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ERI/AR-812/2008

기술현황분석보고서

고온가스로 헬륨순환기용 베어링의 기술현황
분석보고서
State of the Art Report for a Bearing for VHTR
Helium Circulator

한국원자력연구원

제 출 문

한국원자력연구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08년도 “초고온가스로 요소기술개발” 과제의 고온가스로
헬륨순환기용 베어링의 기술 현황 분석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 10

주 저 자 : 이재선
공 저 자 : 송기남
김용완
이원재

요 약 문
Ⅰ. 제 목
고온가스로 헬륨순환기용 베어링의 기술현황 분석

Ⅱ. 기술현황분석의 목적 및 필요성
초고온가스로에서 헬륨순환기는 노심에서 발생한 고온의 열에너지를 중간열교
환기 또는 증기발생기로 전달하는 핵심 기능을 담당한다. 작동유체인 헬륨은 고
온, 고압의 기체상태로 1차계통을 순환하며, 유량 제어를 통해 노심의 열출력을
제어한다. 헬륨순환기는 고온가스로 내의 유일한 회전기기이며, 신뢰성있는 원자
로 운전과 안정적인 수소 생산을 위해 신뢰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주
헬륨순환기는 중간열교환기 또는 증기발생기 용기 상단부에 설치되며, 정상운전
조건에서는 주헬륨순환기만으로 헬륨을 순환시킨다. 원자로용기 하단에 설치되
는 보조순환기는 원자로 재장전이나 원자로 수리를 위해 원자로를 정지 또는 급
속 냉각시킬 때 냉각을 촉진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보조 순환장치이다. 헬륨순환
기의 회전축은 베어링에 의해 지지되어야 하는데 베어링은 헬륨순환기 및 원자
로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계요소이다. 1960년대 이후로 다양한 형태의
베어링이 헬륨순환기에 적용되어 개발되었으며,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고온가
스로용 헬륨순환기의 개발 또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초고온가스로 개발에 필수적인 기계요소인 헬륨
순환기용 베어링의 개발이 요구됨에 따라 기존의 기술현황 및 선행 자료를 분석
할 필요가 있다.

Ⅲ. 기술현황분석의 내용 및 범위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까지 가스로에 사용되어진 헬륨순환기용 베어링의 설계 특
성을 분석하고, 또한 자기베어링에 적용되는 보조베어링의 기술현황을 분석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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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술현황분석 결과의 활용 계획

고온가스로의 헬륨순환기용 베어링에 관한 선행 기술 자료 분석을 통하여, 향후
독자적인 헬륨순환기용 베어링 설계 및 개발 기술 확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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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State of the Art Report for a Bearing for VHTR Helium Circulator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A helium circulator in a VHTR(Very High Temperature gas-cooled Reactor) plays a
core role which translates thermal energy at high temperature from a nuclear core to
a intermediate heat exchanger or a steam generator. Helium as a operating coolant
circulates a primary circuit in high temperature and high pressure state, and controls
thermal output of a nuclear core by controlling flow rate. A helium circulator is the
only rotating machinery in a VHTR, and its reliability should be guaranteed for
reliable operation of a reactor and stable production of hydrogen. Generally a main
helium circulator is installed on the top of a intermediate heat exchanger or a steam
generator vessel, and helium is circulated only by a main helium circulator in a
normal operation state. An auxiliary or shutdown circulator is installed at the bottom
of a reactor vessel, and it is an auxiliary circulator for shutting down a reactor in
case of refueling or accelerating cooling down in case of fast cooling.
Since a rotating shaft of a helium circulator is supported by bearings, bearings are the
important machine elements which determines reliability of a helium circulator and a
nuclear reactor. Various types of support bearings have been developed and applied
for circulator bearings since 1960s, and it is still developing for developing VHTRs.
So it is necessary to review and analyze the current technical state of helium
circulator support bearings to develop bearings for Koran developing VHTR helium
circulator.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This work is aimed to review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a past and current heium
circulator support bearings and to analyze the technical status of a auxiliary b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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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Proposal for Application of the Results of Project
This state-of-the-art report of a bearing for a VHTR Helium Circulator is applicable
to design and develop the Korean VHTR helium circ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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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초고온가스로에서 헬륨순환기는 노심에서 발생한 열에너지를 중간열교환기 또는
증기발생기로 전달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초고온가스로의 작동유체인 헬
륨은 고온, 고압의 기체상태로 1차 계통을 순환하며, 유량을 조절하여 노심의 열출
력을 제어한다. 헬륨순환기는 고온가스로에서 유일한 고속 회전기계류이며, 신뢰성
있는 원자로 운전과 안정적인 수소생산을 위해서는 헬륨순환기의 신뢰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MHTGR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고온가스로의 1차 계통은 Figure 1-1과
같이 노심을 포함하는 원자로(Reactor), 원자로 하단부의 보조 헬륨순환기(Shutdown
Helium Circulator), 증기발생기 상단의 주 헬륨순환기(Helium Circulator), 그리고 노

심과 증기발생기를 연결하는 고온가스 덕트(HGD, Hot Gas Duct)로 구성된다. 이처
럼 주 헬륨순환기는 증기발생기 용기 상단 부에 설치되며, 정상운전 조건에서는 주
헬륨순환기 만으로 작동유체의 순환을 주관한다. 원자로 용기 하단에 위치하는 보
조 순환기는 연료 재장전이나 원자로 수리를 위해서 원자로를 정지 또는 급속 냉
각시킬 때, 냉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보조 순환기 장치이다. Figure 1-2
는 1차 계통의 냉각재 순환 경로를 나타낸다. 노심에서 1000℃ 가까이 가열된 헬륨
가스는 HGD를 지나 증기발생기로 유입되고, 코일형태의 증기발생기 내부를 지나
용기의 환상유로를 따라 상승하여 헬륨순환기를 지나고, 헬륨순환기로부터 동력을
얻은 250℃ 가량의 냉각재는 다시 고온 덕트의 외각 환상유로를 따라 원자로 노심
으로 유입된다.

Figure 1-1 Schematic diagram of MHTGR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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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Coolant Flowpath in MHTGR

노심냉각을 위한 순환기는 500℃ 부근의 헬륨을 빠른 속도로 순환시켜야한다. 헬
륨순환기는 독일의 AVR, THTR, 미국의 FSV, 일본의 HTTR, 중국의 HTR-10에 채
용되어 성공적으로 운전되었으나 몇 가지 문제점도 발견되었다. VHTR(Very High
Temperature Gas-cooled Reactor)에 습기가 침투하면 물의 중성자흡수로 임계도가 낮

아져 원자로가 트립된다. 이런 현상은 원자로의 안전성 유지에는 장점이지만 원자
로 운전이 중단되므로 경제적인 손실이 따른다. 미국의 고온가스로인 FSV는 순환
기 부분에서 발생한 잦은 습기 침투사고가 경제적 실패의 주요원인으로 꼽힌다. 현
재까지 운용된 헬륨순환기의 경험에 비추어 가장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 부분은 베
어링이며, 주로 오일 및 수윤활 베어링 시스템으로부터의 오염물질 유입에 따라 발
생된 문제였다. 따라서 운영된 플랜트로부터의 베어링 기술과 트라이볼로지와 관
련된 문제해결에 대한 시도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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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무윤활 베어링시스템으로의 접근은 가스베어링으로 현실화되었으며, 가스
베어링은 영국의 Dragon 원자로와 미국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의 헬륨실험
루프, 일본은 HENDEL 시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 이러한 기기들은 수십
kW 급 정도의 소형기기 이었으므로 회전축 중량이 상대적으로 작아 현재 개발되

고 있는 고온가스로용으로의 확대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오일윤활베어링은 유
럽형 고온가스로의 헬륨순환기에서 성공적인 운전을 수행하였으며, 이 원자로들은
향후 2~30년간 계속 운영될 것이다.
자기베어링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베어링 기술을 이용하여 윤활제가 필요 없는
대용량의 베어링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향후 10년 이내에 고속 회
전체는 자기베어링에 의해 지지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고온가스로의 헬륨순
환기에도 자기베어링이 사용될 것으로 대부분 예측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초고온가스로에서 원자로 신뢰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헬륨순환기
용 베어링의 기술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헬륨순환기용 베어링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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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고온가스로 개발 개요
고온가스로 개발의 기초는 1956년 영국에서 발명된 피복핵연료입자로 시작되어
그 뒤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동 프로젝트인 Dragon원자로, 미국의 봉상
(棒狀)핵연료를 사용한 실험로 Peach Bottom원자로 및 육각주상의 블록형핵연료를

사용한 원형로 Fort St. Vrain원자로, 독일의 구상핵연료를 사용한 소위 페블베드형
실험로 AVR과 원형로 THTR-300의 설계·건설·운전과 실증시험 등의 경험을 기초로
한 것들이다. 세계적으로 건설 및 운전된 고온가스로의 주요 항목은 다음 Table 2-1
과 같다.

Table 2-1 Constructed or operated HTR specification in the world
Dragon

Peach Bottom

Fort St. Vrain

AVR

THTR-300

운영국가

영국

미국

미국

독일

독일

출력
(MWt/MWe)

20/

115/40

842/330

46/15

750/300

건설개시

1960. 4

1962. 2

1968. 9

1961. 8

1971. 5

초임계

1964. 8

1966. 3

1974. 12

1966. 8

1983. 9

폐쇄

1976.

1974. 11

1989. 8

1988. 12

1989. 9

목적

연구용

발전용

발전 및 시험

발전 및 시험

발전용
원형로

350/750

377/750

400/775

270/950

270/750

20

22.5

48

11

40

He 온도
(In/Out ℃)
He 압력
(Bar)

지금까지 미국과 독일 두 나라가 Fort St. Vrain원자로, THTR-300원자로에 후속되
는 차기원자로로서 비교적 대형의 상용로를 검토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신형발전
용 고온가스로로서 고유 안전성을 활용한 것과 수요측면에서 중소형로의 상용화가
검토되고 있다. 페블베드형에서는 HTR-500, HTR-Module 등, 블록형으로서는
MHTGR 및 GT-MHR이 계획되고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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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냉각로의 개발국도 미국과 일본이외에 일본, 중국, 러시아, 남아프리카 등이
추가되었다. 또한 핵열이용 프로세스로서의 연구용실험로가 일본(HTTR)과 중국
(HTR-10)에서 건설중에 있다. 남아프리카에서는 발전용고온가스냉각로(PBMR)의

건설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러시아에서는 종래로부터 고온가스냉각로에 관심을 갖
고 개발하여 왔다. 개발 중인 고온가스로의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Table 2-2와 같
다.

Table 2-2 Developing HTR specification
원자로명

개발국

MHTGR

미국

주요제원

개발상황

Core type
출력 (MWt/MWe)

GT-MHR

미국/러
시아 등

450/173
Annular of
prismatic

Core type
출력 (MWt/MWe)

600/285

Core type
HTR-500

1,390/550
Pebble bed

독일
출력 (MWt/MWe)

Core type

200/76
Prismatic block

일본
출력 (MWt/MWe)

Core type
PBMR

30/

1998.11 초임계
1999.9 출력상승시험
2004.4 950℃ 고온운전

Pebble bed

남아공

출력 (MWt/MWe)

Core type
HTR-10

1997 설계개념 설정
2001 예비설계 착수

Pebble bed

Core type

HTTR

개발 시작
개발 중단

독일
출력 (MWt/MWe)

HTR-M

1984
1995

256/114
Pebble bed

중국
출력 (MWt/MWe)

10/2.6

1994.12 건설허가
2003. 전출력운전

앞서 살펴본 건설·운전된 고온가스로 및 개발 중인 고온가스로를 중심으로 하여
헬륨순환기의 설계 현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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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헬륨순환기 및 헬륨순환기용 베어링 설계 현황
고온가스로에서 헬륨순환기(Helium Circulator/ Blower)는 노심에서 발생한 열에너
지를 중간열교환기로 전달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작동유체인 헬륨은 고
온/고압의 증기상태로 1차 계통을 순환하며, 노심의 열출력을 제어한다. 헬륨순환
기는 고온가스로에서 유일한 고속 회전기계류이며, 신뢰성 있는 원자로 운전과 안
정적인 수소생산을 위해서는 헬륨순환기의 구조적 건전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1. 노형별 헬륨순환기용 베어링 설계 현황
. 미국의 개발현황

미국은 블록형 핵연료요소를 채용한 발전로 Peach Bottom원자로와 Fort St. Vrain
원자로의 건설과 운전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Peach Bottom원자로는 1974년에, Fort
St. Vrain원자로는 1989년에 운전을 종료하였다. 이것에 계속되는 건설계획도 있었

으나 Fort St. Vrain원자로에서의 고장과 수요 둔화 등으로 중지되게 되었다.
1978년부터 가스냉각로협회(GCRA, 전력회사와 핵열이용회사로 구성)와 DOE의

원조자금으로 선도 프로젝트(lead project)라고 불리는 개발계획이 GA사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이 계획에서는 열출력 2,240MW, 전기출력 855MW로 노심, 증기발생
기, 순환기 일차계통 전부를 PCRV(Pre-stressed Concrete Pressure Vessel) 속에 수납
한 일체형 고온가스냉각로의 개발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중소전력회사
가 많고 전력수요 증가의 둔화 등에 추가하여 TMI원전사고, 체르노빌원전사고 등
의 영향을 받아 고유안전성을 더욱 높인 , 사고발생 후 발전소 주변 주민의 긴급대
피를 필요로 하지 않는 소형 고온가스로로 관심이 옮아갔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 더욱 경제성 향상을 위한 검토가 진행되게 되어 종래의 증

기터빈발전형 MHTGR(열출력 450MW, 전기출력 173MW)에 대신하여 가스터빈발
전을 채용한 GT-MHR(Gas Turbine Modular Helium Reactor)의 설계개념이 생겨났다.
GT-MHR(열출력 600MW, 전기출력 290MW)은 높은 고유안전성(피동안전성)을

갖추고 원자로에서 취출된 고온의 헬륨가스로 직접 가스터빈을 돌려 발전함으로써
높은 발전효율(약 45∼50 %)을 목표로 GA사가 제안한 고온가스냉각로이다. 실용
화를 목적으로 1994년에 미국 GA사와 러시아 원자력성(MINATOM) 사이에 공동개
발에 대한 동의가 약정되어 1995년 2월에는 GT-MHR 개념설계 프로젝트가 시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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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 뒤 1996년 1월에는 프랑스의 FRAMATOM사가, 1997년 4월에는 일본의
FUJI전기가 이 개념설계프로젝트에 참가함으로써 국제협력프로젝트가 되었다. 미

국에서 핵무기해체 플루토늄의 연소처분을 위한 GT-MHR프로젝트로 500만$의 예
산이 1998년에 승인되어 있다. 개념설계(제1단계)는 1997년 10월에 거의 종료하고,
2010년까지에는 원형로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다.

헬륨순환기 설계에 있어 Fort Saint Vrain(FSV)는 증기터빈에 의해서 구동되는
vertical single stage axial flow compressor를 이용하였고, 헬륨순환기 로터 지지부의

윤활재인 물이 1차 계통을 오염시키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였다[2.1, 2.2]. 이에 따
라 MHTGR에는 구동방식을 전동구동(가변모터)방식으로 전환하여 설계를 단순화
시키고, 사고경험을 근거로 주축의 지지부를 능동형 자기베어링(Active Magnetic
Bearing, AMB)으로 변경하는 설계를 제안하였다.

. 독일의 개발현황

독일은 페블베드(구상)핵연료를 사용한 고온가스냉각로 개발을 일찍부터 추진해
오고 있고 발전용실험로 AVR , 발전용원형로 THTR-300의 건설과 양호한 운전경
험을 가지고 있다.
AVR과 THTR-300의 경험을 기초로 하여 발전용 혹은 열전 병합용의 고온가스냉

각로 HTR-500과 모듈형 고온가스냉각로 HTR-M을 개발하고 있다. 기본설계는 종
료하고 안전심사도 마쳤으나 그 뒤의 사회정세와 경제정세의 변화로 구체적인 건
설계획은 없어졌다.
HTR-500의 개념설계는 THTR-300의 연장선상에 있어 노심, 증기발생기를 위시한

일차계통 전체를 하나의 공동인 PCRV에 수납하고 대구경배관을 없앤 설계로 되어
있다. HTR-M은 노심 크기를 줄이고 출력밀도가 낮은 노심설계로 함으로써 대량의
방사성물질을 환경에 방출하는 노심용융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원자로, 즉 고유안
전성을 최대한 높인 고온가스냉각로이다. 이 초안전로의 개념구축연구는 Jülich연
구센터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페블베드형 원자로(HTR)는 독일 이외에서도 관심을 가져 중국의 다목적 연구용
실험로 HTR-10(2000년 초임계 달성)의 건설, 남아프리카의 발전용 고온가스냉각로
PBMR의 건설계획 및 네덜란드의 열병합 연구용실험로 ACACIA계획으로 승계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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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AVR과 AGR의 설계 및 운전경험을 기반으로 THTR-300의 헬륨순환기를
전동방식으로 구동되는 single stage centrifugal compressor(수평방향)로 자체 설계/제
작하고, 주축 지지부는 기름을 윤활재로 사용하는 저널베어링을 사용하였다. 특히,
THTR-300 헬륨순환기는 구동축과 전동기, 냉각장치, 그리고 차단밸브(shutoff
valve) 등을 포함하는 일체형으로 제작되어 조립과 분리가 용이하도록 증기발생기

용기에 결합되는 설계개념을 적용하였다. 독일의 THTR-300 헬륨순환기의 설계 및
제작기술은 중국의 HTR-10에 그대로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HTR-M은 THTR-300
의 헬륨순환기 방향을 수직방향으로 전환한 것을 제외하면, 기존의 설계사양을 그
대로 적용한 것이다.

. 일본의 개발 현황

일본원자력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1969년 이래 고온가스냉각로에 관한 연구개발
을 추진하여 왔다. 1987년에 일본원자력위원회의 「원자력개발이용장기계획」에
따라 고온공학시험연구로 HTTR의 건설이 결정되었다. 1990년에 원자로설치허가를
취득하고 1991년에 착공하여 1998년 12월에는 핵연료장전을 완료하였다. 1999년 1
월에는 초임계를 달성하고 그 뒤 정기자주검사, 일차상부차폐체의 승온방지대책
등의 개선조치, 중성자원의 교환 등을 종료하여 5월부터는 확인시험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원자력연구소에서는 고온가스냉각로의 건설과 함께 고온가스로에서 취출되
는 고온 헬륨가스에 의한 발전과 열 이용을 조합하는 이용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미국 DOE, 중국 INET, 독일 FZJ(Jülich 연구센터), 영국 AEA Technology사 등
과 국제협력을 추진하면서 계획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운전 중인 일본의 HTTR 헬륨순환기는 전동으로 구동되고, single stage
centrifugal 방식의 압축기를 사용하며 가스베어링으로 주축을 지지한다.

. 중국의 개발 현황

독일의 협력을 얻어 페블베드형 원자로를 채용한 핵열프로세스이용 시험로
HTR-10과, 중질유회수를 위한 핵열프로세스이용 실용로(200 MWt) 계획을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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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왔으나 현재는 HTR-10만이 추진되고 있다.
HTR-10은 중국 최초의 고온가스냉각로로 1956년 6월부터 청화(淸華)대학 원자력

기술연구소(INET)에서 설계·건설을 시작하였다. 1998년 말에는 원자로용기, 증기발
생기, 열제거계통의 설치가 완료되어 1999년 말에는 노심이 설치되고 2000년에 초
임계를 달성하였다.

HTR-10용 헬륨순환기는 single stage centrifugal compressor으로 적용되었으며, 증

기발생기 상부 압력용기 내부에 수직으로 설치된다. 이 헬륨순환기는 용량이 매우
작기 때문에 그리이스 윤활의 앵귤러콘택트 볼베어링으로 회전축을 지지한다.

각 고온가스로 노형별로 헬륨순환기 적용 베어링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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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HTGR at Fort Saint Vrain

(1) 원자로 개요

Fort Saint Vrain은 미국의 유일한 고온가스로이다. 이 원자로는 General Atomic사

에 의해 설계되었으며, 그 형상은 Figure 2-3과 같다.
열용량은 842MW, 전기출력은 330MW로 1968년 건설이 시작되어 1989년 폐쇄된
발전 및 시험용 원자로이다.

Figure 2-3 FSV Reactor
(2) 헬륨순환기 및 헬륨순환기용 베어링 설계 개요

FSV에는 4기의 헬륨순환기가 설치되며, 그 구성은 Figure 2-4에 보이는 바와 같

다[2.1, 2.2]. 헬륨순환기는 고압 터빈(high pressure generating turbine)으로부터 방출
되는 증기를 이용하는 증기 구동 단상 터빈(steam driven single-stage turbine)으로 이
루어진 단상 축수(single-stage axial) 헬륨압축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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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략적인 원자로 및 헬륨순환기 성능은 다음과 같다.
. helium mass flow rate : 107kg/s
. circulator inlet temperature/pressure : 394℃/4.73MPa
. circulator rotating speed : 9,550rpm
. full load steam turbine power : 3,954kW

헬륨순환기 주축은 Figure 2-4에 보이는 바와 같이 2개의 저어널베어링 및 1쌍의
스러스트베어링으로 지지되며, 각 베어링은 수윤활된다.

Figure 2-4 FSV Helium Circulator and Sealing System

헬륨순환기에는 베어링을 윤활하는 윤활수(bearing water)가 헬륨임펠러 측으로
유입되거나, 헬륨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Figure 2-5에 보이는 바와 같이
정화완충헬륨공급시스템(purified buffer helium supply)이 설치된다. 완충헬륨(buffer
helium)의 일부는 누출된 베어링 윤활수와 혼합된 후 완충헬륨순환기(buffer helium
circulator)를 거쳐 건조되고 다시 정화완충헬륨공급시스템으로 재공급되는 순환을

이루게 된다.
정지밀봉장치(shutdown seal)는 헬륨순환기가 정지되었을 때 헬륨이 오염되는 것
을 방지하도록 설치된다.
헬륨순환기 내의 모든 베어링은 윤활수로 윤활되므로 병렬로 운전되는 3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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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stage 펌프가 2 loop에서 각각 운전된다. 그 구성은 Figure 2-6에 보이는 바와

같다.
He circulator 및 시일 부분의 누수가 자주 발생하였다.

Figure 2-5 Helium Circulator Buff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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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Helium Circulator
Water Suppl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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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MHTGR

(1) 원자로 개요

MHTGR (Modular High Temperature Gas-cooled Reactor)은 미국 DOE, GA사와 가

스냉각로협회가 중심이 되어 중소규모발전용 실용로로서 개발을 추진하여 왔으나
1995년 개발 중지되었다.
MHTGR은 HTR-M의 기본개념을 답습하였으며, 원자로 구성은 Figure 2-7과 같으

며 증기공급시스템은 Figure 2-8과 같이 구성된다. MHTGR은 HTR-M과 같은 정적
붕괴열제거특성을 유지하면서 1기의 출력을 가급적 증대시키고자 한 설계로 되어
있다. 즉 블록형 핵연료를 사용하고 노심을 원환상(圓環狀)으로 함으로써 HTR-M의
출력 200 MWt에 대하여 450 MWt 까지 출력을 증대시켜도 정적붕괴열제거만으로
도 사고시의 핵연료온도를 1,600℃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설계로 되어 있다.
개략적인 원자로 및 헬륨순환기 성능은 다음과 같다.
. helium mass flow rate : 158kg/s
. circulator inlet temperature/pressure : 255℃/6.29MPa
. circulator rotating speed : 6,200rpm

Figure 2-7 MHTGR Silo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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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 MHTGR NSSS Configuration

(2) 헬륨순환기 및 헬륨순환기용 베어링 설계 개요

MHTGR용

헬륨순환기는

증기발생기

상부에

설치되며,

헬륨압축기(helium

compressor)와 구동모터가 모두 원자로 일차계통 내부에 설치된다.

회전축집합체는 능동자기베어링(Active magnetic bearing)에 의해 지지되며, 보조
베어링(Catcher bearing, Auxiliary bearing or Backup bearing)에 의해 보조된다. 회전
축 및 베어링의 구성은 Figure 2-9에 보이는 바와 같다[2.3~2.6]. 헬륨순환기는 다음
과 같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전기모터 및 압축기축 집합체 (Electric motor/compressor rotor assembly)
② 압축기 고정자 및 디퓨저 집합체 (Compressor stator and diffuser assembly)
③ 모터 고정자와 내부구조물지지대 (Electric motor stator and internal structural
support)

④ 헬륨-물 열교환기 (Helium-to-water heat exch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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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2개의 저어널 자기베어링 및 양방향 스러스트 자기베어링 (Two radial and
one double acting axial, active magnetic bearing)

⑥ 2개의 앵귤러콘택트 보조베어링 (Two angular contact catcher bearing)
⑦ 밀봉 시일 (Hermitically sealed connectors for electric power, cooling water,
helium buffer, magnetic bearing controls and instrumentation)

Figure 2-9 Circulator rotating machinery assembly

순환기 및 모터 공동은 원자로보다 조금 높은 압력의 정화된 헬륨정화유동
(purified helium purge flow)으로 채워진다. 따라서 라비린스 구조를 통과하는 약간

의 유동은 주냉각기체가 모터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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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GT-MHR

(1) 원자로 개요

GT-MHR은 여분의 핵무기 플루토늄 처분 능력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General
Atomics)-러시아(Minatom of Russia General Atomics) 및 프랑스(Framatome), 일본
(Fuji Electric)의 공동연구에 의해 개발 중인 고온가스로이다[2.7, 2.8].
GT-MHR은 한쪽 용기에 격납된 가스냉각 모듈형 헬륨원자로(MHR)와 인접한 용

기에 격납된 고효율의 브레이튼(Brayton) 사이클 가스터빈(GT)을 결합시킨 것이다.
원자로와 전력변환용기는 짧은 횡단용기로 연결되며 지하의 콘크리트 사일로에 위
치한다. 원자로 구성은 Figure 2-10과 같다.
개략적인 원자로 및 헬륨순환기 성능은 다음과 같다.
. helium mass flow rate : 320kg/s
. circulator rotating speed : 4,400rpm

Figure 2-10 GT-MHR Configuration

- 14 -

(2) 헬륨순환기 및 헬륨순환기용 베어링 설계 개요

GT-MHR용 압축기는 2개의 경방향 자기베어링과 보조베어링, 1개의 축방향 자기

베어링과 보조베어링으로 구성된다 (Figure 2-11 참조).

Figure 2-11 Power Conversion Unit Turbomachine Support
System

자기베어링(Electromagnetic Bearing-EMB or Active Magnetic Bearing-AMB)의 개발
은 주로 OKBM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개발에 필요한 개발항목과
개발 단계는 Figure 2-12 및 2-13에 기술하였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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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2 Logic Diagram of EMB Support System Development

Figure 2-13 EMB Support System Technology Development Logic Diagram

- 16 -

라 . AVR

(1) 원자로 개요

AVR 원자로는 독일에서 개발되어 Jülich연구소에서 운영된 15MWe급 pebble bed

형 발전용 실험로이다. 이 원자로는 The Arbeitsgemeinschaft Versuchs-Reaktor AVR
GmbH (독일 내 15개 도시 전력사업자의 실험로 Joint Working Group) 에 의해 1959

년 주문되었고, BBC와 Krupp 컨소시엄으로 1961년 건설이 시작되어 1966년 첫 임
계에 도달하였다. AVR은 1967년부터 1988년까지 성공적으로 운전되었으며, pebble
연료에 대해 많은 시험을 수행하였다[2.10]. 현재는 해체가 진행 중에 있다. AVR의
원자로 구성은 Figure 2-14에 보이는 바와 같다.

Figure 2-14 AVR Reactor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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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략적인 원자로 및 헬륨순환기 성능은 다음과 같다.
. circulator inlet temperature/pressure : 260℃(design Temp. : 350℃)/1MPa
. circulator rotating speed : 400 ~ 4,400rpm
. helium mass flow rate : 6.5kg/s

(2) 헬륨순환기 및 헬륨순환기용 베어링 설계 개요

AVR에는 원자로 하부에 2개의 헬륨순환기가 수평으로 설치되어 있다[2.11]. 구

동모터는 압력용기 내에 일체형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베어링은 오일베어링으로
베어링에 공급되는 오일이 원자로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완충헬륨공급시스템 및
밀봉장치가 적용되었다(Figure 2-15 참조).

Figure 2-15 AVR Helium Circ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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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THTR-300
(1) 원자로 개요

THTR-300 (Thorium High-Temperature Reactor-300)은 독일이 개발한 발전용 원형

로의 pebble bed형 토륨핵연료사용 고온가스냉각로로서, 1983년에 운전을 개시하
고, 1989년에 폐쇄되었다.
개략적인 원자로 및 헬륨순환기 성능은 다음과 같다.
. circulator inlet temperature/pressure : 300℃/3.8MPa
. circulator rotating speed : 2800 ~ 5600rpm
. helium mass flow rate : 50kg/sec

Figure 2-16 THTR Reactor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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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헬륨순환기 및 헬륨순환기용 베어링 설계 개요

THTR-300 원자로에는 6개의 헬륨순환기가 수평으로 설치된다. Figure 2-17에 보

이는 바와 같이 각 헬륨순환기 주축은 오일베어링에 의해 지지되며, 헬륨순환기 각
각의 오일공급시스템을 갖고 있다[2.12, 2.13].
베어링은 오일베어링으로 베어링에 공급되는 오일이 원자로 내로 유입되지 않도
록 완충헬륨공급시스템(buffer helium supply system, or seal gas system) 및 밀봉장치
가 적용되었다(Figure 2-18 참조).

Figure 2-17 Helium Circulator of THTR-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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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8 Schematic circuit diagram of the oil and seal ga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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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 HTR-500

(1) 원자로 개요

HTR-500은 기본적으로는 THTR-300과 동일 설계로 압력용기는 PCRV를 채용하

고 있다. 1,145,000개의 핵연료구(핵연료 80 %, 흑연 20 %)를 가지고 그 핵연료구에
는 직경 0.5 ㎜의 SiC 피복층으로 싼 저농축우라늄입자 16,000여개가 포함되어 있
다. Figure 2-19은 원자로단면을 보이고 있다.
기본설계는 종료하고 안전심사도 마쳤으나 그 뒤의 사회정세와 경제정세의 변화
로 구체적인 건설계획은 없어졌다.

Figure 2-19 HTR-500 Reactor Configuration

(2) 헬륨순환기 및 헬륨순환기용 베어링 설계 개요

HTR-500용 헬륨순환기는 Figure 2-20에 보이는 바와 같이 자기베어링을 사용하

여 주축을 지지하도록 설계하였다[2.14, 2.15]. 자기베어링과 보조베어링은 prototype
을 제작하여 성능검증을 수행하였다[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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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0 Prototype Circulator MALV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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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 HTR-M

(1) 원자로 개요

HTR-M은 발전과 프로세스증기공급을 겸용하는 것을 목표로 독일에서 개발하였

다. 그러나 HTR-500과 마찬가지로 기본설계는 종료하고 안전심사도 마쳤으나 그
뒤의 사회정세와 경제정세의 변화로 구체적인 건설계획은 없어졌다.

Figure 2-21 HTR-M Reactor Configuration

(2) 헬륨순환기 및 헬륨순환기용 베어링 설계 개요

HTR-M용 헬륨순환기(Figure 2-22 참조)에는 오일수조(oil bath)로 윤활되는 틸팅

패드 저널베어링(tilting pad journal bearing)이 설치된다(Figure 2-23 참조). 자기베어
링의 적용이 검토되었으나, 보조베어링의 개발완료 등 자기베어링 분야의 미검증
부분으로 인해 검증된 기술의 적용을 위해 오일베어링을 적용하였다[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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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2 HTR-M Helium Circ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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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3 Oil Bath Lubricated Bearings of HT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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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 HTTR

(1) 원자로 개요

HTTR(High Temperature Engineering Test Reactor)은 일본의 고온공학시험연구로

이다. 블록형의 연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열출력은 30 MW이다. 원자로의 개략은
Figure 2-24에 보이는 바와 같다.
HTTR은 1991년 오아라이연구소에 건설을 시작하여 1998년 11월에 첫 임계를 달

성하였으며, 2015년까지는 수소생산 시설과 병합하여 원자력수소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2.18].

Figure 2-24 HTTR Reactor

개략적인 원자로 및 헬륨순환기 성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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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rculator rotating speed : 3,000 ~ 12,000rpm
. helium mass flow rate : 0.35kg/s

(2) 헬륨순환기 및 헬륨순환기용 베어링 설계 개요

HTTR용 헬륨순환기의 구성은 Figure 2-25에 보이는 바와 같다. 헬륨순환기의 주

축은 가스베어링으로 지지되며 그 구성은 Figure 2-26 및 2-27에 보이는 바와 같다
[2.19].

Figure 2-25 Helium Circulator of HT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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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6 Journal Bearing of HTTR Circulator

Figure 2-27 Thrust Bearing of HTTR Circ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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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 HTR-10

(1) 원자로 개요

HTR-10은 중국의 고온가스로 개발의 일환으로 1992년에 개발이 시작되었다.
HTR-10은

칭화대학(清华大学)

INET(Institute

of

Nuclear

and

New

Energy

Technology)에 건설되어 2000년에 첫 임계를 달성하였다. 원자로 및 증기발생기의

구성은 Figure 2-28과 같다[2.20, 2.21].
개략적인 원자로 및 헬륨순환기 성능은 다음과 같다.
. circulator inlet temperature/pressure : 250℃/3MPa
. circulator rotating speed : 5,000rpm
. helium mass flow rate : 4.32kg/s

Figure 2-28 HTR-10 Reactor and Steam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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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헬륨순환기 및 헬륨순환기용 베어링 설계 개요

HTR-10용 헬륨순환기는 단상 원심 압축기(single-stage centrifugal compressor)로

선정되었다. 회전축 지지용 베어링은 그리이스로 윤활되는 볼베어링이 적용되며,
Figure 2-29에 보이는 바와 같이 상부에는 한 쌍의 앵귤러콘택트 볼베어링을 정면

조합(face-to-face)으로 설치하여 경방향 및 축방향 하중을 지지하도록 하고, 하부에
는 한 개의 앵귤러콘택트 볼베어링을 설치하여 경방향 하중을 지지하도록 하였다.
볼베어링이 고온에서 고속회전하기 때문에 냉각을 위해 상부 및 하부 각각에 베
어링 냉각기를 설치하였다. 베어링용 그리이스는 증기발생기 외부에서 보충이 가
능하도록 윤활제 튜브를 설치하였다[2.22~2.24].

Figure 2-29 HTR-10 Helium Circ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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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 PBMR

(1) 원자로 개요

PBMR은 남아공에서 개발 중인 고속가스로이다. Pebble Bed Modular Reactor
(Pty) Limited (PBMR)이 1999년 설립되어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원자

로 구성은 Figure 2-30 와 같다.

Figure 2-30 PBMR Reactor

(2) 헬륨순환기 및 헬륨순환기용 베어링 설계 개요

PBMR의 터빈 구성은 Figure 2-31에 보이는 바와 같다. 터빈 축을 지지하도록 자

기베어링을 배치하였으며, 3개의 경방향베어링 및 1개의 축방향베어링을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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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1 PBMR Power-Turbine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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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헬륨순환기에 적용 가능한 베어링 형식
현재까지 운영되었거나 개발 중인 헬륨순환기에는 앵귤러콘택트 볼베어링, 수윤
활베어링, 오일베어링, 자기베어링 등 다양한 형식의 베어링이 적용되었다. 각 베어
링 형식은 운전 조건 및 설치 조건 등에 따라 가장 적합한 형식으로 선정되어 적용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베어링 형식에 따른 성능특성을 비교하면 다음 Table 2-3과 같이 정
리될 수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특성만을 검토한 것으로 형식별 대략적인 강점과
약점이 모든 개개 베어링에 완벽히 적용되지는 않는다[2.25].

Table 2-3 Properties of various types of bearing
Gas Bearing

Magnetic
Bearing

Low

Moderate

Low

Low-High
(According to design)

Moderate

Low

Low

Good

Poor

Poor

Poor

Contactless
during stop

Yes(S)
No(D)

Yes(S)
No(D)

Yes(S)
No(D)

Yes

Seal system

Necessary

Necessary

No

No

Poor

Poor

Good

Good

Stiffening

No

No

No

Bearing Type

Oil Bearing

Load Capacity

High

Stiffness

High

Mechanical
loss

High

Anti seizure

Purity of
process gas
Affection due
to radioactivity

Water Bearing
High(S)
Low(D)
High(S)
Low(D)

( S : Hydrostatic, D : Hydrodynamic )

본 절에서는 베어링 형식별 일반적인 특성을 검토하고, 헬륨순환기에 최적의 베
어링 형식 선정 방향을 제시하기로 한다.

가. 구름베어링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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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 베어링은 내륜과 외륜 사이에 있는 전동체(볼 혹은 롤러)를 통하여 내륜(혹
은 외륜)에 하중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동되며, 다음과 같은 장점으로 인해 널리
적용되고 있다.
- 국제적으로 표준화, 규격화되어 있으므로 호환성이 있고, 교환 사용이 가능하

다.
- 베어링의 주변 구조를 간단하게 할 수 있다.
- 보수와 점검이 용이하다.
- 기동 마찰 토크가 작고, 기동 마찰 토크와 운전 마찰 토크와의 차이가 비교적

작다.
- 일반적으로 직경방향 하중과 축방향 하중을 함께 지지할 수 있다.
- 고온과 저온에서 사용이 비교적 용이하다.
- 예압을 가하여 강성을 높일 수 있다.

볼베어링 중 앵귤러콘택트 볼베어링은 경방향 하중 및 축방향 하중을 동시에 지
지할 수 있으며, 고속 정밀 회전에 적합하여 소형 헬륨순환기에 적용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앵귤러콘택트 볼베어링의 형상은 Figure 2-32과 같다.

Figure 2-32 Angular Contact Ball Bearing
(2) 헬륨순환기 적용 예

HTR-10용 헬륨순환기에는 앵귤러콘택트 볼베어링이 적용되어 경방향 및 축방향

하중을 지지하도록 하였다. 특히 상부베어링은 Figure 2-32의 두 번째 그림에 보이
는 바와 같이 정면조합으로 설치하여 축방향 및 경방향 하중을 지지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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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끄럼베어링
(1) 개요

미끄럼베어링은 베어링이 저널부의 표면 전부나 표면의 일부를 감싸도록 구성되
며, 베어링과 저널의 접촉면 사이에 압축 공기를 불어넣거나, 물, 오일, 그리이스
등의 윤활유가 충전되어 구성된다.
면과 면이 직접 접촉하는 미끄럼 베어링은 회전할 때 마찰저항이 커서 발열로 인
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접촉면적이 넓어 하중을 지지하는 능력은 일반적
으로 구름베어링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충격하중을 받는 기계부품과 고하
중에서 저속회전을 하는 선박용 대형엔진 등에 사용되고 있다.
미끄럼 베어링은 고하중, 저속운동을 하는 기계요소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특
히 오일을 윤활제로 한 오일베어링은 그 응용 예가 많다. 이것은 미끄럼 베어링이
큰 내충격성을 가지면서 큰 하중에도 견딜 수 있으며, 장수명과 저소음의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끄럼 베어링은 베어링과 저널 사이에 형성되는 얇은 유막
을 통해 하중을 지탱할 수 있다.
유체윤활 베어링(Hydrodynamic Bearing)은 축과 베어링면의 상대 미끄럼 운동에
의해 쐐기모양의 유로로 점성 펌프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쐐기형 유막작용에 의해
주위의 기름이 밀려들어가서 유막에 압력이 발생하며, 이 압력으로 하중을 지탱한
다. 이와 같이 외부장치에 의해 압력을 부가하지 않고 베어링 표면의 형상과 운동
에 의한 쐐기 효과(Wedge Effect)로 인해 압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동압유체 베어링
은 이를 이용하여 작용 하중을 지지할 수 있다.
유체윤활 베어링의 윤활상태는 축과 베어링면이 유막에 의해 완전히 분리된 유
체 윤활상태와 미끄럼면이 부분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경계 윤활상태로 구분되고
있다. 경하중, 저속 회전용의 베어링용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함유 베어링이나 플라
스틱 베어링 등은 경계 윤활상태에서도 운전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오일윤활 베어
링의 경우 유체 윤활상태에서 운전되고 있다.
유체윤활 베어링 적용 시 발생되는 문제점은 윤활유가 액체 상태를 유지하다가
고온, 저압상태에서 가스나 증기(Vapor)가 발생되어 공동(Air Cavity)이 생기는 캐비
테이션(cavitation)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캐비테이션은 발생 원인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유체의 온도가 포화증기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윤활유가 증기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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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공동이 형성되는 증기 캐비테이션(Vapor Cavitation)이며, 두 번째는 유체 윤활
유에 포함되어 있는 8~12% 정도의 용해된 공기가 유체의 압력이 캐비테이션 압력
으로 떨어지면서 윤활유 밖으로 배출되어 공동을 형성하는 가스 캐비테이션이다.
이러한 두 종류의 캐비테이션 현상은 저널 베어링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현상
이라고 할 수 있다.
동압유체 베어링은 윤활유의 작동원리에 따라 동압 베어링, 정압 베어링, 하이브
리드 베어링 등 3가지 종류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동압 베어링은 축과 베어링 면이 순간적으로 접근했을 때 기름을 눌러 짜내는 작
용이라 할 수 있는 상대적 접근작용에 의해 유막압력이 발생하여 하중을 지탱할
수 있다.
정압 베어링은 축과 베어링간의 상대운동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유막 압력을 발
생하도록 하여 베어링면에 고압 기름받이를 설치하고 베어링 외부에서 고압유를
공급함으로써 하중을 지탱할 수 있다.
정압베어링은 축과 베어링에 상대운동이 수반되었을 경우 쐐기작용에 의해 동압
효과가 생기는데, 이 동압효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부가시킨 베어링을 하이브리드
베어링이라고 부르고 있다.

(2) 헬륨순환기 적용 예

미끄럼베어링이 적용되는 헬륨순환기는 사용되는 윤활제의 종류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 공기베어링
HTTR(일본)용 헬륨순환기에는 레이디얼 베어링 및 스러스트 베어링으로

공기베어링이 적용된다. 특히 공기베어링은 다른 형식의 베어링에 비해 소형의 헬
륨순환기에 적용이 가능하다.

. 수윤활베어링
FSV에 적용된 HTGR(미국)용 헬륨순환기에는 레이디얼 베어링 및 스러스

트 베어링으로 수윤활베어링이 적용되었다.

. 오일윤활베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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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륨순환기용 베어링으로 이전까지 가장 많은 기종에 적용된 베어링형식으
로 Peach Bottom에 적용된 HTGR(미국), AVR, THTR-300, HTR-M(독일) 및 AGR(영
국) 등의 순환기에 적용되었다.

다. 자기베어링
(1) 개요

자기 베어링은 내.외륜 사이에 전동체 또는 윤활제 대신 자력을 형성시켜, 자기
부상법을 이용한 베어링이며, 자력 발생원으로는 영구 자석, 상전도 전자석, 초전도
자석의 3가지 종류가 사용되고 있다. 자기 베어링은 자기 흡인식, 자기 반발식, 유
도식, 초전도 마이너스 효과 등을 이용하여 자기 부상시키고 그 힘으로 하중을 지
지한다. 축과 베어링 사이의 틈새는 공기 베어링의 틈새보다 한자리수 이상 크기
때문에 마찰 토크가 작고 소음에 유리하며, 진공 중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다.
또한 자력을 조절하여 베어링의 강성이나 감쇠를 조절하여야하기 때문에 다른
베어링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고 부품이 고가이며, 별도의 제어 장치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자기 베어링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기준위치(Reference Position)로부터 축의 상하
변위를 변위 센서로 측정하고 이를 피드백 제어(Feedback Control)에 의해 제어기로
보낸다. 그 다음 제어기로부터 신호 처리하여 나온 전압형태의 제어신호를 전력증
폭기에서 전류로 변환 및 증폭하여 회전축의 상하에 배치된 한 쌍의 전자석 여자
코일에 흘려보냄으로서 자기력을 변화시켜 회전축을 수직 방향으로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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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3 Basic operation for a single axis
configuration

이러한 베어링은 극저온 컴프레서, 축류 분자펌프, 공작기계용 베어링, 진공 중에
서 회전하는 대형 플라이 휠(발전소의 에너지 축적용)의 지지 베어링으로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영구자석과 틸팅 패드 베어링을 병행설치한 회전 다면 경관편향기
와 같이 단독의 사용법이 아닌 자기베어링과 다른 베어링을 조합해서 사용되기도
한다.
이 밖에도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회전 정도 성능향상을 위한 초정밀
센서의 개발, 센서의 S/N비 향상, 베어링 주위의 전자적인 잡음 제거, 불균형 응답
및 외란을 제어하기 위한 알고리즘 개발 및 제어 기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
으며, 진동억제를 위한 관성 중심 회전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자기 베어링의 부하용량은 이론적으로 전자석 철심의 포화 자속밀도에 의해 결
정된다. 동적 하중을 베어링이 지지할 경우에는 동적하중을 포함한 최대 하중에 의
한 철심 재료의 포화자속에 의해 결정되므로 부하용량 증대를 위해 자성 재료 개
선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동적 강성 증대를 위한 광대역 고전류 전력 증
폭기 개발 및 특정 주파수의 동적하중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강성을 증가시키는 연
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회전축의 탄성 변형에 의한 공진 억제 기술과 베어링
의 탄성 변형에 의한 변형 모드의 공진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
다. 이외에도 회전속도가 고속화됨에 따라 센서와 액츄에이터의 불일치 문제 해결,
자이로 효과에 대응하는 제어 기법 개발 및 광대역 고전류 전력 증폭기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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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환경성 향상을 위해서는 현재 극저온 용도로서 4K에서 운전되는 헬륨 펌프도
-11

제작되었으며, 10 Torr의 극진공 터보펌프와 회전체의 온도가 500˚C에 달하는 X선
관용 자기 베어링도 개발되었다.
이러한 자기 베어링은 각 연구기관과 기업에서 보다 소형, 저코스트, 고성능을
지향하여 자기 베어링 구성 부품의 단순화, 기능의 복합화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다. 피드백 제어에서 필요한 센서 기능을 자기 베어링 전자석에 부가시키는
셀프센싱 기술이나 모터 기능을 일체화한 모터 일체 자기 베어링, 레이디얼 자기
베어링과 액사일(Axile) 자기 베어링을 일체화한 방식이나 전자석의 수를 삭감한
방식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자기 베어링의 고속성이나 강성 등의 이점을
활용하고 자기 제어회로내의 신호를 사용하여 지능화된 공작기계의 주축 베어링으
로서 자기 베어링을 사용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특히 자기 베어링의 특성을 이용한 가변성 자성 유체 베어링에 대한 연구가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자력에 따라 감쇠 효과가 크게 변화하는 자성 유체
를 이용한 것으로 유체윤활 베어링과 자기 베어링의 장점을 모두 갖는 베어링이다.

(2) 헬륨순환기 적용 예

일반적으로 헬륨순환기에 적용되는 자기베어링은 EMB (ElectroMagnetic Bearing)
또는 AMB (Active Magnetic Bearing)로 불린다.
자기베어링이 적용되어 운전된 헬륨순환기는 현재까지 개발되지 않았으나, 현재
개발 중인 대부분의 헬륨순환기는 자기베어링의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헬륨순환기에 자기베어링의 적용이 검토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후로 자기
베어링의 발전 이후이며, 다음과 같은 장점이 고려된 것이다[2.3].
. 무한 베어링 수명(이상적인 경우, 무접촉을 가정한 경우)
. 고속 회전 가능
. 윤활제 유입으로 인한 시스템 오염 방지
. 마찰 손실 감소
. 윤활유 공급 시스템 및 밀봉구조 제거
. 진동없는 회전 구현 (공진속도를 지나 운전 가능)
. 축정렬(alignment) 및 밸런싱(balancing) 단순화 가능
. 회전축의 연속적 감시 가능
. 고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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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자기베어링의 적용 검토

제 1 절 헬륨순환기에의 자기베어링 적용 현황 및 문제점
2000년대에 들어 상용 규모의 고온가스로로 265MWt 출력의 PBMR (남아프리카

공화국) 및 600MWt 출력의 GT-MHR(미국,러시아) 등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가
스터빈 방식의 고온가스로와 이전 증기순환(steam cycle) 방식은 회전기기의 크기에
서 차이가 크다[2.25~2.28]. PBMR설계에서 중량의 기기는 터빈발전기로 약 57ton의
중량을 갖게 되며, GT-MHR 설계에서는 터빈, 2단 압축기 및 발전기가 하나의 축에
설치되어 회전축 질량이 105ton에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이 중량의 회전축을 지지하
면서 3,000rpm정도의 고속으로 수직 설치되는 기기에 적용되는 자기베어링 및 보
조베어링은 2000년 초반 기술수준으로 적용이 불가능하였다. 당시 자기베어링이
수직 설치되는 회전축을 지지할 수 있는 한계는 대략 30ton, 600rpm 정도이었다.
하중 지지력의 한계는 어느 정도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보조베어
링 특히 축방향 베어링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예측되었다.

제 2 절 보조베어링 역할 및 요건
1. 보조베어링 설계 요건
자기베어링에 있어 보조베어링 (Catcher bearing, Auxiliary bearing or Backup
bearing)은 자기베어링에 전원 공급이나 제어가 상실되어 회전이 지지되지 않을 경

우 회전축의 급격한 정지로 인해 기기가 손상되고 안전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회전을 유지하도록 하여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조베어링의 설계 검토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 Table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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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Auxiliary Bearing Design Considerations
CHARACTERISTIC

AUXILIARY BEARING (AB) IMPLICATIONS

Machine Related
Rotor Mass
Speed (rpm)

Shaft Orientation

Rotordynamics

Primary influence on AB(Auxiliary Bearing) sizing. Also affects AB design
via rotordynamics and rundown times.
Key determinant of rotordynamic loads, rundown times and acceleration
requirements for rolling element bearings. High speeds, particularly when
combined with large shaft diameters, may reach DN (bore diameter x rpm)
speed limits of ABs.
Gravitational loads shared by multiple radial ABs in horizontal machines,
usually concentrated in a single axial AB in vertical machines. Smaller
influence on rotordynamic loads. Becomes more significant as size of
machine increases.
Rotordynamics must be acceptable both on the EMBs and ABs, plus any
combination of the two within the design basis (see Reliability/Risk
Criteria).

EMB Limitations

When capacity of EMBs is exceeded, ABs must absorb excess loads.

Standby
Clearance

Must be maintained during normal operation to prevent damage to AB.

System Related

Reliability/Risk
Criteria

Number of Drops

Operating
Environment
Overspeed
Criteria
System Induced
Loads
External Loads

Rundown Time
Maintenance
Criteri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EMB design and the likelihood of partial vs.
full EMB failures. This, in turn, is a primary determinant of the number
and type (related to full vs. partial EMB failure) of demands on the AB
during its lifetime. May determine the design objectives of the AB (i.e., to
avoid vs. mitigate damage to the machine). Also potentially influences AB
margins.
Related to reliability/risk criteria. Likely to be the primary factor limiting
life of ABs and potentially leads to need for in-service evaluation and/or
replacement provisions.
Includes temperatures, pressures and characteristics of working fluids,
including contaminants. These factors would potentially impact AB
materials selections.
Also includes limitations placed by environmental requirements on AB
options, e.g., lubricant limitations in GCRs.
Would affect AB design if an assumption of coincident EMB failure were
imposed or if overspeed events result in loads that exceed the capacity of
the EMBs.
These include mostly dynamic loads induced by operation of the system
that might be a factor during a rundown event. An example would be
unbalanced pressure loads across a turbine, which could potentially exceed
the weight of the rotor.
Examples would be seismic requirements and shock loads from external
explosions.
In large applications, such as GCRs, primarily determined by the system
response to EMB failure, plus active braking provisions. Absent system
influences, rundown time would be determined by inertial energy stored in
the rotor, plus deceleration forces, such as those associated with internal
machine friction and windage.
For example, the extent to which ABs are available for inspection and/or
replacement in standby service or following a rundown event.

Bearing Related
Heat Generation
and Dissipation

For a given application, the AB type would have an important influence on
the heat generated during rundown and the provisions that are requir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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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Lubrication
Materials
Characteristics
Cooling
Provisions
Gap Control

AUXILIARY BEARING (AB) IMPLICATIONS
manage it.
Lubrication provisions for a given AB design will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heat generation during a rundown event. They may also
influence the applicability or desirability of specific bearing design for a
given application.
The characteristics of materials will influence the size of the ABs and the
compatibility of the ABs with the machine and system.
AB cooling provisions allow higher loads and/or extended rundown periods,
but tend to increase cost and complexity and may impact system
performance.
Some designs include the capability to control the gap between the
auxiliary bearings and the rotor, providing additional control over machine
rotordynamics during rundown.

2. 보조베어링 형식
일반적으로 보조베어링은 평판베어링, 가스베어링, 볼베어링, 자기베어링 4형식
의 베어링이 주로 고려된다. 각 베어링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평판베어링 (Plane bearing)

평판베어링은 가장 단순하면서 저렴한 보조베어링 형식이다. 이 형식은 윤활제가
충분한 윤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슬리브베어
링 및 스러스트베어링의 형상이 Figure 2-1 및 Figure 2-2과 같다.

Figure 3-1 Sleeve B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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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Thrust Bearing

나. 가스베어링 (Gas bearing)

가스베어링은

정압가스베어링(hydrostatic

gas

bearing)

및

동압가스베어링

(self-actuated gas bearing)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중 동압가스베어링으로는 포일베

어링(foil bearing)이 주로 사용되는데 헬륨순환기에는 상대적으로 저속회전하면서
큰 중량을 지지해야하기 때문에 적용이 곤란하다. 반면에 정압가스베어링(Figure 23 참조)은 가압된 외부 공급 가스의 힘으로 회전축을 지지하게 되어 저속 고하중에

적합하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헬륨순환기의 축방향 보조베어링으로의 적용이
검토될 수 있다.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전성(stability)이 검토되어야 한다.
기체는 압축성유체이기 때문에 가스필름의 밀도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여 질량유동
량이 항상 변동된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에어 해머현상 등 공기학적 불안정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Figure 3-3 Hydrostatic Gas Bearing Thrust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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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름베어링 (Rolling element bearing)

구름베어링 특히 볼베어링은 자기베어링의 보조베어링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볼베어링이 매우 낮은 마찰 특성을 갖고 있으며, 관련 기술이 매우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열 앵귤러콘택트 볼베어링의 경우 마찰계수는 0.0015 정도로 매
우 작다. 많은 경우에 볼베어링은 설계가 확립되어 있어 상용화된 제품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많다.
볼베어링의 단점은 자기베어링이 지지되지 않는 순간 보조베어링으로서 큰 가속
과도하중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때 궤도, 강구 또는 리테이너에 손상이 발생할 가
능성이 크다.

Figure 3-4 Rolling Element Bearings

구름베어링의 한계속도(Figure 2-4 참조)는 내륜내경(bore)과 회전속도의 곱(DN)
의 함수이다. 고속, 고중량의 회전체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큰 DN값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강구 소재를 SiN2 등으로 변경 개발하는 것이 진행되
고 있다.

라. 유성베어링 (Planetary bearing)

유성베어링의 개념은 Figure 2-5에 보이는 바와 같다. Figure 2-6은 수직으로 설치
된 수력발전소 터빈축에 적용되는 보조베어링의 일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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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는 유성베어링의 일종으로 개발된 Mohawk Innovative Technology사의 무

틈새보조베어링(Zero Clearance Auxiliary Bearing, ZCAB)을 보이고 있다.

Figure 3-5 Planetary Bearing Concept

Figure 3-6 Planetary Auxiliary Bearing in Hydro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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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7 ZCAB for Radial and Axial Support

마. 자기베어링 (Magnet bearing)

보조베어링으로서 자기베어링은 영구자석을 이용한 형식이 적용된다.
자기베어링이 보조베어링으로 사용될 때 다른 보조베어링 형식과 다른 점은 자
기베어링은 주자기베어링이 정상작동 중일 때나 기능을 상실하였을 때나 항상 기
능 중에 있어 주자기베어링 설계에 보조베어링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자기베어링 만으로 보조베어링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타 베
어링 형식을 결합한 혼합형 설계(hybrid design)가 주로 이용되고 있다. 자기베어링
을 이용한 보조베어링 설계의 한 예를 Figure 2-39에 보이고 있다.

Figure 3-8 Auxiliary Axial Magnetic
B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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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형식간 장단점 비교

보조베어링으로 적용 가능한 형식 별 장단점을 비교하면 Table 2-2와 같다.

Table 3-2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Auxiliary Bearing Concept
Technology

Plain
Bearings

Gas Bearings

Advantages

Disadvantages

•Potentially low-cost
•Passive, no moving parts in bearing
•Reduced potential for deterioration in
standby mode
•Failure modes less likely to be
catastrophic
•Condition, wear may be assessed by
measuring clearance with EMBs
•Low friction coefficients, heat
generation during rundown
•Gas injection also provides cooling
•Reduced potential for deterioration in
standby mode
•Condition, wear may be assessed by
measuring clearance with EMBs

Rolling
Element
Bearings

•Potentially low-cost
•Low friction coefficients, heat
generation during rundown
•Potentially minimum volume with
combined radial/thrust bearing

Planetary
Bearings

•Reduced DN for given rotor diameter
and speed
•Reduced inertial resistance to
acceleration
•Low friction coefficients, heat
generation during rundown

Zero
Clearance
Bearings

•Eliminates rotor-bearing gap during
rundown for improved radial
rotordynamic control
•Reduced DN for given rotor diameter
and speed
•Reduced inertial resistance to
acceleration
•Low friction coefficients, heat
generation during rundown

Magnetic
Bearings

•Passive, no moving parts in bearing
•Effective friction coefficients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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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er friction coefficients, heat
generation during rundown may
prevent their use in some applications
•Thermal management is a key issue
•Increased volume and rotor length
•Involves complex, active systems,
pressurization and storage provisions,
pressure boundary penetrations, etc.
•Time delay at actuation requires
interim provisions for support
•Very high cost compared to
alternatives
•Speed (DN) rating may limit
applicability in large machines
•Potential for bearing/cage damage
during acceleration
•Potential for deterioration in standby
mode; contamination must be avoided
•Windage induced rotation must be
prevented in standby mode
•Greater complexity and cost
•Contamination must be avoided
•Windage induced rotation must be
prevented in standby mode
•Potential for acceleration damage
(reduced relative to rolling element
bearings)
•Greatest complexity and cost of
rolling element alternatives
•Actuation failure potential must be
considered
•Contamination must be avoided
•Windage induced rotation must be
prevented in standby mode
•Potential for acceleration damage
(reduced relative to rolling element
bearings)
•Difficult assembly
•Applicable to axial bearing only

(Hybrid Only)

low
•Reduced potential for deterioration in
standby mode
•Condition, wear may be assessed by
measuring clearance, force with EM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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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be difficult to accommodate
large dynamic loads
•May work against EMBs in some
circumstances

제 4 장 요 약
본 보고서에서는 고온가스로에 사용되는 헬륨순환기용 베어링 형식에 대한 선행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개발 중인 원자로에 적용된 헬륨순환
기용 베어링을 중심으로 구성 및 적용 예를 분석하였다. 또한 자기베어링에 적용되
는 보조베어링의 설계 방향을 분석하였다. 본 기술현황분석을 통해 현재 개발이 진
행 중인 초고온가스로의 헬륨순환기 개발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1. 고온가스로의 헬륨순환기 및 베어링은 각 원자로 특성에 따라 여러 형식이 제

안되어 개발되었으며, 특히 고온가스로의 용량 및 운전 조건에 따라 적합한 형식이
제안되고 적용되었다.

2. 헬륨순환기용 베어링은 윤활제의 누설에 따른 원자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윤활 베어링의 개발이 필수적인 요소로 고려되고 있으며, 무윤활 운전 적용이 가
능한 자기베어링의 적용이 고려되고 있다.

3. 자기베어링이 헬륨순환기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고중량의 회전축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중지지력의 증가가 필요하다.

4. 자기베어링에 전원 공급이나 제어가 상실되어 회전이 지지되지 않을 경우 회

전축의 급격한 정지로 인해 기기가 손상되고 안전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해 보조베어링의 적용이 불가피하며, 자기베어링의 개발과 함께 보조베어링
의 개발이 동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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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초고온가스에서 헬륨순환기는 노심에서 발생한 고온의 열에너지를 중간열교환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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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1차계통을 순환하며, 유량 제어를 통해 노심의 열출력을 제어한다. 헬륨순환기는
고온가스로 내의 유일한 회전기기이며, 신뢰성있는 원자로 운전과 안정적인 수소 생산을
위해 신뢰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주헬륨순환기는 증기발생기 용기 상단부에
설치되며, 정상운전 조건에서는 주헬륨순환기만으로 헬륨을 순환시킨다. 원자로용기 하
단에 설치되는 보조순환기는 원자로 재장전이나 원자로 수리를 위해 원자로를 정지 또
는 급속 냉각시킬 때 냉각을 촉진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보조 순환장치이다. 헬륨순환기
의 회전축은 베어링에 의해 지지되어야 하는데 베어링은 헬륨순환기 및 원자로의 신뢰
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계요소이다. 1960년대 이후로 다양한 형태의 베어링이 헬륨순환
기에 적용되어 개발되었으며,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고온가스로용 헬륨순환기의 개발
또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초고온가스로 개발에 필수적인 기계요소인 헬륨순환기용
베어링의 개발이 요구됨에 따라 기존의 기술현황 및 선행 자료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까지 가스로에 사용되어진 헬륨순환기용 베어링의 설계 특성을 분
석하고, 또한 마그네틱 베어링에 적용되는 보조베어링의 기술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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