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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TRITGO 코든 GTMHR350이라는 발전용 고온가스로의 삼중수소의 평가에 적합하

게 만들어진 코드이다. 이 코드를 활용하여 수소 생산용 초고온가스로인 NHDD의 

삼중수소를 평가하기에 앞서 TRITGO에 빠져 있는 IS Loop계통에서 삼중수소를 

해석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 고, 이에 따라 TRITGO 코드의 수정이 이루어졌

다. 

NHDD가 현재 설계중이고 GT-MHR600이 NHDD 설계에 활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 

GT-MHR600을 기준으로 삼중수소의 생성부분에 관한 입력을 마련하 다. 단, 

NHDD 와 GT-MHR600이 2차 측부터는 크게 달라지는 점을 감안하여 삼중수소의 

확산에 관련된 부분은 GT-MHR600으로의 대체가 주는 이점이 없기 때문에 

GT-MHR350을 그대로 활용하 다. 이렇게 하여 계산된 IS Loop에서 생산되는 수

소중의 삼중수소의 농도가 일본의 수소 중의 삼중수소 제한치 5.6 Bq/g-H2의 1/10

인 0.56 Bq/g-H2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TRITGO 코드를 활용하여 수소생성계통 IS Loop까지의 

삼중수소 분포 양을 해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체계를 갖추는데 성공하 다. 그러나, 

현재 TRITGO를 이용한 삼중수소의 해석 결과는 TRITGO 모델의 검증 및 개선, 

IS Loop 계통추가의 검증, NHDD 설계를 이용한 입력 작성 등에 있어서 불확실성

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성적이고도 정량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기존에 TRITGO 코드가 가지고는 있지만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는 핵연료에

서 삼중수소 방출 모델, 제어봉에서 삼중수소 방출모델, 흑연으로의 삼중수소 흡착

모델, 삼중수소의 금속투과 모델, He-3의 중성자반응으로 생성되는 삼중수소의 회

수모델 등이 있다. 다음에 TRITGO 코드에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선이 필

요한 분야로는 IS Loop 계통의 추가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TRITGO 코드의 노형

에 대한 독립성에 대한 추가적 검토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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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RITGO code was developed for estimating the tritium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high temperature gas cooled reactor(HTGR), especially 

GTMHR350 by General Atomics. In this study, the tritium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NHDD was analyzed by using TRITGO Code. The TRITGO code 

was improved by a simple method to calculate the tritium amount in IS Loop. 

The improved TRITGO input for the sample calculation was prepared based on 

GTMHR600 because the NHDD has been designed referring GTMHR600. The 

GTMHR350 input with related to the tritium distribution was directly used. The 

calculated tritium activity among the hydrogen produced in IS－Loop is 0.56 

Bq/g-H2. This is a very satisfying result considering that the limited tritium 

activity of Japanese Regulation Guide is 5.6 Bq/g-H2.

The basic system to analyze the tritium production and the distribution by using 

TRITGO，was successfully constructed． However, there exists some 

uncertainties in tritium distribution models, the suggested method for IS-Loop, 

and the current input was not for NHDD but for GTMHR600. The qualitative 

analysis for the distribution model and the IS-Loop model and the quantitative 

analysis for the input should be done in the future.

The tritium release from the fuel particle, the tritium release from the control 

rods, the tritium absorption into graphite, the tritium permeation through the 

metal in the models is needed to be improved into brand-new model. The 

current adding IS Loop into TRITGO and the reactor type dependency of 

TRITGO should also be further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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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삼중수소에 대한 개요

삼중수소는 트리튬이라고도 한다. 질량수가 3이므로 
3
H으로 표시하는데, T로 약기

하는 경우도 있다. β-방사성을 가지며, 반감기약 12년으로 
3
He로 전이한다. β-붕괴

의 에너지는 18.6 keV이다. 삼중수소는 이렇게 짧은 수명에도 불구하고 천연으로 

존재하는데, 그것은 우주선에 의하여 대기의 상층에서 일어나는 핵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핵폭발 실험에 의해서도 방출된다. 

삼중수소가 보통 수소에 대하여 10
-18
의 비율로 존재하는 농도를 1TU(트리튬 단위)

라고 한다. 대기 안의 수소나 빗물 속에는 0.1∼10 TU 정도 함유되어 있다. 삼중수

소는 추적자로서 잘 쓰이며, 원자로 안에서 
6
Li(n,t) 

4
He, 즉 

6
Li3＋

1
n0 → 

3
H1＋

4
He2 

반응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t는 삼중양성자 곧 삼중수소이다. 또, 
3
He는 삼중수소로

부터 만들어진다. 수소폭탄의 주요 원료로 사용되고, 또 핵융합반응의 인공제어에도 

사용된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원소 중 가장 가벼운 원소인 수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즉 

수소 원자핵 속에 양자 한 개만 존재하는 보통의 수소, 그리고 양자와 중성자가 각

기 한 개씩 있는 중수소, 마지막으로 양자 한 개와 중성자 두 개가 들어있는 삼중

수소가 바로 그것이다. 이 세 가지의 수소는 서로 성질이 비슷하고 단지 그 무게가 

중수소는 보통 수소의 대략 2배, 삼중수소는 보통수소 무게의 3 배 정도로 다를 뿐

이다.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수소중 보통의 수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99.983 %

이고 극히 일부분인 0.015 %만이 중수소가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삼중수소가 차지

하는 비율은 너무 작아서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삼중수소가 중요한 것

은 원자력발전소 운전 시에 인위적으로 대량생산되며, 수소나 중수소와 달리 베타

선이라는 방사선을 방출하기 때문이다.

1.1.1. 삼중수소의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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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원자력발전소에서 핵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우라늄이 핵분열을 일으킬 때 많

은 양의 삼중수소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 삼중수소는 모두 핵연료의 피복관 안에 

갇혀 있어 연료에 이상이 생기지 않거나 사용후 핵연료를 처리하기 위해 녹이지 않

는 한, 핵연료 다발 안에서 점차 붕괴되어 없어진다. 하지만, 종종 핵연료 다발에 

문제가 생기곤 한다.

둘째, 원자로 냉각재 속에 들어 있는 붕소라는 물질이 핵연료에서 발생되는 중성자

와 반응을 일으켜 삼중수소를 만들어낸다. 이 때 생기는 삼중수소의 양은 핵연료 

속에서 생기는 삼중수소의 약 1/20정도 밖에 안 되는 적은 양이다.

셋째, 중수로형 원자로의 냉각재나 감속재로 쓰이는 중수소가 핵분열 시에 나오는 

중성자에 의해 삼중수소로 변환되어 생성되는 것이다. 중수로에 의해 생성되는 삼

중수소의 양은 핵연료 속에서 핵분열 시에 생성되는 삼중수소 양의 약 100배 정도

이다.

중수로형 원자력발전소는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와는 달리 냉각재와 감속재가 완전

히 분리되어 있다. 냉각재는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사이의 폐쇄회로를 계속 순환하

기 때문에 중수가 원자로 속에 머무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다. 이에 반해 감속재

는 원자로를 둘러싸고 있는 커다란 수조 안에 있어, 이 속에 있는 중수는 항상 핵

분열 시에 발생되는 중성자와 충돌할 기회가 주어진다. 

따라서 냉각재속에 있는 중수에서 생성되는 삼중수소의 양보다는 감속재에서 생성

되는 삼중수소의 양이 훨씬 더 많다. 중수로를 30년 운전한 후의 감속재속의 삼중

수소 농도는 냉각재속의 농도보다 약 30-40배 가량 높아진다. 그러나 냉각재속의 

삼중수소의 농도가 감속재속의 삼중수소의 농도보다 낮지만, 감속재보다 냉각재의 

압력이 높기 때문에 중수누출의 위험은 냉각재가 더 높다.

넷째, 고온가스로에서 감속재로 쓰이는 흑연의 불순물인 Li과 Be 등의 불순물이 중

성자 반응을 일으켜 삼중수소를 발생시킨다. 또한 고온가스로의 냉각 기체로 사용

되는 He 기체에 포함되어 있는 
3
He가 역시 중성자 반응을 일으켜 삼중수소를 발생

시킬 수 있다. 

고온가스로에서 삼중수소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냉각재로서 물이 아닌 기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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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기 때문에 삼중수소의 확산이 우려가 된다. 또한, 수소생산로로서 생산된 수

소 내부로 삼중수소의 유입은 환경으로의 직접 누출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1.1.2. 삼중수소의 특성 및 인체에 대한 향

삼중수소는 감마선을 방출하지 않고 에너지가 매우 약한 베타 방사선만을 방출하기 

때문에 방사선의 향이 다른 방사성핵종에 비해 훨씬 적은 편이다. 그러나 삼중수

소가 체내에 흡수된 경우에는 심각한 방사선장해를 일으킬 수 있다. 섭취될 때에는 

보통 호흡기 계통으로 2/3, 피부로 1/3 이 흡수된다. 

삼중수소는 자연계에서 가스 형태보다는 삼중수소화된 물 또는 수증기 형태로 존재

한다. 즉 물이나 수증기의 분자 한 개를 이루고 있는 두개의 수소와 산소 한개 대

신에 수소 한개, 삼중수소 한개 및 산소 한개(HTO)로 존재한다. 따라서 자연계에서 

삼중수소의 거동 상태를 살펴보고 싶으면 물의 이동경로를 따져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물속에 섞여 생물체의 체내에 들어간 삼중수소는 생물체의 체액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생물체 조직의 일부로 전환되거나 한다. 즉 삼중수소가 사람의 몸 속에 들

어가면 몸속의 혈액이나 기타 체액 속에 떠돌아다니다 소변이나 땀을 통해 다시 밖

으로 배출된다. 그리고 극히 일부는 사람 몸의 세포를 이루고 있는 물질, 즉 단백질

이나 지방질 등에 있는 수소 대신 들어가 인체 조직의 일부가 되기도 한다. 인체 

조직 세포도 세포 수명이 다하면 새로운 세포로 대치되므로 이때 조직의 일부를 이

루고 있던 삼중수소도 함께 몸 밖으로 빠져 나오게 된다.

삼중수소의 반감기는 12.26년이다. 방사능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12.26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린다는 말이다. 그러나 사람의 몸속에 들어간 삼중수소는 이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우리 몸에서 제거된다. 사람의 몸속에 들어간 삼중수소는 약 80%정도

가 우리 몸의 체액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체액속의 삼중수소는 약 10일 정도면 

절반가량이 몸 밖으로 배출된다. 그리고 몸속에 들어간 삼중수소의 약 20%정도는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조직에 붙어있으면서 약 1∼2년이 지나야 몸 밖으로 절반

가량이 배설된다. 

1.2. 연구개발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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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는 구조물의 파손이 없는 상태에서도 높은 확산계수에 의해 쉽게 구조물을 투

과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수소의 성질 때문에 원자로에서 생성되는 삼중

수소의 처리에 특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다. 그런데, 수소 생산을 위한 초고온가스냉

각로는 수소생산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존에 국내에 운용중인 가압경수로형 

원자로나 가압중수로형 원자로와 달리 수소 생산 계통으로 헬륨가스를 통해 열전달

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냉각수를 사용하는 기존의 노형에 비해 삼중수소의 

수소 생성 계통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크게 할 수 있다. 

더욱이 초고온가스냉각로에서 생산된 수소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여서 

삼중수소에 의한 오염은 관련 시설의 인허가 획득에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

다. 삼중수소는 기체일 때보다 삼중수소수 형태일 때 인체에 대한 방사능적 위해도

가 25,000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초고온가스냉각로의 삼중수소의 

생성 메커니즘, 삼중수소의 확산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고 수소 계통내의 오염방지

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1.3. 연구개발의 목적 및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은 초고온가스냉각로에 대해서 삼중수소를 해석하기 위하여 도입한  

TRITGO 코드를 활용하여 초고온가스냉각로에서 삼중수소의 생성 및 분포를 계산

하는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부가적으로 삼중수소의 생성 및 확산거동에 있어 

TRITGO 코드에서 채용하는 모델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하고자하는 

NHDD노형과 유사한 GTMHR600에 가상의 수소생성계통을 설치하여 이를 해석하

고자한다. 

또한, TRITGO 코드는 수소생성 목적이 아닌 단순 전력생산용 고온가스로의 삼중

수소를 해석하기 위해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수소생성계통에 대한 모델은 되어 있

지 않다. 따라서,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NHDD의 삼중수소의 생성 및 분

포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수소생성계통에 대한 모델이 추가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

서는 TRITGO 코드의 삼중수소의 생성 및 분포를 계산하는 방법론을 분석하고, 수

소생성계통에 대한 계산이 가능하기 위한 개선안의 제시 및 단순모델을 적용한 삼

중수소의 생성 및 분포를 계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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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TRITGO 코드의 입력 및 출력을 정리하고, 필요한 출력 도구를 개발한다. 또

한, TRITGO 코드의 예제로 제시된 GTMHR350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GTMHR600 입력을 작성한다. 이렇게 작성된 GTMHR600 입력을 활용하여 삼중수

소의 생성 및 분포를 계산하고 정당성을 평가한다. 또한, 수소 생성 계통의 삼중수

소의 분포를 계산하기 위한 개선 안을 제시하고, 단순모델을 적용하여 보수적인 계

산을 수행한다. 

끝으로, TRITGO 코드가 외국에서 도입된 코드이며, 1970년도에 개발된 구형의 모

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삼중수소 해석을 위한 새로운 모델의 개발 및 전산코드 개

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4.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원자력연구소에서는 ‘트리티움 취급 기술 개발’ 과제를 2003년까지 수행하면서 월성

원자력발전소 부지에 설치할 예정인 월성 삼중수소 제거 저장 시설에 사용될 삼중

수소 제거를 위한 초저온 수소동위원소 증류공정 기술개발과 저장용기의 특성들을 

연구하여 저장재의 설계 요건 및 인허가 요건을 개발하여 월성 TRF시설에 사용될 

저장용기를 국산화하는데 성공하 다.

한국전력연구원에서는 월성 삼중수소 제거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가압중수로형 원자

로 내에서 삼중수소 거동 해석 모델의 개발 및 평가를 통한 운용 시나리오 개발 및 

삼중수소 저장 기술 실용화 방안 연구를 원자력 연구소와 공동으로 수행하여 삼중

수소 저장 기술의 월성 TRF 적용방안을 구축하 다. 

한국과학기술원에서는 원자력연구소와 공동으로 삼중수소 저장 용기 안전성 분석 

연구를 수행하여 저장용기의 고온 진공 상태에서의 저장용기 재질의 수소 취화 실

험과 저장용기의 방사선적, 열적 해석과 저장용기 파손에 따른 제한 경계구역에서

의 개인피폭선량평가와 지역주민, 피폭선량 평가연구를 수행하 다.  또한 차세대원

전 선원항 평가 도구개발 연구를 통하여 차세대 원전의 폐기물 처리 계통의 특성을 

반 하여 차세대 원전의 폐기물 처리 계통의 특성을 반 하여 차세대 원전에 적합

한 선원항 평가 도구를 개발함으로써 일반 주민 및 작업자 피폭 평가의 기초 자료

로 활용함과 동시에 차세대 원전의 상세 설계와 함께 기존의 선원항 평가 도구를 

보완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선원항 평가 도구를 마련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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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RI에서는 현재 고온가스냉각로의 핵연료 형태인 코팅된 핵연료 입자의 헬륨 냉

각재 내에서 방사선 조사를 실시하여 생성된 삼중수소의 양을 측정하는 연구가 수

행되어졌으면 그 결과 핵연료 파손에 의한 삼중수소 유출은 없다고 하더라도 
3
He과 

6
Li에서의 핵반응에 의해 삼중수소가 형성된다는 것을 확인하 다. 현재는 고온 가

스냉각로 개발의 일환으로써 삼중수소 투과실험을 수행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IKET에서는 핵융합로 운용에 관한 유럽 공동 연구의 일환으로 삼중수소 취급시설

에서 환경으로 유출신의 피폭선량 및 거동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과 도시에 이를 평

가할 수 있는 UFOTRI 코드를 개발 활용하고 있다.

1.5. TRITGO 코드의 개요

원자력발전소의 운전경험의 결과 삼중수소는 일반대중이 받는 방사선량의 가장 중

요한 요인으로 알려졌다. 삼중수소는 반감기가 12.26년인 방사성핵종이다. 삼중수소

가 붕괴할 때 18 keV의 베타선이 나온다. 삼중수소가 신체내부로 들어갈 경우 생물

학적 반감기는 12일이다. 삼중수소의 신체로의 흡입경로는 물의 형태로 섭취, 호흡, 

피부통과 등이 있다. 일반적인 전신선량 외에도 해로운 효과가  세포 내에서 
1
H이  

3
H 로 교체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교체는 주로 질량차이 또는  삼중수

소가 DNA 혹은 RNA 분자의 일부를 이루다가 붕괴되어 소실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다.  

삼중수소는 고온가스로의 운전 중에 3체 핵분열에 의해 발생하며, 흑연 속에 리튬

불순물, 반사체에 있는 반응조절 물질인 붕소, 1차 냉각재인 헬륨 기체 속에 자연적

으로 함유된  
3
He의 중성자 반응에 의해 생성된다. 

삼중수소가 헬륨 1차 냉각기체에 들어가거나 혹은 
3
He의 중성자반응에 의해 생성되

어 1차 헬륨냉각기체에 있는 삼중수소는 흑연에 흡착, 헬륨냉각기체 정화시스템(수

소제거)에 의해 제거, 증기발생기벽을 통한 2차 측으로의 투과 등에 의해 1차 측으

로부터 제거된다. 일단 2차 측의 증기발생기의 2차 냉각수로 들어온 삼중수소는, 증

기발생기 2차 냉각수 누출 또는 냉각탑으로의 수증기 방출로 인해 환경으로 방출된

다. 

TRITGO 프로그램은 1974년도에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ORNL)에서 고

온가스로 운전 중에  삼중수소의 생성과 분포를 예측하기 위하여 개발하 다. 



- 7 -

TRITGO 는 이후 1980년대에  General Atomics (GA) 사에서 GTMHR 에서 삼중

수소의 생성과 분포를 예측하기 위해 수정되었다. 

TRITGO의 전형적인 사용에 있어서, 원자로를 여러 개의 삼중수소의 선원지역으로 

나눈다. 예를 들면, 노심, 내부 감속재,  외부 감속재,  상부 감속재, 하부 감속재, 제

어봉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각 선원지역에는 평균 중성자속, 평균 온도, 불순물 농

도, 전체질량 등의 사용자가 입력해야 하는 특성변수들이 있다. TRITGO는 3체 핵

분열, 표적입자로부터의 방출, 흑연불순물의 중성자반응,1차 냉각기체 속의  
3
He 중

성자반응으로 인하여 각 선원지역에서 존재하는 삼중수소의 양을 계산한다. 또한, 

TRITGO는 각 선원지역에서의 삼중수소의 분포를 계산한다. TRITGO의 출력으로

는  고체에 갇힌(bound in solids), 흑연표면에 흡착된, 1차 냉각기체에 머물고 있는, 

1차측 정화장치에 있는, 증기발생기에 있는, 2차 냉각재의 누출로 환경에 방출되는 

삼중수소의 양을 출력한다.

TRITGO 는 포트란 언어로 쓰여 있으며 사용자가 작성한 입력을 읽어 들인다. 최

신버전은 삼중수소의 증기발생기 금속벽 투과 모델, 원자로의 각각 다른 선원지역

에서 고유의 교체주기에 대한 옵션을 업데이트 하 다.

본 보고서에는 TRITGO의 입력에 대한 설명 및 예시를 제시하 다. 이외 TRITGO

의 자세한 사항은 TRITGO 매뉴얼을 참고하면 된다. 참고로, TRITGO 매뉴얼에 대

해서 간략히 설명하면,  1 장에서 TRITGO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있고, 기하모델, 

삼중수소 선원, 삼중수소 분포, 지배방정식은 매뉴얼의  2 장를 참고하기를 바란다. 

수치 해 알고리즘은  3 장에,  코드의 구조는 4 장에,  입력설명은 5 장에 제시되어 

있고, 코드 리스트, 예제 입력, 출력 리스트는 부록에 제시되어있다. 

TRITGO는 고온가스로의 삼중수소 생성, 1차 측으로 방출, 1차 측에서 제거를 계산

하는 코드로서, 코드의 일반화를 위하여 각 발전소에 고유한 대부분을 입력화일에

서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3
He의 중성자반응에 의해 생성된 삼중수소의 회

수를 계산하는 부분은 서브루틴 Recoil에서 대부분 처리하고 회수 모델을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만 입력 화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포트란 화일의 block data로 주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분석도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고온가스로의 설계특성과 관련될 것으로 판단되는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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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로는 ENS, SIGFL, FLXPFS, FLXPSL, DCAY, FTRAP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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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RITGO 코드 입력 및 출력정리

2.1. 삼중수소 거동

원자로에서 삼중수소의 거동은 삼중수소의 생성, 삼중수소의 냉각재로의 방출, 열교

환기에서 삼중수소 투과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수소생산용 초고온가스냉각로

는 자갈형(pebble)과 구획형(block)이 가능한데, 그 특징은 열을 이용한 수소생산이

며 이 생산된 수소 안에 방사성 핵종이 없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열교환기를 통

하여 1차 측에서 2차 측으로 투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사성 핵종은 삼중수소이며 

따라서 수소생산용 초고온가스냉각로에서는 특히 삼중수소가 중요하다.

삼중수소는 핵분열 과정 중에 특히, 3체 핵분열 과정에서 생성되면 삼중수소의 생

성량은 핵분열당 생성률 * 열출력당 핵분열수 * 초당 열출력 으로 계산된다. 3체 

핵분열 외에도 1차 냉각재인 헬륨기체, 반사체로 사용되는 흑연 내부의 불순분인 
6
Li, 가연독봉이나 제어봉으로 사용되는 

10
B 등이 원자로의 중성자와 반응하여 삼중

수소가 생성될 수 있다. 표 1에는 삼중수소의 생성 메커니즘이 제시되어 있다.

표 1 삼중수소의 생성기구 

핵종 핵종함유량 삼중수소 생성 반응

냉각기체(
3
He)

공기 중 1e-6 

천연가스 중 1e-7

3
He(n,p)T

핵연료(233U,235U)
Burn-up에 따라 

다르다.
Ternary fission

노심흑연, 반사체흑연 

내부(
6
Li)

7.42e-2
6
Li(n, α)T

임계제어시스템(
10
B) 19.61e-2

10
B(n,2* α)T

10
B(n, α)

7
Li(n,n α)T

삼중수소의 방출경로가 1차 측 냉각기체를 따라 열교환기를 투과하여 2차 측으로 

방출되므로 1차 측 냉각기체로의 방출량이 중요하다. 핵반응으로 생성된 삼중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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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대부분은 핵연료 코팅 안에 억류되고 일부분만이 방출되게 된다. 흑연내부

에서  리튬과 중성자반응으로 생성된 삼중수소는 흑연내부에 용해되어 있지만  일

부가 흑연표면에서 기체 확산에 의하여 1차 냉각기체인 헬륨으로 이동한다. 헬륨과 

중성자의 반응으로 생성된 삼중수소는 냉각기체와 혼합되고,  헬륨기체가 보충되는 

량에 비례하여 계속적으로 삼중수소가 생성된다. 붕소와 중성자의 반응으로 생성된 

삼중수소는 완전히 냉각기체에 혼합된다.

일단 1차 측에 혼합된 삼중수소는 헬륨 정화 시스템에 의해 대부분이 제거된다. 그

러나, 일부의 삼중수소가 열교환기 등(heat exchanger, steam reformer, gas 

generator, process steam superheater, steam generator)을 투과하게 되고, 이 중 

극히 일부가 생산된 수소에 잔류되고,  대부분은 배기 공기 중 내지 폐수에 잔류하

게 된다. 이에 컴퓨터모델을 통하여 생산된 수소 내부의  삼중수소 함유량 계산이 

필요하고, 열교환기에서의 삼중수소 투과 감소 방안에 대한 실험 연구도 요구된다. 

철과 니켈 합금 표면에서 삼중수소 또는 수소 투과에 대한 실험 연구가 수행되었으

며, 특히 온도와 압력에 따른 투과정도의 민감도 분석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삼중수소의 투과를 막을 방안으로 산화물, 페라이트철(ferritic steel) 등이 제안되어 

이에 대한 실험도 수행되었다.

2.2. TRITGO 코드

TRITGO 전산코드는 최초에 미국의 ORNL 연구소에서 1974년도에 고온가스 냉각

로에서 삼중수소의 생성과 분포를 예측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TRITGO는 1980년

대에 GA사에서 모듈타입의 고온가스로에서 생성되는 삼중수소의 생성량과 분포를 

예측하기 위해서 다소 개선 사용되었다.

전형적인 TRITGO 코드의 활용에 있어서, 원자로는 여러 개의 삼중수소 생성지역

으로 나뉜다. 즉, 원자로 노심, 내부 반사체, 외부 반사체, 상부 반사체, 하부 반사체, 

그리고 제어봉으로 나누고 있다. 사용자 입력 파일에서  각 지역에서의 평균 중성

자소, 평균 온도, 불순물 농도, 전체 질량 등을 지정할 수 있다. 

 

TRITGO는  삼체 핵분열로 인한 삼중수소 생성량, 연료에서 삼중수소 방출, 흑연 

불순물의 중성자반응으로 인한 삼중수소 생성, 1차 측 
3
He의 중성자 반응에 의한 

삼중수소 생성으로 인한 각 지역에 존재하는 삼중수소의 양을 결정한다. 또한, 



- 11 -

TRITGO는 각 지역에서의 중성자의 분포를 예측한다. TRITGO는 고체 속에 갇힌 

삼중수소, 흑연 표면에 흡수된 삼중수소, 1차 측에 존재하는 삼중수소, 정화 플랜트

의 삼중수소, 증기발생기 누수 등으로 환경에 존재하는 삼중수소의 양들을 계산해

낸다. 

TRITGO는 포트란으로 쓰여 있으며, 입력 화일은 사용자가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최신 버전 TRITGO는 증기발생기의 금속 벽으로부터 삼중수소의 투과를 설명하는 

모델이 채택되었고, 각 지역은 고유의 교환주기를 위한 옵션이 채택되었다. 

TRITGO 코드에서 고려하고 있는 삼중수소의 생성기구로는 삼체 핵분열, 핵연료로

부터 삼중수소 방출, 흑연 불순물의 중성자반응, 1차 측 
3
He의 중성자 반응 등이 있

다. 또한, 원자로에서 생성된 삼중수소가 주위 계통으로 확산되는 기구로는 고체 내 

억류, 흑연으로의 회수, 흑연으로의 흡착, 계통 경계에서의 금속 투과, 누출, 수증기

방출 등이 있다. TRITGO에서는 이와 같은 생성기구와 확산기구를 통해 계산된 삼

중수소의 양을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출력한다. 삼중 수소 생성량, 고체 내부 억류

량, 흑연 표면에서 흡수량, 1차 측에 잔류량, 정화플랜트에 잔류량, 2차 측에 잔류

량, 누출이나 수증기 방출에 의한 환경에 누출량 등이다.

2.3. TRITGO 코드 입력 화일 설명

TRITGO 입력 화일의 이름은 TRITGO_SAMPLE.INP 이며, 그 내용은 아래 

CARD.001부터 CARD.020 까지이다.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부록 1을 활용하기를 

바란다. 본문에서는  표 2부터 표 4까지 활용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1    1                                                              CARD.001

    2                                                                   CARD.002

    1    2    1  0.5                                                    CARD.003

    7    7    1  1.0                                                    CARD.003

350 MW(t) MHTGR TRITIUM PRODUCTION AND RELEASE  ANALYSIS MYER'S ISOTHERMCARD.004

  350.0     5.90                                                        CARD.005

  6500.0    63.00     471.5     2.00E-07  3.17E-09  9.50E-04            CARD.006

  1.34E+05  1.34E+04                                                    CARD.007

    7                                                                   CARD.008

    0    0    0    0    0    0    0                                     CARD.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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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1                                                                  CARD.010

 7.20 E+04  1.740     0.200     600.0     0.000                         CARD.011

  0.625     0.005     0.040                                             CARD.012

  1.0       1.0       0.036      41.0     0.00                          CARD.013

  1.00E+14  5.44E+13                                                    CARD.014

CORE 2                                                                  CARD.010

 1.08 E+05  1.740     0.200     704.0     0.000                         CARD.011

  0.625     0.005     0.040                                             CARD.012

  1.0       1.0       0.036      41.0     0.00                          CARD.013

  1.00E+14  5.44E+13                                                    CARD.014

REFLECTOR (TOP)                                                         CARD.010

  4.41E+04  1.740     0.200     258.0     0.000                         CARD.011

  0.170     0.00      0.040                                             CARD.012

  0.0       1.0       0.036       2.0     0.00                          CARD.013

  7.79E+12  3.14E+12                                                    CARD.014

REFLECTOR (BOTTOM)                                                      CARD.010

  4.13E+04  1.740     0.200     685.0     0.000                         CARD.011

  0.170     0.00      0.040                                             CARD.012

  0.0       1.0       0.036       2.0     0.00                          CARD.013

  4.88E+13  3.40E+13                                                    CARD.014

REFLECTOR (INNER)                                                       CARD.010

  9.40E+04  1.740     0.200     477.0     0.000                         CARD.011

  0.000     0.00      0.040                                             CARD.012

  0.0       1.0       0.036       2.0     0.00                          CARD.013

  1.65E+13  1.58E+14                                                    CARD.014

REFLECTOR (SIDE)                                                        CARD.010

  8.50E+05  1.740     0.200     327.0     0.000                         CARD.011

  0.000     0.00      0.040                                             CARD.012

  0.0       1.0       0.036       2.0     0.00                          CARD.013

  8.23E+12  5.75E+13                                                    CARD.014

CONTROL RODS                                                            CARD.010

  277.0     1.740     0.200     400.0     0.000                         CARD.011

  0.0       0.0       0.050                                             CARD.012

  0.0       1.0       0.27      1.00E+06  0.00                          CARD.013

  8.23E+12  5.75E+13                                                    CARD.014

    4                                                                   CARD.015

EVAPORATOR            2.03E+07  3.300    288.3      2.51E+02  1.00E+04  CARD.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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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ZER            6.57E+06  3.300    383.8      2.51E+02  1.00E+04  CARD.016

SUPERHEATER 1         1.77E+06  3.300    417.2      2.51E+02  1.00E+04  CARD.016

SUPERHEATER 2         3.10E+06  3.300    525.8      1.14E+01  1.05E+04  CARD.016

    1    1    1   87   0.8                                              CARD.017

    1    1    1   87   10.0     1.00                                    CARD.018

    0    1    1   87   1.0                                              CARD.019

    0    8   25   88   1.0                                              CARD.019

    0    4   19   90   1.0                                              CARD.019

    0   12   12   91   1.0                                              CARD.019

    0    8    5   93   1.0                                              CARD.019

    0    3   30   95   1.0                                              CARD.019

    0   11   21   96   1.0                                              CARD.019

    0    7   16   98   1.0                                              CARD.019

    0    3    9  100   1.0                                              CARD.019

    0   11    1  101   1.0                                              CARD.019

    0    6   26  103   1.0                                              CARD.019

    0    2   17  105   1.0                                              CARD.019

    0   10   12  106   1.0                                              CARD.019

    0    6    5  108   1.0                                              CARD.019

    0    1   28  110   1.0                                              CARD.019

    0    9   22  111   1.0                                              CARD.019

    0    5   16  113   1.0                                              CARD.019

    0    1    8  115   1.0                                              CARD.019

    0    9    1  116   1.0                                              CARD.019

    0    4   26  118   1.0                                              CARD.019

    0   12   19  119   1.0                                              CARD.019

    0    8   12  121   1.0                                              CARD.019

    0    4    6  123   1.0                                              CARD.019

    0   11   28  124   1.0                                              CARD.019

    0    7   23  126   1.0                                              CARD.019

    0    3   16  128   1.0                                              CARD.019

    1   11    8  129   1.0                                              CARD.019

    1    1   87    1   11  129                                          CARD.020

표 2에는 TRITGO의 입력중 생성에 관련된 카드를 정리한 것이다. 4 번 카드에서

는 현재 입력의 대상이 되는 발전소의 이름을 넣어준다. 2 번 카드는 고유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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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를 가지는 지역의 숫자를 입력한다. 10 번 카드에는 각 지역의 이름을 입력하

다. 3 번 카드에는 고유의 교환주기를 갖는 지역의 표시번호 및 교환주기와 교환비

율을 입력한다. 5 번 카드에는 대상 발전소의 열출력과 출력 도를 입력한다.

6 번 카드에는 1차 측 헬륨 기체의 질량, 압력, 온도, 
3
He의 비율, 냉각재 보충률, 

정화률 등을 입력한다. 8 번 카드에는 각 지역의 고유번호와 질량, 도, 다공성 면

적, 고체 온도 등을 입력한다. 13 번 카드에는 핵연료 존재여부 표시, 흑연 비율, 리

튬 비율, 붕소 비율, 베릴륨비율, 냉중성자속, 열중성자속을 입력한다. 17 번 카드에

는 운전이력으로 해당기간 및 상대출력을 입력한다. 19 번 카드에는 출력이력으로 

해당기간 및 출력여부를 입력한다. 17 번 카드와 19 번 카드는 TRITGO의 실질적 

계산간격을 의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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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TRITGO 코드 삼중수소 생성 관련 입력 설명

Card 
number

Component Variable unit variable

Card.004 Define Title of this problem

Card.002 Define
Different replacement 
number

Card.010 Define Region name
Card.003 Replacement Stating Ending Region #

Replacement 
cycle(Card019)
Replacement Fraction

Card.005 Plant Power MWth
Power density W/cm3

DATA ENS #/MW sec
Card.006 Primary Weight lb

Pressure atm
Temperature C
He-3 fraction 1
Make fraction rate 1/sec
Purif. Flow fraction 1/sec

Card.008 Region Region number
Card.011 Region Region weight lb

Solid density g/cm3
Porous BET m2/g
Solid temperature C

Card.013 Region Fuel indicator
Carbon fraction per region 1
Lithium fraction per region ppm
Boron fraction per region ppm
Beryllim fraction per regionppm

Fast neutron flux
#/cm2.se
c

Slow neutron flux
#/cm2.se
c

Card.017 History Last line indicator
Month Date Year
Relative power 1

Card.019 History Last line indicator
Month Date Year
Print indicator

DATA SA
SIGFL(cross section for 7 
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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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은 TRITGO의 입력 파일 중 주로 삼중수소의 분포에 관련된 변수들을 설명한 

것이다.  1 번 카드는 화학적 흡착을 사용할 것인지 여부와 사용한다면 관련 상관

식의 번호를 넣게 되어있다. 7 번 카드는 2차 측의 냉각수의 질량 및 보충률을 입

력한다. 9 번 카드는 삼중수소 회수를 각 생성지역에서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입

력한다. 12 번 카드에서는 삼중수소의 회수와 관련된 흑연의 표면적과 관련된 상수

를 입력한다. 15 번 카드는 금속투과가 일어나는 계통의 숫자를 입력하고 16 번 카

드는 15 번 카드에서 입력한 금속투과 계통에 대해서 각각 금속투과와 관련된 계통

이름, 표면의 면적, 표면의 두께, 표면의 온도 및 관련 상관식의 상수를 입력한다. 

18 번 카드에서는 삼중수소의 농도와 관련하여 이력 및 각각의 수소농도를 입력한

다. 

ENS와 SIGFL은 입력 화일과는 관계가 없으나, 소스 화일에서 삼중수소의 생성과 

관련하여 값을 지정하는 변수이다. ENS는 MW.sec당 생성되는 중성자수를 의미하

고, SIGFL은 중성자 반응을 일으키는 7 개의 생성원자에 대한 중성자 반응 단면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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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TRITGO 코드 삼중수소 분포 관련 입력 설명

Card 
number

Component Variable unit variable

Card.001 Chemisorption Dependency indicator
Correlation indicator

Card.007 2ndary Mass of Water 1b
Makeup rate of Water 1b/day

Card.009 Recoil
Recoil indicator for all 
regions

Card.012 Recoil Fholes
Wintan inches
Wextan inches

Card.015 Permeation Metal Comp. number
Card.016 Permeation Component Name

Surface Area m2
Surface Thickness mm
Surface  Temperature C
Arhenius const1
Arhenius Const2

Card.018 Permeation Last line indicator
Chemisorption Month Day Years

Hydrogen concentration ppm
DATA Chemisorption SCC3(Temkim eq.)

표 4에는 입력 화일에 입력하는 것은 아니지만, 삼중수소의 방출과 관련된 삼중수

소 고체 내부 억류 상수로서 TRITGO 소스 화일에서 지정하게 되어있다.

표 4 TRITGO 코드 삼중수소 방출 관련 입력 설명

Card number Component Variable unit variable

DATA Region
FTRAP
(bound fraction)

2.4. TRITGO 코드 출력화일 설명

TRITGO 출력은 TRITGO.OUT과 TRITUSER.DAT의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는 

GA사로부터 받은 원래 코드에 포함이 된 것이고, 또 하나는 TRITGO 코드 출력을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것이다. TRITGO.OUT에 대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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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은 매뉴얼을 참조하고, 본 절에서는 TRITUSER.DAT에서 출력하는 변수들에 대

해서 설명한다.  

출력변수는 A-S까지 있다. A:TIME(years)은 출력되는 시각을 년으로 환산한 것이

다. B:Li-6, C:Li-7, D:B-10(fast n), E:B-10(slow n), F:C-12, G:Be-9, H:He-3는 각

각 중성자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삼중수소의 양을  Ci로 표시한 것이다.  

I:ByFission, J:ByNeutron, K:TotalProduction는  삼체 핵분열로 생성되는 중성자양, 

중성자반응으로 생성되는 삼중수소 양, 그리고 둘을 합한 총량을 표시한 것이다.  

L:BoundInSolid, M:AdsorbOnGraphite, N:InPrimaryCoolant, O:LeakFromPrimary, 

P:PurificationPlant, Q:InSecondary, R:BlowdownLossSG,    S:Perm2ToISLoop 는 

생성된 삼중수소의 현재 잔존량을 표시한 것이다.

이와 같은 출력화일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코드를 개선하 다.

      p_sink(1) = p_sink(1) + X(1,1,N)  

      p_sink(2) = p_sink(2) + X(2,1,N)  

      p_sink(3) = p_sink(3) + X(3,1,N)  

      p_sink(4) = p_sink(4) + X(4,1,N)  

      p_sink(5) = p_sink(5) + X(5,1,N)  

      p_sink(6) = p_sink(6) + X(6,1,N)  

      p_sink(7) = p_sink(7) + X(7,1,N)  

      p_sink(8) = p_sink(8) + X(8,1,N)  

c

      p_sink(9) = p_sink(9)+X(1,1,N)+X(2,1,N)+X(3,1,N)+X(4,1,N)+X(5,1,N)

     1+X(6,1,N)+X(7,1,N) ! same as TATOM(1) =TATOM(1)+x(i,1,N)

      if(l.eq.1)then ! first column, initial value of second column

outpara(1)='A:TIME(years)       '  

outpara(2)='B:Li-6              ' 

outpara(3)='C:Li-7              '  

outpara(4)='D:B-10(fast n)      '  

outpara(5)='E:B-10(slow n)      '  

outpara(6)='F:C-12              '  

outpara(7)='G:Be-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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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ara(8)='H:He-3              '  

outpara(9)='I:ByFission         '  

outpara(10)='J:ByNeutron         '  

outpara(11)='K:TotalProduction   '  

outpara(12)='L:BoundInSolid      '  

outpara(13)='M:AdsorbOnGraphite  '  

outpara(14)='N:InPrimaryCoolant  '

outpara(15)='O:LeakFromPrimary   '

       outpara(16)='P:PurificationPlant '

outpara(17)='Q:H2OInSecondary    '

outpara(18)='R:BlowdownLossSG    '  

outpara(19)='S:Perm2ToISLoop     ' !ISLoop  

      write(10, 1113) (outpara(i), i=1, 19)

 1113 format(1X,19(A20))

 p_ryears=dt(1) ! start time of this time step

p_ryears=(p_ryears-dt(1))/365.

write (10,1111)p_ryears,(p_init(k),k=1,9),(p_init(k),K=1,9) 

      endif

p_ryears=dt(l+1) !End time of this time step

p_ryears=(p_ryears-dt(1))/365.

p_imsi1=0.

p_imsi2=0.

if(sloss.ne.0.)p_imsi1=TATOM(8)*(sloss-heatx)/sloss !ISLoop  

if(sloss.ne.0.)p_imsi2=TATOM(8)*heatx/sloss !ISLoop  

write (10,1111)p_ryears,(p_sink(k),k=1,9),(TATOM(k),K=1,7),

     -p_imsi1,p_imsi2 !ISLoop  

 1111 format(1pe20.4,9(1pe20.4),7(1pe20.4),2(1pe20.4)) !IS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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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TMHR 350으로부터 GTMHR600 입력 작성

GA사로부터 받은 입력 화일은 GTMHR350에 관한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GTMHR600의 입력을 작성하고자 하 다. 입력 작성은 주로 삼중수소의 생성에 관

련된 부분이면, 삼중수소의 분포에 관련된 부분은 차기년도에 수행하도록 하 다. 

2번 카드는 교환(Replacement)에 관련된 항목이고 고유의 교환주기를 갖는 삼중수

소 생성지역의 개수를 말하는 것이다. 2개의 생성지역이 고유의 교환주기를 갖는다

는 뜻이다.

표 5 TRITGO 입력 카드 2 번-교체 계통의 개수

Card number Component Variable unit value

Card.002 Replacement
Different 
replacement 
number

2

3 번 카드에서는 고유의 교환주기 별로 생성지역의 고유번호를 기입하고 거기에 따

른 교환주기 및 교환비율을 기입한다. 1-2 번 생성지역의 교환주기는 1 이고 교환

율은 0.5이다. 7 번 생성지역의 교환주기는 1 이고 교환율은 1 이다.

표 6 TRITGO 입력 카드 3 번-교체 주기 및 비율

Card 
number

Component Variable value value

Card.003 Replacement Starting R# , Ending R # 1          2 7         7
Replacement 
cycle(Card019)

1 1

Replacement Fraction 0.5 1

4번 카드는 현재 문제가 되는 대상의 노형을 적어주면 된다.

표 7 TRITGO 입력 카드 7번-대상발전소 이름

Card number Component Variable unit value

Card.004 Plant
Title of this 
problem

GT-MHR 600M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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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번 카드에는 열출력 및 열출력 도를 입력한다. GTMHR600은 600 MWth이며, 

열출력 도는 6.6 W/cm
3
이다.

표 8 TRITGO 입력 카드 5번-대상발전소 열출력 및 출력 도

Card number Component Variable unit value
Card.005 Plant Power MWth 600

Power density W/cm3 6.6

6번 카드에는 1차 측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다. GTMHR600은 1차 측 헬륨기체의 

질량이 10,000 lb이고 압력은 69.8 atm이고 온도는 850 
o
C이며, 정화플랜트로의 유

량이 5.0 lb/sec로서 냉각기체 총량에 대한 비율은 총질량 10,000 lb로 나누면 

5.e-4/sec가된다. 
3
He의 비율 및 보충재 투입률은 GTMHR350의 데이터를 그대로 

원용하 다.

표 9 TRITGO 입력 카드 6번-1차 측에 대한 열수력 조건

Card number Component Variable unit value
Card.006 Primary Weight lb 10,000

Pressure atm 69.8
Temperature C 850
He-3 fraction 1 2.00E-07
Make fraction rate 1/sec 3.17E-09
Purif. Flow fraction 1/sec 5.00E-04

8번 카드에는 삼중수소 생성지역의 총 개수를 입력한다. 여기서는 7개이며, 

GTMHR350과 다르지 않다.

표 10 TRITGO 입력 카드 8번-생성지역 구획 개수

Card number Component Variable unit value
Card.008 Region Region number 7

카드 10에는 삼중수소 생성지역의 7 개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 고유번호 1-7 까지에 

대해 각각의 이름을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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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TRITGO 입력 카드 10번-생성지역 이름

Card 
#

Component Variable unit value

Card
.010

Region
Region 
name

inner 
core

outer 
core

top 
reflector

bottom 
reflector

inner 
reflector

side 
reflector

control 
rods

카드 11에는 각 7  의 생성지역에 있어서 질량, 도, 다공성매질 면적, 고체 온도 

등을 입력한다. 1번 생성지역인 내부 노심 지역의 질량은 9.8e+4 lb이고, 고체 도

는 흑연의 도인 1.74 /cm
3
이다. 고체 도는 흑연 도를 활용하 고, 질량의 경

우는 각 생성지역의 흑연 부피에 흑연 도를 곱한 값을 사용하 다.

다공성 매질 면적은 GTMHR350을 활용하 는데 흑연의 면적인 0.2 
2
/g, 고체의 온

도는 핵연료의 온도를 그대로 사용한 850 
o
C를 입력하 다.

표 12 TRITGO 입력 카드 11번-생성지역별 질량, 도, BET, 온도

Card
#

Component Variable unit value

Card
.011

Region
Region 
weight

lb
9.80
E+04

1.00
E+05

5.24
E+04

6.99
E+04

2.83
E+05

9.22
E+05

5.54
E+02

Solid 
density

g/cm3 1.74 1.74 1.74 1.74 1.74 1.74 1.74

Porous 
BET

m2/g 0.2 0.2 0.2 0.2 0.2 0.2 0.2

Solid 
Temp.

C 850 850 850 850 850 850 850

13번 카드에는 각 7 개의 생성지역에서 중성자 반응에 관한 변수들을 입력한다. 

Fuel indicator는 해당 생성지역에 핵연료가 있는지를 표시하며, 1,2번 생성지역은 

핵연료가 존재하는 노심이므로 각각 1의 값을 입력하고, 나머지 3-7번 생성지역은 

핵연료가 없는 반사체지역 또는 제어봉 지역이므로 각각 0의 값을 입력한다. 

Carbon fraction per region, Boron fraction per region, Beryllium fraction per 

region은 각각 각 7 개 생성지역에서 Carbon, Boron, Beryllium의 질량비율을 ppm

단위로 표시한다. 현재 제시된 데이터는 GTMHR350에서 사용된 값을 그대로 이용

하 다. 

Fast neutron flux, Slow neutron flux 값은 각 7개 생성지역에서 냉중성자속 및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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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자속을 나타낸다. 삼중수소의 생성이 중성자 반응에 의해 생성되므로 이들 값

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현재 제시된 값은 TBEC코드에서 활용된 값을 사

용하 다.

표 13 TRITGO 입력 카드 13번-생성지역별 삼중수소 생성반응에 대한 정보

Card
#

Compo
nent

Variable unit value

Card
.013

Region
Fuel 
indicator

1 1 0 0 0 0 0

Carbon 
fraction
 per 
region

1 1 1 1 1 1 1 0

Lithium
 fraction 
per 
region

ppm 0.036 0.036 0.036 0.036 0.036 0.036 0.27

Boron
 fraction 
per
 region

ppm 41 41 2 2 2 2
1.00
E+06

Beryllium 
fraction 
per 
region

ppm 0 0 0 0 0 0 0

Fast 
neutron 
flux

#/cm2s
7.02
E+13

7.02
E+13

3.68
E+13

3.68
E+13

3.68
E+13

3.68
E+13

3.68
E+13

Slow 
neutron 
flux

#/cm2s
3.73
E+13

3.73
E+13

3.73
E+13

3.73
E+13

3.73
E+13

3.73
E+13

3.73
E+13

17 번 카드에는 운전 이력을 나타내는 카드로서 제시된 시각 이후에 상대적인 출력

을 나타내는 것으로 106년 1월 1일부터 상대 출력 1(즉, 완전 출력)로 운전함을 나

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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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TRITGO 입력 카드 17번- 시간별 상대 출력

Card number Component Variable unit value
Card.017 Power History Last line indicator 1 1

Month Date Year m,d,yr 1 1 106
Relative power 1 1

18번 카드에는 운전이력동안 수소농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삼중수소의 거동이 수소

농도에 의존하는 거동에 필요한 데이터이다. 106년 1월 1일부터 수소의 농도는 10 

ppm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화효율은 1이다.  Hydrogen concentration 값은 

GTMHR350의 값을 차용하고 있다.

표 15 TRITGO 입력 카드 19번-시간별 수소농도 및 정화효율

Card 
number

Component Variable unit value

Card.018 H2 History Last line indicator 1 1
Month Date Year 1 1  1 106
Hydrogen concentration ppm 10

Purification efficiency 1 1

카드 19에는 TRITGO가 계산한 삼중수소의 값을 출력하는 값인데, TRITGO의 계

산은 17번과 19번 카드에서 제시된 시각을 기준으로 하여 삼중수소의 값을 계산하

게 된다.  Print indicator는 계산된 삼중수소 값의 출력여부를 표시하는 것으로 1일 

경우 출력을 하고 0일 경우는 출력을 하지 않는다.

표 16 TRITGO 입력 카드 19번-결과출력 간격

Card 
number

Component Variable unit value

Card.019 History Last line indicator 1 0 0 0 1

Month Date Year m,d,yr 1 1106 5 1 107 9 1 108 1 1 110

Print indicator 1 1 1 1 1

카드 20 번은 계산의 시작과 정지의 시각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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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TRITGO 입력 카드 20번-계산의 시작과 정지

Card number Component Variable unit value
Card.020 History Month Date Year m,d,yr 1 1 106

Month Date Year m,d,yr 1 1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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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S Loop 해석을 위한 방법론 개발

4장에서는 IS Loop 해석을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하여 4.1절부터 4.5절까지 

TRITGO가 각 계통(TRITGO 코드는 sink라고 지칭한다)에서의 삼중수소의 양을 

계산하기 위한 해의 방법론을 분석하 다. 이러한 분석을 기본으로  하여 TRITGO

로 IS Loop에서 삼중수소 분포를 계산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5

장에 TRITGO를 이용한 IS Loop를 가진 가상의 GTMHR600에서의 삼중수소 분포

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4.1. TRITGO의 해 방법론 분석

TRITGO는 각 생성지역에서 각 생성원에 따른 삼중수소 생성량을 계산하여 각 생

성지역에서 삼중수소양은 각 생성원에 따른 삼중수소 생성량을 합하여 구하게 된

다. 본 절에서는 TRITGO에서 해를 구하는 방법을 분석한 결과를 수록하 다. 

TRITGO 매뉴얼을 참고하면 더욱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여기서는 생성원이 
6
Li 인 경우에 한하여 살펴보았다. 수식에서 사용된 아래첨자 r, 

T, 6, j=1-8는 각각 생성지역, 삼중수소, 
6
Li, 생성원자의 종류를 나타낸다. j=6인 생

성원자가  
6
Li이므로 실질적으로 6과 

6
Li은 같은 뜻이다.  아래 식 (1)부터 식 (6)까

지는 생성지역인 r인 지역에서  
6
Li로 인한 삼중수소의 생성량 및 이로 인한 삼중수

소의 분포를 계산하기 위한 수식이다. 

식 (1)은 열중성자와의 반응으로 
6
Li가 붕괴하는 방정식이다. 식 (2)는 삼중수소의 

균형식으로  
6
Li성자 반응으로 인하여 생성된 삼중수소 양과 붕괴되는 삼중수소 생

성량의 차이가 삼중수소 양의 변화량이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식 (3)은 j원자를 생성원자로 하여 생성지역 r에서 탄생한 삼중수소의  1차 측 내에

서 균형식으로 생성된 삼중수소가 1차 측으로 무사히 들어오는 량에서 1차 측에서 

제거되는(정화플랜트에서 제거되고, 금속투과하고, 1차 측 누출에 의해 같이 누출되

며, 또한 붕괴되는 량)양을 뺀 것을 뜻한다. 

식 (4)는 1차 측에서 누출되는 삼중수소의 균형식으로, 1차 측에서 누출되는 삼중수

소의 양에서 붕괴되어 제거되는 삼중수소의 차이로 나타난다. 식 (5)는 2 차 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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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삼중수소의 균형식으로 1차 측에서 2차 측으로 금속 투과되는 삼중수소의 양에

서 2 차 측에서 누출되는 양(S)과 붕괴되어 제거되는 삼중수소 양을 차감한 식이다.

식 (6)은  이번 시각에 r 생성지역, j 생성원자에 의한 특정 위치(k)의 삼중수소의 

양은 이번 시간간격에서 새로 생성되어 r, j, k에 기여하는 삼중수소에 기존에 r, j, 

k에 기여한 삼중수소 중 정화, 누출, 투과, 붕괴 등에 의하여 제거되지 않고 살아  

남은 삼중수소의 양을 합한 값이다.

식 (3)에서 L, purif, perm, leak, ads, decay은 총 손실계수, 정화계수, 투과계수, 흡

착계수, 붕괴상수를 나타낸다.

( ) ( )[ ] 666
6

6
−

−

−=





Lirtherm

Li

r N
dt
Nd

σπφ
              (1)

( ) ( )[ ] ( )[ ] 6666
6

−−
−

−=





LirTLirtherm

Li

rT NN
dt
Nd

λσπφ
           (2)

( ) ( ) [ ] ( )[ ]jrTj
B

j

rT NLPT
ads
F

dt
Nd

−
−

=




 1
 L=(purif+perm+leak)/ads+decay (3)

( ) ( )[ ] ( )[ ]rTcoolantrT
leak

rT NNW
dt
Nd

λ−=





            (4)

( ) ( )[ ] ( )[ ]rTcoolantrT
GS

rT NSNPerm
dt
Nd

)(
/

+−=




 λ
              (5)

Lttt
TT

t
T eNNN −∆−+∆= )()(           (6)

4.2. 총 생성량 및 고체 미방출량

이 절에서는 생성지역 r에서 생성원자 
6
Li에 의하여 생성된 삼중수소의 양과 고체내

부에 갇힌 삼중수소의 양을 계산하는 방법을 분석하 다. 식 (1)과 식 (2)는 각각 
6
Li의 중성자반응 균형식, 

6
Li 중성자 반응으로 인한 삼중수소 균형식이다. 식 (3)은 

생성된 삼중수소 양중 고체내부에 갇힌 삼중수소의 양으로 식 (3)은 식 (1), (2)에 

독립된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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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시각 t-dt부터 t까지를 가정하고 식 (1)과 식 (2)를 풀게 되면, 식(i)와 같

은 해를 얻게 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매뉴얼을 참조하길 바란다. 시각 t까

지 총 생성량은 시간 t-dt부터 t까지 생성된 양에 t-dt까지 생성된 삼중수소 중 생

존한 양을 더하게 되면 식 (ii)와 같이 시각 t까지 생존하고 있는 총 삼중수소 생성

량을 얻게 된다.

생성되어 생존중인 삼중수소 중에서 고체 밖으로 탈출하지 못하고 갇혀있는 삼중수

소의 양은 식 (2)를 식 (3)에 대입하여 식 (iii)과 같이 풀 수 있다.

( ) ( )[ ] 666
6

6
−

−

−=





Lirtherm

Li

r N
dt
Nd

σπφ
(1)

( ) ( )[ ] ( )[ ] 6666
6

−−
−

−=





LirTLirtherm

Li

rT NN
dt
Nd

λσπφ
 (2)

Bound in Solid: ( )[ ] BproducedrTboundrT FNN =])[(  (not coupled) (3) 

먼저 dt 동안 생성된 삼중수소 양은 위 식  (1)과 식 (2)를 풀어서 다음 식 (i)와 같

은 해를 얻는다.

( )[ ] ),,( 2126 6
SStGSNN tt

rT Li
∆=∆ ∆−

− (i)

여기서, 621 , σπφλ thermSS ==  이다.

삼중수소 총 생성량(Production)은 현재 계산 간격에 새로 생성된 양과(New 

Production during dt)와 이전 시간까지 생성된 삼중수소 중 생존한 양(Alive 

among Old Tritium from 0 to t-dt)의 합이므로, 다음 식 (ii)와 같이 나타난다.

ttt
TT

t
producedrT eNNN λ−∆−+∆= )(])[( (ii)

고체 안에 갇힌(Bound in Solid) 삼중수소 양은 식 (ii)를 식 (i)에 대입하여 다음 식

(iii)과 같은 해를 얻는다. 

( )[ ] B
t
producedrT

t
boundrT FNN =])[(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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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1차 측 방출량 및 흑연 흡수량

이 절에서는  생성된 삼중수소 중 1차 측으로 방출된 삼중수소 양과 흑연에 흡수된 

삼중수소의 양에 대한 계산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식 (1)에는 역시 중성자와의 반응에 의한 
6
Li 균형식이 제시되어있다. 식 (2)는 4.1 

절의 식 (2)를 식 (3)에 넣음으로서 얻은 1 차 측에서 삼중수소의 균형식이다. 1 차 

측의 삼중수소 균형식은 1차 측으로 들어오는 삼중수소에서 1 차 측에서 투과, 누

출,정 화, 붕괴 등에 의하여 제거되는 삼중수소 양을 뺀 식이다. 

실제로 4.1 절의 식 (2)를 식 (3)에 넣으면 식 (3)과 같은 형태의 식이 나오는데 4.2

절에서 사용한 G, H 함수에 의한 해의 일반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삼중수소 생성항

의 앞부분을 제거한 식 (2)가 사용된다. 사실 이 부분은 전문가에 의해서 검증이 되

어야 할 부분이다.

식(4)는 1차 측 기체 속에 있는 삼중수소가 흑연에 흡수되는 식을 나타내는데, 이식

은 식(1), (2)와는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식 (1)과 식 (2)를 풀어 1차 측 삼중수소 

양을 구한 후에 단순히 대입하면 된다.

TRITGO에서 해를 푸는 방식은 t-dt부터 t까지 생성된 삼중수소의 거동을 생성원

자의 중성자반응식 및 삼중수소 균형식을 통하여 풀고, 0초부터 t-dt까지 생성된 삼

중수소 중 그 계통에서 제거 또는 붕괴되지 않고 생존하고 있는 삼중수소의 양을 

더하는 방식이다. 

식 (1)과 식 (2)를 풀게 되면 식 (i)와 같은 해가 나오게 된다. 이해의 형태에 대해

서는 매뉴얼을 참조하길 바란다.

 식 (i)은 시간 t-dt부터 t까지 r지역에서 
6
Li 중성자반응으로 인한 삼중수소 생성량

을 나타내게 되므로, 생성된 삼중수소 양을 1차 측 삼중수소 양으로 바꾸어주는 상

수를 곱하여 시간 t-dt부터 t까지 r지역에서 
6
Li 중성자 반응으로 인한 삼중수소 생

성량 중 1차 측에 들어오는 삼중수소 양을 계산한다. 그리고, 이 삼중수소 양에 기

존에 1차 측에 존재하고 있었던 삼중수소 양를 더하면 식 (ii)의 값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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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측 삼중수소 중에서 흑연에 흡착되는 양은 단순히 식 (ii)를 식 (4)에 대입하여 

식 (iii)과 같은 해를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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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 (3)은 4.1 절 식 (2)를 식 (3)에 넣어서 구할 수 있고, 위 식 (2)는 G 함수와 

H 함수를 이용하여 TRITGO 해를 얻기 위하여 식 (3)을 변형한 식이다.

( )[ ] )1(])[( −= adsNN
coolantrTabsorbedrT (not coupled with 1,2,3) (4) 

위 식  (1)과 식 (2)를 풀면 다음 식 (i)과 같은 해를 얻게 된다. 

( )[ ] ),,( 2126 6
SStGSNN tt

rT Li
∆=∆ ∆−

−  (i)

여기서, 621 , σπφ thermSLS == 이다.

1차 측으로 방출되는 삼중수소 양(Released into Primary among Production 

considering die, loss)은 이 계산 시간 간격동안 생성되어 1 차 측으로 방출되는 삼

중수소의 양(Released into Primary among New)와  기존에 생성되어 1 차 측에 

잔류하고 있는 삼중수소의 양(Remained in Primary among Old)의 합 혹은 New 

Production*Release Factor 와 Old Tritium*Loss Factor의 합이므로 1차 측으로 방

출되는 삼중수소 양은 식(ii)와 같이 된다.

 

( ) Lttt
TT

Bt
coolantrT eNN

ads
FN −∆−+∆

−
= )(1])[(

 (ii)

흑연에 흡수되는 삼중수소 양은 식 (ii)를 식 (i)에 넣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Absorbed On Graphite: ( )[ ] )1(])[( −= adsNN t
rT

t
adsorbedrT coolant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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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1 차 측 손실 양(누출, 정화, 투과)

이 절에서는 1 차 측으로부터 누출, 정화, 투과 등에 의하여 제거되는 삼중수소의 

양을 구하고자 한다. 이 절에서는 다른 절과는 달리 2 단계의 해가 필요하다. 왜냐

하면 1 차 측에서 누출, 정화, 투과 등으로 빠져 나간 삼중수소는 t-dt부터 t까지 생

성된 삼중수소와 0초부터 t-dt까지 1 차 측에서 생존하고 있던 삼중수소 2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누출, 정화, 투과되어 빠져 나간 삼중수소는 t-dt부터 t까지 빠

져나간 양에 0초부터 t-dt까지 빠져나갔던 양중에 붕괴되지 않고 살아남은 양을 더

해야 한다.

따라서, 먼저 t-dt부터 t까지 생성된 삼중수소의 t-dt부터 t까지 누출, 정화, 투과 양

을 구하고, 0초부터 t-dt까지 생성되어 1차 측에 존재하고 있는 삼중수소의 t-dt부

터 t까지 누출, 정화, 투과된 양을 구한다. 그리고 이미 0초부터 t-dt까지 누출, 정

화, 투과된 양중 생존한 양을 구한다. 그리고 이 세 값을 각각 더하면 t까지 1차 측

에서 누출, 정화, 투과된 양을 구할 수 있다.

4.4.1과 4.4.2에서 현재 계산 시간에  생성되어 1 차측으로 방출된 삼중수소에 대한 

손실 양과 이미 생성되어 1 차 측에 잔류하고 있는 삼중수소에 대한 손실 양을  각

각 구하고 4.4.3절에 이 값을 더한 1 차 측 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4.4.1. 현재 계산 시간에 생성되어 1 차측으로부터 손실되는 양(Loss from 

primary among new Tritium produced from tt ∆−  to t )

식 (1)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6
Li의 중성자 반응으로 인한 

6
Li 원자의 균형식이다. 식 

(3)는 4.1절의 식 (3)을 식 (2) 넣어서 얻은 1차 측에서 삼중수소의 균형식이고, 식 

(5)는 4.1절의 식 (4)를 활용하여 얻은 삼중수소의 손실(누출, 정화, 투과)에 대한 균

형식이다. 식 (2)와 식 (4)는 G,H 함수를 이용한 해를 풀기위한 조작이며, 이에 대

한 분석이 더 요구된다. 여기서, lpp는 leak, purification, permeation의 셋 중의 하

나를 의미한다. 

식(1),(2),(4)를 풀어서 식(i)와 같이 해를 구한다음, 식 (2)과 식 (4)를 위해서 생성항

에 곱하여진 상수의 역수를 곱하여 식(ii)의 식 (1), 식 (3), 식 (5)에 대한 올바른 해

를 구해낸다. 이 값이 t-dt부터 t까지 새로 생성된 삼중수소 가운데 1차 측에서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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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정화, 투과로 인해 빠져 나간 삼중수소 양이다. 

( ) ( )[ ] 666
6

6
−

−

−=





Lirtherm

Li

r N
dt
Nd

σπφ
 (1)

( ) ( )[ ] ( )[ ] 6666
6

−−
−

−=





LirTLirtherm

Li

rT NLN
dt
Nd

σπφ
 (2)

( ) ( ) ( )[ ] ( )[ ] 6666
6

1
−−

−

−
−

=





LirTLirtherm

B

Li

rT NLN
ads
F

dt
Nd

σπφ
(3)

위에서 식 (3)는 4.1절 식 (2)를 식 (3)에 넣어서 구할 수 있고, 위 식 (2)는 G 함수

와 H 함수를 이용하여 TRITGO 해를 얻기 위하여 식 (3)을 변형한 식이다.

( ) ( )[ ] ( )[ ]lpprTcoolantrT
lpp

rT NNL
dt
Nd

λ−=






 (4)

( ) ( )[ ] ( )[ ]lpprTcoolantrT
lpp

rT NNlpp
dt
Nd

λ−=






(5)

위에서 4.1절 식 (4)를 변환하여 식 (5)를 만들었고, G함수와 H함수를 이용한 해를 

구하기 위해 식 (5)를 다시 식 (4)로 변환하 다.

여기서, ( )[ ] ( )[ ] ( )[ ] 6,6 −− == LicoolantrTLirTcoolantrT NNN 이고,  lpp는 leak, purification, 

permeation 중의 하나를 나타낸다.

위 식 (1), (2), (4)를 연립하여 풀면 식 (i)와 같은 해를 얻게 된다.

( )[ ] ),,,(][ 2136 6 s
tt

rlppT SSStGSNN
Li

∆=∆ ∆−

−  (i)

여기서, 6321 ,, σπφλ thermSLSS === 이다.

결론적으로, 1차 측에 있는 삼중수소 양은 식(i)에 식 (3)을 식 (2)로 바꾸어주기 위

해 제거한 계수와 식(5)를 식(4)로 바꾸기 위해서 제거한 계수를 원상복귀 시켜주면 

식 (ii)와 같은 해를 얻게 된다.

( )
lppT

B
Newloss

t
T N

ads
FlppN ][1])[( , ∆

−
=

 (ii)

lpp = leak, purification, permeation f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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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기존 계산 시간에 생성되어 1 차 측에 잔류 중에 현재 계산 시간에 손실되는 

양(Leak, Purification, Permeation among old Tritium in Primary, produced from 0 

to tt ∆− )

여기서는, 삼중수소 생성을 다루지 않는다. 따라서 6N 에 대한 방정식을 풀지 않고 

단지 TN 에 대한 방정식만을 풀게 된다.

4.4.1절에서는 t-dt부터 t까지 새로 생성된 삼중수소 중에서 1차 측을 거쳐서 누출, 

투과, 정화되는 삼중수소의 양을 구하 고, 여기서는 0초부터 t-dt초까지 생성되었

던 삼중수소 중에서 1차 측에 생존하고 있던 삼중수소가  t-dt부터 t까지 누출, 투

과, 정화되는 삼중수소의 양을 구하고자한다.

여기서는 새로 생성된 삼중수소를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Li-6의 원자의 중성

자 반응은 제거되면 오로지 삼중수소의 균형식 만을 다루게 된다. 따라서 4.1의 식

(3),(4)에서 생성항을 제거한 다음 식 (6), (7)이 우리가 풀어야할 식이다. 물론 이식

에서도 G, H 함수의 일반적인 해 방법을 이용하기 위하여 lpp 대신에 L을 썼다. 따

라서, 식 (6), (7)을 풀어 식 (iii)의 해를 구한 다음 식 (iv)과 같이 원래 식을 고려

할 수 있도록 해를 바꾸어 주어야 한다.

Convert (3) into 

( ) ( )[ ] 6
6

−
−

=





LirT

Li

rT NL
dt
Nd

(6)

Convert (4) into 

( ) ( )[ ] ( )[ ]lossrTcoolantrT
loss

rT NNL
dt
Nd

λ−=





 (7)  

위에서 4.1절의 식 (3)과 식 (4)를 식 (6)과 식 (7) 형태로 바꾸어 준다. 참고로, 4.1

절의 식 (3)에서 PT는 생성이 고려되지 않으므로 제거되고, 4.1 절의 식 (4)에서 W

는 lpp를 나타내는데, G 함수와 H 함수로 TRITGO 해를 얻기 위해 L로 교체된다.

여기서, ( )[ ] ( )[ ] ( )[ ] 6,6 −− == LicoolantrTLirTcoolantrT NNN 이고, lpp는 leak, purification. 

permeation을 나타낸다.

위 식 (6)과 (7)을 풀면 식(iii)과 같은 해를 얻게 되고, 여기에 lpp를 L로 교체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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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하면 식 (iv)와 같이 이미 생성되어 1차 측에 있던 old 삼중수소의 손실되는 

양을 구할 수 있다.

),,(])[(][ 21 SStGNN
tt

coolantrTlossT ∆=∆
∆−

(iii)

),,(])[(][ 21, SStGNlppN
tt

rToldlossT

tt

coolant
∆=∆

∆−∆−

(iv)

4.4.3. 현재 계산 시간에 1 차 측에서 손실되는 양( Loss from primary from tt ∆−  

to t (=III.1+III.2))

4.4.1 절와 4.4.2 절에서  t-dt부터 t까지 생성된 삼중수소가 t-dt부터 t까지 1차 측

에서 누출, 투과, 정화된 양 및 0초부터 t-dt까지 생성된 삼중수소 중에서 1차 측에 

있다가 t-dt부터 t까지 누출, 투과, 정화된 양을 각각 구하 다. 따라서 t-dt부터 t까

지 1차 측에서 누출, 투과, 정화되는 삼중수소의 양은 식 (ii)와 식 (iv)의 합인 식 

(5)가 된다.

( ) ( )[ ] ),,(])[(),,(1
][][])[(

212126

,,

6
SStGNlppSStGSN

ads
Flpp

NNN
tt

coolantLi rT
tt

r
B

oldlossTNewlossTloss
t

T

∆+∆
−

=

∆+∆=

∆−

−

∆−
 (v)

Total Loss=Loss from primary among new production 

           +  Loss from alive tritium among old tritium

4.4.4.  Loss from primary from tt ∆−  to t  + Alive from decay or loss

4.4.1 절부터 4.4.3 절까지는 t-dt부터 t초까지 1차 측으로부터 누출, 투과, 정화되는 

삼중수소 양을 구하 다. 이양에 0 초부터 t-dt 초까지 누출, 투과, 정화된 삼중수소 

중 t초에 그 시스템에 생존한 삼중수소 양을 더하게 되면 식 (vi)의 0 초부터 t 초

까지 1차 측으로부터 누출, 투과, 정화된 생존한 삼중수소 양을 식 (vi)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 ] ttt
permpurifleakrT

t
rT

t
permpurifleakrT eNNN

loss

λ−∆−+= ,,,, ])[(])[( (vi)

4.5. 2차 측량 및 2차 측 손실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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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2차 측에서 t초 현재 존재하는 삼중수소의 양과 2차 측으로부터 누출된 t

초에 현재 생존하는 누출 삼중수소 양을 구하고자한다.

4.5.1. 2차 측에 존재하는 삼중수소의 양

2차 측에 t초 현재 존재하는 삼중수소의 양은 결국 t-dt부터 t초까지 생성된 삼중수

소의 1차 측에서 2차 측으로 투과된 양(누출, 붕괴 양 제거)에 0초부터 t-dt초까지 

1차측에서 2차 측으로 투과되었던 양 중 2차 측에서 누출, 붕괴되지 않고 생존하고 

있는 삼중수소의 양을 더한 것이다. 

t-dt부터 t초까지 생성된 삼중수소의 2차 측으로 투과된 양을 풀기위해서는 
6
Li 중

성자 반응식, 1차 측 삼중수소 균형식, 2차 측 삼중수소 균형식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4.4.1 절의 식 (1), (3), (5)을 이용하여 풀면 된다. 여기서 식 (1), 식 (2), 식 

(3)은 각각 
6
Li 중성자 반응식, 1차 측 삼중수소 균형식, lpp 측(누출, 투과, 정화) 삼

중수소 균형식인데 반해, 여기서 식 (3)은 lpp 대신에 2차측 균형식을 만들어 주면 

된다. 그러면 식 (1)과 같은 형태가 되고 4.4.1 절의 식 (ii)와 같은 해를 얻게 된다. 

단지, 해의 계수는  6321 ,, σπφλ thermSLSS === 에서 

6321 ,, σπφλ thermSLSlossS ==+= 로 바뀌게 된다. 

( ) ( )[ ] ( )[ ] ndaryrTcoolantrT
ndary

rT NlossNPerm
dt
Nd

2
2

)2( +−=




 λ
 (1)

 

0초부터 t-dt초까지 1차 측에서 2차 측으로 투과되었던 양 중 2차 측에서 누출, 붕

괴되지 않고 생존하고 있는 삼중수소의 양은 4.4.2 절의 논리로 같이 풀 수 있다. 

이제, 2차 측에서 누출된 t초에 현재 존재하는 삼중수소의 양은 결국 t-dt부터 t초

까지 생성된 삼중수소가 2차 측에서 투과된 양에  0초부터 t-dt까지 2차 측에서 살

아남은 삼중수소 양을 더한 논리로 4.4.3 절과 같이 구할 수 있다.

4.5.2. 2차 측에서 누출되는 삼중수소의 양

2차 측에서 누출되는 삼중수소의 양은 삼중수소의 균형을 생각하면 식 (2)와 같이 

1차 측에서 투과된 삼중수소의 양에서 2차 측에 존재하는 삼중수소의 양을 빼면 된

다. 

Loss from 2ndary = Perm(4.4.3절)-2ndary(4.5.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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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IS Loop에서 삼중수소 계산 방법론 개발

4.6.1. 엄  해를 위한 방법

삼중수소 입장에서 보면 1차 측에서 2차 측으로 투과되는 현상을 2차 측에서 IS 

Loop로 투과되는 현상과 동일한 현상이다. 따라서 생성된 삼중수소의 경로는 Li-6

중성자 반응으로 삼중수소생성, 1차 측으로 삼중수소 방출, 1차 측에서 2차 측으로 

삼중수소투과, 2차 측에서 IS Loop로 삼중수소 투과, 그리고 IS Loop에서의 누출, 

투과 총 5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중성자반응식, 1차 측 삼중수소 균

형식, 2차 측 삼중수소 균형식, IS Loop으로의 투과식 등 총 4개의 식을 풀어야 한

다. 이것은 현재의 TRITGO 코드에 비해 모든 해에 대해 1단계 더 많은 식을 풀어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법론은 시간과 인력의 투입이 요구되며, 본 연구에서는 시간과 인력 투입

을 줄이고 보수적인 방법론을 다음절에서 제안한다.

4.6.2. 쉬운 방법론 개발

먼저, 2차 측에서의 누출의 삼중수소 경로는, 중성자반응, 1차 측 방출, 2차 측 투

과, 2차 측 누출의 4번째 마지막 단계이다. 그리고, IS Loop으로 인하여 삼중수소의 

균형식을 늘리지 않기 위해 IS Loop에서 삼중수소의 누출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

다. 이렇게 되면 IS Loop으로의 투과는 2차 측 누출과 마찬가지로 삼중수소의 거동

의 마지막이 된다. 

따라서, 2차 측 누출과 2차 측에서 IS Loop으로 삼중수소 투과는 동일선상에서 다

룰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2차 측의 누출계수를 당초 누출계수에 2차 측에서 IS Loop로 투과

되는 계수를 더하여 4.5.1절과 4.5.2 절에서 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2차 측의 삼중수

소 양 및 2차 측에서 누출되는 삼중수소의 양을 구하 다. 또하나, 2차 측에서 IS 

Loop의 투과계수를 구할 수 없는바 1 차 측에서 2 차 측으로 투과계수를 사용하

다.

2차 측에서의 삼중수소의 양은 4.5 절에서 기술하 지만,  4.4.1 절의 식 (ii)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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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얻게 된다. 단, 단지, 해의 계수는  6321 ,, σπφλ thermSLSS === 에서 

6321 ,, σπφλ thermSLSpermlossS ==++= 로 바뀌게 되고 해는 식 (i)와 같이 된다.

( ) ( )[ ] ),,(])[(),,(1
][][])[(

212126

,2,22

6
SStGNpSStGSN

ads
Fp

NNN
tt

coolantLi rT
tt

r
B

oldndTNewndTnd
t

T

∆+∆
−

=

∆+∆=

∆−

−

∆−
(i)

이제 2차 측에서 누출되는 양 즉, 누출 및 투과 되는 양은 2차 측에 투과되는 삼중

수소의 양에서 여기서 구한 2차 측에서 삼중수소 양을 빼면 식 (ii)로 구할 수 있게 

된다. 

Loss&Perm2 from 2ndary = Perm(4.4.3절)-2ndary(식(i)) (ii)

다시, IS Loop으로 투과되는 양은 식 (ii)에서 구한 2차 측에서 총 누출되는 양에서 

투과비율을 구하면 쉽게 식 (iii)처럼 구할 수 있다.

Perm2=[Loss&Perm2 from 2ndary(식 (ii))]*[Perm2/(Loss+Perm2)]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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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비 분석 및 결과

5.1. 평가 노형 및 입력 화일

본 연구에서는 GTMHR350의 입력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NHDD의 모델이 되는 

GTMHR600 노형에 대한 TRITGO 입력 화일을 준비하 다. 단, 시간 및 구비 자료

의 문제로 GTMHR350의 입력을 활용하고 GTMHR600의 삼중수소 생성부분에 대

한 입력을 준비하 다. 따라서, 삼중수소의 누출, 투과 등의 분포에 관한 입력은 

GTMHR350의 입력을 활용하 다. 또한 삼중수소 생성부분에 있어서도 

GTMHR600의 데이터가 없는 부분은 GTMHR350을 활용하 다. 

입력 화일은 아래에 제시되었으며, 입력 화일에 대한 설명은 2 장에 설명하 고, 자

세한 사항은 부록 1및 TRITGO 매뉴얼을 참고하길 바란다.

5.2. TBEC와 삼중수소 생성량 비교

표 18에는 5.1절의 입력을 활용하여 계산한 삼중수소의 양을 TBEC 코드와 비교 한 

것이다. TRITGO와 TBEC의 삼중수소의 총량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3
He와 

10
B에 의한 삼중수소의 생성량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분

석이 필요하다. 특히, TRITGO의 
10
B에 의한 삼중수소 생성량은 중성자 속에 따라 

크게 변하 는데, 이에 대한 면 한 검토가 필요하다. 

표 18  TBEC 코드와 TRITGO 코드의 삼중수소 생성량 비교

Reactor
Type

Model Units
Ternary 
Fission

3
He

6
Li

10
B Total

GT-MHR
600 MWt

TBEC
Ci/yr
(%)

2507.9
(48.86)

639.4
(12.46)

630.6
(12.29)

1354.8*
(26.39)

6084.4
(100)

TRITGO
Ci/yr
(%)

2927
(52)

2084**
(37)

613
(10)

28***
(0.5)

565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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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3 mole로 계산 (B4C 함량의 20%만 
10
B)

**: 
3
He fracction and Helium replacement rate were changed from 2.0e-7 and  

3.17E-9 to 1.6e-7 and 3.17E-10.(2632)

***: 
10
B dependency of neutron flux must be further stud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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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삼중수소 생성량 및 삼중수소 분포 

그림 53에는 GTMHR600에서 삼중수소의 총 생성량, 핵분열로 인한 생성량, 중성자 

반응으로 인한 생성량, 생성량 중 고체에 갇혀 있는 양 등이 제시되어 있다. 삼중수

소는 GTMHR600 원자로에서 1년에 5000 Ci 정도 생성이 되며 5년 정도 운전할 경

우 붕괴된 것을 제외한 누적 삼중수소 생산량은 15000 Ci에 이르고 있다. 생성원별

로는 핵분열로 인한 삼중수소 양은 선형적으로 10,000 Ci까지 증가하나, 중성자 반

응에 의한 삼중수소 양은 증가율이 점점 감소하여 5,000 Ci까지 증가한다. 이렇게 

중성자 반응에 의한 삼중수소 양이 감소하는 것은 중성자 생성원이 중성자 반응으

로 인하여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다. 핵분열에 의해서 생성된 삼중수소 중에서 고체

에 갇힌 양이 생성된 양과 거의 비슷하여 핵분열에 의한 삼중수소는 핵연료로서 충

분히 억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성자 반응으로 인한 삼중수소 양을 

줄이는 것이 삼중수소 방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림 1 GTMHR600 운전 이력 동안 삼중수소 생성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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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에는 생성원별로 생성된 삼중수소 양이 나타나있다. 생성원별로 보면 핵

분열로 인한 생성량이 가장 많고, 그다음이 1차 측 냉각기체로 사용되고 있는 헬륨

기체의 동위원소인 
3
He의 양이 많다. 그 외 

6
Li로 생성되는 삼중수소 양이 많고, 나

머지는 무시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핵분열로 인한 삼중수소의 생성량은 그 생성을 막을 수 없다는 것과 또한 생성된 

삼중수소가 핵연료에서 갇힌 상태로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핵연료의 피복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He와 

6
Li가 원자로에서 사용하기를 원하는 물질이 아니고 불순물인 것을 감안하면 

원자로 내부에서 사용되는 물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다. 

그림 2 GTMHR600에서 8개 생성원에 대한 삼중수소 생성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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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에는 1차 측 냉각기체 속에 포함된 삼중수소의 양을 나타낸 것이다. 1차 

측에서 삼중수소의 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것은 1차 측으로 들어오는 

삼중수소 양보다는 제거되는 삼중수소의 양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1차 측에서 

삼중수소가 제거되는 방법으로는 누출, 투과, 정화 등의 3가지가 있는데 투과된 량

과 누출된 량이 농도에 비례한다고 보면 삼중수소의 정화계통의 역할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정화 계통이 삼중수소의 확산을 막는데 매우 중요한 기구임

을 알 수 있다.

그림 3 GTMHR600 1 차 측에서 삼중수소 방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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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에는 흑연 감속체 속으로 흡착되는 삼중수소의 양이 나타나 있다. 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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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속체는 다공성 매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1년 되는 때에 흡착되는 양이 500 

Ci로 정화되는 양 1500 Ci의 1/3이나 되는 많은 양의 삼중수소를 가두고 있다. 이 

양은 생성되는 삼중수소 중 고체에 갇히지 않고 1차 측으로 방출되는 삼중수소 양

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이렇게 생성된 삼중수소의 1/2가량은 핵연료 안에 갇혀있

고, 그 나머지 1/2이 1차 측으로 방출되는데 이들 중 거의 대부분이 흑연으로 흡착

되거나 아니면 정화계통으로 정화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누출, 투과되는 

삼중수소 양은 극히 작은 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4 GTMHR600 운전이력 중 흑연에 흡착된 삼중수소 방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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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에는 1차 측으로 방출된 삼중수소 중에서 1차 측 헬륨기체의 누출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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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출되는 삼중수소의 양으로 첫 1년에 대략 0.01 Ci로서 매우 낮은 수준이고, 대기

로의 방출이여서 그 위험도는 극히 작다고 하겠다.

그림 5 GTMHR600 운전이력 중 1 차 측에서 누출된 삼중수소 방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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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은 정화계통에 의해 정화되는 삼중수소의 양을 나타낸다. 1차 측 냉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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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섞여있는 삼중수소는 원자로 반사체 물질인 흑연에 흡착되거나 아니면 정화계

통에 의해 대부분 제거가 된다. 이렇게 삼중수소의 조절에 있어서 정화계통의 역할

은 매우 크고, 또한 많은 삼중수소를 포집하기 때문에 이러한 삼중수소를 제거하는 

방안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그림 6 GTMHR600 운전이력 동안  1 차 측에서 정화된 삼중수소 방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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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에는 2차 측에서 삼중수소의 양을 나타내고 있다. 2차 측에서 3중수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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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1차 측에서 누출되는 양 만큼이나 적은데, 이것은 2차 측에서의 삼중수소의 

양은 1차 측에서 2차 측으로 금속투과를 해야 하고 또한 2차 측에서 수증기 방출, 

누출, 금속 투과에 의해서 제거되는 양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2차 측으로 들어

오는 양은 금속투과에 의해서인데 반해 2차 측에서 빠져나가는 양은 수증기 방출, 

누출, 금속투과 등이 있기 때문에 2차 측에 존재하는 삼중수소의 양은 감소하고 있

다.

그림 7 GTMHR600 운전이력 동안 2 차 측에서 삼중수소 방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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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에는 2차 측 냉각재의 방출로 인하여 방출되는 삼중수소의 양이다. 

GTMHR600에는 2차 측으로 냉각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헬륨을 사용하는 NHDD에

서는 2차 측 냉각재의 방출량 등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그림 8 GTMHR600 운전이력 중 2 차 측에서 손실된 삼중수소 방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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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에는 2차 측에서 IS계통으로 금속 투과되어오는 삼중수소의 양을 나타낸

다. 최초 1년도에 IS계통에 쌓이는 삼중수소의 양은 0.15 Ci/yr에 해당되며, 이것은 

곧 삼중수소의 규제 값과 비교가 필요하다. 0.15 Ci/yr를 년간 생산하는 수소량 

10,000e6 (g/yr)으로 나누고 Bq/Ci 환산계수를 곱하면 0.15(Ci/yr)*3.7e10 

(Bq/Ci)/10,000e6 (g/yr)=0.56 Bq/g-H2의 값을 얻게 된다. 0.56 Bq/g-H2 값은 일본 

삼중수소 규제 기준치에 등장하는 56 Bq/g-H2의 1/100 수준으로 만족할 만큼 작은 

값으로 판단된다.

그림 9 GTMHR600 운전이력 중 IS Loop으로 유입된 삼중수소 방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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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모델 개선 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초고온가스냉각로에 대해서 삼중수소를 해석하기 위하여 도입한  

TRITGO 코드를 활용하여 초고온가스냉각로에서 삼중수소의 생성 및 분포를 계산

하는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TRITGO 코

드의 입력 및 출력을 정리하고, 필요한 출력 도구를 개발하 다. 또한, TRITGO 코

드의 예제로 제시된 GTMHR350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GTMHR600 입력을 

작성하 다. 또한, 수소생성계통의 삼중수소의 분포를 계산하기 위한 개선안을 제시

하고, 단순모델을 적용하여 보수적인 계산을 수행하 다. 

IS Loop 해석을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하여 TRITGO가 각 계통(TRITGO 코

드는 sink라고 지칭한다)에서의 삼중수소의 양을 계산하기 위한 해의 방법론을 분

석하 다.  IS Loop 추가로 인하여 삼중수소 양을 계산하기 위하여 중성자반응식, 

1차 측 삼중수소 균형식, 2차 측 삼중수소 균형식, IS Loop으로의 투과식 총 4개의 

식을 풀어야 한다. 이것은 현재의 TRITGO 코드에 비해 모든 해에 대해 1단계 더 

많은 식을 풀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법론은 시간과 인력의 투입이 

요구되며, 본 연구에서는 시간과 인력 투입을 줄이고 보수적인 방법론을 다음과 같

이 제안하 다. 즉, 2차측 누출과 2차측에서 IS Loop으로 삼중수소 투과는 동일선

상으로 다루어서 IS Loop으로의 투과를 2차측 누출로 다루게 한다. 2차 측의 누출

계수를 당초 누출계수에 2차 측에서 IS Loop로 투과되는 계수를 더하여 IS Loop이 

없을 때와 마찬가지로 2차 측의 삼중수소 양 및 2차 측에서 누출되는 삼중수소의 

양을 구하 다. 여기서, IS Loop으로 투과되는 양은 2차 측에서 총 누출되는 양에 

투과비율을 곱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

입력 작성에 있어서 NHDD가 현재 설계중이고 GT-MHR600이 NHDD 설계에 활용

되고 있는 점을 감안 GT-MHR600을 기준으로 삼중수소의 생성부분에 관한 입력을 

마련하 다. 단, NHDD 와 GT-MHR600이 2차 측부터는 크게 달라지는 점을 감안

하여 삼중수소의 확산에 관련된 부분은 GT-MHR600으로의 대체가 주는 이점이 없

기 때문에 GT-MHR350을 그대로 활용하 다. 이렇게 하여 계산된 IS Loop에서 생

산되는 수소중의 삼중수소의 농도가 일본의 수소 중 삼중수소 양 제한치 5.6 

Bq/g-H2의 1/10인 0.56 Bq/g-H2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TRITGO 코드를 활용하여 IS Loop까지의 삼중수소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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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체계를 갖추는 데는 성공하 다. 그러나, 현재 

TRITGO를 이용한 삼중수소의 해석 결과는 TRITGO 모델의 검증 및 개선, IS 

Loop 계통 추가의 검증, NHDD 설계를 이용한 입력 작성 등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성적이고도 정량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기존에 TRITGO 코드가 가지고는 있지만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는 핵연료에

서 삼중수소 방출 모델, 제어봉에서 삼중수소 방출모델, 흑연으로의 삼중수소 흡착

모델, 삼중수소의 금속투과 모델, He-3의 중성자반응으로 생성되는 삼중수소의 회

수모델 등이 있다. 다음에 TRITGO 코드에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선이 필

요한 분야로는 IS Loop 계통 추가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TRITGO 코드의 노형에 

대한  독립성에 대한 추가적 검토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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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TRITGO 코드 입력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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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ion Note No. NHDD-KA06-RD-009  

 

제      목:   TRITGO Input 인자 검토 

 

작성자:   박  익  규                          작성일:  2006. 5. 30    

 

검토자:   김  동  하                          검토일:  2006.  .     

 

승인자:   이  원  재                          승인일:  2006.  .     

 

 
Summary  
본 보고서에는 GA사에서 제공한 “TRITGO Code Description and User’s Guide”의 Input 
Instruction부분을 발췌하여 input 및 예시에 대한 설명을 보강하였다. 또한, TRITGO 
입력 부분에서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GA사의 설명을 참조하여 보완하였고, 
부록에는 GA사와의 입력에 대한 질의 응답을 실었다. 
 

    

Contents 
1. Introduction 

2. Input description    

3. Reference 

Appendix.A . Detailed Discussion about Input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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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서류 개정이력 

 
 

개정번호 개정일 개정부분 개정사유  작성자 

00 2006. 5. 30 전체 초판 박익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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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원자력발전소의 운전경험의 결과 삼중수소(Tritium) 은 일반대중이 받는 

방사선량(radiation dose)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졌다. 삼중수소는 반감기가 

12.26년 인 방사성핵종(radionuclide)이다. 삼중수소가 붕괴할 때 18 keV의 베타선이 

나온다. 삼중수소가 신체내부로 들어갈 경우 생물학적 반감기는 12일이다. 

삼중수소의 신체로의 흡입경로는 물의 형태로 섭취, 호흡, 피부통과등이 있다. 

일반적인 전신선량(general whole body dose)외에도 해로운 효과(detrimental effects)가  

세포(cell) 내에서 (
I
H)이  

3
H 로 교체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교체는 

주로 질량차이 , due to mass differences or if lost by decay from a DNA or RNA molecule 

of which it was a part (Ref. 1).  

삼중수소는 Modular High Temperature Gas-Cooled Reactor (MHTGR)에서 3체 

핵분열(ternary fission) 에 의해 발생하며,  흑연속에 리튬불순물, 반사체에 있는 

반응조절 물질인 붕소, 1차 냉각재인 헬륨기체속에 자연적으로 함유된  
3
He의 

중성자반응에 의해 생성된다.  

삼중수소가 헬륨 1차측 냉각기체에 들어가거나 혹은 
3
He의 중성자반응에 의해 

생성되어 1차측 헬륨냉각기체에 있는 삼중수소는 흑연에 흡착, 헬륨냉각기체 

정화시스템(수소제거)에의해 제거, 증기발생기벽을 통한 2차측으로의 투과 등에 

의해 1차측으로부터 제거된다. 

일단 2차측 증기발생기의 2차냉각수로 들어온 삼중수소는, 증기발생기 

2차냉각수 누출(water leakage) 또는 냉각탑으로의 수증기 방출(blowdown)로 인해 

환경으로 방출된다.  

TRITGO 프로그램은(Ref. 1) 1974년도에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ORNL) High 

Temperature Gas-Cooled Reactors (HTGRs)에서 삼중수소의 생성과 분포를 예측하기 

위하여 개발하였다. (Ref. 2). TRITGO 는 이후 1980년대에  General Atomics (GA) 

사에서 MHTGR 에서 삼중수소의 생성과 분포를 예측하기 위해 수정되었다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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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or a typical application of TRITGO의 전형적인 사용에 있어서, 원자로를 여러 개의 

삼중수소의 선원지역(tritium source regions) 으로 나눈다. 예를 들면, core,inner reflector,  

outer reflector,  top reflector, bottom reflector, the control rods 이렇게 나눌수 있다. 각 

선원지역에는 the average neutron flux, the average temperature, the impurity concentrations, 

the total mass 등의 사용자 입력 특성변수들이 있다. TRITGO는 3체 핵분열, 

표적입자로부터의 방출, 흑연불순물의 중성자반응,1차측 냉각기체소의  
3
He 

중성자반응으로 인하여 각 선원지역에서 존재하는 삼중수소의 양을 계산한다. 또한, 

TRITGO는 각 선원지역에서의 삼중수소의 분포를 계산한다. TRITGO의 출력으로는  

고체에 갇힌(bound in solids), 흑연표면에 흡착된, 1차측 냉각기체에 머물고 있는, 

1차측 정화장치에 있는, 증기발생기에 있는, 2차측 누수와 증기방출로 환경에 

방출되는 삼중수소의 양을 출력한다. 

TRITGO 는 FORTRAN으로 씌여 있으며 사용자가 작성한 입력을 읽어들인다. 

최신버전은 삼중수소의 증기발생기 금속벽투과 모델, 원자로의 각기다른 

선원지역에서 고유의 교체주기에 대한 옵션을 업데이트 하였다..  

본 보고서에는 TRITGO의 input에 대한 설명 및 예시를 제시하였다. 이외 TRITGO의 

자세한 사항은 TRITGO 매뉴얼을(Ref. 1) 참고하면 된다. 참고로, 

TRITGO메뉴얼에는(Ref. 1) 1장에서 TRITGO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있고, 

기하모델, 삼중수소 선원, 삼중수소 분포, 지배방정식은 매뉴얼의  Section 2를 

참고한다. 수치 해 알고리즘은 Section 3. 코드의 구조는 Sections 4 입력설명은 5, 

코드리스트, 예제입력, 출력리스트는 부록에 제시되어있다.  
 

TRITGO는 HTGR의 삼중수소의 생성, 1차측으로 방출, 1차측에서 제거(Production, 
Release, Removal)을 계산하는 코드로서, 코드의 일반화를 위하여 Plant specific한 
대부분을 input file에서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He-3 의 중성자반응에 의해 
생성된 삼중수소의 Recoil을 계산하는 부분은 Subroutine Recoil에서 대부분 처리하고 
Recoil을 모델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만 입력화일로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포트란화일의 block Data로 주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분석도 
선행되어야 할것이다. 이러한 HRGR의 설계특성과 관련된 block data로는 
ENS, SIGFL,FLXPFS,FLXPSL,DCAY FTRAP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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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put descriptions 

 

The TRITGO code is operational on the VAX cluster and is maintained in the GA Production 

Library. The code may be invoked by typing the command RUN 

GA$.[GAPROD.TRITGOJTRITGO at the $ prompt. TRITGO will ask the user for the input 

(unit 10) and output (unit 11) filenames.  TRITGO is also operational on a standard Personal 

Computer.  The TRITGO source listing is presented in Appendix A. A sample input file is 

shown in Appendix B  
 
Card1-Card9 overall data 
Cade10-Card14 production region 
Card 15- card 16 permeation component(from primary to secondary) 
Card 17 power history 
Card 18 Hydrogen concentration in He, purification history 
Card19 print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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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d Symbol  Units  Column Format  Description  
1  NOPT   1-5  I5  NOPT = 1   
 Linear pressure dependence 

 NOPT= 0  

 Square root pressure dependence 

 
 ISOTHM   6-10 I5  ISOTHM = 0 Temkin isotherm  

 ISOTHM = 1 B. F. Myers isotherm 

 Tritium Removal, Chemisorption of hydrogen including tritium into the graphite,  See page 2-13

 What is BET surface area(p. 2-13)? BET surface area is the surface area per unit mass of porous 
material. Chemisorptin of hydrogen is occurred on it. Chemiorption of hydrogen is dependent on 
hydrogen concentration, pressure. The hydrogen concentration , and pressure is constant. 
1 1 = linear pressure dependence of chemiorption, B.F.Myers isotherm 

2  IRPLC   1-5 I5  Number of regions with different  

 replacement cycles 

 
 Why is number of regions with different replacement cycles 2?  Core 1,2 has same replacement 

cycle, and control rods has another replacement cycle. Number of regions with different 

replacement cycles actually means the number of Card 3. 
2 = Number of regions with different replacement cycle is 2 and Card 3 is two line. 
Replacement is related to Production-Neutron Reaction because the replacement change the 
number of source atom which can be decayed by neutron reaction and produce tritium. 

3  ISTRT   1-5  I5  Starting region number  

 IEND   6-10 I5  Ending region number  

 NCYL   11-15 I5  NCYL = 1 Replace every cycle  

 NCYL = 2 Replace every other cycle 

 What is replaced? The material to compose that region is replaced per every cycle or every other cycle

What is the cycle? It might just mean the calculation step.  
Where is the cycle time defined? Based on the sample problem, the beginning times for each cycle 
are input using Card 19.  This input is used to determine the time length for each cycle.  Card 17 
may define the time length of the cycle. (See Appendix A. 1.2)    

 
 FRACN   16-25 F10.3  Fraction of region to be replaced  

 ***Repeat Card 3 IRPLC times; if IRPLC = 0, do not include Card 3***  

 1 2 1 0.5 = half of core1, core2 are replaced per every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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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0 -> 50/0(50/100) ->0/50(100/50) 

 7 7 1 1.0 = whole of control rods is replaced per every cycle. 

  
(See Appendix A. 1.1) 

 
4  TITLE   1-72 18A4  Text describing analysis. Each set of 24 

 characters will become a line on the 

 front page along with the time and date. 

5  TMW  MW(t)  1-10  F10.2  
Production-Fission  
Reactor power (thermal)  

 
FISDEN  

W/cm3 
 11-20  F10.2  

Production-Fission and Neutron 
Power density  

 How to define FISDEN?  FISDEN = Reactor power(thermal)/the physical volume that the active 
core occupy. (See Appendix A) 
350 5.9 = 350 MWt, 5.9 Wt/cm3 
1st Production-Fission:Thermal Power 
(FIS=SIGFL(8)*PWR(L)*TMW*3.1210E16*V(N)*FSLW(N)*FUEL(N)/VFFSUM MAIN.577)  
Where can I use power density? In oder to calculate effective cross section of all source. 
SNCS( Source neutrons per cm**3-sec)= FISDEN*ENS(Neutrons per megawatt sec )*1.0E-6  
Where can I define Neutrons per megawatts sec ? 
In the source code ->DATA ENS/7.80E16/ 

6  WTHE  lb  1-10  E10.2 Weight of helium in primary system.  

 
  

  1st production-Neutron-3He together 
with ABUND3 

 
PRESS  atm  11-20  E10.2 

Primary coolant pressure  
For the permeation Calculation(2-14) 

 TEMP  oC  21-30  E10.2 Average coolant temperature  

     For the permeation calculation(2-14) 

 ABUND3   31-40  E10.2 Fraction of 3He in coolant  

 
    

1st production-3He together with 
WTHE 

 
GSOUT  fraction/sec 41-50  E10.2 

Helium replacement rate-> Helium 
Makeup rate  

 
    

3rd.2 removal together with WTHE, 
Tritium concentration 
What can it be used f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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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Neutron Recation 

 CPUR  fraction/sec 51-60  E10.2 Fraction of coolant flowing through  

 purification system per second. 

 3rd.3 removal-purification together with WHTE, , PM2 of CARD 18

 GSOUT = Replacement weight per second/Weight of helium in primary system 
This replacement is compensate for the primary leakage. 
 

 CPUR= helium flow rate in the purification system / weight of helium in primary system 
6500 63 471.5 2.e-7 3.17e-9 9.5e-4 = 6500lb primary helium, 63 atm, 471.5C,  Primary replacement 
rate is 2.e-7 per unit mass, purification flow is 9.5e-4 per unit mass He 
Production-Neutron(1,4), Removal-permeation(2,3), Removal-Leakage(1,5) Removal-
purification(1,6)      

7  H20  lb  1-10  E10.2 Mass of water in the secondary system 

     3rd.4 removal

 H20M  lb/day  11-20 E10.2 Makeup rate of water  

 1.34e5, 1.34e4 = 1.34e5 lb water, 1.34e4 lb/day makeup 

8  NREG   1-5  I5  Number of regions  

 

Ex) There are core1,core2, reflector top, reflector bottom, reflector inner, reflector side, control rods in 

the region. NREG=7. The coolant system is not included, but only reactor system is included in 

region. 
7 = 7 regions 
IC of Card 8 has 7 dimension. 
We have 7 Sets of Card 010-Card013.  
Removal-Blowdown/Leakage 

9  IC(1)   1-5  I5  IC = 1: Fraction of tritium formed 
by3He(n,p)3H reaction in primary 
coolant  

 recoiled into solid is calculated 

 IC = 0: No tritium is considered bound 

 in solid through recoil of tritium 

 produced in gas phase 

 Why is IC(NREG=number of region) all zero? IC=0 means that there is no recoil of 3H. 
This make the resulted tritium loss conservative. 
Removal-Recoil 

 IC(2)   6-10 I5  “  

    3rd.5 rem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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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d Symbol  Units  Column Format  Description  

  “

 .  .  .  .  

  “

 .  .  .  .  

  “

 .  .  .  .   
 IC(NREG)  46-50  “  

  ***Read Cards 10-14 in a loop over the regions***  

0 0 0 0 0 0 0= 7 IC of all 7 regions are all zero 
10  RNAME   1-40  104A  Region name  

11  RGNLBS  lb  1-10  E10.2  Total region weight.  

 

Production-Neutron-the number of SA 
RGNLBS is the weight of all material(mainly carbon, slightly uranium metal) in the region.  
But, it is strange that CARD13-FRACC is 1.0. We note that FRACC is carbon weight fraction of the 
region. 

 DENS  g/cm3  11-20 E10.2  Average region density.  

 Removal-Recoil(VCARB=WTC1X*453.6/DENS  RECL.026 ) 
What can we define DENS? DENS is the physical density of the solid material in the region.  The 

density of nuclear-grade graphite is in the range 1.7 to 1.8 g/cm3. 

 

 BET  m2/g  21-30 E10.2  Average BET surface area for region.

 Removal-Chemisoption(p.2-13) 
What is BET surface area? BET area means specific area for porous material in the region. 
The porous material is graphite only in the this problem, and the BET area is graphite’s BET in the 
region. The BET is used for calculating hydrogen chemiorption and the unit of the BET is m2/g.  
The total BET area of the region is the BET * the total mass of the graphite, isn’t it? Total BET area 
could be calculated by the average BET * the region weight * the mass fraction of Carbon in solid. 
We note that the porous material is graphite only in this problem 

 
 RGTEMP  °C  31-40 E10.2  Average region temperature.  

 Removal-Chemisoption(p.2-13) 
Does RGTEMP means the solid temperature of the region? RGTEMP is the solid temperature of this 

region. 

 TRAPX   41-50 E10.2  Fraction of tritium formed in solid that 

  remains bound in solid. (Does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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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oil into gas phase.) 

 Release 
7.2e+4 1.74 0.2 600.0 0.0=7.2e+4 lb, 1.74 g/cm3, 0.2 m2/g, 600 C, bound in solid is 0.0   

12  FHOLES   1-10 E10.2  Mass of fraction of region elements  

  with coolant or control rod channels. 

 Removal-Recoil,Mass fraction of region elements(solid=graphite=carbon, boron, beryllium, 
litium) against total region weight(graphite) which contains the cylindrical large channels, or 
holes 

 
WINTAN  Inches  11-20 E10.2 

Removal-Recoil ,Width of internal 
annular gap between 

  Compact (fuel and matrix) and graphite wall. 

 
WEXTAN Inches  21-30 E10.2 

Removal-Recoil ,Width of external 
annular gap between 

  region elements.  

 What is more concrete meanings of variables in Card 12?(See Appendix.A) 
0.625 0.005 0.04= ???, internal gap of 0.005 inches, external gas of 0.04 inches 

13  FUEL   1-10 E10.2  
Production-Fission-SA, Flag for 

presence or absence of fuel in 

  region (real number). 

  FUEL = 1.0: Fuel present 

  FUEL = 0.0: Fuel absent 

  1st. production-fission

 FRACC   11-20  E10.2 Mass fraction of carbon in solids.  

 Production-Neutron-SA 
Does there exist carbon gas? What is “gas fraction of carbon in solids”? Mass fraction of carbon in 
solids is right. Solids means the graphite materials. 

Why are the value of FRACC all 1.0 for all region? It should be slightly less than 1.0, but We 
don’t know why it is 1.0. In principle, for fuel elements, FRACC should be slightly less than 1.0, to 

account for the mass of the fuel kernels and the silicon in the SiC layer of the fuel particles.  I 

previously sent you a table with design parameters for a standard GT-MHER fuel element with LEU 

fuel.  The total mass of the fuel element is 122 kg and the carbon mass is 110.7 kg, which gives 

FRACC = 110.7/122 = 0.91 

 
PPMLI  ppm  21-30  E10.2 

Production-Neutron-SA 
Average lithium content of solid.  

 
PPMB  ppm  31-40  E10.2 

Production-Neutron-SA 
Average boron content of solid.  



 12

 
PPMBE  ppm  41-50  E10.2 

Production-Neutron-SA 
Average beryllium content of solid.  

     1st production-neutron 

 1.0 1.0 0.036 41.0 0.0= fuel present, Carbon 1, lithium 0.036 ppm, boron 41.0 ppm, beryllium 0.0 
ppm 

14  FFST  
n/cm2-sec  

1-10  E10.2 
Production-Fission and Neutron 
Average fast flux in region at full  

  power.  

 
FSLW  n/cm2-sec  11-20  E10.2 

Production-Fission and Neutron 
Average slow (thermal)  flux in 

region 

  at full power.  

 1.e14 5.44e13 = fast neutron flux, slow neturon flux 

  ***End of loop over the regions***; (card 010-014 are repeated  7 times(7 regions) 

   

15  NCOMP   1-5 I5  Number of metallic components for  

  which tritium permeation is considered 

  ***Read Cards 14 and 15 in a loop over components***  

  4 = 4 permeation metallic componensts( We have 4 sets of Card 16)  

16  XNAME   1-20 5A4  Component name  
911081/0 

Card Symbol  Units  Column Format  Description  

 AREA  m2  21-30 E10.2 Surface mass transfer area  

 How to calculate surface mass transfer area?(2-14) 

 THICK  mm  31-40 E10.2 Average thickness of transfer surface  

 STMP  °C  41-50 E10.2 Average surface temperature  

 CONS  Std cc H2-mm/hr-/cm2 
@ 1 atm H2  

51-60 E10.2 Preexpontential in Arhenius equation 
for permeation  

 
ENERGY  cal/gmol  61-70 E10.2 

Activation energy in Arhenius 
equation 

  for permeation  

  3rd.6 removal-permeation(Card 15,16) 
CONS and ENERGY is mismatch with eq.32,33 in p.2-14, p.2-15 
CONS = Ro of equation (32), ENERGY 
Evaporator 2.03e7 3.3 288.3 2.51e+2 1.0e+4 = evaporator, 2.03e+7 m2, 3.3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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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3 C, Arhenius eq. Constant, Arhenius eq.constant. 

  ***Power history***  

17  JX   1-5 I5  Flag indicating last data line for this  

  card:  

  JX = 1: End of list  

  JX = 0: List continues 

 JMS   6-10 I5  Calendar month beginning period (1-12)

  JDS   11-15 I5  Calendar day beginning period (1-31)  

 JYS   16-20 I5  Calendar year beginning period. (Input 

  years 1967-1999 as 67-99 and 2000

  2099 as 100-199.)  

 RELPWR  
 

21-30 E10.2 Production-Fission and Neutron 
Relative power beginning at this time 

 Indicator, Tritgo time step, Production-Fission and Neutron 
Adjust source reaction rate for period relative power 
Which one is related to RELPWR, TMW or FISDEN in Card 4 (RELPWR*TMW or 
RELPWR*FISEN)FIS=SIGFL(8)*PWR(L)*TMW*3.1210E16*V(N)*FSLW(N)*FUEL(N)/VFFSUM
MAIN.577 

1 1 1 87 0.8 =  End line of power data, January, 1st day, 1987 year, 0.8 of full power 

  ***Repeat Card 17 until JX = 1***  

  ***Hydrogen concentration and purification history***  

18  IX   1-5 I5  Flag indicating last data line for this  

  card:  

  FX = 1: End of list 

  FX = 0: List continues

 IM   6-10 I5  Calendar month beginning period (1-12)

  ID   11-15 I5  Calendar day beginning period (1-31)  

 IY   16-20 I5  Calendar year beginning period. (Input 

  years 1967-1999 as 67-99 and 2000

  2099 as 100-199.)  

 PM2  
ppm  

21-30 E10.2 Removal-Permeation and 
Chemisorption 
Hydrogen concentration in coolant.  

    3rd.3 removal 

 GAM  
 

31-40 E10.2 Removal-Purification 
Purification plant efficiency (f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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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rd.3 removal 

  ***Repeat Card 17 until FX =1  

  ***Printout history***  

1 1 1 87 10.0 1.00 line of H2 data, January, 1st day, 1987 year, 10 ppm, 
purification efficiecy is 1 
PUR = GAMM(L)*CPUR                                 MAIN.579 
Purification Fraction = purification efficiency* fraction of purification flow 
CPUR = purification system mass flow rate / helium inventory 

PMM(partial pressure) =PRESS*760.0*PPMH2(L)*1.0E-6      MAIN.584 
Hydrogen concentration is used for removal-permeation calculation(p. 2-14). 
Hydrogen partial pressure induced by hydrogen concentration is used for 
removal-chemisorption(p. 2-13) 

19  KX   1-5 I5  Flag indicating last data line for  

  this card:  

  KX = 1: End of list 

  KX = 0: List continues 

 KM   6-10 I5  Calendar month beginning period (1-12) 
911081/0 

Card Symbol  
 

Units Column Format Description  

 KD    11-15  I5  Calendar day beginning period (1-31) 

 
KY   

 
16-20  I5  

Calendar year beginning period. 
(Input  

   years 1967-1999 as 67-99 and 2000

   2099 as 100-199.)  

 
CODE   21-30 E10.2 

Flag indicating whether output is 
printed 

   for periods.  

   CODE = 1.0: Provide printout 

   CODE = 0.0: No printout 

   ***Repeat Card 19 until KX = 1***  

0 8 25 88 1.0; continuous print data, August, 25the day, 1988 year, do 
print 
1 11 8 129 1.0; last print data, November, 8th day, 2029 year, do print 

20  KSM   1-5 I5  Starting calendar month (1-12)  

 KSD   6-10 I5  Starting calendar day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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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Y   11-15 I5  Starting calendar year. (Input years  

   1967-1999 as 67-99 and 2000-2099 as 

   100-199.)  

 KEM   16-20 I5  Ending calendar month (1-12)  

 KED   21-25 I5  Ending calendar day (1-31)  

 KEY   26-30 I5  Ending calendar year.  (Input years  

   1967-1999 as 67-99 and 2000-2099 as 

   100-199.)  

    1 1 87 1 11 129; 1987.1.1 ~ 202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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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Detail discussion about Input 
This is the discussion for the input parameters with Dr. Matt Richards in GA. 
 
1. Card 1 
no discussion 
  
2. Card 2 
no discussion 
 
3.Card 3: 
(1)The explanation of Card 3 input (resolved) 
 

Question: 

Today, I'd like to discuss Card 3. 

We have the same number of card 3 as the value of IRRLC in Card2. 

  

We have three variables in each Card 3: ISTRT,IEND,NCYL,  

which are starting region number, ending region number, replacement option. 

With NCYCL=1, replace every cycle. With NCYL=2, replace every other cycle. 

  

I understand that the material of the region is replace with new one per every cycle. 

But, I don't know where we define the value of the replacement cycle 

and what is the unit of the replacement cycle. 

If replacement option is used, is the material components of the region 

updated during calculation? 

 
Answer: 
If you refer to the sample problem, the first two regions are for the active core.  For this sample 
problem, the active core was split into two regions in order to assign different properties (in this 
case, the only difference is temperature). 
 
 The fuel blocks become fully irradiated after 2 cycles.  However, the fuel cycle requires that 
one-half of the fuel blocks be replaced every cycle.  Therefore, the first Card 3 re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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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1    0.5 
 
This means that for regions 1 through 2, 50% (0.5) of the material is replaced every cycle with 
fresh, unirradiated material.  At the start of the cycle, 50% of the fuel is fresh fuel and 50% of 
the fuel is at 50% of design burnup.  At the end of the cycle, 50% of the fuel is at 50% of 
design burnup and 50% of the fuel is at 100% of design burnup.  The fuel at 100% of design 
burnup is replaced with fresh fuel to start a new cycle.  If the core had been split into six 
different regions based on temperature, neutron flux, etc. and the core had 3 refueling zones, 
Card 3 would have read: 
 
1   6   1    0.3333 
 
In this case, Regions 1 through 6 would correspond to the active core and 1/3 of the core would 
be replaced every cycle.  The fuel elements would become fully irradiated after 3 cycles. 
 
For this sample problem, the control rods were designated as region 7.  The design required all 
of the control rods to be replaced every cycle.  Therefore, the second Card 3 reads: 
 
7   7   1    1.0 
 
This means that for regions 7 through 7, 100% (1.0) of the material is replaced every cycle with 
fresh, unirradiated material. 
 
For this sample problem, all of the reflector material was considered to be permanent (last the 
life of the plant), so no other regions of the reactor were designated as being replaceable.  In 
reality, some of the reflector material closest to the active core may require replacement every 
other cycle.   For example, let us assume that 50% of the side reflector blocks (region 6 in the 
sample problem) required replacement every other cycle.  Then the Card 3 for that region 
would be: 
 
6    6    2    0.5 
 
In this case, the reflectors blocks become fully irradiated after 4 cycles, but the replacement of 
the reflector blocks is staggered in a manner similar to that for the fuel blocks.  The same 
irradiation time for reflector blocks could be achieved by replacing 25% of the blocks every 
cycle.  Card 3 would the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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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1    0.25 
 
The actual replacement schedule would depend on a more detailed assessment of the required 
maintenance activities during refueling outages, i.e., which activities need to be performed 
every outage, every other outage, etc.  In general, an effort is made to keep the outage time 
about the same duration for each cycle. 
 
(2) The time length of the cycle(not enough) 
 

Question: 

By the way, is the time of the cycle not calculated and not used in TRITGO? 

I think that  the time of  cycle might be related to the tritium history or power history. 

In the TRITGO, ISTRT,IEND,NCYL, FRACN would be used for this purpose. 

Unfortunately, I don't have the explanation of the code variables, 

and this will be definitely fault approach. 

  

Above question could be changed with next two lines. 

What is produced using ISTRT,IEND,NCYL, FRACN in TRITGO ? 

How are ISTRT,IEND,NCYL, FRACN used in TRITGO? 

 
Answer: 
In the input instructions, ***Printout history**** is printed above the instructions for Card 19.  
However, after looking at the TRITGO source code, I believe Card 19 is used for more than 
controlling the frequency for printing output.  Based on the sample problem, the beginning 
times for each cycle are input using Card 19.  This input is used to determine the time length 
for each cycle.  I believe the cycle time includes both the time at power and the down time for 
refueling.  The effect of the downtime is approximated by setting the reactor power level at 0.8 
of full power (see Card 17).  I will check into this further. 
 
The input on Card 3 (ISTRT, IEND, NCYL, FRACN) is used to define which material regions 
are replaced every cycle or every other cycle, as I discussed in the previous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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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ard 4 
no disscussion 
 
5. Card 5 
 
(1) Definition of FISDEN(resolved) 
 
Question: 
In the Card 5, How to calculate FISDEN ? 
Next equation is right? Which Volume should be used in next equation? 
FISDEN = Reactor power(thermal)/volume 
 
Answer: 
This volume is the physical volume the active core would occupy if it were completely solid.  
For the sample problem, the power level is 350 MW(t).  The active core contains 66 columns 
with 10 hexagonal blocks per column, for a total of 660 blocks.  A description of the standard 
fuel block is given in the attachment.  The volume of an hexagonal fuel block is 0.0889 m3.  
The total volume is 660 * 0.0889 = 58.674 m3.  The actual physical volume is about 1% larger 
because of gaps between fuel blocks.  The parameter FISDEN = 350 MW/(1.01 * 58.674 m3) 
= 5.9 MW/m3 = 5.9 W/cm3. 
  
Where can I use FISDEN? 
SUBROUTINE CROSS(N)  
Subroutine CROSS produces full power reaction rates of the various source nuclides in each 
region at the input slow or fast flux values, based on the values given in the block data section 
for the cross section for slow or fast neutrons per source neutron  per cc per second. 
C     SNCS = Source neutrons per cm**3-sec//                            CRSS.023 
SNCS = FISDEN*ENS*1.0E-6                                          CRSS.025 
C     ENS = Neutrons per megawatt sec                                  MAIN.047 
DATA ENS/7.80E16/                                                  MAIN.049  
 
6. Card 6 
 
(1) Definition of CPUR(resolved)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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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ard 6, CPUR is the fraction of coolant flowing through purification system per second. 
I wonder How to calculate the CPUR ? 
 
Answer: 
CPUR = purification system mass flow rate / helium inventory.  The purification system mass 
flow rate is typically about 0.1% to 0.5% of the total primary coolant flow rate and is usually 
determined by requirements for acceptable levels of circulating radioactivity, including tritium.  
 
 
7. Card 7 
No disscussion 
 
8. Card 8 
No discussion 
 
9. Card 9  
 
(1) no recoiling in sample due to IC=0 
Question: 
In the Card 9, the value of IC in the example is 0. Then, is it assumed that 3H is not recoiled ? 
Answer: 
For IC = 0, it is assumed that tritium produced directly in the coolant does not recoil into solid 
materials and become bound in solid materials.  This would be a conservative assumption for 
estimating tritium concentration in the primary coolant and estimating tritium migration to the 
product gas.  However, if a conservative estimate of tritium contamination in graphite is 
desired (e.g. for assessing impacts of disposal of graphite blocks), then the user should set IC = 
1. 
10. Card 10 
No disscusion 
 
11. Card 11 
 
(1) Definition of DENS, RGTEMP (resolved) 
Question: 
Card 11 have 5 variables(RGNLBS, DES, BET,RGTEMP,TR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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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DENS: 

We can obtain the value of dens by (DENS=region weight in solid/ region volume) 

The region weight is same as RGNLBS.  

What can we define region volume?( it's just solid volume or it includes space volume) 

  

About RGTEMP: 

Does RGTEMP means the solid temperature of the region?(or it means the helium 

temperature of the region?) 

 
Answer: 

DENS is the density of the solid material in the region.  The density of nuclear-grade graphite 

is in the range 1.7 to 1.8 g/cm3.  The sample problem has 1.74 g/cm3 for all regions, which I 

think is the value for H-327 graphite used for Ft. St. Vrain. 

 

RGTEMP is the solid temperature. 

 
(2) How to deterimin the value of BET(resolved) 
Question: 

About BET of Card 11; 

As the input description, BET is the average value of the region, 

and the unit of BET is m2/g. 

And then total BET of the region is calculated by avarage BET * the total mass of the 

region, isn't it? 

  

By the way, chemi-option and BET are related to only graphite in the manual p.2-12,2-13, 

while the material of the region was not considered in the input description. 

   In the manual p.2-13, they wrote"A=tritium sorbed onto graphite per BET surface area" 

   In the input description, they wrote " BET= average BET surface area for region" 

   In the sample input, the values of  BET are 0.2 for all region.  

  

I'm very curious whether BET is graphite's BET or region's BET 

and the reason why the values of BET are all 0.2 in the sample. 
  

Also, I'm interested in how to determine the average BET for the region.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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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T input on Card 11 is the BET for that region’s material.  For graphite, the BET is 

typically 0.2 – 0.5 m2/g.  To calculate the total internal surface area, the BET area is multiplied 

by the region mass and FRACC, which is the carbon mass fraction of the solid material.  (Note 

that the input description in the TRITGO manual is not correct for FRACC.) 

 

However, I looked at the TRITGO source code where the isotherm calculations are performed 

(starting around line 600 in the main program).  It appears that the adsorbed tritium atoms are 

calculated using the total area of all regions, which does not seem correct.  I am going to try to 

run some simple problems that I can verify with hand (or Excel) calculations. 

% BET is defined only for the porous material of the region material, then the BET is 
the value of graphite because the porous material in the reactor is graphite. 
 
(2) How to determined average BET(resolved) 
 Question: 
I have two more questions about BET. 
1. Do you have any idea how to determine average BET for arranging input? 
2. By  total internal surface area = the BET area * the region mass * carbon mass fraction 
                                                   = the BET area * the carbon mass of the region 
  I guess that  the BET area should be the carbon's  BET area of the region. 
 

Answer: 

BET surface area is a property of porous materials.  There are several ways to measure 

this parameter.  TRITGO was developed for graphite-moderated reactors, so the only porous 

materials are graphite or other carbon materials. 

 

As an example, assume there was a region that was 90% graphite.  Then FRACC = 0.9.  Also 

assume 50% of the graphite has BET = 0.2 and 50% has BET = 0.4.  Then the BET input for 

that region would be 0.3.  TRITGO would use FRACC = 0.9 and the total mass of that region to 

calculate the total internal surface area for that region. 

 

(2) RGNLBS is for region’s graphite weight or total region weight?(resolved) 

 

Question: 

What is the right definition of RGNLBS? 1)  the weight of graphite in that region or 2) the weight 
of the region(graphite + fuel + control r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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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Definition 2.  It is the total weight of the region.  The weight of carbon in the region is the 

product of RGNLBS and FRACC.  

 

(3) RGNLGS is the total region weight, then why FRACC is 1.0 in sample input?(resolved) 

->1.0 is not correct. 0.91 is correct 

 

Question: 

The reason why I have some question about RGNLBS is the next sentence from you. 

" To calculate the total internal surface area, the BET area is multiplied by the region mass and 

FRACC, " 

  

Following the above sentence, the total BET area is same as BET * RGNLBS * FRACC. 

In the CORE 1, 2 of the sample input, the value of FRACC is 1.0. This means  that carbon 

mass fraction of the CORE 1,2  is 1.0, and that the fuel and control rods mass were not 

considered in RGNLBS.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Answer: 

 The sample problem is for a 350 MW(t) reactor, which does not have control rods in the active 

core. 

 

In principle, for fuel elements, FRACC should be slightly less than 1.0, to account for the mass 

of the fuel kernels and the silicon in the SiC layer of the fuel particles.  I previously sent you a 

table with design parameters for a standard GT-MHER fuel element with LEU fuel.  The total 

mass of the fuel element is 122 kg and the carbon mass is 110.7 kg, which gives FRACC = 

110.7/122 = 0.91. 

 

RGNNBS is used for calculating the number of atoms of source nuclide. 

The number of atoms of source nuclide = sum of carbon mass for all 

region -> conversion to the number of carbon atoms -> the number of 

carbon atoms * impurity fraction  

WTC1X(N) = RGNLBS(N)*FRACC(N)                                   MAIN.265 
      WTC = WTC + WTC1X(N)                                       MAIN.266 
      FACTOR = WTC1X(N)*453.59*6.02E23*1.0E-6                      MAIN.267 
C                                                                  MAIN.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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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MAIN.269 
C     SA(*,N) = Number of atoms of source nuclide * in region n         MAIN.270 
C     1=LI-6,2=LI-7,3=B-10,(Fast neutrons),4=B-10(slow neutrons),5=C-12,MAIN.271 
C     6=Be-9,7=He-3. 8 Refers to fuel in region. Input at 1. or 0., not MAIN.272 
C     depleted as burnup is neglected in calculation                    MAIN.273 
C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MAIN.274 
C                                                                  MAIN.275 
      SA(1,N) = FACTOR*PPMLI(N)*0.0742/6.939                       MAIN.276 
      SA(2,N) = FACTOR*PPMLI(N)*0.9258/6.939                       MAIN.277 
      SA(3,N) = FACTOR*PPMB(N)*0.1960/10.811                       MAIN.278 
      SA(4,N) = SA(3,N)                                             MAIN.279 
      SA(5,N) = FACTOR*0.9889E6/12.01115                            MAIN.280 
      SA(6,N) = FACTOR*PPMBE(N)*1.00/9.0122                        MAIN.281 
C     SA(7,N) will be calculated later                                  MAIN.282 
      SA(7,N) = 0.00                                                 MAIN.283 
      SA(8,N) = FUEL(N)                                             MAIN.284 
12. Card 12 
 
(1) All variable in Card 12(not enough) 
 
Question: 
About Card 12, I don't understand the variable totally. 
Would you explain them for me? 
 
Answer: 
The parameters on Card 12 are used in the calculation for tritium recoil from the coolant into 
solids. 
 
FHOLES = mass fraction of the region that contains fuel or control rod channels.  For the 
active core, all of the blocks contain fuel or control rod channels, so FHOLES = 1.  For the 

sample problem, FHOLES was set to 0.625 for the two active core regions, but I am not sure 
why.  I have looked at other calculation files and FHOLES is set to 1.0 for active core regions.  
Since IC = 0 for the sample problem, the parameter FHOLES should not influence the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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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AN is the very small annular gap between the compact and the graphite wall.  The 
sample problem input value of 0.005 inches is a reasonable value.  A small gap is necessary in 
order to be able to load the fuel compacts into the fuel holes. 
 
WEXTAN is the gap between fuel elements.  A small gap is necessary in order load the blocks 
into the core.  The sample problem input value of 0.04 inches is reasonable for cold graphite 
blocks.  A value of 0.1 to 0.12 inches is reasonable for hot, irradiated graphite. 
 

Fuel hole = sum of the fuel compacts 
Fuel element = fuel holes + coolant holes+rods holes 
Fuel = sum of the fuel elements 
 
(2) FHOLE calculation method?(not enough) 
 
 
Question: 
About FHOLES; 

The defintion is not clear.  

In the sample input, FHOLES in cores is 0.625, while FHOLES in top and 

bottom reflectors is 0.17. 

How can we calculate it? 

  

To obtain the better understanding for Card 5, we need to understanding of subroutine 

Recoil. Do you have some description for the subroutine recoil?  It is difficult for me to 

understand that subroutine with just coding. 

 
Answer: 
Attached is the original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document on the TRITGO code.   

Tritium recoil is described in Section 3.3, pages 16-17.  Some additional discussion is on page 

34.  Based on reading this document and looking at the source code, the subroutine RECOIL 

is “hardwired” for the characteristics of a Fort St. Vrain fuel region.  For Fort St. Vrain, a fuel 

region consisted of seven blocks with a control rod in the center block.  This is probably why IC 

was set to zero for the sample problem.  The parameters FHOLES, WINTAN, and WEXTAN on 

Card 12 are used only in subroutine RECOIL.  Both the input and subroutine recoil would have 

to be modified to properly model tritium recoil into solids for the various types of fuel and 

reflector blocks for current MHR core designs.  As I mentioned before, neglecting recoil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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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rvative for estimating the tritium source term in the coolant, but would not be conservative 

for estimating the tritium content in spent fuel and reflector blocks. 

 

Also attached for your information is the layout for the 350 MW(t) annular prismatic core.  In 

principle, this layout could be used to estimate FHOLES for each region, but the calculations for 

recoil would not be accurate until both the input and subroutine RECOIL were modified.  I do 

not believe the necessary modifications would be too difficult.       

 

(3) FHOLES is for fuel channel or for coolant channel?(not enough) 

 

 

Question: 

What is the right defintion of FHOLES : 1) "mass fraction of the region elements against 

the total region weight  that contains  coolant or control rod channels" or 2) mass 

fraction of the region  that contains  fuel or control rod channels 

 

Answer: 

It is definition 2.  Subroutine RECOIL first calculates the range of H-3 produced from the He-

3(n,p)H-3 reaction.  It then calculates the volume fractions associated with (1) internal pores 

(variable VPORES), (2) internal gaps (variable RINTAN), (3) coolant holes (variable RHOLES), 

and (4) external gaps (variable REXTAN).  I believe the hardwired numbers in subroutine 

RECOIL used to calculate the volume fractions correspond to a Ft. St. Vrain region that consists 

of 7 fuel blocks, with the center block containing a control rod.  The bound fraction for internal 

pores is assumed to be 1.0.  The bound fractions for the other volumes are calculated using 

Eqs. (24) and (25) on page 2-11.  The bound fraction for the region is then calculated by 

weighting the individual components according to their volume fractions.  Subroutine RECOIL 

could be generalized by inputting the various volume fractions dire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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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ard 13 

 

(1) The definition of FRACC  in input description is not correct. 

(resolved) 

 

Question:  

About FRACC of Card 13; 

Input description define FRACC as "Gas fraction of Carbon in solids". 

  

I don't understand that definition. 

I guess carbon gas does not exist. 

  

I also wonder why the values of FRACC in sample input, are  all 1.0 for all region? 

  

Answer: 
It should be “Mass fraction of carbon in solids.”  For graphite, FRACC = 1.0.  In principle, 

FRACC for control rod regions is less than 1.0 (it will depend on the control rod design).  For 

the sample problem, FRACC was set to 1 for all regions, but I am not sure why.  Also, FRACC 

for fuel regions will be slightly smaller than 1 if there is burnable poison (e.g. B4C). 

 

(2) TRITGO could not used for general purpose because it has plant specific data in it. 

(resolved) 

 

Question: 

Reading ORNL-TM-4303, I can understand subroutine Recoil more. The subroutine recoil 

calculate the recoiled fraction of 3He(n,p)T tritium. It devide the recoil  into four space: 

large cylindrical channel or holes, fuel compacts gap, fuel elements gap, pore in graphite. 

  

About FHOLES: 

I think FHOLES is related to the large cylindrical channel or holes. Then, it could be 

defined as "mass fraction of the region elements against the total region weight  that 

contains  coolant or control rod channels". This is just my guessing and it need to be 

reviewed. Any way, it is difficult for me to understand subroutine recoil. Would you let me 

know me the equation model in subroutine rec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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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way, the subroutine recoil contains many constants such as (VC = 4246.513,VT = 

5430.32 ). 

They seems to be Reactor specific constant, and the subroutine might be not available in 

other reactor. I'm concerned about whether or not other subrotines of TRITGO  were 

written this way. Do you have any information about this code compatiblity.  

  

Answer: 

I agree with your concerns about TRITGO. 

 

TRITGO was developed in the 1970s by ORNL.  GA used the code on several occasions, most 

recently for a tritium-production MHR in 1991. 

 

However, after spending some time “digging” into the code, I have discovered several problems 

(some of which you have also discovered).  For example, TRITGO does not have a model for 

tritium release from fuel particles, which can be a significant source term for a VHTR. 

 

I will provide a write-up of my concerns/problems with TRITGO.  But the bottom line is that I 

recommend a new computer code be developed to model the tritium distribution in a VHTR for 

either hydrogen or electricity production.  I have some concepts / models / recommendations 

that GA/KAERI can discuss at the next Steering Committee Meeting at GA in June or at a 

separate meeting. 

 

(3) FHOLES is for coolant channel or for fuel channel.(not resolved) 

 

 

Question: 

About FHOLES, TRITGO use it as below line. 

      RHOLES = 

0.2562287*FHOLES                                         RECL.029 

So, I think FHOLES is related to the coolant hole and control rod hole. 

The fuel hole has not large diameter because the fuel is loaed in it. 

The coolant hole and control rod hole have large diameters because they  

are empty in normal operation.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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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I mentioned before, Subroutine Recoil was written (and “hardwired”) for a Fort Saint Vrain 

refueling region, which consisted of 7 fuel elements.  Six of these elements were standard fuel 

elements. These elements were arranged around a central element that contained a control rod 

in the center of the element. 

 

Subroutine Recoil (and the TRITGO input) will require modifications to generalize the tritium 

recoil calculations for arbitrary geometries.  These modifications should not be too difficult.    

 
14. Card 14 
No discussion 
 
15. Card 15 
No discussion 
 
16. Card 16 
 
(1) ENERGY is differently described in equation and input description.( resolved) 

 
Question: 
We have 6 varialbes in Card 16 such as XNAME,AREA,THICK,STMP,CONS,ENERGY. 

XNAME is component name, 

AREA is mass transfer area, 

THICK is average thickness of transfer surface, 

STMP is Average surface, 

CONS is Preexpotentioal in Arhenius equation for permeation, 

ENERGY is Activation energy in Arhenius equation for permeation, 

  

Card 16 is related to manual p.2-14, and eq.(32) is Arnenius equation, isn't it? 

We can relate the variables to eq.(32) and eq.(33). 

AREA = As of eq.(33) 

THICK= tw of eq.(32) 

STMP= T of eq.(32) 

CONS= Ro of eq.(32) 

But, Which variable of eq.(32) or (33) is  ENERGY of Card 16 ? 

  

I thick B of eq.(32) should be ENERGY,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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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it of  B of eq.(32)  is "K" and the unit of ENERGY of card 16 is cal/gmol. 

Would you explain this? 

 
Answer: 
The TRITGO version we retrieved from the archives and sent to KAERI uses an older model for 

tritium permeation.  However, the manual and input instructions we sent you describes the 

newer model for tritium permeation.  I have verified this by looking at the TRITGO source code 

and some previous calculation files.  In 1991, GA made some modifications to TRITGO to 

model particles that were used to produce tritium for the weapons program.  Apparently at the 

same time, the code was also modified to include the updated permeation correlation that is 

described on page 2-14.  However, the TRITGO version we retrieved from the GA code 

archives does not include this modification. 

 

We will send you an updated source code and sample input that is consistent with the manual 

and updated permeation correlation. 

 

17. Block Data 

C                                                                       MAIN.046 

C     ENS = Neutrons per megawatt sec                                   MAIN.047 

C                                                                       MAIN.048 

      DATA ENS/7.80E16/                                                 MAIN.049 

C                                                                       MAIN.050 

C     Listing of nuclides considered for tritium production             MAIN.051 

      DATA ANAME/'  Li','  Li',' FB-',' SB-','  C-',                    MAIN.052 

     1'  Be','  He','  Fu','   H'/                                      MAIN.053 

      DATA BNAME/'-6  ','-7  ','10  ','10  ','12  ',                    MAIN.054 

     1'-9  ','-3  ','el  ','-3  '/                                      MAIN.055 

C                                                                       MAIN.056 

C     Listing of theoretical-flux-cross section integral over energy,   MAIN.057 

C     per source neutron/cc-sec,basis energy spectrum below or above    MAIN.058 

C     2.38 ev for infinite homogeneous reactor at 900 Deg K with        MAIN.059 

C     C/U-233=5000, and using ENDF/B cross section data                 MAIN.060 

C                                                                       MAIN.061 

      DATA SIGFL/6.40E-20,3.59E-25,6.76E-25,2.56E-19,7.34E-27,8.26E-25, MAIN.062 

     13.58E-19,1.0E-4,0.0/                                              MAIN.063 

C                                                                       MAIN.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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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LXPFS = Fast neutron flux/(source neutron/cc-sec)-- above 2.38 EVMAIN.065 

C     FLXPSL = Fast neutron flux/(source neutron/cc-sec)-- below 2.38 EVMAIN.066 

      DATA FLXPFS/50.0/,FLXPSL/157.0/                                   MAIN.067 

C                                                                       MAIN.068 

C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MAIN.069 

C                                                                       MAIN.070 

C     DCAY -- Tritium decay rate, per second                            MAIN.071 

C     FTRAP-Fraction of Tritium produced in fuel not released to coolantMAIN.072 

C     SCC(1),SCC(2),SCC(3) are constants in empirical TEMKIN equation   MAIN.073 

C     for chemisorption of hydrogen on graphite, see main statement 186,MAIN.074 

C     JFLAG (1 or 0) specifies printout of all Tritium sinks from agivenMAIN.075 

C     source and given region. Eight sources region 1, then eight regionMAIN.076 

C     2,etc. Fifteen regions total, zero if no printout is desired.     MAIN.077 

C     IP is an index used to define the listing sequence of source      MAIN.078 

C     nuclides and Tritium atoms in the various sinks of a region from  MAIN.079 

C     these sources when printing results for a period.                 MAIN.080 

C                                                                       MAIN.081 

C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MAIN.082 

C                                                                       MAIN.083 

      DATA DCAY/1.792E-9/,FTRAP/.950/,SCC/.2,16.54,17.97/               MAIN.084 

      DATA JFLAG/120*1/                                                 MAIN.085 

      DATA IP/8,7,3,4,2,5,6,1/                                          MAIN.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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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삼중수소 규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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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ion Note No. NHDD-KA06-RD-008  

 

제      목:   삼중수소 규제 자료 검토 

 

작성자:   박  익  규                          작성일:  2006. 7. 7    

 

검토자:   김  동  하                          검토일:  2006.  .     

 

승인자:   이  원  재                          승인일:  2006.  .     

 

 
Summary  
 

본 보고서에서는 삼중수고 규제와 관련하여 40CFR141, 10CFR20, 과기처고시, 
월성발전소 등에서 수록된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Contents 
1. 40CFR141 

2. 과기처고시 

3. 월성발전소    

4. 10CFR20 

5. 삼중수소규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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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서류 개정이력 

 
 

개정번호 개정일 개정부분 개정사유  작성자 

00 

01 

2006. 7. 7 

2006.9.25 

전체 

전체 

초판 

자료보강 

박익규 

박익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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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0CFR141 

§141.16 Maximum contaminant levels for beta particle and photon radioactivity 
from man-made radionuclides in community water systems.  

Link to an amendment published at 65 FR 76745, Dec. 7, 2000.  

(a) The average annual concentration of beta particle and photon radioactivity from man-made 

radionuclides in drinking water shall not produce an annual dose equivalent to the total body or 

any internal organ greater than 4 millirem/year. 

(b) Except for the radionuclides listed in Table A, the concentration of man-made radionuclides 

causing 4 mrem total body or organ dose equivalents shall be calculated on the basis of a 2 liter 

per day drinking water intake using the 168 hour data listed in “Maximum Permissible Body 

Burdens and Maximum Permissible Concentration of Radionuclides in Air or Water for 

Occupational Exposure,” NBS Handbook 69 as amended August 1963, U.S. Department of 

Commerce. If two or more radionuclides are present, the sum of their annual dose equivalent to 

the total body or to any organ shall not exceed 4 millirem/year. 

 

Table A_Average Annual Concentrations Assumed to Produce a Total Body or 

                         Organ Dose of 4 mrem/yr 

------------------------------------------------------------------------ 

                                          pCi per 

 Radionuclide              Critical organ       liter 

------------------------------------------------------------------------ 

Tritium..............................  Total body..............   20,000 

Strontium-90.........................  Bone marrow.............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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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기처 고시 

 ◎과학기술처고시 제 98-12 호 

 

  원자력법시행령 등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량 등을 정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8 년  8 월 11 일 

                                                               과 학 기 술 부 장 관 

 

 

방사선량등을 정하는 기준 

 
 개 정 : 과학기술처고시 제98-12호(1998.  8. 11) 
 개 정 : 과학기술처고시 제96-35호(1996.  9.  9) 
 개 정 : 과학기술처고시 제96- 5호(1996.  1. 14) 
 개 정 : 과학기술처고시 제93- 2호(1993.  4. 15) 
 개 정 : 과학기술처고시 제90-11호(1990. 10.  5) 
 정 정 : 관          보 제 9719호(1984.  4.  9) 
 제 정 : 과학기술처고시 제84- 2호(1984.  2. 29) 
  
제 6 조(최대허용공기중 및 수중농도) 영 제 2 조 제 8 호의 규정에 의한 

최대허용공기중농도와 동조 제 9 호의 규정에 의한 최대허용수중농도는 외부 방사선이 

공존하지 않을 때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농도에 40 을 곱하고 1 주간의 작업시간 수로 

나눈 수치로 한다.  다만, 진료를 받기 위하여 환자가 섭취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방사성물질의 종류를 알 수 있고 단일 핵종일 때에는 (별표 3)의 1 란의 당해 

방사성물질에 대한  2 란의 농도. 

   2. 방사성물질의 종류를 알 수 있고 2 종 이상일 때에는 그 각각 방사성물질의 농도의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농도에 대한 비율의 합계가 1 이 되는 농도. 

   3. 방사성물질의 종류를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기중에 대하여는 (별표 

4)의 제 1 란의 경우에 2 란의 농도, 수중에 대하여서는 (별표 5)의 제 1 란의 경우에 

2 란의 농도. 



 6

 

(별표 3) 

 

 

방사성동위원소의 공기중 및 수중 최대허용농도 

 

 
1     란 2      란 

방사선작업 종사자에 대한 작업기
간중의 최대허용 

3란 
일반인에 대한 최대허용공기
중 및 수중농도 

종    류 공기중 
μCi/cm3 

수   중 
μCi/cm3 

공기중 
μCi/cm3 

수   중 
μCi/cm3 

1×10-5 2×10-1  4×10-7 6×10-3  Hydrogen(1) 
H 3  S 
  

370,000Bq/m3 7,400,000Bq/liter 14,800Bq/m3 222,000Bq/liter

1×10-5 2×10-1  4×10-7 6×10-3  Hydrogen(1) 
H 3  I 
  

370,000Bq/m3 7,400,000Bq/liter 14,800Bq/m3 222,000Bq/liter

4×10-3   8×10-5  Hydrogen(1) 
H 3  sub 
  

148,000kBq/m3  2,960kBq/m3  

 

 (주) ① 1 란의 S 는 가용(Soluble), I 는 불용(Insoluble), Sub 는 침수(Submersion)의 표시. 

      ② 2 란은 방사선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작업기간 중의 최대허용공기중 및 

수중농도. 

      ③ 3 란은 일반인에 있어서의 개인에 대한 최대허용공기중 및 수중농도. 

      ④ 2 란 및 3 란의 방사능 농도를 국제단위(SI)로 표시할 경우의 환산은 

“1μCi/cm3=37GBq/m3”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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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기부고시 제 2002-23 호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hwp 

과학기술부고시 제 2002-23 호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원자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개정  2003.01.06 

Safety series No. 115, "International basic safety standards for protection against 

ionizing radiation and for the safety of radiation sources" IAEA, Viena, 1996 를 

참조하였음. 

 

제 6 조 (배출관리기준) 

① 영 제 2 조제 36 호, 제 301 조제 1 항제 3 호, 원자로시설기준규칙 제 32 조제 1 호나목 및 

방사선안전기준규칙 제 10 조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제한값"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개정 02.01.03> 

   1. 방사성핵종의 종류를 알 수 있는 때에는 별표 3 의 제 1 란의 당해 방사성핵종에 대한 

제 5 란과 제 8 란의 농도 

   2. 그 방사성핵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별표 4 의 제 1 란의 핵종별 각 

경우에 대한 제 4 란과 제 6 란의 농도 

② 배출관리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배기중 또는 배수중 방사성핵종의 허용농도는 1 주간의 

평균치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 개월간의 평균치로 갈음할 수 있다. 

제 7 조 (연간섭취한도) 

영 제 2 조제 37 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값"인 연간섭취한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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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사성물질의 종류를 알 수 있고 단일 방사성핵종일 때에는 흡입에 대하여는 별표 3 의 

제 1 란의 당해 방사성핵종에 대한 제 3 란의 연간섭취한도, 경구섭취에 대하여는 

제 7 란의 연간섭취한도 

2. 방사성물질의 종류를 알 수 있고 2 종 이상의 방사성핵종일 때에는 각 방사성핵종의 

흡입 또는 경구섭취량의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연간섭취한도에 대한 각각의 비율의 

합계가 1 이 되는 흡입 또는 경구섭취량 

3. 방사성물질의 종류를 알 수 있으나 방사성물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농도를 알 수 없을 

때에는 혼합물내 방사성핵종의 연간섭취한도중 가장 낮은 값 

4. 방사성물질의 종류는 알 수 없으나 혼합물내에 존재하지 않는 방사성핵종이 알려진 

경우에는 혼합물내에 존재할 수 있는 방사성핵종의 연간섭취한도중 가장 낮은 값 또는 

흡입에 대하여는 별표 4 의 제 1 란의 핵종별 각 경우에 대한 제 2 란의 연간섭취한도 

5. 연간섭취한도를 산출함에 있어서 공기 중에 자연적으로 함유되어 있는 방사성핵종의 

농도는 제외한다. 

 

제 8 조 (유도공기중농도) 

영 제 2 조제 38 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값"인 유도공기중농도는 

다음과 같다. 

1. 방사성물질의 종류를 알 수 있고 단일 방사성핵종일 때에는 별표 3 의 제 1 란의 당해 

방사성핵종에 대한 제 4 란의 농도 

2. 방사성물질의 종류를 알 수 있고 2 종 이상의 방사성핵종일 때에는 각 방사성핵종의 

농도의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농도에 대한 각각의 비율의 합계가 1 이 되는 농도 

3. 방사성물질의 종류를 알 수 있으나 방사성물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농도를 알 수 없을 

때에는 혼합물내 방사성핵종의 유도공기중농도중 가장 낮은 값 

4. 방사성물질의 종류는 알 수 없으나 혼합물내에 존재하지 않는 방사성핵종이 알려진 

경우에는 혼합물내에 존재할 수 있는 방사성핵종의 유도공기중농도중 가장 낮은 값 또는 

별표 4 의 제 1 란의 핵종별 각 경우에 대한 제 3 란의 농도 

5. 유도공기중농도를 산출함에 있어서 공기 중에 자연적으로 함유되어 있는 방사성핵종의 

농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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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방사성물질의 연간섭취한도, 유도공기중농도 및 배출관리기준 

 
1  란 2  란 3  란 4  란 5  란 6  란 7  란 8  란

핵    종 흡  입       섭  취     

  화학적 형태 연간섭취한도 유도공기중농도

배기중의

배출관리

기준 

화학적 형태 연간섭취한도 

배수중의

배출관리

기준 

    Bq Bq/m3 Bq/m3   Bq Bq/m3

Hydrogen               

H-3 G, 

삼중수소

가 

결합된 

물(피부흡

수 포함) 

1E+09 3E+05 3E+03 삼중수소가

결합된 물

1E+09 4E+07

  G, 

유기적으

로 

결합된 

삼중수소 

5E+08 2E+05 2E+03 유기적으로

결합된  

삼중수소 

5E+08 2E+07

  G, 

원소상태의 

삼중수소 

1E+13 5E+09 4E+07       

  G, 

삼중수소

가 

결합된 

메탄 

1E+11 5E+07 4E+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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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및 별표 4 주석] 연간섭취한도, 유도공기중농도 및 배출관리기준의 적용시 

유의사항등 

 

1. 연간섭취한도, 유도공기중농도 및 배출관리기준(이하 유도한도라 한다)은 

방사성동위원소의 흡입(inhalation) 및 경구섭취(oral ingestion)로 구분되어 있고, 각각의 

화학적 형태별로 수치가 제시되어 있다. 또한, 유도한도는 방사선학적 관점에서만 검토된 

것으로서 화학적 독성(chemical toxicity)은 반영되지 않았다. 

2. 특정 시설에서의 방사성동위원소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예: 입자크기 분포, 화학적 

형태 등)을 고려하여 특정 시설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유도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유도한도는 해당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피폭과 관련이 있으나, 방사성붕괴에 의해 

체내에 존재하는 딸핵종에 의한 기여분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모핵종과 딸핵종이 

혼재된 것을 흡입 또는 섭취할 경우에는 혼합물에 적용하는 방법을 고려한다. 

4. 단일 방사성동위원소이지만 여러 가지 화학적형태(예: F, M, S 를 가진 화학적 형태가 

작업장내에 동시에 존재)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에는 혼합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피폭으로 취급한다. 

5.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화학적 형태 : 각 방사성동위원소가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화학적 형태(chemical 

form)를 말하며, 흡입 및 섭취 경로별로 상이하게 고려하였다. 

방사성동위  원소별 화학적형태는 IAEA Safety Series 115 에 제시된 

것이다. 

   나. F, M, S, G : F, M, S 구분은 입자상 방사성동위원소가 흡입에 의해 호흡기로 침적된 

이후에 혈액으로 흡수되는 정도를 나타낸 것이며, G 는 기체 또는 

증기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ICRP 66 의 권고에 따른 분류이며, 

혈액으로의 흡수율에 따른 호흡기에서의 제거특성(F: Fast, M: 

Moderate, S: Slow)을 분류한 것으로서, ICRP 30 의 제거성 분류인 D, 

W, Y 와 대등한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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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배기중의 배출관리기준 : 일반인이 이러한 농도를 갖고 대기중으로 배기되는 

방사성물질을 흡입할 경우에 받는 피폭선량이 일반인의 

선량한도에 해당하는   유도된 수치이다. 

   라. 배수중의 배출관리기준 : 일반인이 이러한 농도를 갖고 수중으로 배출되는 

방사성물질을 섭취할 경우에 받는 피폭선량이 일반인의 

선량한도에 해당하는 유도된 수치이다. 

6. 단위변환을 위한 수치 및 표에 적용한 수치 표시방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가. [μCi ← Bq] : 2.7027×10-5 를 곱한다. 

   나. [μCi/cm3 ← Bq/m3] : 2.7027×10-11 를 곱한다. 

   다. 표에 제시된 값중 6E+05 는 6×105 를 의미하고, 6E-05 는 6×10-5 를 의미한다. 

7. 유도한도를 계산하는데 적용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작업자의 연간섭취한도 및 유도공기중농도는 ICRP 61 의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유도하였다. 선량한도는 20mSv/yr 를 적용하였고, 선량환산계수는 IAEA 의 Safety 

Series 115 에 제시된 값을 적용하였다. 입자형태의 경우에는 5μm AMAD(Activity 

Median Aerodynamic Diameter)의 입자크기에 근거한 작업자의 선량환산계수를 

사용하였다. 피폭대상은 ICRP 23 에 제시된 표준인(reference man)이며, 작업시간은 

연간 2,000 시간, 호흡율은 1.2m3/hr 를 고려하였다. 

   나. 배기중 배출관리기준은 작업자의 유도공기중농도에 작업자와 일반인의 선량한도의 

차이(1/20), 일반인과 작업자의 호흡율 및 활동시간의 차이(1/3), 

연령군별  선량환산계수의 차이(1/2)를 가중하여 계산하였다. 다만, 입자형태의 

경우에는 1μm AMAD 의 입자크기에 근거한 작업자의 선량환산계수를 사용하여 

작업자의 유도공기중농도를 임시로 계산하고, 이 값에 작업자와 일반인의 

선량한도의 차이(1/20), 일반인과 작업자의 호흡율 및 활동시간의 차이(1/3), 

연령군별 선량환산계수의 차이(1/2)를 가중하였다. 

   다. 경구섭취의 경우, 작업자의 연간섭취한도를 ICRP 23 에 제시된 표준인의 물 

섭취율(0.73 m3/yr)로 나누고, 일반인과 작업자의 선량한도의 차이(1/20), 일반인과 

작업자의 연령군별 선량환산계수의 차이(1/2)를 가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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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불활성기체에 의한 외부피폭의 경우, 작업자의 유도공기중농도에 일반인과 작업자의 

선량한도의 차이(1/20), 일반인과 작업자의 활동시간의 차이(1/4.38)를 가중하였다. 

   마. 삼중수소수(HTO) 형태의 삼중수소의 경우, 유도공기중농도 및 배기중 

배출관리기준은 흡입과 피부흡수를 고려하여 설정되었다. 피부흡수에 의한 삼중수소 

흡수율이 공기흡입에 의한 삼중수소 흡수율의 1/2 이라고 고려하여 공기흡입에 의한 

유도공기중농도 및 배기중 배출관리기준을 1.5 로 나누었다. 

   바. 라돈(Rn-220, 222)은 딸핵종을 배제한 경우와 딸핵종을 포함한 경우로 구분하여 

유도한도를 설정하였다. 딸핵종을 배제한 경우에는 ICRP 32 에 제시된 Rn-222 및 

Rn-220 의 선량환산계수와 작업자의 선량한도를 이용하여 연간섭취한도와 

유도공기중농도를 설정하였다. 딸핵종을 포함한 경우에는 ICRP 65 및 IAEA 의 

Safety Series 115 에 근거하여 Rn-222 의 딸핵종은 4WLM, Rn-220 의 딸핵종은 

12WLM 을 일차한도로 고려하였다. 유도한도는 ICRP 32 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계산하였고, Potential-energy Intake 는 IAEA 의 Safety Series 115 의 값을 

적용하였다. 

   사. 미지 혼합 방사성동위원소의 경우, 혼합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없는 

방사성동위원소들의 유도치중 가장 보수적인 것을 적용하거나 이 고시 별표 4 에 

제시된 값을 적용토록 하였다. 별표 4 에 제시된 값중 연간섭취한도(흡입) 및 

유도공기중농도는 50, 500, 5000, 50000, 500000Bq 를 기준으로 하여 

방사성  동위원소의 연간섭취한도를 크기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범주 이내인 

방사성동위원소가 없는 경우는 각 기준값을 유도한도로 설정하는 방법이다. 배기중 

배출관리기준은 5E-05, 5E-03, 5E-02Bq/m3 을 기준으로 고려하였고 배수중 

배출관리기준은 5E+04Bq/m3 을 기준으로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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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 및 농도) 

영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수량 및 농도"라 함은 별표 5 의 

제 2 란의 당해 방사성핵종에 대한 제 3 란의 수량 및 제 4 란의 농도를 말한다 

 

[별표 5] 

 

핵종별 규제면제 관련 수량 및 농도 

 

원자번호 핵    종 
최소수량 

(Bq) 

최소농도 

(Bq/g) 

제 1 란 제 2 란 제 3 란 제 4 란 

1 

 

H-3 

 

1×10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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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월성 발전소  

월성의 삼중수소 유도방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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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 CFR 20, App.B 
 

 PART 50--DOMESTIC LICENSING OF PRODUCTION AND UTILIZATION FACILITIES 

 Appendix B to Part 20--Annual Limits on Intake (ALIs) and Derived Air Concentrations (DACs) of 
Radionuclides for Occupational Exposure; Effluent Concentrations; Concentrations for Release to Sewerage 

Hydrogen-3 

Table 1 

Occupational Values 

Table 2 

Effluent 

Concentrations 

Col. 1 Col. 2 Col. 3 Col. 1 Col. 2 

Table 3 

Releases to 

Sewers 

Inhalation 

Atomic 

No. Radionuclide Class 

Oral 

Ingestion 

ALI 

(µCi) 

ALI 

(µCi) 

DAC 

(µCi/ml) 
Air 

(µCi/ml) 

Water 

(µCi/ml) 

Monthly 

Average 

Concentration 

(µCi/ml) 

Water, DAC includes 

skin 

absorption 

8E+4 8E+4 2E-5 1E-7 1E-3 1E-2 1 Hydrogen-3 

Gas (HT or T2) Submersion1: Use above values as HT and T2 oxidize in air and in the body to H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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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본 수소중 삼중수소 규제치 
 

일본에서 나온 보고서(JAERI-TECH-98-044)에서 이야기 하는 방사선 장해 방지법 규정치 

=56 Bq/g-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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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삼중수소 규제 정리 
 
 
1.40CFR141 drinking water 
 (based upon drinking 2 liter of drinking water per day, 4mrem) 
  20,000pCi/liter =0.02 μCi/liter(음용수기준) 
  P=1.e-12, μ=1.e-6 
 
2.과기처고시-방사선량을 정하는기준  (일반인 최대허용공기중 및 수중 
농도,MPC)  4×10-4μCi/liter & 6.0  μCi/liter  
 
3.과기부고시-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배기중배출기준 3E+03 Bq/m3 = 8.1e-05 μCi/liter 

배수중배출기준 4E+07 Bq/m3 =1.081e00 μCi/liter 

 
4.월성의 삼중수소 유도방출기준 
(과기처 일반인 최대허용공기중 및 수중농도기준으로 유도됨) 
기체 3×104 Ci/일, 1.1×107  Ci/년 
액체 4×105 Ci/일, 4.8×106 Ci/년 
 
5. 10 CFR 20 effluent concentrations 
폐기체 1.e-7μCi/ml = 100 pCi/liter= 1.e-4 μCi/liter  
폐액     1.e-3 μCi/ml = 1000,000pCi/liter=1 μCi/liter  
<배수구에서는 10배가능> 
 
6. 일본 수소중 삼중수소농도 규제치 
56 Bq/g-H2  

 
% 1 Ci=3.7e+10 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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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TRITGO 코든 GTMHR350 이라는 발전용 고온가스로의 삼중수소의 평가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코드이다. 이 코드를 활용하여 수소 생산용 초고온가스로인 NHDD 의 삼중수소를 

평가하기에 앞서 TRITGO 에 빠져 있는 IS Loop 계통에서 삼중수소를 해석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TRITGO 코드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NHDD 가 현재 설계중이고 GT-MHR600 이 NHDD 설계에 활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 GT-

MHR600 을 기준으로 삼중수소의 생성부분에 관한 입력을 마련하였다. 단, NHDD 와 GT-

MHR600 이 2 차 측부터는 크게 달라지는 점을 감안하여 삼중수소의 확산에 관련된 부분은 

GT-MHR600 으로의 대체가 주는 이점이 없기 때문에 GT-MHR350 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이렇게 하여 계산된 IS Loop 에서 생산되는 수소중의 삼중수소의 농도가 일본의 수소 중의 

삼중수소 제한치 5.6 Bq/g-H2 의 1/10 인 0.56 Bq/g-H2 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TRITGO 코드를 활용하여 수소생성계통 IS Loop 까지의 삼중수소 

분포 양을 해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체계를 갖추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현재 TRITGO 를 

이용한 삼중수소의 해석 결과는 TRITGO 모델의 검증 및 개선, IS Loop 계통추가의 검증, 

NHDD 설계를 이용한 입력 작성 등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성적이고도 정량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기존에 TRITGO 코드가 가지고는 있지만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는 핵연료에서 

삼중수소 방출 모델, 제어봉에서 삼중수소 방출모델, 흑연으로의 삼중수소 흡착모델, 

삼중수소의 금속투과 모델, He-3 의 중성자반응으로 생성되는 삼중수소의 회수모델 등이 

있다. 다음에 TRITGO 코드에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는 IS Loop 

계통의 추가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TRITGO 코드의 노형에 대한 독립성에 대한 추가적 

검토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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