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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목 : ITER용 삼중수소 저장 용기 설계 및 재료분석 기초기술 검토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ITER 초기 장전용 트리튬은 우리나라 월성원자력발전소 삼중수소제거설비(TRF)에

서 농축된 것을 사용할 예정임. 

 ◦ ITER 프로젝트 ITA Task 수행 및 국내 기반구축을 위해 ITER용 삼중수소 저장 

용기 설계 기초연구를 수행하여, 우리나라가 ITER 초기 장전용 트리튬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과제는 필히 수행되어야 함.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ITER용 삼중수소 저장 용기 기술 분석

  - ITER용 삼중수소 저장 용기 구성, 요구조건 및 관련 기술 파악 

  -베드 재료, 열량계 등 기술 파악 

 ○ ITER용 삼중수소 저장 용기 국내 기술 현황 조사

  - ITER 조달 관련 기술 정보 및 국내 기술력 현황 조사 

  -조달 가능 기술 확보 대학, 연구기관, 업체조사 

 

IV. 연구개발결과 

 ○ ITER용 삼중수소 저장 용기 주요기본 사양 결정

  - 저장용량: 100grams/bed

  - 저장재 및 양  ZrCo powder 3.5kg/bed

  - 저장재 및 저장 형태: ZrCoT1.5

  - 저장재 안전 운전 조건: No Disproportionation at T<350℃ and P<1bar

  - 삼중수소 공급 유량: 200Pam3/s for 450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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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ER용 삼중수소 저장 용기 국내 기술 현황 파악

  - KAERI 등이 축적 확보한 삼중수소 저장용기 설계 및 성능 시험 기술 

  - KEPIC 인증 업체를 중심으로 한 조달 가능 기술 확보 45 국내업체 분석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계획

 ○ ITER용 삼중수소 저장 용기 기술 분석 및 국내 기술 현황 조사 및 삼중수소 저장  

 용기 설계 요건 설정을 통해 ITER용 삼중수소 저장 용기 국산화 기반 마련. 

 ○ ITER 초기 장전용 트리튬은 우리나라 월성원자력발전소 삼중수소제거설비        

 (TRF)에서 농축된 것을 사용할 예정임. 우리나라가 ITER 초기 장전용 트리튬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삼중수소 저장 용기 국산화 후속 연구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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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 

  A Basic Study on the ITER Tritium Storage Vessel Design and Components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main purpose of the development of storage vessels for ITER tritium storage 

and delivery system is to store and supply the hydrogen isotope gases needed for 

operation of ITER and to provide the necessary infrastructure for short and long 

term storage of large amount of tritium.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e long term storage system shall have a storage capacity of up to one kg of 

tritium. Ten ZrCo beds shall be installed in the long term storage system. These 

ZrCo beds shall have a simpler design than the main part of the storage and 

delivery system. In-bed accountancy is nat required in these long term storage 

ZrCo beds.

  The storage and delivery system shall supply the hydrogen gases to the fueling 

system such as the supply of D2(T) gas to the fueling system for a plasma shot of 

450 seconds, the supply of tritium gas(90%T, 10%D) to the fueling system for a 

plasma shot of 450 seconds, the supply of tritium-deuterium gas mixtures of 

various ratios to the fueling system for a plasma shot of 450 seconds, the supply 

of D2 gas mixture to NB injection for a plasma shot of 450 seconds, and the 

supply of tritium-deuterium(50%T, 50%D) gas mixtures to the fueling system for a 

plasma shot of 3,000 seconds etc.

IV. Results

  The ZrCo getter beds are built of a primary vessel which contains the ZrCo 

powder mixed with Cu spheres of less than one mm diameter and of a secondary 

outer vessel. The purpose of the secondary outer vessel is to capture permeated or 

leaked tritium and to present a good thermal insulation when properly evacuated. A 

third volume, a helium filled loop, is installed in the primary volume to remove the 

decay heat and is used to perform tritium accountancy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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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Proposal for Applications

 The research results will be used for the design and manufacture of the storage 

vessels for ITER tritium storage and delivery system of which the purpose is to 

store and supply the hydrogen isotope gases needed for operation of ITER and to 

provide the necessary infrastructure for short and long term storage of large 

amount of trit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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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중수로형인 월성 원전에서 트리튬(또는 삼중수소)은 주로 중수 중의 중수소와 중성자와의 반

응에 의해 생성되며, 그 생성속도는 자연붕괴 등의 소멸속도보다 상대적으로 크므로 발전소 가

동 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계통중수 중의 트리튬 농도는 증가한다. 중수로형 원전 4기에서 발생

하는 트리튬은 4MCi/a에 달하고 있다. 트리튬이 체내로 흡수되면 방사선 장해를 일으킬 수 있

다. 트리튬에 의한 피폭으로부터 작업자, 주변 환경 및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트리튬 농도와 환경 방출량을 줄일 필요가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삼중수소제거설비(TRF : 

Tritium Removal Facility)를 월성 부지에 건설 중이다. 월성 TRF의 운전을 통하여 계통 내 

트리튬 농도와 및 환경 방출량을 감소시키고 트리튬에 의한 피폭으로부터 작업자는 물론 주변 

환경과 주민을 보호함으로써  중수로형 원전의 대국민 신뢰도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TRF 공정의 기술적인 특징은 중수 중에 산화물 형태로 존재하는 트리튬을 기체상의 트리튬으

로 전이시키고 분리하여 저장하는 것이다. 이는 기체상의 트리튬이 산화물 형태에 비해 방사선 

위해도가 1/10,000 이하인 안전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기체상의 트리튬을 저장하는 방법은 

기체압축, 액체수소, 저온흡착과 금속 트리타이드화(metal tritide) 등이 있는데, 상온과 상압에

서 저장이 가능하므로 가장 안정성이 뛰어난 금속 트리타이드화를 통한 트리튬 고정화가 TRF

에 적용되고 있다. 

  ITER 초기 장전용 트리튬은 우리나라 월성원자력발전소 삼중수소제거설비(TRF)에서 농축

된 것을 사용할 예정이며, ITER 프로젝트 ITA Task 수행 및 국내 기반구축을 위해 ITER용 

삼중수소 저장 용기 설계 기초연구를 수행하여, 우리나라가 ITER용 트리튬 저장용기를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과제는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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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1989년 한국원자력연구소와 전력연구원은 과학기술부의 요구에 따라 트리튬에 의한 월성원

전 종사자는 물론 주변 주민의 피폭감소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트리튬 제거방안에 대한 기술

적, 경제적 검토를 한 결과, 2013년까지 약 30MCi의 누적 및 2,300man-rem 작업종사자의 피

폭이 예상되어 트리튬 제거시설(TRF)의 설치가 불가피함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TRF로는 캐

나다 Chalk River에서 시험 운전 중인 액상촉매 교환(LPCE) - 초저온 증류(CD)의 복합공정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 그 후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이를 위한 기반기술을 확보하기 위

해 트리튬 산화물의 흡착제거, 초저온 증류기술, LPCE용 촉매개발 등 트리튬 제거용 단위공정 

장치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해 왔다.  근래 전력연구원과 공동으로 개발한 LPCE공

정용 고분자 촉매가 그 우수성이 입증되고, 1999년부터 전력연구원과 공동으로 TRF를 위한 

파일럿 실증연구를 수행하 다.  2005년 이후부터 가동 예정인 TRF는 공정흐름이 트리튬 가

스 형태로 진행되고 트리튬 수소화물이 최종 농축산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취

급 및 저장기술의 자립이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그러나 국내 트리튬 고정화물 취급 및 저장기

술은 전혀 개발된 바가 없고 단지 한국원자력 연구소에서 LPCE공정을 개발하면서 삼중수소를 

취급한 경험과 지르칼로이를 비롯한 저장재 개발 기초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한 기본 

기술 자료들은 캐나다의 CRNL 및 일본의 JAERI-TOKAI로부터 파견 연구원을 통해 어느 정

도 확보하 으나, 상세 기술들이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관련기술 개발이 절실

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자체 기술개발의 필요성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임시 및 구저장용 

트리티움 고정화 기술을 위해 임시 저장재로 선정된 감손 우라늄 및 구 저장재를 위한 Ti 

스펀지의 활성화 저장 및 탈착실험을 수소 순환기능을 가진 진공도 10
-6
 Torr의 manifold 장치

에서 수행하여 실험 자료를 생산하 다. 구저장재는 Ti 스펀지 흡장, 온도 압력 헬륨농도실

험을 통해 Ti 스펀지를 최적 저장 물질로 선정하 다[29]. 

  미국, 일본, EU 및 캐나다는 핵융합연료주기기술을 활발히 개발하여 왔지만, 국내에서는 위

와 같은 트리튬 저장기술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 외에는 ITER에 적용할 만한 삼중수소 저장 

연구 경험이 전무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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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이터용 삼중수소 저장용기 기술

1. ITER용 삼중수소 저장용기 설계를 위한 기초 기술 검토  

  가. ITER용 ZrCo bed의 기술 사양

     핵융합로(Fusion reactor)에서는 많은 양의 삼중수소가 금속 수소화 베드에 저장된다. 각 

베드내 삼중수소 충전량(inventory)은 핵융합로의 운전 시나리오에 따라 자주 변경됨으로 주기

적으로 심중수소의 충전량의 확인이 요구되어진다.       

     ITER용 삼중수소 저장용기로 U bed 및 ZrCo bed들이 사용되어지나, 공기와 반응시 발

화 안전성 및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작기 때문에 ITER용 삼중수소 저장용기로 ZrCo bed가 일

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진다. 삼중수소의 붕괴열을 측정하여 삼중수소 저장 용기내 삼중수소 

충전량을 측정하기위하여, ZrCo beds내에 “in-bed” calorimetry를 장착하여 사용한다. 

   (1) ZrCo beds들의 기계적 특성

    저장베드는 트리튬을 직접 저장하는 1차용기와 누설 가수포집 및 단열을 위한 2차 용기로 

구성된다. 1차 용기에는 삼중수소 저장을 위한 지름 1mm 이하의 구리입자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삼중수소의 충전량의 측정을 위한 측정루프가 1차 용기 내에 설치되어 있다. 1차 용기는 

최대 100g의 트리튬을 저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재질은 SS316, 설계온도는 600℃, 내/외압은 

0.5 MPa이다. 

   ITER 삼중수소 플랜트(ITER tritium plant)내에 저장 및 배송계통(Storage and Delivery 

System; SDS)에 in-bed calorimetry가 장착된 20개의 ZrCo beds 및 장기 저장계통(Long 

Term Storage System; LTS)내 in-bed calorimetry가 장착되지 않은 10개의 ZrCo beds)가 각

각 설치된다. 

   ITER용 삼중수소 저장용기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ZrCo bed는, 열전달 효율을 높이기 위하

여 직경 1mm의 Cu ball이 일부 혼합된 ZrCo powder가 1차 용기(Primary vessel)에 충전되며 

1차 용기로부터의 침투 또는 누출되는 삼중수소를 포획하고 용기의 단열을 위해 1차 용기를 

둘러싸고 있는 2차 용기(Secondary containment)로 구성되어 있다. 2차 용기는 진공 또는 He

으로 채워져 있다. 열을 가하는 탈장 공정이나 열량 측정 시에는 진공을 유지하게 되며, 이 밖

의 상황에는 반드시 He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 또한 삼중수소의 붕괴열(decay heat)을 제거하

고, 1차 용기 내 삼중수소의 충전량을 측정하기위하여 1차 용기 내 He이 충전된 Loop가 설치

되어 있다 [1]. 

    (2) ZrCo beds들의 설계 요건 

     ITER 삼중수소 플랜트내 설치되는 ZrCo beds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설계 요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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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충족되어져야 한다. 

   - 빠른 저장/회수(rapid recovery);  ZrCo beds들은 금속 수소화 반응 중 온도가 상승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없이 몇 분 안에 수소동위원소들을 거의 완충(full capacity) 저장할 수 있

어야한다.

   - 빠른 공급((rapid supply); ITER의 안전한 운전을 위하여 탈수소화 반응을 통하여, 필요

한 삼중수소를 빠른 시간 내에 공급할 수 있어야한다. ZrCo bed 1개당 삼중수소 최대 공급 요

구 조건은 200Pam
3
s
-1
이다.  

   - 빠른 측정(rapid accountancy); In-bed gas flow calorimetry를 이용하여 ZrCo beds내 삼

중수소의 충전량(inventory)을 100g의 트리튬 충전 시 허용 오차 ±1g, 즉 ±1% 내의 정 도

(accuracy)로 빠른 시간 내 측정이 가능해야한다.  

     최근, ZrCo beds내 삼중수소의 충전량의 측정기술 개선 등, 상기 요건들(requirements)을 

만족시키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일본의 JAERI의 Tritium Engineering Lab. 및 독일의 

Karlsruhe의 tritium Lab.등 많은 연구기관에서 수행되고 있다 [2-9]. 

     단일 ZrCo bed의 최대 충전량은 안전을 위해 100g 이하로 제한되며,  최대 100g의 삼중

수소를 충전하도록 설계되어진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ZrCo 베드 1차 용기 내 3500g의 ZrCo 

powder 및 열전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경 1mm의 1500g Cu ball이 혼합, 충전되어 있다 

[2]. 

     SDS 계통 내 설치되는 ZrCo beds들에는 ZrCo bed내 충전된 삼중수소의 충전량 

(Inventory)을 측정하기 위하여 "In-bed calorimeter“가 설치되며, 즉 삼중수소가 흡장된 ZrCo

이 충전된 1차 용기 내부에 주입된 배관 을 통해 삼중수소의 붕괴열을(tritium decay heat: 

0.324W/g tritium) 제거하기위하여 헬륨가스를 순환시키고, 정상상태에서 배관 입구 및 출구에

서의 헬륨가스의 온도 차이를 측정함으로서 삼중수소의 충전량을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삼중수소 충전량의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2].

  - 계통내 삼중수소의 제거 없이 운전 및 조작이 단순하고,

  - 순간적으로 삼중수소 bed내 저장된 삼중수소를 총 충전량을 측정할 수 있다 

  - 연속적으로 삼중수소의 붕괴열을 제거함으로 ZrCo의 과열 및 1차 용기 내 가스압력의 증

가를 방지할 수 있다.

     (3) SDS 계통내 ZrCo beds

      SDS 계통의 주요 목적은 ITER 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삼중수소를 저장하고 삼중수소, 

아르곤 및 네온등의 가스를 공급하며, 많은 삼중수소를 단기 및 장기 저장을 위하여 필요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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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시설(Infrastructure)을 제공한다. 

   SDS 계통의 주 기능은 세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은 D2(T함량 0.6%), DT(T

함량 50%), T2(T함량 90%) 기체들의 저장 및 운전 조건에 적절한 공급, 순수 중수소 기체의 

저장, 불활성 기체들의 공급, PVT 측정과 He-3의 수집의 기능을 갖는다. 두 번째 부분은 10개

의 ZrCo 베드에 1kg의 삼중수소를 저장하고, 공급지에서 ITER로 운송하는데 필요한 삼중수소 

운반용기의 취급 및 저장 기능을 갖는다. 세 번째 부분은 gas compound라고 불리는데, 불활성 

또는 고순도 기체들을 공급하는 장치로 옥외에 설치된다.

   SDS 계통내 설치되는 ZrCo beds들은 ZrCo bed내 충전된 삼중수소의 충전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In bed calorimeter“가 설치되며, ZrCo bed내에 설치되는 In bed calorimeter는 100g의 

삼중수소 충전시 허용 오차 ±1g, 즉 ±1% 내의 정 도(accuracy)를 가지도록 ITER 설계 요건

(ITER design requirement) 으로 요구되어진다.   

   SDS 계통은 최대 250 kPa의 운전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ITER 품질보

증절차(QA Procedure)에 따라 제작되어져야 한다. 많은 경우에 있어 파열판들은 안전을 보장

할 수 있도록 설치되며, leak tight를 위한 설계요건은 10
-9
Pam

3
s
-1
의 진공범위에서 

4
He의 누출

이 없어야 한다. 또한 모든 가열되는 공정 벽들은 누출되는 삼중수소를 포집하기위하여 추가적

인 이차 용기로 둘러싸여 있다. 모든 트리튬 취급계통들은  glove box내에 설치한다.

SDS 계통 내 여러 가지 공정변수를 제어하기위하여 software 연동식 신호가 사용되어지며, 또

한 측정된 공정변수들이 안전 기준치를 초가 했을 경우 일부분 및 전 계통을 중단시킬 수 있

는 독립적인 hardware 연동 신호 계통이 설치되어있다[5].     

SDS내 설치되는 ZrCo beds는 다음과 같이 총 20개가 설치된다.

  - 삼중수소, T2(90% T/10% D) 저장: 9개 ZrCo beds

  - DT(50% D/50%T) 저장: 8개 ZrCo beds

  - D2(T)(≤0.6% T) 저장: 3개 ZrCo beds   

     (4) LTS내 ZrCo beds  

       LTS 계통의 설치 목적은 최대 1kg의 삼중수소를 안전하게 장기적으로 저장하기 위함

이다. 만약 torus 삼중수소 inventory에서 삼중수소가 과다해지면 1차벽에 트랩된 삼중수소를 

회수하여 LTS내의 getter bed에 저장해야 한다.  SDS 계통의 3개의 주 저장 bed의 용량은 

1kg의 삼중수소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적은 편이다 [1].     

   LTS에는 최대 100g의 삼중수소를 각각 흡장할 수 있는 10개의 ZrCo Bed가 설치되어, 총 

1kg의 삼중수소를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LTS 계통내 설치되는 ZrCo Bed는 SDS 계통

의 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ZrCo Bed가 사용되어지나, 오직 차이점은 LTS에 설치되는 10개

의 ZrCo beds들은 각 bed내 In-bed calorimetry가 설치되지 않아, SDS내에 설치되는 ZrCo 

beds 들에 비하여 설계가 간단하다. 또한 입구나 출구에 mass flow meter도 설치되어 있지 않

다. 그러나, LTS 계통내에 있는 각각의 10개 ZrCo beds들은 과압방지(passive over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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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on) 설비가 장착되어 있다[5].

    LTS 계통내 사용되는 ZrCo beds들의 설계는 SDS 계통내 사용되는 삼중수소 저장  베드 

batteries와 아주 유사하며, 같은 형태의 ZrCo beds들이 사용된다. Inlets/outlets 배관 및 파열

판(rupture disks)들이 ZrCo bed의 1차 용기에 연결되어 있고, 이차 용기의 주입 및 배출구가 

공동 분기관(manifold)에 다시 연결 되어있다.        

   LTS내 사용되는 ZrCo beds는 첫 벽 재질들(tiles, flakes, dust)에 쪼여진 Plasma로부터 제

거된 삼중수소를 일시적으로 축척시킨다. Tokamak에서 트랩된 삼중수소를 일시적으로 저장하

며, 다시 사용될 때까지 삼중수소는 LTS 내 ZrCo beds에 장기 저장 되어진다 [5]. 

      

   (5) 공통 설계 사양(Common design specifications)     

     SDS내 계통 기기들의 설계를 위한 공동 설계 사양은 다음과 같다 [1].

     - 1차 용기의 방벽은 삼중수소와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

     - 모든 component의 총 누출률(leakage rate)은 10
-9
 Pam

-3
s
-1 
이하가

       되어야한다.

     - SDS 1차계통의 총 누출률은 10
-8
 Pam

-3
s
-1 
이하가 되어야한다.

     - 최대 운전 압력은 0.25 Mpa(a) 이어야 한다.

     - 1차 계통 기기가 위치한 러브박스 누출률 : 0.1 vol%h
-1

     - 150℃이상으로 가열되는 모든 1차 용적은 진공 처리된 외부 용기

       로 둘러싸여 있어 i) 1차용기로부터 수며 나오는 수소 및 삼중수소를 채집할 수 있고, 

ii) 로브박스로의 열손실을 최소하여야 한다.

     - 금속 게터 베드, 저장조 및 배관등 단일 구성품들은 단일 구성품 내

       삼중수소의 충전양이 100g 이하가 되도록 용기 크기를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서로 다

른 장치로부터 밸브들에 의하여 단일 구성품의 분리가 가능해야 한다.      

 나. ITER용 ZrCo bed의 설계조건

     독일 Karlsruhe의 tritium lab.에서 최대 100g의 삼중수소를 저장하기위해  설계된 ITER

용 ZrCo beds의 1차 용기 및 Outer Jacket의 재질, 설계 압력 및 온도등 기계적인 설계 조건

은 다음과 같다 [1].

 

   - 1차 용기(Primary vessel)

     재질: SS316

     설계온도: 600 ℃

     내부 압력: 0.5 MPa

     외부 압력: 0.5 MPa

     Plate 두께(cal.): shell: 0.222 mm(내부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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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36 mm(외부압력) 

                    plate: 3.463 mm 

     Plate 두께(act.): shell: 1.5 mm

                     plate: 6 mm  

  - Outer Jacket 

    재질: SS304

    설계온도: 60 ℃

    내부 압력: 0.4 MPa

    외부 압력: 0.1 MPa

    Plate 두께(cal.): shell: 0.269 mm(내부압력)

                         0.258 mm(외부압력) 

                    plate: 6.353 mm 

    Plate 두께(act.): shell: 28 mm

                   plate: 10 mm   

  다. ZrCo bed의 설계 단면도

     (1) 25g의 삼중수소 충전 ZrCo bed  

       일본 JAERI의 T. Hayashi등이 “in-bed” 삼중수소 충전량의 측정기술을 개발하여 

ITER용 삼중수소 저장 beds에 사용하기 위해 설계 및 제작한 25g의 삼중수소 충전 ZrCo bed

의 설계 단면도는 다음과 같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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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 The cross section of a ZrCo bed for in-bed gas flowing calorimetry.

          

   JAERI Tritium Engineering Lab.의 T. Hayashi가 2004년 독일 baden baden에서 개최된 

국제 conference에서 발표한 ZrCo bed내 삼중수소 충전량의 측정 안전성을 향상을 위한 연구

에 사용한 실험 장치인 25g의 삼중수소 충전 ZrCo bed의 계념 설계도(삼중수소 accounting 조

건 포함) 및 Photogaraph는 Fig. 2 및 Fig. 3에 각각 나타내었다. 또한, 독일 Karlsruhe tritium 

lab.에서 제작한 TLK의 PETRA 설비에 설치된 Jet type ZrCo bed는 Fig. 4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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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ing conditions: ① He gas flow rate: 4.0 std. L/min,② He inlet temp: 308K, ③ 

Primary vessel pressure: 100Pa, ④ Vaccum jacket pressure: < 0.1Pa(constant evacuation), 

⑤ Glove box temp.:289-303K.

Fig. 2. Conceptional diagram of a ZrCo tritium storage bed with in-bed gas          

flowing calorimetric system.

     

        Fig. 3. Photograph of a ZrCo bed with SDS of TPL/JAERI in 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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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 Photograph of a ZrCo bed installed in the PETRA facility at TLK

     (2) 100g의 삼중수소 충전 ZrCo bed

       일본 JAERI의 S. O`hira등이 ITER 연료주기(fuel cycle)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삼중수

소의 안전한 취급, 제어 및 ZrCo bed내 삼중수소의 효과적인 측정기술 개발을 위해서 설계된 

100g의 삼중수소를 충전할 수 있도록 설계된 ITER용 ZrCo bed의 설계 단면도는 다음과 같다 

[3]. 

  Fig. 5. The cross sectional view of the designed ITER tritium storage bed

         (units: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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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일본 Sumitomo 중공업에서 LaNi3Mn2을 삼중수소 저장재로 이용한 삼중수소 저장 

용기의 단면도는 다음과 같다. 이 용기는 Sumitomo 중공업에서 제작하여 일본 JAERI의 

TLP(tritium process lab.)에 납품되었다 [11]. 

              Fig. 6. The cross section of tritium storage getter  

   

   

  라. 금속 저장 베드의 과압 방지 설비

     운전 시 용기 내에 형성되는 과압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베드에는 파열판 (rupture disc)

등 과압 방지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완충 및 부분적으로 충전된 금속수소화 베드에서는 베드 내 온도가 증가할수록 높은 수소 

평형압력이 생성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금속수소화 베드들의 기계적 구조는 발생 가능한 

이러한 과압에 견딜 수 있도록 하거나, 과압 생성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를 갖추도록 

설계 되어져야한다. 이를 위하여 가장 흔히 사용되어지는 방법은 베드네 압력이 안전에 위험할 

경우, 가스 팽창이 허용되도록 과압 방지 계통을 설치하는 것이다.       

   SDS 및 LTS 계통 내 모든 가스 저장 용기 출구에 과압방지를 위한 파열판이 설치되어진

다. 만약 베드내 압력이 파열판의 파열 설정 압력에 도달 했을 때 파열판이 파열되어, 가스가 

큰 저장고로 팽창, 누출되어 지게 된다. 또한 계통 내 압력 및 온도가 너무 높다고 측정/관측

되어질 경우 계통 내 heater를 끄거나, 밸브를 열어줄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안전관련 

software 및 hardware 회로가 설치되어져야하며, 가능한 파열판이 파열되어지지 않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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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 및 hardware의 상호 연결을 위한 높은 부위에 설치되는 밸브들이 선택되어져야한다 

[1].

  마. SDS내 기타 부품 명세

     

     (1) 기타 여러 용기들

       SDS에는 0.35 m
3
 용량의 완충탱크 2기, 0.5 m

3
 용량의 완충탱크 6기, 0.7 m

3
 용량의 완

충탱크 1기, 1.0 m
3
 용량의 완충탱크 1기, 2.0 m

3
 용량의 완충탱크 1기가 있다. 

      

     (2) 펌프

       Normetex pump, MB601 metal(병렬형) bellows, MB601 metal(직렬형) bellows, 

PBT105/SRTI system 등 4가지 종류, 18기의 펌프가 사용된다. 

     (3) 열량계(Calorimeter)

     삼중수소의 붕괴열을 측정하여 삼중수소 저장용기 내 삼중수소의 충전량을 결정하는데, 

열량계를 사용한다.

     ITER-FEAT에 공급되는 삼중수소의 붕괴열 측정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열량계는 1차 용

기의 로브박스 외부로의 이동을 피하기 위하여 LTS 계통의 glove box 옆에 설치되는 

dismantling box안에 설치된다. 열량계에 의해 측정된 열량으로 운반기기의 1차 용기 내 충전

된 삼중수소의 양을 결정하게 된다. 

1차 운반용기에 사용되는 열량계의 active cell은 직경 22.5cm, 길이 70cm 이상의 이어야한다. 

열량계는 최대 50W까지의 열량(heat)을 측정 가능하며, 0.5%의 정 도(accuracy)을 가지고 1g

의 삼중수소(0.31W/g tritium)를 측정할 수 있어야한다. 또한, 0.31W의 power에서 0.5%의 정

도는 dismantling box 내부의 온도 변화(fluctuation)가 ±1℃에서 이루어져야한다. 열량계의 

응답(response)은 24시간이내에 안전한 열 시그날(heat signal)이 얻어져야하며, 열량계는 가능

한 콤팩트하게 제작되어져야한다[1].     

     (4) 밸브(Valves) 

       SDS내 사용되는 모든 밸브들은 고유속 뉴프로(high-flow Nupro) Type이며, 자동밸브

(VA-n-3nnn)들은 공정을 제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정보를 프로그램 로직 제어기(PLC)

로 공급하는 밸브 위치 지시기가 장착되어있다. 수동밸브(VM-n-3nnn)들은 유안으로 볼 수 있

는 위치 지시기들이 설치되어있다. 

     (5) 계측기기 (Instrumentation) 

       압력, 유속, 온도 및 삼중수소의 분압등을 측정하가 위하여 공정 센스(Process sen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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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설치되어있다.  

   압력 변환기(Pressure transducers)는 capacitive type (예, MKS Baratron series 800) 또는 

Cajon VCR gland couplings이 장착된 strain gauge type 임 

    유량 조절기(Mass flow controllers)들은 유량 조절이 MKS model 1459 units에 의하여 이

루어지며, 모두 금속을 설계되어있다. 

    열전대(Thermocouples)들은 chromel/alumel 열전대를 사용하며 열전대 손상시 

transducers는 고온을 나타낸다.

   모든 Ionization chambers은 소 용량으로 일차 공정 배관에 in-line으로 설치되어 있고, 도

자기로 절연된 전기 feedthroughs를 가지는 Cajon 1/2〃VCR cross 안에 넣어져 있다. 설계 압

력 및 온도는 각각 0.25MPa 및 450℃이다. 삼중수소의 측정 범위는 0.1Cim
-3
(3.7x10

9
Bqm

-3
)에

서 순수한 상태까지 이다.

  바. SDS의 총괄 기능

     SDS 계통 및 LTS 계통등으로 구성된 ITER 연료주기 계통들의 상호연결 흐름도는 Fig. 

7에 나타내었다. 또한, ITER 운전을 위해 필요한 T 및 D2((T)가스등 각종 가스들을 연료 계통

에 공급하는 SDS 계통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1].

     Fig. 7. Outline flow diagram of ITER fuel cycle systems and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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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료 계통에 D2((T)가스 공급

       플라즈마 타격을 위한 D2((T) 기체는 450초 동안 최대 요구 기체유량 

200Pa․m
3
/s의 D2((T) 기체가 연료계통으로 공급된다.

     (2) 연료계통에 T2(90% T/10% D2) 공급    

       플라즈마 타격을 위한 T2(90% T/10% D2) 혼합 기체는 450초 동안 최대 요구 기체유

량 50Pa․m
3
/s인 삼중수소가 연료계통으로 공급된다.   

     (3) 플라즈마 타격을 위한 450s 동안 연료 계통으로의 비율이 다른 

여러 가지 혼합비의 T2-D2 혼합가스 공급

     (4) Plasma Shot of 450s 동안 NB injection 으로의 D2 혼합물의 공급

       ISS에서 생성된 D2 기체는 트리튬 농도가 매우 낮으므로, 저장소(reservior)에 기상상태

로 저장될 수 있으며, 펌프를 이용해 NB injection으로 이송된다.

     (5) 플라즈마 타격을 위한 3,000s 동안 연료 계통으로의 T2-D2 (50%T/50%D) 기체 혼합

물의 공급 

       3000s plasma shot동안에 공급되는 전체 기체의 양은 600kPa m
3
 이며 이 양은 

50%D/50%D 혼합물로 가정하면 1.6kg 삼중수소에 해당한다. 3000s동안 T2-D2(50%T/50%D) 

혼합기체의 요구되는 최대 유량인 200Pam
3
s
-1
 은 다음과 같은 3가지 stream을 합쳐서 생성된

다. 유량 조절과 혼합방법이 기술되었다.

   . T2(90%T/10%D) : 50Pam
3
s
-1
      

   . T2-D2 (50%T/10%D) 기체 : 110 Pam
3
s
-1
 

   . 중수소(0.6%T까지) : Pam
3
s
-1
 

 - 3000s 후에 SDS에서 ISS 생성물의 취급 : ISS에서 생성된 기체 조성에      따라 각각에 

해단하는 ZrCo bed와 reservior를 채운다.

 - 요구되는 ZrCo bed의 수 요약:

   ․450초 동안 프라즈마 타격을 위한 기체공급에 요구되는 ZrCo 최소 수: 

     4 T2 ZrCo beds, 0 DT ZrCo beds, 0 D2(T) ZrCo beds,

   ․3000s plasma pulses을 위한 기체공급에 요구되는 ZrCo의 최소 수: 

     4 T2 ZrCo beds, 4 DT ZrCo beds, 0 D2(T) ZrCo beds,

   ․연료 계통에 대한 단순 공급 NQs 아니라 plasma shots동안의 기체 저       장과 유지

보수 및 정지동안의 저장을 위해 필요한 ZrCo beds 최소수 :       9 T2 ZrCo beds, 8 DT 

ZrCo beds, 3 D2(T) ZrCo b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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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getter beds 내 수소양의 결정

       - Q2 (수소동위원소의 분자 조합)와 T2양의 정확한 결정: 저장 bed를 가열하여 발생하

는 기체를 펌프를 사용하여 (pVT)-manifold를 통하여 저장소로 이송시킨다. Q2와 T2의 양은 

(pVT)와 (pVT-c)를 측정해서 결정하고, 트리튬 농도 c의 결정을 위해서, 샘플을 ANS에 분석 

의뢰한다.

      - Q2량의 신속한 결정: ZrCo bed의 inlet과 outlet의 유량을 측정하여 기체가 이송된 전

체시간을 고려하면 대략 추정을 할 수 있다.

     - In-bed calorimetry: bed로부터 기체를 이송시키지 않고도 저장 beds의 삼중수소의 충

전양을 in-bed calorimetry로 결정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저장물질에 흡착된 삼중수소의 붕괴

열로 인한 온도변화를 얼마나 정확히 결정하는가에 달려 있다. 

     (7) 삼중수소 붕괴 생성물인 He-3의 수집

       삼중수소의 붕괴생성물인 He-3는 가열하면 getter 물질 내에서 getter 물질 내로 수소

가 다시 흡착하면 He-3만 남는다. 저장 bed나 게통내의 He-3는 He-3의 임시저장 탱크에 저

장되며 hot getter/catalyst 는 메탄 같은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이용된다. 

     (8) 여러 가지 기체 혼합물의 농도 결정

       SDS 계통에서 취급되는 기체 혼합물의 조성은 ANS에 분석 시료를 보낸 후에 만 분석

될 수 있다. SDS 계통내 설치되는 glove box에는 기체 조성을 결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다. 

기체 시료는 단순 기체 팽창이나 SDS의 펌프를 이용하여 ANS로 이동된다. analytical 

manifold를 저장 bed의 outlet에 연결하거나 분석기기의 DT manifold를 펌프나 저장소에 연결

하여 GC 분석에 필요한 압력으로 기체를 압축하여 ANS로 보낸다.

     (9) SDS에서 Pipe Work의 evacuation

전체 primary process containment는 펌프 (PM-n-3110)에 의해 배기될 수 있으나, plant 

service 진공 펌프가 작동할 때는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10) SDS 파이프 라인에서의 진공유지

       Containment의 전체 1차 공정은 3개의 펌프 PM-n-3110 (n = 1, 2, 3)로 진공을 유지

시킬 수 있다. 

     (11) Getter Bed의 2차 Containment의 진공 또는 filling

       2차 containment는 진공 또는 He으로 채워져 있다. 열을 가하는 탈장 공정이나 열량 

측정 시에는 진공을 유지하게 되며, 이 동안에는 붕괴열로 인해 지나치게 높은 온도로 올라가

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밖의 상황에는 반드시 He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붕괴열로 인해 높은  Q2 pressure를 야기할 수 있다. 2차 containment의 또 다른 목적은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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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ment 벽에서 스며 나오는 트리튬이나 수소를 모으는 역할을 한다.

     (12) 순수 기체의 공급: He, Ar, H2, D2, Ne, N2, He+O2

       He, Ar, H2, D2, Ne, N2, He+O2은 기체용기 배터리로부터 공급된다.  기체 용기는 트리

튬 건물 밖에 보관되며, N2만 액체탱크에 저장되어 공급된다. 이들 용기는 쉽게 교환되며, 연결 

라인에 찬 기체는 외부로 그냥 배출된다.

     (13) Dismantling Box 

       Dismantling box는 장기저장 시스템(LTS)의 한 부분이다. 여기에는 파이프 라인작업은 

없다. Dismantling box에서 1차 트리튬 용기를 2차 용기로부터 제거한다.  제거된 1차 저장용

기는 Storage system box로 옮겨지며,  필요하다면, SDS 계통의 주요부분으로 이동하기 위해 

Load-in/load-out box로 보내질 수 있다. 여기서 1차 저장용기는 Calorimeter Box로 보내져 트

리튬 함량을 측정하게 되고, 다시 되돌아온다.

     (14) Calorimeter Box

    Calorimeter box는 장기저장 시스템(LTS)의 한 부분이다. 여기에는 파이프 라인작업은 없

다.  여기 내부에는 Calorimeter가 있으며, 1차 트리튬 저장용기를 중무장한 2차 저장용기가 필

요 없이 자유롭게 취급 이동할 수 있다. 즉  Calorimeter Box는 Glove Box와 같이 2차 저장고

의 역할을 한다. 

     (15) Storage System Box

    Storage System Box는 장기저장 시스템(LTS)의 한 부분이다. 여기에는 파이프 라인작업

은 없다.  Storage  system  box의 목적은 1차 및 2차 container의 저장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다.  Dismantling box로부터 1차 저장용기가 담겨진 2차 저장용기 혹은 1차 저장용기만이 이

곳으로 이동되어 온다. 여기서 Load-in/load-out box로 이송되기를 기다린다.

     (16) The Load-in/Load-out Box

     Storage System Box에서 전해진 1차 저장용기는 load-in/load-out box의 가열장치로 이

동된다. 여기에 설치된 oven에는 입출이 가능한 manifold가 연결되어 있다.

     (17) 삼중수소 수송용기(Shipping Container)의 전달

       Dismantling box, Calorimeter box, Storage system box 그리고 Load-in/load-out box 

들은 이송 구역(transfer port)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1차 저장용기 또는 2차 저장용기를 Box간

에 이동시키도록 되어 있다.   이때 1차 저장용기는 2차 저장용기에 담겨서 이동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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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SDS 계통내 glove box

    SDS 계통내 설치되는 여러 가지 glove boxs들의 전체 체적 및 glove box로부터 제거되어

지는 열량은 표 1에 나타내었다[1].

           Table 1. SDS 계통내 glove boxglove 및 제거되는 열량

 

2. ITER용 삼중수소 저장재료 및 저장용기 설계 기초 기술  

  가. ITER용 장기저장용기의 구성

     (1) 장기 저장 시스템(LTS)

핵융합 발전에 연료 공급을 위한 D, T 저장 용기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첫째, T2를 중

수로 원자력 발전로(CANDU)등의 외부에서 용기에 저장하여 핵융합 발전로 에 연료로 공급하

는 저장 용기가 있다. 둘째, 핵융합로에서 생성된 T2, D2, D-T 연료를 토카막 반응로에 연료로 

주입하는 SDS(storage and delivery system)의 단기 저장 용기가 있다. 셋째, 비상시를 대비한 

안전한 연료 공급과 여분의 T2를 다른 핵융합로로 연료로 공급하기 위한 LTS(long-term 

storage) 시스템에서 장기저장 용기가 있다. 

         Glove boxs   체적(m3)    제거되는 열량(kW)

 저장베드를 위한 SDS glove box  30           10

  용기를 위한 SDS glove box  9            1

   장기 저장 계통 glove box  9            2

  Load-in/Load-out glove box  6           0.7     

      저장계통 glove box  9           0.3

     장비 분해용glove box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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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 저장고로 T2 유출

T2 유출

T2 유입

He 유입

High vacuum

Secondary containment of long term storage vault

Secondary containment 
Of Load in/Load out

Storage 
Vault

Transfer
Port

Reservoir

Glove
box

Fig. 8 ITER Long Term Storage(LTS) system (32C-PID-3110, [1])

LTS system에서 1kg의 T2 연료를 10개의 저장 용기에 100g씩 저장한다(Fig 8)[1]. 또

한 핵융합 반응로의 first wall에 갇힌 T의 농도가 제한 값을 넘는 경우 first wall을 처리하기 

위해 반응로의 D, T 연료를 회수하여 장기 저장 용기에 저장한다. 필요시에 LTS 장기 저장 

용기에서 T2를 가열 탈장하여 SDS 단기 저장 용기에 보낸다. 또한 SDS 단기 저장 용기에서 

장기 저장을 위해 LTS 단기 저장 용기로 보내어 흡장 저장한다. 러브 박스 안에 10개의 장

기 저장 용기가 작동되고, 흡장, 저장, 탈장, 진공화의 모든 공정이 자동화되어 원격제어

(remote control)로 운전한다. T2를 외부로 공급하기 위한 이동 장기 저장 용기가 2개 있다(Fig 

8., secondary containment of Load in/Load out). 또한 저장 용기의 1차 용기에서 과압력시 

rupture disc를 통해 가스가 팽창되어 보유관(reservoir)에 저장되게 하는 보유관 저장 용기가 

2개 있다.

     (2) 장기 저장 용기의 기능 

장기 저장 용기는 원통형으로 1차 용기와 1차 용기를 둘러싼 2차 용기로 구성된다. 1

차 용기에 ZrCo를 담아 T2를 흡장하여 저장하고, T2 회수시 가열하여 탈장한다. 1차 용기 내

에 열전달을 최대화하기 위해 ZrCo와 함께 지름 1mm 미만의 Cu 알갱이(balls)을 넣어준다. 1

차 용기내에 수소동위원소들의 흡장을 방해하는 불순물 기체들을 제거하고 진공으로 유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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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T2 흡착후 1차 용기를 진공 펌프로 진공화한다. 1차 용기내 T2의 붕괴열로 인한 온도 상

승과, He-3의 생성으로 안전 압력보다 높은 과압시 T2 유출구에 rupture disc가 설치되어 가스

가 보유관(reservoir)으로 팽창 이동되어 과압 상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2차 용기는 1차 용기에서 침투되거나 누출되는 T2를 포집한다. 또한, 1차 용기에서 T

가 He-3로 감쇄하면서 발생하는 붕괴열로 발생하는 온도 상승을 방지하고 T2 탈장시 가열열

을 제거하기 위해 He loop로 냉각한다. 러브 박스(glove box) 안에 10개의 장기 저장 용기와 

시스템이 작동되기 때문에 2차 용기에서 293-301K(20-28
o
C)로 유지되는 외부인 러브 박스로 

열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2차 용기 외벽은 진공층으로 열방출을 막는다. 

 장기 저장 용기는 SDS 시스템의 단기 저장 용기와 달리 1차 용기내의 T2 양을 측정하는 

calorimeter가 없고, 저장 용기 T 출입구에 유량계(mass flow meter)가 없다. 러브 박스 안

의 장기 저장 시스템의 모든 연결관과 연결선은 진공펌프에 연결되어 진공화된다. 저장용기와 

연결관(pipe), 보유관(reservoir)등이 밸브에 의해 단일 요소로 분리되어 제어되어야 한다.

ITER 장기 저장 시스템(LTS)의 장기 저장 용기는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1

차 용기는 T와 호환도가 높아(compatible) T와 반응도가 적고, T이 2차 용기로 침투되어 나가

지 않아야 한다. 러브 박스 내의 모든 구성 요소들에서 T 누출율이 10
-9
Pam

3
/s 미만이어야 

한다. 1차 용기로부터 T 누출율은 10
-8
Pam

3
/s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장기 저장 용기에서 러

브 박스로 T 누출율이 0.1vol%/h 미만이 되어야 한다. 1차 용기 최대 운전 압력은 0.25M Pa 

미만이어야 한다. 

     (3) 1차 용기와 2차 용기의 구성 

첫째, 1차 용기의 ZrCo에 100g의 T2를 최대 ZrCoT3 까지 흡장할 수 있다. 안전치로 

ZrCoT1.5로 T를 흡장하려고 한다. 둘째, 100g의 T2를 흡장하기 위해 3.5kg의 ZrCo파우더를 사

용한다. 셋째, ZrCo의 열전도도를 높이기 위해 지름이 1mm 미만인 Cu 알갱이(balls)를 1.5kg 

섞어서 넣어준다. 넷째, 1차 용기 탈장시 ZrCo를 300
o
C 정도로 가열하여 T를 회수한다. 1차 용

기를 300
o
C 정도로 가열하기 위해 1차 용기 표면을 열선으로 감아 온도를 높인다. 다섯째, 1차 

용기 표면과 1차 용기 내부의 ZrCo의 온도를 측정하여 가열기를 조절한다. 여섯째, ZrCo 파우

더가 흡장, 탈장으로 인해 분쇄되어 T2 유입구와 유출구나 연결 파이프로 빠져 나가지 않도록 

2micron의 filter를 유입관, 유출관과 연결 파이프에 씌워준다. 일곱째, 1차 용기 안은 T2 흡장

시와 T2 탈장시를 제외하고 저장시 진공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진공관으로 진공펌프를 이용하

여 불순물 기체를 제거해 주고 진공을 유지한다. 여덟째, 1차 용기안에 T2 붕괴열에 의한 온도 

상승등으로 과압력시 보호하기 위해 1차 용기 수소 유출관에 rupture disc를 설치하여 안전 압

력 이상시 가스가 팽창하여 약 1m
3
의 용기(reservoir)로 이동되게 한다. 아홉째, 안전 온도와 

안전 압력 이상시 가열기 전원을 끄고, 밸브를 열도록 하여 1차 용기 과압과 과온도를 방지한

다. 1차 용기 표면에 가열기는 온도 측정계로 온도를 자동으로 측정하여 자동으로 조절한다. 

온도가 안전 온도 이상으로 높아지면 경보를 제어기에 보내고 가열기 전원을 끈다. 

2차 용기는 1차 용기에서 누출되는 T를 포집하고 T의 분열열로 발생되는 온도 상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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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기 위해 He loop로 냉각하고, 외벽에 진공층을 두어 glove box로 열손실이 거의 없게 한다. 

T의 붕괴열에 의한 1차 용기의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해 2차 용기에 He 공급선(manifold)으로 

He을 채워 냉각한다. 1차 용기 T2 탈장시에는 가열하여 온도가 높아진 열이 외벽을 통해 

glove box로 전해지지 않도록 진공관(vacuum manifold)으로 He을 빼주고 진공화한다. T2를 

탈장후, 이동한 후 바로 He를 채워 1차 용기를 일정한 안전한 온도로 냉각한다. glove box와 

접하는 2차 용기 외벽은 진공층으로 외부로 열방출을 최소화한다. 

     (4) 1차 용기와 2차 용기의 구성 요소

 1차 용기

 1) 3.5kg ZrCo + 1.5kg Cu balls 

 2) T2 유입관

 3) T2 유출관

 4) 1차 용기 가열선

 5) 1차 용기 외부 표면 온도 측정계 

 6) 1차 용기 내부 온도 측정계 

 7) 1차 용기 진공관, 진공 펌프

 8) filter 

 9) T 붕괴열 가열선, 가열기 

 10) T 유입관 온두 sensor

 11) T 유출관 온도 sensor

 12) T 유입가스 가열기 

 13) T 유출관에 rupture disc와 reservoir 설치 

 

 2차 용기

 1)  He 냉각층

 2) He 냉각 가스 유입구 온도 sensor

 3) He 냉각 가스 유출구 온도 sensor 

 4) He 냉각 가스 유입구 가열기 

 5) 외벽 진공관 

 

수소 이동 펌프는 metal bellow pump를 사용하고 진공 펌프로는 TMP(turbo 

molecular pump)를 쓴다. 1차 용기 내부, 외부와 2차 용기 내부, 외부에 T 침투를 막는 Al층이

나  phosphate 층을 씌우고 Ti-Zr 층을 코팅할 수 있다. T2 저장 용기는 기존의 쓰이는 재료

와 기술을 사용하여 설계하고 제조한다. 1차, 2차 저장 용기와, 각 구성요소와, 연결관(pipe), 전

원 공급 시스템, 조합, 전기 테스트를 설계하고, 제작하여 조합후 성능 테스트를 하는 모든 과

정에서의 비용을 계산하고 평가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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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트리튬 저장재 

ZrCo는 수소 흡장, 탈장 성능이 높고 U과 달리 핵반응 물질이 아니고 공기와 화학적 

반응도가 낮다. ZrCo는 비중이 7.33이다. ZrCo에 수소 흡장은 발열반응(exothermic reaction)이

고, 수소 탈장은 흡열반응(endothermic reaction)이다. 따라서 수소 흡장시 온도상승과 탈장시 

온도 하강이 있다. 탈장시 T2 100%가 탈장되도록 하기 위해 흡열 반응으로 온도가 하강 되지 

않게 가열기로 탈장 온도를 지속시키고 열전도가 잘 되도록 열전도체인 Cu를 같이 넣어준다. 

흡장과 탈장시 ZrCo 온도가 일정하도록 ZrCo와 Cu 알갱이(balls)를 잘 충진하여 열전달 효율

을 높어야 한다. 

ZrCo는 450
o
C 이상 1bar 이상의 고압력에서 ZrH2, ZrCO2, Zr로 변형되어 흡장/탈장 성

능이 저하되거나 상실된다. 변형된 ZrCo는 진공하에서 500
o
C로 여러시간 가열 처리함으로 완

전히 복원된다. 하지만 Zr의 생성은 막아야 하기 때문에 ZrCo가 변형되지 않게 흡장된 수소를 

탈장해야 한다. 350
o
C에서 1bar 미만의 압력에서 수소 탈장시 10년간 ZrCo 변형이 없다고 하

다[1].

ZrCo에 T 흡장 저장시 T 붕괴 생성물인 He-3의 방출율은 ZrCoT1.4 경우 18개월동안 

3% 미만이었다. 

참고로, 고압력의 T를 장기 저장하기 위해 ZrCo와 HfCo로 Zr(1-x)HfxCo(0<x<0.5) 고체 

용액을 개발하여 평가하 다[12, 13]. Zr(1-x)HfxCo(0<x<0.5) 고용체는 ZrCo와 거의 동일한 결정 

구조를 가지고 수소 평형압이 높은 물질이다. ZrCo는 1기압의 T2 공급시 400
o
C 이상 가열해야 

한다. 반면 ZrCo와 HfCo 고용체는 혼합비를 조절하여 수소 평형압을 바꾸어 낮은 온도에서 탈

장이 가능하다. Zr0.7Hf0.3Co는 300
o
C로 Zr0.5Hf0.5Co는 250

o
C의 온도에서 T2를 탈장하여 공급할 

수 있다. Zr(1-x)HfxCo(0<x<0.5) 고용체는 ZrCoH와 HfCo 사이의 평형 수소압을 나타내고, 

HfCo의 양에 따라 평형 수소압이 달라져 원하는 수소 흡착능을 가진 물질 합성이 가능하다. 

ZrCo와 HfCo의 고체 용액은 U과 ZrCo 보다 낮은 온도에서 사용가능하여 열하중을 줄이고, 2

차 폐관으로 T 침투가 감소되고, ZrCo 변형의 문제가 없다. 또한 약 300
o
C에서 ZrCo와 U가 

가지는 자연 발회 위험의 문제가 없다. ZrCoH와 HfCo의 적절한 고체 용액과 진공펌프를 사용

함으로 낮은 온도에서도 T의 저장 유지가 가능하다. 또한 T 흡장 물질인 Sc, Er, Zr과 Ti, Al, 

Nb, Sn의 합금 물질을 사용함으로 T의 흡장율을 높일수 있다고 한다[14]. 수소 흡장재로 

Zr-Ti 합금을 사용할 때 Zr0.8Ti0.2Co, Zr0.7Ti0.3Co가 가장 적합하다고 한다[15]. 파우더 Zr과 Ti

의 두 물질을 혼합하고 진공에서 융용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고성능의 Zr-Ti 흡장재를 제조한

다. 참고로 T2 흡장재로 ZrCo와 Zr0.7Hf0.3Co, Zr0.5Hf0.5Co, Zr0.8Ti0.2Co, Zr0.7Ti0.3Co의 수소 흡장, 

저장, 탈장 성능을 비교 평가하여 최적의 수소 흡장제를 사용할 수 있다. 

다. ZrCo의 흡장, 저장, 탈장 성능과 특성 

     (1) T 저장재 요건 

핵융합 연료 주기에서  D, T 연료를 저장하는 저장 용기에 저장재는 다음 요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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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되어야 한다[16]. 첫째, T 저장재는 흡장 성능이 우수하고, 탈장 온도에서 탈장 압력이 높

아 탈장 성능이 우수해야 한다. 또한 흡장 속도와 탈장 속도가 높아 흡장과 탈장이 빠르게 일

어나야 한다. 실내 온도에서 흡장된 수소의 압력은 매우 낮아 T 취급과 저장이 안전해야 한다. 

탈장은 500
o
C 미만의 적당한 온도에서 분리 압력이 높아 탈장되어 회수하고 고온에서 T 침투

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흡장/탈장 온도에서 수소 구성비에 대해 수소 압력이 일정하

여, 즉 plateua 범위가 넓어서 일정한 압력에서 흡장, 탈장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저장재에 

구적인 T 저장량이 적어야 한다. 

둘째, 핵융합 원료 주기에 존재하는 불순물들(CQ4, NQ3, Q2O, CO, CO2, Q = H, D, T)

과 반응도가 낮고 반응으로 형성된 생성물이 수소 흡장 성능을 저하해서는 안된다. 또한 공기

와 산소와 반응도가 낮아 공기 중 발화도가 낮고 수명이 길어 장기간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2) 여러 수소 흡장재와 ZrCo

 금속에 수소를 흡장하는 반응은 실내 온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발열반응이다[6]. 

 M(s) + x/2Q2(g) <=> MQx(s), Q = H, D, T     M = ZrCo, U, ...

 금속에 흡장한 수소를 가열하여 높은 온도에서 탈장하여 회수한다. M-H 결합이 강하여 

500
o
C 이상의 고온에서 탈장해야되는 금속 저장재는 Ti, Zr, Ce등으로 T 제거 물질이나 장기

간 처분에 적합하다. 중간 저장(interim storage)을 위한 저장재는 실내 온도에서 수소 평형압

이 낮고 500
o
C 미만의 중간 온도(moderate temperature)에서 1기압(10

5
Pa)으로 공급이 가능한 

물질이 적합하다. 위 조건에 U이 수소 흡장, 탈장 성능과 반응 속도가 우수하나 공기와 산소의 

반응도가 높고 발화도가 높고 방사성 물질의 단점이 있다. U 물질을 ZrCo, ZrNi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표 2의 여러 물질의 수소 흡장 성능을 비교 평가한 결과에서 금속에 수소를 흡장하는 

것이 수소를 액체화하고 고체화하는 것보다 수소 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화합물 금속

이 단일 금속보다 수소 흡장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ZrCo에 13.4MPa의 높은 수소 압력의 수

소 흡장 실험에서 ZrCoH3까지 흡장 가능하다. ZrCo와 NaNi5H6.7의 수소 흡장시 부피 팽창이 U 

수소 흡장시 보다 2배 이하로 낮았다. 탈장 온도는 U의 430
o
C 보다 ZrCo는 300

o
C로 낮다. 실

내 온도에서 수소 흡장시 U의 수소 평형압은 10
-3
Pa 미만 이나 ZrCo는 U의 경우 보다 약간 

높다. 하지만 실내 온도에서 T 저장하기에는 ZrCoHx의 수소 평형압이 충분히 낮다. ZrCo에 

H2나 D2를 35번 흡장/탈장 후에도 흡장 성능이 저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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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Comparison of hydriding capacity

system nH(10
22
at/cm

3
) WH(a) △V(%)

H2 gas(298K, 200bar) 1 100

H2 liquid(20K) 4.2 100

H2 solid(4K) 5.3 100

NaNi5H6.7 5.8 1.54 34

ZrH2 7.3 2.16

ZrCoH3 7.6 1.97 20

ZrNiH3 7.7 1.97

UH3 8.2 1.25 75

 a: M-H에서 H 무게 % 

 b: 수소 흡장에 의한 부피 팽창 = (V흡장후 - V금속)/V금속 

  

       (3) ZrCo의 활성화와 흡장 방법

ZrCo를 흡장 실험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활성화한다[17]. ZrCo 표면을 깨끗하게 처리

한 후 무게를 달아 반응 용기에 넣고 1시간 동안 진공화하여 가스를 빼주고 1.7*10
-4
Pa까지 압

력을 낮춘다. 진공화후 약 300
o
C로 올려 300

o
C에서 2시간 활성화한다. 활성화후 실내 온도로 

내리고 ZrCo에 흡장된 수소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일정한 양을 측정한 수소를 ZrCo 반응로 

용기에 넣어주고 흡장이 평형이 되어 최종 압력을 기록하여 기체 이상 법칙으로 흡장된 수소

양을 계산한다. 

                  

     (4) ZrCo의 수소 흡장 성능 

 실내 온도(25
o
C)에서 일정 부피의 수소를 20um 공극 stainless steel 필터를 통해 반응 

용기 주입시 수소 흡장 반응이 빠르게 일어났다[16]. 5~15초 사이에 초기압이 1/2로 줄어들고 

몇 분 안에 흡장 반응이 끝난다. 초기 수소 압력을 2.13, 4.00, 6.67, 13.13, 30.96kPa로 증가시 

수소 압력이 증가할수록 수소 흡장 속도가 빨라졌다. 

25
o
C에서 12.43g의 ZrCo에 ZrCoH3가 포화되도록 수소 흡장시 3~4초 만에 흡장되었다

(표 3). ZrCo의 흡장 속도가 U의 흡장 속도와 비슷하다. 초기 수소 압을 51.3, 55.3, 66.7, 86.4, 

99.4kPa로 증가할수록 흡장 속도가 높았다. ZrCoH1.56, ZrCoH2.34, ZrCoH2.99의 단계별 수소 흡장 

속도가 비슷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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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Hydriding velocity of ZrCo and U

ZrCo U

MH1.5(50%) 3~4초 3~5초

MH2.7(90%) 25~40초 14~30초

MH2.97(99%) 180~360초 30~360초

 

실내 온도에서 반응로에 흡장 전후 압력 감소로 흡장 속도와 성능을 평가한다. 실내 

온도(23
o
C)에서 ZrCo의 수소 흡장 성능은 표 4와 같다. 100

o
C에서 수소 99% 흡장시 H는 7분, 

D는 11분, T는 60분 만에 흡장 반응이 끝났다. ZrCo에 H 용해도가 D와 T의 용해도 보다 높

아서 빠르게 흡장되고 흡장 성능도 크다. 

 ZrCoHx > ZrCoDx > ZrCoTx 

수소 흡장시 100oC에서 보다 실내 온도에서 흡장 속도가 빠르므로 수소 흡장시 발열 

반응으로 인한 온도 상승을 최소화하면서 실내 온도에서 흡장함으로 흡장 성능을 높일 수 있

다. 

Table 4. Hydriding capacity of H, D, T on ZrCo 

Q/ZrCo(mL/g)

H 160

D 145

T 100

     (5) ZrCo 수소 탈장 성능

Van's Hoff 식으로 온도에 따른 ZrCo에 수소 평형 압력을 나타낼 수 있다[17]. 

  Log P = -A/T(K) + B  

  Log PH2(Pa) = -3396/T(K) + 10.28

  Log PD2(Pa) = -3158/T(K) + 9.72

  Log PT2(Pa) = -2872/T(K) + 9.38 

표 5, 6에서 온도에 따른 H, D,T의 평형압과 plateau 범위에서 H보다 D와 T의 평형압

이 높고 plateau 범위도 짧음을 알 수 있다[18].  ZrCo에 흡장한 수소를 탈장하여 회수하기 위

해 300
o
C로 가열하여 높은 수소 압력에 의해  D나 T를 방출한다. 

Table 5. Equilibrium pressure of H, D, T at each temperature 

온도(K) H-log P D-log P T-log P

296 -0.9 -0.9 1

373 1 2 2

473 2.6 3 3.3~3.4

573 4~5  4~4.6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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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Plateau region of H, D, T at each temperature 

온도(K) H D T

296 2.16 1.92 1.35

373 1.75 1.1 1.2

473 1.25 1.32 0.92

573 0.9 0.88 0.58

     (6) ZrCo 의 변형과 재생 

ZrCo를 25~350
o
C 온도 범위에서 여러번의 가역적인 흡장/탈장 성능이 유지된다. 

ZrCoHx가 375
o
C이상 온도에서는 ZrH2와 ZrCo2로 변형되어 흡장/탈장 성능을 상실한다[8]. 가

스상(phase)과 고체상(phase)에 있는 수소가 높은 온도에서 동역학적 평형을 이룸으로 ZrCo의 

구조가 재배치 되어 변형된다. D,T는 H보다 수소압이 높아 H보다 변형도가 낮다. 변형된 

ZrCo는 500
o
C 온도에서 여러 시간 동안 진공하여 열처리시 다시 본래 ZrCo 구조로 회복된다. 

 400
o
C와 450

o
C에서 수소 흡장/탈장 성능 평가 실험시 실내 온도와 탈장 온도에서 압력 

차이 감소로 성능 저하를 평가하 다[18]. 400
o
C에서는 1기압 미만 수소 압력의 흡장/탈장 반

응 10번 후에 성능이 50% 떨어졌다. ZrCoDx는 ZrCoHx 보다 변형이 덜 일어나 12번의 흡장/탈

장 후 성능이 40% 저하되었다. 450
o
C에서는 몇 번의 흡장/탈장 후 흡장 성능을 상실하 다. 

ZrCo의 변형을 막기 위해 ZrCo 저장 용기를 350
o
C 이하 온도에서 수소를 흡장, 저장, 탈장해

야 한다. 

     (7) ZrCo와 C, N, O 불순물과 반응도 

 300
o
C 이상의 고온에서 CH4, N2, O2의 불순물이 ZrCo와 반응하여 흡장된다[16]. 300

o
C

에서 57.5k Pa 메탄(CH4)과 접촉후 80시간 후 0.05molC/mol ZrCo가 형성되었다. 400
o
C에서 C

와 5.8시간 반응후 ZrCoC0.13, 7.3시간 후 ZrCoC0.28, 21.2시간후 ZrCoC0.42가 형성되었고 C의 반

응 속도가 2*10
-3
ug
2
CH4cm

-4
s
-1
이었다. 550

o
C에서 ZrCo의 N2와 반응 속도는 10

-3
ug
2
N2cm

-4
s
-1
로 

U의 N2와 반응속도 10
-1
ug
2
N2cm

-4
s-1 보다 10

2 
 정도 반응도가 낮았다. ZrCo에 C, N, O의 포

화도는 다음 표 7과 같다. 

Table 7. Reactivity of ZrCo with C, N, O at high temperature

T(
o
C) Po(kPa) time(hr)

ZrCoN0.96 550 103.7 64

ZrCoC1.00 400 25 113

ZrCoO0.91 250-275 1.3 7.3

ZrCoO1.50 250-500 13.3 50

ZrCoO2.81 250-630 1.3-13.3 10

ni/nZrCo (i= impurity, 불순물)이 0.3으로 N과 C에 의한 오염시 수소 흡장 성능이 50%

로 감소하고 O에 의한 오염시 성능이 20%로 감소되었다. H2를 150
o
C에서 흡장시 ZrCoC1.0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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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rCoN0.96은 nH/nZrCo=0.12로 흡장하 고 ZrCoO2.8은 흡장력을 상실하 다. 이를 통해 ZrCo 저장 

용기에 CH4, O2, N2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 ZrCo 흡장/탈장 성능 유지에 중요함을 알 수 

있다. 

     (8) 공기와 산소에서 ZrCo의  자연 발화도 

 ZrCo는 U보다 공기와 물에 반응도가 낮다[16]. ZrCoH3는 물, 수증기, 묽은 미너랄 산

에 반응하지 않는다. 실내 온도에서는 공기중에 ZrCo와 ZrCoH2.8이 점화하지 않으나 300
o
C에서

는 공기와 반응한다. 250
o
C 미만에서는 공기와 산소 중에서 격렬한 반응이 없다. 공기중에 

ZrCoHx를 250
o
C로 가열시 점화 반응이 일어난다. ZrCo를 250

o
C에서 275

o
C로 증가하면서 산소 

첨가시 ZrCoO0.91까지 증가하고 300
o
C에서 645

o
C로 증가시 점화된다. 순수한 산소와 반응시에

는 275~300
o
C에서 점화가 일어난다. 

고온에서 ZrCo의 공기와 산소의 반응도는 U의 반응도 보다 약하다. ZrCoHx가 실내 온

도에서 안전하나 250
o
C 이상의 온도에서는 공기와 산소가 반응하므로 탈장시 공기나 산소가 

없도록 처리해야 한다. 

     (9) 
3
He의 생성과 ZrCo의 수명 

 T이 시간에 따라 붕괴되어 
3
He가 생성된다[16]. 생성된 

3
He는 처음 몇 년 동안은 ZrCo

에서 방출율이 1% 미만이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3
He 방출율이 가속화되어 방출율이 생성율과 

같아진다. 
3
He의 생성, 축적과 방출이 ZrCo의 구조에 변화를 줄 수 있으므로 ZrCo 저장 용기

의 장기적 저장 성능면에서 
3
He의 생성, 축적, 방출이 평가되고 적절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T -> 
3
H
+
 + b

-
 + ve +  18.6keV 

라. T 침투와 누출 방지 

    T를 저장하는 용기에 T가 확산되어 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T 침투 방어층을 씌워

주었다[19]. 

     (1) Ti-Zr 층 

 저장용기 내벽에 Ti-Zr 합금을 진공에서 뿌려주어(vacuum plasma spraying) 얇은 층

(thin film)을 씌워준다. Ti-Zr 층을 입혀서 T이 저장용기 밖으로 확산되어 누출되지 않게 한

다[20]. 이를 응용하여 1차용기 외벽, 2차 용기 내벽, 외벽과 T2 이동관, 밸브, rupture disc, 저

장소(reservoir) 외부에 Ti-Zr 층을 씌워주어  T의 누출을 막을 수 있다. 

 T2 이동관(pipe)으로 T2 통과시 확산되어 누출되는 T를 처리하기 위해 T 통과관 외부

에 수소흡장 물질층을 두어 확산되는 T를 흡장하 다[21]. 또한 T 이동벽을 이중으로 하여 T

의 확산을 방지하고 확산된 T를 다시 포집하 다[22]. 이를 응용하여  저장용기의 2차 용기에 

ZrCo 흡장층을 두어 1차 용기에서 누출된 T2를 흡장처리할 수 있다. 또한 T2 이동 연결관

(pipe), 밸브와 1차 용기 외부 표면을 Zr-Ti 층으로 씌워주어 T가 확산되어 누출되는 것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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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다. 

     (2) 산화층(oxide layer)

 T 침투 방지막을 만들기 위해 산화층을 씌워 주는 방법이 있다[23]. 900~1000
o
C의 온

도하에 산화력이 낮은 조건에서 20mbar  부분 압력의 산화제 수증기를 사용하여 구조재에 산

화층을 씌워준다. 1차 용기 내부, 외부와 2차 용기 내, 외부에 산화층을 씌워주워 T 침투 방어

막을 형성할 수 있다. 

     (3) phosphate-coating

 T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T 침투력이 낮은 phosphate로 코팅해주는 방법이 있다

[14]. MnSO4, SiO2, Na2Cr2를 포함한 phosphoric acid 용액에 구조재를 넣고 최소 350
o
C로 가

열하여 코팅하 다. 이를 응용하여 1차 용기 내부, 외부, 2차 용기 내부, 외부와 T2 이동관

(pipe), 밸브 내부, 외부에 phosphate coating 해줄 수 있다. 

 1차 용기에서 T의 확산,과 누출을 최소화하고, 2차 용기에서 누출된 T를 포집하고 처

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T 확산과 누출을 방지 할 수 있다. 1차 용기의 내부 외부를 

phosphate coating이나 oxide layer로 T 침투 방어막을 형성할 수 있다. T 침투 방어막 위에 1

차 용기 외부, 2차 용기 내 외부에 Ti-Zr 층을 씌워주어 누출된 T를 흡장 처리할 수 있다. 또

한, T 이동관, 밸브, rupture disc, 보유관(reservoir)도 phosphate 층, oxide 층을 씌워주고 그위

에 Ti-Zr 층을 입혀 주어 T 침투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2차 용기의 He 냉각층 다음에 

1~2cm 정도의 ZrCo나 다른 수소 흡장재의 흡장층을 두어 누출된 T가 흡장되어 제거되도록 

할 수 있다. 

마. 1차 용기 재질

 ITER의 저장용기 설계에서 1차 용기 재료로 stainless steel을 사용한다. stainless 

steel 대신 열전도도가 높은 구리를 이용한 연구가 있다[25]. 구리를 사용함으로 stainless steel 

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사용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열전도도가 높은 Cu를 사용함으로 

stainless steel에 필요한 냉각제가 필요없다. 이를 응용하여 1차 용기 재료로 stainless steel 대

신 Cu를 사용할 수 있다. Cu 1차 용기를 사용함으로 1차 용기의 가열과 냉각 성능이 높아지고 

1차 용기 저장이 안전해 질 수 있다. 

바. 
3
He의 회수와 저장 

 ZrCo 저장 용기에 저장된 T2와 DT에서 T의 붕괴로 발생된 
3
He는 상업적 가치가 높

아서 회수하여 
3
He 저장 용기에 포집한다[5, 26]. ZrCo에서 생성된 He-3는 T2를 가열하여 탈

장시 15% 미만으로 유출된다. LTS 시스템의 10개 저장용기와 SDS 시스템의 20개 저장 용기

에서 매년 400L의 He-3가 포집된다. LTS 저장 용기에서 T2를 탈장하여 ISS로 보내어 T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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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3를 분리하고 T2 순도를 높인다. 분리된 He-3를 D2(T) ZrCo 저장 용기(scavenger bed)에 

순환하여 T를 흡착시켜 T없는 
3
He를 생성하여 

3
He 저장 용기에 모은다. 

사. ITER LTS 시스템과 장기 저장 용기 

     (1) ITER 장기 저장 시스템 

  ITER의 장기 저장 시스템(LTS)에서 1개의 장기 저장 용기 시스템 도면은 Fig. 9와 

같다[1]. T2를 주입구(inlet manifold, line 6-10-3802-T2)로 주입한다. 탈장시 가열기로 1차 

용기를 가열하여 탈장한 T2를 유출구(outlet manifold, line 6-10-3804-T2)로 유출하여 저장과 

운반 시스템(storage and delivery, SDS)의 T2 단기 저장 용기로 보낸다. 

ITER LTS 시스템

VM-10-3101

VA-10-3101

GB-10-3100

VM-10-3102

VA-10-3102

VA-10-3122 VA-10-3120

He feed

High vacuum

T2 feed

6-10-3802-T2

6-10-3801-He

16-10-3803-VAC

T2 유출구

T2 유출구

VM-10-3103

VM-10-3194

BD-10-3191

6-10-3804-T2

6-10-3805-T2

VA-10-3610

16-10-3806-VAC

VM-10-3602

VM-10-3620

VA-10-3618

VM-10-3900

VM-10-3601
DIRCA+S++

DZIS+

TIRCA+

TZIS+

HE-10-3110

VA-10-3612

VA-10-3612

VA-10-3601

Glove 
Box

1) T2 유입구

3) He 유입구

4) He 유출구, 진공관

2) T2 유출구

6) T2 보유관 이동

8) 가열기장기저장용기

5) 1차 용기 진공관

9) 진공부

Fig 9. ITER LTS bed in LTS system 

 2차 저장 용기에서는 100g의 T 저장에서 발생하는 T 붕괴열 0.321W/g을 제거하기 위

해 He을 He 공급선(manifold, line 6-10-3801-He)으로 공급하여 2차 용기를 He으로 채운다. 1

차 용기에 저장한 T2를 탈장하여 회수하기 위해 1차 용기 가열시 열이 2차 용기를 통해 러

브 박스로 빠져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2차 용기에 He을 진공관(manifold,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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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3803-VAC)으로 빼주고 진공화한다. T2 탈장과 회수후, 가열이 끝나면 바로 He으로 2차 

용기를 채워주어 1차 용기를 냉각한다. 1차 용기내에 수소 흡장 속도를 늦추는 불순물 가스

(blanketing gas)를 제거하기 위해 진공관(opening VA-10-3610)을 통해 진공 펌프로 빼낸다. 

모든 연결선을 진공화하기 위해 진공관(manifold, line 16-10-3803-VAC)과 여는 밸브(opening 

VA-10-3610, opening VA-10-3612)를 사용한다. 1차 용기의 과압을 방지하기 위해 rupture 

disc를 T2 유출관에 설치하여 과압 시 가스를 rupture disc를 통해 보유관(reservoir, 

BV-9-3000)으로 보낸다. 

 1) T2 유입구 2) T2 유출구 3) He 유입구(2차 용기) 4) He 유출구(2차 용기)  

 5) 1차 용기 진공관 6) 1차 용기 과압시 reservoir로 이동부 

 7) 진공부 8) 가열기 

 장기 저장 시스템(LTS) 

 1. 구성 요소 

  10개 장기 저장 용기 

  2개 T 이동 장기 저장 용기 

  2개 T 이동 보유관(reservoir) 

 2. 가열기

  10개 저장 용기와 2개 T 이동 저장 용기에 설치 

 3. 기구(instruments) 

 GOS, PIR, PIRS+, PZIS+, TIR, TZIS+/TI 

 4. 연결관(pipe) 

  pipe  

 5. 밸브(valve) 

  VA - 자동 valve (진공) 

  BD-10-3191  - 자동 valve 

  VM - 자동 valve (수소 이동)

  VM - 수동 valve 

     (2) ITER 장기 저장 용기 

 ITER 저장 용기 설계도에 따르면 100g(35mol)의 T2를 저장하는 ZrCo 저장 용기 크기

는 지름 450mm에 700mm 길이이다(그림 10)[1]. 30~200
o
C 정도의 T2를 저장 용기에 주입하여 

흡장하여 흡장하고, 가열로 탈장하여 300~400
o
C로 T2를 유출한다. 여분의 가열기 까지 2개의 

가열기를 1차 용기에 장착하여 1차 용기 표면과 1차 용기 안 ZrCo의 온도 측정계로 가열기를 

작동하고 제어하여 673K(400
o
C)에서 가열하여 탈장한다. 1차 용기의 온도를 적절히 조절하여 

적정 압력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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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2 이동 펌프는 metal bellow pump로 60L/min(380H*340W*220H)과 

30L/min(220H*110H*190H) 두가지를 사용했다. 진공 펌프는 250L/s의 TMP(3200dia*315H)를 

사용하 다. 

 ITER 저장 용기 설계는 다음과 같다[1]. 

200

1
6
5
.2

지
름

4
5
0

지
름

1 2
3

Stainless steel 304진공 외벽층3

Stainless steel 304열차폐판2

Stainless steel 3161차 용기1

재질구성 요소Num

Stainless steel 304진공 외벽층3

Stainless steel 304열차폐판2

Stainless steel 3161차 용기1

재질구성 요소Num

700

1차 용기 표면 온도 측정계

T2 유출구

T2 유입구

1차 용기 가열기 전원공급

Fig 10. Design of ITER storage bed  

1차 용기 

 재질: SS 316

 설계 온도: 600
o
C

 내부 압력: 0.5MPa

 외부 압력: 0.5MPa

 shell: 1.5mm 

 plate: 6mm

  2차 용기 

 재료: SS 304

 설계 온도: 60
o
C

 내부 압력: 0.4MPa

 외부 압력: 0.1MPa

 shell: 2.8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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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te: 10mm 

 He 냉각층 

  아. 일본 JAERI 100g T 저장 용기 

 일본 JAERI에서 개발한 저장과 운반 시스템의 단기 저장 용기의 설계 도면이다

(그림 5). 단기 저장 용기의 calorimetry인 1차 용기내 He 주입과 흐름관을 제외하면 장기 저

장 용기가 된다. 100g의 T2를 ZrCoT1.5로 저장하기 위해 3.5kg ZrCo를 1.5kg Cu를 1차 용기에 

담았다[3]. 1차 용기내 ZrCo의 변형을 막기 위해 T2 유출구를 진공펌프로 연결하여 압력을 낮

게 유지하 다. 

1차 용기 

 지름 139.8mm 길이: 220mm, 확장 길이: 320mm 

 2차 용기 

지름: 350mm, 길이  670mm 

 1차 용기 구성 요소 

  T2 주입관 

  T2 유출관 

  1차 용기 표면 온도 측정계

  1차 용기 표면 가열기

  1차 용기 가열관 전원 공급기 

 2차 용기 구성 요소 

  열 차폐관 5개 (SS304) 

  진공층 외벽(SS 304) 

자. 저장 용기의 처분 

 탈장후 저장 용기의 ZrCo와 1차 용기(stainless steel)에 T가 남아 있다. 400
o
C에서 T2

를 1bar로 급속 탈장시 0.04Ci/g의 T이 남아있다. T2 저장 용기를 재사용하기 위해 450
o
C까지 

가열하여 T2를 최대한 탈장하여 진공으로 빼내고 ZrCo를 재생(regeneration)하여 다시 사용한

다. T2 저장 용기를 최종 처분하기 위해 잔류 T를 제거하고 물리적, 화학적, 방사적으로 안전

한 상태로 전환한다[27]. 잔류 T를 제거하기 위해 고온으로 가열(isotopic swaping)한다. 가열

하는 탈장 처리의 횟수를 증가함으로 T 제거도가 높아진다. 하지만 60GBq 미만 값으로 낮아

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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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탈장 제거후 T2 저장 용기를 비활성화하기 위해 10%의 산소를 포함한 He 가스를  

저장 용기에 주입하고 478
o
C의 고온에서 200시간 동안 산화 반응시킨다. 온도가 276

o
C에서 

480
o
C.로 상승하면서 He-3와 T이 유출되고 CT4가 HTO로 산화된다. 산화후 molecular sieve 

5A로 저장 용기를 채워 HTO를 포집하여 저장 용기의  T를 제거하고 비활성화한다. 가열 탈

장(isotopic swaping) 방법보다 고온 산화의 비활성에 의한 T 제거율이 높았다. 

 T2 저장 용기에 잔류 T가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T2 저장 용기 처분의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ZrCo에 가능한 100%의 T2가 흡장되고  탈장되도록 흡장, 탈장 성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T2 저장 용기 stainless steel에 T이 확산, 침투되어 남지 않도록 T2 저장 용기 

내, 외부에 T2 침투 방어막 층 처리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3.  SDS, LTS 용기의 저장재 평가 

  가. ZrCo와 U의 성능 비교 평가 

 ITER-EDA에서 몇 년 간의 R&D를 통해 약 1996년 SDS, LTS에 D-T의 저장재로

 ZrCo을 선정하 다[30]. ITER 부지가 프랑스 카타라쉬로 정해지면서 유럽 연합측이 올해 

 2005년도부터 ZrCo 대신 U 사용을 주장하면서 ZrCo와 U중에 저장재 선정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ITER SDS에서 200Pam
3
/s의 D-T를 약 20년간 공급할 효율적인 저장재를 선

 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를 위해 U과 ZrCo의 성능 비교와 SDS와 LTS 적용의 적합도

 를 비교 평가하 다. 

  100g의 삼중수소를 효과적으로 흡장하고, 탈장하여 공급하기 위한 저장재는 다음 조건들 

  을 만족해야 한다[16]. 

     1) 흡장 성능 우수, 실내 온도에서 평형 압력이 매우 낮음

     2) 탈장 온도에서 탈장 성능 우수

     3) 탈장 온도가 낮아서 삼중수소 확산이 적음

     3) 흡장 속도와 탈장 속도가 빠름

4) Plateau 범위가 넓어서 일정 압력에서 흡장과 탈장이 가능해야 함 

5) 저장재에 구적인 T 저장량이 적어야 함 

6) 불순물들(CQ4, NQ3, Q2O, CO, CO2, Q=H, D, T)과 반응도가 낮아야 함

7) 공기와 산소와 반응도가 낮음, 발화도가 낮음 

8) 수명이 길어 장기적인 사용이 가능해야 함 

9) He-3 방출 향이 낮아야 함 

10) 변형되지 않아야 함

저장재로써 U의 다음의 장단점이 있다[3][4]. U은 세계적으로 핵융합 실험에 D-T 

연료 공급 저장재로 사용되어 왔고 성능이 입증되었다. U은 실내 온도에서10
-3
Pa 미만의 낮은 

평형압을 가진다. 또한, 실내 온도에서 UH2.92 정도까지 흡장된다. 흡장 속도와 탈장 속도가 높

다. 이에 반해 U은 감손 우라늄(Depleted Uranium)이지만 핵물질로 감마선을 방출한다. 또한 

U은 세계적으로 IAEA등에 의해 사용히 엄격히 통제되고 핵물질로 취급이 어렵다. U은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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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흡장/탈장으로 1um미만의 미세 입자가 되어 유입구와 유출구에 filter를 통해 확산될 염려

가 있다. 또한 U 분말이 실험이나 취급시 인체에 들어가면 치명적이다. U 파우더는 자연 발

화도가 높고 O2, N2, CH4등의 불순물들과 쉽게 반응한다. 또한 흡장시 약 75%의 부피 증가로 

용기에 구조적 변형과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감손 우라늄(DU)을 대체하기 위하여 대체 저장재로 ZrCo이 개발되어 R&D를 통해 

ITER SDS와 LTS의 저장 물질로 1996년 선정하 다. ZrCo는 비핵물질로 사용에 제한이 없

고, 공기와 불순물과 반응도가 낮아 상온에서 쉽게 다룰 수 있다. 또한 탈장 온도가 350
o
C로 

UHx의 430-450
o
C보다 낮아 수소 침투와 확산 방지에 유리하다. 수소 흡장시 부피 팽창율이 

20%로 U보다 작다. 이에 반해 ZrCo는 U보다 실내 온도에서 수소 평형압이 4*10
-3
Pa로 약간 

높고, plateau 범위가 U보다 짧아 ZrCoQ2까지 흡장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ZrCoQx(Q=H, D, 

T)가 375
o
C 이상의 온도와 평형압 이상의 압력에서 ZrH2와 ZrCo2로 변형되어 흡장 성능이 상

실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ZrCoQx에서 수소 공급시 350
o
C 이하의 온도에서 진공 펌프로 뽑

아주고, ZrCoQx를 350
o
C 미만의 온도와 저압력으로 유지해야 한다. 

UHx는 ZrCoHx보다 plateau 범위가 넓고 UH2.92까지 쉽게 흡장됨을 Fig 11c)에서 알수 

있다. 이에 반해 ZrCoHx는 Fig 11d)와 같이 plateau 범위가 좁고 ZrCoQ2까지 흡장된다.

ZrCoHx와 UHx의 성능을 표 1과 같이 비교하여 나타내었다[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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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1. Equilibrium pressure of UHx and ZrCoHx 
 
 Table 8.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between ZrCoHx and UHx

 

UHx ZrCoHx

방사성 핵물질 비핵물질

실내 온도에서 평형 압력 10
-3
Pa 4*10

-3
Pa

plateau 범위 H/U=0.01~2.96(473K) H/M=0.2~2.0(473K)

탈장 온도 430-450
o
C 300~350

o
C

흡장시 부피 증가도 75% 20%

흡장시 발열열(kJ/mol) 81~88 76.3, 81.7~90.4

입자 크기 <1um(확산 가능성) >1um

자연발화도
실내 온도에서 공기중 반응

고온에서 연소

ZrCo, ZrCoHx의 파우더는 

실내 온도에서 안전함

250
o
C 이상의 온도에서 

공기중 연소 반응 

불순물과 반응도 U이 ZrCo보다 반응도 높음

변형 없음
있음(400

o
C, 133kPa Q2, 

1일간 반응시 변형발생) 

재생
500

o
C에서 진공하에 10시간 

처리, 흡탈장 성능 완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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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rCo이 U 보다 불순물과의 반응도가 낮다. 높은 온도(430
o
C)에서 U은 O2, CO, 

H2O.와 반응도가 높다. 흡장된 불순물이 수소 흡장성능을 낮추고 수소의 흡장을 막는

다.[16][32] 

 U + 4/3O2 = 1/3U3O8 (450
oC)

2U + 3/2N2 =U2N3
      U+ 2H2O = UO2 + 2H2(250

o
C) 

4U + 6NH3 = 2U2N3 + 9H2(>300
o
C)

 ZrCo도 300
o
C 이상의 온도에서 CH4, N2, O2의 불순물과 반응하므로 탈장시 불

순물들이 없도록 해야한다. 하지만 ZrCo는 U보다 불순물과 반응도가 낮다. 

 탈장후 잔류된 삼중수소의 양은 ZrCo가 U보다 약간 많다. U은 450
o
C에서 탈

장시 거의 100% 공급된다. ZrCo는 탈장후 소량의 소량의 수소가 ZrCo에 남아 있다. 탈

장후 450oC에서 진공화하여 잔류된 수소의 양을 줄일수 있다(3*108BqT/gZrCo)[16]. 

ZrCoTx와 UTx에서 He-3의 방출율은 거의 비슷하다[16][33]. UTx에서 몇 년 동안 1% 

미만의 He-3가 붕출되고 몇 년 후에는 방출율이 증가하여 방출율과 생성율이 같아진다

[16]. ZrCoTx에서는 He-3의 방출율이 초기 2년간 3% 미만이고 3He/ZrCo가 0.15에 이

르면 방출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2년후에는 He-3 방출율이 25% 이상 증가한다[33]. 

ZrCo에 생성되어 갇힌 He-3는 매우 열적으로 안정하여 ZrCoTx에서 T 공급시 He-3가 

거의 없다고 볼수 있다. 600oC에서 생성된 He-3의 15%정도를 방출할 수 있다. 

 ZrCo는 25-350
o
C에서 여러번 가역적 흡장/탈장 성능을 유지한다. 375

o
C 이상에

서 ZrCoHx가 ZrH2와 ZrCo2로 변형되어 흡장/탈장 성능을 상실한다[17]. 변형된 ZrH2와 

ZrCo2를 500
oC에서 여러시간 동안 진공으로 처리하여 ZrCo로 완전히 재생할 수 있다. 

300
o
C 이상 온도에서 평형압력보다 낮은 압력에서는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ZrCoHx 변형은 350
o
C 미만에서 진공하에 탈장함으로 막을 수 있다. 또한 수년간 사용

후 약간의 변형 추정시 350oC에서 진공 펌프로 탈장후에 500oC에서 진공처리함으로 재

생한다. 350
o
C 이하 온도와 평형압 미만의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ZrCo SDS 용기에 과

열 방지 시스템과 고압방지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ZrCo는 이탈리아 SAES getter 회사에서 200g에 352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고가

이나, Zr와 Co에서 arc melting 방법으로 쉽게 제조할 수 있다. ZrCo는 용기 성능 실험

과 운반과 취급이 용이하다. 이에 반해 U은 감손 우라늄이지만 핵통제 물질로 사용이 

엄격히 통제되고 미국등의 회사에서 구입하여 사용하고, 취급과 운반에 여러 가지 제한

과 규정이 있다. 

  ITER SDS, LTS에 D-T 연료 공급 저장재로 ZrCo와 U의 선택은 ITER SDS, 

LTS의 성공적인 연료 공급과 성공적인 SDS, LTS 용기 공급, 운전과 폐기처분을 고려

하여 결정해야 한다. U을 저장재로 사용시 U 저장용기를 U 운반과 규제에 맞게 SDS, 

LTS 용기를 설계하고 공급해야 한다. 또한 U 사용시 U 파우더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하고 불순물 제거 장치를 사용하여 U용기에 공기나 불순물이 투입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또한 흡장시 부피 팽창으로 인한 구조적 손상을 최소화하여 용기를 설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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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ZrCo를 저장재로 사용시 변형을 막기 위해 350
o
C 미만의 온도에서 진공 펌프로 

탈장하고 저장 용기가 350oC를 넘지 않고 저압력으로 유지하기 위해 과온도 제어 시스

템과 고압방지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설치하고 운전해야 한다. 또한 수년동안 사용후 약

간의 변형 추정시 탈장후 500
o
C로 올려 진공하에 재생처리 해야 한다.   

나. ZrCo 변형 속도 평가 
 ITER SDS에 ZrCo로부터 D-T 연료를 성공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ZrCoQx가 

변형되지 않는 온도와 압력 범위에서 운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 ZrCoQx가 변형되는 온

도와 압력 범위와 속도를 평가하고 ITER SDS 용기의 안전한 운전 범위를 정해야 한

다. 400oC이상의 온도와 높은 압력에서 ZrCoHx가 다음과 같이 ZrH2와 ZrCo2로 변형된

다. 

  ZrCoHx -> 1/2ZrH2 + 1/2ZrCo2 + 1/2(x-1)H2                        

 
100*

)1(5.0
(%)

2Hx
pressurehydrogenincreasedrateionationDisproport

−
=

  ZrCo 변형율은 위 식과 같이 증가한 수소 압력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평형

압보다 낮은 수소 압력에서는 탈장 반응이 위의 반응보다 빠르기 때문에 변형이 관측되

지 않았다[34].

  ZrCoHx -> ZrCo + x/2H2

  1995년도에 S. Konish등이 400
o
C 이상의 온도에서 시간에 따른 ZrCoQx의 변

형율을 실험에서 Fig. 12와 같이 나타내었다[34]. 

 Fig 12. Rate of disproportionation of ZrCoHx  at 400-600
o
C 

 

  Avrami-Erofeev 식으로 시간에 따른 변형율을 계산하여 실험결과를 Fig. 13과 

같이 나타내었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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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б = 1 -exp {-(t/τ)
n
} 

 б : 수소 압력 변화율로 측정한 ZrCo 변형율  

 τ : 63.2%의 변형이 일어나가까지 반응시간

 t : 반응 시간,  -In(1-б) = (t/τ)
n
  , n=3 실험으로부터 도출한 값 

 Fig. 13. Evaluation of n in Avrami-Erofeev equation for evaluation of

disproportionation at 400-600
o
C

  실험 결과 400, 500, 550, 600
o
C 온도에서 n 값을 3으로 도출하 다[34]. 위 식

을 사용하여 온도와 수소 압력에 따른 63.2% 변형에 이르는 시간을 Fig. 14과 같이 평

가하 다[34].

 Fig. 14.  Consumed time until 63.2% disproportionation at 400-600
o
C and 

1000-3000torr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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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
o
C이상 온도와 높은 압력에서 변형반응이 빠르게 일어남을 알 수 있다. 

400oC와 1000torr 수소압력에서 25시간만에 변형이 시작되어 83.3시간후에 63.3%가 변

형되었다. 

 Konish등이 실험한 1000torr H2에서 400, 500, 550
o
C에서 63.2%의 변형까지 반

응시간의 결과를 Fig. 15와 같이 지수식으로 나타내었다. 

  Fig. 15. Reaction time until 63.2% disproportionation under 1000torr H2 

 1/τ(min) = 2*10
-11
*exp(0.0408*Temperature(

o
C)) 

  위식의 온도에 350, 300
o
C를 대입하여 1000torr H2 압력하에 시간에 따른 변형

율을 Fig. 16과 같이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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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6. ZrCo Disproprotionation at 300, 350, 400
o
C under 1000torr H2

 1000torr H2 압력과 350
o
C에서 10.3일후와 300

o
C에서 76.3일 후에 10%의 ZrCo 

변형이 예상된다. 실제 300, 350
o
C에서 평형압이 1기압(760.torr) 미만으로 변형 속도가 

더 느릴 것이다. 1000torr 수소 압력에서 온도에 따른 10% 변형율과 63.2% 변형까지 반

응시간을 표 9와 같이 나타냈다. ITER SDS에서 1일 8시간 연료 공급시 SDS 용기가 1

일 8시간동안 1000torr 수소 압력하에 250, 300, 350
o
C로 유지되는 가정하에 10% 변형

까지 반응시간을 계산하 다. 350
o
C에서는 30.9일후, 300

o
C에서는 237,.8일 후에 10%의 

변형이 예상되었다. 250, 300, 350
o
C에서 평형압은 1기압보다 낮기 때문에 10% 변형까

지 걸리는 시간은 표 9의 값보다 더 클 것이다. 

 Table 9. Expected reaction time of ZrCo disproportionation under 1000torr H2 

10% 변형* : ITER SDS에서 8시간/1일동안 1000torr의 수소 압력하에서 반응시  

10% 변형**: 1000torr의 수소압력하에서 24시간/1일 반응시

63.2% 변형***: 1000torr의 수소 압력하에서 24시간/1일 반응시 

온도 10% 변형* 10% 변형** 63.2% 변형***

250
o
C 1828.7일 609.6일 1290.6일

300
o
C 237.8일 76.3일 167.8일

350
o
C 31.7일 10.3일 21.8일

375
o
C 11.15일 3.72일 7.9일

400
o
C 4.92일 1.64일 3.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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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A의 TPL에서 300L 수소 저장 성능을 가진 2kg ZrCo SDS용기 사용시 5

년후에 30%의 성능 감소가 나타났다[34]. 변형된 ZrCo를 500oC에서 10시간동안 진공 

펌프로 재생처리한 후에 ZrCo의 흡탈장 성능을 완전히 회복하 다. ITER ZrCo SDS 

용기는 300
o
C 정도까지 ZrCoQx를 닫힌계에서 미리 가열하고 연료 공급시 300

o
C에서 

350oC로 올리면서 진공 펌프로 공급하기 때문에 ZrCo의 변형율은 위 예상 속도 보다 

더 낮을 것이다. ZrCo SDS 용기를 닫힌계에서 350
o
C이상 가열되지 않도록 과열방지 시

스템을 가동해야한다. 수년간 사용후 예상되는 ZrCo의 변형은 500
o
C 온도에서 진공하에 

재생하여 사용해야 한다. 혹은 ZrCo SDS 용기의 흡탈장 성능 저하없는 장기간 운전을 

위해 1년에 2-3번씩 탈장후 500
o
C로 올리면서 진공 펌프로 뽑아 재생 처리하여 ZrCo의 

예상되는 변형을 미리 방지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375
o
C와 350

o
C에서 ZrCo 변형 평가 실험 

  ITER SDS에서 성공적인 연료 공급을 위해 ZrCo SDS 용기 운전 조건에서 

ZrCo의 변형 속도를 평가하여 변형을 최소화하는 안전한 온도와 압력 범위를 도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375
o
C 약 396torr에서와 350

o
C 약 211torr에서 시간에 따른 변형율을 

실험 평가하 다. 

 (1) 실험 방법 

  ZrCo 변형 실험을 위해 Fig. 17의 실험 장치를 사용하 다. 

   Fig. 17. Experimental equipment for evaluation of ZrCo disproportionation

  전체 실험 장치는 Stainless steel로 실험장치 계통을 로터리 펌프로 1*10
-3
to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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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뽑고, TMP(turbo molecular pump)로 1*10
-6
torr까지 뽑아 고진공화하 다. ZrCo 

chunk(60.8wt% Zr, 39.2wt% Co, 1-2mm 두께, 10-15mm 너비)를 이탈리아의 SAES 

Getters 회사에서 구입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30.12cm
3
의 부피의 수직 실린더형 반응

기(내경 13mm, 두께 2mm, 높이 330mm)에 ZrCo chunk를 넣고 실험 장치에 연결하여 

반응 실험하 다. 수분과 산소 제거기를 통과한 고순도의 수소(99.999%)를 reference 용

기(2008cm
3
)와 manifold(134.4cm

3
)에 일정 압력으로 채운후 밸브를 열어 stainless steel 

필터를 통과하여 ZrCo와 반응시켰다. ZrCo 활성화와 탈장시 반응기를 가열하기 위해 

전기 가열기를 PID 조절기로 온도를 제거하여 사용하 다. K-type 온도 측정계로 반응

기 외벽에 부착하여 온도를 측정하 다. 수소 흡장과 탈장시 수소 압력 변화를 반응기 

위에 manifold에 부착된 MKS Baratron으로 측정하 다. 온도와 압력값을 Labview 프

로그램으로 시간별로 지속적으로 모니터 하 다. 

  ZrCo chunk를 진공하에 400
o
C에서 약 3시간 가량 처리하여 수분등의 불순물을 

제거하여 전처리한다. ZrCo chunk를 파우더화하기 위해 표 10-11와 같이 3-5번의 흡장 

탈장을 반복한다. 마지막으로 약 400oC에서 진공 펌프로 뽑아주어 ZrCo에 남은 잔류 수

소를 제거한다. 표 12-13과 같이 ZrCoH2.5까지 흡장후 닫힌계에서 350, 375
o
C로 올려 

375
o
C에서 5일간 350

o
C에서 약 90일간 압력 변화를 측정하 다. 수소 압력 변화로 정량

적으로 ZrCo 변형율을 계산하고, 변형 실험후 마지막 ZrCo 샘플을 XRD를 찍어 ZrH2와 

ZrCo2의 생성을 정성적으로 관측하 다. 

 

 Table 10. Powderization of 0.9g ZrCo for evaluation of disproportionation at 375oC

  Table 11. Powderiation of 10g ZrCo for evaluation of disproportionation at 350
o
C

 

전처리 400
o
C에서 TMP 펌프로 2시간 동안 뽑아줌 

흡장 1 [H2]initial = 785torr(30H/ZrCo), 100
o
C에서 반응 

흡장 2 [H2]initial = 785torr(30H/ZrCo), 실내 온도에서 반응

흡장 3 흡장 2와 같음 

각흡장후

탈장 3번 
350

o
C에서 로터리 펌프로 2시간 가량 뽑아줌 

전처리 At 400
o
C, under a TMP pumping for 3 hours

흡장 1 [H2]initial = 845torr(30H/ZrCo),  100
o
C에서 반응

흡장 2-5 [H2]initial = 844-849torr(30H/ZrCo), 실내 온도에서 반응

각흡장후

탈장 5번 
350

o
C에서 로터리 펌프로 3시간 가량 뽑아줌 

마지막 탈장 350
o
C에서 로터리 펌프로 3시간 가량 뽑아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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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2. Hydriding and measurement of disproportionation at 375
o
C 

 

 Table 13. Hydriding and measurement of disproportionation at 350oC 

 (2) 변형 실험 

  변형 실험 결과 375oC 396torr에서 Fig. 18-19과 같이 2일 후에 변형 반응이 

시작되어 5일후에 약 45%까지 변형되었다. 변형 반응 6일후 XRD로 분석 결과 ZrH2와 

ZrCo2의 생성이 Fig. 20과 같이 확인되었다.이 결과로부터 ZrCo용기 온도는 350
o
C 미만

으로 반드시 유지되고 350oC에서 과열되지 않도록 과온도 방지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운

전해야 함을 알 수 있다. 

 
Fig. 18. Pressure change at 375

o
C after hydriding of ZrCoH2.5 at room temperature 

흡장 [H2]initial = 1036torr(2.5H/ZrCo) 실내 온도에서 반응 

변형 반응
375

o
C로 30분 가열후 375

o
C에서 5일간 반응

manifold와 반응기에서 수소 압력 변화 측정(164.4cm
3
)

흡장 [H2]initial = 728torr(2.5H/ZrCo) 실내 온도에서 반응 

변형 반응

350
o
C로 60분 가열후 350

o
C에서 90일간 반응

 reference 용기와 manifold와 반응기에서 수소 압력 변화 

측정(2172.4m
3
)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0 1 2 3 4 5 6

Time(day)

P
(t

o
rr

)



- 45 -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0 1 2 3 4 5 6

Time(day)

D
is

p
ro

p
o
rt
io

n
a
ti
o
n
 r
a
te

(%
)

 Fig 19. Rate of disproportionation at 375
o
C  

 

 Fig 20. Detection of ZrCo, ZrH2, ZrCo2 by XRD analysis after disproportionation at 

375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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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1. Pressure change at 375
o
C after hydriding of ZrCoH2.5 at room temperature

 Fig 22. Rate of disproportionation at 35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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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
o
C 220torr에서 Fig 21-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44일 동안 변형없이 일정하

게 유지되다가 44일후 변형이 시작되어 100일후에는 약 17%의 변형이 있어났다. 이 

결과로부터 350
o
C에서 진공펌프로 탈장 공급함으로 최소 44일 동안 변형없이 없음을 

알 수 있다. 44일 후에는 변형이 일어나는 결과로부터 닫힌계에서 350
o
C로 미리 가열

하 다가 밸브를 열어 공급하는 것보다는 350oC보다 낮은 약 300oC 정도로 미리 가열

하 다가, 진공 펌프로 탈장된 수소를 공급하면서 300
o
C에서 350

o
C로 높이면서 공급함

으로써 높은 속도로 공급하면서 변형을 1년 범위 안으로 없도록 운전 할 수 있을 것

이다. 

 앞으로 실험은 ITER ZrCo SDS 용기의 수소 최대 탈장 온도인 350
o
C와 여러 

압력 범위에서 변형율을 평가하여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의 압력 분포를 도출

해야 한다. 또한 360, 370, 375oC의 온도와 여러 압력 범위에서 변형율 평가를 하여 온

도와 압력에 따른 변형율을 평가가 필요하다. ITER ZrCo SDS 용기의 안전하고 성공

적인 D-T 연료 공급을 위해 100-375
o
C 온도와 100-1000torr 압력 범위에서 변형율을 

이론적으로 실험적으로 계산 평가하여 안전한 ZrCo SDS 용기 운전 온도와 압력 범위

를 도출하고 과온도 방지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현해야 한다. 

 

 Fig 23. XRD analysis after disproportionation experiment at 35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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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ZrCo 활성화와 흡장속도 탈장속도 평가 

 ZrCo SDS, LTS 용기 성능 테스트시 필요한 ZrCo 흡장/탈장 실험을 위해  

ZrCo를 소형 반응기에 넣고 ZrCo 활성화, 파우더화, 흡장/탈장 실험을 수행하 다. 

 가. 실험 방법 

 ZrCo 흡탈장 실험을 Fig. 17의 실험 장치를 사용하 다[35]. ZrCo chunk를 소

형 반응기(30.0cm
3
)에 넣고, 400

o
C와 진공하에 열처리하여 수분등의 불순물을 제거하

고 표 15와 같은 조건에서 수소를 흡장/탈장하여 파우더화 하 다. 탈장 속도를 측정

하기 위해 ZrCoHx 흡장후 350oC로 가열하면서 탈장된 수소를 진공 펌프로 측정 용기

에 이동하여 MKS PR 4000 Baratron 압력 측정계로 수소 압력을 측정하여 공급된 수

소의 양을 계산하 다. 

   

  Table 14. Pretreatment of ZrCo chunk 

  Table 15. Four times hydriding/dehydriding on 1g ZrCo chunk 

 Table 16. Initial hydrogen pressure and temperature at first hydriding on 1g ZrCo 

chunk

 Table 17. Hydriding/dehydriding for powderization of 1g ZrCo chunk 

초기 수소 압력

전처리 없음  94.2kPa(0.0811mol, 24.35H/ZrCo)

전처리 함  10.7kPa(0.0097mol, 2.92H/ZrCo)

흡장시 초기 수소 압력 10.9kPa(0.0097mol)

흡장시 반응 온도 실내 온도(~26
o
C)

탈장 조건
30분 동안 350oC로 가열, 2시간 동안 350oC로 유지

탈장된 수소 진공 펌프로 제거

초기 수소 압력 초기 수소의 몰비 [H]/[ZrCo]  온도

1 10.7kPa 2.91 ~25
o
C

2 10.7kPa 2.91 25-100
o
C

3 10.7kPa 2.81 100
o
C

4 93,4kPa 12.25 ~25
o
C

5 93.4kPa 12.25 100
o
C

흡장 초기 수소 압력 온도

1 710kPa(0.0408mol) 100
o
C

2 710kPa(0.0408mol) 100
o
C

3 710kPa(0.0408mol) ~25oC

3번의 탈장
350

o
C로 30분 가열, 350

o
C에서 2시간 유지 

진공 펌프로 뽑아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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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 Initial hydrogen pressure of ZrCoHx(x=1.5, 2.0, 2.5, 2.8) hydriding 

 Table 19. Heating temperature and pressure measurement during dehydriding of 

ZrCoHx

 Table 20. Heating temperature and pressure measurement during preheating and 

delivery of ZrCoH2.0 

 Table 21. Heating temperature and pressure measurement during preheating and 

delivery of ZrCoH2.5  

 나. 실험 결과 및 고찰 

  (1). ZrCo chunk의 전처리와 파우더화 

 ZrCo chunk와 수소 반응 전에 ZrCo 표면에 수분등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400
o
C에서 진공 펌프로 3시간 정도 빼주어 처리하 다(Table 14). Fig. 23과 같이 전

처리하지 않고 ZrCo에 수소 반응시 17시간 후에 반응이 시작된 반면 전처리후에는 

0.5시간만에 반응이 시작되어 10시간만에 ZrCoH2.92로 흡장되었다. 이로부터 ZrCo 

chunk와 수소의 반응 전에 400-600
o
C로 진공하에서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전처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초기 수소 압력

1.5H/ZrCo 69.3kPa(0.0600mol)

2.0H/ZrCo 91.9kPa(0.0799mol)

2.5H/ZrCo 115.3kPa(0.0999mol)

2.8H/ZrCo 128.7kPa(0.1119mol)

온도 350
o
C로 60분 가열, 350

o
C에서 3시간 유지

압력
탈장된 수소를 진공 펌프로 뽑아 측정 탱크로 

이동하여 공급된 수소의 압력 측정 

시간 온도 진공 펌프 작동

0~51.2뷴 28-272.9oC
작동 안함 

(탈장된 수소 반응 용기와 manifold에 갇혀 있음)

51,2-240뷴 272.9-340.5
o
C 작동(진공 펌프로 탈장된 수소 뽑아줌)

시간 온도 진공 펌프 작동

0~55.6뷴 28-287.6
o
C

작동 안함 

(탈장된 수소 반응 용기와 manifold에 갇혀 있음)

55.6-240뷴 287.6-337.4
o
C 작동(진공 펌프로 탈장된 수소 뽑아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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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4. Effect of pretreatment before ZrCo hydriding 

 

 전처리하여 1회 수소 흡장후, 350
o
C로 가열하여 진공 펌프로 수소를 제거하여 

탈장하 다. 이후 3번더 수소 흡장/탈장을 반복하 다(Table 15). Fig. 24와 같이 흡장

/탈장이 반복될수록 chunk가 파우더화 됨에 따라 흡장 속도가 빠라짐을 알 수 있다. 

흡장이 반복될수록 최대 흡장되는 수소의 양이 감소되는 것은 350
o
C에서 탈장시 흡장

된 수소가 100% 제거되지 않고 ZrCo에 잔류되어 있는 수소의 향으로 추정된다. 

Fig. 25  에서 4번의 흡장시 발열열로 인한 온도 상승 속도가 흡장 속도에 비례함을 

알 수 있다. 4번의 수소 흡장/탈장뒤 파우더화된 ZrCo의 입도 분석 결과 Fig. 26과 같

이 0.5-123um의 입도분포를 나타냈고, XRD 분석결과 ZrCo2와 ZrH2는 검출되지 않았

다(Fig.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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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Rate of hydriding during four times hydriding/dehydriding on 1g ZrCo 

chunk 

  Fig. 26. Temperature change during four times hydri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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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7. Distribution of particle size after four times hydriding/dehydriding on 1g 

ZrCo chu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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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8. XRD analysis after four times hydriding/dehydriding on 1g ZrCo chunk 

 
 ZrCo chunk에 1회 수소 흡장시 흡장 속도를 높이기 위해 반응하는 수소의 양

(압력)과 온도를 Table 16과 같이 달리하여 흡장 속도를 평가하 다. Fig. 29와 같이 

실내 온도보다 100
o
C의 온도에서, 초기 수소 압력(수소의 양)이 높을수록 흡장 속도가 

빨라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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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 Hydriding rates at various temperature and pressure at first hydriding on 

1g ZrCo chunk 

 위의 결과로부터 ZrCo chunk를 빠른 속도로 파우더화하기 위해 표 17의 조건

에서 수소 흡장/탈장을 수행시 Fig. 30과 같이 속도 증가를 나타냈다. 

0

0.5

1

1.5

2

2.5

3

3.5

0 1 2 3 4 5 6

Time(min)

A
m

o
un

t 
o
f 
ab

so
rb

e
d 

hy
dr

og
en

 H
/Z

rC
o

F irst h ydrid ing
Se con d hydrid ing

Th ird h ydrid ing

 Fig. 30. Hydriding rates at high pressure and high temperature on 1g ZrCo chu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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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결과로부터 이후 ZrCo chunk의 활성화를 위해 400
o
C와 진공하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전처리후 100oC에서 25-30H/ZrCo의 수소를 유입하여 1회 흡장하고 350oC에

서 3시간 정도 진공 펌프로 탈장하 다. 이후 실내 온도에서 25-35H/ZrCo 수소를 반

응하여 흡장하고 350
o
C 진공하에 탈장하여 2-4번 정도 흡장/탈장을 반복하여 파우더

화 하 다. 마지막 탈장후 잔류수소를 제거하기 위해 400oC에서 진공 펌프로 처리하

다. 

  (2) ZrCoHx의 흡장 속도와 탈장 속도 

 ZrCoHx의 최적 x 값을 정하기 위해 ZrCoHx(x=1.5, 2.0, 2.5, 2.8)의 흡장 속도

와 탈장 속도를 평가하 다(표 18). Fig. 31-32와 같이 흡장되는 수소의 양(xH/ZrCo)

이 많을수록 흡장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었다. 2.8H/ZrCo의 수소 흡장시 19.1torr의 수

소(0.0022mol)가 흡장되지 않고 남아있었다. 최대 수소 흡장범위가 ZrCoH2.92 정도이고 

탈장시에는 ZrCoH0.0까지 완전히 수소가 제거되지 않는다고 연구되었다[36]. 

2.8H/ZrCo의  수소 흡장시 수소가 완전히 흡장되지 않은 것은 그전 수소 흡장후 

350
o
C에서 진공 펌프로 탈장시 수소가 완전히 탈장되지 않고 잔류되어 있어 다음 흡

장되는 수소의 양에 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ZrCoHx 흡장시 발열 반응으로 온도가 Fig. 33과 같이 150-200oC까지 증가하

다. 공기중에서 흡장시 용기 온도가 200
o
C 미만으로 ZrCo 변형에 안전하 다. ITER 

SDS 용기는 1차 용기를 2차용기가 진공층을 형성하여 둘러싸서 100g 삼중수소 흡장

시 온도가 300oC 미만으로 유지되도록 설계하고 검증해야 한다. 

 위 실험에서 ZrCoH1.5 ~ ZrCoH2.5 범위에서 수소를 흡장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ZrCoTx는 ZrCoHx 보다 평균 압력이 높아 일본 JAEA TPL에서는 

ZrCoT1.7-ZrCoT1.8를 최대 흡장값으로 정하 다[6]. 

  

Fig. 31. Pressure change during hydridings of ZrCoHx(x=1.5, 2.0, 2.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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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2. Rates of hydriding of ZrCoHx(x=1.5, 2.0, 2.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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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3. Temperature change during hydridings of ZrCoHx 

 ZrCoHx 흡장후 350
o
C로 60분간 가열하면서 진공펌프로 탈장된 수소를 측정 

용기에 이동하여 공급된 수소의 양을 Fig. 34와 같이 측정하 다(표 19). 350
o
C에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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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60분 후에 약 50%의 수소가 공급되고, 350
o
C에서 30분후에 거의 100% 공급됨을 

알 수 있다. ZrCoHx에서 탈장 속도는 Fig. 35와 같이 350oC에 도달한 60분후에 

0.05-0.06L/분(0.083~0.1Pam
3
/s)의 최대 속도를 나타났다. 흡장된 수소의 양이 많을수

록 공급 속도가 높음을 표 22에서 알 수 있다. 12g ZrCoHx의 공급 속도에서 3.5kg 

ZrCo ITER SDS 용기의 최대 공급 속도를 비례값으로 14.6~17.5L/min 

(24.21~29.17Pam
3
/s)로 추정할 수 있다. 

 탈장시 흡열 반응으로 온도 상승이 지연됨을 Fig. 36에서 알 수 있다. 

ZrCoH1.5에서 탈장시보다 ZrCoH2.0, ZrCoH2.5, ZrCoH2.8에서 탈장시 탈장되는 수소의 양

에 비례하여 온도 상승 지연이 더 오래됨을 알 수 있다. 

  

 Fig 34. Delivered hydrogen during dehydridings of ZrCoHx 

 Table 22. Average delivery rate from ZrCoHx 

ZrCoHx 평균 공급 속도

X=1.5 0.012L/min(0.02Pam
3
/s)

X=2.0 0.016L/min(0.027Pam3/s)

X=2.5 0.02L/min(0.034Pam
3
/s)

X=2.6 0.022L/min(0.037Pam
3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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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5. Delivery rate during dehydrings of ZrCoHx  

 Fig 36. Temperature changes during dehydridings of ZrCoHx  

 (3) 일정 온도로 가열후 공급시 공급 속도 증가 평가 

 Fig. 35에서 350
o
C로 60분간 가열시 초기 20분 동안 100

o
C까지 증가시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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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속도가 낮다. 공급하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 표 20-21과 같이 용기를 270-280
o
C

로 가열후 밸브를 열어 진공 펌프로 공급하 다. ZrCoH2.0으로 흡장후 공급속도를 미

리 가열하여 공급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Fig. 37-38과 같이 비교하 다. 

278-340
o
C 범위에서 초기 최대 공급속도가 0.33L/min(0.55Pam

3
/s)로 25-350

o
C 범위에

서 최대 공급속도 0.05-0.06L/분(0.083~0.1Pam3/s) 보다 6배 정도 높았다. 초기 공급속

도 이후 공급속도는 두 경우 같았다. ZrCoH2.5 흡장후 약 280
o
C-350

o
C에서 공급속도를 

ZrCoH2.0 흡장후 278-340
o
C에서 공급속도를 Fig. 39와 같이 비교 평가하 다. ZrCoH2.5

에서 최대 공급속도는 0.6L/min(1Pam3/s)로 ZrCoH2.0에서 보다 2배 정도 높았다. 약 

280
o
C의 온도로 가열후 공급속도와 실내 온도에서부터 350

o
C로 가열하면서 공급시 평

균 속도가 표 23과 같았다.  

 위 실험에서 흡장된 수소의 양(xH/ZrCo)이 많을수록 350oC 미만의 높은 온

도 범위에서 공급속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로부터 ITER SDS ZrCo 용

기에서 ZrCoQx(Q=H, D, T)를 250-300
o
C 로 미리 가열한 후 연료 공급시 밸브를 열

어 300-350oC로 온도를 높이면서 공급하는 것이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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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7. Delivered hydrogen at 278-340oC after heating 278oC from ZrCoH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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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9. Comparison of delivery rates at 278-340
o
C from ZrCoH2.0 and ZrCoH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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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3. Average delivery rate of ZrCoH2.0 and ZrCoH2.5 

 다. 결론 

  ZrCo chunk의 최적 활성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ZrCo chunk를 400-600
o
C에서 진공 펌프로 처리하여 수분 등의 불순물을 제거

   한다. 

 2) 100
o
C에서 많은 양의 수소(25-30H/ZrCo)를 ZrCo chunk와 반응하여 흡장한다. 

 3) 실내 온도에서 350
o
C로 가열하면서 진공 펌프로 탈장된 수소를 5시간 이상 

   제거한다. 

 4) 2번째 흡장부터 실내 온도에서 많은 양의 수소((25-30H/ZrCo)와 반응하여 흡장한  

   다. 

 5) 3)-4)와 같이 흡장/탈장을 5번 정도 반복한다. 

 6) 마지막 탈장후 잔류 수소를 제거하기 위해 400-600
o
C로 가열하면서 진공 펌프로  

    3-5시간 정도 뽑아 처리한다. 

  ZrCoHx(x=1.5, 2.0, 2.5, 2.8)의 흡장 결과 ZrCoH1.5-ZrCoH2.5의 범위에서 효

과적으로 수소가 흡장됨을 알 수 있었다. ZrCoTx는 ZrCoDx와 ZrCoH보다 평형 압력

이 높아 ZrCoT1.5를 최적 흡장 범위로 설정하 다. 

 ZrCoHx(x=1.5, 2.0, 2.5, 2.8) 흡장후 25-350
o
C에서 진공 펌프로 수소 공급시 최대 공

급 속도는 8.3E-03 Pam
3
/s/g-ZrCo.이었다. 용기를 약 280

o
C로 미리 가열후 280-340

o
C

에서 진공 펌프로 공급시 최대 공급 속도는 ZrCoH2.0에서  4.6E-02 Pam
3
/s/g-ZrCo, 

ZrCoH2.5에서 8.3E-02 Pam
3
/s/g-ZrCo로 높아졌다. 이로부터 ITER SDS 용기의 약 

3kg의 ZrCo에 ZrCoT1.5 흡장후 최대 공급 속도가 10~30Pam
3
/s/g-ZrCo가 됨을 예측할 

수 있다. 

  앞으로 소형 SDS 용기를 사용하여 ZrCoHx에서 흡장 속도와 탈장 속도를 측

정하고, 높은 온도 범위에서 탈장 속도 증가도를 평가하여 흡장과 탈장 조건을 최적화

할 것이다.

공급시 온도 범위 평균 공급 속도

ZrCoH2.0 25 - 350ºC 0.016L/min(0.027Pam
3
/s)

ZrCoH2.0 273 - 350ºC 0.053L/min(0.089Pam
3
/s)

ZrCoH2.5 25-350ºC 0.02L/min(0.034Pam
3
/s)

ZrCoH2.5 288 - 350ºC 0.086L/min(0.143Pam
3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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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TER ZrCo SDS 용기의 설계 개념

  가. SDS 용기의 성능, 구조와 설계 요건 

     ITER SDS 용기는 다음 4가지 기능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LTS 용기에서 

오는 D-T 연료를 흡장한다. 또한, 연료 공급하여 D-T 연료가 반응로에서 반응후 순

환된 D-T연료가 ISS(isotope separation system)에서 처리후 보유관으로 보내지고 남

은 여분의 D-T를 SDS 용기에 흡장한다. 토카마 실험로에 마지막 연료 공급후에 ISS

에서 생성된 D-T를 SDS 용기에 흡장하여 저장한다. 둘째, SDS에서 연료 주입 시스

템(GIS, gas injection system)에 450초와 3000초 동안 200Pam
3
/s D-T를 공급하기 위

해 90%T-10%D, 50%T-50%D와 D(0.6%T)를 SDS 용기에서 보유관(reservoir)로 연

료 공급전 미리 채우고, 연료 공급 도중 D-T를 보충해준다. 셋째, SDS 용기에 저장

된 삼중수소(T)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 1차 용기에 설치된 He loop에 He 가스를 순환

하여 삼중수소 붕괴열을 측정한다. 8~12시간내에 약 1-3%의 정확도로 측정 가능해야 

한다. 넷째, 2차 용기에 He 가스를 순환하여 삼중수소 저장시 붕괴열을 제거하고, 탈

장후 가열열을 제거하고, 활성화와 재생시 500
o
C 로 가열된 1차용기를 냉각한다. 

 Fig. 40. ITER ZrCo SDS 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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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1. Cross-section of ITER SDS bed 

 ITER SDS 용기는 Fig. 40-41와 같이 ZrCoQx(Q=D,T)를 담은 1차 용기와 단열

과, 냉각의 기능을 제공하는 2차 용기로 구성된다. 수평형 용기로 ZrCo에 D-T 흡장시 

약 25%의 부피 팽창을 수용하도록 하고 공극부피(free volume)는 약 30% 정도이다. 

D-T 연료 공급을 위해 1차 용기 내부 튜브에가열선을 20
o
C 정도에서 300-350

o
C로 가

열시 ZrCoQx로 열전달을 촉진하기 위해 1mm 두께와 98mm 지름(1차 용기 내경 

100mm)의 니켈 핀(Nickel fins)을 1cm 간격으로 설치하 다. JAERI SDS 용기에 사

용된 ZrCoQx 사이에 Cu balls을 섞어 넣는 것은 열전달 효과가 미비하다고 하고, 

ZrCo와 Cu의 분리도도 고려하여 사용하지 않기로 하 다. 1차 용기는 약 3.5kg의 

ZrCo에 약 100g의 삼중수소가 흡장된 ZrCoT1.5와 D-T 유입과 유출을 위한 2개 이상

의 0.5um의 필터와 삼중수소 양을 측정하기 위한 He loop로 구성된다. 1차 용기 내부 

튜브에는 Cartridge 형의 가열기와 온도 조절을 위한 온도 측정계가 설치된다. 고장시 

정상적 작동을 위해 2개의 가열선과, 2개 이상의 온도 측정계를 설치한다.

 2차 용기는 안벽과 외벽으로 구성된다. 2차 용기 안벽 내부에는 단열을 위해 4

개 정도의 열차폐판으로 1차 용기를 둘러싸고, 열차폐판에 구멍(holes)을 뚫어 2차 용

기 안벽 내부로 진공을 걸어준다. 또한 1차 용기에 삼중수소 붕괴열과 탈장등을 위한 

가열후 가열열을 제거하기 위해 He 가스를 2차 용기 안벽에 순환하여 빠르게 냉각한

다. 2차 용기 안벽과 외벽사이에도 진공을 걸어주어 SDS 용기에서 SDS 러브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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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삼중수소의 침투를 안전하게 막고, 단열의 기능을 제공한다. 1차 용기에서 2차 용

기 안벽으로 침투된 D-T는 He 가스를 2차용기 안벽내로 순환하여 제거한다. 

 ITER SDS 용기에 D-T 흡장, 탈장, 활성화(400-500
o
C, 진공하에 ZrCo 파우더 

표면의 불순물 제거), 재생(regeneration, 변형된 ZrH2와 ZrCo2를 500
o
C, 진공하에 

ZrCo로 복원), 저장 삼중수소 양의 측정(accountancy), 침투된 D-T 회수의 각각의 경

우 2차 용기에 단열을 위한 진공이나, 냉각을 위한 He 가스 순환을 표 24와 같이 한

다.

 Table 24. Operation state in the secondary vessel according to various operation   

 conditions of primary vessel 

 1차 용기 내에 삼중수소 양을 측정하기 위한 He loop와 2차 용기 안벽내의 가

스 순환과 2차 용기 완벽안의 진공화를 Fig. 42와 같이 한다. 진공으로 단열 기능을 

제공하고, He 가스를 순환하여 침투된 D-T 가스를 회수하여 ZrCo 용기에 순환하여 

제거한다. 

1차 용기 온도 2차 용기 2차 용기

흡장시 200-300
o
C 진공 흡장 후 

1) 진공

2) He 가스 

순환하여 냉각

탈장시 300-350
o
C 진공 탈장 후

1) 진공

2) He 가스 

순환하여 냉각

활성화 500
o
C 진공 활성화 후

1) 진공

2) He 가스 

순환하여 냉각

재생 500
o
C 진공 재생 후

1) 진공

2) He 가스 

순환하여 냉각

삼중수소 양 

측정시
200-300

o
C 진공

삼중수소 양 

측정 후 

1) 진공

2) He 가스 

순환하여 냉각

저장시 50-80oC
He 가스 

순환하여 냉각

2차 용기로 침투된 D-T 

He 가스 

순환하여 

침투된 D-T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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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2. He gas circulation and vacuum operation in ITER SDS bed

 나. ITER SDS 용기의 구조 설계 요건 

 ITER SDS 용기의 재료, 설계 온도와 설계 압력은 다음과 같다. 1차 용기, 2차 

용기 안벽, 2차 용기 외벽은 압력 용기로 ASME-VIII 코드에 맞추어 설계해야 한다. 

또한, 1차 용기, 2차 용기 안벽, 2차 용기 안벽의 설계 온도와 설계 압력은 다음과 같

다. 

 

 Table 25. Materials of SDS bed

1차 용기, 2차 용기 안벽, 2차 용기 외벽 

설계 최대 온도 = 600oC

최대 운전 온도 = 500
o
C

 작동 온도 = 20-500
o
C

 최대 압력 = 5기압

SS316L 1차 용기, 2차 용기 내벽, 2차 용기 외벽
SS304 열차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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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압력 = 진공

 작동 압력 = 진공 ~ 1.8bar*1 

 rupture disc에 의한 최대 가능 압력 <2.8 압력 

 
*
1 : SDS reservoir에서 GIS(gas injection system, 연료 주입 시스템)으로 공급 압력 

1.2bar의 150%) 

 다. ITER SDS 용기의 열해석 

 SDS 용기에서 N2 가스로 채워진 SDS 러브 박스로 D-T 침투를 최소화하기 

위해 SDS 용기 외벽 온도가 100
o
C 미만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설계한 SDS 용기

에 HEATING 7.3의 열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용기의 온도 분포를 계산하여 평가

하 다. D-T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1차용기를 350oC로 가열시 2차 용기의 외벽 온도

가 100
o
C 미만이 되는지 평가하 다. 

 

 (1) 열해석 모델과 경계 조건 

 SDS 용기 열해석시 다음 조건들이 평가되었다. D-T 연료를 탈장하여 공급시 1

차 용기 가열선 부분이 350
o
C로 높아지고 3-4시간 정도 유지된다. 탈장시 흡열 반응

으로 인한 열소모를 고려하고, 가열선에서 니켈 핀(Nickel fins)을 통한 ZrCoQx로의 

열전달 효과를 평가하 다. 또한 탈장시 2차 용기에 열차폐판, 내벽과 외벽 사이는 진

공층으로 단열되어 외벽 온도가 100
o
C 미만이 되는지 평가하 다. 공기중에서 ZrCo 

파우더에 붙은 수분등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약 500-600oC에서 진공하에 열처리

하여 활성화한다.. ITER ZrCo SDS 용기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운전되지만, 변형 

발생전에 변형 잠재도(incubation period)를 제거하거나, 10년 이상 운전후 변형 예상

시 ZrH2, ZrCo2를 500
oC에서 진공하에 처리하여 ZrCo로 완전히 복원한다. 활성화를 

위해 500-600
o
C로 온도를 올리거나, 재생하기 위해 500

o
C로 가열시 D-T 가스는 없는 

상태로 외벽 온도가 100
o
C 미만을 만족하지 않아도 D-T 침투 문제는 없다. SDS 용

기에 흡장된 약 100g의 삼중수소를 1일 이상 저장시 삼중수소 붕괴열에 의한 SDS 용

기 분포를 평가하여 2차 용기 안벽내에 He 가스를 순환하여 효과적으로 냉각해야 한

다. 

 SDS 용기 열해석 모델은 Fig. 43-44와 같다. SDS 용기의 중심축에서 상하 대

칭이므로 원형 좌표계의 r축(세로)과 z축(가로)으로 모델화 하 다. 모델은 176개의 단

위 직사각형(regions)과 7784개의 점(nodes)으로 구성된다. 경계 조건으로 1차 용기 내

부 튜브에 가열선의 온도가 1시간에 350, 600oC로 온도가 상승되고 3시간 이상 유지시 

시간에 따른 SDS 용기의 온도 분포도를 계산하 다. 1차 용기 내에서는 가열선에서 

ZrCoQx로 전도에 의해 열이 전달되고 니켈 핀이 열전달을 촉진한다. 2차 용기에 열차

폐층, 안벽, 외벽 사이는 진공층으로 복사에 의해 열이 전달된다. 외벽은 러브 박스

에 N2와 접해있어 자연 대류와 복사에 의해 열이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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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3. Model for heat analysis on ITER SDS bed

 Fig 44. Boundary conditions for heat analysis on ITER SDS 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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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S 316,SUS 304, 니켈, ZrCo의 열전도도와, 열 용량, 도는 표 26-29와 같다

[37-39]. 

 Table 26. Thermal properties of SUS 316

 Table 27. Thermal properties of SUS 304 

 Table 28. Thermal properties of Nickel 

 

 Table 29. Thermal properties of ZrCo

 2차 용기에 복사열 계수는 Stainless steel의 반사율(emissivity)를 0.3으로 가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 다.

Q=A * a * e * (T1
4
-T2

4
)

 A: area 

 hr = e*a 

 e= 0.3(emissivity)

 a=5.669*10
-8
W/m

2
K
4
(Stefan-Boltzmann constant)

 T1: higher temperature

 T2: lower temperature

온도(K) 열전도도(W/moC) 열용량(J/kgK) 도(kg/m3)
300 13.2 468

8238
400 15.2 504
600 18.3 550
800 21.3 576
1000 24.2 602

온도(K) 열전도도(W/moC) 열용량(J/kgK) 도(kg/m3)
300 14.9 477

7900
400 16.6 515
600 19.8 557
800 22.6 582
1000 25.4 611

온도(K) 열전도도(W/moC) 열용량(J/kgK) 도(kg/m3)
300 90.7 444

8900
400 80.2 485
600 65.6 592
800 67.6 530
1000 71.8 562

열 전도도(W/moC) 평균 열 용량 도(kg/m3)
0.662 355.3 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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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 1.7007*10
-8
W/m

2
K
4

 복사 계수는 반사율(emissivity)에 따라 표 30과 같이 달라진다. 

 Table 30. Radiation coefficient according emissivity

 외벽 온도를 80
o
C(350

o
C로 1차 용기 가열시)로 가정하여 자연 대류 계수를 계산

하 다. 

 hnc(surface)= Nud*k/d

 Nu=c(GrPr)
m 
                                                

 Gr=g b (∆T)d3/v2

 SDS 저장용기 외벽 온도 Ts가 80
o
C인경우(350

o
C로 1차용기 가열시)

  T∞=20
o
C

  Tf=(Ts+T∞)/2=(80+20)/2=50
oC(323K)

 Table 31. Properties of air and N2 at 50
o
C  

 

 b=1/Tf=1/323K=0.003096K
-1

 d=0.336m

 Ra=GrPr

 Ra=g b(∆T)d
3
/ν
2
*Pr

   =(9.8m/s
2
)(0.003096K

-1
)(∆T)(0.336)

3
/(1.825*10

-5
m
2
/s)
2
*0.713

   =2.4638*10
6
*∆T

외벽온도 80
o
C와 N2 온도 20

o
C의 60

o
C 온도 차이에서 Ra의 값이 1.4783*10

8
으

로 10
4
~10

9
 범위에 해당하여 식 Nu=c(GrPr)

m
에서 c는 0.53, m은 1/4의 값을 가진다.  

Ra=2.4638*10
6
*60 =1.4783*10

8

  Nud=0.53(GrPr)
0.25

Emissivity hf(W/m3/K)
0.36 2.0408*10-8

0.3 1.7007*10-8

0.2 1.1338*10-8

0.1 0.5669*10-8

K(W/moC) ν(m2/s) Pr
공기 0.0275 1.77*10-5 0.710
N2 0.0277 1.825*10-5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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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3*(2.4638*10
6
*∆T)

0.25

    = 21.0*∆T0.25

 Hnc=KNu/d= 0.0277*21.0*∆T
0.25
/0.336=1.73*∆T

0.25

 SDS 용기 운전 각 경우에 외벽 온도에 따른 자연 대류 계수는 표 32와 같다. 

 Table 32. Natural convection coefficient according to temperature on outer wall

 

  100g 삼중수소 붕괴열에 의한 열 발생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 다. 

100g*(1mol/6.032g)*(580.23Ci/mol)=961903.8Ci 

961903.8Ci*(3.7*10
10
disintegrations/s)*(5.69keV/disintegration)

= 2.025*1017keV/s

2.025*10
17
keV/s*1.602*10

-16
W/(1keV/s) = 32.4W/100g T

시간에 따른 100g 삼중수소의 붕괴열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hf(반감기)=12.33year

    λ(붕괴 상수,decay constant) = In2/hf=In2/12.33yr = 1.78*10
-9
s
-1

    R(t)=Ro*exp(-λt) = 32.4exp(-1.78*10-9*t(s)) 

 약 3600g의 ZrCoT1.5의 부피는 약 1330.08cm
3
로 열발생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

다. 

    hg=32.4/(1.33008*10
-3
W/m

3
)*exp(-1.78*10

-9
*t(s)) 

      = 2.4359*104W/m3exp(-1.78*10-9*t(sec))

 D-T를 탈장하여 공급시 흡열 반응으로 인해 열이 소모된다. 100g의 삼중수소 

탈장시 2681kJ의 열이 소모된다. 

  ZrCo + 1/2T2 -> ZrCoT - 80.45kJ/mol(T)

  80.45kJ/mol(T)*33.3mol(T)=2681.7kJ

      350
o
C로 ZrCoQx를 가열하여 공급시 97%의 수소가 1시간 안에 공급되고, 3%의 

수소가 그후 1시간 안에 공급되었다[6]. 이때 열 소모율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 다. 

조건 외벽 온도(oC) hnc(W/m3/oC)
저장시 100g 삼중수소 붕괴열 50 1.7656*∆T0.25

350oC로 ZrCoQx 가열시 80 1.73*∆T0.25

500oC로 ZrCo 가열시 120 1.126*∆T0.25

600oC로 ZrCo 가열시 150 1.103*∆T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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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oC로 1시간 가열후 1시간동안 소모열= -2681.7kJ*0.97= -2601.25kJ

그후 1시간 동안 소모열 = -2681.7kJ*0.03= -80.45kJ 

350
o
C로 1시간 가열후 1시간동안 열 감소율

= -2601.25kJ/3600sec/(1.33*10-3)m3= -543.3*103W/m3  

그후 1시간동안 열 감소율

= -80.45kJ/3600sec/(1.33*10
-3
)m
3 
= -16.8*10

3
W/m

3 

  닫힌계에서 ZrCoT1.5를 20
o
C에서 350

o
C로 1시간 가열시 100g의 삼중수소 붕괴

열로 2.4359*10
4
W/m

3
의 열이 발생된다. 그후 350

o
C에서 1시간 동안 97%의 삼중수소 

탈장시 -543.3*103W/m3의 열이 소모되고, 그후 350oC에서 3%의 수소 탈장시 

-16.8*10
3
W/m

3
의 열이 소모된다. 탈장시 ZrCoQx에서 열 발생율과 열 소모율은 Fig. 

45와 같다. 

 

-600000

-500000

-400000

-300000

-200000

-100000

0

100000

0 1 2 3 4 5

Time(hr)

h
e
a
t 

g
e
n
e
ra

ti
o
n
 a

n
d
 c

o
n
s
u
m

p
ti
o
n
(W

/m

 Fig. 45. Heat consumption rate during 100g tritium dehydriding 

(2) SDS 용기에 열해석 결과 

  SDS 용기의 중간 높이에서 Fig. 46의 r 방향으로 온도 분포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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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 vessel Heat barriers Inner wall Outer wall

Ni fins ZrCoTx
15 55 78 8898 108 133 168

(mm)

 

Fig. 46. Composition from the center of SDS bed to the outer wall of SDS bed

  탈장시 1차 용기 안벽을 20
o
C에서 350

o
C로 1시간 가열후 3시간 이상 350

o
C로 

유지시 SDS 용기의 온도 분포도는 Fig. 47과 같다. 1시간 동안 350oC로 가열후 1차 

용기 중간 지점 온도는 300
o
C로 1차 용기 외벽안 ZrCoQx의 온도는 280

o
C까지 높아졌

다. 97%의 삼중수소 탈장시 소모열로 인해 2시간후 ZrCoQx의 온도는 1시간 후와 같

았다. 3시간후 1차 용기 외벽 안 ZrCo의 온도는 340oC까지 높아졌다. 외벽 온도는 4시

간후 40
o
C 미만으로 유지되어 350

o
C에서 탈장시 외부로 D-T 침투는 문제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차 용기에서 2차 용기 안벽 안에 열차폐층 사이의 진공층으로 

D-T 침투는 분석되어야 한다. 침투된 D-T는 2차 용기 안벽 내부에 열차폐판 사이에 

있는 구멍(holes) 사이로 He가스를 순환하여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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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 Temperature distribution on SDS bed during dehydriding at 35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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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rCo 파우더에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활성화시 1차 용기 안벽 온도를 20
o
C에

서 600oC로 1시간만에 올려서 3시간 이상 유지시 SDS 용기 온도 분포는 Fig. 48과 

같다. 외벽 온도는 150
o
C 보다 낮고 100

o
C 보다 높지만, D-T가 없는 상태로 D-T 침

투의 문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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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8. Temperature distribution on SDS bed during activation at 60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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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9. Temperature distribution on SDS bed by 100g tritium decay    

                 heat during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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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 동안 100g 삼중수소 붕괴열에 의한 SDS 용기 온도 분포는 Fig. 49과 

같다. 삼중수소는 반감기가 12.3년으로 1-30일간 붕괴열은 거의 같다고 보고, 100g 삼

중수소 붕괴열에 의한 열발생율이 같다고 가정하여 정상상태에서의 SDS 용기 온도 

분포를 계산하 다. 정상 상태에서 1차 용기내 ZrCoT1.5의 온도는 290
o
C 정도까지 높

아졌다. 외벽 온도는 50oC까지로 D-T 침투는 문제시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11시

간후 ZrCoT1.5의 온도가 150
o
C로 높아지고, 최대 온도가 290

o
C까지 높아지는 것으로부

터 100g 삼중수소 저장시 2차 용기 안벽 내에 He 가스를 순환하여 ZrCoT1.5의 온도를 

100oC 미만으로 유지하여 1차 용기내 D-T 가스를 낮은 압력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

함을 알 수 있다. 

 

 (3) SDS 용기에 열해석 결론

    설계한 SDS 용기에 HEATING 7.3 프로그램으로 열해석을 수행하여 탈장

시와 100g 삼중수소 저장시에 외벽 온도가 100
o
C 미만을 만족하여 D-T 침투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지 평가하 다. 350oC로 탈장시 ZrCoQx 온도는 300oC로 높아지고, 외벽 

온도는 40
o
C 미만으로 유지되어 용기 밖으로 D-T 침투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1차 용기에서 2차 용기 안벽 내부열차폐판 층 사이로 D-T 침투는 앞으로 분석이 필

요하고, 침투된 D-T는 He 가스를 순환하여 제거해야 한다. ZrCo 파우더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활성화를 위해 600
o
C로 가열시 외벽 온도가 150

o
C 정도까지 높아졌으나 

D-T가 없는 상태로 D-T 침투는 문제되지 않는다. 100g 삼중수소 저장시 ZrCoQx의 

온도는 최대 290oC까지 높아지고 외벽 온도는 약 50oC 정도로 침투 문제는 없었다. 

ZrCoQx의 온도를 290
o
C에서 100

o
C 미만으로 낮추어 낮은 압력으로 D-T를 저장하기 

위해 2차 용기 안벽 내에 He 가스를 순환하여 냉각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저장시 삼중수소 붕괴열과, 탈장시 350oC 가열열, 활성화와 재생시

500-600
o
C로 가열후 가열열을 제거하기 위해 2차 용기내 He 가스 순환을 시간에 따

라 최적화하기 위한 열해석이 필요하다. 위의 열해석은 HEATING 7.3 프로그램을 이

용한 원통 좌표계에서 r-z 축의 2차원 열해석이나, ANSY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3차

원 해석을 하여 D-T 유입구와, 유출구, 파이프를 통한 열전달을 계산하여 보다 정확

한 열해석을 하여 SDS 용기 설계를 최적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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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ITER ZrCo LTS 용기의 설계 개념

   가. ZrCo LTS 용기의 기능과 구조

    LTS 시스템에는 약 10개의 ZrCo 용기가 설치된다[1]. LTS 용기는 다음 4가지 

경우에 작동된다. 첫째, 외부에서 공급된 삼중수소를 받아서 저장하여 450초 연료 공

급 실험전에 SDS 용기에 보낸다. 둘째, 450초 연료 공급 실험인 BPP(basic 

performance phase) 후에 3000초 연료 공급 실험인 EPP(extended performance 

phase)로 전환되기 전에 연료 주기(entire fuel cycle system)에서 생성된 90%T10%D

를 ISS를 통해서 받아서 저장한다. EPP 실험 전에 LTS에서 용기에서 SDS 용기로 

90%T10%D를 공급한다. 셋째, ITER의 Hot cell에서 생성된 HDT를 TEP와 ISS를 통

해 철리하여 생성된 90%T10%D를 LTS 용기에 저장한다. 토카마 반응로 1벽(first 

wall)에 삼중수소의 침투등으로 SDS 용기에 총 삼중수소 양이 감소될때 LTS 용기에

서 여분의 연료를 SDS 용기에 공급한다. 넷째, ITER 실험로를 BPP, EPP의 실험후 

종료시 생성된 삼중수소를 LTS 용기에 저장하여 다음 핵융합 실험이나 핵융합 데모

(Demo)에 연료로 사용한다.  

  Fig. 50. ITER LTS bed  

 

    LTS 용기는 SDS 용기보다 단순하다. 20-25년간 SDS 용기는 30,000번 이상 작

동되지만 LTS 용기는 10번 정도 작동된다. LTS 용기는 삼중수소 양을 측정하는 용

기내 칼로리미터(calorimetry)가 없고, 빠른 공급 속도가 필요치 않아 유입구 필터와, 

유출구 필터 2개로 단순하고, 탈장을 위한 가열후 빠른 냉각도 필요치 않다. LTS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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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구성도는 Fig. 50-51.과 같다. 1차 용기 중심에 내부 가열 튜브, D-T 연료 유입 필

터, D-T 연료 유출 필터로 구성되고, SDS 용기와 달리 He loop와 열전달을 촉진하는 

니켈 핀이 없다. 2차 용기는 열차폐판이 없이 진공상태를 유지하여 1차 용기에 단열 

기능을 제공하고 냉각을 위해서는 He 가스를 0.5기압 정도로 채워 대류와 전도에 의

해 1차 용기의 온도를 낮춘다. 2차 용기 외벽에는 Stainless steel 핀(1-2mm 두께, 약 

50mm 높이)을 3-5cm 간격으로 설치하여 LTS 용기에 냉각 가스의 순환없이 자연 냉

각하여 장기간 저장시 삼중수소 붕괴열을 효과적으로 제거한다. 

    1개의 LTS 용기에 100g의 삼중수소를 1년 이상 장기간에 저장시 1차 용기 온도

를 100
o
C 미만이 되도록 운전시 낮은 평형압을 유지하기 위해 ZrCoT1.5을 흡장값으로 

설정하 다. LTS 용기에 삼중수소 공급시 높은 공급 속도가 필요치 않으므로 탈장온

도를 250-300oC로 설정하 다. 

 

 Fig 51. Cross-section of ITER LTS bed 

 

나. ZrCo LTS 용기의 열해석 

    LTS 용기 외벽 표면위에 Stainless steel 핀(fins)의 최적 숫자와 간격, 두께, 높

이를 결정하기 위해 열해석이 필수적이다.  D-T 연료의 침투를 막기 위해 LTS 용기 

외벽 온도를 100-150
o
C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Fig. 52과 같이 LTS 용

기의 1차 용기에서 2차 용기와 Stainless steel 핀까지 온도 분포를 계산하 다. 

HEATING 7.3 프로그램으로 원통좌표계에 r 축으로 잡아 계산하 다. 1차 용기 온도

가 350
o
C일때 Stainless steel 핀의 간격이 5cm 일때와 3cm 일때 정상 상태에서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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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가 Fig. 53와 같이 계산되었다. 

 Fig. 52, Cross-section of heat analysis on LTS bed  

  Fig 53. Temperature distribution during dehydriding on LTS bed

   외벽 온도는 150
o
C 보다 낮고, Stainless steel의 온도는 100

o
C 보다 낮았다(표 

33). Stainless steel 핀을 5cm 간격보다 3cm 간격으로 설치할 때 온도가 10~20
o
C 낮

아져 냉각에 더 효율적임을 알 수 있었다. 



- 77 -

 Table 33. Temperature of outer wall and end of SS fins from 350
o
C primary 

vessel of LTS bed 

    앞으로 원통형 좌표계에서 r-z축의 2차원 모델에서 LTS 용기 탈장 온도인 

250-300
o
C로 온도로 1차 용기 내부 튜브에 가열선으로 가열시 시간에 따른 온도 분포

를 계산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탈장시 1차 용기내 가열 속도와 시간에 따른 2차 용기

의 외벽 온도 상승도를 평가하여 보다 정확한 계산을 통해 LTS 용기 설계를 최적화

해야 한다. 또한 LTS 용기에 약 100g의 삼중수소를 1년 이상 장기간 저장시 삼중수

소 붕괴열에 의한 1차 용기 온도와 2차 용기 외벽 온도 분포에 대한 열해석을 하여 

ZrCoQx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2차 용기에 He 가스를 채워넣어 냉각하는 등의 냉각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외벽의 온도 Stainless steel 핀 끝의 온도
5cm 간격당 9개의 SS fins 

설치시 
 148oC 97.6oC

3cm 간격당 14개의 SS 

fins 설치시 
 124oC 85.4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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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저장용기 시제품 제작 가능 업체 기초 조사

       

1.  저장용기 제조 가능업체   

  조달 가능 업체는 원자력 등급의 품질 제조가 가능한 업체이다.(표6) 기본적으로 대학이나 

연구소는 조달 가능 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고로 조달 가능 업체는 제작은 가능하나, 개념 

및 기본설계 그리고 저장 특성 시험 등은 독자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 곳이 한 곳도 없다. 

개념 및 기본설계 그리고 저장 특성 시험 능력은 본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확보될 것이다.

Table 6. 조달 가능 업체 목록[28]

업  체  명

인
증
서
번  
호

주      소

적
용
기
준

인     증     범     위 최초인증일
유효기간

(주)경성정기

M N

-21

3

부 산 광 역 시 

강서구 송정

동 1603-1

녹산국가산업

단지 25B - 

6L

MN

- 2,3,MC 등급 용기 및 2,3 

등급 저장탱크와 그 부품, 부

속물 및 

지지물의 제조

- 2,3 등급 배관반조립품의 

제조

- 상기 품목과 관련한 철강

재료, 비철금속재료 및 용접

재료의 공급

2003.5.19

2003.5.19~2006.5

.18

(주)대우건설

/철구사업소

S N

-21

8

강원도 원주

시 문막읍 반

계리 2238

SN

- 내진1급 강구조물의 구성품

과 부속물의 제작

- 재료업체로서 상기 품목과 

관련된 금속재료의 공급

2003.6.30

2003.6.30~2006.6

.29

대우조선해양

(주)

N N

-10

4

경상남도거제

시 아주동 1

번지

MN

- 1,2,3 등급 배관반조립품과 

그 부품의 제조

- 재료업체로서 상기 품목과 

관련한 철강 및 비철금속재료

의 공급

1999.8.20

2002.8.20~2005.8

.19

S N

-10

5

경상남도 거

제시 아주동 

1번지

SN

- 격납구조 구성품(강재라이

너, 관통부조림체 등)과 부속

물의 제작

- 내진1급 강구조물의 공장조

립 및 그 구성품과 부속물의 

제작

- 재료업체로서 상기 품목과 

관련한 철강 및 비철금속재료

의 공급

1999.8.20

2002.8.20~2005. 

8.19

두 산 메 카 텍 M N 경남 창원시 MN - 1,2,3,MC 등급 용기 및 그 199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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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09

7

신촌동 64

경남 창원시 

대원동 82

부품과 부속물, 용가재를 사

용한 튜브제품, 

지지물 및 그 부품, 2,3등

급 탱크 및 그 부품과 부속물, 

1,2,3등급

배관반조립품의 제조

- 1,2,3,MC 등급 기기 및 

보조품목의 공장 조립

2002. 6. 3~2005. 

6. 2

S N

-09

8

경남 창원시 

신촌동 64

경남 창원시 

대원동 82

SN

- 콘크리트격납구조 구성품과 

부속물의 제작(강재라이너에 

한함)

1999.6.3

2002. 6. 3~2005. 

6. 2

두 산 중 공 업

(주)

M N

-12

1

경상남도 창

원시 귀곡동 

555번지

MN

- 1,2,3,MC등급 용기, 밸브, 

지지물, 관통구, 1,2,3등급 배

관반조립품, 

용가재를 사용한 튜브제품, 

2,3등급 저장탱크, 1등급 제

어봉구동

하우징, CS등급 노심지지

구조물과 그 부품 및 부속물의 

제조

- 1,2,3등급 기기와 그 부

품 및 부속물, 배관반조립품 

및 지지물의 

공장조립

- 재료업체로서 상기 품목

과 관련한 철강재료, 비철금

속재료 및 

용접재료의 공급

1999.11.16

2002.10.15~2005.

11.15

E N

-12

2

경상남도 창

원시 귀곡동 

555번지

EN

- 원자력발전소 전기1급 저압

스위치기어, 금속외함모선, 

전동기제어반, 

인버터, 전원절체스위치, 

전원공급분전반, 제어반 (주

제어반, 공기조화

계통제어반, 보조/현장제어

반)의 제작

- 원자력발전소 전기1급 디

젤발전기의 공장조립

1999.11.16

2002.10.15~2005.

11.15

S N

-12

3

경상남도 창

원시 귀곡동 

555번지

SN

- 내진1급 강구조물의 공장조

립 및 그 구성품과 부속물의 

제작

1999.11.16

2002.10.15~20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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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성 에 바 라

(주)

M N

-08

8

경남 창원시 

웅남동 43-1
MN

- 2,3등급 펌프와 그 부품, 부

속물, 배관반조립품 및 지지

물의 제조

- 재료업체로서 상기 품목과 

관련한 철강재료, 비철금속재

료 및 

용접재료의 공급

1999.1.1

2002.1.1~2004.12

.31

LG전선(주)

M N

-16

5

경기도 군포

시 당정동 

200 번지

MN

- 2,3,MC등급 용기 및 그 지

지물, 부품과 부속물의 제조

- 상기 품목과 관련된 철강재

료, 비철금속재료 및 용접재

료의 공급

2000.12.19

2003.12.19~2006.

12.18

E N

-16

6

경기도 군포

시 당정동 

200 번지

EN

- 전기1급 제어반 공기조화

기, 송풍기, 댐퍼 및 냉동기의 

제작

2000.12.19

2003.12.19~2006.

12.18

- 콘크리트격납구조의 금속제

품 구성품과 부속물의 제작

- 재료업체로서 상기 품목과 

관련한 철강재료, 비철금속재

료 및 

용접재료의 공급

D N

-12

4

경상남도 창

원시 귀곡동 

555번지

MN

SN

- 철금속계 주조품 및 단조품

의 제조

- 철강재료, 비철금속재료 및 

용접재료의 공급

1999.11.16

2002.10.15~20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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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케 이 테 크

(주)

M N

-22

7

부 산 광 역 시 

사상구 괘법

동 568-17

MN

- 2,3등급 라인밸브 및 그 부

품과 부속물의 제조

- 1,2,3등급 배관반조립품, 

1,2,3,MC등급 용가재를 사용

한 튜브제품 및 

용기 부품과 부속물의 제조

- 재료업체로서 표준지지

물과 카다로그품목(설계포

함), 볼트류, 이음쇠, 

플랜지의 제조 및 철강재

료, 비철금속재료 및 용접재

료의 공급

2003.12.16

2003.12.16~2006.

12.15

(주)무진기연

M N

-19

4

광 주 광 역 시 

광산구 안청

동 734-7번

지

MN

- 1,2,3등급 펌프부품과 부

속물, 배관반조립품 및 

1,2,3,MC등급 지지물 및 

그 부품, 용가재를 사용

한 튜브제품의 제조. 단, 

설계업무는 제외함.

- 재료업체로서 상기 품목과 

관련된 철강재료, 비철금속

재료의 공급

2002.7.29

2002.7.29~2005.7

.28

범 우 이 엔 지

(주)

M N

-22

8

경남 함안군 

군북면 장지

리 165-2
MN

- 1, 2, 3, MC등급 용

기 및 그 부품과 부속물

의 제작

- 1, 2, 3, MC등급 용

가재를 사용한 튜브제품

의 제조

- 2,3등급 저장탱크와 

그 부품과 부속물의 제조

- 1, 2, 3등급 배관계통 

및 배관반조립품의 제조

- 재료업체로서 상기 품목과 

관련된 철강재료, 비철금속

재료 및 

용접재료의 공급

단 창원공장(경남 창원시 

신촌동 67-12)에서는 제작공

정만 수행하는 조건 임.

2003.12.16

2003.12.16~2006.

12.15

S N

-22

9

경남 함안군 

군북면 장지

리 165-2
SN

- 격납구조 구성품 및 부속물

의 제작(강재라이너에 한함)

- 재료업체로서 상기 품목과 

관련된 철강재료, 비철금속재

료 및 

용접재료의 공급

단 창원공장(경남 창원시 

신촌동 67-12)에서는 제작공

정만 수행하는 조건 임

2003.12.16

2003.12.16~200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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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한금속공업

(주)

M N

-08

5

경남 창원시 

신 촌 동 

192-1

MN

- 1,2,3등급 밸브 및 그 부품

과 부속물의 제조

- 재료업체로서 주강품의 제

조 및 상기 품목과 관련한 철

강재료, 

비철금속재료, 용접재료의 

공급

1999.1.1

2002.1.1~2004.12

.31

삼 성 중 공 업

(주)

S N

-21

2

제1공장 : 

경상남도 거

제시 신현읍 

장평리 530

제2공장 : 

충청남도 당

진군 신평면 

도성리 456

SN

- 내진1급 강구조물의 구성품

과 부속물의 제작

- 재료업체로서 상기 품목과 

관련된 금속재료의 공급

2003.5.19

2003.5.19~2006.5

.18

(주)삼신

M N

-09

9

충남 천안시 

두정동 63-6

충남 천안시 

성정동 23-2

MN

- 1,2,3등급 밸브 및 그 부품

과 부속물의 제조

- 재료업체로서 철 및 비철금

속계 주조품, 단조품, 관이음

쇠, 용가재를

사용하지 않는 튜브제품, 

볼트류, 플랜지의 제조 및 공

급

1999.7.22

2002. 7.22~2005. 

7.21

새한엔텍(주)

M N

-18

8

부 산 광 역 시 

강서구 송정

동 1629-8

MN

- 2,3등급 라인밸브(계장용)

의 제조

- 1,2,3,MC등급 기기(펌프제

외)의 부품과 부속물ㆍ용가재

를 사용한 

튜브제품ㆍ지지물 및 1,2,3

등급 배관반조립품의 제조

- 재료업체로서 이음쇠ㆍ

플랜지ㆍ표준지지물 및 카다

로그 품목의 제조

- 재료업체로서 상기품목

과 관련한 철강재료ㆍ비철금

속재료 및 

용접재료의 공급

2002. 3.20

2002.8.8~2005. 

3.19

(주)서진인스

텍

M N

-12

5

서울시 성동

구 성수2가 

317-18

MN

- 1,2,3등급 유체조절기, 유

량제한기 및 오리피스판의 제

조

- 재료업체로서 상기 품목과 

관련한 철강재료, 비철금속재

료 및 

1999.11.16

2002.10.15~2005.

11.15



- 83 -

용접재료의 공급

(주)서흥금속

M N

-10

8

경기도 안산

시 신길동 

1080-1번지

MN

- 1,2,3등급 단조밸브 및 그 

부품과 부속물의 제조

- 재료업체로서 단조품, 철 및 

비철금속계의 관이음쇠와 플

랜지의 제조 

및 공급

1999.8.20

2002. 8.20~2005. 

8.19

㈜성광벤드

M N

-09

1

부산시 강서

구 송정동 

1720

MN

- 용가재를 사용한 1, 2, 3, 

MC등급 튜브제품, 1, 2, 3등

급 배관반조립품 

및 CS등급 노심지지구조물

의 부품과 부속물의 제조

- 재료업체로서 철 및 비철

금속계의 플랜지류, 이음매 

없는 관이음쇠와

용가재를 사용하지 않은 용

접관이음쇠의 제조

- 재료업체로서 상기 품목

과 관련한 철강재료ㆍ비철금

속재료 및

용접재료의 공급

1999.3.25

2003. 9. 2~2005. 

3.24

(주)성진지오

텍

M N

-22

2

울 산 광 역 시 

남구 성안동 

20-1번지

울 산 광 역 시 

울주 온산 처

용 134

울 산 광 역 시 

울주 온산 원

산 919

MN

- 용기와 그 부품, 부속물 

및 지지물(1,2,3,MC등

급), 저장탱크와 그 

부품, 부속물 및 지지물

(2,3등급), 용가재를 사

용한 튜브제품

(1,2,3,MC등급), 배관반

조립품(1,2,3등급)의 제조

- 재료업체로서 상기 품

목과 관련된 철강재료, 비철

금속재료 및 

용접재료의 공급

2003.8.14

2003.8.14~2006.8

.13

S N

-22

3

울 산 광 역 시 

남구 성안동 

20-1번지

울 산 광 역 시 

울주 온산 처

용 134

울 산 광 역 시 

울주 온산 원

산 919

SN

- 격납구조 구성품과 부속물

(강재라이너)의 제작

- 재료업체로서 상기 품목과 

관련된 철강재료 및 용접재료

의 공급

2003.8.14

2003.8.14~2006.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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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산업(주)

M N

-09

5

경남 진주시 

진성면 천곡

리 77-10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길

성리 905

MN

- 1,2,3,MC등급 용가재를 사

용한 튜브제품, 지지물 및 

1,2,3등급

배관반조립품의 제조(표준

지지물의 설계포함)

- 1,2,3,MC등급 품목의 공

장조립

- 1,2,3등급 배관계통과 

1,2,3,MC등급 기기부품, 부

속물, 지지물의 

현장설치 (현장심사조건)

- 재료업체로서 표준지지

물과 카다로그 품목의 제조

(설계포함) 및 

철강재료,비철금속재료,용

접재료의 공급

1999.6.3

2002. 6. 3~2005. 

6. 2

(주)세대기산

M N

-22

5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

리 

본 산 준 공 업 

지구 8B 

1-1L

MN

- 1,2,3,MC등급 용기 및 그 

부품과 부속물, 용가재를 사

용한 튜브제품, 

2,3등급 탱크 및 그 부품과 

부속물, 1,2,3등급 배관반조

립품의 제조

- 1, 2, 3, MC등급 기기 및 

보조품목의 공장조립

- 재료업체로서 상기 품목

과 관련된 철강재료, 비철금

속재료 및 

용접재료의 공급

2003.12.16

2003.12.16~2006.

12.15

S N

-22

6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

리 

본 산 준 공 업 

지구 8B 

1-1L

SN

- 콘크리트격납구조 구성품 

및 부속물의 제작(강재라이너

에 한함)

- 재료업체로서 상기 품목과 

관련된 철강재료, 비철금속재

료 및 

용접재료의 공급

2003.12.16

2003.12.16~2006.

12.15

(주)센추리

M N

-17

5

충청남도 아

산시 탕정면 

동산리 1번지

MN

- 3 등급 용기 와 그 지지물, 

부품 및 부속물의 제조

- 재료업체로서 상기 품목과 

관련한 철강재료, 비철금속재

료 및 

용접재료의 공급

2001.11.9

2001.11.9~2004.1

1.8

E N

-17

충정남도 아

산시 탕정면 
EN

- 원자력발전소 전기1급 제어

반, 공기조화기, 댐퍼 및 냉동

2001.11.9

2001.11.9~2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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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동산리 1번지 기의 제작 1.8

(주)신신기계

M N

-16

4

부산시기장군 

정관면 예림

리 940-13

MN

- 2,3등급 펌프 와 그 부품, 

부속물 및 지지물의 제조

- 재료업체로서 철, 비철금속

계 및 용접재료의 공급

2000.12.19

200312.19~2006.

12.18

신우공업(주)

M N

-10

9

경기도 김포

시 풍무동 

92-65번지

MN

- 2,3등급 용기, 라인밸브 

및 압력방출밸브와 그 부

품 및 부속물의 제조 (단, 

압력방출밸브의 용량인

증시험 데이터를 협회에 

등록하는 조건)

- 2,3등급 지지물 및 그` 부품

의 제조(설계 제외)

- 2,3등급 유체조절기 및 유

량제어기의 제조

- 재료업체로서 철강재료, 비

철금속재료 및 용접재료의 

공급

1999.9.7

2002. 9.7~2005. 

9.6

신한기계(주)

M N

-19

5

울 산 광 역 시 

울주 온산 우

봉 117

MN

- 1,2,3,MC등급 용기 및 

그 부품과 부속물, 용가

재를 사용한 튜브제품, 

지지물 및 그 부품, 2,3

등급 탱크 및 그 부품과 

부속물, 1,2,3등급 배관

반조립품의 제조

2002.7.29

2002.7.29~2005.7

.28

S N

-19

6

울 산 광 역 시 

울주 온산 우

봉 117

SN

- 격납구조 구성품과 부속물

의 제작(금속제품에 한함)

- 내진1급 강구조물의 구성품

과 부속물의 제작

2002.7.29

2003.10.23~2005.

7.28

씨씨아이(주)

M N

-23

0

경기도 김포

시 풍무동 

26-17

MN

- 1,2,3 등급 라인밸브와 그 

부품 및 부속물의 제조

- 재료업체로서 상기 품목과 

관련된 철강재료, 및 비철금

속재료의 공급

2003.12.16

2003.12.16~2006.

12.15

(주)에스제이

엠

M N

-22

0

경기도 시흥

시 정왕동 

1284-2번지

MN

- 2,3,MC 등급 부품, 부속물 

및 배관반조립품의 제조(신축

이음)

- 재료업체로서 상기 품목과 

관련된 철강재료, 비철금속재

료 및 

용접재료의 공급

2003.7.16

2003.7.16~2006.7

.15

(주)원일티엔

아이

M N

-14

0

경기도 시흥

시 정왕동 

1269-4/5번

지 

시화공단 3나 

105/106

MN

- 2,3,MC등급 용기 및 그 부

품과 부속물의 제조

- 2,3,MC등급 용가재를 사용

한 튜브제품의 제조

- 상기품목과 관련된 용접재

료를 포함한 금속재료의 공급

1999.12.30

2002.12.30~200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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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슨산업

M N

-15

2

충청남도 천

안시 수신면 

장산리 803

MN

- 1,2,3등급 기기부품과 부속

물, 배관반조립품 및 지지물

의 공장조립

- 용기 부품과 부속물, 지지물

과 그 부품(이상 1,2,3, MC등

급), 펌프 및

밸브 부품과 부속물, 배관

반조립품, 용가재를 사용한 

튜브제품(이상 

1,2,3등급) 및 저장탱크 부

품과 부속물(2,3등급)의 제조 

: 지지물의 

설계 포함

- 재료업체로서 철강재료, 

비철금속재료 및 용접재료의 

공급

   ※ 해외 공급자로부터의 

재료 구매업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4번지"에서 수행

2000.5.17

2001.9.29~2004.9

.28

(주)일신밸브

M N

-21

1

경기도시흥시 

정 왕 동 

1244-2번지

1나 703호

MN

- 1,2,3 등급 라인밸브와 그 

부품 및 부속물의 제조

- 2,3 등급 압력용기와 그 부

품 및 부속물의 제조

- 2,3 등급 배관반조립품 및 

유체조절기/유량제어기의  제

조

- 재료업체로서 철 및 비철

금속계 주조품, 단조품, 

관제품, 볼트류, 

이음쇠, 플랜지의 제조 및 

공급

2003.4.8

2003. 4. 8~2006. 

4. 7

㈜일진정공

M N

-23

8

울산시 울주

군 온산읍 화

산리 412-7

MN

- 1,2,3등급 용기 및 2,3

등급 저장탱크와 그 

부품, 부속물 및 지

지물, 1,2,3,MC등

급 용가재를 사용한 

튜브제품과 1,2,3등

급 배관반조립품의 

제조

- 상기품목과 관련한 철강재

료, 비철금속재료 및 용접재

료의 공급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동 

757-5번지에서의 기

계가공 및 재료시험 업

무 포함)

2004.4.19

2 0 0 4 . 4 . 1 9 

~2007.4.18

S N 울산시 울주 SN - 격납구조 강재라이너 200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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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9

군 온산읍 화

산리 412-7

의 제작

- 상기품목과 관련한 철강재

료, 비철금속재료 및 용접재

료의 공급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동 

757-5번지에서의 기

계가공 및 재료시험 업

무 포함)

2 0 0 4 . 4 . 1 9 

~2007.4.18

정우산기(주)

M N

-17

8

충남 천안시 

수신면 신풍

리 210번지

MN

- 2,3등급 용기, 저장탱크 및 

그 부품과 부속물의 제조

- 용가재를 사용한 튜브제품 

및 배관반조립품(이상 2,3등

급)과 2,3 및 

MC등급 지지물 과 그 부품

의 제조 및 공장조립

- 재료업체로서 상기 품목

과 관련하여 철강재료, 비철

금속재료 및 

용접재료의 공급

1999.12.30

2001.12.27~2004.

12.26

조광ILI

M N

-23

4

부산시 강서

구 송정동 

1650-8

MN

- 2,3등급 압력방출밸브와 그 

부품 및 부속물의 제조

- 상기품목과 관련한 철강재

료, 비철금속재료 및 용접재

료의 공급

단, 압력방출밸브의 용량

인증시험 데이터를 협회에 등

록하는 조건

2004.4.19

2004.4.19~2007.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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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청우하이

드로

M N

-16

8

인 천 광 역 시 

서구 경서동 

682-14 번지

MN

- 2,3 등급 용기, 펌프 및 그 

부품과 부속물의 제조

- 2,3 등급 지지물 및 그 부품

의 제조

- 재료업체로서 상기 품목과 

관련한 철강재료, 비철금속재

료 및 

용접재료의 공급

2001.7. 3

2 0 0 4 . 7 . 

3~2007.7. 2

캐리어(주)

M N

-18

3

광 주 광 역 시 

광산구 장덕

동 981-11

MN

- 3등급 용기와 그 지지물, 부

품 및 부속물의 제조

- 재료업체로서 상기 품목과 

관련한 철강재료, 비철금속재

료 및 

용접재료의 공급

  *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736번지에서의 설계업무 포

함.

2002. 1.29

2002.1.29~2005. 

1.28

E N

-18

4

광 주 광 역 시 

광산구 장덕

동 981-11

EN

- 원자력발전소 전기1급 제

어반, 공기조화기, 송풍

기, 댐퍼 및 냉동기의 제

작 * 경기도 오산시 오산

동 736번지에서의 설계

업무 포함.

2002. 1.29

2002.1.29~2005. 

1.28

(주)태광

M N

-07

9

부 산 광 역 시 

강서구 송정

동 1499-1

MN

- 용가재를 사용한 1,2,3 등

급 튜브제품의 제조

- 재료업체로서 철 및 비철금

속계의 플랜지류, 이음매없는 

관이음쇠와 

용가재를 사용하지 않은 용

접관이음쇠의 제조

- 재료업체로서 상기품목

과 관련한 철강재료, 비철금

속재료 및 

용접재료의 공급

1998.12.22

2001.12.22~2004.

12.21

태봉산업기술

(주)

M N

-23

3

인천시 남동

구 남촌동 

630-5

MN

- 3등급 용기와 그 부품 및 부

속물의 제조

- 상기 품목과 관련한 철강재

료, 비철금속재료 및 용접재

료의 공급

2004. 3.17

2004.3.17~2007.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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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산업(주)

M N

-19

0

경기도 양주

군 회천읍 봉

양리 418-6

MN

- MC등급 관통부조립체의 제

조

- 상기 품목과 관련된 철강재

료의 공급

 *경기 안양 동안 관양2 

1475-10번지에서의 설계 및 

구매업무 포함

2002.5.16

2002.5.16~2005.5

.15

E N

-19

1

경기도 양주

군 회천읍 봉

양리 418-6

EN

- 원자력발전소 전기1급 격납

용기 전기관통부집합체의 제

작

  * 경기 안양 동안 관양2 

1475-10번지에서의 설계 및 

구매업무 포함

2002.5.16

2002.5.16~2005.5

.15

하이록코리아

(주)

M N

-19

3

부 산 광 역 시 

사하구 신평

동 567번지

MN

- 2,3등급 라인밸브(계장용) 

및 그 부품과 부속물의 제조

- 1,2,3등급 배관반조립품, 

1,2,3,MC등급 용가재를 사용

한 튜브제품 및 

용기 부품과 부속물의 제조

- 재료업체로서 표준지지

물과 카다로그품목(설계

포함), 볼트류, 이음쇠, 

플랜지의 제조 및 철강재

료,비철금속재료,용접재

료의 공급

2000.10.26

2002.6.20~2005.6

.19

(주)하이트롤

M N

-20

9

경기도파주시 

조리면 봉일

천리

62-182번지

MN

- 1,2,3등급 배관반조립품 및 

유체조절기/유량제어기의 제

조

- 1,2,3등급 품목의 공장조립

- 재료업체로서 상기품목과 

관련한 금속재료 및 용접재료

의 공급

2003.4.8

2003. 4. 8~2006. 

4. 7

E N

-21

0

경기 파주 조

리 봉일천 

62-182

EN
- 원자력발전소 전기1급 유량 

및 레벨측정기의 제작

2003.4.8

2003. 4. 8~2006. 

4. 7

(주)한국나선

관

M N

-14

8

경기도 평택

시 모곡동 

447-2번지

MN

- 2,3,MC 등급 부품, 부속물 

및 2,3등급 배관반조립품의 

제조(신축이음)

- 재료업체로서 상기 품목과 

관련된 철 및 비철금속계 재료

의 공급

2000.3.3

2003.3.3~2006.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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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키스

톤발부

M N

-15

1

경기도 안성

시 미양면 계

륵리 270-4

MN

- 2,3등급 라인벨브 및 그 부

품과 부속물의 제조

- 재료업체로서 상기 품목과 

관련된 철 및 비철금속계 재료

의 공급

2000.4.24

2003.4.8~2006.4.

23

(주)한국피에

치이

M N

-20

5

부 산 광 역 시 

사하구 다대

동 1516-1

MN

- 2, 3등급 용기 및 저장탱크

와 그 부품, 부속물 및 지지물

의 제조

- 2, 3등급의 용가재를 사용

한 튜브제품의 제조

- 상기 품목과 관련한 철강재

료 및 비철금속재료의 공급

2002.12.27

2002.12.27~2005.

12.26

한국하이프레

스㈜

M N

-23

1

경남 김해시 

진례면 담안

리 1432-11

MN

- 3등급 용기 및 그 부품과 부

속물의 제조

- 3등급 지지물 및 그부품의 

제조

- 재료업체로서 상기 품목과 

관련된 철 및 비철금속계 재료

의 공급

2004.1.16

2004.1.16~20

07.1.15

E N

-23

2

경남 김해시 

진례면 담안

리 1432-11

EN

- 전기1급 제어반, 공기조화

기, 송풍기, 댐퍼 및 냉동기의 

제작

2004.1.16

2004.1.16~20

07.1.15

한 양 이 엔 지

(주)

M N

-21

6

경기도 화성

시 태안읍 반

월리 103

MN

- 2,3 등급 용기, 저장

탱크 및 배관계통과 

그 부품, 부속물, 지

지물, 

배관반조립품 및 용가재

를 사용한 튜브제품의 제조

(제조품목의 설치 포함)

- 1,2,3 등급 용기 및 배

관계통, 2,3 등급 저장탱크와 

그 부품, 부속물 

및 지지물의 설치(현장심사

조건) 

- 상기 품목과 관련한 철강

재료, 비철금속재료 및 용접

재료의 공급

2003.5.19

2003.5.19~2006.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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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스틸산업

(주)

S N

-20

3

(제1공장) 충

청남도 서산

시 대산읍   

          

독 곳 리  

634-15번지

(제2공장) 충

청남도 천안

시 업성동   

          

360-33번지

SN

- 내진1급 강구조물의 구성품

과 부속물의 제작

- 재료업체로서 상기 품목과 

관련된 철강재료의 공급

2002.12.12

2002.12.12~2005.

12.11

현 대 중 공 업

(주)

M N

-15

8

울 산 광 역 시 

동구 전하동 

1번지

MN

- 용기 및 그 부품과 부속물, 

용가재를 사용한 튜브제품(이

상 1,2,3, MC

등급), 배관반조립품(1,2,3

등급), 펌프 및 그 부품과 부

속물, 밸브 및 

그 부품과 부속물, 저장탱

크 및 그 부품과 부속물(이상 

2,3등급), 

노심지지구조물 및 그 부품

과 부속물(CS등급)의 제조

- 1,2,3등급 기기, 부품, 부

속물, 배관반조립품 및 기기

지지물의 

공장조립

- 재료업체로서 용접배관 

및 용접관이음쇠의 제조와 철 

및 비철금속계 

재료의 공급

2000.8.17

2003.8.17~2006. 

8.16

E N

-15

9

울 산 광 역 시 

동구 전하동 

1번지

EN

- 원자력발전소 전기1급 전동

기제어반, 고압스위치기어, 

분전반, 

금속외함모선, 제어반(주

제어반/공기조화계통제어

반), 경보계통, 

유도기(전동기)의 제작

- 원자력발전소 전기1급 디젤

발전기 및 관련설비의 공장조

립

2000.8.17

2003.8.17~2006. 

8.16

S N

-16

0

울 산 광 역 시 

동구 전하동 

1번지

SN

- 금속제품 콘크리트격납구조 

구성품과 부속물의 제작

- 내진1급 강구조물의 공장조

립 및 그 구성품과 부속물의 

제작

- 재료업체로서 상기품목과 

관련한 재료의 공급

2000.8.17

2003.8.17~2006.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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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는 ITER용 삼중수소 저장 용기 기초 기술을 확보하 다. ITER용 

삼중수소 저장 용기 해외 기술 분석 및 국내 기술 현황 조사 및 삼중수소 저장 용기 설계 요

건 설정을 통해 ITER용 삼중수소 저장 용기 국산화 기반을 마련하 다. ITER 초기 장전용 트

리튬은 우리나라 월성원자력발전소 삼중수소제거설비(TRF)에서 농축된 것을 사용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ITER 초기 장전용 트리튬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삼중수소 저장 용기 국산화 

후속 연구에 활용할 계획이다. ITER용 삼중수소 저장 용기 기술 분석을 통해 차기년도에 수행

할 트리튬의 ZrCo 저장 특성 실험 기초 자료를 확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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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계획

  

    본 연구에서는 ITER용 삼중수소 저장 용기 기술 분석 및 국내 기술 현황 조사 및 삼중수

소 저장 용기 설계 요건 설정을 통해 ITER용 삼중수소 저장 용기 국산화 기반을 마련하

다. ITER 초기 장전용 트리튬은 우리나라 월성원자력발전소 삼중수소제거설비(TRF)에서 

농축된 것을 사용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ITER 초기 장전용 트리튬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삼중수소 저장 용기 국산화 후속 연구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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