638 -2.31201 
700 -3.51023 -3.92167 -4.05038 -3.50944 -3.60739 -3.62748 
900 -3.30258 -4.47543 -5.97601 -3.89903 -4.57833 -5.69123 

1100 -2.95090 -5.23125 -8.38818 -4.37701 -5.76042 -8.1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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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6 감속재 온도계수 ( 출력)

Temperature
Moderator Temperature Coefficient (pcm/℃, pcm)

BOC1 MOC1 EOC1 BOC7 MOC7 EOC7

Case 1

60 5.06870 4.79399 5.33812 5.35608 5.48134 6.10473 
150 3.05042 2.85121 3.74007 3.41389 3.61693 4.52404 
300 0.93375 1.06131 2.24684 1.28175 1.66153 2.75672 
500 -0.05343 0.30640 1.37730 0.20407 0.65462 1.60781 
700 -0.41793 -0.34729 -0.16428 -0.46473 -0.33122 -0.11415 
900 -0.62011 -1.27933 -2.40179 -1.19825 -1.63831 -2.45933 

1100 -0.72640 -2.41005 -5.11979 -2.03741 -3.17681 -5.20197 

Case 2

60 3.32583 2.87597 3.39596 3.52924 3.53188 4.16313 
150 1.68462 1.30257 2.28274 1.93394 2.07683 3.06724 
300 0.11912 0.09633 1.38465 0.34204 0.69784 1.92389 
500 -0.58664 -0.38555 0.75879 -0.47002 -0.04099 1.02602 
700 -0.79242 -0.92239 -0.74885 -1.01276 -0.90366 -0.66693 
900 -0.88667 -1.80738 -3.04826 -1.66506 -2.17111 -3.06375 

1100 -0.92328 -2.97750 -5.89564 -2.51026 -3.74109 -5.95747 

그림 3.1.3-5 Case 1 및 Case 2의 등온 온도계수 ( 출력)

(라) 노심 예비개념 설계 결론

향후 수행할 실증로 노심의 예비 개념 설계에 대한 경험 축적을 위하여 100MWth급 PMR 

노심을 대상으로 예비 개념 설계를 수행하 다. Case 1 및 Case 2 두 노심에 대하여 평형 노

심 상태까지 연소계산을 수행하고 초기 및 평형 노심에서의 출력 분포 분석, 각종 온도 계수 

계산을 수행하 다. 계산 결과를 살펴보면 초기 및 평형 주기의 주기 초, 주기 중간 , 주기 말

에서 등온 온도 계수 계산 결과에서 Case 1 노심의 경우, 저온 조건에서 등온 온도 계수가 양

이 되어 노심의 온도 천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지만 Case 2 노심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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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 다. 향후 실증로 예비 개념설계시 Case 2의 형태가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안전성 평가

실증로 예비 개념 모델에서는 4가지 노심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축소 해석(scaling 

study)을 통해 Case 2를 실증로 모형으로 선정하여 이에 대한 정상 상태 및 고압 열전도 냉각

사고를 모의하 다.

(가) 실증로 계통 모델링

원자로 계통은 기존 상용로 모델 중에서 입구 온도 490℃, 출구 온도 950℃, 계통 압력 70 

bar의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축소하여 모델링하 다.

- 원자로 출력 : 600 MWt → 106 MWt

- 전체 원자로 용기의 높이는 24 m → 11.5 m로 축소

- 핵연료 블록의 계층 수는 10 개 → 6 개로 감소

- 단면당 핵연료 블록의 개수는 102 개 → 30 개로 감소

- 실증로 원자로 용기의 반지름은 상용로 대비 60 % 수준으로 축소

Case 2에서 제시된 실증로는 축방향으로 6개 층의 핵연료 블록과 상하부 반사체 역으로 

이루어진다. 노심 단면을 살펴보면 3번 및 4번 링에 30 개의 핵연료 블록이 위치며 핵연료 

역 안쪽으로는 7 개의 중앙 반사체 블록이 있다. 바깥 쪽으로는 5번 및 6번 링에 교체 가능한 

외각 반사체 블록이 있으며 core barrel과 접한 면에는 구 반사체가 장착된 형태를 가진다. 

실증로에 삽입되는 모든 반사체 및 핵연료 블록은 상용로에서 사용하는 블록과 동일한 규격의 

블록을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이러한 실증로의 핵연료 및 반사체 블록의 배치는 출구 

온도 950 ℃의 기준 상용로 모델과 비교할 때 노심 우회 유량의 증가와 반사체 역의 열용량 

증가라는 두 가지 효과가 있다.

먼저, 노심 단면을 기준으로 전체 육각형 블록에서 핵연료 블록이 차지하는 비율이 작아진

다. 전체 단면적에서 핵연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작아질수록 핵연료 블록을 통과하는 유효 냉각

재 유량이 감소하며 반대로 우회 유량은 증가하게 된다. 우회 유량의 증가와 유효 냉각재 유량

의 감소는 핵연료 블록과 냉각재 사이의 열전달 계수를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정상 운전시 핵

연료 최고온도 상승을 가져온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반사체 역의 열용량 비율은 커지기 때문

에, 냉각재 유량 상실 사고 초기에는 핵연료 온도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결론적으로 반사체 역의 상대적인 증가로 인한 우회 유량의 증가 및 열전달 계수의 감

소는 정상 상태의 핵연료 온도가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HPCC의 경우에는 반사체 역

의 상대적인 열용량 증가로 인해 핵연료 및 원자로 용기 온도가 감소하게 된다.

원자로 공동 및 원자로 공동 냉각 패널도 원자로 용기의 반지름 축소 비율에 맞추어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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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놀즈 상사성을 적용한 입구플레넘의 Scale-up은 플레넘의 폭과 높이의 크기를 적절

히 결정하지 못하 으며, 그 결과 상승채널의 유동편차가 Scale-up 이전의 ± 20% 범위보다 

약 10% 증가하 다.

․입구플레넘의 높이를 증가할수록 플레넘의 압력분포와 유량분포는 개선되지만 입구 역 

근처의 플레넘 벽면과 상승채널에서 국부적인 압력 증가가 발생하 으며 입구플레넘의 압력강

하량 증가도 함께 수반되었다. 

․입구플레넘의 폭을 증가시키면 전체적이 압력분포 뿐만 아니라 상승채널에서의 유량편

차도 ± 10% 이내로 감소하 다. 또한 높이 증가시 발생하는 입구플레넘의 압력강하량 증가 현

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위 결과를 고려할 때 만약 NHDD 입구플레넘의 설계를 위해 PBMR 입구플레넘 평가결과

를 기준으로 Scale-up 또는 Scale-down 한다면 기본적인 치수는 레이놀즈수 상사로부터 결정

한 후, 입구플레넘의 폭에 대한 향을 평가함으로써 입구플레넘의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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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26 PBMR의 원자로 입구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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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27 CFD 해석에 사용된 입구유동장의 주요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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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28 입구플레넘 유동평가에 사용된 계산 역과 격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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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29 입구각(α) 변화에 따른 상승채널에서의 유량분포(경사각 β=0°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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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34 플레넘 높이 변화에 따른 상승채널에서의 유량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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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35 플레넘 폭 변화에 따른 상승채널에서의 유량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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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36 플레넘 높이 변화에 따른 압력강하 

그림 3.1.3-37 플레넘 폭 변화에 따른 압력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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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비 개념설계 해석체계/방법론 개발 및 검증

설계해석체계 및 방법론은 초고온가스로 설계의 핵심기술로서, 원자력수소계통의 설계 및 

안전성 입증에 요구되는 필수적인 기술이다. 해외에서 개발.적용된 기존의 초고온가스로 해석

체계는 70 ∼ 80년대 기술에 근간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수소계통의 해석에는 중간루프, 수

소생산계통 해석과 관련한 신기술의 개발이 요구되며, 또한, 최신의 전산기술 및 규제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기존 해석체계를 도입, 활용함에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

한 미국, 프랑스 등은 최신기술을 사용한 고유 설계해석체계의 개발과 이를 활용한 원자력수소

계통의 설계 및 안전성 입증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핵연료, 경수로 및 중수로 설계사업 및 원

자력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구축된 우리나라의 설계해석체계 개발 및 적용의 기술수준은 이미 

세계적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초고온가스로의 설계해석체계

도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초고온가스로의 설계해석체계는 노심핵설계, 계통 열유체 설계 및 사고/성능해석, PSA 해

석, 핵연료성능해석, 기계/구조해석, 수소계통해석 등 분야의 설계해석체계로 구성된다. 예비 

개념설계 단계에서 설계해석체계 개발의 초점은 노심 핵설계 및 열유체/안전해석체계의 원형 

개발에 맞추었으며, 이들은 향후 지속적인 개발 및 검증을 통하여 국제경쟁력 있는 고유설계 

기술로 개발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정확한 설계해석능력, 새로운 설계현안의 해소 및 인.허가

에 대비한 해석능력의 확보를 통한 기술적 우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1.4-?은 초

고온가스로 설계해석체계의 개발 및 활용 전략을 보여준다.

그림 3.1.4-1 고유 설계해석체계 및 방법론 개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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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핵설계 해석체계 및 방법론 개발

(1) 핵자료 라이브러리 개발

(가) 평가핵자료집 비교

고온가스로 분석용 핵설계 라이브러리 정비를 위해 최신 평가핵자료집인 ENDF/B-VI.8, 

JENDL-3.3, JEFF-3.0을 비교, 검토하 다. ICSBEP의 흑연 감속 노심 및 HTR-PROTEUS 노

심 등 총 9개의 중간 스펙트럼 임계도 문제에 대하여 MCNP4C 코드를 통한 검증 계산을 수행

하 다. 본 연구에서는 흑연, 실리콘, 구리, 지르코늄, 우라늄 등 중요 동위원소들에 대한 민감

도 계산을 수행하여 각 동위원소가 노심 임계도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다. 또한, 이들 노심

에서 서로 다른 흑연 열중성자 산란 자료 사용으로 의한 임계도 향도 평가해보았다. 

① 임계도 검증 문제

본 계산에는 HTR-PROTEUS 5번 노심 (reference state #3)과 ICSBEP (International 

Criticality Safety Benchmark Evaluation Project)의 8개 임계 노심 등 총 9개의 검증 문제가 

선정되었다.

HTR-PROTEUS는 스위스 PSI에서 수행된 저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노심으로 

서로 다른 감속비와 페블 패킹 배열로 이루어진 총 13개의 노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5번 

노심은 16.7% 농축 U-235를 연료로 사용하는 deterministic 패킹 배열로 되어 있다.

ZEUS 실험 (configuration 1)은 미국 LANL의 LACEF (Los Alamos Critical Experiments 

Facility)에서 수행되었다. 이 실험은 중간 에너지 역에서의 U-235 반응 단면적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고농축 우라늄 금속판이 흑연 판들 사이에 위치하며, 이들을 구리 

반사체가 완전히 둘러싸고 있다.

ZEBRA 실험은 국 Winfrith에 있는 출력 고속노심에서 수행된 임계도 측정 실험으로, 

고속 또는 중간 에너지 중성자 스펙트럼을 지니고 있다. 8F/2 어셈블리는 MOX, UOX, 흑연 

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HUG (Homogeneous-Uranium-Graphite) 실험은 국 Winfrith에 있는 HECTOR (Hot 

Enriched Carbon-moderated Thermal Oscillator Reactor) 출력 노심에서 수행된 임계도 측

정 실험으로, 중간 에너지 중성자 스펙트럼을 지니고 있다. HISS (HECTOR Intermediate 

Spectrum Study)로 알려진 이 실험은 10 eV ~ 10 keV 에너지 역에서 U-235 및 Pu-239 반

응 단면적의 민감도를 테스트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RBMK 원자로는 러시아의 대표적인 우라늄-흑연 원자로이다. RBMK 원자로의 설계, 개

발 과정에서 러시아의 연구 센터인 Kurchatov Institute에서는 다양한 역의 중성자 실험이 

수행되었다. ICSBEP에는 총 28개 임계 실험 결과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들 중 서로 다른 농축

도 (1.8%, 2%, 2.4%)를 지닌 세 노심 (configurations 2, 4 and 6)이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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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4 흑연의 포획 반응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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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5 흑연 열중성자 산란 자료의 임계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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σ 



T(oK) Young & Koppel @GA Nicklow et al. @ORNL Hawari et al. @NCSU
300 1.42599(33) -67(33) -15(32)
400 1.42278(33) -45(32) -50(32)
500 1.41856(33) +55(33) +86(33)
600 1.41488(32) +45(33) +41(33)
700 1.41084(33) +44(33) -59(33)
800 1.40652(33) +42(32) +5(32)
900 1.40257(32) +73(33) +139(33)
1000 1.40016(34) -103(33) -71(33)
1100 1.39573(33) +30(34) -8(32)
1200 1.39159(32) +82(31) +71(32)
1300 1.38851(33) +87(33) +66(33)
1400 1.38598(33) +8(33) +5(33)
1500 1.38294(33) +9(33) +25(34)
1600 1.37951(33) +46(34) +76(32)
1700 1.37690(33) +68(33) -17(33)
1800 1.37462(33) +35(33) -3(33)
1900 1.37204(32) -31(33) +33(33)
2000 1.36989(33) -38(33) -64(33)

T(oK) Young & Koppel @GA Nicklow et al. @ORNL Hawari et al. @NCSU
300 1.42579(32) -37(33) +22(33)
400 1.42980(32) -30(33) -40(33)
500 1.43298(33) -25(32) -168(32)
600 1.43575(32) -98(32) -96(32)
700 1.43742(32) -23(33) -38(33)
800 1.43871(33) +13(32) -17(32)
900 1.44063(32) -53(32) +3(32)

1000 1.44260(32) +23(32) -75(33)
1100 1.44327(32) -23(32) -14(32)
1200 1.44391(31) +56(32) +83(32)
1300 1.44591(32) -97(33) -21(33)
1400 1.44682(33) -17(31) -20(31)
1500 1.44751(32) -17(32) -53(31)
1600 1.44728(32) +23(33) +123(32)
1700 1.44877(33) +6(33) -54(32)
1800 1.44990(34) -32(32) -32(32)
1900 1.45026(32) -97(33) -80(31)
2000 1.45078(32) -96(32) -65(31)



T(oK) Young & Koppel @GA Nicklow et al. @ORNL Hawari et al. @NCSU
300 1.42608(33) -23 (32) -30 (33)
400 1.42958(33) -52 (31) -42 (32)
500 1.43190(33) -58 (33) -57 (32)
600 1.43420(33) -52 (33) -134 (32)
700 1.43477(32) +25 (33) +44 (32)
800 1.43605(32) +72 (32) +23 (32)
900 1.43744(32) -42 (33) +34 (33)
1000 1.43822(33) +96 (33) +66 (32)
1100 1.43915(32) -22 (32) -47 (32)
1200 1.43941(34) +51 (33) +51 (33)
1300 1.44010(33) +84 (32) +48 (32)
1400 1.44061(32) -41 (33) +79 (32)
1500 1.44184(32) -50 (33) -37 (32)
1600 1.44231(33) -54 (32) -40 (32)
1700 1.44290(32) -57 (31) -44 (33)
1800 1.44272(33) -32 (32) +23 (32)
1900 1.44289(32) +11 (32) -55 (33)
2000 1.44363(33) -77 (32) -62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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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12 고온가스로의 중앙부 반사체의 온도에 따른 온도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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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13 고온가스로의 외곽 반사체의 온도에 따른 온도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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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결론

Scattering law 및 포논 진동수 스펙트럼의 차이가 고온가스로 노심의 임계도 계산결과에 

미치는 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이한 세 가지의 포논 진동수 스펙트럼을 사용해서 계산한 

scattering law 를 사용하여 MCNPX 열중성자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고온가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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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에 대한 임계도 계산을 수행하 다. 계산결과 온도별로 임계도 계산결과가 큰 차이를 보여 

scattering law 가 노심계산에 미치는 향이 크다는 것은 확인하 지만 scattering law 의 계

산에 사용된 포논 진동수 스펙트럼의 차이에 따른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임계

도 계산결과를 토대로 계산한 온도계수의 경우 전반적으로 감속재 및 반사체의 온도에 따라 

각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등의 일관성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었다.

(2) 블록형 고온가스로의 핵설계 해석 체계 개발

고온가스로의 노심 핵설계를 위하여 기존 가압경수로의 노심 해석 체계를 개선하여 그림 

3.1.4-?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은 해석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이 해석 체계는 스펙트럼 계산과 

노심 해석 계산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기존의 해석 체계와는 달리 경수로 노심 해석에서 우

수성이 입증된 스펙트럼 계산과 노심 해석 계산이 분리된 등가 균질화 이론에 기초한 2단계 

절차를 사용한다.

그림 3.1.4-14 고온가스로 노물리 해석 절차

고온가스로로 적용하는 2단계 해석절차에서는 먼저 몬테칼로 코드인 MCNP를 이용하여 

이중 비균질성을 포함하는 고온가스로 핵연료에 대한 표준계산을 수행한다. 이러한 표준해로부

터 RPT(Reactivity-Equivalent Physical Transformation) 방법을 이용하여 이중비균질성을 제

거하고 스웨덴 Studsvik사에서 개발한 상업용 수송격자 계산코드인 HELIOS 코드를 이용하여 

핵연료 블록 및 반사체에 대한 소수군 군정수를 계산한다. 연소도에 따른 각종 분기계산 등을 

HELIOS 코드를 이용하여 수행하고 HOPE 코드와 PROLOG 코드를 이용하여 노심계산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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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6 이중 비균질성이 유효 증배계수에 미치는 향의 분류

TRISO 반경
(cm)

비질량결손
봉크기
(cm)

비균질효과 공명효과 합

0.0385 0.28916

1.5 701 2849 3550

1.7 540 2558 3098

1.9 503 2262 2765

2.1 449 2054 2503

2.3 317 1800 2118

0.0450 0.28916

1.5 1453 2834 4287

1.7 1351 2574 3925

1.9 975 2478 3454

2.1 732 2124 2856

2.3 678 1889 2566

0.0385 0.23904

1.5 694 3177 3872

1.7 520 2859 3379

1.9 638 2384 3021

2.1 398 2235 2633

2.3 307 1851 2158

(나) 이중 비균질성 처리를 위한 등가반응도 물리적 변환법 개발 

① 개발 개요

제4세대 원자로심의 하나로서 개발되고 있는 흑연감속 초고온가스로에서는 고연소도 달성

을 위해서 TRISO라는 피복입자연료가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TRISO 입자연료는 Matrix 라고 

불리는 흑연매질 속에 무질서하게 분산된 형태로 사용된다. 블록형 노심의 경우에는 컴팩트라

는 실린더형 연료가 사용되고, 페블형의 경우에는 구형의 연료체가 이용된다. 일반적으로 연료

체내에서 입자연료가 차지하는 부피 분율이 35%이하로서 비교적 낮다. 이러한 특이한 연료 형

태 때문에 소위 이중비균질성 (Double Heterogeneity) 문제가 발생한다. 즉, 입자연료와 흑연매

질을 단순히 균질화하여 기존의 방식으로 분석하면 매우 큰 오차가 발생한다.

이중 비균질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의 개발이 오래전부터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

까지 만족할 만한 방법론은 없다. 현재 이중비균질성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전산코드는 WIMS, 

APOLLO, DRAGON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이들 코드에서 채택된 이중 비균질성을 취급하

는 방법론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모두 근사적인 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

히, 무작위적으로 분포한 입자연료를 정확하게 모사하는 결정론적 방법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몬테 칼로 방법만이 이중 비균질성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컴퓨터의 눈부신 발달로 인하여 최근에서는 몬테 칼로 방법이 흔히 노심해석에 사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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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수 많은 TRISO 연료가 무작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초고온고가스로 연료체의 몬

테 칼로 분석은 여전히 매우 비효율적이다. 특히 연료의 연소효과 분석의 경우 특히 많은 시간

이 요구된다. 몬테 칼로 방식에서 요구되는 오랜 계산시간은 몬테 칼로 방식과 기존 균질화 이

론의 결합을 어렵게 만든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중 비균질성을 가진 문제를 기존의 단일 비균질성 문제로 효과적으로 

전환하는 방법론의 개발이다. 단일 비균질성 문제의 해석에는 이미 잘 개발된 결정론적 노심해

석 방법론이 이용될 수 있다.

② 등가반응도 물리적 변환법 (Reactivity-equivalent Physical Transformation, RPT)

기준해가 알려진 경우 이중 비균질성을 가진 역을 단일 비균질성 역으로 변환하는 것

은 기존의 균질화 이론을 통하여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균질화 방법론은 소수군의 군

정수를 제공하며, 본질적으로 등가 군정수는 균질화된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론에 따라서 달라

진다.

본 연구에서는, 군정수를 변화시키는 대신, 문제의 물리적 구조를 변환시킴으로서 단일 비

균질성 문제가 기준문제와 동일한 반응도를 가지도록 하는 방식을 개발하 으며, 등가반응도 

물리적 변환법 (RPT)라 명명하 다. 기본적으로 RPT에 의해서 구해진 단일 비균질 문제는 노

심해석에 사용될 방법론과는 무관하다.

이중 비균질성 문제는 주로 자체 차폐현상에 기인한다. 자체차폐는 공간차폐(Spacial 

self-shielding)과 공명자체차폐(Resonance self-shielding)으로 구분된다. TRSIO 내부의 고

도 연료핵을 단순히 주위의 흑연과 균질화하면 공명차폐가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공명흡수가 

증가하여 반응도가 크게 감소한다. 또한 공명흡수가 없는 물질이라도 고 도화 하면 중성자의 

흡수가 주로 표면 근처에서 이루어져 내부의 중성자속은 감소하는 공간 차폐현상이 나타난다. 

한편, 이러한 물질을 단순히 균질화하면 도가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공간 차폐현상이 감소하

여 전체적으로 중성자 흡수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이중 비균질성 문제를 균질화

를 통하여 단일 비균질성 문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체 차폐현상을 적절히 보정하여

야 한다.

RPT 방법론에서는 자체 차폐 효과에 가장 큰 향을 가지는 연료의 도를 변화시킴으로

서 전체적인 차폐효과를 당초의 문제에서와 유사하게 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림 3.1.4-?에는 실

린더 형과 구형의 연료체에 대한 RPT 방법론의 기본 개념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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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17 RPT 방법의 개념도 (p=resonance escape probability)

먼저 입자연료의 충진율(Packing fraction, PF)을 증가시키면, 자체 차폐현상이 강화되어 

(Dancoff shadowing effect) 반응도가 증가한다. 이때 충진율을 증가시키는 방식이 연료 역의 

표면적이 감소하는 방식으로 일어나야 한다. 이제 새로운 핵연료 역을 단순히 부피비를 가중

치로 하여 균질화 한다.(VWH, Volume-weighted homogenization) 이 과정은 자체 차폐현상을 

감소시켜서 반응도가 감소한다. 따라서 기준 반응도가 알려져 있다면, 새로운 연료 충진율 혹

은 연료반경 (rrpt) 을 적절히 결정하면 단일 비균질성 문제의 반응도가 기준문제의 반응도와 

같아지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준 반응도는 높은 정확도를 보장하는 결정론적 방법 혹은 몬테 칼로 방법에 의해서 결

정될 수 있다. 만약 초기 연료조건에서 결정한 RPT 반경이 전 연소도 역에서 사용될 수 있

다면, RPT 반경은 몬테 칼로 방법에 의해서도 효과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핵종의 

개수가 소수인 초기연료 조건에서는 몬테 칼로 계산은 비교적 빨리 수행된다. 또한 몬테 칼로 

기준 계산을 이용하는 경우 입자연료의 무작위 분포까지도 정확하게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RPT 방법은 문제의 구조만 변환시키기 때문에, 변환된 문제에 대하여 몬테 칼로 방법의 

적용도 가능하며, 이 경우 문제의 단순성으로 인하여 매우 효율적인 몬테 칼로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블록형 핵연료집합체에 적용

블록형 핵연료집합체를 대상으로 RPT 방법론의 적용성을 평가하 다. 본 평가에서 모든 

분석은 172 중성자군 단면적을 활용하는 DRAGON 코드를 사용하 다. 비록 DRAGON 코드가 

이중 비균질성을 근사적으로 해석하지만, 전형적인 블록형 핵연료집합체의 경우 수용할 만한 

정확도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3.1.4-?은 미국 NGNP에서 이용된 블록형 핵연료 집

합체의 구성 및 사양을 보여준다. 연료핵의 직경 (Dk)은 350μm이며 PF=2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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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31 HELIOS 코드의 적합성 평가를 위한 모델

A B CReflecting Vacuum  

G raphite Fuel

MCNP 블록-1 MCNP 블록-2 MCNP 블록-3

HELIOS 블록-1 HELIOS 블록-2 HELIOS 블록-3

일차원 노심

표 3.1.4-9 HELIOS와 MCNP의 유효증배계수 비교

구분 온도 (K) MCNP HELIOS 반응도차이 (pcm)

블록-1

300 1.53112 1.53113 0

600 1.48272 1.48546 -124

900 1.44922 1.45156 -111

블록-2

300 1.54717 1.54806 -37

600 1.50096 1.50385 -128

900 1.46770 1.47092 -149

블록-3

300 1.53382 1.53586 -87

600 1.48853 1.49054 -91

900 1.45417 1.45686 -127

일차원노심

300 1.43721 1.43363 174

600 1.40820 1.40577 123

900 1.38186 1.38020 87

MCNP 최대표준편차 = ±0.0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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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46 변형된 블록형 NGNP 노심

표 3.1.4-17 변형된 블록형 NGNP 3차원노심에 대한 유효증배계수 비교

온도 (K)
MCNP*

HELIOS/MASTER
반응도차이 

(pcm)이중비균질 RPT

300 1.42476 1.42671 1.43037 179

600 1.39789 1.40045 1.40416 189

900 1.37452 1.37714 1.37872  83

* MCNP 최대표준편차 : 0.00025

그림 3.1.4-47 변형된 블록형 NGNP 노심의 블록출력분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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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48 변형된 블록형 NGNP 노심에 축방향 출력분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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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가스로의 3차원 노심에 대하여 MCNP 계산결과를 표준해로 하 을 때 새롭게 개발한 

HELIOS/MASTER 2단계 해석체계는 노심의 유효증배계수, 반경방향 출력분포와 축방향 출력

분포 등을 잘 예측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고온가스로의 노심해석을 위하여 2단계 해석

절차가 추후의 노심핵설계 절차로 이용되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추가적인 검

증작업과 개선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실험자료 등과의 비교계산을 통하여 

HELIOS/MASTER 2단계 해석체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페블형 고온가스로의 핵설계 해석 체계 개발

(가) 페블형 노심 해석용 해석함수 전개 노달법 개발

페블형 노심 해석을 위한 해석함수 전개 노달 방법[3.1-097]을 한국과학기술원에 위탁하여 

개발하 다. 자세한 연구 결과는 참고문헌 [3.1-077]에 수록하 고 여기서는 개략적인 연구 내

용만을 언급한다.

이 과제에서는 해석함수 전개 노달 방법론을 3차원 원통형 구조로 확장하 다. 기존의 해

석함수 전개 노달 방법론의 방법대로 각 node 별로 nodal unknowns을 구성하고 중성자확산방

정식의 3차원 원통형 해석 해를 구하여 각 node별로 만들어진 각각의 unknowns와 맞춰 일반

해를 구성하 다. 이렇게 구성된 일반해를 nodal balance condition 과 current continuity 

condition을 이용하여 해당 node의 면과 체적 flux를 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pebble형 원자로의 경우 존재하게 되는 void region 처리를 위한 Partial Current 



- 218 -

Translation (PCT) method를 개발하여 이를 코드에 적용하 다.

이와 더불어 본 과제에서는 pebble내 온도 분포 계산을 위한 간단한 온도 분포 모델을 개

발하 다.

본 과제에서 연구된 방법을 이용해 3차원 원통형 노심해석 모듈인 TOPS를 개발하 다. 

TOPS의 경우 FDM이나 MCNP의 경우에 비해 빠른 계산 시간을 보여준다. 또한 기존의 해석

함수 전개 노달방법이 보여주었던 정확한 노심 해석 결과를 보여준다.

(나) 등가 실린더 모형에 의한 구형페블의 근사

① 연구 개요

페블 베드형 원자로의 노심해석을 위해서는 경수로에서와 마찬가지로 균질화 과정이 필요

하다. 그러나 페블 베드형 원자로의 노심 균질화 과정은 경수로의 경우와는 달리 두 가지 난제

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핵연료의 모양이 2차원 모델링이 가능한 실린더 형이 아니고 3차원 모

형을 요구하는 구형이라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페블 안에 핵연료 물질이 피복입자(Coated 

particle) 형태로 들어있어 나타나는 이중 비균질성(Double heterogeneity)이다. 현재 균질화 계

산에 사용될 수 있는 전산 코드 중에 이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한 코드로는 Dragon 코드

[3.1-078]와 WIMS-9 코드[3.1-079]가 알려져 있다. 그러나 Dragon Code는 대학에서 개발되어 

다른 상용 코드들에 비해 아직 충분한 검증이 되지 않았고 결과 편집 등의 편의 기능이 실제 

설계에 사용될 만큼 충분히 갖춰져 있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WIMS-9 코드는 상용코

드이므로 코드 구입을 위한 추가적인 지출이 요구된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사용자 편의성이 

우수하여 기존 경수로의 균질화 계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고 많은 검증을 거쳤던 HELIOS 

코드[3.1-080]는 2차원 코드이므로 실린더 형의 핵연료만을 모델링할 수 있고 더구나 이중 비

균질성을 취급하지 못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개발된 Reactivity equivalent Physical 

Transform(RPT)[3.1-081]을 이용하면 이중 비균질성을 명시적으로 모델링하지 하지 않고도 이

중 비균질성이 있는 문제를 계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형의 핵연료를 등가인 실린더 핵연료 모델(Equivalent Cylinder Model; 

ECM)로 변환하는 ECM법을 개발하 다. 이러한 ECM법을 이용하면 이중 비균질성을 갖는 구

형 핵연료의 균질화 계산에 HELIOS와 같은 단일 비균질성만을 취급할 수 있는 2차원 코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차후 연구소에서 개발한 DeCART 코드[3.1-082]를 이용하여 균질

화 계산을 수행할 계획이다. ECM법을 검증하기 위하여 반사 경계조건을 갖는 Body Centered 

Cubic (BCC) 격자 구조의 구형 핵연료를 기준으로 삼고 여러 격자 구조 및 경계조건을 갖는 

등가 실린더 모형을 비교하 으며 온도, 핵연료 농축도 핵연료/감속재 비 등 몇 가지 인자들의 

향 또한 조사하 다. 이렇게 개발된 ECM법에 의해 정해진 실린더형 핵연료가 노심에 장전

되었을 때도 구형 핵연료와 등가를 유지하는지를 확인하기위해 반사체가 있는 무한 평판 원자

로에 구형 핵연료와 실린더형 핵연료를 장전하여 결과를 비교하 다. 또한 ECM법이 연소가 

진행될 때도 유효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Monte Carlo 연소 계산을 수행하여 비교하 다. 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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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는 서울대학교에서 개발한 Monte Carlo 코드인 MC-CARD 코드가 사용되었으며[3.1-083] 

원자력연구소 핵자료 평가 Lab에서 ENDF/VI 에 기반하여 MCNP용으로 작성한 단면적 

Library가 사용되었다[3.1-084]. 한편 연소계산을 위한 연소 사슬 정보 및 Default 1군 단면적 

자료는 Origen 코드에서 사용되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 다[3.1-085].

② 평균 현길이 보존에 의한 등가 실린더 모형 법

㉮ 등가 실린더 모형법

페블형 VHTR 노심 내에 페블은 무작위로 쌓이게 되므로 페블이 무작위로 쌓인 상황을 

해석해야 하지만 무작위로 쌓인 페블들로 반복적인 단위 셀을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Body Centered Cubic(BCC) 구조로 쌓인 상황에서 다음 그림 3.1.4-?과 같은 정육면체 단위 

셀을 기준 셀로 하 다. 이때 사용된 페블의 제원은 다음 표 3.1.4-?과 같다고 가정하 다.

그림 3.1.4-49 구형 페블 핵연료의 단면과 BCC 격자구조의 단위 셀

표 3.1.4-18 구형 페블 핵연료의 제원

연료 역 반경 fR 2.5 cm

페블반경 gR 3.0 cm

Packing Fraction (PF) 0.61

핵연료 도

- U235

- U238

- Natural C

- Natural Si

- O16

1.779 g/㎤

0.727744 w/o

6.852925 w/o

89.397482 w/o

2.001351 w/o

1.020499 w/o

흑연 도

- Natural C

1.74 g/ ㎤

100.0 w/o

냉각재 도

- O16

0.0001 g/ ㎤

100.0 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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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29 제어봉의 확산계수와 흡수단면적

Group D Σa

1 4.6911E+00 7.4852E-03

2 1.7761E+00 4.8756E-04

3 9.0420E-01 2.8480E-03

4 8.4266E-01 7.2932E-03

5 8.2801E-01 8.2706E-03

6 1.2212E+00 9.7956E-03

7 2.1092E+00 1.0608E-02

8 3.2536E+00 1.1791E-02

표 3.1.4-30 제어봉의 산란단면적 ( Σg'g  )

Group 1 2 3 4 5 6 7 8

1 4.9418E-02 0.0000E+00 0.0000E+00 0.0000E+00 0.0000E+00 0.0000E+00 0.0000E+00 0.0000E+00

2 5.7943E-02 2.2049E-01 0.0000E+00 0.0000E+00 0.0000E+00 0.0000E+00 0.0000E+00 0.0000E+00

3 8.3015E-04 1.7843E-02 3.7531E-01 0.0000E+00 0.0000E+00 0.0000E+00 0.0000E+00 0.0000E+00

4 3.6515E-11 2.9168E-08 1.3679E-02 3.8818E-01 0.0000E+00 0.0000E+00 0.0000E+00 0.0000E+00

5 0.0000E+00 0.0000E+00 0.0000E+00 2.2481E-02 4.0193E-01 1.2987E-03 0.0000E+00 0.0000E+00

6 0.0000E+00 0.0000E+00 0.0000E+00 0.0000E+00 1.1473E-02 2.3137E-01 2.3945E-02 2.8272E-03

7 0.0000E+00 0.0000E+00 0.0000E+00 0.0000E+00 8.6616E-06 3.8042E-02 1.1736E-01 2.5642E-02

8 0.0000E+00 0.0000E+00 0.0000E+00 0.0000E+00 3.9982E-07 5.7279E-03 2.6479E-02 5.8748E-02

표 3.1.4-31 제어봉 역에서의 확산계수와 흡수단면적 차이

Group ∆D
-1 ∆Σa

1 -1.0973E-0
2
-3.5836E-0

4

2 -3.9013E-0
2
-4.4583E-0

4

3 -7.9178E-0
2
-2.7962E-0

3

4 -1.2300E-0
1
-7.0570E-0

3

5 -1.3949E-0
1
-7.0901E-0

3

6 -7.2877E-0
2
-5.3966E-0

3

7 -3.5044E-0
2
-4.6737E-0

3

8 -1.7697E-0
2
-3.3721E-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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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32 제어봉 역에서의 산란단면적 차이 ( ΔΣ g'g  )

Group 1 2 3 4 5 6 7 8

1 -3.0962E-03 0.0000E+00 0.0000E+00 0.0000E+00 0.0000E+00 0.0000E+00 0.0000E+00 0.0000E+00

2 -3.3309E-03 -1.5020E-02 0.0000E+00 0.0000E+00 0.0000E+00 0.0000E+00 0.0000E+00 0.0000E+00

3 -2.8045E-05 -1.4060E-03 -2.4824E-02 0.0000E+00 0.0000E+00 0.0000E+00 0.0000E+00 0.0000E+00

4 3.1278E-12 5.5940E-10 -5.1730E-04 -3.4920E-02 0.0000E+00 0.0000E+00 0.0000E+00 0.0000E+00

5 0.0000E+00 0.0000E+00 0.0000E+00 -1.4142E-03 -4.0865E-02 -1.1617E-04 0.0000E+00 0.0000E+00

6 0.0000E+00 0.0000E+00 0.0000E+00 0.0000E+00 -9.7000E-04 -1.6898E-02 -1.6564E-03 -1.8268E-04

7 0.0000E+00 0.0000E+00 0.0000E+00 0.0000E+00 -7.9257E-07 -2.8054E-03 -5.2740E-03 -1.2467E-03

8 0.0000E+00 0.0000E+00 0.0000E+00 0.0000E+00 -3.6680E-08 -4.9184E-04 -1.6641E-03 -6.2730E-04

② 불연속 인자

경계면에서 정의되는 에너지 군별 불연속 인자 ( fg)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해진

다.[3.1-093] 

fg=φ
g
het/φ

g
hom =2( ĵ

g
out+ ĵ

g
in ) /φ

g
hom (3.1.4-?)

여기서

 φghom  : 에너지 g 군의 균질화된 중성자속

 φghet  : 에너지 g 군의 비균질 중성자속

 ĵ gout  : 경계에서 outgoing partial current

 ĵgin : 경계에서 incoming partial current

비균질 중성자속은 HELIOS 계산결과에서 구해진다. 한편 균질화된 중성자속은 균질화된 

반응단면적을 이용하여 각 역별 중성자 확산방정식의 해를 이용한다. 즉, 각 역별로 

HELIOS의 경계 중성자류를 경계조건으로 하여 확산방정식을 풀면 된다. 중성자 확산방정식은 

수치적으로 구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Matematica를 이용하여 축방향으로 무한한 실린더 

구조에 대하여 해석적인 해를 구하 다.[3.1-094] 

우선 중성자확산방정식의 행렬식 형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이 간단히 표시된다.

-D∇2Φ+ΣΦ=0 (3.1.4-?)

여기서

Φ=(φ1,φ2,…,φG)
T

D=Dig(Dg)=

ꀌ

ꀘ

︳︳︳︳︳︳︳︳︳

D1 0 … 0
0 D2 … 0
⋯ … ⋯ ⋯
0 0 … DG

ꀍ

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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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35 HELIOS와 유한차분법(FDM-R)의 중성자속 비교

Grou

p

HELIOS FDM-R

Fuel
Control 

Rod
Fuel

Relative 

Error (%)

Control 

Rod

Relative 

Error (%)

1

2

3

4

5

6

7

8

2.3571E+0
6

1.6494E+1
2

1.9498E+1
2

1.0824E+1
2

1.6121E+1
2

1.3191E+1
2

7.2364E+1
1

3.8735E+1
1

3.8574E+0
5

3.3393E+1
1

5.0462E+1
1

2.8514E+1
1

4.6125E+1
1

3.4881E+1
1

3.6252E+1
1

2.9525E+1
1

2.3858E+06

1.6505E+12

1.9498E+12

1.0824E+12

1.6124E+12

1.3192E+12

7.2362E+11

3.8728E+11

1.22E+00

6.67E-02

0.00E+00

0.00E+00

1.86E-02

7.58E-03

-2.76E-03

-1.81E-02

3.8443E+05

3.3306E+11

5.0370E+11

2.8478E+11

4.6048E+11

3.4793E+11

3.6199E+11

2.9494E+11

-3.40E-01

-2.61E-01

-1.82E-01

-1.26E-01

-1.67E-01

-2.52E-01

-1.46E-01

-1.05E-01

k-eff 0.96503 0.96554(5.28E-02 %)

그림 3.1.4-69 유한차분법으로 계산한 역별 중성자속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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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어봉 모델의 응용

실제적인 문제에서 제어봉 단면적은 제어봉 삽입시와 인출시의 차이로 표현된다. 제어봉 

인출시의 반응단면적과 불연속인자를 이용하여 문제를 구성한 다음 제어봉 역에서 반응단면

적의 차이를 감안하면 제어봉 삽입시 계산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불연속인자에 대해서는 제어

봉 삽입시와 인출시에 다음과 같은 경계중성자속의 연속조건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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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38 제어봉 반응단면적 고려에 따른 계산 반응도

k-eff Δρ (%) Δρ error (%)

Rod-out 1.01082 - -

Rod-in 0.96503 4.694 0.0

Case 1 0.96896 4.274 -8.95

Case 2 0.97018 4.144 -11.72

Case 3 0.96909 4.260 -9.25

Case 4 0.97032 4.129 -12.03

표 3.1.4-39 핵연료 단면적을 추가로 고려에 따른 계산 반응도

k-eff Δρ  (%) Δρ  error (%)

Rod-out 1.01082 - -

Rod-in 0.96503 4.694 0.0

Case 5 0.96497 4.701 0.14

Case 6 0.96619 4.570 -2.65

Case 7 0.96510 4.687 -0.16

Case 8 0.96633 4.555 -2.97

표 3.1.4-40 평균 중성자속과 유효단면적 결과 (Case 5)

Grou
p

HELIOS FDM-R

Fuel Control 
Rod Fuel Relative 

Error (%)
Control 
Rod

Relative 
Error (%)

1

2

3

4

5

6

7

8

2.3571E+06

1.6494E+12

1.9498E+12

1.0824E+12

1.6121E+12

1.3191E+12

7.2364E+11

3.8735E+11

3.8574E+05

3.3393E+11

5.0462E+11

2.8514E+11

4.6125E+11

3.4881E+11

3.6252E+11

2.9525E+11

2.3896E+06

1.6537E+12

1.9523E+12

1.0835E+12

1.6131E+12

1.3190E+12

7.2358E+11

3.8726E+11

1.38E+00

2.61E-01

1.29E-01

1.03E-01

6.21E-02

-6.53E-03

-8.66E-03

-2.32E-02

3.9104E+05

3.4325E+11

5.0290E+11

2.8735E+11

4.6299E+11

3.5034E+11

3.6213E+11

2.9284E+11

1.37E+00

2.79E+00

-3.41E-01

7.75E-01

3.78E-01

4.40E-01

-1.05E-01

-8.15E-01

k-eff 0.96503 0.96497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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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41 평균 중성자속과 유효단면적 결과 (Case 7)

Grou
p

HELIOS FDM-R

Fuel Control 
Rod Fuel Relative 

Error (%)
Control 
Rod

Relative 
Error 
(%)

1

2

3

4

5

6

7

8

2.3571E+0
6

1.6494E+1
2

1.9498E+1
2

1.0824E+1
2

1.6121E+1
2

1.3191E+1
2

7.2364E+1
1

3.8735E+1
1

3.8574E+05

3.3393E+11

5.0462E+11

2.8514E+11

4.6125E+11

3.4881E+11

3.6252E+11

2.9525E+11

2.3879E+0
6

1.6516E+1
2

1.9503E+1
2

1.0822E+1
2

1.6113E+1
2

1.3185E+1
2

7.2367E+1
1

3.8756E+1
1

1.31E+00

1.34E-01

2.86E-02

-1.61E-02

-4.90E-02

-3.88E-02

4.38E-03

5.36E-02

3.8411E+05

3.3321E+11

5.0177E+11

2.8346E+11

4.5896E+11

3.5042E+11

3.6564E+11

2.9839E+11

-4.24E-0
1

-2.17E-0
1

-5.64E-0
1

-5.88E-0
1

-4.960E-
01

4.63E-01

8.62E-01

1.06E+00

k-eff 0.96503 0.96510 (0.01 %)

(마) 연구 결론

이상에서 고온 가스로의 제어봉 모델을 등가이론에 근거하여 새로이 구현하 다. 제어봉을 

모사하기위해 PBMR 원자로를 선정하여 HELIOS 코드로 단순화하여 무한 실린더 구조로 모

델링 하 다. 그 결과로 역별로 균질화된 반응 단면적을 구하 으며 역 경계면에서 불연속 

인자를 구하 다. 또한 등가이론을 적용하여 중성자 확산 방정식으로 제어봉이 삽입된 경우에 

대해 수송계산 결과를 재생산하여 계산 체계를 검증하 다. 제어봉가를 추정하기 위해 제어봉

이 인출된 상태에서 제어봉 역만 삽입된 경우의 반응단면적을 대체하여 계산을 수행하 다.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기위해 핵연료 역의 산란단면적을 제어봉이 삽입된 경우를 고려하

다.  이러한 제어봉 모델은 단순하며 향후 고온 가스로 노심 계산의 기초 자료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5) Monte Carlo 표준 수치해를 이용한 결정론적 노심 해석 체계 검증

이 과제에서 개발하는 고온 가스로 노심 해석 체계를 검증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Monte 

Carlo 표준 해를 서울대학교와 한양대학교에 위탁하여 개발하 다. 자세한 연구 내용과 결과는 

위탁연구 보고서[3.1-095,096]]에 있고 여기서는 연구의 개략만을 기술한다.

(가) 블록형 고온 가스로 노심의 Monte Carlo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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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에서 수행한 이 위탁 연구의 연구개발 내용은 이중 비균질 구조처리 모듈 개발

과 이를 이용한 프리즘형 고온가스로의 핵특성 해석으로 구분된다. 설계한 이중 비균질 구조처

리 모듈을 국산화 몬테칼로 중성자 해석코드인 MCCARD 코드[3.1-88]에 구현하여 프리즘형 

고온가스로 해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다. 특히, 이중 비균질 구조에 대한 기반연구로서 연

료입자의 임의분포에 의한 증배계수의 불확실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 다. MCCARD 코드를 

사용하여 NGNP(Next Generation Nuclear Plant) 및 HTTR(High Temperature Engineering 

Test Reactor)의 핵설계 특성을 해석하 다.

확률 분포 함수로부터 연료 입자의 위치를 추출한 후, 이를 재사용하는 방법의 이중 비균

질 구조 처리 모듈을 개발하 다. 객체 구조로 설계한 구조 처리 모듈을 MCCARD 코드에 구

현하 으며, 기존 구조 처리 모듈과의 비교를 통하여 올바르게 동작함을 시험하 다. 또한 기

존 코드에 비해서 짧은 사용자 입력과 적은 메모리를 사용하여 동일한 계산을 수행할 수 있음

을 확인하 다.

개발한 이중 비균질 구조처리모듈을 이용하여 NGNP 연료봉 및 핵연료집합체의 핵설계 

특성을 해석하 다. 특히, NGNP 연료봉 문제에 대하여 연료입자의 임의분포에 의한 증배계수

의 불확실도(uncertainty)를 분석하 다. 효율적인 불확실도 계산을 위하여 섭동이론

(perturbation technique)을 사용한 방법론을 개발하 으며, 이 방법을 사용하여 연료봉 문제에

서 연료입자의 임의분포에 의한 증배계수의 불확실도를 90% 신뢰구간 내에서 예측할 수 있음

을 확인하 다.

MCCARD 코드를 이용하여 HTTR 원자로에 대한 몬테칼로 해석을 수행하 다. 12 종류

의 연료봉 및 15 종류의 핵연료집합체에 대한 몬테칼로 해석을 수행하 다. 또한, 세 가지 종

류의 HTTR 원자로심에 대한 몬테칼로 해석을 수행하 으며, 타 기관에서 수행한 몬테칼로 해

석 결과와 비교하여 유사한 예측결과를 보임을 확인하 다. 이 MCCARD 표준 수치해는 결정

론적 블록형 노심 해석 체계의 검증에 활용될 수 있다.

(나) 페블형 고온 가스로 노심의 Monte Carlo 모델링

한양대학교에서 수행한 이 위탁 연구는 2년에 걸쳐 수행 되었다. 1차 년도에는 Pebble 형

의 출력 노심을 대상으로 몬테칼로 방법을 이용한 해석방법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스위스 

PSI의 HTR-PROTEUS 노심을 대상 노심으로 하여, 정 한 Full-scope MCNP[3.1-060] 모델

링을 수행하 다. 특히, 연료부분에 해당하는 UO₂ Particle과 이들의 분포, 노심 역 내 

Pebble의 분포 등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모델링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 다. 이 노심에 대

한 모델링 후 각종 실험자료와 국외 연구기관에서 수행된 Benchmark 결과를 바탕으로 노심특

성 해석을 위한 계산을 수행하 다. 먼저 노심에 대한 임계도를 계산하 으며, TRISO의 균질

화에 대한 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제어봉가(Control Rod)와 정지제어봉가(Shutdown Rod 

Worth)를 계산하 으며, 반사체의 두께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 다.

2차 년도에는 1차 년도에 개발된 Pebble형 노심에 대한 몬테 칼로 해석방법을 실제 열출

력이 있는 노심에 대하여 적용하 다. 그 대상 노심으로 중국 INET(Institute of Nuclear 







Steps Description
Step 1 Selection of Nucleus Set of Events and Primary Safety Criteria
Step 2 Identification of Associated Components
Step 3 Identification of Major Processes and Phenomena

3.1 Identification of Accident Scenario and Phases
3.2 Identification of Major Phenomena by Components

Step 4 Ranking by PIRT Panel
Step 5 Evaluation of Knowledge Level Ranks



- 252 -

표 3.1.4-43 노심 및 반사체 부품의 PIRT

Phenomena
HPCC LPCC
1 2 1 2 3

flow distribution H H H H H
heat transfer (forced convection) H H

heat transfer (mixed and free convection) H M H
pressure drop (forced convection) M H

pressure drop (mixed and free convection) H M H
Initial stored energy H H
power distribution H H H H H

decay heat(including power distribution) H H H H H
reactivity feedback

fuel/reflector conductivity M H H H H
fuel/reflector specific heat M H H H H

multi-D heat conduction including contact H H H H H
gas conduction (including gaps) M M M

radiation heat transfer H H H
graphite oxidation M H
bulk CO reaction M H

molecular diffusion M
fluid properties (gas mixture) H H

Core material distribution (configuration) H H H H H

현재 국내에는 설계해석체계의 검증을 위한 실험적, 운전 Database가 매우 취약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현재 Gen-IV, GA, INET, IAEA, OECD, I-NERI 등 공동연구 및 기관 간 

기술협력을 통하여 Database를 도입, 구축하고 있다. 현재는 국내에 활용 가능한 Database, 즉, 

OECD, IAEA 등을 통하여 도입한 Data와 KAERI-INET JRC를 통하여 입수될 HTR-10 

Database를 활용하여 코드를 검증하고 있다. 향후, Database가 구축되는 시점에서 PIRT, 실험 

및 운전자료 및 연구소에서 계획 중인 열유체실험 등 국내 활용가능한 Database를 기반으로 

코드 V&V Matrix 등 코드 검증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3) 계통 Layout 해석코드, HyPEP-NHDD

(가) 해석모델개발 

HyPEP-NHDD 프로그램은 NHDD 원자로의 수소생산 효율 계산을 쉽고 빠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HyPEP-NHDD는 NHDD 설계의 특성에 따라 Hard-Coded 된 프로그

램으로 범용성은 없다. 따라서, HyPEP-NHDD에는 NHDD 설계에서 고려하는 주요 계통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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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600.0 MWt Tmin 30.0 °C

Core Outlet Pressure 80.0 bar Turbine efficiency 93.1 %

Inlet Temperature 490.0 °C Turbine pressure ratio 2.69

Outlet Temperature 850.0 °C Compresor efficiency 86.0 %

Core Pressure Drop 1.5 bar Recuperator efficiency 95.0 %

Primary Loop ΔP (excl. IHX ΔP) 0.5 bar Gamma (He) 1.659

Blower Efficiency 86.0 %

Primary Side ΔP 1 bar

Secondary Outlet Pressure 81.0 bar

Secondary ΔP 1.0 bar

Primary to Secondary average ΔT 30.0 °C

Heat Transfer efficiency 90.0 % HX Primary to Secondary ΔT 30.0 °C

Electrolysis Efficiency 90.0 %

Heat Exchanger ΔP 1.0 bar HX and Electrolyzer Heater Efficiency 90.0 %

Heat Exchanger Efficiency 90.0 % AC/DC converter efficiency %

Helium Blower Efficiency 86.0 % Helium Circulator Efficiency 86.0

Condenser Efficiency 75.0 %

Bunsen Reaction 8.86 kJ/mol-H2 Condenser Outlet Pressure 1.0 bar

H2SO4 Decomposition 349.1 kJ/mol-H2 Condenser Outlet Temperature 35.0 °C

HI Concentration/Decomposition 245.8 kJ/mol-H2 H2 supply Pressure 1.0 bar

H2 supply Temperature 30.0 °C

Bunsen Reaction 0.0 kJ/mol-H2 H2 Supply Compressor Efficiency 86.0 %

H2SO4 Decomposition 1.91 kJ/mol-H2 H2O supply Pressure 1.0 bar

HI Concentration/Decomposition 6.25 kJ/mol-H2 H2O supply Temperature 30.0 °C

H2O Supply Pump Efficiency 86.0 %

1.0 bar

Electric Energy Requirements (in kJ/mol-H2)

Secondary Side
HX and electrolyzer heater total  ΔP

IHX

IS System

Thermal Energy Requirements (in kJ/mol H2)

Primary Side
HX and electrolyzer heater total  ΔP

bar1.0

PCU

HTES

Chemical Formular : 9 H2O + H2 = 9 H2 + H2O + 4 O2

VHTR

800.0 850.0 900.0 950.0 1000.0
20

30

40

50

60

?
?

? ? ?

Effect of Reactor Outlet Temperature on Efficiencies 

E
ffi

ci
en

cy
 (%

)

Reactor Outlet Temperature (oC)

H2 Production Efficiencies
   HTES 
  ?  I-S (effect under-estimated)
Electricity Generation Efficiency
   PCU

80.0 85.0 90.0 95.0 100.0
20

30

40

50

60
Effect of IHX Performance on Efficiencies 

E
ffi

ci
en

cy
 (%

)

IHX Heat Transfer Efficiency (%)

H
2
 Production Efficiencies

   HTES 
   I-S
Electricity Generation Efficiency
   PCU



80.0 85.0 90.0 95.0 100.0
20

30

40

50

60
Effect of Reactor Inlet Temperature on Efficiencies

 

 

E
ffi

ci
en

cy
 (%

)

Reactor Inlet Temperature (oC)

H
2
 Production Efficiencies

   HTES 
   I-S
Electricity Generation Efficiency
   PCU

Effect of Turbine Efficiency

Turbine Efficiency (%)

80.0 85.0 90.0 95.0 100.0
20

30

40

50

60
Effect of Reactor Inlet Temperature on Efficiencies

 

 

E
ffi

ci
en

cy
 (%

)

Reactor Inlet Temperature (oC)

H
2
 Production Efficiencies

   HTES 
   I-S
Electricity Generation Efficiency
   PCU

Effect of Turbine Efficiency

Turbine Efficiency (%)
60.0 70.0 80.0 90.0 100.0

20

30

40

50

60
Effect of Compressor Performance on Efficiencies 

E
ffi

ci
en

cy
 (%

)

Compressor Efficiency (%)

H2 Production Efficiencies
   HTES 
   I-S
Electricity Generation Efficiency
   PCU

60.0 70.0 80.0 90.0 100.0
20

30

40

50

60
Effect of Recuperator Performance on Efficiencies 

E
ffi

ci
en

cy
 (%

)

Recuperator Efficiency (%)

H
2
 Production Efficiencies

   HTES 
   I-S
Electricity Generation Efficiency
   PCU

20.0 30.0 40.0 50.0 60.0
20

30

40

50

60
Effect of Primary Heat Rejection Temperature on Efficiencies 

E
ffi

ci
en

cy
 (%

)

Primary Heat Rejection Temperature (oC)

H2 Production Efficiencies
   HTES 
   I-S
Electricity Generation Efficiency
   PCU



60.0 70.0 80.0 90.0 100.0
20

25

30

35

40

45

50

55

60
Effect of Component Efficiencies on HTES Efficiencies 

H
2 G

en
er

at
io

n 
Ef

fic
ie

nc
y 

of
 H

TE
S 

(%
) 

Efficiency (%)

H2 Production Efficiencies
   HX efficiency 
   Electrolysis efficiency
   Condenser efficiency
   AC-DC Conver Efficiency

1/9 2/9 3/9 4/9 5/9 6/9 7/9 8/9 9/9
20

30

40

50

60
Effect of H2 Recirculation Ratio

 

 

E
ffi

ci
en

cy
 (%

)

H2 Recirculation Ratio

H2 Production Efficiencies
   HTES 
   I-S
Electricity Generation Efficiency
   PCU

60.0 70.0 80.0 90.0 100.0
20

30

40

50

60
Effect of HX on H2 Production Efficiency 

H
2 
Pr

od
uc

tio
n 
Ef

fic
ie
nc

y 
of
 I-

S
 (%

)

I-S Heat Exchanger Efficiency (%)



- 261 -

(4) 전산유체 해석코드, LILAC 

Lilac 코드는 비정렬 격자 유한체적법을 기반으로 하는 Navier-Stokes 방정식의 solver이

다. Lilac 코드의 특징은 비정렬 격자를 사용함으로써 매우 복잡한 유동장에 대하여 격자의 생

성이 용이하며, 유동 해석 방법은 잘 알려진 SIMPLE 알고리즘과 모든 유동 변수를 셀 중심에 

저장하는 비엇갈림 셀중심법을 사용한다. 난류 자연 및 강제대류 해석을 위하여 여러 난류 모

델을 포함하고 있으며 유체와 고체의 상호열전달 즉 conjugate heat transfer의 해석이 가능하

고 매우 얇은 배플(baffle)과 같은 벽을 처리할 수 있는 thin-wall 모델 등을 가지고 있다. 

(가) 해석 모델 

- 지배방정식

원자로 내 고온 기체의 열유동 해석을 위하여 질량, 운동량 그리고 에너지 보존 방정식을 

지배방정식으로 사용한다. 그 지배방정식을 적분형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연속방정식 
d
dt
⌠
⌡V
ρdV+⌠⌡S

ρv‧dS =0

운동량방정식 
d
dt
⌠
⌡V
ρdV+⌠⌡S

ρv v‧dS =⌠⌡S
T‧dS+⌠⌡V

f bdV

에너지방정식 
d
dt
⌠
⌡V
ρEdV+⌠⌡S

ρE‧ dS =⌠⌡S
(T‧v)‧ dS+⌠⌡S

q h‧ dS +
⌠
⌡V
s hdV+

⌠
⌡V
f b‧vdV

위 식에서 종속변수 ρ, v,E는 각각 도, 속도 벡터와 총 에너지(total energy)를 나타내며, 

운동량방정식의 우변 첫째항에 있는 T는 응력 텐서, fb는 체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에너지방정

식의 우변에 있는 qh는 열속 벡터이며, sh는 단위체적당 에너지의 sink, source를 나타낸다. 운

동량방정식의 응력은 Stokes의 정의에 의하여 구하며, 에너지방정식의 열속은 Fourier 법칙을 

적용하여 구한다.

- 난류 모델

고온가스로를 포함한 대부분의 공학적으로 관심있는 유동은 난류유동이다. 난류에 의한 작

은 와(eddy)를 직접 해석하기 위해서는 많은 계산량이 요구되기 때문에 DNS라 불리는 직접모

사법은 공학적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시간평균 개념을 도입하여 지배방정식

을 Reynolds 평균하여 사용한다. 지배방정식의 Reynolds 평균에 의하여 생성되는 난류 응력 

즉 Reynolds 응력은 Boussinesq 가정을 이용하여 난류점성계수로 표현하며, 이 난류점성계수

를 구하기 위하여 Lilac 코드에서는 공학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k-e과 k-w에 기반한 2-

방정식 난류모델을 사용한다. 현재 Lilac 코드에는 벽면함수를 이용한 표준 k-e 모델, 

Launder-Sharma[3.1-099]의 저 레이놀즈수 k-e 모델, Wilcox[3.1-100]의 k-w, Menter 

[3.1-101]의 SST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인 난류모델은 정상상태를 가정하여 모델링

되었으므로, 보통 정상 난류유동해석에 적합하지만, 이 모델을 비정상 난류유동 해석으로 확장

하여 사용하는 URANS(unsteady Reynolds- averaged N-S) 기법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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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실제 유동의 난동 성분을 많이 소멸시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최근에 RANS와 LES 기법을 

혼합한 hybrid 기법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정상 난류유동 해

석을 위하여 Strelets[3.1-102]가 제안한 SST-DES 방법을 도입하여 검증하 다. 이 방법은 유

동 경계층에서는 Menter의 SST 모델을 이용하고 난류 와 스케일이 격자 길이에 비하여 큰 박

리 및 후류 역에서는 LES의 개념을 도입한 hybrid 방법이다.

* *
DESk k Fρε β ρ ω β ρ ω= → ,  2max (1 ), 1t

DES
DES

LF F
C

 
= − ∆  , *t

kL
β ω

=

이 모델은 난류 길이 척도가 격자 길에에 비하여 큰 역에서 k-방정식의 소산항을 줄여

줌으로써 LES의 효과를 얻는다.  

- 복사 모델

유동장의 매질이 복사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즉 기체가 복사에너지의 흡수와 방사에 관여

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view-factor를 이용한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CFD 격자와 

같이 격자의 크기가 큰 경우 radiosity 방정식의 matrix가 매우 크게 되어 수치 계산량이 증가

하게 된다. 반면에 복사전달 방정식(RTE, radiative transfer equation)을 이용하는 방법은 일반

적인 유동 수치기법을 바로 적용할 수 있고 고온 가스로의 사고 시에 이산화탄소와 같이 복사

에 직접 참여하는 기체가 포함된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복사전달방정식

을 유한체적법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3.1-103]. 복사에너지의 흡수, 방사, 산란에 참

여하는 매질 내에서 복사광의 방향으로 복사에너지의 보존법칙을 적용한 복사전달방정식은 다

음과 같이 표현된다. 

)ˆ()ˆ,()()ˆ,( sBsrIksrIs s ++−=∇⋅
ρρ) σ

여기서 I는 복사강도를 나타내며, B는 방사와 in-scattering에 의한 복사강도의 증가량을 

의미한다. 그리고 k는 흡수계수, σs는 산란계수를 나타낸다.

아래 내용은 본 코드에서 사용된 수치 기법에 대한 설명이다.

- 셀중심 비정렬격자 유한체적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수치기법은 셀중심 비정력격자 유한체적법으로 표현된다.  적분형의 

지배방정식을 격자의 최소단위인 검사체적에 대해 면적적분을 통해 해를 구하는 유한체적법은 

방정식의 비선형성이 큰 유동방정식의 해석을 위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변수의 저장위치

에 따라 셀 중심(cell-centered), 격자점 중심(vertex-center), 그리고 셀-격자점(cell-vertex)법 

등으로 나뉘어진다. 특히 셀중심법은 격자생성에서 만들어진 기본 셀을 검사체적으로 사용하고 

해를 셀의 도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유한체적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셀 적분의 최소단위

인 검사면은 그 셀의 면이 되므로 기하학적으로 매우 단순하고 해석 역의 경계는 면요소로 

구성되므로 특이점이 존재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유한체적법은 격자의 구성에 따라 정력격자 

혹은 비정렬격자 유한체적법 구분할 수 있다. 정렬격자는 오랫동안 CFD에서 사용되어온 효율

적인 방법이나, 해석 역의 형상이 복잡해짐에 따라 격자의 생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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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면에 비정렬격자는 격자생성이 빠르고 쉽기 때문에 복잡한 형상의 유동장 해석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수치계산 역은 임의 모양의 셀로 구성되며 각각의 셀이 바로 검사체적이 되고 압력과 

속도

성분을 모두 셀의 중심에 저장하는 셀중심 유한체적법을 사용하 다. 각 셀은 여러 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면의 중심에서 플럭스를 계산하여 적분한다. 대류항은 2차의 상류차

분법을 사용하 으며 확산은 주확산항과 엇확산항으로 분리하여 주확산항은 셀 면에서 직접 

이산화하고 엇확산항은 이웃하는 두 셀의 중심에서 구한 해의 구배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그리

고 비정상항은 2차의 후방차분법으로 이산화하 다. 비정렬격자에서 이산화된 u-운동량 방정

식은 다음과 같은 이산화방정식의 형태가 된다.

Apu0u 0 + ∑Anbunb= S
u
0 - (

∂p
∂x
Ω )0

이 식은 각 셀에 적용되어 셀의 개수만큼 연립방정식을 구성하며 이것은 Bi-CGSTAB을 

이용하여 해를 구하게 된다. 

- 복사방정식의 이산화

본 연구에서는 복사전달방정식(RTE)을 이산화하기 위하여 유동해석기법과 동일한 유한체

적법을 사용하 다. 일반 수송방정식과 달리 복사전달방정식의 복사강도는 방향각을 가지기 때

문에 공간에 대한 이산화뿐만 아니라 각도에 대한 이산화가 필요하다. 완전한 구의 솔리드 각

도 2π에 대하여 일정한 각 크기에 따라 분할하여 각 방향각에 따른 복사강도의 전달 방정식을 

유한체적법으로 이산화하여 구한다. 임의 방향각에 대한 복사전달방정식을 적분형으로 변환하

여 이산화하면 다음과 같다. 

∑ ∆∆Ω++−=
f

iiisifif VBIkJI 00 ])([ σ

이 식은 각각의  검사체적과 검사각에 대한 복사에너지의 보존을 나타낸다. Iif는 검사체적

의 한 면 f에서 방향각 I를 갖는 복사강도를 나타낸다.

  

-코드의 병렬화

고온가스로 내의 기하학적 구조와 이에 따른 열유동의 복잡성이 증가하면 할수록 이를 해

석하기 위한 격자의 크기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며 이것은 현재의 사용가능한 테스크

탑형 컴퓨터의 성능을 넘어서게 된다. 이를 극복하고 GCR 열유동의 상세 해석을 위하여 역

분할에 기초한 Lilac 코드의 병렬화를 수행하 다. 역분할에 기초한 병렬 수치해석은 해석

역 전체를 한 대의 컴퓨터 혹은 단일 CPU에서 계산하는 일반적인 계산방법과 달리 해석하고

자 하는 역을 가용한 컴퓨터 혹은 CPU 수만큼 나누어서 각각의 CPU에 동일한 일을 할당하

며 분할된 역의 경계에서 CPU간에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전체 역을 병렬적으로 계산하는 

수치기법이다. 각각의 CPU는 동일한 프로그램 혹은 프로세스를 수행하지만 할당된 역 즉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single-program-multi-data(SPMD)라고 불린다. 본 연구에서는 분할

된 역 간의 경계에서 자료 혹은 해를 전달하기 위한 message-passing library로 MPI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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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84 정삼각 공간에 대한 수치 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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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45 정삼각형 공간 내에서 복사에 의한 벽면 열속 비교

Surface1 Surface2 Surface3

Exact [W] 5895.8 -2947.9 -2947.9

Calculated [W] 5891.3 -2904.6 -2908.2

Error [%] 0.08 1.47 1.35

-병렬효율 평가를 위한 3차원 실린더 주위의 정상상태 층류유동 해석 

원형 실린더 주위의 층류 유동은 직경을 기준으로 Reynolds 수에 따라 후류에 만들어진 

와가 이탈하는 비정상 유동이 만들어진다. Reynolds 수가 40인 경우에는 실린더 후류에 생성

된 와의 이탈은 발생하지 않으며 정상 유동을 형성한다. Coutanceau 등[3.1-105]의 실험에 의

하면 실린더 직경으로 무차원화한 실린더의 뒤 정체점으로부터의 유동 박리의 길이(Lsep)는 

2.13으로 측정되었다. 이 계산에서는 총 470,400 개의 프리즘과 육면체 셀로 구성된 격자를 이

용하여 병렬화 효율을 검증하 다. 그림 3.1.4-?(a)는 Metis로 역 분할된 격자를 보여준다. 

그림 3.1.4-85 (a) 역분할된 3차원 실린더 유동 격자, ncell=470,400 (b) 중심 단면에서 속도 분포 및 유선 

 09 Apr 2004  cyl3d time= 0.020 09 Apr 2004  cyl3d time= 0.020

  

이 문제에 대하여 병렬의 속도향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된 시간을 사용한 CPU의 

개수 즉 분할 역의 수( number of partitions = number of CPUs )에 따라 비교하 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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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91 실린더 주위의 난류유동, Re=3,900, (a)항력계수와 양력계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 (b)실린더 표면에서의 시간평균된 압력계수

(b)(a)

(5) 계통 열유체/성능/안전해석 코드, MARS-GCR

MARS-GCR[3.1-108] 코드는, 경수로 안전해석에 주로 사용된 MARS[3.1-109] 코드를 가

스냉각로에 적용시키기 위해 몇 가지 모델을 추가하여 개선된 코드이다. 가스냉각로에 적용시

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헬륨, 이산화탄소 및 질소 등의 가스 물성치 테이블을 추가하 으

며[3.1-110] 이외에도 가스 대류 열전달 모델, 복사 열전달 모델, 접촉 열전달 모델 등을 

MARS-GCR 코드에 추가하 다.

(가) 해석 모델 개발

- 가스 대류 열전달 모델

MARS-GCR의 모체인 MARS 코드는 경수로 및 중수로 안전해석용으로 개발된 코드이다. 

MARS 코드는 단상 유동에 대한 열전달 모델로서, 난류 강제 열전달 역에서는 

Dittus-Boelter 모델을, 그 이외의 층류 및 천이 열전달 역에서는 수치적 안전성 확보를 위하

여 각 역에서의 열전달 계수 중 최대값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Dittus-Boelter 모델은 

헬륨 및 공기의 강제 대류 열전달 효과를 과다 예측하며 가스 유동의 경우는 유로의 기하학적 

형태에 따른 효과 및 벽면 온도 효과가 열전달에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Post-LOCA와 같은 사고 조건에서는 경수로나 중수로와는 상이한 열전달 역이 존재한다

[3.1-013]. 따라서 이러한 차이점을 극복하기 위해 가스냉각로에 적합한 대류 열전달 모델을 개

발하 으며 유동 형태에 따른 열전달 모델을 표 3.1.4-?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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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46 MARS-GCR의 대류 열전달 모델

Regime Laminar Transition Turbulent

Forced
Nu = 4.364 (heating)

Nu = 3.657 (cooling)

Interpolation between hlam and 

htur (2300 < Re < 5000)

Olson

Gnielinski

Modified D-B

Transition 

Criterion
Aicher (Ra1/3 / (Re0.8 Pr0.4) > 0.05

Mixed Churchill Minimum (hlam, htur) Churchill

Transition 

Criterion
Burmeister

Free Churchill-Chu

- 복사 열전달 모델

가스냉각로에서 복사열전달은 원자로공동 냉각계통 피동안전성 및 원자로 압력용기 열전

달 관점에서 중요한 열전달 방법으로, 이에 관한 정확한 해석 능력은 가스냉각로의 성능 및 안

전성 평가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따라서 기존의 RELAP5 코드에서 사용 중인 복사열전달 

모델을 MARS-GCR 코드에 도입하 다.

 MARS-GCR 코드에서는 구조물 표면 사이에서 발생하는 복사 열전달 현상을 모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정을 쓴다.

- 구조물 표면 주변의 유체는 복사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흡수하지 않는다.

- 구조물 표면의 반사특성은 입사각이나 Radiation frequency와 무관하다.

- 개별 구조물의 표면에서 온도, 반사특성 및 Radiosity는 균일하다.

Radiosity는 하나의 표면에서 방출되는 복사에너지의 합(방출에너지+반사에너지)을 말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나타난다:

ij

n

j
jiiii FRTR ∑

=

+=
1

4 ρσε

여기에서 R: Radiosity (W/㎡)

         e: Emissivity

       s: Stefan-Boltzmann constant (5.669x10-8 W/㎡K⁴)

         T: Temperature

         Rj: Reflectivity, (1- s)

         Fij: View factor from surface i to surface to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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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ant energy leaving surface i that strikes surface j directly
Radiant energy leaving surface i in all directionsF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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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93 View fator 계산의 개념도

View factor는 Radiation shape factor, Angle factor, 혹은 Configuration factor 등으로 불

리기도 하는데,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0.1
1

=∑
=

n

j
ijF

jijiji FAFA =

위 식은 Reciprocity rule로 알려져 있다. MARS-GCR 코드에서는 위 두 조건의 만족여부

를 입력처리 과정에서 확인한다.

- 접촉 열전달 모델

 고온가스로 압력용기 내부의 열전도체 및 핵연료 등에서 발생하는 다차원 열전도 현상은 

고온가스로의 성능 및 안전성에 중대한 향을 미친다. 따라서 고온가스로 계통 분석에는 다차

원 열전도 모델이 필요하다. 그런데 기존 MARS 코드에는 다차원 열전도체 모델이 없고, 유체

와 접하지 않은 열전도체 간의 접촉에 의한 열전달 현상을 모의할 수 없기 때문에 해석상의 

제약이 따른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열유체 모델과 결합된 다차원 열전도체 모델이 개발되어야 하

지만 이는 장기적 개발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단기적 대안으로서 기존의 일차원 열전도체 모델

을 이용하여, 각 열전도체 간의 접촉에 의해 발생하는 열전달 현상을 모의할 수 있도록 개선하

다. 이와 같은 접촉 열전달은 다차원 열전도 현상이 지배적인 가스냉각로 해석에서는 궁극적

인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사용상의 제약이 따르지만, 단기간에 개발이 가능하 으므로 본 해석

에서는 접촉 열전달 모델을 이용하여 구성 물질이 다른 열전도체 간의 열전도 현상을 모델링

하 다. 또한 본 모델은 effective thermal conductivity를 사용하는 PBR 노심의 pebble 간의 

열전달 현상도 적절히 모의할 수 있다.

실제 유효 접촉 열전달 계수(effective contact thermal conductance)는 온도 및 기하 형태 

등의 함수이므로 MARS-GCR 입력의 물성치 자료에서 열전도도를 온도의 함수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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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도체 'i'의 표면이 다른 열전도체 'j'의 표면과 접촉하는 경우, 접촉에 의한 열전달율

(Qcon)을 다음과 같이 모델할 수 있다.

)(, ji
con

jiicon TTHAQ −=

여기에서 Ai : 열전도체 i의 표면적,   : 유효 열전달 계수,

        
con

jiA ,  : 열 전도체 "i"와 "j"간의의 실제 접촉면적,

         k: 열전도 계수, 2/)]()([ jjii TkTkk += , dx: 열전도체간 거리, T: 열전도체 표면 온도. 

위 식에 의해 계산되는 열속(heat flux)을 일차원 열전도 모델의 경계조건으로 부여함으로

써 접촉 열전달 현상을 모델한다. 

MARS-GCR 코드에서는 유효 열전달 계수( )를 )/(, xAA i
con

ji δ 와 k 로 분리하여 각각 사

용자가 입력하도록 하 다. 이때, 열전도계수 k 는, 사용자가 MARS-GCR 코드 입력의 

material table 번호를 지정하여 온도에 대한 함수 값으로 계산한다.

- 페블 노심 압력 강하 모델

MARS-GCR의 압력 강하 모델은 rod bundle 또는 파이프에서의 압력 강하 모델과 같이 

주로 경수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PBR의 페블 노심에서의 압력 강하 를 예측하기 위

해서는 각 정션에서의 압력 손실 계수를 수정하는 방법을 사용해야만 한다. 그러나 헬륨과 같

은 압축성 냉각재를 사용할 경우, 압력 손실 계수를 과도하게 증가시키면 압력 이외에도 추가

적인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냉각재 유량이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상 상

태 및 과도 상태 계산 결과의 정확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페블 

노심에서의 간단한 압력 강하 모델을 추가하 다.

HTR-10에서 사용하는 페블 노심에서의 1-D 압력 강하 상관식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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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H : 페블 노심의 전체 높이, ε : 페블 노심의 기공율 (porosity)

ρ : 냉각재 도, dp : 페블 직경, Ap : 페블 노심의 단면적

Re : 페블 직경(dp)와 superficial velocity(Vs)로 정의된 Reynolds 수

한편, 페블 노심에서의 수력 직경, Dh는 기공율과 페블 직경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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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
ε
1-ε
dp

위의 수력 직경을 원식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Darcy formula를 얻을 수 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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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ε

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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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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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Ψ
1-ε
ε
1
dp

1
2ρ
(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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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Ψ

1
D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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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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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
1
Dh

1
2ρ
(
ṁ
Af
)
2

여기서, 

Af : 페블 노심에서의 유로 단면적 (= εAp)

위 식에서 보듯이 friction factor, f는 페블 노심 압력 강하식에서의 Ψ와 같음을 알 수 있

다. 단, Ψ에서 사용하는 Reynolds 수는 페블 직경과 superficial velocity, Vs로 표현되므로 수

력 직경(Dh)과 유체 속도(u)로써 Reynolds 수를 아래와 같이 재정의해야 한다.

Re =
ρVsd p
μ

= 
ρεu
1-ε
ε
Dh

μ
=(1-ε)Re h

MARS-GCR에서는 실제 냉각재 유속과 수력 직경으로 표시되는 Reh를 계산할 수 있으므

로 위 관계식을 이용하여 Ψ을 계산할 수 있다. 사용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MARS-GCR의 

입력에서는 수력 직경 대신 페블 직경을 사용하도록 하 다.

(나) 코드 검증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MARS-GCR는 기존 경수로 및 중수로 해석용 안전해석 코드인 

MARS 코드를 가스로에 적용시키기 위해 각종 모델을 추가한 코드이다. 따라서 추가된 모델

에 대한 개별적인 코드 해석 능력 검증은 참고문헌 [3.1-002], [3.1-004], [3.1-005], [3.1-123] 

및 [3.1-124]에 나타나 있듯이 기존 코드 계산 결과 및 실험결과와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보임

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노형 선정 평가를 위한 PMR 및 PBR의 정상상태 및 고압열전도사

고 해석을 통하여 MARS-GCR 코드가 고온가스로 해석에 적합함을 확인하 다[3.1-125].

그러나 MARS-GCR에서는 고온가스로에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다차원 열전도 모델

이 아직 완벽히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본 모델에 대한 개발 및 검증이 반드시 요구된다. 

이러한 모델 개발 및 검증은 국제 공동 연구와 같은 체계적인 단계를 거쳐 이루어질 예정이다. 

현재 고온가스로 해석을 위해 MARS-GCR에서 참여하고 있는 국제공동연구는 OECD 노심 / 

열수력 연계계산 문제인데, 여기서는 MASTER 코드와 연계하여  PBMR에서의 반응도 주입사

고 및 ATWS 사고에 대한 개념문제를 수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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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기유입사고 해석코드, GAMMA

GAMMA 코드는 공기유입사고시 분자확산 및 흑연산화 반응을 분석할 수 있도록 개발된 

다차원 열유체분석 코드이다. GAMMA 코드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일차원/다차원 유체 지배방정식: 연속방정식, 운동량보존식, 에너지보존식, 화학종 보존

식(He, N₂, O₂, CO, CO₂, H₂O, H₂, Air, ...)

- 수치 해법: semi-implicit 1st-order upwind scheme, ICE matrix reduction technique, 

staggered mesh, multi-block grid structure

- 분자 확산 및 흑연 산화등의 화학 반응

- 일차원/다차원 열전도 방정식

- 복사 열전달 (회체-확산 근사법)

- 다공 매질(porous media) 모델

- 실체 기체에 대한 상태방정식 및 물성치

- 제어 및 부품 모델(노심 점동특성, 펌프 혹은 순환기, 밸브, 열교환기등)

- 압력 강하, 열전달 등의 열유체 모델

본 절에서는 GAMMA 코드의 초기 버전[3.1-019]에 추가되거나 개선된 내용을 기술한다.

(가) 해석모델 개발

① 실제 혼합기체 대한 물성치 및 상태방정식

GAMMA 코드의 초기 버전에서는 기체 물성치와 상태방정식이 이상기체에 대해서만 고려

되어 있다. 이상기체 가정은 저압 역에서만 적용 가능하므로, 실제기체 거동까지 GAMMA 

코드의 분석 성능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기체 물성치(점성, 열전도도)의 경우 Chung[3.1-019]

과 TRAPP(Transport Property Prediction) 모델[3.1-111]을 추가하 다. Chung 모델은 기본적

으로 kinetic theory로부터 유도된 Chapman-Enskog 식을 이용하며, 도가 높은 역에 대해

서는 실험적 수정인자를 곱해주는 방식을 취한다. TRAPP 모델은 주어진 reduced 온도와 압력

하에서 이상기체 거동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체 특성의 정도가 모든 유체에 대해 같다는 

Corresponding States method에 근거한다. 혼합 기체를 다룰 때, Chung 모델의 경우 계산 실

패가 발생하는 반면, TRAPP 모델은 NIST[3.1-112]에서 채택하는 방식으로 계산이 안정적이

다.

엔탈피와 엔트로피를 포함한 실제기체에 대한 상태방정식으로는 해석적 모델과 비해석적 

모델이 있다. 비해석적 모델[3.1-113]로는 Pitzer 상관식과 BWR 모델을, 해석적 모델[3.1-111]

로는 Van der Waals와 Soave-Redlich-Kwong와 Peng-Robinson 모델을 추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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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Kesler의 BWR 모델은 NIST에서 채택하는 방식으로 정확도가 높으나, 비해석적 방식이므

로 화학종 보존식을 풀 때 필요한 질량분율에 대한 도함수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공기유입사

고와 같이 화학종 각각의 거동을 다룰 때는 Soave-Redlich-Kwong나 Peng-Robinson 모델을 

사용해야 한다.

② 일반화된 열전달 모델

GAMMA 코드의 대류 열전달 모델은 참고문헌[3.1-108]을 참조로 해서 구성하 으며, 표 

3.1.4-?에 기술한다. 강제 대류와 자연 대류사이의 Mixed 역에서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

는 유동이 진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③ 노심 열전도 모델 개선

GAMMA 코드의 초기 버전에서는 노심 온도를 구할 때 노심을 다공매질로 가정하고 다차

원 열전도 보존식을 적용하 다. 다음으로 핵연료 온도를 구하는데 1차원 열전도 방정식을 양

해적(explict)으로 풀거나 정상상태 관계식을 사용하 다. 이러한 방식을 개선하고 특히 과도 

계산시 보다 엄 한 온도 계산을 위해 노심 다차원 열전도 방정식과 핵연료 1차원 열전도 방

정식을 음해적(implicit)으로 연계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우선 핵연료에 대한 1차원 열전도 방정식을 차분화하고 역행렬을 취하여 핵연료 외면온도

(To)와 노심내 흑연 온도(Tp)사이의 대한 관계식을 얻는다.

1 1
kji kji

n n
o skji okji pT b b T+ += −

위 식을 아래의 차분화된 노심 다차원 열전도 방정식에 대입하여 풀면 핵연료내 온도분포

와 노심내 다차원 온도분포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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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열교환기 모델

열교환기 모델은 시스템을 node-link로 모델할 때 계산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보완하고 냉

각기와 같은 부품을 보다 쉽게 모델할 수 있게 한다. 열교환기의 일차측(p)과 튜브(w)와 냉각

기측(s)에 대한 mesh를 아래와 같이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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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1i-1

i i+1i-1 p

w

s

이때 튜브와 냉각기측에 대한 에너지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 ( ) ( )siwisisiwipipi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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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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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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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들을 차분화하여 Ts를 소거한 다음, 역행렬을 취해 튜브 온도와 일차측 온도사이의 

관계식을 얻는다. 

wi ik k ik pk
k k

T A b D T= +∑ ∑
따라서 일차측 에너지방정식과 음해적으로 연계되는 항은 다음과 같이 된다.

( ) ( )' '
i pi pi wi pi pi pi ik ik pk

k

Q U A T T U A D Tδ δ= − + −∑
냉각기측 입구에서의 유량과 온도와 압력이 주어지면 총괄 열전달계수와 냉각기측 압력분

포가 결정된다. 

2

22i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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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ln /1 1 o i av

c

r r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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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코드 검증

2000년 4월 건설 완공된 10 MWth 급 페블형 시험로인 중국의 HTR-10 원자로[3.1-114]는 

다양한 가동 인허가 시험이 수행되었으며, GAMMA 코드 검증 계산의 일환으로 HTR-10 원자

로 정상 상태 초기 노심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예비 열수력 해석[3.1-115]을 수행하 다. 

GAMMA 코드의 입력 자료로서 HTR-10 원자로의 유체 계통 모델, 고체 벽면 모델, 복사 열

전달 모델 및 각 부품의 물성치 자료를 생산[3.1-116]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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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MWth 전출력 초기 노심 정상상태에서 원자로 입구 총유량 4.32 kg/s, 입구 온도 250 

℃, 입구 압력 3 MPa, 출구 압력 2.992 MPa 및 RCCS 물 냉각튜브의 온도 50℃ 경계조건을 

사용하여 온도 및 유동장 분포를 계산하고 22개 원자로 고정 계측 위치에서 측정된 온도 자료

[3.1-117]와 비교하 다. 실제 원자로 내부 고체 블록 사이에는 헬륨 가스의 누수가 발생 가능

한 틈새가 많으며 각 유로에서 갈라지는 우회 유량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누수를 고려하지 않

고 우회 유량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설정된 각 유체 블록 사이에 대한 정확한 기하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유동 저항에 상세한 입력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본 계산에서는 주요 노심 유량 및 

우회 유량을 표 3.1.4-?과 같이 가정하여 사용하 다. 전체 유량 중에서 2%의 제어봉 채널 유

량과 87%의 노심 유량이 유입되는 것은 참고문헌 [3.1-117]의 가정과 동일하며 원자로 하부에

서 핵연료 방출관으로 약 1%의 유량이 흐르는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본 계산에서는 이를 따로 

고려하지 않았다. 나머지 11% 유량 중에서 9.2%는 원자로 하부 carbon brick 사이 gap 

leaking 지역에서 출구플레넘으로 유입되고 1.8%는 원자로 하부 지역 수직 환형 유로에서 노

심 냉각에 기여하지 못하고 출구 경계로 바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가정하 다.

계산 결과로서 페블노심 벽면의 온도는 노심 상부에서 최소 358 ℃이며 노심 중앙 하부에

서 반경 0.45 m 지역이 829 ℃ 이상 고온 지역이 되며 최대 온도 897 ℃ 가 되었다. 반경 방

향과 축방향으로 멀어질수록 온도는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RPV의 최대 온

도는 230 ℃ 이며 핵연료 최대 평균 온도와 최대 TRISO 중심 온도는 각각 907 ℃ 및 929 ℃ 

로 계산되었는데 이는 핵연료 온도 한계치 1230 ℃ 보다 낮았다. GAMMA 코드 계산 결과와 

온도 측정 자료를 비교한 결과로서 상부 및 측면 반사체 지역에서는 서로 매우 근사한 값을 

보여주었지만 노심 출구 하부반사체 지역에서 오차가 큰 자료가 많았으며 일부 측정 자료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값이 제시되어 있어 향후 자료의 재검토가 요구되었다. 그림 3.1.4-?에서는 

22개의 온도 측정 자료에 대한 GAMMA 코드 계산 결과의 예측 오차를 보여주는데 예측 오차

가 20% 미만인 것은 15개이며 이 중에서 10% 미만으로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한 것은 6개 자

료로 나타났다. 향후 보다 정확한 GAMMA 코드 계산을 위해 원추형 노심 모델 사용, 핵연료 

방출관 지역의 열원 및 유체 블록 설정, 하부반사체 지역의 형상 모델 개선 등을 제안하 다.

표 3.1.4-47 GAMMA의 대류 열전달 모델

Regime Laminar Transition Turbulent

Forced
Nu=4.364  (heating)

Nu=3.657  (cooling)

Interpolation between hlam and 
htur (2300 < Re < 5000)

Modified D-B

Transition 
Criterion Aicher (Ra

1/3
/(Re

0.8
Pr

0.4
) > 0.05

Mixed Nu=(Nuforced
3
+Nufree

3
)
1/3

Transition 
Criterion Aicher > 0.2 & Burmeister (Gr/Re

2
) > 1.0

Free Churchill-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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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48 HTR-10 원자로의 노심 유량 및 우회 유량

Item Unit value Comments

Inlet flow rate kg/s 4.32
= RCFR

(The Rated Coolant Flow Rate)

Effective core cooling flow 

rate
kg/s 3.7584 = RCFR × 87%

Fuel discharging tube 

cooling flow rate
kg/s 0.0

Not considered

(but, a 1% of RCFR is 

expected)

Bypass leakagefrom annular 

flow path to bottom carbon 

brick

kg/s 0.39744 = RCFR × 9.2%

Control rod channel cooling 

flow rate
kg/s 0.0864 = RCFR × 2%

Non-effective core cooling 

flow rate
kg/s 0.07776 = RCFR × 1.8%

그림 3.1.4-94 측정값과 계산값사이의 예측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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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핵분열생성물수송 해석코드, MIDAS

 

(가) 해석모델 개발

고온 가스로에서의 핵분열 생성물의 외부 방출은 고온가스로의 두 가지 중요한 특성으로 

인해 가상사고시 그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첫째는 실험 결과에 의하

면, 핵연료 자체의 손상이 약 1800 K 이상에서 수% 발생된 이후 약 2400 K에 도달 되서야 대

부분의 핵연료가 손상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서 핵연료의 손상 온도가 충분히 높고 또한 내부

에서 생성된 핵분열 생성물도 둘러싸고 있는 다중 피복 방벽 하에 폐되어있기 때문에 핵분

열 생성물 가스가 다중 피복층 (PyC, SiC)들을 통과, 냉각계통에 침투하여 궁극적으로 외부로 

까지 방출되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둘째는 붕괴열에 대한 피동 냉각 개념 적용으로 고온가

스로의 대표적인 사고인 공기 유입사고 가정시 에도 TRISO 핵연료 입자가 손상 온도인 

1800K 까지 과열되지 않는 것으로 예측되어 핵분열 생성물의 방출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낮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핵분열 생성물 방출을 가상할 경우, 방출 과정

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핵연료로부터 방출된 핵분열 생성물은 냉각 계통 내 유로를 따라서 가스나 에어로졸 형태

로 이송되며 가스 상태일 경우 에어로졸이나 구조물 표면에 응축되며, 에어로졸은 표면에 가스

가 응축되거나 에어로졸들 간에 충돌에 의해 뭉쳐지는 현상으로 에어로졸 입자들의 크기가 점

진적으로 증가되어 마침내 입자 크기가 한계질량 까지 성장한 경우 중력에 의해 낙하된다. 또

한 이송되는 에어로졸 군이 저온 벽면을 만날 경우, 냉각 유체와 저온 벽면사이에 온도 기울기

로 특히 저온 벽면 가까이 부유, 이동 중인 핵분열 생성물 입자에 주위 냉각 가스의 열운동 에

너지 차이에 의해 미치는 운동량 변화로 핵분열 생성물 입자가 고온 지역에서 저온 지역으로 

이동하게 하는 힘이 가해져서 궁극적으로 저온 벽면에 에어로졸 입자가 충돌, 부착하여 제거되

는 열 동 현상을 겪게된다. 이같은 제거 과정후 격납건물에 도달된 에어로졸이나 가스 핵분열 

생성물은 대기로 방출될 수 있는 선원항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온가스로에서 핵분열 생성물 거동을 모의하기 위해 필요한 현상은 크게 세가지

로 첫째 TRISO 핵연료로 부터의 핵분열 생성물 방출 거동, 두 번째는 방출된 핵분열 생성물 

및 흑연 반사체 물질의 에어로졸 거동 그리고 마지막 세번째는 핵분열 생성물을 포함 발생 에

어로졸 및 가스의 제거관련 거동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세가지 필요 현상과 관

련하여 PWR에서 적용하여 오던 모델들을 고온 가스로 관점에서 검토하 다.

① 핵연료로 부터의 핵분열생성물 방출 모델

방출 거동을 예측하기 위해 적용 가능한 모델은 기존 PWR 원전 해석에서 적용하고 있는 

핵분열 생성물 방출 모델인 CORSOR형 모델이나 PWR 핵연료 grain내에서의 Cs 핵분열 생성

물 확산을 고려한 Booth 모델을 고온 가스로 특성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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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가스로 경우 PWR과는 다르게 핵연료내 grain 경계면 까지 방출후 피복관이 파열되면 바

로 냉각계통으로 방출되는 개념이 아닌 만큼, 고온가스로 핵연료의 특성과 다중 피복 방벽에 

의한 핵분열 생성물 방출 억제 현상들을 잘 고려하여, 모델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  CORSOR 모델

CORSOR모델 에서는 핵연료로 부터의 방출은 사고 모의 시작시 핵연료내 존재하는 16개 

class내 모든 원소들의 총 초기질량을 기준으로 계산 시간 간격내에서 방출 분율을 Arrhenius 

형태의 온도에 따른 함수로 모의하며, 각 원소별 초기 재고량을 기준으로한 방출 분율을 나타

내는 식은 아래와 같다.

ḟ=Ae (BT)

단  ḟ  = 초기재고량 기준 방출율 [1/min]

A, B = 실험에 의한 결정상수 

T = 핵연료 온도 [K]

Arrhenius 함수내 각 상수 값들은 사용자가 지정한 온도값에 따른 구간 별로 다른 상수 

값들을 적용하여 각 대표 원소의 방출양을 모의한다. 이 식의 장점은 고온가스로용 핵연료에 

대해 실험을 통해 A, B 값이 결정되면 코드내 모델 적용이 매우 용이 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단점은 핵연료로 부터의 핵분열생성물 방출이 핵연료 특성, 계통내 압력이나 이송 유체내 H/O 

의 비 등과 같은 외부적조건 그리고 핵연료 용융이나 재배치와 같은 기하학적 손상시 방출 과

정들을 단지 온도 함수만으로 예측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많다는 점이다.

- CORSOR-Booth 모델

이 모델은 Cs 원소에 대해서 실험을 통해 결정된 온도의 함수로 구해진 핵연료 내부에서

의 등가 확산 계수값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D=D oe
(-Q/RT)

단  Q= activation 에너지

R= 가스 상수 

핵연료내 grain 모양을 구형으로 가정하고 grain 중심으로부터 grain 표면까지 핵분열생성

물 가스 확산방정식을 구성한 후, 모든 grain 표면 경계조건을 핵분열 생성물 가스 농도 값을 

제로로 가정하 다. 이는 grain 표면에 확산된 핵분열 생성물 가스는 모든 grain표면 가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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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들 간에 상호 연결을 가정, 즉시 간극으로 이송되는 것을 의미한다. Grain 내부에서의 확산

을 모의하는 기본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u
∂t
=D
∂2u

∂r
2

위식을 이용하여 핵연료로 부터 간극내 도달된 시간 t에서의 Cs 방출 분율은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f=6
D
'
t
π
-3D

'
t 단 D

'
t <

1

π
2

f=1-
6

π
2 exp(-π

2
D
'
t) 단 D

'
t> ←─→

1

π
2

위식에서 D't=Dt/a2 을 나타내며, a 는 구형 grain 에 대한 등가 반경을 나타낸다.  위의 

식을 이용하여 grain으로 부터의 시간 t와 t+△t 시간 동안 Cs의 방출율은 아래와 같다. F는 

grain내 남아있는 Cs 의 분율, V는 핵연료 부피, ρ 는 핵연료내 몰 도이다.

R cṡ=
[f(∑D '△t) t+△t-f(∑D '△t) t]Vρ

F△t

 이곳에서부터 냉각 계통으로 방출은 질량전달에 의해 제한 되도록 모의하 다. 즉 핵연료

로부터 냉각계통으로의 질량전달과 열전달간 유사관계를 이용, 임의 핵종의 냉각계통으로 이송

율을 아래와 같이 구한다. 

1

mk̇
=

D fuelRT

AfuelΝuDk,gasP k,eq

단  D fuel  = 핵연료 pellet 직경

A fuel
 = 핵연료봉과 유체 접촉 면적

D k,gas= 가스내 k핵종 확산성

P k,gas  = 온도 T에서 핵종 k의 평형증기압

그런데 방출된 총 핵분열 생성물은 핵연료 피복관으로 부터 일차계통으로 확산과 위에서 

언급한 질량 이송 방식으로 전달되게 된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여 피복관으로 부터 일차계통의

로의 Cs 핵종의 확산양은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DIFFcs=[
1

Rcṡ
-
1

mcṡ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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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 이외 핵종의 확산양은 Cs 에 대한 양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자가 입력을 통해 지정한 

증배 계수값(Sk)을 이용하여 기타 핵종들의 각 방출양을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DIFF k=DIFF csS k

따라서 결과적으로 임의 핵종 k 에 대한 일차 계통으로의 방출양은 아래와 같은 식으로 

유도될 수 있다:

( ṁ) tot,k=
1

(
1

DIFFk
+
1

mk̇ )

최종적으로 일차계통 조건을 고려한 궁극적인 핵분열 생성물 핵종 k의 재고량에 대한 방

출 분율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 ḟ) k=
( ṁ) tot,k
ρV [F-

P k,bulk
P k,eq ]

② 에어로졸 동적 거동 모델

고온가스로 경우 예상되는 에어로졸 발생원은 핵연료 손상에 의한 핵분열 생성물 방출물

이나 공기 유입 사고시 산화 반응에 의한 반사체 물질 흑연이나 구조물이 에어로졸화될 수 있

다. 이같은 물질에 의해 발생되는 에어로졸 거동중 관심 사항은 에어로졸의 시간에 따른 질량, 

구성성분 및 공간내 분포이다. 이 연구에서는 고온가스로에서 적용 가능한 MAEROS코드의 모

델을 검토하 다.  

MAEROS 모델에서는 전체 에어로졸 질량을 m 개의 연속적인 임의 입자 크기 군들로 구

분하며, 시간에 따른 특정 입자군 크기 ℓ 내에 특정 물질 k의 단위 체적당 에어로졸의 질량 변

화율을 이 질량 변화를 발생시키는 각 기구(mechanism)들을 조합, 아래와 같은 기본 방정식을 

사용한다:

dQℓ,k

dt
=
1

2
∑
ℓ-1

i=1
∑
ℓ-1

j=1
[
1a
β i,j,ℓQ j,kQ i+

1b
β i,j,ℓQ i,kQ j]

- ∑
ℓ-1

i=1
[
2a
β i,ℓQ iQℓ,k-

2b
β i,ℓQℓQ i,k]

-←→
1

2
3
β ℓ,ℓQℓQℓ,k-Qℓ,k ∑

m

i=ℓ+1

4
β i,ℓQ i+

1
Gℓ,kQℓ

-∑
Na

i=1
[
2
Gℓ,kQℓ,k-

2
Gℓ±iQℓ±k]+

3
Gℓ±kQℓ±1+Sℓ,k -Rℓ,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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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에어로졸 거동을 추적할 수 있는 방정식의 각 항별 계수가 나타내는 주현상 및 세부 

현상들은 각각 다음과 같다:

β     :  입자간 뭉침(agglomeration 또는 Coagulation) 계수  [㎥/s-kg]

1aβi,j,ℓ :  j 입자가 i 입자와 뭉쳐서  ℓ 입자를 형성할 때, 입자크기 j 내 물질 k 가 입자크

기 ℓ내 물질 k 로 이동하는 계수

1bβi,j,ℓ :  i 입자가 j 입자와 뭉쳐서  ℓ 입자를 형성할 때, 입자크기 i 내 물질 k 가 입자크

기 ℓ내 물질 k 로 이동하는 계수

2aβi,ℓ  :  ℓ 내 입자와 뭉친 i 입자로부터 ℓ내 물질 k 제거 계수

2bβi,ℓ  :  ℓ 내 입자와 뭉친 i 입자 및 ℓ내 남아있는 입자로, ℓ내 물질 k 증가 계수

3βℓ,ℓ  :   ℓ 내 두 입자가 뭉쳐서 발생된 입자가 ℓ보다 큰 입자 군으로 형성됨으로서, ℓ 내 

물질 k 제거 계수

4βi,ℓ  :   i > ℓ 일 경우, i 내 입자와 뭉친 ℓ내 입자에 의해서 ℓ내 물질 k 의 제거 계수

G   :  가스/입자간 전환항 [1/s]

1Gℓ,k :  해당 입자 크기내 입자에 물질 k 가 응축(제거)함에 따라 ℓ내 물질 k의 증가(제

거)

2Gℓ,j :  물질 i의 ℓ내 입자 응축(증발)으로 ℓ에서 입자크기 ℓ±1로 기존 물질 k 이동 계수

2Gℓ±1,j  : 물질 i의 ℓ±1내 입자응축(응축)으로 ℓ±1에서 입자 크기 ℓ로 기존 물질 k 이동 

계수

3G ℓ±1,k
 : ℓ±1 내 입자쪽으로(부터) 물질 i의 응축(증발)에 의해서 ℓ±1에서 ℓ로 물질 k의 

변화 질량의 이송 계수

S = 발생원 [kg/㎥-s]

R = 부착 제거항 [kg/㎥-s]

위의 방정식은 Runge-Kutta 방법을 적용하여 해를 구한다 그러나 변화율이 작을 경우는 

단순히 Euler 방법으로 해를 구해서 결과적으로 특정 모의 공간내 에어로졸의 시간별 질량과 

입자크기 변화 및 구성 성분을 추적한다.

③ 부유 에어로졸의 부착 제거관련 거동 모델

고온가스로 경우 기존 PWR 원전 경우와 다르게 냉각수로서 물을 사용하지 않기때문에 

PWR 원전 경우처럼 에어로졸 거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물의 응축이나 수증기의 응축에 

의한 확산 동 및 물 용해성이 높은 핵분열 생성물 가스가 에어로졸 표면에 응축되어 부유 

에어로졸 중력 낙하를 가속시키는 소위 hygroscopic 현상들이 제외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에어로졸 모델중 고온 가스로 경우 적용이 예상되는 중력낙하, 브라운 운동, 열 동 모델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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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

- 중력 부착

중력 낙하 부착은 격납건물내 부착 제거 현상들중 가장 주요한 부착 제거 방식중 하나이

다. 이 중력 낙하 효과는 대기를 위로 바라 보는 바닥면 일 경우 적용되며, 천장 경우는 반대 

효과로 적용된다. 벽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가정 한다. 이 중력 낙하 효과의 정량화

는 먼저 중력 낙하 속도를 아래와 같이 계산한 후, 해당 공간내 바닥 표면적과 계산시간 dt를 

이용, 모의 대상 공간내 균일 분포된 에어로졸의 부착양을 결정한다. 

Vgrav=
d2pρ pgCm
18μχ

단  dp = 입자직경 [m]

ρp = 입자 도 [kg/㎥]

g  = 중력가속도 9.8 [m/s2]

Cm = 입자 이동성 (cunningham slip 인자) = 1+
2λ
d p
[F slip+0.4 exp(-1.1d p/2λ)]

λ= 298K에서 공기 평균자유행로(0.069x10
-6
m)

Fslip = slip 인자

μ = 298K에서 공기 점성도 (1.8x10
5
 N-s/㎡)

χ  = 동적 형태 인자

- 브라운 확산

브라운 확산 거동은 부유 에어로졸의 위치별 농도 차이에 의한 부착 발생 현상을 나타내

기 위한 것이다. 브라운 확산 속도에 의한 부착양은 3.1절 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정량화 한다. 

단 부착 가능면은 바닥, 천정 그라고 벽등 모두이다. 

V diff=
σTC m
3πμχd pΔ

단 σ = 볼츠만상수 (1.38x10-23  J/s-㎡-k4)

T = 대기온도 (K)

Δ  = 사용자 지정 확산경계층 두께 (10
-5
 m)

- 열 동

에어로졸 군이 저온 벽면(예 PWR 경우, 증기발생기 세과)을 만날 경우, 저온 벽면 가까이 

유체와 벽면간 급격한 온도 기울기로, 저온 벽면 가까이 이동 중인 핵분열생성물 입자 주위 유

체의 열운동 에너지 차이로 인해 입자에 미치는 운동량 변화로 핵분열 생성물 입자가 고온에



- 286 -

서 저온 지역으로 이동하게 하는 힘이 가해져서 궁극적으로 저온 벽면에 입자가 충돌, 부착, 

제거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때도 역시 등가 열 동 속도를 아래와 같이 모의하여 궁극적으로 

열 동에 의한 부착양은 3.1절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구한다. 열 동 속도를 계산하는 식은 조

건에 따라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최신 모델인 Brock 모델에 의한 열 동 속도는 아래와 같

다.

V thermo=
3μC m(C tKn+K gas/K p)

2χρ gasT(1+3F slipKn)(1+2C tKn+K gas/K p)
∇T

  

단  Kn = 뉴센 수 (2 λ/dp)

Kgas/K p  = 가스와 입자간 열전도도의 비

∇T = 표면 온도 기울기 [K/m] = -
q ''

Kair  

q''= 표면에서의 열속

T = 벽면 온도 [K]

Ct  = 열조화 상수 

  

(나) 코드 검증

격납건물내 에어로졸 거동 관련 실험은 DEMONA, VANAM 그리고 KAEVER 실험이 있

었다. 1983년부터 1986년 까지 수행된 DEMONA 실험은 약 640㎥ 부피의 대형 BMC (Battelle 

Model Containment)에서 주석 산화물, 철산화물 그리고 은과 철및 주석 산화물로 구성된 에어

로졸을 발생, 수증기와 주입시켜 상대습도와 응축율에 따른 에어로졸 거동을 연구하 고 또한 

1990년부터 1992년까지 BMC에서 수행된 VANAM 실험은 현실적인 열수력 조건하에서 다중 

구역화가 에어로졸 거동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 다. VANAM 실험은 이전 DEMONA 실험

과 달리 용해성 및 비용해성 에어로졸을 사용하 다. 한편 1991년부터 1996년 까지 수행된 

KAEVER 실험 경우, 상대습도에 따른 용해성(CsOH, CsI) 및 비용해성 입자(Ag, SnO₂)의 부

착 거동을 모의하 다. 그러나 이 실험들은 에어로졸을 임의로 발생시켜 모의 공간내 주입시킨 

실험들이었으며, 노심 손상 과정과 연동되어 실제 중대사고와 유사한 조건하에서 각 현상들을 

측정한 Phebus FPT-1과 같은 실험은 아니었다.

이 연구에서는 FPT-1 실험중 세번째 단계인 격납건물 현상에 대하여, 앞에서 설명한 모

델들을 포함하고 있는 중대사고 해석코드 MIDAS를 적용, 소개한 에어로졸 관련 모델들의 모

의능력 평가를 수행하 다. 주요 수행결과는 아래와 같다.

① 모의 결과 

- 에어로졸 농도, 평균 입자직경 및 입자 크기별 분포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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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95 제어봉 물질 방출 따른 용기내 에어로졸 질량

그림 3.1.4-96 제어봉 물질 방출 따른 입자크기 변화

그림 3.1.4-97 제어봉 물질 방출 고려시 입자 표준편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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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형 가스루프 설계 

가. 소형가스루프 개요 

수소생산로로 적합한 VHTR(Very High Temperature Gas Cooled Reactor)은 수1소생산

모듈로 열을 전달하는 중간루프가 있다. 이 중간루프와 수소생산모듈사이에 공정열교환기 

(PHE: Process Heat Exchanger)가 있으며 이 장치에서 SO₃가스가 850 °C의 고온이 되면 고

온상태에서 SO₂와 O₂로 분리된다. SO₃분해기라고도 부르는 PHE는 950°C의 고온뿐만 아

니라 VHTR과 수소생산모듈사이에 형성되는 4MPa 이상의 큰 압력차도 감당하여야 한다. 수

소생산모듈은 금속을 잘 부식시키는 황산과 SO₃ 가 있어서 PHE재질은 황산에 부식되지 않

는 재료가 요구된다. 이러한 고온, 고압력차 및 부식 환경에 적용 가능한 PHE가 현재까지 개

발된 예가 아직 없어, 수소생산용 PHE 개발이 수소생산원자로 실현을 위한 주요요소기술 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국내외 PHE 개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세라믹재료로 PHE를 개발하는 것으로 세라믹의 우수한 부식 및 열적 특성을 이용하고 

기계적인 파손문제를 극복하는데 주력하는 연구이다. 다른 하나는 금속열교환기에 코팅기술을 

접목하는 것으로, 부식이 일어나는 PHE 열전달 표면에 세라믹코팅을 하여 부식을 차단하는 연

구이다.  세라믹 코팅방법은 CVD (chemical void deposition), 이온빔혼합 등 여러 가지 다양

한 방법이 있으나 기본모재가 금속이므로, 이 기술은 VHTR 운전압력에서는 900°C 이상 적용

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연구들은 현재 모두 개념적인 설계만 진행된 것으로 실용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

형 PHE를 만들어 실제 원자로 운전조건상태에서 기계적인 건전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절실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10∼20 kW급 소형 PHE 검증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소형가스

실험루프를 설계 하 다. 설계한 루프는 온도 950°C 압력 6MPa 인 원자로조건을 구현할 수 

있으며, 이 루프를 활용하여 현재 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 중에 있는 여러 가지 설계개념의 

PHE를 차기연도부터 시험하고 검증하는 도구로 활용할 예정이다. 

나. 일차계통 설계

소형가스실험루프의 일차계통은 그림 3.1.5-?과 같이 가스순환기, 가스온도를 500°C 까지 

올리는 예열기(pre-heater), 가스온도를 1000°C 까지 올리는 고온가열기(main heater), 고온가

스덕트 (hot gas duct), 시험을 위한 공정열교환기(PHE), 열교환기(heat exchanger), 냉각기

(cooler), 가압기(pressurizer), 가스공급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실험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온

도, 압력, 유량 세 가지 인자를 조절할 수 있도록 부가적인 장비의 도움이 필요하다. 온도는 예

열기와 주가열기의 전력을 SCR으로 조정하여 변화를 주고, 압력은 가스공급장치와 연결한 축

압기와 압력조정기를 활용하여 루프의 운전 중에 시스템압력조절 기능을 수행한다. 유량은 가

스순환기의 인버터와 스로틀밸브, 유량 바이패스밸브 등 세 가지의 장치를 유기적으로 연계하

여 실험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유량조건을 조절한다. 일차계통의 설계 조건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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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동유체  질소 또는 헬륨

○ 설계 온도/압력  1000 °C / 6 MPa

○ 설계 유량    2.0  kg/min

(1) 기계설계 요구조건

소형가스루프의 구조물은 루프의 열 및 유체역학적인 설계에 지대한 향을 주므로 이 두 

가지 인자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소형가스루프의  기계적인 요구조건을 얻어내기 위하여 유

체유발진동, 소음유발진동 및 열응력해석 등 세 가지 요소들을 점검하 다.  

(가) 유체유발진동 

가열봉, 열교환기의 봉, 가열기의 내부단열키트, 고온가스덕트 등은 고속의 질소나 헬륨이 

흘러가면서 유체유발진동을 야기 시킬 수 있다. 이 유동은 유연하게 지지된 구조물에 진동을 

유발시켜 파손을 일으키는데, Whiling 불안전성은 열교환기나 가열기에 형성된 봉다발 형태에

서 실질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유체유발진동 발생 기구이다. Whiling 불안전성이 시작되는 가스

의 등가속도(reduced velocity)는 다음과 같다 [3.1-118].

22
D
mK

fD
UCritical

ρ
πζ=

(3.1.5-1) 

이 식은 준정상상태 해석에 기초한 것으로 등가속도( fDUCritical / )가 와류발산공진 (vortex 

shedding resonance) 이상인 역에서 유휴하다.

(나) 소음진동

음파는 탄성체에서 전파되는 파동으로, 탄성체를 이루고 있는 질점들이 압축되었다가 팽창

되었다가 하면서 전파된다. 장치와 장치간에 연결된 배관이나 루프 중간 중간에 있는 공동

(cavity)은 소음진동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이 소음진동으로 가열기나 열교환기 내벽에 설치

한 단열키트의 판을 손상시키거나 고온가스덕트의 내부 구조물을 파괴시킬 수 있다. 저압 및 

고온 가스 중에서의 음속은 다음과 같이 온도에 대한 관계식을 갖는다 [3.1-119].

M
T

S
ℜ

=
γυ

, (3.1.5-2) 

  여기서 γ 는 정압 및 정적 조건에서 구한 비열의 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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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열응력 

고온의 가스분위기가 금속 구조물에 인가되면 금속재료의 열팽창으로 열응력이 발생한다. 

만약 온도가 균일하게 구조물에 인가되고 구조물의 열팽창을 방해하지 않으면 열응력이 구조

물에 미치는 향은 없다. 열응력은 구조물의 열팽창을 억제하는 주변 구조물의 접촉부분에서 

발생하거나, 구조물 내부의 비균일 온도분포로 인하여 발생한다. 다양한 응력발생요인 중에서 

비교적 중요도가 낮아 이차응력으로 분류하는 열응력은 단지 제한적인 피로만을 발생시키므로, 

열응력의 허용응력한도는 내압이나 구부림에 의한 응력과 같은 일차응력의 허용응력한도보다 

상당히 크다. 보통 VHTR 재료로 사용하는 철강이나 니켈–크롬 합금은 450°C 이하의 온도조

건에서 크리프나 크리프효과를 무시한다.

(2) 주요장치설계

(가) 고온가열기 

고온가열기는 가스온도를 최대 1000°C까지 올려주어야 한다. 보통 금속가열기는 유체를 

900°C 이상 가열하는데 부적절하여, 이와 같은 고온 역에는 그라파이트 가열기를 사용한다. 

그라파이트 가열기는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자체온도가 최대 2500°C 이상까지 올라가도 망가

지지 않고 견딜 수 있기 때문이다. 고온가열기의 압력베셀은 고온단열키트로 내부를 단열한다. 

내부단열은 1000°C의 가스가 압력베셀을 열응력으로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아 준다. 내부단열

키트의 금속판 (liner)은 1000°C에 견딜 수 있는 슈퍼알로이를 사용하고, 가열기에서 방사하는 

복사열을 반사시켜주는 반사체 기능도 겸한다. 금속판과 베셀사이에 있는 단열재는 고온에 강

한 Kaowool 세라믹파이버이다.  

(나) 고온가스덕트 

고온가스덕트는 1000°C의 고온과 6MPa의 고압 환경에서 견디어야 하는 소형가스실험루프 

만의 고유한 구조물로 고온가열기와 공정열교환기 사이에 설치한다. 고온/고압에서 장시간 운

전할 수 있는 검증된 합금이 없어 내부단열키트를 고온가스덕트 내부에 두어 덕트의 열응력 

파손을 방지한다. 내부단열키트는 슈퍼알로이 라이너, Kaowool 단열재, 4세트의 스터드와 핀, 

그리고 지지대로 구성된다. 1000°C 가스에 노출된 라이너는 스터드와 핀으로 사방에서 지지되

고, 반경방향 열팽창 흡수를 위해 핀연결 홀을 핀보다 더욱 크게 내어 홀에서 열팽창을 흡수하

도록 설계한다. 수평방향 열팽창은 내부단열키트 와 키트 연결부분인 라이너 끝단에 슬립을 두

어 라이너의 열팽창을 흡수하도록 한다. 단열재 두께 설계에 필요한 고온단열키트의 유효열전

도도 (effective thermal conductivity)는 Kaowool 세라믹화이바 단열재의 열전도보다 크다. 이

유는 단열키트내에 지지를 위한 금속지지대와 단열재 안으로 스며든 고압의 헬륨 향으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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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차계통 설계

 

이차계통 작동유체인 SO₃는 기체 상태로 흐르고 있다. SO₃ 루프는 예열기, 열교환기, 

공정열교환기, 공기냉각기 및 집수조(collection tank)로 구성되어 있다. SO₃ 유량은 질량유량

계로 조절하고, SO₃는 예열기에서 300°C로부터 500°C까지 예열된다. SO₃ 가스는 PHE에서 

SO₂와 O₂로 분해된다. SO₂와 O₂ 그리고 미반응 SO₃는 공기냉각기에서 200°C로 냉각된

다. 혼합가스에 존재하는 SO₂와 SO₃는 대기로 방출되기 전에 제거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SO₂는 가스 세정기(scrubbing system)을 통하여 제거된다. SO₃는 집수조에 액체 상태로 수

집된다. SO₃는 45°C에서 증발하고 32°C(ß-SO₃의 경우)에서 응고하므로 집수조의 온도는 

32°C∼45°C로 유지되어야 한다. 적당한 온도범위가 유지되어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에만 

펌프를 이용하여 이송이 가능하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집수조의 온도가 45°C 보다 과도

하게 높이 올라가는 경우 SO₃ 증기압에 의해 폭발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도한 온도 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거나 탱크에 과압보호장치를 설치한다. 이차

게통의 설계조건은 다음과 같다. 

- 작동 유체   SO₂, O₂ 및 SO₃ 혼합기체

- 설계 온도  950  °C 

- 설계 압력  1.0  MPa.

- 설계 유량  1.0  kg/min

라. 측정 및 제어 

측정변수는 운전변수인 온도, 압력, 유량 과 이차측 PHE에서 생산되는 SO₂, O₂ 조성비

이다. 유량은 측정정확도가 ±0.5%로 매우 우수하면서, 고온/고압 (350°C / 12MPa) 환경에 적

용 할 수 있는 U-튜브 형 질량유량계를 선택하 다. 900°C 이상의 고온 측정은 측정정확도 및 

고온저항성을 고려하면 R-형 열전대가적합하다. 저온 역은 K형 열전대를 사용하는 것이 편

리하며 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 고온가스측정에 있어서 열전대는 열전대 표피의 자체복사열로 

인하여 측정의 정확도가 매우 낮아진다. 루프내 가스흐름에 열전대가 설치되어 있으면, 측정온

도는 열전대 표면의 전체 열균형으로 결정된다. 만일 가스온도가 주변의 벽면온도 보다 크면 

에너지는 대류를 통하여 열전대로 전달되고 열전대 자체는 복사열로 에너지가 주변 벽으로 해

소 된다 [3.1.5-122]. 

실험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온도, 압력, 유량 세 가지 인자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시

험대의 입구온도조건은 예열기와 주가열기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유지한다. 예열기와 주가열

기의 전력제어는 기본적으로 모두 SCR (Silicon controlled rectifier)를 활용한 PID 

(proportional-integral-differential) 자동제어방식을 채용하고 부가적으로 전위차계 

(potentiometer)를 설치하여 수동제어방식도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전력제어용 피드백온도는 예

열기의 경우 예열기 입구 온도이며, 주가열기의 경우 시험대인 PHE 입구온도이다. 일차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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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기와 PHE에서 큰 온도차가 발생하므로 운전 중에 압력변동 폭이 크다. 이를 제어할 수 

있도록 축압기(accumulator)를 설치한다. 축압기는 내부에 얇은 고무계통의 격막이 있어 이를 

통하여 공정제어측과 압력조절측을 물리적으로 유연하게 분리하여 주며, 압력변화를 흡수하고 

압력변동 폭을 을 줄여주는 기능을 갖는 유체기계이다. 인위적인 압력조절 방법은 축압기에 부

가적으로 고압의 질소탱크, 압력조정기, 질소방출밸브를 설치하고 요구되는 압력에 도달할 때

까지 압력조정기로 질소를 주입하거나 질소방출밸브로 질소를 배출하여 요구되는 압력을 맞춘

다. 유량은 가스순환기의 인버터와 스로틀밸브, 유량 바이패스밸브 등 세 가지의 장치가 실험

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유량조건을 손쉽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해준다.

마. 결과 및 논의 

루프에서 유체유발진동과 소음진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기계설계요건들은 식 

(3.1.5-1)과 (3.1.5-2)로 계산하여 표 3.1.5-?에 수록하 다. 주요장치들의 설계명세(design 

specifications)는 질소가스에 대하여 도출한 것을 소형가스루프 설계에 반 하 다. 유체유발진

동이나 소음진동이 루프의 가스가 헬륨가스인 경우보다 질소가스인 경우에 더욱 쉽게 발생하

는 것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이다 (표 3.1.5-? 참조).  즉, 질소가스를 사용할 경우 루프를 FIV와 

AV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등가속도와 음속은 헬륨을 순환유체로 사용할 경우보다 매우 작다. 

일부 장치는 매우 높은 온도에서 가동되기 때문에 압력베셀이 열응력으로 파괴되는 것을 막아

주는 내부 단열키트를 장착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금속재료의 온도가 650°C 이상 되는 역

에서는 응력자료가 충분치 않아 장치설계를 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가스의 온도가 650°C 

이상 높아지는 장치는 모두 내부 단열키트를 갖추도록 설계하 다. 단열재로 사용하는 

Kaowool은 단열성능이 매우 좋았지만 (Kaowool의 전도도: 0.2 W/mK), M. Hishida 등이 내부

단열키트의 단열성능을 실험해본 결과 단열키트의 유효전도도는 순수 Kaowool의 전도도보다 

약 2-3배 가량 크게 나타났다. 금속가열기는 유체를 900°C 이상 가열하는데 부적절하므로, 산

소가 없는 환경에서 자체온도가 2500°C 이상까지 올라가도 망가지지 않고 견딜 수 있기 때문

에 그라파이트 가열기는 소형가스실험장치의 주가열기로 매우 적절하다. 그라파이트 가열기에 

대한 자세한 명세를 표 3.1.5-2에 수록하 다. 시험대인 PHE 판은 이온빔혼합작업을 수행할 

진공챔버의 크기에  제한을 받는다 (현재 폭100mm 길이 200mm로 제작 중). 현 단계에서는, 

PHE 기하형상을 진공챔버 안에서 이온빔혼합이 용이한 printed-circuit-heat-exchanger 형태

로 설계 제작 중이다. PHE 샘플의 시험항목은 아래와 같다.

○ SO₃ 측 유로의 부식 저항성 시험

∼ 표면균열(crack) 또는 유로의 부식 및 표면 erosion 

∼ 확산접합이 표면코팅에 미치는 향 조사 및 접합틈새의 부식 여부 

○ 기계적인 건전성 시험

∼ 열 및 기계적인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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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관류계수 도출

∼ PHE 하우징성능 시험 (열손실 포함)

루프의 일차계통 압력강하량은 가스순환기 수두를 결정해주는 중요한 입력자료이다. 장치

별 압력강하량은 표 3.1.5-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나선형의 예열기(23KPa) 와 U자형 질량유량

계(18KPa)에서 압력 손실이 매우 커 전체압력강하량 (66KPa)의 60% 가량 차지하 다. 900°C 

이상의 고온측정은 R형 열전대가 적합하다. 금속피복재를 사용하는 열전대는 고온 역에서 자

체적인 복사로 인한 에너지손실로 측정오차가 커진다. 그러므로 정확한 가스온도측정을 위해서

는 열전대의 복사 손실양을 알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 주변벽면에서 추가적인 온도 측정이 필

요하다. SO₃이차측 설계의 핵심요소는 독성이 매우 강한 SO₂및 SO₃가 대기로 방출 되지 

않도록 장치를 구성하고 유출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안전장치를 갖추는 것이다. 집수기와 세정

기는 PHE를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SO₂및 SO₃를 채집하고 부산물인 산소를 대기로 방출시

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집수기에는 과압방지 장치를 설치하여 45°C 이상에서 폭발할 가능성이 

높은 SO₃로부터 집수기를 보호한다.

바. 결론 

수소생산로로 적합한 VHTR 운전조건(950°C / 6MPa)을 모의한 10∼20kW급 소형가스루

프를 설계하 다. 루프의 주요 용도는 원자로와 수소생산모듈 사이에 있는 공정열교환기의 부

식 및 기계적인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을 수행하기. 초고온 및 고압의 극단적인 조건

에서 필요한 부품들의 구성, 기계설계요건, 일차계통의 압력강하량, 주요부품의 설계요건 등을 

조사하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 다.

○ 초고온가스로 인한 루프구조물의 열응력 해소문제가 다른 기계적인 설계요소보다 우선

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 가스온도가 650°C 이상 예상되는 구조물은 내부단열키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 내부단열키트의 유효열전도도는 순수 단열재의 열전도도보다 매우 크다. 

○ 고온가스온도측정용 열전대는 자체의 복사열전달 손실로 인하여 측정오차가 매우 커질 

수 있다. 

○ 이차측은 독성이 매우 강한 SO₂및 SO₃가 대기로 방출 되지 않도록 집수기와 세정기

를 설치하고, 대기로 유출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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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1 일차계통 압력손실

Component Form Loss[Pa] Friction Loss[Pa]

Hot Gas Duct 2444 3960 10380

Process Heat Exchanger 84 45 3193

Heat Exchanger 84 45 2406

Cooler 35 31 322

Flow Meter 18000 0

Pre-heater 2614 2292 17740

Main Heater 211 278 0.3

Piping 0 455

Elbow 623 10

Glove Valve 635 0

Gate Valve 394 0

Loop Pressure Loss 31775 34506

Total Loop Pressure Loss 66281

표 3.1.5-2 일차계통 기계 및 열적 설계조건

항목 설계요구조건 

 FIV )/( fDU    <  30 for N2  (80 for He)

 AV U        <<  300m/s for N2  (1700m/s for He)

열응력

○ 내부 단열키트 설치 온도 GT   > 650 °C

○ 고온압력배관 연결부위는 벨로우즈를 설치하고 

단열키트의 라이너는 슬라이딩연결를 하여 열팽

창으로 인한 열응력 과다를 해소

고온 가열기
○ 가열기 출구 GT         >    1000 °C 

○ 가열기 최대 온도      <    1500 °C 

○ 압력용기 표면온도     <     100 °C 

고온가스덕트

○ 배관 외부 온도 T     <     300 °C          

○ 단위 미터당 열손실    <     1000 W/m

○ 유로 직경              >      12 mm

○ 내부단열키트 두께      >      27 mm

○ 배관 두께              >      11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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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1 10∼20 kW급 소형가스루프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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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페블노심의 다차원 온도 및 유동장 연구

페블형 원자로 (pebble bed reactor, PBR)는 수소생산을 위한 고온가스로의 후보노형의 하

나로, 블록형 핵연료를 사용하는 PMR (prismatic modular reactor)과 함께 경쟁적으로 비교 연

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계통해석코드의 보완 및 CFD 코드의 적용성을 검토하여 페블노

심에 대한 안전해석 기술기반의 확립에 기여하고, CFD 코드를 실제 PBR 설계현안에 적용함

으로써 최적설계방안을 도출하고, 노심내 열전달 메커니즘 분석을 통해 수소생산을 위한 PBR 

연구기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각 연

구는 독립적으로 수행되었다.

○Task-1 : 정상운전조건 해석을 위한 난류유동실험 및 난류모델 비교

○Task-2 : CFD 코드를 이용한 페블노심 국부 유동장 및 열전달 분석

○Task-3 : 사고유동실험 및 CFD 코드 적용성 평가

○Task-4 : 노심입구 역 및 상승채널 설계변수 민감도 분석

○Task-5 : 유효접촉열전달 모델의 실험적 도출

가. 난류유동실험 및 CFD 난류모델 비교 (Task-1)

(1) 연구수행내용

본 연구에서는 RANS 모델들에 대한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유동 및 열전달 실험을 수

행하 으며, CFD 코드의 여러 난류모델을 비교하 다. 실험에서는 실린더형 열소자를 설계 및 

제작하여 사용하 다. 작동유체는 공기이다. 실험장치의 전체 높이는 2.7 m이며, 하향유동이 

형성된다. 채널의 크기는 (0.2 m)x(0.5 m)x(0.023 m)이다. 열소자의 설계최대출력은 100 W이

며, 외경은 0.04 m이다. 열소자의 최외각부에서 30도 간격으로 표면온도를 측정하 다. 유체속

도측정은 Hot-wire를 사용하 고 온도측정에는 K형 열전대를 사용하 다. 표 3.1.6-1은 각 실

험에 따른 열소자 배열을 나타낸다. CFD 해석에서 사용된 난류모델들은 RANS 모델들이며, 

SI 실험에 대해서는 LES 해석을 추가수행 하 다. CFD 해석에는 CFX-5.7.1 코드 (ANSYS 

Inc., 2005)를 사용하 다. 실험별 모델별 최적 격자모델을 결정하기 위한 격자의존성 시험을 

수행하여 도출된 격자계를 사용한 해석결과를 비교하 다.

(2) 결과 및 논의

실린더 또는 구 주위의 유동은 해당 레이놀즈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유동박리가 발생하

고, 후류에서 재순환 역이 형성된다. 단일 실린더를 사용한 SI 실험들에서 이와 같은 전형적

인 유동장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3.1.6-1은 SI-3 실험에 대한 여러 난류모델들의 속도분포결

과를 보여준다. SI 실험에 대해 대부분의 RANS 모델들이 재순환 역의 역방향 속도분포를 제

대로 예측하지 못하 다. 그러나 RANS 모델 중에서는 k-ω 모델이 후류의 속도분포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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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과 가장 근사한 예측결과를 보 다. 경계층 유동특성은 표면의 국부적 온도분포에 직접적

으로 향을 미치는데, 그림 3.1.6-2의 결과에서와 같이 RANS 모델 중에서 k-ω 모델이 역시 

이를 잘 모사하 다. k-ω 모델과 LES를 비교하면, 유동재순환을 제외하고는 후류의 속도분포

를 어느정도 유사하게 예측하고 있으나, 온도분포에서는 120도 부근에서의 경계층박리에 기인

한 온도상승을 k-ω 모델은 예측하지 못했다. SI 실험에서 3가지의 레이놀즈수가 비교되었는데, 

레이놀즈수의 향은 크지 않았다. 그림 3.1.6-3은 IN, SA, SB 실험의 주유동방향 속도분포에 

대한 k-ω 모델 해석결과를 보여준다. 이들 세 실험에 대해 실험과 RANS 해석결과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있었으나, 모델 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k-ω 모델이 비교적 적절한 예측결

과를 보 다. 

나. 페블노심 국부 유동장 및 열전달 분석 (Task-2)

(1) 연구수행내용

페블노심 내에서의 난류유동 특성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부 열전달 메커니즘을 분석을 

위해서는 CFD 해석이 유일한 수단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노심모형에 대해 RANS와 

LES 해석을 병행 수행하여 페블구조와 난류해석방법론의 차이에 기인한 노심 유동 및 열전달 

특성을 파악하 다. 페블노심의 모형은 BCC와 FCC close-packing의 두 가지이다. 각 페블의 

직경은 6 cm이며 페블간의 간격을 1 mm로 설정되었다. 해석에는 CFX- 5.7.1 코드를 사용하

고, k-ω 모델을 사용한 RANS 해석과 Smagorinsky 모델을 사용한 LES 해석을 수행하여 

노심 모형별, 난류모델별 결과의 차이를 비교하 다. 각 해석에서 초기조건은 층류해석의 결과

를 사용하 고, PBMR-400MWth을 대상 원자로로 하 다. 

(2) 결과 및 논의

RANS 해석과 비교하여 LES 해석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3차원 난류 유동장이 형성되었다. 

난류 유동장의 형성은 결과적으로 핵연료 표면에서 고온점 생성을 유발하 다. 두 가지의 구조 

모형을 비교할 때, BCC 모형의 경우에서는 불규칙적인 고온점들이 구형 핵연료의 하부에서 발

생했으며, FCC 모형에서는 고온점이 매우 규칙적으로 핵연료 하부에 형성되었다. 표면온도분

포 결과를 그림 3.1.6-4에 나타내었다. 수행된 4가지의 모사결과에서, 핵연료 온도의 설계범위

까지는 여유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페블노심 내에서의 페블 구조 및 난류해석 방법론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옴을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다. 사고유동실험 및 CFD 코드 적용성 평가 (Task-3)

(1) 연구수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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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블노심에서 강제냉각상실 (LOFC)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대해 핵연료표면온도분포를 정

성적으로 예측하고 CFD 코드의 적용성을 검토하고자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 다. 실험은 난류

유동실험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장치 및 채널을 이용하 으며, PBMR- 400MWth의 다공도 

(0.39)를 고려하여 그림 3.1.6-5와 같이 열소자를 배치하 다. 작동유체로는 공기를 사용하 으

며 유로 및 열소자 표면에서 온도를 측정하 다. CFD 해석은 CFX-5.7.1을 사용하 으며 유동

이 난류모델의 적용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층류해석을 수행하 다.

(2) 결과 및 논의

실험에서 부력으로 인한 상향 자연대류유동이 형성되었으며, 유체에 의한 표면냉각과 열소

자간의 접촉으로 인해 표면에서 국부적 온도차이가 유발되었다. 유체가 상승하면서 가열되므로 

상부로 올라갈수록 냉각이 저하되므로 상부의 열소자 온도가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접점부분

에서는 유로가 형성되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가 발생하 다. 그림 3.1.6-5에 실험에

서 측정된 열소자의 표면온도와 CFX 해석결과를 비교하 다. 4개의 구분되는 역은 순서대

로 하부열소자로부터 각각의 열소자에 해당한다. 실험과 해석에서, 각 열소자의 하부로부터 60

도 지점에서 냉각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림 3.1.6-6의 CFX 해석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지그재그형 유로로 인해 상대적으로 강한 유동이 열소자의 60도 부근을 향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CFX코드가 자연대류에 의한 열전달을 적절히 예측하 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고

려할 때, 페블노심에서의 강제냉각상실사고 시의 해석에도 CFX 코드가 적절히 적용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노심입구 역 및 상승채널 설계변수 민감도 분석 (Task-4)

(1) 연구수행내용

노심이 최적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노심내의 균일한 냉각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유입되는 가스냉각재 온도의 균일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3차원 RANS 해석을 

통해 입구부와 상승유로 내의 유동장을 해석하고 이 역에서 유동의 균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파라메타 분석을 수행하 다. 기준형상은 그림 3.1.6-7과 같고 레이놀즈수는 75,600, 작

동유체는 500°C의 헬륨이다. 모든 계산은 등온조건 하에서 수행되었다. 우선, 상승유로와 입구

관의 길이가 시험을 통해 각각 2.25 m와 1.5 m로 결정되었으며, CFX-5.7.1 코드로 해석하

다.

(2) 결과 및 논의

기준형상의 해석결과, 유량분포가 매우 불균일함을 보이며 입구부 내의 매우 복잡한 유동

구조를 갖는다. 입구관을 통해 유입된 유동은 직접 입구부 벽면에 충돌하고 방향을 바꾼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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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면 근처의 압력은 대칭면이 입구유동의 확산을 막음으로 인해 현저히 높은 값을 나타내며 

이로 인해 1, 2번 상승유로에서의 유량은 다른 유로에 비해 컸다. 상승유로 내의 유량분포는 

심각한 불균일성을 나타내며, 유동의 정체 역에 위치한 유로 1과 2는 높은 질량유량을 나타내

는 반면, 유로 8에서 최소유량을 나타낸다. 그 이후로 질량유량은 압력의 회복과 더불어 서서

히 증가함을 보인다. 그림 3.1.6-9에 형상변수에 대한 민감도분석결과를 나타내었다. 상승유로

의 직경이 감소할수록 유량분포의 균일성은 그림(a)와 같이 반면 압력강하도 증가하 다. 오발

형의 입구부 단면형상이 직사각형 단면 보다 나은 특성을 나타낸다 (그림 b). 상승유로의 유량

분포에 미치는 레이놀즈수의 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구관 사이의 각도와 입구

부 단면의 형상비가 커짐에 따라 공히 유량분포의 균일성이 개선되었다. 상승유로의 개수가 증

가함에 따라 역시 유량분포가 균일화되었다. 

마. 유효접촉열전달 모델의 실험적 도출 (Task-5)

(1) 연구수행내용

MARS-GCR 코드의 접촉열전달 모델에서 한 노드의 열전도계수 k는 Zehner-Schlunder 

상관식을 이용한 열전도계수로서, 세 가지 형태의 열전달 메커니즘에 대한 유효열전도도의 합

으로 나타낸다.

ZS total rad gas con
eff eff effk λ λ λ λ= = + + (3.1-661)

그러나 현재 코드에서는 유효열전도도가 노드의 구분 없이 동일한 온도의 함수로 사용되

며, 특히 온도에 의한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은 기체전도 및 접촉열전도에 관한 유효열전도도는 

상수로 다루어진다. 실제 노심의 페블은 노심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하중을 받고 있으며, 핵

연료 페블간에는 탄성접촉을 하고 있으므로, 노심위치에 따라 접촉열전달이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접촉열전도 정량화와 접촉열전달 모델의 

개선방안에 제시하기 위해 실린더형 IG-11 흑연을 이용하여 접촉열전달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은 진공조건 (720 torr)에서 수행되었으며, 납작한 실린더 형태의 흑연을 가공하여 한쪽 흑

연만을 가열하면서 실험을 수행하 다. 실린더 간의 접촉면적을 알면, 탄성접촉역학 (Hills et 

al., 1993)에 근거하여 동일 흑연으로 만들어진 구형 페블에 관한 접촉면적 및 접촉압력을 산출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접촉압력 및 온도범위에 대하여 접촉열전달 실험을 수행하 고, 실험 

데이터에 근거하여 λcon에 대한 상관식을 도출하 다. 또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모델에서는 λ

gas와 λcon의 합을 상수로 다루므로 λgas에 대한 함수화도 요구된다. 이에 대해서는 Blais et 

al. (1960)의 실험상관식을 적용하 다. 

(2) 결과 및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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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접촉압력에 대해 수행한 실험으로부터 온도와 압력에 대한 λcon의 결과는 그림 

3.1.6-9와 같다. 접촉압력이 커짐에 따라 유효접촉열전도도가 증가하며, 접촉압력에 따른 유효

열전도도의 차이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줄어듦을 알 수 있다. IG-11 흑연에 대한 열전도도

와 헬륨실험 (Blais, 1960) 데이터를 원래 모델에 적용하면 온도에 따른 λgas의 분포를 도출할 

수 있다. 접촉압력과 온도가 낮은 경우에는 MARS 코드에 있는 모델과 유사한 거동을 보이나, 

접촉압력 및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기존의 모델보다 더 높은 값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λ

total을 1이라고 놓았을 때, 각 유효열전도 모델에 대해 접촉압력 및 온도에 대한 비중의 변화

는 그림 3.1.6-10과 같다. 복사의 향이 작은 저온에서는 접촉압력이 낮은 경우 λgas가 지배

적이며, 접촉압력이 높은 경우에는 λcon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복사의 향이 지배적이게 된다. 도출된 유효열전도도 상관식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ZS tot rad gas con
eff eff eff effk T p T T T pλ λ λ λ= = + + (3.1-662)

여기서,

12 4 9 3

5 2 3

(1.7353 10 ) (8.1657 10 )

(1.4049 10 ) (4.5252 10 ) 0.7473 [ 100 ]

rad
eff

o

T T

T T T C

λ − −

− −

= × − ×

+ × + × − > ,
(3.1-663)

14 4 11 3

7 2 3

(8.4177 10 ) (6.1954 10 )

(5.1099 10 ) (1.8717 10 ) 1.6941

gas
eff T T

T T

λ − −

− −

= × − ×

− × + × + ,
(3.1-664)

6 2 3

5 2 2

( 3.4102 10 4.5344 10 0.2120) ln( )

(1.9552 10 4.5438 10 1.2231)

con
eff p p T

p p

λ − −

− −

= − × − × −

+ × + × + .
(3.1-665)

접촉압력 및 온도의 단위는 각각 MPa과 °C 이다. 본 상관식은 IG-11 흑연에 대해 적용할 

수 있으며, 100°C < T < 1800°C 의 온도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도출된 유효열전도도 상관식을 MARS 코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노심 내 11개 층의 노드

들에 대한 접촉압력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 노심의 페블의 구조를 단순입방정계라 가정

하고, 한 노드에서 일렬로 쌓여있는 페블들에 대한 하중을 고려하여 평균 접촉압력을 산출하

으며 표 3.1.6-2와 같다. 한 노드의 유효높이는 1 m, 핵연료 페블 하나의 질량은 0.2 kg으로 계

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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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1 난류유동실험의 열소자 배열

실험
SI Case

(Single)

IN Case

(Inline)

SA Case

(Staggered-A)

SB Case

(Staggered-B)

열소자

배열

Xl

D

Xt

11

Flow
Flow

Xl

Xd

Xt

1 1

D

Flow

X

Xd

Xt

1

1

D

형상

변수
D  = 0.04m

D = 0.04m

Xl = Xt = 0.05m

D  = 0.04m

Xl = 0.0433m

Xt  = Xd  = 0.05m

D  = 0.04m

Xl = 0.04m

Xt = 0.08m

Xd = 0.0566m

표 3.1.6-2 MARS 코드 노드 위치별 접촉압력

Level
1

(top)
2 3 4 5 6 7 8 9 10

11
(bot.)

Pcon [MPa] 29.5 43.1 51.2 57.4 62.4 66.8 70.6 74.1 77.2 80.2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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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3 주유동방향 평균속도분포

(a) IN 실험 (b) SA 실험 (c) SB 실험  

그림 3.1.6-4 노심모형별 및 난류모델 별 핵연료 표면온도분포

(a) BCC - RANS (b) BCC - LES

(c) FCC - RANS (d) FCC - 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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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5 사고유동실험 열소자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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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6 사고유동실험 해석결과
   

              

그림 3.1.6-7 Oval형 단면을 가진 링 형태의 입구부 형태

(a) 형상변수 (b) 해석모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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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8 입구부 형상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

(a) 상승유로 직경의 향 (b) 입구부 단면 형상의 향             

그림 3.1.6-9 λcon에 대한 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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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10 접촉압력 및 온도에 따른 각 유효열전도도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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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초고온가스로 요소기술 개발

1. 원자로설계 요소기술 분석

가. 개념설계 핵심 설계기술 우선순위 및 주요현안 도출

예비 개념설계 단계에서 향후 원자력수소 생산 및 실증을 목표로 하는 원자력수소사업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핵심 설계기술의 우선순위 및 주요현안을 도출하 다. 핵심기술은 

신개념 요소기술에 대한 Gen-IV 공동연구 추진현황, 국.내외 기술수준과 개발기술의 국제경쟁

력 확보 및 고유설계의 개발 및 기술자립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 다. 표 3.2.1-1에 개념

설계 핵심 설계기술 우선순위 및 주요현안을 요약하 으며, 세부 설계기술 별로 우선순위를 부

여하 다. 여기서 H는 High를, M은 Medium을, L은 Low 순위를 나타내며, 국내 기술수준을 

지식순위로 부여하 다. 

High 우선순위로 배정된 각 세부 설계기술 별로 주요현안 및 해소방안을 다음과 같이 요

약하 다.

(1) 노심설계 최적화

초고온가스로 계통의 원자로 출구온도를 950℃로 상향함에 따라, 정상상태 노심 Hot Spot

에서의 온도가 현재의 설계제한치인 1250℃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GA사의 설계기준

은 단기간의 설계제한치 초과를 허용). 이의 대안으로, 노심설계의 최적화, 즉, 노심출력분포 및 

유동분포 설계제어를 통한 노심 Hot Spot의 온도를 저감 설계가 요구된다. 노심의 출력 및 유

동제어 분포는 블록형 노심의 경우는 용이하나, 페블형 노심은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

블럭형 노심의 출력분포 최적화 방안으로 해석체계의 개선, 독물질 사용, 핵연료 재장전 

최적화 및 농축도 역화 등을 들 수 있으며, 유동분포 최적화를 위하여 우회유량 최소화 설계 

및 유량분포 제어설계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GA사와의 공동연구를 2006년도 1

월부터 착수할 계획이다.

(2) 계통 Layout

원자력수소계통의 Layout 및 운전변수 설정은 설계의 가장 upstream으로, 안전성을 최대

화하는 범위에서 수소생산효율 극대화와 건설 및 운전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또

한, 계통 component의 용량 및 이에 따른 제조성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원자력수소계통의 

Layout으로 직접 또는 간접루프, 단일 또는 다중 루프 및 SI 또는 HTE 수소생산계통의 형태

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최적화된 계통 Layout 선정을 위하여는 정량적인 계통 Layout 분석체계가 요구되

며, 이를 위하여 예비개념설계 단계에서 Hardwired된 Layout에 대한 운전변수 및 수소생산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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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프로그램인 HyPEP 코드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2005년부터 HyPEP 코드의 성능향상

을 위한 I-NERI 과제를 미국 INL, ANL과 공동연구로 수행하고 있다. 본 과제를 통하여 

HyPEP 코드의 다양한 Layout에 대한 해석능력 보강을 수행하고 있으며, 계통 부품 sizing 모

델 및 경제성분석을 위한 모델 개발을 수행할 계획이다.

(3) 냉각 원자로 압력용기/Cross Vessel (SA-508)

압력용기 소재는 관련 설계의 기술성 및 안전성 뿐더러 소재의 수급성, 제조성 및 경제성 

측면에서 매우 신중히 선정되어야 한다. GT-MHR에서 제안한 9Cr1Mo 강의 경우, 고온내성이 

강하며 이에따라 압력용기 설계를 단순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수급, 제조, 경제성 측면

에서 불확실성이 높고, ASME 코드로 아직 등재되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 일본은 

GTHTR-300C의 압력용기 소재를 9Cr1Mo에서 SA-508로 변경) SA-508 강은 일반 가압경수

로에 사용되고 있는 소재로 국내.외 많은 제조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재의 수급, 제조, 경

제성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으나, 설계온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다. 

원자력수소계통의 경우 출구온도가 950℃로 상향되고, 입구온도 또한 400 ~ 590℃로 가변

적이므로, SA-508 강을 사용할 경우에 대비한 압력용기 온도 최소화 설계의 개발이 필수적이

다. 특히, 정상상태 압력용기 온도 최소화를 위하여 흑연구조물 내부로 냉각재 유로를 형성하

여야 하며, 압력용기 냉각계통의 추가설계와 사고조건에서 원자로 잔열제거를 위하여 RCCS 

성능개선 설계 등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설계 개선을 위하여, 냉각 압력용기 

(SA-508)에 대한 설계개선 연구를 GA사와의 공동연구를 2006년도 1월부터 착수할 계획이다.

(4) 중간열교환기

중간열교환기는 950℃ 고온에서 약 70bar 압력의 원자로계통과 약 40bar 압력의 중간루프

를 연결하는 주요 연계 부품이다. 현재 상용로급인 600MWth 열출력을 고려할 때, 기존의 

Tube 형태의 열교환기는 크기가 너무 커 열적, 기계적 성능 뿐더러, 제조성에 큰 제한이 있다. 

따라서, 최신 기술로 개발된 고용량 Compact 열교환기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대상 Compact 

열교환기의 설계로 HEATRIC사의 Diffusion Bonded Printed Circuit Heat Exchanger와 

NGNP에서 개발 중인 Plate-Fin Type Heat Exchanger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상기 Compact 

열교환기의 내부유로 설계는 매우 다양하며, 각 설계별로 운전조건에서 1차-2차 압력경계에서

의 열적 성능과 기계적 응력제한치의 만족여부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 또한, 주 계통과의 

연결 Nozzle 등 연결부위에서의 용접성, 열교환기 압력용기의 냉각, 열교환기 제조성 및 고온 

재료선정 등이 설계개발 및 선정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중간열교환기의 최적설계 선정을 위하여 다양한 대상 설계 Option에 대한 열유체 해석 및 

기계구조해석을 수행할 것이며, 제조성 및 성능 확인을 위하여 제조사와의 기술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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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간루프

중간루프는 원자로계통과 수소생산계통을 연결하는 주요계통이다. 수소계통은 수소폭발사

고 시 원자로에 미치는 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하므로, 중간루프에서

의 열손실 및 순환기의 일량 최소화는 수소생산효율 최대화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열손실 및 순환기 일량 (루프 압력강하) 최소화를 위하여, 중간루프의 냉각재로 다양한 가

스, He, N₂, He-N₂혼합체 및 용융염 등을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냉각재 선정에 따른 

냉각재관 제원, 단열설계 등 다양한 설계해석이 요구된다. 루프의 설계개발을 위하여 

MARS-GCR 코드[3.2-1]의 유체특성을 개선하여 상세해석을 수행할 계획이며, 미국 NGNP 연

구팀과의 기술협력도 추진할 계획이다.

(6) RCCS

RCCS 계통은 초고온가스로의 노심 잔열제거를 위한 유일한 피동적 안전계통이다. 원자력

수소계통의 출구온도 (950℃) 상향은 노심의 내부에너지를 증가시키므로, 사고조건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RCCS 설계의 노심의 잔열제거 능력의 향상이 요구된다. 그러나, 냉각능력 향상은 

정상상태 운전 시 열손실을 증가시켜 경제성에 향을 주므로, 안전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최적

화된 RCCS 설계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RCCS 설계개념으로 물 또는 공기 냉각 설계가 선정되어야 하며, 계통 

운전조건에서 최적화 설계의 개발이 요구된다. 설계 선정 및 최적화 해석을 위하여 정상상태 

및 사고해석을 MARS-GCR 및 GAMMA 코드를 사용하여 분석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GA,  Gen-IV, I-NERI 과제 등을 통하여, 관련 설계해석 결과 및 관련 실험결과를 입수하여 

설계평가를 수행할 계획이다.

(7) 순환기

원자로계통 루프와 중간루프로 구성된 간접루프 형태의 원자력수소계통에서 순환기의 일

량은 전체 수소생산효율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이다. 고온조건에서 600MWth 급

의 고용량 순환기의 제작 및 운전경험은 세계적으로도 없으므로, 적정한 용량과 운전성을 갖는 

순환기의 제작 및 수급성은 계통 Layout 설정의 주요 전제조건이다.

순환기의 제조성, 운전성, 수급성 확보를 위하여, OKBM 등 순환기 공급자와의 기술협력

을 통하여, 설계, 제조, 건설에 대비할 계획이다.

(8) Process Heat Exchanger (PHE)

PHE는 중간루프와 수소생산계통을 연결하는 주요부품이다. PHE의 운전온도는 850 ~ 92

0℃이고, 1차측은 약 40 bar의 가스 또는 용융염을 냉각재로 사용하며, 2차측은 20bar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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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₃가스이다. 따라서, PHE는 고온 및 1차-2차 측의 압력차이 조건에서 열적, 기계적 성능요

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2차측 유체인 SO₃가스는 부식성이 크므로 2

차측 경계에서는 내부식성이 확보된 재료의 개발 및 적용이 필수적이다. 또한, 주 계통과의 연

결 Nozzle 등 연결부위에서의 용접성, 열교환기 압력용기의 냉각, 열교환기 제조성 등이 설계

개발 및 선정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PHE의 재료로서 고온재료에 ion-beam mixing & coating 과 aluminate coating 등을 대

상으로 연구를 수행 중이며, PHE 설계 및 재료의 건전성 실증을 위하여 2006년도에 10~20 

kW급 소형 N2 가스루프를 구축할 계획임. 2008년에는 150kW급 He 루프를, 2010년에는 500 

kW급 이상의 중형 He 루프를 통하여 단계적인 PHE 설계 실증을 수행할 계획이다. PHE의 최

적설계 선정을 위하여 다양한 대상 설계 Option에 대한 열유체 해석 및 기계구조해석을 수행

할 것이며, 제조성 및 성능 확인을 위하여 제조사와의 기술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표 3.2.1-1 설계기술 우선순위 및 주요현안 [3.2-2]

분야
설계
순위

지식 
순위

주요 현안 공동연구

노심설계 최적화 H M • 정상상태 Hot Spot: 노심출력/유동분포, … GA

계통 Layout H M • 계통구성, 운전변수, 효율, 경제성 ... I-NERI

압력용기 H L • 내부구조물 유로 설계 (압력강하, 우회..), 
   용기냉각 GA

Cross Vessel H L • Hot Gas Duct 단열 및 압력경계 설계, 
   용기냉각

GA

중간열교환기 H L • 고온/고성능 설계, 용기냉각 GA, OKBM, 

수소연계 중간루프 H L • 냉각재선정, 압력강하, 열손실
• 격리밸브

Gen-IV

안전계통(RCCS) H M • 공기/물냉각, 정상/사고 냉각성능 Gen-IV, GA, 

순환기 H L • 고온/고성능 설계 GA, OKBM, .

PHE H L
• 고온 열적 성능
• 기계적 건전성
• 재료 내부식성

GA, ..

보조계통 M L
• 시운전계통 
• 압력용기 냉각계통
• 헬륨재고량제어, 헬륨우회, 헬륨정화 계통 등

GA, OKBM ..

정지냉각계통 M L • 운전모드, 열교환기 GA

격납건물계통 M M • 내부/외부기인사고, 인허가
Gen-IV, G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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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기 및 기계구조 설계

(1) 참조 원자로 구조특성 비교

(가) GT-MHR (블록형)

미국 GA(General Atomic)사가 1994년에 시작하여 개발하고 있는 모듈형 헬륨 가스 원자

로인 GT-MHR(Gas Turbine Modular Helium Reactor)의 원자로 구조 특성을 살펴보았다[참

고문헌 3.2-3]. GT-MHR의 일반적인 설계 특징은 다음과 같다[참고문헌 3.2-4∼8].

- 불활성이고 단상인 헬륨 냉각재를 사용한 고유 안전성

- 그라파이트 노심/감속재 사용(큰 열용량과 늦은 열반응 거동 및 고온 안정성)

- Refractory coated particle fuel(TRISO)을 사용

- 현존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고 성공적으로 실증된 부품을 이용

- 단순한 모듈형 설계를 추구하고 지표면 이하에 사일로를 설치

- 피동 안전계통을 사용(Reactor Cavity Cooling System)

- 60년 설계수명을 적용

① GT-MHR 원자로 구조계통

GT-MHR의 원자로 구조계통은 그림 3.2.1-1에 보인 것과 같이 크게 3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2.1-1의 오른쪽은 헬륨 냉각재를 노심을 통과시켜 고온으로 만들어주는 원자로 계

통을 나타내고 왼쪽은 고온의 헬륨 냉각재를 받아 전기를 생산하도록 하는 동력변환장치

(PCU)를 나타낸다. 원자로계통과 동력변환장치를 연결하는 배관계통을 고온덕트 혹은 연결용

기계통(Cross Vessel System)이라고 한다.

원자로 냉각재의 순환은 488℃의 저온 헬륨 냉각재가 원자로 노심을 통과하여 70.7기압, 

848℃로 가열된 다음에 터빈을 돌리게 되며 재열기(Recuperator)를 통과하면서 원자로로 복귀

하는 저온 헬륨에 열을 전달하여 130℃로 낮아진다. Precooler를 통과하면서 25.5기압, 26℃로 

낮아진 헬륨 냉각재는 저압 콤프레서(LPC)와 Intercooler 및 고압 콤프레서(HPC)를 지나면서 

압력은 72.7기압으로 회복되었지만 온도는 아직 110℃에 머물고 있는데 재열기를 통과하면서 

488℃로 가열되어 다시 원자로로 돌아감으로써 Direct Gas Cycle을 구성한다.

② 원자로 계통(Reactor System)

GT-MHR의 원자로 계통은 그림 3.2.1-2에 보인 것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원자로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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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용기는 Mod.9Cr-1Mo강을 사용하여 제작하며 높이는 23.7m, 외경은 7.66m, 두께는 

10～30cm의 압력용기이다. 노심을 통과한 고온 헬륨 냉각재의 압력은 70.7기압, 온도는 850℃

에 이르지만 원자로용기는 고온 헬륨 냉각재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다. 원자로용기와 동력변환

장치(PCU)를 연결하는 연결용기(Cross Vessel)는 동축 배관 구조를 갖고 있는데 저온 헬륨이 

동축의 외곽을 통과하여 원자로용기로 들어가면 원자로용기의 벽면을 따라 상부 플레넘으로 

이동한 다음에 방향을 바꾸어 원자로 노심을 위에서 아래로 통과하며 노심으로부터 열을 흡수

하여 고온이 된다. 고온의 헬륨 가스는 연결용기의 동축 중심부를 통하여 동력변환장치로 흐른

다. 헬륨의 이동속도는 318kg/s이다. 따라서 원자로용기는 490℃ 정도의 저온의 헬륨가스 환경

에 놓이게 되며 정상운전시 용기 벽면의 온도는 약 450℃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로용기

의 두께가 10cm로 얇다고 가정한 경우 70.7기압의 운전압력에 대한 원주방향응력은 276MPa이

기 때문에 450℃에서 30만 시간의 크립파단 강도 289MPa을 고려하고 또한 원자로의 수명이 

60년인 점을 고려하면 10cm의 원자로용기 두께는 충분한 여유도를 갖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

다. 따라서 적정 두께는 압력은 물론 크립 및 열응력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원자로용기 상부헤드는 반구모양으로 원자로용기 실린더부와 플랜지에 볼트 체결로 결합

되며 상부에는 여러 개의 구멍이 있어 제어봉구동장치와 연료 재장전을 위한 스탠드 파이프들

이 용접되어 있는데 이들의 높이는 대략 7m이다. 제어봉구동장치를 위한 스탠드 파이프는 외

곽에 18개, 안쪽에 6개 위치하며 중앙에 핵연료 재장전을 위한 스탠드 파이프가 위치한다. 원

자로용기 상부헤드 안쪽에는 상부 플레넘과 상부헤드 사이에 차폐/절연체(Upper Plenum 

Shroud)가 설치되어 노심지지배럴에 의해 지지되며, 사고시 원자로용기 상부헤드가 고온에 노

출되는 것을 막아준다.

㉯ 원자로내부구조물

원자로용기 내부의 대부분의 공간은 그라파이트 노심이 차지하고 있는데 외경은 약 

4.84m, 높이는 8m에 이른다. 노심은 금속 노심지지배럴 안에 위치하게 되어 수평방향으로 지

지되며, 노심과 노심지지배럴 사이에는 노심 외곽의 불균일 형상과 원통 노심지지배럴 사이를 

채울 수 있는 형태의 측면 반사체가 설치된다. 노심지지배럴과 원자로용기 사이의 갭을 저온 

헬륨가스가 윗 방향으로 통과한 뒤 방향을 바꾸어 노심을 상부에서 하부방향으로 통과하여 고

온이 된 헬륨 가스는 노심출구고온가스 플레넘(Core Exit Hot Gas Plenum)에서 모인 뒤에 연

결용기를 통해 PCU로 흘러 나간다. 노심지지배럴에는 원주방향으로 4 개의 지진구속키

(Seismic Restraint Keys)가 설치되어 반경방향과 수직방향으로의 팽창 거동은 허용하면서 접

선방향 거동을 구속하여 노심 배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 다.

노심 하부에 있는 고온가스 플레넘에는 그라파이트로 된 지지기둥들이 설치되며 그 아래

에는 금속 노심지지구조물이 설치되어 노심을 지지한다. 노심지지배럴과 노심지지구조물은 원

자로용기에 의해 지지된다. 노심의 상단에는 금속으로 된 상부노심구속 구조물이 설치되는데 

노심과 마찬가지로 육각기둥 형태들로써 키(Key)로써 서로 연결되며 노심지지배럴에도 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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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다. 상부노심구속 구조물의 역할은 노심 기둥의 갭을 잘 유지하도록 하여 노심의 온도 

출 거림을 방지하고 재장전시 노심의 안정성을 제공해 준다. 금속으로 구성되는 원자로 내부

구조물들은 Alloy800H로 제작한다.

원자로용기 하단에는 정지냉각계통(Shutdown Cooling System Module)이 설치되어 있는

데 열교환기와 가스송풍장치가 포함된다. 정지냉각계통은 핵연료 재장전시 또는 동력변환장치

에 손상이 발생하 을 경우 작동하여 노심을 냉각하게 되며 정상운전 시에는 열교환기 내부에 

최저 속도로 냉각수가 순환하고 있다.

㉰ 원자로용기 지지

원자로용기의 지지는 원자로용기 원주 방향으로 4개의 브라켓을 원자로용기와 일체형으로 

만들어 외부 콘크리트 지지벽에 설치된 지지 프레임 위에 놓이도록 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PCU 지지패드와 함께 연결용기(동축배관)와 같은 높이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원자로용기와 

PCU의 수직방향 열팽창의 차이를 최소화하여 연결용기에 전단 및 굽힘모멘트의 발생을 최소

화하기 위함이다. 브라켓 지지는 용기의 수평방향 열팽창 및 압력팽창을 구속하지 않도록 무급

유 슬라이딩 패드를 사용하여 연결용기에 축방향 하중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지

지 프레임에는 키홈을 설치하여 원자로용기의 수평방향 움직임을 구속하도록 한다. 용기 지지

설계는 지진 발생 시 두 용기와 원자로건물 사이의 상대 운동을 제한하도록 고려한다. 또한 원

자로용기 상부 플렌지에 원주방향으로 4 개의 키를 제작하고 이들이 원자로 캐비티 벽에 설치

된 키홈에 연결되어 원자로용기의 접선방향 움직임을 구속하도록 하 다. 이렇게 원자로용기 

상하부에서 지지함으로써 원자로용기를 수직방향으로 지지하면서 반경방향과 축방향 열거동은 

수용할 수 있도록 하 다.

③ 연결용기(Cross Vessel System)

연결용기(Cross Vessel)는 고온덕트구조물(Hot Duct Assembly)이라고도 불리는데 동축배

관 형태의 구조물로써 원자로용기와 동력변환장치(PCU) 사이를 연결하여 고온과 저온의 헬륨 

가스가 흐르는 통로를 제공한다.

연결용기는 Alloy800H로 만들며 외경이 2.5m, 두께는 약 10cm 정도의 동축배관 형태로써 

내부 실린더에는 원자로용기로부터 PCU로 850℃의 고온 헬륨가스가 흐르고, 외부 실린더와 

내부 실린더 사이의 환형 공간에는 PCU로부터 원자로용기로 490℃의 저온 헬륨가스가 흐르도

록 하 는데 이는 외부실린더는 물론 내부실린더를 냉각해주는 역할도 한다. 내부 실린더의 내

면에는 제거 가능한 세라믹 파이버 절연체를 설치하여 벽면이 고온 가스에 직접 접촉하지 않

도록 하고 또한 고온가스로부터 저온가스로 열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 다. 내부 

고온 실린더는 원자로용기 안에 있는 노심지지배럴과 열소매(Thermal Sleeve) 형식으로 연결

되어 고온 실린더의 열팽창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 고, PCU의 터빈 입구 쉬라우드에 벨로우

즈(Bellows)로 연결되어 열팽창을 수용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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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동력변환장치(Power Conversion Unit)

동력변환장치는 PCU 용기에 담겨있는데 용기는 Mod9Cr-1Mo강으로 제작하며 용기의 높

이는 35m, 외경은 7～9m, 두께는 10～20cm 정도이다. PCU 용기는 고온 가스에 직접 접촉하

지 않아 저온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압력은 50～60기압 정도를 받는다. 반구형의 하부헤드는 

PCU 용기 실린더부에 용접되며 상부실린더 덮개는 용기 실린더부 플랜지에서 볼트 체결된다. 

용기에는 Intercooler와 Precooler의 물 유입구와 배출구를 위한 개구부가 있고 연결용기 설치

를 위한 개구부가 있다. PCU 상부에 발전기가 위치하고 있고 중심부에 단일축으로 구성된 터

빈, 고압 컴프레서, 저압 컴프레서가 있고 그 주변에 재열기(Recuperator), Intercooler, 

Precooler가 위치하고 있다. 동력변환장치에서 고온 헬륨가스와 접촉하는 부위는 연결용기 연

결부의 벨로우즈와 터빈 쉬라우드 및 터빈구조물로써 이들 고온구조물들은 Ni-base Supper 

Alloy(예를 들어 CM247LC, In792, Udimet720, PM1000)로 제작한다.

동력변환장치의 지지는 연결용기 중심선 아래에서 용기의 원주방향으로 부착한 4 개의 미

끄럼 패드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용기 계통의 열팽창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키와 

키홈을 이용하여 측방향 구속을 하며 또한 용기 하부에 2 개의 스너버를 설치함으로써 동적 

움직임을 구속하면서 서서히 발생하는 열팽창 거동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 다.

⑤ 격납(Containment)

GT-MHR의 격납은 그림 3.2.1-3에 보인 것과 같이 원자로용기와 연결용기 및 동력변환장

치를 감싸고 있는 직경 32m, 높이 46m 정도의 콘크리트 건물이다. 격납의 상부는 핵연료 재장

전층인데 지표면과 같은 높이로 설계함으로써 격납은 모두 지표면 이하에 위치하게 되어 심층 

방어 개념의 안전성을 증진하 다. 격납은 3～4기압의 내부압력과 외부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

하 다.

⑥ 원자로 캐비티 냉각계통(Reactor Cavity Cooling System)

GT-MHR의 잔열제거 계통은 다음과 같이 4 가지로 구성되는 다중 잔열제거 계통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 정상운전시 원자로-PCU-Cooling Tower로 이루어진 열교환 계통

- 원자로용기 하단에 설치된 능동형 정지냉각계통(Shutdown Cooling System)

- 피동형 원자로 캐비티냉각계통(Reactor Cavity Cooling System: RCCS)

- 사일로/격납으로 피동형 복사/전도

피동형 잔열제거계통인 RCCS는 동력변환장치(PCU)와 정지냉각계통(Shutdown Cooling 

System)이 작동하지 않을 때 노심의 잔열을 제거하고 또한 원자로용기가 설계 제한치를 넘지 



- 324 -

않도록 해준다. 아울러 모든 운전 조건에서 원자로 캐비티 콘크리트 벽의 온도가 높아지지 않

도록 보호해준다. RCCS는 원자로용기를 감싸고 있는 캐비티의 내면에 설치되는 냉각 패널로 

구성된다. 원자로건물 외부로부터 공기를 유입하고 배출할 수 있도록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고 

캐비티 벽면에는 동축 형태의 냉각 패널이 설치되는데 바깥에 있는 패널이 외부의 찬 공기가 

유입되어 흘러들어오도록 하여 콘크리트 캐비티의 온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하 고, 캐비티 하

단부에 설치된 플레넘에서 유입된 공기가 모 다가 방향을 바꾸어 내부의 패널을 위로 흐르면

서 원자로 잔열을 흡수하도록 하 다. 노심의 잔열은 반사체와 원자로용기에 전도 열전달기구

로 전달되며 원자로용기 외면에는 절연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원자로용기와 바깥에 있는 냉

각패널 사이에 복사 및 대류열전달기구로 열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 다. 이렇게 잔열을 흡

수하여 온도가 높아진 공기는 자연대류로 위로 흘러서 원자로건물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RCCS는 피동형으로 작동하게 된다. 이렇게 외부 공기를 유입해서 잔열을 제거한 뒤에 다시 

원자로건물 외부로 배출하는 경로를 굳이 냉각패널을 이용한 까닭은 캐비티에 있는 오염된 공

기가 원자로건물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여 발전소 인근 조사량에 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

기 위함이다.



- 325 -

그림 3.2.1-1 GT-MHR의 구성도

그림 3.2.1-2 GT-MHR의 원자로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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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 GT-MHR 격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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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PBMR (페블형)

남아공의 Eskom사와 PBMR사가 1993년부터 개발하고 있는 400MWt 출력의 모듈형 헬륨 

가스 원자로인 PBMR(Pebble Bed Modular Reactor)의 원자로 구조 특성을 살펴보았다[참고문

헌 3.2-9]. PBMR의 일반적인 설계 특징은 다음과 같다[참고문헌 3.2-9～17].

- 불활성이고 단상인 헬륨 냉각재를 사용한 고유 안전성

- 그라파이트 노심/감속재 사용(큰 열용량과 늦은 열반응 거동 및 고온 안정성)

- 현존 설계코드와 재료를 활용한 현실적인 설계구현

- 단순한 모듈형 설계

- 구형의 TRISO 연료를 사용하고 지속적으로 연료 공급/교체

- 35년 전출력 설계수명 적용

원자로계통, 동력변환계통 및 배관계통으로 구성되는 PBMR의 원자로 주요 구조계통과 원

자로 격납 및 피동형 잔열제거계통인 RCCS의 특성을 표 3.2.1-2에 나타내었다.

① PBMR 원자로 구조계통

PBMR의 원자로 구조계통은 그림 3.2.1-4에 보인 것과 같이 원자로계통, 동력변환계통, 및 

배관계통의 3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2.1-4의 왼쪽은 헬륨 냉각재를 노심을 통과시켜 

고온으로 만들어주는 원자로 계통을 나타내고 오른쪽은 고온의 헬륨 냉각재를 받아 전기를 생

산하도록 하는 동력변환계통(PCU)를 나타낸다. 원자로계통과 동력변환장치를 연결하는 배관계

통은 고온배관과 이를 감싸고 있는 연결배관(Connecting Piping)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로 냉각재의 순환은 89.8기압, 482℃(최근 500℃로 변경)의 저온 헬륨 냉각재가 원자로 

노심을 통과하여 86.6기압, 900℃로 가열된 다음에 HPT(High Pressure Turbine), LPT(Low 

Pressure Turbine), Power Turbine을 순차적으로 통과한 다음 재열기(Recuperator)를 통과하

면서 원자로로 복귀하는 저온 헬륨에 열을 전달하여 144℃로 낮아진다. 그리고 Precooler를 통

과하면서 29.4기압, 32℃로 낮아진 헬륨 냉각재는 저압 컴프레서(LPC)와 Intercooler 및 고압 

컴프레서(HPC)를 지나면서 압력은 56.3기압으로 회복되었지만 온도는 아직 32℃에 머물고 있

는데 재열기를 통과하면서 482℃로 가열되어 다시 원자로로 돌아감으로써 Direct Gas Cycle을 

구성한다.

② 원자로 계통(Reactor Unit)

PBMR의 원자로 계통은 핵연료, 노심구조(Core Structures; CS), 반응도조절계통

(Reactivity Control System; RCS), 예비정지계통(Reserve Shutdown System; RSS), 및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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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싸고 있는 원자로용기(Reactor Pressure Vessel ; RPV)로 구성되어 있다.

㉮ 원자로용기(RPV)

원자로용기는 일차적으로 헬륨 냉각재를 담고 있고 원자로계통을 구성하는 부품들을 구조

적으로 지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이차적으로는 냉각재 상실사고시 노심의 잔열을 원자로 캐

비티 냉각계통(Reactor Cavity Cooling System ; RCCS)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원자

로용기는 실린더 부와 상하부의 Torispherical 헤드로 구성되는데 사용재료는 SA 533 Type B 

Class 1 for plates, SA 508 Type 3 Class 1 for forgings 및 SA 540 Grade B24 Class 3 for 

bolts로 제작하며 설계는 ASME III, Division I, Subsection NB and Code Case N-499-2에 따

라 수행한다. 원자로용기의 내경은 6.2m, 공칭두께는 180mm, 총길이는 30m, 무게는 1,250톤이

다. 상부헤드는 원자로용기 실린더 부에 볼트 연결하며 FHSS(Fuel Handling and Storage 

System), RCS, RSS, CBCS(Core Barrel Conditioning System), 및 노내 계측장치들을 위한 개

구부가 많아 건전성 확보를 위해 두께 보강을 하며 보강된 최대 두께는 285mm에 이른다. 상

부헤드의 중앙부에는 반사체의 교체를 위해 노심구조로 접근할 수 있는 개구부가 위치한다. 하

부헤드는 원자로용기 실린더 부에 용접되며 핵연료 방출과 RSS 방출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되

고 또한 CBCS와 초기 설치 작업만을 위한 접근 개구부도 설치되어 있다.

원자로용기 실린더 부의 하단에는 고온 헬륨가스가 동력변환계통으로 흘러나가는 배관의 

연결부 노즐 1개와 동력변환계통을 거친 헬륨가스가 다시 원자로로 흘러들어오는 배관의 연결

부 노즐 2개가 설치되어 있다. 운전 압력은 두개의 터보 컴프레서의 사용으로 90기압에 이르지

만 원자로용기의 온도는 RPVCS(Reactor Pressure Vessel Conditioning System)을 도입하여 

정상운전시에 280°C～300°C의 비교적 낮은 온도를 가져 고온설계를 수행하지 않아도 되어 설

계의 편리성을 높이고 건전성을 향상하도록 하 다. RPVCS는 원자로용기와 노심배럴(Core 

Barrel) 사이에 가스를 순환시켜 원자로용기에 국부적 고온부가 발생하지 않고 원활한 온도분

포를 갖도록 해준다. 원자로용기는 PLOFC(Pressurized Loss of Forced Cooling)와 

DLOFC(Depressurized Loss of Forced Cooling)와 같은 냉각재 상실사고 시 제한된 시간 동안 

(<240시간) 476°C의 비교적 높은 온도에 노출되는데 이때에는 Code Case N-499-2에 따라 설

계평가를 수행한다.

㉯ 원자로내부구조물

원자로용기 내부의 대부분의 공간은 그라파이트 반사체와 핵연료가 차지하고 있다. 그림 

3.2.1-5에 보인 것과 같이 반사체는 측면반사체(Side Refelctor)와 중앙반사체(Central 

Reflector)로 이루어지는데 측면반사체의 외경은 5.5m, 두께는 0.8m이고 중앙반사체의 외경은 

2.0m로써 두 반사체 사이의 환형공간에 페블형 핵연료가 채워져 있다. 핵연료는 원자로 상단

에 3곳의 충전부가 있고 하단에 내경 0.51m의 3개의 방출관(Core Unloading Discharge)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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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반사체에는 동력변환계통으로부터 유입된 헬륨냉각재가 페블베드 위에 있는 공간으로 

흐르도록 유로가 형성되어 있고 이렇게 위로 흐른 냉각재는 방향을 바꿔 페블 핵연료 사이를 

아래로 흐르면서 노심으로부터 열을 흡수하여 다시 동력변환계통으로 흘러나간다. 측면반사체

의 바깥에는 내경 5.75m, 두께 5cm, 길이 23.1m의 노심배럴(Core Barrel)이 위치하며 노심배럴

은 316 계열 스테인레스강으로 제작되며 ASME Code Section III, Code Case N-201-4에 따라 

설계한다. 노심배럴은 원자로용기 내부의 그라파이트 노심구조물을 지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노심배럴 하단에는 노심배럴지지구조물(Core Barrel Support Structure ; CBSS)이 연결되고 

상단에는 노심배럴상부판(Core Barrel Top Plate ; CBTP)이 연결되어 있다. 

CBSS는 노심과 그라파이트 구조물들을 직접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강성이 요

구되며 지지하중은 그림 3.2.1-5에 보인 노심배럴수직지지구조물(Core Barrel Vertical Support 

Assembly)을 통해 원자로용기로 전달된다. 노심배럴수직지지구조물은 내부구조물을 지지하면

서 노심배럴이 불균일 온도분포로 인해 약간의 Bowing 거동을 하는 것을 보상하기 위해 

CBSS의 수평방향 회전을 어느정도 허용하도록 설계되었다. 하부측면가이드(Lower Lateral 

Guide)는 CBSS의 중심정렬을 해주고 있고 하부지지링(Lower Support Ring)으로 보강된다. 하

부지지링은 CBSS 스커트에 반경방향으로 키로써 연결되어 노심배럴구조물과 원자로용기 사이

의 하중 전달 경로가 되고 지진발생 시에는 키와 CBSS 사이의 갭이  하중 전달을 방지하도록 

하 다.

노심배럴의 상단은 상부측면가이드(Upper Lateral Guide)로 지지되는데 상부측면가이드는 

노심배럴구조물과 원자로용기 사이의 수직방향 열팽창 차이를 수용하면서 둘 사이의 측면 하

중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상부측면가이드는 노심배럴의 Bowing 거동을 허용하되 지진발생

시에는 상부지지링(Upper Support Ring)으로 보강된다. 노심배럴상부판은 노심배럴의 뚜껑 역

할을 하며 노심배럴에 볼트로 연결된다. 상부판에는 그라파이트 구조물의 교체를 위한 접근 경

로를 제공하기 위해 탈착실 플러그가 설치되어 있다. 노심배럴은 정상운전 시에는 400°C 정도

의 비교적 낮은 온도분포를 가져 고온 특성해석의 필요성이 없지만 DLOFC와 같은 사고조건

에서는 150시간 이상 650°C 정도의 고온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 경우 Code Case N-201에 따

라 고온에서의 응력요건, 변형률요건, 및 크립-피로 요건 등을 고려한 설계평가가 필요해진다.

㉰ 원자로용기 지지

원자로용기의 지지는 원자로용기의 실린더부와 상부헤드가 볼트 연결되는 플랜지 부위가 

캐비티에 설치된 지지패드 위에 얹혀 있는 상태로 지지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③ 배관계통(Piping)

PBMR의 배관계통은 원자로용기에서 동력변환계통으로 나가는 내경 1.036m인 1개의 고온

가스 배관과 동력변환장치에서 다시 원자로용기로 들어오는 내경 0.6m인 2개의 저온가스 배관 

및 배관을 감싸고 있는 연결배관(Connecting Piping)으로 구성된다. 고온배관은 900°C의 고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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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스가 배관벽에 직접 작용하지 않도록 안쪽에 Incoloy 800H로 만든 내부 슬리브(Sleeve)를 

설치하여 바깥의 16Mo3 강으로 만든 압력관과 열차폐 되도록 설계한다. 따라서 정상운전 시에

는 슬리브는 900°C의 온도를 감당하고 압력관의 온도는 250°C 정도의 저온을 유지하도록 한

다. 슬리브는 일종의 라이너로써 자중, 유동으로 인한 하중과 온도차로 인한 하중을 제외하고

는 다른 구조적 하중이나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한다.

고온배관의 바깥에는 고온배관을 감싸고 있으면서 원자로용기 노즐과 연결되는 연결배관

(Connecting Piping)이 설치되어 두 배관 사이의 환형공간에 100°C, 90기압의 헬륨가스를 순환

하도록 하여 고온배관의 건전성을 높이도록 하 다. 연결배관은 저온의 헬륨가스와 접하고 있

고 또한 중성자 조사량은 무시할만하기 때문에 ASME III, Subsection NC를 따라 설계하며 사

용재료는 SA 508 Grade 3, Class 2 (forging) 및 SA 533 Type B, Class 2 (plates)로 제작한

다. 이 재료는 Class 1 사양보다 강도가 높아 요구되는 두께를 줄여 무게를 줄일 수 있는 잇점

이 있다. 배관은 NC 3600의 배관 설계를 따르지 않고 NC 3300의 압력용기 설계기준을 따라 

설계한다. 

④ 반응도제어계통(REACTIVITY CONTROL SYSTEM ; RCS)

RCS는 측면반사체에 마련된 구멍에 제어봉을 기계적으로 삽입 또는 인출하여 노심의 반

응도를 제어하는 계통인데 24개의 동일한 장치로 구성되고 그 중 12개는 제어를 위한 봉이고 

나머지 12개는 정지를 위한 봉이다. 각 장치는 구동모터로부터 전해지는 회전력을 체인을 이용

하여 제어봉에 직선운동으로 변환해주는 제어봉구동장치(Control Rod Drive Mechanism ; 

CRDM)가 있다. 제어봉은 소결된 보론 카바이드를 포함하는 6개의 분절된 부분으로 구성되며 

외경은 105mm이다. 분절된 부분들은 130mm로 확대된 구멍에 삽입되며 따라서 제어봉이 구멍

에서 움직이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 다. 측면반사체의 각 구멍은 이차 충격방지체(Shock 

Absorber)를 갖고 있어 구동 체인의 고장으로 인해 노심구조 그라파이트나 제어봉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 다.

모터 구동 동력이 끊어졌을 경우에는 제어봉은 자중에 의해 삽입되도록 되었고 제어봉은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만들며 정상운전중에 노심으로부터 우회되어 흐르는 냉각재에 

의해 냉각되도록 하 다. 제어봉의 설계조건은 정상운전시 650°C이고 사고조건에서는 잠깐동

안 1100°C에서 견딜수 있도록 설계하며 이를 위한 설계코드가 없기 때문에 헬륨 실험 시설을 

이용한 실험과 해석에 의존한 설계를 수행하 다.

⑤ 동력변환계통(Power Conversion Unit ; PCU)

동력변환계통은 Power Turbine, 고압 컴프레서, 저압 컴프레서, Precooler, Intercooler, 재

열기(Recuperator) 및 발전기로 구성된다. PBMR의 초기 설계에서는 터빈과 컴프레서들이 3축

으로 구성되었는데 최근 설계에서는 그림 3.2.1-5에 보인 것과 같이 단축을 사용하여 수평배열

하는 개념으로 바뀌었다. 동력변환장치는 배관과 부품들의 열팽창 차이를 흡수할 수 있도록 설



- 331 -

계한다.

⑥ 격납(Containment)

PBMR의 격납은 그림 3.2.1-6에 보인 것과 같이 단일 콘크리트 원자로 건물로써 크기는 

가로, 세로가 각각 66m, 37m이고 높이가 62.9m인데 그 중 22m는 지표면 이하에 위치한다. 원

자로 건물은 2.7톤 이하의 외부 충격하중에 대해 관통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원자로계통은 원

자로용기와 동력변환계통을 별도의 공간에 배치하고 원자로용기와 동력변환계통의 일부 구조

물은 고압 컴프레서로부터 유로를 형성하여 제공받은 헬륨 가스로써 냉각되도록 한다. 원자로

용기는 원자로 캐비티에 설치되는데 원자로 캐비티는 내부에서 발생한 missiles이 종사자와 수

행중인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하고 또한 외부에서 발생한 압력 및 충격하중으로부터 원자

로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⑦ 원자로 캐비티 냉각계통(Reactor Cavity Cooling System)

PBMR의 잔열제거 계통은 다음과 같이 4 가지로 구성되는 다중 잔열제거 계통 개념을 채

택하고 있다.

a) 정상운전시 원자로～PCU～Cooling Tower로 이루어진 열교환 계통 : 능동냉각계통

(Active Cooling System ; ACS)으로 인터쿨러, 프리쿨러와 연계되어 있다. 

b) CCS(Core Conditioning System) : 유지보수시 원자로용기가 PCU로부터 격리되었을 

때 강제냉각방식으로 잔열을 제거하는 계통

c) SBS(Startup Blower System) : 재장전시 또는 스크램 발생시 정상적인 브레이튼 사

이클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SBS가 작동하여 잔열 제거

d) 능동/피동형 원자로 캐비티 냉각계통(Reactor Cavity Cooling System: RCCS)

능동/피동형 잔열제거계통인 RCCS는 동력변환장치(PCU)를 통한 냉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노심의 잔열을 제거하고 또한 원자로용기가 설계 제한치를 넘지 않도록 해준다. 아울러 모

든 운전 조건에서 원자로 캐비티 콘크리트 벽의 온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보호해준다. RCCS는 

원자로용기를 감싸고 있는 캐비티의 내면에 설치되는 45개의 냉각 탱크 계통으로 구성된다. 이 

계통은 3개의 루프로 구성되고 각 루프는 15개의 냉각 탱크를 갖는다. 능동 모드에서는 냉각수

가 펌프 구동으로 순환되어 캐비티로부터 열을 빼앗아 원자로건물 외부에 있는 냉각탑으로 열

을 방출한다. 노심의 잔열은 반사체와 원자로용기에 전도 열전달기구로 전달되며 원자로용기 

외면에는 절연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원자로용기와 바깥에 있는 냉각패널 사이에 복사 및 대

류열전달기구로 열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 다. 이와 같은 RCCS의 능동모드 잔열제거가 

실패하면 바로 피동모드로 전환된다. 탱크 내의 냉각수의 온도가 비등이 시작하도록 올라가면 

탱크의 압력이 올라가서 Rupture Disks가 붕괴되도록 하여 비등으로 발생한 증기를 대기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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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도록 하 다. 이러한 피동모드에서 5일간 잔열을 제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냉각수를 

RCCS 탱크에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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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2 Summary of PBMR

Items      PBMR

Capacity (MWt) 400

Inlet/Outlet Temp(°C) 500/900

Op. Pressure(MPa) 9.0

RV diameter (m) 6.56 (OD)

RV height (m) 30

RV thickness (cm) 18

RV material SA533/508

RV Wall Temp(°C) 280~300

Piping System 1 Hot/2 Cold Legs

Piping diameter(m) 1.036 (Hot ID) / 0.6 (Cold ID)

Pipe thickness(m)

Piping length > 30 m (Hot leg)

Piping material Incoloy800H/SA533

Refueling system Continuous fueling & discharge

RCCS/medium Active/Passive/Water

PCU Separated type

Containment vol(m
3
) 154,000 (66 x 37 x 62.9)

Design life time (yrs)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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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4 PBMR의 구성도

그림 3.2.1-5 PBMR의 PCU 개략도

그림 3.2.1-6 PBMR 격남 및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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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흑연 노심구조물 내진해석 방법론 검토

(가) 내진해석 요건 및 기술기준

a) 10 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s

․ GDC 2: Design Basis for Protection Against Natural Phenomena, 1996.

b) 10 CFR 50, Appendix S, Earthquake Engineering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s

c) USNRC Regulatory Guide (Division 1: Power Reactors)

․ RG 1.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

․ RG 1.60 Design Response Spectra for Seismic Design for Nuclear Power Plants

․ RG 1.61 Damping Values for Seismic Design of Nuclear Power Plants

․ RG 1.92 Combining Modal Responses and Spatial Components in Seismic Response 

Analysis

․ RG 1.100 Seismic Qualification of Electric Equipment for Nuclear Power Plants

․ RG 1.122 Development of Floor Design Response Spectra for Seismic Design of 

Floor Supported Equipment or Comp'ts

․ RG 1.143 Design Guidance for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Systems, Structures, 

and Components Installed in Light-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

․ RG 1.165 Identif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Seismic Source and Determination of 

Shutdown Earthquake Ground Motions

d) USNRC Standard Review Plan

․ SRP Section 2.5.2 Vibratory Ground Motion

․ SRP Section 3.7.1 Seismic Input

․ SRP Section 3.7.2 Seismic System Analysis

․ SRP Section 3.7.3 Seismic Subsystem Analysis

․ SRP Section 3.7.4 Seismic Instrumentation

․ SRP Section 3.9.2 Dynamic Testing and Analysis of Mechanical Systems and 

Components

․ SRP Section 3.10 Seismic and Dynamic Qualification of Mechanical and Electrical 

Equipments

e) IEEE 344, Guide for Seismic Qualification of Class 1 Electrical Equipment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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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HTTR 흑연 노심구조물 내진해석 및 내진시험

HTTR(High Temperature Engineering Test Reactor)은 JAERI에서 설계한 헬륨을 일차

냉각재로 사용하는 30MW급 가스냉각로이다. HTTR은 설계과정에서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다

양한 실험과 해석을 수행하 다. 특히 노심구조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서 실물에 가까운 시

험장치와 해석을 병행하여 상호 보완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설계에 적용하 다[참고문헌 3.2-1

8～23].

① HTTR 원자로 내부구조

HTTR 원자로용기 내부는 그림 3.2.1-7에서 보는 것과 같이 노심을 지난 고온의 헬륨이 

흐르는 중앙부의 고온 역과 열교환기를 통과한 후 노심부로 향하는 저온의 헬륨이 흐르는 외

곽의 저온 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흑연블록은 금속재료를 사용할 수 없는 고온부에서 헬륨유로를 형성하고 핵연료를 지지하

는 기능과 함께 중성자 감속재로서의 역할을 한다. 인장하중에 취약한 흑연재료의 특성상 흑연

블록은 적층식으로 설치하고 압력용기 내측과 흑연블록 외곽이 이루는 원자로 외곽 저온 역

에 금속재를 이용한 구속장치를 설치하여 흑연블록을 항상 압축하중 상태에 있도록 한다. 노심

을 구성하는 흑연블록의 경우 적층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각 블록의 상하에는 

dowel과 dowel-socket을 둔다.

노심을 지난 고온의 헬륨이 모이는 hot plenum을 구성하는 노심하부구조물 역시 두 층으

로 분리된 흑연블록으로 구성되며 각 층의 흑연블록은 key-keyway를 통해 상호 구속된다. 또

한 상층부의 흑연블록은 지지기둥으로 지지되고 있다.

② HTTR 노심부품과 노심하부구조물의 진동특성

HTTR의 원자력용기 내부에 설치되는 노심부품(core component)와 노심하부구조물(core 

bottom structure)의 진동특성을 시험과 해석을 통하여 분석하고 각각은 동특성 측면에서의 연

관관계가 적음을 보 다.

㉮ 노심부품(core component)의 진동특성 평가

흑연블록을 적층하여 구성하는 노심부품부는 형태적 특성상 비선형 해석과 시험을 통한 

해석코드의 보완 및 검증 없이는 정확한 진동특성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에 HTTR 설계과정에

서는 적층 흑연블록의 비선형 진동해석을 위해 SONATINA-2V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층 흑

연블록의 접촉해석에 사용되는 계수를 시험을 통하여 구하 다. SONATINA-2V는 이차원 해

석프로그램으로 적층 블록에서 발생하는 contact와 impact를 고려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그

림 3.2.1-8은 SONATINA-2V에서 사용하는 HTTR 노심부품의 해석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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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심하부구조물(core bottom structure)의 진동특성 평가

노심하부구조물은 두 층의 흑연블록을 짜 맞춘 형태로 구성된다. 노심하부구조물에서 하중

을 받는 주요 요소는 이웃한 각 흑연블록을 연결하는 key-keyway 시스템과 상부 흑연블록을 

떠받치고 있는 노심지지기둥(core support post)이다. 노심하부구조물의 지진응답특성을 구하기 

위해 축소 모형을 만들고 모의 지진하중을 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 다.

a) Correlation of the impact acceleration on the hot plenum block with the keyway 

strain.

b) Vertical load imposed on the core support post by the vibrational motion of the hot 

plenum block.

c) Validity of the structural integrity on the core bottom structure against the seismic 

motion.

시험을 위한 모델은 상사법칙을 고려해 설계하 으며 key-keyway 시스템의 응력평가를 

위한 1/5 크기의 2차원 시험용 모델과 노심지지기둥이 포함된 1/3 크기 모델을 각각 제작하

다. 두 가지 시험모델에 지진하중을 모사하는 조화진동하중을 가하여 구조건전성을 검토하

다. 시험에서 측정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a) Strain at the key-keyway corner

b) Acceleration on the hot plenum block

c) Load on the core support post

d) Tension of the restraint band in the core restraint mechanism

조화진동하중에 대한 key-keyway 시스템의 응답특성에서는 입력가속도하중의 크기가 증

가할수록 응답의 jump-down이 고진동수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 다. 이는 입력이 클수

록 key-keyway 시스템의 충돌응답이 hard spring의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1/3 크기 모델시험

에서 구한 key-keyway 시스템의 충돌가속도와 변형율 사이의 관계에서는 충돌가속도가 클수

록 변형률 한계도 증가하지만 한계점을 이은 곡선의 기울기가 점차 낮아지는 특성을 확인하

다.

㉰ 노심구조물과 노심하부구조물의 연성효과

노심부품의 해석을 위해 작성된 SONATINA-2V에서는 노심구조물의 하부를 롤러지지로 

가정하고 있다. 이것은 노심지지기둥을 롤러로 가정한 것이며 가정의 타당성은 실험을 통하여 

입증하 다. 입증을 위한 실험은 노심하부구조물을 제거한 시험과 포함한 시험의 결과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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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법으로 수행되었으며 두 경우의 시험결과가 별 차이 없이 유사하게 나타는 것을 확인

하 다. 이는 노심하부구조물의 특성과 노심구조물의 특성 사이에 연관관계가 적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해석프로그램에 사용한 가정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노심구조물과 노심하부

구조물의 동특성 설계는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③ 흑연요소의 구조건전성

흑연요소로 구성된 HTTR의 노심과 노심하부구조물에서 전단력을 받는 요소는 

dowel-socket과 key-keyway 그리고 노심지지기둥(core support post)이다. 지진하중에 대한 

이들 요소의 구조건전성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심을 구성하는 흑연블록의 진

동해석프로그램인 SONATINA-2V의 해석결과에서 최대지진하중 시 dowel-socket에 가해지는 

최대 전단력은 7.4kN으로 평가되었다. 이것을 dowel-socket 파괴시험에서 구한 파괴전단력과 

비교하면 약 4.6의 안전율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그림 3.2.1-9의 시험장치를 이용한 내

진시험에서 흑연블록 및 dowel-socket 시스템에 어떠한 손상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육안검사로 

확인하 다. 내진시험에서 평가된 key-keyway 시스템에 발생하는 최대 인장응력은 약 1.7MPa

로 이는 인장 파괴응력치인 10MPa 보다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 또한 1/3 크기 모형시험에서 

평가된 노심지지기둥의 지진하중에 대한 최대 압축응력은 약 7MPa로 노심지지기둥의 압축 파

괴응력치인 55MPa 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실제로 각 모형시험에서 흑연요소는 건전성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④ HTTR 내진해석/시험 요약 및 참조사항

HTTR의 노심을 구성하는 흑연블록 및 각종 흑연요소는 지진하중에 대하여 구조건전성을 

확보되도록 설계되었으며 시험 및 해석을 통하여 설계의 적합성을 확인하 다. HTTR 노심구

성요소들의 설계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된 해석과 시험 그리고 시험장치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 적층흑연블록 진동특성 해석프로그램 SONATINA-2V 및 해석모델

b) Experimental apparatus for the full-scale seven-column test

c) Test apparatus for 1/3-scale core bottom structure model

d) Test apparatus for 1/5-scale hot plenum block array model

e) Fracture test for the dowel-socket system

f) Fracture test for the key-keyway system

살펴본 바와 같이 흑연블록을 적층하여 구성하는 고온가스로 내부구조물의 내진해석 및 

설계는 물을 감속재로 사용하는 상용로의 경우와 매우 다르다. 인장강도가 극히 낮은 흑연블록

을 지진으로부터 보호하고 수명기간 동안 고온 및 조사로 인한 형상변형을 안정적으로 수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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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적층블록의 동적거동 특성은 매우 심한 비선

형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전산해석만으로는 평가가 불가능하므로 효과적인 해석방법을 개발하

고 충분한 실험을 통해 보완 및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HTTR의 설계과정에서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적층블록의 거동특성을 파악하고 해석프로그램을 보완하는 절차를 거쳤다. 또한 

흑연블록 체결요소의 하중전달효과와 강도평가를 위해 축소모형을 이용한 실험이 수행되었다. 

흑연재의 물질특성과 고온/조사환경에서의 특성변화를 고려한 공인된 원자력 설계기준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현 상황을 고려할 때 NHDD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독자적 연

구노력이 필요하다. 지진의 위험성이 높은 일본의 지리적 특성상 HTTR 개발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에 비하여 내진해석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둔 것으로 여겨진다.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관한 

내진해석과 시험뿐만 아니라 제어봉구동장치와 열교환기 등의 주변장치에 관한 내진해석과 실

험 역시 매우 높은 비중을 두고 이루어졌다. 이러한 HTTR 관련 연구결과들은 NHDD에서 높

은 안전성을 구현하기 위한 연구항목 도출과 계획수립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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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7 Vertical and horizontal view of reactor internals

그림 3.2.1-8 SONATINA-2V cod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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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온 구조설계 Codes & Standards 체계 비교

초고온 가스냉각로 구조물이 수명동안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

에서 적절한 사용재료 및 신뢰성 있는 설계기준을 사용해야 한다. 운전온도의 증가로 1000℃에 

이르는 냉각재 환경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고온설계기준의 현황을 조사분석하 다. 미국, 일

본, 프랑스 및 일본의 설계기준의 현황을 검토 비교하고 초고온 가스냉각로 고온구조 설계를 

위해 향후 개선 필요사항들을 열거하 다. 현재 대표적인 참조노형인 Pebble Bed Modular 

Reactor (PBMR)과 Gas Turbine-Modular Helium Reactor (GT-MHR)의 고온구조 설계의 접

근 방법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하 다. 

 현재 세계적으로 고온 원자로구조물의 설계코드는 표 3.2.1-3에 나타낸 것과 같이 주로 

액체금속로를 목표로 수립된 것들이 많지만 이들 중 일부는 고온 가스냉각로에 적용할 수 있

는 것들도 있다. 미국의 ASME 코드는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향력이 큰 설계기준

인데 고온 구조물의 설계를 위한 Section III Subsection NH(ASME-NH)는 액체금속로 뿐 아

니라 고온 가스로에도 적용할 수 있다. 프랑스와 일본은 ASME-NH[참고문헌 3.2-24∼31]를 

기본으로 하여 각각 자국의 액체금속로 환경에 맞도록 독자적인 고온구조 설계코드인 

RCC-MR[참고문헌 3.2-25]과 BDS-DDS-FDS[참고문헌 3.2-26∼028]를 개발하여 지속적인 보

완을 하고 있다.

국은 고온가스로를 운전하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이며 British Standards(BS) 코드 등을 

적용하는데 내세울 수 있을만큼 체계화된 것은 없고 British Energy(BE)사가 주관이 되어 개

발한 고온구조물의 건전성평가 코드인 R-5[참고문헌 3.2-29]가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

다. 독일 또한 고온가스로를 개발 운전한 경험이 있지만 널리 알려진 설계코드는 없는 실정이

다. 

현재 초고온 가스냉각로의 대표적인 두가지 모델인 GT-MHR과 PBMR의 경우에는 모두 

ASME 코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 지만 기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GT-MHR의 경우에는 원

자로용기의 온도가 고온 설계가 필요한 역에 놓여서 ASME-NH를 적용해야 하지만 PBMR

의 경우에는 ASME-NH 적용온도보다 낮도록 하여 Section III Subsection NB와 Code Case 

N-499를 적용하도록 하 다. 따라서 두 노형의 경우 사용재료가 달라져서 GT-MHR은 

Mod.9Cr-1Mo강을 적용하지만 PBMR은 SA508이나 SA533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원자로 

내부구조물이나 배관 및 열교환기의 경우와 같이 고온 노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고온 설계코

드인 ASME-NH의 적용이 불가피하고 경우에 따라서 ASME-NH의 적용온도보다 높아질 경

우 코드의 사용재료 변경과 적용온도 증가 노력이 요구된다.

본 절에서는 여러 가지 코드 내용의 특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HTGR에 적용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내용들을 제시하 다.

(가) ASME B&PV Code

고온 가스냉각로의 고온구조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ASME B&PV 코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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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E B&PV Code, Section III, Subsection NB, Class 1 Components,

․ASME B&PV Code, Section III, Subsection NH, Class 1 Components in Elevated 

Temperature Service

․ASME B&PV Code Case N-499-1, Use of SA-533 Grade B, Class 1 Plate and 

SA-508 Class 3 Forgings and Their Weldments for Limited Elevated Temperature 

Service

․ASME B&PV Code Case N-201-4, Class CS Components in Elevated Temperature 

Service

․ASME B&PV Code Case N-253-9, Class 2 or 3 Components in Elevated in Elevated 

Temperature Service

․ASME B&PV Code Case N-254, Fabrication and Installation of Elevated 

Temperature Components, Class 2 & 3

․ASME B&PV Code Case N-257, Protection Against Overpressure of Elevated 

Temperature Components, Class 2 & 3

․Draft ASME B&PV Code Case for Alloy 617 (was being developed by the Task 

Group on Very-High Temperature Design in 1989)

열거된 설계코드 목록 중에 핵심이 되는 것은 ASME-NH인데 이것이 크립 발생온도 이하

에서 운전되는 원자로구조물 설계코드인 Section III Subsection-NB와 주요한 차이점은 그림 

3.2.1-9에 나타낸 것과 같이 하중제어 응력에 대한 제한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는 외에 수명 동

안의 비탄성 변형률 제한요건을 만족시켜야 하고 크립-피로 손상과 고온 좌굴 요건을 만족시

켜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고온에서 금속 구조물에 크립이 발생하면 이로 인해 크립손상이 발생

하고 다른 손상 메카니즘과 상승작용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크립을 방지할 수 없다면 

이를 고려한 신뢰성 있는 설계제작이 중요한 이슈가 된다. 고온설계에서 고려되는 주요 손상 

메카니즘은 다음과 같다.

․Creep rupture under sustained primary loading

․Excessive creep deformation under sustained primary loading

․Cyclic creep ratcheting due to steady primary and cyclic secondary loading

․Creep-fatigue due to cyclic primary, secondary, and peak stresses

․Creep crack growth and nonductile fracture

․Creep buckling

현재 ASME-NH를 적용할 수 있는 구조재료로는 304SS, 316SS, 2.25Cr-1Mo, Alloy 800H 

및 Mod.9Cr-1Mo강이 있으며 볼트 재료로써 Inconel 718이 있다. 이들의 사용온도는 재료별로 

다른데 스테인레스강의 경우에는 800℃, Cr-Mo 강은 650℃이다. 2종 및 3종기기의 고온설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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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Case N-253-9를 적용하고 노심지지구조물은 Code Case N-201-4를 적용해야 하는데 

N-201의 경우에는 ASME-NH와 거의 유사한 구조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ASME-NH와 

Code Case N-201은 고온의 노출과 냉각재와 접하고 있는 구조물의 조사 효과에 대해 정성적 

언급은 하 지만 구체적인 기술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헬륨 냉각재의 향과 재료 물성치

에 중성자 조사가 미치는 향 등에 대한 평가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코드에서 

제시한 구조재료의 종류가 제한적이고 사용온도 범위가 초고온 환경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초고온 환경에 적합한 재료의 선정과 이에 따른 설계 물성데이터의 확보가 요구된다. 

1989년에 초고온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Alloy 617에 대한 설계기준을 Draft Code Case로 

제정했다가 중단되었는데 최근 다시 개정 노력이 시작되고 있다. 이는 Alloy 617을 982℃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기본적인 코드의 골격은 ASME-NH의 전신인 Code 

Case N-47을 따랐다. 코드를 만들던 중에 중단되었기 때문에 설계를 위한 등시곡선

(Isochronous Curve) 등의 데이터가 부족하 고 용접에 대한 정보도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초

고온 재료의 경우에는 크립-피로 손상 평가시 선형 중첩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예

상되기 때문에 설계평가 방법의 개발 노력도 요구된다.

PBMR 원자로용기 설계에 적용할 Code Case N-499는 Subsection NB의 범위를 한정된 

시간동안 상회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한 것에 해당한다.  SA-533 Grade B, 

Cl 1 plates와 SA-508 Cl 3 forgings 재료에 대해서 운전조건 B, C, D에서 371°C를 넘을 때 

적용할 수 있고 한정된 시간에 따른 온도제한도 제시하고 있는데 최고적용 온도는 538°C이다. 

가스 냉각로 압력용기 재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향후 고온에서 헬륨 가스 환경이 피로설계곡

선, 등시곡선, 파단곡선 및 크립-피로손상에 미치는 향 평가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나) 프랑스 RCC-MR Code

프랑스의 RCC-MR 코드는 1985년에 처음으로 고속증식로 설계 전용코드로 개발되어 지속

적으로 개정보완되고 있다. 경수로 설계 코드인 RCC-M과 별도로 액체금속로 전용 설계코드

인 RCC-MR 코드의 전체적인 구성은 ASME B&PV Code와 비교하여 자체적인 완성도가 높

고 프랑스가 최근까지 고속증식로 개발 노력이 최근까지 활발했기 때문에 내용면에서도 많은 

발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RCC-MR에서는 넓게 P 타입과 S 타입의 두가지 종류의 손상

을 구분하는데 P 타입은 일정한 하중 또는 서서히 변하는 하중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

상을 나타내고 따라서 즉각적인 과대변형이나 소성붕괴 및 시간의존 변형과 파단이 발생할 수 

있다. S 타입은 반복하중의 작용으로 인해 피로 또는 진행성 변형과 파손이 발생할 수 있다. 

RCC-MR에 포함된 대부분의 설계규칙은 ASME 코드와 유사하지만 몇가지 대표적인 차이점

이 있다. 운전조건이 A, C, D로 구분되어 있고 크립 효과를 고려해야 하는 필요성을 판단하도

록 챠트가 제공되어 있다. 그리고 라체팅 방지 지침으로 3Sm룰 또는 Efficiency diagram을 사

용할 수 있도록 하 다[참고문헌 3.2-30].  Efficiency diagram은 안정적인 일차응력과 반복 이

차응력을 똑같은 크기의 변형을 유발하는 유효일차응력(Effective Primary Stress) 값으로 나

타낸 것이다. 크립-피로손상 평가시 탄성추종과 응력완화의 향을 정량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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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손상 평가에서 사용하는 여유도 값이 RCC-MR이 작아 보수성이 작다. 운전수명 동안 하

중의 중첩 효과는 ASME-NH의 경우에는 Envelope 곡선을 사용하는데 비해서 RCC-MR에서

는 선형 중첩을 사용하여 보수성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크립 및 크립-피로 균열 발생과 성장에 대해서 ASME-NH와 Section XI에는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RCC-MR은 2002년에 고온 결함평가와 파단전누설 평가 지침을 부록인 A-16으로 

발간하 다. 고온 결함평가는 설계단계보다는 잔여수명 평가에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설계에서

도 Defence in Depth 개념에서 결함을 가정하고 건전성 평가를 수행하여 안전성을 증대시키려

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RCC-MR의 경우도 ASME-NH와 마찬가지로 초고온 가스냉각로 구조물의 설계에 적용하

기 위해서는 코드에 수록된 재료의 고온 한도를 더 높일 필요성이 있고 보다 우수한 초고온 

재료를 추가할 필요성이 높다. 또한 A-16의 경우도 수록된 물성 데이터의 한계를 확장하고 코

드의 완성도가 향상되어야 한다. 그리고 환경 효과에 대한 평가방법도 제시해야 한다.

(다) 국 R5 Guideline

국은 가스냉각로의 개발 및 운전 경험이 많은 나라이다. 따라서 고온 구조물의 건전성 

평가기술의 개발에 많은 연구노력을 기울여왔고 British Energy(BE)사를 중심으로 Serco 

Assurance사(구 AEA-T) 등과의 협력으로 고온구조 건전성평가 지침인 R5를 개발하여 지속

적인 보완을 해오고 있다. R5는 설계여유도를 고려하지 않는등 설계코드는 아니지만 고온 환

경에서 균열이 없는 구조물의 건전성평가와 균열이 있는 구조물의 건전성평가에 대한 상세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Simplified methods of stress analysis

․Creep-fatigue crack initiation

․Creep crack growth and creep-fatigue crack growth

․Behavior of dissimilar metal welds and behavior of similar metal welds

R5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참조응력법 (Reference Stress Techniques)의 사용이고 손상의 

평가에는 취성파괴와 소성붕괴를 평가하는 FAD(Failure Assessment Diagram) 방법을 사용한

다는 점이다. 특히 고온에서 크립의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시간의존 평가방법인 TDFAD(Time 

Dependent Failure Assessment Diagram)를 개발하여 제시하고 있다. 

크립-피로 손상에는 미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시간배율법(Time Fraction Rule)을 사용

하고 있는데 반하여 연성소모방법(Ductility Exhaustion Method)를 사용하고 있고 물성치 데이

터베이스인 R66을 적용한다. R66에는 국의 가스냉각로와 화력발전소에 사용된 재료들의 물

성 데이터들이 수록되어 있고 연성소모법에 적용되는 크립연성 값들이 포함되었는데 국 외

에는 제공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R5의 사용자는 스스로 환경에 맞는 재료의 물성 

데이터를 생산해서 사용해야 하며 R5의 평가내용과 부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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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5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설계코드라기 보다는 건전성 평가 지침이기 때

문에 초고온 가스냉각로 구조물의 설계에 적용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점이 있다. 하지만 

TDFAD나 연성소모법과 같은 방법론은 초고온 가스냉각로 구조물의 고온 건전성 평가에 유용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적용기술의 개발 단계에서 ASME-NH를 비롯한 다른 코드들과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우수한 기술적 내용을 반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라) 일본의 BDS-DDS-FDS Codes

일본은 고속증식로 실험로 JOYO와 원형로 NONJU를 보유하고 또한 고온 가스냉각 실험

로인 HTTR을 보유하고 있고 고속증식로를 개발하면서 동시에 ASME-NH에 버금가는 고온구

조 설계코드를 개발하는데 많은 연구노력을 경주해왔다. JNC의 주관으로 MONJU의 설계건설

과 병행해서 개발하 던 BDS 코드는 Code Case N-47을 근간으로 개발하 지만 일본의 독자

적인 내용을 추가하고 ASME-NH와 차별화를 위해 노력하 다. 가장 특징적인 기술적 내용은 

탄성추종법을 정량화하여 일본 고유의 방법론을 개발하 고 크립-피로 손상평가를 위한 평가 

챠트를 수록하여 사용자의 편리를 추구하 다. 이후 고속증식 실증로 개발을 하면서 DDS로 

보완하 다가 2000년부터 상용 고속증식로 개발과 함께 FDS(Elevated Temperature Structural 

Design Guide for Commercialized Fast Reactor)로 발전되고 있다. FDS는 크립을 고려해야 하

는 고온 설계 역을 정의하고 라체팅 변형률과 피로(또는 크립-피로)의 연계를 고려하 고 

비탄성 해석 지침을 제한적이긴 하지만 비교적 자세하게 제시하기 시작하 다. 이밖에도 열 스

트라이핑 하중에 대한 규정도 처음으로 포함시켰지만 초고온 가스냉각로 구조에 적용하기에는 

ASME-NH나 RCC-MR이 갖고 있는 한계점을 거의 그대로 갖고 있다. 

일본의 JAERI는 고온가스 실험로 HTTR의 설계시 ASME 코드와 자체적으로 개발한 고

온가스 실험로용 고온구조 설계코드[참고문헌 3.2-31]를 사용하 다. 고온가스 실험로용 고온구

조 설계코드는 아직 입수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는 없었다. 

(마) 초고온 가스냉각로 구조설계를 위한 코드의 개선 요구사항

초고온 가스냉각로의 구조설계를 위해 미국, 프랑스, 국, 일본 등의 고온구조 설계 및 건

전성 평가코드들을 조사 분석하 다. 현재의 코드들에 수록된 사용 가능 재료들은 HTGR의 설

계 목표를 달성하기에 부족한 점들이 있어서 향후 이러한 재료들의 적용 온도를 향상시켜서 

필요한 물성 데이터를 수록해야 하고 또는 초고온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재료들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원자로 내부구조물과 열교환기의 재료와 설계 평가 기술은 주목되는 분야이

다. 조사된 코드들은 HTGR 전용으로 개발된 것이 없기 때문에 HTGR의 냉각재 환경 등을 포

함한 환경효과 평가에 대한 지침이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들을 실험을 통해 연구하고 수

명 평가모델에 반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과제에서는 국내의 HTGR의 설계에 반 할 수 있도록 ASME-NH를 근간으로 해서 부

족 기술을 도출하고 ASME의 코드 개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하는 한편 프랑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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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고온구조 설계 및 구조건전성 평가기술의 내용을 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표 3.2.1-3 고온 원자로구조물 설계 및 구조건전성 평가 코드 현황

국가 설계코드 비고 보유

국 BS (설계용) · 정리되거나 체계적인 것이 없음 X

R-5 (건전성 평가용) · 오랜 역사가 있고 많은 일이 되어 있음 △

독일 AVR 설계용 · 체계적인 코드가 없음 X

일본
BDS → DDS → FDS

(몬쥬) (DFBR) (CFBR)

· 액금로용으로 개발, 원자로마다 새로 

내 놓고 있음

· BDS(몬쥬에 사용)는 문판 보유

· DDS(Demo FBR용)는 일본어판 보유

· FDS(상용 FBR용)는 미공계

O

High Temp. Structural Design 

Guideline

· HTTR 구조설계 지침서(1990)

· Refers FBP Code
X

프랑스 RCC-MR
· 액금로 설계용

· 2002년 문판 보유 (very thick)
O

미국

ASME Sec. III - NH Code 

Cases, Draft Code Case for 

Alloy617

· 액금로 전용이 아니라 원자로 고온구조

물 설계용

· 1977년 Code Case N-47, 1995년 NH로 

issue

O

남아공
ASME Sec. III - NB Code 

Case N-499-1, etc.

· 기존 설계코드 적용 (온도를 맞춤)

· PBMR RPB & Connection Piping 

Design Code

O



- 347 -

그림 3.2.1-9 ASME-NH의 고온구조설계 흐름도

Thermal Analyses for the Specified Operating Conditions

ASME - NB ASME - NH

Limits on Load-Controlled Stresses
(Time Dependent)

Limits on Deformation Controlled Quantities

Inelastic Strain Creep-Fatigue Buckling

Ratcheting
Effects

Ratcheting
Effects

Metal Temperature
T > 427oC for 304SS, 316SS   ~800ºC
T > 371oC for 2(1/4)Cr-1Mo,

Mod9Cr-1Mo       ~650ºC

Interaction
Effects

Interaction
Effects

Instability
Effects

Instability
Effects

by Appendix T (Nonmandatory)

Yes

No

Limits on Load-Controlled Stresses
(Time Independent)

+
Fati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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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조 원자로 Reactivity Control System 형식 및 설계특징

상용원자로(PWR, BWR)의 제어봉 및 제어봉구동장치는 노심의 반응도 조절을 위한 주요

장치이다. 정상운전중에 제봉구동장치는 제어봉 삽입량을 조절하여 노심의 반응도를 조절하며 

원자로 긴급정지가 요구되는 비상시 제어봉을 급속삽입하는 기능을 갖는다. 또한 제어봉구동장

치가 작동하지 않는 비상조건에서 원자로를 정지하기 위해 일차냉각재에 붕산을 주입하는 비

상정지계통을 구비하고 있다.

고온가스로 역시 제어봉과 제어봉구동장치를 이용해 노심의 반응도를 조절하며 비상시 제

어봉을 급속삽입하여 원자로 긴급정지를 수행한다. 또한 고온가스로에서는 제어봉구동장치 작

동불능 시 원자로 긴급정지를 위한 독립된 원자로 긴급정지장치를 구비하고 있다. 고온가스로

의 노심 반응도 제어장치의 기능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a) 장치는 원자로 긴급정지가 요구되는 경우 원자로 정상운전 상태 뿐 만 아니라 지진사

고를 포함하는 어떠한 사고조건에서도 안전하고 확실하게 노심의 반응도를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b) 장치는 노심의 온도변화, 제논 도 변화, 연료연소도 변화 등 원자로 운전 중 발생하는 

기타요인에 의한 노심 반응도 변화를 상쇄하여 요구되는 일정 반응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

다.

c) 장치는 방사선 조사를 받으며 고온고압 및 방사선 조사를 받는 헬륨가스 환경에서 요

구되는 수명기간 동안 고장 및 성능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참조원자로인 GT-MHR, HTTR, HTR-10에서 채택하고 있는 노심 반응도 조절장치

(reactivity control system)에 관한 개괄적인 기술검토를 수행하 다[참고문헌 3.2-32]. 모든 참

조원자로에서는 제어봉과 absorber ball을 사용하는 각기 다른 두 가지 형식의 노심 반응도 조

절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제어봉은 원자로 정상운전 중 노심의 출력을 조절하고 비상시 긴급삽

입을 통해 노심의 반응도를 신속히 제거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Absorber ball을 사용하는 장치

는 제어봉구동장치의 고장으로 인하여 제어봉 긴급삽입이 불가능한 사고 상황에서 노심 반응

도 제거를 위한 보조 장치이다. 각 참조원자로에서는 장치의 성능과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시험을 수행하고 설계변수를 측정하 다[참고문헌 3.2-33～038].

노심 반응도 조절장치는 방사선 및 고온의 헬륨가스 환경에서 액체윤활제 없이 긴 수명과 

높은 신뢰도의 작동성을 확보해야하는 장치이다. 이를 위한 주요 요소기술로는 고체윤활 기술, 

방사선 및 고온 환경에서 작동하는 모터설계 및 제어기술, 주요 작동부의 고온재료기술, 헬륨

가스 봉기술, 긴급삽입 후 충격흡수장치기술, 등이 있다. NHDD 원자로에 적합한 노심 반응

도 조절장치의 개발을 위해서는 이러한 주요기술의 확보와 검증작업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 GT-M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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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MHR(Gas Turbine-Modular Helium Reactor, USA)은 블록형 고온가스로로서 노심 

열출력 600MW로 설계되었으며 총 48개의 제어봉을 사용한다. 제어봉 36개는 노심 외곽을 둘

러싸고 있는 흑연반사체 역에 위치하며 나머지 12개는 노심 역에 위치한다. 제어봉과 각 제

어봉을 상하로 구동하는 제어봉구동요소는 neutron control assembly에 설치되며 한 개의 

neutron control assembly에는 두 개의 제어봉과 각 제어봉을 구동하는 두 개의 독립된 제어봉

구동요소(control rod drive unit)가 장착된다. GT-MHR에 설치된 총 24개의 neutron control 

assembly 중에서 18개에는 RSS(Reserve Shutdown System)도 함께 설치된다. RSS은 고장 

및 기타원인으로 인하여 제어봉구동요소에 의한 제어봉 급속삽입이 불가한 경우 노심의 반응

도를 제거하기 위한 독립된 장치로서 18개 모두 노심 역에 설치된다. 그림 3.2.1-10은 neutron 

control assembly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첫 번째 그림은 RSS가 장착된 경우이며 두 번째 그림

은 RSS가 없는 경우이다. GT-MHR의 neutron control assembly를 구성하는 각 요소는 다음

과 같다.

① Upper structural frame

상부구조체(upper structure)는 상대적으로 저온 및 저 방사선 역에 위치하며 각종 기계

장치를 위한 설치 공간 및 지지부를 제공한다.

② Gamma shielding

감마선 차폐체(gamma shielding)는 내부식재로 만들어지며 노심과 오염된 제어봉에서 나

오는 감마선을 차단하여 작업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감마선 차폐체는 안내관(guide tube)

을 지탱하며 제어봉 연결케이블이 통과하는 관통부를 제공한다.

③ Neutron shielding and thermal barrier

중성자 차폐체(neutron shielding)는 흑연과 붕소로 만들어지며 차폐체 상부에는 열차단체

(thermal barrier)를 설치하여 원자로 상부덮개와 neutron control assembly로 전달되는 열을 

감소시킨다.

④ Upper and lower guide tubes and seals

안내관(guide tube)은 제어봉을 보호하고 제어봉의 원활한 상하이송을 위한 장치로서 감마

선 차폐체 하부에 원자로 상부덮개를 통과하여 노심상부까지 이어진다.

⑤ Control rod drive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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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봉구동장치(control rod drive equipment)는 neutron control assembly 상부에 설치된

다. 전동기와 감속기로는 DC 모터와 60:1 감속비를 갖는 harmonic drive가 사용되며 연결된 

드럼(drum)에 감긴 high nickel cable을 이용해 제어봉을 상하로 이송한다. 하중계(load cell)로 

케이블에 걸리는 하중을 상시 감시하여 케이블의 손상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한다. 또한 

장착된 3개의 load resister는 제어봉 급속삽입 시 제어봉 낙하속도를 제한하여 낙하충격으로 

인한 제어봉의 파손을 방지한다. 제어봉구동장치의 설계수명은 60년이며 이는 전동기 권선과 

절연재의 헬륨환경에서의 수명에 따라 결정된다.

⑥ Reserve shutdown system

RSS(Reserve Shutdown System)은 제어봉을 이용한 노심 반응도 제거가 불가능한 상황

에도 노심을 안전하게 정지시키기 위해 설치되는 독립적인 장치이다. 그림 3.2.1-11은 

GT-MHR RSS의 개략적인 스케치이다. RSS는 비상시 hopper에 충진되어 있는 중성자 흡수체

로 만든 다량의 작은 구슬을 노심으로 쏟아 부어 노심을 정지시키는 개념으로 설계되었다. 

hopper 하부에 있는 gate는 actuation rod에 의해 개폐되며 actuation rod는 neutron control 

assembly 상부에 설치된 모터와 연결되어있다.

(나) HTTR

HTTR(High Temperature engineering Test reactor, Japan)은 블록형 고온가스로로서 노

심 열출력 30MW로 설계되었으며 총 32개의 제어봉과 16개의 RSS가 설치되어있다. 제어봉 18

개는 노심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흑연반사체 역에 설치되며 나머지 14개는 노심 역에 설치

된다. 두 개의 제어봉이 한 쌍을 이루며 이들은 한 개의 control rod system에 의해 동시에 제

어된다. Control rod system은 총 16개가 있으며 RSS와 한 조를 이루어 동일한 위치에 설치된

다. 그림 3.2.1-12는 HTTR의 control rod system의 설명도이다. 제어봉구동기구(CRDM, 

Control Rod Drive Mechanism)는 AC motor, decelerator, electromagnetic clutch, 

velocity-limiting brake, shock absorbing mechanism, position indicator, manual control 

mechanism, gear, control rod support cable 등으로 구성된다. 다음은 이들에 대한 설명이다.

① Driving mechanism and position indicator

제어봉의 상하 이송과 holding은 기본적으로 AC 모터에 의해 이루어진다. 정상운전 중에 

AC 모터의 회전력은 decelerator, electromagnetic clutch 그리고 gear를 거쳐 control rod 

support cable을 감고 있는 drum에 전달되어 제어봉을 상하 이송하거나 holding 상태를 유지

한다. 여기서 decelerator는 AC 모터의 속도가 제어불능 상태에 있더라도 제어봉의 최대 인출

속도가 70mm/s를 넘지 않도록 저지하는 역할을 한다. 정상운전 중 제어봉의 최대 이송속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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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m/s이다. 제어봉의 위치는 synchro-mesh transducer를 사용하는 독립된 3개의 position 

indicator에 의해 항시 감시된다.

② Scram by Electromagnetic clutch and equipment for safety

원자로 긴급정지 신호에 의해 electromagnetic clutch로의 전원공급이 끊어지면 clutch를 

통한 회전력전달이 끊어지게 되어 중력에 의한 제어봉 급속삽입이 이루어진다. 원자로 긴급정

지 시 제어봉 급속삽입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control rod support cable의 과도 하중을 방지

하기 위해 velocity-limiting brake는 삽입속도에 비례하는 저항력을 발생시켜 제어봉의 낙하속

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제어봉 완전삽입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대 12초가 넘지 않도록 설계되

었다. 제어봉 급속삽입량이 80%를 넘으면 gas damper가 작동하여 제어봉의 낙하속도를 더욱 

낮추어 충격에 의한 제어봉 파손을 방지한다.

노심 반응도 제어장치의 첫 째 기능요건은 지진하중 시 노심 반응도 제거의 신뢰성이다. 

즉 예상되는 어떠한 지진조건에서도 제어봉을 삽입하여 노심의 반응도를 제거할 수 있어야 한

다. HTTR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진동시험장치를 만들고 예상되는 최대 지진조건에서도 

제어봉을 적절히 삽입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시험장치는 제어봉과 control rod system 전체

를 진동시험대 위에 얹어 장치 전체의 진동특성 및 진동 중 제어봉 scram time을 측정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또한 제어봉 안내관 부분은 흑연블록의 적층을 모사하도록 제작하여 안내

관의 단면이 불규칙한 실제 낙하조건을 모사할 수 있다. 고려된 모든 지진 및 진동조건에서 제

어봉 scram time은 설계한계보다 매우 낮음을 확인하 다.

③ Control rod and two-step insertion method

제어봉은 10개의 분절된 원통형 용기에 중성자 흡수재(B4C/C)를 충전한 형태이며 각 분절

은 금속재 봉(spine) 지지링(support ring)으로 연결된다. 용접을 사용하지 않고 지지링으로 연

결된 분절식 제어봉은 열하중을 흡수하기위한 설계이며 제어봉 하단의 완충장치(shock 

absorber)는 제어봉 급속삽입 시 및 제어봉 케이블 절단에 의한 제어봉 낙하사고 시 제어봉에 

가해지는 충격하중을 흡수하기 위한 장치이다. 제어봉의 주요 구조재는 alloy 800H로 제작되며 

총 길이는 3.1m이다. 제어봉 설계온도는 900°C로서 설계온도 이상의 환경에 노출된 제어봉은 

교체한다. 원자로내부의 핵연료 역의 최대온도는 1100°C이므로 제어봉의 건전성을 위하여 제

어봉 긴급삽입은 두 단계로 나누어 수행한다. 즉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노심주변의 흑연반사

체 역에 위치한 제어봉을 먼저 삽입하고 노심의 온도가 750°C 이하로 낮아지는 40분 후 노심

역에 있는 제어봉을 삽입하여 반응도를 제거한다.

④ Reserve shutdown system

HTTR의 RSS(Reserve Shutdown System)의 기본구조는 그림 3.2.1-13에 나타낸 바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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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plug를 열어 hopper에 충진 되어있는 B4C/C pellet을 노심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그림에서

와 같이 plug의 개폐는 모터의 회전운동을 수직운동으로 바꾸어주는 ball screw가 담당한다. 

RSS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이 수행되었으며 Plug를 뽑아 hopper를 개방한 후 약 22초 

만에 pellet이 core height까지 채워지는 것을 확인하 으며 삽입과정에서 pellet의 엉킴으로 인

한 막힘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 HTR-10

HTR-10(High Temperature gas-cooled test Reactor, China)은 페블형 고온가스로로서 노

심 열출력 10MW로 설계되었으며 반응도 조절을 위해 총 10개의 control rod system과 7개의 

small absorber ball system을 사용한다. 각 시스템은 모두 노심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흑연반

사체 역에 환형으로 배치된다. Control rod system은 정상운전 중 노심의 출력을 조절하며 비

상시 제어봉을 급속삽입하여 노심의 반응도를 제거한다. Small absorber ball system은 제어봉 

삽입이 불가능한 경우 노심 반응도 제거를 위한 2차 반응도 제어장치이다.

HTR-10 control rod system은 pressure shell, shielding block, stepping motor, magnetic 

damper, gearbox, sprocket wheel device, worm-gear reducer, control rod position 

instrument, end buffer, locking device, connecting rod,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 3.2.1-14은 

HTR-10에서 사용하고 있는 control rod system이다. 

① Pressure shell and shielding block

제어봉구동기구의 모든 부품들은 pressure shell 내부에 장착된다. 볼트로 체결된 upper 

pressure shell과 lower pressure shell의 사이에는 metal O-ring seal로 봉하여 헬륨가스의 

누출을 막는다. 또한 lower pressure shell과 원자로 내부 사이에는 shielding block를 설치하여 

각종 부품이 설치된 pressure shell 내부의 온도와 방사선 조사준위를 150°C와 7.61Sv/h 이하

로 유지한다. shielding block의 중앙의 관통부는 제어봉과 연결된 connecting rod와 chain의 

이동경로를 제공한다.

② Stepping motor and sprocket wheel device

정상운전 중 제어봉상하이송에 필요한 구동력(driving force) 및 정지상태 유지를 위한 지

지력(holding force)은 stepping motor에 의해 제공된다. 디지털방식의 제어가 가능하고 구동력

과 지지력을 공히 제공할 수 있는 stepping motor는 속도제어 및 하중제어를 위한 클러치 및 

브레이크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 서보모터 방식에 비하여 보다 간단한 시스템 구성이 가능하다. 

stepping motor의 정격운전속도는 30rpm이며 이는 제어봉이송속도 10mm/s에 해당한다. 

stepping motor의 회전력은 gear box와 sprocket wheel을 거쳐 chain으로 전달되어 

connecting rod와 제어봉의 이송력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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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Magnetic damper

Stepping motor의 회전축에 연결된 무전원 magnetic damper는 원자로 긴급정지를 위한 

제어봉 급속삽입 시 제어봉의 삽입속도를 0.8m/s 이하로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이는 급속삽입 

과정에서 sprocket wheel과 chain의 동적안정성을 유지하고 급속삽입 완료 후 end buffer에 가

해지는 과도한 충격하중을 예방하기 위한 설계이다. Magnetic damper는 회전축에 연결된 금속 

원판이 구자석 사이에서 돌 때 발생하는 속도에 비례하는 감쇠력을 이용한다. Magnetic 

damper의 구자석은 최대 150°C 환경온도에서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고온에서도 안정한 자

기재료인 Sm2Co17로 만들어진다.

④ Control rod position instrument

제어봉의 위치는 synchro에 의해 측정된다. synchro는 worm-gear 감속기를 거쳐 

sprocket wheel device에 연결되어 제어봉 전체 행정에 따라 총 282°를 회전하도록 설계되었

다. synchro의 회전축에 장착된 두 개의 캠은 limit switch를 위한 것으로 제어봉의 full-in 

and full-out 여부를 검출하여 제어봉이 운전 역을 벗어나는 오작동을 방지한다.

⑤ Control rod

제어봉(control rod)은 다섯 개의 분절된 원통용기로 이루어지며 각 용기의 내부에 중성자 

흡수재를 봉한다. 중성자 흡수재와 용기 사이에는 5mm의 공극을 두어 재료의 열팽창을 흡

수하고 중성자 조사에 의해 발생하는 가스를 봉한다. 제어봉의 하단에는 충격흡수체를 두어 

제어봉 낙하 시 충격으로 인한 제어봉 및 흑연구조물의 파손을 방지한다.

⑥ Dry film lubricant

고온/헬륨가스/방사선 환경에서 수명기간 동안 제어봉구동장치의 안정적인 작동성을 확보

하기 위해 dry film lubricant를 사용하는 방안을 채택하 다. 이는 기어 및 기타 윤활이 필요

한 금속재의 표면에 dry lubricant film을 코팅하는 방식으로 MoS₂, 흑연 그리고 실리케이트 

계열의 inorganic binder를 사용한다. 사용된 dry film lubricant 방식은 운전온도, 헬륨가스, 방

사선 조사환경에서 수명시험 및 마찰시험을 거쳐 성능을 확인하 다.

⑦ Performance tests

시험을 통하여 제어봉구동장치의 성능을 검증하 다. 시험장치는 제어봉구동장치의 운전압

력(0.12MPa), 운전온도(150°C), 헬륨가스환경을 구현하도록 만들어졌다. 시험장치를 이용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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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봉구동장치의 정상운전조건을 검사하는 기능시험, 제어봉 긴급삽입성을 검사하는 긴급삽입시

험, 장시간 수명조건을 검사하는 내구성시험 등을 수행하 다. 제어봉의 긴급삽입 특성은 

magnetic damper의 향을 크게 받는다. 이에 긴급삽입 시험에서는 제어봉 낙하속도와 

magnetic damper의 항력에 관한 고찰이 이루어졌으며, 온도에 따른 magnetic damper의 특성

변화를 측정하 다. 내구성에 향을 주는 인자는 모터권선 열화, 기계적 건전성, 각종 센서의 

건전성, dry film lubricant의 성능 등이 주요인자로 작용한다. 특히 윤활재의 건전성은 매우 중

요한 항목이다. 이를 위해 정상 이송속도에서 총 1500회 전행정 운전과 총 500회의 긴급삽입시

험 후 MoS₂ 코팅의 건전성을 확인하 다.

⑧ Small absorber ball system

Small absorber ball system의 주요 구성품은 drive mechanism, ball storage vessel, ball 

supplier, variable speed carrier gas blower, mass flow instrumentation, blower pressure 

vessel, pipeline, primary loop isolation valve, carrier gas valves, carrier gas bypass valves, 

등이다. Ball storage vessel에는 직경 5mm의 B4C ball이 충진되어 있으며 vessel 하부에 있는 

플러그의 개폐는 전기모터와 leading skew에 의해 이루어진다. 플러그가 개방되면 충진된 

absorber ball은 중력에 의해 삽입되며 총 55～59초 안에 모든 ball이 삽입되도록 설계되었다. 

Small absorber ball system은 삽입 된 ball을 제거하기 위한 공압시스템을 포함한다. Ball 제

거를 위한 공압은 5.5kw 용량의 roots blower가 제공하며 한 개의 채널에서 모든 ball을 제거

하는 데는 131～234초의 시간이 소요된다. 총 7개의 채널에 삽입된 ball은 순차적으로 제거하

도록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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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0 Neutron control assembly with/without reserve shutdown system for GT-MHR

그림 3.2.1-11 Reserve shutdown system for GT-M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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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2 Control rod system with RSS for HT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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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3 Reserve shutdown system for HTTR

그림 3.2.1-14 Control rod drive mechanism for HTR-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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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온재료 기초물성평가 및 선정시험

   

가. 흑연재료 

고온가스로 노심 구조재로 사용되는 흑연은 가동 중 중성자조사에 따라 형성되는 조사결

함 및 이에 따른 체적변형(dimensional change) 등이 원인이 되어 기계적, 화학적, 물리적 특성

이 변화한다. 본 연구에서는 흑연선정 및 선정된 흑연 grade의 품질확인에 필요한 시험, 평가

기술 확보차원에서 실험을 통하여 주요 기초물성(산화, 기계, 물리적 특성) 시험 평가 기술을 

확보하고자 하 다.    

(1) 산화특성 

불순물 함량이 큰 IG-11 흑연에 대한 산화실험을 통하여 산화에 미치는 온도, gas flow 

rate (유량) 및 시편 형상 효과를 조사하 다. 온도에 따른 산화거동평가는 TG(model: Mettler 

Toledo, SDTA 85le)를 이용, 600∼1,300 ℃ 온도구간에서 최대 12시간 실시하 다(dry air, 

flow rate: 40ml/min, 시편크기: Φ: 6mm, 길이: 6mm). 600℃에서 1,300℃로 온도 증가에 따른 

산화율 변화는 그림 3.2.2-1과 같다. 600℃에서 시간에 따라 일정한 값을 보여주나(chemical 

reaction region) 700℃에서는 시간에 따라 서서히 증가하여 약 700분 이후에는 산화율 포화현

상을 보인다(2.6 x 10
-3
wt%/min). 800℃에서의 산화는 시편 내부로의 gas 확산(in-pore 

diffusion) 에 따라 진행되므로 특히 흑연내부 구조에 커다란 향을 받게 된다. 이 온도구간의 

산화활성화에너지(activation energy)는 400∼600℃ 화학반응 산화구간의 약 50%가 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900∼1,300 ℃ 에서의 산화는 주로 시편 표면(superficial surface)에서 일어나 

대부분의 oxidant 가 이곳에서 소모되며 시편표면에 형성되는 laminar sub-layer 를 통하여 

oxidant 농도구배(oxidant concentration gradient)가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산화율은 900℃ 이상에서는 60분이 경과하면 급격히 증가하여 1,300℃에서는 약 

0.006wt%/min 에 도달함을 보여준다.  

산화에 미치는 유속(gas flow rate) 효과 평가실험은 온도 600, 800, 1000℃, 유량(gas flow 

rate) 10, 60, 200ml/min 조건으로 각 4 시간 수행하 다. 그림 3.2.2-2에서 유량이 산화에 미치

는 효과는 온도에 따른 산화기구에 크게 의존함을 보여준다. 600℃ chemical reaction regime 

에서는 산화에 미치는 유속변화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800∼1,000℃의 mass transfer regime 

에서는 유량증가에 따라 산화율이 급격하게 증가함을 보여준다. 시편크기(형상)에 따른 산화거

동 평가를 위하여 지름과 길이가 동일한 형상의 시편 3 종류 (6mm, 4mm, 1mm)를 제작, 

Muffle furnace 를 이용하여 600℃ 와 1000℃에서 각각 산화실험을 수행하 다(그림 3.2.2-3).

형상효과 실험 결과를 그림 3.2.2-4에 정리 하 다. 서로 다른 산화기구가 적용되는 600℃ 

와 1000℃ 두 온도에서 시편크기 증가에 따라 산화율은 감소하 으며 특히 1mm 시편에서는 

두 온도 모두에서 시간에 따라 산화율이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으나 그 크기는 온도 증가에 

따라 증가하 다. 한편, 4mm 및 6mm 시편의 경우 각각 300분 및 4분 산화시험 시간 내에서 

매우 유사한 산화거동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부터 특정온도구간에서 산화에 미치는 시편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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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형상효과)가 최소화되는 구간이 존재함을 예측 할 수 있고 시편크기나 형상효과가 배제된 

표준산화시험용 시편크기(형상)가 결정될 수 있다.                 

(2) 기계적 특성   

고온가스로 노심구조재로 사용되는 흑연은 고온, 고조사량 분위기에서 기계적 성질 변화를 

일으켜 가동안전성을 위협하는 한편, 원자로의 수명을 단축시키게 된다. 따라서 원자로의 가동

안전성 확보와 수명예측 및 이를 고려한 흑연선정과 품질확인 시 선정된 흑연의 조사에 따른 

기계적 특성 변화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험 및 평가기술이 요청된다. 본 연구에서는 흑

연의 기계적 특성 평가기술 확보의 일환으로 (가) 경도시험 및 (나) 파괴인성 시험기술을 실험

을 통하여 확인코자 하 다. 

(가) 경도시험을 통한 기계적 특성 평가 

 

① 이온조사 흑연 경도 측정

 900～1100℃ 고온환경 에서의 중성자조사효과 실험에는 시설 및 비용관점에서 많은 제약

이 따른다. 본 연구에서는 이온 조사를 통하여 고온가스로 환경에서의 조사에 따른 기계적 특

성 변화를 미세경도 측정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고자 하 다. 이온 조사에 의

한 흑연의 물성변화는 중성자 조사와는 다르게 매우 얇은 부분에서 조사에 의한 손상이 나타

나며, 그 결함들의 분포가 매우 불균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조사에 의한 물성변화

를 미세경도로 측정한 후 관계식을 이용, 다른 기계적 특성들(인장강도, 압축강도)을 간접예측 

코 자 하 다. 

본 연구에서는 3MeV 탄소 이온 조사 후 경도 시험과 Young's modulus를 측정하 다. 시

편은 IG-110으로 제작하 다(시편 크기: 5*5*2mm3, 0.05μm 알루미나 파우더 연마). 가공된 흑

연 시편에 대한 조사는 3Mev C
+ 
이온을 이용하여 전류 도 0.83μA/cm2 환경에서 18.4dpa 수

행하 다. TRIM'95에 의한 Range는 3.2μm 이었다. Loading-unloading 시험은 하중 0.1～
200gf.에서 수행하 다. 경도는 계산식( H=

P
A , A=24.5hc 2)을 이용하 다(H: hardness, P: 

maximum load. A: projected area of the impression, hc: contact depth). 여기서 hc는 아래 그

림 3.2.2-5의 loading-unloading curve로 부터 정의된다.

② 이온 조사 흑연의 기계적 성질 

조사에 의하여 생성되는 격자결함(vacancy 등)과 interstitial 등이 원인이 되어 전위의 이

동을 방해하는 조사결함을 생성함에 따라 이온조사 후 재료의 경도는 증가한다. 특히 흑연의 

조사 후 경도 증가는 interstitial들이 interlayer에 모여 loop을 형성함에 따라 통상 샌드위치 구

조를 가진 흑연의 각 층(layer)마다 서로 다른 경도 값을 가진다. 각 층에 따른 경도 값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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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교 해보면 그림 3.2.2-6에서와 같이 조사량 최대가 나타나는 층에서 가장 경도가 가장 크

게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 조사량 최대 앞부분, 그리고 조사가 되지 않은 부분의 순서로 경도 

값의 차이가 나타난다.  

IG-110 흑연의 이온조사 후 깊이에 따른 경도 변화를 그림 3.2.2-6에 나타내었다. 깊이에 

따른 경도는 0.5μm에서 최대가 되며, 그 이후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로부터 조사량이 

최대가 되는 층의 경도 증가 효과가 최대 조사층(range) 앞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변형 깊이가 indenter의 깊이에 비해 크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경도를 측정

한 깊이보다 더 깊은 곳의 경도가 반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 0.5μm 깊이의 경도는 최대 

조사층 (깊이:3.2μm)의 경도를 반 한다. 그 이후의 경도 감소는 변형 깊이가 최대 조사 층을 

지났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3.2.2-7에 조사량 변화에 따른 경도 값과 탄성계수를 나타내었다. 경도 및 탄성계수는 

5dpa까지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며, 5dpa 이상에서는 더 이상 증가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성자 조사에 의한 경도 및 탄성계수 변화와 유사한 결과로서 이온조사에 의한 중

성자 조사의 모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3.2-39].

(나) 파괴  

① IG-11 흑연 파괴인성 측정

    

흑연과 같은 세라믹 재료의 파괴인성 시험은 3점 휨강도 시험법(three point bending test)

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의 파괴인성 시험은 SENB 시편을 이용하여 수행하 고, 

노치 끝의 곡률반경은 0.1mm 이하로 가공되었다. IG-11 흑연의 높은 기공률로 인한 파괴인성 

값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일반적인 세라믹 재료의 파괴인성 값을 구하기 위한 시편보다 크게 

가공하는데, 시편의 길이는 200mm, 높이는 20mm, 지지축간 거리는 160mm 다. 실제 파괴인

성 값은 유한한 크기의 시편을 가지고 시험을 하기 때문에 재료 외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 시

편의 크기나 형상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따라서 신뢰성 있는 파괴인성 값을 구하기 위해 다

음과 같이 몇 가지 시험 조건들을 변화시켜 파괴인성 값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시편의 두께는 

5mm부터 15mm, 하중 속도는 0.001mm/min에서 1.0mm/min까지 변화 시켰다. 시편의 높이에 

따른 초기균열 비에 따른 파괴인성 값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a0/W를 0.1 부터 0.8 까지 변화

시켰다. 균열의 형태에 따른 파괴인성 값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노치균열 가공 시편과 노치 

가공 후 예비균열 가공한 두 시편사이의 파괴인성 값을 비교 하 다. 이때 예비균열은 초기 노

치 길이를 ai/W가 0.3이 되도록 가공한 후 0.001mm/min의 하중속도로 파괴시험을 수행하여 

최종 균열길이 a0/W 값이 0.4에서 0.5사이가 되도록 예비균열을 가공하 다.   

균열 길이 측정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침투액과 현상액의 dwell time을 ASTM에 명시

된 시간에 근거한 실험에 의해 수정하 다. 본 실험에 사용된 침투액은 visible, solvent- 

removable liquid로서 침투액의 분사 후 5분 후에 표면의 침투액을 세척액으로 깨끗이 제거하

고 현상액을 뿌린 후 1분 후에 균열길이를 측정하 다. 또한, 이동식 현미경을 사용하기 위해 

시험 전 미세하게 표면을 연마한 후 0.1mm 의 해상도의 이동식 현미경으로 표면 균열 길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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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 다. 균열의 진전과정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하중을 0.001mm/min로 가하 다. 

IG-11 흑연을 구성하고 있는 코크 입자들과 바인더 상은 각각 산화율이 다르다. 따라서, 균열

이 발생한 시편을 muffle furnace를 사용하여 900℃에서 10분간 산화시켜 바인더 상을 먼저 산

화시킨 후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미세구조를 관찰 하 다. 또한, 균열의 형상 및 균열 주

위에 발생하는 미세균열 등을 관찰하기 위하여 시편을 미세하게 연마한 후 광학 현미경을 이

용하 다. 

② IG-11 흑연 파괴시험 결과 

       

각 변수들에 따른 파괴인성 값의 변화를 그림 3.2.2-8, 3.2.2-9, 3.2.2-10에 나타내었다. 일

반적인 금속 재료의 경우 시편의 두께가 감소하게 되면 평면 변형 조건에서 평면 응력 조건으

로 바뀌면서 파괴인성 값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 사용한 IG-11 흑연의 경우 그

림 3.2.2-8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편의 두께가 감소함에 따라서 파괴인성 값 역시 감소한다. 

따라서, 신뢰성 있는 파괴인성 값을 구하기 위한 시험편의 두께는 최소한 B/W 값이 0.5 이상

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2.2-9에서 보는바와 같이 정규화된 초기균열길이, a0/W 

가 0.6 이상이 되면서 파괴인성 값은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향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조대한 입자를 가지고 있는 세라믹, 또는 섬유 강화 복합재료와 같이 취성의 기지재료를 가지

고 있는 재료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며, 시편의 크기에 비해 큰 균열 끝 부위의 손상 역이나 

파괴 향 역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IG-11 흑연에서도 마찬가지로 미세 균열에 

의한 균열선단에서의 손상 역이 존재하고, 코크 입자들에 의한 가교형성 역이 존재하기 때

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2.2-10은 하중속도의 변화에 따른 파괴인성 값의 변화를 보여준다. IG-11 흑연은 

0.001mm/min에서 1.0mm/min까지의 하중속도에서 파괴인성 값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이는 균열선단에서 소성변형이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파괴시험의 신뢰성 분석을 위하여 Weibull(와이블)분석을 수행하 다. 시편의 형상 및 크

기에 따른 변화가 없는 구간인 a0/W=0.4, B/W=0.75, 하중속도=0.05 mm/min를 최종 시험조건

으로 잡고 30개의 시편에 대해서 파괴인성 시험을 수행하 다. 그림 3.2.2-11과 같이 기울기 값

인 와이블 계수 m은 약 16.24로 나타났다. 원자력급 흑연의 굽힘 강도에 대한 파괴강도가 9.7

7～14.00 범위의 와이블 계수를 가지는 것을 고려할 때 IG-11 흑연의 와이블 계수는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측정된 파괴인성 값의 분포가 상당히 좁음을 의미한다. 이런 결

과로부터 본 실험에서 사용된 파괴인성 시험법은 충분히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0개 시편

의 파괴인성 값의 평균은 약 0.87MPa·m
1/2
 로 측정되었다.

(3) 물리적 특성

(가) XRD   

     

① 연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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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선 회절분석은 탄소재료의 구조분석(격자상수와 crystal size 결정 등)에 많이 사용된다. 

중성자조사에 따른 체적변형과 기계적, 물리적 특성 변화가 vacancy 및 self-interstitial atom 

이동에 따른 격자상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X 선 회절분석기술은 특히 중요

한 가동중 흑연부품 특성변화 평가기술로 간주된다. 한편, 열처리(calcination, graphitization)에 

따른 흑연화도(degree of graphitization)는 흑연선정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선정기준이 되는데 

이 경우에도 XRD 분석기술을 이용한 격자상수 결정기술은 매우 중요한 기반기술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X선 회절분석을 이용하여 원자로급 흑연 IG-11, IG-110, IG-430, NBG-18, 

NBG-25의 격자상수와 결정크기를 비교․분석하 다. 

② XRD를 이용한 흑연의 물성평가

분석에 사용된 IG-11, IG-110, IG-430은 일본의 Toyo Tanso에서, NBG-18과 NBG-25는 

독일의 SGL carbon에서 제공 되었다. XRD용 시료는 흑연 조각을 막자사발에 미세하게 분쇄

하여, 325 메쉬의 체로 걸러 입자크기가 50㎛ 이하인 것을 사용하 다. 그리고 걸러진 흑연에 

NIST의 실리콘 표준물질을 20wt% 첨가하여 잘 혼합하 다. 측정 시 X선 소스는 CuKα이고 

전압과 전류는 40kV, 40mA 으며, 발산 스리트는 1mm, 수광 스리트는 0.1mm, 산란 스리트는 

1mm 다. 스캔속도는 0.02°/5sec, 스캔 범위는 20°∼90°이다. 실리콘 표준물질을 첨가하여 분석

하면 흑연 피크와 실리콘 피크가 같이 관찰되는데 표준물질인 실리콘의 2θ 값을 표 3.2.2-1 에 

나타내었다 [3.2-40]. 

X선 회절분석으로부터, 면 간격 d002는 브라그 조건인 nλ=2dsinθ에 의해 결정되며 격자상

수 c는 c=2d002에 의해 구해진다. 나머지 격자상수 a는 육방정계에 속하는 물질의 격자상수와 

면 간격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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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002로부터 흑연화도( g )를 구할 수 있는데, 탄소상태 일때 즉 흑연화도가 0일 때 

d002=3.44Å이고 흑연화가 이상적으로 이루어져서 흑연화도가 1일 때 d002=3.354Å 인 것을 이용

하여 아래식과 같이 구할 수 있다. 흑연화도는 원료와 흑연화되는 시간 및 온도에 따라 결정된

다[3.2-41].

354.3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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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크기는 scherrer’s equation인 다음 식에서 구할 수 있다.

θβ
λ

cos
KL =

 

위 식에서 L은 결정의 크기, λ는 X선의 파장, β는 회절선의 폭(rad), θ는 회절각(°)이다. 

K는 상수로서 회절선의 반가폭을 적용할 경우는 0.9, 적분폭을 이용할 경우는 1을 취한다. La

는 (110)면 a 방향에서 구해지는 결정크기, Lc는 (002)면 c 방향에서 구해지는 결정크기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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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여기서 β는 표준물질 피크와 측정시료 피크의 거리 관계를 이용하여 다음 식을 이용하

여 계산할 수 있다. 

β
2
=Bsi

2
-bg

2
  

B는 표준물질인 실리콘의 반가폭 값이며 b는 흑연의 반가폭 값이다[3.2-41].

 측정으로 얻어진 피크로부터 면 간격, 격자상수, 결정크기를 구하 다. 표 3.2.2-2 는 측정

된 흑연의 면 간격과 결정크기를 보여준다. 이 결과로부터 IG grade 에서는 IG-110이 결정크

기가 크고,  NBG grade 에서는 NBG-18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5개의 흑연 중에서 IG-110이 

결정크기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단순히 흑연의 격자상수와 결정크기만 구했지

만 다음 연구에서는 함수를 이용하여 회절선을 보정하여 좀 더 정확한 격자상수와 결정크기를 

구할 예정이다. 

(나) Raman Spectroscopy 

① 기본원리 

Photon(광자)은 흡수(absorption)와 산란(scattering)을 통하여 분자단위(crystal 단위)의 물

질과 에너지를 주고받는다. 산란은 탄성 혹은 비탄성산란으로 나눌 수 있고 탄성산란을 

Rayleigh scattering, 비탄성 산란을 Raman scattering이라고 한다. Scattering photon의 전기장

성분(electric field component)은 결정(혹은 분자)의 전자구름(electron cloud)을 휘저어

(perturb) "virtual state"상태로 전환시키게 된다. Raman scattering은 재료와 photon간의 에너

지교환 결과로 일어나는데 결과적으로 재료가 에너지를 얻거나 잃게 됨에 따라 scattering 

photon의 파장(frequency)에 변화를 가져 온다(Raman shift). 

원자로급 노심구조재로 사용되는 흑연은 가동중 중성자조사에 따라 흑연결정(crystallite-

평균크기 약 500A)내부에 조사결함을 형성하게 된다. 이때 외부에서 일정한 에너지를 가지는 

빛(레이저)이 흡수되면 조사결함조직에 따라 scattering되는 빛의 파장이 변하게 된다. 예를 들

어 입사에너지 보다 높은에너지로 scattering되면 system energy는 감소하여 Raman shift 

down이 일어나고, 그 반대인 경우에는 Raman shift up이 일어난다. 조사결함 형성에 따라 만

약 crystal lattice의 진동이 비규칙적으로 바뀌어 진동에 따른 에너지소모가 증대한다면 결함조

직의 에너지소모가 증대(결함조직의 energy gain을 의미)하여 결과적으로 Raman shift down 

현상이 일어나고 그 반대인 경우에는 Raman shift up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Raman 

spectroscopy의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흑연의 조사에 따른 결정단위의 물성변화를 평가할 

수 있다[3.2-42]. 

  

② Raman spectroscopy를 이용한 조사흑연 기초물성 평가[3.2-43,44]

Raman spectroscopy를 이용하여 조사율(dose rate)에 따른 흑연 결정단위에서 일어나는 

조사결함조직 기초물성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IG-110 원자로급 흑연에 조사율(dose rate)을 

달리하여 2 MeV C
+
이온을 조사(照射) 시킨 후 Raman peak intensity ratio (D/G)(이하 P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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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 변화와 D 및 G Peak의 full width at a half maximum (FWHM) 비(ratio)(이하 

FWHM 비)를 조사하 다. IG-110 재료의 기본 물성을 표 3.2.2-3에 정리하 고 2 MeV C
+
의 

조사량 및 조사율은 표 3.2.2-4에 정리하 다. 실험에 사용한 장치는 그림 3.2.2-12와 같다.    

그림 3.2.2-13과 3.2.2-14는 각각 조사율에 따른 Raman PIR(D/G) 변화와 D 및 G peak의 

FWHM 비(Ratio FWHM(D)/FWHM(G))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 3.2.2-13에서 조사율 감소에 

따라 Raman PIR(D/G)는 증가하고, FWHM 비 역시 조사율이 3.50x10-5dpa/s에서 3.50x 

10-7dpa/s로 감소함에 따라 1.0에서 1.7로 증가함을 보여준다. 이 두 결과는 흑연의 조사예민성

(irradiation sensitivity)은 조사율 감소에 따라 증가함을 보여준다. 즉, 조사율 감소에 따른 

Raman PIR(D/G) 증가로부터 조사율 감소에 따라 조사결함상 (defected phase)은 증가하고, 

FWHM 비 증가로부터 D-phase의 진동에너지흡수(vibrational energy absorption)가 증가하며 

결과적으로 Raman shift down 현상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사율 감소에 따른 조사결

함 농도증가 및 안정화증가현상은 PWR 압력용기강 중성자조사취화에 미치는 조사율효과(dose 

rate effect)에서도 일부 관찰되고 있다[3.2-45].     

  

(다) 전기전도도(Electrical Conductivity)  

  

흑연의 전기전도도는 흑연 내부의 결함의 존재 유무 및 분포, 결정도 및 불순물 함유량에 

따라 변화한다. 따라서 전기전도도의 측정을 통하여 흑연 내부의 여러 가지 특성의 파악과 흑

연의 흑연화 정도(graphitization level) 등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사에 의한 흑연 내 탄소원자의 

이동은 전자를 산란시켜 전기전도도를 떨어뜨리게 된다. 이를 이용하여 조사 후 흑연 내부의 

결함 탐지 및 조사 흑연의 기계적 특성의 파악이 가능하다. 전기전도도의 측정은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비저항을 측정함으로써 정량화가 가능하다.

ρ=
U×S
I×d

ρ=specific resistance
U=voltage drop specimen,V

d=distance between potential contacts,m
S=cross section of specimens,m 2

그림 3.2.2-15에 IG-110, IG-430, NBG-18 및 NBG-25 흑연의 단면적 변화에 따른 비저항

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각 흑연의 비저항은 단면적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약 

9.5-11.5 사이의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Pitch coke를 주원료로 제조한 흑연(IG-430, 

NBG 18)의 비저항이 petroleum coke로 제조한 흑연의 비저항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이러

한 현상은 SGL과 Toyo Tanso에서 제조한 흑연 모두에서 동일한 경향을 보 다. 또한 20mm
2
 

이상의 단면적을 가진 시편에서는 비저항이 거의 일정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흑연의 

비저항에 향을 미치는 기공, 흑연의 불순물 함량 등이 단면적 20mm
2
 이상에서는 거의 향

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3.2-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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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열특성 평가

(가) 원자력급 흑연 열전도도 

고온가스로의 노심은 흑연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노심의 흑연구조물은 neutron 

absorber, moderator의 역할을 한다. 흑연은 일반적으로 높은 열전도도와 비열을 가지고 있으

며 이러한 흑연의 성질은 고온 가스로 비정상 가동 시 또는 사고 시 발생되는 열을 효과적으

로 원자로 외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열전도도 및 비열은 원자로의 설계 시에도 고려

하여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IG-11, IG-110 및 IG-430 흑연에 

대한 열전도도를 온도에 따라 측정하 다. 시험은 ASTM E1461의 절차를 따라 수행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장비는 NETSCH사의 LFA 427이며 자세한 실험 조건은 아래 표 3.2.2-5에 나

타내었다.  

시험 결과는 100℃ 단위로 정온 후 5회 측정한 평균치이며, 열전도도는 도*열확산율*비

열용량에서 계산 된다. IG-11, IG-110, IG-430의 온도에 따른 열전도도의 변화를 그림 3.2.2-16

에 나타내었다.

열전도도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며, IG-11, IG-110의 열전도도는 

서로 비슷한 값을 가지며, IG-430의 경우 다른 흑연 grade에 비해 약간 큰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나) 열용량 및 열확산도

ASTM C714-85를 이용하여 열확산계수와 열용량을 측정하 다. 측정 조건은 열전도도 측

정과 동일하며, 그림 3.2.2-17에 시험결과를 나타내었다. 시험에 사용한 모든 흑연의 열용량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열확산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5) 가속기를 이용한 흑연선정시험연구 

(가) 서론

흑연감속로인 고온가스로에서 흑연의 중성자 조사특성 자료는 특히 노심구조물로 사용되

는 흑연을 선정할 때에 가장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흑연을 생산하지 않는 국내 현실에서 그

러나 외국에서 생산되는 흑연제품에 대하여 선정을 위한 자료확보 목적으로 막대한 시간(2

년～5년)과 경비( >20억)를 들여 연구용원자로를 이용한 중성자조사시험을 독자적으로 수행한

다는 것은 부적절 하다. 이러한 경우 소수의 예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현재 EU에서 수행중인 

EU-FP Project (RAPHAEL) 의 흑연조사program 예와 같이 국제공동연구를 통하여 중성자 

조사자료를 확보한다. 

한편, 가속기를 이용한 원자로재료 중성자 조사특성 모의연구는 이온조사에 따른 격자결함

생성기구 유사성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특히 금속재료의 중성자조사효과 모의를 위하여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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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어 왔다. 가속기를 이용한 조사효과 모의 방법은 특히 시간과 경비측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흑연과 같이 재료특성 변화에 요구되는 조사량이 큰 경우 (>10dpa) 단기간에 원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매우 활용성이 큰 흑연조사특성평가방법이 될 수 있다[3.2-48∼

3.2-51].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흑연선정을 위한 기초 조사특성 자료 확보를 위하여 제

조원료가 다른 두 종류의 흑연을 같은 조사조건에서 조사 후 주재료의 조사예민성(irradiation 

sensitivity)을 비교. 평가 하 다.

(나) 실험

① 재료. 미세조직 및 이온조사

현재 상업적으로 구매가능한 모든 원자로급 흑연은 petroleum을 원료로 하는 코크스 

(petroleum cokes) 또는 석탄을 원료로 하는 코크스(pitch cokes)로 제조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서로 다른 원료로 제조된 두 종류의 흑연 IG-110(Petroleum coke)과 IG-430(Pitch 

coke)으로부터 10x10x2mm
3
 크기의 시편을 제작하여 3 MeV C

+ 
이온을 약 19dpa까지 조사하

여 조사 전 및 후 경도, Young's modulus, Raman spectrum 및 산화율(oxidation rate) 자료를 

얻었다. 표 3.2.2-6에 두 재료의 조사 전 물리적, 열적, 기계적 특성자료를 정리하 다. 이온조

사를 위하여 모든 시편은 0.05㎛ Al2O3로 polishing한 후 초음파 세척을 하 다. 조직검사는 편

광현미경 및 SEM, 그리고 투과전자현미경(TEM)을 이용하여 수행하 다. 3mm Φ 전자현미경 

시편은 coupon을 약 0.5mm 두께로 연마 후(No. 2000 SiC paper) 30g 하중에서 두께 10㎛까지 

dimpling한 다음 ultrasonic disk cutter로 cutting한 후 ion-milling하여 제작하 다(Ar, 

3KeV-14μA). 시편은 1A beam current의 3 MeV C
+
으로 상온 조사하 다. 이 경우 TRIM 98 

로 계산한 Range는 Ed =25eV에서 약 3.2㎛이었다. 

② 미세경도 및 Raman spectroscopy

Dynamic ultra-microhardness tester(모델: Shimadzu DUH-200, 하중: 0.01～7gf)를 사용

하여 경도시험을 수행하 다. 이때 indenter 깊이에 따른 indenter project area calibration 

curve 를 이용하여 경도값을 결정하 다[3.2-52]. Young's modulus 값은 unloading 

compliance와 Young's modulus 관계식을 이용하여 결정하 다[3.2-53,54]. Raman 

spectroscopy는 LamRam HR spectrometer (Jobin-Yvon, France)와 광학현미경, Ar-laser(λ

=514nm, beam power∼200mW)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Resolution=0.2cm-1). 보다 자세한 

Raman 측정방법은 참고자료 [3.2-52]을 참조 바란다. 

③ 산화시험

온도(400∼1,300℃)에 따른 산화율 변화와 산화에 미치는 조사효과 측정을 위하여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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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에서 15∼120minutes간 He-2.5% 공기 분위기에서 thermogravimetry(TG)(flow rate: 40

㏄/min)를 이용하여 산화시험을 수행하 다. 조사(irradiation)에 따른 산화특성변화는 광학현미

경과 SEM으로 조사하 다. 

④ 열전도도 측정

ASTM E 1461- 01 [3.2-55]에 따라 상온∼1200℃, Argon 분위기에서 열전도를 측정하

다. 시험온도구간 및 온도증가율은 각각 100℃, 10℃/min이었다. 시편크기는 12.5 

(diameter)x2(thickness)mm 이었다. 5 회 측정 평균값으로 각 시편의 열전도도를 표시하 다. 

(다) 결과 

① 비조사 광학현미경 조직비교 

비조사 광학현미경조직과 투과전자현미경조직은 각각 그림 3.2.2-18과 3.2.2-19와 같다.  

그림 3.2.2-18에서 IG-430과 IG-110의 근소한 도차이에 따라 pore density는 IG-110이 

IG-430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근소한 도차이는 두 재료간의 근소한 coke 

particle 크기차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림 3.2.2-18의 (1) IG-110 에서는 60㎛ 이상의 coke 

particle이 다수 확인되고 있는 반면 IG-430의 coke particle은 대부분 20㎛ 이하임을 알 수 있

다. 두 경우 모두 pore size는 coke particle 크기에 비례함을 보여준다. 그림 3.2.2-19에서 

Mrozowski crack의 크기는 열전도도가 작은 IG-110이 IG-430보다 더 크고 crack 도 또한 

더 높음을 보여준다.        

그림 3.2.2-19의 Mrozowski crack size (너비 및 길이)를 표 3.2.2-7에 비교하 다. IG-430 

보다 IG-110의 크기(너비 및 길이)가 더 큼을 알 수 있다.                  

                  

② 열전도 비교

그림 3.2.2-20은 상온에서 1,200℃까지 측정한 열전도 측정결과이다. 그림에서 IG-110은 

IG-11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재료로서 IG-110과 비교목적으로 함께 측정하 다. 그림은 세 재

료 모두 열전도도는 온도증가에 따라 단조 감소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전 시험온도구간에

서 IG-430이 IG-110보다 약 10∼15 % 정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두 재료간의 열전도

도의 차이는 온도증가에 따라 감소함을 보여준다. IG-11과 IG-110의 열전도도 거동으로부터 

열전도에 미치는 불순물효과는 무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경도 및 Young's modulus 비교

조사에 따른 두 재료의 경도와 Young's modulus 변화를 그림 3.2.2-21에 정리하 다. 그

림에서 경도값과 Young's modulus 값은 각각 비조사값으로 나누어 나타내었다(norm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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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따른 경도값은 약 14dpa까지는 IG-430이 IG-110보다 다소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고, Young's modulus 변화는 측정오차 범위 내에서 두 재료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약 14dpa이후 고조사량에서는 IG-110의 조사에 따른 경도증가가 IG-430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한편, 조사에 따른 경도와 Young's modulus 변화를 비교하여 보면 경도에 의

한 조사예민성 측정이 Young's modulus 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에서 조사에 따른 경도 및 Young's modulus 변화는 각각 비조사값으로 나누어 표시

하 다 (normalization).

  

④ Raman spectrum 비교

그림 3.2.2-22에 조사에 따른 Raman spectrum 변화를 각각 (a) (FWHM)D/(FWHM)G  

및 (b) D peak 에서의 (FWHM)irr/ (FWHM)0 값으로 표시하 다. 그림 (a)는 조사량 약 0.015 

dpa 이상에서 조사에 따른 G-peak 에 대한 D-peak 발달이 IG-430 에서 더 크게 나타남을 보

여준다. 한편, 그림 (b)에서는 조사에 따른 D peak 발달정도가 전 조사량에서 IG-430이 

IG-110보다 더 크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⑤ 산화특성 비교 

           

비조사재의 온도에 따른 산화율 변화를 그림 3.2.2-23에 나타내었다. 열전도도 비교에서와 

같이 IG-11은 IG-110과의 비교목적으로 함께 측정하 다. 세 재료 모두 기 발표된 바와 같이 

온도에 따른 산화기구변화에 따라 산화율이 변함을 보여주고 있다. 즉, 400∼600℃(chemical 

reaction regime), 600∼850℃(in-pore diffusion regime), 850℃ 이상(mass tranfer regime). 그

림은 불순물함량이 높은 IG-11의 산화율이 전 온도구간에서 IG-110 및 IG-430보다 높음을 보

여주고 있으며 온도증가에 따라 IG-110의 산화율이 IG-430보다 다소 증가함을 보여준다. 한편, 

조사 후 온도에 따른 시편 표면에서의 산화거동 분석결과 비조사 경우와 같이 IG-110의 산화

율이 IG-43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0.2dpa 이상 조사되는 경우 두 재료 모두 조사에 따라 

비정질화(amorphization) 되어 산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3.2-56]. 

          

(라) 토의

① 조사예민성

제한된 현 실험조건에서 조사에 따른 경도 및 Raman spectroscopy 변화는 IG-430의 조사

예민성이 IG-110보다 더 큼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찰은 IG-110의 조사에 따른 조사결함 형성 

및 안정화에 대한 저항성(조사저항성)이 IG-430 다 더 큼을 의미한다. 그림 3.2.2-22(b)에서 

IG-430의 조사에 따른 D-peak 발달이 IG-110보다 더 큼을 알 수 있는데 이로부터 IG-430의 

조사에 따른 조사결함 형성 및 안정화가 IG-110보다 더 큼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예

민성을 두 재료의 조직관점에서 본다면 비조사재에 대한 Raman spectrum 결과로부터 IG-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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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흑연화조직(G-Peak)이 IG-430보다 더 발달(안정화)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petroleum coke 원료의 흑연이 coke 원료의 흑연보다 보다 쉽게 “흑연화”되고, 흑연화도

(degree of graphitization)도 높다는 기 관찰결과와 일치한다[3.2-57]. 이 결과로부터 중성자조

사량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VHTR 노심흑연구조물은 petroleum coke를 원료로 하는 흑연으로 

제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3.2-58].  

② 산화

본 연구에서 수행된 산화실험으로부터 다음 3 가지 사항이 관찰 되었다.: (1) 비조사, 조사

를 막론하고 IG-110 의 산화율은 IG-430 보다 크다. (2) 조사량 증가에 따라 산화율은 증가한

다. (3) 두 재료 모두 조사량 0.2dpa 이전에 비정질화가 진행되어 조사에 따라 산화율은 감소

한다. 이 가운데 (1)의 관찰결과는 그림 3.2.2-19의 TEM 조직사진에 나타나는 Mrozowski 

crack 관찰결과로부터 이해할 수 있다. 즉, 흑연화 온도로부터 냉각시 IG-110의 낮은 열전도에 

기인하는 높은 열응력은 필연적으로 많은 도의 보다 큰 Mrozowski crack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Mrozowski crack은 보다 많은 면적의 산화반응 site를 제공함으로서 결과적

으로 높은 산화율을 나타내는 것 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3.2-59]. 한편, 비정질화에 따른 산화

율 감소는 비정질화에 따른 부피감소 및 도증가에 그 원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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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1 실리콘의 회절 각도

탄소 실리콘

hkl 2 θc(°) hkl 2 θsi(°)

002 26.3 111 α1 28.443

αm 28.467

004 53.9 311 α1 56.123

αm 56.174

110 77.6 331 α1 76.378

αm 76.452

112, 006 83.6 422 α1 88.032

αm 88.124

표 3.2.2-2 흑연의 면 간격과 결정크기

흑연 hkl
면 간격

(Å)

결정크기(Å)

La Lc

IG-11
002 3.369 50.2

110 2.1277 51.543

IG-110
002 3.368 60.098

110 2.1283 86.726

IG-430
002 3.368 55.853

110 2.1274 56.088

NBG-18
002 3.372 53.742

110 2.1285 65.368

NBG-25
002 3.373 46.847

110 2.128 5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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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3 IG-110 기본물성 

Density

Shore Hardness

Specific Resistivity

Bending Strength

Compressive Strength

Ash Content

 Mg.m-3

Shore D

μΩ.m

MPa

MPa

ppm

1.77

53

10.2

39

80

≤ 10
  

표 3.2.2-4 2MeV C+의 조사량 및 조사율

Raman 
Spectroscopy

Dose (dpa) 1.1 x 10-3,  1.1 x 10-2

Dose rate (dpa/sec) 3.5 x 10-7,  3.5 x 10-6,  3.5 x 10-5

표 3.2.2-5 열전도도 측정 조건

측정온도 25 ∼ 1200℃, 100℃ 단위 측정

승온 속도 10℃/min

실험 환경 Argon

시편크기 diameter=12.5mm, thickness=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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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6 IG-110 및 IG-430의 물리적 기계적 특성비교 (제조회사 자료) 

Grade IG-110 IG-430

Coke
Grain Size, mm
Apparent density, g/cm

3

Anisotropy ratio
Ash content, ppm
Impurity, ppm
E, GPa
Tensile Strength, MPa
Compessive Strength, MPa
Thermal Conductivity, W/m

petroleum
0.02
1.77
1.10
10
0.001 ～ 0.1

9.7
27.2
79
129 ～ 140

coal-tar 
0.01
1.82
1.09
10
0.001 ～ 0.1

10.6
37.8
96
138 ～ 147

표 3.2.2-7 IG-110 및 IG-430 Mrozowski crack 크기비교(nm)

IG-110
width

IG-110
length

IG-430
width

IG-430
length

57.8
60.9
71.8
73.4
78.13
57.81
176.87
199.9

450.0
562.5
312.5
593.7
875.0
450.0
1491.9
2307.0

62.1
62.1
69.7
56.0
-
-
-

363.6
515.1
484.8
727.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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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 온도 증가에 따른 IG-110의 산화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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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 공기유량 (air flow rate) 에 따른 산화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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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3 시편형상효과 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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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4 산화에 미치는 시편형상(크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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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5 경도 측정 및 hc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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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6 흑연의 이온 조사 후, 깊이에 따른 경도 값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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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7 조사량 변화에 따른 IG-110의 탄성계수 및 경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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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8 시편 두께변화에 따른 IG-11의 파괴인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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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9 a0/W 변화에 따른 IG-11의 파괴인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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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0 하중속도 (loading rate) 변화에 따른 IG-11의 파괴인성 값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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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1 Weibull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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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2 Raman 실험 장치 계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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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3 조사율에 따른 Peak Intensity Ratio (D/G) 비 

변화 (D-peak (1357cm-1)(ID), G-peak t 1581 cm-1 (IG))

  

그림 3.2.2-14 조사율에 따른 FWHM(D)/FWHM(G)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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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5 단면적 변화에 따른 흑연의 비저항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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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6 온도 변화에 따른 열전도도 변화



- 383 -

그림 3.2.2-17 온도 변화에 따른 비열용량, 열확산 계수 (IG-11, IG-110, IG-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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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8 비조사 광학현미경조직 (Left) IG-110 (Right) IG-430

 

그림 3.2.2-19 TEM micro-structure (Left) IG-110 (Right) IG-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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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0 온도에 따른 열전도도 변화 (IG-11, IG-110, IG-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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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1 조사에 따른 경도 및 Young's modulus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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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2 조사에 따른 Raman spectrum 변화

(Left) (FWHM)D/(FWHM)G, (Right) D peak 에서의 (FWHM)irr/ (FWHM)0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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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3 온도에 따른 산화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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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온금속재료

(1) 원자로 압력용기용 FMS 합금

(가) 인장특성

벨기에 USINOR INDUSTEEL사에서 제조한 Modified 9Cr-1Mo강을 구매하여 고온 인장

실험을 실시하 다. 실험온도는 상온에서700℃까지 50℃ 간격으로 수행하 으며, 변형 속도 

(strain rate)는 2x10-3/sec 이었다. 그 시험결과를 일본 NIMS[3.2-61]에서 생산한 데이터와 비

교하 다. 벨기에 USINOR INDUSTEEL사에서 제조한 Modified 9Cr-1Mo강의 화학 조성과 

일본 NIMS에서 시험한 재료의 화학조성을 표 3.2.2-8에 나타내었다. 벨기에에서 제조한 재료

의 두께는 32 mm이며, 열처리 조건은 1050℃/1mim/mm + 770℃/3mim/mm이다. NIMS에서 

시험한 재료의 제조 이력은 표 3.2.2-9에 나타내었다.

온도별 고온 인장시험 결과를 정리하여 그림 3.2.2-24∼3.2.2-26에 나타내었다. 온도에 따

른 강도 변화는 550℃ 이상의 온도에서 감소가 가속되는 경향을 보 으며, 연신율은 400℃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 다. 본 시험 결과와 NIMS의 자료를 비교하면, 항복강도는 본 시험결과와 

NIMS의 값이 거의 동일하 으며, 최대 인장강도와 연신율은 550℃ 이하에서는 유사한 값을 

보 으나, 600℃ 이상에서는 NIMS 데이터 보다 낮은 값을 보 다. 이는 열처리 조건의 상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압연 판재에서의 압연 방향에 따른 인장특성의 이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장시험 시편의 게이지부가 압연방향에 평행 또는 수직하게 시편을 가공하여 인장시험을 수

행하 다. 그 결과를 그림 3.2.2-27, 3.2.2-28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재의 

압연에 따른 이방성은 강도와 연신율 모두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열간압연한 재료에서 열간압

연 온도가 충분히 높으면 압연 중에 재결정이 일어나서 압연에 따른 기계적 특성의 이방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열간압연 중에 재결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기계적 특성의 이방성 뿐 

아니라 미세조직에서도 이방성이 나타나난다. 즉 오스테나이트 결정립이 압연방향으로 연신된 

모양을 가지게 된다. 미세조직을 관찰한 결과 본 시험에 사용한 재료의 오스테나이트 결정립이 

압연방향으로 연신되어 있지 않는 결과로부터 열간압연 중 재결정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으

며, 이로 인해 인장특성의 이방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파괴인성

시험재료는 1050℃에서 노르말라이징 (normalzing), 770℃에서 템퍼링 (tempering) 열처리

된 두께 16mm의 상용 Grade 91 판재이다. 그림 3.2.2-29은 광학현미경으로 본 시험 재료의 미

세조직 사진이다. 입경이 약 30㎛ 인 전형적인 마르텐사이트 조직을 보이고 있다. 

표 3.2.2-10에는 시험 재료에 대한 화학성분을 ASME 화학성분 규격과 함께 나타내었다. 

Charpy 충격 시편으로는 V 형 노치 (notch) 를 가공한 10×10×55mm의 표준시편을 사용하

다. J-R 파괴저항특성 시험편으로는 예비균열이 가공된 0.5 인치 두께의 C(T) 형태 시편을 사

용하 다. T0 참조온도를 구하기 위한 KJc 시험편으로는 예비균열 (pre-crack) 이 가공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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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크기 샤르피 충격시편과 절반 크기 시편을 사용하 다. 모든 시편은 균열진전 방향이 판재

의 압연방향과 일치하도록 가공되었다.

① 정적 파괴인성

9Cr-1Mo 강의 조사취화 특성평가를 위한 기초 data 확보를 위해 -120℃∼-60℃에서 KJc 

시험을 실시하여 Master Curve-T0 참조온도 (reference temperature)를 구하 다. Master 

Curve-T0 참조온도 (reference temperature)는 기존의 감시시험체계의 근간인 낙중시험 (drop 

weight test) 및 Charpy 충격시험 (Charpy impact test) 결과를 대체할 수 있는 파괴역학에 근

거한 정량적인 값으로 가까운 미래에 감시시험체계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체

심입방형 (body-centered-cubic, BCC) 결정구조를 가진 금속에서는 특정한 온도구간에서 파괴

인성이 급격히 떨어져서 취성 파괴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는 연성-취성 천이온도(ductile-brittle 

transition temperature, DBTT) 구역이 나타난다. 천이구역에서는 측정된 파괴인성의 편차가 

크고 시편의 크기 의존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파괴인성의 측정값의 크

기 의존성은 와이블 (Weibull) 확률분포를 따른다. 

한 온도에서 6개 이상의 1인치 시편으로 보정된 KJc(1T) 데이터 세트로부터 와이블 확률

분포상 50 %의 파괴확률을 갖는 KJc(med)을 구한 후, 온도에 따른 KJc(med)의 실험적 변화 

곡선인 마스터 곡선 (Master Curve) 을 따라 시험 재료의 KJc(med) 값의 온도에 따른 변화를 

유추할 수 있게 된다. KJc(med)이 100 MPa-m0.5 일 때의 온도를 T0로 나타내고 이를 천이특

성 참조온도로 정의한다[3.2-62]. 본 연구에서는 100 kN 용량의 MTS 810 재료시험기를 사용

하여 3점 압축시험을 실시하여 KJc 값을 구하 다. 시험온도는 1℃ 이내로 유지되었으며 저온

시험시에는 이소펜탄 (isopentane) 을 냉매로 사용하 다. T0 결정에는 다중온도 시험법 

(multi-temperature method) 을 사용하 다. 상세한 시험절차는 ASTM E 1921-05를 따랐다. 

그림 3.2.2-30에 표준 크기 PCVN (pre- cracked Charpy V notch) 시편과 절반 크기 PCVN 

시편을 사용하여 얻은 온도에 따른 KJc 파괴인성의 변화를 보이고 각각의 크기의 시편에 해당

하는 마스터 곡선을 도시했다. 

Grade 91의 파괴인성의 온도 의존성은 마스터곡선을 잘 따르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

다. 그러나 모든 파괴인성 값이 1% 하한곡선 (lower bound curve) 을 초과하 으나 5% 하한

곡선에 일부가 미달하 다. Grade 91의 T0는 표준 크기 PCVN 시편과 절반 크기 PCVN 시편

을 사용했을 때 각각 -67.7℃와 -72.4℃로 측정되었다. 표준 크기 PCVN 시편에 대한 T0가 절

반 크기 PCVN 시편에 대한 결과보다 약 4.7℃ 높게 측정되어 더 보수적인 결과를 나타내었

다. 작은 크기 시편에서 T0가 더 낮게 측정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으로서 이는 구속력 

(constraint) 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Grade 91의 T0를 광 5호기 압력용기 재

료인 SA508-Gr.3와 비교할 때, PCVN 시편의 경우 약 2℃ 낮고 절반 크기 PCVN 시편의 경

우는 거의 같은 온도 다. 따라서 천이온도 역에서 Grade 91의 T0 파괴인성은 SA508-Gr.3

와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SA533B, SA508, SA302B 등 저합금강에서 종종 미세조직 및 파괴양상 등의 내재적인 요

인들에 의해 T0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입계파괴 (g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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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ndary fracture)가나타날 경우 전체 마스터 곡선의 적용성에 향을 미치므로 하한 파괴인

성 근처의 시편들의 경우, 파면을 관찰하여 입계파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3.2-63]. 그림 

3.2.2-31은 KJc가 48.9 MPa-m0.5로 가장 낮은 시편의 파면을 관찰한 주사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사진이다. 파면 관찰 결과, 사진에 표시된 벽개파괴 시작점에서 파

괴가 시작되어 전체 파면에 균열이 전파된 전형적인 벽개파괴(cleavage fracture) 인 것을 확인

하 다.

ASTM E1921의 T0 결정에 대한 표준시험법은 취성파괴에 대한 weakest-link- theory와 

3-parameter 와이블 확률분포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3-parameter 와이블 함수에 의한 파괴확

률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P f=1-exp-[K Jc-K min )/(K 0-K min )]
b

여기서 Pf 는 응력확대계수 KI에 해당하는 외부 하중이 가해질 때 시편이 파괴될 확률을 

나타낸다. K0는 주어진 조건에서 재료의 특성값이며, 개념적으로는 63.2%의 파손확률을 갖는 

파괴인성 값이다. 계수 m은 형태모수 (shape parameter) 로서 m이 작을 경우 평균값 

(median) 으로부터의 산포가 더 커짐을 의미한다. Wallin[3.2-64] 및 Anderson[3.2-65] 등에 의

하면 페라이트강에 대해서 균열 첨단 응력장으로부터 유도된 이론적 m 값은 약 4이다.

-80℃와 -90℃에서 측정된 Grade 91의 KJc 값에 대해 와이블 함수상의 m 값을 구한 결

과, 그림 3.2.2-32에 나타낸 바와 같이 2.5로서 다소 작은 값이었다. 즉 천이온도 구간에서 

Grade 91의 파괴인성의 편차가 다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다중온도 방법을 사용함

에 따라 한 온도에서의 KJc 데이터 숫자가 최소수량인 6개에 못 미치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시험 재료가 단조재에 비해 판재에서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조직의 불균질성 및 이방성 등의 

내재적인 요인에 기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정한 온도구간에서는 같은 온도에서 최소 6개의 KJc data 만으로 T0를 재현성 있게 구

할 수 있다는 것이 ASTM E1921 시험법의 기본적인 개념 중 하나이다. 그러나 실제 경험에 

의하면 시험온도 결정에 따라 측정된 T0 값에 상당한 편차를 주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Grade 

91에 대한 T0 결정에서 시험온도가 미치는 향을 고찰하기 위해 그림 3.2.2-33에 표시한 바

와 같이 -75℃ 이하와 -70℃ 이상의 두 온도 구간으로 나누어 각각에서 구한 T0를 비교하

다. 다중온도 시험법으로 전체 온도 구간에서 구한 T0는 -67.7℃이었으나 -75℃ 이하와 -70℃ 

이상의 구간에서 각각 측정된 T0는 각각 -62.3℃와 -73.4℃로 약 11℃의 차이를 나타냈다. 이 

정도 온도 의존성은 SA508과 같은 기존의 압력용기에서도 나타나는 정도여서 Grade 91의 T0 

결정에 미치는 시험온도의 향이 특별히 더 큰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② 탄소성 파괴인성

그림 3.2.2-34의 (a)와 (b)에 Grade 91의 상온과 288℃에서의 J-R 곡선을 SA508-Gr.3와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3.2.2-3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상온에서는 Grade 91의 J-R 파

괴저항특성이 SA508-Gr.3에 비해 다소 떨어졌으나 288℃에서는 두 강종이 거의 유사한 특성

을 보 다. Grade 91은 상대적으로 온도 상승에 따른 파괴저항성의 감소가 적은 것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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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고온에서는 강도의 감소에 따라 J 적분값이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Grade 91의 경

우, 조직 내에 다량 분포하는 탄, 질화물에 의한 석출강화효과에 기인한 고온 강도 유지 특성 

때문에 J-R파괴저항성의 감소가 상당히 적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충격특성

현재 원자로 압력용기 감시시험 체계에서는 조사재의 천이온도 특성을 나타내는 척도인 

RTNDT 결정에 바탕이 되는 Charpy 충격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전체 천이온도구간을 포함하

는 온도 범위에서 시험을 실시하 다. 그림 3.2.2-35에는 Grade 91의 온도에 따른 충격흡수에

너지의 변화를 광 5호기 압력용기 재료인SA508 -Gr.3와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Grade 91의 

상부흡수에너지 (upper shelf energy, USE) 는 261 J로 260 J의 SA508-Gr.3와 거의 같았다. 

파면 중 50% 정도에서 취성파괴가 관찰되는 온도인 파면천이온도 (fracture appearance 

transition temperature, FATT) 는 -21℃로 SA508-Gr.3에 비해 8℃ 정도 낮았으며 T41J과 

T68J 천이온도도 각각 -56℃와 -36℃로 SA508-Gr.3에 비해 각각 15℃와 6℃만큼 낮았다. 그

러나 Grade 91의 경우에는 연성취성 천이온도 구간이 SA508-Gr.3에 비해 넓은 양상을 보인 

관계로 연성-취성 천이온도는 -2.5℃로 -11℃인 SA508-Gr.3에 비해 다소 높게 측정되었다. 이

는 기존에 보고된 결과보다 다소 높은 값이다. 비교 재료인 SA508-Gr.3는 광 5호기 압력용

기용 재료로서 현재까지 국내외 원자력 발전소에 적용된 재료 중 특성이 가장 우수한 재료군

에 속하는 재료이다. 따라서 상용 Grade 91의 샤르피 충격인성이 SA508-Gr.3와 동등이상의 

결과를 보인 것은 상당히 우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고온배관용 슈퍼알로이 재료

실험에 사용된 슈퍼알로이는 상용으로 판매되는 판재 3가지 종류의 강으로 Hastelloy X, 

Alloy 617, Haynes 230이다. 이들 재료들의 화학조성을 표 3.2.2-11에 나타내었다. 모든 재료가 

ASME에서 요구하고 있는 조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재료의 시험전 미세조직은 그림 3.2.2-36에 나타내었는데 탄화물의 형태가 관찰되었다. 

각 재료의 탄화물 분석결과 Alloy 617은 Cr-Mo, Haynes 230은 W-Ni-Cr, Hastelloy X는 

Mo-Ni-Cr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재료에서 탄화물의 형상과 조성을 그림 3.2.2-37∼3.2.2-39에 

나타내었다. 

(가) 인장특성  

고온 인장시험 방법은 INSTRON 4505 시험기를 사용하여 R.T, 600℃, 700℃, 800℃, 90

0℃, 1000℃의 각 온도별에 대하여 인장 변형률 속도 (strain rate)를 2x10-3/sec로 하여 실시

하 다. 인장시험편의 치수는 ASTM subsize인 그림 3.2.2-40과 같은 게이지 길이 25.4mm, 두

께 2mm의 치수로 가공하여 제작하 다. 전기로 내 인장시편의 온도 측정은 시편의 게이지 중

심부에 열전대를 장착하여 실시간 온도를 측정하 다. 시편의 온도는 시편이 목표온도에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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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도달한 후 실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 온도별 모든 시편에 대하여 목표온도에서 30분간 동

일한 조건으로 유지하여 균일화 시킨 후 인장시험을 실시하 다. 슈퍼알로이의 인장시험 결과

에서 주목할 점은 600℃의 온도 역에서 동적변형시효(dynamic strain aging)가 발생하는 것

이다. 

그림 3.2.2-41는 온도별 공칭응력-공칭변형률 인장특성 곡선를 Alloy 617에 대하여 대표적

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동적변형시효의 serration 현상이 600℃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러나 700℃가 되면 거의 없어지고 800℃가 되면 완전히 없어진다. 이러한 serration 현상은 재

료별 및 변형속도의 차이에 따라서 발생하는 온도 범위가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동적변형시효

가 발생하면 항복강도보다는 인장강도를 크게 증가시키게 되며, 동적변형시효가 발생하는 온도

구간에서는 인장강도 값이 일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는 전위와 첨가 원소 사이의 강한 

상호작용에 의하여 전위의 생성이 가속화되는 때문이며, 그리고 그 이상의 고온이 되면 전위의 

교차슬립이나 상승 등에 의하여 전위의 도가 급격히 감소되어 인장강도가 급격히 감소한다. 

따라서 슈퍼알로이의 경우 serration이 나타나는 600℃와 700℃에서는 인장강도 값이 큰 변화

가 없었으나 700℃ 이후부터는 인장강도 값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림 3.2.2-42∼3.2.2-44는 Alloy 617, Haynes 230, Hastelloy-X, Alloy 800H의 후보재료에 

대한 인장 시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항복강도 및 최대인장강도 값은 Alloy 

800H<Hastelloy-X<Alloy 617<Haynes 230 순으로 높은 강도 값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신율의 경우는 Alloy 800H<Haynes 230<Hastelloy-X<Inco 617 순으로 Alloy 617 합금이 가

장 좋은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00℃ 이상인 경우는 Alloy 617은 Hastelloy-X와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응력완화특성

시험편은 판상시편으로 폭은 6.25mm, 두께는 2mm로서 평행부 길이는 25mm이다. 변형속

도는 2×10-3/s로서 변위제어로서 공기중에서 시험하 다. 시험온도 950℃에서 변위 0.625, 

2.125, 2.625mm에서 멈춘 후 10분 동안 유지하여 그 동안에 응력이 감소하는 량을 응력완화로 

결정하 다. 

일정한 변형에서 응력이 감소하는 정도를 그림 3.2.2-45에 나타내었다. Hastelloy X가 비교

적 낮은 값을 나타내었고 Alloy 617이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모든 재료에서 변형이 증가할수

록 응력완화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현상은 인장시험결과 항복강도이후부터 응

력이 감소하여 연화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다) 크리프 특성 

1000℃의 초고온 크리프 시험을 위한 사하중식 lever type의 크리프 장치를 2기 제작․설

치하 다. 그림 3.2.2-46에 보인 바와 같이 온도 가열 및 제어를 위한 3존 전기로의 설치와 온

도 보정, 하중보정, 시간 변화에 따른 변위 측정 장치, 그리고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 초고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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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구 등의 모든 시스템을 설치하여 초고온 시험을 위한 시험 장치 기술을 마련하 다. 본 1단

계에서의 크리프 시험은 1차 후보 재료 중에서 Hastelloy-X 재료에 대하여  시험을 수행하여 

결과를 얻었다. 시험온도는 수소생산 고온가스로의 출구온도인 950℃ 로 선정하고 14MPa∼

35MPa의 여러 응력별로 12개의 크리프 파단 특성 결과를 얻었다. 

그림 3.2.2-47 및 3.2.2-48는 Hastelloy-X의 950℃ 시험으로 부터 얻은 크리프 특성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크리프 곡선을 보면 초기 1차 크리프 역은 잘 관찰되지 않았으며, 2차 크리

프 역이 불분명한 특징적인 곡선을 보 다. 크리프 응력과 파단시간의 log σ-log tr의 관계

를 Hastelloy-X에 대하여 얻었다. 

그림 3.2.2-49는 Hastelloy-X에 대하여 고온 크리프 설계응력 계산과 응력해석 시에 사용

되는 크리프 물성 상수를 구하고자 얻은 크리프 속도와 응력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최소 

크리프 속도와 응력과의 관계는 Norton's power law로 표현되는 식(3.2.2-1)에서 크리프 상수

인 A 및 n의 값을 얻을 수 있다.  

 ε ṁ=Aσ
n (3.2.2-1)

시험결과,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크리프 속도와 크리프 응력은 일차 선형관계인 

power law 크리프를 잘 따르고 있음을 보 다. 이들 결과로 부터 A, n 값을 구한 결과 

A=2.57x10-13 (MPa-n s-1) 이며, n=4.14 임을 알 수 있었다. n값의 경우 일본에서 HTTR 용

으로 개발한 Hastelloy-XR 강의 800∼1000℃에서 n=4.5 Fig. 3.2.3-1 Creep∼5.7로 보고된

[3.2-66] 결과보다 약간 낮지만 거의 비슷한 값을 보인다. 

그림 3.2.2-50 및 3.2.2-51은 단시간의 크리프 속도로 부터 장시간의 크리프 파단수명을 잘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인 Monkman-Grant (M-G)의 관계 식(3.2.2-2)와 수정 식 (3.2.2-3)으로 

각각 나타낸 것이다. 크리프 수명 예측에 활용할 수 있는 m 및 m'의 값을 Hastelloy-X 강에 

대하여 얻었다. 시험결과 Hastelloy-X강의 경우 m=0.81, m'=1.02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결

과를 부터 단시간의 파단시간이나 크리프 속도로 부터 C 및 C'값이 계산되며 장시간의 크리프 

수명예측을 할 수 있다.

    

log t r+mlog ε ṁ=C (3.2.2-2)

log t r/εR+m' log ε ṁ=C' (3.2.2-3)

Hastelloy-X강의 950℃에서 크리프 파단된 시편은 SEM을 이용하여 크리프 파면을 분석

하 으며, 또한 고온 크리프 조건하에서의 재료의 산화거동은 EDS (energy dispersive 

spectrum) 분석을 통하여 규명하 다. 

그림 3.2.2-52는 950℃에서 35MPa-(a),(c) 응력과 16MPa-(b),(d)에서 각각 파단된 시편의 

파면을 나타낸 것이다. 높은 응력의 경우는 크리프 cavity들이 관찰되나 낮은 응력의 경우는 

cavity 들이 관찰되지 않는 취하된 면이 관찰되고 있다. 



- 393 -

그림 3.2.2-53은 크리프 파단된 시편의 길이방향으로 미세조직을 관찰한 것으로 30MPa의 

높은 응력조건에서는 시편내의 cavity양이 적으며 불균일하게 분포되고 있다. 반면에 16MPa의 

낮은 응력의 시편에서는 시편 내에 cavity 양이 다소 많으며 시편전체에 고르게 분포되고 있

다. 또한 표면 바깥쪽에는 육안으로도 관찰되는 흰 부분의 산화막들이 분명하게 보인다.

그림 3.2.2-54는 30MPa과 16MPa 시편에 대하여 표면 아래의 산화에 의한 미세조직의 거

동을 관찰한 것으로 높은 응력의 시편에 비하여 낮은 응력의 장시간 크리프 파단시간을 갖는 

시편에서 카바이드 석출물 고갈 역(depleted region)의 두께가 높은 응력의 시편에 비하여 크

게 됨을 잘 보이고 있다. 16MPa의 낮은 응력의 시편은 그 두께가 약 40∼60μm 가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depleted region” 아래에는 미세한 석출물들이 입계를 따라서 분포되고 있

음을 보 다.

그림 3.2.2-55는 Hastelloy-X의 크리프 파단된 시편의 EDS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시

편 바깥에서 부터 내부 방향으로 S1, S2, S3, S4, S5, S6, S7, S8, S9 각 지점별로 화학적 조성

을 분석하 다. 분석결과, S1∼S5 까지의 산화막 역에서는 산소와 크롬의 양이 현저히 증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리프 시험동안 산화가 진행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크롬양의 증가

는 크리프 시험 동안 기지내부로 부터 바깥쪽으로 크롬이 확산된 것으로 판단된다. 지점별 화

학적 조성에 변화의 상세 결과는 표 3.2.2-12에 나타내었다.    

(라) 피로특성

피로시험편은 평행부가 8mm이고 직경이 7mm인 봉상시편으로 압연방향이 시편의 길이방

향이 되도록 button-head 형태로 가공하 다. 시험온도는 900℃로 시편의 길이 방향의 온도편

차는 ±2℃이내로 제어하 다. 시편의 균일한 온도를 얻기 위하여 시험온도에서 1시간 유지후 

시험을 수행하 다. 각 재료의 피로시험을 MTS 810을 사용하여 완전 대칭인 삼각파로서 전체

변형범위 1.0%와 1.5% 범위에서 2×10-3/sec의 변형속도로 시험편에 직접 strain gage를 부착

하여 strain 제어로서 시험하 다. 피로시편은 시험전에 연마지 1000번까지 시편의 길이방향으

로 연마하여 시험을 수행하 고 피로수명은 포화응력의 75%되는 사이클로 정의하 다. 모든 

시험은 공기중 분위기에서 시험하 다. 

① ASME에서의 피로곡선

ASME Boiler &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III, Subsection NB에는 class 1 부품에 

대하여 설계에 필요한 피로응력과 사이클 곡선의 사용한계 온도를 제시하 다. 사용온도 한계

는 탄소강, 저합금강의 경우는 371℃, 오스테나이트강과 Ni을 기지금속으로 하는 경우는 427℃

이다. 이때의 사용설계 피로곡선은 ASME Section III, Appendix I, 그림 I-9.1∼그림 I-9.2에 

나타나 있다. 

ASME에서는 Section III Subsection NB와 Section II, Part D, Subpart 1의 표 2A, 2B와 

4에 포함되어 있는 온도와 응력한계를 넘어 크리프가 발생하는 경우는 ASME Section III, 

Subsection NH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Subsection NH에서 피로변형과 사이클 곡선에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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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한계온도는 304와 316 스테인리스강은 705℃, Alloy 800H는 760℃, 2.25Cr-1Mo강은 59

5℃, 9Cr-1Mo-V강은 540℃까지 나타나있다. 고온에서는 크리프손상이 발생하는 온도이므로 

크리프-피로 손상을 평가하는 절차가 Nonmandatory Appendix T-1400에 기술되어 있다. 여기

에서는 크리프-피로 손상평가를 피로와 크리프가 각 각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이들의 합이  

T-1400-2에서 제시하고 있는 곡선을 준수하는지를 판정하는 linear damage summation 

method를 사용하고 있다. 

고온가스로 고온가스배관에 사용하는 Alloy 617, Hastelloy X, Haynes 230등은 사용온도가 

950℃에 이르게 되므로 이들 재료들은 ASME Subsection NH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재료들을 원자력의 class 1 부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들 재료들의 사용온도와 그때의 피

로곡선을 추가로 포함시켜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현재 ASME에서 Alloy 617에 대해서 

982℃까지 사용가능하도록 Draft를 만들어 놓은 상태이다. 이 Draft를 보다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보완하여야 할 데이터 들은 용접부 피로, 크리프-피로 DB, 시효, 환경, 하중, 온도의 복

합적인 효과에 대한 자료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피로수명 평가

각 재료의 900℃에서 실험한 피로수명을 그림 3.2.2-56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Hastelloy 

X가 Alloy 617과 Haynes 230보다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었지만 Alloy 617과 Haynes 230은 비

슷한 수명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피로수명은 ASME Draft에서 제시되고 있는 피로곡선보다는 

안전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ASME에서 요구하는 특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피로강도 변화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최대인장응력의 변화를 그림 3.2.2-57에 나타내었다. 모든 재료는 

초기에 약간의 경화가 발생하다가 포화되어 일정응력을 나타낸 후 파단이 발생하 다. 변형범

위가 증가할수록 피로수명은 감소하지만 최대인장응력은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인장시험결과 

900℃에서는 동적변형시효가 발생하지 않는 온도이기 때문에 응력-변형곡선 상에서 피로시험

시 serration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최대인장강도는 Haynes 230, Alloy 617, Hastelloy X의 

순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④ 파면관찰

900℃, 전체변형범위 1%에서 피로시험을 수행한 후 파단면을 관찰한 결과를 그림 3.2.2-5

8∼3.2.2-60에 나타내었다. 모든 시편에서 피로균열이 표면에서 시작되어 내부로 전파되는 형태

를 나타내었고 피로시험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striation은 명확히 관찰되지 않았다. 

(3) 황산분해반응기용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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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공정 사용재료를 선정하기 위해 97wt% 끓는 황산 환경에서 부식 실험을 수행하 다.

(가) IS공정 사용재료 부식특성

① 황산의 성질

황산은 무색으로 점성(粘性)이 있는 기름 같은 액체이다. 겨울철에는 결정화한다. 녹는점 

10.4℃, 비중 l.84(15℃)이다. 많은 무기물 및 유기물을 녹이며, 가열하면 290℃에서 분해하기 시

작하여 삼산화황을 발생한다. 317℃에서 끓기 시작하여 공비혼합물(98.54% 수용액)이 된다. 황

산의 농도에 따른 끓는 점의 변화를 그림 3.2.2-61에 나타내었으며 IS 공정에서 농축된 황산의 

끓는 점은 약 320℃인 것을 확인 할 수있다. 

진한 황산은 저온에서는 산화작용이 강하지 않지만 가열하면 강한 산화작용을 나타낸다. 

황산수용액, 즉 보통 말하는 황산은 무색의 용액으로 강한 이염기산이다. 해리도(解離度)는 1 

N에서 51%, 0.1 N에서 59%, 묽은 용액에서는 H2SO4 ↔ H+＋HSO4- 으로 해리가 완전히 이

루어진다. 황산의 농도에 따른 수소의 이온화도를 그림 3.2.2-62에 나타내었다. 진한 황산은 낮

은 온도에서는 이들 금속과 반응하지 않지만 가열하면 이산화황을 발생하고 황산염을 만든다. 

② 황산 내부식 재료

Fe-Si 합금, 스테인레스 스틸, 니켈기지 합금, 세라믹 등의 황산에 대한 부식 성질 및 부

식속도를 문헌을 통해 확인하 다.  

㉮ Fe-Si 합금

실리콘-철 합금은 실리카의 반투과성(impermeability)으로 인해 부식에 대한 강한 저항성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피막이 산 등의 화학물질과 반응하여 손상되는 경우 피막 

내부의 금속(alloy)은 가속 부식이 일어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실리카(SiO2)는 대부분의 산과

는 반응하지 않지만 할로겐족 화합물산 (HF, HCl)과 황산(H2SO4)과는 반응이 상대적으로 잘 

일어난다.

실리콘(Si)을 함유한 철계 합금은 일반적으로 표면에 생성되는 실리카(SiO2)에 의해서 그 

부식 저항성이 유지 된다. 하지만 실리콘의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합금의 경도가 증가하는 단점

을 가지고 있다. 14.5% 실리콘을 함유한 Duriron은 비등황산환경 40% H2SO4농도에서 최대 부

식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60%이상의 황산 농도에서는 약 0.02mm/year 정도의  부식속도를 보

이고 있다. 또한 황산농도 98%, 300℃정도의 환경에서 0.0125mm/year의 부식속도를 보이고 있

다. 상용 실리콘 합금은 회주철(gray cast iron)을 제외하면 대부분 10wt% 이상의 실리콘을 함

유하고 있다. 그림 3.2.2-63에는 합금의 실리콘 양이  많아질수록 내부식성은 높아진다. 따라서  

Fe-Si alloy의 표면에 실리콘을 증착, 또는 도금하여 내부식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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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인리스 강

다양한 종류의 스테인레스 스틸이 황산 조건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부식성질을 그림 

3.2.2-64에 나타내었다. Sanicro 28과 904L, SS326 등이 대체적으로 좋은 내부식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JAERI 자료에 의하면 SS329 합금 역시 높은 내부식성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Sanicro 28합금은 95% 황산 환경에서 60℃에서 0.1mm/year 의 

부식속도를 가지며, S326 95%, 140℃ 황산분위기에서 0.1mm/year 정도의 부식속도를 보이고 

있다.

㉰ 니켈 기지 합금

순수 니켈은 93% 황산분위기에서 3.65mm/year정도의 부식속도를 미량의 합금원소가 첨가

된 Nickel 200의 경우 95%, boiling 조건에서  80mm/year의 부식속도를 보인다. 니켈 크롬계 

합금의 경우 Inconel 600이 93%, 30℃조건에서 0.25mm/year, 76Ni-20.5Cr-2.5Fe합금이 10%, 

50℃환경에서  0.2mm/year 정도의 부식속도를 가지는 것을 표 3.2.2-13, 3.2.2-14에 나타내었

다. 니켈 크롬 몰리브덴 계 합금은 조성이 59Ni-20Cr-20.5Mo-0.5Fe 일 때 40%끓는 황산 환경

에서 0.45mm/year로 가장 작은 부식 속도를 보 다. Inconel 625 합금은 80%, 80℃ 조건에서 

2.25mm/year, Incoloy Alloy 825 합금은 60%, 60℃ 조건에서 0.075mm/year로  가장 작은 부식

속도를 보인다. 

③ 부식 시험 

IS 공정의 황산사이클의 황산 농도는 분젠 반응기를 거쳐서 나온 황산 혼합물 과 요오드

산 화합물을 분리하는 분리기(separator), 분리된 황산 혼합물을 농축하여 황산을 정제하는 정

제기(purifier), 정제된 황산을 기화시키는 기화기(vaporizer)와 삼산화황을 이산화황과 산소로 

분해하는 분해기(decomposer)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화기의 가동환경에서 실험을 

수행하 다. 따라서 황산 부식 실험의 실험환경은 97wt% 농도의 끓는 황산환경(320℃) 이다. 

실험 시간은 모든 재료들에 대해 24시간 수행하 으며, 재료들 중 상대적으로 우수한 내식성을 

가지는 재료들에 대해 100시간 부식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 장치는 황산용액을 담을 수 있는 플라스크 기화된 황산을 냉각시켜 다시 액체 황산

으로 만드는 응축기, 플라스크에 열을 가하는 핫플레이트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3.2.2-65). 시편

의 형상과 시편을 플라스크 내부에 장착할 수 있게 하는 시편 홀더의 형상을 그림 3.2.2-66에 

나타내었다. 시편은 20mm 정사각형 모양이며 시편을 홀더에 걸수 있는 직경 5mm의 원형 홀

이 존재한다. 실험에 사용된 재료는 니켈 기지합금, Fe-Cr 합금, 스테인레스 스틸 및 SiC이며, 

조성 및 도를 표 3.2.2-15에 나타내었다. 시편은 초음파세척기를 이용하여 세척, 0.01mg까지 

질량을 측정할수 있는 저울을 이용하여 질량 측정, 부식실험, 세척, 질량측정의 단계로 실험이 

이루어 졌으며 실험 전후의 질량 변화를 부피로 환산하여 부식속도를 계산하 다. 실험 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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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에 대해서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표면을 관찰 하 다.

④ 부식 시험 결과

끓는 황산 환경에서 24시간 실험을 수행한 재료들의 부식속도를 그림 3.2.2-67에 나타내었

다. 스테인레스 스틸 및 니켈기지 합금들이 우수한 내식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Fe-Cr합금은 상대적으로 내식성이 우수하지 못하 다. SiC의 부식속도는  0.05mm/year로 거

의 부식이 되지 않는 우수한 내식성을 보여주었다. 기체상태 황산 환경에서 낮은 부식속도를 

보인 Zr은 끓는 황산 환경에서는 매우 빠른 부식속도를 보여준다.

 대체적으로 스테인리스 강계 합금들과 니켈기지 합금들의 경우 10mm/year이하의 낮은 

부식속도를 보이며 Fe-Cr 합금들의 경우 10mm/year에서 44mm/year의 높은 부식속도를 보인

다. 또한 Fe-Cr 합금들의 경우 Cr의 함량이 증가하면서 부식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Ni 기지 합금들 역시 Cr의 함량이 증가하면서 부식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낮은 부식속도를 가지는 합금들에 대해 동일한 환경에서 96시간 실험을 수행한 결과를 그

림 3.2.2-68에 나타내었다. Alloy 800 제외한 재료들은 24시간 실험에서 얻은 부식속도와 거의 

유사한 부식속도를 가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Alloy 800 합금에 대한 부식속도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하다. 

실험 후 시편의 표면을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 하 다. 그림 3.2.2-69에는 니켈기

지 합금들의 표면을 그림 3.2.2-70에는 스테인리스 강의 표면을 그림 3.2.2-71에는 Fe-Cr합금

의 표면을 나타내었다. 니켈 기지 합금 중 Alloy 600의 표면에서는 입계 부식을 관찰할 수 있

으며 Alloy 690 합금의 경우에서도 입계부식의 흔적을 발견 할 수 있다. 스테인리스 합금들의 

경우 부분 부식과 함께 Alloy 800의 경우 심한 입계 부식 흔적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Fe-Cr 

합금의 표면에서는 일반부식 흔적을 확인 할 수 있다. 니켈기지 합금 및 스테인리스 합금들의 

입계 부식은 입계 예민화에 의해서 일어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

다.

(나) 비등황산용액 분위기 부식특성

수소 생산로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IS 공정의 실현이 매우 중요하다. 이중에서도 액체 황산

용액에서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선정 혹은 개발하여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분젠반응을 

거쳐서, 발생된 황산은 purifier를 통해서 농축되게 되는데 황산의 농도가 50wt%인 황산은 수

소 이온의 활동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가혹한 분위기를 모사할 수 있으므로, 부식 평가를 위한 

중요한 조건이 된다. 또한 98wt% 황산(순수 황산)까지 농축된 후 황산 분해공정이 이루어지는

데, 농황산에서의 부식특성이 또한 가장 가혹한 조건 중에 한 조건이므로 이에 대한 부식평가

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본 보고에서는 다양한 상용화된 재료와 Fe-Si 계열 재료, SiC 재료

에 대해서, 50wt% 및 98wt% 비등황산에서 단기간 동안 부식 시험한 결과를 정리하 다. 

① 50wt% 비등 황산 용액에서의 부식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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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72은 비등황산 시험을 위한 장치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황산이 

담긴 플라스크에 시편을 넣고, 비등을 시킨다. 이때 증발된 증기는 다시 응축기를 통해서 응축

되어 일정한 황산 농도를 유지하게 된다.

표 3.2.2-16와 그림 3.2.2-73은 50wt% 비등황산 분위기에서 24시간동안 시험한, 다양한 재

료의 부식속도를 나타낸다. 여러 가지 재료 중 Zr, Ta, Pt이 각각 0.03, 0.015, 0.013mm/year의 

부식속도로서, 우수한 내식성을 보여 준다. 이들 재료는 SiC(YAG∼0.45mm/year, SiC(I)∼

0.1mm/year, SiC(K)∼0.1mm/year) 보다도 우수한 내식성을 나타내며, 여러 상용 합금들은 사

용하기에는 큰 부식속도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특히 Fe-Si 계열의 합금은 10%와 13%의 Si

이 함유되었을 때 주 원소인 Fe의 부식속도가 훨씬 큰 향을 미쳐서, 매우 큰 부식속도를 나

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Si의 함량이 증가하면, Si에 의한 내식성이 향상되어 부식속도가 

현격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50wt% 비등황산 용기로서는 큰 부식속도를 나타낸

다. 

그림 3.2.2-74은 50wt% 황산에서 부식시험한 후 표면 관찰 사진이다. 부식속도가 작은 

SiC, Ta, Zr 등은 표면이 비교적 매끈한 반면 부식속도가 큰 Hastelloy X나 Alloy 718의 경우

는 입계부식의 흔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50wt% 황산 용기의 내부식

성 후보재료로서는 Zr이나 Ta이 가능성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98wt% 비등 황산 용액에서의 부식 시험

표 3.2.2-17은 98wt% 비등황산 용액에서 24시간 동안 부식시험을 한 후 얻어진 부식속도

를 나타낸다. 대부분의 상용 합금 재료들은 농황산을 담을 용기로 사용되기에는 큰 부식속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50wt% 황산에서 우수한 내식성을 보 던 Zr은 완전 용해되

어 매우 큰 부식속도를 나타냈다. 또한 Ta, Pt의 경우에도 다른 상용 합금재료보다는 좋은 내

식성을 나타내지만 용기로 사용하기에는 큰 부식속도를 나타낸다. 반면 SiC 계열이 약 

0.1mm/yr의 우수한 내식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Fe-Si 계열의 합금이 Si 함량이 10∼17%로 증

가함에 따라서 0.3에서 0.1mm/yr로 부식속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SiC, 

Fe-Si 계열의 합금은 내부식성이 좋은 장점이 있지만, 재료 취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표 3.2.2-18는 KIST에서 제공받은 Ru, Ir, Ta 코팅층에 대한 부식시험 결과이다. 코팅층이 

부식되어 기판이 드러나면, 측정되는 부식속도가 코팅층의 부식속도와 섞이기 때문에 측정된 

부식속도의 신뢰성이 줄어들지만, 결과로부터 판단할 때 Ir이 우수한 내식성을 가질 것으로 판

단된다. Ru경우에도 기판으로 사용된 C-276의 부식속도가 6.5mm/yr라는 것을 감안하면 비교

적 우수한 부식속도가 예상된다. 반면 Ru이나 Ir에 Ta이 첨가되었을 때는 부식속도가 크게 증

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식시험 후에 육안을 통해 대체적으로 판단할 때에도, Ir이 코팅되어 

있을 때에는 기판이 드러나지 않아 보이고, Ru이 코팅되었을 때는 부분적으로 기판이 드러나 

보인다. 반면 Ta-Ru, Ta-Ir이 코팅 되었을 때에는 거의 모든 기판이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Ti-Al 합금(기술총괄팀의 장종화 박사님 제공) 시편은 50wt% 황산용액에서는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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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용해되었으며, 98wt% 비등황산용액에서는 1.6mm/yr의 부식속도를 나타내서, 이용에 적합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2.2-75는 98wt% 황산 용액에서 부식 시험한 후 관찰한 표면사진이다. 부식속도가 

비교적 크게 나온 시편들은 표면이 입계부식의 흔적이 보인다. 반면 N08과 MA956과 같이 

Fe-Cr 합금에서는 입계부식이나 국부부식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SiC, Fe-13Si의 표면은 

특이한 표면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 또한 Ta 표면도 깨끗한 편이다. 또한 이 세가지 재료(SiC, 

Fe-13Si, Ta)에 대해서 조성분석 결과 산화막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2.2-19은 Fe-Si 계열 합금에 대해서 부식시험 후 부식 환경에 노출된 면과 노출되지 

않은, bulk 표면에 대한 조성 분석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부식 표면 조성은 산화물로 분석되

며, Fe와 Si의 비율로부터, 합금 bulk 조성에 비해 Si 분포양이 산화막 표면에 서 상대적으로 

많은 량이 관찰됨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Fe-Si의 부식시험 동안 Si이 rich 한 산화막이 형성

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되는 산화막의 내부식성, 형성되는 속도, 두께 등에 따라 부식속

도는 향을 받게 되므로, Fe-Si이나 SiC와 같이 Si이 함유된 경우와 비교적 작은 부식속도를 

보인 Ta, Ir, Ru 등은 장기 시험을 통해서 부식평가의 결과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다) 고온황산가스 분위기 부식시험

고온 황산가스에서의 반응은 기체황산이 850℃ 이상의 온도에서 삼산화황을 거쳐서 이산

화황과 산소로 변환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을 모사하여 부식시험을 하기위한 개략도를 그림 

3.2.2-76에 나타냈다. 또한 이러한 환경에서 내부식성이 우수한 재료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림 

3.2.2-77와 같이 대형 후드를 설치하 고, 또한 고온의 실험을 위한 고온로를 제작하 다. 아울

러, 액체황산을 주입하여 고온의 환경에서 황산이 분해되도록 석 관을 가공하 고, 액체황산

을 주입할 펌프를 구비하 다. 석 관 내부에 평가할 재료를 시편걸이를 통해서 위치시킨 후 

액체황산을 주입하면 고온에서 황산분해가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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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8 Chemical composition of Mod. 9Cr-1Mo steel (wt%)

Component Requirement
벨기에 일본, NIMS

USINOR MgA, MgB MgC

C 0.06-0.15 0.09 0.08 0.10

Si 0.18-0.56 0.314 0.34 0.24

Mn 0.25-0.66 0.395 0.49 0.44

P <0.025 0.019 0.005 0.005

S <0.012 0.0003 0.004 0.001

Ni <0.43 0.093 0.09 0.04

Cr 7.90-9.60 8.916 8.34 8.74

Mo 0.80-1.10 0.915 0.89 0.94

Cu 0.093 0.020 0.012

V 0.16-0.27 0.198 0.23 0.21

Al <0.05 0.026 0.011 0.014

N 0.025-0.080 0.035 0.059 0.0582

Nb 0.05-0.11 0.076 0.070 0.076

표 3.2.2-9 Production history of NIMS plate

Name of 

specimen

Type of 

melting

Size of 

ingot (kg)

Deoxidation 

process

Dimensions
1)
 

(mm)
Heat treatment

MgA

BEA
2) 13500

 
Al-Si-killed

 

 

25T 

2150W 

9477 L

Hot rolled

1050℃/10min AC

770℃/60min AC

740℃/8.4h FC

MgB

Hot rolled

1050℃/10min AC

770℃/60min AC

740℃/60min FC

MgC LDC
3)

20000

50T

2200W

15000L

Hot rolled

1060℃/90min AC

760℃/60min AC

730℃/8.4h FC

   1) T : thickness, W : width, L : length

   2) BEA : basic electric arc furnace

   3) LDC : LD co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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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10 Chemical composition of SA387-Grade 91 test alloy

Elem.
C Cr Mo V Nb N

Test Mat. 0.085 9.376 0.911 0.189 0.080 0.042

ASME 
Spec.

0.08-0.12 8.00-9.50 0.85-1.05 0.18-0.25 0.06-0.10 0.03-0.07

표 3.2.2-11 Chemical composition of superalloys (wt%)

C Si Mn P S Cu Cr Ni Mo Co Fe Al B Ti

Alloy  

617
0.08 0.06 0.11 0.003 0.001 0.08 22.16 53.16 9.8 11.58 1.49 1.12 0.002 0.35

C Si Mn P S Cr Ni Mo Co W Fe Al B La

Haynes 

230
0.11 0.39 0.49 <.005 0.002 22.38 Bal 1.28 0.3 14.07 0.77 0.38 0.002 0.014

C Si Mn P S Cu Cr Ni Mo Co W N Fe B

Hastelloy 

X
0.082 0.42 0.32 0.013 0.0003 0.13 21.91 48.04 8.65 0.79 0.44 0.015 19 0.002

표 3.2.2-12 EDS result of Hastelloy-X alloy crept at 20MPa/950℃

Spectrum O Cr Mn Fe Ni Mo 
S1 18.87 70.54 1.17 0.54 3.89 -
S2 19.73 77.71 1.46 0.47 0.63 -
S3 16.57 80.88 1.38 - 1.17 -
S4 16.14 81.74 0.42 0.56 1.12 0.02 
S5 9.59 36.46 0.31 13.82 34.59 5.22 
S6 0.67 12.15 0.20 22.35 54.93 9.70 
S7 0.69 13.12 0.32 21.99 54.92 8.96 
S8 0.48 14.25 0.33 21.03 55.28 8.62 
S9 0.43 16.85 0.15 20.24 53.75 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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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13 Corrosion of Inconel 600 at sulfuric acid solution

acid 
concentration 
wt% H2SO4

temperature test duration corrosion rate(mils/year)

unaerated air saturated

0.16 100 - 3.7 -

1 30 120 - 49

1 78 22 - 110

5 19 100 2.4 -

5 30 20 9 -

5 30 23 - 78

5 60 100 10 -

5 80 20 30 150

10 room temp. 24 4.2 -

70 30 20 46 -

93 30 20 270 10

표 3.2.2-14 Corrosion rate with 

concentration of Ni base alloy

        

표 3.2.2-15 Test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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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16 Corrosion rate with 

materials at 50wt% boiling 

H2SO4

Specimen
Corrosion 

Rate(mm/yr)
H230 22.3
C276 2.4

Hastelloy X 10

Alloy 718 9.6
WC(KIST) 3.6
Fe-10%Si Dissolved
Fe-13%Si Dissolved
Fe-15%Si 3.2
Fe-17%Si 0.17
Zr 0.03
Ta 0.015
Pt 0.013
SiC(I) 0.1
SiC(K) 0.1
YAG 0.45

  

표 3.2.2-17 Corrosion rate after 

corrosion test at 98wt% boiling H2SO4 

& 24 hrs

Specimen
Corrosion 

Rate(mm/yr)
Alloy 718 5.4 
X750 8.7 
Alloy 600 17.5 
Alloy 690 3.6 
Hastelloy X 2.8 
NO8 44.2 
T91 42.1 
SUS316 8.0 
SUS304 6.2 
Alloy 800 6.4 
PM2000 11.9 
MA956 13.4 
SUS329 8.4 
Sanicro 29 5.4 
Alloy 904L 13.0 
HT9 34.1 
SiC(I) 0.1
SiC(K) 0.1
YAG 0.2
Pure Zr Dissolved
Pure Ta 1.2 
Pt 1.8 
Pure Ti 15.0 
Haynes 230 5.3
C276 6.5
Fe-10Si 0.3 
Fe-13Si 0.21
Fe-15Si 0.14
Fe-17Si 0.11

표 3.2.2-18 Corrosion rate of KIST specimen at 98wt% boiling H2SO4 & 24 hrs

황산농도 시편구분 부식속도(mm/yr)

98wt% Ru/KIST(C-276) 0.750477555

98wt% Ru/Ti 12.8510645

98wt% Ir/KIST(C-276) 0.187506243

98wt% Ir/Ti 0.826379148

98wt% Ta-Ru/Ti 22.3702555

98wt% Ta-Ir/Ti 5.9148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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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19 Chemical composition of Fe-Si

0.46
0.46
0.47

0.4

0.36
0.41
0.41

0.3

0.36

0.31

Si(at%)/
Fe(at%)

0.2071.3928.61Bulk

0.1576.9223.08Bulk

0.1676.2323.77Bulk

0.23
0.23
0.24

54.1
50.22
50.76

25.15
23.21
23.82

20.75
25.57
25.42

표면
Oxide

0.11Fe-17Si

0.18
0.21
0.21

57.14
53.1

51.99

20.55
21.63
21.33

22.31
25.28
26.68

표면
Oxide

0.14Fe-15Si

0.1858.6920.8820.43표면
Oxide

0.21Fe-13Si

Si(wt%)/
Fe(wt%)Fe(at%)Si(at%)O(at%)부식속도

(mm/yr)

0.46
0.46
0.47

0.4

0.36
0.41
0.41

0.3

0.36

0.31

Si(at%)/
Fe(at%)

0.2071.3928.61Bulk

0.1576.9223.08Bulk

0.1676.2323.77Bulk

0.23
0.23
0.24

54.1
50.22
50.76

25.15
23.21
23.82

20.75
25.57
25.42

표면
Oxide

0.11Fe-17Si

0.18
0.21
0.21

57.14
53.1

51.99

20.55
21.63
21.33

22.31
25.28
26.68

표면
Oxide

0.14Fe-15Si

0.1858.6920.8820.43표면
Oxide

0.21Fe-13Si

Si(wt%)/
Fe(wt%)Fe(at%)Si(at%)O(at%)부식속도

(mm/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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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4 Yield stress with T for Mod. 9Cr-1Mo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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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5 Tensile strength with T for Mod.  9Cr-1Mo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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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6 Elongation with T for Mod. 

9Cr-1Mo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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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7 Strength with specimen 

direction for Mod. 9Cr-1Mo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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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8 Elongation with specimen 

direction for Mod. 9Cr-1Mo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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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9 Optical 

microstructure of modified Grade 

91 test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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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30 Master curve for Grade 91 

obtained using PCVN and 0.5PCVN 

specimens

-150 -125 -100 -75 -50 -25 0 25
0

50

100

150

200

250

300

1%  Tolerance Bound

M aster Curve

      PCVN K JC

0.5 PCVN K
JC

 Fitting for 0 .5T
 Fitting for    1T

K
JC

 A
dj

us
te

d 
to

 1
T 

(M
Pa

-m
0.

5 )

Tem perature (oC )

5%  Tolerance Bound

            T 0

PCVN       : -67.7oC
0.5PC VN  ; -72.4oC

F ig . 4  M a ste r cu rv e  fo r G rad e  9 1  o b ta ined  u sing

P C V N  a nd  0 .5 P C V N  sp ec im e n s. 

  

그림 3.2.2-31 SEM fractography of 

Grade 91 specimen showing low 

toughness

그림 3.2.2-32 Three-parameter Weibull 

plot for the fracture toughness data of 

Grade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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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2-33 Diagram showing T0 

dependency on test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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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34 Comparison of J-R curves between Grade 91 and SA508-Gr.3

(a) RT and (b) 288℃

그림 3.2.2-35 Charpy impact curve of Mod. 9Cr-1Mo in comparison with SA508-G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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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rpy impact energy curve of Grade 91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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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36 Optical microstructure of superalloys : Alloy 617, Haynes 230, Hastelloy X

그림 3.2.2-37 Carbides and EDS spectrum for Alloy 617 : carbide composition is 

66Cr-24Mo-7Ni-3Co

그림 3.2.2-38 Carbides and EDS spectrum for Haynes 230 : carbide composition 

is 64W-20Ni-15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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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39 Carbides and EDS spectrum for Hastelloy X : carbide composition 

is 50Mo-21Ni-17Cr-7Fe-2Si-2W

  

그림 3.2.2-40 Dimensions of tensile testing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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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41 Tensile stress-strain 

curves with T of Alloy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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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42 Comparison of YS with 

T for candidate all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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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43 Comparison of UTS with 

T for candidate alloys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U
lti

m
at

e 
te

ns
ile

 s
tre

ng
th

 (M
P

a)

Temperature (oC)

 Alloy 800H
 Hastelloy-X
 Haynes 230
 Inco 617

     
그림 3.2.2-44 Comparison of rupture 

elongation of candidate all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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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45 Stress relaxation at 950℃ 

and 10 min. hold for superall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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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46 Experimental equipments 

for creep tests at very high T
    

그림 3.2.2-47 Typical creep curves of 

Hastelloy-X at 950℃

       
그림 3.2.2-48 Plot of log stress vs. log 

time of Hastelloy-X at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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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49 Plot of Norton's creep law 

of Hastelloy-X at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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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50 Plot of M-G 

relationship of Hastelloy-X at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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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51 Plot of modified M-G 

relationship of Hastelloy-X at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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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52 Fractrographs of Hastelloy-X 

crept at 950℃

   

그림 3.2.2-53 OM micrographs of 

Hastelloy-X crept at 950℃

      그림 3.2.2-54 Oxidation of Hastelloy-X crept 

at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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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55 EDS analysis of Hastelloy-X crept at 950℃

그림 3.2.2-56 Comparison of ASME 617 

Draft Code & fatigue life for superall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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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2-57 Fatigue strength for 

superall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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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58 Fracture surface of Alloy 617 tested at 900℃ and 1%

그림 3.2.2-59 Fracture surface of Haynes 230 tested at 900℃ an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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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60 Fracture surface of Hastelloy X tested at 900℃ and 1%

그림 3.2.2-61 Boiling T with acid concentration

 



- 416 -

그림 3.2.2-62 Ion concentration 

with acid concentration

       

그림 3.2.2-63 Dependence of corrosion 

resistance of high silicon iron on silicon 

content, A 70% HNO3, B 20% H2SO4 at 

boiling point, C 10% HNO3 at boiling 

point, D 10% HCl at 70℃

그림 3.2.2-64 Isocorrosion diagram for 

Sandvik Sanicro 28 alloy, alloy 904L 

and AISI 316L in deaerated H2SO4 

(The curve represents a corrosion rate 

of 0.1mm/year(4mpy))

        

그림 3.2.2-65 Apparatus for 

corros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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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66 Specimen and specimen holder

그림 3.2.2-67 Corrosion test results (24 hr)

그림 3.2.2-68 Corrosion rate (96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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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69 Surface observation of Ni base alloy

그림 3.2.2-70 Surface observation of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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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71 Surface observation of Fe-Cr alloy

그림 3.2.2-72 Apparatus for boiling sulfuric corros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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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73 Corrosion rate with materials at 50wt% 

boiling H2S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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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74 Surface observation after corrosion test at 50wt% boiling H2S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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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75 Surface observation after corrosion test at 98wt% boiling 

H2SO4

 

그림 3.2.2-76 Schematic diagram for high temperature H2SO4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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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77 Furnace and hood for high-T H2SO4 corros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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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코팅 및 이온 빔 믹싱 기술 

(1) 연구개발의 배경

900°C 이상의 SO₂/SO₃분위기에서 기계적 성질과 부식 성질이 우수한 황산분해반응기의 

열교환기 재료를 개발하기 위해 고온 기계적 성질이 우수한 Hastelloy X, Alloy 800H, 

Alloy690 등의 Ni 합금계 재료 및 stainless steel(SUS) 재료에 부식 저항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세라믹 코팅 기술을 개발 하 다. 세라믹 코팅 층은 열팽창에 의한 박리의 문제가 있어 이온빔 

혼합 기술을 적용하여 계면에 코팅 층과 모재사이의 차이를 최소화 하는 공정개발 기초 연구

를 수행하 다. 세라믹 코팅 재료로는 SiC를 사용하 다.

(2) 연구 내용

(가) 최적 소재 선정을 위한 계산

SiC를 코팅 하 을 경우 가장 스트레스를 적게 주어 박리의 문제를 줄일 것인가를 예측하

기 위해 간략한 계산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 다. 먼저  코팅 층인 SiC의 두께를 1μm 으로 하

고 Hastelloy X, Alloy 800H, Alloy690 등의 Ni 합금계 재료와 SUS 재료 등 모재의 두께를 

5mm로 하여 one dimensional heat diffusion 식을 적용하여 박막과 모재의 온도 구배를 대략

적으로 계산하 다. 관련 식은 다음과 같다.

  

   C.ρ.(δT/δt)=δ/δx.(K.δT/δx) + P(X,t),

여기서, C, ρ, 및 K는 각각 specific heat, density, 및 thermal conductivity를 의미한다. 그

리고 source term으로 P(x,t)는 950℃로 하 으며 외부 온도는 25℃로 하 다. 이렇게 결정된 

온도 구배에 열팽창 계수를 각 온도 마다 적용하여 변형을 계산하 고 각 온도에 대한 Young 

modulus를 적용하여 박막과 모재가 상호간에 미치는 응력을 계산하 다. 이러한 계산의 결과

는 단지 보다 적합한 재료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나) 박막증착

박막증착 전 모든 시험편의 코팅 면은 표면 거칠기 0.05μm이하로 연마하 으며 SiC 박막 

증착은 이온빔 보조 전자빔 증착 장치를 사용하여 수행하 다. 이 방법은 형상과는 관계없이 

작은 량의 SiC 소재로 대면적 코팅이 가능함이 특징인데 본 연구에 사용한 장치는 SiC 소재를 

담은 Crucible 측면에 전자총을 위치시키고 전자 빔을  쏘아 올리면서 자기장을 가하여 빔이 

휘어지게 하여 Crucible내 SiC 표적에 충돌 용융 및 증발이 되게 하여 작업 챔버 내 윗부분에 

위치한 substrate에 도달하여 코팅이 되게 하는 것이다. 챔버 내부의 장치 구성은 그림 

3.2.2-78과 같다.  여기에 나타낸 이온 총은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된다. 첫째 증착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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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trate 재료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함이며 둘째는 박막증착과 동시에 코팅 층에 조사

하면 보다 치 한 박막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빔을 발생하기 위해 10kW의 전력을 적

용하 으며 육면체 시편에 대해서는 위치를 6회 변경시켜 전면이 코팅되게 하 다. 코팅은 일

차 코팅과 2차 코팅으로 나뉘는데 그 사이에 이온빔 믹싱 공정이 들어간다. 가장 바람직하게는 

코팅과 이온빔 믹싱이 같은 진공 챔버 내에서 이루어 져야 하며 코팅과 이온빔 믹싱을 여러 

번 교대로 수행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원리상 보다 완만한 SiC박막/substrate 계면을 생성하

기 위함 이다.

(다) 이온빔 mixing

이온빔 믹싱 공정은 계면에서 서로 다른 두 재료의 혼합을 통해 변형 차이를 완화시키는 

공정이다. 이 공정은 일차적으로 얇은 두께의 박막을 증착하고 이온빔으로 충돌하여 박막이 모

재내로 침투해 들어가게 하여 계면을 혼합하여 서로 다른  두 재료간의 성질차이를 완화한 후 

그 위에 이차 박막을 증착하여 계면의 접합 성을 향상 시켜 박리가 쉽게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어떤 이온을 사용하고, 온도는 어느 정도를 유

지하고 충돌 이온 량은 어느 정도로 하느냐는 것이 주요 변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약 80nm 두

께의 박막을 증착한 후 질소이온을 에너지 70keV, 이온 량 1x10
17
/cm²로 충돌시켰다.  또한 보

다 큰 에너지의 빔 조사를 위해 해외 이온 가속기 설비(일본 JAEA Takasaki Lab)를 이용하

여 150keV의 Ar 이온을 이온 량 1x10
17
/cm²로 충돌 시킨 후 계면 원소 분석을 수행하 다.

(라) 박막 및 계면 특성 분석

열응력에 의한 박리 시험은 SiC를 SUS 와 Ni-alloy에 증착한 후 900℃이상의 온도로 가

열한 후 박막의 morphology를 비교 관찰 하 다. 박막의 특성은 Auger electron microscopy로 

계면에서의 원소분포를 depth profiling 방법으로 분석하 다.

(마) 부식 실험

전해 부식 방법과 황산 용액내의 부식 실험을 통하여 박막증착 및 이온빔 혼합된 시편과 

박막 증착만 된 시편 사이의 부식특성 차이를 통해 비교해 보았다. 전해 부식은 10% oxallic 

acid를 전해액으로 하여 4V 및 0.4 A의 전기를 가하여 약 20분 간 에칭하 고 황산 부식 실험

은 98.07% 황산에 침지 하여 320℃에서 1시간 30분간 가열한 후 시험편간 비교를 하 다. 

(3) 연구 결과

(가) 사용 온도 및 소재의 두께에 따른 박막-모재 간 온도 구배

표 3.2.2-20은 후 후보재료의 적합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해 모재 후보재료로서 SUS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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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316, Alloy690, Alloy800H, Hastelloy X 및 코팅 재료로서 SiC의 여러 가지 온도에서의 물

리적/기계적 성질을 비교한 것이다. 이중  SiC, Alloy690, Alloy800H, 및 Hastelloy X의 온도에 

따른 특성 변화를 각각 그림 3.2.2-79, -80, -81 및 -82에 나타내었다. Ni alloy 계열은 온도의 

증가에 따라 탄성계수(Young modulus)만 제외하고 모두 상승하지만 SiC는 탄성계수와 마찬가

지로 열전도도와 비열도 감소함을 보인다. 상기 후보재료들에 대한 온도 구배의 계산 결과는 

그림 3.2.2-83에 나타내었다. 비교적 열전도도가 좋은 SUS 재료가 Ni alloy 계열보다 온도 구

배가 보다 크며 Ni alloy 중에는 Alloy800H 와 Hastelloy X가 온도구배가 비교적 작아 열팽창

에 의한 SiC의 박리 가능성이 비교적 작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게 한다. 그림 3.2.2-84은 그

림 3.2.2-83의 온도 구배에 대해 각 온도에서의 열팽창을 고려한 SiC박막과 모재 재료들에 대

한 열 변형을 나타낸다. 변형의 차이가 SUS재료의 경우 Ni alloy 계열 재료에 비해 더 크며 

Ni-alloy 재료에 대해서는 한 가지 주목할 것이 그림 3.2.2-83의 온도 구배 계산 결과 Alloy690

이 Alloy800H에 비해 온도구배가 더 컸으나 열 팽창율을 적용하여 변형을 계산 하 을 때 

Alloy 800H가 Alloy690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 Hastelloy X와 SiC 간 열변형 차이가 가장 작

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2.2-85은 소재들의 열팽창이 모두 탄성범위 내에 있다는 것을 가정하

고 각 온도에 따른 Young's modulus를 적용하여 열응력을 계산 한 결과이다. 그 이유는 소성

변형이 발생하면 더 이상 후보 재료로 고려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응력의 차이만큼 

박막과 모재는 서로에게 응력을 미치게 되는데 Ni-alloy 계열 소재들과 SiC는 서로에 미치는 

응력이 SUS 계열 소재보다는 월등이 작음을 알게 한다. 

(나) SiC 박막 특성 분석: 원소 depth profile

전자빔 증착 방법으로 코팅 된 SiC의 특성을 Auger electron spectroscopy(AES)로 depth 

profile 방법을 적용 분석한 결과를 그림 3.2.2-86과 -87에 나타내었다. 원소의 비율을 정량화하

면 박막의 극 표면에는 C가 약 50 atomic %, Si이 약 40 atomic %, 산소가 약 10 atomic %

로 구성되어있는데 C의 존재는 매우 일반적인 것으로 표면 오염 때문이다. 그 다음 약 20nm 

두께에 걸쳐 SiO₂와 SiC가 공존하고 있는데 이는 SiO₂가 SiC 보다 형성 자유에너지가 낮아 

증착 후 진공 챔버에서 시편을 방출하기 전 후에 대기 중의 O2에 의해서 산화된 것으로 사료

된다. 이러한 산화  의 존재는 다음 코팅 시 접합을 방해 할 수도 있으므로 코팅 및 믹싱을 교

대로 할 경우 같은 진공 챔버 내에서 수행하여 공기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을 시사

해 준다. 그 다음 SiC 층이 약 40nm 두께에 걸쳐 나타나고 계면에서는 산화물이 다시 나타나

는데 이는 금속 산화물로 분석 된다. 금속 표면에 산화물 층이 존재하면 박막과의 접합성이 좋

지 않을 수 있어 표면의 불순물이나 산화물을 제거하기위해 이온빔으로 사전에 충돌시켜 표면

층을 스퍼터링 하 는데도 금속 산화물 층이 나타나는데 코팅 전 모재 표면의 스퍼터링 조건

을 보다 최적화 시킬 필요가 있다.   

(다) 900°C 이상 온도에서 열응력에 의한 박막의 건전성 실험결과

SiC 박막을 SUS과 Hastelloy X에 증착 한 후 900℃온도에서 약 1 시간 열을 가한 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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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비교해 보니 그림 3.2.2-88에 보이는 바와 같이  SUS에 증착한 SiC 박막은 전부 박리가 

되어 SUS 표면이 드러나 있었으나 Hastelloy X에 증착한 SiC는 표면의 오염 또는 산화로 색

상이 검게 나타나나 그대로 남아 있다.  그림 3.2.2-84와 -85에서 나타낸 대로 이는 열팽창에 

의한 응력이 SiC를 Ni-alloy에 코팅 했을 때 가장 적게 보인 계산에 의한 예측과 잘 일치 한

다. 반면에 SUS에 증착한 SiC는 열팽창 계수가 매우 달라 열응력을 견디지 못해 박리가 발생

한 것으로 보인다.

(라) SiC 박막 증착 및 이온빔 혼합 전후의 전해 부식 실험결과 

그림 3.2.2-89는 박막 증착 및 이온빔 믹싱의 원리를 설명한 것이다. 세단계로 나뉘어 설명

하면 일차적으로 얇은 박막(박막의 두께는 이온 주입 깊이 보다 작아야 함)을 코팅하고 이온의 

종류, 에너지 및 이온 량을 정하고 박막 표면에 이온을 충돌시킨 후 그 위에 다시 코팅하는 공

정이다. 계면의 혼합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 지에 따라 이런 공정을 수회 반복 할 수 있는데 

반복 할수록 보다 완만한 계면이 형성 될 수 있어 그 만큼 박리의 가능성은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2.2-90은 일차 코팅(두께 약 80nm)을 한 후의 시편 및 코팅 후 질소 이온을 에너

지 약 70 keV, 이온 량 약 1x1017/cm²로 충돌시킨 시편과 증착만 한 시편의 전해 부식 실험을 

한 결과이다. 이온빔 믹싱을 하지 않은 시편은 코팅 되지 않은 모재로부터 부식이 시작되어 코

팅 층의 밑을 파고들어 박막의 가장자리부터 벗겨지고 있다. 부식의 형태는 Crevice corrosion

형태 이다. 전해 부식에 의한 erosion 깊이는 모재 표면에 결정 입계가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짐작 할 수 있지만 현미경의 초점 조절 기능을 이용하여 측정 한 결과 약 35nm 이다. 박막의 

두께가 약 80nm인 점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인지 비교 가능하다. 이온빔 믹싱을 한 박막은 이

러한 crevice corrosion의 흔적이 관찰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기구로는 두 가지가 고려된다. 

첫째,  이온빔 출동에 의해 부식저항성이 매우 큰 SiC가 모재표면을 파고들어 Crevice 

corrosion에 대해 저항 하 다. 둘째, 질소 이온 주입 자체로 인해 모재의 부식 저항성이 증대

하 다. 이는 원리 상 질소 이온을 주입에 의해 믹싱과 질소이온의 주입 두 가지가 발생하는 

데 근거 한다. 

그림 3.2.2-91은 900℃에서 약 1 시간 열처리를 한 후 전해부식을 한 후 모재와 박막의 표

면변화를 관찰한 것이다. 이온빔 충돌을 하지 않은 박막은 박막의 유실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이의 차이는 부식 실험 후에 더 두드러진다 (그림 3.2.2-92). 이온빔 충돌을 한 박막의 경우는 

가장자리에 박막이 퍼져 있으며, 박막의 유실이 상대적으로 매우 작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2.2-91). 그리고 부식 후에도 박막 내에서의 변화가 거의 없다 (그림3.2.2-93).

(마) SiC 박막 증착 및 이온빔 혼합 전후의 황산 부식 실험결과

전해 부식은 짧은 시간에 부식성을 판단하기 위한 방법이나 실사용 환경과 보다 가까운 

조건은 황산분위기 부식 실험이다. 그림 3.2.2-94에서 보듯이 코팅만 한 시편과 코팅 후 이온빔 

조사까지 한 시험편의 부식 정도는 차이가 나는데 그 정도는 전해 부식의 경우와 유사함을 보

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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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계획

(가) 박막증착 및 이온빔 믹싱 전용 장치 제작

지금까지의 연구결과 이온빔 믹싱에 의한 계면의 강화는 코팅과 이온빔 조사의 공정을 자

주 반복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전용장치가 필요하다. 우선 박막증착 장치 

(e-beam evaporative deposition)는 2006년 이내에 완성을 하고 추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증

착 챔버에 이온빔 조사 장치를 부착하여 효율을 극대화 할 계획이다.

(나) Laser를 이용한 표면 합금

이온빔 믹싱이 가지는 기술적 결함은 혼합 두께가 이온 빔의 에너지에 따라 한정적이라는 

것이다. 이의 보완으로는 Laser surface alloying기술을 적용하는 것이다. 2006-2007 사이 이에 

대한 기초연구를 이온빔 믹싱을 진행하면서 수행할 계획이다.

(다) 국제공동연구

국내의 장치로 이온 빔 믹싱 연구를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에너지가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이를 보완하여 공정을 완성하기 위해 해외의 고 에너지 장치를 사용하는 것인데 이를 위

해 미국의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ORNL) 와 일본의 JAEA Takasaki laboratory가 있

으며 Laser에 대한 기초연구는 원자역연구소의 설비와 University of Tennessee Space 

Institute (UTSI)의 장치를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어 필요시 Counterpart로 공동 연구를 수행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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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20 여러 가지 후보 금속재료 및 SiC의 온도에 따른 물리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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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78 SiC 박막 증착을 위한 전자빔 증착장치의 내부 구조

 

그림 3.2.2-79 SiC의 온도에 따른 물리적/기계적 성질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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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80 Alloy 690의 온도에 따른 물리적/기계적 성질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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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81 Alloy 800H의 온도에 따른 물리적/기계적 성질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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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82 Hastelloy-X의 온도에 따른 물리적/기계적 성질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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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83 SiC 박막의 두께를 1 μm 추정하고 계면의 온도구배를 계산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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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84 각 재료들의 열팽창 계수를 고려하여 온도구배에 따른 변형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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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85 변형이 탄성범위 내에서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변형에 따른 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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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86 Auger depth profile of SiC film on Alloy 690

     

그림 3.2.2-87 Auger depth profile of SiC film on Alloy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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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88 코팅 후 900℃온도에서 약 1 시간 열을 가한 후 표면상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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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89 이온빔 믹싱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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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90 70keV의 질소이온을 충돌시킨 후 전해부식실험을 한 결과

     

 

그림 3.2.2-91 이온빔 믹싱 전후의 시편을 900℃로 가열한 후 전해부식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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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92 Optical microscopy로 관찰한 이온빔 믹싱을 하지 않은 코팅 

시편의 전해부식 실험 후의 표면

 

   

   

그림 3.2.2-93 이온빔 믹싱을 한 SiC 코팅 시편의 Optical microscopy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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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94 황산용액 내에서 320℃에서 1시간 30분가량 가열하여 부식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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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료특성자료 수집. 분석 및 기초실험

가. 흑연재료

          

(1) IAEA International Database on Irradiated Nuclear Graphite Properties (IAEA 흑연  

       DB) 

(가) IAEA 흑연 DB 배경, 자료특성 

IAEA 는 1999 년부터 membership 제도로 회원국이 흑연감속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照射黑鉛特性 data base (International Database on Irradiated Nuclear Graphite Properties 

(이하 IAEA 흑연 DB)” 운  중이다. 이 database는 1995 년 10 월 국 Univ. of Bath에서 

개최된 IAEA Specialist Meeting on Graphite Moderator Lifecycle Technologies에서 흑연전문

가 은퇴 및 VHTR에 대한 각국의 관심증가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현존하는 흑연의 조사후 시

험자료를 한데 모으기로 한 것이 시초가 된다. 이것이 발판이 되어 1999 까지 국 Bath 

University 에 있던 흑연조사후 시험 database를 IAEA로 옮겨 International Database on 

Irradiated Nuclear Graphite Properties를 만들게 되었다. 2004년까지는 국, 미국, 일본, 독일, 

네덜란드 (리투아니아는 associate member)등 6 개국이 member 이었으나 2005 년 한국의 가

입으로 현재 7개국이 Steering member국으로 있다. 현제 database 에는 지금까지 약 129 권의 

technical report 가 분석, 평가되어 입력되어 있고 12,400 record 가 저장되어 있다 [3.2-67].

 2005 년 한국의 정식 membership 가입에 따라 2005. 9 월 DB를 수록한 CD 가 한국에 

제공되어 국내 관련자들에게 복사, 배포 되었다 (NHDD기계 및 핵 설계담당자, KOPEC, 

KINS, KAIST 등). 

DB 에 수록되어 있는 1960년대 자료의 대부분은 1960년대 초부터 가동을 시작한 국의 

Magnox 원자로 Graphite monitoring data(일종의 감시시험 자료)와 최초의 He 냉각 고온가스

로 (실험 로, 20 MW(t), Euratom)인 Dragon Reactor Experiment(DRE)로부터 생산된 자료이

다. 이 자료들은 특히 고온조사에 따른 체적변화 및 물리적 성질변화와 creep 특성변화 자료이

므로 이들 자료는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여러 나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He 냉각 고온

가스로 설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DRE의 출구온도는 약 

750℃로서 AGR의 630℃ 보다 매우 높아 흑연에 대한 최초의 고온조사자료(>750℃)들은 주로 

DRE로부터 생산되었다. 한편, 1960 년대까지는 모두 미국과 국자료이지만 1970 년대부터 일

본자료가 포함되어 ∼1,400℃ 고온 자료가 수록되었다. 또한 자료내용도 isotropic nuclear 

graphite, thermal shock fracture toughness, irradiation creep, radiolytic oxidation등으로 기존

의 자료보다 한층 다양해짐을 알 수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의 국자료는 대부분 Magnox 

및 AGR의 흑연감시시험자료가 대부분이고 미국의 자료는 HFIR을 이용한 thermo-physical 물

성연구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지금까지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포함하여 향후 미국을 비롯하여, 네덜란드(2002년도 

database 가입신청), 일본, 국으로부터 제공될 현재 각국이 수행중인 고온, 고조사량 조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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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결과를 고려하여 볼 때 IAEA database는 KAERI HTGR과제수행에 필요한 유용한 자료를 

많이 제공하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재 네덜란드 HFR Petten에서 수행중인 RAPHAEL 

(EU 고온가스로 건설사업) project 관련하여 수행 중인 고온, 고조사량 조사시험 자료(∼950℃, 

25-30dpa)(HTR-M, HTR M1, EU FP-5 자료포함) 및 GIF VHTR Materials and Component 

PMB에서 수행예정인 흑연공동연구결과도 입력될 예정이다.  

    

(나) IAEA 흑연 DB 분석 및 활용

  

현재 DB 자료 제공국이 Unclassified, Restricted, L2 Restricted(Level 2 Restrict) 가운데 

하나를 지정하여 자료의 DB 등급을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대부분의 자료들이 사실

상 사용을 제한 받는 R 및 L2 R 로 분류되어 있다. 이들 자료는 사용 시 자료제공자의 사용허

가를 개별적으로 얻도록 되어있다.  현재 steering committee에서는 DB 활용을 제한하는 불필

요한 R 및 L2 R 분류자료들에 대하여 재분류 작업을 수행하여 더욱 많은 자료들이 자료제공

자의 허락 없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NHDD과제가 본격적으로 설계를 시작하게 

되는 3 - 4 년 후에는 보다 전향적인 조치 하에서 많은 자료들에 대한 분석 및 자료가공작업

이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가입에 따른 의무사항

DB membership 에 가입하게 되면 다음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 현재 유효한, 그리고 향후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DB Working Arrangement,         

        article 3.3 (membership) 및 4 (Responsibilities)항을 준수하겠다는 약속.

2)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혹은 미래에 확보될 유용한 자료들을 IAEA DB에 제공하겠다는   

       약속(년 1 회 이상).

3) IAEA가 DB 관련하여 직접 연락할 사람(liaison officer)과 DB Technical Steering      

       Committee 회의에 참석할 committee member 지정.  

2002 년 이후 steering member 들과의 접촉을 통하여 국내 현실(흑연생산시설 및 흑연감

속로 없음)을 감안하여 의무사항 (2)의 “유용한 자료”로서 중성자조사자료 대신 “가속기 이온

조사자료”제공키로 합의하 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2003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가속기

를 이용한 원자로 급 흑연 조사효과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며 매년 그 결과를 IAEA 흑연 DB 

steering committee가 주관하는 International Nuclear Graphite Specialist Meeting 에 발표하

고 있다.  IAEA DB 가입을 위하여 2002 년 이후 수행한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2002. 10. 15 - 23 : 제 4 차 DB Steering Committee, Observer 참석

                   • KAERI 고온가스로 계획 소개

                   • Nuclear Graphite DB 가입문제 협의. 이온조사자료 제공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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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9. 3 - 4 : 제 5 차 DB Steering Committee, Observer 참석

                •한국의 DB가입에 따른 이온조사자료 입력제의 수락

                • “유효한 흑연 조사자료 제공” 문제 해결

- 2004. 9. 11 - 18 : 제 6 차 DB Steering Committee (Observer) 및 제 5 차           

                             International Nuclear Graphite Specialist Meeting (INGSM-5)  

                             참석

                      • “이온 조사된 원자로 급 흑연 산화특성연구” 발표

                      • 이온 조사 자료의 유용성 확인(산화연구, 탄성계수 변화        

                              연구)

- 2005. 5 - : • 가속기 이용한 흑연 조사손상(효과) 연구를 통하여 유효한 이온         

                     조사자료 확보. DB 가입 신청.

- 2005. 7. 18  : • IAEA DB Membership 가입 승인. 

                •IAEA DB Steering Committee Member 및 Liaison officer : 지세환 

(라) 향후 계획

IAEA 흑연 DB 관련 수행계획은 다음과 같다.

- 국내 “IAEA 흑연 DB 이용자 Group” 결성 및 DB 이용연구 활성화 추진 설계(KAERI,  

      KOPEC), 규제(KINS, MOST), 흑연부품가공 및 제작(국내가공 및 제작업체), 연구      

      (KAIST, KAERI, KIST, 대학 등)

- IAEA DB 가공 및 검증능력 배양. Modelling기술개발

- 중장기 IAEA DB 입력자료 확보연구 수행 (가속기이용연구 등)

- 현재 진행 중인 고온, 고 조사시험(GIF, EU HTR-M-5, 6, ORNL, JAERI 등)결과 조기  

      확보 및 제공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적극 참여. 

(2) 원자로 급 흑연 특성자료  (Web DB)  

(가) 시스템 설계

① 개발 & 실행 환경

구현 언어: ASP.NET, C#

OS: Windows XP Professional with .NET runtime

디스플레이: 1024x768 or 1280x1024 (32bit 컬러)

데이터베이스 : MS SQL Server 2000

②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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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로그램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Material 정보 입력 메뉴 : Raw Material, Material 정보를 입력한다. 

Property 정보 입력 메뉴 : Physical, Chemical, Mechanical 속성 정보를 입력한다. 

Property value정보 입력 메뉴 : Property 정보 입력 창에서 입력된 속성들에 대해 속성   

                                   값을 입력한다.

Property value정보 입력 메뉴 (Bulk): 하나의 속성에 대해 속성 값을 파일로부터 다수 개  

                                         를 읽어드리도록 한다. 

Property Query 메뉴 : 입력된 정보에 대해 질의하여 테이블 형태로 디스 플레이한다. 

③ 데이터베이스 설계

본 프로그램은 물성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데이터베이스는 SQL Server 2000에

서 개발되었으며 C# 구현 파일에서는 Stored Procedure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연산을 수행한

다.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표 3.2.3-1)을 그림 3.2.3-1에 나타내었다.

데이터베이스 접근은 Stored Procedure를 사용한다. 사용되는 Stored Procedure는 표 

3.2.3-2와 같다.

(나) 사용자 인터페이스

① Material 정보 입력 메뉴

본 화면(그림 3.2.3-2)에서는 Raw Material정보와 Material정보를 입력한다. 입력된 정보는 

화면에 리스트 형태로 보여 지며 자료를 입력하고 삭제하는 기능이 제공된다. Material정보는 

Raw Material에 의존적이어서 하나의 Raw Material을 선택하면 그에 해당하는 Material정보

만 출력된다.

② Property정보 입력 메뉴

속성 카테고리는 물리적 특성(Physical), 화학적 특성(Chemical), 기계적 특성(Mechanical)

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각각의 속성 카테고리에 대해 속성 정보를 입력한다. 현재 입력된 속

성 목록을 보여주며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기능이 제공된다. Property정보입력 메뉴를 그림 

3.2.3-3에 나타내었다. 

③ Property value정보 입력

Property value정보 입력 화면을 그림 3.2.3-4에 나타내었다. 위쪽에 Raw Material, 

Material, Irradiation Temperature, Irradiation Fluence를 입력하는 4개의 ListBox가 있다. 

Raw Material, Material은 이미 Material 정보 입력 메뉴에서 입력된 정보들이 보여 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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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adiation Temperature, Irradiation Fluence는 직접 입력한다.

 속성 보기 버튼을 누르면 현재 입력된 값들에 대해 Physical, Chemical, Mechanical속성 

정보가 목록 형태로 출력된다. 각각의 속성 정보는 Property 정보 입력 메뉴에서 이미 입력된 

것이며 Edit 버튼을 통해 속성 값, 에러범위, 참조인덱스 정보를 갱신할 수 있다. 입력한 후 

Save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정보가 반 되며 Cancel 버튼을 누르면 입력된 정

보는 무시된다.

④ Property value정보 입력 메뉴 (Bulk)

기본적으로 기능은 Property value정보입력의 기능과 같으나 입력할 정보가 다수 개 일 때 

사용하는 기능이다. Property value정보입력과 마찬가지로 4개의 파라미터를 입력하고 세 개의 

속성 카테고리 중 하나를 선택하고 ListBox에서 속성을 선택한다. 마지막으로 입력할 속성 정

보가 담긴 파일의 위치를 지정한 후 Load 버튼을 누른다(그림 3.2.3-5).

 속성 정보 파일은 다음의 형식을 따라야 한다.

<속성 값>,<에러범위>,<참조인덱스>

예) 15.1, 1.2, 1

    14.2, 1.5, 2

⑤ Property Query 메뉴

입력된 정보에 대해 질의하여 테이블 형태로 출력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정보입력 메뉴와 

마찬가지로 질의할Raw Material, Material정보를 입력하고 Irradiation Temperature, Irradiation 

Fluence는 직접 입력하는데 둘 중 하나는 범위 값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Irradiation 

Temperature에 대해 범위 값이 지정되면 Irradiation Fluence범위 값을 지정할 수 없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으로 출력하고 싶은 속성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속성들을 선택한다. 

질의 버튼을 누르면 아래에 테이블 형태로 질의 결과가 출력된다. 질의 결과를 출력하고 싶은 

경우 인쇄 버튼을 누르면 인쇄할 수 있다. 그림 3.2.3-6에 Property Query메뉴를 나타내었다.

(3) 장비구축 및 기초실험

(가) 산화   

     

① 산화시험 장비 구축

ORNL 주관 ASTM Round Robin Test (Standard Test Method for Oxidation Rate for 

Manufactured Carbon and Graphite in Air)를 위하여 산화시험기를 설계 제작 하 다 

[3.2-68]. 산화시험기는 산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가스 공급 장치, Furnace와 산화에 따른 무

게 변화 측정을 위한 측정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가스 공급 장치는 공기와 질소, 헬륨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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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하며 공급량은 유량계(flow meter)를 이용하여 측정 및 조절이 가능하다. Furnace는 

1200℃까지 사용가능하며, 내부의 튜브 재질로는 Inconel 601을 사용하 다. 무게측정은 

Furnace의 윗부분에 설치된 전자저울(analytical balance)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며, 측정된 결과

는 전자저울과 연결된 컴퓨터에 저장된다. 그림 3.2.3-7에 산화시험기의 모습을 나타내었으며 

그림 3.2.3-8에 furnace 설계도를 나타내었다. 

시험기는 ASTM의 관련 규격에 따라 제작 되었으며, 자세한 사양은 아래와 같다. 

- furnace : vertical tube type을 사용하며 최대 사용온도는 1200℃ 

          튜브의 재질은 Inconel계열사용. 

          길이 26 1/2 inch, 직경 : 2 1/2inch schedule 40.

- furnace controller : 3 zone PID(proportional-integral-derivative) control

- 공기 공급 장치 (Gas supply) : regulator, desiccant column, flow meter로 구성

- 저울 : 200g capacity, +- 0.001g resolution.

- platinum basket : R type thermocouple wire 

② 원자력 급 흑연 산화시험

공기 중에서의 탄소 및 흑연의 산화율 계산을 위한 표준 (ASTM, Standard Test Method 

for Oxidation Rate for Manufactured Carbon and Graphite in Air) 결정을 위한 Round Robin 

Test는 900℃ 미만 온도에서 흑연 및 탄소의 산화율을 계산 하기위하여 아래와 같은 시험 절차를 따른

다.  

1) 시편의 직경 및 높이측정

2) furnace의 온도 및 공기주입량 안정화

3) furnace의 내부에 장입된 wire basket의 무게측정

4) 시편 장입 후 wire basket과 시편의 무게측정

5) 시간에 따른 무게 변화측정

6) 85%까지 무게 감소 후 실험정지

7) 시편 제거

시험에 사용된 시편형상은 직경 1inch, 높이 1inch의 원통형 시편을 사용하 으며, 그림 

3.2.3-9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ASTM에서 제시한 시험절차에 따라 IG-11, IG-110, IG-430(Toyo Tanso, 

Japan 제공) 원자력 급 흑연에 대한 산화시험을 수행하 으며, 각 흑연재질에 따른 산화 율을 

계산하 다. 각 재질에 따른 산화 율은 표 3.2.3-3에 나타내었다. 시험은 각 시험온도에서 

4L/min의 유량으로 공기를 주입한 환경에서 이루어졌다.

IG-11의 산화속도가 다른 grade에 비해 거의 모든 온도 역에서 높으며, grade별 산화율

의 차이는 저온 (600℃)에서 고온 역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이는 흑연내의 불순물이 산화 속

도를 증가 시키는 향이 저온 역에서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흑연의 불

순물 함량 : IG-11: 200ppm, IG-110, 430: 10ppm)[3.2-69]

산화 실험 후 시편에 대한 주사전자현미경(SEM)을 이용한 표면관찰 수행하 으며,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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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10 에 IG-110 흑연의 시험 온도에 따른 표면을 나타내었다. 600℃ 시험 후 관찰 결과 시

편의 표면은 초기 표면(polishing 후 매끄러운 부분)이 관찰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편의 초기 

형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시편의 표면뿐만 아니라 시편의 내부에서도 산화가 일어난 것을 

보여주며, 흑연 내부로의 산소 확산이 일어난 것을 유추할 수 있다. 700℃ 이상 온도에서 실험

된 시편의 표면에서는 coke particle이 노출 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③ He 분위기 산화시험

Pure Helium에 5% Air를 첨가한 분위기(유량:4L/min)에서 IG-11, IG-110, IG-430, 

NBG-18의 산화율을 측정하 다. IG-11은 271.76의 산화율을 보여 다른 grade 보다 빠른 산화

속도를 나타냈으며 IG-110은 264.21, IG-430은 261.86, NBG-18은 266.70로 서로 유사하 다. 

각 grade에 대한 산화율은 표 3.2.3-4 에서 비교하 고, 산화가 이루어진 후의 시편의 형태는 

IG-11과 IG-110의 시편이 시험전의 형태와 좀 더 가까운 형태를 띠었으며, IG-430과 NBG-18

은 전체 체적이 많이 줄었음 알 수 있었다 (표 3.2.3-5). 산화 후 시편의 표면을 관찰해본 결과 

(그림 3.2.2-34) 매끄러운 형태 그대로 유지하 다(그림 3.2.3-11) [3.2-70,71].

(나) 파괴인성                     

① 시험 장비 구축

취성재료인 흑연은 소성변형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흑연 내부의 기공과 같은 결함에 의해

서 파괴인성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원자력 급 흑연의 내부에는 매우 많은 기공

들이 존재하며, 바인더로 존재하는 pitch 와 필러로 존재하는 cokes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적인 세라믹상의 취성파괴와는 다른 거동을 보인다. ASTM에서는 이러한 원자력 급 흑연

의 파괴거동 및 파괴인성 값의 측정을 위하여 Round Robin Test를 준비 중이다. 본 연구에서

는 파괴인성 측정에 대한 ASTM규격 확정을 위한 Round Robin Test에서 요구하는 실험장치 

및 시험용 jig, 예비 시험용 시편을 설치 및 제작 완료 하 다.

그림 3.2.3-12는 파괴인성시험용 재료 만능시험기(INSTRON 5867) 및 파괴인성 시험용 jig 

를 보여주며, 그림 3.2.3-13은 시편의 형상을 보여준다.

          

② 파괴인성 측정

ASTM Round Robin Test에서 제시된 규격에 따라 SENB(Single edge notched beam)시

편을 이용한 3점 굽힘 시험을 통해 원자력 급 흑연의 파괴인성 값을 구하 으며, 시험재료는 

IG-11 흑연이었다. 흑연의 강도가 낮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5kN의 load cell 

을 사용하 다. SENB시편은 노치 끝의 곡률반경은 0.1mm이하로 가공되었다. 시편의 길이는 

200mm, 높이는 20mm, 지지축간 거리는 160mm이다.

균열의 진전에 따른 하중의 변화 및 전위차의 변화를 그림 3.2.3-14(a)에 나타내었다. 그림

에서 화살표는 균열의 시작점을 나타내고, 이동식 현미경을 통해 관찰한 결과와 비교해보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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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3.2.3-14(b)에서 볼 수 있듯이 전위차가 아주 미세하기 증가하기 시작하는 부분에서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하 다. 균열의 발생 후에도 계속 하중이 증가 하다가 급격하게 하중이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하중이 불연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런 현상은 균열이 코크입자들

에 의해 진행이 방해받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또한 균열 선단에 발생하는 미세균열과 주 균열

이 연결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균열의 시작점에서의 하중 값을 이용하여 ASTM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음 식으로부터 파괴인성 값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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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XRD 

① ASTM X-ray Diffraction Round Robin Test

X-ray diffraction은 탄소로 이루어진 재료의 구조를 분석하는 가장 유용한 방법이며,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탄소로 이루어진 재료는 크게 amorphous, turbostratic, 

crystalline으로 나눌 수 있다. X-ray시험 결과는 탄소의 높은 x-ray투과성과, 높은 방위도

(high orientation)로 인해 실험방법 및 실험 장치 등의 인자에 의해 오차를 가지는 경우가 많

은 것으로 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탄소 재료의 X-ray diffraction특성으로 JSPS 및 ASTM

에서는 절차의 표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graphitic-carbon재료에 대한 X-ray diffraction data수집 및 분석 방법 확립을 위한 ASTM 

Round Robin Test에 참여하 다. Round Robin Test를 간략히 요약하면 흑연시료에 대한 

X-ray diffraction data(Bregg-Brenntano)수집 및 Rietveld법을 이용한 data 분석으로 이루어지

며, 특히 002, 004, 110, 100peak등에 대한 profile fitting, lattice parameter, crystallite size계산 

등으로 이루어진다.  

② X-ray Diffraction 시험

Oakridge National Laboratory에서 제공된 3종류의 흑연 시료에 대한 XRD분석 작업 수행

하 으며, 시료는 PCEA, SS, SE 세 가지 종류의 분말 형태 시편을 as-received, 재 분쇄 후 

sieving(325 mesh sieve 사용)을 통하여 추출한 입자크기 45μm를 사용하 다. 실험절차 및 실

험 조건은 ASTM RRT절차에 따라 수행하 다. Bregg-Brentano방법을 이용하여 시험 하 으

며, 그 조건은 표 3.2.3-6에 정리하 다. 시험 전 흑연 분말의 형태를 그림 3.2.3-15에 나타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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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received 시료와 45μm 크기의 시료의 XRD분석을 수행한 결과, SE시편을 제외하고는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하 으며, ORNL로부터 제공된 흑연 시료들의 격자상수는 

0.24nm(a-축), 0.67nm(c-축)이다. Crystallite size는 시료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 결과는 표 3.2.3-7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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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1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테이블 이름 설명

RawMaterialInfo Raw Material 정보를 저장한다.

MaterialInfo Material 정보를 저장한다. RawMaterialInfo에 의존성을 가진다.

Properties 모든 속성 정보를 저장한다. MaterialInfo에 의존성을 가진다.

ChemicalProp Chemical 속성 정보를 저장한다.

PhysicalProp Physical 속성 정보를 저장한다.

MechanicalProp Mechanical 속성 정보를 저장한다.

표 3.2.3-2 Stored Procedure

Stored Procedure 설명

SelectProperties
속성 이름, 속성 값, 에러 범위, 참조 인덱스를 

리스트 형태로 리턴한다.

InsertProperty 새로운 속성 값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다.

QueryProperties_FluenceRange
특정 범위 안에 입력된 Irradiation Fluence 리스

트를 리턴한다. 

QueryProperties_Temperature

Range

특정 범위 안에 입력된 Irradiation Temperature 

리스트를 리턴한다.

QueryPropertyValue 질의 결과를 리턴한다.

표 3.2.3-3 온도에 따른 흑연 grade 별 산화 율

Temperature

Oxidation Rate(g/hour·㎡)

Graphite Grade

IG-11 IG-110 IG-430

600℃ 4.10 1.62 1.90

700℃ 63.21 53.25 28.43

800℃ 218.18 182.56 211.78

900℃ 284.44 299.30 26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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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4 Graphite grade에 따른 Oxidation Rate

Temperature

Oxidation Rate(g/hour·㎡)

Graphite Grade

IG-11 IG-110 IG-430 NBG-18

950℃ 271.76 264.21 261.86 266.70

표 3.2.3-5 Graphite grade에 따른 산화 전 & 후의 geometric의 변화

sample 

identification
Weight (g) Length (mm) Diameter (mm)

Area for 

Oxidation 

(sqm)

산화 전 IG-11 25.461 25.448 25.478 3.0541E-03

         IG-110 25.300 25.472 25.456 2.9762E-03

         IG-430 25.658 25.432 25.423 3.0471E-03

         NBG-18 26.599 25.442 25.424 3.0488E-03

산화 후 IG-11 20.032 24.096 23.852 2.7176E-03

         IG-110 20.232 24.012 24.014 2.7173E-03

         IG-430 20.505 23.608 23.504 2.6186E-03

         NBG-18 21.269 23.856 23.668 2.667E-03

표 3.2.3-6 시험조건

흑연 분말 as received, 45μm

X-ray source CuKα

전류 및 전압 40 kV, 30mA.

Count and Step Size 0.02
o
/10sec

Internal Standard Si(SRM640c, NIST) 20% 첨가

Scan Range 10-120 2-th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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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7 PCEA, SS, SE XRD 분석 결과

Sample hkl
2θ

( ° )

FWHM 

( ° )

La

( nm )

Lc

( nm )

Lattice 

parameter

( Å )

Rwp

( % )

χ2

PCEA

(as 

received)

Graphite

002 26.416 0.2376 42.4795

2.4597(3)

6.7330(2)

13.00 2.99

004 54.410 0.4466 22.7721

100 42.376 0.2259 46.5888

110 77.535 0.1758 80.8945

Si_ref.

111 28.418 0.1044

5.431195
220 47.276 0.0987

311 56.095 0.0975

331 76.345 0.1064

PCEA

(325 

mesh 

sieved)

Graphite

002 26.438 0.2373 42.5480

2.4588(8)

6.7315(3)
11.88 2.40

004 54.456 0.3944 25.9754

100 42.391 0.1670 70.2774

110 77.568 0.1682 86.9227

SS

(as 

received)

Graphite

002 26.458 0.1688 68.3594
2.311(24)

6.7193(2)
14.98 4.41

004 54.561 0.2233 49.4371

100 42.428 0.1965 55.7247

110 77.493 0.2042 64.9351

SS

(325 

mesh 

sieved)

Graphite

002 26.447 0.1506 83.5374

2.529(13)

6.7164(2)
14.55 4.23

004 54.549 0.1970 58.0140

100 42.373 0.1590 75.9415

110 77.487 0.1413 121.7183

SE

(as 

received)

Graphite

002 26.419 0.2580 38.4289
2.4592(6)

6.7363(3)
11.28 2.44

004 54.415 0.4046 25.2750

100 42.383 0.2993 33.5045

110 77.551 0.1589 95.9352

SE

(325 

mesh 

sieved)

Graphite

002 26.416 0.2713 36.2073

2.4595(4)

6.7368(3)
12.37 3.06

004 54.410 0.4544 22.3621

100 42.378 0.2776 36.4863

110 77.541 0.1945 69.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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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 시스템 스키마

RawMaterialInfo

PK RawName

ChemicalProp

PK PropName

PhysicalProp

PK PropName

MechanicalProp

PK PropName

MaterialInfo

PK MatName

FK1 RawName

Properties

PK PropType
PK PropName
PK RefIndex
PK Temperature

PropValue
ErrorBound

FK1 MatName
Fluence

그림 3.2.3-2 Material정보 입력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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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3 Property 정보입력 메뉴

그림 3.2.3-4 Property value 정보입력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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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5 Property value 정보입력 메뉴 (Bulk)

그림 3.2.3-6 Property Query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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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7 흑연 산화시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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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8 산화시험기 내부 설계

2 ½” Sched. 40 inconel

pipe
26 ½” long   

4 s tandard lite rs /minute d ry 
air

Sample in center of furnace
Long itudinally &  Rad ia lly

Middle Contro l 
Thermocouple

Middle Heated 
Zone

Top Heated 
Zone

Top Contro l 
Thermocou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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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ocou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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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Contro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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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9 산화시험용 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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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0 IG-110 흑연 표면관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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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1 Graphite IG-11, IG-110, NBG-430 시편의 산화 

전&후의 SEM photography(x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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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2 파괴시험용 jig 및 파괴인성시험장치

             

그림 3.2.3-13 파괴 시험용 SENB 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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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4 (Left) The load vs. load-point displacement curve, (Right) DCPD를 

이용한 voltage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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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5 PCEA 흑연분말 주사전자현미경 관찰 결과(silicon standard 첨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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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온금속재료 

(1) Mod.9Cr-1Mo강의 크리프 특성 현황분석

Modified 9Cr-1Mo강의 고온 크리프 특성을 파악하고자 문헌 등에 게재된 자료들을 수집/

정리하 다. 일본의 NIMS (구 NRIM)에서 발간한 data sheet를[3.2-61] 중심으로 체코의 

Academy of Sciences와 이탈리아의 CRAM에서 생산한 자료들을[3.2-72] 함께 정리하 다. 

NIMS에서 시험한 tube 형태 시편과 이탈리아 및 체코에서 시험한 재료의 화학 조성을 표 

3.2.3-8에 나타내었다. NIMS에서 시험한 시편의 제조 이력은 표 3.2.3-9에 나타내었다. 체코의 

Academy of Science에서 시험한 재료의 열처리 조건은 1060℃/1hr/air + 750℃/2hr/air + 60

0℃/6hr이며, 이탈리아의 CRAM에서 시험한 재료의 열처리 조건은 1040℃/4hr/air + 760℃

/4hr/air이다. 체코 시편은 판상에서 채취한 시편이었으며, 이탈리아 시편은 외경 343mm, 두께 

74mm 튜브에서 채취한 시편이다. 

그림 3.2.3-16∼3.2.3-18에 각각 550℃, 600℃, 650℃에서의 크리프 파단 강도를 나타내었

다. NIMS에서 시험한 판상 시편인 MgA와 MgB 시편의 크리프 파단강도가 모든 시험온도에

서 다른 시편에 비해 낮았으며, 그 외 다른 시편들은 거의 유사한 크리프 거동을 보이고 있었

다. Modified 9Cr-1Mo강의 600℃, 10만 크리프 파단 강도는 약 80MPa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화학조성, 제조공정, 열처리 조건 등에 따라 크리프 파단 강도는 어느 정도 변화

할 수 있다. 그림 3.2.3-19∼24에는 NIMS에서 시험한 튜브 형태 시편의 크리프 특성을 나타내

었고, 그림 3.2.3-25∼30에는 판상 형태 시편의 크리프 강도와 연신율을 나타내었다. 크리프 시

험 온도에 따른 변화를 보면 600℃ 이하에서와 600℃ 이상에서의 크리프 파단 강도 그래프의 

기울기가 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600℃ 이상에서 크리프 변형되면 크리프 수명이 더욱 감

소할 것이 예상된다.

(2) 고온배관용 슈퍼알로이 재료의 고온강도 현황분석

고온가스로의 중간열교환기와 고온가스배관에 사용되는 재료는 950℃정도의 고온에서 노

출되기 때문에 니켈합금을 기지금속으로 하는 슈퍼알로이가 사용되고 있다. 이들 구조물에 사

용되고 있는 재료는 일본에서는 Hastelloy X을 개량한 Hastelloy XR, 유럽에서는 Alloy 617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Hastelloy XR은 크리프성질이 Alloy 617은 He 분위기에서 부식성질이 좋

지 않기 때문에 Haynes 230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 재료중에서 현재까지 ASME에 등재된 재

료는 없지만 Alloy 617의 경우는 Draft가 제시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들 재료중에서 국내 고온

가스로에 적용하기 위한 최적의 재료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물성과 기계적 특성이 필

요하다.

(가) 고온배관 구조와 사용조건

고온가스배관은 노심과 열교환기를 연결하는 원통형의 관이며 노심과 연결되기 때문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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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온도와 같은 고온에 노출된다. 고온가스배관의 자세한 구조는 일본의 HTTR의 경우는 그림 

3.2.3-31에 중국의 HTR-10의 경우는 그림 3.2.3-32에 나타내었다. 고온가스로 배관은 2중배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내부에는 고온의 He가스가 흐르게 되고 외부에는 저온 He가스가 흐르

는데 온도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와 외부 관사이에 단열층이 있다. 일본 HTTR의 경

우 고온가스배관 고온의 liner 튜브쪽으로 흐르는 He가스의 온도는 950℃, 흐르는 속도는 2∼

4kg/s, 압력은 10∼40bar정도이고 저온의 바깥쪽에서 흐르는 He의 온도는 50∼400℃, 흐르는 

속도는 1∼4kg/s, 압력은 10∼40bar 정도이다. 고온가스배관에 사용되는 재료는 표 3.2.3-10에 

나타내었는데 고온쪽에서는 Hastelloy X와 XR인 슈퍼알로이가 사용되고 있다. 중국 HTR-10

의 경우 설계온도는 liner 튜브는 950℃, inner 튜브는 350℃이다. Liner 튜브의 두께는 3 mm

이고 재료는 Ni을 기지금속으로 하는 GH3128이다. 중국의 HTR-10의 경우는 고온가스배관을 

Safety Class 3과 Seismic Class 1으로 분류하여 설계하 다. 단열층에는 세라믹 섬유를 사용

하는데 재질은 SiO2 와 Al2O3가 혼합된 것을 사용한다. 

(나) 고온배관 구조재료 요건

고온가스로에 적용하기 위한 후보재료의 선택에서는 장시간의 크리프특성, 구조안정성, 제

조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이러한 특성을 만족하면서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재료로서 

Ni을 기지금속으로 하는 고용강화 금속이 선택되었다. 이러한 재료를 검증하기 위해서 많은 연

구들이 필요한데 중요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3.2-76].

- 모재와 용접부의 크리프특성

- He과 금속의 반응속도와 확산속도

- 가동조건과 유사한 상황에 장시간 노출하 을때 기계적, 물리적 성질의 변화 (특

히 수명말기의 연신율)를 결정 

- 고주기 및 저주기 피로시험

- 가동환경에서 기계적, 물리적 특성에 미치는 고온 부식의 향

- 균열의 생성과 전파에 환경이 미치는 향을 파괴기구적으로 평가

- 크리프-피로 상호작용

- 파괴인성 평가

- Fretting, friction. wear

- 1000℃까지 적용할 수 있는 설계코드 개발

- 구성방정식의 개발

- 잔존수명 예측과 손상평가

- 다축응력상태와 복잡한 형상의 구조물의 특성을 간단한 모델로부터 평가

- 수소와 삼중수소의 permeation

- 코팅기술의 개발

- 유지와 보수를 위해서 제염방법의 개발

- 중성자조사의 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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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물의 비파괴검사 절차와 기술개발

- 용접성, 용접후나 용접전 열처리 조건 개발

고온가스로에 사용하기 위한 새로운 재료를 개발하고 검증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

요되기 때문에 고온가스로에 사용하기 위한 재료는 우선적으로 가능한 상용강 중에서 선택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 상용강들을 고온가스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공성과 

용접성이 좋아야 하고 고온크리프, 피로강도, 부식특성, 고온 중성자특성 등이 우선 보장되어야 

한다. 기존의 상용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식특성 향상과 크리프 특성 향상에 주안점을 두게 

되는데 주로 미량원소 최적화와 Mo, W를 첨가한다. 

(다) 인장강도

고온 기초물성 평가에서 우수한 인장강도 및 연신율을 보 던 Alloy 617에 대하여 인장자

료와 크리프 자료를 문헌조사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한 내용을 기술한다. Alloy 

617의 설계에 사용될 고온 인장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하여 문헌조사를 통하여 수집하고 디지

타이징 (digitizing)하여 파일화하 다. 수집한 자료는 유럽에서 구축한 EU-JRC의 Alloy-DB 

자료[3.2-77], 슈퍼알로이의 제조 전문업체인 미국 Inco 사[3.2-78]와 Haynes 사[3.2-79]에서 생

산한 자료 그리고 당 연구실에서 생산한 실험자료 등이다. 이들 자료를 통합하고 통계적 처리

를 수행하여 Alloy 617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는 고온인장 설계 강도를 곡선을 만들어 고온가

스로의 개념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얻었다.

Alloy 617 (UNS N06617)은 Ni-Cr-Co-Mo의 고용강화 합금으로 980℃이상에서도 고온강

도, 산화, 부식에 우수한 성질을 갖도록 한 초내열 합금이다. 화학조성의 범위는 표 3.2.3-11에 

나타낸 것과 같다. 재료의 미세구조와 석출은 열적 기계적 이력과 미량원소인 Si, Mn, Ti, Al, 

B, Zr, N, C 등에 향을 받는다. Al은 Cr과 함께 고온에서 산화저항성을 좋게 하고, Co과 Mo

은 고용강화 효과를 얻도록 하기위해 첨가된다.[3.2-78] 고온 강도 물성 자료는 다른 슈퍼알로

이에 비하여 많이 보고되고 있다. Alloy 617 Draft Code Case[3.2-80]에는 982℃ 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온도에 따른 항복강도 자료들을 얻을 수 있으며, 또한 설계를 위한 여러 허용응력강

도 자료들이 Alloy 617 Draft Code Case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Alloy 617 Draft Code에 

보고되고 있는 자료들은 제한된 물성자료와 단시간 실험 자료를 근거로 하여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초고온가스로의 설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고온 실험 자료들이 추가 보완되

어야 하며, 향후 정식 고온 설계코드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림 3.2.3-33 및 34는 Alloy 617의 항복강도, 인장강도, 연신율에 대한 Alloy-DB, Inco 사, 

Haynes 사, 그리고 당 실험실의 인장 데이터를 모두 한 그래프에 통합하여 온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항복강도, 인장강도 및 연신율 데이터 값들은 각 사별에 따라서 약간

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라도 전체적으로 하나의 변화 경향을 분명히 잘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3.2.3-35의 연신율의 950℃ 데이터의 경우 데이터의 개수가 21개로 매우 많으며 

데이터의 산포 정도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들 21개의 모든 데이터에 대

하여 확률분포(probability distribution) 구조를 조사한 결과, 그림에 보인 결과에서처럼 3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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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는 다른 데이터와 달리 정규분포를 잘 따르지 않고 있음이 확인 되었다. 따라서 3개의 튀

는 데이터는 신뢰성이 없는 데이터로 확인이 되므로 자료 분석에 빼는 것이 타당하다. 일반적

으로 재료의 기계적 특성 데이터는 정규분포를 잘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 고온가스

로 후보재료에 대하여 고온 물성자료가 많이 수집․축적이 되면 신뢰성이 있는 설계응력 자료

를 얻기 위해서 데이터의 통계적 처리를 수행하고 확률분포 구조를 조사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고온가스로의 재료 설계에 신뢰성이 있는 자료가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2.3-36∼38은 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에 대한 각각의 모든 데이터에 대하여 표

준편차(standard deviation, σ) 값을 구하고 1σ, 2σ, 3σ일 경우의 결과로 부터 보수성을 갖는 설

계곡선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표준편차는 다음 식(3.2.3-1)로 부터 계산이 되었다. [3.2-81]

σ= ∑
n

i=1
(X i- X)

2
/(n-1) (3.2.3-1)

본 결과에서 얻은 보수성을 갖는 1σ, 2σ, 3σ의 곡선은 모든 데이터에 대하여 가장 잘 맞는 

회귀곡선(regression curve)의 다항식을 얻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표준편차 값을 적용하여 나

타낸 것이다. 구조 설계 시 부품의 안전 정도에 따라서 적절한 곡선을 선택하여 설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ASME B&PV II-PartD[3.2-82]에 대표적인 고온 재료들에 대한 인장강도 물성 값들이 수

록되어 있다. Alloy 617의 경우 ASME에서는 537℃ (1000oF) 까지만 인장강도값이 제시되어 

있다. Alloy 617 데이터와 ASME data를 비교하여 본 결과, 인장 강도 및 항복강도 값은 제조

사의 결과보다 다소 낮은 값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항복강도의 경우는 Draft Alloy 617 Code 

Case에서는 982℃ (1800oF) 까지 제시되어 있는데 이 값을 그림에 각각 나타내어 보면 그림 

3.2.3-36 및 3.2.3-37와 같다.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인장강도는 1σ, 항복강도는 2σ 곡선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ASME에 수록된 강도 데이터 값이 낮은 이유는 설계 시 보수성을 주기 위함이

며, 인장강도의 경우는 평균값보다 10%나 혹은 더 낮은 값으로 만들어져 있다. 특히 항복강도

의 경우는 설계 시 중요한 값이 되므로 보다 큰 안전성을 주기위하여 데이터의 통계적 처리를 

거쳐서 최소값 이하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 크리프 강도  

Alloy 617에 대한 크리프 데이터는 유럽의 EU-JRC에서 만들어진 Alloy-DB 자료[3.2-77], 

초내열 합금의 제조사에서 생산한 자료[3.2-78, 3.2-79], Draft Alloy 617 Code Case 자료

[3.2-65], 그리고 여러 연구자들이 실험실에서 생산한 자료[3.2-83, 3.2-84]들이 있다. 또한 rod, 

sheet, plate, tube등 다양한 제품의 형상에 따라서 생산한 크리프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

다.[3.2-77, 3.2-78] 이들 모든 자료 중에서 Alloy-DB 자료와 연구자의 자료중 (Schubert et al. 

1984, Tanabe et al. 1984, Cook 1984, Schneider et al 1984, Osthoff et al. 1984)에서 Schubert

가 1984년에 논문에 위의 모든 자료를 통한한 자료를 중심으로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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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러나 초내열 합금 제조사 및 Draft Alloy 617 Code Case의 자료는 본 노트에서는 사

용하지 않았다. 이유는 이미 유럽의 Alloy-DB 크리프 자료 및 Schubert 등의 자료가 논문 발

표시 이들의 결과를 인용하 다고 되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또한 이들의 크리프 자료

는 크리프 온도에서 모두 화씨(
o
F)의 결과들이 제시되어 있어서 섭씨(℃)로 제시된 Alloy-DB 

자료와 통합하는데 같은 온도조건이 되지 못하므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림 3.2.3-39는 Alloy-DB 자료의 rod, sheet, plate에 대한 제품의 형상별에 대한 크리프 

결과 데이터를 통합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 보듯이 3가지 제품 형상별에 대한 온도별 데이

터의 분포 결과를 보면 온도별로 분명한 경향으로 분포되며 형상별로 큰 차이를 주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노트의 분석에서는 이들 제품 형상별에 관계없이 모두 데이터를 포

함하여 같이 사용하 다. 그림 3.2.3-40은 여러 연구자등이 문헌에 발표한 크리프 자료

(Schubert et al. 1984, Tanabe et al. 1984, Cook 1984, Schneider et al 1984, Osthoff et al. 

1984)를 통합하여 Schubert가 1984년에 Nuclear Technology에 발표한 논문 자료를 digitiziting

하여 나타낸 것이다.[3.2-83] 크리프 데이터의 온도는 800℃∼1000℃에 대한 것으로 온도별로 

분명한 경향을 가지면서 분포되고 있다. 그림 3.2.3-41는 Alloy-DB 자료와 Schubert의 논문자

료를 통합하여 나타낸 것으로 모든 크리프 파단 데이터는 온도별 경향을 가지며 큰 차이 없이 

분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총 데이터의 개수는 259개로 850℃∼1000℃의 데이터 중에서 약 

104시간 이상의 데이터들도 있다. 그림 3.2.3-42은 수집한 259개 크리프 데이터를 이용하여 라

슨- 러파라메타 (Larson-Miller Parameter, LMP)에 의한 장시간 크리프 수명을 예측하 다. 

라슨- 러 수명 예측식은 다음 식(3.2.3-2)와 같다.

     

P=(T+273.15)[( log 10(α R∙t r+C)] (3.2.3-5)

                                            

여기서 P는 LMP이고, C는 상수, αR은 시간 계수 (time coefficient), tr은 파단시간, T 는 

시험온도(K)이다. C값은 20으로 취하여 계산하 다. 계산결과 얻어진 수명 예측식은 식

(3.2.3-3)의 2차 다항식으로 잘 표현이 되었다.  

σ =1.79874+1.52517E-4 P-5.86764E-9 P2 (3.2.3-3)

라슨- 러에 의한 크리프 수명예측은 모든 데이터를 매우 잘 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 σ, 2 σ, 3 σ의 표준편차에서의 보수적인 크리프 예측곡선을 얻었다.  

수명 예측식에 대한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σ) 값을 구하 다. 1 σ, 2 σ, 3 σ의 곡선은 

모든 데이터에 대하여 가장 잘 맞는 회귀곡선(regression curve)을 기준으로 하여 표준편차 값

을 각각 적용하여 그린 것이다. 구조 설계 시 부품의 안전 정도에 따라서 적절한 보수곡선을 

선택하여 설계에 사용할 수 있다. 본 결과는 크리프 수명 예측 시 보수적인 수명예측을 위한 

곡선이 되며 예로 3 σ를 취할 경우 본 데이터에 대하여 99.7%의 신뢰성을 가지는 안전한 설계

곡선이 된다.  

응력별에 대한 크리프 파단 시간의 예측 방법은 모든 크리프 데이터에 대하여 P를 y축에 

놓고 응력을 x축으로 하여 양대수 좌표로 그리면 식(3.2.3-4)과 같은 다항식이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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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σ)=Ao+A 1 log 10σ+A 1 ( log 10σ)
2 (3.2.3-4)

이러한 응력함수로 나타나는 다항식을 이용하면 역으로 크리프 파단시간을 계산할 수 있

다. Alloy 617의 본 결과에서 크리프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하는 회귀식은 식 (3.2.3-5)과 같은 

2차 다항식이 얻어졌다. 

P=30842.28+1503.98 σ-2332.81σ
2

(3.2.3-5)

이를 이용하여 각 온도 조건에서 시험응력에 따른 크리프 파단시간을 계산한 결과 그림 

3.2.3-43과 같은 온도별 예측 곡선을 얻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온도별 예측곡선의 결

과는 106시간까지 예측한 것으로 실험 결과와 비교적 잘 일치하고 있음을 보인다.  

그림 3.2.3-44은 Alloy 617의 모든 크리프 파단 데이터를 예측 평균 파단시간에 대하여 시

간계수, αR = tR/tr로 나타내면 모든 실험데이터는 y축의 시간계수  αR = 1 에 대하여 계수

(factor) 10의 범위 이내에 모든 데이터들이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안전설계를 

위한 계수는 10으로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tR은 실측치(experimental value)의 데이

터값 이고, tr은 라슨- 러 파라메타식을 이용하여 구한 예측치(estimated value)를 나타낸다. 

그림 3.2.3-45은 크리프 파단시간에 대한 실험값과 예측값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1:1의 대응

관계를 잘 나타내며 모든 데이터는 중심 값으로 부터 계수 10이내에 모두 포함되고 있다. 따라

서 Alloy 617의 크리프 파단 수명의 보수적인 설계를 위해서 최소 설계값은 중심값에 대하여 

계수 10을 적용하면 안전한 설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2.3-46은 각 크리프 데이터의 시

간계수에 따른 파손확률을 통계적 방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파손확률을 구

하기 위하여 시간 t에서 i번째 데이터의 누적분포함수 F(t)의 계산은 데이터수가 많은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 평균 순위법(mean rank estimated)을 사용하여 구하 다.

F (t ) =  
i

n + 1

여기서, n은 총 데이터수, i는 누적 파단 데이터 순번을 나타낸다. 모든 크리프 데이터의 

파손확률을 분석한 결과 Alloy 617은 1차 선형관계를 잘 나타내므로 대수정규분포(lognornal 

distribution)를 잘 따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파손확률과 시간계수의 상관계수는 

99.9%로 매우 높은 관계에 있음을 보 다.  

(마) 피로강도

① Alloy 617

ASME SB-167에 pipe and tube에 관하여 UNS N06617로 기술되어 있는 재료로서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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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Ni-Cr-Co-Mo로 구성된 재료이다. 이 재료는 Huntington Alloy에서 1972년에 제트엔

진의 burner can으로 개발되었다. 이 재료의 특징은 870℃ 이상에서 크리프 강도가 특히 우수

하고, 산화저항성이 크며, 고온에서 장시간 유지해도 인성을 유지하고, 우수한 용접성을 나타낸

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고온가스로의 열교환기에 적용하기에 좋은 후보재료이다. 이 재료

는 고온에서 장시간 사용에 따라서 석출물이 나타나는데 649℃∼1093℃에서 주로 M23C6, 

M6C 탄화물이 석출하고 약간의 Ti(C,N), γ‘가 검출된다. 이러한 석출물들은 상온에서의 항복

강도를 증가시키고 연신율은 감소시키게 된다. 이러한 석출거동에 관하여는 그림 3.2.3-47에 나

타내었다. 

용접성은 양호한 편이며 용접시 Inconel filler metal 617이 gas tungsten-arc, gas-metal 

arc welding에 사용되고 있고, Inconel welding electrode 117이 shielded metal arc welding에 

사용되고 있다. 이 재료는 He 분위기에서 부식특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Alloy 

617에 관한 피로특성을 그림 3.2.3-48에 나타내었다[3.2-86]. 변형범위와 온도의 증가에 따라서 

피로수명이 감소한다. 

② Hastelloy X와 XR

Hastelloy X는 ASME SB-622에 pipe와 tube에 관하여 UNS N06002로 기술되어 있고 고

용강화된 Ni-Cr-Fe-Mo로 구성된 재료이다. 가스터빈엔진의 combustor, transition pieces, 

exhaust-end 부품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1175℃에서 용체화처리후 공기중에서 급속냉각

된 형태로 공급되고 있다. 이 재료는 각 온도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석출되는 현상을 그림 

3.2.3-49에 나타내었다. 기지는 FCC이지만 750℃정도에서 M6C, M23C6이 석출하고 시간과 온

도가 증가하면 σ, μ상이 나타난다[3.2-87, 88].  

Hastelloy X의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미량원소들의 최적화를 통하여 새로운 합금을 개

발하 는데 이 재료가 Hastelloy XR이다. Hastelloy XR의 개선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3.2-73]. 

- 냉각재 He 분위기에서의 내식성의 개량

- 고온강도의 개량

- Co 함유량의 저감화에 의한 핵적적합성 개량

Hastelloy X와 XR 파이프의 경우 화학조성을 표 3.2.3-12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Hastelloy XR은 Hastelloy X와 조성이 비슷하지만 Co 함량을 약간 낮추고 Al과 Ti을 첨가한 

것이 특징이다. 이 재료는 He 분위기에서 부식특성이 개선되었으나 크리프특성이 미흡한 실정

이다. 고온에서의 피로수명의 변화를 그림 3.2.3-50에 나타내었다[3.2-90, 91]. Hastelloy XR의 

피로수명이 Hastelloy X보다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용접방법은 gas-tungsten-arc (TIG), 

gas-metal-arc (MIG), submerged arc 등이 사용되고 있고 용접봉으로는 Inconel welding 

electrode 117과 Inconel filler metal 617이 사용되고 있다. Hastelloy XR의 경우 설계한계를 결

정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는 표 3.2.3-1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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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Haynes 230

ASME SB-622에 pipe와 tube에 관하여 UNS N06230으로 기술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고용

강화와 탄화물로 강화시킨 Ni-Cr-W-Mo로 구성된 재료로서 우수한 고온강도와 부식저항성을 

가진다. 미세구조는 완전한 오스테나이트 구조로서 탄소함량에 따라서 탄화물 (M23C6, MC6)

의 석출량이 차이가 발생한다. 탄화물들은 입계보다는 입내분포를 한다. 고용강화는 원자반경

이 크고 Ni 기지에서 확산계수가 낮은 W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W는 적층결함에너지가 낮아 

전위의 교차슬립을 방해한다. 이 재료는 He 분위기에서 부식특성과 크리프 특성에 관하여 90

0℃이상에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다. 용접방법은 Gas tungsten arc welding (GTAW)과 Gas 

metal arc welding (GMAW), Shielded metal arc welding (SMAW)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GTAW와 GMAW을 위해서 filler wire는 AWS A5.14, ERNiCrWMo-1 (Haynes 230-WTM)

이 사용된다. 높은 입열량 때문에 Submerged arc welding은 사용하지 않는다. Haynes 230에 

대한 피로특성을 그림 3.2.3-51에 나타내었다[3.2-93]. 제품제공형태에 따른 특성중 봉재가 판

재보다 피로수명이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④ 중국에서 사용중인 GH3128

화학조성은 표 3.2.3-14와 같은데 특징은 탄소의 함량을 낮추고 W, Zr, Ce등을 첨가한 것

이다. 기계적 특성은 상온에서 735 MPa 이상, 950℃에서 177 MPa이상이다. 연신율은 상온에

서 40%이상, 950℃에서 40%이상이다. ASME Section II Materials, Part D Properties에는 각 

슈퍼알로이의 온도에 따른 최대허용응력 값을 제시하고 있는데 Hastelloy X의 경우는 899℃, 

8.27 MPa, Haynes 230은 899℃, 10.34 MPa, Alloy 617은 982℃, 5.03 MPa이다. 이들 응력값들

은 Section III, Class 2와 3 부품에 적용되는 값으로 Class 1을 고온가스로에 적용하기 위해서

는 982℃에서의 응력값을 결정하여야 한다. 

(3) 황산분해반응기용 재료의 부식특성 현황분석

수소에너지 이용 시스템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수소 생산이 필요하며, 효율적인 수

소 생산 시스템의 발전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에는 물을 전

기분해하는 방법, 메탄가스를 이용한 수증기 개질법(steam reforming), 요오드와 황을 이용하

는 IS(Iodine-Sulfur)공정 등이 있다. 이중 전기분해법과 IS공정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수증기 개질법에 비해 환경 친화적이다. 물을 전기분해 하는 방식은 많은 전기를 

소모하며, 요오드와 황산을 이용하여 물을 분해 하는 방식은 매우 높은 온도 및 열을 필요로 

한다. 고온 가스로(HTGR)의 고유 안전성과 높은 열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고 수소를 

IS 공정에서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수소 생산법 중 IS 공정이 가장 효

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이유이다. 하지만 IS 공정은 고온에서 황산과 HI등이 사용되는 

강한 부식환경을 동반하고 있다. 이러한 강한부식 환경에서 내식성을 가지는 재료들을 찾고, 

각 재료들의 부식특성을 평가하는 것은 IS 공정을 이용한 수소 생산에 매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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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IS 공정

IS공정은 그림 3.2.3-52에 나타낸 것처럼 3개의 화학 반응(분젠반응, 황산분해반응, HI분해 

반응)으로 구성되어 있다. 

9I2 + SO2 +16H2O → (2HI + 10H2O + 8I2) + (H2SO4 + 4H2O) [120℃]

2HI → H2 + I2  [220-330℃]

H2SO4 → SO2 + H2O +1/2O2  [850℃]

우선 원료인 물을 분젠 반응기에 공급한다. 분젠반응기로부터 나오는 반응 생성물은 2상분

리기에서 황산화합물(경액상), 요오드산화합물(중액상)으로 분리된다. 2상 분리기로부터 나온 

황산화합물은 황산 정제공정에서 그 중에 혼입되어 있는 미량의 HI가 역분젠반응에 의해 제거

된 후, 황산 농축공정에 들어가 외부가열에 의해 황산의 농도가 약 90wt%가 될 때까지 농축

된다. 농축된 황산은 증발공정에서 전량 증발되어, 약 850℃의 황산분해공정에서 이산화황

(SO2), 산소(O2) 및 물로 분해된다. 분해생성물 가운데 산소는 제품으로 사용되며 이산화황과 

물은 모두 분젠반응공정으로 재순환된다. 요오드산 화합물은 HI정제 공정으로 들어가, 여기서 

화합물중에 함유되어 있는 미량의 황산분이 역 분젠반응에 의하여 제거 된다. 황산이 제거된후 

전기투석에 의한 농축공정에서 HI-물의 공비점을 초과하는 온도까지 HI를 농축한다. 공비점을 

초과한 HI-물의 증류에 의한 분리는 용이하기 때문에 계속되는 증류공정에서 탑 정상으로부터 

거의 100% HI가 얻어진다. 여기서 얻어진 HI는 소정의 온도까지 온도를 올려 HI 분해공정에

서 요오드와 수소로 분해되어 수소를 얻을 수 있다. 생성되는 수소는 막분리에 의하여 연속적

으로 추출되며, 요오드는 분젠반응공정으로 또 미반응 HI는 HI분해공정으로 재순환 시킨다.

고온가스로로부터 나온 950℃의 헬륨가스는 중간열교환기에서 2차계통의 헬륨가스에 열을 

전달하고 그 열로서 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얻는다. 고온가스로로부터 열을 직접 받아들이는 것

은 황산분해공정, 황산증발공정 및 HI 분해공정이다. 그 외의 공정으로 열을 필요로 하는 HI농

축, 증류공정 등에서 필요로 하는 열은 온도레벨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고온가스로로부터의 열

을 이용하여 증기를 만들어 증기형태로 각 장소에 공급한다. 종합열효율은 고온가스로의 열출

력, 즉 각 공정에 공급된 총 열량에 대한 수소의 총연소에너지의 비율이며, 기체-액체상변화에 

수반하는 잠열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IS공정은 높은 종합열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 

IS 공정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General Atomics(GA)에서 시작 되었다. 현재는 일본원자

력연구소에서 이러한 요오드, 황산을 이용한 수소생산에 대한 폐사이클 실험에 성공하 으며, 

현재 시간당 50L의 수소를 생산하는 공정 및 기기를 연구하고 있다. 각 제조공정 순서도를 그

림 3.2.3-53에 나타내었다. 제조공정에 필요한 기기는 분젠 반응기와 황산 농축기, 황산 분해기, 

황산 기화기, 요오드 정제기, 요오드산 분해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온가스로 수소제조시스템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안정된 연속운전이 가능할 것과 아울러 

물 전기분해보다 좋은 프로세스 열효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전자에 대해서는 일본

원자력연구소에서 이미 실험실규모의 장치를 사용해서 48시간의 연속 수소제조가 달성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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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현재 수소제조량 50NL/h의 연속 수소제조 시험장치에서 실험이 수행되고 있다. 한편 프로

세스에 투입되는 에너지량에 대한 제품수소 고위발열량의 비율로서 정의 되는 프로세스 열효

율에 대해서는 요오드화수소산의 농축공정 및 분해공정이 열쇠로 되어있다. 요오드화수소산의 

농축공정에서는 요오드화수소산의 공비점을 초과하는 농도까지의 농축에 전기투석법을 사용하

며, 요오드화수소산의 분해공정에서는 분리막을 이용하여 생성수소를 연속적으로 뽑아냄으로써 

평형조건의 제약을 받지 않는 박막반응기(membrane reactor)를 채용하는 방법이 일본원자력연

구소에서 제안되어 시험이 수행되고 있다.

(나) IS 공정 구조재료 

IS 공정을 이용한 수소 생산을 위한 구조재료들에 대한 연구는 주로 고온의 황산 분위기

에서의 부식 시험 및 재료선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IS 공정의 황산분해 사이클은 약 

50wt% 저농도 황산과 98wt%의 순도를 가진 끓는 상태의 액상 황산과 존재하며, 이산화황과 

삼산화황 등이 850℃에서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재료에 대한 연구는 끓는 황산 환경과 이산화

황, 삼산화황 조건에서 실험이 이루어 졌으며, 끓는 황산 환경의 경우 산에 대해 강한 저항성

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진 Fe-Si 합금과 SiC, SiN  등을 주 실험 재료로 사용하 으며, 고온의 

기상 환경에서는 Hastelloy X, Alloy 800 등의 재료에 대한 실험이 이루어졌다. 

끓는 황산환경에서 부식 실험에 사용된 실험 장치를 그림 3.2.3-54에 나타내었다. 실험 장

치는 콘덴서, 플라스크, 히팅멘틀(heating mentle) 등으로 매우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플라

스크 내부에 시편을 넣은 후 히팅 맨틀을 사용하여 가열하 다.

50wt% 끓는 황산 환경의 각 재료의 부식속도 측정 결과를 표 3.2.3-15과 그림 3.2.3-55에 

나타내었다. 100 시간과 1,000시간 침적 시험 결과 SiN 과 SiC, quartz glass, Zr, Ta 등이 낮

은 부식속도를 보 으며, Ta와 Zr의 경우 1,000시간 실험에서도 질량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황산에 대해 저항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진 Fe-Si 합금의 부식실험 결과를 표 3.2.3-16

에 나타내었다. Fe-Si 합금은 실리콘의 함량이 약 15wt%이상에서 황산에 대한 내식성을 보이

기 시작 하 으며 12wt%이하의 실리콘 함량에서는 황산에 대해 부식 저항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합금에서 실리콘 함량이 높아지면 합금은 취성을 가지게 되어 가공 

및 사용에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CVD 방법을 이용하여 적은 양의 실

리콘이 함유된 합금에 실리콘을 코팅하는 방법이 개발 되고 있다. 실리콘의 코팅농도에 따른 

부식속도를 그림 3.2.3-56에 나타내었다. CVD 코팅은 실리콘 합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약 

12wt%이상의 표면 실리콘 농도에서 내식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e-Si 합금의 내식

성은 표면에 SiO2의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산을 물과 삼산화항으로 분해하는 황산 분해공정 구성재료의 부식시험을 위한 실험 장

치를 그림 3.2.3-57에 나타내었다. 실험 장치는 furnace와 황산 용액을 주입하기 위한 펌프, 

quartz glass로 구성되어 있다. 튜브형 furnace의 내부에 quartz 튜브를 장착한 후 튜브 내부에 

황산용액과 질소를 주입하여 실험을 수행하며 삼산화황의 배출은 별도의 알칼리 용액을 통하

여 중화된 후 이루어진다. 황산 분해공정에서의 각 재료별 부식속도 측정결과 표 3.2.3-17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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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11에 나타내었다. 스테인레스 스틸과 니켈 기지 합금에 대해서 실험이 이루어 졌으며 대

부분의 합금이 낮은 부식속도를 가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Hastelloy XR과 Inconel 

600 합금이 낮은 부식속도를 가진다.

HI 분해공정에서 여러 재료들에 관해 부식속도측정을 위한 실험이 수행되었으며 실험에 

사용된 장치는 그림 3.2.3-58과 같다. HI분해 공정에서의 부식속도는  400, 300, 200℃에서 수

행되었으며 (그림 3.2.3-59) SiN, SiC, Ta, Ti, Zr 등이 우수한 내식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3) C/C 복합체 재료의 현황분석

(가) 기초물성 평가

C/C 복합체는 고온가스로의 제어봉 피복관 및 안내관, 상부 노심지지체 블록, 상부 단열

판, 하부 단열재 지지블록, 고온가스배관 라이너 등의 부품으로 적용이 고려되고 있다. SGL, 

Snecma, Toyo Tanso 등 세계적으로 많은 업체들이 C/C 복합체를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

우 DACC에서 항공기의 브레이크 디스크용으로 C/C 복합체를 생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DACC에서 제조한 C/C 복합체와 Toyo Tanso의 원자력급 C/C 복합체의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고온가스로용 구조재로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 방향과 국산화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하 다.

표 3.2.3-19은 DACC의 DACC1 복합체와 Toyo Tanso의 CX-270G 복합체의 기본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DACC1의 경우 CVI 방법으로 기지상을 제조하 고 CX-270G는 pitch 

impregnation & pyrolysis (PIP) 방법으로 제조되었다. 그림 3.2.3-60은 두께가 2.5mm인 곡강

도 시편의 단면 미세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CX-270G 시편은 대부분의 기공이 가로방향에 평

행하게 존재하며 열분해 과정 중 기지상의 수축에 의해 생성된 균열은 두께 방향으로 존재하

고 있다. CVI 방법으로 제조된 DACC 복합체는 수축 균열은 거의 관찰되지 않으며 기공은 가

로 및 두께 방향으로 모두 존재한다. 이 곡강도 시편에서 CX-270G는 10층 이상의 섬유 직물

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DACC는 2층 이하의 직물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는 DACC 복합체의 

경우 bundle 당 320,000개의 섬유로 구성되어 6,000개로 구성된 CX-270G 보다 직물의 두께가 

훨씬 커지기 때문이다. 그림 3.2.3-61은 응력 인가방향이 직물면에 수직일 때의 3점 곡강도 값

을 나타낸 것이다. CX-270G는 평균 곡강도가 127.5MPa 이었으며 표준편차는 3.1MPa로 매우 

작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 DACC 복합체는 평균 곡강도 값은 110.2MPa로서 약간 낮은 값을 

보 으나 편차는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이는 DACC 복합체의 경우 곡강도 시편 내의 직물의 

층수가 너무 작아 시편의 절단 위치에 따라 강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DACC 복

합체에서 곡강도 시편의 크기를 15x5x80mm로 증가시키면 그림 3.2.3-62에서처럼 편차가 줄어

듦을 알 수 있다. 응력인가 방향이 직물면과 평행일 때 곡강도는 CX-270G는 6.1±0.4MPa, 

DACC는 31.9±5.7MPa로 이차원으로 직조된 CX-270G는 매우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2.3-63은 DACC 복합체의 상온에서 1200℃까지의 열전도도를 나타낸 것이다. 

CX-270G의 경우 상온 열전도도는 가로 방향 155, 두께 방향 24W/mK로서 DACC 복합체는 



- 472 -

특히 가로 방향으로의 열전도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비교평가 결과로부터 DACC 복합체의 기계적, 열적 특성 개선을 위해서는 번들당 

섬유수의 감소, PAN 계 또는 pitch계 탄소섬유의 적용, PIP 방법에 의한 기지상 제조, 높은 흑

연화 온도 (>2800℃)의 적용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 GEN-IV에서 C/C 복합체 개발 현황

GEN-IV Forum의 재료 및 부품 관련 PMB (Provisional Management Board) meeting이 

2004년 5월과 9월에 미국 Idaho Fall과 국의 Manchester에서 각각 개최 되었다. 이 때 발표

된 C/C 복합체 관련 동향과 연구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프랑스 CEA의 동향  [3.2-94, 95]

CEA에서 C/C 복합체 관련 연구는 Uranium enrichment technology : AVLIS, 

ultra-centrifugation 이나 핵융합 관련 조사에 따른 열물성 변화 평가와 같은 타 분야에 대하

여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노내외 특성 평가에 대한 다음과 같은 재료기술과 평가 자료를 확보

하고 있다. 조사 전 특성평가로는 광학현미경이나 X선 회절분석에 의한 미세구조적 특성 분석

과 도, 기공, 집합조직과 같은 상온 물리적 성질 평가, 상온부터 1000℃까지의 율, 기계적 

강도와 같은 기계적 성질과 열확산도, 열용량, 열팽창 계수와 같은 열물성 분석과 관련된  기

반기술이 확보되어 있다. 또한 조사 후 평가로는 상온 치수 안정성, 20∼1600℃의 열확산도, 2

0∼800 °C의 열용량, 20∼1000℃의 열팽창계수 평가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다. 

CEA에서 C/C 복합체를  (1) Control rods structural elements and guide tubes, (2) Hot 

duct thermal insulation cover sheets, (3) Upper plenum shroud (structural liner and 

insulation), (4) Upper core restraint blocks 과 (5) Floor blocks으로 적용을 고려하고 있으며, 

C/C 복합체의 선정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2004년에는 C/C 복합체에 대한 자

료수집과 제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위한 협의를 주로 하 으며, 2005년-2006년에는 특성평가 프

로그램을 확정하고 조사 전 시험을 위한 재료의 확보 및 기계적 특성과 열적 특성 평가를 시

작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조사 시험은 2007년∼2010년에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조사시

험은 공동연구를 고려하고 있다.

코드 및 표준화와 관련하여서 CEA에서는 기계적 특성 data base인 BDEM 구축을 위하여 

시험 결과들 수집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기준 재료의 선정,  Procurement specifications, 새

로운 자료 수집, 설계 규칙의 개발 및 평가를 검토하고 있다. 

② EURATOM 의 동향 [3.2-96, 97]

EURATOM의 연구동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control rod cladding으로 현재는 800 H강이 쓰이나 고온 특성으로 C/C 복합체 

적용을 고려하고 있으나 기술 검증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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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D, 튜브형 복합체로 용도에 따라 특별한 재료설계가 요구됨.

- 설계를 위한 조사 거동 자료가 부족.

- 설계 가이드 라인을 만들고 있으며, 코드 및 표준화를 위한 ASME 코드화 재료

기술 지원을 계획

③  미국의 동향 [3.2-98∼100]

Carbon 복합체는 인성이 매우 우수한 탄소계 소재이며, 방위산업, 항공우주산업, 핵융합로 

분야에서 대형기물로 적용한 경험이 있다. 특히 고온 로내 구조물로 적용은 매우 유망하며,  

NGNP 개발을 위해서는 (1) Control Rod Structural Elements and Guide Tubes, (2) Upper 

Core Restraint Blocks, (3) Upper Plenum Shroud (Structural Liner and Insulation), (4) Hot 

Duct Insulation Cover Sheets 및 (5) Floor Blocks로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HTTR 관

련 탄소복합체 연구는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조사거동과 관련된 자료가 부족

한 실정이다. 

탄소복합체는 제조공정상  선택되는 (1) 섬유 종류, (2) 직조법과 적층 구조, (3) 치 화 방

법 및 (4) 탄화 온도가 노내외 물성에 향을 미치는 중요한 공정변수들이다. 따라서 제조회사

와 이에 대한 협의를 통하여 목적에 맞는 복합체 제조 공정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고

려하여 새로운 재료 개발보다는 현용재 중에서 크기와 형상을 고려하여 제작 가능한 공급자 

검토 및 높은 탄성율 이나 내방사선성이 우수한 제조 방법 선택을 계획하고 있다. 검토되고 있

는 복합체 개발 관련 연구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Baseline Materials Test Program

- Composite materials are tailored for specific applications, so materials 

design must be carried out in conjunction with the manufacturer

- Provide design database of 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pportunity 

for international collaboration)

- Data must be obtained over the appropriate temperature range

- Thermal Physical properties to be determined : thermal diffusivity and 

conductivity,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specific heat, emissivity.

- Mechanical properties to be determined : strength (tensile, compressive, 

flexural), biaxial/multiaxial strength, strain to failure, elastic moduli, 

Poisson's ratio, fatigue strength, fracture toughness

- Tribology : wear & dust generation, control rod/guide tubes

- Chemical purity, boron content & boron equivalent 

- Microstructural characterization (fracture modeling)

㉯ "Aged" Materials Test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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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osite materials oxidation studies

. Helium impurities (air, CO2, water)

. Air/Water ingress

. Reaction kinetics for modeling

. Effects on thermal 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 Irradiated Materials Test Program

- Effects of neutron irradiation on thermal 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selected candidate graphites (only significant for control rods)

- Irradiation dose and temperatures ranges will be relevant to VHTR/NGNP 

but are not yet determined

- Irradiation Facilities to be considered: HFIR (ORNL); HFR (Petten)- 

international collaboration opportunity ATR (INEEL)

㉱ Fabrication Infrastructure Development

- NDE methods development for composite materials testing prior and post 

machining, and possibly for ISI.

- Vendor and process qualification

㉲ Codes and Standards Development

④ PBMR의 적용 [3.2-101]

PBMR 로심 구조물의 C/C 복합체 응용은 아래 그림 3.2.3-64에 나타낸 바와 같이 Top 

reflector tie rod supports (a) 와  reflector restraint straps (b) 로 고려되고 있다. 

Top reflector tie rod supports로는 SGL carbon의 SIGRABONDTM 1501YR를 적용하려 

하고 있고, reflector restraint straps으로는 SIGRABONDTM 2001YR 적용하려 하고 있다. 

SIGRABONDTM 1501YR는 PAN fiber fabric이 0
o
와 90

o
로 배열된 2D fabric에 phenolic resin

를 기지상으로 채워 2200℃에서 열처리한 복합체이고, SIGRABONDTM 2001YR은 PAN fiber

로 2D wound하고 phenolic resin을 기지상을 채워 2200℃로 열처리한 복합체이다. 이 복합체

들은 열팽창계수가 작고, 크립 저항성이 우수하며, 상용화된 제품으로 고순화 처리를 하며 산

화 저항성도 향상 시킬 수 있다. 두 부품이 적용될 운전조건은 정상상태일 때 500℃이고 사고 

시에도 700∼1000℃이며, 중성자 조사량은 1020 (n/cm2 EDN) 이하로 후보재들이 충분히 견디

리라 판단된다.



- 475 -

(다) C/C 복합체의 물성 자료

본 보고서에서는 문헌으로부터 수집된 노내물성 자료를 정리하 다. 조사재의 치수 안정성

은 섬유의 거동에 주되게 지배되었으며, 2D 복합체보다 3D 복합체가 치수변화가 적고, 등방성

을 유지하 으며, 1000/1200℃에서 최대 손상은  2dpa.g. 이었다 (그림 3.2.3-65) [3.2-102].

1D 복합체에서는 그림 3.2.3-66에서 볼 수 있듯이 반경 방향(섬유와 수직방향)과 길이 방

향의 치수변화 차이가 불균일하게 크게 발생함을 볼 수 있다. 반경 방향으로는 1dpa이하에서 

수축이 발생하다 조사량이 증가하면 팽창으로 치수변화 경향이 바뀌면서 2.5dpa에서는 변화가 

0 인 상태가 되며, 계속해서 조사량이 증가되면 팽창이 발생한다.

2D 복합체 (RFC 재료, 섬유 축이 반경방향) 는 길이방향으로 약간의 수축 후 팽창이 발생

하며, 약 2 dpa에서 원래의 길이로 돌아온다. 반경 방향으로 수축이 관찰되나, 수축량은 1 D에 

비하여 매우 작다. 3D PAN 섬유 복합체는 약 2dpa 까지 손상이 길이 방향이나 반경방향이 같

은 등방성 수축이 발생한다.  조사량이 이 보다 증가하면 Z 방향 (길이방향)으로 수축이 발생

하는 반면 x-y 방향(반경방향) 으론 약간의 팽창이 관찰된다. 

복합체 제조시 선택한 섬유의 종류나 흑연화 온도도 C/C 복합체의 조사에 의한 치수 변화

에 향을 미치며, 그림 3.2.3-67에 나타낸 바와 같다. 따라서 조사에 의한 치수 변화를 이해하

려면, 흑연에 대한 조사 거동, 섬유의 미세구조 모델링, 섬유의 직조법, 섬유와 기지상 간의 상

호 작용, 복합체 기공도 등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이 공정별 변수들은 치수 변화뿐만 아니

라 복합체의 조사후 기계적 물성 변화에도 향을 미친다 (그림 3.2.3-68와 표 3.2.3-20). 조사

에 의한 열전도도 변화 거동은 다음과 같다. C/C 복합체의 조사전 열전도도는 일반적으로 흑

연보다 높다. 조사온도가 올라가면 K/Ko가 증가하며, 400∼1200℃에서 손상은 로그함수로 변

한다. 고온 조사를 하면 저온 조사에 비하여 결함복구를 위한 열처리 온도가 높아야 한다. 보

고된 조사 전후의 열전도도 변화 특성을 그림 3.2.3-69∼71에 나타내었다.

(4) 초고온용 내열합금의 고온특성 비교 평가

본 항은 한양대에서 수행한 위탁과제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세부 연구내용은 위탁과

제 보고서 (보고서 번호: KAERI/CM-895/2005)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가) 연구개발의 목적 필요성

초내열합금(super heat-resisting alloy)은 원자력 발전설비의 열교환기용 재료를 비롯하여 

발전용 가스터빈, 제트엔진, 화학공장용 튜브 및 파이프재료 등 고온 기계강도 및 고온 내식성

을 요구하는 각종 부품재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원자력 수소생산에 사용되는 배관용 재

료의 경우에도 900∼1000℃의 높은 가동온도를 가지기 때문에 기계적 물성 및 조직 안정성 평

가에 의한 합금선정이 중요한 관건이다.

초내열 합금은 크게 Ni기, Fe기와 Co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

는 내열합금은 Ni기 합금이다. 이 합금은 Ni에 Cr, Al, Ti, W, Mo, Ta, Zr, B와 C 등 10 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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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달하는 합금원소를 첨가하여 우수한 고온 내식성과 고온 내산화성 뿐만 아니라 생산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가공성 및 용접성 등이 여타 합금에 비해 우수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다. 사용온도도 지금까지의 어느 금속재료보다도 높아 900∼1000℃의 가동온도를 

가지는 배관용 재료에 적합하다. Ni기 초내열합금의 거의 대부분은 석출강화형으로, 현재 사용

하고 있는 합금 중에서 고온 강도가 가장 높은 합금이며, 제조 방법으로는 단조, 보통주조, 일

방향 응고와 단결정화 등이 있다.

참고로, 미국과 일본 등 여타 다른 국가들은 이미 수소 생산용 가스로를 설치 및 가동 중

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소생산에 적합한 950℃의 고온 열을 생산할 수 있는 고온가스

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연구에서 재료 기술은 기본이 되는 기술이

며, 고온에서의 배관용 재료의 특성평가 및 기초 데이터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소생산용 고온가스로 등은 가동온도가 900∼1000℃의 고온, 고압의 가혹한 환경에서 장

기간 사용되는 고온 구조재에서 나타나는 손상 기구로 고온 크리프 손상과 경년열화(Aging 

Degradation)현상을 들 수 있다. 경년열화현상이란 고온의 무부하 상태에서 장시간 노출됨에 

따라 재료의 열화가 일어나 재료의 기계적 특성을 저하시키는 현상이다. 따라서 구조물의 안전

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크리프 손상 평가와 함께 경년열화 손상의 평가가 중요하다. 고온 플

랜트의 설계 시 장시간 크리프 곡선 데이터들이 필요하게 되지만 크리프 시험이 수십만 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는 크리프 곡선을 직접 실험에서 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경제적

이지 않으므로 비교적 단시간의  파단 실험 자료로부터 크립 강도를 설계목적에 충분할 정도

로 정확히 유추해 낼 수 있는 방법이 사용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보고된 상용 니켈기 초내열합금의 비교적 단시간의 크립-파

단 시험데이터로부터  설계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온도를 예측하고 예측된 데이터의 신뢰성을 

평가하여 최적의 후보합금을 선정하고자 하 다. 또한 이렇게 선정된 후보합금의 열화에 미치

는 헬륨가스의 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가동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He 분위기와 Air 분위기

에서 열화에 따른 고온 산화막 형성 거동과 미세조직 변화를 관찰하고, 열화에 따른 기계적 특

성에 미치는 향에 대해 관찰 하고자 한다.  

(나)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고온 플랜트의 설계 시 장시간 크리프 곡선 데이터들이 필요하게 되지만 크리프 시험이 

수십만 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는 크리프 곡선을 직접 실험에서 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경제적이지 않으므로 비교적 단시간의  파단 실험 자료로부터 크립 강도를 설계목적에 

충분할 정도로 정확히 유추해 낼 수 있는 방법이 사용된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들로 

Larson-Miller Parameter(이하 LMP), Orr-Sherby-Dorn Parameter(이하 OSDP) 방법 등이 있

다.

기존에 보고된 니켈기 초내열합금의 크립-파단 시험 데이터를 확보하 으며,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가동응력 10MPa, 수명 100,000h에서의 내용온도(Temperature Capability)를 예측하

다. 그리고 예측된 데이터의 신뢰성을 회귀분석을 통해 평가하 으며,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

다. 또한 내용온도 상위 10개의 재료를 고온용 배관재료의 후보합금으로 결정하 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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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 후보 합금 중 하나인 Hastelloy X의 열화에 미치는 He gas의 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가동온도보다 높은 1050℃에서 He분위기와 Air분위기의 조건에서 열화 시험을 실시하 으며, 

열화에 따른 고온 산화막 형성 거동과 미세조직 변화를 관찰하 다. 그리고 열화된 시편의 경

도를 측정하고, 고온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열화온도와 동일한 온도인 1050℃에서 

압축실험을 진행하 으며, 압축시편의 미세조직을 관찰하 다. 

 

(다) 연구개발 결과

기존에 보고된 후보내열합금에 대한 내용온도 예측 및 신뢰성 평가 결과 내용온도 상위 

10개의 재료는 Haynes 617(plate), Haynes R-41(sheet), Hastelloy W(bar), Haynes 

HR-160(sheet),  Haynes 230R(plate & bar), Hastelloy X(plate &bar), Haynes 214(sheet 

plate, bar), Haynes 230R(sheet), Waspaloy(sheet), Hastelloy X(sheet)이며, 내용온도 범위는 

900∼1000℃를 나타내어 본 연구에서 목적으로 하는 고온용 배관재료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렇게 선정된 후보합금들 중 하나인 Hastelloy X의 열화에 따른 산화막 및 미세

구조의 변화를 확인 할 수 있었고, 이러한 변화가 고온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향에 대해 규

명할 수 있었다.

(라)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후보합금들의 크립 파단 데이터를 이용한 내용온도와 신뢰성 평가는 고온용 재료의 특성 

중 기초데이터로 확립될 수 있으며, 특히 상위 10개의 후보합금 데이터의 경우 다른 재료특성

들과 함께 수소생산용 고온가스로 설계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내열재료에 대한 고온 기계적 물성 및 조직 안정성 평가기술 확보를 통해 미래의 에

너지원인 수소의 원활한 공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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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8. Chemical composition for creep specimens (wt%)

Component Requirement 체코 이탈리아
일본, NIMS

MGA MGB MGC

C 0.08-0.12 0.09 0.09 0.10 0.09 0.09

Si 0.20-0.50 0.20 0.44 0.38 0.34 0.29

Mn 0.30-0.60 0.56 0.45 0.40 0.45 0.35

P <0.020 0.021 0.018 0.015 0.015 0.009

S <0.010 0.09 0.001 0.001 0.001 0.002

Ni <0.40 0.047 0.08 0.12 0.20 0.28

Cr 8.00-9.50 8.36 9.08 8.53 8.51 8.70

Mo 0.85-1.05 0.86 0.96 0.96 0.90 0.90

Cu 0.05 0.02 0.022 0.026 0.032

V 0.18-0.25 0.20 0.19 0.21 0.205 0.22

Al <0.04 0.007 0.005 0.010 0.02 0.001

N 0.030-0.070 0.065 0.041 0.050 0.042 0.044

Nb 0.06-0.10 0.06 0.08 0.076 0.076 0.072

표 3.2.3-9 Production history of Mod. 9Cr-1Mo tube

Name of 

specimen

Type of 

melting

Size of 

ingot (kg)

Deoxidation 

process

Dimensions1) 

(mm)
Heat treatment

MGA

BEA2)

3500 Al-Si-killed

50.8 OD

8.0 WT

6000 L

Hot extruded and cold drawn

1045℃/10min AC

780℃/60min AC

MGB 7000 Al-killed

50.8 OD

7.3 WT

6000 L

Hot extruded and cold drawn

1050℃/60min AC

760℃/60min AC

MGC C.C
3)

Si-killed

50.8 OD

8.0 WT

5000 L

Hot extruded and cold drawn

1050℃/10min AC

765℃/30min AC

  1) OD : outer diameter, WT : wall thickness, L : length

  2) BEA : basic electric arc furnace

  3) C.C : continuous 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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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10 Main specification of the coaxial double tube hot gas duct for 

HTTR[3.2-75]

Material

Liner tube Hastelloy XR

Inner tube Cr-Mo steel

Guide tube Cr-Mo steel

V-shaped seal plate Hastelloy X

Internal insulation layer Al2O3

표 3.2.3-11 Limiting chemical composition of Alloy 617 (wt.%)[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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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3-12 Chemical composition of Hastelloy X and Hastelloy XR pipe (wt%)[3.2-89]

Element Hastelloy X Hastelloy XR

Ni Balance Balance

C 0.05-0.15 0.05-0.09

Mn 1.00 max 0.6-1.1

Si 1.00 Max 0.20-0.50

Cr 20.50-23.00 20.50-23.00

Co 0.50-2.50 0.10 max

Mo 8.00-10.00 8.00-10.00

W 0.20-1.00 0.20-1.00

Fe 17.00-20.00 17.00-20.00

B 0.01 max 0.01 max

Al - 0.05 max

Ti - 0.05 max

P 0.04 max 0.04 max

S 0.03 max 0.03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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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13 Mechanical properties data on Hastelloy XR obtained for high 

temperature structural design

Test item Test condition

Tensile tests

Temperature : room temperature to 1000℃, every 

25℃

Strain rate : 0.3∼100%/min

Creep tests

Temperature : 500∼1050℃, every 50℃

Maximum test time : about 38,000h

Total number of tests : about 300

Fatigue and creep-fatigue 

interaction tests

Temperature : room temperature to 1000℃, every 

50℃ at high temperature

Strain rate : 2×10
-5
 to 1×10

-3
/s

Hold time : 0-1h

Materials : as-received and thermally aged

Fracture toughness tests

Thermal aging temperature : 800∼1000℃

Maximum aging time : 2000h

Test : V-notch charpy, fracture toughness and 

fatigue crack propagation rate

Corrosion tests

Environment : HTTR coolant gas-simulated 

helium

Temperature : 900∼1000℃

Maximum test time : 30,000h

Others Poisson's ratio, thermal expansion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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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14 Chemical composition of 

GH3128 (wt%) 

Element Chemical composition (wt%)

C ≤0.05

Cr 19.0-22.0

Ni Balance

W 7.5-9.0

Mo 7.5-9.0

Al 0.40-0.80

Ti 0.40-0.80

Fe ≤2.0

B ≤0.005

Zr ≤0.06

Ce ≤0.050

Si ≤0.80

P ≤0.013

S ≤0.013

Mn ≤0.50

     

표 3.2.3-15 Corrosion test result at 

50wt% H2SO4 and 120℃)

표 3.2.3-16 Corrosion rate with silicon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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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17 Corrosion test result at 100 hrs for sulfuric decomposition process 

표 3.2.3-18 Corrosion test result at 1000 hrs for sulfuric decomposition process

표 3.2.3-19 Characteristics of DACC and CX-270G C/C composites

DACC CX-270G

Fiber type

Fiber architecture

# of filaments

Fiber Vol%

Bulk density (g/cc)

Matrix formation

Graphitization  temp.

Oxy-PAN

2.5D needle-punched

320K

28%

1.74

CVI

2500°C

PAN

2D plain weave

6K

50%

1.6

Pitch impreg.

2800°∼30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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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20 Effects of neutron irradiation on the fracture toughness of C/C composites 

[3.2-104]

C/C Material
Fracture Toughness, KIC (MPa․m-1/2)

Pre-irradiation Post-irradiation

C/C-A 2.96 3.65

C/C-B 3.44 4.14

2D-C/C 5.26 5.77

Irradiation temperatures in the range 650°C to 1000°C and to doses of 1.3∼2.3

x 10
21
 n/cm

2
 E>0.1MeV conducted in the JM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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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6 Creep rupture strength of Mod. 9Cr-1Mo steel at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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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7 Creep rupture strength of Mod. 9Cr-1Mo steel at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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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8 Creep rupture strength of 

Mod. 9Cr-1Mo steel at 600℃

100 1000 10000
50

100

150

650oC

St
re

ng
th

 (M
Pa

)

Time To Rupture (hr)

 NIMS_MGA
 NIMS_MGB
 NIMS_MGC
 NIMS_MgA
 NIMS_MgB
 NIMS_MgC
 CRAM (Italy)

    그림 3.2.3-19 Creep rupture strength of 

Japanese NIMS MGA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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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20 Creep rupture elongation of 

Japanese NIMS MGA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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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3-21 Creep rupture strength of 

Japanese NIMS MGB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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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22 Creep rupture elongation of 

Japanese NIMS MGB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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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3-23 Creep rupture strength of 

Japanese NIMS MGC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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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24 Creep rupture elongation of 

Japanese NIMS MGC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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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3-25 Creep rupture strength of 

Japanese NIMS MgA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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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26 Creep rupture elongation 

of Japanese NIMS MgA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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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27 Creep rupture strength of 

Japanese NIMS MgB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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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28 Creep rupture elongation of 

NIMS MgB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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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3-29 Creep rupture strength of 

Japanese NIMS MgC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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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30 Creep rupture elongation of Japanese NIMS MgC plate

10 100 1000 10000 100000
10

20

30

40

50

El
on

ga
tio

n 
(%

)

Time To Rupture (hr)

 450oC
 500oC
 550oC
 600oC
 650oC

그림 3.2.3-31 Cross section view of the primary concentric hot gad duct for 

HTTR[3.2-73]

그림 3.2.3-32 Structure of the hot gas duct for HTR-10[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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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33 Tensile strength data of  

Alloy 617 with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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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34 Elongation data of Alloy 

617 with T

0 200 400 600 800 1000 1200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Alloy DB
 KAERI
 INCO
 HAYNES

R
up

tu
re

 e
lo

ng
at

io
n 

(%
)

Temperature (oC)

그림 3.2.3-35 Probability distribution of elongation data at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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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36 Tensile strength curves in the 

σ of 1s, 2s and 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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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37 Yield strength curves in 

the σ of 1s, 2s and 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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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38 Elongation curves in the σ of 1s, 2s, and 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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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39 Creep rupture data of 

Alloy 617 for plate, rod and sheet types 

collected from European Alloy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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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3-40 Creep rupture data of Alloy 

617 reported by Schubert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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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41 Creep rupture data totally 

collected for Alloy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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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42 Creep life prediction by 

LMP in of the σ of 1s, 2s and 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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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43 Creep-life prediction up to 

106 hour by LMP with T of Alloy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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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44 Relation of time coef. & 

average ruptur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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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45 Correlation of experimental 

rupture time & estimated ruptur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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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46 Estimation of failure 

probability of creep ruptur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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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47 Time-T-precipitation diagram 

of Alloy 617[3.2-85]

      
그림 3.2.3-48 Fatigue properties with T 

for Alloy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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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49 Time-T-precipitation diagram of Hastelloy X

그림 3.2.3-50 Fatigue properties with T for Hastelloy X & X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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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51 Fatigue properties with T for Haynes 230 plate & bar 

  

그림 3.2.3-52 Outline of IS process featuring a liquid-liquid phase 

separation proposed by General At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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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53 Schematic flowsheet of laboratory scale test apparatus

그림 3.2.3-54 Apparatus for corrosion test 

at boiling H2SO4

       
그림 3.2.3-55 Corrosion test result at 

50wt% H2SO4 and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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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56 Corrosion rate with silicon concentration in silicon coating

그림 3.2.3-57 Apparatus for corrosion test in sulfuric decomposition process

그림 3.2.3-58 Apparatus of corrosion 

test for I decomposition process

        

그림 3.2.3-59 Corrosion test result 

(HI/ I2 /H2O, 1/1/6 m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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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60 Optical micrographs for the cross-sections of 

the CX-270G (a) and DACC1 (b) flexural specimens

그림 3.2.3-61 Flexural strength of CX-270G (a) and DACC1 (b) composites in the 

loading direction perpendicular to the x-y plane of the fiber p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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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62 Flexural strength of the 

DACC1 composite with a dimension 

of 15x5x80mm

     

그림 3.2.3-63 In-plane and 

transverse thermal conductivities of 

the DACC1 compo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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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64 C/C composite Core components of PBMR

그림 3.2.3-65 Dimensional changes of C/C composite after irradiation[3.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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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66 Neutron irradiation induced dimensional changes in C/C composites with 

the weaving dimension of fiber[3.2-100]

그림 3.2.3-67 Irradiation induced dimensional changes in two 3D C/C composite 

which showing the effect of fiber type and graphitization T[3.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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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68 Effects of neutron irradiation on the strength of C/C composites 

irradiated at 600°C (H451: Segri-Great Lakes Extruded graphite, RFC; 2D 

composite, UFC; 1D composite) [3.2-103]

그림 3.2.3-69 Changes of thermal conductivity of C/C composite after irradiation 

[3.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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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70 Effects of neutron irradiation on the 

thermal conductivity of C/C composites [3.2-105]

그림 3.2.3-71 Irradiation-induced degradation of thermal 

conductivity of C/C composite (FMI-222:3-D composite, 

FMI-1D: 1D composite, Hercules 3-D: 3D composite) [3.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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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소생산공정 평가기술 개발 및 기초실험

가. 표준화학 반응계 기준 평가기술 

(1) 표준화학 반응계 기준 열효율평가 기술개발

표준화학 반응계를 기준으로 열역학 특성 값을 계산하고 계산된 열역학 특성 값을 이용하

여 수소생산 화학공정의 열효율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정립하기 위한 본 연구에서

는 다음의 입력자료와 적용 방정식들을 근간으로 한다.

     - 입력자료; 온도함수형 비열(Cp(T)), 상전이 온도 및 잠열

       Heat capacities; Cp = f(T)

     Phase change data; Tt, Tm, Tb, Lt, Lf, Lv 

     Heat of formation(H
o
298), standard entropy(S

o
298)

     - 적용 방정식; Kirchhoff's equation, Entropy equation, Gibbs function

       Kirchhoff's equation; H = ∫1Cp1dT ± Lt + ∫2Cp2dT          (3.2.4-1)

           Entropy equation; S = S
o
298 + ∫

T
298 Cp/T dT                  (3.2.4-2)

    Gibbs function; G = H - TS                                  (3.2.4-3)

     - 출력; 공정구성 및 운전조건별 수소생산 열효율

           ῃoverall = 
HHV
Qh+Qe                                              (3.2.4-4)

           χ elec.=
E elec.
E total

=
Q e

Q h+Q e                                         (3.2.4-5)  

           Qh = Qheating + Qdissipation - Qrecycled                              (3.2.4-6)

           Qe = ∆Greaction/ῃelectrolysis/ῃAC/DC/ῃturbine                           (3.2.4-7)

          Q heating=0.9×(
⌠
⌡

Tb

298
C p,W AqdT+L v,W+

⌠
⌡

1123

Tb
C p,W v

dT)+0.1×⌠⌡

1123

298
C p,HdT (3.2.4-8)

          Q dissipation=1123×(S H+0.5×S O-S W)                               (3.2.4-9)

          

Q recycled=x recycled×(0.1×(
⌠
⌡

Tb

298
C p,W Aq

dT+L v,W+
⌠
⌡

1123

Tb
C p,W v

dT)+

0.9×⌠⌡

1123

298
C p,HdT+0.5×

⌠
⌡

1123

298
C p,OdT)        (3.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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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reaction=G H+0.5×G O-G W                                    (3.2.4-11)

적용된 열역학 해석 이론은 각 반응물 및 생성물들의 상전이 온도 및 잠열을 기초 데이터

로 하고 정압 열용량 식을 온도의 함수로 정의한 경험식을 이용하여 Kirchoff's Law를 적용하

여 298 K로부터 1,298 K의 반응 온도 역에서 표준 반응 엔탈피(H)와 엔트로피(S)를 계산하

고 다시 Gibbs 식을 이용하여 표준 반응 깁스 자유 에너지(G)를 순차적으로 계산토록 한다. 

수소생산 열효율 계산은 수소 1 mol이 갖는 열량(HHV=285.8 kJ/H2-mol)과 이를 생산하기 위

해 공급해야 하는 열에너지(Qh)와 전기에너지(Qe)의 합으로부터 식 (3.2.4-4)에 의해 계산되고 

원자로에서 생산하는 총 에너지(Etotal) 중 전기에너지(Eelec.)로 공급해야하는 발전 비중은 식 

(3.2.4-5)에 의해 계산된다. 표 3.2.4-1과 2는 다양한 열화학적 수소생산 공정들에 참여하는 화

학 반응물과 생성물들의 원소 또는 화합물들의 기초 데이터 및 식들을 예시한 것이며

[3.2-107-109] 그림 3.2.4-1은 열역학 특성치 계산에 적용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흐름도를 나타

낸 것이다. 표 3.2.4-1에서의 △fGmo, △fHmo, Smo는  298.15 K, 대기압에서의 깁스 자유에너

지, 엔탈피 및 엔트로피를 각각 나타내며 Tm과 Tb는 물질들의 융점과 비등점을 그리고 Lm과 

Lv는 그 때의 잠열을 말한다. 

(2) MMI사이클 열효율평가 

앞에서 언급한 표준화학 반응계 기준 열효율평가 방법을 MMI 사이클(그림 3.2.4-2 참조)

을 뒷받침 하는 화학반응식들의 표준 열역학 특성값(∆H, ∆G, S)들의 계산에 적용하고 MMI 

공정 개념도(그림 3.2.4-1 참조)를 기준으로 열효율 평가를 실시하 다. 공정장치를 구성하고 

있는 배관 및 장치에서의 열손실을 무시하고, 수증기개질 장치의 운전 평균온도를 850℃, 황산 

분해장치의 운전 평균온도를 400℃, 그리고 삼산화황 분해장치의 운전 평균 온도를 800℃로 가

정하여 MMI 공정의 수소생산 총괄 열효율을 계산하 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 Operating Temperature 

                 - CH4 + H2O = 3H2 + CO > 850 ℃

                 - CO + 2H2 = CH3OH < 250 ℃

                 - 2CH3OH + I2 + SO2 = 2CH3I + H2SO4 < 160 ℃

                 - H2SO4 = SO3 + H2O > 280 ℃

                 - SO3 = SO2 + 1/2 O2 > 800 ℃

                 - 2CH3I + H2O = CH4 + CH3OH + I2 < 200 ℃

□ Operating Pressure ~50 bar

□ Thermal Efficiency ~47 %

□ Productivity (300 MWth HTGR) ~39,500 Nm3/h

□ Crude Oil Equivalent ~12.0 TOE/h

□ Hydrogen Purity > 99.99 %

□ Raw Material H2O   

  

나. ChemCAD 상용코드에 의한 평가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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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emCAD 모델설정

화학공정 모사기(Chemical Process Simulator)란 화학공정을 수학적으로 모델화하고 이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제 화학공정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모사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

다.[3.2-110] ChemCAD는 미국 Chemstation사에서 개발한 화학공정 모사기이다. 그림 3.2.4-4

에 화학공정모사과정을 개념적으로 표시하 다. 미국이나 일본 및 유럽 선진 외국에서는 약 30

년 전부터 화학공정 모사기를 이용해서 많은 석유화학 공장들을 설계하거나 개조해 오고 있으

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10여 년 사이에 많은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새로운 공장 설계 및 기존 

공장의 운전조건 개선에 화학공정 모사기를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일반적인 상용 화학공

정 모사기에는 약 1,700개 이상의 순수성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내장되어 있으며, 60여개의 

열역학 모델식과 60여개의 단위조작 장치를 모사할 수 있는 모듈이 내장되어 있다. 이러한 화

학공정 모사기는 실제로 화학공장을 가동함이 없이  공정에 투입되는 원료의 물성치, 유량 및 

운전조건 등을 입력 조건으로 하여 실제 화학 공장의 거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하여 준다. 따라

서 이들 화학공정 모사기를 잘 이용하면 파일럿 플랜트나 실제 공장에서 생산해 낼 수 있는 

제품의 양이나 질을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장의 생산성 향상이나 에너지 절감 도모에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화학공정 모사기에는 Aspen Technology사의 ASPEN 

PLUS, Simulation Science사의 PRO/II, Chemshare사의 Design II와 Chemstation사의 

ChemCAD 등이 있다. 이들 화학공정모사기는 공정에 관여하는 원료물질에 관한 데이터를 입

력한 후 화학공정모사기 자체 내에 내장되어 있는 물성 모델 중 화학공정에 적합한 열역학 모

델을 선정하여 공정모사를 실행하여 수렴시키면, 화학공정모사기는 공정설계에 필요한 물성들

을 제공하여 준다. 수렴 후 얻어낸 공정모사 결과는 엑셀 또는 포트란과 같은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이용될 수 있다.  다음 그림 3.2.4-5에 화학공정모사기의 구조를 간단히 나타내었다. 

화학공정모사기가 제공해 주는 물성에는 평형물성(equilibrium property), 열적 물성

(calorimetric property), 부피 물성 (volumetric property), 열전달계수나 물질전달계수 같은 전

달물성(transport property)등이 있다. 평형물성은 물질분리 가능성 및 분리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것으로 대표적인 평형물성에는 기/액 상평형, 액/액 상평형, 고/액 

상평형 자료들이 있다. 기/액 상평형 자료는 증류공정, 흡수공정, 초임계 추출공정 등에서 탑정

/탑저로 농축되는 물질을 판단하거나, 원하는 물질분리를 위하여 필요한 단의 수, 환류비, 공급

단의 위치 등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액/액 상평형 자료는 추출공정, 층 분리공정에서 추출

제를 선정하거나 각 상의 농도를 예측하는데 이용되며 또 원하는 물질분리를 위하여 필요한 

단의 수, 추출제의 공급유량 등을 결정하는데 이용된다.  고/액 상평형은 결정화공정에서 각상

의 농도를 예측하거나 결정화에 필요한 단 수를 예측하는데 이용된다. 열적물성은 혼합물의 엔

탈피, 엔트로피 등으로서 엔탈피는 공정의 에너지수지를 수립하거나, 증류단에 대한 에너지 수

지를 수립하는데 필요하며 탑 내의 기상 혹은 액상의 유량 계산이나 재비기 및 응축기 용량 

계산에도 필요하다. 엔트로피는 압축기 또는 감압기에 대한 용량계산에 이용된다.  부피물성은 

기상, 액상, 고상의 도 등을 말하며 장치의 크기 설정, 탱크의 크기, 반응기의 부피, 증류탑의 

직경, 파이프 규격 등에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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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모사기를 이용하여 화학공정을 모사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대상공정을 실제

와 근접하게 모사하기 위한 올바른 열역학 모델의 선정이다. 공정모사기 사용자는 공정모사기

에 내장되어 있는 열역학 모델 중에서 대상공정을 잘 모사할 수 있는 열역학 모델을 선정하여 

수렴한 결과를 얻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물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 결과를 이용하

여 화학공정을 설계할 수 있다. 그런데 공정모사기는 보조수단으로 사용되는 하나의 도구에 불

과하므로 사용자가 잘못된 열역학 모델을 선정한 경우에도 부정확한 수렴 결과를 내 보냄으로

써 실제와는 동떨어진 열 및 물질수지를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잘못된 열 및 물

질수지를 근거로 하여 유체의 물성 치를 계산하고 장치를 설계하다 보면 어느 장치는 쓸데없

이 크게 설계될 것이고 반대로 어느 장치는 필요한 크기보다 작게 설계되어 최종제품을 규격

에 맞도록 생산해 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대상공정을 실제와 근

접하게 모사하기 위한 올바른 열역학 모델을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가) 상평형

기본적인 기액 상평형은  혼합물 중의 임의의 성분 i의 기상에서의 퓨개시티와 액상에

서의 퓨개시티가 같을 때 성립하며 다음과 같은 관계식으로 표시된다. 

                      f
v
i(T,P,y i) = f

l
i(T,P,x i)                       (3.2.4-12) 

  기상의 퓨개시티는 상태방정식 모델을 사용하여 나타내며, 액상의 퓨개시티는 상태방정

식 모델 또는 액체 활동도계수 모델을 사용하여 나타낸다. 만일 액상의 퓨개시티를 상태방정식 

모델을 사용하여 나타낸다면, 기상과 액상의 퓨개시티는 모두 상태방정식 모델을 이용하여 계

산할 수 있다. 

                      f
v
i(T,P,y i) = φ

v
i (T,P,yi) y iP                (3.2.4-13)

                     f
l
i(T,P,x i) = φ

l
i (T,P,xi) x iP                     (3.2.4-14)

여기에서:

φ v
i  : 기상에서 i  성분에 대한 퓨개시티 계수

φ
l
i  : 액상에서 i  성분에 대한 퓨개시티 계수

y i  : 기상에서 i  성분의 조성

x i  : 액상에서 i  성분의 조성

 P  :  계의 전압

위의 식들을 정리하여 다시 쓰면 다음과 같다.

                   φ
v
i y i = φ

l
i x i                                (3.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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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각상의 퓨개시티 계수를 RK-Soave식이나 Peng-Robinson식과 같은 상태방정식 

모델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된다. 또 다른 기액 상평형 추산을 위한 접근방법에는 액상의 퓨개

시티는 액체 활동도계수 모델을 이용하여 구하고, 기상의 퓨개시티는 상태방정식 모델을 이용

하여 구하는 방법이 있다. 액상의 퓨개시티를 계산하기 위해서 활동도계수를 도입하고 기상의 

퓨개시티를 구하는데 상태방정식 모델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다. 

                      φ
v
i y i P = γ i x iP

v
i                                (3.2.4-16)

여기에서:

φ
v
i  : 기상에서 i  성분에 대한 퓨개시티 계수

 γ i  : 액상에서 i  성분에 대한 활동도 계수

y i  : 기상에서 i  성분의 조성

x i  : 액상에서 i  성분의 조성

 P  : 계의 전압

P
v
i  : i  성분의 포화 증기압

(나) 상태방정식

공정모사에 필요한 열역학 모델은 그림 3.2.4-6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라울

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상용액의 거동을 보이는 혼합물은 거의 없고 대부분은 상태방

정식 모델이나 액체 활동도계수 모델로 모사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 두가지 모델로 모사가 불

가능한 전해질 용액이나 아민 수용액을 포함하는 공정에서는 특수 모델을 사용해야 한다. 위의 

열역학 모델식의 선정은 성분들 간의 비이상성과 공정의 운전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 3차형 상태방정식(Cubic Equation of State)

   3차형 상태방정식은 a b  두 개의 매개변수를 가지며 다음식과 같이 일반화할 수 있다. 

                   P =
RT
V-b

-
a(T)

V
2
+ubV+wb

2            (3.2.4-17)

3차원 상태방정식에는 van der Waals, Redlich-Kwong, SRK, Peng-Robinson 식 등이 있

으며 이들 식에 대한 u, w 및 Zc 값은 서로 다른 값을 가진다.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 분자의 크기와 상호간의 인력을 고려하여 1873년에 van der 

Waals 상태방정식이 만들어졌다. 이상기체는 압력이 무한대가 되거나 온도가 절대 도가 되었

을 때 부피가 이 되지만 실제기체는 절대 도에 도달하기 전에 액화하기 때문이 일정한 크

기를 갖는다. 그래서 실제기체는 이상기체의 부피에 액화한 후의 몰당 부피에 해당하는 값인 

b를 더해서 다음 식과 같이 가정하 다. 

                        V
Real
= V = V

Ideal
+ b             (3.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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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을 압력에 대한 양함수의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아진다.

                        P =
RT
V-b                            (3.2.4-19)

위의 식은 크기만 갖는 실제기체에 대한 상태방정식이 된다. 그런데 실제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은 상호간에 인력이 존재하므로 위의 식에서 나타내는 압력보다 작은 값을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아진다. 

                        P =
RT
V-b

-
a

V
2                     (3.2.4-20)

여기서

a =
9
8
RT cv c =

9RTc
8

×
3RTc
8P c

=
27R 2T 2

c

64P c

b =
v c
3
=

1
3 (
3RTc
8Pc )=

RTc
8Pc

이다.          

van der Waals 상태방정식은 기체에서 액체로 응축하는 현상을 간단한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Redlich Kwong 상태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상호

인력 항을 온도의 루트에 반비례하는 함수로 표현하여 전체적인 함수의 형태로 약간 변형하

다.

                                P =
RT
V-b

-
a/ T
V(V+b)       (3.2.4-21)

위의 Redlich-Kwong 상태방정식은 van der Waals 상태방정식에 비해서 액체의 도계산

이나 순수성분의 증기압 계산에서 실험치에 좀 더 근사한 결과를 보여주나 여전히 실제와는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정모사기에 내장되어 있지는 않다. Soave Modified Redlich 

Kwong 상태방정식은 순수성분의 증기압 추산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1955년에 Pitzer가 다

음과 같은 편심인자에 관한 식을 제안하 다. 

                       ω = -1.0- log ( P sat
r ) T r = 0.7

      (3.2.4-22)

위의 편심인자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상태방정식을 Soave가 제안하 다. 

                        P =
RT
V-b

-
a α

V(V+b)                      (3.2.4-23)

여기에서 

a = 0.42747
R
2
T
2
c

P c

b = 0.08664
RT c

P c

α = [1+(0.48508+1.55171ω-0.15613ω
2)(1-T

0.5
r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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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ave가 변형한 상태방정식은 편심인자를 도입함으로써 van der Waals 식이나 

Redlich-Kwong식보다 액체의 증기압 추산을 좀 더 개선시켰다. 실제로 Soave가 제안한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 322K에서 Methyl Chloride의 증기압을 추산해 보면 10.6075atm으로 실제와 

매우 근사한 값을 추산한다. Peng Robinson 상태방정식은 Soave가 제안한 상태방정식보다 4

년 뒤에 다음과 같이 제안되었다.

                     P =
RT
V-b

-
a α

V(V+b)+b(V-b)       (3.2.4-24)

여기에서 

a = 0.45724
R 2T 2

c

P c

b = 0.07780
RT c

P c

α = [1+(0.37464+1.54226ω-0.26992ω 2)(1-T 0.5
r )]

2

Peng-Robinson 상태방정식은 Soave가 제안한 상태방정식에 비해서 탄소수가 6개에서 10

개 사이에 있는 탄화수소계열에 대해 액체의 도 추산을 좀 더 정확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 액체 활동도계수 모델의 개요

극성과 비극성 물질의 혼합물의 기액 상평형의 정보나 상압에서의 액액 상평형의 정보를 

제공하는 액체 활동도계수 모델은 액상의 비이상적 거동을 추산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다음

과 같이 여러 식으로 존재한다. 

    - van Laar 식

 van Laar는 van der Waals의 상태방정식을 기초로 하여  자신의 활동도계수 모델을 다

음과 같이 제안하 다. 

                        

lnγ 1 =
α

[1+
α x 1
β x 2 ]

2

                     (3.2.4-25)

                        

lnγ 2 =
β

[1+
β x 2
α x 1 ]

2

                     (3.2.4-26)

여기에서 α와 β는 van der Waals 파라메터 a, b와 다음과 같이 연관된다. 

α =
b 1
RT [

a 1
b 1
-

a 2
b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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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 =
b 2
RT [

a 1
b 1
-

a 2
b 2 ]

2

    - NRTL (Non Random Two Liquid Mixture) 식

1968년에 Renon과 Prausnitz에 의해서 제안되었으며 공정모사기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모델이다.  

     
ln γ i =

∑
n

j=1
τ ji G ji x j

∑
n

l=1
G li x l

+ ∑
n

j=1

x j G ij

∑
n

l=1
G li x l

ꀌ

ꀘ

︳︳︳︳︳︳︳︳
τ ij-

∑
n

k=1
τ kj G kj x k

∑
n

l=1
G lj x j

ꀍ

ꀙ

︳︳︳︳︳︳︳︳      (3.2.4-27)

여기에서 

τ ji =
g ji-g ij
RT

G ji = exp (-α ji τ ji), α ji = α ij

    - UNIQUAC (Universal Quasi-Chemical) 식

    lnγ i = ln γ
COM
i + ln γ

RES
i                      (3.2.4-28)

      ln γ
COM
i = ln

Φ i
θ i
+
Z
2
q i ln

θ I
Φ i
+ l i -

Φ I
x i
∑
n

j=1
x l l l        (3.2.4-29)

      

ln γ RESi = q i
ꀎ

ꀚ

︳︳︳︳
1-ln ( ∑

n

j=1
θ j τ ji )- ∑

n

j=1

θ j τ ij

∑
n

k=1
θ k τ kj

ꀏ

ꀛ

︳︳︳︳               (3.2.4-30)

여기에서, Z는 배위수를 나타내고, 

τ ji =
u ij-u ii
RT

Φ i =
q i x i

∑
n

j=1
q j x j

θ i =
r i x i

∑
n

j=1
r j x j

(2) IS공정 (1)-분젠반응 단위공정

고온가스냉각원자로에서 핵 발전으로 생산되는 고온의 열을 활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기

술로 물 분해공정을 들 수 있는데,이에는 열화학싸이클, 고온전기분해, 열화학-전기하이브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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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클의 3가지 방식이 있다. 원자로를 이용한 물분해공정기술은 화석연료에 비하여 이산화탄

소 배출 문제가 적어서 교토 의정서(1997)에 명기되어 있는 이산화탄소 추가발생 억제조항을 

만족시킬 수 있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을 이용한 수소에너지 생산 공정은 고갈되어가는 화석에

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신에너지확보, 화석에너지 사용절감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등 측면에

서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물분해공정기술을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IS(Iodine-Sulfur)공정은 열화학 싸이클을 이

용한  대표적인 공정 중 하나로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주목을 끌고 있다.  IS공정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반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알짜반응은 1 mol의 물이 분해되어 수소 1 

mol과 산소 1/2 mol로 분해되는 반응이다.[3.2-111] 

      - IS공정 구성반응

       SO2 + I2 + 2H2O  →  H2SO4 + 2HI 

       H2SO4 → SO2 +  H2O + 1/2 O2  

       2 HI →I2 + H2   

      - IS 공정 알짜반응

        H2O  →H2 + 1/2 O2

IS공정의 개략도를 그림 3.2.4-7에 나타내었다. IS 공정에 의한 대규모 수소제조를 경제적

으로 실현하기 위하여는 높은 열효율을 얻을 수 있는 운전조건을 확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3.2-112] 현재 IS 공정에서 열효율을 저하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는 1)분젠반응의 생성

물로부터 황산 phase 및 요오드화수소 phase를 분리하기 어려운 점, 2) 요오드화수소의 평형 

분해율이 약 20%정도로 낮다는 점,  3) HIx로부터 HI를 분리하기가 힘든 점 등이 알려져 있

다. 

본 보고서에서는 IS공정 중 분젠반응을 구성하고 있는 unit model과 flowsheet model을 

개발, 이에 대해 기술하 으며 향후 황산분해반응 및 요오드화수소분해반응 등에 대해서도  

unit model과 flowsheet model을 개발함으로써 IS공정 전체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simulation model을 구축할 예정이다.

(가) 분젠반응기

분젠반응기에서는 황산분해반응 및 요오드화수소분해반응으로부터 회수되어 유입되는  I2, 

H2O 및 SO2가 혼합된 후 반응하여 황산과 요오드화수소가 생성되며 과잉으로 투입한 요오드

에 의해 황산 층과 요오드화수소 층으로 상분리 된다. 여기에서 비중이 작은  황산층과 비중이 

큰 요오드화수소 층에는 미반응의 산소 및 이산화황 기체가 혼재되어 있는데 상분리기에서는 

기체-액체 상분리와 액체-액체 상분리가 상분리기내에서 이행된다. 한편 분젠반응은 액상내 

화학반응 지배단계로 가정하 으며 공정모사기를 이용한 모사에서는  CSTR 모델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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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요오드화수소용액의 SO₂stripper

요오드화수소용액은 SO₂기체로 포화되어 있으므로 분젠반응 단위공정 다음 단계에서 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S 또는 H2S가 생성될 수 있다. 산소 중에서 일부는 재순

환되어 요오드화수소용 SO₂stripper로 이동한다. 재순환되는 O₂의 양은 되도록 최소로 하여

야  한다.  Stripper의 모사에서는 Radfrac 모델을 사용하 다. 

(다) Booster reactor

Booster reactor에서는 분젠반응에 의하여 SO₂와 I₂가 물과 결합하여 H2SO4 와 HIx를 

생성함으로써  황산용액의 농도가 증가하게 된다.  Booster reaction은 액상내 화학반응 지배단

계로 가정하 으며 공정모사에서는 CSTR 모델과 플래쉬 탱크를 결합하여 사용하 다. 

(라) Scrubbing column

O2는 대기로 방출되기 전 scrubbing column에서 정제된다.  Scrubbing column상단부에서

는 O2 가  물과 접촉하여 정제되며 하단부에서는 대량의 scrubbing water가 SO2와 반응하여 

H2SO4와 HI를 생성한다. 첫번째 scrubbing column에서는 분젠반응기로부터 나오는 O2와 SO2

가 정제되고  두 번째  scrubbing column에서는 booster reactor로부터 나오는 O2 와 SO2, 분

젠반응 생성물인 HIx, H2SO4 혼합용액이 분젠반응기에서 감압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H2O등이 

정제된다. Scrubbing reaction은  기상 평형 반응으로 정하 으며 공정모사에서는  Radfrac 모

델을 사용하 다. 

(마) 분젠반응단위공정의 모델링

화학공정모사기를 사용하여 IS공정 중 분젠반응 공정 모델을 그림 3.2.4-8에 나타내었다. 

공정 모델은 화학공정모사기에서 제공하는 단위조작 모델을 이용하 으며, 분젠반응은 2 mol

의 물이 1 mol의 요오드와 1 mol의 이산화황과 반응하여 1 mol의 황산과 2 mol의 요오드화수

소를  생성하는 반응이다. 분젠반응에 참여한 화학종은 주로 강산으로서 이온용액의 성질을 나

타내는 비 이상 용액이므로  분젠반응의 반응 모델은 ELECNRTL을 사용하 다. 이때 반응에 

참여한 화학종은 표 3.2.4-3과 같다.  

   - Simulatoin Models

분젠 반응은 대부분이 분젠반응기에서 일어나지만, 그 외에도 reactive column이나 3상분

리기에서도 소규모로 분젠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2대의 reactive column은 3상  분리기에서 기

상으로 빠져나가는 SO2, SO3, O2 흐름으로부터 값 비싼 요오드를 회수하기 위하여 설계된 것

이다. 이러한 개념은 화학공정모사기에서 RADFRAC에서의 기체상 평형반응으로 모사하 다. 

분젠반응기 내에서는 반응기구를 조절할 수 있는 액체상 반응이 진행되므로 화학공정모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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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연속흐름식 반응기인 CSTR을 사용하 다. 

분젠반응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치 중 하나인 3상 분리기는 분젠반응의 생성물이 가벼운 

액체상인 황산상, 무거운 액체상인 요오드화수소상, 그리고 기상으로 분리되는 장치이다. 화학

공정 모사기에 서는 연속흐름식 반응기와 flash unit을 조합하여 사용하 다. 그밖에 분젠반응

공정에서 사용되는 펌프, 컴프레사, 밸브 등은  화학공정모사기에 내재되어 있는 펌프, 컴프레

사, 밸브 등의 unit을 그대로 이용하 고, 이들과 mixer, splitter, flash model 등을 조합하여 

flowsheet를 작성하 다. 

   - Chemistry  Models

  Chemistry model은  강산이나 강염기를 나타내는 화학종 들이 비이상용액에서 나타내

는 분해(dissociation) 또는 복잡성(complexation) 과 같은 화학적 거동을 좀 더 자세하기 모사

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것이다. 특히 Chemistry Model이 Reaction Model과 결합하여 사용되는 

경우 model이 수렴화 될 확률이 그만큼 커진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 Reaction  Models

Chemistry model과 결합하여 분젠반응에서의  반응 현상을  보다  정확하게 모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한 model이다. 

   - Thermophysical Properties

    분젠반응에서는 여러 종류의 chemistry model과 reaction model을 사용하고 있지만, 

분젠반응에 관계된 반응물 및 생성물 사이의 평형 데이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의 

범용적인 열역학적 인자들을 사용하고 있다. 

(바) 모델링결과

    IS공정 중 분젠반응을 구성하고 있는 unit model과 flowsheet model을 개발, 이에 대

해 기술하 으며 향후 화학공정모사기를 사용하여 IS공정 중 분젠반응에 대한 unit model 및 

flowsheet model을 개발하 으며 향후 개발된 flowsheet를 기초로 한 민감도 해석을 통하여 

최적화된 분젠반응조건을 얻을 예정이다. 또한 황산분해반응 및 요오드화수소분해반응 등에 대

해서도 unit model과 flowsheet model을 개발하여 최적화된 반응조건을 얻음으로써 IS공정 전

체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simulation model을 구축할 예정이다. 

다. MMI 사이클 기초실험

세계는 지구온난화 문제의 주범으로 알려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미래형 청정에너

지의 생산기술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3.2-113, 114]

현재까지 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얻는 기술은 물의 전기분해가 상용화되어 있으나 경제성

이 낮아 사용하기 어렵고 Iodine-sulfur 공정이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은 기술로 평가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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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이 공정은 HI와 H2SO4의 분리가 깨끗하지 못하고 HI의 부식성이 커서 재질의 선정

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HI의 부식성이 문제가 된다면 물 대신 물과 가장 유사한 메탄올을 물

과 같은 개념으로 분해시키면 에탄과 산소 혹은 메탄 및 메탄올과 산소로 분해되지 않을까 하

는 아이디어가 본 연구의 핵심이다. 

 2 CH3I + H2O = 2CH4 + CH3OH + I2     

 CH4 + 2 H2O = CO2 + 4 H2

 CO2 + 3 H2 = CH3OH + H2O

 I2 + SO2 + 2 CH3OH = 2 CH3I + H2SO4 

 H2SO4 = H2O + SO2 + 1/2 O2

 

또는

 CH3I = (CH3)2 + I2 

 C2H6 + 2 H2O = 2 CO2 + 5 H2

 2 CO2 + 4 H2 = 2 CH3OH 

 I2 + SO2 + 2 CH3OH = 2 CH3I + H2SO4 

 H2SO4 = H2O + SO2 + 1/2 O2 

    만약에 이 반응들이 가능하다면 메탄을 스팀 리포밍하여 4몰의 수소를 얻어 3몰의 수

소만으로 메탄올로 회수하게 되므로 1몰의 수소를 얻게 된다. 혹은 에탄을 스팀 리포밍하여 5

몰의 수소를 얻게 되는데 이산화탄소는 4몰의 수소만으로 두 분자의 메탄을을 생성하므로 1몰

의 수소를 생성하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이 반응 역시 물의 분해 반응이며 다만 Iodine-Sulfur 

process에서 물대신 메탄올을 사용하여 HI 대신 CH3I를 합성하여 I-S process의 문제점을 해

결한다는 것이다. 이 공정은 메탄리포밍 반응과는 다르며 단순 메탄 리포밍은 메탄에서 메탄올

로 변하면서 수소를 생성하지만 본 연구의 경우는 메탄올에서 메탄올로 회수하는 과정에 스팀

리포밍 반응을 활용만 하고 실제적으로는 물에서 수소를 얻기 때문에 CO2 free 공정으로 평가

된다. 이 공정은 I-S 공정의 HI대신 CH3I가 생성되므로 황산과의 분리도 쉽고 부식문제도 해

결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상기 반응식을 기초로 하는 Methane-Methanol-Iodomethane 

(MMI) 사이클을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한 반응식 중 열역학 고찰을 통하여 이미 밝혀낸 문제의 화학반응 단

계, 메탄올의 요오드화 반응에 대한 실험적 고찰을 중점적으로 시행하 다. 

(1) 실 험

(가) 사용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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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에 사용된 메탄올, 요오드, 적인(red phosphin), 철, 산화철, SO2 가스, 기타 분석시

약은 Aldrich 특급시약을 구입하여 사용하 다.

(나) 분석

반응물과 생성물 중 유기물인 메탄올과 요오드화메틸은 GC로 분석하 다. GC는 FID 

Detector가 부착된 국내 메이커인 도남 GC를 사용하 다. 칼럼은 HP-1 25m*0.2mm*0.11μm 

칼럼을 사용하 고 분리 조건은 GC Oven 온도를 40℃로 일정하게 유지시켰다. 이 때의 분리 

결과를 그림 3.2.4-9에 실었다. Retention time 1.40분의 피크는 MeOH이고 1.53분의 피크는 

MeI임을 표준시료를 사용하여 확인하 다. 이 들의 정량분석은 메탄올을 내부 표준물질로 사

용하 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MeI와 MeOH을 증류하여 사용하 기 때문에 가능하 다. 즉 

GC에서 분석되지 않는 물, 황산 등은 생성물의 증류를 통하여 제거하 기 때문이었다. 표 

3.2.4-4와 그림 3.2.4-10에 정량곡선식을 구하기 위하여 메탄올과 요오드화메틸의 표준시료 및 

GC 분석결과를 실었다. 정량분석 곡선은 원점을 통과하 고 따라서 Response factors(F)는 직

선의 기울기로 4.13임을 알았다. 

               WMeI/WMeOH = F*AMeI/AMeOH  F=4.13                  (3.2.4-31)

이 값으로부터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시료의 무게(B)를 측정하면 

               WMeI + WMeOH = B                                   (3.2.4-32)

이 때 GC로부터 B의 시료를 분석하여 얻어진 면적비를 식(3.2.4-1) 에 대입하여 

               WMeI/WMeOH = F*AMeI/AMeOH = C                      (3.2.4-33)

식(3.2.4-33)과 (3.2.4-32)식으로부터  

                 WMeI = C*WMeOH = B - WMeOH 

양변을 정리하면 

                  (C+1)WMeOH = B, 

B와 C값을 알고 있으므로 WMeOH 값을 구하고 이 값을 (3.2.4-32)식에 대입하여 WMeI 값을 구

한다. 

(다) SO2가스를 사용한 MeI의 상압 합성반응 장치 및 실험방법

          

실험방법: 온도계가 부착된 3구 라운드 후라스크에 소정의 메탄올을 넣고 8% SO2/He 

base 가스를 흘려주면서 상부에 소정의 요오드를 천에 포장하여 넣은 특수 환류장치를 부착하

여 메탄올을 가열형 자석 교반기를 사용하여 환류시킨다. 이 때 생성되는 가스를 포집하기 위

하여 역류 방지기가 부착된 NaOH trap을 설치하고 포집되지 않는 가스의 발생을 실시간 확인

하기 위해 물 층을 통과시켜 포집 백에 포집하 다. 환류되는 용매에 I2가 더 이상 녹아나지 

않는 점, 환류용액이 갈색에서 무색으로 되는 점으로 하 다. 분석은 환류장치에 포집된 용액

을 완전히 3구 후라스크에 모아서 MeI와 MeOH를 증류하여 무게를 달고 GC로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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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SO2 액체를 사용한 MeI의 가압 합성반응 장치 및 실험방법

실험방법: 메탄올 및 요오드는 알드리치 시약을 사용하 고 액화 SO2는 메티슨사 제품을 

사용하 다. 반응기는 200ml의 Sus 반응기에 teflon 반응기를 넣어서 부식을 방지하 다. 반응

은 메탄올과 요오드 및 물을 미리 teflon 반응기에 넣고 반응기를 봉한 후 SO2 가스를 valve를 

통하여 주입하여 주입된 SO2 가스의 무게를 달았으나 SO2는 상온에서 3기압 이상으로만 압력

을 가하면 액체로 존재하므로 호스 양쪽에 valve를 부착한 1/4인치 teflon hose에 액화SO2 액

체를 충진하여 무게를 달고 반응기에 주입하 다. 반응온도는 외부에서 제어하 으며 반응시간

에 따른 온도 및 압력 변화를 관측하 고 또한 반응 후 온도를 내리고 미반응의 SO2 가스는 

중화시켜 제거하 고 반응물은 2층으로 분리되었으며 각 층을 분액깔대기로 분리를 한 결과 

상등액에는 메탄올, 물, 황산이 주성분이었고 하등액에는 MeI가 주성분이었다. 반응 후 분리된 

반응물을 각각 증류하여 요오드화메틸과 메탄올을 함께 분리하고 GC로 분석하여 정량하여 수

율을 구하 다. 

(2) 실험 결과

(가) SO2가스를 사용한 MeI의 상압 합성

사용한 SO2 가스는 헬륨 대비 0.8 V/V%의 SO2 가스를 사용하 다. 표 3.2.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압 저온 혹은 MeOH 환류온도에서는 거의 반응이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고온 

압력반응에서는 요오드화메틸이 소량 생성되었으나 SO2의 함량이 적은 가스를 사용하 기 때

문에 헬륨이 반응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I2 대비 수율이 낮았다. 그 결과 SO2 함

량이 100%인 액체 SO2를 사용하기로 하 다. 

(나) 액체 SO2를 사용한 MeI의 가압 합성 

우리들은 저농도의 SO2 가스를 사용한 MeI의 합성에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

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고농도 액체SO2를 사용하여 MeI를 합성하고자 하 다. 

일반적으로 반응온도는 내부온도를 제어하여야 하나 부식 방지를 위하여 테프론재 반응기

를 사용하 기 때문에 열전달이 나쁘고 반응 중 생성된 황산에 의해 열전대가 녹아서 더 이상 

온도를 측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열전대도 테프론으로 코팅을 할 수 밖에 없었고 반응 온도는 

외부에서 제어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외부온도가 130℃-150℃인 경우의 내부온도는 

95-115℃로 예측되었고 또한, 반응의 압력으로 내부온도를 유추하 으며 반응의 압력도 SO2의 

주입량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명확하지는 않아 일단 외부 온도를 반응의 변수로 사용하기로 

하 다.

표 3.2.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오드 대비 요오드화메틸의 수율이 62%로 낮았다. 반응온

도를 150℃로 올리면 초기의 반응압력이 6.9기압에서 10.6기압으로 증가하 으며 메탄올의 소

비량이 늘고 잔사가 줄었으며 수율도 69%로 약 7% 증가하 다. 한편 물을 사용하지 않고 메

탄올만 사용한 이 두 경우는 물을 사용한 반응보다 비교적 반응속도가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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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채취 위치가 요오드화메틸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료 속의 요오드화메틸을 합하면 

약 85% 정도 되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수율로는 만족스럽지 못하 고 술폰화메틸을 가수분해

시키면 메탄올이 생성되기 때문에 메탄올을 정량인 2배로만 사용하는 대신 물을 추가하기로 

하 다. 그 결과 수율이 30% 선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온도를 높이고 물의 양을 증가

시켜도 마찬가지 다. 요오드와 SO2를 메탄올 대비 2배로 사용하여도 수율은 44%로 소량 증

가하는 데 그쳤다. 따라서 메탄올을 요오드 대비 4배 몰 사용하고 물을 함께 사용한 결과 100 

℃의 저온에서 수율이 58%로 낮았으나 120℃ 이상의 고온에서는 80% 이상의 수율을 얻을 수 

있었다. SO2의 양을 증가시키면 수율이 상승하리라 생각되었으나 오히려 64%로 낮아졌다. 

결론적으로 수율이 약 80% 수준에서 머무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며 그 첫째는 

압력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반응시간이 짧았기 때문으로 생각되었고 둘째는 반응 중 

MeI가 생성되면서 층 분리가 되고 MeI 층이 생성된 황산 층보다 무겁기 때문에 아래층이 되

고 여기에 I2의 용해도가 높아 SO2 및 메탄올이 존재하는 상부 층과 잘 섞이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반응시간을 좀 더 길게 유지해야 하고 반응기의 교반이 약한 우리 반응시

스템을 수정하여 교반이 원활한 반응기에서 재실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반응기 제작이 여

의치 못할 경우는 MeI를 서서히 제거하면서 반응시키는 반응기를 제작하여 실험해야 할 것으

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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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1 원소 또는 화합물들의 기초 물성

Element/
compound

△fGm
o

kJ/mol
△fHm

o

kJ/mol
Sm

o

J/mol/K
Tm

K
Tb

K
Lm

kJ/mol
Lv

kJ/mol

C

CH4

CH2O

CH3OH

CO

CO2

H2

HI

H2O

H2S

H2SO4

I2

O2

S

SO2

SO3

CH3I

0

-50.8

-109.9

-166.8

-137.3

-394.4

0

1.7

-237.2

-33.1

-690.1

0

0

0

-300.2

-368.4

15.1

0

-74.9

-115.9

-239.0

-110.5

-393.5

0

26.5

-285.8

-20.2

-814.0

0

0

0

-296.8

-441.0

-13.8

5.7

186.3

218.8

127.2

197.9

213.7

130.6

206.5

69.9

205.8

156.9

116.1

205.0

31.9

248.1

95.6

162.8

3,773.0

90.5

181.0

175.3

68.0

216.8

13.8

222.2

273.0

187.5

283.4

386.6

54.3

388.2

197.5

289.9

209.0

4,203.0

111.5

253.5

337.7

81.5

194.6

20.2

237.7

373.0

212.7

d: 553.0

457.2

90.0

717.6

263.0

316.4

314.0

104.6

0.9

-

3.2

0.8

8.3

0.1

2.9

6.0

2.4

10.7

15.5

0.4

1.7

7.4

2.0

-

(s)716.7

8.2

24.5

34.5

6.0

(s)25.2

0.9

19.8

40.7

18.7

62.0

41.9

6.8

9.6

24.9

41.8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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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2 원소 및 화합물들의 비열상수, Cp,m(T)=a+bT+cT-2+dT2,*

Element/
compound a bx10

3
cx10

-5
dx10

6
Tmin Tmax

C

CH4

CH2O

CH3OH

CO

CO2

H2

HI

H2O(l)

H2O(g)

H2S

H2SO4

I2

O2

S(l)

S(g)

SO2

SO3

CH3I

0.11

23.64

16.72

11.54

28.41

44.14

27.28

26.32

75.44

30.00

32.68

67.95

37.40

29.96

449.78

22.59

43.43

57.32

29.84

38.94

47.86

213.38

114.22

4.10

9.04

3.26

5.94

-

10.71

12.38

97.91

0.57

4.18

-959.81

23.01

10.63

26.86

60.71

-1.48

-1.92

-

-

-0.46

-8.54

0.50

0.92

-

0.33

-1.92

-

-0.63

-1.67

-208.87

-

-5.94

-13.05

-

-17.38

-

-18.31

-36.35

-

-

-

-

-

-

-

-34.00

-

-

607.10

-

-

-

-9.50

298.0

298.0

400.0

400.0

298.0

298.0

298.0

298.0

273.0

298.0

298.0

600.0

298.0

298.0

388.2

388.2

298.0

298.0

400.0

1,100.0

1,500.0

1,000.0

1,000.0

2,500.0

2,500.0

3,000.0

2,000.0

373.0

2,500.0

2,000.0

1,000.0

2,000.0

3,000.0

717.6

717.6

1,800.0

1,200.0

1,000.0

 *The functions are valid between the temperature Tmin and Tmax, and units are J/mol/K.

  



- 519 -

표 3.2.4-3 분젠반응에 참여한 화학종

ComponentID Formula Name

I2 I2 Iodine

SO2 SO2 Sulfur Dioxide

H2O H2O Water

HI HI Hydrogen Iodide

H2SO4 H2SO4 Sulfuric Acid

O2 O2 Oxygen

SO3 SO3 Sulfur Trioxide

H2 H2 Hydrogen

H3O
+

H3O
+

Hydrated Hydronium Ion

HSO4
-

HSO4
-

Bisulfate Ion

SO4
2-

SO4
2-

Sulfate Ion

I- I- Iodide Ion

HIx HI + I2 + H2O HIx Complex

표 3.2.4-4 MeI 및 MeOH의 GC 분석 표준화

WMeOH/MeI Area % of MeOH Area % of MeI AMeI/MeOH

1:0.25 94.4 5.6 0.06

1:0.5 90.0 10.0 0.11

1:1.0 82.2 17.8 0.22

1:2.0 67.2 32.8 0.49

1:2.5 65.3 34.7 0.53

1:3.0 58.2 41.8 0.72

1:4.0 53.8 46.2 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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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5 SO2 가스를 사용한 MeI의 상압 합성 실험결과

MeOH

(g/mol)

I2

(g/mol)

SO2/He

(ml/min)

온도

(℃)

압력

(atm)

MeI

(g/mol)
비고

50/1.56 12.5/0.05 50 0 상압 - No Rxn

50/1.56 12.5/0.05 50 25 상압 - No Rxn

50/1.56 12.5/0.05 50 reflux 상압 - No Rxn

40/1.25 25.7/0.1
0.0037

mol
~200 10 0.71/0.005

표 3.2.4-6 액체 SO2를 사용한 MeI의 가압 합성 실험결과

Reaction condition Feed (mmol)
product 
(mmol) Yield

T

(℃)

P

(bar)

Rx. time

(h)
[MeOH]f [I2]f [SO2]f [H2O]f [MeI]p

[MeI]p/

{2*[I2]f}

[MeI]p/

[MeOH]f

130 6.9 18 1017 250 250 0 308 62% -

150 10.6 18 1503 252 250 0 349 69% -

100 3.7 18 500 251 281 1017 155 - 31%

150 11.5 18 511 252 375 1046 155 31% -

150 7.6 18 522 252 250 2031 172 34% -

100 7.2 18 510 501 500 1021 224 - 44%

100 5.7 18 1002 251 281 1008 289 58% -

120 8 18 1013 250 281 1027 406 81% -

130 6.7 18 1009 252 289 1000 431 86% -

140 10.6 18 1013 250 250 1036 406 81% -

150 11.3 18 1006 251 250 1006 402 80% -

130 8 18 1142 250 375 1007 319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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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1 화학반응식의 반응열 및 깁스 에너지 계산 흐름도 (1 of 3)

START

-Numbering elements and compounds(i)
-Applied temperature range(298-Tmax)

-Program title
-Program description(∆H, ∆G, S, K)
-Notation and unit 

-Thermophysical data of elements and compounds
-Temp. coeff. for heat capacities of elements and compounds  

Tb<298

Tm<298

T<Tm

T<Tb

i=ni=i+1

T = T

Yes

H(Tb)=H(Tm)+a1*(Tb-Tm)+b1/2*(Tb**2-Tm**2)
            -c1*(1/Tb-1/Tm)+d1/3*(Tb**3-Tm**3)+Lv
S(Tb)=S(Tm)+a1*(lnTb-lnTm)+b1*(Tb-Tm)-
           c1/2*(1/Tb**2-1/Tm**2)+d1/2*(Tb**2-Tm**2)+Lv/Tb
G(Tb)=H(Tb)-Tb*S(Tb)
H(T)=H(Tb)+a2*(T-Tb)+b2/2*(T**2-Tb**2)
           -c2*(1/T-1/Tb)+d2/3*(T**3-Tb**3)
S(T)=S(Tb)+a2*(lnT-lnTb)+b2*(T-Tb)-
           c2/2*(1/T**2-1/Tb**2)+d2/2*(T**2-Tb**2)
G(T)=H(T)-T*S(T)

No

Yes

No

Yes

No

Yes

No

Yes

No



- 522 -

H(T)=H298+a2*(T-298)+b2/2*(T**2-298**2)
           -c2*(1/T-1/298)+d2/3*(T**3-298**3)
S(T)=S298+a2*(lnT-ln298)+b2*(T-298)-
           c2/2*(1/T**2-1/298**2)+d2/2*(T**2-298**2)
G(T)=H(T)-T*S(T)

H(T)=H298+a1*(T-298)+b1/2*(T**2-298**2)
           -c1*(1/T-1/298)+d1/3*(T**3-298**3)
S(T)=S298+a1*(lnT-ln298)+b1*(T-298)-
           c1/2*(1/T**2-1/298**2)+d1/2*(T**2-298**2)
G(T)=H(T)-T*S(T)

T<Tb

Yes

No

H(Tb)=H298+a1*(Tb-298)+b1/2*(Tb**2-298**2)
            -c1*(1/Tb-1/298)+d1/3*(Tb**3-298**3)+Lv
S(Tb)=S298+a1*(lnTb-ln298)+b1*(Tb-298)-
           c1/2*(1/Tb**2-1/298**2)+d1/2*(Tb**2-298**2)+Lv/Tb
G(Tb)=H(Tb)-Tb*S(Tb)
H(T)=H(Tb)+a2*(T-Tb)+b2/2*(T**2-Tb**2)
           -c2*(1/T-1/Tb)+d2/3*(T**3-Tb**3)
S(T)=S(Tb)+a2*(lnT-lnTb)+b2*(T-Tb)-
           c2/2*(1/T**2-1/Tb**2)+d2/2*(T**2-Tb**2)
G(T)=H(T)-T*S(T)

그림 3.2.4-1 화학반응식의 반응열 및 깁스 에너지 계산 흐름도 (2 of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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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H298+a*(T-298)+b/2*(T**2-298**2)
           -c*(1/T-1/298)+d/3*(T**3-298**3)
S(T)=S298+a*(lnT-ln298)+b*(T-298)-
           c/2*(1/T**2-1/298**2)+d/2*(T**2-298**2)
G(T)=H(T)-T*S(T)

H(Tm)=H298+a*(Tm-298)+b/2*(Tm**2-298**2)
            -c*(1/Tm-1/298)+d/3*(Tm**3-298**3)+Lm
S(Tm)=S298+a*(lnTm-ln298)+b*(Tm-298)-
           c/2*(1/Tm**2-1/298**2)+d/2*(Tm**2-298**2)+Lm/Tm
G(Tm)=H(Tm)-Tm*S(Tm)
H(T)=H(Tm)+a1*(T-Tm)+b1/2*(T**2-Tm**2)
           -c1*(1/T-1/Tm)+d1/3*(T**3-Tm**3)
S(T)=S(Tm)+a1*(lnT-lnTm)+b1*(T-Tm)-
           c1/2*(1/T**2-1/Tm**2)+d1/2*(T**2-Tm**2)
G(T)=H(T)-T*S(T)

DELH(T) = ΣνHp(T) - Σ uHr(T)
DELG(T) = ΣνGp(T) - Σ uGr(T)
K(T) = exp(-DELG(T)/RT)

PRINT: T, DELH, DELG, K

T = Tmax

STOP

Yes

T = T + DELT
No

그림 3.2.4-1 화학반응식의 반응열 및 깁스 에너지 계산 흐름도 (3 of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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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2 Methane-Methanol-Iodomethane 싸이클

그림 3.2.4-3 MMI Conceptual Flow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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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4 컴퓨터를 이용한 화학공정 모사 개념도

그림 3.2.4-5 화학공정모사기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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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6 공정모사에 필요한 열역학 모델 계통도

그림 3.2.4-7 IS 공정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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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8 분젠반응 단위공정도

그림 3.2.4-9 Methanol, methyl iodide의 Gas Chromat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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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10 MeI/MeOH GC 면적비와 MeI/MeOH 질량비 

상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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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11 MeI의 상압 합성반응 장치

CH4 수집
장치 수조

MeOH
S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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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OH
MeI

역류방지

HI 수집
Aq. Na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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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12 MeI의 가압 합성반응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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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피복입자핵연료 제조 요소기술 개발

1. 연료핵 제조 실험장치 제작

고온가스로 핵연료제조 연구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방사성물질 사용 실험실을 인․허

가 받는 일이 우선 수행되었으며, 방사성물질 사용 장소로 본 연구소 방사선응용연구동 512호

를 선정하여 개․보수 후 인가 신청을 요청하여, 2004년 말 과학기술부 허가(허가증 번호 제 

1-25호)에 의거 사용허락을 획득했으며, 현재 후속공정을 위해 방사성물질 취급 장소를 추가적

으로 연구소 내에 선정하여 인․허가 신청 중에 있다.

고온가스로용 핵연료는 기존의 경수로나 중수로용 핵연료와는 달리 약 500 ㎛ 크기의 구

형 UO2 입자를 Pyrolytic carbon과 silicon carbide를 이용해서 3 중으로 외부 피복한 후 적절

한 성형, 가공공정을 통해 약 60 mm 크기의 pebble이나 compact를 만들어 노심에 장전하게 

된다. 여기에 사용되는 고온가스로 핵연료는 그림 3.3.1-?에서와 같은 구조를 가지는 TRISO 

피복입자로, 이러한 피복층이 핵연료가 연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핵분열생성물의 외부 방출을 

막는다[3.3-001]. 한편, 연료핵(Fuel Kernel)으로 사용되는 구형 UO2 미세구 입자는, 화학적인 

방법인 습식 졸-겔 공정을 이용해서 제조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3.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부겔화법(Internal gelation) 및 외부겔화법(External gelation)에 

대한 기초기술을 검토, 분석하여 실험장치를 제작하고, 이를 연료핵 입자 제조실험에 활용하

다.

가. 졸-겔 공정에 의한 연료핵 제조

졸-겔 공정에 의해 제조되는 연료핵은 높은 구형도와 균일한 입자크기 및 화학적 조성을 

가지며[3.3-002, 003], 1) 원료용액(졸 또는 broth) 제조공정, 2) 원료용액의 액적을 적절한 매체

를 사용하여 겔화시키는 공정, 3) 겔 입자의 세척 및 건조, 4) 하소 및 소결을 통해 고 도의 

구형 연료핵(kernel)을 제조하는 4 단계 공정으로 구성된다[3.3-004]. 원료용액은 적절한 분사장

치에 의해 액적으로 생성되며, 생성된 액적의 겔화 방법은 HMTA와 같은 시약을 미리 공급용

액에 첨가하여 액적을 생성시키고 HMTA의 분해에 의해 생성되는 암모니아를 이용하여 액적 

내부로부터 겔화시키는 내부 겔화법[3.3-005∼010]과 암모니아 가스층 및 암모니아 수용액상에

서 액적의 겔화가 외부로부터 내부로 진행되는 외부 겔화법[3.3-011∼019]으로 구분된다.

(1) 내부 겔화법

내부 겔화법에 의한 미세구의 제조는 암모니아를 방출하는 수용성 화학물질을 가열하여 

중금속을 겔로 형성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암모니아를 방출하는 화학물질과 중금속 이온은 

동일한 용액 상에서 용해되기 때문에 구형 액적은 거의 균일한 미세구로 형성되며, 겔화가 빠

르게 진행된다. 겔화 속도는 용액의 농도와 가열된 용매로부터 액적으로의 열전달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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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 TRISO Coated Fuel Particle.

그림 3.3.1-2. Comparison between Internal and External Gelation Processes.



- 539 -

결정된다. 

내부 겔화 공정(흔히 KEMA 공정이라 칭함)에서는 중금속 용액이 산화물로 제조되기 위

해서는 산 결핍 용액(ADUN; Acid-Deficient Uranyl Nitrate) 상태가 요구된다. 공급용액은 

urea와 HMTA를 중금속 용액과 혼합하여 제조하며, 모든 용액의 온도는 0℃ 혹은 그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조된 용액은 분산장치를 이용해서 액적을 형성시키고 이를 고온의 

유기용액 속에서 겔화시킨다. 유기용액은 CCl4와 같은 용매를 사용해서 세척하고, 암모니아수

를 이용하여 미세구를 세척한 후 공기분위기에서 건조, 하소한 후 환원분위기에서 소결하면 이

론 도의 99%를 갖는 입자를 제조할 수 있다. 내부 겔화 공정의 흐름도를 그림 3.3.1-?에 나타

내었다.

(가) 공급용액 제조

3M ADUN 용액(NO3-/U 몰 비 = 1.5)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조할 수 있

다. (1) 화학양론적으로 부족한 양의 질산 또는 화학양론적으로 동일한 양의 질화우라늄 용액

에 UO3를 첨가; (2) 화학양론적으로 동일한 양의 질산에 U3O8을 첨가; (3) 화학양론적으로 부

족한 양의 질산에 UO2를 첨가; (4) 질화우라늄 용액으로부터 amine에 의한 산 추출.

상기 (1) 방법에서 용해속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약간 가열이 필요하지만 너무 높은 온도에

서 용해시키면 UO3․O․8H2O와 같은 침전물을 형성시키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ORNL에서의 

경험에 의하면 60℃가 적절한 온도로 보고하고 있다. (4) 방법에서는 우라늄 손실을 최소화하

기 위해서 1 M UN 용액을 사용하여야 하며, 추출 후에 3 M의 ADUN 용액이 증발에 의해 얻

어진다.

공급용액은 3 M ADUN 용액에 3 M의 HMTA와 urea가 들어있는 용액을 1:1.4의 부피비

로 혼합하여 제조한다. 산성 조건에서 HMTA는 가수분해에 의해 암모니아와 formaldehyde를 

형성한다. 겔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의 2 단계로 처리하여야 한다. 첫 번째는 HMTA의 분

해를 억제하기 위해 -5 ∼ 0℃로 유지하고, urea를 첨가하여 UO22+와의 착염을 형성함으로써 

HMTA의 분해를 방지한다. -5℃의 온도에서 공급용액은 24 시간 정도 보관해도 사용이 가능

하나 용액의 보관 온도에 따라 15℃에서 몇 분 정도, 60℃에서는 몇 초 정도가 경과하면 공급

용액의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용액을 혼합하는 과정에서 5℃보다 높은 온

도에 있으면, 비록 혼합된 공급용액을 냉각하더라도 1 시간 안에 고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

나 ADUN 용액과 암모니아를 발생시키는 용액(urea + HMTA 용액)이 분리되어 있으면 안정

한 상태로 보관이 가능하다.

공급용액의 우라늄 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1) urea/우라늄 몰 비가 1.4인 ADUN 용액에 

고체 상태의 urea를 첨가하거나, (2) HMTA/우라늄 몰 비가 1.4인 ADUN 용액에 고체 상태의 

HMTA 첨가하거나, (3) ADUN 용액에 HMTA 슬러리와 물을 첨가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물

을 첨가하는 것은 수화될 때에 발생되는 열을 제거하기 위해서이며, 1 kg HMTA에 대해 0.5 

ℓ를 첨가한다.

우라늄에 대한 HMTA의 농도가 낮으면 연한 (soft) 구가 생성되어 다시 콜로이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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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3. Simplified Flowsheet for Internal Chemical Gelation Process.



- 541 -

으로 되는 경향이 있고, HMTA의 농도가 너무 높으면 매우 작은 크기의 결정(crystallite) 구가 

형성되어 후속 공정인 세척이나 건조 공정에서 문제가 발생된다.

(나) 액적 형성 및 겔화

-5 ∼ 5℃의 냉각된 공급용액은 펌프를 이용해서 분산장치로 이송되어 원하는 크기의 액

적을 발생시켜 유기용매로 공급한다. 고온의 유기용매 속에서 HMTA의 분해속도가 urea-우라

늄 이온의 착염 상태를 깰 만큼 빠르기 때문에 액적이 겔화된다. Urea는 urea- formaldehyde 

고분자를 형성하여 HMTA의 분해속도와 미세구를 겔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된

다.

(다) 세척

세척은 미세구를 제조하는데 민감한 공정이다. 부적절한 세척은 건조나 소결 공정에서 미

세구의 손상을 야기한다. KEMA 공정에서는 5% 정도의 HMTA가 겔화 과정에서 분해되고, 

나머지 95%는 세척 과정에서 회수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구 안에서 반응하지 않고 남

아있는 HMTA의 실제 양은 95% 이하로 추정된다. 세척에 의해 회수되는 HMTA의 일부는 

HMTA가 겔화 과정 중에 분해된 암모니아와 formaldehyde과의 반응에 의해 재형성된 것이다.

적정한 겔화 조건하에서 제조되는 미세구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투명한 구들은 너무 작은 

결정크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높은 삼투압으로 과량의 암모니아, NH4NO3, urea, HMTA를 세

척시키지 못하며, 이러한 구들은 건조나 소결 과정에서 균열이 발생된다. 반면에 불투명한 구

들은 결정크기가 충분히 커서 urea, HMTA, NH4NO3는 쉽게 세척된다.

KEMA 공정에서는 40℃에서 1 ∼ 2 시간 동안 희석된 암모니아수(pH = 8.5)로 향류 흐름

을 이용하여 세척하며, 유기용매를 제거하기 위해 계면활성제를 첨가한다. NH4OH로 세척하기 

전에 유기용매를 제거하기 위해 CCl4를 사용하기도 한다[3.3-020]. NH4OH의 pH가 8.5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양의 NH4OH를 사용한다. 큰 구들을 세척할 때 적절한 삼투압을 조절하

기 위해서 pH 조절을 정확히 해야 한다. 큰 구들의 세척율은 구 내부에서의 물질전달에 의해 

결정되며, 입자들이 크면 오랜 세척시간이 필요하다. 40℃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세척하는 것

을 피해야 하는데 온도가 높으면 제조된 미세구가 손상되어 연한 구로 되고 서로 달라붙게 된

다. 세척액은 전도도(conductivity)를 측정해서 세척의 진행 정도를 감시한다.

작은 크기의 구를 세척할 때는 미세구 층에서의 편류 흐름(channeling)을 주의하여야 한

다. KEMA 공정에서 작은 크기의 미세구들은 60℃, pH 9.6의 암모니아수를 사용한다. 세척액

으로부터 작은 크기의 미세구를 분리하는 것은 어렵다. 원심분리기는 미세구들끼리 압착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며, 개량된 고-액 분리기를 사용한다.

(라) 건조

세척한 후 미세구들은 공기 분위기에서 상온으로부터 170℃까지 건조한다. 연속공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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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4. Simplified Flowsheet for External Chemical Gel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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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는 세척이나 탈수공정 중에 계면활성제를 사용하거나, 하소 공정에서 유기물의 

분해, 세척 공정에서의 용해 등에 의해 유기화합물을 제거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가) 공급용액 제조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우라늄 공급용액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사전 전처리가 필요

하지 않다. 그러나 토륨의 경우에는 졸을, 플루토늄의 경우에는 플루토늄의 양이 적을 때는 단

분자 형태도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Pu(IV) 고분자 형태로 공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초기 용

액은 중금속 nitrate이며, 필요에 따라 nitrate 용액을 졸로 제조하는 사전 처리가 요구되기도 

한다. 유기고분자와 다른 첨가제들은 용액 형태로 첨가하며, 첨가제의 역할은 pH나 용액의 점

도를 조절하고 충전재 역할을 한다. 고분자 물질 이외에 개질제를 첨가하여 점도 조절을 돕고 

산(acid)으로부터 고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고분자 물질로서 갖추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수용성이고, 용액 내의 이온화 경향이 큰 물질과 호환성이 있어야 한다.

  (2) 공급용액을 농후하게 하여야 하나, 노즐을 통해 적절한 유량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3) 액상 계면에서 충격을 견딜 정도로 신속하게 겔 구조를 형성시켜야 한다.

  (4) 액적이 고화될 때까지 구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금속을 지지하기에 충분한 겔 구

조로 형성시킬 수 있어야 하며, 이때 무기 구조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고분자 물질로는 hydroxypropyl methyl cellulose(Methocel), polyvinyl alcohol (PVA), 

dextran, natural gums, starch derivatives(Wisprofloc) 등이다. 개질제와 첨가제로는 tetra- 

hydrofurfuryl alcohol(THFA), formamide, ammonium nitrate, urea, dioxane, acetamide, 

glycine 등이 사용된다. SNAM 공정에서는 Methocel과 THFA를 사용하 으며, 독일 연구자들

은 urea 와 THFA를 포함하는 여러 종류의 첨가제에 PVA를 첨가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

행하 다.

독일에서 유기 첨가제를 제거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독일에서의 공정에서는 과량의 

urea와 ammonium nitrate를 사용하 으며, 가열에 의한 urea의 열분해로부터 발생되는 암모니

아와 이산화탄소 가스에 의해 예비 중화하 다[3.3-014,016]. 용액의 pH와 점도는 안정한 졸 

제조의 매우 중요한 인자이다.

(나) 액적 형성 및 겔화

액적은 모세관을 사용하여 자유낙하에 의한 자연적인 분기(breakup)로부터 생성되거나 진

동노즐에 의해 생성된다. SNAM 공정에서는 공급용액과 공기의 두 가지 유체를 이용하는 이

중-유체 노즐을 사용하 으며, 노즐의 직경 및 공기의 유량에 의해 액적의 직경이 조절된다. 

여기서 공기를 액적과 동시에 사용하는 이유는 공급되는 용액이 노즐 출구에서 암모니아에 의

해 겔화되어 노즐의 막힘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공기 분위기에서 구형으로 형성된 

액적은 암모니아 가스층을 지나면서 액적의 표면이 겔화된다. 이 미세구는 암모니아 용액으로 

공급될 때 용액 계면에서 충격을 받으나, 표면이 겔화된 입자이기 때문에 구형을 유지한다.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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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아 용액 속으로 들어온 이 미세구는 급속히 겔화되면서 용기 하부로 침강되어 숙성된다. 

외부 겔화에 의한 모든 공정은 이러한 기본적인 방법인 액적 형성, 표면 겔화, 계면에서의 충

격, 농축된 암모니아 용액 내에서 겔 형성 및 숙성 단계를 거치면서 단단한 겔이 제조된다.

국에서는 이중-유체 노즐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공기 분위기에서 액적을 형성시키고, 

암모니아 가스층을 통과시킨 후 암모니아 용액에서 겔화시키는 방법은 SNAM 공정과 동일하

다. 이와 더불어 암모니아 용액 하부에서 암모니아 가스를 주입하여 기포를 형성함으로써 계면

에서의 충격을 완화시켰으며, 암모니아 용액에는 계면활성제를 첨가하 다.

독일에서는 원래의 SNAM 공정에서 약간 변형된 공정을 개발하 다. 구형액적의 표면을 

겔화(pre-hardening) 시키기 위하여 암모니아 용액상부에 암모니아 가스층을 사용하는 대신에 

유기화합물(methyl isobutyl ketone)을 사용하 다[3.3-021]. SNAM 공정과 비슷한 운전을 통

해 이중-유체 노즐을 사용해서 암모니아가 없는 ketone 속에서 액적을 형성하 으며, 진동을 

가하지 않았다. 액적은 암모니아를 포함하는 ketone을 통과하면서 표면이 단단해져 용액 계면

을 지나고 암모니아 용액 속에서 신속히 겔화된다. 또한 독일에서는 수평 진동노즐을 사용해서 

연속제조공정을 개발하 다[3.3-014∼016]. 공기 중에서 액적이 형성되고 암모니아 가스층을 통

과한 후 수직 거리가 약 30 mm인 하부의 암모니아 용액으로 떨어뜨려 높이차에 의한 액적의 

파손 현상을 방지하 다.

(다) 숙성, 세척 및 탈수

숙성 용액은 일반적으로 겔화 용액과 동일한 용액으로 1 ∼ 30% 정도의 암모니아 용액을 

사용한다. 숙성 시간은 수 분에서 하루 이상까지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거나 연속공

정인 경우에는 10 ∼ 30 분 정도가 소요된다.

건조공정에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젖어있는 겔 미세구로부터 염(ammonium nitrate)을 

세척해내야 한다. 중금속이 다시 콜로이드상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희석된 암모니아 용

액을 사용한다. 독일에서 최종적으로 보고된 바에 의하면 겔화 공정에서와 마찬가지로 1% 암

모니아를 세척공정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세척공정에서는 계면활성제를 도입한다. NUKEM(독일) 공정에서는 isopropanol을 사용해

서 세척하는데 염과 PVA를 세척해낼 뿐만 아니라 젖어있는 겔 미세구의 수분이 탈수되기도 

한다. 이탈리아의 SNAM 공정에서는 물을 사용해서 세척한 후 미세구를 탈수하기 위해 공비

증류시키며, CCl4가 인화성이 없는 관계로 추천되는 물질이다[3.3-017]. 이 방법은 30 kg/day 

규모의 연속공정에서도 도입되었는데[3.3-018]. 이 방법이 선호되는 이유는 다공성의 미세구가 

제조되어 소결공정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유기용액 속에서 탈수하는 동안 서로 달라붙지 

않는다.

(라) 건조

본래의 SNAM 공정에서는 소결하기 전에 공비 증류(azeotropic distillation)로부터 유기용

액 건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어지지 않았다. 미세구는 CCl4에 의해 젖지 않기 때문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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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위기에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도 배수되고 열처리공정 초기 단계에서 통풍만 잘 시킴으로써 

충분하다. CCl4는 열분해되면 phosgen을 생성하기 때문에 고온으로 가열하기 전에 제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탈리아에서는 탈수와 건조를 위해 공기 중 건조와 진공 건조 방법을 사용

하 다.

KFA에서는 건조와 탈수를 위해 250 ∼ 300℃의 공기분위기에서 단일층의 미세구를 연속

공정에 의해 건조할 수 있는 벨트 건조기를 개발하 으며[3.3-021], 건조하기 전에 입자들이 서

로 달라붙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면활성제로 미세구를 세척하 다. 건조기의 분위기는 

최소한의 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 는데, 이는 건조가 너무 빠르면 균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조는 빠르게 진행되며 약 10 분 정도 소요된다. 건조한 후에도 미세구는 수분을 

매우 빠르게 재흡수하기 때문에 냉각되는 동안 깨질 수 있다. 따라서 160℃에서의 수분 함량을 

상온에서 존재하는 수분 함량과 평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HOBEG와 NUKEM 공정에서는 isopropanol을 제거하기 위해서 각각 80℃와 100℃ 온도에

서 400 torr와 500 torr의 진공분위기를 유지하여 탈수시킨다. 회수된 isopropanol은 재사용되

며, NUKEM 공정에서 미세구의 건조를 위해서는 약 5 ∼ 6 시간이 소요된다.

(마) 하소 및 소결

500℃ 부근에서 열처리를 수행하여 건조 겔 입자 안에 남아있는 유기물을 제거하며 금속

을 산화물로 변환한다. 이탈리아에서는 공기분위기에서 450 ∼ 500℃에서 하소시키며[3.3-017], 

Harwell에서는 CO2 분위기에서 800 ∼ 850℃까지 가열하여 3 시간 동안 하소시킨다[3.3-022]. 

NUKEM 공정에서는 300℃의 공기분위기에서 5 시간 동안 하소시킨다.

소결은 고온의 환원분위기에서 수행된다. 일반적으로 입자들은 수소, 혹은 Ar-4% 수소 분

위기에서 1200 ∼ 2500℃ 범위의 온도로 몇 시간 동안 소결이 이루어진다. 가열속도는 100 ∼ 

400℃/hr 범위를 가지며, 소결조건은 입자의 이론 도의 95% 이상으로 수행한다.

SNAM 및 NUKEM 공정에서는 공히 토륨입자의 소결에 공기를 사용한다[3.3-017]. KFA 

공정에서는 미세구를 1000℃에서 10분 동안 가열하여 이론 도의 99%를 달성하나, 보다 더 안

정된 입자를 얻기 위해서 1300℃에서 여러 시간 동안 소결한다[3.3-021].

나. 실험장치 제작

고온가스로 연료핵 입자 제조를 위한 실험장치를 발표된 각종 문헌 및 기술보고서를 수집

/분석하여 자체적으로 제작하 다. 본 연구의 경우에 연료핵 제조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내부겔

화법 및 외부겔화법을 이용하여 미세구 입자를 제조하는 장치를 각각 제작하 으며, 제작된 실

험장치의 간단한 구조와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내부겔화법을 이용하는 실험장치

Silicone oil을 열매체로 하여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high temperature water b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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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가 있으며, broth 용액 중에 첨가되는 HMTA 물질이 상온에서 분해되지 않도록 혼

합된 broth 용액을 저온으로 유지하기 위한 low temperature circulation bath (∼ -20℃)를 설

치하여 부동액을 double jacket feed tank (80㎖)로 공급하여 broth 용액을 저온상태로 제조하

고, 제조된 broth 용액은 저온으로 유지하면서 nozzle tank로 공급된다. Nozzle tank는 저온 상

태로 broth 용액을 유지시키고 nozzle을 통해 액적을 형성하며, 형성된 액적의 겔화를 위한 

column(1000×30 mm)을 설치하 다. 한편, UO3 겔 입자가 제조될 때 형성된 유기물과 불순물

들을 제거하기 위한 순환 세척 탱크를 설치하 다(그림 3.3.1-?).

(2) 외부겔화법을 이용하는 실험장치

상온에서 ADUN 용액과 각종 첨가물을 혼합하여 적절한 특성을 갖는 broth 용액을 제조

하기 위한 broth 용액 제조장치가 있으며, 원하는 크기의 구형 액적을 얻기 위해 φ0.5∼1.0 

mm 크기의 직경을 갖는 needle이 vibration system과 함께 부착되어 있어 동일 크기의 미세구 

액적을 제조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에 의해 액적을 형성한다. 형성된 구형 액적 중의 uranyl 

ion이 암모니아수 용액과 반응하여 UO3 겔 입자를 형성시키는 역할과 형성된 겔 입자를 숙성

시키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gelation column이 고안되었으며, column 상부에는 공

기층과 암모니아 가스층을 형성하여 공기층에서는 needle에서 만들어진 액적이 구형으로 형성

되고 암모니아 가스층을 통과하며 액적의 표면이 pre-hardening 되어 암모니아수 용액의 계면

에서 액적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Gelation column에서 제조된 미숙성 구형 UO3 겔 입자를 

완전히 gel화시키기 위해 double jacket 형태로 제조된 숙성조를 설치하여 내부에는 암모니아

수 용액이, 외부에는 고온의 열매체가 순환되도록 제작하 다(그림 3.3.1-?).

다. 예비 제조조건 수립

내부겔화법에 사용되는 broth 용액 중의 우라늄 농도는 1.0∼1.5 M-U/ℓ범위에서 

ADUN(Acid Deficient Uranyl Nitrate) 상태로 존재하는 원료용액을 제조하는 것이 1 차적인 

관건으로 파악되었으며, 제조된 ADUN 용액을 저온( 0℃이하)에서 HMTA와 같은 암모니아 

donor 물질과 함께 혼합하는 과정, 특수 제작된 nozzle을 사용해서 구형 액적상태를 만드는 과

정, 제조된 구형 액적을 gelation시키기 전까지 저온으로 유지하면서 gelation column까지 이송

하는 방법, 제조된 UO3 gel 입자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외부겔화법의 경우 broth 용액 중의 우라늄 농도를 0.5∼0.8 M-U/ℓ범위에서 약 50∼80 

cSt 정도의 점성 특성을 갖는 broth 용액을 제조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으로 사료되며, 용액의 

물성을 조절하지 못할 경우 제조되는 UO3 겔 미세구 입자가 구형을 이루지 못하던가, 혹은 구

형이 형성되더라도 속이 비어 있는 입자가 제조되기 때문에, 구형 입자 제조 조건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연료핵 입자 제조를 위한 원료용액으로 우라늄화합물(U3O8)을 질산에 용해시켜 

UN(Uranyl Nitrate, UO2(NO3)2) 용액을 제조한 후, 이를 화학분석하여 제조된 UN 용액이 

ADUN 상태를 유지하는지 확인하 으며, 확인된 ADUN 용액에 각종 첨가물(urea, P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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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FA 등)을 혼합하여 broth 용액을 제조하여 사용하 다.

U3O8이 진한 질산과 반응하여 ADUN 용액을 만드는 화학반응은

U 3O 8  +  8HNO 3   →   3UO 2(NO 3) 2  +  2NO 2  +  4H 2O 

와 같으며, 용해조건에 따라 반응속도에 많은 차이를 나타내었다.

기술검토 과정에서 연료핵 입자 미세구 제조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 broth 용

액의 점도와 pH 등에 대한 특성을 관찰하 으며, 외부겔화법을 이용하여 UO3 겔 미세구 입자

를 제조함에 있어, broth 용액을 제조하기 위해 첨가되는 물질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Urea는 ADUN 용액 중의 uranyl 이온(UO2+2)과 착염([UO2․CO(NH2)2]+2)을 형성하고, 

우라늄이 broth 용액 제조단계에서 침전으로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PVA는 

broth 용액의 점성을 증가시켜, needle을 통과한 broth 용액의 액적이 구형을 유지할 수 있도

록 하는 역할을 하며, THFA는 상기의 PVA 첨가에 의해 액적이 구형을 유지하더라도 완전한 

구형상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구형 보조제 역할을 한다. 

구형입자 제조에 대한 졸-겔 방법의 기술적인 검토로부터 원료용액인 UN 용액 중의 우라

닐 이온(UO2+2)과 반응하는 암모니아 이온(NH4+)의 공급방식에 따라, 내부겔화법과 외부겔화

법으로 구분되며, 본 연구에서는 핵연료제조에 대한 기초연구 단계임을 감안하여 두 공정 모두

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 다. 세계 각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정 특성을 표 3.3.1-?에 간단

히 요약하 다.

졸-겔 법을 이용하여 구형 미세구 입자 제조가 수행되었으며, 제조방법은 앞서 기술한 방

법에 의해 제조된 broth 용액을 출발물질로, 이를 7 M-NH4OH 용액이 담겨있는 gelation 

column 상부에 설치된 broth 용액 저장조로 이송하고, 저장조 하부에 설치된 적절한 크기의 

needle과 vibrator를 이용해서 원하는 크기의 구형 액적을 제조하고, 이를 암모니아수에서 

gelation 시킴으로써 구형 UO3 gel 입자를 제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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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5. Internal gelation apparatus for preparation of UO2 microspheres. 

그림 3.3.1-6. External gelation apparatus for preparation of UO2 microspheres.

   



- 550 -

표 3.3.1-1. Characteristics of the Kernel Fabrication

Country U.S.A. Germany Japan China

Fuel element Compact Pebble Compact Pebble

Kernel material HEU-UCO LEU-UO2 LEU-UO2 LEU-UO2

Gel-precipitation Internal gelation External gelation External gelation Total gelation

Broth

composition

UN+CB+urea+

Tamol+HMTA

UN+PVA+

additives

UN+MeOH+

additives

UN+urea+4HF+

PVA+HMTA

Droplets Vibrating nozzle Vibrating nozzle Vibrating nozzle Vibrating nozzle

Gelation medium Trichloroethylene NH3+NH4OH NH3+NH4OH
Air,

NH3+NH4OH

Washing NH4OH, H2O
NH4OH,

isopropanol
H2O, alcohol NH4OH

Drying 60℃, air 80℃, air 200℃, air Infra-red

Calcination 350℃, air 300℃, air N/A 500℃, air

Reduction 1600℃, H2 N/A N/A 900℃, H2

Sintering 1800℃, CO 1600-1700℃, H2 1300℃, H2 1550℃,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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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연료핵 특성분석

가. 내부겔화법에 의한 예비연료핵

이산화우라늄 미세구를 제조하기 위한 첫 단계로 UO2 분말을 질산에 용해시켜 uranyl 

nitrate(UNH)용액을 제조하는데 이 때의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UO 2  + 4HNO 3  →UO 2(NO 3) 2  + 2NO 2↑+ 2H 2O  →UO 2(NO 3) 2∙6H 2O

여기에 HMTA와 urea를 첨가하여 UO2+2 이온을 착염으로 형성하여 안정화 시키며, 고온

에서 HMTA의 분해로 NH3를 발생시켜 pH를 조절하고 액적을 겔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그러나 column 내로 액적을 떨어뜨리기 전에 상온에서HMTA의 분해에 의해 부분적으로 

겔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즐 부위까지 0℃ 이하로 유지시켰다.

노즐크기와 용액의 농도에 의한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첫 번째 실험에서 glass 노즐 크기

를 φ0.1 mm로 하고 0.65 M-UNH와 1 M의 HMTA, urea의 공급 원액을 사용한 경우에 제조

된 UO3 입자를 그림 3.3.2-?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자의 크기가 매우 불균

일하게 제조되었고 입자들 간에 서로 엉겨 붙어 분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온에서 48 시간 건조 후에 각각의 입자들 외관에 크랙은 발생되지 않았으나, 입자의 취

급 시에는 입자가 파손되는 현상이 발생하 다. 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입자표면을 관찰한 결

과로부터 입자 표면이 매우 거칠고 기공을 많이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이것은 UNH 용

액의 농도가 낮으며, HMTA 농도도 또한 낮아 건조 과정 중에 수분 증발로 수분들이 빠져나

간 부분들이 기공으로 남은 것으로 사료된다. 겔화 과정 중에 HMTA의 가수분해 반응식을 보

면 다음과 같다.

(CH2)6N4  + 6H2O  → 4NH4OH  + 6HCHO

UNH 용액의 겔화에 의한 고체의 특성은 U(Ⅵ) 농도와 NO3-/U(Ⅵ) 몰 비, hexa/U(Ⅵ), 겔

화온도에 의존한다[3.3-023].

두 번째 실험에서는 노즐의 크기를 φ0.2 mm stainless needle로 교체하여 UNH 용액 농

도, HMTA, urea의 농도를 첫 번째 실험에 비해 2 배로 증가시켜 미세구를 제조하 다. 그림 

3.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젖은 상태에서 미세구는 황갈색을 띤 2∼3 mm의 균일한 크기를 

이루었다. 실온에서 48 시간 건조 후 SEM 관찰 결과로부터 첫 번째 실험 결과에서는 기공이 

많은 미세구로 균열은 없었으나, 두 번째 실험에서는 건조 후 미세구에 많은 균열이 발생된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UNH, HMTA, urea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미세구의 조직이 매우 

조 해진 상태에서 NH3, H2O 등이 증발하여 생긴 균열이라고 사료되며, 앞으로의 실험에서 건

조장치 설계 시 필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실험 결과로부터 졸-겔법으로 핵연료 미세구를 제조 하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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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 UO3 microspheres in the second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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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2-2. UO3 microspheres by external gelation proc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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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3. UO3 microspheres in the first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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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4. FT-IR and XRD analysis of UO3 microspheres.



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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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1. Characteristics of UO3 Gel Particles

실험번호
Complexing

Agent

숙성후 입자크기

(㎛)

건조후 입자크기

(㎛)

수축율

(%)

KV-5  Urea 2250 1120 50

KV-9  NH4NO3 2600 1500 46

KV-11  THFA 2100 1030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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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1. Calcination and reduction of UO3 microspheres

(a) TG/DTA of UO3 microsphrers;

(b) UO2 microsphe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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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의 증가로 압력강하가 증가한다. 그러나 유속이 증가하여 항력이 중력과 서로 비슷해지면 

입자층은 상승하려는 힘을 받아 부풀려진다. 이 때부터 입자들은 비교적 자유로이 움직이게 되

고 유체의 압력강하는 일정해진다. 유속이 더욱 증가하여 분체의 최종 침강속도 근처가 되면 

분체는 유동화가 시작되고 유속의 추가 증가에 따라 그림 3.3.4-2과 같은 다양한 유동화 모드

로 변화한다 [3.3-024]. 

입자의 유동이 적으면 균일한 두께의 코팅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입자의 응집으로 노즐의 

막힘 현상이 일어나기 쉽다. 또한 입자의 유동이 너무 격렬하면 입자가 균일한 화학증착조건이 

유지되는 역을 벗어나 코팅층의 특성 저하가 일어날 수 있으며 파손 확률도 증가하게 된다 

[3.3-025]. 따라서 입자의 유동을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최적의 코팅층을 증착할 수 있다. 입자

의 유동상태는 증착온도, 가스의 유량과 조성, 입자의 직경과 도, 입자 주입량, 노즐의 크기

와 형태 등 매우 많은 변수에 의해 복잡하게 향을 받으며, 실제 증착 공정 중에는 입자의 유

동 상태를 관찰하기 어렵다. 따라서 투명한 반응관을 이용하여 상온에서 입자의 유동상태를 관

찰하고 계산과정을 통해 실제 증착조건에서 정상 유동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유추하는 것

이 필요하다 [3.3-025∼027]. 

그림 3.3.4-3는 직경이 1 및 2 inch인 아크릴 관과 입사각이 60℃인 아크릴 노즐을 이용하

여, UO2 대신 모사실험에 이용한 ZrO2 구(직경 0.5 mm)의 Ar 가스의 유량 변화에 따른 유동 

상태를 관찰한 결과이다. 과소 유동, 정상 유동, 과다 유동 역에 대한 판단은 Guilleray 등

[3.3-026]의 기준을 따랐다.

입자의 유동을 위한 최소 유동화 속도는 상승기체에 의해 고체에 가해지는 항력과 입자의 

무게가 같아지는 때의 기체가 갖는 최소속도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등방형 입자에 대해 최소 

유동화 속도의 이차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다 [3.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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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3.4-1)의 오른쪽 무차원군은 아르키메데스 수 이므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으며

2

3 )(
µ

ρρρ gd
Ar gspg −

≡
(3.3.4-2)

이 식에서 voidage와 sphericity를 모를 경우에 아르키메데스 수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

다.

 ArKK mfpmfp =+ ,2
2

,1 ReRe (3.3.4-3)

K1과 K2의 상수에 대하여 많은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그 중 500 μm 이상의 직경을 

갖는 비교적 큰 입자에 대해서는 Chitester 등 [3.3-029]의 제안식으로부터 레이놀드 수를 구할 

수 있다.

7.28]*0494.0)7.28[(Re 2/12
, −+= Armfp (3.3.4-4)

레이놀드 수는 점성 유체에 관한 층류와 난류를 구분해주는 수이고 최소 유동화 속도에서 

레이놀드 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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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2 Various types of fluidization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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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3 Spouting modes as a function of the Ar flow rate for 1 inch and 2 inch acryl b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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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5)

식 (3.3.4-4)에서 구한 레이놀드 수를 식 (3.3.4-5)에 대입하여 Umf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

면 최소 유동화 속도를 구할 수 있다. 또한 가스의 도와 점성도 등의 온도에 대한 관계식을 

이용하여 실제 고온의 증착조건에서 입자의 정상 유동에 필요한 가스 유량을 유추해낼 수 있

다.이러한 과정을 통해 1 inch bed에서 ZrO2 입자의 장입량 변화에 따라 상온에서 Ar 가스를 

이용하여 유동층 모사실험을 행하고 buffer의 증착이 이루어지는 1250℃의 온도에 대해 가스 

유량을 계산한 결과를 그림 3.3.4-4에 나타내었다. 14g의 ZrO2 입자를 장입하 을 때 상온에서 

Ar 가스에 의한 유동의 경우 6.5∼8.0 slm의 범위에서 정상 유동상태가 관찰되었다. 이를 

buffer 층의 증착조건인 1250℃에서 Ar+C2H2 가스에 대해 계산하면 1.8∼2.3 slm의 범위가 정

상 유동 역에 해당한다. 실제의 실험결과에서도 이 범위의 유량에서 buffer 층의 증착을 행했

을 때 입자의 구형도가 가장 우수하 고 입자의 응집도 최소로 나타났다.

나. SiC 코팅을 위한 장치 설계 및 제작

TRISO 코팅을 위한 반응 시스템은 앞의 유동층에 대한 모사실험 결과와 SiC 및 PyC 화

학증착에 대한 수년간의 경험 및 이미 보고된 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자체 설계 및 제작하 다. 

시스템의 전체 구성은 그림 3.3.4-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원료기체 공급부, 흑연 반응관과 노즐

로 구성된 반응부, 반응 후 배출가스 처리부로 구성되어 있다. 기체 공급부는 유동층 형성을 

위한 Ar 공급조절부, 운반 혹은 희석기체로 사용될 H2 공급조절부, 원료물질인 C2H2와 C3H6 

공급조절부 및 MTS 공급량 제어를 위한 chiller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mass flowmeter를 이용

하여 정량화 하 다.

유동층 증착장치의 도식적인 그림은 그림 3.3.4-6와 같으며, 주요 사양은 다음과 같다.

(가) 최대사용온도 1700℃, 상용온도 1400∼1600℃ 

(나) hot zone 10 cm 이상 (1)

(다) 흑연발열체 (2) 및 흑연반응관 (3) 

(라) 분위기 조절 가능 

(마) 유동층 형성을 위한 노즐 등 치구설치 용이(4) 

(바) 수냉형 hot wall 형 수직로 

실제로 제작이 완료되어 연구를 수행한 유동층 화학증착기의 모습을 그림 3.3.4-7에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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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4 Spouting modes as a function of the amount of ZrO2 loading and 

the gas flow rate in a simulation of buffer deposition

그림 3.3.4-5 Schematic diagram of FB-CVD system for SiC TRISO co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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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6 Schematics of FB-CVD reactor

그림 3.3.4-7 FB-CV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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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증착반응을 위한 열역학 해석

고온에서 여러 가지 gaseous species 나 condensed species의 반응평형을 이해하면 복잡한 

계에 대한 반응을 예측할 수 있다. 이를 위해 1971년 Eriksson은 계의 자유에너지를 최소화하

여 평형 조성을 계산하는 방법에 기초하여 SOLGAS라는 program을 개발하 다. 이 program

은 이상 기체와 pure condensed phase 들을 생성하는 계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고온계에서는 이 들 외에도 비화학적양론인 고상이나 immiscible melts가 존재하고, 이 

응축상들의 조성은 온도, 압력, 기상의 조성에 따라 변하는 값을 갖는다. 더욱이 이 혼합물들에

서의 non-ideality를 activity coefficient로 보정해 주어야만 한다. 이러한 비이상적인 혼합물이 

존해하는 복잡한 계의 평형을 계산하기 위해 SOLGAS를 확장시킨 SLOGASMIX 프로그램이 

제안되었다. 여기에 이상기체 방정식을 사용하여 일정 압력에서뿐만 아니라 일정부피에서도 평

형을 계산할 수 있도록 변화시킨 SOLGASMIX-PV가 개량 버전으로 제안되었다. 이 프로그램

에서는 최대 20개의 원소와 99개의 화학종, 10가지의 혼합물에 대해서 평형 계산이 가능하다 

[3.3-030].

반응온도와 압력 및 화학종의 개수와 종류를 입력 값으로 하여 프로그램을 수행하면, 일정 

압력 혹은 일정 부피에서 온도에 따른 각 화학종들의 평형 상태에서의 조성과 기체의 경우 부

분압과 activity를 구할 수 있고, 이로부터 화학증착 시스템의 온도, 압력, 입력기체 비에 따른 

열역학적 수율과 각 gas species의 평형 부분압을 온도와 압력 등의 변수에 따라 나타낼 수 있

다.

SiC TRISO 코팅을 위한 SiC 화학증착을 위하여 MTS(CH3SiCl3)-H2 계에 대하여 1 atm

에서 H2/MTS의 비 및 증착온도에 따른 Si과 C의 평형 몰 분율을 계산하여 그림 3.3.4-8과 

3.3.4-9에 나타내었으며, buffer PyC 및 dense PyC 화학증착을 위한 C2H2-Ar 계 및 C3H8-Ar

계의 carbon에 대한 평형 몰 분율을 계산하여 그림 3.3.4-10 ∼ 11에 각각 나타내었다. SiC는 

상압 하에서 입력 기체비를 20 이상으로 유지하면, 1200℃ 이상에선 C를 최소화한 SiC 증착이 

가능을 알 수 있으며, PyC는 1200℃∼1500℃ 범위내에서는 100%의 수율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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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8 Thermodynamic yield of SiC layer as a function of input gas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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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9 Thermodynamic yield of SiC layer as a function of deposition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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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10 Thermodynamic yield of buffer layer as a function of de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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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11 Thermodynamic yield of IPyC & OPyC layer as a function of deposition par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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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사실험을 통한 PyC/SiC 피복공정 개발

가. Buffer PyC 증착 공정변수 시험

Buffer PyC은 커널의 부피팽창 상쇄, 핵분열 생성물의 충격 흡수, 기체상 핵분열 생성물 

및 CO 가스에 의한 내압 증가 억제를 위한 공간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50% 이

상의 높은 기공률을 가져야 한다. Buffer 층이 적절한 기공률을 가질 수 있는 증착조건을 찾기 

위해 원료가스인 C2H2의 농도, 전체 유량 및 증착온도 등을 변화시키고 각 조건에서 얻어진 

buffer PyC 층의 미세구조를 관찰하 다 (그림 3.3.5-1). C2H2 농도를 50%에서 80%로 변화시

키면서 buffer 층의 기공도 변화와 증착속도 변화를 관찰하면 원료가스의 농도가 50%일 때 증

착속도는 11.5 μm/min이었고, 80%일 때는 20.9 μm/min 이었다. 원료가스의 농도가 증가할수

록 기공도는 증가하 고, 미세구조상으로 판단할 때 기공률이 50% 이상이 되려면 C2H2의 농도

가 최소 70% 이상이어야 된다고 생각된다. 증착온도는 1200°, 1250° 및 1300°C 로 변화시키면

서 증착속도 변화를 관찰하 는데 증착온도가 증가됨에 따라 증착속도가 20.3, 20.9 and 21.2 μ

m/min로 증가하 고, 기공도도 증가하 으나 원료가스의 농도변화에 따른 효과에 비해 그 차

이는 크지 않았다. 전체 유량은 1700∼2500 sccm의 범위에서 변화시켰는데 2500 sccm에서는 

코팅입자들의 응집이 많이 관찰되었으며, 2000 sccm 이하에서는 입자간 응집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착속도 및 기공도가 증가함을 미세구조로부터 확인할 수 있

다. 원료가스의 농도, 증착온도, 전체 유량 중에서 buffer 층의 기공도에 가장 큰 향을 주는 

변수는 원료가스의 농도인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다른 연구자의 결과에서도 보고된 바 있

다 [3.3-031]. 또한 1250℃의 증착온도에서 원료가스의 농도는 70∼80%의 범위가 적절한 것으

로 판단된다.

나. SiC 증착 공정변수 시험

TRISO 코팅층 중에서 SiC 층은 압력용기의 역할을 수행하며 핵분열 생성물들의 외부유출

을 방지하는 확산 장벽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SiC 층의 건전성은 전체 핵연료 입자의 건

전성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SiC 층의 증착은 PyC 층들에 비해 증착속도가 매우 

낮아 전체 코팅공정 중에서 가장 긴 공정시간을 필요로 한다. SiC 층이 우수한 기계적 성질을 

갖고 핵분열 생성물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위해서는 입자의 크기가 작아야 하는데 이 

입자크기에 향을 주는 인자중의 하나로 증착속도를 들 수 있으며, 0.1∼0.2 μm/min 정도가 

적절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3.3-032].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H2와 MTS 비를 50으로 고

정하고 증착온도 1500℃에서 전체유량 변화에 따른 증착속도 변화를 관찰하 고, 그 결과를 그

림 3.3.5-2에 나타내었다. 유량변화에 따른 안정적인 증착속도가 유지되는 구간이 2500∼4000 

sccm에서 관찰되었으며 입자의 적절한 유동상태를 고려하 을 때 3000 sccm이 가장 적절한 

유량으로 판단되었고, 이 때 증착속도는 0.18 μm/min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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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1 Optical micrographs of buffer layers coated at various deposition conditions

그림 3.3.5-2 Deposition rate of the SiC layer as a function of the total gas flow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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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yC/SiC 예비 피복공정 수립

가. SiC 코팅공정 조건 및 공정절차

본 연구에서는 UO2에 대한 모의 커널로 0.5 mm 직경의 ZrO2 입자를 각 batch마다 7∼18 

g을 장입하 으며, 반응용기의 직경은 25 mm로 고정시키고, 노즐 직경과 cone의 각도는 각각 

1∼3 mm와 30°∼75° 의 범위에서 변화시켰다. 코팅공정은 buffer, inner PyC, SiC, outer PyC 

순으로 모든 층을 입자의 unloading을 행하지 않고 연속으로 코팅하 다. 반응을 위한 원료물

질로는 buffer PyC는 C2H2 기체, inner와 outer PyC는 C2H2+C3H6의 혼합기체, SiC는 MTS+H2 

혼합기체를 각각 사용하 고, 유동층 형성을 위한 기체로는 Ar을 사용하 다. TRISO 코팅을 

위한 주요 공정변수로는 원료기체의 농도, 전체 기체 유량, 반응온도 등을 고려하 으며, 공정

도와 주요 공정변수를 그림 3.3.6-1에 나타내었다. Buffer PyC 증착은 증착온도가 1200∼130

0℃, 전체유량은 1500∼2500 sccm의 범위에서 실험을 수행하 고, inner와 outer PyC 증착은 

증착온도 1300℃, 전체유량 2000 sccm의 조건에서 수행하 으며, SiC 증착은 증착온도가 145

0∼1550℃, 전체유량은 2000∼5000 sccm의 조건에서 행하 다.

나. TRISO 코팅

TRISO 코팅은 buffer PyC, inner PyC, SiC 및 outer PyC가 연속공정으로 진행되도록 하

으며, 앞의 각 증착층에 대한 예비시험 조건 평가를 반 하여 수행하 다. 유동층 모사시험

에 대한 결과에서도 설명하 듯이 입자의 유동 상태가 최적으로 조절되지 않으면 TRISO 피복

입자의 구형도가 나빠지거나 입자간 응집이 일어나기 쉽게 된다. 그림 3.3.6-2는 buffer 층의 

증착 시 전체 유량을 변화시킴에 따라 TRISO 입자의 구형도가 변화되며 입자간 응집이 일어

나는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구형도가 우수하고 입자간 응집도 적은 유

량은 2000 sccm 으로서 유동층 모사시험에서 예측한 1800∼2300 sccm의 범위에 잘 위치하고 

있다.

단계의 기준 SiC TRISO 입자인 HTR-10 핵연료의 사양을 고려한 SiC TRISO 코팅 입자

제조를 위의 시험 결과를 종합하여 수행하 다. 연속공정에 의해 제조된 TRISO 입자의 미세

구조는 그림 3.3.6-3과 같으며, 이 입자들의 평균 코팅두께를  표 3.3.6-?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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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1 Flow diagram of TRISO coating experiment

그림 3.3.6-2 Shape ratio and agglomeration of TRISO particles with the variation of the 

buffer coating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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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3 Cross-sectional microstructures of TRISO particles

표 3.3.6-1  연속공정으로 제조된 SiC TRISO 입자의 코팅층 두께

Thickness of typical TRISO layers (μm)

Buffer 85.3 (±15.3)

IPyC 33.5 (±2.1)

SiC 36.9 (±2.1)

OPyC 43.8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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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비 피복층 특성분석

SiC TRISO 피복입자를 제조하고 다음과 같은 특성평가를 각 코팅층에 대하여 실시하 으

며, 관련 기반기술을 확보하 다.

(1) 육안검사에 의한 외형 건전성 평가 (그림 3.3.6-4)

증착된 피복입자의 외형을 육안 검사를 통하여 표면손상 여부, 응집 입자의 존재 여부, 탄

소 soot와 같은 이물질의 존재여부를 판별하고, 제거한다.

(2) 광학현미경을 이용한 절단/연마면의 미세구조 관찰(그림 3.3.6-5) 

각 층의 건전성 평가 및 image analyzer를 이용한 각 층의 두께 평가, 증착속도 평가 및 

shape ratio 평가를 수행하 으며, PyC의 등방성 평가도 photometer를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

다. 광학현미경 관찰을 위해서는 잘 연마된 단면을 준비하여 하며, 이는 일반적인 세라모그래

피 시편 준비법으로 수행한다.

(3) 주사전자현미경 관찰을 통한 파면의 특성 및 계면 특성 평가 (그림 3.3.6-6)

주사전자현미경은 앞의 광학현미경과 달리 관찰할 수 있은 초점이 깊기 때문에 연마면이 

아닌 파면의 미세구조 관찰이 용이하며, 각 피복층간의 계면 특성도 분석할 수 있다. 아울러 

EDS나 WDS을 미세구조 관찰과 동시에 병행하면 구성성분의 미소원소의 존재 및 분포도 개

략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림 3.3.6-4 Inspection with naked e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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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5 Microstructure observation by optical microscope

그림 3.3.6-6 Microstructure observation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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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IB와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한 증착층과 계면의 특성 평가 및 EDS 분석을 통한 미

량 불순물 원소 분석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한 미세구조 관찰은 주사전자현미경보다 더 미소한 부분에 대한 관

찰이 용이하고, microdiffraction pattern이나 EDS 분석을 병행하면, 미소부분에 존재하는 미소

성분의 종류와 양, 결정성 여부 등 중요한 재료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시편 준비가 주사

전자현미경보다 매우 어렵고, 특히 다층 구조물에서 특정 역을 관찰하려면 FiB과 같은 특별

한 시편 준비 장비가 요구된다. 그림 3.3.6-7은 FiB를 이용하여 준비한 TRISO 모사 핵연료의 

dense PyC와 SiC의 계면을 관찰한 미세구조이며, SiC 층의 미소원소 분석을 EDS로 수행한 

결과이다. SiC 층은 Si와 C로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 마이크로 X-선 래디오그래피를 이용한 TRISO 핵연료 코팅 두께 비파괴 측정 

TRISO 핵연료의 코팅 두께를 비파괴적으로 측정할 경우에 측정시간의 단축과 검사 과정

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다. TRISO 핵연료의 직경이 1 mm 이하이며 코팅 

두께도 수십 μm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 한 검사기술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 X-

선 래디오그래피 기술을 적용하여 코팅 두께를 정 하게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그

림 3.3.6-8은 SiC TRISO 피복입자의 마이크로 X선 래디오 그래피 이미지이다.

(6) X선 회절분석을 통한 증착층의 상분석  

X선 회절분석법을 이용하면 분석하고자 하는 시료의 구성 화합물을 알 수 있다. 그림 

3.3.6-9에서 볼 수 있듯이 ZrO2 미세구에 증착된 SiC 피복층을 X선 회절분석한 결과로서 

ZrO2와 SiC에 대한 회절 peaks이 관찰되며, 피복층이 SiC임을 확인할 수 있다.

(7) Auger 분석을 통한 SiC 층의 화학양론 평가  

화합물이 화학양론비에 맞추어 존재함을 알기위해서는 XPS나 Auger 분석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3.3.6-10은 본 연구에서 코팅한 SiC 층에 대한 Auger 분석 결과로 Si : C가 

1:1의 비를 유지하며, 화학양론적 비를 잘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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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7 Microstructure observation by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and 

analysis of minor elements by EDS

그림 3.3.6-8 Micro X-ray radiography image of SiC TRISO coated p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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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9 Phase analysis of coated layers by X-ray diffractometry

그림 3.3.6-10 Auger analysis of SiC coated layer for evaluation of stoichi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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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Sink float 방법을 이용한 도 측정 

(가) 도구배법의 개요

이 방법은 특정한 도 값을 갖는 표준시료를 도구배(density gradient)를 갖는 원주형 

용액 관(solution column) 속에 장입하여 용액의 도 분포를 확인한 후, 측정 시료를 이 원주

형 용액 관에 떨어뜨려 표준시료들 사이의 위치를 측정함으로서 시료의 도 값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PyC의 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도구배 기술을 이용하 으며, 이 기술을 이용하면 온도 

23 ± 0.1℃, 정 도 0.0001 g/cc의 정 도로 0.8 g/cc ∼ 3.0 g/cc 사이의 도를 측정할 수 있

다. 물론, 이 도보다 더 큰 값을 갖는 시료도 적절한 용액과 표준시료만 준비되면 측정할 수 

있지만 정확도는 다소 떨어진다. 정확한 도 측정을 위해서 추천되는 용액의 도구배는 ± 

0.05 g/cc이다. 그러나 대략적인 도 값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면 도구배를 그 이상으로도 

할 수 있다. 참고로 도 구배를 갖는 용액을 제조하기 위하여 선정되어야 할 원료용액에 대하

여 표 3.3.6-?에 정리하 다. 

① 장치구성 (그림 3.3.6-11)

a. 원주형 관(density-gradient tube): 온도 구배를 갖는 용액 및 시료가 장입되는 관 

b. 항온조(constant-temperature bath): 원주형 관(density-gradient tube) 안에 들어 있는 

도구배 용액의 온도를 23±0.1℃로 유지하기 위한 용기이며 물로 채워져 있음.

c. 표준시료(glass floats) : 주로 유리로 만들어지며 구형으로 되어 있고 도 값이 알려진 

시료. 최대 지름이 column 내부 지름의 1/4보다 작아야 하며, 측정 시료와는 간섭이 생기지 않

아야 한다. 

d. 원료 용액(liquids) : 도구배를 갖는 용액을 제조하기 위한 용액

e. 미세관(Siphon) : 제조된 용액을 원주형 관 안에 장입. 

f. 체(sieve) : 표준시료를  원주형 관에 장입할 때 사용되며, 도구배를 깨뜨리지 않기 위

해서 저속으로 장입됨.

② 시료 준비

측정 시료는 어떤 형태로도 준비될 수 있지만, 시료의 형상 및 위치 구분을 정확히 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는 되어야 하며, 시료를 준비할 때 압축 응력 때문에 도변화가 생기지 않도

록 주의해야 한다. 시료에는 이 물질, voids, cavities 등이 없어야 한다.

③ 용액 준비 및 도 측정 

㉮ 용액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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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C의 도 사양은 제조 국별로 약간씩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1.8∼2.0 g/cc 범위 

내에 속하면 만족한다(표 3.3.6-?). 시료의 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도 값(1.8∼2.0 g/cc)보

다 도 범위가 더 큰 용액이 필요하다. 즉, 1.8 g/cc보다 낮은 도 값을 갖는 저 도 용액

(lighter density solution)과 2.0 g/cc 보다 더 높은 도 값을 갖는 고 도 용액(heavier 

density solution)이 필요하다. 도 구배 용액은 저 도 용액과 고 도 용액을 적절히 혼합하

여 주면 만들어진다.

원주형 관에는 대략 1,800 cc의 용액이 장입되며, 이를 위해서 약 900 cc의 고 도 용액과 

저 도 용액을 각각 준비해야 한다. 저 도 용액은 시편의 최저 도(1.8 g/cc) 보다 약 20% 더 

낮게, 고 도 용액은 시편의 최고 도(2.0 g/cc) 보다 약 30% 더 높은 도를 갖도록 준비한

다. 

측정될 시편의 도가 1.75∼2.05 g/cc 라고 가정하 을 때, 용액의 도 범위는 1.72 

g/cc(dmA)∼2.11 g/cc(dmB)가 되도록 준비하며 용액이 이와 같은 도 구배를 갖도록 제조하

는 과정은 아래와 같다. 

① 원료 용액 선정 : 

 아래의 두 원료 액을 이용하여 고 도 용액과 저 도 용액을 각각 준비한다.

Carbontetrachloride(da) : 1.594 g/cc 

Ethylenedibromide(db) :  2.18 g/cc  

② 고 도 및 저 도 용액 제조

- 시료의 측정범위 : 1.75 ∼ 2.05

  저 도 용액의 도(dma) : 1.72

  고 도 용액의 도(dmb) : 2.11

- 고 도 용액 : 

V ethylenebromide=900×
(dmb-da)
(db-da)

=794.8cc
  

V carbontetrachloride=900-V ethylenebromide=900-794. 8=105.2cc
 

 ∴ 고 도용액 = Vethylenebromide(794.8)+Vcarbontetrachloride(105.2)= 900 cc 

 - 저 도 용액( 900 cc)

V ethylenebromide=900×
(dma-da)
(db-da)

=185.8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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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carbontetrachloride=900-V ethylenebromide=900-185. 8=714.2cc
 

 ∴ 저 도용액 = Vethylenebromide(185.8)+Vcarbontetrachloride(714.2)= 900cc 

③ 도 구배 용액 준비

앞에서 제조한 저 도 용액과 고 도 용액을 두 개의 플라스크에 각각 담은 후, 두 용액을 

적절한 시간동안 혼합한 후 도가 높은 용액부터 원형 관에 서서히 장입한다. 이와 같은 과정

으로 장입된 용액은 도 구배가 생성되므로 도구배 용액이라 명명한다. 장치의 아랫부분이 

고 도 층이며 위로 올라올수록 저 도 층이 된다. 

 

㉯ 도 측정

원형 관에 도 구배 용액이 모두 장입되면 표준시료가 담긴 원형 체(sieve)를 원형 관에 

장입하여 저속으로 원형관 속으로 장입한다. 이 때, 표준시료는 도 구배 용액 내의 적정한 

위치에 떠 있게 된다. 

측정하고자 하는 시료를 원형관의 상부에서 도 구배 용액으로 빠뜨리면 시료의 도에 

맞는 위치에 떠 있게 되고, 표준시료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 줌으로서 시료의 도 값을 계산할 

수 있다.

시료의 도를 구하는 식은 아래와 같다[3.3-033].

Density at x=a+
(x-y)(b-a)
(z-y)

여기서 a와 b는 두 표준시료의 도이며 이 표준시료는 임의의 기준 점에서(예 : 바닥) y

와 z의 거리에 있다고 표현할 수 있다. 시료의 위치 χ는 바닥으로부터의 거리에 해당되며 y와 

z의 사이에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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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6-2 Source solutions for making the density measuring column with density gradient

용액 도범위(g/cc)

Methanol-benzyl alcohol

Ethanol-water

Isopropanol-water

Isopropanol-diethylene glycol

Ethanol-carbon tetrachloride

Toluene-carbon tetrachloride

Water-sodium bromide

Water-calcium nitrate

Water-Potassium Iodide

Tetra-Bromoethane

Carbon tetrachloride-trimethylene dibromide

Trimethylenedibromide-ethylene bromide

Ethylene bromide-bromoform

Triethylphosphate-Diiodomethane

0.80-0.92

0.79-0.98

0.79-1.00

0.79-1.11

0.79-1.59

0.87-1.59

1.00-1.41

1.00-1.60

1.00-1.60

1.10-2.80

1.60-1.99

1.99-2.18

2.18-2.89

2.80-3.30

그림 3.3.6-11 Density measuring tool by the sink floa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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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Bromoform 22 cc와  Diiodomethane 28 cc를 용기에 함께 

넣어 잘 저어주면 혼합용액의 도는 약 3.12 g/cc가 된다. 이 용액 속에 SiC를 넣으면 SiC는 

가라앉거나 뜨게 된다. 이 때 SiC 시편이 가라앉으면 Diiodomethane을, 뜨면 Bromoform을 적

당히 더 넣어준다. 각 용액을 조금씩 더 주입하는 과정동안에 시편이 혼합 용액 내부에 떠 있

게 될 것이며, 이때의 혼합용액의 도가 시편의 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두 용액이 첨가된 

최종 양(부피)을 기록한 후 식 (3.3.6-1)에 대입하면 혼합 용액의 도, 즉, 시편의 도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표 3.3.6-4 Preparation of a mixed solution for measurement of SiC density

혼합용액 Bromoform Diiodomethane

도(g/cc) 첨가량(cc) 도(g/cc) 첨가량(cc) 도(g/cc)

3.300 0 2.89 50 3.30

3.292 1 2.89 49 3.30

3.284 2 2.89 48 3.30

3.275 3 2.89 47 3.30

3.267 4 2.89 46 3.30

3.259 5 2.89 45 3.30

3.251 6 2.89 44 3.30

3.243 7 2.89 43 3.30

3.234 8 2.89 42 3.30

3.226 9 2.89 41 3.30

3.218 10 2.89 40 3.30

3.210 11 2.89 39 3.30

3.202 12 2.89 38 3.30

3.193 13 2.89 37 3.30

3.185 14 2.89 36 3.30

3.177 15 2.89 35 3.30

3.169 16 2.89 34 3.30

3.161 17 2.89 33 3.30

3.152 18 2.89 32 3.30

3.144 19 2.89 31 3.30

3.136 20 2.89 30 3.30

3.128 21 2.89 29 3.30

3.120 22 2.89 28 3.30

3.111 23 2.89 27 3.30

3.103 24 2.89 26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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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ZrC 피복공정 개발 기초실험

SiC-TRISO 핵연료는 우수한 노내거동을 나타내므로 고온가스냉각로의 핵연료로 적용되

고 있으나, 1700℃ 이상 고온에서 열분해와 상변태에 의하여 구조적인 안정성에 문제점이 발생

하고 핵분열 생성물인 Cs의 고온 포획력이 떨어지며, Pd와 접하면 Pd2Si가 형성되어 부식되는 

약점이 있다. SiC의 Pd에 대한 부식에 대해서는 SiC 층 내부에 또 다른 SiC 층이나 SiC+C 층

의 증착이 보고되고 있다 [3.3-035]. 따라서 고온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량형 핵연료의 필

요에 따라 SiC 대신 ZrC를 대체제로 코팅한 ZrC-TRISO가 제안되었다[3.3-036,037]. ZrC는 용

융온도가 3540℃ 이고, 탄소와 2850℃에서 공융되는 반면 SiC는 약 1800℃에서 승화된다. 따라

서 ZrC는 SiC에 비하여 고온 안정성이 더 우수하며 (그림 3.3.7-1), 이에 따라 허용 핵연료 최

대온도가 더 높아지므로 원자로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아울러 UO2의 핵분열로 방출되

는 산소와 반응하므로 산소 포획자 구실을 하여 핵연료 내의 압력증가를 방지할 수 있다(그림 

3.3.7-2). 아울러 ZrC에서는 핵분열 생성물인 Cs 등의 고온 확산이 어려워 핵분열 생성물의 담

지 능력이 매우 우수하다 (그림 3.3.7-3과 4 참조).

ZrC-TRISO 핵연료는 미국, 일본, 러시아에서 고려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HTGR을 수소생

산과 연계시키려고 운전온도를 100∼200℃ 높인 VHTR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ZrC-TRISO 핵연료에 대한 관심 증대되고 있다[3.3-039]. 특히 미국에서는 ZrC-TRISO 이외에

도 최외각에 PyC 코팅을 생략한 ZrC-TRISO type 입자(정확히 TRISO가 아니므로 type으로 

표현), 최외각 PyC에 ZrC가 첨가된 ZrC 코팅 입자, 경사구배를 지닌 C-ZrC 층을 지닌 ZrC 코

팅 입자 등 다양한 형태에 대하여 시험되었다. 경사기능 ZrC-C 층은 ZrC 코팅층의 안쪽, 바깥

쪽 모두에 적용되었다. 일본에서는 1970년대 초부터 일본원자력연구소에서 ZrO2 코팅 연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초기에는 PyC 층 없이 C/Zr>1 인 ZrC-C alloy 코팅을 시도하

으나 free C에 의해 90Sr의 담지 능력이 감소됨이 발견되어 SiC-TRISO에서 SiC를 ZrC로대

체한 코팅 핵연료 입자가 개발되고 있다[3.3-036,041,042].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제조공정은 ZrCl4와 탄화수소를 반응시켜 화학증착하는 방법이다. 

ZrCl4의 공급은 ZrC를 코팅하는데 매우 중요한 변수다. 일반적으로 ZrCl4를 승화시켜 증착로로 

공급하는 방법과 ZrCl4 증기를 in-situ로 생산하여 공급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다. ZrCl4는 상온

에서 고체이며, 352℃에서 승화한다. 정 하게 정량된 ZrCl4 분말을 Ar 기체로 공급하면 증착

로 입구에서 승화되고, 동시에 다른 반응 및 운반기체와 섞여 증착로 중심부에서 증착반응을 

수행하게 된다[3.3-044,045]. 반응장치는 크게 반응용기, ZrCl4 공급부, 기체공급 제어부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반응용기는 유도가열하며, 원통형의 튜브로 한 쪽 끝은 60o의 각을 이룬 원추

로 구성되어 있다. ZrCl4 공급부는 auger speed와 load cell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급양을 정

하게 제어 및 감시하도록 되어 있다. 기체 공급부는 탄소의 원료기체 및 Zr 원료 운반 및 희석

기체의 양을 정 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유량계가 부착되어 있다.

CH4를 이용한 ZrC 합성은

HClZrCCHZrCl 444 +→+

과 같은 반응에 의하여 이루어지나, 운반/희석기체로 포함된 H2를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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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1 Comparison of failure fraction of the ZrC-TRISO coated 

fuel particles with the reference SiC-TRISO coated particles with SiC. 

(Dashed line gives model prediction for the SiC coated particles which 

have the same dimensions as the ZrC-TRISO coated particles in this 

study) [3.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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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7-2 Active-to-passive oxidation transitions for ZrC+C, B4C+C and 

SiC+C calculated in the (ZrC, B4C or SiC)-C-H2O-He system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and initial H2O pressure [3.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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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3 Diffusion coefficients for fission product species in Z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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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4 Comparison of fractional release of fission products from 

the ZrC-TRISO coated fuel particles with that from the SiC-TRISO 

coated fuel particles [3.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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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lZrCHxZrClHCx x 4)1(2( 2463 +→−++

과 같은 반응이 이루어진다. CH4 대신 C3H6를 이용하면,

HClZrCHxZrClHxC x 123)2(33 2463 +→−++

과 같은 반응이 이루어진다.

Zirconium halide 분말의 흡수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원자력연구소는 브

롬을 이용한 Bromide 공정을 개발하 다 [3.3-036,046]. 이 공정에서는 상온에서 액체인 브롬을 

Ar을 운반기체로 가열된(약 500℃) 지르코늄 스폰지로 보내어 ZrBr4 증기를 만들고, 반응기 입

구에서 별도로 공급된 탄소의 원료기체 및 H2과 혼합하여 반응부에서 핵연료 입자에 ZrC를 증

착하는 방법이다. Zr-C-H-Br계에서도 앞의 염화물을 이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free C의 

존재와 화학정량인 ZrC를 얻기 위해서는 CH4와 ZrBr4의 양을 주의깊게 제어하야야 한다. 

Bromide 공정의 브롬 증기 대신 methyl iodide(CH3I) 증기를 가열된(400∼800℃) 지르코늄 

스폰지를 통과시켜 ZrC를 코팅하는 Iodide process도 보고되었다 [3.3-047]. CH3I는 0℃로 유지

되고, Ar 을 운반기체로 사용하 으며, 지르코늄 스폰지를 통과하면 ZrI4와 methyl radical 생

성되고, 이 들이 별도로 공급되는 H2와 섞여 ZrC 증착 공정에 참여하게 된다. 다른 공정에 비

하여 증착온도를 1100 ∼ 1400℃ 범위를 낮출 수 있으며, C/Zr 비는 온도에 따라 증가하 고, 

H2의 양에도 향을 받았다.

가. ZrCl4의 열간 거동

SiC 증착은 Si와 C 성분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MTS라는 원료물질이 존재하는 반면, 

ZrC의 증착은 Zr과 C의 원료물질을 별도로 공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체공급 장치가 SiC 증

착의 경우보다 복잡해진다. 아울러 SiC의 원료물질인 MTS는 0℃에서 증기압을 조절하면 정량

적 제어가 용이한 반면, Zr의 원료물질은 염화물, 브롬화물, 요오드화물 등이 있으나, 승화를 

위하여 가열하고 응축방지를 위한 항온유지 시스템의 설치가 반드시 요구되며, SiC 증착 경우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정량제어가 어려다. ZrCl4에 대한 승화거동을 살펴보고자 ZrCl4를 TGA

로 열간 무게변화를 평가하 다. 그 결과는 그림 3.3.7-5와 같으며, 적정 승화온도 구간은 22

0∼350℃ 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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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5 TGA results of ZrCl4



- 593 -

나. ZrC TRISO 코팅 입자 제조를 위한 장치 제작

SiC TRISO 코팅 장치에 비하여 반응온도 제어 정 성과 배기부의 탄소 알갱이 배출 성능 

향상을 반 시킨 ZrC TRISO 코팅을 위한 유동층 화학증착장치를 설계 및 제작하 다. ZrC 

증착을 위한 원료기체인 ZrCl4를 공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는 승화시킨 뒤 정량화된 탄소 원료기체를 공급하여 혼합기체가 반응관 내로 공급되도록 고안

하 다. 따라서 승화된 Zr 원료기체 응축방지와 정량 조절법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 다. 응축

방지를 위해서는 반응관 인입구까지 모든 배관을 가열 및 단열하 으며, 정량 조절을 위하여 

시스템 전체 압력과 승화 반응기의 압력을 추적하여 자동으로 공급밸브가 차폐되며 공급량을 

조절하도록 하 다. 각 구성요소의 실물 사진 및 개념도를 그림 3.3.7-6에 나타내었다.  

다. ZrC 코팅 예비 공정시험

수평로를 이용한 ZrC 코팅 기초실험은 연세대학교에서 위탁연구로 수행하여 증착을 위한 

예비조건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다. 공정시험 및 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탁과제 보고서

(모과제 보고서 발간과 같은 시기인 2006년 보고서 발간예정)에 나타내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결과들 중 일부를 요약하고자 한다. 증착조건은 표 3.3.7-?과 같으며, 각 조건에서 얻어진 단면

의 미세구조와 증착층 두께 및 상분석 결과는 그림 3.3.7-7과 8에 나타내었다. 

시편 S6, S7, S8에서 각각 3.2, 2.43, 5.9㎛의 증착층을 확인하 고, 시편 S6의 경우를 S7와 

비교하면 희석가스인 수소의 유량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료기체의 농도가 진해짐에 따

라 두꺼운 증착층이 형성되었다고 생각된다. X선 회절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시편 S7은 S6

보다 더 얇은 증착막을 형성하 기 때문에 기판 성분이 관찰되었다고 생각되며, S6와 S8의 경

우는 약하게 carbon graphite 피크가 관찰된 반면 S7은 반응성이 큰 수소의 많은 유량으로 탄

화지르코늄 증착반응에 관여하거나 증착에 참여하지 않는 카본 source를 C-H의 형태로 결합

하여 반응로를 빠져나가는 수소에칭 효과 때문에 거의 관측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ZrC의 증착은 1550℃ 근처에서 ZrCl4를 이용하여 기체의 양 및 증착시

간을 적절히 조절하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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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7 Microstructures of ZrC layers prepared in the preliminary deposition conditions

그림 3.3.7-6 FB-CVD system for ZrC TRISO coating; gas supply system (left, 

top), CVD reactor (right), schematic of ZrCl4 sublimation system (left,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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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8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ZrC layers

표 3.3.7-1 The preliminary deposition conditions for ZrC layers Z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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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제 협력

가. NUKEM 기술 도입   

2005년 4월, 한국원자력연구소는 독일 RWE NUKEM의 고온가스로 핵연료 제조기술 검토 

분석 및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목적으로 독일 NUKEM과의 기술 협력 계약을 체결하

다. 본 기술 협력은 NUKEM이 보유한 핵연료 기술의 “General Outline Concept"를 3-4개월간

의 기간에 걸쳐 보고서로 작성하여 KAERI 측에 제공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당초 계약

기간은 2005. 4월부터 2005. 7월까지 4개월간이었으나 양국 정부로 부터의 승인이 지연되어 실

제로는 2005년 10월에 착수하여 2006년 2월말에 종결되었다. 

2006년 1월에 NUKEM이 보고서 초안을 완성하여 KAERI로 제출하 으며, 1월말에 독일 

Alzenau 현지에서 KAERI/NUKEM 양사가 참석하는 과제 결과물 검토 회의를 통해 보고서 

초안에 대한 KAERI의 검토의견을 반 하 다. 

(1) 기술도입 배경 및 필요성

연구용 고온가스로를 운 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은 각각의 고온가스로 운전을 위하여 핵

연료를 자체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현재 고온가스로를 건설 중인 남아공의 PBMR은 독자

적인 핵연료 기술 개발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들 3개국의 핵연료 기술은 모두 독일 NUKEM

의 핵연료 제조기술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독일 NUKEM은 1960년대 중반, 독일의 HTR 및 THTR 핵연료 개발 프로그램 참여를 시

작으로 독일의 고온가스로 핵연료 제조 및 특성화 기술 개발을 주도하 으며, 제조된 핵연료 

조사성능이 우수하고 제조결함율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고온가스로 핵연

료제조 및 공정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2004년에 수소생산용 고온가스로 기술개발 연구의 시작과 더불어 고

온가스로용 핵연료 제조기술의 개발에 착수하 으나, 국내의 관련 기술 수준 및 경험은 시작단

계에 불과하므로 동 연구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일부 요소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선

진국으로부터의 기술 도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연구소는 총 7개의 Phase로 구성(아래 (3)항 참조)되는 고온가

스로 핵연료 개발을 위한 기술협력을 추진키로 NUKEM과 논의 하 으며 2005년 4월, 독일 

NUKEM사와의 1단계 기술 협력 계약을 체결하 다. 

NUKEM의 고온가스로 핵연료 제조기술 검토 분석 및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내용으

로 하는 NUKEM과의 1단계 기술협력은 NUKEM이 자사가 보유한 핵연료 기술의 ‘General 

Outline Concept’ 보고서를 작성, 공급함으로써 2006년 2월에 종결되었다. 

(2) NUKEM과의 1단계 기술협력 주요 내용

1단계 기술 협력은 NUKEM이 보유한 핵연료 기술의 “General Outline Concept"를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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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의 기간에 걸쳐 보고서로 작성하여 KAERI 측에 제공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 다.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서문과 배경(NUKEM의 경험)

HTR 모듈 원자로용 UO2-TRISO 핵연료의 조사시험을 포함하여 HTR용 핵연료 제조와 

관련한 NUKEM의 경험과 연구배경을 개략적으로 소개하 다.

(나) 용량 제안

각 제조공정별로 Labscale에 적정한 뱃치 크기를 제시하 다. Kernel 제조공정은 2kg, 피

복공정은 3kg, Matrix는 10kg, Overcoating은 5kg 의 뱃치 크기가 제안되었다. 

(다) 공정의 설명

연료체 제조를 위한 주요 공정을 크게 다음의 4가지 공정으로 분류하 다.

- Kernel 제조

- Kernel의 코팅

- Matrix 분말 제조

- 연료체 제조

여기에는 연료체 제조를 위한 Overcoating 공정도 포함된다. NUKEM이 달성한 품질수준

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함께 각각의 공정에 대한 블록 다이아그램을 포함하 다. 각 공정을 

쪼개어 세부 공정에 대한 기술적 설명을 제시하 다. Kernel 제조와 관련해서는 U3O8을 질산

용액에 녹이는 Dissolving 공정, UN 용액, PVA, Casting 용액의 제조 및 Casting 공정, AWD 

공정, Calcining, Sintering, Sieving, Sorting, Sampling 및 Portioning 공정 각각에 대한 기술적 

설명을 포함하 다. 피복, Matrix 제조, 연료체 제조 공정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세부 공

정에 대한 기술적 설명을 포함하 다. 

뿐만 아니라 상기 제조 공정의 결과물 즉, Kernel, 피복입자, Matrix graphite 및 연료체에 

대한 품질검사 항목을 나열하고 각각의 항목에 대한 검사 원리 혹은 절차에 대한 간략한 설명

을 포함하 다. 

(라) 안전성(Safety Aspects)

HTR 핵연료 제조에 사용되는 폭발성 혹은 독성 화학 약품을 나열하고 이러한 물질의 취

급으로 인한 위험의 예방 필요성을 명시하 다. 또한, HTR 핵연료 제조에 사용되는 10% 

U-235 농축 우라늄은 160Bq/mg 정도의 α-방사능을 가지므로 작업자의 보호나 외부로의 유출 

방지를 위해 이러한 물질의 취급에 필요한 예방 조치를 명시하 다.

임계안전 관점에서 10% 농축 우라늄의 기본적인 임계 자료를 제시하 으며 실험실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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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안전을 고려하여 배치되어야 할 실험 장치들은 예시하 다.

(마) 주요 장비 목록

Labscale 수준의 핵연료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장치의 목록을 개략적인 설명과 함께 제공

하 다. Kernel 제조, 피복, Matrix, Sphere 제조 및 QC 등의 제조 공정 별로 장치의 제작에 

사용된 재료의 종류와 장치의 주요 치수, 용량, 설계 변수 등을 열거하 다.

(바) 시설의 배치 및 유틸리티 요건

핵연료 제조 공정별로 요구되는 공간의 크기를 명시하고 개별 공간에서 수행되는 공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공간별로 요구되는 유틸리티, 가스의 종류 들을 명시하 다.

(3) NUKEM과의 향후 협력 방안

NUKEM과의 고온가스로 핵연료 개발을 위한 기술협력은 1단계 기술협력 계약에서 합의

한 바, 아래와 같이 총 7개의 Phase로 나뉘어 추진될 예정이다.  

- Phase 1: Preparation of a general concept and outline of a labscale facility

- Phase 2: Design of a labscale facility

- Phase 3: Installation and commissioning of the labscale facility

- Phase 4: Operation and development of potential improvements

- Phase 5: Design of an industrial fuel factory based on the experience gathered

           during Phase 1-4

- Phase 6: Installation and erection of the fuel factory

- Phase 7: Professional operation of the fuel factory

2006년 3월에 NUKEM과의 1단계 기술협력이 종결된 이후로, 현재 2단계 기술 협력 추진

을 위해 NUKEM과 논의 중에 있다. 2단계 기술협력은 다시 Basic Design과 Detailed Design 

단계로 구분하여 추진될 예정이며 2006년에 추진될 Basic Design 단계에서는 Kernel 제조공

정, 피복 공정, Matrix Material 제조공정 및 Overcoating 공정을 포함하는 피복입자 제조공정

에 대한 기초설계 정보를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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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위탁과제 보고서 요약

가. TRISO 핵연료를 위한 CVD 공정 기초 기술 개발

원자력수소생산을 위해서는 초고온가스로(VHTR, Very High Temperature Reactor)와 

TRISO 핵연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TRISO 핵연료입자는 FBCVD(Fludized bed CVD)방

식을 사용하여 4중 피복형태로 만들며 내측부터 buffer-PyC(Pyrolytic Carbon), IPyC, SiC 그

리고 OPyC 층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SiC 층은 수소분위기에서 원료물질로 methyltrichlorosilane(CH3SiCl3)을 사용하여 graphite

기판 위에 증착하 다. FBCVD방식에 적용될 증착조건에서의 SiC 층의 특성을 알기 위하여 

증착온도와 입력기체비 ( α=QH2
/QMTS= PH2/PMTS)가 미치는 향을 알아보았다. 이러한 SiC 

층의 특성 결과를 바탕으로 SiC를 interlayer로 하는 삼중코팅증착을 시도하 고, 삼중코팅막 

증착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 다. 

SiC의 대체재료로 탄화지르코늄을 선택하여 그 증착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으며, 탄화지르

코늄막의 기본적인 물성 및 특성 data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선행연구를 수행하 다. 

탄화지르코늄막은 수소분위기에서 원료물질로 Zirconium tetrachloride(ZrCl4)를 승화시키면서 

메탄을 흘려주는 방식으로 증착하 다. graphite 기판을 사용하여 메탄과 수소의 입력기체유량 

변수 및 ZrCl4의 가열온도 변수 등 많은 조건으로 탄화지르코늄의 증착을 시도해 보았으나 

carbon graphite가 증착되었다. 

탄화지르코늄 증착을 위하여 다른 여러 방식으로의 접근을 하 고, ZrO2기판에서 탄화지르

코늄이 증착되었다. 탄화지르코늄 증착을 위한 본 실험에서의 원료물질 승화방식과 실험장비상

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실험 방법론적 접근 및 장비의 구조적 접근을 통하여 

graphite 기판에서의 탄화지르코늄 증착여부에 대한 연구를 계속 수행해야 할 것이다.

나. HTGR용 TRISO 핵연료 특성평가 기술 개발

HTGR용 TRISO 핵연료 코팅층에 응용될 수 있는 취성 다층 코팅층에서의 코팅층 역학특

성 평가 기법을 개발하 다. 기 연구된 이중층을 이용한 코팅층의 역학 특성 평가 기법을 바탕

으로 코팅층의 두께가 얇은 경우 그 경향이 잘 예측되지 않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삼중층을 

이용하는 방법을 고안하 다. 

평면 삼중층에서 표면코팅층에 압흔(인덴테이션)을 가하는 경우 중간 코팅층의 하단 부분

에 인장응력이 집중되어 방사형 균열이 발생하게 되고, 이 균열이 일어나는 임계하중값을 측정

함으로서 코팅층의 파괴강도를 평가하 다. 평면 삼중층에서의 전산모사 결과를 토대로 임계하

중값과 파괴강도와의 관계식을 제안하 으며, 이 관계식을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 다.

흑연/SiC/폴리카보네이트로 이루어진 평면 삼중층에서 인덴테이션 실험을 행하 으며 제

안한 파괴강도 예측식을 이용하여 TRISO 핵연료에 사용되는 SiC 코팅층의 강도 값을 평가하

다.

곡면 다층 코팅층에서의 역학 특성 평가를 위해 다양한 곡률반경을 가지는 곡면 삼중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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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산모사를 행하 으며, 코팅층의 두께와 곡률반경에 따라 파괴가 일어나는 임계하중 값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 다. 전산모사 결과를 토대로 곡면 삼중층에서 인덴테이션 실험을 행하

으며 그 결과가 잘 예측 되어진 것을 확인하 다.

다. 피복 핵연료 노내 미세조직 변화를 위한 기초연구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수소 생산용 고온가스로 피복 핵연료의 노내 시험 평가 기술을 개

발함으로써 피복 핵연료 피복층의 관찰, 전산 모사에 의한 상변화 예측과 피복 핵연료의 노내 

시험 방법을 도출하는데 있다. 피복 핵연료 피복층의 관찰은 피복층의 두께 측정과 미세조직을 

관찰하기 위함이다. 피복층의 미세조직은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y, 

JSM-35C)과 고효율 주사 전자현미경(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JSM-6700F)으로 관찰하 다. 피복층의 특성 분석을 위해 피복층의 도와 극미세 경도를 측

정하 다. 전산 모사에 의한 상변화 예측에서는 Dragon Project에서 관찰된 결과를 검토하고, 

피복 핵연료 조사 조건에서의 이동 현상 모사를 위해 금상학적 관점에서의 산소 확산 모델

(oxygen diffusion model)과 유동 모델(annulus flow model)을 제안하 으며 연료핵(kernel) 주

위의 일산화탄소 농도와 연료핵내 산소 농도의 분포를 조사하 다. 피복 핵연료의 노내 시험 

방법 도출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시험 방법을 검토하고 조사 전과 후의 피복층의 특성을 비교

적 간편히 측정할 방법으로서 러시아의 Alekin 교수가 제안한 동적 나노 압침법(dynamic 

indentation method)을 도입하고 피복층의 강도와 마찰 계수를 측정하 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피복 핵연료는 완전한 구형은 아니지만 연료핵(kernel)을 중심으로, 버퍼 열분해 탄소 

층(buffer PyC), 내부 열분해 탄소층(inner PyC), 탄화규소층(SiC)과 외부 열분해 탄소

층(outer PyC)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평균 두께는 95, 25, 30 and 28㎛이다.  

(2) 피복층의 미세 조직 관찰 결과, 버퍼 열분해 탄소 층(buffer PyC), 내부 열분해 탄소 

층(inner PyC), 탄화규소 층(SiC)과 외부 열분해 탄소 층(outer PyC)의 도와 미세 

경도는 각각 1.08, 1.15, 3.18, 1.82 g/㎤와 0.522, 0.874, 9.641, 2.726 GPa이다. 

(3) 연료핵 주위의 산소 이동 현상을 고려한 "산소확산모델"을 통하여 연료핵이 이동하는 

"Amoeba"효과와 관련, 산소 공공의 이동도(mobility)가 침입형 산소 원자보다 클 때 

이동이 가능하다. 

(4) 연료핵 주위의 일산화탄소의 흐름을 모사한 유동 모델(annulus flow model)을 이용하

여 저온 부위에서의 일산화탄소의 분압(PCOc)이 300 Pa이면 버퍼 탄소 층의 일산화 

탄소량은 약 3%가 존재함을 예측하 다.   

(5) 버퍼 PyC, IPyC, SiC, OPyC 피복층의 평균마찰계수와 압축 강도는 각각 0.51, 0.45, 

0.2, 0.40 이며 174, 291, 1071, 606 MPa 이었다. 

(6) 피복핵연료 핵심 주위의 일산화탄소의 분포와 산소의 분포를 유한요소법으로 평가하

다.

(7) 사용후 피복핵연료의 처리 방법은 탄소에 의한 폐기물량을 최소화하는 Leaching법과 

Carbochlorination방법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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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액적낙하법을 이용한 핵연료 미세구 제조기술 개발

본 연구는 0.3 ∼ 0.5 ㎜ 크기의 UO2 미세구( 도 : 95% 이상) 제조의 예비단계로 UO2 슬

러리 대신 슬러리 특성이 비슷한 ZrO2 슬러리를 이용하여 0.3 ∼ 0.5 ㎜ 크기의 미세구 제조기

술의 개발을 목표로 하 다.

세라믹 슬러리를 이용한 미세구 제조방법은 국․내외가 유사하며, 그 방법은 크게 3가지 

정도로 구분되어진다. 1) 텀블링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방법과 2) 몰드를 이용하는 방법, 3) 표

면장력을 이용하는 슬러리법이 있으며 1)의 방법은 먼지 비산, 불균일한 크기 등 단점이 많다. 

그 외에 졸-겔법을 이용한 미세구의 제조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술 장벽이 높아 

그 핵심 기술은 유추해 보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 개발목표와 내용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 다.

(1) 고분산성 ZrO2 슬립 설계 : 요변성 제어 및 분산성 유지

(가) 고형분 50% 이상의 슬립 제조 조건 확립

높은 고형분에서의 분쇄 분산 기술을 확보하여 높은 생산성 확보

(나) 고비중 ZrO2 슬립 분산성 유지

고비중의 ZrO2 슬립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고 이상적인 슬러리 분산 안정성 확보

(다) High Energy Milling을 이용하여 발생된 미세입자의 응집현상 제거

분쇄 이후 슬러리 중의 ZrO2 미세입자의 제타 포텐셜 측정 및 이를 근거로 한 최대 분

산점 확보를 통한 응집현상 제어

(라) 용출되는 금속 이온의 억제 및 제어

고 에너지를 이용한 분쇄 시, 분쇄 에너지에 의한 산화물의 이온화 현상에 의해 발생되

는 금속 이온의 억제 및 첨가제를 통한 이온의 제어

(마) 첨가제의 반응 및 응집에 의해 발생되는 슬립 불균일성 해소

고비중 ZrO2 및 UO2 등의 산화물에 첨가되는 첨가제 선택 및 각 분산제의 특성 파악

(바) 첨가제의 투입 방법 개선

첨가제의 투입시간 및 투입량에 따른 슬러리의 안정성 파악

(사) 높은 고형분에 의한 분쇄 분산 효율 감소 억제

(2) 미세구 제조조건 및 소결 도 증진

(가) 액적낙하법에 전기적 방법을 결합하여 0.3 ㎜ 크기의 미세구 제조 시스템 개발

구형도 증진 및 미세구 제조 시스템 구현

(나) 연속식 (폐기물 최소화) 제조장치 개발

산업 폐기물의 극소화 및 생산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연속 생산 시스템 개발

(다) 0.3 ∼ 1.0 ㎜의 건조 미세구 제조를 위한 슬러리 점도 조건 확립 및 제조장치 개선

크기별 미세구 제조를 위한 슬러리의 점도 및 조건 확립을 통한 미세구 크기의 제어기

술 확립



(라) 소성온도 : 1500℃ 이하 조건 확립

슬러리의 분쇄 분산 효율 극대화 및 평균입도 감소를 통한 소결조건 재구성 (소결시간

의 조절을 통한 Grain 크기 제어)

(마) 미세구의 구형도 증진 (0.9 이상)

미세구 제조장치의 구조 및 슬러리 점도 등의 변화

본 연구에서는 세라믹 분체(ZrO2)에 분산제 및 유기용매를 첨가하여 안정한 슬러리를 제

조하 으며 비드를 구형으로 성형하기 위하여 점도 조절용 유기 용매를 첨가하 다.

이러한 슬러리를 이용하여 구형의 비드를 제조하기 위하여 일정한 크기의 노즐을 통과한 

후 소수성이 강한 용제에 슬러리 액적을 낙하시켜 고형화 함으로써 일정한 크기의 비드를 제

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중에 의한 자유낙하 방법의 경우 일정크기 이하의 액적은 형성되지 

못함으로 전기적 방법을 응용하여 슬러리를 (+)또는 (-)로 하전하고 반응용매를 (-) 또는 (+)

로 하전시킴으로써 강제낙하에 의하여 미세한 액적을 형성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

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0.3 ㎜ 크기의 비드 제조 조건 확립

- 슬립 제조 조건 및 분산 안정성 조건 확보

- 구형도 및 소결조건 확보

 

(2) 0.3 ㎜ 크기의 연속식 제조 시스템 개발

- 액적 낙하법에 전기적 방법을 이용하여 미세구 제조 기술 개발

- 크기별에 따른 점도 및 제조조건 변화에 의한 제조 조건 기술 확보

마. 피복입자 핵연료 물성-성능 DB 구축

(1) 피복입자 핵연료 물성 및 성능 자료 수집

피복입자 핵연료 물성 및 성능자료 분석 평가를 위해 신뢰성 있는 기존 연구 자료를 수집

하 다. 특히 본격적인 물성자료 수집에 앞서 핵연료 내의 temperature profile, stress profile, 

FP concentration profile 등의 예비분석을 통해 대상 재료와 그에 따른 대상 물성을 선정하

다. 성능 자료의 경우는 피복입자 핵연료 failure mechanism을 고려한 key phenomena의 분석

을 통해 대상 성능 목록을 선정 수집하 다. 자료의 수집은 우선적으로 저널이나 보고서 등의 

open literature를 대상으로 수행하 으며, 비공개 자료의 경우 국내외 협력을 통해 입수하 다.

(2) 피복입자 핵연료 물성 자료 분석 평가

대상 재료 별로 수집된 물성자료를 열적 물성자료, 기계적 물성자료, 물리적 물성자료의 

세 category로 분류하여 분석 평가하 다. 또한, 각 범주별 대상 물성자료 분석 정리 시 피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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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 핵연료 제조 공정과 증착 조건 및 그에 따른 재료의 미세구조 변화가 물성에 미치는 

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하 으며, 초고온 환경과 irradiation의 향도 추가적으로 평가하 다. 주

요 대상 물성은 도, 열전도도, 열용량, 열팽창계수, 기계적 강도, modulus, 주요 원소의 확산

계수 등이다.

(3) 피복입자 핵연료 성능 자료 분석 평가

주요 현상별로 수집된 피복입자 핵연료 노내 거동 및 성능 자료 중 본 연구과제의 1단계 

범주상 fission product behavior, fission gas release, SiC coating layer corrosion의 세 가지 

성능자료를 우선적으로 분석 평가하 다. 특히 대상 성능자료의 분석 정리 시 노내 조사시험 

(in-pile irradiation test) 결과와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각 성능현상이 fuel failure로 이어지는 

mechanism을 중점적으로 평가하 다. 또한 노내 환경 및 연소 조건(normal condition, heat-up 

condition, oxidizing condition)에 따른 핵연료 성능도 분석 평가하 다.

(4) 분석평가 자료의 phase-1 DB화

대상 재료별로 수집 분석 평가된 주요 물성자료와 대상 성능자료를 우선적으로 문서 DB

화 하 으며, 이 문서 DB 작성 시 경수로용 재료 물성 자료집인 미국 NRC의 “MATPRO” 형

식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THERPRO DB 형식을 참조하 다. 또한 이 문서 DB의 파일들

을 전자문서화 하여 phase-1 전자 문서 DB를 구축하 다. 이 전자 DB는 연구 개발 기간과 재

원 등의 한계로 인해 독립적인 DB management system을 갖춘 매트릭스형 data base로의 구

축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하여, 향후 추진될 VHTR 관련 DB나 혹은 종합 물성 DB 등과의 연계

와 확장이 가능한 stand-alone 방식의 Phase-1 형태로 개발하 다.

바. 선원항 평가 방법론 및 삼중수소 거동 메카니즘 분석

본 연구에서는 고온 가스로 내부에서 생성되는 삼중수소의 생성원 확인 및 생성 모델을 

개발하 다. 이를 바탕으로 graphite내에서 삼중수소의 확산을 평가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입력 변수 값들을 확보하여, 각 생성 원으로부터 1차 냉각재로의 삼중수소 

확산을 평가하여 헬륨 냉각수 내의 삼중수소 농도를 평가하 다. 열교환기를 통한 삼중수소의 

수소 계통으로의 확산 모델 또한 제시하고 평가 하여 최종적으로 생산될 수소내의 삼중수소 

농도를 예측하고자 하 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모사하는 전산 프로그램인 TBEC(Tritium 

Behaivor Evaluation Code for VHTR) 코드를 개발하 다. 본 연구의 모 과제인 원자력이용 

수소 생산 시스템개발 사업이 연구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실제 건설될 고온가스로의 설계 

변수는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경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300 MWth Pebble 노형과 600 MWth Prismatic 노형에서의 삼중수소 

생성 및 확산, 투과 현상을 모사하는 모델 및 전산 코드를 개발하 다. 선원항 중에서 가장 큰 

선원항인 핵연료 내에서의 Ternary 분열에 의해 생성된 삼중수소가 TRISO 피복층을 통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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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냉각재 까지 나오는 연간 유출율은 Pebble 노형의 경우 0.47%, Prismatic 노형의 경우는 

10.1 % 정도로 평가되었다. Pebble의 경우는 TRISO 피복층을 투과 하더라도 핵연료 자체가 

다시 graphite에 둘러싸여 있어서, 다시 이것을 투과 하여야 하기 때문이며, Block형의 경우는 

핵연료 집합체로 장전시 plugging 재질의 도에 따라서 Pebble과 같이 삼중수소 확산을 막는 

장벽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대로 투과시키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평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평가하여 plugging 재질을 투과 한다고 평가한 결과이다. 반사체 내에 불순

물로 존재하는 
6
Li에 의해 생성된 삼중수소의 확산을 평가하기 위해, 생성된 삼중수소는 반사

체내에 균일하게 분포한다고 가정하고 확산 방정식을 수치해석으로 풀면 Pebble 노형의 경우 

8%, Prismatic 노형의 경우 0.03%의 연간 방출율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삼중수소가 확산을 

통해 유출되는 값이 반사체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얻어지는 결과이다. 

이를 바탕으로 1차 계통에 존재하는 연간 삼중수소의 양을 예측할 수 있는데 Pebble 노형의 

경우 약 98.5Ci, Prismatic 노형의 경우 약 340Ci 정도가 된다. 이 값을 바탕으로 냉각재내 삼

중수소의 부분압을 계산할 수 있으며 이 값을 통해 Sivert's law(Q∝p
1/2
)를 이용하여 열교환기

를 통한 1차 계통으로부터 수소 생성 계통으로의 삼중수소의 유출율을 계산해 보면 Pebble 노

형의 경우 연간 5.04×10
7
 Bq, Block형의 경우 연간  3.03×10

8
 Bq 의 값을 얻을 수 있었다. 이 

값을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2 - 23호 (제 8차 개정) 별표 3과 별표 5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

종별 흡입 및 섭취한도와 핵종별 규제 면제 관련 수량 및 농도와 비교하 다. oxide film 효과

를 고려하지 않고도 Pebble 노형 및 Prismatic 노형에서 삼중수소에 의한 생산되는 수소내 농

도가 대단히 낮아 충분한 안전성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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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복입자핵연료 예비개념 모델설정

가. 주요 설계인자 도출

TRISO입자의 연료핵은 경수로연료의 UO2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초고온가스로용 핵연료와 같이 고온 및 고연소도 환경에서는 CO 생성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피복핵연료 건전성 문제가 크게 증가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UCO 연

료핵의 사용, 산소포텐샬 제어 등)가 필수적이다. 고온 및 고연소도에서 많은 양의 핵분열생성

물 및 불활성 가스가 피복층으로 이동하여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완충층 및 IPyC층

의 설계 인자( 도, 두께 등)를 최적화하여 SiC층의 손상을 줄이는 것이 설계의 최대 관건이

며, 일부 진행되고 있는 SiC 대체물질인 ZrC의 개발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연료핵 및 피복

층의 설계를 위해서는 많은 조사시험 자료 및 성능자료들이 확보가 우선 수행되어야 한다.

고온 및 고연소도에서도 건전성이 보장되는 초고온가스로용 TRISO 입자의 예비개념설계

를 위해 연료핵 및 피복층의 주요 설계인자를 도출하여 표 3.4.2-1 및 표 3.4.2-2에 나타내었다

[3.4-002]. 설계출력의 발생, 사용후핵연료양의 최소화, CO의 생성 및 연료핵 이동현상으로 인

한 피복층 손상의 최소화, 핵분열생성물의 포획능력의 개선을 고려하여 연료핵의 주요 설계인

자를 선정하 다. 피복층은 고온 및 고연소도에서도 연료핵에서 발생한 핵분열생성물의 외부 

방출을 막는 1차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따라서 도 및 두께를 적절히 최적화해야 하고, SiC

층을 고온 및 고연소도에서 안전성이 우수한 ZrC층으로의 대체도 고려해야 한다.

나. 주요 노내거동

TRISO 입자의 연소시 연료핵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현상은 CO의 생성, 연료핵이동 및 내

부압력 증가이다. CO의 생성은 UO2 연료핵에서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며 초고온가스로용 핵

연료에서는 기존의 연료핵에 비해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 연료핵의 노내거동을 규명하기 위해 

핵분열생성물의 생성과 이동의 평가 및 피복입자핵연료의 온도분포의 평가가 필수적이다.

피복층에서는 운전 중 피복층 내를 이동하는 핵분열 생성물들의 정확한 거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SiC층의 경우에는 핵분열생성물과 SiC층사이의 반응을 정확히 평가하여

야 한다. 또한, 각 피복층은 크립 및 균열 등의 향으로 설계시의 치수가 변화하게 되며 이의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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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2-1 연료핵의 설계인자

주요 성능 변수  향 비 고

지름 출력 및 핵분열생성물 생성량

도
출력 및 핵분열생성물 생성량
핵분열 생성물 포획

결정립 크기
핵분열 생성물 포획
Rim effect

향 미미할 수 있음

구형도 코팅 균일성

Stoichiometry
(U to O)

CO 생성, 연료핵 이동 UO2 연료핵일 경우

Stoichiometry
(U to O and U to C)

CO 생성, 연료핵 이동 UCO 연료핵일 경우

순도 일반적인 핵적 거동 향 미미할 수 있음

농축도 출력 및 핵적 거동

표 3.4.2-2 피복층의 설계인자

피복층 설계인자 비고

Buffer 두께, 도

IPyC 두께, 도, BAF

SiC (ZrC) 두께, 도, 손상률

OPyC 두께, 도, BAF

3. 피복입자핵연료 기계적 거동 분석모델 개발

가. TRISO 입자 응력 해석

TRISO 입자의 피복층의 응력분석은 고온가스로 운전 중의 입자손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TRISO 입자의 IPyC층, SiC층 및 OPyC층의 응력을 계산하기 위하

여, 각 피복층에 대한 변형률-응력 관계식, 변형률-변위 관계식 및 평형식을 구성하 다. 입자

파손을 분석할 때 수백만 개의 입자를 대상으로 응력계산이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산시간

이 빠른 해석해가 필요하다. 구성한 지배방정식을 Stevens의 explicit method[3.4-003]와 Miller

의 close-form solution method[3.4-004,3.4-005]를 이용하여 fluence에 따른 응력의 해석해를 

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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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입자핵연료의 성능분석에 필요한 물성자료와 관련된 보고서 및 논문은 직접 수집하거

나 외국전문가와 접촉하여 습득하 고, 그 내용을 물성별로 정리하 다. 물성은 보통 도, 온

도, fluence, BAF(Bacon anisotropy factor)의 함수이며, 습득한 자료 범위 내에서 컴퓨터 프로

그램화하 다. 이 프로그램을 COPA 코드의 한 모듈인 COPA-MPRO에 구성 프로그램으로 포

함하 다.

해석해와 물성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RISO 입자의 피복층의 시간 및 위치에 따른 응

력을 계산하는 컴퓨터 코드 COPA-MECH을 개발하 다[3.4-006]. COPA-MECH을 이용하여 

단층(IPyC, SiC, OPyC), 복층(IPyC-SiC, IPyC-OPyC, SiC-OPyC), 삼중층(IPyC-SiC-OPyC)의 

응력해석을 별도로 수행할 수 있다. IAEA-CRP-6의 벤치마킹 계산에 참여하여 CRP 참여국의 

코드 결과와 일치하는 그림 3.4.3-1의 결과를 얻었다. 그림 3.4.3-1에서 STRESS3 및 

PARFUME은 각각 국 및 미국의 핵연료 성능분석 코드이다.

나. TRISO 입자 온도 해석

TRISO 입자의 온도분포 계산은 TRISO 입자의 열응력 및 연료핵 이동현상 등 열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매우 필요하다. 온도계산을 위한 기하학적 모델은 연료핵, 연료핵 및 완충층 

사이의 틈, IPyC층, SiC 층 및 OPyC층으로 구성하 다. 온도 계산 방법으로 유한차분법

(implicit FDM)을 사용하 다.

TRISO 입자 표면의 온도를 특정하 고, 연료핵 내의 열발생은 균일하다고 가정하 다. 피

복입자핵연료의 온도분석에 필요한 물성자료를 수집하여 컴퓨터 프로그램화하여 COPA 코드

의 한 모듈인 COPA-MPRO에 구성 프로그램으로 포함하 다.

유한차분방정식과 물성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RISO 입자의 온도분포를 계산하는 컴

퓨터 코드 COPA-TEMTR을 개발하 다[3.4-007]. COPA-TEMTR을 이용하여 시간 및 위치

에 따른 TRISO 입자의 온도분포를 계산하여 그림 3.4.4-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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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1 TRISO 입자의 IPyC 내면 및 SiC 내면의 접선방향응력

4. 피복입자핵연료 조사특성 분석

미국과 일본에서 개발한 노형은 block type 핵연료로 노심을 구성한 원자로(prismatic 

core)이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pebble bed 노심의 원자로를 개발하 다. 이들 원자로의 핵연료

는 기본적으로 피복입자 핵연료를 사용한다. 피복입자 핵연료는 직경이 0.2∼0.8 mm의 구형 

연료핵 주위에 저 도(1.0∼1.2 g/cm
3
)와 고 도(∼1.8 g/cm

3
)의 열분해탄소(pyrolytic carbon)

로 2중 피복된 BISO 형과 저 도 열분해탄소, 탄화규소, 고 도 열분해탄소로 3중 피복된 

TRISO 형의 2종류로 구분된다. 그러나 현재에는 저 도 PyC, SiC, 고 도 PyC 층들로 피복

된 TRISO 형의 피복입자 핵연료가 사용되고 있다.

고온가스냉각로의 정상가동조건에서 피복입자 핵연료로부터 핵분열생성물인 Cs, St, Si 또

는 Pd 등이 피복층을 통해서 확산될 수 있다. 따라서 고온가스냉각로의 기본적인 설계목적은 

핵연료에서 냉각수로 핵분열생성물이 방출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핵분열생성물

의 방출은 물론 핵연료의 조사거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용 원자로를 

이용한 피복입자 핵연료의 조사시험과 조사거동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3.4-008∼

3.4-016].

HTGR의 노심에 장입되는 피복입자 핵연료는 핵연료의 연소가 진행됨에 따라 피복입자의 

건전성을 해치는 여러 현상들이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핵연료 수명동안 피복입자

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핵연료물질의 선택, 핵연료설계 및 사용조건 등을 고려해

서 연구되어 왔으며, 현재로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거의 해결되고 있다. 그러나 피복입자 

핵연료 설계 관점에서 고연소도와 대용량 HTGR을 위해서는 아직 최적화되지 않았고, 특히 

Pu 또는 악티나이드 연소를 고려하면 피복입자 핵연료의 개선을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

다[3.4-017,3.4-018]. 이에 따라 피복입자 핵연료의 조사거동에 대한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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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4-1 Normal irradiation conditions of HTGR fuels

HTTR MHTGR MODULE

 Fuel Temp(℃)

      max

      normal

 Burnup(%FIMA)

 Fast neutron irradiation

     (n/m
2
: E > 29 fJ)

1320

1250

3.6

1.3×10
25

1250

-

26

4.5×10
25

870

-

8.2

1.3×10
25

(2) 정상상태의 핵분열생성물 방출

일반적으로 고온가스 냉각로의 핵연료 건전성은 피복입자 핵연료 및 핵연료체의 파손, 핵

분열생성물 방출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나, 특히 HTGR 핵연료의 제일 중요한 문제는 조사 중

의 핵분열생성물 방출이다. 핵분열생성물 방출의 원인은 피복층 파손(제조 및 조사에 의해 발

생), 핵물질 오염(원료 중 천연우라늄의 오염, 제조시 농축우라늄의 오염 증)과 피복층 확산(조

사 중의 연료핵, 피복층에 오염된 핵물질로부터의 핵분열생성물 확산) 등을 들 수 있다.

(가) 금속 핵분열생성물의 방출

기체 핵분열생성물의 대부분은 짧은 반감기의 핵종이며, 피복층 확산과정에서 거의 소멸되

기 때문에 기체 핵분열생성물 방출에 미치는 피복층 확산의 향은 적다. 고체 핵분열생성물은 

긴 반감기를 가지며, 기체 핵분열생성물에 비해서 피복층 중의 확산계수가 크기 때문에 피복입

자로부터 고체 핵분열생성물의 방출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고체 핵분열생성물의 방출에 

대해서는 희토류, 알카리토류 및 Pd를 제외한 백금족 핵분열생성물은 산화물 연료핵에 안정하

게 고정되기 때문에 산화물 연료핵을 사용하는 경우는 이러한 핵분열생성물 방출에 대해서 거

의 문제가 없으나 Cs, Ag 및 Pd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므로 주의해야 할 핵종이다.

SiC 및 PyC 층 중의 Cs 확산계수(그림 3.4.4-2)를 비교하면 SiC에 비해서 PyC중의 확산

계수가 약 100배정도 크다. 이것은 OPyC 및 IPyC 층이 건전해도 SiC 층에 미소 crack 등의 

결함이 있으면 137Cs과 134Cs가 방출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Cs 방출을 억제하기 위

해서는 SiC 층의 건전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독일에서는 UO2 연료핵에 Al2O3SiO2를 첨가해서 

Cs을 연료핵에 고정하여 그 방출을 억제하는 방법이 시도되었으나[3.4-027], 연료핵과 피복층

간의 양립성에 문제가 있어, 이 시험은 중지되었다. Ag는 비교적 긴 반감기(252일)의 동위체 

110 mAg가 있으며 SiC 및 PyC 층중에서의 확산계수(그림 3.4.4-2)가 크기 때문에 110 mAg 

방출은 어떤 핵분열생성물 핵종보다 크다(그림 3.4.4-3). 이 방출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은 현재

로서는 없으나 SiC 층을 두껍게 하면 방출을 약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Pd는 방사선을 내지 

않는 안정한 핵분열생성물 핵종이나 연료핵에서 SiC 층 내면에 방출되면 Pd/SiC 반응이 생겨 

저융점의 금속간 화합물을 형성해서 고온조사 중에 SiC 층을 열화시키기 때문에 앞서 말한 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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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출의 원인이 된다.

그림 3.4.4-2 Diffusivity of Cs, Ag in SiC and PyC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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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3 Fraction release of 137Cs and 110mAg

(나) 기체 핵분열생성물의 방출

조사 중의 기체 핵분열생성물 방출거동은 핵연료 건전성의 판단척도가 되기 때문에 

gas-swept capsule 및 노내 가스 loop를 사용한 피복입자 핵연료의 조사시험이 각 국에서 널

리 행해져 왔다. 특히 기체 핵분열생성물 방출은 피복층 파손과 U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는 것이 과제이다. 그림 3.4.4-4는 구상핵연료의 gas-swept capsule 조사

시험에서의 기체 핵분열생성물 방출거동을 나타낸 것으로[3.4-028], 기체 핵분열생성물 방출률

(R/B)은 10-10∼10-9 정도의 아주 적은 값을 보이고 있다. 통상 구상 핵연료 중에 1개의 피복

입자 파손이 생기면 R/B는 10-5 level을 나타내게 되므로 이 결과는 핵연료 중에 피복파손은 

전혀 생기지 않았다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사와 함께 R/B가 점차 증가하나 이것은 오염된 

천연 U의 U-238이 Pu로 변환되고 이것이 축적되어 이로 인해 R/B가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

다.

나. 조사시 핵연료 파손기구

HTGR의 노심에는 전체 109-1010개의 피복입자가 장입되나 이러한 피복입자의 극히 일부

는 제조상 피할 수 없는 피복파손이나 결함을 가지고 있다. 노심에서는 핵연료의 연소가 진행

됨에 따라 피복입자의 건전성을 해치는 여러 현상들이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핵연

료 수명동안 피복입자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핵연료물질의 선택, 핵연료설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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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조건 등을 고려해서 연구되었으며, 현재로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거의 해결되고 있다. 

피복입자 핵연료는 각각 입자 내에 핵분열생성물을 봉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나 피복층이 파

손되거나 결함이 있으면 이 봉기능을 잃어버리고 만다. 조사 중의 파손은 다음과 같이 화학

적 반응과 물리적 파손에 의한 것으로 대별될 수 있다[3.4-029∼3.4-035].

- 화학적 파손: 1. 연료핵 이동(amoeba migration)

               2. 핵분열생성물과 피복층과의 반응

               3. Graphite matrix/OPyC 반응

               4. 고온에서 SiC의 열분해(thermal decomposition)

- 물리적 파손: 5. 내압상승에 의한 피복 파손

               6. 조사수축에 의한 파손(피복층/matrix상호작용)

               7. 피복 결함(제조 결함)

               8. 향상된 SiC 침투율 및/또는 SiC 퇴화

일반적으로는 연소도가 100 GWd/tU 이상이 되면 피복입자 내부에 발생하는 기체 핵분열

생성물 및 CO 가스압에 의해 피복파손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나 현재로는 사용조건상 연소도

가 낮으므로 여기서는 5의 원인은 생각하지 않는다. 또 미국 핵연료 compact에서는 흑연 

matrix 중에의 pitch-binder의 첨가량이 많기 때문에 피복입자의 최외각 PyC 층과 흑연 

matrix가 착하여 조사에 의한 피복층 및 흑연 matrix의 수축에 의한 최외 PyC 층이 파손하

는 경우가 있으나 HTTR 핵연료에서는 binder 첨가량이 적기 때문에 6의 파손현상은 거의 생

기지 않는다. 피복결함에 의한 파손 7은 SiC 층에 결함이 있는 입자가 내부 가스압 증가에 의

해 전 피복파손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이 파손원인의 해결을 위해서는 제조시의 SiC 결함률을 

낮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핵연료의 고품질화로 이 문제는 대폭적으로 감소했다. 화학적 파손의 

1 및 2는 어떠한 피복입자에 있어서도 발생되는 문제로 조사시험에서 활발하게 연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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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4 Fractional release of fission gases in pebble bed type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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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정상시의 핵연료 거동 (조사후 사고조건에서의 실험)

HTGR 1차 냉각계통의 배관파손 등에 의한 냉각수 상실 사고에 있어서 핵연료 온도는 원

자로 정지후 수 10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최고온도까지 상승하 다가 하강한다. 예로써 그림 

3.4.4-5에 HTGR-Module과 HTGR-500에서의 사고시 핵연료 온도변동의 실험결과를 나타내었

다[3.4-029]. 열출력이 큰 HTGR-500에서는 핵연료 최고온도는 약 2400℃까지 도달하나, 열출

력이 작은 HTGR-Module에서는 도달온도가 대단히 낮아 소형로 쪽이 고유안전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HTTR의 경우도 2중관 내관파손이 일어나면 노정지 후, 핵연료 온도는 일단 

하강하나, 다시 상승하고, 약 10시간 걸려서 최고온도(<1500℃)에 도달한다. 이와 같은 이상시

의 온도변동을 모의해서 피복입자 핵연료의 조사후 초고온 가열시험이 행해져 피복입자의 파

손 및 핵분열생성물 방출에 대한 연구가 행해져 왔다. 그림 3.4.4-6은 조사후 HTTR 피복입자

의 ramp 시험에서 피복파손에 의해 방출되는 85Kr으로 구한 피복입자 누적파손율을 나타내고 

있다[3.4-029]. 가열시험에 사용한 피복입자는 HTTR 설계 최고조건에서 조사한 것으로 1회 가

열당 100∼200입자를 사용했다. 피복파손은 1900℃이상의 고온에서 발생하기 시작하여 2100℃

에서 급격한 상승경향을 보이나, 핵연료 최고 도달온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온도보다 충분히 

낮아, HTTR과 같은 소형로의 사고에 있어서는 핵연료의 건전성이 충분히 유지되는 것을 보여

준다.

라. 하나로 조사시험 장치 개발 현황 및 피복입자 핵연료 조사시험 예비평가

(1) 하나로 이용 조사시험 시설 개발 현황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에서 재료 및 핵연료 조사시험을 위해 재료 조사시험용 무계장 및 

계장캡슐, 핵연료 조사시험용 무계장 및 계장캡슐이 개발되어 활용 중에 있으며, 조사 중 시편

의 크립시험을 위한 크립캡슐이 개발되고 있다. 또한 상용원자로 조건에서 핵연료를 조사시험

할 수 있는 FTL(Fuel Test Loop)이 2007년 설치, 2008년 시운전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다. 이 

외에도 각 캡슐의 조사분위기 제어를 위한 제어장치, 캡슐보호관 절단기, 하나로 노심내 캡슐 

고정장치 및 노외시험시설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2) 하나로 이용 피복입자 핵연료 조사시험 기간 예비평가

하나로에서 피복입자 핵연료 조사시험 가능성에 대한 타당성 분석과 피복입자 핵연료 조

사시험 장치 개발을 위해 우선 핵연료 물질의 농축도에 따라 하나로에서의 조사시험 기간에 

대해 예비 평가를 수행하 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가정하 다.

- 핵물질의 농축도 : 5, 10, 15% U-235

 (각국의 피복입자 핵연료 농축도(독일 10.6%, 일본 3.3-9.9%, 미국 19.9%, 중국 

17.0%, 러시아 8.0%)를 참고하여 선정)



- 621 -

- 핵연료 무게 : 약 200g(UO2)

- 예상연소도 : 100 GWD/MTU

- 조사공 : CT, IR, OR, LH 및 열중성자 속이 높은 IP

농축도와 조사공에 따른 조사기간 평가 결과는 표 3.4.4-?와 같다. 정확한 조사기간은 조사

시료와 조사장치의 설계와 장전에 따라 다르나, 현재까지 UO2 핵연료의 조사시험에 활용되고 

있는 캡슐에 넣는 것으로 가정하여 이를 평가하 다.

위 평가에서는 UO2 소결체만을 고려하여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PyC/SiC가 싸고 있는 

TRISO의 경우에는 출력이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표 3.4.4-?에서의 조사기간은 약 2/3 

정도로 짧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핵연료 조사 시험시 초기에는 출력이 높아 연소가 빠르게 

진행되지만 나중에는 출력이 낮아 연소도 증가가 초기보다 느리기 때문에 조사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표 3.4.4-?의 조사기간에 대한 예비 평가결과로 보아 하나로 노심에서 피복입자 핵연료의 

조사시험의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각국의 피복입자 핵연료 특성을 조사하

여 표 3.4.4-?와 같이 피복입자 핵연료의 특성을 가정하고, 하나로에서 핵연료 조사시험에 이용

되고 있는 핵연료 조사시험용 무계장캡슐에 피복입자 핵연료를 조사시험할 수 있는 개념을 그

림 3.4.4-7과 같이 설정하 다.

그리고 하나로 CT, IR, OR 조사공에서 조사할 때 100 GWD/MTU까지의 조사기간, 핵연

료의 최대출력 및 평균 출력을 MCNP 코드를 이용하여 표 3.4.4-?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그

리고 핵연료의 출력이 가장 높은 CT 조사공에서 조사할 경우에 대해 가정과 경계조건은 다음

과 같다.

가정

- TRISO 입자, graphite, gap의 He, Zircaloy, ambient coolant (water)

     (gap의 He은 열해석시 그 heat conductance 만 입력함)

- 길이 방향으로 열전달은 무시

- TRISO 입자는 단순히 열원으로만 고려

  경계조건

- coolant temperature = 40 ℃

- coolant pressure = 1.3 atm

- mass flow rate of coolant = 9.5 k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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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5 Core temperature change in loss of forced coolant

그림 3.4.4-6 Post-irradiation heat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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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4-2 핵연료(kernel) 농축도와 하나로 조사공에 따른 피복입자 핵연료의 조사기간(EFPD)

핵물질 농축도 5% 10% 15%

연소계산 출력 226 W/gU 314W/gU 358 W/gU

조사공

CT 304 EFPD 219 EFPD 192 EFPD

IR 341 EFPD 245 EFPD 215 EFPD

OR 443 EFPD 318 EFPD 279 EFPD

LH 1233 EFPD 1877 EFPD 777 EFPD

표 3.4.4-3 Characteristics of TRISO coated particle fuel

표 3.4.4-4 Preliminary estimation by using MCNP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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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7 핵연료 조사시험용 무계장 캡슐과 피복입자 핵연료 조사개념

그리고 피복입자 핵연료의 온도 분포를 예비 평가하여 그림 3.4.5-1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즉, (a)는 온도계산을 위한 모델, (b)는 피복관과 graphite의 온도분포, (c)는 가장 가운데 있는 

피복 핵연료 입자에서의 온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4.5-1(c)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핵연

료 입자의 온도는 약 870℃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온도는 고온가스로 운전조건에서 요구되는 

온도 1,200℃보다 낮은 온도이다. 향후에는 핵연료 온도를 높이기 위한 개념을 정립하여 조사

시 온도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복입자 핵연료의 조사조건에 따른 

피복입자 핵연료 조사시험 시설(조사캡슐 또는 rig, 조사분위기 제어장치, gas 공급 장치 및 핵

연료 파손감지 장치 등) 개발을 위해 검토/분석이 필요한 시기라 판단된다. 또한 수소생산용 

고온가스로 기술개발을 위해 피복핵연료는 물론 고온재료(또는 흑연)를 하나로를 이용하여 다

양한 조사조건에서 조사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조사장치 개발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한다. 또

한 국제협력을 통해서 각국의 핵연료 및 고온재료 등의 조사시험 계획, 현황 및 관련 기술개발

을 파악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5. 피복입자핵연료 예비 성능분석모델 개발

고온가스로 운전 중의 TRISO 입자 연료의 성능 분석을 위하여 핵분열 기체(Xe, Kr)의 핵

분열 수율을 수집하 고, 완충층의 자유부피모델, 기체압력모델(Redlich-Kwong EOS), 연료핵

에서의 핵분열 기체 방출모델 (equivalent sphere model), CO 방출모델 (Homan)을 설정하

다.

COPA-MECH 및 Monte Carlo sampling routine을 결합하여 TRISO 입자의 파손확률을 

계산하는 컴퓨터 코드 COPA-FAIL을 개발 중에 있다. 연료핵, 완충층 및 피복층의 차원 및 

도는 표준정규분포를 따르고, 피복층의 강도는 Weibull 분포를 따른다. 피복층의 손상 형태

는 각 피복층의 손상에 따라 9개로 구성되었다. COPA-FAIL을 이용하여 fluence에 따른 

TRISO 입자의 손상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IAEA-CRP-6의 벤치마킹 계산에 참여하여 조사시

험 HFR-EU1 [3.4-036]에 대하여 CRP 참여국 코드의 손상확률 계산결과와 잘 일치하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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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2의 결과를 얻었다.

그림 3.4.5-1 (a) Model for temperature calculation, (b) Temperature 

distribution of graphite and Zircaloy-4 cladding, (c) Temperature 

distribution of TRISO coated fuel particle in th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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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2 조사시험 HFR-EU1에서 TRISO 입자의 손상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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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번호 세부연구목표 달성내용
달성도

(%)

1
수소생산실증로 

예비개념 모델개발

- 노심비교분석 (Pebble형 및 Prism 형)

- 위험도정보활용 개념설계 기술개발

- 예비개념모델 개발

- 개념설계 해석체계 및 방법론 개발

- 개념설계 해석체계 및 방법론 검증평가

100

2
초고온가스로 요소기술 

개발

- 원자로설계 요소기술 분석

- 고온재료 기초물성평가 및 선정시험

- 재료특성자료 수집∙분석 및 기초실험

- 수소생산공정 평가기술개발 및 기초실험

100

3
피복입자핵연료 

요소기술 개발

- 연료핵제조 실험장치제작

- Sol-gel 제조조건수립 및 특성분석

- 예비연료핵 특성분석

- 피복장치 설계 및 제작

- 모사실험을 통한 PyC/SiC 피복공정개발

- PyC/SiC 예비치복공정 수립

- ZrC 피복공정개발 기초실험

- 피복입자핵연료 설계자료 수집 및 분석

- 피복입자핵연료 예비개념 모델설정

- 피복입자핵연료 기계적 거동 분석모델개발

- 피복입자핵연료 조사특성분석

- 피복입자핵연료 예비성능분석모델 개발

100



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의 결과로 원자력이용 수소생산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 기술을 개발하 으며 

실현의 애로 기술을 파악하 다. 본 단계 연구결과는 후속 과제인 “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

에서 보다 정 화 시킬 것이며, 파악된 장애 기술은 후속 과제에서 실증적으로 연구될 것이다.

현재 한국의 NHDD, 미국의 NGNP, EU의 RAPHAEL, 일본의 GTHTR-300C 등 원자력수

소 생산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세계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각 국은 GIF를 통하여 핵

심기술의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초고온가스로 설계기술 개발은 예산 

및 인력 운용 측면에서 가장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이 이루어진

다면, 기 계획된 일정으로 원자력수소생산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GIF 공동연구에 국

내 개발 연구결과의 활용을 통하여, 국내 취약기술을 입수하고 보강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개발 중인 설계기술은 국제경쟁력 있는 고유기술로 개발되고 있으며, 개발기술의 고도화를 위

하여 해외 핵심기술 보유기관과의 기술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631 -

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 정보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 정보는 방대하여 Database화 하여 웹 데이터베이

스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다. (주소 : http://www.hydrogen.re.kr/) 수집된 국내외 해외기술과

학정보는 모두 2,900여건으로 일반분야, 경제성, 노물리, 열유체, 안전 및 인허가, 공학설계, 입

자핵연료, 흑연, 재료, 기계설계, 수소생산, 열 이용, 후행핵주기, 방사선분야의 자료로 분류하여 

수록하 다.

본 연구과정 중 제4세대 원자력개발 (Gen-IV) 계획에 참여하 다. Gen-IV 노형의 하나인 

초고온가스로(Very High Temperature Reactor)는 피복입자핵연료 TRISO를 핵연료로 헬륨기

체를 냉각재로, 흑연을 감속재로 사용하는 원자로개념이며 열중성자스펙트럼을 가지는 원자로

이다. VHTR의 냉각재출구온도는 950℃ 이상으로 피동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열출력을 가진

다. 핵연료주기는 초고연소도, 저농축우라늄을 채택한 Once-through 싸이클이다. 이와 같은 개

념은 본 연구에서 원자력수소생산용 원자로로 개발중인 초고온가스로와 일치한다.

VHTR은 미국에서 건설된 Peach Bottom, Fort St. Vrain 등 블록형 핵연료 고온가스로, 

독일에서 건설된 AVR, THTR 등 페블형 핵연료 고온가스로를 발전시킨 것으로 가스터빈을 

채용한 고효율 전기생산, 고온을 이용한 수소생산 등 열이용에 적합한 원자로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GIF/VHTR 국제공동연구계획에는 VHTR 준비운 위원회 (PSC; Preliminary Steering 

Committee) 산하에 다음과 같은 6 개의 PMB를 구성하 다.

  -  Design, Safety, and System Integration PMB

  -  Computational Methods Validation and Benchmarks PMB

  -  Fuel and Fuel Cycle PMB

  -  Materials and Components PMB

  -  Hydrogen Production Technologies and Nuclear Process Heat Applications  PMB

  - High-performance turbo-machinery PMB

    

GIF/VHTR Roadmap 에 의하면  연구개발에는 총 670 M$의 연구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

상하고 잇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프랑스, 일본, 국, 남아공, 카나다, 스위스, 구주공동

체 모두 9개국이 참여하여 GIF 노형중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미국은 수소와 전력

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NGNP의 건설계획을 추진중이며, 프랑스는 GFR에 우선순위를 두

나, 산업체인 Areva는 VHTR의 조기 시장진입을 목적으로 CEA에 재정지원을 하여 적극적으

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조기상용화가 가능한 850℃ 이상의 열이용분야) 일본은 이미 보유한 

실험로 HTTR과 이를 이용한 열화학수소생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남아공은 전력생산

용인 PBMR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수소생산도 염두에 두고 있다.

GIF/VHTR 운 위원회(PSC)는 2003년 7 월 첫 회의 후 2005년말까지 5 회 회합을 가졌

으며 PSC는 각국의 R&D Plan을 종합하여 PMB를 구성하고 각 PMB의 임무를 부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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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분야별로 Task Sheet를 제출하고 취합하여 R&D collaboration plan을 작성하 으며 전

체 502 개, 우리나라는 65 개 Task를 제안하 다.

중간목표인 프로젝트를 위해 적기에 결과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마스터프로젝트 플랜을 

설정하 으며 마스터프로젝트 플랜은 우리나라의 NHDD(원자력수소시스템개발)과 미국의 

NGNP(Next Generation Nuclear Power)의 일정을 만족하도록하 다. 각 PMB의 R&D plan은 

마스터플랜에 따라 조정할 것을 권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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