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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삼중수소는 반감기가 12.32년인 방사성 물질로써, 수소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초

고온가스로(VHTR)는 피복입자핵연료 내에서의 핵분열 반응 뿐만 아니라 원자로

제어물질로 사용되는 붕소, 흑연 노심에 포함된 6Li 등의 불순물, 그리고 헬륨 기체

냉각재 내에 포함되어 있는 3He 등이 중성자와 반응함으로써 원자로 운전 시 대량

의 삼중수소가 인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헬륨 기체를 냉각재로 사용하는

초고온가스로는 기존의 가압경수로나 가압중수로에 비해 삼중수소의 확산이 더욱

용이하다. 또한, 삼중수소는 재질의 파손이 없는 상태에서도 자체의 높은 확산계수

를 가지고 재질을 투과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수소생산계통의 오염을 비롯한

인허가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초고온가스로 내에

서의 삼중수소 거동은 수소생산플랜트를 원자력시스템으로 규제할 것인가의 여부

및 관련시설의 인허가 획득에 있어서도 중요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이에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삼중수소의 생성 및 주요 분포 거동을 정량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새로운 전산해석 코드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시스템 환

경 하에서의 삼중수소 거동 및 누출량에 대한 평가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연

구 개발의 결과는 향후 현재 설계/건설 추진 중인 초고온가스냉각로의 실증 및 인

허가 여부에 대한 예비평가 등을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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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ritium is radioactive material with 12.32 year of half-life and is

generated by a ternary fission reaction in TRISO coated fuel particles as

well as by neutron absorption reactions with 6Li, 10B, 3He, etc, which are

present in core graphite of Very High Temperature gas-cooled Reactor

(VHTR) and helium coolant, respectively. Since VHTR uses helium gas as

its coolant, tritium can be readily diffused to other components in the

system compared to other types of reactors such as PWR and PHWR. In

addition, because of tritium's higher diffusivity even in unbroken materials,

the behavior in the VHTR system needs to be treated more importantly in

the licensing point of view for its construction. In particular, the tritium

activity concentration in the product hydrogen and in the components of

the hydrogen plant should be adequately evaluated in order to confirm that

regulatory requirements can be satisfied.

In this respect,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has

developed tritium behavior analysis code for VHTR, which contributes to

put a basis for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tritium behavior in a variety of

environments of the VHTR system.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be applied

to the demonstration of VHTR system, which are ongoing by KAERI, and

the preliminary evaluation of tritium behavior for its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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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중수소 거동해석 코드개발 개요

1.1 기술 개발 배경

삼중수소는 반감기가 12.26년인 방사성 물질로써 수소나 중수소와 달리 18-keV의 β 붕

괴 에너지를 방출하며 3He로 전이한다. 다만 γ-방사선을 방출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에너

지가 약한 β-방사선만을 방출하기 때문에 외부 피폭의 영향은 다른 방사성 핵종에 비해 훨

씬 적은 편이다. 그러나 삼중수소가 호흡이나 음용수의 섭취 등으로 체내에 흡수되는 경우

에는 인체에 심각한 방사선 장해를 일으킬 수 있으며, 기체(HT)일 때보다 삼중수소수

(HTO) 형태일 때 인체에 대한 방사학적 위해도는 25000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소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초고온가스로(VHTR)는 피복입자핵연료 내에서의 핵분열 반

응 뿐만 아니라, 원자로 제어물질로 사용되는 붕소, 흑연 노심에 포함된 리튬, 베릴륨 등의

불순물, 그리고 헬륨 기체 냉각재 내에 포함되어 있는 3He 등이 중성자와 반응함으로써 원

자로 운전 시 대량의 삼중수소가 인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초고온가스로의 경우 헬

륨 기체 냉각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가압경수로나 가압중수로에 비해 삼중수소의 확

산이 더욱 용이하다. 또한, 삼중수소는 재질의 파손이 없는 상태에서도 자체의 높은 확산계

수를 가지고 재질을 투과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수소생산계통의 오염을 비롯한 인허가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초고온가스로와 수소생산플랜트가 연계되어 대

량의 수소를 생산하는 경우, 생산된 수소가 수송연료 등으로의 사용을 위해 환경으로 직접

방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초고온가스로 내에서의 삼중수소 거동은 수소생산

플랜트를 원자력시스템으로 규제할 것인가의 여부 및 관련시설의 인허가 획득에 있어서도

중요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일본 등 초고온가스로의 설계/건설을 추진 중인 선진 국가들을 중심으로 초

고온가스로 시스템에서의 삼중수소 거동을 평가하고 수소생산계통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 노력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삼중수소의 거동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전산 코드의 개발(예: TRITGO 코드(General Atomics)[4], THYTAN 코드(JAEA)[6],

TPAC 코드(Idaho National Laboratory)[3], ACTOR[8]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

며, 현상학적 모델링 개발, 불확실성 평가 등 해석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이에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삼중수소의 생성 및 분포 거동을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전

산해석 코드를 개발하였으며, 이는 향후 현재 설계/건설 추진 중인 초고온가스냉각로의 실

증 및 인허가 여부에 대한 예비평가 등을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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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삼중수소 거동 해석 코드의 특징 및 개요

현재 개발 중인 삼중수소 거동해석 코드는 초고온가스로에서의 삼중수소 생성 및 분포 거

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삼중수소 생성 및 분포에 대한 지배방정식을 구성하고 이에 대한 해

석해를 활용한다. 또한 삼중수소의 확산, 투과, 침착 등 불확실성이 큰 주요 거동에 대해서

는 수치해법 또는 실험적 상관식을 함께 적용함으로써 필요한 계산을 수행한다. 현재의 삼

중수소 거동해석 코드는 주로 블록형 고온가스로에서의 삼중수소 거동평가에 적합하도록

구성되어있으며, 기존의 방법론[3, 4, 6, 8]에서 세밀하게 다루어지지 않거나 지나치게 보수

적인 가정을 통해 평가되었던 삼중수소의 주요 거동에 대한 모델들(예: 피복입자핵연료 내

에서의 삼중수소 확산, 흑연 노심에서의 삼중수소 확산, Recoil 모델, 삼중수소 투과모델,

SI계통 내 isotope exchange reaction 평가 모델 등)을 추가 또는 개선함으로써 코드의

신뢰성과 적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입력을 통해 다양한 루프구성을 가진

시스템을 임의로 구성하고 이에 대한 계산이 가능하도록 코드 활용성을 개선하였다. 특히,

현재의 코드 체계에서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초고온가스로 및 수소생산계통 (SI계통)을

함께 구성하고 전체 시스템에 대한 삼중수소 거동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환경으로

누출되는 삼중수소의 양 뿐만 아니라, SI계통 내의 주요 component에 잔존하는 삼중수소

화합물의 종류와 양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그림 (1)은 현재 삼중수소 거동해석 코드의 계산 방법을 간략히 도식화 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우선 코드 내에서 피복입자핵연료 및 흑연노심에서 생성되는 삼중수소의 양을 계

산하고, 사용자의 입력 또는 코드 내에 장착된 확산 모델을 통해 1차 냉각재로의 누출량이

결정된다. 또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루프에서는 정화, 누설, 침착(primary loop의 경우),

그리고 열교환기를 거친 투과 등을 계산함으로써 각 계통에서의 삼중수소 분포가 결정된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소생산계통인 SI계통으로 유입되는 삼중수소의 양이 결정되면,

삼중수소의 이송 및 isotope exchange reaction에 의한 질량 변화 등 SI계통 내에서의 삼

중수소 거동을 고려한 계산을 수행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SI계통 내 삼중수소 화합물의

종류 및 분포, 최종적인 누출량을 평가할 수 있다.

그림 (2)는 위와 같은 계산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제 소스코드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산

알고리즘을 도식화 한 것이며,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현재 삼중수소 거동해석 코드의 계산 알고리즘 요약

(i) Current timestep 결정 및 노심 블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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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노심에 연결된 primary loop 검색 (2개 이상의 Primary loop 존재 가능)

(iii) 노심에서의 삼중수소 생성량 및 primary loop으로의 삼중수소 분포량 계산

(iv) Primary loop에 연결된 HX 검색

(v) 1차측 HX에 의해 연결된 2차측 루프 검색

→ 1차측에서의 정화, 누설, 침착에 의한 손실 및 2차측 루프로의 투과량 계산

(vi) 2차측 HX에 의해 연결된 3차측 루프 검색

→ 2차측에서의 정화, 누설에 의한 손실 및 3차측 루프로의 투과량 계산)

(vii) 3차측 HX에 의해 연결된 4차측 루프 검색

→ 3차측에서의 정화, 누설에 의한 손실 및 4차측 루프로의 투과량 계산)

(viii) SI 계통 내부의 삼중수소 분포 계산

→ 삼중수소의 이송 및 isotope exchage reaction 계산

(ix) 다음 timestep 계산 (return t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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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삼중수소 거동해석 코드 계산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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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Read input data
Initialize

(Set configuration if ISO Block exists )

Core Block loop begins -Determine He-3(n,p)T variables
-Get total He weight of primary loops
-Determine Permeation rate for all HXs

Core Region loop begins

Start Core Calculation

-Determine adjusted reaction rate for all H3 
sources
-Calculate H3 amount produced due to 
ternary fission (fis)
-Calculate fractional H3 release rate 
(Fuel.Calc();)

-Determine current timestep

Loop Block loop begins -Determine H3 distribution from core to 
primary loops
-Get loop related variables 
(ex: sig[6], pur , sad, etc.)

HX Block loop begins - Check if 2nd loop exists [ihb loop] 
- Calculate Perm. Loss rate by HX & total loss rate 

at 1st loop (ilb)    
- Calculate H3 distribution over the 1st loop
(ex: H3 in coolant , Purif. plant or leakage , etc.)

- Calculate permeated amount of H 3 to 2nd loop 
(Only if 2nd loop exists)

- Check if 3rd loop exists [ihb2 loop] 
- Calculate Perm. Loss rate by HX & total loss rate 

at 2nd loop (ilb2)    
- Calculate H3 distribution over the 2nd loop
(ex: H3 in coolant, Purif. plant or leakage , etc.)

- Calculate permeated amount of H3 to 3rd loop 
(Only if 3rd loop exists)

- Check if 4th loop exists [ihb3 loop] 
- Calculate Perm. Loss rate by HX & total loss rate 

at 3rd loop (ilb3)    
- Calculate H3 distribution over the 3rd loop
(ex: H3 in coolant , Purif. plant or leakage , etc.)

- Calculate permeated amount of H3 to 4th loop 
(Only if 4th loop exists)HX Block loop ends

Loop Block loop ends

Core Region loop ends

Core Block loop ends

Time >= end timeNo

Yes

End

Calculate H3 distribution in IS system
(Isotope Exchange Reaction & 1-D convection)

그림 2. 삼중수소 거동 해석 코드 계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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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중수소 주요 거동 및 모델링

초고온가스로에서 삼중수소의 거동은 삼중수소의 생성, 냉각재로의 방출, 흑연노심으로의

침착, 누설 및 정화에 의한 손실, 열교환기에서의 투과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현재의

삼중수소 거동해석 코드에서는 사용자가 입력을 통해 원자로 노심을 여러 개의 영역으로

분할하여 모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분할 영역에서 삼중수소의 생성 및 확산에 따라 만

들어지는 삼중수소 입자의 균형 방정식이 모두 만족되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초고온가스로

에서의 삼중수소 생성 및 분포 거동을 모사하기 위해 현재의 삼중수소 거동해석 코드에서

사용하는 방법론과 구체적인 모델링 방법을 기술하였다.

2.1 삼중수소의 생성

삼중수소는 피복입자핵연료 내에서의 핵분열 과정 중에 특히, 삼분분열(ternary fission)

에 의해서 생성되며 이러한 삼분분열에 의한 삼중수소 생성량은 코드 내에서 (핵분열당 생

성율(≒10-4))*(열출력당 핵분열수(≒3.121×1016fissions/MW))*(열출력)으로 계산된다.

또한 1차 냉각재인 헬륨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3He, 반사체로 사용되는 흑연 내부의 불순

물인 6Li이나 9Be, 제어물질로 사용되는 10B 등이 원자로의 중성자와 반응하여 삼중수소가

생성될 수 있다. 초고온가스로 내의 다양한 삼중수소 생성원을 고려할 경우 삼중수소의 총

생성량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P r   

 
  

 
  

 
  

 
  

 


 

 


 

 
 

 

 


수식 1

(단, r= 사용자 입력으로 정의된 노심 내 분할 영역,

[(NT)r]Prod= ‘r’ 영역에서 생성된 삼중수소의 총 입자수,

[(NT)r]fuel= ‘r’ 영역에서 삼분분열에 의해 생성된 삼중수소의 입자수,

[(NT)r]Li6= ‘r’ 영역에서 Li-6 생성원에 의해 생성된 삼중수소의 입자수,

[(NT)r]Li7= ‘r’ 영역에서 Li-7 생성원에 의해 생성된 삼중수소의 입자수,

[(NT)r]Be9= ‘r’ 영역에서 Be-9 생성원에 의해 생성된 삼중수소의 입자수,

[(NT)r]C12= ‘r’ 영역에서 C-12 생성원에 의해 생성된 삼중수소의 입자수,

[(NT)r]
10
B_fast= ‘r’ 영역에서 B-10 생성원과 속중성자의 반응에 의해 생성된 삼중수소

의 입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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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r]
10
B_therm= ‘r’ 영역에서 B-10 생성원과 열중성자의 반응에 의해 생성된 삼중수

소의 입자수,

[(NT)r]He3= ‘r’ 영역에서 He-3 생성원에 의해 생성된 삼중수소의 입자수 )

2.1.1 핵분열 반응에 의한 생성

원자로 노심 내의 각 분할 영역 (아래첨자 'r'로 표시)에서 삼분분열에 의해 생성되는 삼

중수소의 개수는 식 (2)와 같이 표현된다. 현재의 삼중수소 거동해석 코드는 핵분열당 발생

하는 삼중수소의 비율을 1.0×10-4atoms/fission으로 가정하고 있으며, 핵분열 반응의 수는

원자로 출력의 영향을 받는다.



 
     수식 2

(단, k= 단위출력당 핵분열반응의 수 [3.121×1016 fissions/MW]

Pr= 노심 내 ‘r’ 영역에서 발생하는 출력 [MW]

t= 시간 [s],

λ= 붕괴상수 (1.792×10-9)[1/s],

Y= the fission yield (1.0×10-4) [tritium atoms/fission])

또한, 노심 내 ‘r’ 영역에서의 출력, Pr은 다음의 식 (3)과 같이 정의된다.

  
  



  수식 3

(단, Ptotal= 총 출력 [MW],

Vr= 'r' 영역에서 fuel element가 차지하는 체적 [cm
3],

Φr= 'r' 영역에서의 중성자속 [atoms/cm
2/s],

N= 사용자에 의해 정의된 분할영역의 개수)

2.1.2 중성자의 반응에 의한 삼중수소 생성

표 1은 현재의 삼중수소 거동해석 코드에서 고려하고 있는 삼중수소 생성원 및 중성자와

의 반응 종류, 코드 내 계산에 사용된 반응단면적을 정리한 것이다. 삼중수소는 원자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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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물질로써 사용하는 보론이나 냉각재 내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3He, 그리고 흑연 노심

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ex: 리튬, 베릴륨 등)이 중성자와 반응함으로써 생성될

수 있다.

반응 종류 중성자군 미시적단면적[cm2]
6Li(n, α)3H Thermal 4.0764×10-22

7Li(n, nα)3H Fast 7.1800×10-27

10B(n, 2α)3H Fast 1.3520×10-26

10B(n, 2α)7Li Thermal 1.6306×10-21

12C(n, α)9Be Fast 1.4680×10-28

9Be(n, α)6Li Fast 1.6520×10-26

3He(n, p)3H Thermal 2.2803×10-21

표 1. 삼중수소 생성원별 반응 및 반응단면적

이하에서는 각 삼중수소 생성원별로 삼중수소 생성량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배방정

식을 기술하였다.

① 6Li 및 중성자의 반응에 의한 삼중수소 생성량 계산을 위한 지배방정식:



 
      수식 4



 
          수식 5

(단, [(N6)r]Li6= ‘r’ 영역에 존재하는 Li-6의 입자수,

[(NT)r]Li6= Li-6에 의해 생성되어 ‘r’ 영역에 존재하는 삼중수소의 입자수,

π=power level,

λ= 붕괴상수 [1/s],

σ6=Li-6의 미시적 반응단면적 [cm2],

Φtherm= 열중성자속 [atoms/cm2/s])

②
9
Be 및 중성자의 반응에 의한 삼중수소 생성량 계산을 위한 지배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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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식 6



 
           수식 7



 
          수식 8

(단, [(N9)r]Be9= ‘r’ 영역에 존재하는 Be-9의 입자수,

[(N6)r]Be9= Be-9에 의해 생성되어 ‘r’ 영역에 존재하는 Li-6의 입자수,

[(NT)r]Be9= Be-9에 의해 생성되어 ‘r’ 영역에 존재하는 삼중수소의 입자수,

π=power level,

λ= 붕괴상수 [1/s],

σ6=Li-6의 미시적 반응단면적 [cm2],

σ9=Be-9의 미시적 반응단면적 [cm2],

Φtherm= 열중성자속 [atoms/cm2/s],

Φfast= 속중성자속 [atoms/cm
2/s])

③ 12C 및 중성자의 반응에 의한 삼중수소 생성량 계산을 위한 지배방정식:

초고온가스로의 경우 원자로 내에 존재하는 흑연의 양이 매우 많으므로 현재의 코드 시스

템은 중성자와의 반응 여부에 상관없이 각 영역에 존재하는 흑연의 양은 일정하게 유지된

다는 가정 하에 계산을 수행한다.

    수식 9



 
          수식 10



 
           수식 11



 
          수식 12

(단, [(N9)r]C12= C-12에 의해 생성되어 ‘r’ 영역에 존재하는 Be-9의 입자수,

[(N6)r]C12= C-12에 의해 생성되어 ‘r’ 영역에 존재하는 Li-6의 입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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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r]C12= C-12에 의해 생성되어 ‘r’ 영역에 존재하는 삼중수소의 입자수,

π=power level,

λ= 붕괴상수 [1/s],

σ6=Li-6의 미시적 반응단면적 [cm2],

σ9=Be-9의 미시적 반응단면적 [cm2],

σ12=C-12의 미시적 반응단면적 [cm
2],

Φtherm= 열중성자속 [atoms/cm2/s],

Φfast= 속중성자속 [atoms/cm
2/s])

④ 7Li 및 중성자의 반응에 의한 삼중수소 생성량 계산을 위한 지배방정식:



 
      수식 13



 
          수식 14

(단, [(N7)r]Li7= ‘r’ 영역에 존재하는 Li-7의 입자수,

[(NT)r]Li7= Li-7에 의해 생성되어 ‘r’ 영역에 존재하는 삼중수소의 입자수,

π=power level,

λ= 붕괴상수 [1/s],

σ7=Li-7의 미시적 반응단면적 [cm2],

Φtherm= 열중성자속 [atoms/cm2/s])

⑤
10
Bfast 및 중성자의 반응에 의한 삼중수소 생성량 계산을 위한 지배방정식:



 


    

수식 15



 


     
   

수식 16

(단, [(N10)r]
10
B_fast= ‘r’ 영역에 존재하는 B-10의 입자수,

[(NT)r]
10
B_fast= B-10 및 속중성자의 반응에 의해 생성되어 ‘r’ 영역에 존재하

는 삼중수소의 입자수,

π=power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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λ= 붕괴상수 [1/s],

σ10=B-10의 미시적 반응단면적 [cm2],

Φfast= 속중성자속 [atoms/cm
2/s])

⑥ 10Btherm 및 중성자의 반응에 의한 삼중수소 생성량 계산을 위한 지배방정식:



 
 

      

수식 17



 
 

      
     

수식 18



 
 

     
    

수식 19

(단, [(N10)r]
10
B_therm= ‘r’ 영역에 존재하는 B-10의 입자수,

[(NT)r]
10
B_therm= B-10 및 열중성자의 반응에 의해 생성되어 ‘r’ 영역에 존재하

는 Li-7의 입자수,

[(NT)r]
10
B_therm= B-10 및 열중성자의 반응에 의해 생성되어 ‘r’ 영역에 존재하

는 삼중수소의 입자수,

π=power level,

λ= 붕괴상수 [1/s],

σ10=B-10의 미시적 반응단면적 [cm2],

σ7=Li-7의 미시적 반응단면적 [cm2],

Φfast= 속중성자속 [atoms/cm
2/s])

⑦ 3He 및 중성자의 반응에 의한 삼중수소 생성량 계산을 위한 지배방정식:



 
  

  


  수식 20



 
 


      수식 21

단, 식 (20)에서 사용되는 Qs는 다음의 식 (22)~(24)의 정의들부터 도출되는 값이다.

   수식 22



- 11 -

  
  



 수식 23

   수식 24

(단, M= 헬륨 냉각재 보충율 [1/s],

X3
0= 헬륨 주입수 내 He-3 비율,

N4= 시스템 내 He 입자수,

N3= 시스템 내 He-3 입자수,

σ= He-3의 미시적 반응단면적[cm2],

Φr= 'r' 영역에서의 중성자속 [atoms/cm
2/s],

Vr= 'r' 영역에서의 헬륨공간체적 [cm
3],

Cr= 'r' 영역에서의 단위체적당 헬륨 원자수 [atoms/cm
3],

π= power lever)

※ (유의점) 노심 내 He-3 생성원의 분포 및 반응율 계산

현재의 삼중수소 거동해석 코드는 사용자에 의해 정의된 노심의 각 분할 영역에 에서

He-3의 분포를 결정할 때, 각 분할영역의 체적이 아닌 반응율에 따라 He-3의 분포를 결정

한다. 즉, 노심 내 각 분할영역에서의 He-3(n,p)T 반응율에 비례하여 He-3 생성원의 분포

가 결정된다.

이하에서는 노심 내 각 분할영역에서의 He-3 생성원의 분포 및 반응율을 구하기 위해 현

재의 코드 내에서 사용되는 계산 절차를 간략히 언급하였다 (아래 언급된 변수들은 소스

코드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변수명을 그대로 옮긴 것임.)

(i) 노심 내 각 분할 영역(‘k’)에서 He-3(n,p)T 반응수 계산

→ ‘CBlk[icb].R[k]’

(ii) 전체 노심에서의 He-3(n,p)T 반응수 계산

→ ‘CBlk[icb].RT’

(iii) 노심 내 각 분할 영역(‘k’)에서 He-3(n,p)T 반응 분율 계산

→ CBlk[icb].FR[k]=CBlk[icb].R[k]/CBlk[icb].RT

(iv) 노심 내 각 분할 영역(‘k’)에 존재하는 He-3 생성원의 분포 계산 (단, 아래의 식에서

'Loop.LBlk[ilb].he_ori'는 루프내에 존재하는 he-3의 총 입자수를 의미함)

→ Loop.LBlk[ilb].he3_src[k]=Loop.LBlk[ilb].he_ori*CBlk[icb].F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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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노심 내 각 분할영역에서 He-3 생성원에 의한 반응율 계산

현재의 삼중수소 거동해석 코드는 노심 내 각 분할영역에서의 He-3에 의한 반응율 계산

을 위해 He-3의 미시적 반응단면적과 중성자속을 곱한 값의 평균치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

여 사용한다.




  



 


  



  
수식 25

(단, ΣNHe= 시스템 내 총 헬륨 입자수,

(NHe)r= 노심 내 'r' 영역에서의 헬륨 입자수,

Φ= 중성자속 [atoms/cm2/s])

식 (25)에서 구해진 변수는 소스코드 내 ‘Core_Calc’ 클래스 내의 'Calc()' 함수 내에서

‘RR[6]’라는 지역변수로 사용되며, 위의 절차 (iv)에서 구한 He-3 생성원의 입자수

(‘Loop.LBlk[ilb].he3_src[k]’)에 ‘RR[6]’의 값을 곱하면 노심 내 각 분할 영역에서

He-3(n,p)T 반응율(단위시간당 반응수)이 계산된다.

2.2 삼중수소의 분포

2.2.1 Bound in solids

사용자에 의해 정의된 노심의 각 분할 영역에 억류(bound)되는 삼중수소의 양은 아래의

식 (26)과 같이 정해진다. 즉, 각 분할 영역에서 생성된 삼중수소의 총 입자수에 일정한 억

류율 FB(bound rate)를 곱해줌으로써 흑연 노심 내에 억류(bound)되는 삼중수소의 양이

결정되고, 이 때 FB의 값은 사용자의 입력(‘IB30’ 또는 'CB40 Card')이나 적절한 상관식

(2.2.7절)을 사용함으로써 정해진다. 특히, 흑연노심 내에서 보론과 중성자의 반응에 의해

삼중수소가 생성되는 경우 FB의 값은 GA에서 제공하는 상관식[2]이 적용되며, 이는 2.2.7

절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억류율 FB는 흑연 노심 내부에서 생성되어 냉각재로 recoil되지 않고 억류(bound)되는

삼중수소의 비율을 의미하며, 삼중수소 생성원이 3He인 경우에는 1차 냉각재 내에서 생성

되어 흑연 노심으로 recoil되는 삼중수소 입자의 비율을 의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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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r × 수식 26

단, 식 (26)과 같은 방법으로 삼중수소의 누출율 (또는 ‘억류율’)을 계산할 경우 시간의 경

과에 따른 삼중수소 입자의 확산을 고려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즉, 위의 방법은 흑연 노

심에 포함된 삼중수소 생성원에 의해 만들어진 삼중수소 입자 중 일정 비율이 즉시 누출

또는 영구히 억제된다는 가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삼중수소 거동해석 코드는 피복입자핵연료 내에서의 삼중수소 확산과 관련

하여, 시간에 따른 삼중수소 입자의 확산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해석해 또는 수치해를 활용한

계산 기능을 추가하였다. (2.2.6절 참조). 즉, 피복입자핵연료 내에서 생성된 삼중수소의 경

우, 해석해 또는 수치해를 적용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삼중수소 입자의 누출율 변화를 고

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복입자핵연료 내에서 생성된 삼중수소 입자의 누출양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P r       

   · exp ∆×
 수식 27

(단, [(NT)r]
n
Bound,Fis= 삼분분열에 의해 생성된 삼중수소가 억류되는 양 (current

time),

[(NT)r]
n
Prod,Fis= 삼분분열에 의해 새롭게 생성되는 삼중수소의 양 (current

time),

[(NT)r]
n-1
Bound,Fis= 이전 time까지 피복입자핵연료 내에 억류되어 있던 삼중수

소의 양

△t: timestep 크기

FnB= 현재 time에서의 삼중수소 누출율 (※ 수치해 또는 해석해 적용) )

2.2.2 냉각재 내의 삼중수소 분포

현재의 삼중수소 거동해석 코드는 그림 (3)과 같이 사용자가 입력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루프 구성을 만들 수 있으며, 시스템 내의 각 계통에서 삼중수소의 거동을 평가할 수 있다.

시스템 내의 1차, 2차, 3차, 그리고 4차 루프에 대한 정의는 아래의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으며, 이하에서는 각 루프에 분포하는 삼중수소의 거동을 예측하기 위해 현재의 코드에

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론을 소개한다 (단, 여기서는 생성원이 6Li인 경우에 한하여 기술하

였으며, 다른 생성원의 경우도 모두 동일한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다). 다만, 각 루프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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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중수소 분포량을 결정하는 지배방정식에 대한 구체적인 해의 형태는 이하 4절에 더욱 자

세히 기술되어 있다.

HX
Permeation

1st Loop 2nd Loop

HX

HX

Permeation

Permeation

HX

HX

3rd Loop 4th Loop

Permeation

Permeation

Core

그림 3. 시스템 구성에 따른 루프의 정의

2.2.2.1 1차 루프 내의 삼중수소 분포

1차 냉각재로 유입되는 삼중수소의 양은 피복입자핵연료 내에서의 핵분열 반응 또는 흑연

노심에 포함된 불순물(Li-6 등 삼중수소 생성원)에 의해 생성되는 삼중수소의 양과 정화

및 누설, 침착, 붕괴에 의해 1차 루프에서 제거되는 삼중수소 양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며

지배방정식은 아래의 식 (28)과 같이 구성된다. 특히, 생성항(우변 첫째항)에는 삼중수소

입자가 피복입자핵연료 내 또는 흑연노심에 bound되거나 침착되는 양이 함께 고려되는데,

이렇게 bound되거나 침착되는 삼중수소의 양은 코드 내에 장착된 확산 모델 (2.2.6, 2.2.7

절), 침착 모델 (2.2.4절)등을 통해 결정된다.

(지배방정식)

☞

 
 





 ·  수식 28

(단, N(t): 삼중수소 생성원의 입자수 (=N0(t)e
-πσΦ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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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T,Li6(t): Li-6에 의해 생성되어 1차 냉각재에 존재하는 삼중수소의 개수

b/a: 노심 내에서 생성된 삼중수소가 침착 또는 bound되지 않고 1차 냉

각재로 빠져나가는 비율

clam: 1차 냉각재 내에서의 총 손실율 (정화+누수+투과+침착) [1/s]

π: power level (0.0~1.0) )

2.2.2.2 2차 루프 내의 삼중수소 분포

2차 냉각재에 존재하는 삼중수소의 양은 1차 냉각재로부터 투과하는 삼중수소의 양과 정

화 및 누설, 붕괴에 의해 2차 루프에서 제거되는 삼중수소 양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며 지배

방정식은 아래의 식 (29)과 같이 구성된다. 단, 투과율은 코드 내에 장착된 투과 모델(2.2.5

절)을 이용하며, 2차 루프에서는 흑연 노심으로의 삼중수소 침착을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1차 냉각재에 존재하는 삼중수소의 개수는 식 (28)의 결과를 활용한다.

(지배방정식)

☞

 
  ·  ·  수식 29

(단, N1,T,Li6(t): Li-6에 의해 생성되어 1차 냉각재에 존재하는 삼중수소의 개수

N2,T,Li6(t): Li-6에 의해 생성되어 2차 냉각재 루프에 존재하는 삼중수소의

개수

P12: 1차 루프 및 2차 루프 간의 permeation rate [1/s]

clam2: 2차측 루프에서의 총 손실율 (정화+누수+투과) [1/s] )

2.2.2.3 3차 루프 내의 삼중수소 분포

3차 냉각재에 존재하는 삼중수소의 양은 2차 냉각재로부터 투과하는 삼중수소의 양과 정

화 및 누설, 붕괴에 의해 3차 루프에서 제거되는 삼중수소 양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며 지배

방정식은 아래의 식 (30)과 같이 구성된다. 단, 투과율은 코드 내에 장착된 투과 모델(2.2.5

절)을 이용하며, 3차 루프에서는 흑연 노심으로의 삼중수소 침착을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2차 냉각재에 존재하는 삼중수소의 개수는 식 (29)의 결과를 활용한다.



- 16 -

(지배방정식)

☞

 
  ·  ·  수식 30

(단, N2,T,Li6(t): Li-6에 의해 생성되어 2차 냉각재 루프에 존재하는 삼중수소의

개수

N3,T,Li6(t): Li-6에 의해 생성되어 3차 냉각재 루프에 존재하는 삼중수소의

개수

P23: 2차 루프 및 3차 루프 간의 permeation rate [1/s]

clam3: 3차측 루프에서의 총 손실율 (정화+누수+투과) [1/s] )

2.2.2.4 4차 루프 내의 삼중수소 분포

4차 냉각재에 존재하는 삼중수소의 양은 3차 냉각재로부터 투과하는 삼중수소의 양과 정

화 및 누설, 붕괴에 의해 4차 루프에서 제거되는 삼중수소 양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며 지배

방정식은 아래의 식 (31)과 같이 구성된다. 단, 투과율은 코드 내에 장착된 투과 모델(2.2.5

절)을 이용하며, 4차 루프에서는 흑연 노심으로의 삼중수소 침착을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3차 냉각재에 존재하는 삼중수소의 개수는 식 (30)의 결과를 활용한다.

(지배방정식)

☞

 
  ·  ·  수식 31

(단, N3,T,Li6(t): Li-6에 의해 생성되어 3차 냉각재 루프에 존재하는 삼중수소의

개수

N4,T,Li6(t): Li-6에 의해 생성되어 4차 냉각재 루프에 존재하는 삼중수소의

개수

P34: 3차 루프 및 4차 루프 간의 permeation rate [1/s]

clam4: 4차측 루프에서의 총 손실율 (정화+누수+투과) [1/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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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정화 또는 누설에 의한 삼중수소의 제거

이하에서는 시스템 내의 각 루프에서 정화 또는 누설에 의해 손실되는 삼중수소량을 평가

하기 위하여 현재의 코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론을 소개한다 (단, 여기서는 생성원이

6Li인 경우만을 기술하였으며, 다른 생성원의 경우도 모두 동일한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

다.) 다만, 각 루프에서 제거되는 삼중수소 양을 결정하는 지배방정식에 대한 구체적인 해

의 형태는 이하 4절에 더욱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2.2.3.1 1차 루프에서 정화 또는 누설에 의해 제거되는 삼중

수소의 양

1차 루프에서 제거되는 삼중수소의 양은 정화 또는 누설에 의해 제거되는 삼중수소량과

제거 계통에서 방사성 붕괴를 통해 소멸되는 삼중수소량의 차이로 결정되며 지배방정식은

아래의 식 (32)과 같이 구성된다. 다만 1차 루프에 존재하는 삼중수소의 양은 위의 식 (28)

의 결과를 이용한다.

(지배방정식)

☞

  
  ·  ·   수식 32 (정화,

누설되는 양)

(단, W1: 1차 루프에서의 손실율 (정화율 또는 누설율) [1/s]

N1,T,Li6,;oss(t): 1차 냉각재에서 정화 또는 누설에 의해 제거되는 삼중수소

의 개수

N1,T,Li6(t): Li-6에 의해 생성되어 1차 냉각재 루프에 존재하는 삼중수소의

개수

λ: 삼중수소의 붕괴상수 [1/s] )

2.2.3.2 2차 루프에서 정화 또는 누설에 의해 제거되는 삼중

수소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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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루프에서 제거되는 삼중수소의 양은 정화 또는 누설에 의해 제거되는 삼중수소량과

제거 계통에서 방사성 붕괴를 통해 소멸되는 삼중수소량의 차이로 결정되며 지배방정식은

아래의 식 (33)과 같이 구성된다. 다만 2차 루프에 존재하는 삼중수소의 양은 위의 식 (29)

의 결과를 이용한다.

(지배방정식)

☞

  
  ·  ·   수식 33

(단, W2: 2차 루프에서의 손실율 (정화율 또는 누설율) [1/s]

N2,T,Li6,;oss(t): 2차 냉각재에서 정화 또는 누설에 의해 제거되는 삼중수소

의 개수

N2,T,Li6(t): Li-6에 의해 생성되어 2차 냉각재 루프에 존재하는 삼중수소의

개수

λ: 삼중수소의 붕괴상수 [1/s] )

2.2.3.3 3차 루프에서 정화 또는 누설에 의해 제거되는 삼중

수소의 양

3차 루프에서 제거되는 삼중수소의 양은 정화 또는 누설에 의해 제거되는 삼중수소량과

제거 계통에서 방사성 붕괴를 통해 소멸되는 삼중수소량의 차이로 결정되며 지배방정식은

아래의 식 (34)과 같이 구성된다. 다만 3차 루프에 존재하는 삼중수소의 양은 위의 식 (30)

의 결과를 이용한다.

(지배방정식)

☞

  
  ·  ·   수식 34

(단, W3: 3차 루프에서의 손실율 (정화율 또는 누설율) [1/s]

N3,T,Li6,;oss(t): 3차 냉각재에서 정화 또는 누설에 의해 제거되는 삼중수소

의 개수

N3,T,Li6(t): Li-6에 의해 생성되어 3차 냉각재 루프에 존재하는 삼중수소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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λ: 삼중수소의 붕괴상수 [1/s] )

2.2.4 Chemi-sorption

현재의 삼중수소 거동해석 코드는 피복입자핵연료 내 또는 흑연 노심 내에서 생성되어 냉

각재로 누출되었다가 다시 흑연 노심으로 침착되는 삼중수소의 양을 계산할 수 있도록 삼

중수소 침착 모델을 장착하고 있다. 다만 현재의 방법론은 기존의 삼중수소 침착 평가를 위

한 방법 및 상관식[4]에 기초한 것이며, 이는 수소와 삼중수소 입자가 냉각재 내에 섞여있

을 경우 그 화학적 거동이 매우 유사한 점을 근거로 삼중수소의 침착 거동이 수소의 침착

거동과 동일하다는 가정을 사용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입력(‘LB25 Card’)을 통해 루프 내

의 수소 농도를 정해주면 노심의 온도, 중성자속 등의 정보와 함께 침착되는 삼중수소의 양

을 계산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계산 방법은 냉각재 내의 수소기체 분압을 알 수 있고 주

어진 계산 기간 동안 수소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서만 유효하다는 한계가

있다[4].

현재의 삼중수소 거동해석 코드는 삼중수소의 침착 현상을 다루기 위해 두 가지 모델을

장착하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i) TEMKIN isotherm [4]

   · ln  · 
   수식 35

(단, A= tritium sorbed onto graphite per BET surface area [cm3[STP]/m2],

Am= monolayer saturation value [0.2 cm
3
(STP)/m

2
],

B1= constant (17.97),

B2= constant (=16.54 [mmHg
-1]),

PH2=Hydrogen partial pressure [mmHg])

(ii) B.F. Myers model [4]

본 침착 모델은 TEMKIN isotherm과 달리 온도에 대한 침착 거동 의존성을 다룰 수 있

는 장점이 있으나, 이 경우에도 650℃ 이하에서는 침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650℃ 이상의 온도에서는 노심 온도, 수소 분압, 그리고 중성자속에 따라 침착량이 계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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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식 36

      
 exp    수식 37

(단, C1= constant [1.38×10
3 cm3(STP)/m2-mmHg],

C2= constant (2.6×10
-25 [m2/n]),

C3= constant (0.049 [K
-1]),

f= fast fluence (6.0×1025 [n/m2]),

CH= annealing factor given by

   exp    수식 38

T= graphite temperature [K]

T0= reference temperature [K])

※ (유의점) 소스코드 내 침착율 계산 방법 및 입력 시 유의사항

이하에서는 소스코드 내에서 침착율을 정의하는 방법 및 관련 변수들에 대해 간략히 기술

한다. 설명을 위해 사용된 변수들은 실제 소스코드 내에서 사용되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① atgas = Ntotal_he*Loop.LBlk[ilb].h2con*1.0E-6

‘Ntotal_he’은 노심을 통과하는 냉각재 내의 총 헬륨입자수이고, ‘Loop.LBlk[ilb].h2con’

은 루프 내 H2의 농도를 가리킨다 (‘1.0E-6’는 단위변환용). 따라서 ‘atgas’는 1차 루프를

통해 노심으로 유입되는 총 H2의 개수를 의미한다. 단, 동일한 노심에 연결된 1차 루프

(primary loop)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는 입력 작성시('LB25 Card') 각각의 루프에

대한 H2 농도값(h2con)을 동일한 값으로 부여해야 한다 (입력시 유의할 것!)

② adatom = tsarea*sccsqm*5.373E19

‘adatom’은 침착되는 H의 개수를 의미한다. 여기서 ‘5.373E19’은 단위체적당 H 입자의

개수를 의미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된 값이다.

5.373E19≒ 6.02E23[atoms/mol]*2[H-atoms/H2-molecule]/22410[cm3/m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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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tsarea'는 사용자 입력으로 주어지는 BET 표면적이고, 'sccsqm'은 코드 내 침착

모델에 의해 계산되는 단위 면적당 침착량[cm3(STP)/m2]을 의미한다.

③ ad_ratio = adatom/atgas

‘ad_ratio’는 침착율을 의미한다.

2.2.5 삼중수소의 투과 (Permeation)

2.2.5.1 삼중수소 투과 모델

냉각재 내부에 존재하는 삼중수소는 고온, 고압의 시스템 환경 하에서 다양한 물질의 표

면을 투과하여 이동할 수 있는데, 특히 열교환기 영역에서의 삼중수소 투과는 초고온가스

로와 연결된 수소생산계통의 오염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초고온

가스로 내부의 배관 표면 등 열교환기 이외의 부분에서도 삼중수소의 투과를 고려할 수 있

겠으나, 온도 및 구성물의 두께 등을 고려할 때 그 투과량은 열교환기 영역에 비해 매우 작

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코드에서는 사용자의 선택 하에 사용 가능한 두 가지 형태의 삼중

수소 투과 모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열교환기 표면을 투과하는 삼중수소의 양을

예측할 수 있다.

(1) CEGA 모델

CEGA 모델은 Incolloy 800의 재질로 구성된 열교환기 표면을 투과하는 삼중수소의 투과

율을 구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투과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exp 수식 39

(단, Rperm: permeation rate [μCi/m
2-hr]

R0: constant (=61.02[ppmv
1/2m3(STP)-mm/atm1/2-m2-h])

τw: wall thickness of heat exchanger tube [mm],

CT: Tritium concentration on coolant side of heat exchanger tube at STP [μ

Ci/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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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ri: primary coolant pressure [atm],

ppmvH2: hydrogen concentration [ppmv],

B: constant [-6249K],

T: temperature [K] )

위의 삼중수소 투과율은 코드 내에서 정화 및 누설 등에 의한 삼중수소 손실율과 동일한

형태의 단위 (1/sec)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은 형태로 사용된다.

   ·×· sec 수식 40

(단, As=mass transfer area [m
2],

NT=number of tritium atoms in the coolant [atoms]

)

식 (40)에서 ‘Perm’의 값은 냉각재 루프에 존재하는 삼중수소가 단위시간당 열교환기 표

면을 통해 투과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2) Rechardson's Equation with Sivert's law

CEGA 모델의 경우 현재 그 적용이 열교환기 표면의 재질이 Incolloy 800인 경우에 대해

서만 유효하고, 1차 루프에 존재하는 H2 농도만을 반영하여 투과율을 계산하는 등 보다 복

잡한 시스템 구성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소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 코드에서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아래와 같은 형태의 식을 사용하여 보다 다양한 시스템 구성에 대한

삼중수소 투과율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수식 41

(단,    · ln 

: thickness of heat transfer tube or component casing [m]

  · exp
 

A=heat transfer area or surface area [m2],

PH2,h=Partial pressure of H2 at high pressure side [Pa],

PH2,l=Partial pressure of H2 at low pressure side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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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T,h=Partial pressure of HT at high pressure side [Pa],

PHT,l=Partial pressure of HT at low pressure side [Pa],

f=pre-exponential factor of permeability [m3(STP)/m/s/Pa0.5]

E=activation energy [J/mol]

R=ideal gas constant [J/mol-K]

T=temperature [K]

)

일본 HTTR 원자로의 운전 경험에 따르면, 노심의 구성 물질인 흑연과 불순물의 형태로

primary loop 내에 존재하는 H2O의 화학 반응으로 수소분자 (H2)가 생성될 수 있으며,

HTTR의 경우 primary loop 내에 존재하는 H2의 농도가 삼중수소의 농도보다 더 높은 것

으로 관측 되었다. 따라서 H2 및 T2 간의 isotope exchange reaction에 의한 화학적 평형

을 가정할 경우 냉각재 내에 존재하는 삼중수소는 HT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H2+T2 = 2HT) [7]. 또한 위의 식 (41)에 따르면, 열교환기 표면에서의 삼중수소 투과율

은 각 냉각재 루프에 존재하는 H2의 농도에 영향을 받게 된다.

현재 개발된 삼중수소 해석 코드에서는 사용자의 입력으로 각 루프에 존재하는 H2 농도를

반영('LB25 Card')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삼중수소 투과율을 계산하게 된다.

(※참고: 기존 TRITGO 코드의 경우에는 제한된 루프구성 및 하나의 primary loop에 존

재하는 H2 농도만을 반영하여 CEGA 모델을 통해 투과율을 계산하였다면, 현재의 코드는

보다 다양한 루프 구성 및 열교환기에 인접한 루프들의 H2 농도 조건 에 따라 투과율 계산

이 가능하다.)

2.2.5.2 삼중수소 투과 모델의 검증

(1) CEGA 모델을 이용한 투과율 계산 검증

CEGA 모델의 검증을 위한 계산 결과는 참고 문헌[14]에 제시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하지는 않았다.

(2) Rechardson's Equation을 이용한 투과율 계산 검증

본 모델의 검증 계산은 기존 Peach Bottom 원자로의 운전 경험에 기초한 자료들을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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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K]
Analytic (식 42)

[Micro_Ci/m2/h]

Rechardson's Eq. with Sivert's law (식 41)

[Micro_Ci/m2/h]

673 1.202E-01 1.202E-01
823 6.873E-01 6.868E-01

973 2.296E+00 2.293E+00

표 2. 검증 계산 결과

로 수행되었다. Peach Bottom 원자로의 운전 말기 열교환기 튜브에서의 삼중수소 투과율

에 대한 정보는 참고 문헌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2,4]. Peach Bottom 원자로에 설치된 열

교환기는 superheater, evaporator, economizer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특히 본 연구에서

는 참고 문헌[6]에 제시된 superheater tube에 대한 자료를 대상으로 본 코드에 사용된 삼

중수소 투과율 계산 모델의 적용성 평가 및 검증 절차를 수행하였다.

참고 문헌[2,4]에 따르면 Incolloy-800의 재질로 구성된 superheater에서의 실제 투과율

은 온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 exp     수식 42

삼중수소 투과 모델 검증을 위한 계산은 Peach Bottom HTGR과 비슷한 조건 (삼중수소

농도: 600μCi/m3(STP), H2 불순물의 양: 20Pa)하에서 수행되었으며 (참고문헌 [6] 및 표

3 참조), 수식 (41)을 이용하여 H2 불순물의 농도, 온도, 압력 등을 고려한 삼중수소 모델

평가가 수행되었다. 그 결과는 표 2과 같으며, 이를 통해 삼중수소 투과 모델을 적용한 계

산 결과가 실험치에 근접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 모델을 적용하는 경우, 열교환기의

다른 영역(evaporator, economizer)에서의 계산 결과도 실험치와 비슷한 경향을 가지며

이는 참고 문헌[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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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값 단위

l (thickness)
0.00386

(ro: 9.525mm, ri:6.35mm)
m

PHT,h 4.67E-05 Pa
PH2,h 20.16 Pa
PH2,l 0.00 Pa
Ptotal,h 101300 Pa
Ptotal,l 0.00133 Pa

f (pre-exponential factor) 1.36E-10 J/mol
E (activation energy) 53.5E3 m3(STP)/m/s/Pa0.5

표 3. 삼중수소 투과 모델 검증 계산을 위한 조건

(3) 적용 모델의 차이에 따른 투과율 비교

표 3에 제시된 조건 하에서, CEGA 모델 및 Richardson 방정식을 이용한 삼중수소 투과

모델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그림 4). 500K~900K 영역에서 Richardson 방

정식을 이용한 삼중수소 투과 모델을 적용한 경우에 삼중수소 투과율이 조금 더 높은 것으

로 관측되었다.

500 600 700 800 900
10-3

10-2

10-1

100

101

Pe
rm

ea
bi

lity
 [m

Ci
/m

2 h]

Temperature[K]

 CEGA
 Richardson's Eq. w/ Sivert's Law

그림 4. 삼중수소 투과 모델의 차이에 따른 투과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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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피복입자 핵연료에서 누출되는 삼중수소량의 평가

(Fuel Release Model)

초고온가스로에서는 직경 0.5mm의 연료핵입자 (fuel kernel)를 규화탄소 등으로 다중 피

복한 직경 1mm 이하의 피복입자핵연료를 사용한다 (그림 5). 이러한 피복입자핵연료는 고

온 안전성과 핵분열생성물 억류성 및 부식건전성이 뛰어나므로, 초고온 운전의 달성, 핵연

료 심층연소(60~70% FIMA (Fissions per Initial Mass Atom)) 및 사용후 핵연료의 저

장에 강점을 갖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분열 반응에 의해 생성된 일부 삼중수소

입자는 핵연료 입자 내에 완벽히 억류되지 않고 누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영향은 궁극적

으로 초고온가스로 시스템의 수소생산계통을 오염시킬 수 있다. 이하에서는 피복입자핵연

료 내부에서의 삼중수소 누출율을 다루기 위한 기존의 방법론과 함께 현재 개발 중인 삼중

수소 거동해석 코드에서 제공하는 두 가지 방법론을 소개한다.

 

그림 5. TRISO 입자 모형

2.2.6.1 기존 방법론

핵분열 반응, 특히 삼분분열 (ternary fission)에 의해 생성된 삼중수소가 피복입자 핵연

료 내에서 얼마만큼 누출되는지와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해석 코드들은 매우 단순하고 보

수적인 가정을 사용하거나 이를 구체적인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예를 들어, 삼중수소

거동 해석용 코드로써 현재까지 미국의 General Atomics 등에서 사용 중인 TRITGO 코

드의 경우 TRISO 입자 내에서의 온도 및 시간 등을 고려한 삼중수소 입자의 거동은 고려

되지 않으며, 핵연료 입자로부터 누출되는 삼중수소의 비율이 사용자의 입력에 의해 일정

한 값으로 정해지게 된다.

그러나 삼분분열에 의한 삼중수소의 생성이 초고온가스로 내에서의 삼중수소 생성 메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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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그 누출율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삼중수소 거동 해

석의 측면에서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의 삼중수소 거동해석 코드에서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해석적 또는 수치적

인 접근 방법을 통해 시간 및 피복입자핵연료 내부의 온도 등을 고려한 삼중수소 누출율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2.2.6.2 해석해를 이용한 삼중수소 누출율의 평가

다중피복 층으로 구성된 핵연료입자를 하나의 물질로 구성된 완전한 구로 가정할 경우

(그림 6), 일정한 조건 하에서 삼중수소의 누출율 계산을 위한 해석해를 구할 수 있다. 참고

문헌[10]에 따르면, 초기(t=0)에 구 내부에 존재하는 물질의 농도가 균일하고 표면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 구 표면을 통해 누출 또는 유입되는 입자의 질량에 대한

해석해는 아래와 같이 구해진다.

∞

 
  


 

  

∞




exp  수식 43

(단, a=구의 반경 [m]

D=확산계수 [m2/s]

t=시간 [s]

)

그림 6. 삼중수소 누출율의 해석해를 얻기 위한 가정

다만, 위의 해석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피복입자핵연료를 하나의 물질로 구성된 구로 가

정했을 때의 유효 확산계수 (Deff)를 알아야 하며, 이를 통해 시간 및 온도 분포에 따른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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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소 누출율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개발 중인 삼중수소 거동 해석 코드에서는

사용자가 각 피복층에 대응하는 확산 계수의 값을 입력하면 Deff의 값을 자동으로 계산하도

록 되어 있으며, 식 (43)에 의해 노심의 각 분할 영역에 분포한 피복입자핵연료에서의 누출

율이 계산된다. 유효 확산계수 (Deff)를 구하기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유효 확산계수 구하기 [7, 8]

정상상태에서의 열전도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

  수식 44

(단, ∇   



 





 수식 45 )

완전한 구형을 가정한 연료핵입자(kernel)에서의 단위체적당 heat source를 q''', 중심

온도를 tm, 연료핵입자의 표면 온도를 ts라고 하면, 식 (45)의 구형좌표계(r방향만 고려)를

이용하는 경우 위의 열전도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풀어질 수 있다.

   

″′ 

수식 46

또한, 연료핵입자(kernel) 표면에서 방출되는 총 열량을 qs라고 하면, 이는 아래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       수식 47

(단, qs=kernel에서 발생하는 총 열량,

R=열저항

rf=kernel의 반경

kf=kernel의 열전도도

)

따라서, 연료핵입자(kernel)의 열저항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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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식 48

(단, RKernel= kernel에서의 열저항)

또한, 피복입자핵연료 내부의 총 열저항을 Rtotal이라고 하면, 총 열저항은 다음과 같이 표

현될 수 있다.

 








 








 




 





 








 



수식 49

(단, r1, r2, r3, r4, r5는 그림 5 참조)

총 열저항이 Rtotal이고 반지름이 r5인 하나의 물질로 구성된 완전한 구를 가정할 경우, 이

는 유효 열전도도 Keff와 경계 조건의 온도에 의해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수식 50

(단, Keff=유효 열전도도,

Tm=중심온도

Ts=구의 표면 온도

)

따라서, 위의 식 (50)를 정리하면 유효 열전도도 Keff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수식 51

(단, keff=유효 연전도도)

단, 식 (44)에 제시된 열전도 방정식은 질량확산 방정식에도 대응시킬 수 있으며, TRISO

입자 내부에서의 질량 확산을 고려할 경우, 입자 내부 온도는 삼중수소 입자의 농도, 열전

도도는 확산계수에 해당한다.

아래의 그림 (7), (8)은 참고 문헌[2]에 제시된 각 피복층에서의 확산계수를 이용하여 위

에 제시된 방법에 따라 온도 및 시간의 변화에 따른 삼중수소 누출율을 계산하고, 이를 참

고 문헌[2]에서 제공하는 예측 결과와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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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피복입자층의 반경은 아래의 값을 사용하였다 (그림 (5) 참조)

r1: 175, r2: 275 , r3: 310 , r4: 345, r5: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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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완전한 구를 가정한 해석해 및 GA 예측치[2]의 비교

(삼중수소 투과율, 1095일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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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완전한 구를 가정한 해석해 및 GA 예측치[2]의 비교

(삼중수소 투과율, 127일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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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3 수치해법을 통한 누출율의 예측

(1) 이론 및 검증

해석해를 이용해 삼중수소 누출율을 계산하는 경우, 이미 알려진 해석해의 형태를 이용함

으로써 일정한 가정과 함께 간단히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는 실제 핵연료

내부에서 생성되는 삼중수소의 양을 고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윗 절에서 해석해를 사용

하기 위해 사용된 가정들(Lumped model (solid sphere의 가정), Keff의 도입 등...)의 적용

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이러한 가정 없이 실제 다중 피복층으로

구성된 핵연료에서의 누출율에 대한 해석해를 이용하는 것도 쉽지 않다.

따라서, 현재의 삼중수소 거동해석 코드에서는 연료핵입자(kernel) 내부에서 삼분분열로

발생하는 삼중수소의 양을 고려하고, 실제 피복입자핵연료의 기하학적 모형 및 확산계수

등을 반영함으로써 보다 온도 및 시간에 따른 실제적인 누출율을 평가하고자 수치적인 해

법에 의한 예측 방법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사용된 기본적인 확산 방정식은 다음의 식

(52)과 같다.




 


 

   ″′ 수식 52

(단, C= 삼중수소의 수밀도 [atoms/m3],

r= 반경 [m],

m'''= 단위체적당 생성율 (volumetric source rate) [atoms/m3/s],

D= 확산계수 (D=D0˙exp(-Ea/RT)),

D0=pre-exponential factor [m
2
/s],

Ea=activation energy [J/mol],

R=기체상수 [J/mol/K],

λ= 붕괴상수 [1/s],

ξ=1 (plane), ξ=r (cylinder), ξ=r2 (sphere) )

특히, 식 (52)을 차분화하기 위해 공간에 대해서는 유한체적법(finite volume method)을

사용하였다. 또한, 시간에 대한 차분화를 위해서는 완전 음해법 (fully implicit)을 사용하였

는데, 이는 현재의 삼중수소 거동해석 코드가 수십 년 단위의 계산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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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tep의 크기를 너무 줄이면 계산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계산의 정확성과 안정성, 효율

성을 함께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차분법의 타당성은 균일한 성질을 가진 단일 구에서

의 삼중수소 확산에 대한 계산 결과를 해석해와 비교해 봄으로써 검증하였다 (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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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수치해의 검증 (with analytic solution)

위와 같이 수치해법에 의해 삼중수소의 누출율을 예측하는 경우, 피복입자핵연료 내에서

삼분분열에 의해 생성되는 삼중수소의 생성항(2.1절)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데, 이 때 매

timestep당 발생하는 삼중수소 입자의 초기 분포는 사용자의 입력을 통해 정해진다 (cf.

FB45 Card).

(2) 계산 알고리즘

현재의 삼중수소 거동해석 코드 내에서 수치해법에 의한 삼중수소 누출율을 계산하기 위

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사용자가 ‘CORE_BLK’에서 정의한 노심의 각 영역에서 핵분열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삼중수소 생성량 계산 (fis)

② 노심에 포함된 총 fuel compact 개수, packing fraction 등(CB22 Card)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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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입자핵연료 (TRISO particle) 내부에서 발생하는 삼중수소의 단위체적당 생성량

(volumetric source) 값 계산 (Qflx=fis/(Ntotfc*fcvol*pfrac*1.0e-6) )

③ 사용자가 'FUEL_BLK'에서 정의한 피복입자핵연료(TRISO particle)의 기하학적 정

보(FB30 Card)를 이용하여, TRISO 입자 하나당 발생하는 삼중수소 생성량 계산

(Qnew=Qflx*(TRISO 입자 체적))

④ 'FUEL_BLK'의 ‘FP45 Card’에서 정의된 생성항의 분율에 대한 정보로부터, 피복입자

핵연료 내에서 생성된 삼중수소(Qnew)의 초기 위치를 정의 (사용자가 TRISO 입자 내의

생성 분율을 정의함으로써 매 timestep(△t)에서 핵분열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삼중수소의

초기 위치를 정할 수 있음)

⑤ Fuel_Blk에서 정의된 확산 계수 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확산방정식 solve

⑥ 주어진 timestep (△t) 동안의 위치 분포 변화 계산

단,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삼중수소 누출율을 구하기 위해서, 현재의 삼중수소 거동해석

코드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timestep을 사용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코드 내에서 삼중수

소의 생성 및 분포를 계산하는 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T)이고, 나머지는 피복입자

핵연료 내부에서의 삼중수소 확산방정식을 푸는데 사용되는 것(△t, 그림 (10) 참조)이다.

즉, △T 동안에 피복입자핵연료 내에서 생성되는 삼중수소의 양이 정해지면, 이를 다시 △

t의 단위로 쪼개어 차분화한 방정식을 풂으로써 △T 동안에 피복입자핵연료 내부에서의

삼중수소 거동 변화를 예측하게 된다. 단, 이 경우 △T 동안의 삼중수소 생성률은 일정하

다고 가정한다.

T

T : Timestep for analyzing H 3 Production & Distribution 
: Sub-timestep for solving H3 Diffusion Eq.

t

t

그림 10. 삼중수소 거동해석 코드 내의 timestep 정의

위의 계산 절차를 간단히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1)).



- 34 -

Set up geometry / mesh generation 
Initialize properties & variables

H3 source from ternary fission
Solve matrix for 1-D diffusion Eq. 

Reset Variables

TSubtim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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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e fractional release of H3 
during 

Determine H3 release 
from TRISO particleT

그림 11. 수치해법에 의한 삼중수소 누출율의 계산

(3) 삼중수소 누출율 (Fractional Release Rate)의 정의

현재의 삼중수소 거동해석 코드에서는 피복입자핵연료 표면으로부터의 삼중수소 누출율

을 구하기 위하여, 위의 해석해 또는 수치해법에 따라 계산된 삼중수소 농도의 분포 결과를

이용하며, 이로부터 최종 누출율을 결정한다.

우선 피복입자핵연료 내에 억류되는 삼중수소의 양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 






·

 수식 53

(단, Cj
t = t시간 후에 j 영역에 존재하는 삼중수소의 농도 [atoms/m3],

rj = j 영역의 두께 [m])

또한, 피복입자핵연료 내에서 초기에 존재하는 삼중수소의 양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수식 54

(단, M(0) = TRISO 입자 내에 존재하는 초기 삼중수소 개수,

Cj
0
= j 영역에 존재하는 삼중수소의 초기 농도 [atoms/m

3
],

rj = j 영역의 두께 [m])

위의 식 (53), (54)을 푸는데 필요한 수치 적분은 Simpson's rule을 적용하였다 (단,

‘FB30 Card’에 의해 정의되는 피복입자핵연료 구간의 개수가 홀수인 경우는 Trapezoi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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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을 적용한다[13]). 또한 식 (53), (54)에 의해 계산된 양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삼중수소 누출율은 다음과 같다.

 







″×



 






 수식 55

(단, Frel = 삼중수소 누출율,

qs'' = 피복입자핵연료 표면에서의 삼중수소 입자 플럭스 [atoms/m
2],

A = 피복입자핵연료의 표면적 [m2])

그러나, 피복입자핵연료 내부에서 핵분열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삼중수소의 양을 고려하는

경우 삼중수소의 누출율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 
·

 





 


수식 56

(단, Qnet = 단위체적 단위시간당 생성되는 삼중수소의 net 양,

qj''' = j 영역에서 단위체적 단위시간당 생성되는 삼중수소의 양)

※ 단, 현재 소스 코드 내에서 각 mesh 구간에 해당하는 구의 체적(FBlk[ifb].dViL[i],

FBlk[ifb].dViR[i])을 계산할 때 4π를 생략하고 계산을 수행하므로 이를 유의할 것 (유한

체적법으로 식 (52)를 풀 때 양 변에 존재하는 4π는 약분될 수 있으므로).

(4) 해석해 및 수치해법을 이용한 삼중수소 누출율 계산의 차이 검토

이하에서는 해석해를 이용한 삼중수소 누출율 계산 시 유효확산계수 사용의 타당성을 검

토해보고자, 해석해를 이용한 삼중수소의 누출율 계산 결과와 수치해법에 의한 계산 결과

를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해석해 및 수치 해법에 의한 삼중수소의 농도 분포, 그리고 누출율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

용한 계산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계산 조건 및 가정

1. 핵분열 반응에 의한 삼중수소 생성은 고려하지 않음

2. 피복입자 핵연료 표면에서의 삼중수소 농도 (경계 조건)= 0.0 [atoms/m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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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복입자 핵연료 내부의 초기 삼중수소 농도 (초기 조건)=100.0 [atoms/m3]

4. 삼중수소 농도 및 누출율 계산을 위한 구간 분할 (수치 해법)=10개

5. 각 피복층에서의 확산계수 값: 표 [5] 참조

그림 (12), (13)는 위의 계산 조건 하에서 해석해 및 수치 해법을 이용한 삼중수소 누출율

의 계산 결과이다. 해석해를 적용하는 경우 (유효확산계수 사용), TRISO 입자 내의 삼중

수소가 전체적으로 서서히 확산되지만, 수치해법을 적용하는 경우(각 피복층에서의 확산계

수 값을 따로 적용)에는 확산계수의 값이 매우 작은 SiC층에서 삼중수소의 확산이 저지되

고, 해석해의 결과와 비교할 때 저온 영역에서 삼중수소 방출률이 더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수치 해법을 사용하는 경우(각 피복층에서의 확산계수 값을 따로 적용: D_real),

계산 초기 OPyC에 존재하는 삼중수소가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삼중수소의 방출률을 증가

시키는 원인이 된다 [표 4]. 즉, 각 층마다의 확산계수 값이 많이 차이나는 경우 해석해를

적용하기 위해서 유효 확산계수의 값을 사용하게 되면 각 층에서의 확산 계수 값의 차이에

따른 영향을 반영하기 어렵고, 이는 전체적인 누출율 계산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4 5 6 7 8 9 10
0.0

0.2

0.4

0.6

0.8

1.0

 

Temperature [104/T]

Tr
itiu

m
 R

el
ea

se
 F

ra
ct

io
n

 127day
 253day
 381day
 762day
 1095day

그림 12. 해석해에 의한 삼중수소 누출율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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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us[m] Analytic (D_eff) Numerics (D_eff) Numerics (D_real)

0 FBlk[ifb].Con[0] 100.00 99.99 90.35

8.75E-05 FBlk[ifb].Con[1] 100.00 99.96 90.35

1.75E-04 FBlk[ifb].Con[2] 99.77 99.57 90.35

2.25E-04 FBlk[ifb].Con[3] 98.20 97.44 90.35

2.75E-04 FBlk[ifb].Con[4] 87.92 88.59 90.35

2.93E-04 FBlk[ifb].Con[5] 80.37 80.74 90.35

3.10E-04 FBlk[ifb].Con[6] 69.93 70.15 90.35

3.28E-04 FBlk[ifb].Con[7] 56.52 56.71 46.12

3.45E-04 FBlk[ifb].Con[8] 40.55 40.75 0.00

3.65E-04 FBlk[ifb].Con[9] 20.35 20.47 0.00

3.85E-04 FBlk[ifb].Con[10] 0.00 0.00 0.00

표 4. 해석해 및 수치해법 적용시의 농도 분포 비교

(온도=2000K, 127일 경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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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수치해법에 의한 삼중수소 누출율 계산 결과

(각 Layer에 대한 확산계수 값을 따로 적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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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le Component D0 [m
2/sec] Q [J/mol]

Kernel 1.0E-6 0.0

Buffer 1.0E-6 0.0

IPyC 1.0E-6 0.0

SiC 4.7E-15 76500

OPyC 1.0E-6 0.0

표 5. 피복입자핵연료 내의 확산계수 계산을 위한 상수값 [2]

(D=D0exp(-Q/RT))

2.2.7 Graphite layer를 통한 삼중수소 확산

(1) 핵연료 내에서 생성된 삼중수소의 확산

피복입자핵연료로부터 삼중수소가 방출되는 경우에도 이들이 모두 1차 냉각재로 빠져나

가는 것은 아니다. TRISO 핵연료 입자들이 graphite에 의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graphite를 투과해야만 1차 냉각재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블럭형 초고온가스로인

GT-MHR의 경우 핵연료 집합체 내의 냉각재 채널과 핵연료간의 간격이 18.796mm인 것

으로 알려져 있다[17, 19]. 이러한 graphite를 통한 삼중수소의 누출을 평가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삼중수소 거동해석 코드에서는 육각형 모양의 블럭형 초고온가스로 노심

에 대하여 원통형 좌표계를 이용한 해석 방법을 사용한다 (식 (57)).

      
  

∞







  

  수식 57

     수식 58  

(단, 식 (58)의 J0(x)는 Bessel 함수를 의미하며, 그 값들은 Bessel 함수표에 결과 값들이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또한 확산계수는 D=D0˙exp(-Ea/RT)의 형태로 구해지며 D0 및 Ea,

R의 값은 각각 pre-exponential factor [m2/s], activation energy [J/mol], 기체상수

[J/mol/K]이다.)

단, 블록형의 경우 피복입자핵연료를 compact 형태로 제작하여 핵연료 집합체에 장전하

고 plugging을 하게 되는데, 현재의 코드는 핵연료 compact를 통한 삼중수소 입자의 확산

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핵연료입자에서 방출된 삼중수소는 흑연 블록 또는 냉각재로 직

접 방출된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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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삼중수소 거동해석 코드에서는 위의 식 (57)과 같이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흑연

블록, 즉 graphite layer을 통한 삼중수소의 반경 방향 확산을 고려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FB85 Card’). Graphite layer를 통한 삼중수소의 확산을 고려할 경우 피복입자핵연

료에서 방출된 삼중수소의 최종 누출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수식 59

(2) 반사체 내에서 생성된 삼중수소의 확산

현재의 삼중수소 거동해석 코드에서는 노심을 구성하는 물질인 흑연 (C-12) 또는 그 내

에 불순물로 포함된 Li-6 등이 중성자와 반응하여 삼중수소가 생성되는 경우, 사용자의 입

력(상수)에 의해 1차 냉각재로 방출되는 삼중수소의 양이 결정된다(‘CB40 Card’). 다만,

GA에서는 B4C 가연성흡수체로부터의 삼중수소 누출과 관련하여 새로운 상관식을 개발,

제공하고 있는데, 본 코드에서는 흑연 노심 내의 B-10에 의해 생성된 삼중수소 누출량 평

가 시 이를 적용하고 있다 [2] (식 (60)).

  ·


수식 60

   exp· 




      수식 61

(단, f=B4C 물질로부터의 삼중수소 누출율,

ai=상수 [K
-1],

T=절대온도 [K],

Toi= reference 온도, i=1, 2)

위의 식 (60), (61)에 적용되는 상수값은 다음의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이 상관식에 의

할 때, 온도에 따른 B4C 가연성 흡수체에서의 삼중수소 누출율은 그림 (14)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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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Units Value

a1 1/K 0.65

104/To1 K 11.6

a2 1/K -6.26

104/To2 K 8.87

표 6. B4C에서의 누출율 계산을 위한 주요 상수값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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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온도에 따른 B4C 물질로 부터의 삼중수소 누출율

2.2.8 Recoil 계산 방법의 개선

현재의 삼중수소 거동해석 코드에서는 He-3(n,p)T 반응에 의해 생성된 삼중수소가 사용

자에 의해 정의된 각 노심 분할 영역의 온도, 압력 및 헬륨 냉각재의 체적 등에 따라 recoil

되어 냉각재에서 제거되는 양을 평가하기 위한 계산 모듈을 장착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TRITGO 코드[4]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Fort Saint Vrain 원전의

기하학적 모형에 국한되어 적용할 수 있는 TRITGO 코드 내의 recoil 모델을 개선하여 보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적용이 가능토록 하였다. 즉, 현재의 삼중수소 거동해석 코드에서

는 사용자가 핵연료 compact의 개수, 냉각재 채널의 직경 등 기하학적 정보를 입력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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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코드 내에서 노심 각 영역에서의 recoil 비율을 계산하게 된다. 또한, 사용자는

흑연노심 내의 기하학적 정보를 직접 입력하거나 (CB25~CB28 Card), 흑연노심 내에서 헬

륨냉각재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의 비율을 입력하는 방식(CB35 Card)으로 recoil 되는 삼

중수소의 양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의 삼중수소 거동해석 코드에서 recoil에 의한 삼중수소 거동을 예측하는 구체적인 방

법은 다음과 같다.

삼중수소의 recoil energy는 약 0.2MeV이며, 이는 1000℃, 47.6atm의 조건에서 0.05cm

의 recoil 거리를 가진다. 따라서 graphite 내부에 존재하는 pore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 크

기가 0.05cm 이하이므로 recoil에 의한 흑연 노심으로의 포집 비율(bound fraction)은 1.0

으로 가정한다. 또한, 노심 내에 존재하는 간극의 범위에 따라 recoil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의된다 [4].

1) 간극의 크기가 recoil range보다 큰 경우,

 ·   수식 62

2) 간극의 크기가 recoil range보다 작은 경우,

        수식 63

3) 큰 원통형 채널 또는 홀의 경우,

   수식 64

위의 식 (62)~식 (64)을 바탕으로 노심의 각 영역에서 recoil에 의해 흑연 노심으로 포집

되는 삼중수소 입자의 평균 비율을 다음과 같이 구한다.



×  
수식 65

그러나 삼중수소의 recoil 비율을 얻기 위한 이러한 이론적 근거는 기존의 방법론 [4]을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며, 그 내용 또한 불확실성 (예: 식 (62)의 경우 코드 내에서의 반

영 방법 불확실)이 일부 존재하므로 향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2.2.9 SI계통 내 삼중수소 거동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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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론 및 배경

초고온가스로에서는 운전 시 삼중수소가 인위적으로 대량 생산되며, 또한 경수로와 같이

냉각재로 물이 아닌 헬륨 기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삼중수소의 확산이 좀 더 용이하다. 특

히, 초고온가스로와 수소생산플랜트가 연계되어 대량의 수소를 생산하는 경우, 생산된 수소

가 수송연료 등으로의 사용을 위해 환경에 방출될 수 있으므로 삼중수소 오염도는 시스템

안전의 측면에서 중요한 평가 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수소생산계통 내에 축적되는 삼중

수소의 양은 수소생산플랜트를 원자력시스템으로 규제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미국, 일본 등에서 SI 공정을 통해 수소생산을 하는 경우 수소생산계통 내부에

서의 삼중수소 거동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3, 4, 8, 9,

19]. 현재의 삼중수소 거동해석 코드에서도 이러한 연구결과들에 기초하여 SI 계통 내에서

의 삼중수소 거동 및 분포를 다루기 위한 독립적인 모듈을 추가하였으며, 이는 사용자의 선

택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다.

SI 열화학 공정을 통해 수소생산을 하는 경우 수소생산계통 내에서는 H2O, H2SO4, HI

등이 화학 반응을 위한 매개물질로 사용되는데 (식 (66)~(68)), 이들은 열교환기 표면을 통

해 유입된 삼중수소 입자와 isotope exchange reaction 반응을 일으킨다 (식 (69)~(73)).

또한, 그 결과로 생성된 HT, HTO, HTSO4, TI 등은 SI 계통 내를 지속적으로 순환하거

나 대기로 방출될 것이다. 따라서, SI 열화학 공정을 이용한 수소생산의 경우, 수소생산계

통으로 유입된 삼중수소의 양 및 isotope exchange reaction에 의한 반응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대기로 방출되는 삼중수소의 양과 형태 및 수소생산계

통 내에 축적되는 삼중수소의 양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SI 공정에서의 주요 화학 반응

     수식 66

     수식 67

      수식 68

- Isotope exchange reactions in SI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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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식 69

    수식 70

    수식 71

   수식 72

   수식 73

(2) 구체적 모델링 방법

현재의 삼중수소 거동해석 코드에서는 아래와 같은 1차원 질량보존 방정식에 근거하여 SI

계통 내에서의 삼중수소 거동을 해석한다.



 
 




  ·        수식 74

(단, i = species (HT, HTO, HTSO4, TI),

j = node number,

Ci,j = Concentration of species 'i' in node 'j' [atoms/m
3]

Fz = flow rate [m
3/s],

A = flow area [m2]

Si,j = Concentration change of species 'i' by isotope exchange reaction in node

‘j’ [atoms/m3/s]

qi,j= Tritium source term by permeation from coolant loop [atoms/m
3/s])

여기서, Ci,j는 'j' 노드 내에 있는 'i' 핵종의 수밀도를 의미하며, 식 (74)의 우변 첫째항을

통해 SI 계통 내에서의 삼중수소 이송(transport)이 고려된다. 또한 우변 둘째 항(Si,j)은 각

노드에서 isotope exchange reaction에 의해 발생하는 삼중수소의 수밀도 변화를 고려하

기 위한 것이고, 우변 셋째 항의 생성항을 통해 초고온가스로의 냉각재 루프에서 유입되는

삼중수소의 양이 고려된다.

이하에서는 위 지배방정식 (식 (74))의 차분화 방법 및 지배방정식에 포함된 각 항의 구체

적인 모델링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① 지배 방정식의 차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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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삼중수소 거동해석 코드는 SI 계통 내에서의 삼중수소 이송 및 isotope exchange

reaction, 그리고 냉각재 루프에서 유입되는 삼중수소의 양을 함께 고려한 계산을 수행하기

위하여, 식 (73)에서 시간에 대한 차분화를 다음과 같이 두 단계로 나누어 수행한다

(Fractional step method).

∆

 
   



     수식 75

∆

 
   



 




  ·   수식 76   

위 식에 따르면 식 (75)에 의해 각 노드에서의 isotope exchange reaction 및 냉각재로부

터 유입되는 삼중수소의 양이 고려되고, 식 (76)에서는 SI 계통 내부에서의 삼중수소 이송

이 계산된다. 다만, 현재의 삼중수소 거동해석 코드에서는 사용자가 입력을 통해 SI 공정에

사용되는 매개물질(ex: H2O, H2SO4 등)의 유량(Fz)을 직접 정해주도록 되어 있으며 (IS50

& JB20 Card), 이렇게 정해진 유량에 따라 SI 계통 내부에서의 삼중수소 이송이 계산된

다.

또한, 식 (76)에 대한 공간 차분화 과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수식 77

(단, i= node number,

j= junction number,

Ci= tritium concentration at node 'i'

Ii= initiating junction,

Ti= terminating junction,

Vi= volume,

Fj= flowrate at junction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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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 parameter for the advection scheme

(β=1.0 for upwind scheme, β=0.5 for central difference scheme)

jup= upstream node from juntion 'j'

jdn= downstream node from juntion 'j')

식 (77)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 


· 




∈  

· 
∈

· 



  

∆ 


·

∈  

· · 
  ∆ 


· 

∈ 

 ·· 
  

수식 78

② Isotope Exchange Reaction

식 (74)의 지배방정식을 보면 우변 둘째 항(Sij)은 isotope exchange reaction에 의한 삼

중수소의 수밀도 변화를 고려하기 위한 것인데, 현재의 삼중수소 거동해석 코드에서는 이

러한 계산을 위하여 식 (69)~(73)에 기술된 5개의 반응식을 이용한다. 또한, SI 계통 내에

서 이러한 반응들은 평형 상태의 가정 하에 수행되며 각 반응에 대한 평형상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7].

  ·

 ·
수식 79

  ·

 ·
수식 80

  ·

 ·
수식 81

  


 ·

 ·
수식 82

  


 ·

 ·
수식 83

(단, K= Equilibrium constant ,

F= flow rate of each chemical [m
3
(STP)/s])

또한, 평형 상수 K1 및 K3의 값은 온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상관식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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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log   수식 84

log   ×  ×   ×   ×   수식 85

(단, T=temperature [K])

식 (79)~(83)에 나타난 평형 상수식 및 사용자에 의해 주어진 process chemical의 유량

정보(‘IS50 Card’ 및 ‘JB20 Card’)로부터 SI 계통 내에서의 isotope exchange reaction을

고려한 연립방정식을 구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평형 상태 하에서 삼중수소를 포함한 각

화합물(ex: HT, HTO, HTSO4, TI)의 변화량을 계산할 수 있다. 다만, 현재의 삼중수소

거동해석 코드 내에서 isotope exchange reaction을 계산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가정이

적용된다 [7].

(i) H2, H2O, H2SO4, SO3, SO2, O2, I2, HI는 process chemical로써 사용자의 입력에 의해

일정한 값으로 주어진다 (IS50 & JB30 Card)

(ii) 식 (66)~(68)과 같이 삼중수소를 포함하지 않은 화합물 간의 반응은 계산하지 않는다

(iii) H2O, H2SO4, HI의 질량은 isotope exchange reaction에 의해서 변화하지 않는다. 또

한, HI section에서의 H2 질량 변화도 고려하지 않는데, 이는 이러한 process chemical들

의 양이 삼중수소를 포함한 화합물(tritium-containing chemicals)에 비해 훨씬 많기 때

문이다.

(iv) 삼중수소를 포함하는 화합물로써 HT, HTO, HTSO4, TI가 다루어지며, 평형상태의

가정 하에 각 화합물에 대한 질량 변화가 계산된다. 단, 현재의 계산 모듈에서는 H2가

process chemical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H2의 질량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는 추

후 보완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v) H2와 HT가 SI 계통 내의 액체화합물 (ex: H2O, H2SO4, I2, HI)에 용해되는 것은 고려

하지 않는다.

(vi) 냉각재 내의 삼중수소는 isotope exchanger reaction에 의해 HT의 형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냉각재 루프에서 SI계통으로 투과되는 삼중수소는 HT의 형태로 유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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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SI 계통 주요 component 구성 예시

이하에서는, SI 계통 내의 주요 component별로 isotope exchange reaction에 의한 삼중

수소 화합물의 변화량을 수치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주요 component 내

에서 일어나는 isotope exchange reaction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16. SI 계통 내 주요 component에서의 isotope exchange re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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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2SO4 section (H2SO4 vaporizer, SO3 decomposer, H2SO4 separator)

여기서는 식 (69) 및 (70)에 의한 반응이 함께 고려되며, 평형 상태 하에서 삼중수소 화합

물의 질량 변화를 구하기 위한 연립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  

수식 86  

   
·     

 
·  

수식 87

(단, xs1= 식 (69)에 의한 HTO의 증가량

xs2= 식 (70)에 의한 HTSO4의 증가량

xs1+xs2= 식 (69) 및 식 (70)에 의한 HT의 총 감소량)

단, 평형상수 K2의 값은 현재 시점에서 정확한 값이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현재의 삼중수

소 거동해석 코드 내에서는 그 값을 1.0으로 하여 계산을 수행한다. 이는 추후 보완이 필요

한 부분이다.

또한, H2의 경우 isotope exchange reaction에 의한 질량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사용자 입력에 의해 주어져야 한다 (IS50 & JB20 Card). 식 (86)와 식 (87)에서

FHTO 및 FHT는 이전 timestep에서 계산된 값이 사용되며, 이들의 초기값은 0.0이다. 따라

서 위 두 개의 방정식은 두 개의 미지수 (xs1, xs2)만을 가지게 되므로 최종해를 얻을 수 있

다. 최종적으로 얻어진 xs1 및 xs2는 주어진 현재의 timestep 동안에 isotope exchange

reaction에 의해 각 노드에서 발생하는 삼중수소 화합물의 질량 변화를 의미한다.

다른 주요 component들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계산 방식 및 가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하에서는 각 component별 isotope exchange reaction 계산을 위한 연립방정식의 구성

형태만을 기술한다.

* 분젠 section (Bunsen reactor)

여기서는 식 (69)~(71)에 의한 반응이 함께 고려되며, 평형 상태 하에서 삼중수소 화합물

의 질량 변화를 구하기 위한 연립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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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식 88  

   
·       

 
·  

수식 89

  ·       

 
·  

수식 90

(단, xB1= 식 (69)에 의한 HTO의 증가량

xB2= 식 (70)에 의한 HTSO4의 증가량

xB3= 식 (71)에 의한 TI의 증가량

xB1+xB2+xB3= 식 (69)~(71)에 의한 HT의 총 감소량)

* HI 분해기, I2 recovery column, HI recovery column

여기서는 식 (71)에 의한 반응만이 고려되며, 평형 상태 하에서 삼중수소 화합물의 질량

변화를 구하기 위한 식은 아래와 같다.

      

 
  

수식 91

(단, xh1= 식 (71)에 의한 TI의 증가량 또는 HT의 감소량)

 

* Liquid-Liquid separator

여기서는 식 (72) 및 식(73)에 의한 반응이 함께 고려되며, 평형 상태 하에서 삼중수소 화

합물의 질량 변화를 구하기 위한 연립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 

 
수식 92  

  ·     

 
·  

수식 93

(단, xL1= 식 (72)에 의한 HTSO4의 증가량

xL2= 식 (73)에 의한 TI의 증가량

xL1+xL2= 식 (72) 및 식(73)에 의한 HTO의 총 감소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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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2SO4 purifier, H2SO4 concentrator

여기서는 식 (72)에 의한 반응만이 고려되며, 평형 상태 하에서 삼중수소 화합물의 질량

변화를 구하기 위한 식은 다음과 같다.

   
·   

 
· 

 
수식 94  

(단, xP1= 식 (72)에 의한 HTSO4의 증가량 또는 HTO의 감소량)

* HIx purifier, Electro-Electro dialysis, HI distillation column

여기서는 식 (73)에 의한 반응만이 고려되며, 평형 상태 하에서 삼중수소 화합물의 질량

변화를 구하기 위한 식은 다음과 같다.

  ·   

 
·  

수식 95  

(단, xD1= 식 (73)에 의한 TI의 증가량 또는 HTO의 감소량)

③ 냉각재 루프와 SI 계통의 연계 (삼중수소의 투과율 계산 방법)

현재의 삼중수소 거동해석 코드는 냉각재 루프에서와 달리 SI 계통 내부에서 1차원 공간

에 대한 삼중수소의 거동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냉각재 루프 내의 삼중수소 거동은 0차

원으로 다루어짐). 따라서 사용자는 코드 입력(‘ISO_BLK’)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SI 계통

을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냉각재 루프 내에 존재하는 삼중수소 입자가 열교환기를 통해 SI

계통으로 투과되는 경우, 이를 적절히 연계하여 모사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현재의

코드 시스템은 먼저 열교환기 전체에서 투과되는 삼중수소의 양을 계산한 뒤, 이를 사용자

에 의해 정의된 열교환기의 각 영역에 서 계산된 투과율의 비율로 다시 분배하는 방식을

택한다. 즉, 사용자가 열교환기에 대한 입력을 작성하면 ('HX_BLK'), 일반적으로 열교환

기의 내부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온도 분포 및 투과율을 가지게 되므로, SI 계통으로 유입

되는 삼중수소의 투과량 계산 시 이를 고려한 것이다 (그림 (17)).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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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식 96  

(단, Qnew= 열교환기 내의 특정 영역으로 투과되는 삼중수소의 수밀도 [atoms/m
3],

mtrit= 열교환기를 통해 투과되는 총 삼중수소의 양 [atoms],

heatx= 열교환기의 투과율 [1/s]

heat= 열교환기 내 특정 영역의 투과율 [1/s]

△V= 노드 체적 [m3])

Coolant Loop
Heat 

Exchanger
T1

T2

T3

T4

T5

T6

T7

Tritium
(0-D)

HT Permeation

HT Permeation

HT Permeation

HT Permeation

HT Permeation

HT Permeation

HT Permeation

IS system

Fl
ow

 (
1-

D
)

그림 17. 냉각재 계통과 SI 계통의 연계 (삼중수소 투과)

(3) 삼중수소 거동해석 코드 내에서의 계산 절차

앞서 (2)에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의 코드 시스템 하에서 SI 계통 내의 삼중수소

거동을 해석하기 위한 전체적인 계산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 온도, 압력에 따른 혼합물의 물성치 및 유량 계산

사용자의 입력을 바탕으로 SI계통 내의 모든 junction에서 온도, 압력에 따른 혼합물

의 밀도를 계산한다. 혼합물의 밀도는 각 process chemical들의 물성치(특히, 밀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H2, HI, I2의 경우 이상 기체임을 가정한 계산값을 이용하였고, 나머

지(H2O, O2, SO2, SO3, H2SO4)는 Aspen Plus 코드에서 사용되는 상관식[1]을 활용

하였다 (단, H2SO4는 기체 상태에서의 밀도임). 현재 코드 내에서 혼합물의 밀도는 아

래의 식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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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97

(단, i= 삼중수소 화합물의 종류,

ρi= 삼중수소 화합물의 밀도 [kg/m
3],

ρmix= 혼합물의 밀도[kg/m
3],

mi= 삼중수소 화합물의 질량 유속 [kg/s])

또한, 혼합물의 유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수식 98

(단, Fj= 'j' junction에서 혼합물의 유량 [m
3/s],

mtotal= 혼합물의 총 질량 유속 [kg/s])

위에서 구해진 혼합물의 유량은 SI계통 내에서 삼중수소의 이송(transport)을 계산하

는 데에 쓰이게 된다 (식 (74) 참조).

(ii) 냉각재 루프에서 SI 계통으로 투과되는 총 삼중수소의 양 계산

(단, 이 경우 냉각재 루프 및 SI 계통을 연결해주는 열교환기를 사용자가 지정해 주어

야 함 ('IS15 Card').)

(iii) 냉각재 루프 및 SI 계통을 연결하는 열교환기의 각 노드에서 permeation 비율 및

삼중수소 투과량 계산 (생성항)

(※주의: 입력 작성시 열교환기의 노드 개수('HX_BLK')와 열교환기를 통해 연결된

SI계통 내 루프의 노드 개수가 일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현재의 코드 시스템

은 사용자의 입력 오류로 인식하도록 설정되어 있음.)

(iv) isotope exchange reaction 계산

각 노드별로 isotope exchange reaction에 의한 삼중수소 화합물의 질량 변화를 계

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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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삼중수소의 이송 (Transport) 계산

냉각재 루프로부터의 투과 및 isotope exchange reaction에 의해 새롭게 생성된 삼

중수소 화합물의 질량을 바탕으로, 위에서 구한 혼합물의 유량을 이용하여 삼중수소

화합물의 이송량을 계산한다.

(4) 현재 입력의 특징 및 SI계통 입력 시 유의할 점

현재의 코드 시스템 하에서 SI 계통을 모사하기 위해서는 입력 작성 시 주의할 점이 있다.

우선 사용자는 열교환기를 통해 SI계통 내 주요 component로 투과되는 삼중수소의 양을

계산하기 위한 loop를 ‘LOOP_BLK’의 입력을 통해 만들어야 한다 (열교환기 별로 SI계통

내 주요 component로 빠져나가는 총 삼중수소의 양을 알기 위함). 그러나 열교환기를 구

성하는 각 노드에서 빠져나가는 삼중수소의 양 및 SI계통 내 삼중수소의 분포를 알기 위해

서는 'ISO_BLK'의 입력이 필요하다. 즉, 그림 (18)에서 볼 수 있듯이 사용자는

‘LOOP_BLK’의 입력을 통해 각 열교환기에서 빠져나가는 삼중수소의 양을 계산할 수 있

으며(이 때 Loop1, Loop2는 SI계통 내의 주요 component들에 대응시킬 수 있음),

'ISO_BLK'의 입력을 통해 이에 대응하는 주요 component 및 노드 연결을 통한 1차원

루프구성을 함으로써 삼중수소의 투과 및 isotope exchange reaction, 그리고 이송을 고려

한 SI계통 내 삼중수소의 거동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HX
1

HX
2

Loop1

Loop2

Loop1
(H2SO4 

vaporizer)

Loop2
(SO3 

Decomposer)

Bunsen Reactor

ISO_BLK 
Configuration

LOOP_BLK 
Configuration

junction

junction

그림 18. SI계통 입력 구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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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스 코드 내 Class 구조 및 주요 변수, 함수
설명

현재의 삼중수소 거동해석 코드는 소스 코드 작성 및 유지, 보수의 편의를 위하여 내부에

모듈화된 여러 개의 class를 가지도록 만들어졌다. 각 class는 시스템 내부의 주요 계통 또

는 기능을 고려하여 분류되었으며, 각 class마다 고유하게 기능하는 함수들을 지니고 있다

(그림 19). 이하에서는 각 class 별로 사용되는 주요 함수 및 변수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

그림 19. 소스 코드 내 Class 구조 및 주요 함수

3.1 ‘SolFun’ class 내 함수 및 주요변수

3.1.1 ReactRate()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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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함수는 사용자에 의해 정의된 노심 영역에서 삼중수소 생성원과 중성자의 반응에 의한

유효반응율(effective reaction rate)를 구하기 위해 사용된다. 여기서 사용되는 주요 변수

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① ReactR[k][i]: 'k' region에 존재하는 'i' source에 의한 유효반응율(effective reaction

rate)을 구하기 위한 변수 (=σΦ). 여기서 구해진 값에 삼중수소 생성원의 입자수를 곱하면

유효반응율이 구해진다.

② Core.CBlk[icb].sigfl[i]: effective cross section (modified based on TRITGO

source code)

(※단, 현재 사용되는 값은 기존의 TRITGO 코드에서 제공하는 값을 기초로 한 것이며,

이는 다른 코드 (THYTAN, TPAC 등)에서 제시하는 값과 일부 차이가 있다. 따라서 향

후 보다 신뢰성 있는 값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③ Core.CBlk[icb].Nfast[k]: 'k' region 내의 속중성자속 (user 입력)

Core.CBlk[icb].Ntherml[k]: 'k' region 내의 열중성자속 (user 입력)

3.1.2 해석해를 구하기 위한 함수들

현재의 삼중수소 거동해석 코드에서는 삼중수소의 생성 및 분포 거동을 평가하기 위해 여

러 가지 형태의 해석해를 이용하는데 이하에서는 이러한 해석해를 계산하기 위해 코드 내

에서 사용되는 함수들을 정리하였다.

① Solver_1(double t, ...)

현재의 timestep에서 새롭게 생성되는 삼중수소의 양에 대한 해석해를 구하기 위한 함

수 (※ 구체적인 해의 형태는 이하 4절 참조)

② Solver_1_Loss(double t,...)

현재의 timestep에서 노심과 연결된 1차 루프로부터 손실(누설, 정화, 투과)되는 삼중

수소의 양에 대한 해석해를 구하기 위한 함수 (※ 구체적인 해의 형태는 이하 4절 참조)

③ Solver_2_Loss(double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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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timestep에서 2차 루프(열교환기를 통해 1차 루프와 연결되는 루프)로부터 손

실(누설, 정화, 투과)되는 삼중수소의 양에 대한 해석해를 구하기 위한 함수 (※ 구체적

인 해의 형태는 이하 4절 참조)

④ Solver_3_Loss(double t,...)

현재의 timestep에서 3차 루프(열교환기를 통해 2차 루프와 연결되는 루프)로부터 손

실(누설, 정화, 투과)되는 삼중수소의 양에 대한 해석해를 구하기 위한 함수 (※ 구체적

인 해의 형태는 이하 4절 참조)

⑤ G_sol(double t,...)

해석해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함수의 한 형태로써 아래의 식 (99)과 같은 형태를

가진다. 이는 식 (100)~(101)과 같이 삼중수소 생성원에 대한 변화율 방정식이 소멸항만

을 가지는 경우(중성자와의 반응으로 생성원이 지속적으로 감소)에 대한 해석해를 구할

때 적용될 수 있다.

   
  




   ·

  
≠ 



 


수식 99



 
  수식 100




        수식 101

(단, N6= Li-6의 입자수[atoms], π=power level, σ6=Li-6의 반응단면적[cm
2], Φtherm=

열중성자속[atoms/cm
2
/s], [NT]Li6=Li-6 및 중성자와의 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삼중수소

입자의 개수[atoms])

⑥ H_sol(double t,...)

 해석해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함수의 한 형태로써 식 (102)과 같은 형태를 가진다.

이는 삼중수소의 생성원에 대한 변화율 방정식이 생성항과 소멸항을 동시에 가질 때 적

용될 수 있다. 예컨대, C-12가 중성자와 반응하여 삼중수소를 생성하는 경우에 대한 해

석해를 구할 때 이러한 함수의 형태가 적용할 수 있다(식 (103)~식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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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식 102



 
       수식 103



 
         수식 104



 
        수식 105

(단, [N9]C12= C-12 및 중성자와의 반응으로 생성되는 Be-9의 입자수[atoms],

[N6]C12= C-12 및 중성자와의 반응으로 생성되는 Li-6의 입자수[atoms],

π=power level, σ6=Li-6의 반응단면적[cm
2],

σ9=Be-9의 반응단면적[cm
2], σ12=C-12의 반응단면적[cm

2],

Φtherm=열중성자속[atoms/cm
2/s],

Φfast=속중성자속[atoms/cm
2/s],

[NT]C12=C-12 및 중성자와의 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삼중수소 입자의 개수[atoms])

3.1.3 Recoil(int icb,...) 함수

본 함수에서는 He-3(n,p)T 반응에 의해 recoil되는 삼중수소 입자의 거리(range) 및 헬

륨 냉각재가 분포하는 노심 내의 공간체적 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변의 흑연 노심으

로 recoil되어 들어가는 삼중수소 입자의 비율을 계산한다. 여기서 hrcl1, hrcl2, hrcl3는 노

심 내의 간극 및 recoil 거리(range)에 따른 포집 비율(bound fraction)을 의미하며(2.2.8

참조), ‘et’의 경우 삼중수소 입자의 recoil 에너지(=0.2 Mev, 1000℃, 47.6atm에서 0.05cm

의 recoil range를 가짐)를 의미한다.

사용자는 코드 입력(‘CORE_BLK’ 내의 ‘CB35 Card’)을 통하여 흑연 노심으로 포집되는

삼중수소 입자의 비율(by recoil)에 대한 계산 방법을 달리 선택할 수 있으며, 소스 코드

내에서 사용되는 주요 변수들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① CB35 Card = '0' 또는 ‘1’인 경우

(사용자가 노심 내 헬륨 냉각재가 분포하는 공간체적의 계산을 위한 기하학적 정보를 입력

(CB25~CB28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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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pores= 노심 내의 pore 체적[cm3]

․ vhole1: Fuel element 내 냉각재 채널의 체적[cm3]

․ vhole2: Control element 내 냉각재 채널의 체적[cm3]

․ vintan1: Fuel element 내의 내부 간극(annular gap)[cm3]

․ vintan2: Control element 내의 내부 간극(annular gap)[cm3]

․ vextan1: Fuel element의 bypass gap[cm3]

․ vextan2: Control element의 bypass gap[cm3]

․ V: 노심 내 헬륨 냉각재가 분포하는 총 공간 체적[cm3]

② CB35 Card = '2' 인 경우

(사용자가 노심 내에서 헬륨 냉각재가 분포하는 각 공간체적을 직접 입력(CB36 Card))

․ vpores: 노심 내의 pore 체적[cm3]

․ vhole1: 노심 영역 내의 냉각재 채널의 총 체적[cm3]

․ vintan1: 노심 영역 내의 내부 간극(annular gap or internal gap)의 총 체적[cm3]

․ vextan1: 노심 영역 내의 bypass gap의 총 체적[cm3]

․ V: 노심 내 헬륨 냉각재가 분포하는 총공간(=vhole1+vintan1+vextan1+vpores)

[cm3]

3.1.4 Perm(int l,...) 함수

본 함수는 코드 내에서 열교환기를 통한 삼중수소의 투과율을 구하기 위한 함수이며, 사

용자의 선택에 따라 두 가지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 (2.2.5 참조). 코드 내에서 사용되는 주

요 변수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ct: 냉각재 내 삼중수소 농도[μCi/m3]

․ Pht_1: 1st loop에서 삼중수소의 부분압[Pa]

․ Pht_2: 2nd loop에서 삼중수소의 부분압[Pa]

․ Ph2_1: 1st loop에서 H2의 부분압[Pa]

․ Ph2_2: 2nd loop에서 H2의 부분압[Pa]

(단, 현재의 코드 내에서 1st loop와 2nd loop에 대한 정의는 그림 (20)에 나타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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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 투과율[μCi/m2/hr]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2.2.5절 참조)

․ HXB.HBlk[ihb].heat[i]: 열교환기 'ihb'내 'i' 노드의 투과율[1/s]

․ HXB.HBlk[ihb].heatx: 열교환기 'ihb'의 총 투과율[1/s]

HX

Permeation

1st Loop 2nd Loop

그림 20. 1차 루프 및 2차 루프의

정의

3.1.5 Chemisorp(int l,...) 함수

① ‘sorp=1’인 경우 (TEMKIM isotherm)

이하의 변수들은 모두 TEMKIN isotherm에 적용되는 상수들을 정의한 것이다 (2.2.4절

의 식 (35) 참조).

․ pmm: H2의 부분압[mmHg]

․ SCC[0]= monolayer saturation value (=0.2cm3(STP)/m2)

․ SCC[1]= 상수 B2 (=16.54mmHg-1)

․ SCC[2]= 상수 B1 (=17.97)

․ 'xx' or 'xx0'= BET 면적당 침착되는 삼중수소의 체적[cm3(STP)/m2]

② ‘sorp’=2인 경우 (B.F.Myer 상관식),

이하의 변수들은 모두 B.F.Myer 상관식에 적용되는 상수들을 정의한 것이다 (2.2.4절 참



- 60 -

조).

․ betaf=f*C2

(단, f=fast fluence(=3.0E25), C2=constant (=2.6E-25))

․ rgt= 흑연노심의 온도[K]

․ gamah=annealing factor (=CH in Eq.(36))

․ denom=1+exp[C3(rgt-T0)]

(단, C3=constant(=0.0439K-1), T0=reference temperature(=1573K)[K])

․ sccsqm = BET 표면적 당 흑연노심에 침착되는 H2(삼중수소)의 체적[cm
3(STP)/m2]

단, 위의 계산에서 구한 ‘sccsqm’은 흑연노심에 침착되는 삼중수소 입자의 개수를 구하는

데 이용되며, 이는 소스코드 내의 'Core_Calc' class 내에서 아래의 식으로부터 구해진다

(※유의점: 현재의 chemi-sorption 모델은 삼중수소의 침착이 수소 입자의 침착과 동일하

게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계산을 수행한다[4]).

․ adatom = tsarea*sccsqm*5.373E19

(단, adatom=침착되는 삼중수소 입자의 개수[atoms],

tsarea=BET 면적[m2],

5.373E19 = 단위체적당 H 입자의 개수

(≒ 6.02E23[atoms/mol]*2[H-atoms/H2-molecule]/22410[cm
3/mol])

)

3.1.6 IsoExch(int isb, ...) 함수

본 함수는 SI계통 내에서 Isotope Exchange Reaction에 의한 삼중수소 변화량을 계산하

기 위한 것이다. 사용자가 입력('ISO_BLK')을 통해 SI계통을 구성하는 경우 매 timestep

마다 이 함수를 이용하여 isotope exchange reaction에 의한 삼중수소 변화량을 계산한다.

주요 component에서 발생하는 isotope exchange reaction의 종류는 사용자의 입력

('IS60 Card')을 통해 결정된다 (2.2.9절, 그림 (16) 참조).

본 함수에서 사용되는 여러 변수들(AA, BB, A, B 등)은 isotope exchange reaction에

의한 삼중수소 변화량을 계산하기 위해 구성된 연립방정식을 풀기위한 것들이며, 최종적인

변화량이 ISO.Cell[fc].S[0]~ISO.Cell[fc].S[4]에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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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Date(int &im,...) 함수

현재의 삼중수소 거동해석 코드는 사용자가 입력('HIS_BLK')을 통해 계산 결과 출력을

위한 날짜를 입력하면 이에 따라 timestep을 결정하고 필요한 계산을 수행하게 된다. 본

함수에서는 timestep을 정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입력에서 지정한 날짜를 이용(‘HIS_BLK’

에서 입력)하여 삼중수소 거동해석의 계산 수행을 위한 timestep을 결정한다.

3.2 ‘Core_Calc’ class 내 함수 및 주요변수

현재의 삼중수소 거동해석 코드는 삼중수소 거동 계산에 필요한 주요 함수 및 변수들을

정의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클래스 구조체를 사용한다. 특히, 흑연 노심 내에서의 삼중수소

거동과 관련한 변수들은 'Core_Calc' 클래스 내에서 정의되는데, 그 안에 다시

'Core_Block' 구조체를 정의함으로써 사용자가 입력을 통해 두 개 이상의 노심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 'Core.CBlk[icb].xx'은 노심 블록 'icb'의 xx 변수를 의미). 이하에

서는 'Core_Calc' 클래스 및 'Core_Block' 구조체 내에서 정의된 주요 함수 및 변수들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기술하였다.

3.2.1 'Core_Clac' 클래스 내 'Core_Block' 구조체에서 정의

된 변수들

   

․ CBlk[icb].Nreg: 사용자에 의해 정의된 노심 블록 (icb) 내 분할 영역(core region)의

개수

․ CBlk[icb].IC[k]: Recoil flag (0: recoil 고려X, 1: recoil 고려)

․ CBlk[icb].repcyc[k]: Replacement cycle

․ CBlk[icb].rmass[k]: 노심 분할 영역에서의 Carbon 질량 [lb]

․ CBlk[icb].fhole[k]: 노심분할 영역에서의 냉각재 채널 존재 비율 (0.0~1.0)

․ CBlk[icb].inwidth[k]: 핵연료 채널 내부의 간극 (Width of Internal Annular Gap

Between Rod Matrix and Graphite)

․ CBlk[icb].exwidth[k]: Fuel element 간의 간극 (Width of External Gap Between

Region Elements)

․ CBlk[icb].Bpitch: Standard 핵연료 블록의 Pitch[cm]

․ CBlk[icb].Hdia: Standard 핵연료 블록 내 핵연료 채널의 직경[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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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lk[icb].Cdia1: Standard 핵연료 블록 내 냉각재 채널의 직경[cm]

․ CBlk[icb].Cdia2: Standard 핵연료 블록 내 냉각재 채널의 직경[cm]

․ CBlk[icb].Fheight: Standard 핵연료 블록의 높이[cm]

․ CBlk[icb].Elevol: Standard 핵연료 블록의 체적[cm3]

․ CBlk[icb].C_Bpitch: Control 핵연료 블록의 Pitch[cm]

․ CBlk[icb].C_Hdia: Control 핵연료 블록 내 핵연료 채널의 직경[cm]

․ CBlk[icb].C_Cdia1: Control 핵연료 블록 내 냉각재 채널의 직경[cm]

․ CBlk[icb].C_Cdia2: Control 핵연료 블록 내 냉각재 채널의 직경[cm]

․ CBlk[icb].C_Fheight: Control 핵연료 블록의 높이[cm]

․ CBlk[icb].C_Rsdia: Control 핵연료 블록 내 Reserve Shutdown Hole의 직경[cm]

․ CBlk[icb].C_Crdia: Control 핵연료 블록 내 Control Rod 직경[cm]

․ CBlk[icb].FracHole[k]: 냉각재 채널의 비율

․ CBlk[icb].FracIntan[k]: 핵연료 채널 간극 비율

․ CBlk[icb].FracExtan[k]: 핵연료 블록간 간극 비율

․ CBlk[icb].FracVpore[k]: 핵연료 블록 내 공극 (Porosity) 비율

․ CBlk[icb].rcarb[k]: 노심 분할 영역의 carbon 비율 (0.0~1.0)

․ CBlk[icb].rden[k]: 노심 분할 영역의 밀도 [g/cm3]

․ CBlk[icb].wtc1x[k]: 노심 분할 영역(region)의 질량 [lb]

․ CBlk[icb].wtc[k]: 전체 흑연 노심의 질량 [lb]

․ CBlk[icb].bet[k]: 노심 내 분할 영역(region)의 BET 면적 [m2/g]

․ CBlk[icb].v[k]: 노심 내 분할 영역(region)의 헬륨 공간 체적 [cm3]

․ CBlk[icb].Ntherm[k]: 노심 내 분할 영역(region)에서의 열중성자속

․ CBlk[icb].fuel[k]: 노심 내 분할 영역(region)의 핵연료 flag (핵연료 존재/부존

재:1.0/0.0)

․ CBlk[icb].cID: 노심 블록 ID

․ CBlk[icb].ReactR[k][i]: 노심 내 분할 영역('k')에 존재하는 삼중수소 생성원('i')의 'σ

Φ' 값

․ CBlk[icb].shield: self-shielding factor (default: 1.0)

․ CBlk[icb].sigfl[7]: 핵분열당 삼분분열의 비율 (≑10-4)

․ CBlk[icb].fcdia= 핵연료 콤팩트 직경 [cm]

․ CBlk[icb].fcleng= 핵연료 콤팩트 길이 [cm]

․ CBlk[icb].ftrap_m[k]= 핵연료 입자 내 삼중수소의 trap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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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lk[icb].Nfele[k]= Layer당 standard fuel element의 개수

․ CBlk[icb].NC_fele[k]= Layer당 control fuel element의 개수

․ CBlk[icb].Nfc= Standard fuel element당 핵연료 콤팩트의 개수

․ CBlk[icb].C_Nfc= Control fuel element당 핵연료 콤팩트의 개수

․ CBlk[icb].pfrac= Packing fraction

․ CBlk[icb].RT= 노심 내 He-3(n,p)T 총 반응수

․ CBlk[icb].rtemp[k]=노심 내 분할 영역('k')의 온도 [℃]

․ CBlk[icb].rbound[k]= 흑연 노심 내에서 생성되어 갇혀있는 삼중수소의 비율

․ CBlk[icb].he_recl[k]= He-3(n,p)T 반응에 의해 recoil되는 삼중수소의 비율

․ CBlk[icb].Tsrc[k][i]= 노심 내 'k' region에 분포한 삼중수소 생성원 'i'의 입자수

․ CBlk[icb].Prod_X[k][i]= 노심 내 'k' region에서 삼중수소 생성원 'i'에 의해 생성되

는 삼중수소의 양 (current timestep)

․ CBlk[icb].Prod_Y[k][i]= 노심 내 'k' region에서 삼중수소 생성원 'i'에 의해 생성된

삼중수소의 양 (old timestep)

․ CBlk[icb].Bound_X[k][i]= 노심 내 'k' region에서 삼중수소 생성원 'i'에 의해 생성되

고 1차 냉각재로 방출되지 않는 삼중수소의 양 (current timestep)

․ CBlk[icb].Bound_Y[k][i]= 노심 내 'k' region에서 삼중수소 생성원 'i'에 의해 생성되

고 1차 냉각재로 방출되지 않는 삼중수소의 양 (old timestep)

3.2.2 Initpre() 함수

본 함수는 사용자의 입력으로 정의된 각 region의 carbon 질량 (CBlk[icb].wtc1x[k]),

흑연노심의 질량 (CBlk[icb].wtc), 삼중수소 생성원들의 초기 입자수

(CBlk[icb].Tsrc[k][i]), recoil 비율, 흑연노심 내 He(n,p)T의 반응수(CBlk[icb].RT,

CBlk[icb].R[k]), 그리고 변수의 초기화 등 삼중수소 거동을 평가하기 위한 초기 계산조건

을 정의한다. 본 함수에서 정의된 값은 계산을 수행하는 동안에 변하지 않는다 (단, 삼중수

소 생성원들의 입자수는 매 timestep마다 새로운 값으로 업데이트 됨).

3.2.3 GetData(int icb,...) 함수

삼중수소의 붕괴상수(dcay), 삼중수소 생성원들의 미시적 단면적(sigfl[i]), 침착율 계산을

위한 상수 등을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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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Calc(int icb,...) 함수

본 함수에서는 삼중수소 거동평가를 위한 본격적인 계산을 수행한다 (그림 (2) 참조). 즉,

삼중수소의 생성 및 누출, 침착, 투과 등에 따른 삼중수소 거동 분포가 계산된다. 이하에서

는 함수 내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 (함수 내에 사용된 지역변수) 대한 설명을 기술하였다.

․ tsarea= 흑연 노심의 표면적 (침착량 계산을 위해 사용됨)

․ vffsum= ∑(region별 헬륨공간체적*중성자속*핵연료 관련 flag)

(이는 노심의 각 region에서 삼분분열 의해 생성되는 삼중수소의 양을 계산할 때 쓰인다

(이하 'fis' 설명 참조). 또한, 핵연료 관련 flag(=CBlk[icb].fuel[k])는 핵연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1.0의 값을 가지고, 이외에는 0.0이 된다.)

․ fis= 각 region별로 삼분분열에 의해 (timestep 동안)생성되는 삼중수소의 입자수

현재의 소스코드 내에서 위의 변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fis =(fission당 삼분분열의 비율(≑10-4)*(단위 출력당 fission수)*(실제 출력)*(특정

region의 헬륨공간체적(=CBlk[ icb] .v[k] ))*(특정 region에 분포하는 중성자속)*(핵연료

관련 flag)/vffsum

즉, 노심 내의 각 region에서 삼분분열에 의해 생성되는 삼중수소의 입자수는 (각 region

의 헬륨공간체적*중성자속*핵연료 관련 flag)의 비율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 T_hewt= 노심을 통과하는 헬륨의 총 질량

위 변수는 노심과 연결된 primary loop의 헬륨 질량을 합한 양으로 정의된다.

․ RR[i]=power level* (노심 내 각 region에서의 반응율(=σΦ))

소스코드 내에서는 노심 내 'i' region에 분포하는 삼중수소 생성원의 입자수와 RR[i]를

곱하여 각 region에서의 실제 반응율을 계산하게 된다.

․ fcvol= 핵연료 콤팩트의 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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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tr=노심과 연결된 primary loop으로의 삼중수소 누출 분포 비율

현재의 삼중수소 거동해석 코드는 노심에 연결된 primary loop이 두 개 이상인 경우, 노

심 내에서 생성된 삼중수소가 누출될 때 각 primary loop에 분포하는 냉각재의 양에 비례

하여 누출되도록 가정한다. 이를 위해 위의 'distr' 변수를 정의하였다.

․ pur, pur2, pur3, pur4=1, 2, 3, 4차 루프에서의 정화율

․ atgas= 1차 냉각재 (primary loop) 내에 존재하는 수소 입자수

․ adatom=노심 내 침착되는 수소(현재의 계산은 이를 삼중수소의 침착량으로 가정)의 양

․ ad_ratio = 침착율 (adatom/atgas)

․ aperm= 삼중수소 투과에 의한 총 손실율

․ clam= 1차 루프에서의 총 손실율 (=정화율+투과율+누설율+침착율+붕괴율)

․ f_B4C= 삼중수소 생성원 중 보론에 의해 생성된 삼중수소가 1차 냉각재로 빠져나가는

비율

3.2.5 기타 함수들 (Allocmem, ReadInp)

이외에도 'Core_Calc' 클래스 내에서 정의된 'Allocmem', 'Readinp' 함수들은 소스 코

드 내에서 각각 메모리 할당 및 사용자 입력을 읽어들이는 기능을 수행한다.

3.3 'Fuel_Calc' class 내 함수

현재의 삼중수소 거동해석 코드는 다중피복입자핵연료 내에서의 삼중수소 생성 및 분포

거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Fuel_Calc' 클래스 내에 정의된 주요 함수 및 변수들을 이용한

다. 이하에서는 'Fuel_Calc' 클래스 내에 정의된 주요 변수 및 함수들에 대해 기술한다.

3.3.1 'Fuel_Clac' 클래스 내 ' Fuel_Block' 구조체에서 정

의된 변수들

․ FBlk[ifb].ixy: 좌표계 선정을 위한 flag ('p'-plate, 'c'-cylinder, 's'-sphere)

․ FBlk[ifb].Mi: 계산을 위한 Mesh 개수

․ FBlk[ifb].fID: Fuel block ID

․ FBlk[ifb].CorID: Fuel block에서 정의된 핵연료를 포함하는 Core block의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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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Blk[ifb].Vmult: volume/area multiplier or # of heat structures

․ FBlk[ifb].Qtype: 소스 유형에 대한 flag ('f'-fraction, 'n'-no source)

․ FBlk[ifb].Srcon: 삼분분열에 의한 생성원 고려 여부를 결정짓는 flag ('n' - No

source, 'y' - Source consideration from ternary fission)

․ FBlk[ifb].Stype: Solution 형태 선정을 위한 flag ('A'-analytic solution,

'N'-Numerical solution)

․ FBlk[ifb].Qfr[i-1]: 각 mesh에 분포하는 source fraction

․ FBlk[ifb].LB_mode: Left boundary type, ('f'-fixed boundary condition)

․ FBlk[ifb].RB_mode: Right boundary type, ('f'-fixed boundary condition)

․ FBlk[ifb].Qwall[i]: 피복입자핵연료 내의 'i' mesh에서 단위부피당 단위시간당 발생하

는 삼중수소의 개수 (dN/dt=kPY-λN)

․ FBlk[ifb].Qold, FBlk[ifb].Qnew: Source at old and new time (하나의 TRISO 입자

내에서 핵분열 반응에 의해 단위시간당 발생하는 삼중수소 생성량)

․ FBlk[ifb].dt_fue: 피복입자핵연료 내에서의 삼중수소 분포 계산을 위한 timestep (fuel

timestep)

․ FBlk[ifb].Qnet_X[k]: 현재 time까지 삼분분열에 의해 생성된 삼중수소의 총량

․ FBlk[ifb].Qnet_Y[k]: Old time까지 삼분분열에 의해 생성된 삼중수소의 총량

․ FBlk[ifb].Con0[k][i]: 'i' mesh에 존재하는 삼중수소의 수밀도 (old time)

․ FBlk[ifb].Con[k][i]: 'i' mesh에 존재하는 삼중수소의 수밀도 (new time)

․ FBlk[ifb].LC_fix: Left boundary의 fixed concentration

․ FBlk[ifb].RC_fix: Right boundary의 fixed concentration

․ FBlk[ifb].SR_pre[i]: 'i' mesh에서의 preexponential constant[m
2
/s]

․ FBlk[ifb].SR_activ[i]: 'i' mesh에서의 activation energy[J/mol]

․ FBlk[ifb].SR_Diff[i]: 'i' mesh에서의 확산 계수[m
2
/s]

3.3.2 Initpre(FILE *inf)

본 함수는 피복입자핵연료 내의 삼중수소 거동을 평가 전 경계조건 및 초기 조건을 결정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3.3 Calc(FILE *i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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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함수는 사용자의 입력(FB15 Card)을 통해 지정된 solution의 형태에 따라 피복입자핵

연료 내에서의 삼중수소 거동을 해석적 또는 수치적 방법으로 계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구체적인 해석해의 형태 및 수치적 해석 방법에 대한 절차는 2.2.6절에 기술되어 있다.

3.3.4 기타 함수들 (Allocmem, ReadInp, SetGeom, GetProp,

NewVar)

이외에도 'Fuel_Calc' 클래스 내에서 정의된 'Allocmem', 'Readinp' 함수들은 소스 코

드 내에서 각각 메모리 할당 및 사용자 입력을 읽어들이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SetGeom' 함수에서는 mesh 크기 등 계산을 위한 기하학적 정보를 정의하며, 'Getprop'

함수를 통해 피복입자핵연료 내의 확산계수가 정의된다. 그리고 매 timestep의 계산이 완

료될 때마다 'NewVar' 함수를 통해 삼중수소 분포 계산 결과가 업데이트 된다.

3.4 'Loop_Calc' class 내 함수

현재의 삼중수소 거동해석 코드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다양한 루프에서의 삼중수소 분포

거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Loop_Calc' 클래스 내에 정의된 주요 함수 및 변수들을 이용한

다. 이하에서는 'Loop_Calc' 클래스 내에 정의된 주요 변수 및 함수들에 대해 기술한다.

3.4.1 'Loop_Clac' 클래스 내 ' Loop_Block' 구조체에서

정의된 변수들

․ LBlk[ilb].ID: 루프 블록 ID

․ LBlk[ilb].fgas[5]: 루프 블록 'ilb'의 냉각재 이름

․ LBlk[ilb].cor: 해당 루프가 primary loop인지를 판단하는 flag로써 사용자 입력으로

반영 ('c': primary loop, 'n': non primary loop)

․ LBlk[ilb].pri: 해당 루프가 primary loop인지를 판단하는 flag로써 코드 내에서 계산시

사용됨 ('y': primary loop, 'n': non primary loop)

․ LBlk[ilb].cor_ID: 루프와 연결된 노심 블록 ID

․ LBlk[ilb].he_wt: 헬륨 냉각재 질량 [lb]

․ LBlk[ilb].pres: 루프 압력 [a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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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Blk[ilb].temp: 루프 온도 [℃]

․ LBlk[ilb].he_3: 냉각재 내 He-3의 초기 비율

․ LBlk[ilb].he3_src[k]: 노심 블록의 분할 영역('k' region)에 분포하는 He-3의 양

․ LBlk[ilb].repla: 루프 블록 'ilb'에서의 누설율 [1/s]

․ LBlk[ilb].cpur: 루프 블록 'ilb'에서의 정화율 [1/s]

․ LBlk[ilb]. h2con: 냉각재 내 H2의 밀도 [ppm]

․ LBlk[ilb].at_he: 루프 내 헬륨의 입자수

․ LBlk[ilb].he_ori: 루프 내 He-3의 입자수

․ LBlk[ilb].tcuri_trit: 루프 내 존재하는 삼중수소의 총량 [Ci]

․ LBlk[ilb].tcuri_leak: 루프에서 누설되는 삼중수소의 총량 [Ci]

․ LBlk[ilb].tcuri_purif: 루프에서 정화되는 삼중수소의 총량 [Ci]

․ LBlk[ilb].tcuri_ploss: 루프에서 permeation에 의해 손실되는 삼중수소의 총량 [Ci]

․ LBlk[ilb].tcuri_sorp: 루프 내의 삼중수소가 노심에 침착되는 총량 [Ci]

․ LBlk[ilb].purif_X[k][i]: 노심 내 분할 영역 ('k)'에서 'i' 생성원에 의해 생성된 삼중수

소가 정화되는 양 (current time)

․ LBlk[ilb].purif_Y[k][i]: 노심 내 분할 영역 ('k)'에서 'i' 생성원에 의해 생성된 삼중수

소가 정화되는 양 (old time)

․ LBlk[ilb].Leak_X[k][i]: 노심 내 분할 영역 ('k)'에서 'i' 생성원에 의해 생성된 삼중수

소가 누설되는 양 (current time)

․ LBlk[ilb].Leak_Y[k][i]: 노심 내 분할 영역 ('k)'에서 'i' 생성원에 의해 생성된 삼중수

소가 누설되는 양 (old time)

․ LBlk[ilb].trit_X[k][i]: 노심 내 분할 영역 ('k)'에서 'i' 생성원에 의해 생성되어 냉각재

내에 존재하는 삼중수소의 양 (current time)

․ LBlk[ilb].trit_Y[k][i]: 노심 내 분할 영역 ('k)'에서 'i' 생성원에 의해 생성되어 냉각재

내에 존재하는 삼중수소의 양 (old time)

․ LBlk[ilb].sorp_X[k][i]: 노심 내 분할 영역 ('k)'에서 'i' 생성원에 의해 생성되어 흑연

노심에 침착되는 삼중수소의 양 (current time)

․ LBlk[ilb].sorp_Y[k][i]: 노심 내 분할 영역 ('k)'에서 'i' 생성원에 의해 생성되어 흑연

노심에 침착되는 삼중수소의 양 (old time)

․ LBlk[ilb].ploss_X[k][i]: 노심 내 분할 영역 ('k)'에서 'i' 생성원에 의해 생성되어

permeation으로 손실되는 삼중수소의 양 (current time)

․ LBlk[ilb].ploss_Y[k][i]: 노심 내 분할 영역 ('k)'에서 'i' 생성원에 의해 생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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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eation으로 손실되는 삼중수소의 양 (old time)

3.4.2 Initpre() 함수

본 함수는 삼중수소 거동 해석을 위한 초기 계산 조건 및 'Loop_Calc' 클래스 내주요 변

수의 초기화 기능을 수행한다.

3.4.3 기타 함수들 (Allocmem, ReadInp)

이외에도 'Core_Calc' 클래스 내에서 정의된 'Allocmem', 'Readinp' 함수들은 소스 코

드 내에서 각각 메모리 할당 및 사용자 입력을 읽어들이는 기능을 수행한다.

3.5 'HX_Calc' class 내 함수

현재의 삼중수소 거동해석 코드는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열교환기 영역에서의 삼중수소

거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HX_Calc' 클래스 내에 정의된 주요 함수 및 변수들을 이용한다.

이하에서는 'HX_Calc' 클래스 내에 정의된 주요 변수 및 함수들에 대해 기술한다.

3.5.1 'HX_Calc' 클래스 내 ' HX_Block' 구조체에서 정의

된 변수들

․ HBlk[ihb].Ncomp: 열교환기를 구성하는 노드 개수

․ HBlk[ihb].Up_ID: 1st loop ID (그림 (20) 참조)

․ HBlk[ihb].Dn_ID: 2nd loop ID (그림 (20) 참조)

․ HBlk[ihb].perm_M: 삼중수소 투과 모델 옵션

․ HBlk[ihb].ID: 열교환기 블록 ID

․ HBlk[ihb].hxarea[i]: 열교환기 내 'i' 노드의 면적 [m
2
]

․ HBlk[ihb].hxthick[i]: 열교환기 내 'i' 노드의 두께 [mm]

․ HBlk[ihb].hxtemp[i]: 열교환기 내 'i' 노드에서의 온도 [C]

․ HBlk[ihb].aconst[i]: CEGA 모델 상관식 상수

․ HBlk[ihb].bconst[i]: CEGA 모델 상관식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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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Blk[ihb].pre_ex[i]: Pre-exponential factor of permeability [m3(STP)/m/s/Pa0.5]

․ HBlk[ihb].activ[i]: Activation Energy [J/mol]

․ HBlk[ihb].heatx: 열교환기('ihb')를 통한 삼중수소 투과율

․ HBlk[ihb].heat[i]: 열교환기('ihb') 내 'i' 노드에서의 삼중수소 투과율

3.5.2 Calc(int l, int icb) 함수

본 함수는 시스템 내부의 각 열교환기에서 발생하는 삼중수소의 투과율을 계산하는 기능

을 수행한다. 열교환기를 통해 인접해 있는 두 개의 루프를 검색하고 각 루프에서의 삼중수

소 수밀도, 수소 농도, 헬륨 입자수 등의 변수들과 삼중수소 투과 모델(Sfun.Perm() 함수)

을 이용하여 모든 열교환기에서 발생하는 삼중수소 투과율을 계산하게 된다.

3.5.3 기타 함수들 (Allocmem, ReadInp, Initpre)

이외에도 'HX_Calc' 클래스 내에서 정의된 'Allocmem', 'Readinp' 함수들은 소스 코드

내에서 각각 메모리 할당 및 사용자 입력을 읽어들이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Initpre'

함수에서는 'HX_Calc' 클래스 내에서 정의된 변수들을 초기화한다.

3.6 'ISO_Calc' class 내 함수

현재의 삼중수소 거동해석 코드는 수소생산계통, 특히 SI계통 내에서의 삼중수소 거동

(Isotope Exchange Reaction)을 평가하기 위하여 'ISO_Calc' 클래스 내에 정의된 주요

함수 및 변수들을 이용한다. 이하에서는 'ISO_Calc' 클래스 내에 정의된 주요 변수 및 함

수들에 대해 기술한다.

3.6.1 'ISO_Calc' 클래스 내 'ISO_Block' 구조체에서 정의

된 변수들

․ IBlk[isb].ID: ISO 블록 ID

․ IBlk[isb].HX_ID: ISO 블록('isb')과 연결된 HX(열교환기) 블록 ID

․ IBlk[isb].Vol[i]: ISO 블록('isb') 내 'i' 노드의 체적 [m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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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lk[isb].Vcell[i]: Cell storage index

․ IBlk[isb].Jcell[i]: Internal junction storage index

․ IBlk[isb].Ncell: ISO 블록 내 총 노드수

․ IBlk[isb].Iinum: Initiating(or FROM) junction의 수 (GAMMA code 메뉴얼[11] 참

조)

․ IBlk[isb].Tinum: Terminating(or TO) junction의 수 (GAMMA code 메뉴얼[11]

참조)

․ IBlk[isb].jetaIi[i]: Array of initiating(or FROM) multiple junctions

․ IBlk[isb].jetaTi[i]: Array of terminating(or TO) multiple junctions

․ IBlk[isb].IsoEx[5]: 주요 component에서의 isotope exchange reactions (식 (69)~식

(73))

3.6.2 'ISO_Calc' 클래스 내 'ISO_ICell' 구조체에서 정의된

변수들

․ Cell[fc].CellNo: Cell no. for making flow matrix

․ Cell[fc].Pres: 노드 압력 [Pa]

․ Cell[fc].Temp: 노드 온도 [℃]

․ Cell[fc].Q_new: 열교환기를 통해 투과되어 들어오는 삼중수소 입자수 (Source term

by permeation) [atoms/m3]

․ Cell[fc].Flow: 각 노드에서의 혼합물 유량 [mol/s]

․ Cell[fc].mflow_H2O: 각 노드에서의 H2O 유량 [mol/s]

․ Cell[fc].mflow_H2SO4: 각 노드에서의 H2SO4 유량 [mol/s]

․ Cell[fc].mflow_SO3: 각 노드에서의 SO3 유량 [mol/s]

․ Cell[fc].mflow_SO2: 각 노드에서의 SO2 유량 [mol/s]

․ Cell[fc].mflow_O2: 각 노드에서의 O2 유량 [mol/s]

․ Cell[fc].mflow_HI: 각 노드에서의 HI 유량 [mol/s]

․ Cell[fc].mflow_I2: 각 노드에서의 I2 유량 [mol/s]

․ Cell[fc].mflow_H2: 각 노드에서의 H2 유량 [mol/s]

․ Cell[fc].mflow_HT: 각 노드에서의 HT 유량 [mol/s]

․ Cell[fc].mflow_HTO: 각 노드에서의 HTO 유량 [m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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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ll[fc].mflow_HTSO4: 각 노드에서의 HTSO4 유량 [mol/s]

․ Cell[fc].mflow_TI: 각 노드에서의 TI 유량 [mol/s]

․ Cell[fc].C0[5]: 각 노드에서의 삼중수소 화합물(HT, HTO, HTSO4, TI, H2)의 수밀도

(old time) [atoms/m3]

․ Cell[fc].C[5] 각 노드에서의 삼중수소 화합물(HT, HTO, HTSO4, TI, H2)의 수밀도

(current time) [atoms/m3] )

․ Cell[fc].S[5]: 각 노드에서의 Isotope exchange reaction에 의한 삼중수소 화합물(HT,

HTO, HTSO4, TI, H2)의 수밀도 net 변화량 [atoms/m
3]

3.6.3 Docalc() 함수

본 함수는 SI계통 내에서 isotope exchange reaction 및 이송(transport)에 의한 삼중수

소 거동을 계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SetHT_Perm' 함수를 이용해 열교환기로부터 SI

계통내로 투과되어 들어오는 삼중수소의 양을 계산하고, 'Sfun.IsoExch' 함수를 이용하여

각 노드에서 isotope exchange reaction에 의한 삼중수소 변화량을 평가한다. 또한, 위의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SolMatrix' 함수를 통해 현재의 timestep 동안 SI 계통 내에서 이

송되는 삼중수소의 양을 계산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각 노드에서 삼중수소 화

합물의 수밀도가 결정되며, 'NewVar' 함수를 통해 변수 업데이트 및 다음 timestep으로

의 계산이 진행된다.

3.6.4 GetVflow() 함수

SI 계통 내에 분포하는 각 화합물들의 몰유량('IS50' 및 'JB20'을 통해 사용자가 입력)을

바탕으로 혼합물의 평균 유량[m3/s]을 구하기 위한 함수이다. 여기서 구해진 혼합물의 유

량은 'Docalc' 및 'SolMatrix' 함수에서 삼중수소 이송량을 계산하는 데에 사용된다. 혼합

물의 평균 유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각 화합물들의 온도, 압력에 대한 물성치(특히, 밀도)를

알 필요가 있는데 이는 'GetProp' 함수를 통해 얻어진다. 평균 유량을 구하기 위한 과정

및 식은 아래와 같다 (2.2.9절 참조).

 









  





→  


  





(단, F= Volumetric flow [m
3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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ρmix= 혼합물의 밀도 [kg/m3],

i= 핵종,

Mi='i' 핵종의 질량유속 [kg/s])

3.6.5 GetProp() 함수

SI 계통 내에 존재하는 각 화합물들의 온도, 압력에 따른 밀도를 구하기 위한 함수이다.

구체적인 상관식을 구하기 힘든 경우 (H2, HI, I2)에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이용하였다.

또한 현재 코드 내에 반영된 황산(H2SO4)의 밀도에 대한 상관식은 가스 상태를 가정한 것

이다.

3.6.6 SetHT_Perm() 함수

이는 냉각재 루프에 존재하는 삼중수소 입자가 열교환기를 통해 SI계통으로 투과되는 양

을 고려하기 위한 함수이다. 각 노드에서 계산된 투과율에 비례하여 삼중수소 입자가 SI계

통 내의 주요 component로 투과하게 된다.

3.6.7 기타 함수들 (Allocmem, ReadInp, Initpre, SetConfig,

SolMatrix, MakeMatrix 등)

이외에도 'ISO_Calc' 클래스 내에서 정의된 'Allocmem', 'Readinp' 함수들은 소스 코

드 내에서 각각 메모리 할당 및 사용자 입력을 읽어들이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Initpre' 함수에서는 'ISO_Calc' 클래스 내에서 정의된 변수들을 초기화하거나 사용자 입

력을 바탕으로 계산에 필요한 초기조건을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SetConfig' 함수는 사용

자의 입력을 바탕으로 SI계통의 루프구성을 정의하고, ‘MakeMatrix’, ‘Solmatrix’, 함수는

삼중수소의 이송량 계산을 위한 행렬 구성 및 해법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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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배방정식 및 해석해의 형태

4.1 현재 timestep에서 새롭게 생성되는 삼중수소량의 계산

이하에서는 삼중수소 생성원 중 Li-6에 의한 삼중수소 생성 및 분포를 결정하기 위한 지

배방정식과 구체적인 해석해의 형태를 기술하였다. 이는 현재 timestep에서 새롭게 생성

및 분포되는 삼중수소의 거동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며, 나머지 삼중수소 생성원에 의한 삼

중수소 생성 및 분포도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방식으로 지배방정식을 구성하여 삼중수소

거동을 평가하게 된다.

4.1.1 1차 냉각재 내로 유입되는 삼중수소의 양 (Li-6(n,α)T

reaction)

(지배방정식)

☞

 
 





 · 

(단,     ·  

N1,T,Li6(t): Li-6에 의해 생성되어 1차 냉각재에 존재하는 삼중수소의 개수

b/a: 노심 내에서 생성된 삼중수소가 침착 또는 bound되지 않고 1차 냉

각재로 빠져나가는 비율

clam: 1차 냉각재 내에서의 총 손실율 (정화+누수+투과) [1/s]

π: power level (0.0~1.0)

)

위의 1차 미분방정식을 풀면 최종적인 해 (N1,T, Li6(t))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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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1차 냉각재 루프에서 제거되는 양 (정화, 누설, 투과)

의 계산

(지배방정식)

☞

  
  ·  ·   (정화, 누설되는 양)

☞

 
  ·  ·  (2차측으로 투과되는 양)

(단, W1: 손실율 (정화율 또는 누설율) [1/s]

N1,T,Li6,;oss(t): 1차 냉각재에서 정화 또는 누설에 의해 제거되는 삼중수소

의 개수

N2,T,Li6(t): 2차 냉각재 루프에 존재하는 삼중수소의 개수

P12: 1차 루프 및 2차 루프 간의 permeation rate [1/s]

clam: 1차 루프에서의 총 손실율 (정화+누수+투과) [1/s]

clam2: 2차측 루프에서의 총 손실율 (정화+누수+투과) [1/s]

)

위의 1차 미분방정식을 풀면 최종적인 해 (N1,T, Li6, loss(t))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4.1.3 2차 냉각재 루프에서 제거되는 양 (정화, 누설, 투과)

의 계산

(지배방정식)

☞

  
  ·  ·   (정화, 누설되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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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차측으로 투과되는 양)

(단, W2: 손실율 (정화율 또는 누설율) [1/s]

N2,T,Li6,;oss(t): 2차 냉각재에서 정화 또는 누설에 의해 제거되는 삼중수소

의 개수

N2,T,Li6(t): 2차 냉각재 루프에 존재하는 삼중수소의 개수

N3,T,Li6(t): 3차 냉각재 루프에 존재하는 삼중수소의 개수

P23: 2차 루프 및 3차 루프 간의 permeation rate [1/s]

clam3: 3차측 루프에서의 총 손실율 (정화+누수+투과) [1/s]

)

위의 미분 방정식들을 연립하여 풀면 N2,T,Li6,loss(t)에 대한 최종적인 해의 형태는 다음과 같

다.

   

 · ···
 

 
  ·    ·  

 
  ·     ·  

 
 ·    ·  

 
 ·     ·  



  

 · ···
 

  
  ·    ·  

  
  ·    ·  

  
 ·    ·  

  
 ·    ·  



4.1.4 3차 냉각재 루프에서 제거되는 양 (정화, 누설, 투과)

의 계산

(지배방정식)

☞

  
  ·  ·   (정화, 누설되는 양)

☞

 
  ·  ·  (4차측으로 투과되는 양)

(단, W3: 손실율 (정화율 또는 누설율) [1/s]

N3,T,Li6,;oss(t): 3차 냉각재에서 정화 또는 누설에 의해 제거되는 삼중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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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수

N3,T,Li6(t): 3차 냉각재 루프에 존재하는 삼중수소의 개수

N4,T,Li6(t): 4차 냉각재 루프에 존재하는 삼중수소의 개수

P34: 3차 루프 및 4차 루프 간의 permeation rate [1/s]

clam4: 4차측 루프에서의 총 손실율 (정화+누수+투과) [1/s]

)

위의 미분 방정식들을 연립하여 풀면 N3,T,Li6,loss(t)에 대한 최종적인 해의 형태는 다음과 같

다.

    ··   

  ·     ·  

  
 ·     ·  

  

  ·    ·  
  

 ·     ·  

  
 ·    ·  

  
 ·     ·  

  

 ·     ·  
  

 ·    ·  


(단,  

 · ···
   )

N4,T,Li6(t)의 최종해는 N3,T,Li6,loss(t)의 최종해에서 W3 대신 P34, 그리고 λ 대신 clam4를 대

입하면 얻어진다.

※ Li-6 이외의 생성원(ex: Li-7, Be-9, B-10, C-12, He-3)에 의한 삼중수소 생성

및 분포도 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방식으로 계산되어진다.

4.2 이전 timestep까지 축적된 삼중수소에 의한 영향 계산

(삼중수소 투과 및 각 루프에서의 정화, 누설량 변화)

4.2.1 1차 냉각재 내에 축적된 삼중수소의 영향

- 소스코드 내 계산 예시

Trslt1[0][j] =(bb/aa)*Trslt + Loop.LBlk[ilb].trit_Y[k][0]*g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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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의 우변 첫 번째 항은 현재 timestep에서의 삼중수소 생성 및 누출에 관련된 항이며

(4.1절 참조), 우변 둘째 항은 이전 timestep까지 축적된 삼중수소의 영향을 나타내는 항으

로 그 계산 근거가 되는 지배 방정식은 아래와 같다.

(1차 루프에서 정화, 누설되는 양)



   
 · · exp ·     

(단, N1,old,loss: Old time (직전 timestep)까지 축적된 삼중수소의 제거량

N1,old,Loop: Old time까지 1차 루프에 축적된 삼중수소의 양,

clam : 1차측 루프에서의 total loss rate[1/s])

4.2.2 2차 냉각재 내에 축적된 삼중수소의 영향

- 소스코드 내 계산 예시

Trslt1[0][j]

=(bb/aa)*Trslt+Loop.LBlk[ilb2].trit_Y[k][0]*gk1+HXB.HBlk[ihb].heatx*Loop.

LBlk[ilb].trit_Y[k][0]*(gk2-gk3)

위 식의 우변 2, 3번째 항의 계산 근거가 되는 지배 방정식은 아래와 같음

(1차 루프 → 2차 루프로 투과되는 양)



 
  · · exp ·  ·   

(2차 루프에서 정화, 누설되는 양)



   
  ·  · exp ·       

(단, W2: loss rate [1/s] (ex: purification or leakage rate)

N2,old,loss: Old time (직전 timestep)까지 축적된 삼중수소의 제거량

N2,old,Loop: Old time까지 2차 루프에 존재하는 삼중수소의 축적량

N1,old.Loop: Old time까지 1차 루프에 존재하는 삼중수소의 축적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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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2,old.Perm: Old time까지 1차 루프에 축적된 삼중수소의 Permeation에 의한

투과량

P12: 1차 루프 및 2차 루프 간의 permeation rate [1/s]

clam : 1차측 루프에서의 total loss rate[1/s],

clam2: 2차측 루프에서의 total loss rate[1/s]

)

위 두 개의 미분방정식들을 연립해서 풀면 최종적인 해 (N2,old,loss(t))의 형태는 다음과 같

다.

    

 · 
·  

 ·

 
 ·

 

     ·






 


 ·

 
 ·

  

 · 


 ·

 
 ·



  

 · 


 ·

 
  ·









4.2.3 3차 냉각재 내에 축적된 삼중수소의 영향

- 소스코드 내 계산 예시

Trslt1[0][j] =(bb/aa)*Trslt

+Loop.LBlk[ilb3].trit_Y[k][0]*gk1+HXB.HBlk[ihb2].heatx*Loop.LBlk[ilb2].tr

it_Y[k][0]*(gk2-gk3)+HXB.HBlk[ihb2].heatx*HXB.HBlk[ihb].heatx*Loop.LB

lk[ilb].trit_Y[k][0]*(gk4-gk5-gk6+gk7)

위 식의 우변 2번째 항 이하의 계산 근거가 되는 지배 방정식은 아래와 같다.



   
  ·  · exp ·       



 
  ·  · exp ·     ·  



 
  ·  · exp ·  ·  

(단, W3: loss rate [1/s] (ex: purification or leakag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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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3,old,loss: Old time (직전 timestep)까지 축적된 삼중수소의 제거량

N3,old,Loop: Old time까지 3차 루프에 존재하는 삼중수소의 축적량

N2,old,Loop: Old time까지 2차 루프에 존재하는 삼중수소의 축적량

N1,old.Loop: Old time까지 1차 루프에 존재하는 삼중수소의 축적량

N23,old.Perm: Old time까지 2차 루프에 축적된 삼중수소의 Permeation에 의한

투과량

N12,old.Perm: Old time까지 1차 루프에 축적된 삼중수소의 Permeation에 의한

투과량

P23: 2차 루프 및 3차 루프 간의 permeation rate [1/s]

P12: 1차 루프 및 2차 루프 간의 permeation rate [1/s]

clam : 1차측 루프에서의 total loss rate[1/s],

clam2: 2차측 루프에서의 total loss rate[1/s],

clam3: 3차측 루프에서의 total loss rate[1/s]

)

위 세 개의 미분방정식들을 연립해서 풀면 최종해 (N3,old,loss(t))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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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해는 MATHEMATICA를 이용하여 검증하였음(2차루프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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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력 작성 시 유의할 점

5.1 2개 이상의 primary loop이 존재하는 경우

현재의 코드 체계에서는 사용자가 입력을 통해 하나의 노심에 연결된 primary loop를 두

개 이상 구성할 수 있는데('LOOP_BLK'), 이 경우 각 루프의 온도 및 압력, 수소 농도는

동일하게 설정해 주는 것이 물리적으로 타당하다. 또한, 현재의 삼중수소 거동해석 코드는

침착율을 ‘(침착되는 수소입자의 개수)/(Primary 루프 내에 존재하는 수소입자의 총 개수)’

로 정의하는데, 각 primary 루프에서의 수소농도가 다르게 설정될 경우, 침착율 계산에 불

일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력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단, 온도, 압력, 수소농도를 각각

다르게 입력하는 경우에도 계산상의 오류 메시지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5.2 열교환기 모델시 유의점

열교환기를 통한 삼중수소의 투과량을 정상적으로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입력 구성

시 그림 (21)과 그림 (22)를 유의하여 입력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냉각재 루프와 연

결된 SI계통 모사 시 유의해야 함.). 즉, 하나의 루프에 두 개 이상의 열교환기가 존재할 수

있지만 두 개의 열교환기에서 각각 투과되어 나온 삼중수소 입자가 다시 하나의 루프로 유

입되지 않도록 입력을 구성해야 한다 (입력 시 오류메시지 뜨지 않으니 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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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X
2

HX
1

입력구성 잘된 예

Loop1 Loop2

Loop3

그림 21. 열교환기 및 루프구성의 입

력 예시 (올바른 입력)

     

HX
2

HX
1

입력 구성 잘못된 예

Loop1 Loop2

그림 22. 열교환기 및 루프구성의 입

력 예시 (잘못된 입력)

이는 주로 냉각재 루프에 두 개 이상의 열교환기가 존재하고 각 열교환기가 SI계통 내 주

요 component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의 시스템 구성에 대한 사용자 입력 시 유의해야할 사

항이며, 구체적인 입력 방법 및 유의점에 대해서는 2.2.9절의 ‘(4) 현재 입력의 특징 및 SI

계통 입력 시 유의할 점’에 보다 자세히 나와 있다.

5.3 SI 계통의 구성 방법

이는 2.2.9절의 (4)에서 이미 설명하였다.

5.4 정화 및 투과율 입력 시 유의사항

4절에 제시된 해석해의 형태를 보면 주로 분모에 각 루프에서의 손실율에 대한 값이 존재

하는데 정화율, 누설율, 투과율 등의 입력 시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 분모

에 들어가는 손실율이 ‘0’으로 계산되는 경우 계산 결과값이 발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해석해의 구조상 문제).

5.5 추가 검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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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tal system에 대한 검증계산 (Peach Bottom): 개별 모델 검증은 수행하였음

- 격납 건물 내 삼중수소량 계산 기능 (격납건물에서의 누설량을 고려할 수 있도록 변수

추가 필요, 현재는 각 계통(루프)에서의 누설량만을 평가할 수 있음)

- SI계통 내 isotope exchange reaction 모델 검증 계산

- I/O 처리 방식 개선 및 보완

․ Output 파일 구조 개선, inf 파일 구조 보완 필요

․ SI계통 내의 계산 결과 출력을 위한 추가 작업 필요

- 물리적 모델링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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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향후 계획

본 연구는 초고온가스로 내에서의 삼중수소 생성 및 분포 거동을 정량적으로 해석하기 위

한 새로운 전산해석 코드를 개발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삼중수소는 반감기가 12.32년인 방

사성 물질로써, 수소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초고온가스로(VHTR)는 피복입자핵연료 내에

서의 핵분열 반응 뿐만 아니라 원자로 제어물질로 사용되는 붕소, 흑연 노심에 포함된 6Li

등의 불순물, 그리고 헬륨 기체 냉각재 내에 포함되어 있는 3He 등이 중성자와 반응함으로

써 원자로 운전 시 대량의 삼중수소가 인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초고온가스로 시

스템으로부터 생산되는 대량의 수소 및 수소생산계통 내 삼중수소의 오염도는 수소생산플

랜트를 원자력시스템으로 규제할 것인가의 여부 및 관련시설의 인허가 측면에서 중요한 안

전 현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초고온가스로 해석용 삼중수소 거동해석 코드는 다양한 시스템 환

경 하에서 삼중수소의 거동 및 분포, 누출량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이

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현재 설계/건설 추진 중인 초고온가스냉각로의 실증 및 인허가 여

부에 대한 예비평가 등을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의 코드 시스템은 격납 건물 내 삼중수소량 계산 기능, SI계통 내 isotope

exchange reaction 모델의 추가 검증, 삼중수소의 침착 및 투과 등에 대한 새로운 물리적

모델링 개발, 그리고 현재의 입출력 시스템 개선 등 여러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향후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코드의 신뢰성 및 적

용성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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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모델별 검증 계산 결과

Peach Bottom 고온가스로의 경우, Core 2 운전 동안에 생성된 삼중수소량에 대한 실측

자료를 참고문헌[2, 14, 17]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삼분분열 및 3He, Li, B에 의

해 생성된 삼중수소의 양에 대한 실측값과 해석해, 그리고 현재의 삼중수소 거동해석 코드

를 이용한 계산값을 비교함으로써 현재 삼중수소 거동해석 코드에 장착된 개별 모델들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단, 정화 및 누설 모델의 경우 해석해와의 비교만을 통해 검증계산을

수행하였음).

A-1. 삼분분열에 의한 삼중수소의 생성

- 코드 입력 조건[6]:

․ 평균출력: 66.6MWt

․ 운전기간: 1550day (Core2)

․ Average yield per fission: 10-4

․ 붕괴상수: 1.792×10-9

Reported Value [Bq]
(Peach Bottom) Analytic THYTAN TPAC Present

4.43E+13 4.43E+13 4.42E+13 4.42E+13 4.44E+13

표 A-1. 삼분분열에 의한 삼중수소 생성량 비교

(단, 참고문헌[2, 14] 등에 제시된 해석해의 값과 계산값에 근소한 차이가 발생하나 이는 붕

괴 상수값의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오차이다.)

A-2. Li-6에 의한 삼중수소의 생성

아래의 표 (A-2)는 Li-6에 의한 삼중수소 생성 모델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된 코드 입

력에 대한 정보이다. 이는 참고문헌[6]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또한 표 (A-3)는 이러한 입

력 정보를 바탕으로 계산된 값이며, Removable radial reflector와 Permanent radial

reflector의 경우는 Core1과 Core2의 모든 운전기간 동안(852일+1550일)에 계산된 결과이

다 (나머지 분할 영역은 모든 Core2의 운전 기간에 대한 계산 결과이며, 이는 실제 운전 상

황과 동일한 조건에서 계산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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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
Li-6 농도

[ppm]

흑연 노심 질량

[kg]

열중성자속

[#/cm2/s]

Sleeve 0.007 9.37×103 2.82×1013

Spine 0.001 4.85×103 2.82×1013

Removal radial

reflector
0.007 1.01×104

Core1: 2.57×1013

Core2: 2.82×1013

Permanent radial

reflector
0.007 1.50×104

Core1: 1.28×1013

Core2: 1.41×1013

Axial reflector 0.007 9.03×103 1.41×1013

Fuel matrix 0.010 7.28×103 2.82×1013

표 A-2. Li-6에 의한 삼중수소 생성량 계산을 위한 코드 입력[6]

Component
Reported
Value [Bq]

Analytic

[atoms]

Analytic

[Bq]

THYTAN

[Bq]

Present

[Bq]
Sleeve 5.13E+11 2.85E+20 5.11E+11 5.12E+11 5.14E+11

Spine 3.66E+10 2.11E+19 3.78E+10 3.78E+10 3.80E+10
Removable
radial reflector 6.01E+11 3.22E+20 5.77E+11 5.75E+11 5.78E+11

Permanent
radial reflector 6.89E+11 3.79E+20 6.78E+11 6.69E+11 6.80E+11

Axial reflector 3.37E+11 1.91E+20 3.42E+11 3.42E+11 3.43E+11
Fuel matrix 4.80E+11 3.17E+20 5.67E+11 5.68E+11 5.68E+11

표 A-3. Li-6 생성원에 의한 삼중수소 생성량 비교

(단, 참고문헌[2, 14] 등에 제시된 해석해의 값과 계산값에 근소한 차이가 발생하나 이는 초

기 Li-6 양의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오차이다. (즉, 참고문헌[6]에 주어진 Li-6의 초기 질량

에 대한 정보를 몰수(참고문헌 [2] 참조)로부터 환산하여 계산하면 참고문헌에서 제시한 해

석값과 거의 일치하게 됨. 현재는 THYTAN의 입력으로 사용된 질량을 입력으로 사용.))

A-3. 3He에 의한 삼중수소의 생성

아래의 표 (A-4)는 3He에 의한 삼중수소 생성 모델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된 코드 입력

에 대한 정보이다. 이는 참고문헌[6]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또한 표 (A-5)는 이러한 입력

정보를 바탕으로 계산된 값이며, THYTAN 코드[6]를 이용한 계산 결과도 함께 제시하였

다. 다만, 2.1.2절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현재의 삼중수소 거동해석 코드는 노심 내 3He

생성원의 분포를 결정함에 있어서, 체적대신 각 분할영역에서의 반응율을 고려한다(이는

체적에 따라 3He 분포를 결정하는 다른 코드들[2, 14]의 방식과 다름). 또한 3He 생성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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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는 각 분할영역에서의 온도, 압력에 대한 의존성도 가지게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 이러

한 정보를 얻을 수 없으므로, 모두 primary loop와 동일한 온도, 압력의 값을 사용하였다.

또한 각 루프에서의 정화, 누설에 의한 헬륨 손실은 고려하지 않았다.

표 (A-5)은 표 (A-4)에 나와 있는 입력 조건 및 위에서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 분할

영역에서 3He 생성원에 의한 삼중수소 생성량을 계산한 결과이다. 이는 현재의 삼중수소

거동해석 코드가 약 15% 이내의 오차범위 내에서 실측값을 예측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러나 각 분할영역의 온도, 압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주어질 경우 이는 더욱 줄어들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A-6)은 임의의 조건 하에 3He 생성원에 의한 삼중수소 생성 모델의 해석해와 현재의

삼중수소 거동해석 코드 계산 결과를 비교한 것(1차 냉각재 내의 삼중수소량)으로써 이를

통해 현재 장착된 모델이 정상적으로 작동(계산상의 오류가 없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omponent
헬륨공간체
적[cm3]

열중성자
속

3He 밀도

[ppm]

유효반응단면
적

[cm2]

냉각재 내 헬륨의
양

[kg]
In circulating
coolant 2.40×106 2.82×1013

0.16 2.28×10-21 269

In sleeve
graphite 3.44×105 2.82×1013

In removable
radial reflector 8.46×105 2.82×1013

In permanent
radial reflector 2.32×105 1.41×1013

In axial
reflector 3.92×105 1.41×1013

표 A-4. 3He 생성원에 의한 삼중수소 생성량 계산을 위한 코드 입력[6]

Component
Reported Value

[Bq]

THYTAN

[Bq]

Present

[Bq]

Sleeve 2.00×10
11

1.26×10
11

1.76×10
11

Removable
radial reflector 5.00×1011 3.09×1011 4.33×1011

Permanent
radial reflector 5.74×1011 5.24×1011 5.94×1011

Axial reflector 1.15×1011 8.86×1011 1.00×1011

Circulating
coolant - 8.78×1011 1.23×1012

표 A-5. 3He 생성원에 의한 삼중수소 생성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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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할 점: 참고문헌[6]에 나와있는 실측값(위 표의 ‘Reported Value’)의 경우 참

고 문헌상에서 [Ci] --> [Bq] 단위변환 시 일부 오류가 있음에 유의)

해석해 Present
삼중수소량
[atoms] 8.26E+19 8.26E+19

표 A-6. 3He 생성원에 의한 삼중수소 생성량 비교 (with Analytic Solution)

(단, 위 계산의 입력 조건은 다음과 같다:

누설율: 1.15×10-7 [1/s], 정화율: 1.00×10-7 [1/s], 초기 3He 양: 1.4×1021 [atoms],

계산 시간: 127일, σΦ(RR[6]): 5.55×10-9 [#/s])

A-4. B-10에 의한 삼중수소의 생성

아래의 표 (A-7)는 보론에 의한 삼중수소 생성 모델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된 코드 입

력에 대한 정보이다. 유의할 것은 보론의 유효 반응단면적과 관련하여 현재의 삼중수소 거

동해석 코드는 기존의 TRITGO 코드[4]에서 사용하던 수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나, 참

고문헌[6]에 제시된 값(특히, 속중성자와의 반응들)들은 이와 다르다(추후 확인필요). 또한,

참고 문헌[6]에 따르면 보론에 의한 삼중수소 생성량을 해석해로 구할 때 shielding factor

가 사용되는데, 현재의 삼중수소 거동해석 코드는 사용자가 입력을 통해 이러한 shielding

factor의 값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CB45 Card’).

표 (A-8)은 표 (A-7)의 입력 조건을 반영하여 보론에 의한 삼중수소 생성량을 계산하고

이를 해석해 및 THYTAN 코드의 계산 결과와 비교한 것이며, 이를 통해 현재 장착된 모

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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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값
열중성자속 [#/cm2/s] 2.82×1013

속중성자속 [#/cm2/s] 2.26×1013

Self-sheilding factor - 0.0141

유효반응단면적

(B10(n,α)Li7)
cm2 1.63×10-21

유효반응단면적

(Li7(n,nα)T)
cm2 1.53×10-25

유효반응단면적

(B10(n,2α)T)
cm2 5.00×10-26

초기 B10의 양 moles 20.15

표 A-7. B-10 생성원에 의한 삼중수소 생성량 계산을 위한 코드 입력[6]

Reported Value

[Bq]

해석해

[Bq]
THYTAN Present

3.17E+12 3.19E+12 3.18E+12 3.19E+12

표 A-8. B-10 생성원에 의한 삼중수소 생성량 비교

A-5. 삼중수소 투과 모델의 검증

삼중수소 투과 모델의 검증 계산에 대한 결과는 2.2.5절에 이미 언급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A-6. 삼중수소 누설 및 정화 모델의 검증

정화 모델의 경우 해석해의 값과 현재의 삼중수소 거동해석 코드의 계산값을 비교함으로

써 검증계산을 수행하였다 (단, 여기서는 He-3 생성원에 의해 생성된 삼중수소가 1차 루프

에서 누설 및 정화되는 양만을 비교, 검증하였음.). 해석해의 구체적인 형태는 4절에 나와

있다.

아래의 표 (A-9)는 삼중수소 거동해석 코드의 정화 및 누설 모델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

용된 코드 입력에 대한 정보이다. 표 (A-10)는 표 (A-9)의 입력 조건을 바탕으로 한 계산

결과로써 현재 장착된 모델이 해석해와 동일한 결과값을 도출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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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누설율 [1/s] 1.15×10-7

정화율 [1/s] 1.00×10-7

초기 3He 양 [atoms] 1.4×1021

△t (계산시간) s 10972800

σΦ(RR[6]): [#/s] 5.55×10-9

1차 루프에서

Recoil되는 비율
- 0.5012

표 A-9. 삼중수소 누설 및 정화 모델 검증을 위한 코드 입력

해석해

[atoms]

Present

[atoms]
정화량 1.19×1019 1.19×1019

누설량 1.37×1019 1.37×1019

표 A-10. 1차 루프에서의 삼중수소 정화량 비교

A-7. 기타 검증사항

․ 2차루프에서의 누설, 정화 계산량을 해석해와 검증 (with METHEMATICA)

․ 다양한 루프구성(그림 (A-1))에 대하여 Mass balance 결과 확인

Core HX

Permeation

Leakage+Purification

HX

Permeation

Leakage+Purification

HX
Permeation

1st Loop 2nd Loop

HX

HX

Permeation

Permeation

HX

HX

3rd Loop 4th Loop

Permeation

Permeation

Core

그림 A-1. Mass balance 검증 계산을 위한 입력 모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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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사용자 입력 메뉴얼

B-1. 사용자 입력 구성 개요

사용자 입력은 크게 9개의 블록 단위로 구성되며 입력 변수들의 특성에 따라 사용자가 각

블록에 들어갈 변수들을 일정한 규칙 하에 입력한다. 이 때, 각 블록의 시작과 끝에는 반드

시 '*BEGIN'과 '*END'를 통해 특정 블록의 시작과 끝을 명시해 주어야 하며 '*BEGIN'

과 '*END' 뒤에는 블록명을 적는다. 또한 주석 처리는 ‘!’를 이용한다 (예시 1 참조).

예시 1)

*BEGIN INI_BLK

!       problem title

IB00  600 MW(T)MHTGR TRITIUM ANALYSIS 

!     POWER[MW]  P_Density[W/cm3]

IB10  600.0      6.60 

!     Chem.Sorp_M    

IB20  2             

!     TRM_flag   f_rel

IB30  c          0.3

!B30  s

!     f_sol  f_band   

IB40  blu    0 

*END INI_BLK

사용자 입력에서 사용할 수 있는 9개의 블록명은 다음과 같다:

'INI_BLK', 'CORE_BLK', 'FUEL_BLK', 'LOOP_BLK', 'HX_BLK', 'ISO_BLK',

'ISO_JUN', 'HIS_BLK', 'PLOT_BLK'

이하에서는 각각의 블록별로 필요한 입력 변수 및 입력 방법에 대해 상세히 기술한다. 단,

설명 시 각 입력의 유형에 따라 r(실수), i(정수), c(문자), s(문자열)로 나누어 표시하였다.

B-2. 'INI_BLK'

계산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초기 정보들을 입력하는 블록으로 'INI_BLK'에 속하는 입

력들은 ‘*BEGIN INI_BLK’과 ‘*END INI_BLK’사이에 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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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d IB00: 제목

W1 [s]: 계산하고자 하는 입력의 제목을 입력

Card IB10: 시스템 출력 정보

W1 [r]: 원자로 출력 [MW]

W2 [r]: 출력 밀도 [W/cm3]

Card IB20: 노심 내 침착 모델

W1 [i]: 침착 모델 옵션 (1= TEMKIN isotherm, 2= B.F.Myer 상관식)

Card IB30: TRISO 입자 내 삼중수소 확산 모델

W1 [c]: 삼중수소 확산 모델 옵션. ‘c’ 또는 ‘s’

='c' (constant fraction of H3 release from TRISO particle)

='s' (Using H3 release fraction from analytic or numerical

solution)

※ W1='c'인 경우 삼중수소 누출율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입력해야한다.

또한, W1='c' 이면 'FUEL_BLK'의 입력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FUEL_BLK’은 해석해 또는 수치적인 방법으로 TRISO 입자에서 누출되는

삼중수소의 비율을 구하기 위한 입력 블록이기 때문이다. 반면, W1='s'인 경

우에는 ‘FUEL_BLK’의 입력을 통해 삼중수소 누출율의 계산을 위한 구체적

인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W2 [r]: 삼중수소 누출율 [-]

Card IB40: SI계통 내 삼중수소 이송량 계산(1-D)을 위한 Matrix solver

W1 [s]: Matrix solver. ‘blu’ 또는 ‘ge’

='ge' (Gauss elimination)

='blu' (BLU so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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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 'CORE_BLK' (노심 블록)

노심과 관련한 주요 정보들을 입력하는 블록으로 'CORE_BLK'에 속하는 입력들은

‘*BEGIN CORE_BLK’과 ‘*END CORE_BLK’사이에 위치해야 한다.

Card CB10: 노심 블록 ID, 분할 영역의 개수

W1 [i]: 노심 블록 ID

W2 [i]: 노심 분할 영역의 개수

Card CB20: 노심 분할 영역의 이름

W1 [s]: 각 분할 영역의 이름

W2 [i]: 노심 분할영역 번호

Card CB22: 핵연료컴팩트의 직경, 길이, 개수, Packing fraction

W1 [r]: 노심 내 사용되는 핵연료컴팩트의 직경 [cm]

W2 [r]: 노심 내 사용되는 핵연료컴팩트의 길이 [cm]

W3 [i]: Standard 핵연료 블록 하나당 핵연료컴팩트의 개수

W4 [i]: Control 핵연료 블록 하나당 핵연료컴팩트의 개수

W5 [r]: Packing fraction [-]

Card CB25: 노심 분분할 영역에 속하는 Standard 핵연료 블록의 개수 및 핵연료홀,

냉각재홀 개수

W1 [i]: 노심 분할 영역에 포함된 Standard 핵연료 블록의 개수

W2 [i]: Standard 핵연료 블록 하나당 핵연료 홀(fuel hole)의 개수

W3 [i]: Standard 핵연료 블록 하나당 냉각재 홀(coolant hole)의 개수

W4 [i]: Standard 핵연료 블록 하나당 냉각재 홀(coolant hole)의 개수

W5 [i]: 노심 분할영역 번호

※ W3과 W4의 경우 핵연료 블록 내에서 서로 다른 크기의 냉각재 홀이 존재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각 냉각재 홀의 크기는 'CB26

Card'의 W3과 W4에서 각각 정의된다.

Card CB26: 'CB25 Card'에서 정의된 핵연료 블록과 핵연료홀, 냉각재홀의 기하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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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W1 [r]: 'CB25 Card'에 정의된 핵연료 블록(육각형)의 한 변 길이 [cm]

W2 [r]: 'CB25 Card'의 W2에 대응하는 핵연료홀의 직경 [cm]

W3 [r]: 'CB25 Card'의 W3에 대응하는 냉각재홀의 직경 [cm]

W4 [r]: 'CB25 Card'의 W4에 대응하는 냉각재홀의 직경 [cm]

W5 [r]: 'CB25 Card'에 정의된 핵연료 블록의 높이 [cm]

Card CB27: 노심 분할 영역에 속하는 Control 핵연료 블록의 개수 및 핵연료홀, 냉각

재홀 개수

W1 [i]: 노심 분할 영역에 포함된 Control 핵연료 블록의 개수

W2 [i]: Control 핵연료 블록 하나당 핵연료 홀(fuel hole)의 개수

W3 [i]: Control 핵연료 블록 하나당 냉각재 홀(coolant hole)의 개수

W4 [i]: Control 핵연료 블록 하나당 냉각재 홀(coolant hole)의 개수

W5 [i]: Control 핵연료 블록 하나당 reserve shutdown hole의 개수

W6 [i]: Control 핵연료 블록 하나당 제어봉 채널의 개수

W7 [i]: 노심 분할영역 번호

Card CB28: 'CB27 Card'에서 정의된 핵연료 블록과 핵연료홀, 냉각재홀, 제어봉 채

널 등의 기하학적 정보

W1 [r]: 'CB27 Card'에 정의된 핵연료 블록(육각형)의 한 변 길이 [cm]

W2 [r]: 'CB27 Card'의 W2에 대응하는 핵연료홀의 직경 [cm]

W3 [r]: 'CB27 Card'의 W3에 대응하는 냉각재홀의 직경 [cm]

W4 [r]: 'CB27 Card'의 W4에 대응하는 냉각재홀의 직경 [cm]

W5 [r]: 'CB27 Card'의 W5에 대응하는 reserve shutdown hole의 직경

[cm]

W6 [r]: 'CB27 Card'의 W6에 대응하는 제어봉 채널의 직경 [cm]

W7 [r]: 'CB27 Card'에 정의된 핵연료 블록의 높이 [cm]

Card CB30: 노심 분할 영역의 질량, 밀도, BET 면적

W1 [r]: 분할 영역의 흑연 질량 [lb]

W2 [r]: 분할 영역의 흑연 밀도 [g/cm
3
]

W3 [r]: 분할 영역의 BET 면적 [m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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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4 [i]: 노심 분할영역 번호

Card CB35: Recoil 모델

W1 [i]: Recoil 모델 옵션.

=‘0’ (Recoil 고려하지 않음)

='1' (CB26, CB28, CB40 Card의 입력을 바탕으로 헬륨공간체적 및

Recoil 비율 계산)

='2' (CB36 Card의 입력을 바탕으로 Recoil 비율 계산)

W2 [i]: 노심 분할영역 번호

※ W1='2'인 경우 ‘CB36 Card’를 입력해야 하며, 이 경우 각 분할 영역에서

냉각재홀, 핵연료홀 내의 간극 (internal gap), 블록간 Bypass 간극 등 헬륨

공간체적(‘helium accessible space’)의 비율을 정해줘야 한다.

Card CB36: 헬륨공간체적(‘helium accessible space’)의 비율

W1 [r]: 분할 영역 내 냉각재 홀의 부피 비율

W2 [r]: 분할 영역 내 핵연료홀 간극의 부피 비율

W3 [r]: 분할 영역 내 블록간 Bypass 간극의 부피 비율

W4 [r]: 분할 영역 내 흑연 노심의 pore 비율

W5 [i]: 노심 분할영역 번호

Card CB40: 노심 분할 영역의 온도, 삼중수소 입자의 bound 비율, 간극 크기 등

W1 [r]: 분할 영역 내 흑연 온도 [℃]

W2 [r]: 분할 영역 내 생성된 삼중수소 입자가 억류(bound)되는 비율

W3 [r]: 분할 영역 내 냉각재 홀의 존재 비율

W4 [r]: 핵연료홀 간극의 크기 [in]

W5 [r]: 블록간 Bypass 간극의 크기 [in]

W6 [r]: 핵연료 flag (1.0: 핵연료 존재, 0.0: 핵연료 부존재)

W7 [i]: 노심 분할영역 번호

Card CB50: 노심 분할 영역 내 불순물 농도, 중성자속

W1 [r]: 분할 영역 내 임의의 삼중수소 누출율 [C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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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 [r]: 분할 영역 내 흑연 비율

W3 [r]: 분할 영역 내 리튬 농도 [ppm]

W4 [r]: 분할 영역 내 보론 농도 [ppm]

W5 [r]: 분할 영역 내 베릴륨 농도 [ppm]

W6 [r]: 분할 영역 내 속중성자속 [#/cm2/s]

W7 [r]: 분할 영역 내 열중성자속 [#/cm2/s]

W8 [i]: 노심 분할영역 번호

Card CB60: Replacement

W1 [r]: Replacement 관련 flag (1: replacement 사이클 고려, 0:

replacement 사이클 고려안함)

W2 [r]: Replacement 비율

W3 [i]: 노심 분할영역 번호

B-4. 'FUEL_BLK' (핵연료 블록)

Card FB10: 핵연료블록 ID, 해(solution) 유형

W1 [i]: 핵연료 블록 ID

W2 [c]: 해(solution) 유형 ('a': analytic solution, 'n': numerical

solution)

※ W2='n'인 경우 아래 W3 및 W4의 추가적인 입력이 필요하다.

W3 [c]: 핵연료의 기하학적 모형 (‘s’: sphere, 'p': plate, 'c': cylinder)

W4 [r]: left coordinate [m]

Card FB15: 노심블록 ID

W1 [i]: 핵연료가 속한 노심블록 ID

※ FB10 Card의 W2가 'n'인 경우(수치해) 아래와 같이 수치미분을 위한 추

가적인 입력이 필요하다.

W2 [r]: 삼중수소 입자 확산의 수치해 계산을 위한 timestep 크기 (그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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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Card FB20: Mesh 개수

W1 [i]: 반경 방향의 mesh 개수 (Mi)

※ [유의점] 해석해를 이용해 피복입자핵연료 내 삼중수소의 확산을 고려

하는 경우 코드 내에서 1번 mesh를 kernel로 가정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니 입력시 이를 유의해야한다.

Card FB30: Mesh 개수

W1 [r]: right coordinate [m]

W2 [i]: 반경방향 mesh 번호

(W2가 Mi(총 mesh의 개수)와 동일해질 때까지 W1 및 W2의 짝을

입력한다.)

Card FB40: 확산계수 관련 상수 (식 (52) 및 표 (5) 참조)

W1 [r]: pre-exponential constant [m2/s]

W2 [r]: activation energy [J/mol]

W3 [i]: 반경방향 mesh 번호

(W3가 Mi(총 mesh의 개수)와 동일해질 때까지 W1, W2, W3의 짝

을 입력한다.)

Card FB42: Multiplier

W1 [r]: multiplier

W2 [r]: segment length (=1.0)

Card FB43: 핵연료 내 소스 관련

W1 [c]: 핵연료 내 삼분분열에 의해 발생하는 소스 고려 여부 관련 flag (‘y’:

소스 고려, ‘n’: 소스 고려×)

※ FB43 Card의 W1이 'y'인 경우 아래 W2 및 ‘FB45 Card’의 추가적인 입

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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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 [c]: 소스 유형 (‘f’: 소스 분율 (=fractional source), ‘n’: no source)

Card FB45: 핵연료 내 소스 관련

W1 [c]: flag for distribution type (only 'r' is available)

W2 [r] : 생성원 분율 (생성된 삼중수소의 초기 분포 비율)

W3 [i] : 반경방향 mesh 번호

(W3이 Mi(총 mesh의 개수)와 동일해질 때까지 W2 및 W3의 짝을

입력한다. 단, W1은 한번만 입력한다.)

Card FB50: 경계 조건 (left boundary)

W1 [c]: 경계 조건 유형

=‘f’ (fixed boundary condition)

='a' (adiabatic)

※ FB50 Card의 W2가 'f'인 경우 아래 W2의 추가적인 입력이 필요

W2 [r] : fixed surface concentration [#/m3]

Card FB60: 경계 조건 (right boundary)

W1 [c]: 경계 조건 유형

=‘f’ (fixed boundary condition)

='a' (adiabatic)

※ FB60 Card의 W2가 'f'인 경우 아래 W2의 추가적인 입력이 필요

W2 [r] : fixed surface concentration [#/m3]

Card FB80: 초기 조건

W1 [c]: flag for distribution type (only 'r' is available)

W2 [r] : initial concentration of radial mesh points (Mi+1)

Card FB85: 흑연 반사체 내 삼중수소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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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 [c]: 흑연 반사체 내 확산 고려 여부에 대한 flag

=‘y’ (흑연 반사체 내 삼중수소 확산 고려)

=‘n’ (흑연 반사체 내 삼중수소 확산 고려×)

W2 [r] : initial concentration of radial mesh points (Mi+1)

Card FB90: 흑연 반사체 내 삼중수소 확산관련 계수 (식 (57) 참조)

W1 [r]: pre-exponential constant [m2/s]

W2 [r]: activation energy [J/mol]

W3 [r]: 두께 [mm] (ex: GT_MHR의 경우 핵연료와 냉각재 채널간의 간격)

B-5. 'LOOP_BLK' (루프 블록)

Card LB10: 루프 블록 ID, 냉각재 종류

W1 [i]: 루프 블록 ID

W2 [s]: 냉각재 종류 (현재 'he'만 사용가능)

Card LB20: 냉각재 질량, 압력, 온도, 보충율, 정화율

W1 [r]: 루프 내 냉각재 질량 [lb]

W2 [r]: 루프 압력 [atm]

W3 [r]: 루프 온도 [℃]

W4 [r]: He 냉각재 보충율 (누설율) [1/s]

W5 [r]: 냉각재 정화율 [1/s]

Card LB30: Primary loop 여부

W1 [c]: Primary loop 관련 옵션

=‘c’ (primary loop)

='n' (non-primary loop)

※ LB30 Card의 W1이 'c'인 경우 아래 W2의 추가적인 입력이 필요

W2 [i]: Primary loop이 연결된 노심 블록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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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 'HX_BLK' (열교환기 블록)

Card EB10: 열교환기 블록 ID, 노드 개수, 냉각재 루프 연결

W1 [i]: 열교환기 블록 ID

W2 [i]: 노드 개수

W3 [i]: 열교환기와 연결된 루프 블록 ID (from)

W4 [i]: 열교환기와 연결된 루프 블록 ID (to). 단, ‘-1’을 입력하면 열교환기

를 투과한 삼중수소가 대기(격납건물)로 방출되는 것을 의미.

※ W3, W4의 경우 그림 (20) 참조할 것.

Card EB15: 투과 모델 옵션

W1 [c]: 투과 모델 옵션

=‘1’ (CEGA model)

='2' (Richardson's equation with Sivert's law)

Card EB20: 노드 이름, 투과 모델 관련 계수

W1 [s]: 열교환기 내 노드 이름

W2 [s]: 열교환기 내 노드 면적 [m2]

W3 [s]: 두께 [mm]

W4 [s]: 표면 온도 [℃]

W5 [s]: 상수 (식 (39)~(41) 참조)

= 'CEGA 모델'의 경우: 식 (39)의 ‘R0’

= ‘Richardson's Eq.’의 경우: Pre-exponential factor [m2/s] (식 (41))

W6 [s]: 상수 (식 (39)~(41) 참조)

= 'CEGA 모델'의 경우: 식 (39)의 'B'

= ‘Richardson's Eq.’의 경우: Activation energy [J/mod] (식 (41))

W7 [s]: 노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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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7. 'ISO_BLK' (SI계통 모사)

IS10: 블록 ID, 노드 개수

W1 [i]: 블록 ID

W2 [i]: 노드 개수

※ W2의 경우 아래 'IS15 Card'에서 지정된 열교환기의 노드 개수('EB10

Card'의 W2)와 일치해야 함.

IS15: 열교환기 ID

W1 [i]: 냉각재 루프 및 SI계통을 연결하는 열교환기 블록 ID

IS20: 체적

W1 [r]: 체적 [m3]

W2 [i]: 노드 번호

IS30: 온도

W1 [r]: 온도 [℃]

W2 [i]: 노드 번호

IS40: 압력

W1 [r]: 압력 [Pa]

W2 [i]: 노드 번호

IS50: 유량 (flow rate)

W1 [r]: H2O의 유량 [mol/s]

W2 [r]: H2SO4의 유량 [mol/s]

W3 [r]: SO3의 유량 [mol/s]

W4 [r]: SO2의 유량 [mol/s]

W5 [r]: O2의 유량 [mol/s]

W6 [r]: HI의 유량 [mol/s]

W7 [r]: I2의 유량 [mol/s]



- 104 -

W8 [r]: H2의 유량 [mol/s]

W9 [i]: 노드 번호

IS60: Isotope Exchange Reaction 종류 (그림 (16) 참조)

W1 [c]: HT+H2O ↔ H2+HTO 반응 고려 여부

= 'y' (고려 O)

= 'n' (고려 ×)

W2 [c]: HT+H2SO4 ↔ H2+HTSO4 반응 고려 여부

= 'y' (고려 O)

= 'n' (고려 ×)

W3 [c]: HT+HI ↔ H2+TI 반응 고려 여부

= 'y' (고려 O)

= 'n' (고려 ×)

W4 [c]: HTO+H2SO4 ↔ H2O+HTSO4 반응 고려 여부

= 'y' (고려 O)

= 'n' (고려 ×)

W5 [c]: HTO+HI ↔ H2O+TI 반응 고려 여부

= 'y' (고려 O)

= 'n' (고려 ×)

※ 단, 'IS60 Card'의 경우 현재는 그림 (16)에 제시된 주요 component내 반응 조합에

대해서만 계산 가능. 즉, 황산분해기 (H2SO4 separator) 내에서의 isotope exchange

reaction에 의한 영향을 평가하고 싶다면,

'IS60 y y n n n' 과 같이 입력이 만들어져야 함.

B-8. 'ISO_JUN' (External junction for SI system)

JB10: Junction ID, 연결 정보

W1 [i]: Junction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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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 [c]: ‘R’ or ‘L’

W3 [i]: IS Block ID from which fluid flows

W4 [c]: ‘R’ or ‘L’

W5 [i]: IS Block ID to which fluid flows

JB20: 유량 (flow rate)

W1 [r]: H2O의 유량 [mol/s]

W2 [r]: H2SO4의 유량 [mol/s]

W3 [r]: SO3의 유량 [mol/s]

W4 [r]: SO2의 유량 [mol/s]

W5 [r]: O2의 유량 [mol/s]

W6 [r]: HI의 유량 [mol/s]

W7 [r]: I2의 유량 [mol/s]

W8 [r]: Flow rate for H2

B-9. 'HIS_BLK' (History Block)

HB10: Power history

W1 [i]: Flag for determining whether list continues or not

='0': list continues

='1': end of list

W2 [i]: Month

W3 [i]: Day

W4 [i]: Year (연도)

W5 [r]: 상대 출력 (0.0~1.0)

HB20: Purification history

W1 [i]: Flag for determining whether list continues or not

='0': list continues

='1': end of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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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 [i]: Month

W3 [i]: Day

W4 [i]: Year (연도)

W5 [r]: 정화율 (0.0~1.0)

HB30: Printout history

W1 [i]: Flag for determining whether list continues or not

='0': list continues

='1': end of list

W2 [i]: Month

W3 [i]: Day

W4 [i]: Year (연도)

W5 [r]: 출력 코드

='1.0': 출력O

='0.0': 출력×

HB40: 총 계산 기간 지정

W1 [i]: 시작 월 (month)

W2 [i]: 시작 일 (day)

W3 [i]: 시작 연도 (year)

W4 [i]: 계산 마감 월 (month)

W5 [i]: 계산 마감 일 (day)

W6 [i]: 계산 마감 연도 (year)

B-10. 'PLOT_BLK' (시간에 따른 변수 변화 출력)

PB10: 블록 ID, 이름

W1 Plot block ID

W2 Plot file name

PB15: 시간 단위 (tim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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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 ‘sec’, ‘min’, ‘hrs’, ‘day’, ‘year’

PB20: Plot 변수 이름 및 출력 정보

W1 Plot variable (Source) name (listed below)

W2 노심 블록 ID

W3 노심 분할 영역 번호(region number) or ‘0 (전체 영역)’

W4 Plot variable (Sink) name (listed below)

W5 Loop Block ID for Sink

※ [PB20 Card 입력 변수 설명]

- Plot variable (Source) name (W1)

․ Li6: tritium amount generated from Li-6

․ Li7: tritium amount generated from Li-7

․ SB10: tritium amount generated from B-10 reaction with thermal neutron

․ FB10: tritium amount generated from B-10 reaction with fast neutron

․ C12: tritium amount generated from C-12

․ Be9: tritium amount generated from Be-9

․ He3: tritium amount generated from He-3

․ Fis : tritium amount generated by ternary fission

․ Ttot: total tritium amount

․ Frel: Fractional Release Rate from TRISO fuel

☞ In this case, W4 should be 'n', and W5 should be '0'

- Plot variable (Sink) name

․ Prod : Total amount of tritium produced

․ Bound : Amount of tritium bound in solid

․ Adsorp : Amount of tritium adsorption on the graphite

․ Clnt: Amount of tritium existed in the coolant

․ Perm: Amount of tritium loss by perm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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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k: Amount of tritium loss by leakage

․ Purif: Amount of tritium removed by purification

※ [PB20 Card 입력 의미 설명]

(1) 입력 의미1

! PltVar CorID region SinkVar LoopID

PB20 Ttot 100 0 Prod 0

→ 노심 블록 (ID: 100)에서 생성된 총 삼중수소의 양

(2) 입력 의미2

! PltVar CorID region SinkVar LoopID

PB20 Ttot 100 0 Bound 0

→ 노심 블록 (ID: 100)에서 생성된 총 삼중수소의 양 중 흑연 노심 내 억류된 양

(3) 입력 의미3

! PltVar CorID region SinkVar LoopID

PB20 Ttot 100 1 Adsorp 100

→ 노심 블록(ID: 100)의 ‘1’번 분할 영역에서 생성된 삼중수소의 양 중 루프(ID: 100)로부

터 침착된 양

(4) 입력 의미4

! PltVar CorID region SinkVar LoopID

PB20 Frel 100 1 n 0

→ 노심 블록(ID: 100)의 ‘1’번 분할 영역에 분포한 피복입자핵연료의 삼중수소 누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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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예시 입력

*BEGIN INI_BLK

! problem title

IB00 600 MW(T)MHTGR TRITIUM ANALYSIS

! POWER[MW] P_Density[W/cm3]

IB10 600.0 6.60

! Chem.Sorp_M

IB20 2

! TRM_flag f_rel

!B30 c 0.3

IB30 s

! f_sol f_band

IB40 blu 0

*END INI_BLK

*BEGIN CORE_BLK

! ID # of Region

CB10 100 11

! Name Core_Reg#

CB20 Core(TOP) 1

Core(MID) 2

Core(BOTTOM) 3

REFLECTOR(TOP) 4

REFLECTOR(BOTTOM) 5

FLOWDIST(PERMAN) 6

REFLECTOR(INNER) 7

REFLECTOR(OUTREP) 8

REFLECTOR(OUTPER) 9

CORESUPPORT(STRUC) 10

CONTROL_ROD(OPERA) 11

! fcdia[cm] fclength[cm] #fc_Std #fc_Ctrl PackingFrac

CB22 1.245 4.928 3150 1800 0.8

! #FuelE #FHole #CHole1 #CHole2 Core_Reg#

CB25 210 210 102 6 11

! Bpitch[cm] Dia1[cm] Dia2[cm] Dia3[cm] Fheight[cm]

CB26 20.38248 1.27 1.5875 1.27 79.3

! #CFuelE #FHole #CHole1 #CHole2 #RES_Hole #CR_Chanel Core_Reg#

CB27 37 120 52 5 1 2 11

! Bpitch[cm] FDia[cm] CDia1[cm] CDia2[cm] ReDia[cm] CRDia5[cm] Fheight[cm]

CB28 22.38248 1.27 1.5875 1.27 9.525 10.16 79.2988

! Mass[lb] Dens[g/cm3] BET[M2/g] Core_Reg#

CB30 8.21E+04 1.740 0.500 1

1.1E+05 1.740 0.500 2

8.21E+04 1.740 0.500 3

5.54E+04 1.740 0.500 4

3.41E+04 1.740 0.500 5

1.71E+04 1.740 0.500 6

2.81E+05 1.740 0.50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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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E+05 1.740 0.500 8

3.28E+05 1.740 0.500 9

2.29E+05 1.740 0.500 10

7.4E+03 1.740 0.500 11

! Recoil(Opt. 1 or 2) Core_Reg#

!CB35 1 11

CB35 2 11

! rhole rintan rextan vpore Core_Reg#

!CB36

!

! Temp[C] Bound F_Hole Int_Width[in] Ext_Width[in] Fuel Region#

CB40 686.0 0.99 1.0 0.005 0.040 1.0 1

908.0 0.99 1.0 0.005 0.040 1.0 2

996.0 0.99 1.0 0.005 0.040 1.0 3

490.0 0.99 1.0 0.005 0.040 0.0 4

944.0 0.99 1.0 0.00 0.040 0.0 5

947.0 0.99 1.0 0.00 0.040 0.0 6

561.0 0.99 0.0 0.00 0.040 0.0 7

586.0 0.99 0.0 0.00 0.040 0.0 8

551.0 0.99 1.0 0.00 0.040 0.0 9

919.0 0.99 0.0 0.00 0.040 0.0 10

630.0 0.99 0.0 0.00 0.050 0.0 11

! H3_Rel[Ci/day] C_Frac. Li[ppm] B[ppm] Be[ppm] Fast_N Thermal_N Region#

CB50 0.0 1.0 0.036 41.0 0.00 3.730E+13 1.020E+12 1

0.0 1.0 0.036 41.0 0.00 3.730E+13 1.020E+12 2

0.0 1.0 0.036 41.0 0.00 3.730E+13 1.020E+12 3

0.0 1.0 0.036 2.0 0.00 3.730E+13 1.020E+12 4

0.0 1.0 0.036 2.0 0.00 3.730E+13 1.020E+12 5

0.0 1.0 2.000 2.0 0.00 3.730E+13 1.020E+12 6

0.0 1.0 0.036 2.0 0.00 1.000E+11 5.000E+09 7

0.0 1.0 0.036 2.0 0.00 5.000E+12 1.000E+11 8

0.0 1.0 2.000 8.0 0.00 1.000E+11 5.000E+09 9

0.0 1.0 2.000 0.00 0.00 2.480E+13 0.680E+12 10

0.0 0.6 0.000 4.0E+05 0.00 2.480E+13 0.680E+12 11

! Replace.Cyc Replace_Frac. Region#

CB60 1 0.500 3

1 0.250 5

0 0.000 6

1 0.250 8

0 0.000 11

*END CORE_BLK

*BEGIN FUEL_BLK

! ID Sol_type

!FB10 110 a

!! Cor_ID

!FB15 100

!! Name Layer_No.

!FB20 5

!

!! raius[m] Layer_No.

!FB30 0.175E-3 1

! 0.275E-3 2

! 0.31E-3 3

! 0.345E-3 4

! 0.385E-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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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ex.const[m2/s] Activ.E[J/mol] Nrad

!FB40 1.0E-6 0.0 1

! 1.0E-6 0.0 2

! 1.0E-6 0.0 3

! 4.7E-15 76500.0 4

! 1.0E-6 0.0 5

!! ID Sol_type Geom Xi

FB10 110 n s 0.0

! CorID dt_fuel

FB15 100 36000.0

! radial (# of meshs)

!B20 5

FB20 10

! Xo (right) Nrad

FB30 0.0875e-3 1

0.1750e-3 2

0.2250e-3 3

0.2750e-3 4

0.2925e-3 5

0.3100e-3 6

0.3275e-3 7

0.3450e-3 8

0.3650e-3 9

0.3850e-3 10

!B30 1.0 10

!B30 0.175E-3 1

! 0.275E-3 2

! 0.31E-3 3

! 0.345E-3 4

! 0.385E-3 5

!B30 2.0e-3 1

! 6.0e-3 2

! 10.0e-3 3

! 14.0e-3 4

! 18.0e-3 5

! 20.0e-3 6

!B30 0.02 5

! Preex.const[m2/s] Activ.E[J/mol] Nrad

FB40 1.0E-6 0.0 1

1.0E-6 0.0 2

1.0E-6 0.0 3

1.0E-6 0.0 4

1.0E-6 0.0 5

1.0E-6 0.0 6

4.7E-15 76500.0 7

4.7E-15 76500.0 8

1.0E-6 0.0 9

1.0E-6 0.0 10

!B40 1.0E-6 0.0 1

! 1.0E-6 0.0 2

! 1.0E-6 0.0 3

! 4.7E-15 76500.0 4

! 1.0E-6 0.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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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0 10.0 0.0 5

! Smult, seg.length (or area, if geom='p')

FB42 1.0 1.0

! Src_type Sflag

FB43 y f

! src fraction Nrad

!B45 r 0.001 1

! 0.007 2

! 0.019 3

! 0.037 4

! 0.061 5

! 0.091 6

! 0.127 7

! 0.169 8

! 0.217 9

! 0.271 10

! Frac. #

FB45 r 0.125 1

0.875 2

0.0 10

! west BC mesh #

! Stype

!B50 f 100.0

FB50 a

! right BC

! type Temp.

!B60 f 83.33333

FB60 f 0.0

!B60 a

! Initial Condition

! radial concen.[#/m3]

!FB80 r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0.0

! 0.0

! 0.0

FB80 r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B80 r 100.0

! 100.0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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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 100.0

! 100.0

! Option for Graphite Diffusion

! gr_option

!FB85 y

!! Pre_ex[m2/s] Activ_E[J/mol] Thick[m]

!FB90 2.4e-6 267357.6 18.796e-3

*END FUEL_BLK

*BEGIN LOOP_BLK

!

! **********************************

! Primary Loop 1

! **********************************

! ID fluid

LB10 100 he

! He_wt[lb] Pres.[atm] Temp.[C] He Replace. Purif.

LB20 10000.0 69.08 770.0 3.17E-09 2.36E-05

! He-3 h_con[ppm]

LB25 2.00E-07 10.0

! From(Interface1) Core_ID

LB30 c 100

! **********************************

! Secondary Loop

! **********************************

! ID fluid

LB10 200 he

! He_wt[lb] Pres.[atm] Temp.[C] He Replace. Purif.

LB20 10000.0 69.08 770.0 1.0E-15 1.0E-15

! He-3 h_con[ppm]

!B25 2.00E-07 10.0

! From(Interface1)

!B30 c 200

*END LOOP_BLK

*BEGIN HX_BLK

!

! HX_ID Comp.# From To

EB10 150 6 100 200

! Perm_M

EB15 1

! Input for CEGA model

! Name_Comp. AREA[m2] Thick[mm] Surf.Temp.[C] aconst. bconst(Act_Temp.[K]) Comp.#

EB20 HX_Stage1(sec.1) 1104.8 2.400 938.5 61.02E+00 -6249. 1

HX_Stage1(sec.2) 1104.8 2.400 870.0 61.02E+00 -6249. 2

HX_Stage1(sec.3) 1104.8 2.400 746.3 61.02E+00 -6249. 3

HX_Stage2(sec.1) 791.8 2.400 746.7 61.02E+00 -6249. 4

HX_Stage2(sec.2) 791.8 2.400 609.6 61.02E+00 -6249. 5

HX_Stage2(sec.3) 791.8 2.400 407.1 61.02E+00 -6249. 6

! Input for Richardson's Eq.

! Name_Comp. AREA[m2] Thick[mm] Surf.Temp.[C] Pre_ex.(K0) Activ_E Comp.#

! [m3/m/s/Pa^0.5] [J/mol]

!B20 HX_Stage1(sec.1) 1104.8 2.400 938.5 1.36E-10 5350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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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X_Stage1(sec.2) 1104.8 2.400 870.0 1.36E-10 53500.0 2

! HX_Stage1(sec.3) 1104.8 2.400 746.3 1.36E-10 53500.0 3

! HX_Stage2(sec.1) 791.8 2.400 746.7 1.36E-10 53500.0 4

! HX_Stage2(sec.2) 791.8 2.400 609.6 1.36E-10 53500.0 5

! HX_Stage2(sec.3) 791.8 2.400 407.1 1.36E-10 53500.0 6

! For test

! Name_HX Comp.# From To

!B10 SHX 6 200 -1

! Name_Comp. AREA[m2] Thick[mm] Surf.Temp.[C] aconst. bconst(Act_Temp.[K]) Comp.#

!B20 HX_Stage1(sec.1) 1104.8 2.400 938.5 61.02E+00 -6249. 1

! HX_Stage1(sec.2) 1104.8 2.400 870.0 61.02E+00 -6249. 2

! HX_Stage1(sec.3) 1104.8 2.400 746.3 61.02E+00 -6249. 3

! HX_Stage2(sec.1) 791.8 2.400 746.7 61.02E+00 -6249. 4

! HX_Stage2(sec.2) 791.8 2.400 609.6 61.02E+00 -6249. 5

! HX_Stage2(sec.3) 791.8 2.400 407.1 61.02E+00 -6249. 6

*END HX_BLK

*BEGIN ISO_BLK

!!!======= H2SO4 section =========

! ID #cell

IS10 110 6

HX_ID

IS15 150

Vol[m3] Cell No.

IS20 1.0 6

Temp.[C] Cell No.

IS30 500.0 6

Pres.[Pa] Cell No.

IS40 1000.0 6

! H2O[mol/s] H2SO4[mol/s] SO3[mol/s] SO2[mol/s] O2[mol/s] HI[mol/s] I2[mol/s] H2[mol/s] Jun_No.

IS50 1.0 1.0 1.0 0.0 1.0 1.0 1.0 1.0 5

! Chemical reaction

IS60 y y n n n

!!!======= HI section =========

! ID #cell

IS10 210 6

! HX_ID

!IS15 150

! Vol[m3] Cell No.

IS20 1.0 6

! Temp.[C] Cell No.

IS30 500.0 6

! Pres.[Pa] Cell No.

IS40 1000.0 6

! H2O[mol/s] H2SO4[mol/s] SO3[mol/s] SO2[mol/s] O2[mol/s] HI[mol/s] I2[mol/s] H2[mol/s] Jun_No.

IS50 1.0 1.0 1.0 0.0 1.0 1.0 1.0 1.0 5

! Chemical reaction

IS60 n n y n n

*END ISO_BLK

!!!======= Junction for IS Block ============

*BEGIN ISO_JUN

! ID face IS_Blk(from) face IS_Blk(to)

JB10 50 R 110 L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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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2O[m3/s] H2SO4[m3/s] SO3[m3/s] SO2[m3/s] O2[m3/s] HI[m3/s] I2[m3/s] H2[m3/s]

JB20 1.0 1.0 1.0 0.0 1.0 1.0 1.0 1.0

!! ID face IS_Blk(from) face IS_Blk(to)

JB10 150 R 210 L 110

!!! H2O[m3/s] H2SO4[m3/s] SO3[m3/s] SO2[m3/s] O2[m3/s] HI[m3/s] I2[m3/s] H2[m3/s]

JB20 1.0 1.0 1.0 0.0 1.0 1.0 1.0 1.0

*END ISO_JUN

*BEGIN HIS_BLK

! flag month day year relpow

HB10 1 1 1 2008 0.9

! flag month day year pur.eff.

HB20 1 1 1 2008 1.00

! flag month day year code

HB30 0 1 1 2008 1.0

0 7 1 2009 1.0

0 1 1 2011 1.0

0 7 1 2012 1.0

0 1 1 2014 1.0

0 7 1 2015 1.0

0 1 1 2017 1.0

0 7 1 2018 1.0

0 1 1 2020 1.0

0 7 1 2021 1.0

0 1 1 2023 1.0

0 7 1 2024 1.0

0 1 1 2026 1.0

0 7 1 2027 1.0

0 1 1 2029 1.0

0 7 1 2030 1.0

0 1 1 2032 1.0

0 7 1 2033 1.0

0 1 1 2035 1.0

0 7 1 2036 1.0

0 1 1 2038 1.0

0 7 1 2039 1.0

0 1 1 2041 1.0

0 7 1 2042 1.0

0 1 1 2044 1.0

0 7 1 2045 1.0

0 1 1 2047 1.0

0 7 1 2048 1.0

0 1 1 2050 1.0

0 7 1 2051 1.0

0 1 1 2053 1.0

0 7 1 2054 1.0

0 1 1 2056 1.0

0 7 1 2057 1.0

1 1 1 2059 1.0

! month(s) day(s) year(s) month(e) day(e) year(e)

HB40 1 1 2008 1 1 2059

*END HIS_BLK

*BEGIN PLOT_BLK

! ID f_name

PB10 1 plotf

! time_unit

PB15 year

! PltVar CorID region SinkVar Loo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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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20 Ttot 100 0 Prod 0

PB20 Ttot 100 0 Bound 0

PB20 Ttot 100 0 Adsorp 100

PB20 Ttot 100 0 Adsorp 200

PB20 Ttot 100 0 Clnt 100

PB20 Ttot 100 0 Clnt 200

PB20 Ttot 100 0 Purif 100

PB20 Ttot 100 0 Purif 200

PB20 Ttot 100 0 Leak 100

PB20 Ttot 100 0 Leak 200

PB20 Fis 100 0 Prod 0

PB20 Li6 100 0 Prod 0

PB20 Li7 100 0 Prod 0

PB20 FB10 100 0 Prod 0

PB20 SB10 100 0 Prod 0

PB20 C12 100 0 Prod 0

PB20 Be9 100 0 Prod 0

PB20 He3 100 0 Prod 0

PB20 Fis 100 0 Prod 0

PB20 Fis 100 0 Bound 0

PB20 Fis 100 0 Adsorp 100

PB20 Fis 100 0 Clnt 100

PB20 Fis 100 0 Clnt 200

PB20 Fis 100 0 Purif 100

PB20 Fis 100 0 Leak 100

PB20 FB10 100 0 Prod 0

PB20 SB10 100 0 Prod 0

PB20 Frel 100 1 n 0

!!B20 SB10 100 0 Clnt 100

!

!

!PB20 Li6 100 1 Adsorp 100

!

!PB20 Li6 100 1 Prod 0

!PB20 Li6 100 0 Prod 0

!

!PB20 Li7 100 1 Bound 0

!PB20 Li7 100 0 Bound 0

*END PLOT_BLK

*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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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5-20줄내외)

수소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초고온가스로(VHTR)는 피복입자핵연료 내에서의 핵분열 반응 뿐만

아니라 원자로 제어물질로 사용되는 붕소, 흑연 노심에 포함된
6
Li 등의 불순물, 그리고 헬륨 기체

냉각재 내에 포함되어 있는
3
He 등이 중성자와 반응함으로써 원자로 운전 시 대량의 삼중수소가

인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헬륨 기체를 냉각재로 사용하는 초고온가스로는 기존의 가압경수

로나 가압중수로에 비해 삼중수소의 확산이 더욱 용이하다. 또한, 삼중수소는 재질의 파손이 없는

상태에서도 자체의 높은 확산계수를 가지고 재질을 투과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수소생산계통

의 오염을 비롯한 인허가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초고온가스로 내

에서의 삼중수소 거동은 수소생산플랜트를 원자력시스템으로 규제할 것인가의 여부 및 관련시설의

인허가 획득에 있어서도 중요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이에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삼중

수소의 생성 및 주요 분포 거동을 정량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새로운 전산해석 코드를 개발하였으

며, 이를 통해 다양한 시스템 환경 하에서의 삼중수소 거동 및 누출량에 대한 평가 기틀을 마련하

였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삼중수소, 생성, 억류(bound), 투과, 침착, recoil, 확산, SI계통,

isotope exchange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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