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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제 목. :Ⅰ I 삼중수소 저장재TER 재료특성 연구

연구 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Ⅱ
본 사업의 핵심 요소인 이터용 삼중수소 저장 공급용기는 핵융합연료 공급○

심장부에 해당되며 우리나라는 삼중수소 저장 공급용기를 개발 제작하여, ITER

에 공급해야 함SDS .

삼중수소 저장 공급시스템 및 용기 관련 는, ITER DDD Functional○
를 기술한 수준에 불과함 예로 저장재의 경우 로 기술되어Requirements . , ZrCo

있으나 와 미국 측은 우라늄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정도임, EU .

따라서 한국은 이터 건설 시까지 이터용 삼중수소 저장 공급시스템 및 용기 기

술을 상태로 개발하기 위해 본 과제는 필히 수행되어야 함Build to Print .

연구 개발의 내용 및 범위.Ⅲ
분해안전성 이론기술 설정ZrCo○

모델링SDS bed○
구조 설정SDS bed○

연구 개발 결과.Ⅳ
분해안전성 이론기술 설정ZrCo○
가 분해되지 않는 영역을 분해 실험 장치에서 실험적* ZrCo Isotherm ZrCo

규명.

를 설치하여 실험- Vertical test reactor

는 수소용기의 은- ZrCo SAES getter, reference volume 2008cm
3을 사용

전기 히터는- PID control

실험온도는- 350, 380, 400℃
분해성분 분석은 사용- XRD

분해안전성 실험 및 이론 결과를 획득함* ZrCo .

그람의 트리튬은 의 붕괴열 발생- 100 32W

의 장기보관은 이하로 하여야 함- ZrCo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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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과의 실험적 분해율 측정 비교- Hara

년 운전 기간 중 분해량은- 16 , ZrCo 1%

실험실적 규모로 의 안정성 확인- ZrCo

모델링SDS bed○
이터 연료공급 시나리오에 따른* 모델링 수행SDS bed .

주기 운전과 실험결과 모델링- 125

연료 공급 모드 설정-

이터 연료공급 시나리오 실험* 수행.

를 로 예열- ZrCo test reactor 250℃
공급은 진공 펌핑으로 수행- 350℃

그람의 는 예열 모드에서는- 12 ZrCo 0.092Pam
3
/s

표준모드보다 배 공급속도 빠름을 확인- 3.4

구조 설정SDS bed○
삼중수소 구조를 설정함* SDS bed .

적용- ASME VIII Div.1 pressure vessel design code

의 일차용기 중앙에 전열히터 설치- ZrCo

열전달 촉진용 핀 배치- Ni

트리튬 정량을 위한 루프- He

가스 주입 인출 필터- DT

이차용기 내 열차폐 구조-

이차용기 내 쿨링 루프- He

제시* SDS bed Reference Design

그람 장입- ZrCo 350 , ZrCoT1.5

팽창공간 제공- ZrCo 30%

이차용기 내 진공도- 10
-4

Pa

이차용기 외벽온도 이하 되게 설계하여 삼중수소 누출 방지- 100℃
히터 설치로- 3kW 20Pam

3 해당/s 0.72 공급kW

의 콤팩트 설계로 글러브박스에 합당한 사이징- 680 L X 355.6 OD

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Ⅴ
저장재로 사용 범위의 공학적 실증SDS bed ZrCo○

년도 축소모형 설계 실험 자료로 입력2007 SDS bed○
후속 개발 사업으로 완료된 시제품 및 시스템 운전성능 보장QA 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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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 Project TitleⅠ
Development of ITER Tritium Storage Material

.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Ⅱ
The main purpose of the development of storage vessels for ITER tritium

storage and delivery system is to store and supply the hydrogen isotope

gases needed for operation of ITER and to provide the necessary

infrastructure for short and long term storage of large amount of tritium in

ZrCo.

.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Ⅲ
The long term storage system shall have a storage capacity of up to one

kg of tritium. Ten ZrCo beds shall be installed in the long term storage

system. These ZrCo beds shall have a simpler design than the main part of

the storage and delive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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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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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sma shot of 450 seconds, the supply of tritium gas(90%T, 10%D)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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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itium-deuterium gas mixtures of various ratios to the fueling system fo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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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lasma shot of 450 seconds.

ZrCo intermetallic alloy instead of uranium is used for the hydride beds.

The maximum tritium inventory of a single ZrCo bed is limited to 100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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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Ⅳ
The ZrCo getter beds are built of a primary vessel which contains the

ZrCo powder and of a secondary outer vessel. The purpose of the secondary

outer vessel is to capture permeated or leaked tritium and to present a good

thermal insulation when properly evacu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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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move the decay heat and is used to perform tritium accountancy

measurements.

. Proposal for ApplicationsⅤ
The research results will be used for the design and manufacture of the

storage vessels for ITER tritium storage and delivery system of which the

purpose is to store and supply the hydrogen isotope gases neede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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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g term storage of large amount of tritium in Zr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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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 개발 과제의 개요1

본 사업의 핵심 요소인 이터용 삼중수소 저장 공급용기는 핵융합연료 공급 심장부에

해당되며 우리나라는 삼중수소 저장 공급용기를 개발 제작하여 에 공급해야 한다, SDS .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이터용 삼중수소 저장 공급용기 적기 공급을 위해 년도까지 삼2005

중수소 저장 공급용기 설계 요건 분석과 삼중수소 저장 기술 기초실험을 수행하였다.

한편 삼중수소 저장 공급시스템 및 용기 관련 는, ITER DDD Functional Requirements

를 기술한 수준에 불과하다 예로 저장재의 경우 로 기술되어 있으나 측은 우. , ZrCo , EU

라늄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정도이다 따라서 한국은 이터 건설 시까지.

이터용 삼중수소 저장 공급시스템 및 용기 기술을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Build to Print

기반연구로 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 분해되지 않는. ZrCo Isotherm

영역을 규명하고 분해 가능성을 실험하여 삼중수소 베드 설계 및 운전자료ZrCo SDS

생산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하였다 상기 일련의 연구는 한국의 조달품목인 이터용.

삼중수소 저장 공급시스템 및 용기의 적기 공급에 반드시 필요한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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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국내 외 기술 개발 현황2 ·

년 한국원자력연구원와 전력연구원은 과학기술부의 요구에 따라 트리튬에 의한1989

월성원전 종사자는 물론 주변 주민의 피폭감소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트리튬 제거방안

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검토를 한 결과 년까지 약 의 누적 및, , 2013 30MCi

작업종사자의 피폭이 예상되어 트리튬 제거시설 의 설치가 불가피2,300man-rem (TRF)

함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로는 캐나다 에서 시험 운전 중인 액상촉매. TRF Chalk River

교환 초저온 증류 의 복합공정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LPCE) - (CD) .

그 후 한국원자력연구원는 이를 위한 기반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트리튬 산화물의 흡

착제거 초저온 증류기술 용 촉매개발 등 트리튬 제거용 단위공정 장치개발에 주, , LPCE

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해 왔다.

근래 전력연구원과 공동으로 개발한 공정용 고분자 촉매가 그 우수성이 입증되LPCE

고 년부터 전력연구원과 공동으로 를 위한 파일럿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1999 TRF .

년 이후부터 가동 예정인 는 공정흐름이 트리튬 가스 형태로 진행되고 트리튬2005 TRF

수소화물이 최종 농축 생성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취급 및 저장기술의

자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내 트리튬 고정화물 취급 및 저장기.

술은 전혀 개발된 바가 없고 단지 한국원자력 연구소에서 공정을 개발하면서 삼중LPCE

수소를 취급한 경험과 지르칼로이를 비롯한 저장재 개발 기초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한 기본 기술 자료들은 캐나다의 및 일본의 로부터 파CRNL JAERI-TOKAI

견 연구원을 통해 어느 정도 확보하였으나 상세 기술들이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관련기술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자체 기술개발의 필요성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는 임시 및 영구저장용 트리튬 고정화 기술을 위해 임시 저장재로 선

정된 감손 우라늄 및 영구 저장재를 위한 스펀지의 활성화 저장 및 탈착실험을 수소Ti

순환기능을 가진 진공도 10
-6 의 장치에서 수행하여 실험 자료를 생산하였Torr manifold

다 영구 저장재는 스펀지 흡장 온도 압력 헬륨농도실험을 통해 스펀지를 최적. Ti , Ti

저장 물질로 선정하였다[29].

미국 일본 및 캐나다는 핵융합연료주기기술을 활발히 개발하여 왔지만 국내에서, , EU ,

는 위와 같은 트리튬 저장기술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 외에는 에 적용할 만한[28] ITER

삼중수소 저장 연구 경험이 아주 없는 실정이다Zr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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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 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3

제 절 용 삼중수소 저장용기 기술1 ITER [28]

용 삼중수소 저장용기 설계를 위한 기초 기술 검토1. ITER [28]

가 용 의 기술 사양. ITER ZrCo bed

핵융합로 에서는 많은 양의 삼중수소가 금속 수소화 베드에 저장된(Fusion reactor)

다 각 베드 내 삼중수소 충전양 은 핵융합로의 운전 시나리오에 의해 수시. (inventory)

변경됨으로 주기적으로 삼중수소의 충전양의 측정이 요구되어진다.

용 삼중수소 저장용기로 및 들이 사용되어지나 공기와 반응ITER U bed ZrCo bed ,

시 발화 안전성 및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작기 때문에 용 삼중수소 저장용기로ITER

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진다 삼중수소의 붕괴열을 측정하여 삼중수소ZrCo bed .

저장 용기 내 삼중수소 충전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내에, ZrCo beds “in-bed” calorimetry

를 장착하여 삼중수소의 충전량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들의 기계적 특성ZrCo beds⑴
저장 는 트리튬을 직접 저장하는 차용기와 삼중수소의 누설 가수포집 및 차bed 1 1

용기의 단열을 위한 차 용기로 구성된다 차 용기에는 삼중수소 저장을 위해 및2 . 1 ZrCo

지름 이하의 구리 분말이 포함되어진다 또한 삼중수소의 충전양의 측정을 위한1mm .

이 충전된 측정 루프가 차 용기 내에 설치되어진다 차 용기는 최대 의 트리튬He 1 . 1 100g

을 저장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재질은 설계온도는 최대 최대 내 외압, SS316, 600 , /℃
은 이다0.5 MP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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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가 장착된 개의 및 장기 저Delivery System; SDS) in-bed calorimetry 20 ZrCo beds

장계통 내 가 장착되지 않은 개(Long Term Storage System; LTS) in-bed calorimetry 10

의 가 각각 설치된다ZrCo beds .

용 삼중수소 저장재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는 열전달 효율을 높이ITER ZrCo bed ,

기 위하여 직경 의 이 일부 혼합된 가 차 용기1mm Cu ball ZrCo powder 1 (Primary

에 충전되며 차 용기로부터의 침투 또는 누출되는 삼중수소를 포획하고 용기의vessel) 1

단열을 위해 차 용기를 둘러싸고 있는 차 용기 로 구성되어1 2 (Secondary containment)

있다 차 용기는 진공 또는 으로 채워져 있다 열을 가하는 탈장 공정이나 열량 측. 2 He .

정 시에는 진공을 유지하게 되며 이 밖의 상황에는 반드시 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 He .

또한 삼중수소의 붕괴열 을 제거하고 차 용기 내 삼중수소의 충전양을 측(decay heat) , 1

정하기 위하여 차 용기 내 이 충전된 측정 루프가 설치되어 있다1 H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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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설계 요건ZrCo beds⑵
삼중수소 플랜트 내 설치되는 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설계ITER ZrCo beds

요건들이 충족되어져야 한다.

신속한 저장 및 회수 들은 금속 수소화 반응 중(rapid recovery) : ZrCo beds①
내부온도가 상승할 경우 어려움이 없이 수 분 내에 수소동위원소들을 대부분 완충, (full

저장 가능하여야 한다capacity) .

신속한 공급 의 안전한 운전을 위하여 탈수소화 반응을(rapid supply) : ITER②
통하여 요구되는 삼중수소를 빠른 시간 내에 공급 가능하여야 한다 개당, . ZrCo bed 1

삼중수소의 최대 공급 요구 조건은 200Pa m•
3•

s
-1이다.

신속한 측정 를 설치하여(rapid accountancy) : In-bed gas flow calorimetry③
내 삼중수소의 충전양 을 의 트리튬 충전 시 허용 오차ZrCo beds (inventory) 100g ±1g,

즉 내의 정밀도 로 빠른 시간 내 측정이 가능해야한다±1% (accuracy) .

최근 내 삼중수소의 충전양의 측정기술 개선 등 상기 요건들, ZrCo beds ,

을 만족시키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일본의 의(requirements) JAERI Tritium Engineering

및 독일의 의 등 많은 연구기관에서 수행되고 있다Lab. Karlsruhe tritium Lab. [2-9].

단일 의 최대 충전양은 안전을 위해 이하로 제한되며 내ZrCo bed 100g , ZrCo bed

최대 의 삼중수소를 충전하도록 설계되어진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차 용기 내100g . 1

의 의 구성은 의 및 열전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경ZrCo bed 3500g ZrCo powders

의 이 혼합 충전되어 있다1mm 1500g Cu ball , [2].

계통 내 설치되는 에는 내 충전된 삼중수소의 충전량SDS ZrCo beds ZrCo bed

을 측정하기 위하여 가 설치되며 즉 삼중수소가 흡장(Inventory) In-bed calorimeter ,

된 이 충전된 차 용기 내부에 주입된 배관을 통해 삼중수소의 붕괴열을ZrCo 1 (tritium

제거하기 위하여 헬륨가스를 순환시키고 정상상태에서decay heat: 0.324W/g tritium) ,

배관 입구 및 출구에서의 헬륨가스의 온도 차이를 측정함으로서 삼중수소의 충전량을

평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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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 및 배송 계통 내 삼중수소의 제거 없이 운전 및 조작이 단순하고. ,ⅰ
순간적으로 삼중수소 저장 내 저장된 삼중수소를 총 충전량을 측정할 수 있다. bedⅱ
연속적으로 삼중수소의 붕괴열을 제거함으로 의 과열 방지 및 차 용기. ZrCo bed 1ⅲ

내 압력의 증가를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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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내SDS ZrCo beds⑶
계통의 주요 목적은 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삼중수소를 저장하고 삼중SDS ITER

수소 아르곤 및 네온등의 가스를 공급하며 많은 삼중수소를 단기 및 장기 저장을 위하, ,

여 필요한 기반시설 을 제공한다(Infrastructure) .

계통의 주 기능은 세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은SDS . D2 함량(T

함량0.6%), D-T(T 50%), T2 함량 기체들의 저장 및 운전 조건에 따라 적절한(T 90%)

공급 순수 중수소 기체의 저장 불활성 기체들의 공급 측정과, , , PVT
3 의 수집의 기능He

을 갖는다 두 번째 부분은 개의 에 의 삼중수소를 저장하고 공급지에. 10 ZrCo beds 1kg ,

서 로 운송하는데 필요한 삼중수소 운반용기의 취급 및 저장 기능을 갖는다 세 번ITER .

째 부분은 라고 불리는데 불활성 또는 고순도 기체들을 공급하는 장치로gas compound ,

옥외에 설치된다.

계통 내 설치되는 들은 내 충전된 삼중수소의 충전량을SDS ZrCo beds ZrCo bed

측정하기 위하여 가 설치되며 내에 설치되는In bed calorimeter , ZrCo bed In bed

는 의 삼중수소 충전 시 허용 오차 즉 내의 정밀도calorimeter 100g ±1g, ±1%

를 가지도록 설계 요건 을 충족하도록 설계(accuracy) ITER (ITER design requirement)

되어진다.

계통은 최대 의 운전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SDS 250 kPa , ITER

품질보증절차 에 따라 제작되어져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설치된(QA Procedure) .

파열판들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치되며 를 위한 설계요건은, leak tight 10
-9

Pa•

m
3

s•
-1의 진공범위에서 3 의 누출이 없어야 한다 또한 모든 가열되는 용기의 내 외벽He . /

은 누출되는 삼중수소를 포집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외부 용기로 둘러싸여 있다 모든.

트리튬 취급 계통들은 내에 설치한다glove box .

계통 내 여러 가지 공정변수를 제어하기위하여 연동식 신호가 사용SDS software

되어지며 또한 측정된 공정변수들이 안전 기준치를 초가 했을 경우 일부분 및 전 계통,

을 중단시킬 수 있는 독립적인 연동 신호 계통이 설치되어있다hardware [5].

내 설치되는 는 다음과 같이 총 개가 설치된다SDS ZrCo beds 20 .

삼중수소, T① 2 저장 개(90%T/ 10%D) : 9 ZrCo beds

저장 개D-T (50%T / 50%D) : 8 ZrCo beds②
D③ 2 저장 개(T 0.6% T) : 3 ZrCo b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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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LTS ZrCo beds⑷
계통의 설치 목적은 최대 의 삼중수소를 안전하게 장기적으로 저장하기LTS 1kg

위함이다 만약 삼중수소 에서 삼중수소가 과다해지면 차벽에 트랩된. torus inventory 1

삼중수소를 회수하여 내의 에 저장해야 한다 계통의 개의 주 저장LTS getter bed . SDS 3

의 용량은 의 삼중수소를 저장하기에는 그 용량의 한계를 가진다bed 1kg [1].

에는 최대 의 삼중수소를 각각 흡장할 수 있는 개의 가 설치LTS 100g 10 ZrCo bed

되어 총 의 삼중수소를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계통 내 설치되는, 1kg . LTS ZrCo

는 계통의 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가 사용되어지나 단지 차이점beds SDS ZrCo Bed ,

은 에 설치되는 개의 들은 각 내 가 설치되LTS 10 ZrCo beds bed In-bed calorimetry

지 않아 내에 설치되는 들에 비하여 설계가 간단하다 또한 입구나 출구, SDS ZrCo beds .

에 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계통 내에 있는 각각의 개Mass Flow Meter . LTS 10

들은 과압방지 설비가 장착되어 있다ZrCo beds (passive overpressure protection) [5].

계통 내 사용되는 들의 설계는 계통 내 사용되는 삼중수소LTS ZrCo beds SDS

저장 와 아주 유사하며 동일 형태의 들이 사용된다bed batteries , ZrCo beds .

배관 및 파열판 들이 의 차 용기에 연결되어 있Inlets/outlets (rupture disks) ZrCo bed 1

고 이차 용기의 주입 및 배출구가 공동 분기관 에 다시 연결 되어있다, (manifold) .

내 사용되는 는 첫 벽 재질들 에 쪼여진LTS ZrCo beds (tiles, flakes, dust) Plasma

로부터 제거된 삼중수소를 일시적으로 축척시킨다 에서 트랩된 삼중수소를 일. Tokamak

시적으로 저장하며 다시 사용될 때까지 삼중수소는 내 에 장기 저장되, LTS ZrCo beds

어 진다[5].

공통 설계 사양(Common design specifications)⑸
내 계통 기기들의 설계를 위한 공동 설계 사양은 다음과 같다SDS [1].

차 용기의 방벽은 삼중수소와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1 .①
모든 의 총 누출률 은component (leakage rate) 10② -9

Pa m•
-3

s•
-1 이하가 되어야 한다.

차계통의 총 누출률은SDS 1 10③ -8
Pa m•

-3
s•

-1 이하가 되어야한다.

최대 운전 압력은 이어야 한다0.25 MPa(a) .④
차 계통 기기가 위치한 글러브박스 누출률1 : 0.1 vol%h⑤ -1

이상으로 가열되는 모든 차 용기는 진공 처리된 외부 용기로 둘러싸여 있어150 1⑥ ℃
차용기로부터 유출되는 수소 및 삼중수소를 채집 회수할 수 있고.1 / ,ⅰ

글러브 박스로의 열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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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양이 이하가 되도록 용기 크기를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서로 다른 장치로부100g .

터 밸브들에 의하여 단일 구성품의 분리가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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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 의 설계조건. ITER ZrCo bed

독일 의 에서 최대 의 삼중수소를 저장하기 위해 설계된Karlsruhe tritium lab. 100g

용 의 차 용기 및 의 재질 설계 압력 및 온도등 기계적인ITER ZrCo beds 1 Outer Jacket ,

설계 조건은 다음과 같다[1].

차 용기1 (Primary vessel)⑴
재질 : SS316①
설계온도 : 600② ℃
내부 압력 : 0.5 MPa③
외부 압력 : 0.5 MPa④

두께 내부압력 외부압력Plate (cal.) : shell: 0.222 mm( ) / 0.436 mm( )⑤
plate : 3.463 mm

두께Plate (act.) : shell: 1.5 mm⑥
plate : 6 mm

Outer Jacket⑵
재질 : SS304①
설계온도 : 60② ℃
내부 압력 : 0.4 MPa③
외부 압력 : 0.1 MPa④

두께 내부압력 외부압력Plate (cal.) : shell: 0.269 mm( ) / 0.258 mm( )⑤
plate : 6.353 mm

두께Plate (act.): shell: 28 mm⑥
plate : 10 mm

다 의 설계 단면도. ZrCo bed

의 삼중수소 충전25g ZrCo bed⑴
일본 의 등이 삼중수소 충전량의 측정기술을 개발하JAERI T. Hayashi in-bed

여 용 삼중수소 저장 에 사용하기 위해 설계 및 제작한 의 삼중수소 충전ITER beds 25g

의 설계 단면도는 과 같이 설계되었다ZrCo bed Fig.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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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cross section of a ZrCo bed for in-bed gas flowing calorimetry

의 가 년 독일 에서JAERI Tritium Engineering Lab. T. Hayashi 2004 baden baden

개최된 국제 에서 발표한 내 삼중수소 충전량의 측정 안전성을 향상conference ZrCo bed

을 위한 연구에 사용한 실험 장치인 의 삼중수소 충전 의 계념 설계도 삼25g ZrCo bed (

중수소 조건 포함 및 는 및 에 각각 나타내었다accounting ) Photogaraph Fig. 2 Fig. 3 .

또한 독일 에서 제작한 의 설비에 설치된, Karlsruhe tritium lab. TLK PETRA Jet type

는 에 나타내었다ZrCo bed Fig.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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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gas flow rate: 4.0 std. L/min, He inlet temp. : 308K,① ②
Primary vessel pressure : 100Pa, Vacuum jacket pressure : < 0.1Pa(constant③ ④

evacuation),

Glove box temp. : 289-303K.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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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owing

calorimetr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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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hotograph of a ZrCo bed with SDS of TPL/JAERI in GB

Figure 4. Photograph of a ZrCo bed installed in the PETRA facility at TLK

의 삼중수소 충전100g ZrCo bed⑵
일본 의JAERI S. 등이 연료주기 의 안전성 개선을 위O`hira ITER (fuel cycle)

한 삼중수소의 안전한 취급 제어 및 내 삼중수소의 효과적인 측정기술, ZrCo bed

개발을 위해서 설계된 의 삼중수소를 충전할 수 있도록 용 의100g ITER ZrCo bed

설계 단면도는 와 같다Fig.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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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he cross sectional view of the designed ITER tritium storage bed(units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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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일본 중공업에서, Sumitomo LaNi3Mn2을 삼중수소 저장재로 이용한 삼중

수소 저장 용기의 설계 단면도는 과 같다 이 용기는 중공업에서 제작Fig. 6 . Sumitomo

하여 일본 의 에 납품되었다JAERI TLP(tritium process lab.) [11].

Figure 6. The cross section of tritium storage getter

라 금속 저장 베드의 과압 방지 설비.

운전 시 용기 내에 형성되는 과압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내에는 파열판bed

등 과압 방지장치가 설치되어 있다(rupture disc) .

완충 및 부분적으로 충전된 금속수소화 에서는 내 온도가 상승할수록 높bed bed

은 수소 평형압력이 생성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금속수소화 들의 기계적 구조. bed

는 발생되는 과압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거나 과압 생성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설,

비를 갖추도록 설계 되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장 널리 사용 되어지는 방법은. bed

내 압력이 일정 압력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가스 팽창이 허용되도록 과압 방지 계통을,

설치하는 것이다.

및 계통 내 모든 가스 저장SDS LTS 용기 출구에는 과압 방지를 위한 파열판

이 설치되어진다 만약 내 압력이 파열판의 파열 설정 압력에 도달 했을 때 파. bed

열판이 파열되어 가스가 큰 저장고로 팽창 누출되어 지게 된다 또한 계통 내 압력, , .

및 온도가 일정 이상으로 상승하여 측정 관측되어질 경우 계통 내 를 끄거나/ hea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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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를 열어줄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안전관련 및 회로가 설치software hardware

되어져야 하며 가능한 파열판이 파열되어지지 않도록 하는 및 의 상, software hardware

호 연결을 위한 높은 부위에 설치되는 밸브들이 선택되어져야 한다[1].

마 내 기타 부품 명세. SDS

기타 여러 용기들⑴
에는SDS 0.35 m

3 용량의 완충탱크 기2 , 0.5 m
3 용량의 완충탱크 기6 , 0.7 m

3 용량

의 완충탱크 기1 , 1.0 m
3 용량의 완충탱크 기1 , 2.0 m

3 용량의 완충탱크 기가 설치되어1

진다.

펌프⑵
병렬형 직렬형Normetex pump, MB601 metal( ) bellows, MB601 metal( ) bellows,

등 가지 종류 기의 펌프가 설치되어야 한다PBT105/SRTI system 4 , 18 .

열량계(Calorimeter)⑶
삼중수소의 붕괴열을 측정하여 삼중수소 저장용기 내 삼중수소의 충전량을 결정하

는데 열량계를 사용한다, .

에 공급되는 삼중수소의 붕괴열 측정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열량계는ITER-FEAT

차 용기의 글러브 박스와 외부로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계통의 글러브 박스 옆1 LTS

에 설치되는 안에 설치된다 열량계에 의해 측정된 열량으로 운반기기의dismantling box .

차 용기 내 충전된 삼중수소의 양을 측정 관측하게 되어진다1 / .

차 운반용기에 사용되는 열량계의 은 직경 길이 이상의 이어1 active cell 22.5cm, 70cm

야한다 열량계는 최대 까지의 열량 을 측정 가능하며 의 정밀도. 50W (heat) , 0.5%

을 가지고 의 삼중수소 를 측정할 수 있어야한다 또한(accuracy) 1g (0.31W/g tritium) . ,

의 에서 의 정밀도는 내부의 온도 변화 가0.31W power 0.5% dismantling box (fluctuation)

에서 이루어져야한다 열량계의 응답 은 시간이내에 안전한 열 시그날±1 . (response) 24℃
이 얻어져야하며 열량계는 가능한 콤팩트하게 제작되어져야한다(heat signal) , [1].

밸브(Valves)⑷
내 사용되는 모든 밸브들은 고유속 뉴프로 이며 자SDS (High-Flow Nupro) Ty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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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기 로 각각의 밸브 위치 지시기가 장착되어있다 수동밸브 들은(PLC) . (VM-n-3nnn)

육안으로 관측 가능하도록 위치 지시기들이 설치되어 있다.

계측기기 (Instrumentation)⑸
압력 유속 온도 및 삼중수소의 분압등을 측정하가 위하여 공정 센스, , (Process

sens 들이 설치되어 있다 압력 변환기 는ors) . (Pressure transducers) capac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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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또는 이 장착된type ( , MKS Baratron series 800) Cajon VCR gland couplings strain

이며 유량 조절기 들은 유량 조절이gauge type , (Mass Flow Controllers) MKS model

에 의하여 유량 조절이 가능하며 모두 금속으로 설계되어있다 열전대1459 units , .

들은 열전대를 사용하며 열전대 손상 시 는(Thermocouples) chromel/alumel transducers

고온을 나타낸다.

모든 는 소용량으로 일차 공정 배관에 으로 설치되어Ionization chambers in-line

있고 절연재질로 절연된 전기 를 가지는 내부에, feed throughs Cajon 1/2 VCR cross〃
장착되어 진다 설계 압력 및 온도는 각각 및 이다 삼중수소의 측정 범. 0.25MPa 450 .℃
위는 0.1Cim

-3
(3.7x10

9
Bqm

-3 에서 순수한 상태까지 이다) .

바 의 총괄 기능. SDS

계통 및 계통 등으로 구성된 연료 주기 계통들의 상호연결 흐름SDS LTS ITER

도는 에 나타내었다 또한 운전을 위해 필요한Fig. 7 . , ITER T2 및 D2(( 가스등 각종 가T)

스들을 연료 계통에 공급하는 계통의 주요 기능 또한 에 상세히 표시되어 있SDS Fig 7

다[1].

Figure 7. Outline flow diagram of ITER fuel cycle systems and interface

①연료 계통에 D2(( 가스 공급T)

플라즈마 타격을 위한 D2 (( 공급 기체는 초 동안 최대 요구 기T) 450 체유량

200Pa m•
3•

s
-1의 D2 (( 기체가 연료계통으로 공급되어지게 된다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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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연료계통에 T2(90% T2/10% D2 가스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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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유량 50Pa m•
3•

s
-1인 삼중수소가 연료계통으로 공급되어지게 된다.

③플라즈마 타격을 위한 초 동안 연료 계통으로의 혼합 비율이 다른 여러 가지450

혼합비의 T2-D2 혼합가스 공급

④ 초 동안 플라즈마 타격에 있어 으로의450 NB injection D2 혼합 가스의 공급

에서 생성된ISS D2 기체는 삼중수소의 농도가 매우 낮으므로 저장소 에, (reservior)

기상상태로 저장될 수 있으며 펌프를 이용해 으로 이송된다, NB injection .

⑤플라즈마 타격을 위한 초 동안 연료 계통으로의3,000 T2-D2 혼합(50%T/50%D)

기체의 공급

초 동안의 플라즈마 타격에 있어 공급되는 전체 기체의 양은3,000 600kPa m•
3 이

며 공급되는 혼합 기체의 양은 혼합기체로 가정하면 삼중수소에50%T / 50%D 1.6kg

해당한다 초 동안 공급되는. 3,000 T2-D2 혼합기체의 최대 유량인(50%T / 50%D) 200P

a m•
3

s•
-1 은 다음과 같은 종류의 기체를 혼합하여 생성된다 유량 조절과 혼합방법이3 .

아래와 같다.

.Tⅰ 2 기체(90%T / 10%D) : 50 Pa m•
3

s•
-1

.Tⅱ 2-D2 기체(50%T / 10%D) : 110 Pa m•
3

s•
-1

.Dⅲ 2 최대 까지 기체( 0.6%T ) : Pa m•
3

s•
-1

초 플라즈마 타격 이후에 에서 생성된 기체 조성에 에 각각에 해당하3,000 ISS SDS

는 와 를 충전되게 된다 요구되는 의 개수는 아래와 같다ZrCo bed reservoir . ZrCo bed .

초 동안 플라즈마 타격을 위한 기체공급에 요구되는 최소 수.450 ZrCo bed :ⅰ
4ea T2 ZrCo beds, 0ea D-T ZrCo beds, 0ea D2(T) ZrCo beds

을 위한 기체공급에 요구되는 의 최소 수.3000s plasma pulses ZrCo :ⅱ
4ea T2 ZrCo beds, 4ea D-T ZrCo beds, 0ea D2(T) ZrCo beds

연료 계통에 대한 단순 공급만 아니라 플라즈마 타격 동안의 공급기체의 저.ⅲ
장과 유지보수 및 정지동안의 저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수ZrCo beds :

9ea T2 ZrCo beds, 8ea D-T ZrCo beds, 3ea D2(T) ZrCo beds

⑥ 내 수소양의 결정Getter b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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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ⅰ 2 수소동위원소의 분자 조합 와( ) T2 혼합양의 정확한 결정

저장 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기체를 펌프를 사용하여 를 통하여bed (PVT)-manifold

저장소로 이송되어 진다. Q2와 T2의 혼합양은 와 를 측정해서 결정되고(PVT) (PVT-c) ,

삼중수소의 농도 의 결정을 위해서 샘플을 에 분석 의뢰되어 진다c , ANS .

.Qⅱ 2량의 신속한 결정

의 과 의 기체유량을 측정하여 기체가 이송된 전체시간을 고려ZrCo bed inlet outlet

하여 추정 계산되어진다.

.In-bed calorimetryⅲ
저장 로부터 기체를 이송시키지 않고도 저장 의 삼중수소의 충전양을bed beds

로 측정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저장물질에 흡착된 삼중수소의 붕괴in-bed calorimetry .

열로 인한 온도변화를 최대한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⑦삼중수소 붕괴 생성물인 3 의 수집He

삼중수소의 붕괴생성물인 3 는 가열하면 물질 내에서 물질 내로 수He getter getter

소가 다시 흡착하면 3 만 남는다 저장 나 계통 내의He . bed
3 는He

3 의 임시저장 탱크에He

저장되며 는 메탄과 같은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이용된다hot getter/catalyst .

⑧여러 가지 기체 혼합물의 농도 결정

계통에서 취급되는 기체 혼합물의 조성은 에 분석 시료를 보낸 후 가능SDS ANS

하다 계통 내 설치되는 에서는 기체 조성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가 설. SDS glove box

치되지 않는다 기체 시료는 단순 기체 팽창이나 의 펌프를 이용하여 로 이동. SDS ANS

된다 를 저장 의 부분에 연결하거나 분석기기의. analytical manifold bed outlet D-T

를 펌프나 저장소에 연결하여 분석에 필요한 압력으로 기체를 압축하여manifold GC

로 보낸다ANS .

⑨ 에서 의SDS Pipe Work evacuation

전체 는 펌프 에 의해 배기가 가능하나primary process containment (PM-n-3110) ,

진공 펌프가 작동할 때는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plant service .

ꊉꊒ 에서의 진공유지SDS Pipe line

의 전체 차 공정은 개의 펌프 로 진공상태Containment 1 3 PM-n-3110 (n = 1, 2, 3)

를 유지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ꊉꊓ 의 차 저장 용기의 진공처리 또는 충전Getter Bed 2

차 저장 용기는 진공 또는 으로 충전되어 있다 열을 가하는 탈장 공정이나2 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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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량 측정 시에는 진공을 유지하게 되며 이 공정에서는 붕괴열로 인해 온도 상승 현상,

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 밖의 상황에는 반드시 으로 충전되어 있어야. He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붕괴열로 인해 높은. Q2의 압력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 차 저장. 2

용기의 또 다른 목적은 차 저장 용기 벽면에서 유출되는 삼중수소나 수소를 모으는 역1

할을 한다.

ꊉꊔ순수 기체의 공급: He, Ar, H2, D2, Ne, N2, He+O2

He, Ar, H2, D2, Ne, N2, He+O2은 기체용기 배터리로부터 공급되게 된다 기체 용.

기는 삼중수소 건물 외부에 저장된다, N2만 액체탱크에 저장되어 공급된다 이들 용기는.

용이하게 교환되며 연결 라인에 찬 기체는 외부로 일반적으로 배출되게 된다, .

ꊉꊕDismantling Box

는 장기저장 시스템 의 한 부분이다 여기에는 파이프 라인Dismantling box (LTS) .

작업은 추가되지 않는다 에서 차 저장 용기를 차 용기로부터 제거한. Dismantling box 1 2

다 제거된 차 저장용기는 로 옮겨지며 필요시에는 계통의. 1 Storage system box , , SDS

주요부분으로 이동하기 위해 로 이송이 가능하다 여기서 차 저Load-in/load-out box . 1

장용기는 로 보내져 삼중수소 양을 측정하게 되고 다시 되돌아온다Calorimeter Box , .

ꊉꊖCalorimeter Box

또한 장기저장 시스템 의 한 부분이다 이 부분 역시 파이프Calorimeter box (LTS) .

라인작업은 추가되지 않는다 내부에는 가 설치되며 차 저장용기 및 차. Calorimeter , 1 2

저장용기가 필요 없이 자유롭게 취급 이동할 수 있다 즉 는. Calorimeter Box Glove Box

와 같이 차 저장고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2 .

ꊉꊗStorage System Box

는 장기저장 시스템 의 한 부분이다 이 설비 또한 파이Storage System Box (LTS) .

프 라인작업은 없다 의 목적은 차 및 차 저장용기의 저장 공간. Storage system box 1 2

을 제공하는 것이다 로부터 차 저장용기가 담겨진 차 저장용기 혹은. Dismantling box 1 2

차 저장용기만이 이 설비로 이동되어 온다 여기서 로 이송 대기1 . Load-in/load-out box

되어진다.

ꊉꊘThe Load-in/Load-out Box

에서 이송된 차 저장용기는 의 가열장Storage System Box 1 load-in/load-out box

치로 이동된다 여기에 설치된 에는 입출이 가능한 가 연결되어진다. oven manifol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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ꊉꊙ삼중수소 수송용기 의 전달(Shipping Container)

그리고Dismantling box, Calorimeter box, Storage system box Load-in/load-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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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를 간에 이동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이때 차 저장용기는 차 저장용기에 담겨서Box . 1 2

이동되어야 한다.

사 계통내. SDS Glove box

계통 내 설치되는 여러 종류의 전체 체적 및 로부터SDS glove boxes glove box

제거되어지는 열량에 대해서는 에 나타내었다Table 1 [1].

계통내 의 체적 및 제거되는 열량Table 1. SDS glove boxes

Glove boxes 체적(m3) 제거되는 열량(kW)

저장 를 위한bed SDS glove box 30 10

용기를 위한 SDS glove box 9 1

장기 저장 계통 glove box 9 2

Load-in/Load-out glove box 6 0.7

저장 계통 glove box 9 0.3

장비 분해용glove box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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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삼중수소 저장재료 및 저장용기 설계 기초 기술2. ITER [28]

가 용 장기 저장 용기의 구성. ITER

장기 저장 시스템(LTS)⑴
핵융합 반응에 연료 공급을 위한 저장 용기는 크게 가지가 분류된다 첫째D-T 3 . ,

T2를 중수로 원자력 발전로 등의 외부에서부터 저장 용기로 저장하여 핵융합(CANDU)

반응로에 연료로 공급하는 저장 용기가 있다 둘째 핵융합 반응로에서 생성된. , T2, D2,

연료를 핵융합 반응로에 연료로 주입하는 의 단D-T SDS(storage and delivery system)

기 저장 용기가 있다 셋째 비상시를 대비한 안전한 연료 공급과 여분의. , T2를 다른 핵

융합 반응로 연료로 공급하기 위한 의 장기저장 용기가 있다LTS(long-term storage) .

T2 저장고로 T2 유출

T2 유출

T2 유입

He 유입

High vacuum

Secondary containment of long term storage vault

Secondary containment 
Of Load in/Load out

Storage 
Vault

Transfer
Port

Reservoir

Glove
box

Figure 8. ITER Long Term Storage(LTS) system

에 표기된 에서는Fig. 8 LTS system 1 의kg T2 연료를 개의 저장 용기에 각각10

씩 저장되게 된다 또한 핵융합 반응로의 에 갇힌 의 농도가 제한100g . first wall T

값을 넘는 경우 을 처리하기 위해 반응로의 연료를 회수하여 장기first wall D,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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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용기에 저장한다 필요시에 장기 저장 용기에서 용기를 가열시킨 후. LTS T2를 탈

장하여 단기 저장 용기에 이송되게 된다 또한 단기 저장 용기에서 장기 저SDS . SDS

장을 위해 장기 저장 용기로 이송되어 흡장 저장되게 된다 글러브 박스 내부에 개의. 10

장기 저장 용기가 작동되고 흡장 저장 탈장 진공화의 모든 공정이 자동화되어 원격제, , , ,

어 로 운전한다 에 또한(remote control) . Fig. 8 T2를 외부로 공급하기 위한 이동 장기 저

장 용기가 개 설치된다 저장 용기의 차 용기에서 과압력 시 를 통해 가2 . 1 rupture disc

스가 팽창되어 보유관 에 저장되게 되는 보유관 저장 용기가 개 설치되어 있(reservoir) 2

다.

장기 저장 용기의 기능⑵
장기 저장 용기는 원통형으로 차 용기와 차 용기를 둘러싼 차 용기로 구성된1 1 2

다 차 용기에는 가 충전되어. 1 ZrCo powder T2를 흡장하여 저장하고, T2 회수 시 가열하

여 탈장된다 차 용기 내에 열전달을 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해 와 함께 지. 1 ZrCo powder

름 미만의 를 혼합한다 차 용기 내에 수소동위원소들의 흡장 효과를 저1mm Cu balls . 1

해하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진공으로 유지하기 위해 T2 흡착 후 차 용기를 진공 펌프1

로 진공화한다 차 용기 내. 1 T2의 붕괴열로 인한 온도 상승과,
3 의 생성으로 안전 압He

력보다 높은 과압 시 T2 유출구에 가 설치되어 가스가 보유관 으rupture disc (reservoir)

로 팽창 이동되어 과압 상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차 용기는 차 용기에서 침투되거나 누출되는2 1 T2를 포집한다 또한 차 용기에. , 1

서 T2가
3 로 감쇄하면서 발생하는 붕괴열로 발생하는 온도 상승을 방지하고He T2 탈장

시 가열열을 제거하기 위해 로 냉각한다 글러브 박스 내에 개의He loop . (glove box) 10

장기 저장 용기와 함께 시스템이 작동되기 때문에 차 용기에서는2 293 301K(20 28 )～ ～ ℃
로 유지되도록 설계하여 열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차 용기 외벽은 진공층. 2

으로 설계되어 열손실을 억제한다 시스템은 시스템과 달리 차 용기내의. LTS SDS 1

T2 양을 측정하는 가 없으며 저장 용기 내에calorimeter , T2 출입구에 유량계가 설치되

지 않는다 글러브 박스 내의 시스템의 모든 연결관과 연결선은 진공펌프에 연결. LTS

되어 진공화된다 저장용기와 연결관 보유관 등이 밸브에 의해 단일 요. (pipe), (reservoir)

소로 분리되어 제어 가능하다.

용 장기 저장 시스템 의 장기 저장 용기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충족ITER (LTS)

해야 한다.

차 용기는1 T2와 호환도가 높아(compatible) T2와 반응도가 낮으며, T2가 차 용2

기로 침투 및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 글러브 박스 내의 모든 구성 요소들에서. T2 누출

율이 10
-9

Pa m•
3•

s
-1 미만이어야 한다 차 용기로부터. 1 T2 누출율은 10

-8
Pa m•

3•
s

-1 미

만이어야 한다 또한 장기 저장 용기에서 글러브 박스로. T2 누출율이 미만0.1 vol.%/h

이어야 한다 차 용기 최대 운전 압력은 미만이어야 한다. 1 0.25 MP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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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용기와 차 용기의 구성1 2⑶
첫째 차 용기의 에 의, 1 ZrCo powder 100g T2를 최대 ZrCoT3 까지 흡장할 수 있다.

저장 안전치로 ZrCoT1.5로 T2를 흡장하려고 한다 둘째 의. , 100g T2를 흡장하기 위해

의 를 사용한다 셋째 의 열전도도를 높이기 위해 지름3.5kg ZrCo powder . , ZrCo powder

이 미만인 를 혼합하여 충전한다 넷째 차 용기에서1mm Cu balls 1.5kg . , 1 T2 탈장 시

를 정도로 가열하여ZrCo powder 300 T℃ 2를 회수한다 차 용기를 정도로 가열. 1 300℃
하기 위해 차 용기 표면을 열선으로 감아 온도를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다섯째1 . ,

차 용기 표면과 차 용기 내부의 의 온도를 측정하여 가열기를 조절한다1 1 ZrCo powder .

여섯째 가 흡장 탈장으로 인해 분쇄되어, ZrCo powder , T2 유입구와 유출구나 연결 파이

프로 유출되지 않도록 의 를 유입관 유출관과 연결 파이프에 연결한다 일2micron filter , .

곱째 차 용기 안은, 1 T2 흡장 시와 T2 탈장 시를 제외하고 저장 시 진공상태로 유지하

기 위해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연결관 및 진공관에 불순물을 제거해 주고 진공을 유지한

다 여덟째 차 용기 내에. , 1 T2 붕괴열에 의한 온도 상승 등으로 인한 과압력 시 저장 용

기를 보호하기 위해 차 용기 수소 유출관에 를 설치하여 안전 압력 이상시1 rupture d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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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력 이상시 가열기 전원이 차단되며 밸브를 열도록 하여 차 용기 과압과 과온도를, 1

방지한다 차 용기 표면에 가열기는 온도 측정계로 온도를 자동으로 측정하여 자동으. 1

로 조절한다 온도가 안전 온도 이상으로 높아지면 경보를 제어기에 보내고 가열기 전.

원이 차단된다.

차 용기는 차 용기에서 누출되는2 1 T2를 포집하고 T2의 붕괴열로 발생되는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해 로 냉각하고 외벽에 진공층을 두어 로 열손실이 최He loop , glove box

소화하도록 한다 차 용기. 1 T2 탈장 시에는 용기를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이 외벽을 통

해 로 전해지지 않도록 진공관 으로 을 빼주고 진공화한glove box (vacuum manifold) He

다. T2를 탈장 후 진공층에 을 충전하여 차 용기를 일정한 온도로 유지하여 안전하, He 1

게 냉각한다 와 접하는 차 용기 외벽은 진공층으로 외부로 열방출을 최소화. glove box 2

한다.

차 용기와 차 용기의 구성 요소1 2⑷
차 용기. 1Ⅰ

①3.5kg ZrCo powder + 1.5kg Cu balls

②T2 유입관

③T2 유출관

④ 차 용기 가열선1

⑤ 차 용기 외부 표면 온도 측정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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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차 용기 내부 온도 측정계1

⑦ 차 용기 진공관 진공 펌프1 ,

⑧Micro Filter

⑨T2 붕괴열 가열선 가열기,

ꊉꊒT2 유입관 온도 sensor

ꊉꊓT2 유출관 온도 sensor

ꊉꊔT2 유입가스 가열기

ꊉꊕT2 유출관에 와 설치rupture disc reservoir

차 용기.2Ⅱ
① 냉각층He

② 냉각 가스 유입구 온도He sensor

③ 냉각 가스 유출구 온도He sensor

④ 냉각 가스 유입구 가열기He

⑤외벽 진공관

수소 이동 펌프는 를 사용하고 진공 펌프로는Metal Bellow Pump TMP(Turbo

를 이용하게 된다 차 용기 내부 외부와 차 용기 내부 외부에Molecular Pump) . 1 / 2 / T2 침

투를 억제하기 위해 층이나 층을 씌우고 합금 층으로 표면Aluminum Phosphate Ti-Zr

처리를 할 수 있다. T2 저장 용기는 기존의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설계하고 제조되어

진다 차 차 저장 용기와 각 구성요소와 연결관 전원 공급 시스템 전기 시스. 1 , 2 , , (pipe), ,

템을 설계하고 제작하여 조합 후 성능 테스트를 하는 모든 과정에서의 비용을 계산하,

고 평가한다[1].

나 삼중수소 저장재.

는 수소 흡장 탈장 성능이 높고 과 달리 핵반응 물질이 아니기 때ZrCo powder , U

문에 공기와의 접촉 시 화학적 반응도가 낮다 의 비중은 이다. ZrCo powder 7.33 . ZrCo

에 수소 흡장은 발열반응 이고 수소 탈장은 흡열반응powder (exothermic reaction) ,

이다 따라서 수소 흡장 시 온도상승과 탈장 시 온도 하강이 현상(endothermic reaction) .

이 발생한다 탈장 시. T2 가 탈장되도록 하기 위해 흡열 반응으로 인한 온도가 하100%

강되지 않도록 가열기로 탈장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열전도 효율이 최대화하도록

열전도체인 를 혼합하여 충전한다Cu balls .

는 이상 온도와 이상의 압력 하에서ZrCo 450 1bar ZrH℃ 2, ZrCO2 로 변형되, Zr

어 흡장 탈장 성능이 저하되거나 상실되게 된다 변형된 는 진공하에서 로/ . ZrCo 500℃
수회 반복 가열 처리함으로 완전히 복원된다 온도와 미만의 압력 조건. 350 1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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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수소 탈장 시 년간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되고 있다10 ZrCo [1].

에ZrCo T2 흡장 저장 시/ T2 붕괴 생성물인 3 의 방출율은He ZrCoT1.4 경우 개월18

동안 미만으로 나타난다고 보고되었다3% .

참고로 고압력 하에서, T2를 장기 저장하기 위해 와 로ZrCo HfCo

Zr(1-x)Hfx 고체 용액을 개발하여 그 성능을 평가하였다Co(0<x<0.5) [12, 13].

Zr(1-x)Hfx 고용체는 와 거의 유사한 결정 구조를 가지며 수소 평형압이Co(0<x<0.5) ZrCo

높은 물질이다 는 의. ZrCo 1bar T2 공급 시 이상 가열해야 한다 반면 와400 . ZrCo℃
고용체는 혼합비를 조절하여 수소 평형압을 바꾸어 낮은 온도에서 탈장이 가능하HfCo

다. Zr0.7Hf0.3 는 로Co 300 Zr℃ 0.5Hf0.5 는 의 온도에서Co 250 T℃ 2를 탈장하여 공급 가능하

다 와 의 고체 용액은 과 보다 낮은 온도에서 사용가능하여 열하중을. ZrCo HfCo U ZrCo

줄이고 차 밀폐관으로, 2 T2 침투가 감소되며 변형의 문제가 없다 또한 약, ZrCo . 300℃
에서 와 가 가지는 자연 발화 위험의 문제가 없다 와 의 적절한 고체ZrCo U . ZrCoH HfCo

용액과 진공펌프를 사용함으로써 낮은 온도에서도 T2의 저장 유지가 가능하다 또한. T2

흡장 물질인 과 의 합금 물질을 사용함으로써Sc, Er, Zr Ti, Al, Nb, Sn T2의 흡장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수소 흡장재로 합금을 사용할 때[14]. Zr-Ti Zr0.8Ti0.2Co,

Zr0.7Ti0.3 가 가장 적합하다고 한다 분말 상태의 과 의 두 물질을 혼합하고 진Co [15]. Zr Ti

공에서 융용을 수회 반복하여 고성능의 흡장재를 제조한다 참고로Zr-Ti . T2 흡장재로

와ZrCo Zr0.7Hf0.3Co, Zr0.5Hf0.5Co, Zr0.8Ti0.2Co, Zr0.7Ti0.3 의 수소 흡장 저장 탈장 성능을Co , ,

비교 평가하여 최적의 수소 흡장재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의 흡장 저장 탈장 성능과 특성. ZrCo , ,

저장재 요건T⑴
핵융합 연료 주기에서 연료를 저장하는 저장 용기에 저장재는 다음 요건들D-T

이 충족되어야 한다[16].

첫째 저장재는 흡장 성능이 우수하고 탈장 온도에서 탈장 압력이 높아 탈장, T ,

성능이 우수해야 한다 또한 흡장 속도와 탈장 속도가 커서 흡장과 탈장이 빠르게 일어.

나야 한다 실내 온도에서 흡장된 수소의 압력은 매우 낮아. T2 취급과 저장이 안전해야

한다 탈장은 미만의 적당한 온도에서 분리 압력이 높아 탈장되어 회수하고 고온. 500℃
에서 T2 침투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흡장 탈장 온도에서 수소 구성비에 대해. /

수소 압력이 일정하여 즉 범위가 넓어서 일정한 압력에서 흡장 탈장이 가능해, plateau ,

야 한다 또한 저장재에 영구적인. T2 저장량이 적어야 한다.

둘째 핵융합 원료 주기에 존재하는 불순물들, (CQ4, NQ3, Q2O, CO, CO2, Q =

과 반응도가 낮아야 하며 반응으로 형성된 생성물이 수소 흡장 성능을 저H, D, T) ,

하해서는 떨어뜨려서는 아니 된다 또한 공기와 산소와 반응도가 낮아 공기 중 자.

연 발화도가 낮고 수명이 길어 장기간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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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수소 흡장재와 ZrCo⑵
금속에 수소를 흡장하는 반응은 실내 온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발열반응이다

[6].

M(s) + x/2Q2(g) MQ⇄ x(s) (Q = H, D, T / M = ZrCo,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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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여 이상의 고온에서 탈장 가능한 금속 저장재는 등으로500 Ti, Zr, Ce T℃ 2 제거

물질이나 장기간 처분에 적합하다 중간 저장 을 위한 저장재는 실내 온. (interim storage)

도에서 수소 평형압이 낮고 미만의 중간 온도 에서500 (moderate temperature)℃
1bar(10

5 이하의 압력으로 공급이 가능한 물질이 적합하다 위 조건에 이 수소 흡Pa) . U

장 탈장 성능과 반응 속도가 우수하나 공기와 산소의 반응도가 높고 자연 발화도가 높,

고 방사성 물질의 단점이 있다 물질을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U ZrCo, ZrNi .

에서는 여러 물질의 수소 흡장 성능을 비교 평가한 결과이며 금속에 수소Table 2

를 흡장하는 것이 수소를 액체화하고 고체화하는 것보다 수소 흡장 밀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복합 금속이 단일 금속보다 수소 흡장력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에. . ZrCo

의 높은 수소 압력의 수소 흡장 실험에서13.4MPa ZrCoH3까지 흡장 가능하다 와. ZrCo

NaNi5H6.7의 수소 흡장시 부피 팽창이 수소 흡장시 보다 배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U 2 .

탈장 온도 또한 의 보다 는 로 낮다 실내 온도에서의 수소 흡장 시U 430 ZrCo 300 .℃ ℃
의 수소 평형압은U 10

-3 미만 이나 는 의 경우 보다 약간 높다 하지만 실내Pa ZrCo U .

온도에서 T2 저장하기에는 ZrCoHx의 수소 평형압이 충분히 낮다 에. ZrCo H2나 D2를 35

회 흡장 탈장 후에도 흡장 성능이 저하되지 않았다/ .

Table 2. Comparison of hydriding capacity

System nH(10
22

at/cm
3
) W.H

a
V(%)△ b

H2 gas(298K, 200bar) 1 100

H2 liquid(20K) 4.2 100

H2 solid(4K) 5.3 100

NaNi5H6.7 5.8 1.54 34

ZrH2 7.3 2.16

ZrCoH3 7.6 1.97 20

ZrNiH3 7.7 1.97

UH3 8.2 1.25 75

결합에서 무게a : M-H H %

수소 흡장에 의한 부피 팽창 흡장 후 금속 금속b : = (V - V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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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성화와 흡장 방법ZrCo⑶
를 흡장 실험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활성화한다 표면을 깨끗하게ZrCo [17]. ZrCo

처리한 후 무게를 달아 반응 용기에 넣고 시간 동안 진공화하여 내부 가스를 제거하고1

1.7*10
-4 까지 압력을 낮춘다 진공화 후 약 로 반응 온도를 상승시킨 후 에Pa . 300 300℃ ℃

서 시간 동안 유지하면서 활성화한다 활성화 후 실내 온도로 냉각 후 에 흡장된2 . ZrCo

수소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일정한 양을 측정한 수소를 반응 용기에 주입하여. ZrCo

흡장이 평형이 되는 최종 압력을 기록하여 기체 이상 법칙으로 흡장된 수소 양을 계산

한다.

의 수소 흡장 성능ZrCo⑷
실내 온도 에서 일정 부피의 수소를 공극 필터를 통해(25 ) 20um stainless steel℃

반응 용기 주입 시 수소 흡장 반응이 신속하게 일어난다 초 사이에 초기 압력[16]. 5 15～
의 로 낮아지며 수 분 내에 흡장 반응이 끝난다 초기 수소 압력을1/2 . 2.13, 4.00, 6.67,

로 증가 시 수소 흡장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에서는 에13.13, 30.96kPa . Table 3 25℃
서 의 에12.43g ZrCo ZrCoH3가 포화되도록 수소 흡장 시 소요 시간을 나타내었다. ZrCo

의 흡장 속도가 의 흡장 속도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초기 수소 압을U . 51.3, 55.3, 66.7,

로 증가할수록 흡장 속도가 증가하였다86.4, 99.4kPa . ZrCoH1.56, ZrCoH2.34, ZrCoH2.99의

수소 흡장 속도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Table 3. Hydriding velocity of ZrCo and U

ZrCo U

MH1.5 (50%) 초3 4～ 초3 5～
MH2.7 (90%) 초25 40～ 초14 30～
MH2.97 (99%) 초180 360～ 초30 360～

에서는 실내 온도 에서 의 수소 흡장 성능을 나타내었다Table 4 (23 ) ZrCo . 100℃ ℃
에서 수소 흡장 시 는 분 는 분 는 분 만에 흡장 반응이 완료되었다99% H 7 , D 11 , T 60 .

에 용해도가 와 의 용해도 보다 높아서 빠르게 흡장되고 흡장 성능도 크다ZrCo H D T .

ZrCoHx > ZrCoDx > ZrCoTx

수소 흡장시 100
o 에서 보다 실내 온도에서 흡장 속도가 빠르므로 수소 흡장시C

발열 반응으로 인한 온도 상승을 최소화하면서 실내 온도에서 흡장함으로 흡장 성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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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ment Q/ZrCo(mL/g)

H 160

D 145

T 100

수소 탈장 성능ZrCo⑸
식으로 온도에 따른 에 수소 평형 압력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Van's Hoff ZrCo

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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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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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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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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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는 온도에 따른 의 평형압과 범위에서 보다 와Table 5, 6 H, D, T plateau H D

의 평형압이 높으며 범위도 짧음을 알 수 있다 에 흡장한 수소를 탈T plateau [18]. ZrCo

장하여 회수하기 위해 로 가열하여 높은 수소 압력에 의해 나 를 방출한다300 D 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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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K) H-log P D-log P T-log P

296 -0.9 -0.9 1

373 1 2 2

473 2.6 3 3.3 3.4～
573 4 5～ 4 4.6～ 4 4.5～

Table 6. Plateau region of H, D, T at each temperature

온도(K) H D T

296 2.16 1.92 1.35

373 1.75 1.1 1.2

473 1.25 1.32 0.92

573 0.9 0.88 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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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형과 재생ZrCo⑹
를 온도 범위에서는 수회의 가역적인 흡장 탈장 성능이 유지된다ZrCo 25 350 / .～ ℃

ZrCoHx가 이상 온도에서는375 ZrH℃ 2와 ZrCo2로 변형되어 흡장 탈장 성능을 상실하게/

된다 가스상 과 고체상 에 있는 수소가 높은 온도에서 동역학적 평형을[8]. (phase) (phase)

이룸으로써 의 구조가 재배치되어 변형된다 는 보다 수소압이 높아 보다ZrCo . D, T H H

변형도가 낮다 변형된 는 온도에서 수회 반복하여 진공하에서 열처리 시 다. ZrCo 500℃
시 본래 구조로 회복된다ZrCo .

와 에서 수소 흡장 탈장 성능 평가 실험 시 실내 온도와 탈장 온도에서400 450 /℃ ℃
압력 차이 감소로 성능 저하를 평가하였다 에서는 미만 수소 압력의 흡장 탈. 400 1bar /℃
장 반응 회 반복 후에 성능이 떨어졌다10 50% . ZrCoDx는 ZrCoHx 보다 변형이 작게 발

생하여 회 반복의 흡장 탈장 후 성능이 저하되었다 에서는 수회 반복의 흡12 / 40% . 450℃
장 탈장 후 흡장 성능을 상실하였다 이로써 의 변형을 막기 위해서는 저장/ . ZrCo ZrCo

용기를 이하 온도에서 수소를 흡장 저장 탈장해야 한다350 , , .℃

와 불순물과 반응도ZrCo C, N, O⑺
이상의 고온에서300 CH℃ 4, N2, O2의 불순물이 와 반응하여 흡장되게 된다ZrCo

에서 메탄[16]. 300 57.5kPa (CH℃ 4 과 접촉 후 시간 경과 후 가) 80 0.05mol C/mol ZrCo

형성되었다 에서 와 시간 반응 후. 400 C 5.8 ZrCoC℃ 0.13 시간 반응 후, 7.3 ZrCoC0.28 시, 21.2

간 반응 후 ZrCoC0.42가 형성되었고 의 반응 속도가C 2*10
-3

ug
2

cm•
-4

s•
-1

CH4이었다.

에서 의550 ZrCo N℃ 2와의 반응 속도는 10
-3

ug
2

cm•
-4

s•
-1

N2로 의U N2와의 반응속도

10
-1

ug
2

cm•
-4

s•
-1

N2보다 10
2 정도 반응도가 낮았다 에서는 에 의. Table 7 ZrCo C, N, O

포화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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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C) P0(kPa) Time(hr)

ZrCoN0.96 550 103.7 64

ZrCoC1.00 400 25 113

ZrCoO0.91 250 275～ 1.3 7.3

ZrCoO1.50 250 500～ 13.3 50

ZrCoO2.81 250 630～ 1.3-13.3 10

ni/nZrCo 불순물 이 으로 과 에 의한 오염 시 수소 흡장 성(i = impurity, ) 0.3 N C

능이 정도로 감소하고 에 의한 오염 시 성능이 정도 감소되었다50% O 20% . H2를



- 30 -

에서 흡장 시150 ZrCoC℃ 1.0과 ZrCoN0.96은 nH/nZrCo 로 흡장하였고=0.12 ZrCoO2.8은 흡장

력을 상실하였다 이를 통해 저장 용기에. ZrCo CH4, O2, N2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

흡장 탈장 성능 유지에 중요함을 알 수 있다ZrCo / .

공기 및 산소와 의 자연 발화도ZrCo⑻
는 보다 공기와 물에 반응도가 낮다ZrCo U [16]. ZrCoH3는 물 수증기 묽은 미네랄, ,

산에 반응하지 않는다 실내 온도에서는 공기 중에 와. ZrCo ZrCoH2.8이 점화하지 않으나

에서는 공기와 반응한다 미만에서는 공기와 산소 중에서 격렬한 반응이 일300 . 250℃ ℃
어나지 않는다 공기 중에. ZrCoHx를 로 가열시 점화 반응이 일어난다 를250 . ZrCo 25℃

에서 로 증가하면서 산소 첨가 시0 275 ZrCoO℃ ℃ 0.91까지 증가하고 에서 로300 645℃ ℃
증가 시 점화된다 순수한 산소와 반응 시에는 에서 점화가 일어난다. 275 300 .～ ℃

고온에서 의 공기 및 산소와의 반응도는 의 반응도 보다 약하다ZrCo U . ZrCoHx가

실내 온도에서 안전하나 이상의 온도에서는 공기 및 산소에 의해 점화 반응이 발250℃
생하므로 탈장 시 공기나 산소가 없도록 처리해야 한다.

⑼3 의 생성과 의 수명He ZrCo

T2 이 시간에 따라 붕괴되어 3 가 생성된다 생성된He [16].
3 는 초기 수 년 동안He

은 에서 방출율이 미만으로 발생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ZrCo 1%
3 방출율이 가속He

화되어 방출율이 생성율과 같아진다.
3 의 생성 축적과 방출이 의 구조에 변화를He , ZrCo

줄 수 있으므로 저장 용기의 장기적 저장 성능 면에서ZrCo
3 의 생성 축적 방출이He , ,

평가되고 적절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T2 → 3
H

+
+ b

-
+ ve + 18.6keV

라. T2 침투와 누출 방지

T2를 저장하는 용기에 T2가 확산되어 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T2 침투 방어 층

을 형성하기 위해 표면처리 하였다[19].

합금층Ti-Zr⑴
저장용기 내벽에 합금을 진공 에서 표면 처Ti-Zr (vacuum plasma spraying)

리하여 얇은 층 을 형성시킨다 층을 입혀서(thin film) . Ti-Zr T2가 저장용기 외부로

확산되어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이를 응용하여 차 저장 용기 외벽 차 용기[20]. 1 , 2

내벽 외벽과/ T2 이동관 밸브 저장소 외부에 층을, , rupture disc, (reservoir) Ti-Zr

씌워주어 T2의 누출을 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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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 이동관 으로(pipe) T2 통과 시 확산되어 누출되는 T2를 처리하기 위해 T2 이동

관 외부에 수소흡장 물질 층을 두어 확산되는 T2를 흡장하였다 또한[21]. T2 이동관 벽

을 이중으로 하여 T2의 확산을 방지하고 확산된 T2를 다시 포집하였다 이를 응용하[22].

여 저장용기의 차 용기에 흡장 층을 두어 차 용기에서 누출된2 ZrCo 1 T2를 흡장 처리

할 수 있다 또한. T2 이동 연결관 밸브와 차 용기 외부 표면을 층으로 씌(pipe), 1 Zr-Ti

워주어 T2가 확산되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산화층(oxide layer)⑵
T2 침투 방어막을 형성하기 위해 산화층을 씌워 주는 방법이 있다[23]. 900 100～

의 온도 하에 산화력이 낮은 조건에서 부분 압력의 산화제 수증기를 사용하0 20mbar℃
여 구조재에 산화층을 씌워준다 차 용기 내부 외부와 차 용기 내부 외부에 산화층을. 1 / 2 /

씌워주워 T2 침투 방어막을 형성할 수 있다.

Phosphate-coating⑶
T2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T2 침투력이 낮은 로 표면 처리를 하는 방Phosphate

법이 있다[14]. MnSO4, SiO2, Na2Cr2를 포함한 용액에 구조재를 넣고Phosphoric acid

최소 로 가열하여 코팅하였다 이를 응용하여 차 용기 내부 외부 차 용기 내부350 . 1 / , 2 /℃
외부와 T2 이동관 밸브 내부 외부에 해줄 수 있다(pipe), / Phosphate coating .

차 용기에서1 T2의 확산과 누출을 최소화하고 차 용기에서는 누출된, 2 T2를 포집

하고 처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T2 확산과 누출을 방지 할 수 있다 차 용기의 내부. 1 /

외부를 이나 로Phosphate coating Oxide layer T2 침투 방어막을 형성할 수 있다. T2 침

투 방어막 위에 차 용기 외부 차 용기 내 외부에 층을 씌워주어 누출된1 , 2 / Ti-Zr T2를

흡장 처리할 수 있다 또한. , T2 이동관 밸브 보유관 도, , rupture disc, (reservoir)

층 층을 씌워주고 그 위에 층을 입혀 주어Phosphate , Oxide Ti-Zr T2 침투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차 용기의 냉각 층 다음에 정도의 나 다른 수소 흡장재. 2 He 1 2cm ZrCo～
의 흡장층을 형성하여 누출된 T2가 흡장되어 제거되도록 할 수 있다.

마 차 용기 재질. 1

용 삼중수소 저장용기 설계에서 차 용기 재료로 을 사용한ITER 1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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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를 사용함으로 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사용가능하다는 장점이 있stainless steel

다 또한 열전도도가 높은 구리를 사용함으로 에 필요한 냉각제가 필.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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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없다 이를 응용하여 차 용기 재료로 대신 구리로 대체 가능하다 구. 1 stainless steel .

리 재질의 차 용기를 사용함으로 차 용기의 가열과 냉각 효율이 상승하고 차 용기1 1 1

저장이 안전해 질 수 있다.

바.
3 의 회수와 저장He

저장 용기에 저장된ZrCo T2와 에서D-T T2의 붕괴로 발생된 3 는 상업적 가치He

가 높아서 회수하여 3 저장 용기에 포집하게 된다 에서 생성된He [5, 26]. ZrCo
3 는He T2

를 가열하여 탈장 시 미만으로 유출된다 시스템의 개 저장용기와 시15% . LTS 10 SDS

스템의 개 저장 용기에서 매년 의20 400L
3 가 포집된다 저장 용기에서He . LTS T2를 탈

장하여 로 보내어ISS T2와
3 를 분리하고He T2 순도를 높인다 분리된.

3 를He D2(T)

저장 용기 에 순환하여ZrCo (scavenger bed) T2를 흡착시켜 T2없는 3 를 생성하여He
3
He

저장 용기에 포집한다.

사 시스템과 장기 저장 용기. ITER LTS

장기 저장 시스템ITER⑴
용 삼중수소 장기 저장 시스템 에서 개의 장기 저장 용기 시스ITER (LTS) 1

템 도면은 와 같다Fig. 9 [1]. T2를 주입구(inlet manifold, line 6-10-3802-T2 로 주)

입한다 탈장 시 가열기로 차 용기를 가열하여 탈장한. 1 T2를 유출구(outlet

manifold, line 6-10-3804-T2 로 유출하여 저장과 운반 시스템) (storage and

의delivery, SDS) T2 단기 저장 용기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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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R LTS 시스템

VM-10-3101

VA-10-3101

GB-10-3100

VM-10-3102

VA-10-3102

VA-10-3122 VA-10-3120

He feed

High vacuum

T2 feed

6-10-3802-T2

6-10-3801-He

16-10-3803-VAC

T2 유출구

T2 유출구

VM-10-3103

VM-10-3194

BD-10-3191

6-10-3804-T2

6-10-3805-T2

VA-10-3610

16-10-3806-VAC

VM-10-3602

VM-10-3620

VA-10-3618

VM-10-3900

VM-10-3601
DIRCA+S++

DZIS+

TIRCA+

TZIS+

HE-10-3110

VA-10-3612

VA-10-3612

VA-10-3601

Glove 
Box

1) T2 유입구

3) He 유입구

4) He 유출구, 진공관

2) T2 유출구

6) T2 보유관 이동

8) 가열기장기저장용기

5) 1차 용기 진공관

9) 진공부

Figure 9. ITER LTS bed in LTS system

차 저장 용기에서는 의2 100g T2 저장에서 발생하는 T2 붕괴열 을 제거0.321W/g

하기 위해 을 공급선 으로 공급하여 차 용기를He He (manifold, line 6-10-3801-He) 2 He

으로 채운다 차 용기에 저장한. 1 T2를 탈장하여 회수하기 위해 차 용기 가열시 열이1 2

차 용기를 통해 글러브 박스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차 용기에 을 진공관2 He

으로 빼주고 진공화한다(manifold, line 6-10-3803-VAC) . T2 탈장과 회수 후 가열이 끝,

나면 바로 으로 차 용기를 채워주어 차 용기를 냉각한다 차 용기 내에 수소 흡장He 2 1 . 1

속도를 늦추는 불순물 을 제거하기 위해 진공관 을(blanketing gas) (opening VA-10-3610)

통해 진공 펌프로 진공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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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브 를 사용한다 차 용기의on-off (opening VA-10-3610, opening VA-10-3612) . 1

과압을 방지하기 위해 를rupture disc T2 유출관에 설치하여 과압 시 가스를

를 통해 보유관 으로 이송한다rupture disc (reservoir, BV-9-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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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T2 유입구

②T2 유출구

③ 유입구 차 용기He (2 )

④ 유출구 차 용기He (2 )

⑤ 차 용기 진공관1

⑥ 차 용기 과압시 로 이동부1 reservoir

⑦진공부

⑧가열기

장기 저장 시스템. (LTS)Ⅰ
구성 요소 개 장기 저장 용기 개. : 10 , 2 Tⅰ 2 이동 장기 저장 용기,

개2 T2 이동 보유관(reservoir)

가열기 개 저장 용기와 개 이동 저장 용기에 설치. : 10 2 Tⅱ
기구. (instruments) : GOS, PIR, PIRS+, PZIS+, TIR, TZIS+/TIⅲ
연결관. (pipe) : pipeⅵ
밸브 자동 진공 자동. (valve) : VA - valve ( ), BD-10-3191 - valve,ⅴ

자동 수소 이동 수동VM - valve ( ), VM - valve

장기 저장 용기ITER⑵
용 삼중수소 저장 용기 의 설계도에 따르면 의ITER Fig. 10 100g(35mol) T2를 저장

하는 저장 용기 크기는 지름 에 길이이다 정도의 온ZrCo 450mm 700mm [1]. 30 200～ ℃
도에서 T2를 저장 용기에 주입하여 흡장하고 의 온도로 가열하여 탈장시킨, 300 400～ ℃
T2를 유출한다 여분의 가열기까지 개의 가열기를 차 용기에 장착하여 차 용기 표면. 2 1 1

과 차 용기 내부 의 온도 측정계로 가열기를 작동하고 제어하여 에서1 ZrCo 400 (673K)℃
가열하여 탈장한다 차 용기의 온도를 적절히 조절하여 흡장 탈장 시 적정 압력을 유지. 1 /

한다. T2 이동 펌프는 로 과Metal Bellow Pump 60L/min(380H*340W*220H)

종류를 설치하였다 진공 펌프는 의30L/min(220H*110H*190H) 2 . 250L/s

를 사용하였다TMP(3200dia*315H) .

용 삼중수소 저장 용기 설계는 다음과 같다IT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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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inless steel 304진공 외벽층3

Stainless steel 304열차폐판2

Stainless steel 3161차 용기1

재질구성 요소Num

Stainless steel 304진공 외벽층3

Stainless steel 304열차폐판2

Stainless steel 3161차 용기1

재질구성 요소Num

700

1차 용기 표면 온도 측정계

T2 유출구

T2 유입구

1차 용기 가열기 전원공급

차 용기1 차 용기2

재질: SS 316

설계 온도: 600℃
내부 압력: 0.5MPa

외부 압력: 0.5MPa

shell: 1.5mm

plate: 6mm

재료: SS 304

설계 온도: 60℃
내부 압력: 0.4MPa

외부 압력: 0.1MPa

shell: 2.8mm

plate: 10mm

냉각층He

Figure 10. Design of ITER storage bed

아 일본. JAERI 100g T2 저장 용기

는 일본 에서 개발한 저장과 운반 시스템의 단기 저장 용기의 설계Fig. 5 JAERI

도면이다 단기 저장 용기의 인 차 용기 내 주입과 흐름관을 제외하면. calorimetry 1 He

장기 저장 용기가 된다 의. 100g T2를 ZrCoT1.5로 저장하기 위해 를3.5kg ZrCo powder

를 차 용기에 혼합하여 충전하였다 차 용기 내 의 변형을 막기1.5kg Cu balls 1 [3]. 1 ZrCo

위해 T2 유출구를 진공펌프로 연결하여 압력을 낮게 유지하였다.

차 용기 지름 길이 확장 길이1 : 139.8mm, 220mm, 320mm①
차 용기 지름 길이2 : 350mm, 670mm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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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용기 구성 요소1 : T③ 2 주입관 유출관 차 용기 표면 온도 측정계 가열기 전원 공급기/ , 1 / /

차 용기 구성 요소 열 차폐관 개 진공층 외벽2 : 5 (SS304), (SS 304)④

자 저장 용기의 처분.

탈장 후 저장 용기의 와 차 용기 에ZrCo 1 (stainless steel) T2가 잔존한다 에. 400℃
서 T2를 로 급속 탈장 시 의1bar 0.04Ci/g T2가 잔존한다. T2 저장 용기를 재사용하기 위

해 까지 가열하여450 T℃ 2를 최대한 탈장하여 진공으로 빼내고 를 재생ZrCo

하여 다시 사용한다(regeneration) . T2 저장 용기를 최종 처분하기 위해 잔류 T2를 제거

하고 물리적 화학적 방사적으로 안전한 상태로 전환한다 잔류, , [27]. T2를 제거하기 위해

고온으로 가열 한다 수회 반복되는 가열 탈장 처리를 통해(isotopic swapping) . / T2의 제

거도가 높아진다 하지만 미만 값으로 낮아지지는 않았다. 60GBq .

T2 탈장 제거 후 T2 저장 용기를 비활성화하기 위해 의 산소를 포함한 가10% He

스를 저장 용기에 주입하고 의 고온에서 시간 동안 산화 반응시킨다 온도가478 200 .℃
에서 로 상승하면서276 480 .℃ ℃ 3 와He T2가 유출되고 CT4가 로 산화된다 산화 후HTO .

로 저장 용기를 채워 를 포집하여 저장 용기의molecular sieve 5A HTO T2를 제거하고

비활성화한다 가열 탈장 방법보다 고온 산화의 비활성에 의한. / (isotopic swapping) T2

제거율이 높았다.

T2 저장 용기에 잔류 T2가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T2 저장 용기 처분의 관점에서

도 중요하다 에 가능한 의. ZrCo 100% T2가 흡장되고 탈장되도록 흡장 탈장 성능을 높이/

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T2 저장 용기 에stainless steel T2의 확산 침투되어 잔존하지/

않도록 T2 저장 용기 내부 외부에/ T2 침투 방어막 층 처리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용기의 저장재 평가3. SDS, LTS [28]

가 와 의 성능 비교 평가. ZrCo U

에서 수 년 간의 를 통해 약 년 에 의 저장재ITER-EDA R&D 1996 SDS, LTS D-T

로 을 선정하였다 부지가 프랑스 카타라쉬로 정해지면서 유럽 연합측이ZrCo [30]. ITER

올해 년도부터 대신 사용을 주장하면서 와 중에 저장재 선정이 다시2005 ZrCo U ZrCo U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용 에서. ITER SDS 200Pa m•
3

s•
-1의 를 약 년간 공급할D-T 20

효율적인 저장재를 선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과 의 성능 비교와. U ZrCo

와 적용의 적합도를 비교 평가하였다SDS LTS .

의 삼중수소를 효과적으로 흡장 탈장하여 공급하기 위한 저장재는 다음과 같100g /

은 조건들을 만족해야 한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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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흡장 성능 우수 실내 온도에서 평형 압력이 매우 낮음, .

②탈장 온도에서 탈장 성능 우수.

③탈장 온도가 낮아서 삼중수소 확산이 적음.

④흡장 속도와 탈장 속도가 빠름.

⑤ 범위가 넓어서 일정 압력에서 흡장과 탈장이 가능해야 함Plateau .

⑥저장재에 영구적인 T2 저장량이 적어야 함.

⑦불순물들(CQ4, NQ3, Q2O, CO, CO2, 과 반응도가 낮아야 함Q=H, D, T) .

⑧공기 및 산소와의 반응도가 낮고 발화도가 낮음.

⑨수명이 길어 장기적인 사용이 가능해야 함.

ꊉꊒ3 방출 영향이 낮아야 함He .

ꊉꊓ변형되지 않아야 함.

저장재로써 은 다음의 장단점이 있다 은 세계적으로 핵융합 실험에서U [3, 4]. U

연료 공급 저장재로 사용되어 왔고 그 성능이 입증되었다 은 실내 온도에서D-T . U

10
-3 미만의 낮은 평형압을 가진다 또한 실내 온도에서Pa . , UH2.92 정도까지 흡장되며 흡

장 속도와 탈장 속도가 높다 이에 반해 은 감손 우라늄 이지만 핵. U (Depleted Uranium)

물질로 감마선을 방출한다 또한 은 세계적으로 등에 의해 그 사용이 엄격히 통. U IAEA

제되고 핵물질로 취급이 어렵다 은 수 회의 흡장 탈장으로 미만의 미세 입자가. U / 1um

되어 유입구와 유출구에 를 통해 확산될 우려가 있다 또한 분말이 실험이나 취filter . U

급 시 인체에 흡입되면 치명적이다 는 자연 발화도가 높고. U powder O2, N2, CH4등의

불순물들과도 쉽게 반응한다 또한 흡장 시 약 의 부피 증가로 인해 용기에 구조적. 75%

변형과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감손 우라늄 을 대체하기 위하여 대체 저장재로 이 개발되어 를 통(DU) ZrCo R&D

해 와 의 저장 물질로 년 선정되었다 는 비핵물질로 사용에 제ITER SDS LTS 1996 . ZrCo

한이 없고 공기 및 불순물과의 반응도가 낮아 상온에서 취급이 용이하다 또한 탈장 온, .

도가 로 의 보다 낮아 수소 침투와 확산 방지에 유리하다 수소 흡350 UHx 430 450 .℃ ～ ℃
장 시 부피 팽창율이

로 보다 작다 이에 반해 는 보다 실내 온도에서 수소 평형압이20% U . ZrCo U 4*10
-3 로Pa

약간 높고 범위가 보다 짧아, plateau U ZrCoQ2까지 흡장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가 이상의 온도와 평형압 이상의 압력에서ZrCoQx(Q=H, D, T) 375 ZrH℃ 2와 ZrCo2로

변형되어 흡장 성능이 상실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에서 수소 공급 시. ZrCoQx 350℃
이하의 온도에서 진공 처리하여야 하며 를 미만의 온도와 저압력으로 유, ZrCoQx 350℃
지해야 한다.

는 보다 범위가 넓고UHx ZrCoHx plateau UH2.92까지 쉽게 흡장됨을 Fig. 11

에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는 와 같이 범위가 좁고c) . ZrCoHx Fig. 11 d) plateau

ZrCoQ2까지 흡장된다.

와 의 성능을 과 같이 비교하여 나타내었다ZrCoHx UHx Table 8 [16,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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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Equilibrium pressure of UHx and ZrCoHx

Table 8.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between ZrCoHx and UHx

UHx ZrCoHx

방사성 핵물질 비핵물질

실내 온도에서 평형 압력(Pa) 10
-3

4*10
-3

범위plateau H/U=0.01 2.96(473K)～ H/M=0.2 2.0(473K)～
탈장 온도( )℃ 430 450～ 300 350～

흡장시 부피 증가도(%) 75 20

흡장시 발열열(kJ/mol) 81 88～ 76.3, 81.7 90.4～
입자 크기( )㎛ 확산 가능성<1( ) >1

자연 발화도
실내 온도에서 공기 중 반응

고온에서 연소

의 파우더는ZrCo, ZrCoHx

실내 온도에서 안전함

이상의 온도에서250℃
공기 중 연소 반응

불순물과 반응도 이 보다 반응도 높음U ZrCo

변형 없음
있음(400 , 133kPa Q℃ 2,

일간 반응 시 변형발생1 )

재생
에서 진공 하에 시간500 10℃

처리 흡 탈장 성능 완전 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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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다 불순물과의 반응도가 낮다 높은 온도 에서 은ZrCo U . (430 ) U O℃ 2, CO, H2 와O

반응도가 높다 흡장된 불순물이 수소 흡장성능을 저해하여 수소의 흡장을 막는다. [16, 32].

U + 4/3O2 1/3U⇆ 3O8 (at 450 )℃
2U + 3/2N2 U⇆ 2N3

U + 2H2O UO⇆ 2 + 2H2 (at 250 )℃
4U + 6NH3 2U⇆ 2N3 + 9H2 (at >300 )℃

도 이상의 온도에서ZrCo 300 CH℃ 4, N2, O2의 불순물과 반응하므로 탈장 시 불순

물들이 없도록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는 보다 불순물과 반응도가 낮다. ZrCo U .

탈장 후 잔류된 삼중수소의 양은 가 보다 약간 많다 은 에서 탈장ZrCo U . U 450℃
시 대부분 수소가 공급된다 는 탈장 후 소량의 수소가 내에 잔존한다100% . ZrCo ZrCo .

탈장 후 에서 진공화하여 잔류된 수소의 양을 줄일 수 있다450 (3*10℃ 8
BqT/gZrCo)[16].

와 에서ZrCoTx UTx
3 의 방출율은 거의 비슷하다 에서 수 년 동안He [16, 33]. UTx 1%

미만의 3 가 방출되고 수 년 이후에는 방출율이 증가하여 방출율과 생성율이 동일해진He

다 에서는[16]. ZrCoTx
3 의 방출율이 초기 년간 미만이고He 2 3%

3 가 에 이He/ZrCo 0.15

르면 방출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년 이후에는2
3 방출율이 이상 증가하게 된다He 25%

에 생성되어 갇힌[33]. ZrCo
3 는 매우 열적으로 안정하여 에서He ZrCoTx T2 공급시 3

He

이 거의 미량으로 존재한다 에서는 생성된. 600℃ 3 의 정도를 방출한다He 15% .

는 에서 수회의 가역적 흡장 탈장 성능을 유지한다 이상에서ZrCo 25 350 / . 375～ ℃ ℃
가ZrCoHx ZrH2와 ZrCo2로 변형되어 흡장 탈장 성능을 상실하게 된다 변형된/ [17]. ZrH2와

ZrCo2를 에서 수 시간 동안 진공 처리하여 로 완전히 재생되어 진다 이500 ZrCo . 300℃ ℃
상 온도와 평형압력보다 낮은 압력에서는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변형. ZrCoHx

은 미만에서 진공하에 탈장함으로 막을 수 있다 또한 수년간 사용 후 약간의 변형350 .℃
추정 시 에서 탈장 이후에 에서 진공 처리함으로써 재생된다350 500 .℃ ℃

는 이탈리아 회사에서 에 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고가이ZrCo SAES getter 100g 176

나 와 에서 방법으로 제조가 가능하다 는 용기 성능 실, Zr Co powder arc melting . ZrCo

험과 운반 취급이 용이하다 이에 반해 은 감손 우라늄이지만 핵통제 물질로 사용이/ . U

엄격히 통제되고 미국 등의 회사에서 구입하여 사용하고 취급과 운반에 여러 가지 제,

한과 규정이 따른다.

용 에 연료 공급 저장재로 와 의 선택은ITER SDS, LTS D-T ZrCo U ITER

의 성공적인 연료 공급 용기 공급 운전과 폐기처분을 고려하SDS, LTS , SDS/LTS ,

여 결정해야 한다 을 저장재로 사용 시 저장용기를 운반과 규제에 맞게. U U U

용기를 설계하고 공급해야 한다 또한 사용 시 가 외부로 빠SDS/LTS . U U powder

져나가지 않도록 하고 불순물 제거 장치를 사용하여 용기에 공기나 불순물이 투입U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흡장시 부피 팽창으로 인한 용기의 구조적 손상을 최.

소화하여 설계해야 한다 를 저장재로 사용 시 변형을 막기 위해 미만의. ZrCo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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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에서 진공 상태로 탈장하고 저장 용기가 를 넘지 않고 저압력으로 유지하기350℃
위해 과온도 제어 시스템과 고압방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설치하고 운전해야 한다 또.

한 수년 동안 사용 후 약간의 변형 추정 시 탈장후 로 올려 진공 하에 재생처리가500℃
가능해야 한다.

활성화와 흡장속도 탈장속도 평가4. ZrCo [28]

용기 성능 테스트 시 필요한 흡장 탈장 실험을 위해ZrCo SDS/LTS ZrCo / ZrCo

를 소형 반응기에 충전하고 활성화 파우더화 흡장 탈장 실험을 수행하였다powder ZrCo , , / .

가 실험 방법.

흡 탈장 실험은 의 실험 장치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ZrCo / Fig. 12 [35]. ZrCo

를 소형 반응기chunk (30.0cm
3 에 충전하고 에서 진공 열처리하여 수분등의 불순물) , 400 /℃

을 제거하고 와 같은 조건에서 수소를 흡장 탈장하여 파우더화 하였다 탈장 속Table 9 / .

도를 측정하기 위해 흡장 후 로 가열하면서 탈장된 수소를 진공 펌프로ZrCoHx 350℃
측정 용기에 이동하여 압력 측정계로 수소 압력을 측정하여 공MKS PR 4000 Baratron

급된 수소의 양을 계산하였다.

Figure 12. Experimental equipment for evaluation of ZrCo disproportionation

Table 9. Four times hydriding/dehydriding on 1g ZrCo chunk

흡장 시 초기 수소 압력 10.9kPa(0.0097mol)

흡장 시 반응 온도 실내 온도( 26 )～ ℃
탈장 조건

분 동안 로 가열 시간 동안 로 유지30 350 , 2 350℃ ℃
탈장된 수소 진공 펌프로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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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험 결과 및 고찰.

의 전처리와 파우더화ZrCo chunk⑴
와 수소 반응 전에 표면에 수분등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ZrCo chunk ZrCo

와 같이 에서 진공 펌프로 약 시간 정도 진공 열처리하였다 과Table 10 400 3 . Fig. 13℃
같이 전처리하지 않고 에 수소 반응 시 약 시간 후에 반응이 시작된 반면 전처리ZrCo 17

후에는 시간 만에 반응이 시작되어 약 시간 경과 후0.5 10 ZrCoH2.92로 흡장되었다 이로부.

터 와 수소의 반응 전에 로 진공 열처리하여 불순물을 제거해주ZrCo chunk 400 600～ ℃
는 전처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Table 10. Pretreatment of ZrCo chunk

조건 초기 수소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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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처리 실시 10.7kPa(0.0097mol, 2.92H/Zr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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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Effect of preagreement before ZrCo hydriding

전처리 이후 회 수소 흡장 시 로 가열하여 진공 펌프로 수소를 제거한 후1 , 350℃
탈장하였다 이후 회 수소 흡장 탈장을 반복하였다 와 같이 흡장 탈장이 반복. 3 / . Fig. 14 /

될수록 가 파우더화 됨에 따라 흡장 속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흡장이 반복chunk .

될수록 최대 흡장되는 수소의 양이 감소되는 것은 에서 탈장 시 흡장된 수소가350℃
제거되지 않고 에 잔류되어 있는 수소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에서100% ZrCo . Fig. 15 4

회의 흡장 시 반응열로 인한 온도 상승 속도가 흡장 속도에 비례함을 알 수 있다 회. 4

의 수소 흡장 탈장 뒤 파우더화된 의 입도 분석 결과 과 같이/ ZrCo Fig. 16 0.5-123um

의 입도분포를 나타냈고 의 분석결과, Fig. 17 XRD ZrCo2와 ZrH2는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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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Rate of hydriding during four times hydriding/dehydriding on 1g ZrCo

Figure 15. Temperature change during four times hydri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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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Distribution of particle size after four times hydriding/dehydriding on 1g

ZrCo chu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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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XRD pattern after four times hydriding/dehydriding on 1g ZrCo chunk

에 회 수소 흡장 시 흡장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반응하는 수소ZrCo chunk 1

의 양 압력 과 온도를 과 같이 달리하여 흡장 속도를 평가하였다 과( ) Table 11 . Fig. 18

같이 실내 온도보다 의 온도에서 초기 수소 압력 수소의 양 이 높을수록 흡장100 , ( )℃
속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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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Initial hydrogen pressure and temperature at first hydriding on 1g

ZrCo chunk

초기 수소 압력(kPa) 초기 수소의 몰비 [H]/[ZrCo] 온도( )℃
1 10.7 2.91 25～
2 10.7 2.91 25 100～
3 10.7 2.81 100

4 93.4 12.25 25～
5 93.4 12.25 100

Figure 18. Hydriding rates at various temperature and pressure at first

hydriding

on 1g ZrCo chunk

위의 결과로부터 를 빠른 속도로 파우더화하기 위해 의ZrCo chunk Table 12

조건에서 수소 흡장 탈장을 수행 시 과 같이 반응 속도가 증가함을 보였다/ Fig.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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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Hydriding/dehydriding for powderization of 1g ZrCo chunk

흡장 초기 수소 압력 온도( )℃
1 710kPa(0.0408mol) 100

2 710kPa(0.0408mol) 100

3 710kPa(0.0408mol) 25～
회 탈장3 로 분 가열 에서 시간 유지 진공 펌프로 뽑아줌350 30 , 350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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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Hydriding rates at high pressure and high temperature on 1g ZrCo chunk

이 결과로부터 이후 의 활성화를 위해 와 진공하에서 불순물을ZrCo chunk 400℃
제거하는 전처리 후 에서 의 수소를 주입하여 회 흡장하고 에100 25 30H/ZrCo 1 350℃ ～ ℃
서 약 시간 정도 진공 처리 후 탈장하였다 이후 실내 온도에서 수소를3 . 25 35H/ZrCo～
반응하여 흡장한 후 진공하에 탈장하여 회 정도 흡장 탈장을 반복하여 파우350 2 4 /℃ ～
더화 하였다 마지막 탈장 후 잔류수소를 제거하기 위해 에서 진공 열처리 후 제. 400℃
거하였다.

의 흡장 속도와 탈장 속도ZrCoHx⑵
에서와 같이 의 최적 값을 정하기 위해Table 13 ZrCoHx x ZrCoHx(x = 1.5,

의 흡장 속도와 탈장 속도를 평가하였다 과 같이 흡장되2.0, 2.5, 2.8) . Fig. 2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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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소의 양 이 증가할수록 흡장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었다 의 수(xH/ZrCo) . 2.8H/ZrCo

소 흡장시 의 수소 가 흡장되지 않고 잔존하였다 최대 수소 흡장범위19.1torr (0.0022mol) .

가 ZrCoH2.92 정도이고 탈장 시에는 ZrCoH0.0까지 완전히 수소가 제거되지 않는다고 연

구되었다 의 수소 흡장 시 수소가 완전히 흡장되지 않은 것은 이전의 수[36]. 2.8H/ZrCo

소 흡장 후 에서 진공 펌프로 탈장 시 수소가 완전히 탈장되지 않고 잔류되어 있350℃
어 다음 흡장되는 수소의 양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흡장 시 발열 반응으로 온도가 와 같이 까지 증가하였ZrCoHx Fig. 22 150 200～ ℃
다 공기 중에서 흡장 시 용기 온도가 미만으로 변형에 안전하였다 용. 200 ZrCo . ITER℃

용기는 차 용기 외부를 차용기가 진공층을 형성하여 둘러싸서 삼중수소 흡SDS 1 2 100g

장 시 온도가 미만으로 유지되도록 설계하고 검증해야 한다300 .℃
위 실험에서 ZrCoH1.5 ZrCoH～ 2.5 범위에서 수소를 흡장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는 보다 평균 압력이 높아 일본 에서는. ZrCoTx ZrCoHx JAEA TPL

ZrCoT1.7-ZrCoT1.8를 최대 흡장값으로 정하였다[6].

Table 13. Initial hydrogen pressure of ZrCoHx(x=1.5, 2.0, 2.5, 2.8) hydriding

조성 초기 수소 압력

1.5H/ZrCo 69.3kPa(0.0600mol)

2.0H/ZrCo 91.9kPa(0.0799mol)

2.5H/ZrCo 115.3kPa(0.0999mol)

2.8H/ZrCo 128.7kPa(0.1119mol)



- 47 -

Figure 20. Pressure change during hydridings of ZrCoHx(x=1.5, 2.0, 2.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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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Reaction rates of hydriding of ZrCoHx(x=1.5, 2.0, 2.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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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Temperature change during hydridings of ZrCoHx

에 언급하Table 14 였듯이 흡장 후 로 분간 가열하면서 진공처ZrCoHx 350 60℃
리 후 탈장된 수소를 측정 용기에 이송하여 공급된 수소의 양을 과 같이 측정Fig. 23

하였다 에 도달한 분 후에 약 의 수소가 공급되고 에서 분 동안. 350 60 50% , 350 30℃ ℃
유지 이후에 거의 공급됨을 알 수 있다100% . 에서 탈장 속도는 와ZrCoHx Fig.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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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에 도달한 분후에350 60 0.05 0.06L min•℃ ～ -1
(0.083 0.1Pa m•～ 3

s•
-1 의 최대 속도)

를 나타났다 흡장된 수소의 양이 많을수록 공급 속도가 증가함을 에서 알 수. Table 15

있다 의 공급 속도에서 용 용기의 최대 공급 속도를. 12g ZrCoHx 3.5kg ZrCo ITER SDS

비례값으로 14.6 17.5L min•～ -1
(24.21 29.17Pa m•～ 3

s•
-1 로 추정할 수 있다) .

탈장 시 흡열 반응으로 인하여 온도 상승이 지연됨을 에서 알 수 있다Fig. 25 .

ZrCoH1.5에서 탈장 시보다 ZrCoH2.0, ZrCoH2.5, ZrCoH2.8에서 탈장 시 탈장되는 수소의 양

에 비례하여 온도 상승 지연이 더 지속됨을 알 수 있다.

Table 14. Heating temperature and pressure measurement during dehydriding of

ZrCoHx

온도 로 분 가열 에서 시간 유지350 60 , 350 3℃ ℃
압력 탈장된 수소를 진공 펌프로 뽑아 측정 탱크로 이동하여 공급된 수소의 압력 측정

Figure 23. Delivered hydrogen during dehydridings of ZrCoHx

Table 15. Average delivery rate from ZrCoHx

ZrCoHx 평균 공급 속도

X=1.5 0.012L min• -1(0.020Pa m• 3 s• -1)

X=2.0 0.016L min•
-1

(0.027Pa m•
3

s•
-1

)

X=2.5 0.020L min• -1(0.034Pa m• 3 s• -1)

X=2.6 0.022L min•
-1

(0.037Pa m•
3

s•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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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Delivery rate during dehydrings of ZrCoHx

Figure 25. Temperature changes during dehydridings of ZrCoHx

일정 온도로 가열 후 공급 시 공급 속도 증가 평가⑶
에서 로 분간 가열시 초기 분 동안 까지 증가 시까지Fig. 26 350 60 20 100℃ ℃

는 공급 속도가 낮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과 같이 용기를. Table 16, 17 270～
로 가열 후 공급하였다280 . ZrCoH℃ 2.0으로 흡장 후 공급 속도를 예열하여 공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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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과 같이 비교하였다 범위에서 초Fig. 27, 28 . 278 340～ ℃
기 최대 공급 속도가 0.33L min•

-1
(0.55Pa m•

3
s•

-1 로 범위에서 최대 공급) 25 350～ ℃
속도 0.05 0.06L min•～ -1

(0.083 0.1Pa m•～ 3
s•

-1 보다 약 배 정도 증가하였다 초기 공) 6 .

급 속도 이후 공급 속도는 두 경우 동일하였다. ZrCoH2.5 흡장 후 약 에서 공280 350～ ℃
급 속도를 ZrCoH2.0 흡장 후 에서 공급 속도를 와 같이 비교 평가하였278 340 Fig. 29～ ℃
다. ZrCoH2.5에서 최대 공급 속도는 0.6L min•

-1
(1Pa m•

3
s•

-1 로) ZrCoH2.0에서 보다 약

배 정도 증가하였다 약 의 온도로 가열 후 공급 속도와 실내 온도에서부터2 . 280 35℃
로 가열하면서 공급 시 평균 속도는 에 나타내었다0 Table 18 .℃

Table 16. Heating temperature and pressure measurement during preheating and

delivery of ZrCoH2.0

시간 분( ) 온도( )℃ 진공 펌프 작동

0 51.2～ 28 272.9～ 작동 안함 탈장된 수소 반응 용기와 에 갇혀 있음( manifold )

51.2 240～ 272.9 340.5～ 작동 진공 펌프로 탈장된 수소 뽑아줌( )

Table 17. Heating temperature and pressure measurement during preheating and

delivery of ZrCoH2.5

시간 분( ) 온도( )℃ 진공 펌프 작동

0 55.6～ 28 287.6～ 작동 안함 탈장된 수소 반응 용기와 에 갇혀 있음( manifold )

55.6 240～ 287.6 337.4～ 작동 진공 펌프로 탈장된 수소 뽑아줌( )

실험에서 흡장된 수소의 양 이 증가할수록 미만의 온도 범위(xH/ZrCo) 350℃
에서 공급 속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로부터 용 용. ITER ZrCo SDS

기에서 를 로 예ZrCoQx(Q=H, D, T) 250 300～ ℃ 열한 후 연료 공급 시 300 35～
0℃로 온도를 상승시키면서 공급하는 것이 공급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파악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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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 Comparison of delivery rates at 278 340 from ZrCoH～ ℃ 2.0 and ZrCoH2.5

Table 18. Average delivery rate of ZrCoH2.0 and ZrCoH2.5

조성비 공급 시 온도 범위( )℃ 평균 공급 속도

ZrCoH2.0 25 350～ 0.016L min•
-1

(0.027Pa m•
3

s•
-1

)

ZrCoH2.0 273 350～ 0.053L min•
-1

(0.089Pa m•
3

s•
-1

)

ZrCoH2.5 25 350～ 0.020L min• -1(0.034Pa m• 3 s• -1)

ZrCoH2.5 288 350～ 0.086L min•
-1

(0.143Pa m•
3

s•
-1

)



- 54 -

다 결론.

의 최적 활성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ZrCo chunk .

를 에서 진공 펌프로 처리하여 수분 등의 불순물을 제거한ZrCo chunk 400 600⑴ ～ ℃
다.

에서 과량의 수소 를 와 반응하여 흡장한다100 (25 30H/ZrCo) ZrCo chunk .⑵ ℃ ～
실내 온도에서 로 가열하면서 진공 처리로 탈장된 수소를 시간 이상 제거350 5⑶ ℃

한다.

회째 흡장부터는 실내 온도에서 과량의 수소 와 반응하여 흡장한2 (25 30H/ZrCo)⑷ ～
다.

순서 와 같이 흡장 탈장을 회 정도 반복한다- / 5 .⑸ ⑶ ⑷
마지막 탈장 후 잔류 수소를 제거하기 위해 로 가열하면서 진공 처리400 600⑹ ～ ℃

시간 정도 뽑아 처리한다3 5 .～

의 흡장 결과ZrCoHx(x=1.5, 2.0, 2.5, 2.8) ZrCoH1.5-ZrCoH2.5의 범위 내에서 효과적

으로 수소가 흡장됨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로부터 는 와 보다. ZrCoTx ZrCoDx ZrCoH

평형 압력이 높아 ZrCoT1.5를 최적 흡장 범위로 설정하였다.

흡장 후 에서 진공 처리 후 수소 공급 시ZrCoHx(x=1.5, 2.0, 2.5, 2.8) 25 350～ ℃
최대 공급 속도는 8.3*E-03 Pa m•

3
s•

-1
g•

-1 이었다 용기를 약 로 예열 처-ZrCo . 280℃
리 후 에서 진공 처리로 공급 시 최대 공급 속도는280 340 ZrCoH～ ℃ 2.0에서 4.6E-02

Pa m•
3

s•
-1

g•
-1 이었으며-ZrCo , ZrCoH2.5에서 8.3E-02 Pa m•

3
s•

-1
g•

-1 로 공급-ZrCo

속도가 증가하였다.

이로부터 용 용기의 약 의 에ITER ZrCo SDS 3kg ZrCo ZrCoT1.5 흡장 후 최대 공

급 속도가 10 30Pa m•～ 3
s•

-1
g•

-1 가 됨을 예측할 수 있다-ZrCo .

추후 소형 용기를 사용하여 에서 흡장 속도와 탈장 속도를 측ZrCo SDS ZrCoH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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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것이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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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분해 안정성 이론 기술2 ZrCo

가 분해되지 않는 영역 규명 저압 고온 영역1. ZrCo Isotherm ( , )

가 선도 분석. PTX

용기와 용기에 연료 가스의 저장재로 오랫동안 사용되었던 를SDS LTS D-T U

의 높은 자연 발화도와 핵물질의 취급 어려움으로 인해 로 대체하여 사용하기로U ZrCo

채택하였다 는 실내 온도에서 로 흡장되고 아래의 식에 의해. ZrCo ZrCoHx , 250 350～ ℃
온도와 진공 처리 하에 탈장된다 가 이상의 온도와 고온의 압력에서는. ZrCoHx 350℃
아래의 식에서 나타내었듯이 ZrH2와 ZrCo2로 분해되어 흡장 탈장 성능을 상실한다/ [3～

변형된8]. ZrH2와 ZrCo2는 아래의 식에서처럼 에서 약 시간 진공 처리를 시500 8 10℃ ～
행하면 가역적으로 초기 상태의 로 재생된다 미만의 온도에서는 변형 반응ZrCo . 400℃
속도가 느리고 평형압보다 낮은 압력에서는 탈장 반응이 변형 반응보다 빠르기 때문에,

변형이 관측되지 않았다고 보고되었다 플라즈마 실험을 위해 용기에. ITER D-T SDS

서 반복되는 흡장과 탈장 시 높은 속도로 를 탈장시켜 줌으로써 변형으로 인한 흡D-T

장 탈장 성능과 흡장 탈장 속도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 / .

Hydriding

ZrCo + (x/2)H2 실내 온도에서ZrCoHx ( )■

Dehydriding

ZrCoHx ZrCo + (x/2)H■ 2 압력(250 350 , < 1000Pa)～ ℃ ～

Disproportionation

ZrCoHx 0.5ZrH■ 2 + 0.5ZrCo2 + 0.5(x-1)H2 이상 온도 평형압력(380 , )℃

Reproportionation(Regeneration)

ZrH2 + ZrCo2 ZrCo + H■ 2 진공 하에 시간 반응(500 , 8 10 )℃ ～

나 열역학. ZrCo Isotherm

변형 반응은 처럼Fig. 29 ZrH2와 ZrCo2가 보다 열역학적으로 안정하기 때ZrCoHx

문에 일어나는 반응이다[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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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9. Schematic potential energy diagram for the disproportionation of

ZrCo

온도에 따른 변형 반응의 평형 상수 를 의 실험에서 구한 변형 반응(Kep) Hara kcg(

정반응 속도 값과 변형 반응 역반응 속도 값에서 아래의 식과 같이 구하였다) kreg( ) . Fig.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도가 감소할수록 변형 반응의 평형 상수가 증가하고 있다30 .

ZrCoHx(s) 0.5 ZrH→ 2(s)+ 0.5ZrCo2(s)+ 0.5(x-1)H2(g)

Keq=kcg/kreg = Acg*exp(-Ecg/R/T) = 2.7*10
4
*exp(-65000/8.3145/T(K))

Areg*exp(-Ereg/R/T) = 7.0*10
12

*exp(-208000/8.3145/T(K))

= 3.857143*10
-9

*exp(17198.87/T(K)

In Keq = 17200/T(K) -19.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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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K) = 17200/T(K) - 19.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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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0. Equilibrium constant to temperature calculated from reaction rates

변형 반응의 자유에너지 변화 값으로부터(change of gibbs free energy) 614.3℃
미만의 온도에서 변형 반응이 자발적 반응임을 파악할 수 있다(887.8K) .

G = -RT*InKeq = -RT*(17200/T(K) -19.373)∆

y = 161.08x - 14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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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Change of gibbs free energy of disproportionation reaction with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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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해 반응 속도론. ZrCoHx

의 변형 반응 속도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평가되었다 등ZrCoHx [3 8]. Konishi～
에 의한 실험결과에 따르면 이상 온도와 이상의 높은 평형 압력에서 변400 1000torr℃
형 반응은 와 같이 증가함을 파악하였다 등은 의 실험 결과에Table 19 [4]. Hara Table 20

서는 과 을 사용하여 변형속도가 압력 값의 배에 비례nucleation nuclei growth model 1.5

하고 온도의 지수배로 비례함 을 도출하였다(exponential proportionation) [6]. M.

등은 온도와 압력에서 변형율을 과 같이 측Devillers 350 500 100 120kPa Table 21～ ℃ ～
정되었고 에서는 변형 속도가 현저히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등, 350 [7]. U. A. Besserer℃
도 와 평형압력에서의 변형율을 와 같이 측정되었고 와300 450 Table 22 , 300 33kPa～ ℃ ℃
에서는 의 변형이 나타나지 않았다 등은 를 실내온도에서ZrCoHx [8]. Watanabe ZrCoHx

로 가열하고 냉각하는 열순환 반응을 회 반복 후 흡400 600 (thermal cycling) 12 25～ ℃ ～
장 탈장 성능이 상실됨을 파악하였다 등은 실내 온도와 로 가/ [5]. U. A. Besserer 450℃
열하고 냉각하는 열순환 반응에서 회의 반복 후 흡장 탈장 성능이 이상 감소됨을6 / 90%

측정하였다[8].

Table 19. Reaction time of 63% disproportionation by Konishi’s research

Pressure Temperature ( )℃ Reaction time (min.)

1000torr
from ZrCo

400 5000

500 50

550 12.5

600 6.25

2000torr
from ZrCo

400 3333.3

450 222.2

500 33.3

550 4.5

600 2.3

Table 20. Reaction time until about 60% disproportionation by Hara’s research

Temperature ( )℃ Reaction time (hours)

400 83

450, 600 10

500, 52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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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Reaction time until about 50% disproportionation at 500
o
C for

ZrCo-H

system by Hara’s research

Pressure (kPa) Reaction time (hours)

21 5～
32 2.9～
42 2.5～
53 1.8～
62 1.2～

Table 22. Reaction time of disproportionation by Devillers’ research

Temperature

( )℃
Pressure

(kPa)

Degree of

disproportionation (%)

Reaction time

(hours)

500 120 66 16

450 100 86 16

423 1000 94～ 16

400 120 90～ 160

350 100 36～ 121

Table 23. Reaction time of disproportionation by Besserer’s research

Temperature

( )℃
Degree of

disproportionation (%)

Reaction time

(hours)

470 97 4.4

430 77 16.7

410 33 19.5

390 42 31.2

370 16 21.6

340 3.5 56

300 was not observed at 330mbar(equilibrium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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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Decrease of adsorption/desorption capacity during thermal cycles

between room temperature and 500, 450, 400℃

J 에서 실험한 용기에서 를 로 예열 후 진공 펌프로 공급 시AEA ZrCo ZrCoHx 350℃
에 나타났듯이 초기 최대Fig. 32 20Pa m•

3•
s

-1의 공급 속도가 관찰되었다 에서[12]. JAEA

용기를 년간 를 위해 사용 후 약 의 성능 감소가 발생하였2kg ZrCo 5 tritium service 30%

다 의 에서 실내 온도와 에서 회의 흡장 탈장 실험 후 약간의 성능 감[12]. 50g ZrCo 400 25 /℃
소가 관측되었다 이로써 변형으로 인한 성능 감소를 막기 위해 에서 의[13]. 400 ZrCoHx℃
높은 압력의 수소와의 반응시간을 시간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40 [4].

Figure 33. ZrCo bed at JAEA and delivery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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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작한 용기에서 진공 처리 하에 로 가열하여 탈장 시TLK ZrCo 400 Fig.℃
에 나타났듯이 최대34 60Pa m•

3•
s

-1의 공급 속도를 관찰되었다 까지 가열[10, 11]. 400℃
한 후 공급 시 회의 흡장 탈장 후 약 의 변형이 발생하였다10 / 30% .

Figure 34. ZrCo bed at TLK and supply rate

등은 변형 실험 결과로부터 변형 속도를 식으로Konishi Avrami-Erofeer

나타내었다[4].

ZrCoHx 0.5ZrH→ 2 + 0.5ZrCo2 + 0.5(x-1)H2

= 1- exp{-(t/ )б τ n
}

변형반응에 의한 압력 변화에서 측정한 변형율:б
변형까지의 반응시간: 63.7%τ

반응시간t:

압력 하에 온도에서의 변형까지의132kPa(1000torr) 400 600 (673 773K) 63.7%～ ℃ ～
반응 시간이 에 나타내었다Fig. 35 [4].

Figure 35. Reaction time of 63.2% disproportionation according to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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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에 따른 변형까지 반응시간의 관계식이 다음의 식과 같다63.7% .

Log(1/ ) = -9757.5*(1/T(K) + 10.828τ

상기 식에서 압력과 에서 온도 하에 변형 반132kPa(1000torr) 200 550 63.2%℃ ℃
응까지 반응시간을 와 같이 계산하였다 압력 하에 에Table 24 . 132kPa (1000torr) 300℃
서는 년 만에 에서는 년 만에 변형 반응이 일어남을 나타냈다 이로써3 , 250 128 63.2% .℃
변형 반응 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탈장 온도를 미만으로 낮추어 운전해야 함을400℃
알 수 있다.

Table 24. Expected reaction time of 63.2% disproportionation at 1000 torr H2

Temperature ( )℃ (year)τ
200 12031.19

250 128.2722

300 3.0209

350 0.1299

400 0.00891

500 0.000119

550 2.03E-05

등은 온도와 압력에 따른 변형 속도를 실험값으로부터 과Hara nucleation nuclei

을 세워 아래의 식과 같이 나타내었다 온도에 따른 전체 반응 속도를 아growth model .

래의 식과 에 같이 나타내었다 와 압력에서 변형 반응Fig. 36 . 500 (773K) 21 62kPa℃ ～
속도를 다음의 식을 사용하여 실험 결과 값과 근사하게 과 같이 나타냈다Fig.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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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1-x)=kOVKSQP(t)
(m+0.5)

t
3n+1

x : Extent of reaction

kOV = 4 / 3 / (3n+1) * kπ nnc * knet
3

knnc : Proportionality constant

KSQ : Sievert’s constant

knet = (kcg k– reg)/n

kcg = Acg * exp(-Ecg/RT) = 2.7*10
4
*exp(-65000/8.3145/T(K)),

(Disproportionation rate)

kreg = Areg * exp(-Ereg/R/T) =7.0*10
12

*exp(-208000/8.3145/T(K)),

(Redisproportionation rate)

P(t) : Over-pressure at a given time

P(t)
m

: Correction term for the deviation of Sievert’s law with

increasing solubility(m=1 from experiment)

3n+1 = 1.4 from experimental results

1E-23

1E-21

1E-19

1E-17

1E-15

1E-13

1E-11

1E-09

1E-07

1E-05

0.001

0.1

1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Temperature(K)

k
o
v
' H2

D2

Figure 36. Overall rate constant (kOV) with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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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7. Disproportionation time course with pressure at 773K

와 의 변형 반응 속도 식으로부터 외삽법 에 의해Konishi Hara (extrapolation) 350,

온도와 의 압력 하에서 변형속도 식을 과 함께380, 400 10 132kPa Fig. 38℃ ～
표현하였다 변형 반응까지의 반응시간은 에서 일 에서 일. 10% 400 0.5 1 , 380 1 2 ,℃ ～ ℃ ～

에서 일로 예측되었다 용기에서 최대 탈장 온도인 와350 5 25 . ITER ZrCo SDS 350℃ ～ ℃
평형압력 이상 에서 변형 반응 속도는 의 높은 온도에서 보다 낮게(12kPa ) 400℃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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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8. Disproportionation time course with pressure at 350 (62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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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0. Disproportionation time course with pressure at 400 (673K)℃

의 변형 반응 속도 식으로부터 와 평형압력에서 시간에 따른 반응정Hara 250 350～ ℃
도가 과 같이 계산되었다 와 평형압력에서는 반응은 느리지만 변형 반응이Fig . 300 350～ ℃
진행되었다 와 에서는 년 후에도 변형 반응 정도가 미만이었. 250 4113Pa 20 5%℃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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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과 의 낮은 압력에서 변형 반응 속도는 과 같250 350 100Pa 250Pa Fig. 41～ ℃
이 평형 압력에서의 속도보다 낮았다 와 에서는 년 후에도 변형 반응은. 350 250Pa 5℃

미만이었다 외삽법 에 의한 분석에서 를 로 예열한 후10% . (extrapolation) ZrCoHx 250℃
평형압력으로 유지하고 수소 공급 시 에서 로 가열하면서 진공 펌프로 뽑아, 250 350℃ ℃
공급하여 에서 압력이 미만이 되도록 유지하면 년 동안 용기350 100Pa 20 ITER SDS℃
운전 시 변형에 의한 흡장 탈장 성능 감소는 미만으로 예상된다/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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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 가능성 실험 저압 고온 영역2. ZrCo ( , )

가 압력 온도 조성에 따른 실험. , ,

변형 실험을 의 실험 장치에서 수행하였다 로터리 펌프와Fig. 43 . TMP(Turbo

를 이용해서 장치를molecular pump) 2.6*10
-6 까지 진공 처리하였다 수직 원통형 반응Pa .

기(30.1cm
3 에 를 충진한 후 실험 장치에 연결하였다 수소 주입 용기) ZrCo . (reference

volume : 2008cm
3
, manifold pipe: 134.4cm

3 에 수소를 충진한 후 실내 온도에서 밸브를)

열어 에 흡장시켰다 압력계 최대 측정 를 매니폴더 파이프ZrCo . Baratron ( 133kPa )

에 연결하여 압력 변화를 측정하여 흡장 속도를 측정하였다 반응 용기(manifold pipe) .

를 전기 가열기 안에 넣어 프로그램 조절기로 온도를 제어하여 가열하면서 진공 펌PID

프로 탈장하였다 반응 용기의 온도와 매니폴더의 온도를 온도계로 측정하여 모. K-type

니터하였다 온도와 압력변화를 프로그램으로 실시간 측정하였다. Labview .

Figure 43. Schematic picture of experimental apparatus

를 이탈리아 회사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고순도ZrCo chunk SAEs Getters .

의 수소 를 수분과 산소 제거기를 통과한 후 수소 주입 용기에 담아 사용하(99.99%)

였다 반응 용기에 충진된 를 에서 약 시간 이상 진공 처리한 후. ZrCo 400 500 3～ ℃
와 같은 표면 불순물을 제거하여 활성화하였다 를 와Zr oxide . ZrCo chunk Table 25

같이 회 흡장 탈장하여 파우더화 하였다 첫 번째 흡장은 를 로 가열3 5 / . ZrCo 100～ ℃
한 후 수소와 반응하여 분만에30 ZrCoH2.92까지 흡장하였다 흡장 후 를 진공. ZrCoHx

흡입 하에 까지 가열하여 탈장하였다 두 번째 흡장부터 실내 온도에서 수소와350 .℃
반응하여 흡장하였다 회의 흡장 탈장으로 파우더화한 후 최종적으로 진공 흡. 3 5 /～
입 하에 로 가열하여 잔류 수소를 제거하였다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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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 Powderization of ZrCo for disproportionation experiments

Disproportionation

at static

temperatures

Amount of ZrCo 10g

Hydriding/dehydriding 5 repetition

Amount of hydrogen

absorbed by ZrCo
0.1945mol (ZrCoH2.92)

Dehydriding
Heating rate : 5.5 C/min.˚

Vacuum pumping : 3hr at 350 C˚

Final dehydriding
Heating rate : 6.3 C/min.˚

Vacuum pumping : 3hr at 400 C˚

Disproportionation

under

thermal cycling

Amount of ZrCo 5g

Hydriding/dehydriding 3 repetition

Amount of hydrogen

absorbed by ZrCo
0.0972mol (ZrCoH2.92)

Dehydriding
Heating rate : 5.5 C/min.˚

Vacuum pumping : 3hr at 350 C˚

Final dehydriding
Heating rate : 6.3 C/min.˚

Vacuum pumping : 3hr at 400 C˚

수소를 주입 용기 에 충진한 후 실내 온도에서(reference and manifold volume)

ZrCoH2.0이나 ZrCoH2.5까지 흡장하였다 가열기로 온도로 올려. 350, 380, 400℃
평형압력에서 압력변화를 측정하여 변형 속도를 측정하였다 에서. 350, 380, 400℃
탈장된 수소를 2172.5cm

3부피 반응용기 용기 에서 평형압력을( , reference , manifold pipe)

측정하였다 가지 변형 실험 조건을 에 나타냈다 변형 실험 중 압력 변화에서. 3 Table 26 .

다음 식으로 시간에 따른 변형 정도를 계산하였다 변형 실험 후 각 온도. (350, 380,

에서 진공 흡입 후 수소 탈장 후 실내 온도에서 파우더를 꺼내 로 의400 ) XRD ZrCo℃
특성 변화를 파악하였다.

100*
1al])(x[H]/[met

al])(x[H]/[metal])(x[H]/[met
rate(%)ionationDisproport

initial

timeinitial

−

−
=

(x[H]/[metal])initial = 초기에 금속 에 흡장된 수소의(Zr, Co) molar ratio

(x[H]/[ZrCo])time 반응 시간에 금속 에 흡장된 수소의= (Zr, Co) molar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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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6. Experimental conditions for static temperature disproportionation

Run

No.

Amount

of ZrCo

(g)

Amount of

Hydrogen

absorbed

(mol)

ZrCo

hydride

Heating

rate

( C/min)˚

Reactor

temperature

( C)˚

Initial

equilibrium

hydrogen pressure

(kPa)

1

10

0.083 ZrCoH2.5 5.5 350 28～
2 0.067 ZrCoH2.0 6.0 380 51～
3 0.083 ZrCoH2.5 6.3 400 72～

열 순환 하에서 변형실험을 위해 의 파우더 처리 후 실내(thermal cycles) ZrCo

온도에서 ZrCoH2.0으로 흡장하였다 실내 온도에서 흡장된 수소를 로 분 동안. 350 30℃
가열한 후 에서 분 동안 수소 탈장 후 실내 온도로 냉각하였다 에서350 30 . 350℃ ℃
탈장된 수소는 164.4cm

3 반응 용기와 의 부피 에 평형압력으로 와( manifold pipe ) ZrCoHx

반응한다 열 순환에서 변형 반응 실험 조건을 에 나타내었다 회 열 순환. Table 27 . 1

시와 회 열 순환 시 온도에 따른 압력변화가 와 같이 나타남을 관찰하였다125 Fig. 44 .

Table 27. Experimental conditions for thermal cycling disproportionation

Amount of

ZrCo (g)

Amount of

Hydrogen

absorbed (mol)

ZrCo

hydride

Temperature

cycling*1

Initial

equilibrium hydrogen

pressure at 350 C (kPa)˚
5 0.033 mol ZrCoH2.0 RT 350 C RT→ ˚ → 67.06

*1 Heating rate = 5.5 C/min, Rapid cooling rate = 30 C/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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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에서 온도에 따른 평형 수소 압력과 변형 속도를 와350, 380, 400 Fig. 45 Fig.℃
과 같이 관찰되었다 변형까지의 반응시간은 에서 일46 . 10% 400 ( 72kPa) 0.39 , 380℃ ～ ℃

에서 일 에서 일로 측정되었다 용기( 51kPa) 7.18 , 350 ( 28kPa) 67.76 . ITER ZrCo SDS～ ℃ ～
에서 최대 탈장 온도인 와 낮은 평형압력 에서 변형 속도는 감소함을 알350 ( 28kPa)℃ ～
수 있었다 변형 반응 실험 후 분석 결과 에서 거의 변형 후. XRD 380, 400 100%℃

시료에서는ZrCo ZrH2와 ZrCo2가 검출되었고 는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 반면ZrCo . 20%

변형율을 보인 시료에서는350 ZrCo ZrCo℃ 2, ZrH2와 가 모두 검출되었다 이로써ZrCo .

변형 속도는 온도가 감소하고 압력이 감소할수록 현저하게 낮아짐을 알 수 있다.

ZrCoH0.53 + 0.985H2 0.5ZrH→ 2 + 0.5ZrCo2 + 0.75H2 at 400
o
C

Equilibrium pressure change : ~72.5kPa ~54kPa (after 8.6 h reaction time)→

ZrCoH0.62 + 0.69H2 0.5ZrH→ 2 + 0.5ZrCo2 + 0.50H2 at 380
o
C

Equilibrium pressure change : ~51kPa ~38kPa→

ZrCoH1.74 + 0.38H2 0.5ZrH→ 2 + 0.5ZrCo2 + 0.75H2 at 350
o
C

Equilibrium pressure change : ~27.7kPa ~33.2kPa→

Figure 45. Change during static disproportionation at 350, 38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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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6. Disproportionation time course with pressure at 350, 38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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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실험에 의한 변형 속도를 와 의 변형 속도식에서350, 380, 400 Konishi Hara℃
외삽법 으로 계산한 값과 비교하여 나타냈다 온도가 낮을수록 수소 평형(extrapolation) .

압력이 낮을수록 변형 반응 속도가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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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8. Disproportionation time course with pressure at 350 (62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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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0. Disproportionation time course with pressure at 400 (67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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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와 의 변형 속도식에서 변형까지 반응 시간을 과 같이Hara 10% Fig. 51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변형 속도식 : Log = 18258/T(K) - 27.367 (Rτ 2
= 0.9563)

의 변형 속도식Hara : Log = 11391/T(K) - 17.215 (Rτ 2
= 1)

변형 반응까지 반응시간: 10%τ

변형 반응 시간은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을(exponentially)

알 수 있다 용기에서 연료 공급 온도인 미만에서 의 변형 반응시. SDS D-T 350 Hara℃
간이 실험 반응식의 반응시간 보다 빨라 의 반응식으로 변형 반응 속도 평가를 보Hara

충적으로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장기 분해 안정성 실험. ZrCo

실내 온도에서 로 가열한 후 에서 분간 평형 압력의 수소와 반응 후350 350 30℃ ℃
냉각되는 회의 열 순환 반응에서의 흡장 탈장 성능이 와 같이 측정되었다125 / Fig. 52 .

회의 열 순환 반응 후 실내 온도에서 압력은 거의 로 일정하고 에서 압력은125 0Pa 350℃
에서 약 로 소폭 감소하였다 회의 열 순환 반응 후 분석 결과67kPa 66kPa . 125 XRD

ZrCo2와 ZrH2가 검출되지 않았다 회의 열 순환 반응 시 에서 반응. 125 350 (66 67kPa)℃ ～
시간 일을 일정 온도에서의 변형 속도와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실내 온도와2.6 . 350 36～

에서 회의 열 순환 동안 변형에 의한 흡장 탈장 성능 감소는 거의 나0 (66 67kPa) 125 /℃ ～
타나지 않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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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3. Composition after 125 times thermal cycles by XRD pattern

용기에서 연료 공급 시 를 로 분 동안 예열한 뒤ITER SDS ZrCoHx 250 30℃
에서 로 가열하면서 진공 흡입한 후 공급될 것이다 를 소형 반응250 350 . 12g ZrCo℃ ℃

용기에 담고 실내 온도에서 ZrCoH2.0까지 흡장한 후 166cm
3 부피의 닫힌계에서 로250℃

예열하고 진공 흡입하는 과정에서 에서 로 가열한 후 탈장하여 공급 시250 350℃ ℃
온도와 압력 변화가 와 같이 측정되었다 로 예열 시 초기에 약 까지Fig. 54 . 250 280℃ ℃
가열되어 의 최대 압력을 관찰되었다 로 가열하면서 진공 흡입 탈장10kPa . 250 350～ ℃
시 의 압력이 미만으로 측정되었다 이로써 용기에서ZrCoHx 100Pa . ITER ZrCo SDS

예열과 탈장 중 변형 속도는 와 평형 압력에서 변형 속도와 실내350 28kPa℃ ～
온도에서 에서 로 열 순환 시 변형 속도보다 느릴 것임을350 360 (350 67kPa)～ ℃ ℃ ～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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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4. Pressure change with temperature during recovery/preheating/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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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기 분해 속도 규명 실험. ZrCo

의 온도와 평균 압력에서 변형율을 의 반응 속도식을ZrCoHx 300 370 Hara～ ℃
사용하여 와 같이 나타냈다 시간 반응 시간은 년 운전 동안Fig. 55 . 300 350 ITER 16～

용기의 탈장 운전시 반응시간과 같다 보다 높은 온도에서 변형율이 높음을SDS . 350℃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열기 온도가 탈장 시 를 넘지 않도록 온도를 제어하는 것이. 350℃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평균 압력 하에서는 시간 반응시간 후에도 변형율이. 300 350℃

미만이 됨을 알 수 있다0.1% .

탈장 시 에서 진공 펌프로 뽑아 공급함으로 압력은 평균 압력보다 낮다350 .℃
개의 필터를 사용 시 필터를 통한 압력강하의 압력 하에 시간 반응 시 변형율은1 4 350～

과 같다 개 이상의 필터를 사용한 경우 년 동안 탈장 반응시간 후Fig. 56 . 2 16 1%

미만의 변형율이 예상된다. 이로부터 용기에 유출구 필터를ITER SDS

개로 설계하였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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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에서 의 삼중수소를 저장 시 붕괴열에 의해SDS 100g ZrCoQx(Q=90T-10D,

온도가 약 정도로 높아진다 에서 플라즈마 운전 시간인50T-50D) 200 . ITER D-T～ ℃
약 년과 폐기 기간인 년 동안 저장 시16 ITER (decommision) 5 8～ ～

의 변형 정도를 과 같이 계산하였다 저장 시ZrCoQx(Q=90T-10D, 50T-50D) Fig. 57 .

온도와 평형 압력이 낮아서 변형율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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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년 동안 용기 운전 중 변형율을 의 식으로 계산하였다16 ITER SDS Hara .

시 용기 운전은 년이고 매년 회 연료를 공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BPP SDS 6 , 3000 .

매년 주간 플라즈마 실험 캠페인 수는 아래의 식으로부터 회로 가정하였다 주간2 19 . 2

플라즈마 실험 시 초기 회 연료 공급을 용기에서 진행하고 회 연료 공급은4 SDS 5 160～
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주 플라즈마 실험 후 에서 생성된ISS . 2 ISS 90T-10D,

를 용기에 흡장하여 저장한다 연간 회의 측정방법으로 용기 내의50T-50D SDS . 2 PVT

와 의 흡장량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주간 플라즈마90T-10D 50T-50D . 2

실험과 측정 중 용기의 운전 조건과 변형율 계산 조건을 과 같이PVT SDS Table 28

가정하였다 연간 변형율과 시 년간 변형율을 다음의 식으로부터 계산하였다. BPP 6 .

(2 shots/h) * (8h/day) * (10days/campaign) = 160 shots/campaign

(3000 shots/y) / (160 shots/campaign) = 19 campaigns/y

Disproportionation extent per year

= Disproportionation extent per campaign * 19 campaigns /y

+ disproportionation extent per PVT-c measurement * 2 times /y

Disproportionation extent during 6 years in BPP

= disproportionation extent per year * 6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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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8. Operation condition of SDS bed and disproportionation calculation

condition

per campaign in BPP

Operation Temperature Pressure Reaction time

In-bed tritium

measurement

Real operation RT->300 C,˚ P<=Peq 24h

Calculation of

disproportionation rate
250 C˚ P=Peq 24hr

Heating for

preheating

Real operation RT -> 250 C˚ Peq 30 minutes

Calculation of

disproportionation rate
200 C˚ Peq 30 minutes

Preheating

Real operation 250 C˚ Peq 60 minutes

Calculation of

disproportionation rate
250 C˚ Peq 60 minutes

Delivery 1 Real operation 250->350 C˚ P<Peq 20 minutes

Delivery 2 Real operation 350 C˚ P <= Pressure

drop
40 minutes

Delivery 1
Calculation of

disproportionation rate
350 C˚ Peq 4 minutes

Delivery 2
Calculation of

disproportionation rate
350 C˚ P=pressure drop 56minutes

Cooling

Real operation 350 C ->RT˚ P<=Peq 5hr

Calculation of

disproportionation rate
250 C˚ P=Peq 2hr

In-bed tritium

measurement

Real operation RT->300 C,˚ P<=Peq 24h

Calculation of

disproportionation rate
250 C˚ P=Peq 24hr

Recovery

Real operation RT->300 C˚ P<Peq 4.5hr

Calculation of

disproportionation rate
200 C˚ P=Peq 3hr

Storage

Real operation RT->200 C˚ P=Peq *1

Calculation of

disproportionation rate
200 C˚ P=Peq

3min

(5.2hr) *2

* 1: Storage time = 365days {(24hr(in-bed tritium measurement) +–
1.5hr(preheating) + 1hr(delivery) + cooling(5hr) + 24hr(in-bed tritium

measurement) + recovery(4.5hr)) * 1day / 24hr * 19 times+23hr(=(2+5+4.5)*2,

twice PVT-c measurement )}= 316.54 days

2*: average storage time per cycle = (316.54 days * 24hr / day * 60min / hr) /

19times = 16.66 days (=23990.4min) (during 9 times SDS bed operation per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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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9. Operation condition of SDS bed and disproportionation calculation

condition during PVT-c measurement

Operation Temperature Pressure Reaction time

Heating for

delivery

Real operation RT->300 C,˚ P<=Peq 60 minutes

Calculation of

disproportionation rate
250 C˚ P=Peq 60 minutes

Heating for

delivery

Real operation 350 C˚ P<Peq 60 minutes

Calculation of

disproportionation rate
350 C˚ Pressure drop 60 minutes

Natural

cooling

Real operation 350 C -> RT˚ P~=0 5 hours

Calculation of

disproportionation rate
250 C˚ P ~=100Pa 2 hours

Recovery

Real operation RT -> 300 C˚ P<Peq 4.5 hr

Calculation of

disproportionation rate
200 C˚ P=Peq 3 hr

시 년간 변형율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의EPP 10 . ITER machine 10% (876h/y)

운전율을 고려할 때 시간 초 연료 공급 초 대기시간 마다 연료 공급수는3.33 (3000 + 9000 )

매년 회 이다 하루 시간 동안 연료 공급수를 회로 가정263 (=(876h/y)/(3.33h/shot)) . 3.33 2

하고 주간 플라즈마 실험 중 회 의 연료 공급을 가정하였다2 14 (=(2shots/day)*(7 days)) .

연간 회 의 주간 플라즈마 실험을 수행하는 것으19 (=(263shots/y)*(campaign/14shots)) 2

로 가정하였다 이 가정으로부터 초 연료 공급은 년간 총 회 수행하는 것으. 3000 10 2660

로 가정하였다 시 주간 플라즈마 실험에서 첫 번째 연료 공급은 용기에 의해. EPP 2 SDS

공급되고 회째 연료 공급은 에서 공급되어진다 시 주간 플라즈마 실험2 14 ISS . EPP 2～
캠페인 시 용기 운전 조건과 변형 반응 계산 조건을 과 같이 가정ITER SDS Table 30

하였다 시 년간 변형율을 아래의 식과 같아 계산하였다. EPP 10 .

Disproportionation extent per year in EPP

= disproportionation extent per campaign * 19 campaigns / y +

disproportionation rate per PVT-c measurement * 2 times / y (11)

Disproportionation extent for 10 years in EPP

= disproportionation extent per year * 10 y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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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0. Operation condition of ITER SDS bed and disproportionation calculation

condition per campaign in EPP

Operation Temperature Pressure Reaction time

1) In-bed

tritium

measurement

Real operation RT->300 C,˚ P<=Peq 24h

Calculation of

disproportionation rate
250 C˚ P=Peq 24hr

2) Heating

for preheating

Real operation RT -> 250 C˚ Peq 30 minutes

Calculation of

disproportionation rate
200 C˚ Peq 30 minutes

3) Preheating

Real operation 250 C˚ Peq 30 minutes

Calculation of

disproportionation rate
250 C˚ Peq 30 minutes

4) Delivery 1 Real operation 250->350 C˚ P<Peq 4 minutes

5) Delivery 2 Real operation 350 C˚ P <= Pressure

drop
56 minutes

4) Delivery 1
Calculation of

disproportionation rate
350 C˚ Peq 4 minutes

5) Delivery 2
Calculation of

disproportionation rate
350 C˚ P=pressure drop 56 minutes

6) Cooling

Real operation 350 C ->RT˚ P<=Peq 5hr

Calculation of

disproportionation rate
250 C˚ P=Peq 2hr

7) In-bed

tritium

measurement

Real operation RT->300 C,˚ P<=Peq 24h

Calculation of

disproportionation rate
250 C˚ P=Peq 24hr

8) Recovery

Real operation RT->300 C˚ P<Peq 5hr

Calculation of

disproportionation rate
200 C˚ P=Peq 3hr

9) Storage

Real operation RT->200 C˚ P=Peq *1

Calculation of

disproportionation rate
200 C˚ P=Peq

24063.16min

(16.71days) *2

*1: Storage time = 365days - (24hr(in-bed tritium measurement) +

1hr(preheating) + 1hr(delivery) + cooling(5hr) + 24hr(in-bed tritium

measurement) + recovery(5hr)) * 1day / 24hr * 19 times + 23hr(=(2+5+4.5)*2,

twice PVT-c measurement )}= 316.54 days

2*: average storage timeper cycle = (316.54 days * 24hr / day * 60min / hr) /

19times = 16.66 days (=23990.4min) (during 9 times SDS bed operation per year)

약 년간 용기 운전 시 변형율을 에서 보는 바와 같이16 ITER SDS Fig. 58

미만으로 계산되었다 개의 필터 사용 시 변형율은 년 운전 후 이상으로2% . 1 16 1%

개 필터를 사용한 경우 미만으로 계산되었다 이로부터 에서 탈장 시2, 3 1% . 350℃
변형율에 의한 성능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의 필터를 설치하는 것으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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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하였다 용기를 년 동안 운전 시 미만 온도와 낮은 압력에서. ITER SDS 16 350℃
운전함으로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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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8. Disproportionation extent according to the number of filters during

ITER SDS bed operation for 16 years

용기에서 변형율을 최소화하면서 빠른 연료 공급을 설계하기ITER ZrCo SDS

위해 운전 온도와 운전 압력 하에서 변형율을 평가하였다 와 다른 압력에서. 200 400～ ℃
변형율을 실험결과와 의 로 분석하였다 온도와Hara nucleation and nuclei growth model .

압력이 낮을수록 변형 속도는 기하학적으로 낮았다(exponentially) . 350 28.83kPa℃
압력에서 변형 반응까지 반응시간은 일이었다 실내 온도와10% 67.76 . 350 360～ ℃
온도에서 회 열 순환 후 흡장 탈장 성능 감소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125 / , ZrH2와

ZrCo2도 검출되지 않았다 에 의해 제시된 을. Hara nucleation and nuclei growth model

사용하여 외삽법에 의해 계산한 결과 용기를 운전하는 년 동안ITER SDS 16 SDS

용기 운전 조건하에 변형율은 미만으로 계산되었다 위의 분석을 바탕으로1% .

앞으로 용기에서 탈장속도와 장기간 흡장 탈장으로 인한 변형율 정도를ITER SDS /

평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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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구조 설정3 SDS beds

구조 설정1. SDS beds

가 핵융합 연료 공급 시나리오 요구 사항.

는 여러 구성의 를 다양한 유량으로 공급하여 플라즈마 실험을 계ITER D-T D-T

획하고 있다 플라즈마 실험을 위해 에서 에[1, 2]. SDS FIS(Fuel Injection System)

D-T(D2, 50%T-50%D at 200Pa m•
3•

s
-1

, 90%T-10%D at 50Pa m•
3•

s
-1 를 공급한다) .

에는 개의 용기 개당 최대 삼중수소 충진양 와 의 삼중수소SDS 20 40 ZrCo (1 100g) 1kg～
를 장기간 저장하기 위한 개의 용기가 필요하다10 15 ZrCo [3].～

는 연료 가스SDS (D2 와 불순물, 50%T-50%D, 90%T-10%D) (He, N2 을, Ar, Xe)

에 공급한다 에 세 가지 종류의 용기 용기 용FIS . SDS ZrCo (50%T-50%D , 90%T-10%D

기, D2 용기 에서 연료를 공급한다 가스는 전체 연료 순환 시스템(T) ) . D-T Tokamak

에 연료 양이 평형 상태가 될 때까지 용기에서 공급한다 용기와D-T SDS . SDS FIS

사이에 보유관 이 설치되어 있다 플라즈마 실험 전에 보유관SDS (reservoir) . D-T SDS

을 먼저 채우고 플라즈마 반응 후 유출시인 대기 시간에 다시 보유관을 채운다, .

에 생성된 가지 연료ISS(cryogenic hydrogen isotope separation system) 4 (50%T-50%D,

90%T-10%D, D2 (T), D2 가 보유관에 직접 연결되어 공(containing low level T) SDS

급되고 플라즈마 실험 후 용기에 보내져 저장된다, SDS .

는 다음 가지 경우에 운전 된다 외부에서 공급된 삼중수소를 저장 시LTS 4 : 1) , 2)

로 삼중수소를 농축하는 도중 필요한 용기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 연료 주90T-10D

기 시스템과 에서 회수한 삼중수소의 저장 시 구성 요소ISS 3) Tokamak (Divertor,

에서 회수한 삼중수소 저장 시 에 필요한 삼중수소 공급Primary first wall, etc) 4) SDS

시 용기 운전 주기는 년에 수 회 이고 전체 운전 년 중 회. LTS 1 , ITER (20 25 ) 10 100～ ～
정도 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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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전 모드. SDS

용기와 용기는 수평형 원통으로 글러브 박스에서 유지 보SDS LTS SDS, LTS ,

수의 용이함과 필요시 용기의 추가 설치를 위해 수평으로 배치된다.

용기는 에서처럼 열전달 니켈 핀 가열기 삼중수소 양SDS Fig. 59 3.5kg ZrCo, , ,∼
을 측정하기 위한 로 구성된 차 용기와 열차폐와 냉각 기능을 제공하고 삼중He loop 1 ,

수소 경계벽이 되는 차 용기로 구성된다 차 용기와 차 용기 사이에 설치된 열차페2 . 1 2

벽은 필요시에 진공층이나 냉각층으로 운전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차 용기와 차 용. 1 2

기 사이 진공층은 차 용기에서 차 용기로의 열전달 현상을 감소시킴으로써 차 용기1 2 2

외벽 온도를 미만으로 낮추어 삼중수소 침투에 의한 글러브 박스로 삼중수소의 확100℃
산을 최소화한다 또한 가열기로 가열시 열손실을 최소화한다. .

용기 구조는 삼중수소 양을 측정하는 가 차 용기 내에 설치되지 않LTS He loop 1

았으며 차 용기와 차 용기 사이에 열차폐판이 없는 단순한 구조이다, 1 2 .

에서는 용기와 용기에 가열기 교체를 위해 차 용기를 플렌지로Fig. 61 SDS LTS 2

설치하는 경우와 글러브 박스에 설치 편리성을 위한 플레이트를 설치하는 두 경우SDS

를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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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9. Longitudinal cross-section view of the SDS bed internal arrangement with

flange on the secondary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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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ner wall of primary vessel

(O.D.= 40.64mm, I.D. = 39.37mm)

2: Outer wall of primary vessel

(O.D. = 114.3mm, I.D. = 108.2mm)

3: Four thermal reflectors

(thickness = 2mm, gap = 8mm) 

4: Inner wall of secondary vessel

(O.D. = 273.05mm, I.D. = 264.67mm)

5: Outer wall of secondary vessel

(O.D. = 355.6mm, I.D. = 342.9mm)

6: Inlet filter of D-T gas 

(O.D. = 12.7mm, I.D. = 11.16mm)

7: Outlet filter of D-T gas (one or two)

(O.D. = 12.7mm, I.D. = 11.16mm)

8: He loop(8 lines)

(O.D. = 6.35mm, I.D. = 4.57mm)

9: ZrCo (ZrCoTx)

10: Ni fins

(O.D. = 106mm, Thickness = 1mm

11: 3kW Cartridge heater

11

Figure 60. Axial cross-section view of the SDS bed internal arrangement with

flange on the secondary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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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1. Longitudinal cross-section view of the SDS bed internal arrangement with

plate on the secondary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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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ner wall of the primary vessel

(O.D.= 40.64mm, I.D. = 39.37mm)

2: Outer wall of the primary vessel

(O.D. = 114.3mm, I.D. = 108.2mm)

3: Four thermal reflectors

(thickness = 2mm, gap = 8mm) 

4: Inner wall of the secondary vessel

(O.D. = 273.05mm, I.D. = 264.67mm)

5: Outer wall of the secondary vessel

(O.D. = 355.6mm, I.D. = 342.9mm)

6: Inlet filter of  the D-T gas 

(O.D. = 12.7mm, I.D. = 11.16mm)

7: Outlet filter of the D-T gas (one or two)

(O.D. = 12.7mm, I.D. = 11.16mm)

8: He loop(8 lines)

(O.D. = 6.35mm, I.D. = 4.57mm)

9: ZrCo (ZrCoTx)

10: Ni fins

(O.D. = 106mm, Thickness = 1mm

11: 3kW Cartridge heater

11

Figure 62. Axial cross-section view of the SDS bed internal arrangement with

plate on the secondary vessel

다 차 용기. 1

충전량ZrCo⑴
용기 개당 의 를 담아 의 삼중수소를 흡장한다SDS 1 3.5kg ZrCo 100g

(ZrCo(90T-10D)1.59 : 107.4g , ZrCo(50T-50D)1.72 의: 100g, g T). Fig. 63

를 고려하여 실내 온도에서 평형압을 최소화하고 에서 평형압이stoichiometry , 250-350℃
기압이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까지 흡장1 ZrCoQx (Q=90T-10D, 50T-50D, 1.4<x<1.6)

하는 것으로 설계하였다.

Figure 63. Pressure composition of ZrCo/H2 and ZrCo/D2



- 87 -

차 용기 공극 용량1⑵
약 1116cm

3 부피의 겉보기 밀도3500g ZrCo( = 3.136g cm•
-3 가 로 흡장된) ZrCoTx

후 약 부피가 증가됨으로써22% 1361.6cm
3이 된다 에서처럼 개의 니켈핀. Fig. 64 26

길이 사이에 약 의 부피를 차지하고 위에 약 의 공극 부피가(25.1cm ) 77% ZrCoTx 23%

형성된다 개 니켈핀의 왼쪽에 오른쪽에 의 공극을 주어 차 용기 내에. 26 10mm, 40mm 1

문제점이 발생 시 용기 내 우측 부분 를 절단하여 교체 후에 다시 용접하여 사용40mm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분말 필터 배치ZrCo⑶
파우더 가 차 용기 내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ZrCo (>0.5um) 1 , D-T

가스 유입구 필터와 유출구 필터를 공극 크기의 필터를 에서처럼 차 용0.5um Fig. 64 1

기 안에 수평 방향으로 설치하였다 유출구 필터는 개를 설치하여 필터표면적을 배로. 2 2

증가시킴으로써 공급 속도가 증가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에서D-T . , 350 D-T℃
를 진공 펌프로 공급 시 에서 압력이 상승되는 것을 방지하여 변형ZrCoTx

가능성 높은 온도 높은 압력에서 변형 반응 속도가 높음 을 최소화(disproportionation) ( , )

하였다 가스의 유입 속도를 증가시킬 필요는 없기 때문에 유입구 필터는 개를. D-T 1

설치하였다 최대 탈장 속도를 나타내는 최적의 유출구 필터 개수는 앞으로 필터에 의.

한 압력 감소 실험을 통해 최적의 필터 표면적을 도출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

다.

히터의 용량⑷
용기는 용기와 달리 플라즈마 실험을 위한 빠른 공급 속도와 빠르고LTS SDS

정확한 삼중수소 양을 측정하기 위한 빠른 냉각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년. 20 25～
동안 회 정도 작동된다 따라서 에서처럼 용기는 용기보다 간10 100 . Fig. 64 LTS SDS～
략하게 설계된다 차 용기는 차 용기에 가 없는 것을 제외하고 동. LTS 1 SDS 1 He loop

일 구조로 설계된다 탈장 시 와 잔류 삼중수소 제거 시 그리고 차. ( 350 ) ( 500 ) 2～ ℃ ～ ℃
용기 외벽 온도가 약 미만이 되도록 유지 가능하도록 설계되며 저장용기에서<100 ,℃
글러브 박스로 삼중수소의 확산을 최소화하고 장기간 저장 시 삼중수소 붕괴열을 효과

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설계 목표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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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4. Longitudinal cross-section view of the LTS bed internal arrangement

 1: Inner wall of the primary vessel

(O.D.= 33.40mm, I.D. = 30.10)

2: Outer wall of the primary vessel

(O.D. = 114.3mm, I.D. = 108.2mm)

3: Outer wall of the secondary vessel

(O.D. = 219.07, I.D. = 206.37mm)

4. Ni fins

(O.D. = 106mm, Thickness = 1mm)

5: Inlet filter 

(O.D. = 12.7mm, I.D. = 11.16mm)

6: Outlet filter

(O.D. = 12.7mm, I.D. = 11.16mm)

7: ZrCo(ZrCoTx)

8:2kW Cartridge heater 

9: Thermal refl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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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5. Axial cross-section view of the LTS bed internal arrangement

1차 용기 내부에는 카트리지형 가열기가 설치되어 온도 측(Cartridge type)

정기와 온도 조절기로 가열기를 제어한다 용기에는 용기에는. SDS 3kW, LTS

의 가열기를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 차 용기를 실내 온도에서 로2kW . 1 350℃
올리는데 필요한 열은 과 같다 아래의 식에 의해 가스가 탈장 시Table 31 . D-T

흡열반응에 의해 열이 소모된다 아래 식과 에 의해 의. Table 32 107.4g 90T-10D

탈장 반응에 있어서는 의 열이 공급되어야 한다1492.6kJ . 20Pa m•
3•

s
-1 공급 속

도로 삼중수소를 공급하는데 약 의 열이 소모된다0.72k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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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rCo + 1/2T2 ZrCoT + 80.495kJ/mol(T→ 2)

ZrCo + 1/2D2 ZrCoD + 81.54kJ/mol(D→ 2)

20Pa m•
3•

s
-1

= 20Pa m•
3•

s
-

* 1atm/10^5Pa * 10
3
L m•

-3
*

1mol/22.4L *5.8g/mol

= 0.052g s•
-1

= 107.4g(90T-10D)/2073.9s

= 107.4g/34.6min

20Pa m•
3•

s
-1속도로 탈장 시 흡열열을 공급하고 차 용기를 에서 로1 20 350℃ ℃

분에 가열하는 기준으로 용기는 용기는 분에 가열하는 기준으로30 SDS 3kW, LTS 60

가열기를 과 같이 계산하여 선정하였다 에는 한국 와트로에서2kW Table 33 . Table 34 1

차 용기 내부에 설치할 가열기와 가열기를 설계하여 각각 만 원 가량의 비2kW 3kW 50

용 산정을 하였다.

Table 31. Required heat and power for heating primary vessel from 20 to 350℃ ℃

물질 질량 (kg)
열용량 Cp

(J/kg/K)

에서 로 가열하기20 350℃ ℃
위해 필요한 열량(kJ)

SUS 316 5.025 509 844.05

Ni fins 1.85 518 314.25

ZrCo 3.5 355.3 410.37

Tritium 0.1 14,430 476.19

총 필요 열량 =844.05+314.25+410.37+476.19 =2044.86kJ

분 동안30

가열하기 위한

가열기 용량

2044.86KJ/30*60s= 1.136KJ/s = 1136W=1.136 kW

분 동안60

가열하기 위한

가열기 용량

2044.86KJ/60*60s= 2.272KJ/s = 2272W=2.272 kW

Table 32. Required power for 100g tritium delivery at 20Pa m•
3•

s
-1

Delivery

rate(Pa m•
3•

s
-1

)
Delivery rate(100g s• -1) Heat consumption rate

20 107.4g/2073.9sec
0.719kW

(=1492.6kJ/2073.9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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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Design heater power in SDS beds and LTS beds

용기 필요 열량 Design power * 1

용기SDS 1.855kW (30min heating) 2.782kW (30min heating)

용기LTS 1.287Kw (30min heating) 1.930kW (30min heating)

*1 Design power = Required power *1.5

Table 34. Type and price of 3kW heater and 2kW heater

품명
가격

(won)

용기에SDS

가열기3kW /

용기에LTS

가열기2kW

Dia = 0.996 ± 0.003

Overall length : 11.42" ± 2%

Nominal 1/2" No heat section at each ends

220V, 3Ph delta, 3kW (SDS bed), 2Watt (LTS

bed)

12" long cripmed on MGT leads (3)

Type K TC in the A location

1,040,000

히터의 교체 및 관리⑸
플라즈마 실험의 년 이상 동안 용기사용을 위해 가열기 고장ITER 20 SDS, LTS

시 교체 방법을 과 같이 설계하였다Fig. 66 .

단계 차 용기 외벽의 플렌지 볼트를 푼다1 : 2 .•

단계 차 용기 외벽을 빼낸다2 : 2 .•

단계 차 용기 안벽의 플렌지 볼트를 푼다3 : 2 .•

단계 차 용기 안벽 차 용기 안벽에 붙은 열차폐판 을 뺀다4 : 2 (2 ) .•

• 단계 가스 유입관과 유출관 에 연결관에 연결부를 푼5 : D-T , He loop CAJON 다.

단계 차 용기만 떼어내어 고장난 가열기를 교체한다6 : 1 .•

단계 반대의 순서로 다시 조립하여 사용한다7 : .•

플레이트 타입 용기는 절단과 용접 방법으로 과 같이 문제점이 발생한 가Fig. 67

열기를 교체한다.

단계 차 용기 외벽의 윗부분을 절단 한다1 : 2 (Cutting) .•

단계 차 용기 외벽을 빼낸다2 : 2 .•

단계 차 용기 안벽의 윗부분을 절단 한다3 : 2 (Cutting) .•

단계 차 용기 안벽 차 용기 안벽에 붙은 열차폐판 을 뺀다4 : 2 (2 ) .•

단계 가스 유입관과 유출관 에 연결관에 연결부를 푼다5 : D-T , He loop CAJ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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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차 용기만 떼어내어 문제점이 발생한 가열기를 교체한다6 : 1 .•

단계 반대의 순서로 용접이나 전자빔 용접 등으로 용접하여 사용한다7 : Tig .•

용접과 절단 작업을 삼중수소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LTS Load-in &

에서 수행한다Load-out box .

년 이상 사용 시 가열기가 최대한 고장나지 않도록 최성능의 가열기를 설치하여20

작동하고 가열기 고장 시에는 위의 절차에 따라 교체 한다, .

Figure 66. Replacement of heater in the SDS bed with flange on the secondary vessel

Figure 67. Replacement of heater in the SDS bed with plate on the secondary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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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열 핀의 배열⑹
는 열전도도가ZrCo 0.662W m•

-1•℃-1로 열전달율이 낮기 때문에 차 용기 내삽입1

되는 카트리지 가열기로부터 로 열전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에서처럼 니켈ZrCo Fig. 66

핀을 설치하였다 기계적 강도를 고려하여 열전도도가 더 높은 구리 핀을 사용하지 않.

고 니켈 핀을 선택하였다 두께의 니켈핀 내경 외경 을 간. 1mm ( =33.4mm, =108mm) 10mm

격으로 개를 배치하였다 의 파우더를 개의 니켈 핀 사이에 넣고 가열기2 . 3500g ZrCo 26

에서 가장자리 까지 열전달 효율을 높이도록 설계하였다ZrCo .

진공 단열 구조⑺
차 용기에서 차 용기로 열전달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 용기 외벽과 차 용기 내1 2 1 2

벽 사이와 차 용기 내벽과 차 용기 외벽 사이에 진공층이 형성되도록 설계하였다 진2 2 .

공층에는 고진공(<<1*10
-8 을 유지하기 위해 를 사용하Pa) TMP(Turbo molecular pump)

여 진공 처리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차 용기 내벽과 차 용기 외벽 사이 진. 2 2

공층은 삼중수소가 용기에서 글러브 박스로 유출을 막음과 동시에 유출된 삼중수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유체의 흐름이 자유롭도록 설계하였다.

복사열 반사체 배치⑻
차 용기 외벽과 차 용기 내벽 사이에 에서처럼 두께 약 의 열차폐판1 2 Fig. 67 2mm

층을 간격으로 개를 설치하여 로 차 용기 가열시 차 용기 외벽 온도를10mm 4 350 1 2℃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하여 삼중수소의 침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차100 . 1℃

용기 외벽과 차 용기 내벽 사이의 열차폐판 층을 진공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단열2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열차폐판의 두께와 간격을 최적 설계해야 한다 또한 진공층 내에.

가스를 순환하여 냉각 시 최적의 냉각 효율을 얻기 위한 열차폐판에 구멍 의He (hole)

크기와 배치 설계를 열해석과 구조해석으로 수행할 것으로 사료된다.

유로 구성He⑼
용기에 와 같이 개의 가스 순환 통로를 설치하였다 첫째SDS Fig. 66 3 He . ,

차 용기의 에 가스를 순환하여 저장된 삼중수소 붕괴열을 측정함으로1 He loop He

저장된 삼중수소의 양을 측정한다 둘째 탈장 후 또는 활성화나 재생 후. , (350 )℃
차 용기 외벽과 차 용기 내벽 사이에 빠른 냉각을 위해 가스를 순환(500 ) 1 2 He℃

하여 빠른 속도로 냉각하고 진공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차 용기에서 차 용. 1 2

기 내벽으로 확산되어 침투된 삼중수소를 가스를 순환하여 회수한다 셋째He . , 2

차 용기 내벽과 차 용기 외벽 사이 진공층에 침투된 삼중수소를 가스를 순환2 He

하여 회수한다 가스 순환으로 회수한 삼중수소는 활성화한 금속 게터 용기.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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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순환하여 제거한다 금속에 포집한 삼중수소는 탈장(SAES st707: 70Zr-24.6V-5.4Fe) .

하여 에 보내어 처리한다VDS(vent gas detritiation system) .

의 배열Flange⑽

내부 지지체⑾
삼중수소 붕괴열 측정에 의한 삼중수소 양 측정 시와 탈장 시 활성화 시에 차, 1

용기에서 차 용기로의 열전달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 용기를 지지하기 위한 지지대를2 1

연료 유입구와 유출구로 대체하였다 약 의 차 용기를 지지하기 위한D-T . 10.5Kg 1 D-T

유입구 유출구 유입구 유출구의 두께를 구조해석으로 결정하고 열해석으로, , He loop ,

유입구 유출구 유입구 유출구를 통한 열전달 정도를 평가하여 최적화해D-T , , He loop ,

야 한다.

Transfer pump

Vacuum pump

Natural 
cooling coil

Active metal

getter

He

Compressor

He circulation loop

VacuumVacuumVacuumVacuumGuard vacuum 

within outer wall 

He gasVacuumVacuumHe gasThermal reflectors

within inner wall

VacuumHe gas VacuumVacuumHe loop

StorageIn-bed tritium 

measurement

DeliveryRecovery

VacuumVacuumVacuumVacuumGuard vacuum 

within outer wall 

He gasVacuumVacuumHe gasThermal reflectors

within inner wall

VacuumHe gas VacuumVacuumHe loop

StorageIn-bed tritium 

measurement

DeliveryRecovery

He loop

Thermal reflectors

Guard vacuum
Exhaust to VDS

(Vent Detritiation System)

Mass flow controller

Figure 68. Outline of the He circulation loop, cooling and vacuum systems for

the SDS 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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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구조 및 내압 설계. Vessel

원통 및 플레이트 두께 결정⑴
용기와 용기의 압력 용기를 코드에 맞추어 원통 플레이트SDS LTS ASME VIII , ,

플렌지 타입과 두께를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

설계 압력과 설계 온도①
차 용기 차 용기 압력 용기1 , 2 : (ASME VIII Div 1)

용기 재질: SS316H

최대 설계 온도 = 600℃
운전 온도 실내 온도= 500～ ℃
최대 설계 압력 = 0.5 MPa*1

최소 설계 압력 진공=

운전 압력 진공= 1.8 bar*2～
모든 용기에 가 설치되어 절대압력 이상시 압력 하*1 SDS rupture disc 2.8bar( )

강됨 가열기 제어 고장으로 인한 과가열시( )

보유관 에서 연료 공급 최대 압력*2 SDS (reservoir) FIS(Fuel Injection System)

의1.2 bar 150% = 1.8 bar

용기의 원통 플레이트 플렌지의 두께 결정SDS , ,②
재질. : SS 316H 16Cr-12Ni-2Mo, SA-312, TP316H, wld.pipe (ASME II-D,ⅰ

p 70-73)

내압에서 원통 두께 설계. (Appendix 1-1)ⅱ
t=P*Ro/(S*E+0.4*P)

용기 원통의 필요 최소 두께t= SDS

최대 허용 응력S=

원통의 외경Ro=

접합 효율E=

설계 압력P= (5 bar)

의 최대 허용 응력.SS 316Hⅲ
600 ℃ 9.97 psi 687.5 bar

0 ℃ 17.0 psi 1172.1 bar

용기 원통의 최소 두께와 규격 파이프 선정.SDSⅳ
P = 5bar, S= 687.5bar, E=1, t=P*Ro/(S*E+0.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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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렌지형 용기의 파이프 최소 두께와 규격 선정Table 35. SDS

구성 요소 초기 설계 치수 t 규격 파이프 (ANSI)

차 용기1

내벽

I.D=30.00mm

O.D=34.00mm

Thickness=2mm

0.12mm

=5bar*17mm

/(687.5bar*1+0.4*5bar)

1" Sch 5S

I.D=30.10mm

O.D=33.40mm

Thickness=1.65mm

차 용기1

외벽

I.D=100.00mm

O.D=110.00mm

Thickness=5mm

0.40mm

=5bar*55mm

/(687.5bar*1+0.4*5bar)

4" Sch 10S

I.D.=108.20mm

O.D.=114.3mm

Thickness=3.05mm

차 용기2

내벽

I.D=256mm

O.D=266mm

Thickness=5mm

0.96mm

=5bar*133mm

/(687.5bar*1+0.4*5bar)

10" Sch 10S

I.D.=264.67mm

O.D.=273.05mm

Thickness=4.19mm

차 용기2

외벽

I.D=395mm

O.D=405mm

Thickness=5mm

1.47mm

=5bar*202.5mm

/(687.5bar*1+0.4*5bar)

16" Sch 10

I.D.=393.7mm

O.D.=406.4mm

Thickness=6.35mm

플레이트형 용기의 파이프 최소 두께와 규격 선정Table 36. SDS

구성 요소 초기 설계 치수 t 규격 파이프 (ANSI)

차 용기1

내벽

I.D=30.00mm

O.D=34.00mm

Thickness=2mm

0.12mm

=5bar*17mm

/(687.5bar*1+0.4*5bar)

1" Sch 5S

I.D=30.10mm

O.D=33.40mm

Thickness=1.65mm

차 용기1

외벽

I.D=100.00mm

O.D=110.00mm

Thickness=5mm

0.40mm

=5bar*55mm

/(687.5bar*1+0.4*5bar)

4" Sch 5S

I.D.=110.08mm

O.D.=114.3mm

Thickness=2.11mm

차 용기2

내벽

I.D=256mm

O.D=266mm

Thickness=5mm

0.96mm

=5bar*133mm

/(687.5bar*1+0.4*5bar)

10" Sch 5S

I.D.=266.24mm

O.D.=273.05mm

Thickness=3.40mm

차 용기2

외벽

I.D=345mm

O.D=355mm

Thickness=5mm

1.29mm

=5bar*177.5mm

/(687.5bar*1+0.4*5bar)

14" 5t PLATE

(A240 Gr. 316H)

I.D.= 345.6mm

O.D.= 355.6mm

Thickness=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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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압에서 최대 허용 압력.ⅴ
P=S*E*t/(Ro-0.40*t), S= 687.5bar(600 ), S=1172.1bar(0 ), E=1℃ ℃

플렌지형 용기의 내압에서 최대 허용 압력Table 37. SDS

구성 요소 규격 파이프 (ANSI) P(600 )℃ P(0 )℃
차 용기1

내벽

1" Sch 5S

I.D=30.10mm

O.D=33.40mm

Thickness=1.65mm

70.7bar

=687.5bar*1*1.65mm

/(16.7mm-0.4*1.65mm)

120.6bar

=1172.1bar*1*1.65mm

/(16.7mm-0.4*1.65mm)

차 용기1

외벽

4" Sch 10S

I.D.=108.20mm

O.D.=114.3mm

Thickness=3.05mm

37.5bar

=687.5bar*1*3.05mm

/(57.15mm-0.4*3.05mm)

63.9bar

=1172.1bar*1*3.05mm

/(57.15mm-0.4*3.05mm)

차 용기2

내벽

10" Sch 10S

I.D.=264.67mm

O.D.=273.05mm

Thickness=4.19mm

21.4bar

=687.5bar*1*4.19mm

/(136.525mm-0.4*4.19mm)

36.4bar

=1172.1bar*1*4.19mm

/(136.525mm-0.4*4.19mm)

차 용기2

외벽

16" Sch 10S

I.D.=393.7mm

O.D.=406.4mm

Thickness=6.35mm

21.8bar

=687.5bar*1*6.35mm

/(203.2mm-0.4*6.35mm)

37.1bar

=1172.1bar*1*6.35mm

/(203.2mm-0.4*6.35mm)

플레이트형 용기의 내압에서 최대 허용 압력Table 38. SDS

구성 요소 규격 파이프 (ANSI) P(600 )℃ P(0 )℃
차 용기1

내벽

1" Sch 5S

I.D=30.10mm

O.D=33.40mm

Thickness=1.65mm

70.7 bar

=687.5bar*1*1.65mm

/(16.7mm-0.4*1.65mm)

120.6 bar

=1172.1bar*1*1.65mm

/(16.7mm-0.4*1.65mm)

차 용기1

외벽

4" Sch 5S

I.D.=110.08mm

O.D.=114.3mm

Thickness=2.11mm

25.76 bar

=687.5bar*1*2.11mm

/(57.15mm-0.4*2.11mm)

43.92 bar

=1172.1bar*1*2.11mm

/(57.15mm-0.4*2.11mm)

차 용기2

내벽

10" Sch 5S

I.D.=266.24mm

O.D.=273.05mm

Thickness=3.40mm

17.29 bar

=687.5bar*1*3.40mm

/(136.525mm-0.4*3.40mm)

29.48 bar

=1172.1bar*1*3.40mm

/(136.525mm-0.4*3.40mm)

차 용기2

외벽

14" 5t PLATE

(A240 Gr. 316H)

I.D.=345.6mm

O.D.=355.6mm

Thickness=5mm

19.55 bar

=687.5bar*1*5mm

/(177.8mm-0.4*5mm)

33.34 bar

=1172.1bar*1*5mm

/(177.8mm-0.4*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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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압에서 최대 허용 압력.ⅵ
Pa= 4 B/3(Do/t)

A = factor from Fig G. and Table G in Subpart 3 of Section II, Part D

B = factor from Fig HA-2 and Table HA-2 in Subpart 3

of Section II, Part D

원통의 외경Do =

원통의 전체 길이L =

최대 허용 압력Pa =

원통의 두께t =

플렌지형 용기의 외압에서 최대 허용 압력Table 39. SDS

구성요소 규격 파이프 (ANSI) Do/t L/Do A B P

차 용기1

내벽

1" Sch 5S

I.D=30.10mm

O.D=33.40mm

Thickness=1.65mm

33.4/

1.65

=20.2

310/33.4

=9.28
0.28*10

-2 8030psi

539bar
34.8bar

차 용기1

외벽

4" Sch 10S

I.D.=108.20mm

O.D.=114.3mm

Thickness=3.05mm

114.3/

3.05

=37.5

320/114.3

=2.8
0.20*10-2 7471psi

505.7bar
17.7bar

차 용기2

내벽

10" Sch 10S

I.D.=264.67mm

O.D.=273.05mm

Thickness=4.19mm

273.05/

4.19

=65.2

545/273.05

=2.0
0.12*10-2 6626psi

456.8bar
9.11bar

차 용기2

외벽

16" Sch STPY

I.D.=406.4mm

O.D.=393.7mm

Thickness=6.35mm

406.4/

6.35

=64

666.2/355.6

=1.64
0.18*10

-2
7471psi 11.6bar



- 98 -

플레이트형 용기의 외압에서 최대 허용 압력Table 40. SDS

구성요소 규격 파이프 (ANSI) Do/t L/Do A B P

차 용기1

내벽

1" Sch 5S

I.D=30.10mm

O.D=33.40mm

Thickness=1.65mm

33.4/

1.65

=20.2

310/33.4

=9.28
0.28*10

-2 8030 psi

539 bar
34.8bar

차 용기1

외벽

4" Sch 5S

I.D.=110.08mm

O.D.=114.3mm

Thickness=2.11mm

114.3/

2.11

=54.17

320/114.3

=2.8
1.24*10-3 7422 psi

511.73 bar
12.60 bar

차 용기2

내벽

10" Sch 5S

I.D.=266.24mm

O.D.=273.05mm

Thickness=3.40mm

273.05/

3.40

=80.31

590/273.05

=2.16
0.86*10-3 6815 psi

469.9 bar
7.80 bar

차 용기2

외벽

14" 5t PLATE

(A240 Gr. 316H)

I.D.=345.6mm

O.D.=355.6mm

Thickness=5mm

355.6/

5

=71.12

630/355.6

=1.77
0.14*10

-2 7570psi

521.93 bar
9.78bar

차 용기와 차 용기 플레이트 두께 설계.1 2ⅶ
재질 : SA-240 316H(ASME II-D, p70-73, In 25)

최대 허용 응력S( ) UG-23) = 11776psi=811.92bar(at 600 )℃
= 20000psi=1378.9bar(at 0 )℃

플레이트의 두께 계산.ⅷ
t = d*sqrt(C*P/S/E)

필요 최소 두깨t =

원통의 내경d =

내부 설계 압력P = (5 bar)

부착 방법 원통 치수 등에 의한 상수 값C = ,

접합 효율E = (Table UW-12(E=1))

C (Fig UG-34, sketch b-2)

C=0.33*tr/ts, C>=0.2

원통의 필요 최소 두께tr :

원통의 사용 두께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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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트 두께 선정.ⅸ
E=1, P=5bar, S=687.5bar(600 ), S=1172.1bar(0 )℃ ℃

플렌지형 용기의 플레이트 두께 선정Table 41. SDS

구성 요소 d C T*1 T*2 P*3 P*4

차 용기 내벽1 30.10mm 0.2 0.11mm 5mm 94.85bar 161.7bar

차 용기 외벽1 108.20mm 0.2 3.8mm 10mm 29.36bar 50.06bar

차 용기 내벽2 264.67mm 0.2 9.3mm 20mm 19.63bar 33.46bar

차 용기 외벽2 393.7mm 0.2 13.82mm 20mm 8.87bar 15.12bar

플레이트의 필요 최소 두께*1 :

선정된 플레이트 두께*2 :

최대 허용 압력*3 : (600 ), P=S*E/c*(t/d)℃ 2

최대 허용 압력*4 : (0 ), P=S*E/c*(t/d)℃ 2

플레이트형 용기의 플레이트 두께 선정Table 42. SDS

구성 요소 d(mm) C
T*1(mm

)
T*2 P*3 P*4

차 용기1

내벽(bottom)
30.10 0.2 0.11 5mm 94.85bar 161.7bar

차 용기1

외벽(bottom)
110.08 0.2 4.20 10mm 28.37bar 48.36bar

차 용기2

내벽(bottom)
266.24 0.2 10.15 20mm 19.40bar 33.07bar

차 용기2

외벽(bottom)
345.6 0.2 13.18 20mm 11.51bar 19.63bar

차 용기 외벽2 (top) 345.6 0.2 13.18 30mm 25.90bar 44.16bar

플레이트외 필요 최소 두께*1 :

선정된 플레이트 두께*2 :

최대 허용 압력*3 : (600 ), P=S*E/c*(t/d)℃ 2

최대 허용 압력*4 : (0 ), P=S*E/c*(t/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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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Flange type⑵
차 용기 결정2 Flange type①
외벽의 플렌지 두께 결정.ⅰ

설계 온도 설계 압력= 600 , = 5 bar(72.519psi)℃
플렌지 재질 = A182 Gr.F316 H

플렌지 최소 두께 = mm

플렌지 사용 두께 = mm

플렌지 외경 = mm

볼트 재질 = A193 Gr.B8M CL.2

볼트 유효 지름 = mm

볼트 개수 개=

가스킷 재질 = Metal jacket (316 S.S)

가스킷 외경 = mm

가스킷 너비 = mm

내벽의 플렌지 설계.ⅱ
설계 온도 설계 압력= 600 , = 5 bar(72.519psi)℃
플렌지 재질 = A182 Gr.F316 H

플렌지 최소 두께 = 39.53mm

플렌지 사용 두께 = 48mm

플렌지 외경 = 368mm

볼트 재질 = A193 Gr.B8M CL.2

볼트 유효 지름 = 15.75mm

볼트 개수 개= 16

가스킷 재질 = Metal jacket (SUS 316)

가스킷 외경 = 291mm

가스킷 너비 = 10mm

Figure 69. Flang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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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렌지형 용기의 규격. SDSⅲ

플렌지형 용기의 규격 파이프Table 43. SDS

구성 요소 규격 파이프 (ANSI)

차 용기 내벽1 1" Sch 5S

I.D=30.10mm, O.D=33.40mm

Thickness=1.65mm

차 용기 외벽1 4" Sch 10S

I.D.=108.20mm, O.D.=114.3mm

Thickness=3.05mm

차 용기 내벽2 10" Sch 10S

I.D.=264.67mm, O.D.=273.05mm

Thickness=4.19mm

차 용기 외벽2 16" Sch STPY

I.D.=393.7mm, O.D.=406.4mm

Thickness=6.35mm

플렌지형 용기 플레이트Table 44. SDS

구성 요소 차 용기 내벽1 차 용기 외벽1 차 용기 내벽2 차 용기 외벽2

플레이트

두께(mm)
5 10 20 20

플렌지형 용기 플렌지Table 45. SDS

구성 요소 파이프 사이즈(inch) 두께(mm) 외경

차 용기 안벽 플렌지2 10 48 368

차 용기 외벽 플렌지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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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트형 용기의 규격. SDSⅳ

플레이트형 용기의 규격 파이프Table 46. SDS

구성 요소 규격 파이프 (ANSI)

차 용기 내벽1 1" Sch 5S

I.D=30.10mm, O.D=33.40mm

Thickness=1.65mm

차 용기 외벽1 4" Sch 5S

I.D.=110.08mm, O.D.=114.3mm

Thickness=2.11mm

차 용기 내벽2 10" Sch 5S

I.D.=266.24mm, O.D.=273.05mm

Thickness=3.40mm

차 용기 외벽2 14" 5t PLATE (A 240 Gr. 316H)

I.D.=345.6mm, O.D.=355.6mm

Thickness=5mm

플레이트형 용기 플레이트Table 47. SDS

구성 요소 차 용기 내벽1 차 용기 외벽1 차 용기 내벽2 차 용기 외벽2

플레이트

두께(mm)
5 10 20 20(bottom)/30(top)

용기의 원통 플레이트 플렌지의 두께 결정.LTS , ,ⅳ
재질 : SS 316H 16Cr-12Ni-2Mo, SA-312, TP316H, wld.pipe

(ASME II-D, p 70-73)

원통 두께 설계(Appendix 1-1)

t=P*Ro/(S*E+0.4*P), P = 5bar, S = 687.5bar, E=1,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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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의 두께 결정Table 48. LTS

구성 요소 초기 설계 치수 R0 t
*
1 규격 파이프 (ANSI)

차 용기1

내벽

I.D=30.00mm

O.D=34.00mm

Thickness=2mm

17mm 0.12mm

1" Sch 5S

I.D=30.10mm

O.D=33.40mm

Thickness=1.65mm

차 용기1

외벽

I.D=100.00mm

O.D=110.00mm

Thickness=5mm

55mm 0.40mm

4" Sch 5S

I.D.=110.08mm

O.D.=114.3mm

Thickness=2.11mm

차 용기2 I.D=170mm

O.D=190mm

Thickness=10mm

95mm 0.69mm

8" Sch 5S

I.D.=213.54mm

O.D.=219.07m

Thickness=2.77mm

*1 : Required minimum thickness of shells

내압에서 최대 허용 압력Table 49.

구성 요소 규격 파이프 (ANSI) R0 t P(600 )℃ P(0 )℃
차 용기1

내벽

1" Sch 5S

I.D=30.10mm

O.D=33.40mm

Thickness=1.65mm

16.7mm 1.65mm 70.72bar 120.57bar

차 용기1

외벽

4" Sch 5S

I.D.=110.08mm

O.D.=114.3mm

Thickness=2.11mm

57.15mm 2.11mm 25.76bar 43.92bar

차 용기2 8" Sch 5S

I.D.=213.54mm

O.D.=219.07m

Thickness=2.77mm

109.535mm 2.77mm 17.56bar 29.94bar

* P=S*E*t/(R0-0.40*t), S= 687.5bar(600 ), S=1172.1bar(0 ), 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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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압에서 최대 허용 압력Table 50.

구성 요소 규격 파이프 (ANSI) Do/t L/Do A B P

차 용기1

내벽

1" Sch 5S

I.D=30.10mm

O.D=33.40mm

Thickness=1.65mm

33.4/

1.65

=20.2

260/33.4

=7.784
0.28*10-2 553.5bar 36.5bar

차 용기1

내벽

4" Sch 5S

I.D.=110.08mm

O.D.=114.3mm

Thickness=2.11mm

114.3/

2.11

=54.17

320/114.3

=2.8
1.24*10-3

7422 psi

511.73 bar
12.60bar

차 용기2 8" Sch 5S

I.D.=213.54mm

O.D.=219.07m

Thickness=2.77mm

213.54/

2.77

=77.09

566/219.07

=2.58
0.82*10-3

6705

462.3bar
8.07bar

* Pa= 4 B/3(D0/t)

* A = factor from Fig G. and Table G in Subpart 3 of Section II, Part D

* B = factor from Fig HA-2 and Table HA-2 in Subpart 3 of Section II, Part D

* D0 원통의 외경=

원통의 전체 길이* L =

최대 허용 압력* Pa =

원통의 두께* t = =4*462.3/3/76.38

용기의 플레이트 설계Table 51. LTS

구성 요소 D(mm) C t*1 t*2 P*3 P*4

차 용기 내벽1 30.10 0.2 0.11mm 5mm 95.85bar 161.71bar

차 용기 외벽1 110.08 0.2 4.20mm 10mm 28.37bar 48.36bar

차 용기2 (bottom) 213.54 0.2 8.14mm 20mm 30.15bar 51.41bar

차 용기2 (top) 213.54 0.2 8.14mm 30mm 67.85bar 115.67bar

E=1, P=5bar, S=687.5bar(600 ), S=1172.1bar(0 )℃ ℃
플레이트 필요 최소 두께* 1 : (t = d*sqrt(C*P/S/E))

플레이트 사용 두께* 2:

최대 허용 압력* 3: (600 ), P=S*E/c*(t/d)℃ 2

최대 허용 압력* 4: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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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의 사용 파이프Table 52. LTS

구성 요소 규격 파이프 (ANSI)

차 용기 내벽1 1" Sch 5S

I.D=30.10mm, O.D=33.40mm

Thickness=1.65mm

차 용기 외벽1 4" Sch 5S

I.D.=110.08mm, O.D.=114.3mm

Thickness=2.11mm

차 용기2 8" Sch 5S

I.D.=213.54, O.D.=219.07mm

Thickness=2.77mm

용기의 사용 플레이트Table 53. LTS

구성 요소 두께(mm)

차 용기 내벽1 5

차 용기 외벽1 10

차 용기2 (bottom) 20

차 용기2 (top) 30

플렌지형 용기의 차 용기 플렌지 설계* LTS 2

설계 온도 설계 압력* = 600 , = 5 bar(72.519psi)℃
플렌지의 사용 압력* Class 300 = 19.87bar(288.2psi)

* (Section 9, page 206, Standards of the tubular Exchanger

Manufacturers Association)

* Class 300 flange welding neck(Nominal pipe size B= 8")–
외경 두께* = 381.0mm, = 41.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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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운전을 위한 기본 자료 생산2. SDS beds

가 인터페이스 분석. SDS

에서 나타내었듯이 플라즈마 실험 시 초 동안 반응을 진행시키Table 54 D-T 450

는 와 초 동안 반응을 진행시키는BPP(Basic Performance Phase) 3000 EPP(Extended

두 가지가 있다 플라즈마 실험중 연료의 순환도를Performance Phase) . D-T DT Fig.

과 같이 간단히 나타냈다 와 시 와 에서70 . BPP EPP SDS ISS 50Pa m•
3•

s
-1 와90T-10D

200Pa m•
3•

s
-1 가 로 공급되어야 한다 동안50T-50D FIS(Fuel Injection System) . BPP

회째 플라즈마 연료 주입 시 에서 로 연료가 공급되고 회째3 4 (shot) SDS FIS 3 4 shot～ ～
이후 에서 로 연료가 공급되어진다 동안은 첫 번째 연료 주입만 에서ISS FIS . EPP SDS

로 공급되고 첫 번째 연료 공급 이후부터는 에서 로 연료가 공급되어진다 따FIS ISS FIS .

라서 용기에서 연료 공급은 에서 회째 연료 공급 시에 이루어지고 에SDS BPP 3 4 , EPP～
서 첫 번째 연료 공급 시에 이루어진다.

ISS

T column

Tokamac Exhaust 

Processing System

Tokamak

Supply pump

200Pam3/s

Supply pump

200Pam3/s

Supply pump

50Pam3/s

50T50D storage beds

90T10D storage beds

D2 storage tanks

ISS

D column

SDS

Reservoir

Reservoir

Reservoir

Vacuum

Pump

Vacuum

Pump

Vacuum

Pump

FIS

Figure 70. A Simplified fuel flow diagram during D-T plasma campaignISS:

Isotope

Separation System, FIS: Fuel Injection System

플라즈마 운전Table 54. BPP, EPP

Pulse Burn time(sec) Dwell time(sec) Duty factor

BPP short 450 1350 0.25

EPP long 3000 9000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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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초기 운전 계획은 와 같다 실험은 년에 운BPP ITER Table 55 . ITER 1 10%

전을 목표로 년간 시간 동안 플라즈마 실험이 진행된다 연간 연소를 위한 연8 876 . D-T

료 공급 횟수는 회이다 회 연료 공급 시 평균 초간 연료를 공급하고 초3000 . 1 450 , 1350

동안 대기 시간 후 다시 연료를 공급한다 플라즈마 실험 시 연간 연료 공급시간은. BPP

시간 이고 평균 연소 시간은 시간1500 (=0.5h/shot * 3000shot/yr) , 375 (=450sec-burn

이다 연간 에서 약 이상 연time/shot * 3000shots/yr) . ISS 95%(=2850 shots/year) D-T

료를 공급하고 용기에서 약 미만의 연료를 공급한다, SDS 5% (=150 shots /year) D-T .

에서 약 주 단위로 플라즈마 실험 을 수행하게 된다BPP 2 D-T (plasma campaign) .

약 일간은 운전을 준비하고 약 일간 플라즈마 실험을 수행하고 나머지 일간2 10 D-T , 2

은 플라즈마 실험을 종료하는 순서로 되어있다 일일 회의 주기. 3 (three shifts, 8hr/shift)

로 오전에는 실험을 준비하고 오후에는 플라즈마 실험(Morning shift) , (afternoon shift)

을 하고 야간에는 플라즈마 실험이 시행하지 않는다 일일, (night shift) (holding shift).

최대 연료 공급 횟수는 회 이고 주 플라즈마 실험 중D-T 16 (=8 hour/(0.5 hour/shot)) , 2

에 최대 회 의 연료를 공급하게 된다 연간 주160 (=(16 pulse/day)*(10 day/campaign)) . 2

간 플라즈마 실험 은 약 회D-T (plasma campaign) 19 ((=3000shots/y) /

수행하게 된다(160shots/campaign)) .

플라즈마 실험 전에 용기에 저장된 양을 차 용기 내에 설치된SDS D-T 1 He

에 의해 측정되어진다 또한 와 의 운전을 준비한다 첫 번째 연료 공급을 위loop . ISS FIS .

해 용기에서 보유관 을 통해 에 연료를 공급한다 회째의SDS SDS (reservoir) FIS . 3 4～
연료 공급을 위해 용기를 로 예열한 후 연료 공급 시와 연료 공급을 위한 대SDS 250℃
기 시 로 온도를 상승시키면서 진공 펌프로 보유관으로 이송한다 회째350 SDS . 3 4℃ ～
의 연료 공급 후 에서 연료를 보유관을 통해 에 공급되어진다 회ISS D-T SDS FIS . 3 4～
째 의 연료 공급후 용기는 실내 온도로 냉각되어지며 잔류 삼중수소의 양을 용기SDS ,

내에 설치된 에 의해 측정되어진다 약 일간 플라즈마 실험 종료 후 에서He loop . 10 ISS

용기로 용기 당 최대 의 삼중수소 를 저장되SDS 100g (107.4g 90T-10D, 100g 50T-50D)

도록 연료를 이송한다 주간 플라즈마 실험 동안 용기. 2 (plasma campaign) , SDS , SDS

보유관과 의 운전 모드를 와 같이 나타냈다ISS Table 52 .

에서 자세한 플라즈마 운전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먼저EPP .

실험을 통해 연료 플라즈마 제어 기술을 정립한 후에 시 실험 계획이 세BPP D-T EPP

워질 것이다 시 회 플라즈마 실험을 초간의 연소와 초간의 대기 시간으로. EPP 1 3000 9000

설계되어있다 의 수명 한계로 년 동안 약 만회의 플라즈마 실험이 계. ITER machine 20 3

획되어있다 에서 가능한 플라즈마 실험 횟수는 년 동안 약 회. EPP 10 10,000 (=30,000 –
를 수행할 예정이다(BPP pulse sho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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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플라즈마 실험 계획Table 55. BPP

년도 Plasma phase 운전 조건

1 2.5～
년간(2.5 )

H-plasma phase 모든 삼중수소 운전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음

2.5 3～
약 년간( 0.5 )

Transition phase 모든 삼중수소 운전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음

4 5～
약 년간( 1 )

D-D plasma

phase

플라즈마 반응중에 생성된 삼중수소를1) D-D

추출하기 위해 삼중수소 연료 순환 시스템이 작동됨

한개의 용기로 삼중수소를 저장함2) SDS

5
Low duty D-T

plasma phase

1) 750 shots

2) pulse length < 400 sec

6
Low duty D-T

plasma phase

1) 1000 shots

2) Pulse length <400 sec

7
Low duty D-T

plasma phase

1) 1500 shots

2) Pulse length = 400 sec

8
High duty D-T

plasma phase

1) 2500 shots

2) Pulse length = 400sec

9
High duty D-T

plasma phase

1) 3000 shots

2) Pulse length = 400 sec

10
High duty D-T

plasma phase

1) 3000 shots

2) Pulse length = 400 sec

주간 플라즈마 실험 중 와 의 운전모드Table 56. 2 (plasma campaign) SDS ISS

주간2

플라즈마

실험 상태

연료공급

용기(SDS ,

ISS)

용기SDS

보유관SDS

보유관90T-10D

보유관50T-50D

ISS

준비

일간: 2

용기안 를He loop

사용하여 용기안

삼중수소 저장량 측정

비워짐

는 전체ISS D-T

연료 reflux

조건하에

운전됨*1

플라즈마

실험 :

일간10

용기에서SDS

번 연료3~4

공급*2

예열과 탈장 공급/
나90T-10D

로 채움50T-50D

에서 연료ISS

공급 없음

번 연료3~4

공급 후

에서ISS

연료 공급

용기안 를He loop

사용하여 용기 안

남아있는 삼중수소 양

측정*3

나90T-10D

로 채움50T-50D

에서ISS SDS

보유관을 통해

연료 공급

종료:

일간2

나 보유관에서ISS SDS

용기로 연료를SDS

보내어 저장

비워짐

는 전체ISS D-T

연료 reflux

조건하에

운전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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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 플라즈마 연료 공급을 위한 와ITER ISS (i) 90T-10D, 50T-50D D① 2 생산,

에서 보내진(ii)ITER WDS(Water Detritiation System) H2와 혼합기체에서H-T

삼중수소 추출 삼중수소 빌딩 토카막 빌딩과 핫셀 빌딩에서 생성된, , , H-T-O,

등D-T-O (tritiated waste water (130-150m
3 에서 삼중수소를 제거하기 위해 는/y) WDS

예정된 점검을 위해 운전 정지됨 이러한 이유로 는 년 내내 작동이 멈추지 않음. ISS 1 .

예정된 와 의 유지점검은 토카막의 장기간 운전 정지 기간 개월 동안WDS ISS (1 3 )～
수행됨.

회의 플라즈마 실험 후에 에서 와3 D-T ISS 90T-10D, 50T-50D D② 2 생성이

평형화됨.

플라즈마 실험 시 작업자를 자장과 방사에서 보호하기 위해 토카막과 삼중수소③
빌딩에 사람의 접근이 금지되어 있음 전체 삼중수소 시스템은 중앙 제어. ITER

빌딩에서 제어됨 정확한 삼중수소 보유량을 측정하기 위해 조성과 불순물의. H-D-T

조성을 정확히 측정해야 함 모든 용기의 샘플 가스는 긴관 을 통해 로. (capillaries) ANS

보내진다 측정 방법은 시간이 소요되고 사람에 의해 제어되어야 함. PVT-C . PVT-C

측정방법은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플라즈마 실험 전과 후에 수행될 수 있음.

나 설계 운전을 위한 기본 자료. SDS beds

용기 개당 평균 공급 속도에 따른 필요한 용기수를 평가하여 설ZrCo 1 SDS

계 평균 속도를 설정하였다 용기에서 최대 공급 속도는 약. JAEA ZrCo 20Pa m•
3•

s
-1이고 의 용기에서 최대 공급 속도는 약, TPL ZrCo 60Pa m•

3•
s

-1를 나타냈다 또.

한 용기에서SDS 200Pa m•
3•

s
-1의 공급 속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용기에서. SDS

2.5-200Pa m•
3•

s
-1 공급 속도에 따라 50Pa m•

3•
s

-1 와90T-10D 200Pa m•
3•

s
-1

를 용기와 용기에서 공급 시 필요한 용기의50T-50D 90T-10D SDS 50T-50D SDS

수를 계산하여 과 같아 나타냈다 용기 개당 최대 삼중수소의 양이Fig. 71 . SDS 1

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 속도가100g 20-40Pa m•
3•

s
-1 이상으로 증가해도 필

요한 용기수가 줄어들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위의 분석으로부터 용기 한 개당. SDS

평균 공급 속도 목표 값을 20Pa m•
3•

s
-1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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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1. Required number of SDS bed according to delivery rate

동안BPP 50Pa m•
3•

s
-1 의 연료 공급 시 용기의 운전 모드를90T-10D SDS Fig.

와 같이 설계하였다 용기에서 평균 공급 속도를72 . SDS 20Pa m•
3•

s
-1로 가정할 때 개4

의 용기에서 회의90T-10D 4 50Pa m•
3•

s
-1 연료가 공급되어진다90T-10D . 첫 째 로 ,

에서처럼 에서Fig. 73 LTS T2와 D2 가스를 공급 받아 측정 탱크에서 혼합되어진PVT

뒤 용기에 저장한다 이후 용기에 저장된 의 양을 에서90T-10D . SDS 90T-10D Fig. 74

나타낸 것처럼 방법으로 측정된다 주간 플라즈마 실험 중에 용기 내의 잔류 삼PVT . 2

중수소의 양은 에 나타낸 것처럼 용기 내부에 설치된 를 통해 측정된다Fig. 75 He loop .

첫 번째 에 나타냈듯이 연료 공급 전에 개의 용기 에서 와 보유Fig. 76 2 (A, B) FIS SDS

관에 70kPa m•
3를 공급한다 에 보듯이 첫 번째 연료 공급 후 두 번째 연료 공. Fig. 77

급을 위해 22.5kPa m•
3의 를 용기 에서90T-10D C 20Pa m•

3•
s

-1 유속으로 초 동안1125

보유관에 공급한다 또한 에서처럼 두 번째 연료 공급 후 세 번째 연료 공SDS . Fig. 78 ,

급을 위해 22.5kPa m•
3 를 용기 에서90T-10D D 20Pa m•

3•
s

-1 유속으로 초 동안 보1125

유관으로 공급한다 에 나타낸 것처럼 세 번째 연료 공급 후 네 번째 연료 공급. Fig. 79 ,

을 위해 용기 와 에서C D 20Pa m•
3•

s
-1 유속으로 초 동안1125 22.5kPa m•

3 를90T-10D

보유관에 공급한다SDS .

에서는 네 번Fig. 80 째 연료 공급 후 연료는 에서 보유관을, 90T-10D ISS SDS

통해 로 공급된다 네 번째 연료 공급 후 네 개의 용기는 실내 온도로FIS . 90T-10D

냉각되고 은 용기 내부에 설치된 에 의해 잔존된 삼중수소의 양을, Fig. 81 He loop

측정한다 플라즈마 실험 종료 후 에서 생성된 나 보유관이나. ISS 90T-10D SDS FIS

에 남아있는 는 개의 용기에 보내어 용기 한 개당 의 삼중90T-10D 4 90T-10D 1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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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를 저장한다 는 회째 주간 플라즈마 실험 전에(107.4g 90T-10D) . Fig. 82 2 2

용기에 저장된 삼중수소의 양을 용기 내부에 설치된 에 의해 측정되는90T-10D He loop

모식도이다 이후에 에 모식화한 것처럼 주간 플라즈마 연료 공급을 첫 번째 플. Fig. 83 2

라즈마 실험 시 연료 공급과 같이 반복한다.

Figure 72. Supply of 50Pa m• 3•s-1 90T-10D during a two week’ plasma experiment

in the BPP (1)

Figure 73. Supply of 50Pa m•
3•

s
-1

90T-10D during a two week’ plasma

experiment in the BP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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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4. Supply of 50Pa m•
3•

s
-1

90T-10D during a two week’ plasma

experiment in the BPP (3)

Figure 75. Supply of 50Pa m•
3•

s
-1

90T-10D during a two week’ plasma

experiment in the BP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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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6. Supply of 50Pa m•
3•

s
-1

90T-10D during a two week’ plasma

experiment in the BPP (5)

Figure 77. Supply of 50Pa m•
3•

s
-1

90T-10D during a two week’ plasma

experiment in the BP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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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8. Supply of 50Pa m•
3•

s
-1

90T-10D during a two week’ plasma

experiment in the BPP (7)

Figure 79. Supply of 50Pa m•
3•

s
-1

90T-10D during a two week’ plasma

experiment in the BPP (8)



- 115 -

Figure 80. Supply of 50Pa m•
3•

s
-1

90T-10D during a two week’ plasma

experiment in the BPP (9)

Figure 81. Supply of 50Pa m•
3•

s
-1

90T-10D during a two week’ plasma

experiment in the BPP (10)



- 116 -

Figure 82. Supply of 50Pa m•
3•

s
-1

90T-10D during a two week’ plasma

experiment in the BPP (11)

Figure 83. Supply of 50Pa m•
3•

s
-1

90T-10D during a two week’ plasma

experiment in the BP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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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BPP 90kPa m•
3 를 초 동안50T-50D 450 200Pa m•

3
s•

-1로 공급하기 위해

개의 용기가 사용되어진다 첫째 에서는 에서 보내진11 50T-50D . , Fig. 84 LTS T2와 D2를

탱크에 주입하여 혼합한 뒤 개의 용기에 흡장한다 에서는PVT 11 50T-50D . Fig. 85

용기에 첫 번째 를 흡장한 후 방법으로 용기 내 흡장된50T-50D 50T-50D PVT

의 양을 측정한다 에서는 회째 플라즈마 실험 전에 용기 내부에50T-50D . Fig. 86 1

설치된 에 의해 의 양이 측정되어진다 에서는 회째 연료He loop 50T-50D . Fig. 87 1

공급도 중 66kPa m•
3 를 개의 용기 에서 평균속도 약50T-50D 8 (C J) 19Pa m•～ 3

s•
-1로

초간 보유관에 공급한다 에서는 회째 연료 공급 후 개의434.2 SDS . Fig. 88 1 1

용기 에서(K) 24kPa m•
3 를 평균 속도50T-50D 19Pa m•

3
s•

-1로 초간1263.2

공급되어진다 에서는 회째 연료 공급 중. Fig. 89 2 66kPa m•
3 를 개의50T-50D 8

용기 에서 보유관으로(C J) SDS 19Pa m•～ 3
s•

-1 평균 속도로 초간 공급한다434.2 . Fig.

에서는 회째 연료 공급 후90 2 , 24kPa m•
3 를 개의 용기 에서50T-50D 3 SDS (A, B, K)

보유관으로.SDS 19Pa m•
3

s•
-1 평균 속도로 초간 공급한다 또한 에서는421 . Fig. 91

회째 연료 공급동안3 66kPa m•
3 를 개의 용기에서 회째 연료50T-50D 8 (C J) 1 2～ ～

공급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공급되어진다 회째 연료 공급 전. 4 24kPa m•
3 를50T-50D

개의 용기 에서8 (C J) 19Pa m•～ 3
s•

-1 평균속도로 초 동안 공급한다 회째 연료 공급158 . 4

도중 66kPa m•
3 는 개의 용기 에서 동일한 과정을 통해 연료가50T-50D 8 (C J)～

공급되어진다.

에서는 회째 연료 공급 후 에서 보유관을 통해 로 연료를Fig. 92 4 ISS SDS FIS

공급하고 개의 용기는 실내 온도로 냉각되어진다 플라즈마 실험 후 개의, 11 50T-50D . 11

용기 내에 잔존하는 의 양을 용기 내부에 설치된 에 의해 그 양이50T-50D He loop

측정된다 이후에 에서 생성된 와 나 보유관에 잔존하는. ISS 50T-50D FIS SDS

를 에 표시된 개의 용기에 저장한다 에서는 회째50T-50D Fig. 93 11 50T-50D . Fig. 94 2

플라즈마 실험 전에 용기 내에 잔존하는 양을 용기 내부에 설치된 에50T-50D He loop

의해 측정되며 회째 플라즈마 실험 시 연료 공급도 회째 플라즈마 실험 시 연료, 2 1

공급과 동일한 과정을 통해 공급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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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4. Supply of 200Pa m•
3

s•
-1

50T-50D during a two week’ plasma

experiment

in the BPP (1)

Figure 85. Supply of 200Pa m•
3

s•
-1

50T-50D during a two week’ plasma

experiment in the BP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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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6. Supply of 200Pa m•
3

s•
-1

50T-50D during a two week’ plasma

experiment in the BPP (3)

Figure 87. Supply of 200Pa m•
3

s•
-1

50T-50D during a two week’ plasma

experiment in the BP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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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8. Supply of 200Pa m•
3

s•
-1

50T-50D during a two week’ plasma

experiment in the BPP (5)

Figure 89. Supply of 200Pa m•
3

s•
-1

50T-50D during a two week’ plasma

experiment in the BP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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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0. Supply of 200Pa m•
3

s•
-1

50T-50D during a two week’ plasma

experiment in the BPP (7)

Figure 91. Supply of 200Pa m•
3

s•
-1

50T-50D during a two week’ plasma

experiment in the BP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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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2. Supply of 200Pa m•
3

s•
-1

50T-50D during a two week’ plasma

experiment in the BPP (9)

Figure 93. Supply of 200Pa m•
3

s•
-1

50T-50D during a two week’ plasma

experiment in the BP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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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4. Supply of 200Pa m•
3

s•
-1

50T-50D during a two week’ plasma

experiment in the BPP (11)

시 회째 연료 공급은 용기에서 회째 이후의 연료 공급은 에서 공EPP 1 SDS 1 ISS

급되어진다 회째 연료 공급에서. 1 150kPa m•
3 를 공급하기 위해 개의90T-10D 6

용기가 필요하다 에서는 회째 플라즈마 실험 전에 개의 용90T-10D . Fig. 95 1 6 90T-10D

기에 저장된 양을 용기 내부에 설치된 에 의해 그 양이 측정되어진다90T-10D He loop .

은 회째 연료 공급 전에Fig. 96 1 70kPa m•
3 를 개의 용기 에서 와90T-10D 2 (A, B) FIS

보유관으로 공급한다 에서는 회째 연료 공급 중SDS . Fig. 97 1 126kPa m•
3 를90T-10D

개의 용기 에서 평균 속도4 (C, D, E, F) 20Pa m•
3

s•
-1로 초 동안 공급한다1574 . Fig. 98

에 표현된 모식도는 회째 연료 공급 후 에서 보유관을 통해 를1 ISS SDS 90T-10D FIS

에 공급한다 에서는 회째 연료 공급 후 실내 온도로 냉각하여 용기 내에 잔존. Fig. 99 1

하는 의 양을 용기 내부에 설치된 에 의해 측정되어진다 은 플90T-10D He loop . Fig. 99

라즈마 실험 후 에서 생성된 와 와 보유관에 채우진 를 용기에ISS 90T-10D FIS 90T-10D

보내 용기 개당 의 삼중수소 가 저장되도록 한다 차후 플라즈마1 100g (107.4g 90T-10D) .

실험까지 가 개의 용기에 저장되어진다90T-10D 6 .



- 124 -

Figure 95. Supply of 50Pa m•
3

s•
-1

90T-10D during a two week’ plasma

experiment in the EPP (1)

Figure 96. Supply of 50Pa m•
3

s•
-1

90T-10D during a two week’ plasma

experiment in the EP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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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7. Supply of 50Pa m•
3

s•
-1

90T-10D during a two week’ plasma

experiment in the EPP (3)

Figure 98. Supply of 50Pa m•
3

s•
-1

90T-10D during a two week’ plasma

experiment in the EP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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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9. Supply of 50Pa m•
3

s•
-1

90T-10D during a two week’ plasma

experiment in the EPP (5)

에서 회의 연료 공급 시 초 동안EPP 1 3000 600kPa m•
3의 를 회째50T-50D 1

연료 공급 시 개의 용기에서 회째 이후에는 에서 공급되어진다15 50T-50D 1 ISS .

은 플라즈마 실험 전에 개 용기 내에 저장된 의 양을 용기Fig. 100 15 50T-50D

내부에 설치된 에 의해 측정된다 회째 연료 공급 전 개의 용기He loop . 1 2 (A,

에서B) 70kPa m•
3 를 와 보유관에서 공급한다 회째 연료 공급50T-50D FIS SDS . 1

도중 576kPa m•
3 를 개의 용기에서 초 동안 평균50T-50D 13 2215 20Pa m•

3
s•

-1로

공급한다 회째 연료 공급 후 에서 를 보유관을 통해 공급한다. 1 ISS 50T-50D SDS .

연료 공급 후 실내 온도로 냉각한 후 개 용기 내부에 잔존하는 삼중수소의 양을15

용기 내부에 설치된 에 의해 측정된다 플라즈마 실험 후 에서 생성된He loop . ISS

와 와 보유관에 채워진 를 개의 용기에 보내 용기 당50T-50D FIS 50T-50D 15 100g

가 저장되도록 한다50T-50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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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0. Supply of 200Pa m•
3

s•
-1

50T-50D during a two week’ plasma

experiment in the EPP (1)

Figure 101. Supply of 200Pa m•
3

s•
-1

50T-50D during a two week’ plasma

experiment in the EP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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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2. Supply of 200Pa m•
3

s•
-1

50T-50D during a two week’ plasma

experiment in the EPP (3)

Figure 103. Supply of 200Pa m•
3

s•
-1

50T-50D during a two week’ plasma

experiment in the EPP (4)



- 129 -

Figure 104. Supply of 200Pa m•
3

s•
-1

50T-50D during a two week’ plasma

experiment in the EPP (5)

에 개의 용기와 에 약 개의 용기가 설치된다 용ITER SDS 20~40 LTS 10 . SDS

기에서평균 공급 속도는 20Pa m•
3

s•
-1로 설계하였다 에서. BPP 50Pa m•

3
s•

-1의

를 초 동안 회에 걸쳐 공급하기 위해 개의 용기가 필요하90T-10D 450 4 4 90T-10D

다. 200Pa m•
3

s•
-1 를 초 동안 회 공급하기 위해 개의 용50T-50D 450 4 11 50T-50D

기가 필요하다 에서 초 동안. EPP 3000 50Pa m•
3

s•
-1 를 회 공급하기 위해90T-10D 1

개의 용기가 필요로 하며 초 동안6 , 3000 200Pa m•
3

s•
-1의 를 회 공급을50T-50D 1

위해 개의15 용기가 필요하다 플라즈마 실험 전 용기 내에 저장된 삼중50T-50D .

수소의 양을 용기 내부에 설치된 에 의해 측정되며 플라즈마 실험 중He loop , BPP

에서는 회 에서는 회 용기에서 연료가 공급되어진다 회째 연료 공급4 , EPP 1 SDS . 1

후 용기를 실내 온도로 냉각시킨 후 용기 내부에 설치된 에 의해 용기 내He loop

에 잔존하고 있는 의 양을 측정한다 플라즈마 실험 후90T-10D, 50T-50D . ISS,

보유관에 를 용기에 보내 차후 플라즈마 실험FIS, SDS 90T-10D, 50T-50D SDS

시까지 저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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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모델링4 SDS beds

1. 용기와 용기의 열해석SDS LTS

용 로부터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용기와 용기를ITER SDS/LTS SDS LTS ASME

의 코드로 절과 같이 설계하였다 용기에 를 담아 연료를 흡VIII 3 . SDS/LTS ZrCo D-T

장 탈장 공급 저장하게 된다 설계된 용기에 가열 성능, / , . SDS/LTS (i) ZrCoHx ,① ②
온도를 낮추기 위한 냉각 성능 차 용기 외벽 온도를 미만으로 낮추ZrCoHx , 2 100③ ℃

기 위한 열차폐판 성능 흡장 탈장 저장 시 온도변화 등을 열해석 프로, , , Heating 7.3④
그램으로 시뮬레이션하여 평가하였다.

용기는 수평형 원통 형태로 중심축에 대하여 상부와 하부가 대칭이다SDS/LTS .

원통형 좌표에 축과 축의 차원으로 에서처럼 분석하였다 약r(radial) z 2 Fig. 105, 106 .

의 파우더를 차 용기에 개 니켈 핀 사이 길이 에 약 높이로3.5kg ZrCo 1 26 (22.5cm ) 2/3

채운다 차원의 열해석에서는 차 용기의 높이까지 파우더가 채워진 것으. 2 1 100% ZrCo

로 가정되었다 전체 용기의 열해석에 차 용기 상부 플레이트와 차 용기. SDS/LTS 1 2

플레이트 상부 사이의 유입 파이프 유출 파이프 등을 통한 전도에 의한 열전달은 포함,

되지 않았다 유입 파이프와 유출 파이프를 통한 전도에 의한 열전달을 평가하기. DT

위해 과 같이 파이프 중심으로 축과 축을 모델화하여 분석하였다Fig. 107 r z .

Figure 105. Mornitoring points in SDS bed's heat analysis



- 132 -

Figure 106. Mornitoring points in LTS bed's heat analysis

Top plate of primary vessel

DT tube
Plate of secondary vesselZ axis

R axis

Vacuum

N2 gas(1 bar)

Four thermal reflectors
Heater

Top plate of primary vessel

DT tube
Plate of secondary vesselZ axis

R axis

Vacuum

N2 gas(1 bar)

Heater

SDS bed

LTS bed

Figure 10Model of heat transfer through DT tube between primary

vessel and flange of secondary vessel in SDS bed and LTS bed

열해석을 위한 경계조건을 설계하기 위한 용기의 운전모드는 다음과 같SDS/LTS

다.

활성화와 재생화 용기(SDS/LTS )①
활성화 차 용기 안에 담긴 파우더를 와 진공 처리 하에: 1 ZrCo 500C vacu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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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파우더 공극상의 불순물 가스를 빼내어 초기 활성화한다annealing ZrCo .

재생 탈장 시 가열기의 과열로 인한 변형 반응이 일어난 경우 와 진공. : 500ⅰ ℃
처리 하에 시간 이상 반응시켜 초기의 파우더로 재생한다10 ZrCo [3, 4].

변형 반응. : ZrCoHx 0.5ZrHⅱ ■ 2 + 0.5ZrCo2 + 0.5(x-1)H2

이상 온도 평형압력(380 , )℃
재생 반응. : ZrHⅲ 2 + ZrCo2 ZrCo + H■ 2

진공 하에 시간 반응(500 , 8 10 )℃ ～

가스의 흡장 용기D-T (SDS, LTS )②
파우더에 연료 가스를 실내 온도에서 반응하여 수 분내에 흡장한다ZrCo D-T .

가 흡장되면서 약 의 발열열이 발생되어 의 온107.4g 90T-10D 1492.6kJ ZrCo(90T-10D)x

도가 급격히 높아진다[5].

ZrCo + 1/2T2 ZrCoT + 80.495kJ/mol(T⇆ 2)

ZrCo + 1/2D2 ZrCoD + 81.54KJ/mol(D⇆ 2)

연료 저장 시 용기D-T (SDS/LTS )③
삼중수소 저장 시 삼중수소 붕괴열 에 의해100g (32.4W/100g T) ZrCo(90T-10D)x

의 온도가 상승한다.

가스의 탈장 빠른 공급 용기D-T / (SDS )④
용기 개당 가스의 평균1 D-T 20Pa m•

3
s•

-1로 공급하면서 변형 반응을 최소화하

기 위해 로 예열한 후 에서 로 분 안에 온도를 높이면서 진공 처리하250 250 350 10℃ ℃ ℃
여 공급한다.

예열 에서 평균 압력에서 예열 시 삼중수소 붕괴열에 의해. : 250 4113Pa 100gⅰ ℃
의 열이 발생된다32.4W .

탈장 공급 에서 로 분간 가열하면서 진공 하에서 공급 시 평균 속. / : 250 350 10ⅱ ℃ ℃
도 20Pa m•

3
s•

-1로 가정할 때 흡열반응으로 의 온도가 가열기에서 공ZrCo(90T-10D)x

급되는 온도 보다 낮아지게 된다.

가스 탈장 공급 용기D-T / (LTS )⑤
용기에 저장된LTS T2 가스를 예열 없이 실내 온도에서 로 가열하면, D-T 350℃

서 진공 처리하여 용기에 이송한다 에서 시간 공급 후 진공 처리 하에SDS . 350 2 3℃ ～
서 온도를 로 상승시켜 잔류500 T℃ 2 가스를 최소화한다, 90T-10D .

탈장 시 흡열 반응으로 인해 의 온도가 낮아지게 된다ZrCo(90T-10D)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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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에서 운전 조건을 과 같이 정리하였다SDS/LTS Table 57 .

Table 57. Operating conditions of SDS and LTS beds

Operation mode ZrCo hydride
1st Vacuum

zone

2nd Vacuumzone

(SDS bed only)

DT gas

adsorption

(Recovery)

Temperature equilibrated with

endothermic reaction heat

Vacuum pumping

and/or He filling

Vacuum pumping

And/or He filling

DT gas

storage

Temperature equilibrated with

tritium decay heat

Vacuum pumping

and/or He filling

Vacuum pumping

and/or He filling

DT gas

rapid

delivery

(SDS bed)

Stepwise heating

20 250 in 30 min• → ℃
(no vac. Pumping)

250 350 in 30 min• → ℃
(under vac. Pumping

Heating rate :

7.5 - 10 /min)℃

Vacuum pumping Vacuum pumping

DT gas normal

delivery (LTS

bed)

Stepwise heating

20 350 in 2-3 h• → ℃
350 500 in 1 h• → ℃

(under vac. Pumping)

Vacuum pumping Vacuum pumping

Regeneration
Vacuum annealing

(500 C for 6-10h)˚ Vacuum pumping Vacuum pumping

용기에서 다음과 같이 열전달이 이루어진다SDS, LTS .

차 용기 가열기에서 발생한 열이 니켈핀을 통해 로 전도되1 ZrCo(90T-10D)x①
어진다.

차 용기 외벽으로부터 열이 차 용기 외벽까지 복사나 을 채운 경1 2 0.5 bar He②
우 대류에 의해 전달된다.

차 용기 외벽에서 열은 글러브 박스 내에 실내 온도의 질소 층으로 자2 SDS③
연 대류에 의해 전달된다.

차 용기에서 복2 사 열전달 계수는 로부터 반사율 를Stainless steel (emissivity) 0.3

로 가정하여 1.7007 × 10
-8

W/m
2
/K

4로 계산하였다 차 용기에서 자연 대류 계수는. 2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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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nc(surface) = Nu*k/δ
Nu = c(GrPr)

m

c = 0.53, m = 0.25(on the shell, 10
4
<GrPr<10

9
)

c = 0.59, m = 0.25(on the plate, 10
4
<GrPr<10

9
)

Gr = g (Ts-Tβ ∞)δ3
/ν2

Hnc : natural convection heat transfer coefficient(W/m
3
/

o
C)

Nud : Nusselt number K : Thermal conductivity(W/m
o
C)

: Characteristic length(m), C : Constant coefficient, Gr: Grashof numberδ
Pr : Prantl number, m : Constant exponent, g : Acceleration of gravity,

: Volume expansion coefficient(1/K), Ts : Surface temperature(K)β
T∞ : Atmosphere temperature(K), : Kinetic viscosity(mν 2

/s)

삼중수소 저장 시 삼중수소 붕괴열에 의한 붕괴열은100g 1.7378*10
4
W/m

3

exp(-1.78*10
-9 로 의 부피*t(sec)) 3.6kg ZrCo(90T-10D) 1337.6cm

3에 2.422*10
4
W/m

3

exp(-1.78*10
-9 로 계산하였다 차원 열해석에서 가 개 니켈핀*t(sec)) . 2 ZrCo(90T-10D)x 26

사이의 높이의100% 1864.4cm
3 부피에 채워지는 것으로 가정되어 열발생율을

1.7378*10
4
W/m

3
exp(-1.78*10

-9 로 계산하여 사용하였다*t(sec)) .

흡장 시 발생되는 발열열은 초기 분 내에 의107.4g 90T-10D 1492.6kJ 2 80%

가 흡장되고 이후 분 내에 의 가 흡장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90T-10D 6 20% 90T-10D . 2

차원 열분석에서 열발생율은 초기 분 동안2 7.439375*10
6
W/m

3 이고 이후 분간은6

0.619948*10
6
W/m

3로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용기에 예열과 탈장 시 온도변화와 열 발생율을 와 같다 예열 시SDS Fig. 108 .

삼중수소 붕괴열에 의한 열발생율은 차원 열해석에서100g 2 17.38*10
3
W/m

3로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탈장 시 의 흡열열에 의한 열소모율은 평균 속도로 초 동1492.6kJ 20Pam3/s 2074

안 공급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차원 열해석에서2 -353.617*10
3
W/m

3로 계산하여 사용하

였다 탈장 시 니켈핀에 의한 열전달 효율을 평가하기 위해 니켈핀이 없는 용기에. SDS

서 예열과 탈장 시 온도 변화와 비교 평가하였다 탈장 시 니켈핀의 부피를 포함한.

2070.44cm
3 부피에서 흡열열이 소모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열소모율을

-318.4945*10
3
W/m

3로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용기에서 의 탈장 시LTS 107.4g 90T-10D 8Pa m•
3

s•
-1 평균속도를 가정하여

초 동안5269.7 151.925*10
3
W/m

3의 열소모율을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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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8. Heat generation rate during preheating and delivery of 107.4g

90T-10D

from SDS bed

가 파우더의 열 물성 값의 측정과 평가. ZrCo

열해석을 위해 필요한 파우더의 열 물성 값을 공기 중에서 측정하고 수소상ZrCo

의 열 물성값을 평가하였다 의 열 물성 값도 측정하여 의 크기와 공극. ZrCo chunk ZrCo

에 따른 열 물성 값의 차이를 비교 평가하였다.

이탈리아의 회사에서 구입한SAES Getters ZrCo chunk(60.8wt% Zr, 39.2wt%

두께 너비 를 약 정도Co, 1-2mm, , 10-15mm ) 20g 30.1cm
3의 소형 반응기에 넣고 회3-5

실내 온도에서 흡장하고 와 진공 조건 하에서의 탈장을 반복하여 파우더화하였다350 .℃
파우더를 의 로 처리 후 미만의 의 겉보기 밀도를ZrCo 760 sieve 760 ZrCo powder㎛ ㎛

2.823g/cm
3로 측정하였다 의. ZrCo 7.3g/cm

3 진밀도값으로부터 의 공극률을 계산하0.6285

였다 를 사용하여 법을 이용하여. NanoFlash Diffusivity (LFA 447) Laser Flash Laser

를 광원으로 하여 시료 표면에 투사된 광원에 의해 전달되는 열이 반대편으로 전Flash

달될 때의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열확산도 를 측정하였다 비열(Thermal Diffusivity) .

은 가 부착된 비열전용(Cp) µ-Sensor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DSC 204 F1)

로 최근 분석기법인 로 측정하고 분석하였다ASTM Method .

다음 식에 의해 열전도도 를 계산하고 회 측정값을(Thermal Conductivity) . 5

평균하였다 과 같이 공기 중 의 열전도도 값과 열용량 값. Table 58 ZrCo powder

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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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도도 열확산도 밀도 비열= × ×

Table 58. Thermal properties of ZrCo powder in air

온도( )℃ 공기 중 열전도도(W/m/K) 비열(J/kg/K)

25 0.154 381

100 0.174 428

150 0.192 450

공기 중에서 측정한 파우더의 열전도도 값에서 수소 중의 파우더의 값ZrCo ZrCo

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 식의 을 사용하였다 수소중의geometric mean model [2, 3]. ZrCo

파우더 열전도도 값을 계산하여 와 같이 나타내었다Table 59 .

K(ZrCo powder +air) = K(ZrCopowder)
(1-a)

× K(air)
(a)

K(ZrCo powder + air) = 0.003 * T ( ) + 0.1457 (R℃ 2
= 0.9929)

K(ZrC powder) = (K(ZrCo powder + air) / K(air)
(a)

)
(1/(1-a))

K(ZrCo powder +H2) = K(ZrC powder)
(1-a)

× K(H2)
(a)

, (a) = porosity(0.6285)

Table 59. Calculation results of thermal conductivity, K(W/m/K) of ZrCo powder,

and

ZrCo powder in hydrogen from K of ZrCo powder in air

Temperature( )℃ K(ZrCo powder + air) K(air) K(ZrCo powder) K(H2) K(ZrCo powder + H2)

25 0.154 *1 0.0259 3.143 0.182 0.524

100 0.174
*
1 0.03126 3.176 0.2111 0.578

150 0.192
*
1 0.03777 3.013 0.229 0.597

200 0.206. 0.0378 3.637 0.247 0.670

300 0.236 0.0440 4.056 0.282 0.759

400 0.266 0.0498 4.539 0.307 0.834

500 0.296 0.0554 5.054 0.351 0.944

*
1 Measured values by experimental apparatus.

공기 중의 파우더의 열용량 값에서 다음 식을 사용하여 파우더의ZrCo ZrCo

열용량 값과 수소 중 파우더의 열용량 값을 과 같이 계산하였다ZrCo Table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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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ZrCo+air) = Cp(ZrCo) × mole fraction of ZrCo + Cp(air) × mole fraction of air

Cp(ZrCo) = {Cp(ZrCo+air) - Cp(air)* mole fraction of air}/ mole fraction of ZrCo

Cp(ZrCo+H2) = Cp(ZrCo) × mole fraction of ZrCo + Cp(H2) × mole fraction of H2

Table 60. Cp of ZrCo powder and ZrCo powder in hydrogen

온도( )℃ Cp(ZrCo+air) (J/kg/K)
*
1 Cp(ZrCo) Cp(ZrCo+hydrogen)

25 381 380.1 380.1

100 428 427.3 427.3

150 450 449.4 449.5

*
1 Measured values by experimental apparatus.

의 열용량 값을 다음 식에 의해 과 같이 계산하였다ZrCoHx Table 61 .

Cp(ZrCoHx) = Cp(ZrCo) × mass fraction + Cp(Hx) × mass fraction

Cp of ZrCo at room temperature = 380.14(J/kg/K)

Cp of hydrogen at room temperature =14320(J/kg/K)

Table 61. Cp of ZrCoHx

ZrCo ZrCoH0.5 ZrCoH ZrCoH1.5 ZrCoH2.0

mass fraction of

ZrCo
1 0.997 0.993 0.990 0.987

mass fraction of H2 0 0.00332 0.00662 0.00989 0.0131

Cp of ZrCoHx 380.14 426.406 472.365 518.022 563.38

실내 온도에서 ZrCoH1.5로 흡장 후 로 예열하고 로 가열하여 진공250 , 350℃ ℃
처리하여 수소 공급 시 열해석을 위해 온도별 와 공극중 수소 압력을ZrCoHx Table

와 같이 설정하여 수소 중 의 열용량 값을 계산하였다62 ZrCoH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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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2. Cp of ZrCoHx

Temp.( )℃ ZrCoHx
Hydrogen

(Pa)
*
1

Cp of ZrCpHx
mole fraction

of ZrCoHx

mole fraction

of hydrogen
Cp of H2

Cp of

ZrCoHx and

H2
*
2

25 ZrCoH1.5 0.31 518.02 1 4.243E-09 14320 518.02

100 ZrCoH1.4 26.19 556.88 1 2.897E-07 14447.6 556.88

150 ZrCoH1.3 210.49 569.96 0.999998 2.051E-06 14489.2 569.99

200 ZrCoH1.2 1088.79 590.89 0.999991 9.489E-06 14504.6 591.02

250 ZrCoH1.1 4113.36 609.58 0.999968 3.242E-05 14514.6 610.03

300 ZrCoH1.0 12322.73 628.31 0.999911 8.860E-05 14529.2 629.54

350 ZrCoH0.5 1341 610.19 0.999991 8.890E-06 14556.1 610.31

400 ZrCo 0 591.77 1 0 14591.1 591.77

500 ZrCo 0 647.81 1 0 14739.9 647.81

* 에서 수소 압력 평형 압력1 : 25 300 = (Log P (Pa) = -2856/T(K) + 9.075)～ ℃
에서 수소 압력 개의 필터를 통해350 = 1341Pa (3 20Pa m•℃ 3

s•
-1 유속으로 공급

시 압력 강하)

에서 수소 압력400 500 = 0 Pa～ ℃
*
2 : Cp of ZrCoHx and hydrogen

= (Cp of ZrCoHx) × (mole fraction of ZrCoHx) + (Cp of H2) × (mole fraction

of hydrogen)

의 열 물성 값을 측정하여 의 값과 비교 평가하였다ZrCo chunk ZrCo powder .

두께 지름 는ZrCo chunk(2.3mm , 8mm ) 5.398g/cm
3 겉보기 밀도를 가져 의3.6%

공극율을 나타냈다 실내 온도에서 열용량 값은 으로 값과. 389J/kg/K ZrCo powder

비슷하게 측정되었다 실내 온도에서 열전도도 값은 로. 14.8W/m/K ZrCo

의 값보다 높아 공극률이 작고 샘플의 크기가 커서 높게powder(<760µm) ZrCo

측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4].

공기 중에 의 열전도도 값은 로 열용량ZrCo powder(<760µm) 0.154W/m/K

값은 로 측정되었다 을 사용하여 파우더의381J/kg/K . Geometric mean model ZrCo

열전도도 값은 로 수소 중의 파우더 값은 로3.143W/m/K ZrCo 0.524W/m/K

계산하였다 실내 온도에서 파우더와. ZrCo ZrCoH1.5의 열용량 값은 와381.1J/kg/K

로 계산하였다 두께와 지름의 의 열전도도 값은518J/kg/K . 2.3mm 8mm ZrCo chunk

로 파우더보다 높게 측정되었고 열용량 값은 로14.8W/m/K ZrCo 389J/kg/K ZrCo

파우더와 비슷하게 측정되었다 의 값과 값을 열해석에. Table 59, 61 K Cp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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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기에서 전열 히터의 발열 및 핀상 열전달. SDS

차 용기 안벽에 탈장시 열공급을 위해 카트리지형 가열기를 설계하였다1 3kW .

가열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가열기에서 의 열이 지속적으로 발생시 온도 변화를3kW

와 같이 계산하였다 가열기 온도는 분 내에 로 높아지고 분 후Fig. 109 . 5 300 10℃
까지 상승하였다 이로써 가열기 온도는 온도를 측정하여 이하 온도로430 . 350℃ ℃

제어하여 과열을 방지함으로 변형 반응을 막아야 함을 알 수 있다 위 계산 결과로부터.

최대 가열 성능은 임을 알 수 있다43 /min. .℃
에서처럼 가열기 온도를 실내 온도에서 로 분간 상승하고 분Fig. 109 250 30 30℃

동안 에서 예열 시 온도는 로 상승하였다 탈장 중250 ZrCo(90T-10D)x 240 250 .℃ ～ ℃
의 온도는 에서는 흡열 반응으로 인해 정도로ZrCo(90T-10D)x Fig. 110 300℃

유지되었다 삼중수소 공급 후 파우더 온도는 까지 상승하였다. 100g ZrCo 340 .℃
니켈핀의 열전달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니켈핀이 없는 용기에 예열과 탈장SDS

시 온도

변화는 과 와 같다 예열 시 온도는 로Fig. 111 Fig. 112 . ZrCo(90T-10D)x 140 250 ,～ ℃
20Pa m•

3
s•

-1로 탈장 시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이로써 니켈핀이 가열기에서100 .℃
로열전달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ZrCo(90T-10D)x .

탈장 시 가열기 온도를 로 유지하면서 온도를 높이기 위해350 ZrCo(90T-10D)x℃
차 용기 외벽에 가열선을 설치하여 차 용기 내벽의 가열기와 동시에 예열1 1 250 (℃

시 로 탈장 시 로 온도를 높인 경우 의 온도 변화를 과) 350 ( ) ZrCo(90T-10D)x Fig. 113℃
로 계산하였다Fig. 114 .

온도는 예열 시 로 균일하게 높아지고 탈장 시 온도는ZrCo(90T-10D)x 250 ,℃
로 유지되었다 이로써 탈장 시 차 용기 내벽과 차 용기 외벽에서 의310 350 . 1 1 350～ ℃ ℃

열을 공급함으로 온도를 높여 차 용기 내벽의 가열기로만 열을ZrCo(90T-10D)x 1

공급하는 경우보다 탈장 속도가 증가할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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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9. Temperature change during continuous 3kW heat generation

from Cartridge heater

0

50

100

150

200

250

300

0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Radial axis (mm)

T
em

p
e
ra
tu
re
( o
C
)

10 min

20 min

30 min

40 min

50 min

60 min

Outer wall of

Secondary vessel

Outer wall of

Primary vessel

Inner wall of 

Primary vessel

Four thermal

reflectors

Inner wall of

Secondary vessel

Figure 110. Temperature change on the SDS bed equipped with nickel fins

during preh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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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3. Temperature change on the SDS bed equipped without nickel

fins during delivery

Figure 114. Temperature change on the SDS bed with two heaters during

preh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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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5. Temperature change on the SDS bed with two heaters during

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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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용기에서 열차페체 복사 전열. SDS

용기의 차 용기 외벽 온도를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차 용기와 차SDS 2 100 1 2℃
용기 사이에 개의 열차폐판을 설계하였다 에서 재생이나 활성화 시 차 용기 안4 . 500 1℃
벽의 온도가 이고 열차폐판이 개가 설치될 경우에 온도 분포는 과 같500 0 4 Fig. 116℃ ～
이 평가되었다.

열차폐판의 개수가 감소할수록 온도는 에서 로 낮아지고 차 용ZrCo 487 479 2℃ ℃
기 외벽의 온도는 약 에서 약 로 상승하였다 이로부터 차 용기와 차 용기64 113 . 1 2℃ ℃
사이에 개의 열차폐판을 설치하는 것이 차 용기에 온도를 높이고 차 용기 외4 2 ZrCo , 2

벽의 온도를 미만으로 낮추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65 .℃

Figure 116. Temperature change on the SDS bed according to the number

of thermal refl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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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용기에서 활성화시나 재생 시 온도 변화. SDS

진공 처리 하에 에서 활성화나 재생 시 용기의 온도 변화는 과500 SDS Fig. 117℃
같다 차 용기와 온도는 이고 차 용기 외벽 온도는 미만이었다. 1 ZrCo 470 500 2 65 .～ ℃ ℃
재생 시 소량의 삼중수소가 차 용기에서 빠져나오나 진공 처리하기 때문에 차 용기에1 1

서 차 용기로의 삼중수소 침투는 문제시 되지 않을 것이다 로 활성화나 재생 후2 . 500℃
차 용기와 차 용기 사이에 을 채워서 가열열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야 한다1 2 0.5 bar He .

Figure 117. Temperature change on the SDS bed during activation or regeneration

활성화나 재생 시 차 용기 플레이트와 차 용기 플레이트 사이의 파이프를1 2 D-T

통한 열전달을 와 같이 계산하였다 가열기 온도가 로 상승된 이후 차Fig. 115 . 500 2℃
용기 플레이트 온도는 일정 시간 후 로 높아졌다 글러브 를 차 용기 플레이123 . rug 2℃
트와 접하지 않도록 하여 활성화나 재생 시 차 용기 플레이트 온도가 로 상승된2 123℃
경우 글러브 를 보호해야 한다rug .

예열과 탈장 시 파이프를 통한 열전달은 과 같다 차 용기 플레D-T Fig. 118 . 2

이트 온도는 미만으로 차 용기에서 글러브 박스 내 질소층으로 침투는 거의100 2℃
없을 것이다 차 용기 온도가 높음으로 차 용기에서 차 용기로의 삼중수소 침투. 1 1 2

는 분석하여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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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8. Temperature change through D-T tube between primary vessel

and secondary vessel during activation or r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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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용기에서 흡장시 온도 변화. SDS

에서 나타내었듯이 실내 온도에서 흡장 시Fig. 119 107.4g 90T-10D

의 온도가 약 까지 높아지고 차 용기의 외벽 온도는 증가하지 않ZrCo(90T-10D)x 300 2℃
았다 에서는 흡장 후 시간 경과 후 온도는 약 로 차. Fig. 120 10 ZrCo(90T-10D)x C 1

용기와 차 용기 층이 진공일 때 발열열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흡2 .

장 시와 흡장 후 차 용기와 차 용기 사이에 을 채워서 발열열을 효과적으로1 2 0.5bar He

제거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119. Temperature change through D-T tube between primary vessel

and secondary vessel during activation or r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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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0. Temperature change through D-T tube between primary vessel

and secondary vessel during preheating and delivery

Figure 121. Temperature change on the SDS bed after re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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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용기에서 저장 시 온도 변화. SDS

에서는 삼중수소 저장 시 삼중수소 붕괴열에 의해Fig. 122 100g

온도는 일후 약 로 차 용기 외벽 온도는 로 상승하였다ZrCo(90T-10D)x 1.5 180 2 30 .℃ ℃
약 에서 는 약 의 평형압을 가진다 와190 ZrCo(90T-10D)x 100 1000Pa [8]. 200℃ ～ ℃

평형 압력 하에 변형율을 의 변형식에 의하면 약 년 후에 미만1089Pa Hara 100 0.007%

의 변형반응이 일어난다 삼중수소를 미만에서 평형 압력으로 약 년 이. 100g 200 100℃
상 저장해도 변형으로 인한 흡 탈장 성능 감소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

다 삼중수소 저장 시 차 용기에서 차 용기로의 삼중수소 침투에 의한 손실을. 100g 1 2

최소화하기 위해 온도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에서는ZrCo(90T-10D)x . Fig. 123

을 차 용기와 차 용기 사이에 채운 경우 온도는 약 로0.5bar He 1 2 ZrCo(90T-10D)x 64℃
감소하였다.

Figure 122. Temperature change on the SDS bed during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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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3. Temperature change on the SDS bed during storage in case of

vacuum state or 0.5 bar He filling between primary vessel and secondary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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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기에서 열차폐판의 영향. LTS 외부에서 공급된 삼중수소나 토카ITER

막 에서 침투된 삼중수소를 회수하여 등에서 처리한 삼중수소를First wall Hot cell

용기에 일시 저장하여 최대 년까지 의 삼중수소를 저장한다 용기에LTS 1 2 100g . LTS～
흡장 탈장 기능은 년에 최대 회 정도이다 따라서 용기는 장기간 저장 시 삼/ 1 2 3 . LTS～
중수소 붕괴열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장기간 안정하게 저장하는 관점으로 설계하였다.

에서는 용기의 차 용기와 차 용기 사이에 열차폐판을 개 설계하Fig. 124 LTS 1 2 2

였다 에서 탈장 시 차 용기 외벽 온도는 열차폐판이 개에서 개로 감소할 경우. 350 2 2 0℃
약 에서 약 로 높아졌다 에서는 에서 잔류수소 제거 시에는 차71 116 . Fig. 125 500 2℃ ℃ ℃
용기 외벽 온도가 열차폐판을 개에서 개로 줄인 경우 약 에서 까지 높아짐2 0 120 200℃ ℃
을 알 수 있다.

삼중수소를 저장 시에 열이 지속적으로 발생시 의100g 32.4W ZrCo(90T-10D)x

온도는 열차폐판의 개수가 개에서 개로 증가하면서 약 에서 로 상승하였0 2 135 178℃ ℃
다 이로부터 용기의 차 용기와 차 용기 사이에 개의 열차폐판 설계는 탈장 시. LTS 1 2 2

차 용기 외벽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2 .

Figure 124. Temperature distribution on LTS bed during delivery according to

the number of thermal refl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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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5. Temperature distribution on LTS bed during residual tritium

removal according to the number of thermal refl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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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용기에 삼중수소 저장. LTS 100g

용기에 삼중수소를 장기간 저장 시 의 온도를 낮추어LTS 100g ZrCo(90T-10D)x

차 용기에서 차 용기로 침투에 의한 삼중수소 손실을 최소할 필요가 있다 에1 2 . Fig. 126

서는 차 용기와 차 용기 사이를 진공층으로 하는 대신 의 을 채운 경우1 2 0.5bar He

의 온도는 약 로 낮아졌다 이로부터 용기에 삼중수소를ZrCo(90T-10D)x 63 . LTS 100g℃
장기간 저장 시 차 용기와 차 용기 사이에 의 을 채울 필요가 있음을 알 수1 2 0.5bar He

있다.

Figure 126. Temperature distribution on LTS bed during storage in case of

vacuum state or 0.5 bar He filling between primary vessel and secondary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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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용기에서 탈장 공급. LTS /

탈장 시 의 온도는 시간 경과 후에 에서처럼ZrCo(90T-10D)x 2 Fig. 127 300 350～ ℃
로 상승하였다 차 용기 외벽 온도는 에서 탈장 시에는 약 정도로 에. 2 350 60 , 500℃ ℃ ℃
서 잔류 수소 제거 시에는 약 로 상승하였다 용기에서 가스를 공급 시120 . LTS D-T℃
예열 없이 실내 온도에서 로 가열시 진공 분위기 하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차 용350 1℃
기 내 수소 압력은 낮을 것이다 따라서 차 용기 온도가 높아도 차 용기에서 차 용. 1 1 2

기로 수소 침투량은 용기에서 탈장시보다 적을 것이다SDS .

Figure 127. Temperature change on LTS bed during delivery and residual

tritium rem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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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용기의 열해석 결과. SDS

용기에 의 흡장 탈장 공급 저장 활성화 재생 시 온도변화SDS 107.4g 90T-10D , / , , /

를 과 같이 정리하였다Table 63 .

모든 운전 시 차 용기 외벽의 온도는 약 미만으로 유지되었다2 65 .① ℃
차 용기와 차 용기 사이 열차폐판 개의 설계는 차 용기 외벽의 온도를 약: 1 2 4 2

가까이 낮추는데 효과적이었다65 .℃
가열기는 최대 의 가열 성능을 나타냈다3kW 43 /min. .② ℃

탈장 시 니켈핀이 가열기에서 로 열전달에 효과적이었다ZrCo(90T-10D)x .③
용기에서 빠른 탈장을 위해 차 용기 외벽에 가열선을 추가로 설치하여SDS 1④

차 용기 내벽과 차 용기 외벽에 가열선을 추가로 설치하여 차 용기 내벽과1 1 1

외벽에서 동시에 로 열을 공급할 경우 의 온도가350 ZrCo(90T-10D)x 330℃ ℃
정도로 상승하여 신속한 탈장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흡장 시 의 온도는 약 정도까지 상승하였고 흡장 후 차ZrCo(90T-10D)x 300 1⑤ ℃
용기와 차 용기 사이에 을 충전하여 발열열을 효과적으로 제거할2 0.5 bar He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삼중수소 저장 시 온도는 차 용기와 차 용기가100g ZrCo(90T-10D)x 1 2⑥
진공층의 경우 약 까지 상승하였고 차 용기와 차 용기 사이에180 , 1 2 0.5bar℃

을 채운 경우 약 까지 온도가 낮아졌다 이로써 저장 시 차 용기와 차He 63 . 1 2℃
용기 사이에 을 채워주어 삼중수소 붕괴열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0.5bar He

있다.

카 용기의 열해석 결과. LTS

용기에 운전 모드에 따른 온도 변화를 와 같이 정리하였다LTS Table 64 .

차 용기와 차 용기 사이에 개의 열차폐판을 설치하는 것이 차 용기 외벽1 2 2 2①
온도를 낮추는데 효과적이었다.

삼중수소 저장시 차 용기와 차 용기 사이에 을 채워100g 1 2 0.5 bar He②
삼중수소 붕괴열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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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3. Temperature of ZrCo and outer wall of secondary vessel in SDS bed

during operation

Temperature of ZrCoQx

between primary

vessel and secondary

vessel

Temperature of outer

wall of secondary

vessel

Recovery 20 300℃ → ℃ vacuum 20～ ℃
10 hours after

recovery
100～ ℃ vacuum 22～ ℃

Storage
190～ ℃ vacuum 27～ ℃

67℃ 0.5 bar He filling 30～ ℃
Preheating

(two heaters)

(without Ni fins)

240 250～ ℃
(250 )℃

(140 250～ o
C)

vacuum 20.5～ ℃

Delivery

(two heaters)

(without Ni fins)

250 350～ ℃
300 350～ ℃

(<100 350 )～ ℃
vaccum

20.5～ ℃
20.5～ ℃

( 0.5 )～ ℃
Regeneration or

Activation
480 500～ ℃ vaccum 50 60～ ℃

Regeneration or

Activation

Along DT tube

500℃
(at the heater)

vacuum

123～ ℃
(at the flange of

secondary vessel)

Delivery along

D-T tube

350℃
(at the heater)

vacuum

<100℃
(at the flange of

secondary vessel)

Table 64. Temperature of ZrCo and outer wall of secondary vessel in LTS bed

during operation

Temperature of ZrCoQx
between primary vessel

and secondary vessel

Temperature of outer

wall

of secondary vessel

Storage
174～ ℃ vacuum 34～ ℃
85～ ℃ 0.5 bar He filling 38～ ℃

Delivery 300 350～ ℃ vacuum 40～ ℃
Residual

tritium

removal

450 500～ ℃ vacuum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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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의 차 용기에서 차 용기로 삼중수소의 침투 분석2. SDS/LTS 1 2

용기의 차 용기에서 차 용기로 삼중수소가 높은 온도 높은 압력에서SDS/LTS 1 2

침투되어 손실될 수 있다 저장이나 탈장 시 차 용기에서 차 용기로 침투되어 빠져나. 1 2

간 양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약 년의 용기 운전 동안 차 용기와 가열기. 17 SDS 1

튜브와 니켈핀 등의 구조체에 침투되는 삼중수소의 양과 3 의 양을 측정할 필요가 있He

다 운전 조건하에 용기 안전 평가를 위해 삼중수소 침투 분석을 하였다 차. SDS/LTS . 1

용기에서 차 용기로 침투된 삼중수소는 가스를 순환하여 삼중수소를 회수하여 처2 He

리한다 따라서 각 운전 조건에서 반응시간에 따른 침투된 삼중수소의 양을 계산해서.

분석해야 한다.

일정온도와 압력의 에서 차 용기 외벽을 통해 차 용기로 삼중ZrCo(90T-10D)x 1 2

수소 침투 해석을 다음 식과 경계조건으로 수행하였다.

dC(x, t) / dt = D × d
2
C(x, t)/dx

2
× C(x, t), (0 x l (=2.11mm),– λ ≦ ≦

t>0)

초기조건 : C(x, 0) = 0, 0 < x < 1 (=2.11mm)

경계조건 1 : C(0, t) = Co [cm
3
/cm

3
metal] for all t, Co = S*P

1/2

경계조건 2 : dC(l, t)/dt = 0, at all t

가 가열기 과열과 유출구 밸브의 미작동으로 인한 작동 시. rupture disc

삼중수소 침투 해석①
용기에서 삼중수소를 로 가열하고 진공 처리 후 공급한다 탈장 시SDS 350 .℃

가스 유출구 밸브가 열리지 않고 가열기가 과열된 경우 압력에서 유출구D-T , 2.8 bar

튜브쪽에 가 작동하여 가스가 쪽으로 빠져나간다 이 경rupture disc D-T rupture disc .

우 약 와 약 에서 가 터지기 전까지 약 시간의 반응시간 동안435 2.8 bar rupture disc 1℃
차 용기에서 차 용기로 침투되어 손실된 삼중수소 양을 와 같이 계산하였다1 2 Fig. 128 .

약 분 경과 후부터 삼중수소가 침투되어 차 용기 밖으로 빠져나감을 알 수 있다3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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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8. Tritium permeation from primary vessel to secondary vessel

before rupture disc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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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열 탈장 공급 시 삼중수소 침투 분석. , ,

에서는 용기에서 예열하는 와 평형 압력 에서 반응시간Fig. 129 SDS 250 5150Pa℃
시간 후에 삼중수소 삼중수소가 차 용기에서 차 용기로 빠져나감을 알 수 있다12 1 2 . 2

주간 플라즈마 실험동안 용기에서 최대 회의 연료 공급을 위한 예열 시간은 최대SDS 4

시간 미만일 것이다 삼중수소 침투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열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3 .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에서는 와 평형 압력 하에서는 시간 이후에 차 용기에서 차 용기Fig. 130 350 1 1 2℃
로 삼중수소가 빠져나감을 알 수 있다 탈장 시에는 에서 진공 펌프로 뽑아 공급. 350℃
하기 때문에 필터를 개 설치한 경우 압력 강하 압력인 압력에서 삼중수소 침투2 2319Pa

를 과 같이 계산하였다 시간 이후 차 용기에서 차 용기로 삼중수소 침투가Fig. 131 . 2 1 2

시작됨을 알 수 있다 이로써 탈장 시 에서 로 분 내에 가열하면서 진공펌. 250 350 10℃ ℃
프로 뽑아 차 용기안의 압력을 낮추는 것이 삼중수소 침투에 의한 손실을 최소화하는1

데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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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9. Tritium permeation from primary vessel to secondary vessel

during preh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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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0. Tritium permeation from primary vessel to secondary vessel

during 350 and equilibrium pressure (60109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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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1. Tritium permeation from primary vessel to secondary vessel

during 350 and equilibrium pressure (2319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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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저장 시 삼중수소 침투 분석.

삼중수소를 용기와 용기에 최대 년 이상 장기간 저장 시 차 용100g SDS LTS 2 1

기에서 차 용기로 삼중수소 침투 정도를 와 같이 분석하였다 에서는2 Fig. 129 . Fig. 132

저장 시 차 용기와 차 용기 사이가 진공층 일 경우의 의 최대 예상 온도인1 2 ZrCoQx

와 평형 압력에서 반응 시간 약 일 후 차 용기 외부로 삼중수소가 빠져나190 480Pa 1 1℃
감을 알 수 있다 또한 에서는 장기간 저장 시 차 용기에서 차 용기로 삼중수. Fig. 133 1 2

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도를 까지 낮춘 경우 삼중수소가 차 용기에서 차 용기로82 1 2℃
빠져 나가지 않았다 이로부터 삼중수소 저장 시 차 용기와 차 용기 사이에. 100g 1 2

을 충전하여 온도를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 삼중수소 침0.5bar He ZrCo(90T-10D)x 82℃
투에 의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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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2. Tritium permeation from primary vessel to secondary vessel

during storage at 190 and 480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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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3. Tritium permeation from primary vessel to secondary vessel

during storage at 190 and 480Pa℃

추후 차 용기 외벽을 통한 삼중수소 침투에 의한 농도 구배에서 차 용기1 2

로 빠져 나간 삼중수소 양을 계산하고 차 용기 외벽 내에 축적되는 삼중수소1

양을 분석하여 용기 설계와 운전 조건 설계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SDS/LTS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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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4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는 용 삼중수소 저장 용기 국산화를 위한ITER 분해ZrCo

가능성 실험과 흡탈장 기초실험 및 설계 운전을 위한 기본SDS bed SDS bed

자료를 생산하였다. 우리나라가 트리튬 플랜트용 삼중수소 용기를 적ITER SDS/LTS

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삼중수소 저장 용기 국산화에 대한 그 후속 연구에 본 연구 결

과를 활용할 계획이다 용 삼중수소 저장 용기의 설계기술 분석을 통해 차기년도. ITER

에 수행할 삼중수소 소형용기의 저장 특성 연구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ZrCo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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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5

○ 본 사업의 핵심 요소인 이터용 삼중수소 저장 공급용기는 핵융합연료 공급 심장부

에 해당되며 우리나라는 삼중수소 저장 공급용기를 개발 제작하여 에 공급해, SDS

야 한다 한국은 이터 건설 시까지 이터용 삼중수소 저장 공급용기 기술을. Build

상태까지 조기 확보해야 한다to Print .

○ 본 사업에서는 년도에 가 분해되지 않는 영역을 규명하고2006 ZrCo Isotherm ZrCo

분해 가능성을 실험하여 삼중수소 베드 설계 및 운전자료 생산에 필요한 기SDS

초자료를 생산함으로써 한국의 조달품목인 이터용 삼중수소 저장 공급 시스템 및

용기의 적기 공급을 위한 차기년도 개발 사업에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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