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ERνRR-2879j2007’ RKO-2006-000-00010-이2007)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project 

ITER 삼중수소 저장 · 공급계통 성능측정 및 검증 

ITER Tritium SDS Design Verification 

한국원자력연구원 

교육과학기술부 



제 출 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국제핵융합로(ITER) 공동개발사업” 과제 (세부과제 : “ ITER 삼중수소 

저장 · 공급계통 성능측정 및 검중")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 3. 

주관연구기관명 :한국원자력연구원 

주관연구책임자 : 정 홍 석 

연 구 원 :김광락，백승우， 

섬명화，이종국/ 

노병호 



보고서 초록 

과제관리변호 
R KO-2006-000-000 해당단계 

2006.5 .1-2008.1.31 단계구분 
준비단계 

10-0(2007) 연구기간 (2006-2007) 

중사업 명 기초과학연구사업 
연구사업멍 

세부 사업멍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꽁동개발사업 

중과제명 
연구과제명 

세부(단위)과제병 ITER 삼중수소 저장 · 공급계통 성능측정 및 검증 

내부 : 1.1 M . Y 처〔브 281 ,000 천원 

연구기관명 한국원자력연구원 해당단계 
외부 : 3.8 M. Y 연구비 민간 : 천원 

(연구책임자) (정 홍 석) 연구인력 

계 : 4.9 M. Y 계 : 281,000 천원 

위탁연구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상대국연구기관명 : l 참여기업 l 
색인어 한글 : 국제핵융합실험로l 핵융합I 삼중수소/ 저장y 공급， ZrCo 

(각 5개 이상) 영어 : ITER, Fusion, Tritium, Storage, Oelivery, ZrCo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 ! 면수 1 234 

1.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O 소형 SOS bed 성능실험을 통한 설계자료 획득 

2. 연구결과 

O 소형 SOS bed 설계 제작 및 성능 검사 

- 소형 SOS bed 설치 실험 

- 1/4 Mock-up SOS bed 설계 

O 소형 SOS bed 내 ZrCo 건전성 검증 

- 소형 SOS bed 내부 ZrCo 고온 분해율 측정 

- 소형 SOS bed 내부 ZrCo 반복 주기 운전 건전성 검사 

O 소형 Mock-up SOS bed의 삼중수소 공급 능력 시 험 

- 소형 SOS bed의 공급 구현 

- 1:1 Mock-up SOS bed reference design 개 념 제 시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o SOS 소형 ZrCo bed의 공급능력 실증 

o 2008년도 SOS bed 모형 설계 실험 자료로 입력 

0 후속 개발 사업으로 QA 완료된 bed 시제품 및 시스템 운전성능 보장 



요약문 

I. 제 목 : ITER 삼중수소 저장 • 공급계통 성능측정 및 검증 

II. 연구 개발의 목적 및 팔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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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삼중수소 저장 공급시스템 및 용기 관련， lTER DDD는 Functional Requirements를 

기술한 수준에 불과함. 따라서 한국은 이터 건설 시까지 이터용 삼중수소 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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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연구 개발 결과 

1) ZrCo 분해안전성 이론기술 설정 

o ZrCo가 분해되지 않는 Isotherm 영역을 ZrCo 실험장치에서 실험적으로 규명 

- Vertical test reactor를 설 치 하여 실 험 

- ZrCo는 SAES getter, 수소용기 의 reference volume은 2008cm3을 사용 
- 전기 히터는 PID control 

- 실험온도는 350, 380, 400 0C 

- 분해성분 분석은 XRD 사용 

o ZrCo 분해안전성 실험 및 이론 결과를 획득 

- 100그랍의 트리륨은 32W의 붕괴열 발생 

- ZrCo의 장기보관은 200 0

C 이하로 하여야 함 

- Hara 모델과의 실험적 분해율 측정 비교 

- 16년 운전 기간 중， ZrCo 분해량은 1% 

- 실험실적 규모로 ZrCo의 안정성 확인 



2) SDS bed 모탤 링 

0 이터 연료공급 시나리오에 따른 SDS bed 모텔링 수행 

- 125 주기 운전과 실험결과 모댈링 
- 연료 공급 모드 설정 

0 이터 연료공급 시나리오 실험 수행 

- ZrCo test reactor를 250 0C 로 예 열 

- 공급은 350
0

C 진공 펌핑으로 수행 

- 12그람의 ZrCo는 예열 모드에서는 0.092Pam3/ s 
- 표준모드보다 3.4배 공급속도 빠름을 확인 

3) SDS bed 구조 설정 

0 삼중수소 SDS bed 구조를 설정 

- ASME VIII Div.1 pressure vessel design code 적 용 

- ZrCo의 일차용기 중앙에 전열히터 설치 

- 열전달 촉진용 Ni 핀 배치 
- 트리륨 정량을 위한 He 루프 
- DT 가스 주입 인출 필터 

- 이차용기 내 열차폐 구조 

- 이차용기 내 He 쿨링 루프 
o SDS bed Reference Design 제 시 

- ZrCo 350그람 장입I ZrCoT1.5 

- ZrCo 팽창 공간 30% 제공 
- 이차용기 내 진공도 10-4 Pa 

- 이차용기 외벽온도 100 0

C 이하 되게 설계하여 삼중수소 누출 방지 
- 3kW 히터 설치로 2OPam3/s 해당 O.72kW 공급 
- 680 L X 355.6 OD 의 콤팩트 설계로 글러브박스에 합당한 사이정 

4) 소형 SDS bed 설계 제작 및 성능 검사 

o 1/4 용기 제작 설계 

- 25g 삼중수소를 홉탈장하는 1/4 용기 제작 설계 

- 1차 용기 중심축에 가열기와 1차 용기 외벽에 가열기 설계 

- 1mm 두께 구리핀 설계 

- 유입 펼터 1개， 유출 필터 2개 설계 

- 8개의 He loop 선 (line) 1차 용기 안 설계 

- He loop 실험 장치도 설계 



O 소형 ZrCo 반웅기에서 흡탈장 속도 측정 

- 적층 높이에 따른 흡장 속도 측정 

- 초기 압력 에 따른 흡장 속도 측정 

- 전열면적에 따른 탈장 속도 측정 

- 적층 높이에 따른 탈장 속도 측정 

5) 소형 SDS bed 내 ZrCo 건전성 검증 

0 새로운 1/10 용기에 25번 흡탈장 성능 지속 측정 

- 127g ZrCo를 0.5um 필터 실린더와 1차 용기 사이 3mm 간격에 장입 

- 1차 용기 외벽에서 ~2cm 떨어져 퍼니스를 설치함 

- ZrCoH1.8 흡장 후 탈장 시 90% 수소가 약 36분 만에 공급됩 

- 25번 흡탈장 반복 시 24번 흡탈장 시까지 탈장 속도 거의 일정함 

- 26번 흡탈장 후 500
0

C에서 재생시 20분 만에 거의 모든 수소 회수함 

- 재생 후 27번째 홉탈장 속도는 첫 번째 홉탈장 속도와 같음 

6) 소형 SDS bed의 삼중수소 공급 능력 시 험 

0 가열기를 1차 용기 외벽에 부착한 1/10 용기에서 흡탈장 성능 평가 
- 몰드형 가열기를 1차 용기 외벽에 부착함 

- ZrCoH2.0 흡장 후 ~2600C로 예 열하고I 3500C로 가열하여 공급 시 90% 수소가 
약 14~20분 안에 공급됨 

- 가열기 가열 속도와 가열 온도에 따라 탈장 속도가 1.4 Pam3/s에서 2.0 
Pam3/s로 높아짐 

v. 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 

o SDS bed 저장재로 ZrCo 사용 범위의 공학적 실증 

o ZrCo 분해안전성 실험 및 이론 결과를 획득 

O 소형 SDS Bed 내 Average Delivery Rate 1.4 - 2.0 pa.m3/s 구현 

o ZrCo 분해에 관한 온도 및 압력의 함수 관계를 정성적으로 규명 

0 소형 SDS Bed 내 Average Delivery Rate 1.4 - 2.0 Pa.m3/s 구현 

0 다음 단계 1:1 SDS Bed의 설계 및 성능 실험 장치 설계 방향 설정 

O 후속 개발 사업으로 QA 완료된 bed 시제품 및 시스템 운전성능 보장 



SUMMARY 

1 . Proj ect Title 

ITER Tritium SDS Design Verification 

n.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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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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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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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g term storage of large amount of tritium in ZrCo. 

m.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e long terrn storage systern shall have a storage capacity of up to one kg of 

tritiurn. Ten ZrCo beds shall be installed in the long terrn storage system. 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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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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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stern such as the supply of D2σ) gas to the fueling systern for a plasma sho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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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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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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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D2 gas mixture to NB i띠ection for a plasma shot of 450 seconds. 

ZrCo intermetallic alloy instead of ur없1Ïum is used for the hydride beds. The 

maximum tritium inventory of a single ZrCo bed is limited to 100 g (FDR-2001). 



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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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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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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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ulation when properly evacu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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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move the decay heat and is used to perform tritium accountancy measurements. 

We have examined the integri뎌 of ZrCo under a pressure less than 1 atm, and 

350. We could experimentally realize a high delivery rate of hydrogen by 

developing a new concept of a wide filter surface and a large heat transfer area 

heater. 

V. Proposal for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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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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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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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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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ount of tritium in Zr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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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 개발 과제의 개요 

본 사업의 핵심 요소인 이터용 삼중수소 저장 공급용기는 핵융합연료 공급 심장부에 해당 

되며/ 우리나라는 삼중수소 저장 공급용기를 개발 제작하여 SDS에 공급해야 한다. 한국원자력연 

구원은 이터용 삼중수소 저장 공급용기 적기 공급을 위해 먼저 삼중수소 저장 공급용기 설계 

요건 분석과 삼중수소 저장 기술 기초실험을 수행하였다. 한편 삼중수소 저장 공급시스템 및 

용기 관련I ITER DDD는 Functional Requirements를 기술한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국은 

이터 건설 시까지 이터용 삼중수소 저장 공급시스템 및 용기 기술을 Build to Print 상태에 도 

달하기 위해 기반연구로 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ZrCo가 분해되지 않는 

Isotherm 영역을 규명하고 ZrCo 분해 가능성을 실험하여 삼중수소 SDS 베드 설계 및 운전자 

료 생산에 펼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하였다. 상기 일련의 연구는 한국의 조달품목인 이터용 삼중 

수소 저장 공급시스템 및 용기의 적기 공급에 반드시 필요한 연구이다. 

구체적으로는 ZrCo가 분해되지 않는 Isotherm 영역을 ZrCo 분해실험장치에서 실험적으로 

규명하였다. 한편 이터 연료공급 시나리오에 따른 SDS bed 모텔링 수행하였다. 또한 삼중수소 

SDS bed 구조를 설정하였다. 한편 소형 SDS bed 설계 제작 및 성능 검사를 수행하고 소형 

SDS bed 내 ZrCo 건전성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소형 SDS bed의 삼중수소 공급 능력 시험을 

시험하였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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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 -외 기술 개발 현황 

1989년 한국원자력연구원와 전력연구원은 과학기술부의 요구에 따라 트라륨에 의한 월성원전 

종사자는 물론 주변 주민의 피폭감소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트리륨 제거방안에 대한 기술적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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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되어 트리륨 제거시설(TRF)의 설치가 불가피함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TRF로는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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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 그 후 한국원자력연구원는 이를 위한 기반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트리륨 산화물의 홉착제거/ 초저온 증류기술， LPCE용 촉매 개발 둥 트리륨 제거용 단위공정 

장치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해 왔다. 

한편 전력연구원과 공동으로 개발한 LPCE공정용 고분자 촉매가 그 우수성이 입증되고， 1999 

년부터 전력연구원과 공동으로 TRF를 위한 파일렷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2005년 이후부터 

가동 예정인 TRF는 공정흐름이 트리륨 가스 형태로 진행되고 트리륨 수소화물이 최종 농축 

생성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취급 및 저장기술의 자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내 트리륨 고정화물 취급 및 저장기술은 전혀 개발된 바가 없고 단지 한국 

원자력 연구소에서 LPCE공정을 개발하면서 삼중수소를 취급한 경험과 지르칼로이를 비롯한 

저장재 개발 기초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한 기본 기술 자료들은 캐나다의 CRNL 및 일본의 JAERI-TOKAI로부터 파견 연구원을 

통해 어느 정도 확보하였으나r 상세 기술들이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관련기술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자체 기술개발의 필요성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는 임시 및 

영구저장용 트리륨 고정화 기술을 위해 임시 저장재로 선정된 감손 우라늄 및 영구 저장재를 

위한 Ti 스펀지의 활성화 저장 및 탈착실험을 수소 순환기능을 가진 진공도 10경 Torr의 

manifold 장치에서 수행하여 실험 자료를 생산하였다. 영구 저장재는 Ti 스펀지 홉장y 온도 압력 

헬륨농도 실험을 통해 Ti 스펀지를 최적 저장 물질로 선정하였다[29]. 

미국/ 일본， EU 및 캐나다는 핵융합연료주기기술을 활발히 개발하여 왔지만/ 국내에서는 위와 

같은 트리륨 저장기술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28，36] 외에는 πER에 적용할 만한 ZrCo 삼중수소 

저장 연구 경험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 
Q 



제 3 장 연구 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ITER용 삼중수소 저장용기 기술[28，32，36] 

1. ITER용 삼중수소 저장용기 설계를 위한 기초 기술 검토[28，36] 

가. ITER용 ZrCo bed의 기술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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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 내 삼중수소 충전양(inventory)은 핵융합로의 운전 시나리오에 의해 수시 변경됨으로 주 

기적으로 삼중수소의 충전양의 측정이 요구되어진다. 

πER용 삼중수소 저장용기로 U bed 및 ZrCo bed들이 사용되어지나y 공기와 반웅 시 발화 

안전성 및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작기 때문에 ITER용 삼중수소 저장용기로 ZrCo bed가 일반적 

으로 많이 사용되어 진다. 삼중수소의 붕괴열을 측정하여 삼중수소 저장 용기 내 삼중수소 충 

전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ZrCo beds내에 "in-bed" calorimetry를 장착하여 삼중수소의 충전량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ZrCo beds들의 기 계 적 특성 (FDR-2001) 

저장 bed는 트리륨을 직접 저장하는 1차용기와 삼중수소의 누설 가수포집 및 1차용기의 

단열을 위한 2차 용기로 구성된다. 1차 용기에는 삼중수소 저장을 위해 ZrCo 및 지름 1mm 이 

하의 구리 분말이 포함되어진다. 또한 삼중수소의 충전양의 측정을 위한 He이 충전된 측정 루 

프가 1차 용기 내에 설치되어진다. 1차 용기는 최대 100g의 트리륨을 저장 가능하도록 설계되 

었으며/ 재질은 잃316， 설계온도는 최대 600"C, 최대 내/외압은 0.5 MP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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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stem; SDS)에 in-bed calorimetry가 장착된 207~ 의 ZrCo beds 및 장기 저장계통(Long Term 

Storage System; LTS)내 in-bed calorimetry가 장착되 지 않은 10개 의 ZrCo beds7} 각각 셜치 된 

다. 

ITER용 삼중수소 저장재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ZrCo bed는l 열전달 효율을 높이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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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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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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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채워져 있다. 열을 가하는 탈장공정이나 열량측정 시에는 진공을유지하게 되며/ 이 밖의 상황에 

는 반드시 He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 또한 삼중수소의 붕괴열(decay heat)을 제거하고， 1차 용기 

내 삼중수소의 충전양을 측정하기 위하여 1차 용기 내 He이 충전된 측정 루프가 설치되어 있 

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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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ZrCo beds들의 설계 요건 

ITER 삼중수소 플랜트 내 설치되는 ZrCo beds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설계 요건 

들이 충족되어져야 한다. 

@신속한 저장 및 회수(rapid recovery) : ZrCo beds들은 금속 수소화 반웅 중 내부온 

도가 상승할 경우y 어려움이 없이 수 분 내에 수소동위원소들을 대부분 완충(full capacity) 저 

장 가능하여야 한다. 

。신속한 공급(rapid supply) : ITER의 안전한 운전을 위하여 탈수소화 반응을 통하여/ 

요구되는 삼중수소를 빠른 시간 내에 공급 가능하여야 한다. ZrCo bed 1개당 삼중수소의 최대 

공급 요구 조건은 200Pa . m3
' S-1이다. 

@신속한 측정 (rapid accountancy) : In-bed gas flow calorime띠7를 설치하여 ZrCo 

beds내 삼중수소의 충전양(inventory)을 100g의 트리륨 충전 시 허용 오차 :tlg, 즉 :tl % 내의 

정 밀도(accuracy)로 빠른 시 간 내 측정 이 가능해 야한다. 

최근， ZrCo beds내 삼중수소의 충전양의 측정기술 개선 동/ 상기 요건들(requirements)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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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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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 ZrCo bed의 최대 충전양은 안전을 위해 100g 이하로 제한되며， ZrCo bed 내 최대 

100g의 삼중수소를 충전하도록 설계되어진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1차 용기 내의 ZrCo bed 

의 구성은 3500g의 ZrCo powders 및 열전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경 lmm의 1500g Cu 

ball이 혼합I 충전되 어 있다[2]. 

SDS 계통 내 설치되는 ZrCo beds에는 ZrCo bed내 충전된 삼중수소의 충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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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rCo이 충전된 1차 용기 내부에 주입된 배관을 통해 삼중수소의 붕괴열을(tritium decay heat: 

O.324W / g tritium) 제거하기 위하여 헬륨가스를 순환시키고y 정상상태에서 배관 입구 및 출구 

에서의 헬륨가스의 온도 차이를 측정함으로서 삼중수소의 충전량을 평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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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장 및 배송 계통 내 삼중수소의 제거 없이 운전 및 조작이 단순하고/ 

11.순간적으로 삼중수소 저장 bed내 저장된 삼중수소를 총 충전량을 측정할 수 있다 

lll.연속적으로 삼중수소의 붕괴열을 제거함으로 ZrCo bed의 과열 방지 및 1차 용기 내 압 

력의 증가를 방지할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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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SDS 계 통내 ZrCo beds 

SDS 계통의 주요 목적은 ITER 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삼중수소를 저장하고 삼중수소/ 아 

르곤 및 네온등의 가스를 공급하며I 많은 삼중수소를 단기 및 장기 저장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 

시설(Infras감ucture)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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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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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기체들의 공급， PVT 측정과 3He의 수집의 기능을 갖는다. 두 번째 부분은 10개의 ZrCo beds에 

1kg의 삼중수소를 저장하고l 공급지에서 ITER로 운송하는데 필요한 삼중수소 운반용기의 취급 및 

저장 기능을 갖는다. 세 번째 부분은 gas compound라고 불리는데/ 불활성 또는 고순도 기체들을 공 

급하는장치로옥외에 설치된다. 

SDS 계통 내 설치되는 ZrCo beds들은 ZrCo bed내 충전된 삼중수소의 충전량을 측정하 

기 위하여 “In bed calorimeter" 가 설치되며， ZrCo bed내에 설치되는 “In bed calorimeter 

” 는 100g의 삼중수소 충전 시 허용 오차 ::!:lg, 즉 土1% 내의 정밀도(accuracy)를 가지도록 

ITER 설계 요건(ITER design requirement)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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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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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치되며， leak tight를 위한 설계요건은 1O-9Pa . m3 
• S-1의 진공범위 

에서 3He의 누출이 없어야 한다. 또한 모든 가열되는 용기의 내/외벽은 누출되는 삼중수소를 

포집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외부 용기로 둘러싸여 있다. 모든 트리륨 취급 계통들은 glove box 

내에 설치한다. 

SDS 계통 내 여러 가지 공정변수를 제어하기위하여 software 연동식 신호가 사용되어지 

며/ 또한 측정된 공정변수들이 안전 기준치를 초가 했을 경우 일부분 및 전 계통을 중단시킬 

수 있는 독립적인 hardware 연동 신호 계통이 설치되어있다[5]. 

SDS내 설치되는 ZrCo beds는 다음과 같이 총 20개가 설치된다. 

@삼중수소， T2(90% T / 10%D) 저 장 :9개 ZrCo beds 

CZ)D-T (50%T / 50%D) 저 장 :8개 ZrCo beds 

@D2 (T드 0.6% T) 저 장 :3개 ZrCo b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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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TS내 ZrCo beds 

LTS 계통의 설치 목적은 최대 1kg의 삼중수소를 안전하게 장기적으로 저장하기 위함이다. 만 
약 torus 삼중수소 inventory에 서 삼중수소가 과다해 지 면 1차벽 에 트랩 된 삼중수소를 회 수하여 LTS 

내 의 getter bed에 저 장해 야 한다.SDS 계 통의 3개 의 주 저 장 bed의 용량은 1kg의 삼중수소를 저 장하 

기에는 그 용량의 한계를 가진다[1]. 

LTS에는 최대 100g의 삼중수소를 각각 홉장할 수 있는 107~ 의 ZrCo bed가 설치되어， 총 

1kg의 삼중수소를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LTS 계통 내 설치되는 ZrCo beds는 SDS 계통 

의 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ZrCo Bed가 사용되어지나l 단지 차이점은 LTS에 설치되는 10개 

의 ZrCo beds들은 각 bed내 “In-bed calorimetry" 가 설 치 되 지 않아， SDS내 에 설치 되 는 

ZrCo beds들에 비하여 설계가 간단하다. 또한 입구나출구에 Mass Flow Meter도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LTS 계통 내에 있는 각각의 107~ ZrCo beds들은 과압방지 (passive overpressure 

protection)설비 가 장착되 어 있다[5]. 

LTS 계통 내 사용되는 ZrCo beds들의 설계는 SDS 계통 내 사용되는 삼중수소 저장 

bed batteries와 아주 유사하며I 동일 형태의 ZrCo beds들이 사용된다. InletsJ outlets 배관 및 

파열판(rupture disks)들이 ZrCo bed의 1차 용기에 연결되어 있고/ 이차 용기의 주입 및 배출 

구가 공동 분기관(manifold)에 다시 연결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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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된 삼중수소를 일시적으로 축척시킨다. Tokamak에서 트랩된 삼중수소를 일시적으로 저장 

하며， 다시 사용될 때까지 삼중수소는 L돼 내 ZrCo beds에 장기 저장되어 진다[5]. 

(5)공통 설계 사양(Common design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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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1차용기의 방벽은삼중수소와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component의 총 누출률(leakage rate)은 10-9 Pa . m-3 
• S-1 이 하가 되 어 야 한다. 

@SDSl차계통의 총누출률은 10-8 Pa . m-3 
• S-1 이하가 되어야한다. 

@최대 운전 압력은 0.25 MPa(a) 이어야 한다. 

(5)1차계통 기기가 위치한글러브박스누출률 : 0.1 vol %h-1 

@150
0

C 이상으로 가열되는 모든 1차 용기는 진공 처리된 외부 용기로 둘러싸여 있어 

i .1차용기로부터 유출되는 수소 및 삼중수소를 채집/회수할 수 있고/ 

11.글러브 박스로의 열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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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100g 이하가 되도록 용기 크기를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서로 다른 장치로부터 밸브들에 의 

하여 단일 구성품의 분리가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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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ITER용 ZrCo bed의 설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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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ZrCo beds의 1차 용기 및 Outer Jacket의 재질/ 설계 압력 및 온도퉁 기계적인 설계 조건 

은 다음과 같다[1]. 

(1)1차 용기 (Prìmary vessel) 

@재질 : SS316 

@설계온도 : 600 .C 

@내부 압력 : 0.5 MPa 

@외부 압력 : 0.5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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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te : 3.463 mm 

@Plate 두께 (act.) : shell: 1.5 mm 

plate : 6 mm 

(2)Outer Jacket 

@재질 : 잃304 

@설계온도 : 60 .C 
@내부 압력 : 0.4 MPa 

@외부 압력 : 0.1 MPa 

(5)Plate 두께(cal.) : shell: 0.269 mm(내부압력) / 0.258 mm(외부압력) 

plate : 6.353 mm 

@Plate 두께(act.): shell: 28 mm 

plate : 10 mm 

다. ZrCo bed의 설계 단면도 

(l)25g의 삼중수소 충전 ZrCo bed 

일본 JAERI의 T. Hayashì둥이 “in-bed" 삼중수소 충전량의 측정기술을 개발하여 lTER 

용 삼중수소 저장 beds에 사용하기 위해 설계 및 제작한 25g의 삼중수소 충전 ZrCo bed의 셜 

계 단면도는 Fìg. 1과 같이 설계되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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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cross section of a ZrCo bed for in-bed gas flowing ca10ri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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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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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사용한 실험 장치인 25g의 삼중수소 충전 ZrCo bed의 계념 설계도(삼중수소 accounting 조 
건 포함) 및 Photogaraph는 Fig. 2 및 Fig. 3에 각각 나타내었다. 또한/ 독일 Karlsruhe tritium 

lab.에서 제작한 TLK의 PETRA 설비에 설치된 Jet ηpe ZrCo bed는 Fig. 4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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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onceptional diagram of a ZrCo tritium storage bed with in-bed gas flowing 

calorimetr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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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0g의 삼중수소 충전 ZrCo bed 

일본 JAERI의 s. O'hira퉁이 ITER 연료주기 (fuel cycle)의 안전성 개 선을 위 한 삼중수소 

의 안전한 취급I 제어 및 ZrCo bed내 삼중수소의 효과적인 측정기술 개발을 위해서 설계된 

100g의 삼중수소를 충전할 수 있도록 ITER용 ZrCo bed의 설계 단면도는 Fig. 5와 같다[3] . 

끼룰m뼈펙 .. 

P빼톰톨톨룰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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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10 

톨7D 

앨’ 
Q삐 

IV훌UUfI훌톨*'톨톨빼t 
l를빼빼빼빠빼빠 / 團*앓빼빼빼빼 
빼04홉빼"'"톨 .-tJ. ~ 

Figure 5. πle cross sectional view of the designed ITER tritium storage bed(units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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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일본 Sumitomo 중공업에서 LaNbMn2을 삼중수소 저장재로 이용한 삼중수소 저 

장 용기의 설계 단면도는 Fig. 6과 같다. 이 용기는 Sumitomo 중공업에서 제작하여 일본 

JAERI의 TLP(tritium process lab.)에 납품되 었다[11]. 

Figure 6. The cross section of tritium storage getter 

라. 금속 저장 베드의 과압 방지 설비 

운전 시 용기 내에 형성되는 과압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bed 내에는 파열판(rupture 

disc)둥 과압 방지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완충 및 부분적으로 충전된 금속수소화 bed에서는 bed 내 온도가 상승할수록 높은 수소 

평형압력이 생성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금속수소화 bed들의 기계적 구조는 발생되는 과 

압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거나/ 과압 생성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를 갖추도록 설계 

되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장 널리 사용 되어지는 방법은 bed내 압력이 일정 압력 이상으 

로 상숭할 경우/ 가스 팽창이 허용되도록 과압 방지 계통을 설치하는 것이다 

SDS 및 LTS 계통 내 모든 가스 저장 용기 출구에는 과압 방지를 위한 파열판이 설치되 

어진다. 만약 bed내 압력이 파열판의 파열 설정 압력에 도달 했을 때 파열판이 파열되어/ 가스 

가 큰 저장고로 팽창/ 누출되어 지게 된다. 또한 계통 내 압력 및 온도가 일정 이상으로 상승 

하여 측정/관측되어질 경우 계통 내 heater를 끄거나y 밸브를 열어줄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안전관련 software 및 hardware 회로가 설치되어져야 하며， 가능한 파열판이 파열되어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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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는 software 및 hardware의 상호 연결을 위한 높은 부위에 설치되는 밸브들이 선택되 

어져야 한다[1 ]. 

마.SDS내 기타부품명세 

(1)기타 여러 용기들 

SDS에는 0.35 m3 용량의 완충탱크 2기 ， 0.5 m3 용량의 완충탱크 671, 0.7 m3 용량의 완 
충탱크 1기/ 1.O m3 용량의 완충탱크 1기， 2.0 m3 용량의 완충탱크 1기가 설치되어 진다. 

(2)펌프 

Normetex pump, MB601 metal(병 렬 형 ) bellows, MB601 metal(직 렬 형 ) bellows, 

PBT105jSRTI system 퉁 4가지 종류， 18기의 펌프가 설치되어야 한다. 

(3)열 량계 (Calorìmeter) 

삼중수소의 붕괴열을 측정하여 삼중수소 저장용기 내 삼중수소의 충전량을 결정하는데/ 

열량계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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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의 글러브 박스와 외부로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LTS 계통의 글러브 박스 옆에 설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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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삼중수소의 양을 측정/관측하게 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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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량계는 최대 50W까지의 열량(heat)을 측정 가능하며， 0.5%의 정밀도(accuracy)을 가지고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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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도는 dismantling box 내부의 온도 변화(f1uctuation)가 :l: 1 0

C 에서 이루어져야한다. 열량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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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콤돼트하게 제작되어져야한다[1 ]. 

(4)밸브(Valves) 

SDS내 사용되 는 모든 밸브들은 고유속 뉴프로(High-Flow Nupro) Type이 며I 자동밸브 

(v A-n-3nnn)들은 공정을 제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정보를 프로그램 로직 제어기 (PLC)로 각각 

의 밸브 위치 지시기가 장착되어있다. 수동밸브(VM-n-3nnn)들은 육안으로 관측 가능하도록 위치 지 

시기들이 설치되어 있다. 

(5)계 측기 기 (Instrumentation) 

압력I 유속/ 온도 및 삼중수소의 분압둥을 측정 하가 위 하여 공정 센스(Process sensors)들이 설 

치 되 어 있다. 압력 변환기 (Pressure tr뻐sducers)는 capacitive type (예， MKS Baratron series 800) 또 

는 C며on VCR gland couplings이 장착된 strain gauge type이며r 유량 조절기(Mass Flow 

m 

μ
 



Contr이lers)들은유량조절이 MKS model1459 units에 의하여 유량조절이 가능하며y 모두금속으로 

설계되어있다. 열전대 (Thermocouples)들은 chromelj alumel 열전대를 사용하며 열전대 손상 시 

transducers는 고온을 나타낸다. 

모든 Ionization chambers는 소용량으로 일차 공정 배관에 in-line으로 설치되어 있고/ 절연재 

질로 절연된 전기 feed throughs를 가지는 C며on 1/2" VCR cross 내부에 장착되어 진다. 설계 압력 

및 온도는 각각 0.25MPa 및 450 0C 이다. 삼중수소의 측정 범위는 0.lCirn-3(3.7x109Bqm칸에서 순수한 

상태까지 이다. 

바.SDS의 총괄기능 

SDS 계통 및 LTS 계통 등으로 구성된 ITER 연료 주기 계통들의 상호연결 흐름도는 Fig.7에 나 

타내 었다. 또한， ITER 운전을 위 해 필요한 T2 및 D2(T)가스둥 각종 가스들을 연료 계 통에 공급하는 

SDS 계통의 주요 기능 또한 Fig 7에 상세히 표시되어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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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Outline flow diagram of ITER fuel cyde systems and interface 

@연료 계통에 D2(f)가스 공급 

플라즈마 타격을 위한 D2(f) 공급 기체는 450초 동안 최대 요구 기체유량 200Pa . m3
' S-1의 

D2(T) 기체가 연료계통으로 공급되어지게 된다. 

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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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계통에 T2(90% T2/10% D2)가스 공급 

플라즈마 타격 을 위 한 T2(90% T2/10% D2) 혼합 기 체 는 450초 동안 최 대 요구 기 체 유량 50Pa' 

m3·s-1인 삼중수소가 연료계통으로 공급되어지게 된다. 

@플라즈마 타격을 위한 450초 동안 연료 계통으로의 혼합 비율이 다른 여러 가지 혼합비의 

T2-D2혼합가스공급 

@450초 동안 플라즈마 타격에 있어 NB i미ection 으로의 D2 혼합 가스의 공급 

ISS에서 생성된 D2 기체는 삼중수소의 농도가 매우 낮으므로I 저장소(reservior) 에 기상상 

태로 저장될 수 있으며， 펌프를 이용해 NB injection으로 이송된다. 

二그
닙 

@플라즈마 타격을 위한 3，000초 동안 연료 계통으로의 T2-D2 (50%Tj50%D) 혼합기체의 공 

3，000초 동안의 플라즈마 타격에 있어 공급되는 전체 기체의 양은 600kPa. m3 이며 공급 

되 는 혼합 기 체 의 양은 50%T / 50%D 혼합기 체 로 가정 하면 1.6kg 삼중수소에 해 당한다. 3,000 

초 동안 공급되는 T2-D2(50%T / 50%D) 혼합기체의 최대 유량인 200Pa . m3 
• S-1 은 다음과 같 

은 3종류의 기체를 혼합하여 생성된다. 유량 조절과 혼합방법이 아래와 같다. 

i .T2(90%T j 10%D) 기체 : 50 Pa . m3 
• S-1 

ii.T2-D2(50%T / 10%D) 기 체 : 110 Pa . m3 
• S-1 

iii .D2(최대 0.6%T까지) 기체: Pa . m3 
• S-1 

3，000초 플라즈마 타격 이후에 ISS에서 생성된 기체 조성에 SDS에 각각에 해당하는 

ZrCo bed와 reservoir를 충전되게 된다. 요구되는 ZrCo bed의 개수는 아래와 같다. 

i .450초 동안 플라즈마 타격을 위한 기체공급에 요구되는 ZrCo bed 최소 수 : 

4ea T2 ZrCo beds, Oea D-T ZrCo beds, Oea D2(T) ZrCo beds 

ii .3000s plasma pulses을 위 한 기 체 공급에 요구되 는 ZrCo의 최 소 수 : 

4ea T 2 ZrCo beds, 4ea D-T ZrCo beds, Oea D2(T) ZrCo beds 

111.연료 계통에 대한 단순 공급만 아니라 플라즈마 타격 동안의 공급기체의 저장과 유 

지보수 및 정지동안의 저장올 위해 필요한 ZrCo beds 최소수 : 

gea T 2 ZrCo beds, 8ea D-T ZrCo beds, 3ea D2(T) ZrCo beds 

@Getter beds 내 수소양의 결정 

i .Q2(수소동위원소의 분자 조합)와 T2 혼합양의 정확한 결정 

저장 bed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기체를 펌프를 사용하여 (PVT)-manifold를 통하여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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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 이송되어 진다. Q2와 T2의 혼합양은 (PVT)와 (PVT-c)를 측정해서 결정되고/ 삼중수소의 

농도 C의 결정을 위해서/ 샘플을 ANS에 분석 의뢰되어 진다. 

ii .Q2량의 신속한 결정 

ZrCo bed의 inlet과 outlet의 기체유량을 측정하여 기체가 이송된 전체시간을 고려하여 

추정 계산되어진다. 

iii .In-bed calorimetry 

저장 bed로부터 기체를 이송시키지 않고도 저장 beds의 삼중수소의 충전양을 “ in-bed 

calorime띠r” 로 측정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저장물질에 홉착된 삽중수소의 붕괴열로 인한 온 

도변화를 최대한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삼중수소 붕괴 생성물인 3He의 수집 

삼중수소의 붕괴생성물인 3He는 가열하면 getter 물질 내에서 getter 물질 내로 수소가 

다시 흡착하면 3He만 남는다. 저장 bedy. 계통 내의 3He는 3He의 임시저장 탱크에 저장되며 

hot getter / catalyst는 메탄과 같은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이용된다. 

@여러 가지 기체 혼합물의 농도 결정 

SDS 계통에서 취급되는 기체 혼합물의 조성은 ANS에 분석 시료를 보낸 후 가능하다. 
SDS 계통 내 설치되는 glove box에서는 기체 조성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가 설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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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ifold를 저장 bed의 outlet 부분에 연결하거나 분석기기의 D-T manífold를 펌프나 저장소 

에 연결하여 GC 분석에 필요한 압력으로 기체를 압축하여 ANS로 보낸다. 

@SDS에 서 Pipe Work의 evacuation 

전체 prim값y process containment는 펌프 (PM-n-3110)에 의해 배기가 가능하나， plant 

service 진공 펌프가 작동할 때는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SDS Pipe line에 서 의 진공유지 

Containment의 전체 1차공정은 3개의 펌프 PM-n-3110 (n = 1, 2, 3)로 진공상태를유지 가능하 

도록설계된다. 

@GetterBed의 2차 저 장 용기 의 진공처 리 또는 충전 

2차 저장 용기는 진공 또는 He으로 충전되어 있다. 열을 가하는 탈장 공정이나 열량측정 시에 

는진공을유지하게 되며I 이 공정에서는붕괴열로 인해 온도상승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주의해야 

한다. 그 밖의 상황에는 반드시 He으로 충전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붕괴열로 인해 높은 Q2 

의 압력 상숭을야기할수 있다.2차저장용기의 또다른목적은 1차저장용기 벽면에서 유출되는삼 

중수소나 수소를 모으는 역할을 한다. 

π
 ω 



@순수 기 체 의 공급: He, Ar, H2, D2, Ne, N2, He+02 

He, Ar, H2, 02, Ne, N2, He+02은 기체용기 배터리로부터 공급되게 된다. 기체 용기는 삼중수 

소 건물 외부에 저장된다， N2만 액체탱크에 저장되어 공급된다. 이들 용기는 용이하게 교환되며y 연 

결 라인에 찬기체는외부로일반적으로배출되게 된다. 

@Dismantling Box 

Dismantling box는 장기저장 시스템 (LTS)의 한부분이다. 여기에는 파이프 라인작업은 추가되 

지 않는다. Dismantling box에서 1차 저장 용기를 2차 용기로부터 제거한다. 제거된 1차 저장용기는 

Storage system box로 옮겨지며， 필요시에는， SDS 계통의 주요부분으로 이동하기 위해 

Load-injload-out box로 이송이 가능하다. 여기서 1차 저장용기는 Calorimeter Box로 보내져 삼중수 

소양을측정하게 되고/다시 되돌아온다. 

Q1lCalorimeter Box 

Calorimeter box 또한 장기저장 시스템 (LTS)의 한 부분이다. 이 부분 역시 파이프 라인작업은 

추가되지 않는다.내부에는Calorimeter가설치되며J차저장용기 및 2차저장용기가필요없이 자유 

롭게 취급 이동할 수 있다. 즉 Calorimeter Box는 Glove Box와 같이 2차 저장고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다. 

@Storage System Box 

Storage System Box는 장기저장시스댐(LTS)의 한부분이다. 이 설비 또한파이프 라인작업은 

없다. Storage system box의 목적은 1차 및 2차 저장용기의 저장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Dismantling box로부터 1차 저장용기가담겨진 2차 저장용기 혹은 1차 저장용기만이 이 설비로 이동 

되 어 온다. 여 기 서 Load-injload-out box로 이 송 대 기 되 어 진다. 

@The Load-injLoad-out Box 

Storage System Box에서 이송된 1차 저장용기는 load-injload-out box의 가열장치로 이동된 

다. 여기에 설치된 oven에는 입출이 가능한m없mold가 연결되어진다. 

@삼중수소 수송용기(Shipping Container)의 전달 

Dismantling box, Calorimeter box, Storage system box 그리 고 Load-injload-out box 들은 이 

송구역(transfer port)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1차 저장용기 또는 2차저장용기를 Box간에 이동 가능하 

도록설계된다. 이때 1차저장용기는 2차저장용기에 담겨서 이동되어야한다. 

사.SDS 계 통내 Glovebox 

SDS 계통 내 설치되는 여러 종류의 glove boxes 전체 체적 및 glove box로부터 제거되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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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량에 대해서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1]. 

Table 1. SDS 계 통내 glove boxes의 체 적 및 제 거 되 는 열 량 

Glove boxes 체적 (m3) 제거되는 열량(kW) 

저 장 bed를 위 한 SDS glove box 30 10 

용기를 위한 SDS glove box 9 1 

장기 저장 계통 glove box 9 2 

Iρad-in/Load-out glove box 6 0.7 

저장 계통 glove box 9 0.3 

장비 분해용glove box 6 

η
 



2. ITER용 삼중수소 저장재료 및 저장용기 설계 기초 기술[28] 

가.ITER용 장기 저장 용기의 구성 

(1)장기 저장 시스템 (LTS) 

핵융합 반응에 연료 공급을 위한 D-T 저장 용기는 크게 3가지가 분류된다. 첫째 I Tz를 

중수로 원자력 발전로(CANDU)둥의 외부에서부터 저장 용기로 저장하여 핵융합 반응로에 연 

료로 공급하는 저장 용기가 있다. 둘째y 핵융합 반웅로에서 생성된 TZ1 Dz, D-T 연료를 핵융합 

반응로에 연료로 주입하는 SDS(storage and delivery system)의 단기 저장 용기가 있다. 셋째/ 

비상시를 대비한 안전한 연료 공급과 여분의 Tz를 다른 핵융합 반응로 연료로 공급하기 위한 

LTS(long-term storage)의 장기 저 장 용기 가 있다 . 

Secondary containment 01 long term storage vault 
|T

2 저장고로 T2 유화- - - -

덜효될 

많효훌D 
표훈힘좁느 

|High vacuuml 

魔

;--------끼r------n------

‘---------
,_ .. _------- - ------- -- - - -- ---- - -- ----- - ---- - --- ----- .............. _----_ .. _--------------_. ' 

Secondary containment 
01 Load in/Load out 

Figure 8. 1πR Long Term Storage(LTS) system 

Fig. 8에 표기된 LTS system에서는 1kg의 Tz 연료를 10개의 저장 용기에 각각 100g씩 저 

장되게 된다. 또한 핵융합 반응로의 first wall에 갇힌 T의 농도가 제한 값을 넘는 경우 first 

wall을 처리하기 위해 반웅로의 D, T 연료를 회수하여 장기 저장 용기에 저장한다. 필요시에 

LTS 장기 저장 용기에서 용기를 가열시킨 후 Tz를 탈장하여 SDS 단기 저장 용기에 이송되게 

된다. 또한 SDS 단기 저장 용기에서 장기 저장을 위해 장기 저장 용기로 이송되어 흡장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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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게 된다. 글러브 박스 내부에 10개의 장기 저장 용기가 작동되고/ 홉장， 저장/ 탈장/ 진공화의 

모든 공정이 자동화되어 원격제어 (remote control)로 운전한다. Fig. 8에 또한 T2를 외부로 공급 

하기 위한 이동 장기 저장 용기가 2개 설치된다. 저장 용기의 1차 용기에서 과압력 시 rupture 

disc를 통해 가스가 팽창되어 보유관(reservoir)에 저장되게 되는 보유관 저장 용기가 2개 설치 

되어 있다. 

(2)장기 저장 용기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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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에는 ZrCo powder가 충전되어 T2를 홉장하여 저장하고， T2 회수 시 가열하여 탈장된다. 1 

차 용기 내에 열전달을 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해 ZrCo powder와 함께 지름 1mm 미만의 Cu 

balls를 혼합한다. 1차 용기 내에 수소동위원소들의 홉장 효과를 저해하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진공으로 유지하기 위해 T2 홉착 후 1차 용기를 진공 펌프로 진공화한다. 1차 용기 내 T2의 붕 

괴열로 인한 온도 상숭과， 3He의 생성으로 안전 압력보다 높은 과압 시 T2 유출구에 rupture 

disc가 설치되어 가스가 보유관(reservoir)으로 팽창 이동되어 과압 상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 

다. 

2차 용기는 1차 용기에서 침투되거나 누출되는 T2를 포집한다. 또한， 1차 용기에서 T2가 
3He로 감쇄하면서 발생하는 붕괴열로 발생하는 온도 상승을 방지하고 T2 탈장 시 가열열을 제 
거하기 위해 He loop로 냉각한다. 글러브 박스(glove box) 내에 10개의 장기 저장 용기와 함께 
시스템이 작동되기 때문에 2차 용기에서는 293 - 301K(20 - 28 OC)로 유지되도록 설계하여 열손 
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2차 용기 외벽은 진공충으로 설계되어 열손실을 억제한다. 

LTS 시스템은 SDS 시스템과 달리 1차 용기내의 T2 양을 측정하는 calorimeter7} 없으며， 저장 

용기 내에 T2 출입구에 유량계가 설치되지 않는다. 글러브 박스 내의 LTS 시스템의 모든 연결 

관과 연결선은 진공펌프에 연결되어 진공화된다. 저장용기와 연결관(pipe)， 보유관(reservoir)둥 

이 밸브에 의해 단일 요소로 분리되어 제어 가능하다. 

ITER용 장기 저장 시스템(LTS)의 장기 저장 용기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충족해야 한 

다. 

1차 용기는 T2와 호환도가 높아(compatible) T2와 반응도가 낮으며 ， T2가 2차 용기로 침 

투 및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 글러브 박스 내의 모든 구성 요소들에서 T2 누출율이 10-9Pa' m 
3·s-1 미만이어야 한다. 1차 용기로부터 T2 누출율은 10용Pa · m3 s-1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장기 
저장 용기에서 글러브 박스로 T2 누출율이 0.1 vol.%jh 미만이어야 한다. 1차 용기 최대 운전 

압력은 0.25 MPa 미만이어야 한다. 

(3)1차 용기와 2차 용기의 구성 

첫째， 1차 용기의 ZrCo powder에 100g의 T2를 최대 ZrCoT3 까지 흡장할 수 있다. 저장 

안전치 로 ZrCoT1.5로 T2를 홉장하려 고 한다. 둘째y 100g의 T2를 홉장하기 위 해 3.5kg의 ZrCo 

powder를 사용한다. 셋째， ZrCo powder의 열전도도를 높이기 위해 지름이 lmm 미만인 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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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ls를 l .5kg 혼합하여 충전한다. 넷째， 1차 용기에서 T2 탈장 시 ZrCo powder를 300 0C 정도 

로 가열하여 T2를 회수한다. 1차 용기를 300
0

C 정도로 가열하기 위해 1차 용기 표면을 열선으 

로 감아 온도를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다섯째， 1차 용기 표면과 1차 용기 내부의 ZrCo 

powder의 온도를 측정하여 가열기를 조절한다. 여섯째， ZrCo powder가 홉장y 탈장으로 인해 

분쇄되어 T2 유입구와 유출구나 연결 파이프로 유출되지 않도록 2micron의 filter를 유입관I 유 

출관과 연결 파이프에 연결한다. 일곱째， 1차 용기 안은 T2 흡장 시와 T2 탈장 시를 제외하고 

저장 시 진공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연결관 및 진공관에 불순물을 제거해 

주고 진공을 유지한다. 여넓째， 1차 용기 내에 T2 붕괴열에 의한 용도 상승 둥으로 인한 과압 

력 시 저장 용기를 보호하기 위해 1차 용기 수소 유출관에 rupture disc를 설치하여 안전 압력 

이상시 가스가 팽창하여 약 1m3의 용기 (reservoir)로 이동되게 한다. 아홉째/ 안전 온도와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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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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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가 안전 온도 이상으로 높아지면 경보를 제어기에 보내고 가열기 전원이 차단된다. 

2차 용기는 1차 용기에서 누출되는 T2를 포집하고 T2의 붕괴열로 발생되는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해 He loop로 냉각하고， 외벽에 진공층을 두어 glove box로 열손실이 최소화하도록 한 

다. 1차 용기 T2 탈장 시에는 용기를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이 외벽을 통해 glove box로 전해지 

지 않도록 진공관(vacuum manifold)으로 He을 빼주고 진공화한다. T2를 탈장 후/ 진공층에 

He을 충전하여 1차 용기를 일정한 온도로 유지하여 안전하게 냉각한다. glove box와 접하는 2 

차 용기 외벽은 진공충으로 외부로 열방출을 최소화한다. 

(4)1차 용기와 2차 용기의 구성 요소 

1 . 1차 용기 

CD3.5kg ZrCo powder + l .5kg Cu balls 

CZ)T2 유입관 

@T2 유출관 

@1차 용기 가열선 

(5)1차 용기 외부 표면 온도 측정계 

@1차 용기 내부 온도 측정계 

Cl)1차 용기 진공관/ 진공 펌프 

@Micro Filter 

@T2 붕괴열 가열선l 가열기 

@T2 유입 관 온도 sensor 

@T2 유출관 온도 sensor 

@T2 유업가스 가열기 

@T2 유출관에 rupture disc와 reseπoir 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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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차 용기 

φHe 냉각충 

(2)He 냉각 가스 유입구 온도 sensor 

@He 냉각 가스 유출구 온도 sensor 

@He 냉각 가스 유입구 가열기 

@외벽 진공관 

수소 이 동 펌 프는 Metal Bellow Purnp를 사용하고 진공 펌 프로는 TMP(Turbo Molecular 

Pump)를 이용하게 된다. 1차 용기 내부/외부와 2차 용기 내부/외부에 T2 침투를 억제하기 위 

해 Alurninum층이나 Phosphate충을 씌우고 Ti-Zr 합금 충으로 표면처리를 할 수 있다. T2 저 

장 용기는 기존의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설계하고 제조되어 진다. 1차， 2차 저장 용기와/ 각 

구성요소와y 연결관(pipe)， 전원 공급 시스템/ 전기 시스댐을 설계하고/ 제작하여 조합 후 성능 

테스트를 하는 모든 과정에서의 비용을 계산하고 평가한다[1 ]. 

나. 삼중수소 저장재 

ZrCo powder는 수소 홉장/ 탈장 성능이 높고 U과 달리 핵반웅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공기와의 접촉 시 화학적 반응도가 낮다. ZrCo powder의 비중은 7.33이다. ZrCo powder에 수 

소 홉장은 발열반웅(exothermic reaction)이고/ 수소 탈장은 흡열반응(endothermic reaction)이 

다. 따라서 수소 홉장 시 온도상승과 탈장 시 온도 하강이 현상이 발생한다. 탈장 시 T2 100% 

가 탈장되도록 하기 위해 홉열 반웅으로 인한 온도가 하강되지 않도록 가열기로 탈장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열전도 효율이 최대화하도록 열전도체인 Cu balls를 혼합하여 충전한다. 

ZrCo는 450 0C 이상 용도와 1bar 이상의 압력 하에서 ZrH2, ZrC02, Zr로 변형되어 홉장/ 

탈장 성농이 저하되거나 상실되게 된다. 변형된 ZrCo는 진공하에서 500
0

C로 수회 반복 가열 

처리함으로 완전히 복원된다. 350
0

C 온도와 1bar 미만의 압력 조건에서 수소 탈장 시 10년간 

ZrCo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되고 있다[1]. 

ZrCo에 T2 홉장/저장 시 T2 붕괴 생성물인 3He의 방출율은 ZrCOT1.4 경우 18개월 동안 

3% 미 만으로 나타난다고 보고되 었다. 

참고로， 고압력 하에서 T2를 장기 저장하기 위해 ZrCo와 HfCo로 Zr(l_x)HfxCo(O<x<O.5) 

고체 용액을 개발하여 그 성능을 평가하였다[12， 13]. Zr(1-x)HfxCo(O<x<O.5) 고용체는 ZrCo와 거 

의 유사한 결정 구조를 가지며 수소 평형압이 높은 물질이다. ZrCo는 1bar의 T2 공급 시 40 

OOC 이상 가열해야 한다. 반면 ZrCo와 HfCo 고용체는 혼합비를 조절하여 수소 평형압을 바꾸 

어 낮은 온도에서 탈장이 가능하다. Zro.7Hfo.3CO는 300
0

C로 ZrO.5Hfo.sCo는 250
0

C 의 온도에서 T2 

를 탈장하여 공급 가능하다. ZrCo와 HfCo의 고체 용액은 U과 ZrCo보다 낮은 온도에서 사용 

가능하여 열하중을 줄이고， 2차 밀폐관으로 T2 침투가 감소되며， ZrCo 변형의 문제가 없다. 또 

한 약 300
0

C 에서 ZrCo와 U가 가지는 자연 발화 위험의 문제가 없다. ZrCoH와 HfCo의 적절 

한 고체 용액과 진공펌프를 사용함으로써 낮은 온도에서도 T2의 저장 유지가 가능하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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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 홉장 물질인 Sc, Er, Zr과 Ti, Al, Nb, Sn의 합금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T2의 흡장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14]. 수소 홉장재로 Zr-Ti 합금을 사용할 때 ZrO.8 Tio.2Co, ZrO.7 Tio.3CO가 가장 적 

합하다고 한다[15]. 분말 상태의 Zr과 Ti의 두 물질을 혼합하고 진공에서 융용을 수회 반복하 

여 고성능의 Zr-Ti 홉장재를 제조한다. 참고로 T2 홉장재로 ZrCo와 Zro.7Hfo.3CO, Zro.sHfo.sCo, 

ZrO.8 Tio.2Co, ZrO.7 Tio.3CO의 수소 홉장/ 저장， 탈장 성능을 비교 평가하여 최적의 수소 흡장재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ZrCo의 홉장/ 저장y 탈장 성능과 특성 

(l)T 저장재 요건 

핵융합 연료 주기에서 D-T 연료를 저장하는 저장 용기에 저장재는 다읍 요건들이 충족 

되어야 한다[16]. 

첫째， T 저장재는 홉장 성능이 우수하고/ 탈장 온도에서 탈장 압력이 높아 탈장 성능이 

우수해야 한다. 또한 홉장 속도와 탈장 속도가 커서 홉장과 탈장이 빠르게 일어나야 한다. 실 

내 온도에서 흡장된 수소의 압력은 매우 낮아 T2 취급과 저장이 안전해야 한다. 탈장은 500
0C 

미만의 적당한 온도에서 분리 압력이 높아 탈장되어 회수하고 고온에서 T2 침투로 인한 손실 

을 최소화해야 한다. 홉장/탈장 온도에서 수소 구성비에 대해 수소 압력이 일정하여l 즉 

plateau 범위가 넓어서 일정한 압력에서 홉장/ 탈장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저장재에 영구적인 

T2 저장량이 적어야 한다. 

둘째， 핵융합 원료 주기에 존재하는 불순물들(CQ4， NQ3, Q20, CO, C02, Q = H , D, T) 

과 반웅도가 낮아야 하며/ 반웅으로 형성된 생성물이 수소 홉장 성능을 저하해서는 떨어뜨려서 

는 아니 된다. 또한 공기와 산소와 반웅도가 낮아 공기 중 자연 발화도가 낮고 수명이 길어 장 

기간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2)여 러 수소 홉장재 와 Zr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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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 + X/2Q2(g) 닐 MQx(s) (Q = H , D, T / M = ZrCo, U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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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C 이상의 고온에서 탈장 가능한 금속 저장재는 Ti, Zr, Ce둥으로 T2 제거 물질이나 장기간 

처 분에 적 합하다. 중간 저 장(interirn storage)을 위 한 저 장재는 실내 온도에 서 수소 평 형 압이 

낮고 500"C 미만의 중간 온도(moderate temperature)에서 1bar(105Pa) 이하의 압력으로 공급이 

가능한 물질이 적합하다. 위 조건에 U이 수소 홉장， 탈장 성능과 반웅 속도가 우수하나 공기와 

산소의 반응도가 높고 자연 발화도가 높고 방사성 물질의 단점이 있다.U 물질을 ZrCo, ZrNi 

둥으로 대체할 수 있다. 

Table 2에서는 여러 물질의 수소 흡장 성능을 비교 평가한 결과이며 금속에 수소를 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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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수소를 액체화하고 고체화하는 것보다 수소 홉장 밀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복합 금속이 단일 금속보다 수소 홉장력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ZrCo에 13.4MPa의 높은 수 

소 압력의 수소 홉장 실험에서 ZrCoH3까지 흡장 가능하다. ZrCo와 NaNisH6.7의 수소 홉장시 

부피 팽창이 U 수소 홉장시 보다 2배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탈장 온도 또한 U의 430 0C 보다 

ZrCo는 300 0C로 낮다. 실내 온도에서의 수소 홉장 시 U의 수소 평형압은 10.3Pa 미만 이나 

ZrCo는 U의 경우 보다 약간 높다. 하지만 실내 온도에서 T2 저장하기에는 ZrCoHx의 수소 평 

형압이 충분히 낮다. ZrCo에 H2나 D2를 35회 홉장/탈장 후에도 흡장 성능이 저하되지 않았다. 

Table 2. Comparison of hydriding capacity 

System nH( lQ22aν'cm3 ) W.Ha 

H2 gas(298K, 200bar) 1 100 

H2 liquid(20K) 4.2 100 

H2 solid(4K) 5.3 100 

N떠\li5H6.7 5.8 1.54 

ZrH2 7.3 2.16 

zrCofu 7.6 1.97 

ZrNiH3 7.7 1.97 

Ufu 8.2 1.25 

6 V(%)b 

34 

20 

75 

a: M-H 결합에서 H 무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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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ZrCo의 활성화와 흡장 방법 

ZrCo를 홉장 실험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활성화한다[17]. ZrCo 표면을 깨끗하게 처리한 후 무 

게를 달아 반응 용기에 넣고 1시간 동안 진공화하여 내부 가스를 제거하고 1.7*10-4pa까지 압력을 낮 

춘다. 진공화 후 약 300
0

C로 반웅 온도를 상숭시킨 후 300
0

C 에서 2시간 동안 유지하면서 활성화한다. 

활성화 후 실내 온도로 냉각 후 ZrCo에 흡장된 수소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일정한 양을 측정한 수 

소를 ZrCo 반응 용기에 주입하여 홉장이 평형이 되는 최종 압력을 기록하여 기체 이상 법칙으로 홉 

장된수소양을계산한다. 

(4)ZrCo의 수소 홉장 성 능 

실내 온도(25
0

C)에서 일정 부피의 수소를 20um 공극 stainless steel 펼터를 통해 반응 용 

기 주입 시 수소 홉장 반웅이 신속하게 일어난다[16]. 5-15초 사이에 초기 압력의 1/2로 낮아 

지 며 수 분 내 에 홉장 반응이 끝난다. 초기 수소 압력 을 2.13, 4.00, 6.67, 13.13, 30.96kPa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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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 수소 흡장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Table 3에서는 25 0

C 에서 12.43g의 ZrCo에 ZrCofu 

가 포화되도록 수소 흡장 시 소요 시간을 나타내었다. ZrCo의 홉장 속도가 U의 흡장 속도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초기 수소 압을 51.3, 55.3, 66.7, 86.4, 99.4kPa로 증가할수록 홉장 속도가 

증가하였다. ZrCOH1.56, ZrCoH2.34, ZrCoH2.99의 수소 흡장 속도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Table 3. Hydriding velocity of ZrCo 뻐dU 

MH1.5 (50%) 

MH2.7 (90%) 

MH2.97 (99%) 

zrCo 

3-4초 

25-40초 

180-360초 

U 

3-5초 

14-30초 

30-360초 

Table 4에서는 실내 온도(23
0

C)에서 ZrCo의 수소 홉장 성능을 나타내었다. 100
0

C 에서 수소 

99% 흡장 시 H는 7분， D는 11분， T는 60분 만에 흡장 반응이 완료되 었다. ZrCo에 H 용해도가 D와 T 

의 용해도 보다 높아서 빠르게 홉장되고 흡장 성능도 크다. 

ZrCoHx > ZrCoDx > ZrCoTx 

수소 흡장시 100
0

C에서 보다 실내 온도에서 홉장 속도가 빠르므로 수소 흡장시 발열 반웅으로 

인한온도상승을최소화하면서 실내 온도에서 홉장함으로홉장성능을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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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D 

T 

Q/ZrCo(mL!g) 

160 

145 

100 

Element 

(5)ZrCo 수소 탈장 성 농 

Van’sHoff 식 으로 온도에 따른 ZrCo에 수소 평 형 압력 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17] . 

Log P = -AjT(K) + B 

Log PH2(Pa) = -3396jT{K) + 10.28 

Log PD2{Pa) = -3158jT{K) + 9.72 

Log PT2{Pa) = -2872jT{K) + 9.38 

Table 5, 6에서는 온도에 따른 H， D， T의 평형압과 plateau 범위에서 H보다 D와 T의 평형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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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으며 plateau 범위도 짧음을 알 수 있다[18]. ZrCo에 흡장한 수소를 탈장하여 회수하기 위해 300 0C 

로 가열하여 높은 수소 압력에 의해 D나 T를 방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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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K) H-log P D-log P T-Iog P 

296 0.9 - 0.9 1 

373 1 2 2 

473 2.6 3 3.3-3.4 

573 4-5 4-4.6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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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K) H D T 

296 2.16 1.92 1.35 

373 1.75 1.1 1.2 

473 1.25 1.32 0.92 

573 0.9 0.88 0.58 

(6)ZrCo 의 변형과 재생 

ZrCo를 25-350 0C 온도 범위에서는 수회의 가역적인 홉장/탈장 성능이 유지된다. ZrCoHx가 

375 0C 이상 온도에서는 ZrH2와 ZrCo2로 변형되어 홉장/탈장 성능을 상실하게 된다[8]. 가스상 

(phase)과 고체상(phase)에 있는 수소가 높은 온도에서 동역학적 평형을 이룸으로써 ZrCo의 구조가 

재배치되어 변형된다. D, T는 H보다수소압이 높아 H보다 변형도가낮다. 변형된 ZrCo는 500
0

C 온 

도에서 수회 반복하여 진공하에서 열처리 시 다시 본래 ZrCo 구조로회복된다. 

400
0

C와 450
0

C 에서 수소 홉장/탈장 성능 평가 실험 시 실내 온도와 탈장 온도에서 압력 차이 

감소로 성능 저하를 평가하였다.400
0

C 에서는 1bar 미만수소 압력의 홉장/탈장 반응 10회 반복후에 

성능이 50% 떨어졌다. ZrCoDx는 ZrCoHx 보다 변형이 작게 발생하여 12회 반복의 홉장/탈장 후 성 

능이 40% 저하되었다. 450 0

C에서는수회 반복의 홉장/탈장후홉장성능을상실하였다. 이로써 ZrCo 

의 변형을 막기 위해서는 ZrCo 저장 용기를 350 0C 이하 온도에서 수소를 홉장， 저장y 탈장해야 한다. 

(7)ZrCo와 C, N , O 불순물과 반웅도 

300
0

C 이상의 고온에서 Cfu, N강 O2의 불순물이 ZrCo와 반응하여 홉장되게 된다[16]. 300
0

C 에 

서 57.5kPa 메탄(Cfu)과 접촉 후 80시간 경과 후 0.05mol Cj mol ZrCo가 형성되었다.400
o

C 에서 C와 

5.8시 간 반응 후 ZrCOCo.13, 7.3시 간 반응 후 ZrCoCo.28, 21.2시간 반응 후 ZrCoCo.42가 형 성 되 었고 C의 

반응 속도가 2*10-3ug2 . cm-4 • s-lCfu이 었다. 550 0C 에 서 ZrCo의 N2와의 반웅 속도는 10-3u당 . cm-4 • 

s-1N2로 U의 N2와의 반응속도 10-1ug2 . cm4 . s-1N2보다 102 정 도 반웅도가 낮았다. Table 7에 서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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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rCo에 C， N， O의 포화도를 나타내 었다. 

Table 7. Reactivity of ZrCo with ζ N, 0 at high temperature 

T(OC) Po(kPa) Time(hr) 

ZrCONO.96 550 103.7 64 

ZrCoC I.OO 400 25 113 

ZrCOOO.91 250 - 275 l.3 7.3 

ZrCOOL50 250-500 13.3 50 

ZrC002.81 250-630 l.3- 13.3 10 

ni/nzrCo (i = impurity, 불순물)이 0.3으로 N과 C에 의한 오염 시 수소 홉장 성능이 50%정도로 

감소하고 O에 의한 오염 시 성능이 20% 정도 감소되었다. H2를 150 0

C 에서 흡장 시 ZrCoC1.0과 

ZrCoNO.96은 nH/nzrCo=0.12로 홉장하였고 ZrCo02.8은 흡장력을 상실하였다. 이를 통해 ZrCo 저장 용 

기에 CH4, 02, N2의 불순물을제거하는 것이 ZrCo 홉장/탈장 성능유지에 중요함을 알수 있다. 

(8)공기 및 산소와 ZrCo의 자연 발화도 

ZrCo는 U보다 공기 와 물에 반응도가 낮다[16]. ZrCo1i3는 물， 수증기/ 붉은 미 네 랄 산에 반응하 

지 않는다. 실내 온도에서는 공기 중에 ZrCo와 ZrCoH2.8이 점화하지 않으나 300
0

C 에서는 공기와 반 

웅한다. 250
0

C 미만에서는 공기와산소 중에서 격렬한 반웅이 일어나지 않는다. 공기 중에 ZrCoHx를 

250
0

C로 가열시 점화 반웅이 일어난다. ZrCo를 250
0

C 에서 275
0

C로 증가하면서 산소 첨가 시 

ZrCoOo.잊까지 증가하고 300
0

C 에서 645
0

C로 증가 시 점화된다. 순수한 산소와 반웅 시에는 275-30 

o oC 에서 점화가 일어난다. 

고온에서 ZrCo의 공기 및 산소와의 반웅도는 U의 반웅도 보다 약하다. ZrCoHx가 실내 온도에 

서 안전하나 250
0

C 이상의 온도에서는공기 및 산소에 의해 점화반웅이 발생하므로탈장시 공기나 

산소가없도록처리해야한다. 

(9)3He의 생 성 과 ZrCo의 수명 

T2 이 시간에 따라붕괴되어 ~e가 생성된다[16]. 생성된 3He는 초기 수 년 동안은 ZrCo에서 방 

출율이 1% 미만으로 발생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e 방출율이 가속화되어 방출율이 생성율과 

같아진다.~e의 생성l 축적과 방출이 ZrCo의 구조에 변화를 줄 수 있으므로 ZrCo 저장 용기의 장기 
적 저장성능 변에서 3He의 생성，축적I 방출이 평가되고 적절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T2 • 3H + + b- + ve + 18.6k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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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T2 침투와 누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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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위 해 표면처 리 하였다[19]. 

(l)Ti-Zr 합금충 

저장용기 내벽에 Ti-Zr 합금을 진공(vacuum plasma spraying)에서 표면 처리하여 앓은 

충(thin film)을 형성시킨다. Ti-Zr 충을 입혀서 T2가 저장용기 외부로 확산되어 누출되지 않도 

록 한다[2이. 이를 응용하여 1차 저장 용기 외벽， 2차 용기 내벽/외벽과 T2 이동관/ 밸브/ 

rupture disc, 저장소(reservoir) 외부에 Ti-Zr 층을 씌워주어 T2의 누출을 억제할 수 있다. 

T2 이동관(pipe)으로 T2 통과 시 확산되어 누출되는 T2를 처리하기 위해 T2 이동관 외부 

에 수소흡장 물질 충을 두어 확산되는 T2를 흡장하였다[21]. 또한 T2 이동관 벽을 이중으로 하 

여 T2의 확산을 방지하고 확산된 T2를 다시 포집하였다[22]. 이를 웅용하여 저장용기의 2차 용 

기에 ZrCo 홉장 층을 두어 1차 용기에서 누출된 T2를 홉장 처리할 수 있다. 또한 T2 이동 연 

결관(pipe)， 밸브와 1차 용기 외부 표면을 Zr-Ti 충으로 씌워주어 T2가 확산되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2)산화충(oxide layer) 

T2 침투 방어막을 형성하기 위해 산화층을 씌워 주는 방법이 있다[23]. 900-1000
o

C의 온 

도 하에 산화력이 낮은 조건에서 20mbar 부분 압력의 산화제 수중기를 사용하여 구조재에 산 

화층을 씌워준다. 1차 용기 내부/외부와 2차 용기 내부/외부에 산화층을 씌워주워 T2 침투 방 

어막을 형성할 수 있다. 

(3)Phosphate-coating 

T2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T2 침투력이 낮은 Phosphate로 표면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 

다[14]. MnS04, Si02, Na2Cr2를 포함한 Phosphoric acid 용액에 구조재를 넣고 최소 350
0

C로 

가열하여 코팅하였다. 이를 웅용하여 1차 용기 내부/외부， 2차 용기 내부/외부와 T2 이동관 

(pipe), 밸브 내부/외부에 Phosphate coa바19 해줄 수 있다. 

27 



1차 용기에서 T2의 확산과 누출을 최소화하고， 2차 용기에서는 누출된 T2를 포집하고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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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sphate coating이나 Oxide layer로 T2 침투 방어막을 형성할 수 있다. T2 침투 방어막 위에 

1차 용기 외부， 2차 용기 내/외부에 Ti-Zr 층을 씌워주어 누출된 T2를 흡장 처리할 수 있다. 또 

한， T2 이동관l 밸브， rupture disc, 보유관(reservoir)도 Phosphate 층， Oxide 층을 씌워주고 그 

위에 Ti-Zr 층을 입혀 주어 T2 침투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2차 용기의 He 냉각 층 다음에 

1-2cm 정도의 ZrCo나 다른 수소 흡장재의 흡장층을 형성하여 누출된 T2가 흡장되어 제거되 

도록 할 수 있다. 

마. 1차 용기 재질 

ITER용 삼중수소 저장용기 설계에서 1차 용기 재료로 stainless steel을 사용한다. 

stainless steel 대신 열전도도가 높은 구리를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었다[25]. 구리를 사용함 

으로 stainless steel 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사용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열전도도가 높 

은 구리를 사용함으로 stainless steel에 필요한 냉각제가 필요 없다. 이를 응용하여 1차 용기 

재료로 stainless steel 대신 구리로 대체 가능하다. 구리 재질의 1차 용기를 사용함으로 1차 용 

기의 가열과 냉각 효율이 상승하고 1차 용기 저장이 안전해 질 수 있다. 

바 3He의 회수와 저장 

ZrCo 저장 용기에 저장된 T2와 D-T에서 T2의 붕괴로 발생된 3He는 상업적 가치가 높아 
서 회수하여 3He 저장 용기에 포집하게 된다[5， 26]. ZrCo에서 생성된 3He는 T2를 가열하여 탈 
장 시 15% 미만으로 유출된다. LTS 시스템의 107~ 저장용기와 SDS 시스템의 20개 저장 용기 

에서 매년 400L의 3He가 포집된다. LTS 저장 용기에서 T2를 탈장하여 ISS로 보내어 T2와 3He 

를 분리하고 T2 순도를 높인다. 분리된 3He를 D2(T) ZrCo 저장 용기(scavenger bed)에 순환하 
여 T2를 흡착시켜 T2없는 3He를 생성하여 3He 저장 용기에 포집한다. 

사. ITER LTS 시스템과 장기 저장 용기 

(l )1TER 장기 저 장 시 스템 

ITER용 삼중수소 장기 저장 시스템 (LTS)에서 1개의 장기 저장 용기 시스템 도면은 Fig. 

9와 같다[1]. T2를 주입구(inlet manifold, line 6-10-3802-T2)로 주입한다. 탈장 시 가열기로 1차 

용기를 가열하여 탈장한 T2를 유출구(out1et manifold, line 6-10-3804-T 2)로 유출하여 저장과 운 

반 시스템(storage and delivery, SDS)의 T2 단기 저장 용기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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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ITER LTS bed in LTS system 

많쿄굿뀐 

|6-10- 380 1- Hel 

| 16-1 0-3803-VACI 

2차 저장 용기에서는 100g의 T2 저장에서 발생하는 T2 붕괴열 O.321Wjg을 제거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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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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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 박스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2차 용기에 He을 진공관(manifold， line 6-10-3803-VAC)으 

로 빼주고 진공화한다. T2 탈장과 회수 후l 가열이 끝나면 바로 He으로 2차 용기를 채워주어 1 

차 용기를 냉각한다. 1차 용기 내에 수소 홉장 속도를 늦추는 불순물(bl없ù<eting gas)을 제거하 

기 위해 진공관(opening V A-I0-3610)을 통해 진공 펌프로 진공 처리한다. 

모든 연결선을 진공화하기 위해 진공관(rn없úfold， line 16-10-3803-VAC)과 on-off 밸브 

(opening VA-I0-3610, opening VA-I0-3612)를 사용한다. 1차 용기의 과압을 방지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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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V-9-300이으로 이 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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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T2 유입구 

(2)T2 유출구 

@He 유입 구(2차 용기) 

@He 유출구(2차 용기) 

(5)1차 용기 진공관 

@1차 용기 과압시 reservoir로 이동부 

@진공부 

@가열기 

1 .장기 저장 시스템(LTS) 

1 구성 요소 : 107~ 장기 저장 용기， 2개 T2 이동 장기 저장 용기/ 

2개 T2 이동 보유관(reseπoir) 

11.가열기 : 10개 저장 용기와 2개 T 이동 저장 용기에 설치 

111. 기 구(instrurnents) : GOS, PIR, PIRS+, PZIS+, TIR, TZIS+ jTI 

V1.연결관(pipe) : pipe 

V.밸브(valve) : VA - 자동 valve (진공)， BD-10-3191 - 자동 valve, 

VM - 자동 valve (수소 이 동)， VM - 수동 valve 

(2)lTER 장기 저장 용기 

ITER용 삼중수소 저장 용기 Fig. 10의 설계도에 따르면 100g(35rnol)의 T2를 저장하는 

ZrCo 저장 용기 크기는 지름 45야nrn에 700rnrn 길이이다[1]. 30-200"C 정도의 옹도에서 T2를 

저장 용기에 주입하여 홉장하고， 300-400.C 의 온도로 가열하여 탈장시킨 T2를 유출한다. 여분 

의 가열기까지 2개의 가열기를 1차 용기에 장착하여 1차 용기 표면과 1차 용기 내부 ZrCo의 

온도 측정계로 가열기를 작동하고 제어하여 400.C (673K)에서 가열하여 탈장한다. 1차 용기의 

온도를 적절히 조절하여 홉장/탈장 시 적정 압력을 유지한다. T2 이동 펌프는 Metal Bellow 

Purnp로 60Lj rnin(380H*340W*220H)과 30Ljrnin(220H*110H*190H) 2종류를 설치하였다. 진공 

펌 프는 250Ljs의 TMP(3200dia*315H)를 사용하였다. 

ITER용 삼중수소 저장 용기 설계는 다음과 같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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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Design of ITER storage bed 

아. 일본 JAERI 100g T2 저장 용기 

Fig. 5는 일본 JAERI에서 개발한 저장과 운반 시스템의 단기 저장 용기의 설계 도면이 

다. 단기 저장 용기의 calorimetry인 1차 용기 내 He 주입과 흐름관을 제외하면 장기 저장 용 

기가 된다.100g의 T2를 ZrCoT1.5로 저장하기 위해 3.5kg ZrCo powder를 1.5kg Cu balls를 1차 

용기에 혼합하여 충전하였다[3]. 1차 용기 내 ZrCo의 변형을 막기 위해 T2 유출구를 진공펌프 

로 연결하여 압력을 낮게 유지하였다. 

CD1차 용기 : 지름 139.8mm, 길이 220mm, 확장 길이 320mm 

(2)2차 용기 : 지름 35Omm, 길이 670mm 

(3)1차 용기 구성 요소 : T2 주입관/유출관， 1차 용기 표면 온도 측정계/가열기/전원 공급기 

여
 야
 



@2차 용기 구성 요소 : 열 차폐 관 5개 (SS304), 진공충 외 벽 (SS 304) 

자. 저장 용기의 처분 

탈장 후 저장 용기의 ZrCo와 1차 용기 (stai띠ess steel)에 T2가 잔존한다. 400
0

C 에서 T2를 

1bar로 급속 탈장 시 0.04Ci/g의 T2가 잔존한다. T2 저장 용기를 재사용하기 위해 450 0

C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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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T2 저장 용기를 최종 처분하기 위해 잔류 T2를 제거하고 불리적/ 화학적/ 방사적으로 안전 
한 상태 로 전환한다[27]. 잔류 T2를 제 거 하기 위 해 고온으로 가열(isotopic swapping)한다. 수회 

반복되는 가열/탈장 처리를 통해 T2의 제거도가 높아진다. 하지만 60GBq 미만 값으로 낮아지 
지는 않았다. 

T2 탈장 제거 후 T2 저장 용기를 비활성화하기 위해 10%의 산소를 포함한 He 가스를 
저장 용기에 주입하고 478

0

C 의 고온에서 200시간 동안 산화 반응시킨다. 온도가 276
0

C 에서 48 
OOC.로 상승하면서 3He와 T2가 유출되고 CT4가 HTO로 산화된다. 산화 후 molecular sieve 5A 

로 저장 용기를 채워 HTO를 포집하여 저장 용기의 T2를 제거하고 비활성화한다. 가열/탈장 

(isotopic swapping) 방법보다 고온 산화의 비활성에 의한 T2 제거율이 높았다. 

T2 저장 용기에 잔류 T2가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T2 저장 용기 처분의 관점에서도 중요 
하다. ZrCo에 가능한 100%의 T2가 홉장되고 탈장되도록 흡장/탈장 성능을 높이는 것이 중요 

하다. 또한 T2 저장 용기 stainless steel에 T2의 확산/침투되어 잔존하지 않도록 T2 저장 용기 
내부/외부에 T2 침투 방어막 충 처리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3. SDS, LTS 용기 의 저 장재 평 가[28] 

가. ZrCo와 U의 성능 비교 평가 

ITER-EDA에 서 수 년 간의 R&D를 통해 약 1996년 SDS, LTS에 D-T의 저 장재 로 ZrCo을 선정 하 
였다[30]. ITER 부지가 프랑스 차타라쉬로 정해지면서 유럽 연합측이 올해 2005년도부터 ZrCo 대신 

U 사용을 주장하면서 ZrCo와 U중에 저장재 선정 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ITER용 SDS에서 

200Pa . m3 
• S-1의 D-T를 약 20년간공급할 효율적인 저장재를 선정하는 것이 아주중요하다. 이를 위 

해 U과 ZrCo의 성능 비교와 SDS와 LTS 적용의 적합도를 비교 평가하였다. 

100g의 삼중수소를 효과적으로 홉장/탈장하여 공급하기 위한 저장재는 다음과 같은 조 

건들을 만족해야 한다[16]. 

CD홉장성능우수y 실내 온도에서 평형 압력이 매우낮음. 

@탈장온도에서 탈장성능우수. 

@탈장 온도가 낮아서 삼중수소 확산이 적음. 

@흡장 속도와 탈장 속도가 빠름. 

(5)Plateau 범위가 넓어서 일정 압력에서 홉장과 탈장이 가능해야 함.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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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재에 영구적인 T2 저장량이 적어야함. 

@불순물들(CQ4， NQ3， Q20, CO, CO2, Q=H, D, T)과 반응도가 낮아야 함. 

@공기 및 산소와의 반웅도가 낮고 발화도가 낮음. 

@수명이 길어 장기적인사용이 가능해야함. 
@3He 방출 영향이 낮아야 함. 

@변형되지않아야함. 

저장재로써 U은 다음의 장단점이 있다[3， 4]. U은 세계적으로 핵융합 실험에서 D-T 연료 공급 

저장재로사용되어 왔고그성능이 입증되었다.U은실내 온도에λi10-3Pa 미만의 낮은평형압을가진 

다. 또한y 실내 온도에서 UH2.92 정도까지 홉장되며 홉장속도와탈장속도가높다. 이에 반해 U은 감 

손 우라늄(Depleted Uranium) 이 지 만 핵 물질로 감마선을 방출한다. 또한 U은 세 계 적 으로 IAEA둥에 

의해 그 사용이 엄격히 통제되고 핵물질로 취급이 어렵다.U은 수 회의 홉장/탈장으로 1um미만의 

미세 입자가되어 유입구와유출구에 filter를통해 확산될우려가있다.또한U 분말이 실험이나취급 

시 인체에 흡입되면 치명적이다. U powder는 자연 발화도가 높고 02, N2, CH4동의 불순물들과도 쉽 

게 반웅한다.또한흡장시 약 75%의 부피 증가로 인해 용기에 구조적 변형과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해야한다. 

감손 우라늄(DU)을 대 체 하기 위 하여 대 체 저 장재 로 ZrCool 개 발되 어 R&D를 통해 ITER SDS 

와 LTS의 저장 물질로 1996년 선정되었다. ZrCo는 비핵물질로 사용에 제한이 없고/ 공기 및 불순물 

과의 반응도가 낮아 상온에서 취급이 용이하다. 또한 탈장 온도가 350
0

C로 UHx의 430-450
0

C보다 

낮아수소침투와확산방지에 유리하다.수소홉장시 부피 팽창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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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teau 범 위 가 U보다 짧아 ZrCoQ2까지 흡장되 는 단점 이 있다. 또한 ZrCoQx(Q=H, D, T)가 375 0C 

이상의 온도와평형압 이상의 압력에서 ZrH2와 ZrCo2로 변형되어 흡장 성능이 상설된다. 이를 방지 

하기 위해 ZrCoQx에서 수소 공급 시 350 0C 이하의 온도에서 진공 처리하여야하며， ZrCoQx를 350
0

C 

미만의 온도와저압력으로유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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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그러 나 ZrCoHx는 Fig.11 d)와 같이 plateau 범 위 가 좁고 ZrCoQ2까지 홉장된다. 

ZrCoHx와 UHx의 성능을 Table 8과 같이 비교하여 나타내었다[16，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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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Equilibriurn pressure of UHx and ZrCoHx 

Table 8. Cornparison of characteristics between ZrCoHx 하ld UHx 

방사성 

실내 온도에서 평형 압력 (Pa) 

plateau 범위 
탈장 온도(t) 

홉장시 부피 증가도(%) 

홉장시 발열열(kJ/moD 

업자 크기(때J) 

ZrCoHx 

비핵물질 

4*10-3 

H/M =0.2 -2.0(473K) 

300-350 

핵물질 
10-3 

H/U=0.0l -2.96(473K) 

430-450 

UHx 

20 

76.3, 81.7 -90.4 

>1 

75 

81-88 
<l(확산 가능성) 

zrCo, ZrCoHx의 파우더 는 
설내 온도에서 안전함 

250t 이상의 온도에서 

공기 중 연소 반웅 

실내 온도에서 공기 중 반웅 

고온에서 연소 
자연 발화도 

U이 zrCo보다 반웅도 높음 

있음(400t ， 133앉a Q2, 
1일간 반웅 시 변형발생) 

500t에서 진공 하에 10시간 

처리， 홉/탈장 성농 완전 회복 

없음 

불순물과 반응도 

변형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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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rCo이 U보다 불순물과의 반응도가 낮다. 높은 온도(430
0

C)에서 U은 02, CO, H20와 반 

응도가 높다. 흡장된 불순물이 수소 흡장성능을 저해하여 수소의 홉장을 막는다[16， 32] 

U+4j302 닐 1j3U308 (at 450 0C) 

2U + 3j2N2 닐 U2N3 

U+2H20 늑 U02 + 2H2 (at 250 0C) 

4U + 6NH3 늑 2U2N3 + 9H2 (at >300 0C) 

ZrCo도 300 0C 이상의 온도에서 CH4, N2, O2의 불순물과 반웅하므로 탈장 시 불순물들이 없도 

록 처 리 해 야 한다. 하지 만 ZrCo는 U보다 불순물과 반웅도가 낮다. 

탈장 후 잔류된 삼중수소의 양은 ZrCo가 U보다 약간 많다.U은 450
0

C 에서 탈장 시 대부분 

100% 수소가공급된다. ZrCo는 탈장후소량의 수소가 ZrCo 내에 잔존한다. 탈장후 450
0

C 에서 진공 

화하여 잔류된 수소의 양을 줄일 수 있다(3*108BqT j gZrCo) [16]. ZrCoTx와 UTx에서 3He의 방출율은 

거의 비슷하다[16， 33]. UTx에서 수 년 동안 1% 미만의 3He가 방출되고 수 년 이후에는 방출율이 증가 

하여 방출율과 생성율이 동일해진다[16]. ZrCoTx에서는 3He의 방출율이 초기 2년간 3% 미만이고 

3HejZrCo가 0.15에 이르면 방출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2년 이후에는 3He 방출율이 25% 이상 증가하 

게 된다[33]. ZrCo에 생성되어 갇힌 3He는 매우 열적으로 안정하여 ZrCoTx에서 T2 공급시 3He이 거 
의 미량으로폰재한다.600 0C 에서는 생성된 3He의 15%정도를 방출한다. 

ZrCo는 25-350
0

C 에서 수회의 가역적 홉장/탈장성능을유지한다. 375
0

C 이상에서 ZrCoHx가 

ZrH2와 ZrCo2로 변형되어 홉장/탈장 성능을 상실하게 된다[1꺼. 변형된 ZrH2와 ZrCo2를 500
0

C 에서 

수 시간 동안 진공 처리하여 ZrCo로 완전히 재생되어 진다.300
0

C 이상 온도와 평형압력보다 낮은 압 

력에서는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ZrCoHx 변형은 350
0

C 미만에서 진공하에 탈장함으로 막 

을수 있다.또한수년간사용후 약간의 변형 추정 시 350
0

C 에서 탈장 이후에 500
0

C 에서 진공 처리함 

으로써재생된다. 

ZrCo는 이탈리아 SAES getter 회사에서 100g에 176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고가이나， Zr와 Co 

powder에서 arc melting 방법으로 제조가 가능하다. ZrCo는 용기 성능 실험과 운반/취급이 용이하 

다. 이에 반해 U은감손우라늄이지만핵통제 물질로사용이 엄격히 통제되고 미국동의 회사에서 구 

입하여 사용하고，취급과운반에 여러 가지 제한과규정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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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 공급， SDSjLTS 용기 공급， 운전과 폐기처분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U을 저장재로 사용 시 

U 저장용기를 U 운반과 규제에 맞게 SDSjLTS 용기를 설계하고 공급해야 한다. 또한 U 사용 시 U 

powder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고 불순물 제거 장치를사용하여 U용기에 공기나불순물이 

투입되지 않도록해야 한다.또한홉장시 부피 팽창으로인한용기의 구조적 손상을최소화하여 설계 

해야한다.ZrCo를저장재로사용시 변형을막기 위해 350
0

C 미만의 온도에서 진공상태로탈장하고 

저장용기가 350
0

C를넘지 않고저압력으로유지하기 위해 과온도제어 시스템과고압방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설치하고운전해야한다.또한수년동안사용후약간의 변형 추정 시 탈장후 500
0

C로올 

X 

ω
 



려 진공하에 재생처리가가능해야한다. 

4. ZrCo 활성화와 홉장속도 탈장속도 평가[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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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wder를 소형 반응기에 충전하고 ZrCo 활성화， 파우더화I 흡장/탈장 실험을 수행하였다. 

가. 실험 방법 

ZrCo 흡/탈장 실험은 Fig. 12의 실험 장치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35]. ZrCo chunk를 소 

형 반응기 (30.0cm3)에 충전하고， 400 0C 에서 진공/열처리하여 수분동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Table 9와 같은 조건에서 수소를 흡장/탈장하여 파우더화 하였다. 탈장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ZrCoHx 흡장 후 350 0

C로 가열하면서 탈장된 수소를 진공 펌프로 측정 용기에 이동하여 MKS 

PR 4000 Baratron 압력 측정계로 수소 압력을 측정하여 공급된 수소의 양을 계산하였다. 

될 PC 

Baralron 

Thermocouple 1 RP 

E멜 털I피 많팩 

Figure 12. Experimental equipment for evaluation of ZrCo disproportionation 

Table 9. Four times hydriding/ dehydriding on 19 ZrCo chunk 

홉장 시 초기 수소 압력 

흡장 시 반응 온도 

탈장조건 

1O.9kPa(0.0097mol) 

설내 온도(-26"C ) 

30분 동안 350"C로 가열， 2시간 동안 350
0

C로 유지 

탈장된 수소 진공 펌프로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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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험 결과 및 고찰 

(l)ZrCo chunk의 전처리와 파우더화 

ZrCo chunk와 수소 반응 전에 ZrCo 표면에 수분동의 불순물을 제 거 하기 위 해 Table 10 

와 같이 400
0

C 에서 진공 펌프로 약 3시간 정도 진공 열처리하였다. Fig. 13과 같이 전처리하지 

않고 ZrCo에 수소 반응 시 약 17시간 후에 반응이 시작된 반면 전처리후에는 0.5시간 만에 반 

응이 시작되어 약 10시간 경과 후ZrCoH2.92로 흡장되었다. 이로부터 ZrCo chunk와 수소의 반 

웅 전에 400-600
0

C로 진공 열처리하여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전처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Table 10. Pretreatrnent of ZrCo chunk 

초기 수소 압력 조건 

94.2kPa(O.0811mol, 24.35H/ZrCo) 전처리 없음 

10.7kPaCO.OO97mol, 2.92H/ZrCo) 전처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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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Effect of preagreement before ZrCo hydriding 

전처리 이후 1회 수소 흡장 시 I 350"C로 가열하여 진공 펌프로 수소를 제거한 후 탈장하 

였다. 이후 3회 수소 흡장/탈장을 반복하였다. Fig. 14와 같이 홉장/탈장이 반복될수록 chunk 

가 파우더화 됨에 따라 홉장 속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홉장이 반복될수록 최대 홉장되는 

수소의 양이 감소되는 것은 350
0

C 에서 탈장 시 홉장된 수소가 100% 제거되지 않고 ZrCo에 잔 

류되어 있는 수소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Fig. 15에서 4회의 홉장 시 반웅열로 인한 온도 상승 

속도가 홉장 속도에 비례함을 알 수 있다.4회의 수소 홉장/탈장 뒤 파우더화된 ZrCo의 입도 

분석 결과 Fig. 16과 같이 0.5-123um의 입도분포를 나타냈고I Fig. 17의 XRD 분석결과 ZrCo2 

와 ZrH2는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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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Rate of hydriding during four tirnes hydridingj dehydriding on 19 ZrCo 

(')0 

60 

ô 
암 40 

흉 
~so 
1-

2.0 

10 

*Fl ‘ 1 

O 

Time(hr) 

Figure 15. Ternperature change during four tirnes hydridings 

- 38 -



1 ‘ 1 

Sample Narn협0 %) 
니m 
19.63 

S
옮
〔
이
한
잉
。
깅

S
P
E
%융
용
@
잉
잉
엄
 

% 

따3
빠
L
싫
J빨
뺨
빠꺼0
뻐
 

100 

O 
0.10 100 

Figure 16. Distribution of particle size after four times hydridingj dehydriding on 19 ZrCo 

chunk 

50 

짧
 

av 

m 

빼
 

nr 
〈
」0.5 

ZrCo --톨
 률
l
l
 rl 

600 

550 

500 

400 

300 

250 

200 

450 

350 

” 
ι
-
-
』그
 。
。

15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2T h eta 

Figure 17. XRD pattem after four times hydridingjdehydriding on 19 ZrCo chunk 

홉장 시 홉장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반응하는 수소의 양(압 

달리하여 홉장 속도를 평가하였다. Fig. 18과 같이 실내 온도보 

압력(수소의 양)이 높을수록 홉장 속도가 증가함을 알 수 

39 

있 

1회 수소 

력)과 온도를 Table 11과 같이 

다 100
0

C 의 온도에서， 초기 수소 

다. 

ZrCo chunk에 



Table 11. lnitial hydrogen pressure and temperature at first hydriding on 19 

ZrCo chunk 

초기 수소 압력(kPa) 

1 10.7 

2 10.7 

3 10.7 

4 93.4 

5 93.4 

3 

2. .5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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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J

‘~ ::I: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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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00ρC-710to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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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Hydriding rates at various temperature and pressure at first hydriding 

on 19 ZrCo chunk 

위의 결과로부터 ZrCo chunk를 빠른 속도로 파우더화하기 위해 Table 12의 조건에서 수 

소 홉장/탈장을 수행 시 Fig. 19과 같이 반웅 속도가 증가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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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Hydridingj dehydriding for powderization of 19 ZrCo chunk 

흡장 

2 

3 

3회 탈장 

3.5 

3 

8II히 2 .5 

2 

←。

0 
0 

초기 수소 압력 온도("C) 

710kPa(0.0408mol) 100 

710kPa(0.0408mol) 100 

71 OkPa (O.0408mol) - 25 

350
0

C 로 30분 가열， 350
0

C 에서 2시간 유지 진공 펌프로 뽑아줌 

Third hydriding 

2 

First hydriding 

3 

Time(min) 
4 5 6 

Figure 19. Hydriding rates at high pressure and high temperature on 19 ZrCo chunk 

이 결과로부터 이후 ZrCo chunk의 활성화를 위해 400 0

C와 진공하에서 불순물을 제거하 

는 전처리 후 100
0

C 에서 25 - 30Hj ZrCo의 수소를 주입하여 1회 홉장하고 350
0

C 에서 약 3시간 

정도 진공 처리 후 탈장하였다. 이후 실내 온도에서 25 - 35Hj ZrCo 수소를 반용하여 흡장한 

후 350
0

C 진공하에 탈장하여 2-4회 정도 홉장/탈장을 반복하여 파우더화 하였다. 마지막 탈 

장 후 잔류수소를 제거하기 위해 400
0

C 에서 진공 열처리 후 제거하였다. 

(2)ZrCoHx의 홉장 속도와 탈장 속도 

Table 13에 서 와 같이 ZrCoHx의 최 적 x 값을 정 하기 위 해 ZrCoHx(x = 1.5, 2.0, 2.5, 2.8) 

의 홉장 속도와 탈장 속도를 평가하였다. Fig. 20, 21과 같이 홉장되는 수소의 양(xHjZrC이이 

증가할수록 홉장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었다. 2.8HjZrCo의 수소 홉장시 19.1torr의 수소 

(0.0022mol)가 홉장되지 않고 잔존하였다. 최대 수소 홉장범위가 ZrCoH2.92 정도이고 탈장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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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홉장 

탈장 시 

것으로 추 

연구되 었다[36]. 2.8H/ZrCo의 

흡장 후 350
0

C 에서 진공 펌프로 

홉장되는 수소의 양에 영향을 준 

ZrCoHo.o까지 완전히 수소가 제거되지 않는다고 

시 수소가 완전히 흡장되지 않은 것은 이전의 수소 

수소가 완전히 탈장되지 않고 잔류되어 있어 다음 

정된다. 

\..... 
;:::-

ZrCoHx 흡장 시 발열 반응으로 온도가 Fìg. 22와 같이 150-200 0

C까지 증가하였다. 공기 

중에서 흡장 시 용기 온도가 200 0C 미만으로 ZrCo 변형에 안전하였다. ITER용 SDS 용기는 1 

차 용기 외부를 2차용기가 진공충을 형성하여 둘러싸서 100g 삼중수소 흡장 시 온도가 300 0C 

미만으로 유지되도록 설계하고 검증해야 한다. 

다. 

위 실험에서 ZrCoH1.5 - ZrCOH2.5 범위에서 수소를 

ZrCoTx는 ZrCoHx 보다 평균 압력 이 높아 일본 JAEA 

알수 

ZrCoT1.7-ZrCoT1 .8를 

효과적임을 홉장하는 것이 

TPL에서는 

대 홉장값으로 정하였다[6]. 

Table 13. Initial hydrogen pressure of ZrCoHx(x=l .5, 2.α 2.5, 2.8) hydriding 

( 
」
」

‘ i i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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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조성 

1.5H/Z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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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H/ZrCo 

2.8H/Zn:::o 

o 5 

초기 수소 압력 

69.3kPa(O.0600mol) 

91.9kPa(O.0799mol) 

115.3kPa (O.0999mol) 

128.π<Pa(0.1 119mol) 

~ 1 .5H/ZrCo hydriding 
LI. 2.0H/ZrCo hydri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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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Pressure change during hydridings of ZrCoHx(x=l .5, 2.0, 2.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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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Temperature change during hydridings of ZrCoHx 

Table 14에 언급하였듯이 ZrCoHx 홉장 후 350 0

C로 60분간 가열하면서 진공처리 후 탈장 

된 수소를 측정 용기에 이송하여 공급된 수소의 양을 Fig. 23과 같이 측정하였다. 350 0

C 에 도 

달한 60분 후에 약 50%의 수소가 공급되고， 350
0

C 에서 30분 동안 유지 이후에 거의 100% 공 

급됨을 알 수 있다. ZrCoHx에서 탈장 속도는 Fig. 24와 같이 350 0

C 에 도달한 60분후에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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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06L . min-\O.083-0.1Pa . m3 
• sη의 최대 속도를 나타났다. 흡장된 수소의 양이 많을수록 공 

급 속도가 증가함을 Table 15에서 알 수 있다_ 12g ZrCoHx의 공급 속도에서 3.5kg ZrCo ITER 

용 SDS 용기의 최대 공급 속도를 비례값으로 14.6-1η7.5또L. min-끼2장.4.2긴1-29_17Pa . m 3 
• s녕1)로 추 

정할수있다. 

탈장 시 홉열 반응으로 인하여 온도 상승이 지연됨을 Fig. 25에서 알 수 있다. ZrCoH1.5 

에서 탈장 시보다 ZrCoH2.0, ZrCoH2.5, ZrCoH2.8에서 탈장 시 탈장되는 수소의 양에 비례하여 

온도 상승 지연이 더 지속됨을 알 수 있다. 

Table 14. Heating temperature and pressure measurement during dehydriding of ZrCoHx 

온도 350
0

C 로 60분 가열， 350
0

C 에서 3시간 유지 

압력 탈장된 수소를 진공 펌프로 뽑아 측정 탱크로 이동하여 공급된 수소의 압력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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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Delivered hydrogen during dehydridings of ZrCoHx 

Table 15. Average delivery rate from ZrCoHx 

ZrCoHx 

X=1.5 

X=2.0 

X=2.5 

X=2.6 

평균 공급 속도 

0.012L . min-1(0.020Pa . m3 • S - l) 

0.016L . min-1(O.027Pa . m3 
• S-l) 

0.020L . min-1(O.034Pa . m3 • S-l) 

0.022L . min-1(0.037Pa . m3 
• 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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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Temperature changes during dehydridings of ZrCoHx 

증가 시까지는 공급 속도 

가열 후 공급하 

않은 경우를 Fig. 

270-280
0

C로 

그렇지 

속도 증가 평가 

초기 20분 동안 100
0

C까지 

Table 16, 17과 같이 용기를 
예 열하여 공급하는 경우와 

껴
 엉 

살
 
나
 

(3)일정 온도로 가열 후 공급 시 공급 

Fig. 26에서 350 0

C로 60분간 가열시 

가 낮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였다. ZrCoH2.0으로 흡장 후 공급 



27, 28과 같이 비교하였다. 278-340 oC 범위에서 초기 최대 공급 속도가 0.33L . rnin-\0.55Pa . 

m3 . s 1)로 25-350 oC 범 위 에 서 최 대 공급 속도 0.05 - 0.06L . rnin-끼0α.083-0.1Pa . rn3 .녕S-l) 보다 약 

6배 정도 증가하였다. 초기 공급 속도 이후 공급 속도는 두 경우 동일하였다. ZrCoH2.5 흡장 

후 약 280-350
o

C 에서 공급 속도를 ZrCoH2.0 홉장 후 278-340 o

C 에서 공급 속도를 Fig. 29와 

같이 비교 평가하였다. ZrCOH2.5에서 최대 공급 속도는 0.6L . rnin끼1Pa . rn3 
• S-l)로 ZrCoH2.0에 

서 보다 약 2배 정도 증가하였다. 약 280
0

C 의 온도로 가열 후 공급 속도와 실내 온도에서부터 

350
0

C로 가열하면서 공급 시 평균 속도는 Table 18에 나타내었다. 

Table 16. Heating ternperature 없ld pressure rneasurernent during preheating 없ld delivery of 

ZrCoH2.o 

시간(분) 온도("C) 진공 펌프 작동 

0-51.2 28-272.9 작동 안함 (탈장된 수소 반응 용기 와 manifold에 갇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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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7. Heating ternperature and pressure rneasurernent during preheating and delivery of 

ZrCoH2.5 

시간(분) 온도("C) 진공 펌프 작동 

0-55.6 28-287.6 작동 안함 (탈장된 수소 반응 용기와 manifold에 갇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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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에서 홉장된 수소의 양(xHjZrCo)이 증가할수록 350 0C 미만의 온도 범위에서 공급 

속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로부터 πER용 ZrCo SDS 용기에서 ZrCoQx(Q=H, D, 
T)를 250-300 oC 로 예열한 후 연료 공급 시 300-350 o

C로 온도를 상승시키면서 공급하는 것 

이 공급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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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delivery of ZrCoH2 .0 by preheating and sup이y 

- - - - delivery of ZrCoH2 .0 without preh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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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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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 Comparison of delivery rates at 278~34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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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 Comparison of delivery rates at 278 - 340 oc from ZrCoH2.0 뻐d ZrCoH2.5 

Table 18. A verage delivery rate of ZrCoH2.0 뻐d ZrCoH2.5 

조성비 공급 시 온도 범위('C ) 평균 공급 속도 

ZrCOH2.0 25-350 0.016L ' min-1(0.027Pa' m3 
• S-1) 

ZrCOH2.0 273-350 0.053L' min-1(0.089Pa . m3 
• S - 1) 

ZrCOH2.5 25-350 0.020L. min-1(0.034Pa . m3 • S • 1 ) 

ZrCOH2.5 288-350 0.086L . min-1(O.143Pa . m3 •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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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론 

ZrCo chunk의 최적 활성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l)ZrCo chunk를 400-600 0

C 에서 진공 펌프로 처리하여 수분 동의 불순물을 제거한다. 

(2)1000C 에서 과량의 수소(25 - 30H/ ZrCo)를 ZrCo chunk와 반웅하여 홉장한다. 

(3)실내 온도에서 350
0

C로 가열하면서 진공 처리로 탈장된 수소를 5시간 이상 제거한다. 

(4)2회째 흡장부터는 실내 온도에서 과량의 수소(25 - 30H/ ZrCo)와 반응하여 홉장한다. 

(5)순서 (3)-(4)와 같이 홉장/탈장을 5회 정 도 반복한다. 

(6)마지막 탈장 후 잔류 수소를 제거하기 위해 400-600
0

C로 가열하면서 진공 처리 3-5시 

간 정도 뽑아 처리한다. 

ZrCoHx(x=l .5, 2.0, 2.5, 2.8)의 홉장 결과 ZrCoH1.5-ZrCoH2.5의 범위 내에서 효과적으로 

수소가 홉장됨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로부터 ZrCoTx는 ZrCoDx와 ZrCoH보다 평형 압력이 

높아 ZrCOT1.5를 최적 흡장 범위로 설정하였다. 

ZrCoHx(x=l.5, 2.0, 2.5, 2.8) 흡장 후 25-350
0

C에서 진공 처리 후 수소 공급 시 최대 공 

급 속도는 8.3*E-03 Pa . m3 
• 8-

1 . g-1-ZrCo이었다. 용기를 약 280"C로 예열 처리 후 280-340 0C 에서 

진공 처리로 공급 시 최대 공급 속도는 ZrCoH2.0에서 4.6E-02 Pa . m 3 
• 8-

1 . g-1-ZrCo이었으며y 

ZrCoH2.5에서 8.3E-02 Pa . m 3 
• 8-

1 . g-l-ZrCo로 공급 속도가 증가하였다. 

이로부터 ITER용 ZrCo SDS 용기 의 약 3kg의 ZrCo에 ZrCoT1.5 홉장 후 최 대 공급 속도가 10-

30Pa . m3 
• 8-

1 . g-1-ZrCo가 됨 을 예 측할 수 있다. 

추후 소형 ZrCo SDS 용기를 사용하여 ZrCoHx에서 홉장 속도와 탈장 속도를 측정하고/ 높은 

온도범위에서 탈장속도증가도를 평가하여 흡장과 탈장조건을 최적화할 것이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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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ZrCo 분해 안정성 이론 기술[28，36] 

1. ZrCo가 분해되지 않는 Isotherm 영 역 규명(저압/ 고온 영 역) 

가. PTX 선도 분석 

SDS 용기와 LTS 용기에 D-T 연료 가스의 저장재로 오랫동안 사용되었던 U를 U의 높은 

자연 발화도와 핵물질의 취급 어려움으로 인해 ZrCo로 대체하여 사용하기로 채택하였다. 

ZrCo는 실내 온도에서 ZrCoHx로 흡장되고/ 아래의 식에 의해 250-350 0C 온도와 진공 처리 

하에 탈장된다. ZrCoHx가 350 0C 이상의 온도와 고온의 압력에서는 아래의 식에서 나타내었듯 

이 ZrH2와 ZrCo2로 분해되어 흡장/탈장 성능을 상실한다[3-8]. 변형된 ZrH2와 ZrCo2는 아래 

의 식에서처럼 500
0

C 에서 약 8-10시간 진공 처리를 시행하면 가역적으로 초기 상태의 ZrCo로 

재생된다. 400
0

C 미만의 온도에서는 변형 반응 속도가 느리고， 평형압보다 낮은 압력에서는 탈 

장 반응이 변형 반응보다 빠르기 때문에 변형이 관측되지 않았다고 보고되었다. ITER D-T 플 

라즈마 실험을 위해 SDS 용기에서 반복되는 흡장과 탈장 시 높은 속도로 D-T를 탈장시켜 줌 

으로써 변형으로 인한 흡장/탈장 성능과 흡장/탈장 속도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 

Hydriding 

ZrCo + (x/2)H2 • ZrCoHx (실내 온도에 서) 

Dehydriding 

ZrCoHx • ZrCo + (x/2)H2 (250-350 oC, 압력 < -1000Pa) 

Disproportionation 

ZrCoHx • 0.5ZrH2 + 0.5ZrCo2 + 0.5(x-1)H2 (380 0C 이 상 온도/ 평 형 압력 ) 

Reproportionation(Regeneration) 

ZrH2 + ZrCo2 • ZrCo + H2 (500 oC , 진공 하에 8-10시간 반응) 

나. ZrCo Isotherm 열 역 학 

변형 반응은 Fig. 29처 럼 ZrH2와 ZrCo2가 ZrCoHx보다 열 역 학적으로 안정 하기 때 문에 

일어나는 반응이다[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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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stable 

cubic cubic 

orthorhombic 

ZrH2 + ZrCo2 

Figure 29. Schematic potential energy diagram for the disproportionation of ZrCo 

온도에 따른 변형 반응의 평형 상수(Kep)를 Hara의 실험에서 구한 kcg(변형 반응 정반웅 

속도)값과 kreg(변형 반응 역반응 속도) 값에서 아래의 식과 같이 구하였다. Fig. 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도가 감소할수록 변형 반응의 평형 상수가 증가하고 있다. 

ZrCoHx(s) • 0.5 ZrH2(s)+ 0.5ZrCo2(s)+ 0.5(x-1)H2(g) 

Keq=kcgjkreg = Acg*exp(-EcgjRjT) = 2.7*104*exp(-65000j8.3145jT(K)) 

Areg*exp(-EregjRjT) = 7.0*1012*exp(-208000j8.3145jT(K)) 

= 3.857143*10-9*exp(17198.87 jT(K) 

In Keq = 17200jT(K) -19.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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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0. Equilibrium constant to temperature calculated from reaction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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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3 0C (887.8K) energy)값으로부터 

있다. 

gibbs free 

파악할수 

반웅의 자유에 너 지 변화(change of 

온도에서 변형 반웅이 자발적 반웅임을 

변형 

미만의 

~G = -R'밤InKeq = -RT*(17200jT(K) -19.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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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Change of gibbs free energy of disproportionation reaction with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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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ZrCoHx 분해 반응 속도론 

ZrCoHx의 변형 반응 속도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평가되었다[3 - 8]. Konishi등에 의한 

실험결과에 따르면 400
0

C 이상 온도와 1000torr 이상의 높은 평형 압력에서 변형 반응은 Table 

19와 같이 증가함을 파악하였다[4]. Hara동은 Table 20의 실험 결과에서는 nucleation과 nuclei 

growth model을 사용하여 변형속도가 압력 값의 1.5배에 비례하고 온도의 지수배로 비례함 

(exponential proportionation)을 도출하였다[6]. M. Devillers둥은 350-500 0C 온도와 100 -

120kPa 압력에서 변형율을 Table 21과 같이 측정되었고， 350
0

C 에서는 변형 속도가 현저히 감소 

함을 확인하였다[7]. U. A. Besserer 등도 300-450 o

C와 평형압력에서의 변형율을 Table 22와 

같이 측정되었고， 300
0

C와 33kPa에서는 ZrCoHx의 변형이 나타나지 않았다[8]. Watanabe동은 

ZrCoHx를 실내온도에서 400-600
o

C로 가열하고 냉각하는 열순환(thermal cycling) 반응을 1 

2-25회 반복 후 홉장/탈장 성능이 상실됨을 파악하였다[5]. U. A. Besserer 둥은 실내 온도와 

450.C로 가열하고 냉각하는 열순환 반응에서 6회의 반복 후 흡장/탈장 성능이 90% 이상 감소 

됨 을 측정 하였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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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sure Temperature (.C) Reaction time (rnin.) 

400 5000 

500 50 

550 12.5 

600 6.25 

400 3333.3 

450 222.2 

500 33.3 

550 4.5 

600 2.3 

1000toIT 
from ZrCo 

2000toIT 
from zr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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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mperature (OC) Reaction time (hours) 

400 

450, 600 

500, 525 

83 

10 

1-2 

야
 ω 



Table 21. Reaction tirne until about 50% disproportionation at 5000 C for ZrCo-H 

systern by Hara' s research 

Pressure (kPa) Reaction time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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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Reaction tirne of disproportionation by Devi11ers’ research 

Temperature Pressure Degree of Reaction tirne 

CC) (kPa) disproportionation (%) (hours) 

500 120 66 16 

450 100 86 16 

423 1000 -94 16 

400 120 -90 160 

350 100 -36 121 

Table 23. Reaction tirne of disproportionation by Besserer's research 

Temperature Degree of Reaction tirne 

CC) disproportionation (%) (hours) 

470 97 4.4 

430 77 16.7 

410 33 19.5 

390 42 31.2 

370 16 21.6 

340 3.5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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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tween room temperature 없ld 500, 450, 400.C 

Cycle Cycle 

JAEA에서 실험한 ZrCo 용기에서 ZrCoHx를 350.C로 예열 후 진공 펌프로 공급 시 Fig. 

32에 나타났듯이 초기 최대 20Pa . m3
' S-1의 공급 속도가 관찰되었다[12]. JAEA에서 2kg ZrCo 

용기를 5년간 tritium service를 위해 사용 후 약 30%의 성능 감소가 발생하였다[1끽. 50g의 

ZrCo에서 실내 온도와 400.C 에서 25회의 홉장/탈장 실험 후 약간의 성능 감소가 관측되었다 

[13]. 이로써 변형으로 인한 성능 감소를 막기 위해 400.C 에서 ZrCoHx의 높은 압력의 수소와 

의 반웅시간을 40시간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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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ZrCo bed at JAEA and delivery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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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K에서 제작한 ZrCo 용기에서 진공 처리 하에 400.C로 가열하여 탈장 시 Fig. 34에 나 

타났듯이 최대 60Pa . rn3 
. S-1의 공급 속도를 관찰되었다[10， 11]. 400.C까지 가열한 후 공급 시 

10회의 홉장/탈장 후 약 30%의 변형이 발생하였다.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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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ZrCo bed at TLK and supply rate 

Konishi 둥은 변형 실험 결과로부터 변형 속도를 A vrarni-Erofeer 식으로 나타내었다[4]. 

ZrCoHx • 0.5ZrH2 + 0.5ZrCo2 + 0.5(x-1)H2 

6 = 1- exp{-(tj 'tn 
6: 변형반응에 의한 압력 변화에서 측정한 변형율 

't: 63.7% 변형까지의 반응시간 

t: 반웅시간 

132kPa(1000torr) 압력 하에 400 - 600.C (673 -773K) 온도에서의 63.7% 변형까지의 반응 

시 간이 Fig. 35에 나타내 었다[4]. 

0 
1.og (1/"r) = -9757.5*(l f1) + 10.828 
R2 =0.996 

-3 

4 (
브
 
) @3 

-4 

0.0012 0.00125 0.0013 0.00135 0.0014 0.00145 0.0015 0.00155 

lπ(K)， Re며procal tempemture 

Figure 35. Reaction tirne of 63.2% disproportionation according to tern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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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에 따른 63.7% 변형까지 반응시간의 관계식이 다음의 식과 같다. 

Log(lJ 'T) = -9757.5*(lJT(K) + 10.828 

상기 식에서 132kPa(1000torr) 압력과 200 0

C 에서 550 0C 온도 하에 63.2% 변형 반응까지 

반응시간을 Table 24와 같이 계산하였다. 132kPa (1000torr) 압력 하에 300 0

C 에서는 3년 만에y 

250
0

C 에서는 128년 만에 63.2% 변형 반응이 일어남을 나타냈다. 이로써 변형 반응 속도를 감소 

시키기 위해 탈장 온도를 400 0C 미만으로 낮추어 운전해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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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mperature (OC) 'T (year) 

200 12031.19 

250 128.2722 

300 3.0209 

350 0.1299 

400 0.00891 

500 0.000119 

550 2.03E • 05 

Hara둥은 온도와 압력에 따른 변형 속도를 실험값으로부터 nucleation과 nuclei growth 

model을 세워 아래의 식과 같이 나타내었다. 온도에 따른 전체 반응 속도를 아래의 식과 Fig. 

36에 같이 나타내었다. 500"C (773K)와 21-62kPa 압력에서 변형 반응 속도를 다음의 식을 사용 

하여 실험 결과 값과 근사하게 Fig. 37과 같이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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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l-x)=kovκQP(t)(m+O.5)션n+1 

x : Extent of reaction 

kov = 4π/ 3 / (3n+1) * knnc * knet
3 

knnc : Proportionality constant 

l<SQ : Sievert' s constant 

knet = (kcg - kreg) / n 

kcg = Acg * exp(-Ecg/RT) = 2.7*104*exp(-65000/8.3145/T(K)), 
(Disproportionation rate) 

kreg = Areg * eXp(-Ereg/R/T) =7.0*101μexp(-208000/8.3145/T(K))， 
(Redisproportiona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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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t : Correction tenn for the deviation of Sievert' s law with 

increasing solubility(m=l from experiment) 

3n+1 = 1.4 from experimental result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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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 B슨폰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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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E-09 

효 1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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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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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 Overall rate constant (kov) with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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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7. Disproportionation time course with pressure at 773K 

Konishi와 Hara의 변형 반웅 속도 식으로부터 외삽법( extrapolation)에 의해 350, 380, 
400 0C 온도와 10-132kPa의 압력 하에서 변형속도 식을 Fig. 38과 함께 표현하였다.10% 변형 

반응까지의 반웅시간은 400
0

C 에서 0.5-1일， 380"C 에서 1-2일， 350
0

C 에서 5-25일로 

예측되었다. πER ZrCo SDS 용기에서 최대 탈장 온도인 350 0

C와 평형압력 (12kPa 이상)에서 

변형 반웅 속도는 400
0

C 의 높은 온도에서 보다 낮게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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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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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口

20 -0- At 62kPa by Hara’san머ysis 

10 
- x - At 28kPa by Hara’s analysis 

-0- At 12kPa by Hara'’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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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days) 

Figure 38. Disproportionation time course with pressure at 350 0C(62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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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9. Disproportionation time course with pressure at 380 0C(65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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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0. Disproportionation time course with pressure at 400 0C(673K) 

Hara의 변형 반옹 속도 식으로부터 250-350
0

C와 평형압력에서 시간에 따른 반웅정도가 

Fig 과 같이 계산되었다. 300-350 oC와 평형압력에서는 반응은 느리지만 변형 반응이 진행되 

었다. 250
0

C와 4113Pa에서는 20년 후에도 변형 반웅 정도가 5% 미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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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50
0

C 에서 100Pa과 250Pa의 낮은 압력에서 변형 반응 속도는 Fig. 41과 같이 평형 

압력에서의 속도보다 낮았다. 350
0

C와 250Pa에서는 5년 후에도 변형 반웅은 10% 미만이었다. 

외삽법( extrapolation)에 의한 분석에서 ZrCoHx를 250
0

C로 예열한 후 평형압력으로 유지하고， 

수소 공급 시 250
0

C 에서 350't로 가열하면서 진공 펌프로 뽑아 공급하여 350
0

C 에서 압력이 

100Pa 미만이 되도록 유지하면 20년 동안 ITER SDS 용기 운전 시 변형에 의한 흡장/탈장 성 

능 감소는 5% 미만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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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Disproportionation time courses under equilibrium pressure 

at each temperature 

--{•- 350C, 100Pa 

- • - 325C, 100Pa 

-냉←- 300C, 100Pa 

x _ 350C, 250Pa 

:1( - - 325C, 250Pa 

_ -()- _ 300C, 250Pa 

50 

40 

종 35 
디 

.~ 30 
‘J 

용 25 
‘ i 。

흉 20 

혀 15 

10 

45 

5 

20 17.5 15 12.5 10 7.5 5 2.5 

O 

O 

T따빼ear) 

Figure 42. Disproportionation time courses 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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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ZrCo 분해 가능성 실험(저압l 고온 영역) 

가. 압력 I 온도/ 조성에 따른 실험 

변형 실험을 Fig. 43의 실험 장치에서 수행하였다. 로터리 펌프와 TMP(Turbo rnolecular 

purnp)를 이용해서 장치를 2.6*10-6Pa까지 진공 처리하였다. 수직 원통형 반응기(30.1crn3)에 ZrCo를 

충진한 후 실험 장치에 연결하였다. 수소 주입 용기 (reference volurne : 2008crn3, rnanifold pipe: 

134.4crn3) 에 수소를 충진한 후 실내 온도에서 밸브를 열어 ZrCo에 홉장시켰다. Baratron 압력계(최대 
133kPa 측정)를 매니폴더 파이프(rnan표old pipe)에 연결하여 압력 변화를 측정하여 홉장 속도를 측 

정하였다. 반응 용기를 전기 가열기 안에 넣어 PID 프로그랩 조절기로 온도를 제어하여 가열하면서 

진공 펌프로 탈장하였다. 반웅 용기의 온도와 매니폴더의 온도를 K-type 온도계로 측정하여 모니터 

하였다. 온도와 압력 변화를 Labview 프로그램으로 실시간 측정하였다. 

Moisture and 
oxygεn traps 

H2gas 
bott1 e 

Refεrence 

volume 

Rotary pump 

’I’'urb。

molecular 
pump 

Figure 43. Schernatic picture of experimental apparatus 

ZrCo chunk를 SAEs Getters 이탈리아회사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고순도의 수소(99.99%) 

를수분과산소 제거기를통과한후수소주입 용기에 담아사용하였다. 반응용기에 충진된 ZrCo를 

400-500
0

C에서 약 3시간 이상 진공 처리한후 Zr oxide와 같은 표면 불순물을 제거하여 활성화하였 

다. ZrCo chunk를 Table 25와 같이 3-5회 홉장/탈장하여 파우더화 하였다. 첫 번째 홉장은 ZrCo를 

100
0

C로 가열한 후 수소와 반응하여 30분만에 ZrCoH2.92까지 홉장하였다. 홉장 후 ZrCoHx를 진공 흡 

입 하에 350
0

C까지 가열하여 탈장하였다. 두 번째 홉장부터 실내 온도에서 수소와 반응하여 홉장하였 

다.3-5회의 홉장/탈장으로 파우더화한 후 최종적으로 진공 흡입 하에 400
0

C로 가열하여 잔류 수소 

를제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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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 Powderization of ZrCo for disproportionation experiments 

Amount of ZrCo 10g 

Hydriding/ dehydriding 5 repetition 

Disproportionation 
Amount of hydrogen O.1945mol (ZrCoH2.92) absorbed by ZrCo 

at statIc 
Heating rate : 5.5

0

C/rnin. 
temperatures Dehydri며ding 

Vacuum pumping : 3hr at 350
0

C 

Final dehydriding 
Heating rate : 6.3

0

C/rnin. 

Vacuum pumping : 3hr at 400
0

C 

Amount of ZrCo 5g 

Hydriding/ dehydriding 3 repetition 

Disproportionation 
Amount of hydrogen 

O.0972mol (ZrCoH2.92) absorbed by ZrCo 
under 

Heating rate : 5.5"C/rnin. 
thermal cycling Dehydriding 

Vacuum pumping : 3hr at 350
0

C 

Final dehydriding 
Heating rate : 6.3

0

C/rr디n. 

Vacuum pumping : 3hr at 400
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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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rCoH2.O이나 ZrCoH2.5까지 흡장하였다. 가열기로 350, 380, 400 0C 온도로 올려 평형압력에서 

압력변화를 측정하여 변형 속도를 측정하였다. 350, 380, 400
0

C 에서 탈장된 수소를 

2172.5cm3부피(반응용기， reference 용기， manifold pipe)에서 평형압력을 측정하였다. 3가지 

변형 실험 조건을 Table 26에 나타냈다. 변형 실험 중 압력 변화에서 다음 식으로 시간에 따른 

변형 정도를 계산하였다. 변형 실험 후 각 온도(350， 380, 400 oC )에서 진공 홉입 후 수소 탈장 

후 실내 온도에서 파우더를 꺼내 XRD로 ZrCo의 특성 변화를 파악하였다. 

‘ _ (x[H)/[metal]) ini'i띠 - (x[H]/[metal)) Disproportionation ratg(/i) - um~ * 100 
(x[H)/[metal])j빼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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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H]j[ZrC이)time = 반응 시 간에 금속(Zr， Co)에 홉장된 수소의 molar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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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6. Experimental conditions for static temperature disproportionation 

Initial 

equilibrium 

hydrogen pressure 

Reactor 

temperature 

CC) 

Heating 

rate 
ZrCo 

hydride 

Amount of 

Hydrogen 

absorbed 

Amount 

of ZrCo 
Run 

No. 

(kPa) 

-28 

CC/min) 
(mol) 

0.083 

(g) 

350 5.5 ZrCoH2.5 l 

2 

3 

-51 380 
n 
시
 

” b 
ZrCoH2.0 0.067 

-72 400 6.3 ZrCoH2.5 0.083 
10 

ZrCo의 파우더 처리 후 실내 온도에서 

30분 동안 가열한 후 

350
0

C 에서 탈장된 수소는 

ZrCoHx와 반응한다. 열 

순환 시 와 125회 열 순환 시 

350
0

C로 

순환(thermal cycles)하에서 변형실험을 위해 

ZrCoH2.0으로 흡장하였다. 실내 온도에서 흡장된 수소를 

350
0

C 에서 30분 동안 수소 탈장 후 실내 온도로 냉각하였다. 

1없.4cm3(반응 용기와 manifold pipe의 부피)에 평형압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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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에 따른 압력 변화가 Fig. 44와 같이 나타남을 관찰하였다. 

열 

Table 27. Experimental conditions for thermal cycling disproportionation 

Initial 

equilibrium hydrogen 

pressure at 350
0

C (kPa) 

Temperature ZrCo 
Amount of 

Hydrogen 
Amount of 

cycling*l hydride zrCo (g) 
absorbed (mol) 

67.06 

*1 Heating rate = -300 Cjm 

RT • 350
0

C • RT 

-5SCjmin, Rapid cooling rate = 

ZrCOH2.0 0.033 mol 5 

400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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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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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 Pressure change during the first and 125난1 thermal cycl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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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380, 400 0C 에 서 온도에 따른 평 형 수소 압력 과 변 형 속도를 Fig.45와 Fíg.46과 같이 관찰되 

었다.10% 변형까지의 반응시간은 400
0

C ( -72kPa)에서 0.39일， 380
0

C ( - 51kPa)에서 7.18일， 350
0

C( -

28kPa)에서 67.76일로 측정되 었다. ITER ZrCo SDS 용기에서 최대 탈장 온도인 350 0

C 와 낮은 평 형 압 

력( -28kPa)에서 변형 속도는 감소함을 알수 있었다. 변형 반웅 실험 후 XRD 분석 결과 380， 400
o

C 에 

서 거의 100% 변형 후 ZrCo 시료에서는 ZrH2와 ZrCo2가검출되었고 ZrCo는거의 검출되지 않았다. 

반면 20% 변형율을 보인 350 0C ZrCo 시료에서는 ZrCo2, ZrH2와 ZrCo가 모두 검출되 었다. 이로써 변 
형 속도는 온도가 감소하고 압력 이 감소할수록 현저하게 낮아짐을 알 수 있다. 

ZrCOH0.53 + 0.985H2 • 0.5ZrH2 + 0.5ZrCo2 + 0.75H2 at 4000 C 

Equilψríum pressure change: ~72.5kPa • ~54kPa (하ter 8.6 h reaction time) 

ZrCoHO.62 + 0.69H2 • 0.5ZrH2 + 0.5ZrCo2 + 0.50H2 at 3800 C 

Equilibrium pressure change : ‘ 51kPa • ~38kPa 

ZrCOH1.74 + 0.38H2 • 0.5ZrH2 + 0.5ZrCo2 + 0.75H2 at 3500 C 

Equilibrium pressure change : ~27.7kPa • ~33.2kPa 

80 

70 

.60 

휠 50 
핍 40 

쩔 30 
다‘ 20 

10 

O 

400。엉 

훌‘ 
........ _ 3800 C 

.... 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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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rre(da체 

350'。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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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5. Change during static disproportionation at 350, 38α 400
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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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6. Disproportionation time course with pressure at 350, 380, 400 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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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380, 400.C 에서 실험에 의한 변형 속도를 Konishi와 Hara의 변형 속도식에서 외삽 

법 (extrapolation)으로 계산한 값과 비교하여 나타냈다. 온도가 낮을수록 수소 평형 압력이 낮을 

수록 변형 반응 속도가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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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8. Disproportionation time course with pressure at 350"C(62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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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9. Disproportionation time course with pressure at 380 0C (65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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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0. Disproportionation time course with pressure at 400
0

C (67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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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 변형까지 반응 시간을 Fig. 51과 같이 속도식에서 10% 변형 쐐
 

H 

햄
 

혀
 

n 실
 

했
 

속도식 : Log 1: = 18258jT(K) - 27.367 (R2 = 0.9563) 

속도식 : Log 1: = 11391jT(K) - 17.215 (R2 
= 1) 

결과 변형 실험 

Hara의 변형 

1: : 10% 변형 반응까지 반응시간 

( exponentially) 증가함을 알 수 

Hara의 변형 반응시간이 실험 반 

평가를 보충적으로 할 수 있음 

변형 반응 시간은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있다. SDS 용기에서 D-T 연료 공급 온도인 350 0

C 미만에서 

응식의 반웅시간 보다 빨라 Hara의 반응식으로 변형 반응 속도 

을 알 수 있다. 

나. ZrCo 장기 분해 안정성 실험 

실내 온도에서 350
0

C로 가열한후 350
0

C 에서 30분간 평형 압력의 수소와 반웅후 냉각되는 125 

회의 열 순환반응에서의 홉장/탈장성능이 Fig.52와같이 측정되었다.125회의 열 순환 반응후 실내 

온도에서 압력은 거의 OPa로 일정하고 350
0

C 에서 압력은 67kPa에서 약 66kPa로 소폭 감소하였다. 

125회 의 열 순환 반웅 후 XRD 분석 결과 ZrCo2와 ZrH2가 검 출되 지 않았다.125회 의 열 순환 반응 시 

350"C (66 - 67kPa)에서 반응시간 2.6일을 일정 온도에서의 변형 속도와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실내 온 

도와 350-360
0

C (66-67kPa)에서 125회의 열 순환동안 변형에 의한홉장/탈장 성능 감소는 거의 나 

타나지 않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8.0E버4 

7.0E애4 t:==: 

、At 350"C 6.0E+04 •---
엽 5.0E+04 
1 
~ 4.0E+{μ 

횡 3.0E+여 
2.0터04 

;At room temperafUre 1.0E에4 

O.OE+OO 

0 120 100 80 60 40 20 

Thermal cycles 

Figure 52. Pressure change during 125 tirnes thermal cycles between roorn 

ternperature and 350 - 36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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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R SDS 용기에서 연료 공급 시 ZrCoHx를 250.C로 30분 동안 예열한 뒤 250.C 에서 

350.C로 가열하면서 진공 홉입한 후 공급될 것이다. 12g ZrCo를 소형 반응 용기에 답고 실내 

온도에서 ZrCoH2.0까지 홉장한 후 166cm3 부피의 닫힌계에서 250.C로 예열하고 진공 흡입하는 

과정에서 250.C 에서 350.C로 가열한 후 탈장하여 공급 시 온도와 압력 변화가 Fig. 54와 같이 

측정되었다. 250.C로 예열 시 초기에 약 280.C까지 가열되어 10kPa의 최대 압력을 관찰되었다. 

250-350.C로 가열하면서 진공 흡입 탈장 시 ZrCoHx의 압력이 100Pa 미만으로 측정되었다. 

용기에서 예열과 탈장 중 변형 속도는 350.C와 -28kPa 평형 

변형 속도와 실내 온도에서 350 - 360 .C (350.C 에서 -67kPa)로 열 순환 시 변형 

느릴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Figure 53. Composition after 125 times thermal cycles by XRD pat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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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4. Pressure change with temperature during recovery / preheating/ delivery 

- 70 -



다. ZrCo 장기 분해 속도 규명 실험 

ZrCoHx의 300-370 0C 온도와 평균 압력에서 변형율을 Hara의 반응 속도식을 사용하여 

Fig. 55와 같이 나타냈다. 300-350시간 반웅 시간은 ITER 16년 운전 동안 SDS 용기의 탈장 

운전시 반응시간과 같다. 350
0

C보다 높은 온도에서 변형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열기 온도가 탈장 시 350
0

C를 넘지 않도록 온도를 제어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300 0C 평균 압력 하에서는 350시간 반응시간 후에도 변형율이 0.1% 미만이 됨을 알 수 있다. 

탈장 시 350
0

C 에서 진공 펌프로 뽑아 공급함으로 압력은 평균 압력보다 낮다.1-4개의 

필터를 사용 시 필터를 통한 압력강하의 압력 하에 350시간 반웅 시 변형율은 Fig. 56과 같다. 

2개 이상의 필터를 사용한 경우 16년 동안 탈장 반웅시간 후 1% 미만의 변형율이 예상된다. 

이로부터 ITER SDS 용기에 유출구 필터를 2개로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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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5. Temperature effect on disproportionation rate in the range of 300-370 oC under 

equilibrium hydrogen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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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6. Filter effect on the disproportionation during delivery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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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350 0C) 

SDS 용기에서 100g의 삼중수소를 저장 시 붕괴열에 의해 ZrCoQx(Q=90T-10D, 50T-50D) 

온도가 약 -200 0C 정도로 높아진다. lTER에서 D-T 플라즈마 운전 시간인 약 -16년과 πER 

폐기( decornrnision)기간인 5-8년 동안 저장 시 ZrCoQx(Q=90T-10D， 50T-50D)의 변형 정도를 Fig. 

57과같이 계산하였다.저장시 온도와평형 압력이 낮아서 변형율은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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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6년 동안 1TER SOS 용기 운전 중 변형율을 Hara의 식으로 계산하였다. BPP시 SOS 

용기 운전은 6년이고/ 매년 3000회 연료를 공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매년 2주간 플라즈마 

실험 캠페인 수는 아래의 식으로부터 19회로 가정하였다. 2주간 플라즈마 실험 시 초기 4회 

연료 공급을 SOS 용기에서 진행하고 5-160회 연료 공급은 ISS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2주 플라즈마 실험 후 ISS에서 생성된 90T-100, 50T-500를 SOS 용기에 흡장하여 

저장한다. 연간 2회의 PVT 측정방법으로 용기 내의 90T-100와 50T-500의 홉장량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2주간 플라즈마 실험과 PVT 측정 중 SOS 용기의 운전 조건과 

변형율 계산 조건을 Table 28과 같이 가정하였다. 연간 변형율과 BPP시 6년간 변형율을 

다음의 식으로부터 계산하였다. 

(2 shotsjh) * (8hj day) * (10daysj campaign) = 160 shotsj campaign 

(3000 shotsjy) j (160 shotsjcampaign) = 19 campaignsjy 

Oisproportionation extent per year 

= Oisproportionation extent per campaign * 19 campaigns 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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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isproportionation extent during 6 years in BPP 

= disproportionation extent per year * 6 Y 

m Q 



Table 28. Operation condition of SDS bed and disproportionation calculation condition 

per campaign in BPP 

ln-bed tritium 

measurement 

Heating for 

preheating 

Preheating 

Delivery 1 

DeliveηT 2 

Delivery 1 

Delivery 2 

Cooling 

ln- bed tritiurn 

measurernent 

Recovery 

Storage 

Operation 

Real operation 
Calculation of 

disproportionation rate 
Rea1 operation 
Calculation of 

disproportionation rate 
Real operation 
Calculation of 

disproportionation rate 
Real operation 

Rea1 operation 

Calculation of 

disproportionation rate 
Calculation of 

di sproportionation rate 
Real operation 
Calculation of 

disproportionation rate 
Rea1 op히-a디on 

Calculation of 

disproportionation rate 
R.ea1 operation 
Calculation of 

disproportionation rate 
Real operation 
Ca1culation of 

disproportionation rate 

Ternperature 

RT- >300
0

C. 

250
0

C 

RT - > 250
0

C 

200
0

C 

250
0

C 

250
0

C 

250->350
o

C 

350
0

C 

350
0

C 

350
0

C 

350
0

C ->RT 

250
0

C 

RT->300
0

C, 

250
0

C 

RT->300
0

C 

200
0

C 

RT->200
o

C 

200
0

C 

Pressure 

P<=Pcq 

P =Peq 

Peq 

Peq 

Pcq 

Peq 

P<Peq 
P < = Pressure 

dro 

Peq 

P=pressure drop 

P<=Peq 

P=Peq 

P<=Peq 

P=Peq 

P<Peq 

P=Peq 

P=Peq 

P=P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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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hr(preheating) + 1hr( delivery) + cooling(5hr) + 24hr(in-bed tritium 

R.eaction tirne 

24h 

24hr 

30 rninutes 

30 rninutes 

60 minutes 

60 rninutes 

20 rninutes 

40 minutes 

4 minutes 

56minutes 

5hr 

2hr 

24h 

2깜lr 

4.5hr 

3hr 

*1 
3rnin 

(5.2h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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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ice PVT-c measurement )}= 316.54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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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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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dition during PVT -c measurement 

Operation Temperature Pressure Reaction time 

Real operation RT- >300
0

C, P<=Peq 60 minutes 
Heating for 

delivery 
Calculation of 

250
0

C P=Peq 60 rninutes 
disproportionation rate 

Real operation 350
0

C P<Peq 60 minutes 
Heating for 

deliverv 
Calculation of 

350
0

C Pressure drop 60 minutes 
disproportionation rate 

Real operation 350
0

C -> RT p-=o 5 hours 
Natural 

cooling 
Calculation of 

250
0

C P -=100Pa 2 hours 
disproportionation rate 

Real operation RT - > 300
0

C P<Peq 4.5 hr 

Recovery Calculation of 
200

0

C P=Peq 3hr 
disproportionation rate 

EPP시 10년간 변형율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lTER machine의 10% (876hjy) 운전율 

을 고려할 때 3.33시간(3000초 연료 공급 + 9000초 대기시간) 마다 연료 공급수는 매년 263회 

(=(876hjy)j (3.33h/ shot))이다. 하루 3.33 시간 동안 연료 공급수를 2회로 가정하고 2주간 플라 

즈마 실험 중 14회 (=(2shotsj day) *(7 days))의 연료 공급을 가정하였다. 연간 19회 

(=(263shotsjy)*(campaignj14shots))의 2주간 플라즈마 실험을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 

가정으로부터 3000초 연료 공급은 10년간 총 2660회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EPP시 2주 

간 플라즈마 실험에서 첫 번째 연료 공급은 SDS 용기에 의해 공급되고 2-14회째 연료 공급은 

ISS에서 공급되어진다. EPP시 2주간 플라즈마 실험 캠페인 시 ITER SDS 용기 운전 조건과 변 

형 반웅 계산 조건을 Table 30과 같이 가정하였다. EPP시 10년간 변형율을 아래의 식과 같아 

계산하였다. 

Disproportionation extent per year in EPP 

= disproportionation extent per campaign * 19 campaigns j 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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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proportionation extent for 10 years in EPP 

= disproportionation extent per year * 10 Y (12) 

검
 



Table 30. Operation condition of ITER SDS bed and disproportionation calculation 

condition per campaign in EPP 

Operation Temperature Pressure Reaction time 

1) ln-bed Real operation RT->300
0

C, P<二Peq 24h 
tritíum Calculation of 
measurement disproportionation rate 250

0

C P=Peq 24h1' 

2) Heating 
Real operation RT -> 250

0

C Peq 30 minutes 

for preheating.. Calcu~atio~ of 200
0

C Peq 30 minutes disproportionation rate 

Real operation 250
0

C Peq 30 minutes 
3) Preheating Calculation of 250

0

C Peq 30 minutes disproportionation rate 

4) Delivery 1 Real operation 250->350
o

C P<Peq 4 minutes 

5) Delivery 2 Real operation 350
0

C P < = Pressure 56 minutes drop 
) · Calculation of 

4) Delivery 1 disp;;;;~rt1;~~tio~~ rate 350
0

C Peq 4 minutes 

5) Del. 2Calc111ation of 
lvery L, disproportionation rate 350

0

C P=pressure drop 56 minutes 

Real operation 350
0

C ->RT P<=Peq 5hr 
6) Cooling Calculation of 250

0

C P=Peq 2h1' dispropo1'tionat..ion rate 

7) In-bed Real operation RT • >300
o

C, P<=Peq 24h 
tritíum Calculation of 
measurement dispropõrÜo~~tion rate 250

0

C P=Peq 24hr 

Real operation RT->300
o

C P<Peq 5hr 
8) Recoverγ Calculation of 200

0

C P=Peq 3hr disproportionation rate 

Real operation RT->200
o

C P=Peq *1 
9) Storage Calculation of 200

0

C 
24063. 16min 

disproportionation rate P=Peq 
(16.71day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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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hr(preheating) + 1hr( delivery) + cooling(5hr) + 2좌π(in-bed 감it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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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ice PVT-c measurement )}= 316.54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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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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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16년간 ITER SDS 용기 운전 시 변형율을 Fig. 5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 미만으로 

계산되었다. 1개의 필터 사용 시 변형율은 16년 운전 후 1% 이상으로 2, 3개 펼터를 사용한 
경우 1% 미만으로 계산되었다. 이로부터 350

0

C 에서 탈장 시 변형율에 의한 성능 감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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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하기 위해 2개의 필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하였다. ITER SDS 용기를 16년 동안 운전 

시 350
0C 미만 온도와 낮은 압력에서 운전함으로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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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8. Disproportionation extent according to the number of filters during 

ITER SDS bed operation for 16 years 

ITER ZrCo SDS 용기에서 변형율을 최소화하면서 빠른 연료 공급을 설계하기 위해 운전 

온도와 운전 압력 하에서 변형율을 평가하였다. 200-400't와 다른 압력에서 변형율을 

실험결과와 Hara의 nucleation and nuclei growth model로 분석하였다. 온도와 압력이 

낮을수록 변형 속도는 기하학적으로(exponentially) 낮았다. 350 0C 28.83kPa 압력에서 10% 변형 

반웅까지 반응시간은 67.76일이었다. 실내 온도와 350-360 oC 온도에서 125회 열 순환 후 

홉장/탈장 성능 감소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I ZrH2와 ZrCo2도 검출되지 않았다. Hara에 

의해 제시된 nucleation and nuclei growth model을 사용하여 외삽법에 의해 계산한 결과 

ITER SDS 용기를 운전하는 16년 동안 SDS 용기 운전 조건하에 변형율은 1% 미만으로 

계산되었다. 위의 분석을 바탕으로 앞으로 ITER SDS 용기에서 탈장속도와 장기간 

홉장/탈장으로 인한 변형율 정도를 평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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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SDS beds 구조 설 정 [28,36] 

1. SDS beds 구조 설정 

가. 핵융합 연료 공급 시나리오 요구 사항 

ITER는 여러 구성의 D-T를 다양한 유량으로 공급하여 D-T 플라즈마 실험을 계획하고 
있다[1， 2]. 플라즈마 실험을 위해 SDS에서 FIS(Fuel Injection System)에 D-T(D2, 50%T-50%D 
at 200Pa . m3

' s-1, 90%T-10%D at 50Pa . m3
' sη를 공급한다. SDS에는 20 - 40개의 ZrCo 용기 (1 

개당 최대 삼중수소 충진양 100g)와 1kg의 삼중수소를 장기간 저장하기 위한 10 -15개의 ZrCo 
용기가 필요하다[3]. 

SDS는 연료 가스(D2， 50%T-50%D, 90%T-10%D)와 불순물(He， N강 Ar, Xe)을 FIS에 공급 

한다. SDS에 세 가지 종류의 ZrCo 용기(50%T-50%D 용기， 90%T-10%D 용기， D2 (T) 용기)에서 
연료를 공급한다. D-T 가스는 전체 Tokamak 연료 순환 시스템에 D-T 연료 양이 평형 상태가 
될 때 까지 SDS 용기 에서 공급한다. SDS 용기 와 FIS 사이 에 SDS 보유관(reservoir)이 설치 되 어 

있다. D-T 플라즈마 실험 전에 SDS 보유관을 먼저 채우고， 플라즈마 반웅 후 유출시인 대기 
시 간에 다시 보유관을 채 운다. ISS(cryogenic hydrogen isotope separation system)에 생 성 된 4 
가지 연료(50%T-50%D， 90%T-10%D, D2 (T), D2 (containing low level T)가 SDS 보유관에 직 
접 연결되어 공급되고/ 플라즈마 실험 후 SDS 용기에 보내져 저장된다. 

LTS는 다음 4가지 경우에 운전 된다: 1) 외부에서 공급된 삼중수소를 저장 시， 2) 
90T-10D로 삼중수소를 농축하는 도중 필요한 용기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 연료 주기 시스 

템 과 ISS에 서 회 수한 삼중수소의 저 장 시 3) Tokamak 구성 요소(Divertor， 퍼maπ first wall, 
etc)에서 회수한 삼중수소 저장 시 4) SDS에 필요한 삼중수소 공급 시. LTS 용기 운전 주기는 
1년에 수 회 이고/ 전체 ITER 운전(20-25년) 중 10-100회 정도 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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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SDS 운전 모드 

SDS 용기와 LTS 용기는 수평형 원통으로 SDS, LTS 글러브 박스에서 유지/ 보수의 용이 

합과 필요시 용기의 추가 설치를 위해 수평으로 배치된다. 

SDS 용기는 Fig. 59에서처럼~ 3.5kg ZrCo, 열전달 니켈 핀/ 가열기/ 삼중수소 양을 측정 
하기 위한 He loop로 구성된 1차 용기와 열차폐와 냉각 기능을 제공하고/ 삼중수소 경계벽이 

되는 2차 용기로 구성된다. 1차 용기와 2차 용기 사이에 설치된 열차페벽은 필요시에 진공층이 

나 냉각층으로 운전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1차 용기와 2차 용기 사이 진공층은 1차 용기에서 

2차 용기로의 열전달 현상을 감소시킴으로써 2차 용기 외벽 온도를 100
0

C 미만으로 낮추어 삼 

중수소 침투에 의한 글러브 박스로 삼중수소의 확산을 최소화한다. 또한 가열기로 가열시 열손 

실을 최소화한다. 

LTS 용기 구조는 삼중수소 양을 측정하는 He loop가 1차 용기 내에 설치되지 않았으며y 

1차 용기와 2차 용기 사이에 열차폐판이 없는 단순한 구조이다. 

Fig. 61에서는 SDS 용기와 LTS 용기에 가열기 교체를 위해 2차 용기를 플렌지로 설치하 

는 경우와 SDS 글러브 박스에 설치 편리성을 위한 플레이트를 설치하는 두 경우를 설계하였 

다. 

723.3 

610 

320 

He eo<、!’”’ ØM nult l"f 

Figure 59. Longitudin떠 cross-section view of the SDS bed internal arrangement with 

f1ange on the second값y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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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ner wall of primary vessel 
(0.0 二 40 ，64mm， 1.0. ~ 39 .37mm) 

2: Ouler wall ofprimary vessel 
(0.0. ~ 114.3mm, 1.0. ~ 108.2mm) 

3: Four thennal reflectors 
(thickness ~ 2mm, gap ~ 8mm) 

.4 ’ Inner wall of secondary ve생 
1 (0.0. ~ 273.05mm, 1.0 . ~ 264.67mm) 
15: Outer wall ofse<:ondary vessel 
1 (0 0 , ~ 355.6mm. 1.0 . ~ 342.9mm) 

6: Inlet filter of 0-T gas 
(0.0. ~ 12.7mm, 1.0. ~ 11.I 6mm) 

7: Outlet filter ofO-T gas (one or two) 
(0.0. ~ 12.7mm, 1.0. ~ 11.I 6mm) 

8: He loop(8 lines) 
(0.0. ~ 6.35mm, 1.0. ~ 4.57mm) 

9: zrCo (ZrCoTx) 
10:Ni fins 
(0.0. ~ 1 06mm, Thickness ~ 1 mm 

11: 3kW Cartridge heater 

Figure 60_ Axial cross-section view of the SDS bed internal 따Tangement with 

flange on the second따y vessel 

뼈-…
…-
왜
 

뤘 월옳 -
CAJON joint 

Figure 61. Lon밍tudinal cross-section view of the SDS bed internal 따rangement with 

plate on the secondary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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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ner wall of the primary vessel 
(0.0.= 40.64mm, 1.0. = 39.37mm) 

2: Outer wall ofthe primary vessel 
(0.0. = 114.3mm, 1.0. = 108.2mm) 

3: Four thermal reflectors 
(thickness = 2mm, gap = 8mm) 

4: lnner wall of the secondary vessel 
(0.0 . = 273.05mm, 1.0 . = 264.67mm) 

5: Outer wall ofthe secondary vessel 
(0.0. = 355.6mm, I.D. = 342.9mm) 

6: lnlet filter of the 0-T gas 
(0.0. = 12.7mm, 1.0. = 11.l6mm) 

7: Ou t1et filter ofthe O-T gas (one or two) 
(0.0. = 12.7mm, 1.0 . = 11.l6mm) 

8: He loop(8 lines) 
(0.0. = 6.35mm, LO. = 4.57mm) 

9: zrCo (긴ÇoTx) 

1IO Nl6m 
(0.0. = 106mm, Th ickness = Imm 

l1: 3kW Cartridge heater 

Figure 62. Axial cross-section view of the SDS bed intemal arr없1gement with 

plate on the secondary vessel 

다. 1차 용기 

(l)ZrCo 충전량 

용기 1개 당 3.5kg의 ZrCo를 답아 100g의 삼중수소를 홉장한다(ZrCo(90T -10D) 1.59 : 

107.4g , ZrCo(50T-50D)t.η : 100g, g T). Fig. 63의 stoichiometry를 고려하여 실내 온도에서 

평형압을 최소화하고， 250-350
o

C 에서 평형압이 1기압이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ZrCoQx 

(Q=90T-I0D, 50T-50D, 1.4<x<1.6)까지 홉장하는 것으로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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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차 용기 공극 용량 

약 1116cm3 부피 의 3500g ZrCo(겉보기 밀도 = 3.136g . cm-3)가 ZrCoTx로 흡장된 후 약 

22% 부피가 증가됨으로써 1361.6cm3이 된다. Fig. 64에서처럼 26개의 니켈핀(25.1cm 길이) 사 

이에 약 77%의 부피를 차지하고 ZrCoTx 위에 약 23%의 공극 부피가 형성된다. 26개 니켈핀 

의 왼쪽에 10mm, 오른쪽에 40mm의 공극을 주어 1차 용기 내에 문제점이 발생 시 용기 내 우 

측 부분 40mm를 절단하여 교체 후에 다시 용접하여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3)ZrCo 분말 필터 배치 

ZrCo 파우더 (>0.5um)가 1차 용기 내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D-T 가스 유 

입구 필터와 유출구 필터를 O.5um 공극 크기의 펼터를 Fig. 64에서처럼 1차 용기 안에 수평 

방향으로 설치하였다. 유출구 필터는 2개를 설치하여 필터표면적을 2배로 증가시킴으로써 D-T 

공급 속도가 증가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350
0

C 에서 D-T를 진공 펌프로 공급 시 

ZrCoTx에서 압력이 상승되는 것을 방지하여 변형( disproportionation) 가능성(높은 온도r 높은 

압력에서 변형 반응 속도가 높음)을 최소화하였다. D-T 가스의 유입 속도를 증가시킬 필요는 

없기 때문에 유입구 필터는 1개를 설치하였다. 최대 탈장 속도를 나타내는 최적의 유출구 필터 

개수는 앞으로 필터에 의한 압력 감소 실험을 통해 최적의 필터 표면적을 도출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히터의 용량 

LTS 용기는 SDS 용기와 달리 플라즈마 실험을 위한 빠른 공급 속도와 빠르고 정확한 삼 

중수소 양을 측정하기 위한 빠른 냉각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20-25년 동안 10-100회 

정도 작동된다. 따라서 Fig. 64에서처럼 LTS 용기는 SDS 용기보다 간략하게 설계된다. LTS 1 

차 용기는 SDS 1차 용기에 He loop가 없는 것을 제외하고 동일 구조로 설계된다. 탈장 시(-

350"C)와 잔류 삼중수소 제거 시( -500 0C) 그리고 2차 용기 외벽 온도가 약 <100 0C 미만이 되 

도록 유지 가능하도록 설계되며/ 저장용기에서 글러브 박스로 삼중수소의 확산을 최소화하고 

장기간 저장 시 삼중수소 붕괴열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설계 목표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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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4. Lon밍tudinal cross-section view of the LTS bed intemal arrangement 

1: Inner wal1 of the primary vessel 
(O.D.= 33.40mm, I.D. = 30.1 0) 

2: Outer wa l1 of the primary vessel 
(O.D. = 114.3mm, I.D. = 108.2mm) 

3: Outer wall ofthe secondary vessel 
(O.D. = 219.07, I.D. = 206.37mm) 

4. Ni fins 
(O.D. = 106mm, Thickness = lmm) 

5: Inlet filter 
(O.D. = 12.7mm, I.D. = 1 1. 16mm) 

6: Outlet filter 
(O.D. = 12.7mm, I.D. = 1 1. 16mm) 

7: ZrCo(ZrCoTx) 
8:2kW Cartridge heater 
9: Thermal ref1ectors 

Figure 65. Axial cross-section view of the LTS bed intemal 따rangement 

가열기가 설치되어 온도 측정기와 온도 

용기에는 2kW의 가열기를 다음과 같이 

올리는데 필요한 열은 Table 31과 같다. 아래 

의해 열이 소모된다. 아래 식과 Table 32에 의 

1492.6kJ의 열이 공급되 어 야 한다. 20Pa. m 3
• 강 공 

열이 소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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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용기 내부에는 차트리지형 (Cartridge type) 

조절가로 가열기를 제어한다. SDS 용기에는 3kW, LTS 

설계하였다. 1차 용기를 실내 온도에서 350
a

C로 

의 식에 의해 D-T 가스가 탈장 시 흡열반웅에 

해 107.4g 90T-I0D의 탈장 반웅에 있어서는 

급 속도로 삼중수소를 공급하는데 약 O.72kW의 



ZrCo + 1/2T2 • ZrCoT + 80.495kJ/mol(T2) 

ZrCo + 1/2D2 • ZrCoD + 81.54kJ/mol(D2) 

20Pa . m3' S-1 = 20Pa . m3 . s- * 1atm/10^5Pa * 103L . m-3 * 

1mol/22.4L *5.8g/mol 

= 0.052g' S-1= 107.4g(90T-I0D)/2073.9s 

= 107.4g/34.6min 

20Pa . m3' S-1속도로 탈장 시 흡열열을 공급하고 1차 용기를 20 0C 에서 350 0C로 30분에 가열 

하는 기준으로 SDS 용기는 3kW, LTS 용기는 60분에 가열하는 기준으로 2kW 가열기를 Table 

33과 같이 계산하여 선정하였다. Table 34에는 한국 와트로에서 1차 용기 내부에 설치할 2kW 

가열기와 3kW 가열기를 설계하여 각각 50만 원 가량의 비용 산정을 하였다. 

Table 31. Required heat and power for heating prim따y vessel from 20 0C to 350 0C 

물질 질량 (kg) 
열용량 Cp 20

0

C 에서 350
0

C로 가열하기 

(J!kg!K) 위해 펼요한 열량(kJ) 

SUS 316 

Ni fins 

zrCo 

Tritium 

총 펼요 열량 

30분 동안 

가열하기 위한 

가열기 용량 

60분 동안 

가열하기 위한 

가열기 용량 

5.025 509 없4.05 

1.85 518 314.25 

3.5 355.3 410.37 

0.1 14,430 476.19 

=844.05+314.25+410.37+476.19 =2044.86kJ 

2044.86KJ/30*60s= 1.136KJ/s = 1l36W=1.136 kW 

2044.86KJ/60*60s= 2.272KJ/s = 2272W=2.272 kW 

Table 32. Required power for 100g tritium delivery at 20Pa . m3' S-1 

Delivery 

rate(Pa · m3 · S 1) 

20 

Delivery rate( lOOg . S-1) 

107 .4g/2073. 9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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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 consumption rate 

0.719kW 

(= 1492.6kJ/2073.9sec) 



Table 33. Design heater power in SDS beds and LTS beds 

용기 

SDS 용기 

LTS 용기 

필요 열량 Design power * 1 

1.855kW (30min heating) 2.782kW (30min heating) 

1.287Kw (30min heating) 1.930kW (30min heating) 

*1 Design power = Required power *1 .5 

Table 34. Type and price of 3kW heater and 2kW heater 

며
。
 

죠
 
} b 

가격 

(won) 
Dia = 0.996 :!: 0.003 

Overall length : 11.42" :!: 2% 
SDS 용기에 

Nominal 1/2" No heat section at each ends 
3kW 가열기/ 

220V, 3Ph delta, 3kW (SDS bed) , 2Watt (LTS 
LTS 용기에 

bed) 
2kW 가열기 

12" long cripmed on MGT leads (3) 

Type K TC in the A location 

1,040,000 

(5)히터의 교체 및 관리 

lTER 플라즈마 실험의 20년 이상 동안 SDS, LTS 용기사용을 위해 가열기 고장 시 교체 

방법을 Fig. 66과 같이 설계하였다 . 

. 1단계 :2차 용기 외벽의 플렌지 볼트를 푼다 . 

. 2단계 :2차 용기 외벽을 빼낸다 . 

. 3단계 :2차 용기 안벽의 플렌지 볼트를 푼다 . 

. 4단계 :2차 용기 안벽 (2차 용기 안벽에 붙은 열차폐판)을 뺀다 . 

. 5단계 : D-T 가스 유입관과 유출관， He loop에 연결관에 CAJON 연결부를 푼다 . 

. 6단계 : 1차 용기만 떼어내어 고장난 가열기를 교체한다 . 

. 7단계 : 반대의 순서로 다시 조립하여 사용한다. 

플레이트 타입 용기는 절단과 용접 방법으로 Fig. 67과 같이 문제점이 발생한 가열기를 

교체한다 . 

. 1단계 :2차 용기 외 벽 의 윗부분을 절단(Cutting)한다 . 

. 2단계 :2차 용기 외벽을 빼낸다 . 

. 3단계 :2차 용기 안벽 의 윗부분을 절단(Cutting)한다 . 

. 4단계 :2차 용기 안벽 (2차 용기 안벽에 붙은 열차폐판)을 뺀다 . 

. 5단계 : D-T 가스 유입관과 유출관， He loop에 연결관에 CAJON 연결부를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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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단계 : 1차 용기만 떼어내어 문제점이 발생한 가열기를 교체한다 . 

. 7단계 : 반대의 순서로 Tig 용접이나 전자빔 용접 등으로 용접하여 사용한다. 

용접과 절단 작업을 삼중수소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LTS Load-in & Load-out box 

에서 수행한다. 

20년 이상 사용 시 가열기가 최대한 고장나지 않도록 최성능의 가열기를 설치하여 작동 

하고， 가열기 고장 시에는 위의 절차에 따라 교체 한다. 

<D UDbolting ofthe fl8Dges .. d a wilhdr‘w매 of떠1 th. port. 
inside Ihe outer w혀1 ofth •• "ODdaη ve영.1 i 

ø UDbolting oftbe secoDdary vessel ioner w피I .. dawilhφm뻐 
ofth. πimary ve ... 1 from th. cyliockical thermal ",fl.ctor 

(:lJ DiøcoonectioD ofth. CATONjoint. ofth. D-T gas 
inl.tloull.1 aod Ihe He cooling loop pψ •• 

@)Withdnow피 。fαe h.떠erc뼈i뼈t 

Fi멍rre 66. Replacement of heater in 암le SDS bed with flange on the second따y vessel 

i써í) Cu띠때1I 
inside the ouler wall of the secondary vessel 

〈깡F CGlu띠뼈1I 
‘ of the primary vessel from the cylindrical thermal reflector 

‘ 2) Disconneclion ofthe CAJON joints ofthe D-T gas inlet/outlet and 
"._ The He cooling loop pipes 
낸) Withdrawal ofthe heater c없tridge 

Figure 67. Replacement of heater in 삼le SDS bed with plate on the second따y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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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전열 핀의 배열 

ZrCo는 열전도도가 0.662W . m-1 
. oC1로 열전달율이 낮기 때문에 1차 용기 내삽입되는 

카트리지 가열기로부터 ZrCo로 열전달 속도를 높이기 위해 Fig. 66에서처럼 니켈 핀을 설치하 

였다. 기계적 강도를 고려하여 열전도도가 더 높은 구리 핀을 사용하지 않고 니켈 핀을 선택하 

였다.1mm 두께의 니켈핀(내경=33.4mm， 외경 =108mm)을 10mm 간격으로 2개를 배치하였다. 

3500g의 ZrCo 파우더를 26개의 니켈 핀 사이에 넣고 가열기에서 가장자리 ZrCo까지 열전달 

효율을 높이도록 설계하였다. 

(7)진공 단열 구조 

1차 용기에서 2차 용기로 열전달을 최소화하기 위해 1차 용기 외벽과 2차 용기 내벽 사 

이와 2차 용기 내벽과 2차 용기 외벽 사이에 진공층이 형성되도록 설계하였다. 진공층에는 고 

진공(<<1*10경Pa)을 유지하기 위해 TMP(Turbo molecular pump)를 사용하여 진공 처리가 가능 

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2차 용기 내벽과 2차 용기 외벽 사이 진공층은 삼중수소가 용기에서 

글러브 박스로 유출을 막음과 동시에 유출된 삼중수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유체의 흐름이 자 

유롭도록 설계하였다. 

(8)복사열 반사체 배치 

1차 용기 외벽과 2차 용기 내벽 사이에 Fig. 67에서처럼 두께 약 강run의 열차폐판 층을 

l Omm 간격으로 4개를 설치하여 350
0

C로 1차 용기 가열시 2차 용기 외벽 온도를 100 0C 미만으 

로 유지하도록 하여 삼중수소의 침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1차 용기 외벽과 2차 용기 

내벽 사이의 열차폐판 층을 진공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단열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열차폐판 

의 두께와 간격을 최적 셜계해야 한다. 또한 진공충 내에 He 가스를 순환하여 냉각 시 최적의 

냉각 효율을 얻기 위한 열차폐판에 구멍(hole)의 크기와 배치 설계를 열해석과 구조해석으로 

수행할 것으로 사료된다. 

(9)He 유로 구성 

SDS 용기에 Fig. 66와 같이 3개의 He 가스 순환 통로를 설치하였다. 첫째， 1차 용기의 

He loop에 He 가스를 순환하여 저장된 삼중수소 붕괴열을 측정함으로 저장된 삼중수소의 양 

을 측정한다. 둘째I 탈장 후(350
0

C) 또는 활성화나 재생 후(500"C) 1차 용기 외벽과 2차 용기 내 

벽 사이에 빠른 냉각을 위해 He 가스를 순환하여 빠른 속도로 냉각하고 진공 처리가 가능하도 

록 하였다. 1차 용기에서 2차 용기 내벽으로 확산되어 침투된 삼중수소를 He 가스를 순환하여 

회수한다. 셋째， 2차 용기 내벽과 2차 용기 외벽 사이 진공층에 침투된 삼중수소를 He 가스를 

순환하여 회수한다. He 가스 순환으로 회수한 삼중수소는 활성화한 금속 게터 용기(SAES 

st707: 70Zr-24.6V-5.4Fe)에 순환하여 제거한다. 금속에 포집한 삼중수소는 탈장하여 VDS(vent 

gas detritiation system)에 보내 어 처 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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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Flange의 배 열 

(11)내부 지지체 

삼중수소 붕괴열 측정에 의한 삼중수소 양 측정 시와 탈장 시/ 활성화 시에 1차 용기에 

서 2차 용기로의 열전달을 최소화하기 위해 1차 용기를 지지하기 위한 지지대를 D-T 연료 유 

입구와 유출구로 대체하였다. 약 10.5Kg의 1차 용기를 지지하기 위한 D-T 유입구， 유출구， He 

loop 유입구/ 유출구의 두께를 구조해석으로 결정하고 열해석으로 D-T 유입구y 유출구， He 

loop 유입구y 유출구를 통한 열전달 정도를 평가하여 최적화해야 한다. 

띤뢰 

Recovel)' Delivery In-bed tritium Storage 
measurement 

Hel∞p Vacuum Hegas Vacuum 

Thermalr하leα018 Hegas Vocuum Hegas 
witbin inner wall 

Guard vacuum Vacuum Vacuwn Vocuum Vacuum 
withinouterwall 

Figure 68. Outline of the He circulation loop, cooling 없ld vacuum systems for 

the SDS 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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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Vessel 구조 및 내압 설계 

(1)원통 및 플레이트 두께 결정 

SDS 용기와 LTS 용기의 압력 용기를 ASME VIII 코드에 맞추어 원통/ 플레이트y 플렌 

지 타입과 두께를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 

@설계 압력과 설계 온도 

1차 용기， 2차 용기 : 압력 용기 (ASME VIII Div 1) 

용기 재질: SS316H 

최대 설계 온도 = 600 0C 

운전 온도 = 실내 온도 - 500 0

C 

최대 설계 압력 = 0.5 MPa*l 

최소 설계 압력 = 진공 
운전 압력 = 진공 - 1.8 bar씬 

*1 모든 SDS 용기 에 rupture disc가 설치 되 어 2.8bar(절대 압력) 이 상시 압력 하강됨 (가열기 

제어 고장으로 인한 과가열시) 

*2 SDS 보유관(reservoir)에서 FIS(Fuel Injection System) 연료 공급 최대 압력 1.2 bar의 

150% = 1.8 bar 

CZ)SDS 용기의 원통l 플레이트， 플렌지의 두께 결정 

1 .재질 : SS 316H 16Cr-12Ni-2Mo, SA-312, TP316H, wld.pipe (ASME II-D, P 70-73) 

11.내압에서 원통 두께 설계 (Appendix 1-1) 

t=P*Ro/ (S*E+0.4*P) 

t= SDS 용기 원통의 필요 최소 두께 

S= 최대 허용 웅력 

Ro= 원통의 외경 

E= 접합 효율 

P= 설계 압력 (5 bar) 

üi.SS 316H의 최대 허용 응력 

600 oC 

o oC 

9.97 psi 

17.0 psi 

π.SDS 용기 원통의 최소 두께와 규격 파이프 선정 

P = 5bar, S= 687.5bar, E=l, t=P*Ro/ (S*E+0.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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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 플렌지형 SDS 용기의 파이프 최소 두께와 규격 선정 

구성 요소 

1차 용기 

내벽 

1차 용기 

외벽 

2차 용기 

내벽 

2차 용기 

외벽 

초기 설계 치수 

I.D=30.00mm 

O.D=34.00mm 

Thickness=2mm 

I.D=100.00mm 

O.D=110.0Omm 

Thíckness=5mm 

I.D=256mm 

O.D=266mm 

Thickness=5mm 

I.D=395mm 

O.D=405mm 

Thickness=5mm 

O.l2mm 

=5bard7mm 

/(687.5bar*1 +0.4*5b외-) 

0.40mm 

=5bar*55mm 

/(687.5bar*1 +0.4*5bar) 

O.96mm 

=5bar* 133mm 

/(687.5bar*1 +0.4*5bar) 

1.47mm 

=5bar*202.5mm 

/(687.5bar*1 +O.4*5bar) 

규격 파이프 (ANSI) 

1" Sch 5S 

1.D=30.10mm 

O.D=33.40mm 

Thickness= l.65mm 

4" Sch lOS 

I.D.=108.20mm 

O.D ‘ =114.3mm 

Thickness=3.05mm 

10" Sch 10S 

I.D.=264.67mm 

O.D. =273.05mm 

Thickness=4.19mm 

16" Sch 10 

I.D.=393.7mm 

O.D.=406.4mm 

Thickness=6.35mm 

Table 36. 플레이E 형 SDS 용기의 파이프 최소 두께와 규격 선정 

구성 요소 초기 설계 치수 t 규격 파이프 (ANSI) 

1차 용기 1" Sch 5S 
I.D=30.00mm O.l2mm 

I.D=30.l0mm 

내벽 
O.D=34.00mm =5bar*17mm 

/(687.5bar*l +0.4*5bar) 
O.D=33.4Omm 

Thickness=2mm 
Thickness= l.65mm 

1차 용기 4" Sch 5S 
I.D=100.00mm 0.40mm 

I.D.=110.08mm 

외벽 
O.D=110.00mm =5bar*55mm 

/(687.5bar*1 +0.4*5bar) 
O.D.=114.3mm 

Thíckness=5mm 
Thickness=2.11mm 

2차 용기 
I.D=256mm O.96mm 

10" Sch 5S 

I.D.=266.24mm 

내벽 
O.D=266mm =5bar*133mm 

/(687.5bar*1 +0.4*5bar) 
O.D. =273.05mm 

Thickness=5mm 
Thickness=3.4Omm 

2차 용기 14" 5t PLATE 

I.D=345mm 1.29mm (A240 Gr. 316H) 

외벽 O.D=355mm =5bar* 177.5mm I.D.= 345.6mm 

Thickness=5mm /(687.5bar*1 +O.4*5bar) O.D.= 355.6mm 

Thickness=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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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내압에서 최대 허용 압력 

P=S*E*tj(Ro-O.40*t), 5= 687.5bar(600
0

C), S=1172.1bar(OOC), E=l 

Table 37. 플렌지형 SDS 용기의 내압에서 최대 허용 압력 

구성 요소 규격 파이 프 (ANSI) P(600 0C) p (O oC) 

1차 용기 (" Sch ‘5S 
70.7bar 120.6bar 

I.D=30.10mm 
=687 .5bar* 1 * 1.65mm = 1172.1 bar* 1 * 1.65mm 

내벽 O.D=33.40mm 
/(16.7mm-0.4*1.65mm) /(16.7mm-0.4*1.65mm) 

Thickness= 1.65mm 

1차 용기 4" Sch lOS 
37.5bar 63.9bar 

I.D.=108.2αnm 
=687.5bar* 1 *3.05nm1 = 1172.1 bar~' 1 *3.05mm 

외벽 O.D.=114.3mm 
/(57. 15mm-0.4*3.05mm) /(57. 15mm-0.4*3.05mm) 

Thickness=3.05mm 

2차 용기 10" Sch 10S 
21.4bar 36.4bar 

I.D.=264.67mm 
=687.5bar* 1 *4.19mm =1172 .1bar*I*4.19mm 

내벽 O.D.=273.05mm 
/( 136.525mm-0.4*4.19mm) /0 36.525mm-0.4*4. 19mm) 

Thickness=4.19mm 

2차 용기 16" Sch 10S 
21.8bar 37.1bar 

I.D.=393.7mm 
=687.5bar*1 *6.35mm = 1172.1 bar* 1 *6.35mm 

외벽 O.D.=406 .4mm 
/(203.2mm一0.4*6.35mm) /(203.2mm-0.4*6.35mm) 

Thickness=6.35mm 

Table 38. 플레이트형 SDS 용기의 내압에서 최대 허용 압력 

구성 요소 규격 파이 효 (ANSl) P(600 'C) P(O 'C ) 

1차 용기 1" Sch 5s 
70.7 bar 120.6 bar 

I.D=30.1마nm 

내벽 
=687.5bar* 1 * l.65mm =1172.1bar*I*I.65mm 

O.D=33.4Omm 
/U6.7mm-0.4* 1.65mm) 

Thickness= 1.65mm 
/(16.7mm -0.4* 1.65mm) 

1차 용기 4" Sch 5S 
25.76 bar 43.92 bar 

I.D.=110.08mm 

외벽 
=687.5bar* 1 *2.11mm = 1172.1 bar* 1 *2.1 1mm 

O.D.=114.3mm 
/(57.15mm-0.4*2.11mm) /(57.15mm-0.4*2.1 1mm) 

Th비1너ic다야kness=겸2.11mm 

2차 용기 10" Sch 5S 
17.29 bar 29.48 bar 

I.D. =266.24mm 

내벽 
=687.5bar* 1 *3.40mm = 1172.1 bar* 1 *3.40mm 

O.D. = 273.05mm 
/(136.525mm-0.4*3.4Omm) /(136.525mm-0.4*3.40mm) 

Thickness=3.4Omm 

2차 용기 14" 5t PLATE 

(A240 Gr. 316H) 19.55 bar 33.34 bar 

외벽 I.D. =345.6mm =687.5bar* 1 *5mm = 1172.1bar*I*5mm 

O.D‘ =355.6mm /(177.8mm-0.4*5mm) /(177.8mm-0.4*5mm) 

Thickness=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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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외압에서 최대 허용 압력 

Pa= 4 Bj3(Dojt) 

A = factor from Fig G. and Table G in Subpart 3 of Section II, Part D 

B = factor from Fig HA-2 and Table HA-2 in Subpart 3 

of Section II, Part D 

Do = 원통의 외경 
L = 원통의 전체 길이 

Pa = 최대 허용 압력 
t = 원통의 두께 

Table 39. 플렌지형 SDS 용기의 외압에서 최대 허용 압력 

구성요소 규격 파이 프 (ANSl) Do/t L/Do A B 

1차 용기 1" Sch 5S 

I.D=30.10mm 
33.4/ 

310/33.4 8030psi 
1.65 0.28*10-2 

내벽 O.D=33.40mm =9.28 539bar 
=20.2 

Thickness= l.65mm 

1차 용기 4" Sch 10S 
114.3/ 

I.D.=108.20mm 320/114.3 7471psi 

외벽 
3.05 0.20*10-2 

O.D.=114.3mm =2.8 밍5.꺼)ar 
=37.5 

Thickness=3.05mm 

2차 용기 10" Sch 10S 
273.05/ 

I.D.=264.67mm 545/273.05 6626psi 
4.19 0.12*10-2 

내벽 O.D. =273.05mm =2.0 456.8bar 
=65.2 

Thickness=4.19mm 

2차 용기 16" Sch STPY 
406.4/ 

I.D.=406.4mm 666.2/355.6 0.18*10 。ι 
외벽 

6.35 7471psi 
O.D.=393.7mm =1.64 

=64 
Thickness=6.3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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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bar 

17.7bar 

9.1 1bar 

11.6bar 



Table 40. 플레이 E 형 SDS 용기의 외압에서 최대 허용 압력 

구성요소 규격 파이 표 (ANSI) Do/t Lφ。 A 

1차 용기 1" Sch 5S 
33.4/ 

I.D=30.10mm 310저3.4 
0.28*10-2 1.65 

내벽 O.D=33.40mm =9.28 
=20.2 

Thickness= 1.65mm 

1 차 용기 4" Sch 5S 
114.3/ 

I.D.=110.08mm 320/114.3 

외벽 
2.11 l.24*10-3 

O.D.=114.3mm =2.8 
=54.17 

Thickness=2.l 1mm 

2차 용기 10" Sch 5S 
273.05/ 

I.D.=266.24mrn 590/273.05 
3.40 0.86*10-3 

내벽 O.D.=273.05mm =2 .16 
=80.31 

Thickness=3.4Omm 

2차 용기 14" 5t PLATE 

(A240 Gr. 316H) 잃5.6/ 
630/355.6 

외벽 I.D. =345.6mm D 0.l4*10-2 

=1.77 
O.D. =355.6mrn =71.12 

Thickness=5mm 

vii.l차 용기와 2차 용기 플레이트 두께 설계 

재 질 : SA-240 316H(ASME II-D, p70-73, In 25) 

S(최대 허용 웅력) UG-23) = 11776psi=811.92bar(at 600
0C) 

= 20000psi=1378.9bar(at OOC) 

VI11.플레이트의 두께 계산 

t = d*sqrt(C*P jSjE) 

t = 필요 최소 두깨 
d = 원통의 내경 
P = 내부 설계 압력 (5 bar) 

C= 부착 방법r 원통 치수 둥에 의한 상수 값 

E = 접 합 효율 (Table UW-12(E=1)) 

C (Fig UG-34, sketch b-2) 

C=0.33*trjts, C>=0.2 

tr: 원통의 필요 최소 두께 

ts : 원통의 사용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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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0 psi 

539 bar 

7422 psì 

51 1.73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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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9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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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34.8bar 

12.60 bar 

7.80 bar 

9.78bar 



1X.플레이트 두께 선정 

E=l, P=5bar, S=687.5bar(600 0C), S=1172.1bar(OOC) 

Table 41. 플렌지형 SDS 용기의 플레이트 두께 선정 

구성 요소 d C T*l T*2 P*3 P*4 

1차 용기 내벽 30. lOmm 0.2 O. l1mm 5mm 94.85bar 161.7bar 

1차 용기 외 벽 108.20mm 0.2 3.8mm 10mm 29.36bar 50.06bar 

2차 용기 내 벽 264.67mm 0.2 9.3mm 20mm 19.63bar 33.46bar 

2차 용기 외 벽 393.7mm 0.2 13.82mm 2아11m 8.87bar 15.12bar 

*1 : 플레이트의 필요 최소 두께 

*2 : 선정된 플레이트 두께 

*3 : 최 대 허 용 압력 (600 0C), P=S*Ej c*(tj d)2 

*4 : 최대 허용 압력 (OOC), P=S*Ej c*(tj d)2 

Table 42. 플레이트형 SDS 용기의 플레이트 두께 선정 

구성 요소 

1차 용기 

내벽 (bottom) 

1차 용기 

외벽 (bottom) 

2차 용기 

내벽 (bottom) 
2차 용기 

외벽 (bottom) 

2차 용기 외 벽 (top) 

d(mm) 
m 

센
 

) 

T 
C 

T*2 P*3 P*4 

30.10 0.2 0.11 5mm 94.85bar 161.7bar 

110.08 0.2 4.20 l Omm 28.3꺼Jar 48.36bar 

266.24 0.2 10.15 20mm 19.40bar 33.07bar 

345.6 0.2 13.18 20mm 11.51bar 19.63bar 

345.6 0.2 13.18 30mm 25.90bar 44. 16bar 

*1 : 플레이트외 필요 최소 두께 

*2 : 선정된 플레이트 두께 

*3: 최대 허용 압력 (600 0C), P=S*Ejc*(tjd)2 

*4 : 최대 허용 압력 (OOC), P=S*Ej c*(tj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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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Flange type 결정 

0)2차 용기 Flange type 결정 

1 .외벽의 플렌지 두께 결정 

설계 온도 = 600 oC, 설계 압력 = 5 bar(72.519psi) 

플렌지 재질 = A182 Gr.F316 H 

플렌지 최소 두께 = mm 

플렌지 사용 두께 = mm 

플렌지 외경 = mm 

볼트 재 질 = A193 Gr.B8M CL.2 

볼트 유효 지름 = mm 

수
 

l 개
 

트
 

보
 
E 

가스킷 재 질 = Metal jacket (316 5.5) 

가스킷 외경 = mm 

가스킷 너비 = mm 

11.내벽의 플렌지 설계 

설계 온도 = 600 oC, 설계 압력 = 5 bar(72.519psi) 

플렌지 재질 = A182 Gr.F316 H 

플렌지 최소 두께 = 39.53mm 

플렌지 사용 두께 = 48mm 

플렌지 외 경 = 368mm 

볼트 재 질 = A193 Gr.B8M CL.2 

볼트 유효 지름 = 15.75mm 

볼트 개수 = 16개 
가스킷 재 질 = Metal jacket (5U5 316) 

가스킷 외 경 = 291mm 

가스킷 너비 = l Omm 

↑
꽤l
 -

、 ι> t::.o Orro ...... 

Figure 69. Flange 뎌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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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플렌지형 SDS 용기의 규격 

Table 43. 플렌지형 SDS 용기의 규격 파이프 

구성 요소 

1차 용기 내벽 

l차 용기 외벽 

2차 용기 내벽 

2차 용기 외벽 

규격 파이프 (ANSD 

1" Sch 5S 

I.D=30.1야nm， O.D=33.4아nm 

Thickness= 1.65mm 

4" Sch lOS 

I.D.=108.20mm, O.D.=1l4.3mm 

Thickness=3.05mm 

10" Sch 10S 

I.D.=264.67mm, O.D.=273.05mm 

Thickness=4.19mm 

16" Sch STPY 

I.D.=393.7mm, O.D.=406.4mm 

Thickness=6.35mm 

Table 44. 플렌지형 SDS 용기 플레이트 

구성 요소 1차 용기 내벽 1차 용기 외벽 2차 용기 내벽 2차 용기 외벽 

플레이트 

두께 (mm) 
5 10 20 

Table 45. 플렌지 형 SDS 용기 플렌지 

구성 요소 파이프 사이즈(inch) 두께 (mm) 외 경 

2차 용기 안벽 플렌지 10 48 368 

2차 용기 외벽 플렌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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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플레이트형 SDS 용기의 규격 

Table 46. 플레이트형 SDS 용기의 규격 파이프 

구성 요소 

1차 용기 내벽 

1차 용기 외벽 

2차 용기 내벽 

2차 용기 외벽 

규격 파이프 (ANSD 

1" Sch 5S 

I.D=30.10mm, O.D=33.40mm 

Thickness= 1.65mm 
4" Sch 5S 

I.D.=110.08mm, O.D.=114.3mm 

Thickness=굉2.11mm 

10" Sch 5S 

I.D.=266.24mm, O.D.=273.05mm 

Thickness=3.4아nm 

14" 5t PLATE (A 240 Gr. 316H) 

I.D.=345.6mm, O.D.=355.6mm 

Thickness=5mm 

Table 47. 플레이트형 SDS 용기 플레이트 

구성 요소 1차 용기 내벽 1차 용기 외벽 2차 용기 내벽 2차 용기 외벽 

플레이트 

두께(mm) 
5 10 

iv .LTS 용기의 원통/ 플레이트l 플렌지의 두께 결정 

20 

재 질 : 55 316H 16Cr-12Ni-2Mo, SA-312, TP316H, wld.pipe 

(싫ME II-D, P 70-처) 

원통 두께 설계 (Appendix 1-1) 

t=P*Roj (S*E+0.4*P), P = 5bar, S = 687.5bar, E=1,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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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8. LTS 용기 의 두께 결정 

구성 요소 초기 설계 치수 Ro f1 규격 파이프 (ANSD 

1" Sch 5S 
1차 용기 I.D=30.00rnm 

I.D=30.1Ornm 
내벽 O.D=34.00rnm 17rnm O.12rnm 

O.D=33.40rnm 
Thickness=2mrn 

Thickness= 1.65mm 

4" Sch 5S 
1차 용기 I.D= lOO.OOmrn 

I.D.=1l0.08mrn 
외벽 O.D= llO.OOmrn 55mrn 0.40mrn 

O.D.=1l4.3mrn 
Thickness=5mrn 

Thickness=2.11rnm 

8" Sch 5S 
2차 용기 I.D=170mrn 

I.D. =213.54mm 
O.D=19Omm 95mrn O.69mm 

O.D.=219.07m 
Thickness= lOmrn 

Thickness=2.77mm 

'1 : Required rrùnimum thickness of shells 

Table 49. 내압에서 최대 허용 압력 

구성 요소 규격 파이 프 (ANSI) 

l차 용기 1" Sch 5S 

내 벽 I.D=30.1Omm 

l차 용기 

외벽 

O.D=33.40mrn 

Thiclrness= 1.65mrn 

4" Sch 5S 

I.D.=llO.08mrn 

O.D.=114.3mrn 

Thickness=2.l1mrn 

2차 용기 8" 5ch 55 

I.D. =213.54mm 

O.D.=219.07m 

Thickness=2.77mrn 

Ro t P(600.C) P(O.C) 

16.7mrn 1.65mrn 70.72bar 120.57bar 

57.15mrn 2.11mm 25.76bar 43.92bar 

109.535mrn 2.77mrn 17.56bar 29.94bar 

* P=S*E*tj(Ro-0.40*t), S= 687.5bar(600.C), S=1172.1bar(O.C), 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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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0. 외압에서 최대 허용 압력 

구성 요소 규격 파이 효 (ANSD Do/t L;D o A B P 

1차 용기 1" Sch 5S 
33.4/ 

I.D=30. lOmm 내벽 
l.65 

260/33.4 
0.28*10 -2 553.5bar 36.5bar 

O.D=33.40mm =7.784 
=20.2 

Thickness= 1.65mm 
1차 용기 4" Sch 5S 

내벽 I.D.=110.08mm 
114.3/ 

320/114.3 . _ .. ~ ~ 7422 psi 
2.11 1.24*10 • 3 - 12.60bar 

O.D.=114.3mm =2.8 51 1.73 bar 
=54.17 

Thickness=2 .11mm 

2차 용기 8" Sch 5S 
213.54/ 끊6/219‘07 I.D.=213.5값nrn 6705 

2.77 0.82*10-3 8.07bar 
O.D.=219.07m =2.58 462.3bar 

=77.09 
Thickness=2.77mm 

* Pa= 4 B/3(Do/t) 

* A = factor from Fig G. and Table G in Subpart 3 of Section II, Part D 

* B = factor from Fig HA-2 and Table HA-2 in Subpart 3 of Section II, Part D 

* Do = 원통의 외경 
* L = 원통의 전체 길이 
* Pa = 최대 허용 압력 
* t = 원통의 두께 =4*462.3/3/76.38 

Table 51. LTS 용기의 플레이 E 설계 

구성 요소 D(mm) C t*1 t*2 

l차 용기 내벽 30.10 0.2 0.11mm 5mm 

1차 용기 외벽 110.08 0.2 4.2아nrn 10mm 

2차 용 기 (bottom) 213.54 0.2 8.14mm 20mm 

2차 용기 (top) 213.54 0.2 8.14mm 30mm 

E=1, P=5bar, S=687.5bar(600.C), S=1172.1bar(0 .C) 

* 1 : 플레 이트 필요 최소 두께 (t = d*sqrt(C*P /S/E)) 

* 2: 플레이트 사용 두께 

* 3: 최대 허용 압력 (600.C)， P=S*E/c*(tfd)2 

* 4: 최대 허용 압력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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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 

95.85bar 

28.37bar 

30.15bar 

67.85bar 

P*4 

161.71bar 

48.36bar 

51.41bar 

115.67bar 



Table 52. LTS 용기 의 사용 파이 프 

구성 요소 

1차 용기 내벽 

규격 파이 프 (ANSD 

1" Sch 5S 

I.D=30.10mrn, O.D=33.40mrn 

Thickness= 1.65mm 

1 차 용기 외벽 4" Sch 5S 

2차 용기 

I.D.= 1l0.08mm, O.D.=1l4.3mrn 

Thickness=2.11mrn 

8" Sch 5S 

I.D. =213.54, O.D. =219.07mrn 

Thickness=2.77mrn 

Table 53. LTS 용기의 사용 플레 이트 

구성 요소 

1차 용기 내벽 

1차 용기 외벽 

2차 용기 (bottom) 

2차 용기 (top) 

두께 (mm) 

5 

10 

20 

30 

* 플렌지형 L'면 용기의 2차 용기 플렌지 셜계 
* 설계 온도 = 600 oC, 설계 압력 = 5 bar(72.519psi) 

* Class 300 플렌지의 사용 압력 = 19.87bar(288.2psi) 

* (Section 9, page 206, Standards of the tubular Exchanger 

Manufacturers Associatio띠 

* Class 300 flange - welding neck(Nominal pipe size B= 811
) 

* 외 경 = 381.Omm, 두께 = 41.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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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DS beds 설계 운전을 위한 기본 자료 생산 

가.SDS 인터페이스 분석 [FDR-2001] 

Table 54에서 나타내었듯이 D-T 플라즈마 실험 시 450초 동안 반응을 진행시키는 

BPP(Basic Performance Phase)와 3000초 동안 반응을 진행시키는 EPP(Extended Performance 

Phase) 두 가지가 있다. D-T 플라즈마 실험중 DT 연료의 순환도를 Fig. 70과 같이 간단히 나 

타냈다. BPP와 EPP시 SDS와 155에서 50Pa . m3
' S-l 90T-I0D와 200Pa . m3

' S-l 50T-50D가 

FIS(Fuel 1띠ection System)로 공급되어야 한다. BPP 동안 3-4회째 플라즈마 연료 주입 시 

(shot) SDS에서 FIS로 연료가 공급되고 3-4회째 shot 이후 ISS에서 FIS로 연료가 공급되어진 

다. EPP 동안은 첫 번째 연료 주입만 SDS에서 FIS로 공급되고 첫 번째 연료 공급 이후부터는 

ISS에서 FIS로 연료가 공급되어진다. 따라서 SDS 용기에서 연료 공급은 BPP에서 3-4회째 연 

료 공급 시에 이루어지고， EPP에서 첫 번째 연료 공급 시에 이루어진다. 

SOS 
;:-_. ---~. --------_ ...... _----------------- --------- ---- -- .... 

‘ ’ ‘ “ 

9OTIOO storage b빼S 

ISS 
Ocolwnn 

ISS 
Tcolumn 

Figure 70. A Simplified fuel flow diagram during D-T plasma campaignISS: Isotope 

Separation System, FIS: Fuel Injection System 

Table 54. BPP, EPP 플라Z마 운전 

Pulse Bum tirne(sec) Dwell time(sec) Duty factor 

BPP short 450 1350 0.25 

EPP long 3000 9000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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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P에서 ITER 초기 운전 계획은 Table 55와 같다.ITER 실험은 1년에 10% 운전을 목표 

로 8년간 876시간 동안 플라즈마 실험이 진행된다. 연간 D-T 연소를 위한 연료 공급 횟수는 

3000회이다. 1회 연료 공급 시 평균 450초간 연료를 공급하고， 1350초 동안 대기 시간 후 다시 

연료를 공급한다. BPP 플라즈마 실험 시 연간 연료 공급시간은 1500시간(=O.5hjshot * 

3000shotjyr)이고/ 평균 연소 시간은 375시간(=450sec-bum tirnejshot * 3000shotsjyr)이다. 연 

간 ISS에서 약 95%(=2850 shotsjyear) 이상 D-T 연료를 공급하고， SDS 용기에서 약 5% (=150 

shots jyear) 미 만의 D-T 연료를 공급한다. 

BPP에서 약 2주 단위 로 D-T 플라즈마 실험 (plasrna carnpaign)을 수행 하게 된다. 약 2일 

간은 운전을 준비하고 약 10일간 D-T 플라즈마 실험을 수행하고/ 나머지 2일간은 플라즈마 실 

험을 종료하는 순서로 되어있다. 일일 3회의 주기 (three shifts, 8hr j shift)로 오전에는(Moming 

shift) 실험을 준비하고I 오후에는(aftemoon shift) 플라즈마 실험을 하고/ 야간에는(night shift) 

플라즈마 실험이 시행하지 않는다(holding sh납t). 일일 최대 D-T 연료 공급 횟수는 16회 (=8 

hourj(O.5 hourjshot))이고， 2주 플라즈마 실험 중에 최대 160회 (=(16 pulsej day)*(10 

day j carnpaign))의 연료를 공급하게 된다. 연간 2주간 D-T 플라즈마 실험 (plasrna carnpaign)은 

약 19회 ((=3000shotsjy) j (160shotsjcarnpaign)) 수행하게 된다. 

플라즈마 실험 전에 SDS 용기에 저장된 D-T 양을 1차 용기 내에 설치된 He loop에 의 

해 측정되어진다. 또한 ISS와 FIS의 운전을 준비한다. 첫 번째 연료 공급을 위해 SDS 용기에서 

SDS 보유관(reservoir)을 통해 FIS에 연료를 공급한다. 3-4회째의 연료 공급을 위해 SDS 용기 

를 250
0

C로 예열한 후 연료 공급 시와 연료 공급을 위한 대기 시 350
0

C로 온도를 상숭시키면 

서 진공 펌프로 SDS 보유관으로 이송한다.3-4회째의 연료 공급 후 ISS에서 D-T 연료를 SDS 

보유관을 통해 FIS에 공급되어진다. 3-4회째 의 연료 공급후 SDS 용기는 실내 온도로 냉각되 

어지며/ 잔류 삼중수소의 양을 용기 내에 설치된 He loop에 의해 측정되어진다. 약 10일간 플 

라즈마 실험 종료 후 ISS에서 SDS 용기로 용기 당 최대 100g의 삼중수소(107.4g 90T-10D, 

100g 50T -50D)를 저장되도록 연료를 이송한다. 2주간 플라즈마 실험(plasrna carnpaign) 동안/ 

SDS 용기， SDS 보유관과 ISS의 운전 모드를 Table 52와 같이 나타냈다. 

EPP에서 자세한 플라즈마 운전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먼저 BPP 실험 

을 통해 D-T 연료 플라즈마 제어 기술을 정립한 후에 EPP시 실험 계획이 세워질 것이다. EPP 

시 1회 플라즈마 실험을 3000초간의 연소와 9000초간의 대기 시간으로 설계되어있다. ITER 

rnachine의 수명 한계로 20년 동안 약 3만회의 플라즈마 실험이 계획되어있다. EPP에서 가능한 

플라즈마 실험 횟수는 10년 동안 약 10，000회 (=30，000 - (BPP pulse shots))를 수행할 예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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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5. BPP에 서 플라즈마 실 험 계 획 

년도 Plasma phase 운전 조건 

1-2.5 

(2.5년간) 
H -plasma phase 모든 삼중수소 운전 시 A템이 작동되지 않음 

2.5-3 

(약 0.5년간) 
Transition phase 모든 삼중수소 운전 시 A템이 작동되지 않음 

4-5 D-D plasma 
1) D-D 플라Z마 반웅중에 생성된 삼중수소를 

(약 1년간) phase 
추출하기 위해 삼중수소 연료 순환 시 A템이 작동됨 

2) 한개의 SDS 용기로 삼중수소를 저장함 

5 
Low duty D-T 1) 750 shots 

plasma phase 2) pulse length < 400 sec 

6 
Low duty D-T 1) 1000 shots 

plasma phase 2) Pulse length <400 sec 

7 
Low duty D-T 1) 1500 shots 

plasma phase 2) Pulse length = 400 sec 

8 
High duty D-T 1) 2500 shots 

plasma phase 2) Pulse length = 400sec 

9 
High duty D-T 1) 3000 shots 

plasma phase 2) Pulse length = 400 sec 

10 
High duty D-T 1) 3000 shots 

plasma phase 2) Pulse length = 400 sec 

Table 56. 2주간 플라Z마 실험 (plasma campaign)중 SDS와 155의 운전모드 

2주간 연료공급 SDS 보유관 

플라즈마 (SDS 용기， SDS 용기 90T-10D 보유관 ISS 

실험 상태 ISS) 50T-50D 보유관 

용기안 He loop를 
ISS는 전체 D-T 

준비 연료 reflux 

:2일간 
사용하여 용기안 비워짐 

조건하에 
삼중수소 저장량 측정 

운전됨 *1 
SDS 용기에서 

90T-10D나 ISS에서 연료 
3-4번 연료 예열과 탈장/공급 

플라즈마 二。i!.二B- *2ι 
50T-50D로 채움 그。l二 B- id g 

실험 : 3-4번 연료 용기안 He loop를 
ISS에서 SDS 

10일간 공급 후 사용하여 용기 안 90T-10D나 
보유관을 통해 

ISS에서 남아있는 삼중수소 양 50T-50D로 채움 
연료 공급 

연료 공급 측정 *3 

ISS냐 SDS 보유관에서 
ISS는 전체 D-T 

종료: 연료 reflux 
SDS 용기로 연료를 비워짐 

2 일간 조건하에 
보내어 저장 

운전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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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ITER 1SS의 역 할 (i)플라즈마 연료 공급을 위 한 90T-10D, 50T-50D와 D2 생 산， (ii)1TER 

WDS(Water Detritiation System)에서 보내진 H2와 H-T 혼합기체에서 삼중수소 추출/ 삼중수소 

빌 딩 / 토차막 빌 딩 과/ 핫셀 빌 딩 에 서 생 성 된 H-T-O, D-T-O둥(tritiated waste water 

(130-150m3/y)에서 삼중수소를 제거하기 위해 WDS는 예정된 점검을 위해 운전 정지됨. 

이러한 이유로 155는 1년 내내 작동이 멈추지 않음. 예정된 WDS와 1SS의 유지점검은 토카막의 

장기간 운전 정지 기간(1 - 3 개월) 동안 수행됨. 

(2)3회의 D-T 플라즈마 실험 후에 1SS에서 90T-10D, 50T-50D와 D2 생성이 평형화됨. 

@플라즈마 실험 시 작업자를 자장과 방사에서 보호하기 위해 토카막과 삼중수소 빌딩에 

사람의 접근이 금지되어 있음. 전체 삼중수소 시스템은 1TER 중앙 제어 빌딩에서 제어됨. 

정확한 삼중수소 보유량을 측정하기 위해 H-D-T 조성과 불순물의 조성을 정확히 측정해야 함. 

모든 용기의 샘플 가스는 긴관(capillaries)을 통해 ANS로 보내진다. PVT-C 측정 방법은 

시간이 소요되고 사람에 의해 제어되어야 함. PVT-C 측정방법은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플라즈마 실험 전과 후에 수행될 수 있음. 

나. SDS beds 설계 운전을 위한 기본 자료 

ZrCo 용기 1개당 평균 공급 속도에 따른 필요한 SDS 용기수를 평가하여 설계 평균 속 

도를 설정하였다. JAEA ZrCo 용기에서 최대 공급 속도는 약 20Pa . m3 
. S-l 이고， TPL의 ZrCo 

용기에서 최대 공급 속도는 약 60Pa . m3 
. S-l를 나타냈다. 또한 SDS 용기에서 200Pa . m3

' S-l의 

공급 속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SDS 용기 에 서 2.5-200Pa . m3
' S-l 공급 속도에 따라 50Pa. m3

' 

S-l 90T-10D와 200Pa . m3
' S-l 50T-50D를 90T-10D SDS 용기 와 50T-50D SDS 용기 에 서 공급 시 

필요한 용기의 수를 계산하여 Fig. 71과 같아 나타냈다. SDS 용기 1개당 최대 삼중수소의 양이 

100g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 속도가 20-40Pa . m3
' S-l 이상으로 증가해도 필요한 용기수 

가 줄어들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위의 분석으로부터 SDS 용기 한 개당 평균 공급 속도 목표 

값을 20Pa . m3
' S-l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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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1 90T-10D의 연료 공급 시 SDS 용기 의 운전 모드를 Fig. 72와 같이 

설계하였다. SDS 용기에서 평균 공급 속도를 20Pa . m3 
. 8.1로 가정할 때 4개의 90T-10D 용기에 

서 4회의 50Pa' m3
' 8.

1 90T-10D 연료가 공급되어진다. 첫째로， Fig. 73에서처럼 LTS에서 T2와 
D2 가스를 공급 받아 PVT 측정 탱크에서 혼합되어진 뒤 90T-10D 용기에 저장한다. 이후 SDS 

용기에 저장된 90T-10D의 양을 Fig. 74에서 나타낸 것처럼 PVT 방법으로 측정된다.2주간 플 

라즈마 실험 중에 용기 내의 잔류 삼중수소의 양은 Fig. 75에 나타낸 것처럼 용기 내부에 설치 

된 He loop를 통해 측정된다. 첫 번째 Fig. 76에 나타냈듯이 연료 공급 전에 2개의 용기 (A， B) 

에서 FIS와 SDS 보유관에 70kPa' m3를 공급한다. Fig. 77에 보듯이 첫 번째 연료 공급 후 두 
번째 연료 공급을 위해 22.5kPa . m3의 90T-10D를 용기 C에서 20Pa . m3 

. 8.
1 유속으로 1125초 

동안 SDS 보유관에 공급한다. 또한 Fig. 78에서처럼 두 번째 연료 공급 후/ 세 번째 연료 공급 

위해 22.5kPa . m3 90T-10D를 용기 D에서 20Pa . m3
' 8.

1 유속으로 1125초 동안 보유관으로 
공급한다. Fig. 79에 나타낸 것처럼 세 번째 연료 공급 후/ 네 번째 연료 공급을 위해 용기 C 

와 D에 서 20Pa . m3 
. 8.

1 유속으로 1125초 동안 22.5kPa . m3 90T-10D를 SDS 보유관에 공급한 

Figure 71. Required number of SDS bed according to delivery rate 

_Q_ 
E크 

FIS로 

용 

종료후 

90T-10D 용기에 

2주간 플 

He loop에 의 

SDS 보유관을 통해 

냉각되고， Fig. 81은 

플라즈마 실험 

4개의 

82는 2회째 

설치된 

연료 공급 후， 90T-10D 연료는 1SS에서 

공급 후 네 개의 90T-10D 용기는 실내 온도로 

He loop에 의 해 잔존된 삼중수소의 양을 측정 한다. 
90T-10D나 SDS 보유관이나 F1S에 남아있는 90T-10D는 

100g의 삼중수소(107.4g 90T-10D)를 저 장한다. Fig. 

90T-10D 용기에 저장된 삼중수소의 양을 용기 내부에 

105 

다. 

Fig. 80에서는 네 번째 

공급된다. 네 번째 연료 

기 내부에 설치된 

1SS에서 생성된 

보내어 용기 한 개당 

라즈마 실험 전에 



해 측정되는 모식도이다. 이후에 Fig. 83에 모식화한 것처럼 2주간 플라즈마 연료 공급을 첫 

번째 플라즈마 실험 시 연료 공급과 같이 반복한다. 

Before the first loading from LTS 
따npty) 

OkPam3 0 뻐am3 

During the first loading from L TS 
(fhe first recovery) 

o kPamJ 0 kPam3 

o kPam3 

O kP따n3 

Og 08 Og Og 

107.4 g 107.48 107.4g 107.4 g 

Figure 72. Supply of 50Pa . m3
' S-l 90T-10D during a two week' plasma experiment 

in the BPP (1) 

After initlnl first loading frOlll LTS 
‘ P‘,1-C meas lU'emenl 

o kPam3 0 kPmllJ 

Bef，어 e the Ill.t hvo weeks 
Plasmn experiment 
(Storage state) 

o kPamJ 0 kPamJ 

o kPamJ 107.4 g 107.4 g 107.4 g 107 .4 .~ 

OkPamJ 107.4 g 107.4 g 107.4 g l07.4 g 

Figure 73. Supply of 50Pa . m3
' S-l 90T-10D during a two week' plasma experiment 

in the BP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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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
 

During the first two weeks plasma e.xperimcnt 
1) in-bed tritium measurement 

(before the fLve days plasma experiment) 

o kPam3 0 kPam3 o kPam3 107.4 g 107.4 g 107.4 g 107.4 g 

During the first two weeks 
Plasma experiment (for the fiπt day) 
2) preheating state for the first shot 

o kPam3 0 kPam3 o kPam J 107.4 g 107.4 g 107.4 g 107.4 g 

Figure 74. Supply of 50Pa . m3
' S-l 90T-I0D during a two week' plasma experiment 

in the BPP (3) 

During the first two weeks 
Plasma experiment (for the first day) 
3) delivery for the fírst shot 

Supply 

OkPam1 35 kPam3 35 kPam1 16.8g 16.8g 107.4 g 107.4 g 

(90.6g) (90.6밍 

During the fi rst two weeks 
plasma experiment (for the first day) 
4) πle fJrst shot for 450 sec 

Inj e띠on 

、 ‘t며 ζ] DDDC 
22.5 kPam1 35 kPam3 12.5 kPam3 16.8g 16.8g 107.4 g 107.4 g 

(58.3g) (90 .6밍 (32.4g) 

Figure 75. Supply of 50Pa . m3
' S-l 90T-I0D during a two week' plasma experiment 

in the BP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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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U illg the fir~t t\Vo 、，yeeks
Plasmn experillκIIt (for the tìrst dnyl 
5) ddì~'elγ for the secolld shot 

o kPn1ll3 35 kPam3 

(90 행) 

Duríng the fll,t h，’O\\'야ks 

pl~Sllln exp히 illlellt (f01‘ the flrst dny) 
6) The secolld shot for 450 sec 

IlIjertjoll 

22.5 kPm1l3 35 kPam3 

(.5 83g) (906g) 

35 kP~1ll3 
(906g) 

1:?.5 kPõIlll l 

(32.4g) 

16, 8g 16.8g 49. 2g 107.4 g 

16‘ 8g 16.8g 49.2g I07 ,4g 

Figure 76. Supply of 50Pa . m3
' S-l 90T-I0D during a two week' plasma experiment 

in the BPP (5) 

During the first two weeks 
Plasrna experiment (for the first day) 
7) delìvery for the third shot 

O kP따n3 35 kPam3 

9OT-I0D 90T-I 0D(90.6잉 

During the first two weeks 
plasma experiment for the ftrst day 
8) 꺼le third shot for 450 sec 

I께ection --「 · Supply 

‘ I FISs 

22.5 kPam3 35 kPam3 

(58.3g) (90.6잉 

35 kPam3 16.8g 16.8g 49.2g 49.2 g 
90T-I0D(90.6밍 90T-I0D 90T-I0D 90T-I0D 90T-I0D 

12.5 kPam3 

(32.4g) 

16.8 g 16.8 g 49.2 g 49.2 g 

Figure 77. Supply of 50Pa . m3
' S-l 90T-I0D during a two week' plasma experiment 

in the BP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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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the first two weeks 
Plasma experiment (for the first day) 
9) deli very for the fourth shot 

o kPam3 35 kPamJ 

(90 . 6밍 

35 kPam3 16.8g 16.8g 20.1g 20.1 g 
(90.6g) 

22.5 kP외nJ 35 kPamJ 

(5 8.3잉 (90.6잉 

oa -m ge j m 
。
e

8 Mm 
。
。

8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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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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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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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
 

” 
J‘ 
/‘‘‘ 

Figure 78. Supply of 50Pa . m3
. S-l 90T-I0D during a two week' plasma experiment 

in the BPP (η 

During the first two weeks 
Plasma experiment (for the f lfSt day) 
11) ISS supply from fifth shot to 16th shot 

During the first two weeks 
plasma experiment (for the f lfSt day) 
12)Ni혈1t shlft after 16Ú' shot 

o kPam3 35 kPam3 35 kP am3 16.8 g 16.8 g 20.1 g 20.1 g 

(:90.6g) (32.4g) 

Figure 79. Supply of 50Pa . m3
. S-1 90T-I0D during a two week' plasma experiment 

in the BP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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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lring the first two weeks 
Plasma experiment for 2nd ~ 5th days 
13) ISS sllpply from first shot to 1양 shot 

(TOk때밟 
~' 

22.5 kPam3 35 kPam3 

(58. 3g) (90， 6밍 

Dllring the fi rst two weeks 
plasma experiment for 2nd ~ 5th days 
14)Ni앙lt shift 하ter 16th shot 

o kPam3 35 kPam3 

(90.6밍 

35 kP am3 

(90.6g) 

35 kPam3 

(32.48) 

16.8g 16.8g 20.1g 20, 1 g 

16.8g 16.8g 20.1g 20, lg 

Figure 80. Supply of 50Pa . m3
' S-1 90T-10D during a two week' plasma experiment 

in the BPP (9) 

During the fi rst two weeks 
Plasma experiment after five days plasma e 
15) in-bed tritillm measurement 

OkPam3 35 kP am3 

(90.68) 

During the first two weeks 
plasma experiment after five days plasma exp 
16) Recovery from Pellet injector or reservoir 

O 뻐am3 0 앤am3 OkPam3 

16.8g 16.8g 20.1g 20.1 g 

107.4 g 107.4 g 107.4 g 107.4 g 

Figure 81. Supply of 50Pa . m3
' S-1 90T-10D during a two week' plasma experiment 

in the BPP (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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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the second two plasma experiment 
17) Storage 

o kPam3 0 kPam3 o kPam3 

During the second two weeks plasma experimenl 
18) in-bed tritium measurement 

(before the five days plasma experiment) 

o kPam3 0 kPam3 o kPam3 

107.4g 107.4g 107.4g 107.4 g 

107.4 g 107.4g 107.4 g 107.4 g 

Figure 82. Supply of 50Pa . m3
' S-l 90T-10D during a two week' plasma experiment 

in the BPP (11) 

During the second two we양g 

Plasma experiment (for the flrst day) 
19) preheating state for the flI'st shot 

o kPam3 0 kPamJ 

During the second two weeks 
Plasma experiment (for the f lI'St day) 
20) delivery for the flrst shot 

Supply 

OkPam3 107.4 g 107.4g 107.4 g 107.4g 

o kPam3 35 kPam3 35_kP~3 16.8g 16.8g 107.4 g 107.4 g 
(90.6g) (90.6g) 

Fi망ue 83. Supply of 50Pa . m3 
. S-l 90T -10D during a two week' plasma experiment 

in the BP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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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P에 90kPa . m3 50T-50D를 450초 동안 200Pa . m3 
• 8-1로 공급하기 위해 117~ 의 

50T-50D 용기가 사용되어진다. 첫째， Fig. 84에서는 LTS에서 보내진 T2와 D2를 PVT 탱크에 

주입하여 혼합한 뒤 11개의 50T-50D 용기에 흡장한다. Fig. 85에서는 50T-50D 용기에 첫 번째 

50T-50D를 홉장한 후 PVT 방법으로 용기 내 흡장된 50T-50D의 양을 측정한다. Fig. 86에서는 

1회째 플라즈마 실험 전에 용기 내부에 설치된 He loop에 의해 50T-50D의 양이 측정되어진다. 

Fig. 87에서는 1회째 연료 공급도 중 66kPa . m3 50T-50D를 8개의 용기 (C-J)에서 평균속도 약 

19Pa . m3 
• S-l로 434.2초간 SDS 보유관에 공급한다. Fig. 88에서는 1회째 연료 공급 후 1개의 

용기(K)에서 24kPa . m3 50T-50D를 평균 속도 19Pa . m3 
• S-l로 1263.2초간 공급되어진다. Fig. 

89에서는 2회째 연료 공급 중 66kPa . m3 50T -50D를 8개의 용기(C-J)에서 SDS 보유관으로 

19Pa . m3 . S-l 평 균 속도로 434.2초간 공급한다. Fig. 90에 서 는 2회 째 연료 공급 후y 24kPa · m3 

50T-50D를 3개의 SDS 용기 (A， B, K)에서 .SDS 보유관으로 19Pa . m 3 
• S-l 평균 속도로 421초간 

공급한다. 또한 Fig. 91에서는 3회째 연료 공급동안 66kPa . m 3 50T -50D를 8개의 

용기에서(C-J) 1-2회째 연료 공급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공급되어진다. 4회째 연료 공급 전 

24kPa . m3 50T-50D를 8개의 용기(C-J)에서 19Pa . m3 
• S-l 평균속도로 158초 동안 공급한다. 

4회째 연료 공급 도중 66kPa . m3 50T -50D는 8개의 용기(C-J)에서 동일한 과정을 통해 연료가 

공급되어진다. 

Fig. 92에서는 4회째 연료 공급 후 ISS에서 SDS 보유관을 통해 FIS로 연료를 공급하고/ 

117~ 의 50T-50D 용기는 실내 온도로 냉각되어진다. 플라즈마 실험 후 11개의 용기 내에 

잔존하는 50T-50D의 양을 용기 내부에 설치된 He loop에 의해 그 양이 측정된다. 이후에 

ISS에 서 생 성 된 50T-50D와 FIS나 SDS 보유관에 잔존하는 50T-50D를 Fig. 93에 표시 된 11개 의 

50T-50D 용기에 저장한다. Fig. 94에서는 2회째 플라즈마 실험 전에 용기 내에 잔존하는 

50T-50D 양을 용기 내부에 설치된 He loop에 의해 측정되며， 2회째 플라즈마 실험 시 연료 

공급도 1회째 플라즈마 실험 시 연료 공급과 동일한 과정을 통해 공급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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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the flfst loading from LTS 
(Empty) 

During the flfst loading from LTS 
(The first recovery) 

o kPam3 0 kPam3 

o kPam3 Og Og 

o kPam3 100g 100g 

Og Og Og Og 

100g 100g 100g 100g 

Fi밍lfe 84. Supply of 200Pa . rn3 
• S.l 50T -50D during a two week' plasrna experirnent 

in the BPP (1) 

After initial :first loading from LTS 
P에.C measurement 

Before the :first two weeks 
Plasma experiment 
(Storage state) 

OkPaml 

Figure 85. Supply of 200Pa . rn3 
• S-1 50T-50D during a two week' plasrna experirnent 

in the BP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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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the Î lJ"st two weeks plasma exp 
1) in.bed bitium meas따에lellt 

(before the five days plasma experiment) 

OkPamJ 

During the first two weeks 
Plasma experimenl (for the firsl day) 
2) preheating state for the Î IJ"SI shol 

OkPamJ 

Figure 86. Supply of 200Pa . m3 
• S-1 50T -50D during a two week' plasma experiment 

in the BPP (3) 

During the firsl two weeks 
Plasma experimeot (for the first day) 
3) delivery for the first sbot 

During the first two weeks 
plasma experimeot (for the 파st day) 
4) The first 엽l0t for 450 sec 

Figure 87. Supply of 200Pa . m3 
• S-1 50T-50D during a two week' plasma experiment 

in the BP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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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the fU'S t two weeks 
Plasma experiment (for the fU'St day) 
5) delivery for the second shot 

o kPamJ 

During the fU'S t two weeks 
plasma experiment (for the ftrst day) 
6) πle second shot for 450 sec 

90 kPamJ 

Figure 88. Supply of 200Pa . m3 
• S-l 50T-50D during a two week' plasma experiment 

in the BPP (5) 

During the first two weeks 
Plasma experiment (for the fir잉 day) 
η delivery for the lhird shot 

Dnring the first two weeks 
plasma experirnent for the first day 
8) πle third shot for 450 sec 

Figure 89. Supply of 200Pa . m3 
• S-l 50T-50D during a two week' plasma experiment 

in the BPP (6) 

115 -



During the flrsl two weeks 
Plasma experiment (for the f trS t day) 
9) delivery for the fourth shol 

/ 、

I Tokamak 

、 j 
、 / 
\、‘ _/ 

OkPam3 

During the first two weeks 
plasma experiment (for the f trSt day) 
10) The fourth shot for 450 sec 

Figure 90. Supply of 200Pa . m3 
• S-l 50T-50D during a two week' plasma experiment 

in the BPP (끼 

During the first two weeks 
Plasma experiment (for the first day) 
11) ISS supply ftom fifth shot to l6'h sh 

During the first two weeks 
pl잃ma experiment (for the f lI'St day) 
12)N핑bt 엄Iift after 161h shol 

Fi망ue 91. Supply of 200Pa . m3 
• S-l 50T-50D during a two week' plasma experiment 

in the BP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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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the ftrst two weeks 
Pl.sma e씨}eriment for 2'벼 -5’h days 
13) ISS supply from ftrst shol to 16'h sho 

90 kPam 3 

During the f trS l two weeks 
plasma experiment for 200 - 5th days 
14) Nighl slùft after 16th shot 

Figure 92. Supply of 200Pa . m3 
• S-l 50T-50D during a two week' plasma experiment 

in the BPP (9) 

Duriog the first two weeks 
Plasma experiment a효er five days plasm이 앉P 
15) in.bed tritium mea잉Jrement 

During the firsl two weeks 
plasma elφeriment after five days pl.sm혜 exp 
16) Recovery from P eIlet iojector or res ‘ 

Figure 93. Supply of 200Pa . m3 
• S-l 50T -50D during a two week' plasma experiment 

in the BPP (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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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the second two weeks plasma exp 

17) in.bed lritium measuremenl 
(before the llve days plasma e’‘perirnent) 

o kPam3 

During the second two weeks 
Plasma experiment (for the first day) 
18) preheating state for the first shot 

OkPam3 

Figure 94. Supply of 200Pa . m3 
• S.l 50T-50D during a two week' plasma experiment 

in the BPP (11) 

EPP시 1회째 연료 공급은 SDS 용기에서 1회째 이후의 연료 공급은 ISS에서 공급되어진 

다. 1회째 연료 공급에서 150kPa . m3 90T-10D를 공급하기 위해 6개의 90T-10D 용기가 필요하 

다. Fig. 95에서는 1회째 플라즈마 실험 전에 6개의 90T-10D 용기에 저장된 90T-10D 양을 용기 

내부에 설치된 He loop에 의해 그 양이 측정되어진다. Fig. 96은 1회째 연료 공급 전에 70kP 

a . m3 90T-10D를 2개의 용기 (A， B)에서 FIS와 SDS 보유관으로 공급한다. Fig. 97에서는 1회째 

연료 공급 중 126kPa . m3 90T-10D를 4개의 용기 (C， D, E, F)에서 평균 속도 20Pa . m3 
• S-l로 

1574초 동안 공급한다. Fig. 98에 표현된 모식도는 1회째 연료 공급 후 ISS에서 SDS 보유관을 

통해 90T-10D를 FIS에 공급한다. Fig. 99에서는 1회째 연료 공급 후 실내 온도로 냉각하여 용 

기 내에 잔존하는 90T-10D의 양을 용기 내부에 설치된 He loop에 의해 측정되어진다. Fig. 99 

은 플라즈마 실험 후 ISS에서 생성된 90T-10D와 FIS와 보유관에 채우진 90T-10D를 용기에 보 

내 용기 1개당 100g의 삼중수소(107.4g 90T-10D)가 저장되도록 한다. 차후 플라즈마 실험까지 

90T-10D가 6개의 용기에 저장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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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l state of SDS 

OkP없n3 OkP없n3 

90T-I0D 90T-I0D 

Dur il1g the Ítrsl two weeks pla잉na experiment 
1) In-bed lritium measurement 

(before the five days plasma experiment) 

OkP없n3 OkPam3 

90T-I0D 90T-I0D 

OkP없n3 

90T-I0D 

OkP와n3 

90T-I0D 

Figure 95_ Supply of 50Pa . m3 
• S-l 90T-10D during a two week' plasma experiment 

in the EPP (1) 

During the first two weeks 
plasma experiment (for the ftrst day) 
2)Pr당leating state for the first shot 

O kP없n3 O kP업n3 

During the first two weeks 
plasma experiment (for the first day) 
3) Delivery for the ~ Supply 

O kP와n3 
107.4g 107.4g 
9OT-I0D 9OT-IOD 

107.4g 
9OT-IOD 

o kPam3 35 kPam3 35 kPam3 짧껍D 짧껍D 앓댐D 
9QT-I0D 9OT- I0D(90.6g) 90T- IOD(90.6g) 

Figure 96. Supply of 50Pa . m3 
• S-l 90T-10D during a two week' plasma experiment 

in the EP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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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kPam3 

90T-10D 

Supply 

35 kPam3 

90T-10D(90 . 6잉 

During thc firsl two weeks 
plasma experiment (for the fiπt day) 
5) ISS supply before the second shot 

OkPam3 

90T-10D 

35 kP때}l 
9OT-IOD(9O.6g) 

25.8g 25.8g 
9OT-I0D 90T-IOD 

35kPaml 25.8g 25.8g 25.8g 
9OT-IOD 9OT-IOD 

(9O.6g) 

Figure 97. Supply of 50Pa . m3 
• S-l 90T-I0D during a two week' plasma experiment 

in the EPP (3) 

Diidng the fírst two wecKS 
plasma experiment 
6) ISS supply after the second shot 

150 kPam3 35 kP8lI션 
90T-10D 9OT-IOD(9O.6g) 

During the fust two weeks pl잃ma experimen1 
7) In-bed trilium measurement 

(before the five days plasma experiment) 

O kP와n3 

90T-IOD 

O kP외n3 

90T-IOD 

O kP와n3 

90T-I0D 

25~g 25.8g 25 .~ 

9OT-IOD 9OT-IOD 9OT-IOD 

Figure 98. Supply of 50Pa . m3 
• S-l 90T-I0D during a two week' plasma experiment 

in the EP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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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Ule first two weeks 
plasma experiment (for the first day) 
8) Recov히-y from FISs or reservoir 

o kPam3 

90T-I0D 
OkPam3 

90T-I0D 

Storage before the second 
two weeks plasma experiment 

OkP업n3 

90T-10D 
OkPam3 

90T- lOD 

O 앤am3 

90T-I0D 

OkP없n3 

90T-10D 

107.48 107.48 107.4g 
9OT.IOD 9OT.I0D 9OT. lOD 

107.48 107.48 
9OT. lOD 9OT. lOD 

107.48 
9OT.I0D 

Figure 99. Supply of 50Pa . rn3 
• 념 90T-10D during a two week' plasrna experirnent 

in the EPP (5) 

EPP에서 1회의 연료 공급 시 3000초 동안 600kPa . rn3의 50T-50D를 1회째 연료 공급 시 

157~ 의 50T-50D 용기에서 1회째 이후에는 ISS에서 공급되어진다. Fig. 100은 플라즈마 실험 

전에 157~ 용기 내에 저장된 50T-50D의 양을 용기 내부에 설치된 He loop에 의해 측정된다. 

1회째 연료 공급 전 2개의 용기 (A， B)에서 70kPa . rn3 50T -50D를 FIS와 SDS 보유관에서 

공급한다. 1회째 연료 공급 도중 576kPa . rn3 50T -50D를 13개의 용기에서 2215초 동안 평균 

20Pa . rn3 
• S.l로 공급한다. 1회째 연료 공급 후 ISS에서 50T-50D를 SDS 보유관을 통해 

공급한다. 연료 공급 후 실내 온도로 냉각한 후 15개 용기 내부에 잔존하는 삼중수소의 양을 

용기 내부에 설치된 He loop에 의해 측정된다. 플라즈마 실험 후 ISS에서 생성된 50T-50D와 

FIS와 보유관에 채워진 50T-50D를 15개의 용기에 보내 용기 당 100g 50T-50D가 저장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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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l state of SDS 

~ 
o kPamJ 0 kPamJ 

50T-50D 50T-50D 
O 앤amJ 

50T-50D 

During the flfSt two weeks plasma e_xperím 
1) in-bed tritium measurement 

φefore the five days pl잃ma experiment) 

o kPamJ 0 kPam3 0 kPam3 

50T-50D 50T-50D 50T-50D 

IOOg 100g 

Figure 100. Supply of 200Pa. m3 
• S-1 50T-50D during a two week' plasma experiment 

in the EPP (1) 

During the first two weeks 
plasma experiment (for the first day) 
2) Pr허leating state for the frrst shot 

o kPamJ 0 kPam3 

5 OT-5OD 50T-50D 

During the first two weeks 

OkPam3 

50T-50D 

plasma experiment (for the frrst day) 
3) Delivery for the frrst shot 

Suwly 

A ι.n"~J 35kPm꺼J 35kPamJ 

50만.50D 5~T~50D 50T-50D 
(85.948) (85.948) 

Figure 101. Supply of 200Pa . m3 
• S-1 50T-50D during a two week' plasma experiment 

in the EP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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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lhe first two weeks 
plasma experim야lt (for lhe first day) 
4) Delivery during the first shot 

I때ectkm ，----------， Supply 

50T-50D 

~ I FISs 

35kParnJ 

50T-50D 
(85 .94g) 

During lhe first two weeks 
plasma experiment (for the fírsl day) 
5) ISS supply before lhe second shot 

OkPam3 

50T-50D 
50T-50D 
(85.94g) 

50T-50D 
(85.94g) 

l ‘ 19 

Figure 102. Supply of 200Pa . m3 
• 8-

1 50T-50D during a two week' plasma experiment 

in the EPP (3) 

During lhe fírsl two weeks 
plasma experiment 
6) ISS supply after the second shot 

_!nj e cti <;m ,----------, Supply 

600 kParnJ 

50T-50D 

35 kPanil 
50T-50D 
(85.94g) 

During lhe fírst two weeks 

35 kPaml 

plasma experiment (for the fU'Sl day) 
7) În-bed tritium measurement 

OkPam3 

50T-50D 

35 kPam3 
50T-50D 
(85 .94g) 

35 kPam3 
50T-50D 
(85.94g) 

Figure 103_ Supply of 200Pa . m3 
• S-1 50T-50D during a two week' plasma experiment 

in the EP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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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the first two weeks 
plasma experiment (for the first day) 
8) Recovery from FISs or reservoir 

o kPam3 0 kPam3 

50T-50D 50T-50D 

Storage before the second 
two weeks plasma experiment 

o kPam3 0 kPam3 

50T-50D 50T-50D 

OkPam3 

50T-50D 

OkPamJ 

50T-50D 

1008 [008 1008 

Figure 104. Supply of 200Pa . m3 
• 8-1 50T-50D during a two week' pla8ma experiment 

in the EPP (5) 

ITER SDS에 20-40개의 용기와 LTS에 약 107~ 의 용기가 설치된다. SDS 용기에서평균 공 

급 속도는 20Pa . m3 
• 8-1로 설계하였다. BPP에서 50Pa . m3 

• 8-1의 90T-10D를 450초 동안 4회에 
걸쳐 공급하기 위해 4개의 90T-10D 용기가 필요하다. 200Pa . m3 

• 8-1 50T-50D를 450초 동안 4 

회 공급하기 위해 11개의 50T-50D 용기가 필요하다. EPP에서 3000초 동안 50Pa . m 3 
• 8-1 

90T-10D를 1회 공급하기 위해 6개의 용기가 필요로 하며， 3000초 동안 200Pa . m3 
• 8-1의 

50T-50D를 1회 공급을 위해 157~ 의 50T-50D 용기가 필요하다. 플라즈마 실험 전 용기 내에 저 

장된 삼중수소의 양을 용기 내부에 설치된 He loop에 의해 측정되며I 플라즈마 실험 중 BPP 

에서는 4회， EPP에서는 1회 SDS 용기에서 연료가 공급되어진다. 1회째 연료 공급 후 용기를 

실내 온도로 냉각시칸 후 용기 내부에 설치된 He loop에 의해 용기 내에 잔존하고 있는 

90T-10D, 50T-50D의 양을 측정 한다. 플라즈마 실 험 후 ISS, FIS, SDS 보유관에 90T-10D, 

50T-50D를 SDS 용기에 보내 차후 플라즈마 실험 시까지 저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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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SDS beds 모텔 링 [28,36] 

1. SDS 용기와 LTS 용기의 열해석 

ITER용 SDS/LTS로부터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SDS 용기와 LTS 용기를 ASME VIII의 코 

드로 3절과 같이 설계하였다. SDS/LTS 용기에 ZrCo를 담아 D-T 연료를 흡장/ 탈장/공급l 저 

장하게 된다. 설계된 SDS/LTS 용기에 (i)CDZrCoHx 가열 성능， (Z)ZrCoHx 온도를 낮추기 위한 

냉각 성능， (3)2차 용기 외벽 온도를 100 0

C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열차폐판 성능，@흡장y 탈장l 

저장 시 온도변화 등을 Heating 7.3 열해석 프로그램으로 시율레이션하여 평가하였다. 

SDS/LTS 용기는 수평형 원통 형태로 중심축에 대하여 상부와 하부가 대칭이다. 원통형 

좌표에 r(radial) 축과 z 축의 2차원으로 Fig. 105, 106에 서 처 럼 분석 하였다. 약 3.5kg의 ZrCo 

파우더를 1차 용기에 26개 니켈 핀 사이 (22.5cm 길이)에 약 2/3 높이로 채운다.2차원의 열해 

석에서는 1차 용기의 100% 높이까지 ZrCo 파우더가 채워진 것으로 가정되었다. SDS/LTS 전 

체 용기의 열해석에 1차 용기 상부 플레이트와 2차 용기 플레이트 상부 사이의 유입 파이프/ 

유출 파이프 등을 통한 전도에 의한 열전달은 포함되지 않았다. DT 유입 파이프와 유출 파이 

프를 통한 전도에 의한 열전달을 평가하기 위해 Fig. 107과 같이 파이프 중심으로 r 축과 z 축 

을 모델화하여 분석하였다. 

i :3'kW C~rtridl!:낭‘ : 
, ,’ butc:r wall of urìJll.11V "essA ! f f i댄t빨효 :\‘‘‘민싹댄뇨쁘뜨 (UI띠빼u피따ts : 11삐ω삐 0 

‘눔Fo아씨삐l…11뼈l 
Í1U1C야rwa꺼11 of sec야o이01l(띠d“뼈I“a깨lη1γ'vess야c야1 : z!감rCo이(z!’-CoTx칩 ) 

Outer wnll of sccQudmy vcssel 페략단쉰옆 

Figure 105. Monitoring points in SDS bed' s hea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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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양ue 106. Monitoring points in LTS bed's heat analysis 

Heater 
Four thermal reflectors 

Raxis :' 짜 plate of primary vesseν 

1 T껴_/ ~ ~ ~ ~ I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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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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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7. Model of heat transfer through DT tube between primary vessel and 

flange of secondary vessel in SDS bed and LTS bed 

열해석을 위한 경계조건을 설계하기 위한 SDSjLTS 용기의 운전모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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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활성화와 재생화 (SDSjLTS 용기) 

활성화: 1차 용기 안에 담긴 ZrCo 파우더를 500C와 진공 처리 하에 vacuum annealing 

하여 ZrCo 파우더 공극상의 불순물 가스를 빼내어 초기 활성화한다. 

1 .재생 : 탈장 시 가열기의 과열로 인한 변형 반응이 일어난 경우 500
0

C 와 진공 처리 하 

에 10시간 이상 반응시켜 초기의 ZrCo 파우더로 재생한다[3， 4]. 

11.변형 반웅 : ZrCoHx • 0.5ZrH2 + 0.5ZrCo2 + 0.5(x-1)H2 

(380
0

C 이상 온도y 평형압력) 

111.재 생 반응 : ZrH2 + ZrCo2 • ZrCo + H2 

(500 0C, 진공 하에 8-10시간 반응) 

(2)D-T 가스의 흡장 (SDS, LTS 용기) 

ZrCo 파우더에 D-T 연료 가스를 실내 온도에서 반웅하여 수 분내에 흡장한다. 107.4g 

90T-10D가 흡장되면서 약 1492.6kJ의 발열열이 발생되어 ZrCo(90T -10D)x의 온도가 급격히 높 

아진다[5]. 

ZrCo + 1j2T2 늑 ZrCoT + 80.495kJjmol(T2) 

ZrCo + 1j2D2 특 ZrCoD + 81 .54KJjmol(D2) 

@D-T 연료 저장 시 (SDSjLTS 용기) 

100g 삼중수소 저장 시 삼중수소 붕괴열(32.4W j100g T)에 의해 ZrCo(90T -10D)x의 온도 

가상숭한다. 

@D-T 가스의 탈장/빠른 공급 (SDS 용기) 

용기 1개당 D-T 가스의 평균 20Pa . m3 
• S-l로 공급하면서 변형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250
0

C로 예열한 후 250
0

C 에서 350
0

C로 10분 안에 온도를 높이면서 진공 처리하여 공급한다. 

1 .예열 : 250
0

C 에서 4113Pa 평균 압력에서 예열 시 100g 삼중수소 붕괴열에 의해 32.4W 

의 열이 발생된다. 

11.탈장/공급: 250
0

C 에서 350
0

C로 10분간 가열하면서 진공 하에서 공급 시 평균 속도 

20Pa . m3 
• S-l로 가정할 때 홉열반웅으로 ZrCo{90T -10D)x의 온도가 가열기에서 공급되는 온도 

보다 낮아지게 된다. 

(5)D-T 가스 탈장/ 공급 {LTS 용기) 

LTS 용기에 저장된 T2, D-T 가스를 예열 없이 실내 온도에서 350
0

C로 가열하면서 진공 

처리하여 SDS 용기에 이송한다. 35WC에서 2-3 시간 공급 후 진공 처리 하에서 온도를 500
0

C 

로 상승시 켜 잔류 T2, 90T-10D 가스를 최 소화한다. 

탈장 시 홉열 반웅으로 인해 ZrCo{90T -lOD)x의 온도가 낮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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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S/LTS 용기에서 운전 조건을 Table 57과 같이 정리하였다. 

Table 57. Operating conditions of SDS and LTS beds 

1st Vacuum 2nd Vacuumzone 
Operation mode ZrCo hydride 

(SDS bed only) zone 

DT gas 
Temperature equilibrated with Vacuum pumping Vacuum pumping 

adsorption 
endothermic reaction heat and/or He filling And/ or He filling 

(Recovery) 

DT gas Temperature equilibrated with Vacuum pumping Vacuum pumping 

storage tritium decay heat and/ or He filling and/ or He filling 

Stepwise heating 

• 20 • 250.C in 30 min 
DT gas 

(no vac. Pumping) 
rapid 

• 250 • 350.C in 30 min Vacuum pumping Vacuum pumping 
delivery 

(under vac. Pumping 
(SDS bed) 

Heating rate : 

7.5 - 10.C/min) 

DT gas normal 
Stepwise heating 

• 20 • 350.C in 2-3 h 
delivery (L TS 

• 350 • 500.C in 1 h 
Vacuum pumping Vacuurn pumping 

bed) 
(under vac. Pumping) 

Regeneration 
Vacuum annealing 

Vacuum pumping Vacuum pumping 
(500.C for 6-10h) 

SDS, LTS 용기에서 다음과 같이 열전달이 이루어진다. 

CD1차 용기 가열기에서 발생한 열이 니켈핀을 통해 ZrCo(90T -10D)x로 전도되어진다. 

(2)1차 용기 외벽으로부터 열이 2차 용기 외벽까지 복사나 0.5 bar He을 채운 경우 대류에 

의해 전달된다. 

@2차 용기 외벽에서 열은 SDS 글러브 박스 내에 실내 온도의 질소 충으로 자연 대류에 

의해 전달된다. 

2차 용기에서 복사 열전달 계수는 Stainless steel로부터 반사율(emissivity)를 0.3로 가정 

하여 1.7007 X 10-8 W 1m2 IK4로 계산하였다.2차 용기에서 자연 대류 계수는 다음 식을 이용하 

여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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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nc(surface) = Nu*k/6 

Nu = c(GrPr)111 

c = 0.53, m = 0.25(on the shell, 104<GrPr<109
) 

c = 0.59, m = 0.25(on the plate, 104<GrPr<109
) 

Gr = gβ(Ts-T∞)63/v2 

Hnc : natural convection heat transfer coefficient(W 1m3 rq 
Nud : Nusselt number K : Thermal conductivity(W Imoq 
6 : Characteristic length(m), C : Constant coefficient, Gr: Grashof number 

Pr : Pr없111 number, m : Constant exponent, g : Acceleration of gravity, 
β : Volume expansion coefficient(l/K), Ts : Surface temperature(K) 

T∞ : Atmosphere temperature(K), v : Kinetic viscosity(m2 I s) 

100g 삼중수소 저장 시 삼중수소 붕괴열에 의한 붕괴열은 1.7378*104W 1m3 

exp(-1.78*10-9*t(sec))로 3.6kg ZrCo(90T -10D)의 부피 1337.6cm3에 2.422*104W 1m3 

exp( -1.78*10-9*t(sec))로 계산하였다. 2차원 열해석에서 ZrCo(90T -10D)x가 26개 니켈핀 사이의 

100% 높이의 1864.4cm3 부피에 채워지는 것으로 가정되어 열발생율을 1. 7378*104W 1m3 

exp( -1.78*10-9*t(sec))로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107.4g 90T-10D 흡장 시 발생되는 1492.6kJ 발열열은 초기 2분 내에 80%의 90T-10D가 

흡장되고 이후 6분 내에 20%의 90T-10D가 홉장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2차원 열분석에서 열 

발생율은 초기 2분 동안 7.439375*106W 1m3 이고 이후 6분간은 0.619948*10~ 1m3로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SDS 용기에 예열과 탈장 시 온도변화와 열 발생율을 Fig. 108와 같다. 예열 시 100g 삼 

중수소 붕괴열에 의한 열발생율은 2차원 열해석에서 17.38*10~ 1m3로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탈장 시 1492.6kJ의 홉열열에 의한 열소모율은 20Pam3/s 평균 속도로 2074초 동안 공급 

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2차원 열해석에서 -353.617*103W 1m3로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탈장 시 니 
켈핀에 의한 열전달 효율을 평가하기 위해 니켈핀이 없는 SDS 용기에서 예열과 탈장 시 온도 

변화와 비교 평가하였다. 탈장 시 니켈핀의 부피를 포함한 2070.44cm3 부피에서 홉열열이 소모 
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열소모율을 -318.4945*10~ 1m3로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LTS 용기에서 107.4g 90T -10D의 탈장 시 8Pa . m3 
• S-1 평균속도를 가정하여 5269.7초 동 

안 151.925*103w 1m3의 열소모율을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 129 -



350 

300 

250 

니 

200 '1:r 
월 
염 

150 앙 
딩 
4l) 

100 • 

50 

0 

4 

l ‘ • -
-
-

- -• - Heat generation rate(W 1m3) 

-0-- Temperature ofheater 
! 

• -~-~.--‘ 

5.0E+04 

• 
, -, 
• 
‘-, 
• 

O.OE+OO 

셔를 -5.0E+04 

훌 -1.0판05 
다 -1.5E+05 
。

협 -2.0뭔05 
섭 
υ 

~ -2.5E+05 
생 
4l) 

법 -3.0E+05 

-3.5E+05 

-4.0E+05 
0 3.5 3 2.5 2 1.5 0.5 

Titre(hour) 

Figure 108. Heat generation rate during preheating 없ld deliveηr of 107.4g 90T -10D 

from SDS bed 

가. ZrCo 파우더의 열 물성 값의 측정과 평가 

열해석을 위해 필요한 ZrCo 파우더의 열 물성 값을 공기 중에서 

불성값을 평가하였다. ZrCo chunk의 열 물성 값도 측정하여 ZrCo의 

물성 값의 차이를 비교 평가하였다. 

이탈리아의 SAES Getters 회사에서 구입한 ZrCo chunk(60.8wt% Zr, 39.2wt% Co, 
1-강nm， 두께， 10-15mm 너비)를 약 20g 정도 30.1cm3의 소형 반응기에 넣고 3-5회 실내 온도에 

서 흡장하고 350
0

C와 진공 조건 하에서의 탈장을 반복하여 파우더화하였다. ZrCo 파우더를 

760μm의 sieve로 처 리 후 760μm미 만의 ZrCo powder의 겉보기 밀도를 2.823gjcm3로 측정 하였 
다. ZrCo의 7.3gjcm3 진밀도값으로부터 0.6285의 공극률을 계산하였다. N anoFlash D표fusivity 

(LFA 44끼를 사용하여 Laser Flash 법을 이용하여 Laser Flash를 광원으로 하여 시료 표면에 

투사된 광원에 의해 전달되는 열이 반대편으로 전달될 때의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열확산 

도(Thermal Diffusivity)를 측정하였다. 비열(Cp)은 μ-Sensor 가 부착된 비열전용 Differential 

Scan띠ng Calorime따r(DSC 204 F1)로 최근 분석기법인 ASTM Method로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다음 식에 의해 열전도도 (Thermal Conductiviη)를 계산하고.5회 측정값을 평균하였다. 

Table 58과 같이 공기 중 ZrCo powder의 열전도도 값과 열용량 값을 측정하였다. 

열 

열 

측정하고 수소상의 

크기와 공극에 따른 

열전도도 = 열확산도 × 밀도 × 비열 

Table 58. πlerrnal properties of ZrCo powder in 떠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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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 공가 중 열전도도(V\T /rn/I() 비열(j/kg/K) 

25 0.154 381 

100 0.174 428 

150 0.192 450 

공기 중에서 측정한 ZrCo 파우더의 열전도도 값에서 수소 중의 ZrCo 파우더의 값을 평 

가하기 위 해 다음 식 의 geornetric mean model을 사용하였다[2， 3}. 수소중의 ZrCo 파우더 열 

전도도 값을 계산하여 Table 59와 같이 나타내었다. 

KI7Trn nnw,J PT +~iT\ = KI7Trnnnw,JPT\(1-a) x KI~ir\(a) (ZrCo powder +air) = 1\.(ZrCopowder)' , X 1\.(air) 

K(ZrCo powder + air) = 0.003 * T CC) + 0.1457 (R2 
= 0.9929) 

K(Zκ powd떼 = (K(ZrCo powder + ai끼 / K(air/a)) (l/(l -a)) 

K(ZrCo powder +H2) = K(ZrC p。wder)(1-a) × K떠2/a)， (a) = porosity(0.6285) 

Table 59. Calculation results of thermal conductivity, K(W /m/K) of ZrCo powder, and 

ZrCo powder in hydrogen from K of ZrCo powder in air 

Temperature( OC) K(zrCo powder + air) K(air) K(ZrOl powcler) K<H2) K(zrCo powder + HZ) 

25 0.154 *1 0.0259 3.143 0 .182 0.524 

100 0.174 *1 0.03126 3.176 0.2111 0.578 

150 0.192 *1 0.03777 3.013 0.229 0.597 

200 0.206. 0.0378 3.637 0.247 0.670 

300 0.236 0.0440 4.056 0.282 0.759 

400 0.266 0.0498 4.539 0.307 0.834 

500 0.296 0.0554 5.054 0.351 0.944 

* 1 Measured values by experimental apparatus. 

공기 중의 ZrCo 파우더의 열용량 값에서 다음 식을 사용하여 ZrCo 파우더의 열용량 

값과 수소 중 ZrCo 파우더의 열용량 값을 Table 60과 같이 계산하였다. 

Cp(ZrCo+a비 = Cp(ZrCo) x mole fraction of ZrCo + Cp(air) x mole fraction of air 

Cp(zrCo) = {Cp (ZrCo+a ir) - Cp(airt mole fraction of air}/ mole fraction of Zr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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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ZrCo+H2) = Cp(ZrCo) x mole fraction of ZrCo + Cp떠2) x mole fraction of H2 

Table 60. Cp of ZrCo powder and ZrCo powder in hydrogen 

온도rc) CPtZκotair) (j!kg/K)*l CP<ZI{:O) CP(ZrCo 'l1ydrogenl 

25 381 380.1 

100 428 427.3 

150 450 449.4 

’ 1 Measured values by experimental apparatus. 

ZrCoHx의 열용량 값을 다음 식에 의해 Table 61과 같이 계산하였다. 

Cp(ZrCoHx) = Cp(ZrCo) x mass fradion + Cp(Hx) x mass fraction 

Cp of ZrCo at room temperature = 380.14GjkgjK) 

Cp of hydrogen at room temperature =14320GjkgjK) 

Table 61. Cp of 앙CoHx 

ZrCo ZrCOHO.5 ZrCoH ZrCOH1.5 

mass fraction of l 0.997 0.993 0.990 ZrCo 

mass fraction of Hz 0 0.00332 0.00662 0.00989 

Cp of ZrCoHx 380.14 426.406 472.365 518.022 

380.1 

427.3 

449.5 

ZrCoH2.0 

0.987 

563.38 

실내 온도에서 ZrCoH1.5로 홉장 후 250
0

C로 예열하고， 350
0

C로 가열하여 진공 처리하여 

수소 공급 시 열해석을 위해 온도별 ZrCoHx와 공극중 수소 압력을 Table 62와 같이 

설정하여 수소 중 ZrCoHx의 열용량 값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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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2. Cp of ZrCoHx 

Hydrogen mole fraction mole fraction 
Cp of 

Temp.(OC) ZrCoHx Cp of ZrCpHx Cp of H2 ZrCoHx and 
(Pa) '1 of ZrCoHx 。f hydrogen 

H2 '2 

25 ZrCOH1.5 0.31 518.02 4.243E • 09 14320 518.02 

100 ZrCOH1.4 26.19 556.88 1 2.897E-07 14447.6 556.88 

150 ZrCoH1.3 210.49 569.96 0.999998 2.051E-06 14489.2 569.99 

200 ZrCOH1.2 1088.79 590.89 0.999991 9.489E-06 14504.6 591.02 

250 ZrCoHl.l 4113.36 609.58 0.999968 3.242E-05 14514.6 610.03 

300 ZrCOHLO 12322.73 628.31 0.999911 8.860E-05 14529.2 629.54 

350 ZrCOHO.5 1341 610.19 0.999991 8.890E-06 14556.1 610.31 

400 ZrCo 0 591.77 0 14591.1 591.77 

500 ZrCo 0 647.81 1 0 14739.9 647.81 

. 
1 : 25 -300"C에서 수소 압력 = 평형 압력 (Log P (Pa) = -2856jT(K) + 9.075) 

350 0C 에서 수소 압력 = 1341Pa (3개의 필터를 통해 20Pa ' m 3 
, S-l 유속으로 공급 시 

압력 강하) 

400-500
0

C에서 수소 압력 = 0 Pa 

*2 : Cp of ZrCoHx and hydrogen 

= (Cp of ZrCoHx) x (mole fraction of ZrCoHx) + (Cp of H얘 x (mole fraction of 

hydrogen) 

ZrCo chunk의 열 물성 값을 측정 하여 ZrCo powder의 값과 비 교 평 가하였다. ZrCo 

chunk(2.3mm 두께， 8mm 지름)는 5.398gjαn3 겉보기 밀도를 가져 3.6%의 공극율을 나타냈다. 

실내 온도에서 열용량 값은 389JjkgjK으로 ZrCo powder 값과 비슷하게 측정되었다. 실내 

온도에서 열전도도 값은 14.8WjmjK로 ZrCo powder(<76o.μm)의 값보다 높아 공극률이 작고 

ZrCo 샘플의 크기가 커서 높게 측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4]. 

공기 중에 ZrCo powder(<760，μm)의 열전도도 값은 0.154WjmjK로 열용량 값은 

381JjkgjK로 측정되었다. Geometric mean model을 사용하여 ZrCo 파우더의 열전도도 값은 

3.143WjmjK로 수소 중의 ZrCo 파우더 값은 0.524WjmjK로 계산하였다. 실내 온도에서 

ZrCo 파우더와 ZrCOH1.5의 열용량 값은 381.1JjkgjK와 518JjkgjK로 계산하였다. 2.3mm 

두께와 8mm 지름의 ZrCo chunk의 열전도도 값은 14.8WjmjK로 ZrCo 파우더보다 높게 

측정되었고 열용량 값은 389JjkgjK로 ZrCo 파우더와 비슷하게 측정되었다. Table 59, 61의 K 

값과 Cp 값을 열해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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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DS 용기에서 전열 히터의 발열 및 핀상 열전달 

1차 용기 안벽에 탈장시 열공급을 위해 3kW 차트리지형 가열기를 설계하였다. 가열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가열기에서 3kW의 열이 지속적으로 발생시 온도 변화를 Fig. 109와 

같이 계산하였다. 가열기 온도는 5분 내에 300
0

C로 높아지고 10분 후 430
0

C까지 상승하였다. 

이로써 가열기 온도는 온도를 측정하여 350
0C 이하 온도로 제어하여 과열을 방지함으로 변형 

반응을 막아야 함을 알 수 있다. 위 계산 결과로부터 최대 가열 성능은 43
0

C/rnin.임을 알 수 

있다. 

Fig. 109에서처럼 가열기 온도를 실내 온도에서 250
0

C로 30분간 상승하고 30분 동안 

250
0

C 에서 예열 시 ZrCo(90T -10D)x 온도는 240-250
0

C로 상승하였다. 탈장 중 

ZrCo(90T-10D)x의 온도는 Fig. 110에서는 흡열 반응으로 인해 300
0C 정도로 유지되었다. 100g 

삼중수소 공급 후 ZrCo 파우더 온도는 340 0

C까지 상승하였다. 

니켈핀의 열전달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니켈핀이 없는 SDS 용기에 예열과 탈장 시 온도 

변화는 Fig. 111과 Fig. 112와 같다. 예열 시 ZrCo(90T-10D)x 온도는 140-250 0C 로/ 2OPa · m3 • 

s-1로 탈장 시 100 0C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이로써 니켈핀이 가열기에서 ZrCo(90T -10D)x로열전 

달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탈장 시 가열기 온도를 350
0

C로 유지하면서 ZrCo(90T -10D)x 온도를 높이기 위해 1차 

용기 외벽에 가열선을 설치하여 1차 용기 내벽의 가열기와 동시에 250
0

C(예열 시)로 

350
0

C(탈장 시)로 온도를 높인 경우 ZrCo(90T -10D)x의 온도 변화를 Fig. 113과 Fig. 114로 

계산하였다. 

ZrCo(90T -10D)x 온도는 예 열 시 250
0

C로 균일하게 높아지고l 탈장 시 온도는 

310-350
0

C로 유지되었다. 이로써 탈장 시 1차 용기 내벽과 1차 용기 외벽에서 350
0

C 의 열을 

공급함으로 ZrCo(90T -10D)x 온도를 높여 1차 용기 내벽의 가열기로만 열을 공급하는 경우보다 

탈장 속도가 증가할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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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DS 용기에서 열차페제 복사 전열 

SDS 용기의 2차 용기 외벽 옹도를 

이에 4개의 열차폐판을 설계하였다. 

500
0

C 이고 열차폐판이 0-4개가 설치될 

100
0

C 

500
0

C 에서 

경우에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1차 용기와 2차 용기 사 

재생이나 활성화 시 1차 용기 안벽의 온도가 

온도 분포는 Fig. 116과 같이 평 가되 었다. 

열차폐판의 개수가 감소할수록 ZrCo 온도는 

의 온도는 약 64
0

C 에서 약 113
0

C로 상승하였다. 

487"C 에서 479
0

C로 낮아지고 2차 용기 외벽 

이로부터 1차 용기와 2차 용기 사이에 4개의 

ZrCo 온도를 높이고I 2차 용기 외벽의 온도를 65
0

C 미만 열차폐판을 설치하는 것이 2차 용기에 

으로 낮추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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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6. Temperature change on the SDS bed according to the number of 

thermal refl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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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SDS 용기에서 활성화시나 재생 시 온도 변화 

진공 처리 하에 500
0

C 에서 활성화나 재생 시 SDS 용기의 온도 변화는 Fig. 117과 같다 

1차 용기와 ZrCo 온도는 470-500 0

C 이고 2차 용기 외벽 온도는 65 0C 미만이었다. 재생 시 소 

량의 삼중수소가 1차 용기에서 빠져나오나 진공 처리하기 때문에 1차 용기에서 2차 용기로의 

삼중수소 침투는 문제시 되지 않을 것이다. 500
0

C로 활성화나 재생 후 1차 용기와 2차 용기 사 

이에 0.5 bar He을 채워서 가열열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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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7. Temperature ch없1ge on the SDS bed during activation or regeneration 

활성화나 재생 시 1차 용기 플레이트와 2차 용기 플레이트 사이의 D-T 파이프를 통한 

열전달을 Fig. 115와 같이 계산하였다. 가열기 온도가 500 0

C로 상승된 이후 2차 용기 플레이트 

온도는 일정 시간 후 123
0

C로 높아졌다. 글러브 rug를 2차 용기 플레이트와 접하지 않도록 하 

여 활성화나 재생 시 2차 용기 플레이트 온도가 123
0

C로 상승된 경우 글러브 rug를 보호해야 

한다. 

예열과 탈장 시 D-T 파이프를 통한 열전달은 Fig. 118과 같다.2차 용기 플레이트 온도 

는 100 0C 미만으로 2차 용기에서 글러브 박스 내 질소충으로 침투는 거의 없을 것이다. 1차 용 
기 온도가 높음으로 1차 용기에서 2차 용기로의 삼중수소 침투는 분석하여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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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SDS 용기에서 흡장시 온도 변화 

Fig. 119에서 나타내었듯이 실내 온도에서 107.4g 90T -10D 홉장 시 ZrCo(90T -10D)x의 온 

도가 약 300
0

C까지 높아지고 2차 용기의 외벽 온도는 증가하지 않았다. Fig. 120에서는 홉장 

후 10시간 경과 후 ZrCo(90T -10D)x 온도는 약 C로 1차 용기와 2차 용기 층이 진공일 때 발 

열열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흡장 시와 흡장 후 1차 용기와 2차 용기 사이 

에 0.5bar He을 채워서 발열열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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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SDS 용기에서 저장 시 온도 변화 

Fig. 122에서는 100g 삼중수소 저장 시 삼중수소 붕괴열에 의해 ZrCo(90T -10D)x 온도는 

1.5일후 약 180
0

C로 2차 용기 외벽 온도는 30
0

C로 상승하였다. 약 190
0

C 에서 ZrCo(90T-10D)x는 

약 100 -1000Pa의 평형압을 가진다[8] . 200
0

C 와 1089Pa 평형 압력 하에 변형율을 Hara의 변형 

식에 의하면 약 100년 후에 0.007% 미만의 변형반응이 일어난다. 100g 삼중수소를 200 0C 미만 

에서 평형 압력으로 약 100년 이상 저장해도 변형으로 언한 흡/탈장 성능 감소는 거의 발생 

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100g 삼중수소 저장 시 1차 용기에서 2차 용기로의 삼중수소 침 

투에 의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ZrCo(90T -10D)x 온도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Fig. 123 

에서는 O.5bar He을 1차 용기와 2차 용기 사이에 채운 경우 ZrCo(90T-10D)x 온도는 약 64 0

C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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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2. Ternperature change on the SDS bed during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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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LTS 용기에서 열차폐판의 영향 

ITER 외부에서 공급된 삼중수소나 토카막 First wall에서 침투된 삼중수소를 회수하여 

Hot cell 둥에서 처리한 삼중수소를 LTS 용기에 일시 저장하여 최대 1-2년까지 100g의 삼중 

수소를 저장한다. LTS 용기에 흡장/탈장 기능은 1년에 최대 2-3회 정도이다. 따라서 LTS 용 

기는 장기간 저장 시 삼중수소 붕괴열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장기간 안정하게 저장하는 관점 

으로 설계하였다. 

Fig. 124에서는 LTS 용기의 1차 용기와 2차 용기 사이에 열차폐판을 2개 설계하였다. 

350
0

C 에서 탈장 시 2차 용기 외벽 온도는 열차폐판이 2개에서 0개로 감소할 경우 약 71 oC 에서 

약 116
0

C로 높아졌다. Fig. 125에서는 500"C 에서 잔류수소 제거 시에는 2차 용기 외벽 온도가 

열차폐판을 2개에서 0개로 줄인 경우 약 120
0

C 에서 200
0

C까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100g 삼중수소를 저 장 시 에 32.4W 열 이 지속적 으로 발생 시 ZrCo(90T -10D)x의 온도는 열 

차폐판의 개수가 0개에서 2개로 증가하면서 약 135
0

C 에서 178
0

C로 상숭하였다. 이로부터 LTS 

용기의 1차 용기와 2차 용기 사이에 2개의 열차폐판 설계는 탈장 시 2차 용기 외벽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펼수적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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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LTS 용기에 100g 삼중수소 저장 

LTS 용기에 100g 삼중수소를 장기간 저장 시 ZrCo(90T -10D)x의 온도를 낮추어 1차 용기 

에서 2차 용기로 침투에 의한 삼중수소 손실을 최소할 필요가 있다. Fig. 126에서는 1차 용기 

와 2차 용기 사이를 진공층으로 하는 대신 0.5bar의 He을 채운 경우 ZrCo(90T -10D)x의 온도는 

약 63
0

C로 낮아졌다. 이로부터 LTS 용기에 100g 삼중수소를 장기간 저장 시 1차 용기와 2차 

용기 사이에 O.5bar의 He을 채울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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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LTS 용기에서 탈장/공급 

탈장 시 ZrCo(90T -10D)x의 옹도는 2시간 경과 후에 Fig. 127에서처럼 300 -350
0

C로 상승 

하였다. 2차 용기 외벽 온도는 350
0

C 에서 탈장 시에는 약 60"C 정도로I 500
0

C 에서 잔류 수소 

제거 시에는 약 120
0

C로 상숭하였다. LTS 용기에서 D-T 가스를 공급 시 예열 없이 실내 온도 

에서 350
0

C로 가열시 진공 분위기 하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1차 용기 내 수소 압력은 낮을 것 

이다. 따라서 1차 용기 온도가 높아도 1차 용기에서 2차 용기로 수소 침투량은 SDS 용기에서 

탈장시보다 적을 것이다. 

-<>--0 5 111 

500 -ε←-lhr 

... 50 

400 

350 
-;(-2.5 111 

-용-3111‘ 

-- + -- --- 7 Iu‘ 

200 

150 

100 

50 

0 

0 20 40 60 80 100 120 

Radial directioIl (Illlll) 

Figure 127. Temperature change on LTS bed during delivery and residual 

tritium rem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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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SDS 용기의 열해석 결과 

SDS 용기에 107.4g 90T-I0D의 흡장/ 탈장/공급， 저장/ 활성화/재생 시 온도변화를 Table 

63과 같이 정리하였다. 

CD모든 운전 시 2차 용기 외벽의 온도는 약 65
0

C 미만으로 유지되었다. 

: 1차 용기와 2차 용기 사이 열차폐판 4개의 설계는 2차 용기 외벽의 온도를 약 65
0

C 

가까이 낮추는데 효과적 이 었다. 

(2)3kW 가열기는 최대 43
0

C/min.의 가열 성능을 나타냈다. 

@탈장 시 니켈핀이 가열기에서 ZrCo(90T -10D)x로 열전달에 효과적이었다. 

@SDS 용기에서 빠른 탈장을 위해 1차 용기 외벽에 가열선을 추가로 설치하여 1차 용기 

내벽과 1차 용기 외벽에 가열선을 추가로 설치하여 1차 용기 내벽과 외벽에서 동시에 

350
0

C로 열을 공급할 경우 ZrCo(90T -10D)x의 온도가 330 0C 정도로 상숭하여 신속한 

탈장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흡장 시 ZrCo(90T -10D)x의 온도는 약 300"C 정도까지 상숭하였고 홉장 후 1차 용기와 

2차 용기 사이에 0.5 bar He을 충전하여 발열열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00g 삼중수소 저장 시 ZrCo(90T -10D)x 온도는 1차 용기와 2차 용기가 진공층의 경우 

약 180
0

C까지 상승하였고， 1차 용기와 2차 용기 사이에 O.5bar He을 채운 경우 약 

63
0

C까지 온도가 낮아졌다. 이로써 저장 시 1차 용기와 2차 용기 사이에 O.5bar He을 

채워주어 삼중수소 붕괴열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카. LTS 용기의 열해석 결과 

LTS 용기에 운전 모드에 따른 온도 변화를 Table 64와 같이 정리하였다. 

CDl차 용기와 2차 용기 사이에 2개의 열차폐판을 설치하는 것이 2차 용기 외벽 온도를 

낮추는데 효과적이었다. 

(2)100g 삼중수소 저장시 1차 용기와 2차 용기 사이에 0.5 bar He을 채워 삼중수소 

붕괴열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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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3. Temperature of ZrCo and outer wall of secondary vessel in SDS bed during 

operation 

between primary Temperature of outer 

Temperature of zrCoQx vessel and secondary wall of secondary 

vessel vessel 
Recovery 20

0

C • 300
0

C vacuum -20 0C 

10 hours after 
-lQOOC vacuum -22 0C 

recovery 

Storage 
-190 0C vacuum -2TC 

6TC 0.5 bar He filling -30 0C 

Preheating 240-250
0

C 

(two heaters) (250 0C) vacuum -20.5 0C 

(without Ni fins) (140-2500C) 

Delivery 250-350 0C -20.5 0C 

(two heaters) 300-350 0C vaccum -20.5
0

C 

(without Ni fins) (<100-350 0C) (-0.5 0C) 

Regeneration or 
480-500 0C 50-60 0C vaccum 

Activation 

Regeneration or -123 0C 
500

0

C 
Activation 

(at the heater) 
vacuum (at the f1ange of 

Along DT tube secondary vessel) 

350
0

C 
<100

0

C 
Delivery along 

(at the f1ange of 
(at the heater) 

vacuum 
D-T tube 

secondary vessel) 

Table 64. Temperature of ZrCo and outer wall of secondary vessel in LTS bed 

during operation 

Storage 

Delivery 

Residual 

trítmm 

removal 

between primary vessel 
Temperature of ZrCoQx 

and secondary vessel 

-174 0C vacuum 
-85 0C 0.5 bar He filling 

300-350 0C vacuum 

450-500 0C vacu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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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of outer 

wall 

of secondary vessel 
-34 0C 
-38 0C 
-40

0

C 

-1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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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DSjLTS 용기의 1차 용기에서 2차 용기로 삼중수소의 침투 분석 

SDSjLTS 용기의 1차 용기에서 2차 용기로 삼중수소가 높은 온도 높은 압력에서 침투되 

어 손실될 수 있다. 저장이나 탈장 시 1차 용기에서 2차 용기로 침투되어 빠져나간 양을 평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약 17년의 SDS 용기 운전 동안 1차 용기와 가열기 튜브와 니켈핀 둥의 

구조체에 침투되는 삼중수소의 양과 3He의 양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운전 조건하에 SDSjLTS 

용기 안전 평가를 위해 삼중수소 침투 분석을 하였다. 1차 용기에서 2차 용기로 침투된 삼중수 

소는 He 가스를 순환하여 삼중수소를 회수하여 처리한다. 따라서 각 운전 조건에서 반웅시간 

에 따른 침투된 삼중수소의 양을 계산해서 분석해야 한다. 

일정온도와 압력의 ZrCo(90T -10D)x에서 1차 용기 외벽을 통해 2차 용기로 삼중수소 침 

투 해석을 다음 식과 경계조건으로 수행하였다. 

dC(x, t) j dt = D X d2C(x, t)j dx2 - λ x C(x, t), (0 등 X 도 1 (=2.11mm), t>O) 

초기조건 : C(x, 이 = 0, 0 < X < 1 (=2.11mm) 

경계조건 1 : C(O, t) = Co [cm3 j cm3 metal} for all t, Co = S*pl/2 

경계조건 2 : dC(l, t)j dt = 0, at all t 

가. 가열기 과열과 유출구 밸브의 미작동으로 인한 rupture disc 작동 시 

@삼중수소 침투 해석 

SDS 용기에서 삼중수소를 350 0

C로 가열하고 진공 처리 후 공급한다. 탈장 시 D-T 가스 

유출구 밸브가 열리지 않고， 가열기가 과열된 경우 2.8 bar 압력에서 유출구 튜브쪽에 rupture 

disc가 작동하여 D-T 가스가 rupture disc 쪽으로 빠져나간다. 이 경우 약 435 0

C와 약 2.8 bar 

에서 rupture disc가 터지기 전까지 약 1시간의 반웅시간 동안 1차 용기에서 2차 용기로 침투 

되어 손실된 삼중수소 양을 Fig. 128와 같이 계산하였다. 약 30분 경과 후부터 삼중수소가 침 

투되어 1차 용기 밖으로 빠져나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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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8. Tritiurn permeation from primary vessel to secondary vessel before 

rupture disc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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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열/ 탈장/ 공급 시 삼중수소 침투 분석 

Fig. 129에서는 SDS 용기에서 예열하는 250 0

C 와 평형 압력 5150Pa에서 반응시간 12시간 

후에 삼중수소 삼중수소가 1차 용기에서 2차 용기로 빠져나감을 알 수 있다. 2주간 플라즈마 

실험동안 SDS 용기에서 최대 4회의 연료 공급을 위한 예열 시간은 최대 3시간 미만일 것이다. 

삼중수소 침투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열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Fig. 130에서는 350 0

C와 평형 압력 하에서는 1시간 이후에 1차 용기에서 2차 용기로 삼 

중수소가 빠져나감을 알 수 있다. 탈장 시에는 350
0

C 에서 진공 펌프로 뽑아 공급하기 때문에 

필터를 2개 설치한 경우 압력 강하 압력인 2319Pa 압력에서 삼중수소 침투를 Fig. 131과 같이 

계산하였다.2시간 이후 1차 용기에서 2차 용기로 삼중수소 침투가 시작됨을 알 수 있다. 이로 

써 탈장 시 250
0

C 에서 350
0

C로 10분 내에 가열하면서 진공펌프로 뽑아 1차 용기안의 압력을 

낮추는 것이 삼중수소 침투에 의한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필요함을 알 수 있다. 

0.1 

0.01 

검원E 

0.001 

u 
0.0001 

0.00001 

→용-lhr 

--0-• 2hr 

•fr--- 3hr 

o 0.2 0.4 0.6 0.8 1 1.2 1.4 1.6 1.8 2 2.2 

Distanc며mm) 

Figure 129. Tritium permeation from prim따y vessel to secondary vessel during 

preh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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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저장 시 삼중수소 침투 분석 

100g 삼중수소를 SDS 용기와 LTS 용기에 최대 2년 이상 장기간 저장 시 1차 용기에서 

2차 용기로 삼중수소 침투 정도를 Fig. 129와 같이 분석하였다. Fig. 132에서는 저장 시 1차 용 

기와 2차 용기 사이가 진공충 일 경우의 ZrCoQx의 최대 예상 온도인 190
0

C와 480Pa 평형 압 

력에서 반응 시간 약 1일 후 1차 용기 외부로 삼중수소가 빠져나감을 알 수 있다. 또한 Fig. 

133에서는 장기간 저장 시 1차 용기에서 2차 용기로 삼중수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도를 82 0C 

까지 낮춘 경우 삼중수소가 1차 용기에서 2차 용기로 빠져 나가지 않았다. 이로부터 100g 삼중 

수소 저장 시 1차 용기와 2 차 용기 사이에 O.5bar He을 충전하여 ZrCo(90T -10D)x 온도를 8 

20C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 삼중수소 침투에 의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함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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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2. Tritium perrneation from prim따y vessel to secondary vessel during 

storage at 190 0C and 480Pa 

- 156 -



1.E-02 
- • . -- . - - --. - . --. - •- --. -• · 

휠 I.E-03 
‘j g 
〔딩 

~ 

"'a 
~ 

x、、‘ 口
、、、 ‘「

、 x 

U 1.&04 ‘ 

1.&05 

0 

口

、
i 

、、、 D、“
X 、、“、‘、、 、、 口

0.5 

、、x ~. 、口

" “ ‘ ~ 0 
x ‘~ 、

‘ 
o “ 

x ‘、
x---x 

1.5 

D홉tance (mrn) 

--• -• 174 "c 

-o-- 100 "C 

~ 디 

口---0

2 2.5 

Figure 133. Tritium permeation from prim따y vessel to secondary vessel during 

storage at 190.C and 480Pa 

추후 1차 용기 외벽을 통한 삼중수소 침투에 의한 농도 구배에서 2차 용기로 빠져 나간 

삼중수소 양을 계산하고 1차 용기 외벽 내에 축적되는 삼중수소 양올 분석하여 SDS/LTS 용기 

셜계와 운전 조건 설계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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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소형 SDS bed 실험 

1. 소형 SDS bed 설계 제작 및 성능 검사 

가. 소형 SDS bed 설치 실험 

ITER 공급용 SOS bed의 원형 모텔에 대한 실증실험에 앞서 실제 용기에 들어가는 

ZrCo의 양을 4분의 1과 10분의 1의 비로 선형 축소한 소형SDS bed를 설계하고 이중 1/ /10로 

축소된 실험 장치를 제작하였다. SDS bed 및 홉/ 탈장 및 bed내 삼중수소 측정 장치의 계통에 

대한 구성도를 Figure 134과 Figure 135에 나타내었다. 축소된 실험 장치에서는 삼중수소 대신 

삼중수소를 모사하는 유체로 수소를 사용하였으며 SDS bed는 1차 용기와 1차 용기 내부에 

3.5kg의 ZrCo과 1차 용기 안쪽에 삼중수소의 발열을 모사하기 위 해 삽입 하는 cartridge형 가열 

기와 1차 용기 바깥쪽을 감싸는 cable형 가열기， bed 내 잔존하는 삼중수소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He loop, 1차 용기를 감싸고 있는 열차폐체와 2차 용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ure 

134의 특히 bed 내 남아있는 삼중수소의 양을 1에서 3% 내의 오차 이내로 측정 가능하도록 

He loop을 구성하여야 한다. bed 비율에 따른 설계 값을 정리하여 Table 65에 나타내었다. 

ZrCo 

110L 
Outlet tank 

110L 
Inlet tank 

H2 

Figure 134. Experimental diagram for the hvdrogen recovery and delivery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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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5. Experimental diagram for demonstration of in- bed tritium 

measurement 

Table 65. Key design parameters of the full scale SDS bed and the 

quarter scale mock-up 

Bed 앙pe Prototype 1/4 scale 1/10 scale 

Tritium[g] 100 25 10 

90T-I0D[g] 107.4 (414.8L) 26.85 (103.7L) 10.74(41.48L) 

X of ZrCoHx 1.59 1.59 1.59 

zrCo[g] 3500 875 350 

Tritium decay heat[W] 32.4 8.1 3.24 

lnner heater[W] 1200 400 120 

Outer heater[W] 3800 950 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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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rCo 분말이 6개 의 구리 

용이하게 하기 

10mrn간격으로 

최대 

열을 내는 

직접 사 

반응이 빠르 

개략도이며 

내부에는 

900W의 

SDS bed에 

나. 1/4 Mock-up SDS bed 설 계 

Table 69에 나타낸 설계 값과 같이1/4로 축소된 SDS bed는 875g의 

pin사이사이에 채워져 있다. 구리 핀을 설치한 목적은 삼중수소의 홉/ 탈장을 

위해서이며 열전달률을 높이는 효과를 나타낸다. 구리 핀은 1mrn의 두께로 

108mrn의 지름 안에 33.따nm 지름의 구멍이 있는 도덧모형이다. 1차 용기 

400W의 열을 내는 cartridge형 가열기 설치되며， 1차 용기 외부에는 최대 

cable형 가열기가 설치된다. 내부에 설치되는 cartridge형 가열기는 1/4형 

가열기는 흡탈장 

용기의 SDS 축소된 

용하지 않는 삼중수소를 모사한 것이며I 외부에 감기는 cable형 

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Figure136은 1/4로 

Figure137, 138, 139, 140은 전체 계통과 bed 상세 설계도면이다. 

ofH2 

、 、、、 lnle t/Outlet
、 ofHe loop 

Thermocouple 2 
He gas filling 

ZrCo / 파lerh않ter““‘Copperfi퍼얀wo outlet filters 
’but맞 h않ter ‘He loop ‘Five thermal reflectors 

§gS. 

mFN 

Figure 136. Structure of the one qu따ter mock-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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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n-bed Calorimetry 셜 계 

Figure 141. Schematic figure of orimary vessel with He 1000 of the SDS 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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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에 삼중수소의 충전양은 핵융합로의 운전 시나리오에 의해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주기적 

으로 삼중수소 충전양(inventory)의 측정이 요구된다. SDS bed 내 He-loop을 모사(내， 외부)하 

여 냉각 성능 및 효율을 비교하고 궁극적으로 삼중수소 저장용기의 수소 충전량 측정의 정확 

도를 높이는 것이 SDS bed용기 제작 목표중의 하나이다. 기본적인 전산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타당성이 높은 두 가지 모형/ 즉 He-loop이 내부에 설치 될 경우， 외부에 설치 될 경우를 

고려하여 1차 용기를 제작하고 제작 된 He-loop을 탈·부착할 수 있도록 한다. 

Test Case Matrix: 삼중수소는 약 O.32W/g의 붕괴열이 발생한다. 1차용기 내 삼중수소의 최대 
충전량을 100g으로 가정하면 약 16W의 붕괴열이 발생하는데 잔존량에 따라 발생하는 붕괴열 
이 다르므로 잔존량에 따른 붕괴열을 달리하여 실험을 진행 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Table 66 
에 붕괴열에 따른 Test Matrix를 작성하여 나타내었다. 

실험계통 구성: He-loop 냉각실험의 계통은 He-loop을 포함하는 1차용-기 및 2차용기， He 탱 
크/ 실 험 정 보수집 장치 (Data Acquisition System (Figure . 142)), 열교환기 (Heat Exchanger), 
Control Panel MFC(Mass Flow Controller)등으로 구성된다. He-loop 및 1차용기， 2차용기 에 
는 다수의 열전대가 부착되어 있고 계통을 연결하는 plpe는 절대 누수가 되도록 제작한 
다. (Figure 142) 

- 실험 방법: 구성된 실험 용기 및 계통은 누수실험(누수가 되지 않으면 공기도 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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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정)으로 누수확인을 한 후I 1차용기 내부에 설치된 가열기를 이용하여 1차용기 내부를 조 
건에 맞게 가열한다. 이와 함께 35

0

C 의 He을 순환시켜 1차용기 내부에 설치된 열전대의 온도 
분포가 정상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실험이 진행된다. He gas는 Figure 143과 Figure 144에서 유 
도된 값을 MFC(Mass Flow ControUer)와 열교환기에 입 력하여 순환된다. 1차 용기 내부 옹도 
가 정상상태에 도달하면 1차용기를 출입하는 He의 입출구 온도 차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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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2. Schematic of He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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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6. Test Matrix of He cooling test 

Case 
Power Q Case 

Power Q 
(W) (W/m^3) (W) (W/m^3) 

IC-l 3.2 305.03 OC-l 3.2 305.03 

IC-2 6.4 610.07 OC-2 6.4 610.07 

IC-3 9.6 915 .1 0 OC-3 9.6 915.10 

IC-4 12.8 1220.1 4 OC-4 12.8 1220.14 

IC-5 16 1525.18 OC-5 16 1525.18 

IC-6 24 2287.77 OC-6 24 2287.77 

IC-7 32 3050.36 OC-7 32 3050.36 

Required flow rate of He gas in case of 100% recovery using He loop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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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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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j 

/ 

80 100 120 

Figure 143. Required flow rate of He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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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increase of He gas in He loop 
according to the amount of tritium 

at 4 .4L/min flow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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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4. Temperature increase of He gas in He loop according to the 

amount of trit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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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형 SDS bed 내 ZrCo 건전성 검증 

가.소형 SDS bed 내부 ZrCo 고온 분해율 측정 

Iter 용 SDS(Storage and Delivery System) 용기는 90%의 삼중수소와 10%의 중수소/ 

50%의 삼중수소와 50%중수소가 혼합된 연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Tokamak의 GIS(Gas 

I띠ection System)에 공급하여야 한다. Iter의 운전조건에 맞게 설정된 환경에서 ZrCo과 결합되 

어 있던 삼중수소가 고온에서 빠른 속도로 ZrCo에서 이탈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 고온 분해 

율을 측정하였다. 일정한 속도로 삼중수소가 탈장하도록 하기 위해 SDS 용기 내부를 진공 

pumping하기 전에 250 0C - 270
0

C로 예열하도록 하는 방법이 고안되었다. 이와 같은 메커니즘 

은 다음의 식으로 열거될 수 있다. 

• ZrCo + (x/2)H2 • ZrCoHx : Hydriding at room temperature 

• ZrCoHx • ZrCo + (x/2)H2 : Dehydriding at 250-350 oC under vacuum pumping 

• ~:r.CqHx • 0.5ZrH2 + 0.5ZrCo2 + 0.5(x-1)H2: Disproportionation at >-380 oC under 
equilibrium pressure 

• ZrH2 + ZrCo2 • ZrCo + H2 : Regeneration at 르 500 0Cunder vacuum pumping 

ZrH2와 ZrCo2는 ZrCoHx와 ZrCo에 비해 화학적으로 안정하며 분해반웅은 400 0C 이하의 
온도에서 일어날 수 있다. (Fi망ue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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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5. Schematic potential energy diagram for the 

disproportionation of zn:::o (Reproduction Fig. 29 Cited) 

Figure 146과 147은 Table 67에 열거된 값들을 계산하여 나타낸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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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6. dG of disproportionation reaction according to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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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7. Equi1ibrium constantof disproportionation reaction 

according to temperature 

Table 67. Enthalpies and entropies of ZrC02, ZrH2 and ZrCoHx 

Species ~H (kJlmol) Reference ~S (J/n뻐찌 Reference 

강Bx -123士5 27 -136 28 

강C02 -157 29 0 30 

ZlCoHx -83.3 29 -123.5 29 

ZrCo의 분해특성에 대해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Konishi는 
ZrCo의 분해반응은 평형 압력보다 높은 압력에서 400.C보다 높은 온도조건으로 이뤄진다고 보 
고하였으며 (Table 68), 반응시간을 줄이거나 반웅온도를 낮추면 분해율이 감소한다고 발표하였 
다. M. Hara는 분해율에 영향을 끼치는 두 가지 요인l 즉 온도와 압력을 고려한 새로운 모텔 
을 제시하였다(Table 69, Table 70). M. Devillers는 350.C ~ 500.C 의 온도범위와 100 kPa ~ 
120kPa의 압력범위에서의 분해율을 측정하였다(Table 71). ITER의 운영시간 동안 SDS용기 내 
의 다양한 조건의 온도에 따라 삼중수소-중수소의 공급 및 회수 작업이 이루어진다.K. 
Watanabe는 43.8kPa의 수소 압력 조건에서 가동온도 400"C ~ 600.C 의범위에서 12회에서 25 
회에 이르는 온도 증감이 반복되는 동안 ZrCo의 흡수-탈착 능력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연구 
결과로 보고하였다(Figure16). U. A. Besserer는 평형 압력 상태의 300.C ~ 470.C 의 온도 분포 
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300.C 에서는 분해반응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Table 72). N. 
Bekris는 분해 반응의 메커니즘(ZrH2 + ZrCo2 • 2ZrCo + H2)에 대해 연구하고 500.C 에서 수 
시간 동안 진공 Pumping을 하면 ZrCo가 재결합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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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8 Reaction time of a 63% disproportionation by Konishi ’s research 

Pressure te때erature(" q Reaction time(n피n) 

400 ~5000 

500 ~50 

1000 toπ from 감Co 
550 ~12.5 

600 ~6.25 

400 ~3333.3 

450 ~222.2 

2000 toπ from 강Co 500 ~33.3 

550 ~4.5 

600 ~2.3 

Table 69. Reaction time until about a 60% disproportionation by Hara’s research 

Te때erature(。디 Reaction time(hour) 

400 ~83 

450, 600 ~10 

500, 525 1~2 

Table 70. Reaction time until about 50% disproportionation at 5000 C for the ZrCo-H 

system 

Pressure I 21 kPa 32kPa 42kPa 53kPa 62kPa 

Reaction timel ~5 hour ~2.9 hour ~2.5 hour ~1.8 hour ~1.2 h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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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1. Reaction time of disproportionation by Devillers' research 

TemperatureCq Pressure 
Degree of 

Reacûon ûme 
disproportionaûon 

500 120kPa 66% 16 hours 

450 100kPa 86% 16 hours 

423 100kPa ~94% 16 hours 

400 120kPa ~90% 160 hours 

350 100kPa ~36% 121 hours 

Table 72 Reaction time of disproportionation by Besserer’s research 

TemperatureCq Degree of disproportionaûon Reacûon ûme 

470 97% 4.4 hours 

430 77% 16.7 hours 

410 
33’‘ 19.5 hours 

390 
42’‘ 31.2 hours 

370 16’i 21.6 hour 

340 3.5‘% 56 hour 

300 not obselVed at 330mbar (equilibrium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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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9은 TLK SDS 용기 에 서 진공상태 의 20
0

C - 400
0

C 의 온도조건의 60Parn3js의 탈장속 

도로 삼중수소가 용기 밖으로 배출되는 것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JAEA SDS 용기에서는 용기 

내부를 350
0

C로 예열시킨 상태에서 삼중수소가 20Parn3js의 속도로 탈장되었다(Figure 15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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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소형 SDS bed 내부 ZrCo 고온 분해율 측정실험 

고온상태에서 ZrCo에 흡착된 삼중수소가 탈장되는 것을 모사하는 실험 장치를 제작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ure 151은 실험장치 개략도이며 SDS 용기는 2.6X10^-4의 상태까지 진공 

도를 낮출 수 있는 rotary pump와 turbo molecular pump를 사용해서 진공도를 유지하였다. 

ZrCo가 위치하는 1차용기와 열차폐체 그리고 2차용기와 Baratron gauge를 연결하는 pipe와 밸 

브들로 실험 장치를 구성하였다. 1차 용기는 PID controller에 의해 제어되는 전자가열기를 사 

용하여 가열되도록 되어 있으며 실험용기 각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열전대는 실시간으로 저장 

하도록 정보수집장치를 설치하였다. 

실험에 쓰일 ZrCo는 3회에서 5회에 걸친 수소화-탈수소화 반웅을 통해 분말화작업을 진행 하 

였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여 Table 73에 나타내었다. 

분말형태의 ZrCo가 들어있는 SDS용기를 수소가스로 완전히 채운 후 일정한 온도(350 0C ， 38 

OOC , 400 oC, 415 0

C)에 도달하도록 가열하였을 때 ZrCo와 결합되어 있던 수소 가스가 평형상태 

가 되도록 수집탱크로 방출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조건은 Table 74에 정리하여 나타내었 

다. 각각의 실험이 끝나고 난 뒤y 실험 용기를 수거하여 실험 용기에 남아 있는 물질의 화학성 

종의 형태를 알아보기 위해 X-ray 회절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scattering particle 

size analyzer와 surface area & porosime따r analyzer를 이용하여 분말입자의 크기와 표면적 

을 측정한 다음 125회에 걸친 반복실험(실내온도 - 350
0

C)을 통하여 시간에 따른 압력의 변화 

를 다음의 그래프(Figure 15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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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1. Schematic picture of the experimental apparatus 

Table 73. Powderization of zrCo for the disproportionation experiments 

Amount of ZlCo 10g 

Hydriding/dehydriding 5 repetition 

Amount of hy따ugen 
O.1945mol (강℃야Iz.92) Dispropo얘onation absorbed by ZlCo 

at static temperatures Heating rate: 5SC/삐n 
(under constant Dehydriding 

Vacuum pumping: 3h at 350.C 
temperature ) 

Final dehydriding 
Heating rate: 6.3.C/min, 

Vacuum pumψ，ing: 3h at 400.C 

Amount of 강Co 5g 

Hydridingldehydriding 3 repetition 

Dispropo퍼onation Amount of hydrogen 
O.0972mol (강COÐZ.92) under thennal cycling absorbed by 강Co 

(heating and cooling 
Dehydriding 

Heating rate: 5.5"C/min 
강Co hydride under Vacuum pumping: 3h at 350.C 
equilibrium pressure) 

Final dehydriding 
Heating rate: 6.3.C/min, 

Vacuum pumping: 3h at 4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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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4. Experimental conditions for static temperature disproportionation 

Amount Amount of Reactor lnltialnγ l 
Heating equilibriu 

Run of Hydrogen ZrCo temperature 
No. ZrCo absorbed, Hydride 

rate, hydrogen 
CC/min) ’ 

(g) (mol) CC) 
pressure, 

(kPa) 

1 0.083 감CoH2.S 5.5 350 -28 

2 0.067 강COH2.0 6.0 380 -51 

3 10 0.083 감COH2.S 6.3 400 -72 

4 0.083 감COH2.S 6.6 415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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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2. Pressure change during the frrst and 125th thermal cyclings 

Time(비 

일정한 온도로 용기를 가열하는 실험을 했을 때/ 분해율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Figure 152은 350 oC , 380 oC , 400 oC , 415 0

C로 가열했을 때 의 수소의 압력 변화를 나타낸 것 

내용 ::J.. 줄어들며 압력이 74kPa로 78kPa에서 약 0.67시간 동안에 수소의 압력은 

작성하면/ 

이다. 

415
0

C 에서 

을 반응식으로 

내용 그 줄어들며 압력이 54kPa로 

• ZrCoHO.49 + 1.005H2 • 0.5ZrH2 + 0.5ZrCo2 + 0.75H2 

72.5kPa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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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8.6시간 동안에 수소의 압력은 

로 표현된다. 

400
0

C 에서 



을 반응식으로 작성하면/ 

• ZrCOH0.53 + 0.985H2 • 0.5ZrH2 + 0.5ZrCo2 + 0.75H2 

로 표현된다. 

380
0

C 에서 수소의 압력은 약 72시간 동안에 51kPa에서 38kPa로 압력이 줄어들며 그 내용을 

반웅식으로 작성하면/ 

• ZrCoHO.62 + 0.69H2 • 0.5ZrH2 + 0.5ZrCo2 + 0.50H2 

로 표현된다. 

반면， 350
0

C 에서 수소의 압력은 약 39일 동안에 27.7kPa에서 33.2kPa로 오히려 압력이 상승 

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 내용을 반응식으로 정리하면l 

• ZrCoHl.74 + 0.38H2 • 0.5ZrH2 + 0.5ZrC02 + 0.75H2 

로 표현될 수 있다. 

Figure 153는 각각의 온도(350 oC , 380 oC , 400 oC , 415 OC)에 따른 분해율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 

낸 것이며 분해율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Disproportionation rate, R (%) = (Mt - Mo) / (Ml00 - Mo) X 100 

Mt = amount of hydrogen (m이e) in a closed volume at time t 

Mo = amount of hydrogen (mole) in a closed volume at time t = 0 

M100 = amount of hydrogen (mole) in a closed volume after 100% disproportionation. 

약 10%의 수소화 ZrCo가 분해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온도에 따라 다른데 415
0

C 에서는 약 

0.23일이 걸리고， 400
0

C 에서는 약 0.39일， 380
0

C 에서는 7.18일， 350
0

C 에서는 67.76일로 온도가 높 

을수록 분해에 걸리는 반웅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온도에 따른 실험이 진행된 후 X-ray 회절분석을 통해 잔폰하고 있는 ZrCoHx의 양을 측정하 

고 그 결과를 Figure 153에 나타내었으며 125회의 반복실험에 따른 압력의 변화를 측정하여 

Figure 154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잔존하는 ZrCoHx의 입자크기와 표면적을 측정하여 표(Table 

75)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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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5. Powder size and surface area after the disproportionation experiments 

Density of parti이e Average Surface 
Particle range 

less than 1.5 pm. particle area(mz/g) 
μtm) 

(%) size (pm.) 

After 125 cycles - 1 -122.5 0.73 

After disproportionation 
N ot measured -121.0 0.45 

at 380 't 
After disproportionation 

N ot measured -120.7 0.48 
at 400 't 1.5-398 

After dispropo퍼onation 
Not measured -110.1 0.63 

at 415 't 

나타낸 것이 그래프로 분해율을 측정하여 때 시간에 따른 달리 하였을 압력을 Figure 157는 

연구 

결과(Konishi and Hara)와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Figure 158, 159, 160을 분석하여보면 온도 

가 떨어지면 그것의 약 1.5배로 분해율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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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반응시칸을 측정하여 온도에서 고 Figure 158, 159, 160은 350 0C, 380t, 400 0

C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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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형 SOS bed 내부 ZrCo 반복 주기 운전 건전성 검사 

- 1/10 용기에서 홉탈장 성능 지속 평가 

Figure 161은 1/10 용기와 가열기를 보여준다. 1/10 용기 형태는 이전 1/10 용기와 같고， 가 

열기는 1차 용기에서 2-3cm 떨어진 퍼니스 가열기로 열이 가열기에서 용기로 공기를 통해 전 

달된다. 가열기 온도 제어를 위한 온도 측정계는 1/10 용기의 맨 윗부분 중간 길이에 설치하 

고 용기 온도 측정을 위한 온도 측정계는 용기 맨 윗부분 중간 길이 지점에서 2-3cm 떨어진 

지점에 설치하였다. 

Temperature l11onitoring thermorouple 
/ 

Heatεl’ C어ltroll엉. t.henn(Jcollpte 

Figure 161. 1/10 reactor with furnace heater and experimental apparatus 

수소 초기 압력 약 760torr에서 ZrCoHl.8까지 홉장시 수소 압력과 온도 변화는 Figure 162와 

Figure 163과 같이 측정되었다. 3.2분 안에 99%의 수소가 흡장되었고y 용기 맨 윗부분의 온도 

측정점에서 온도는 약 120
0

C까지 높아졌다. 

탈장시 탈장 속도를 Figure 162, 163와 같이 측정하였다. ZrCoHl.8까지 홉장후 Table 76과 같 

이 ZrCo 하이드라이드를 300 0

C까지 예열한 후 진공 펌프로 350C로 가열하여 탈장하였다. 진공 

펌프로 수소를 공급하면서 350
0

C로 가열하여 탈장하였다. 약 90% 수소가 32분 만에 공급되었 

도 90% 수소 탈장시 평균 탈장 속도는 0.89P없n3/s로 측정되었다. 용기 상부 중심의 가열기 온 

도는 350
0

C 이지만 상부에서 2-3cm 떨어진 지점에서는 온도가 약 340 0

C로 측정되었다. 가열기 

에서 용기가 2-3cm 떨어져 공기를 통해 가열되기 때문에 용기 온도가 가열기 온도보다 떨어 

짐을 알 수 있다. 

State 
Preheating 

Delivery 

Table 76. 탈장시 가열 조건 

Heater 1Lernperature 
Roorn ternperature • 300 'C 

3oo 'C • 350
0C 

35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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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1/10 용기에 흡탈장 25번 반복시 홉탈장 지속 성능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25번의 홉장 반복시 홉장 속도는 Figure 164, 165, 166과 같이 측정되었다. 3500C에서 1시간 

탈장시 수소가 100% 탈장되지 않기 때문에 탈장시 나온양에 맞추어 Figure 36와 같이 수소를 

흡장하였다. 25번 홉장 반복시 ZrCo에 최대 흡장되는 양은 와 같이 ZrCoH1.8에서 ZrCoH2.05로 

증가하였다. Figure 167에서 25번 흡장이 반복되면서 90% 흡장 시간은 ~O.6분에서 ~7분으로 

증가하고， 95% 흡장 시간은 ~1분에서 ~25분으로， 99.5% 홉장 시간은 ~4분에서 ~39분으로 증 

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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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4. Decrease of hydrogen pressure during 1- 10 times hydri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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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vdriding/ dehydriding 

Figure 168부터 Figure 173은 25번의 홉탈장 반복시 탈장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탈장을 반복 

할수록 350.C에서 1시간 탈장후 ZrCo에 남아 있는 수소의 양이 ZrCo에 남은 수소의 몰비 

(ZrCoHx, x)로 0.02에 서 0.25까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Figure 174는 25번 홉탈장시 90% 수소 

탈장 시간과 탈장 속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약 24번 홉탈장까지는 거의 탈장 속도가 거의 

일정하고， 25번째 탈장시에는 탈장 속도가 약간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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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9. Residual hvdrogen in zrCo during 1sC10th dehvdri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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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1. Residual hydrogen in zrCo during 11th-20th dehydridings 

- 189 -



18 

ð Del-21 

16 

14 

;:3' 10 
r ‘ 법 

6 

2 

4 

12 

8 

0 

60 50 40 30 20 10 0 

Time (min) 

Figure 172. Amount of delivered hydrogen during 21th-25th 

hvdriding/ dehv따iding 

10 
• Del-21 

。 Del-22

• Del-23 

Del-24 

。 Del-25

[ 
。
님
N
]
 
~
[
법
]
 

ι
κ
 

0.1 

60 50 40 30 20 10 0 

Time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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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째 탈장 시 350.C로 예열 후 탈장하였다(Figure 175, 176). 90% 수소 탈장시간은 350.C 

예열 후 탈장 시 300 .C 예열 후 350.C로 가열하여 탈장 시 탈장시간 -35.5분에서 34.1분으로 

감소하였다. 350.C 에서 탈장 후 온도를 400
0

C와 500
0

C로 높여 탈장 시 ZrCo로부터 거의 모든 

수소가 빠져나왔다. 500"C에서 약 20분 후에 거의 모든 수소가 제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빠져 

나온 수소의 양은 2.04[H]j[ZrCo]로 측정되었다. 이로써 25번 홉탈장 반복으로 ZrCo에 축적된 

수소 -O.2[H]/[ZrCo]를 진공 펌핑하에 용기 온도를 500 0C까지 높임으로 약 3시간 만에 제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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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6. Residual hvdrogen in ZrCo at 26th dehvdriding 

26번째 탈장과 잔류 수소 제거후 27번째 흡장 속도와 탈장 속도를 Figure 177, 178과 같이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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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첫 번째 홉장 속도와 탈장 속도와 거의 같음을 정하였다. 27번째 홉장 속도와 탈장 속도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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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7. Comparison of hydriding rates of 1st, 25th and 27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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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8. Comparison of deliverv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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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형 Mock-up SDS bed의 삼중수소 공급 능력 시험 

가. 소형 SDS bed의 공급 구현 

연료를 수분 내에 흡장하는 홉장 성능과， 20Pam3/s 속도를 연료를 공급하는 탈장 상능 

을 갖춘 ITER SDS 용기를 개발하기 위해 1/10 용기를 제작하여 흡탈장 성능을 측정하였다. 

1:1 용기는 70g 삼중수소를 ZrCoT2.75까지 물리적 한계로 흡장하고l 운전에는 ZrCoT2.0에서 

ZrCoTo.2까지 45.8g의 삼중수소가 공급된다. 1:1 용기 에 1274g의 ZrCo를 담아 70g 삼중수소를 

ZrCoT2.75까지 흡장한다. 1/10 용기에는 127.4g ZrCo에 7g의 삼중수소를 ZrCoT2.75까지 물리적 

한계로 흡장하고r 운전을 위해서 ZrCoT2.0까지 5.09g을 홉장한다. 

Figure 179는 1/10 용기의 형태를 보여준다. Figure 180은 1/10 용기의 구조와 수치를 나타낸 

다. 빠른 홉탈장을 구현하기 위해 O.5um 필터 원통 (51mm 외경)과 1차 용기 (57mm 내경， 

61mm 외경，2mm 두께) 사이 3mm 간격에 127.4g ZrCo를 약 60-70% 높이로 담았다. 1차 용 

기 외부 가열기는 몰드형으로 1cm 두께의 원통형 가열기를 1차 용기 외부에 부착시켰다 

(Figure 181). 실린더형 1/10 용기를 수평형으로 늄힌 형태로 제작하였다. 수소 유입과 유출을 

위한 튜브를 펼터 원통 내부 중심에 설치하여l 흡장시 수소가 필터를 통해 ZrCo 충으로 공급 

되고y 탈장시 수소가 ZrCo 하이드라이드에서 펼터를 통해 공급되도록 하였다. Figure 182, 183 

은 홉탈장 실험 장치도를 보여준다. 

1/10 scale ZrCo bed 

Figure 179. 1/10 scale zrCo bed 

194 -

3mm gab between 
prjmary vessel and filter 



Figure 180. Structure and scale of 1/10 ZrCo bed (1) SUS 316L (3T) , (2) Metal 

Filter Tube, Heater (mold) , (4) Temperature sensor, (5) Ceramic, (6) SUS 316L 

B.A Tube. (7) Welding Tee. (8) Metal Bellows Valve. (9) Sus Polishing Casing 

Figure 181. 1/10 zrCo with heater attached on the primary vessel 

1/10 용기에 127.4g ZrCo의 펼터까지 적충 높이는 최대 3mm이고/ 필터 표면적은 224.2cm201 
고/ 전열면적은 259.5cm2이다. 19 ZrCo당 필터 표면적은 1.76cm2/g이고y 전열면적은 2.04αn2jg 

이다. 빠른 홉탈장을 위해 필터 표면적을 넓히고I ZrCo의 적층 높이를 3mm로 하고l 빠른 탈장 

을 위해 전열면적을 높였다. Figure 184는 1/10 용기에서 온도 측정점을 보여준다. ZrCo는 용 

기 중간 60-70% 높이로 채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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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2. Experimental apparatus (1) of 1/10 ZrCo bed 

Rεactor 

PIR: prεssure lndicati on and R.ecording 
TIR: Temp lndicatlon and Recording 
TIC: Temp lndication 않ld Control 

Vacuum 
pumpmg 
header 

Vacuum 

Figure 183. Experimental apparatus (2) of 1/10 ZrCo 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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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tOll1 

Upper 

Middle 

Figure 184 Temperature monitoring points on 

the 1/10 ZrCo bed 

Figure 185는 약 500 0

C 에서 2시간 이상 vacuum annealing으로 ZrCo 공극사이에 불순물을 제 

거한후 4번의 홉탈장시 파우더화에 의한 홉장 속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로써 3번 이상 

의 홉탈장후 흡장 속도가 steady 상태 에 도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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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5. Hydrding rates during four times hydriding/dehydriding for the 

powderization 

실내 온도에서 ZrCoH2.o까지 홉장시 홉장 속도와 홉장에 의한 용기의 온도 변화가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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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187과 같이 측정되었다. 3.7분 안에 초기 수소의 99%가 ZrCoHl.98까지 흡장되었다. 흡장시 

1차 용기 바닥 부분 온도는 약 200
0

C 까지 높아졌고， 상부부분과 제일 윗부분 온도는 흡장 5분 

후 약 60
0

C까지 높아졌다. 밑부분의 ZrCo에 수소가 흡장되면서 온도가 200
0

C까지 높아졌고/ 상 

부부분 측정점과 제일 윗 부분은 ZrCo가 없으므로 하부 높이에서 높아진 온도에 의해 60
0

C까 

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적층 두께가 3mm인 ZrCo와 필터 표면적이 1.76cm2/g인 

용기에서는 초기 수소의 99%가 실내 온도에서 약 4분안에 흡장됨을 알 수 있다. 

수소를 ZrCoH2.0까지 홉장후， ZrCo 하이드라이드를 다음과 같이 여러 가열 조건에서 가열하 

여 탈장하였다. Table 77과 같이 예열하고 탈장시 가열기 온도를 250 0

C 에서 330"C로 30분 동안 

높이면서 수소를 공급하였다. 이때 용기의 부분별 온도와 반응기에서 공급된 수소를 모으는 측 

정 탱크의 압력은 Figure 188과 같이 측정되었다. 가열기 온도 제어를 위한 온도 측정점을 용 

기 하단 부분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가열기 설정 온도와 용기 하단 부분 온도는 거의 같았다. 

ZrCo 하이드라이드의 온도는 용기 맨 밑바닥 부분의 온도와 같거나 낮을 것이다. 용기 맨 윗 

부분의 온도는 탈장시 가열기 설정 온도보다 약간 높아 약 340
0

C까지 높아졌다. 용기 상부 부 

분의 온도는 용기 하단 온도보다 약 50"C 가량 높았으며 탈장시 350 0

C까지 높아졌다. 약 25분 

간 탈장후 세 지점의 온도는 가열기 설정 온도와 거의 같아졌다. 예열 시와 탈장 시 ZrCo 하 

이드라이드가 용기 하부부분에 있기 때문에 용기 하부 에서는 흡열반응으로 인한 열소모가 있 

고 상부에서는 열소모가 없기 때문에 온도차이가 50
0

C 이상 난 것으로 예상된다. 변형 반응을 

최소화해야 하기 위해 탈장시 ZrCo 하이드라이드 온도를 350 0C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용기 
상부에는 ZrCo 하이드라이드가 없으므로 용기 상부 온도가 350 0C 이상 올라가도 ZrCo 하이드 

라이드 온도는 350
0C 이상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Table 77. 가열 조건 1 (가열기 온도 제어 지점이 용기 바닥 부분) 

State Iieater 1Lernperature Iieating tirne (rnin) 
Preheating Roorn ternperature • 250 0C 5 

250
0

C • 300
0

C 10 
Delivery 300 0C • 320 0C 10 

320 0C • 330 0C 10 

Figure 188의 측정값으로부터 시간에 따라 탈장된 수소의 양l 탈장 속도， ZrCo에 남아있는 수 

소의 몰수를 Figure 189과 같이 나타내 었다. 탈장시 ZrCoH2.0에서 90%의 수소가 20.3분 안에 

1.4Pam3/s 평균 탈장 속도로 탈장되었다. 이로써 BPP에서 7.5분간 플라즈마 실험 (burn time) 

후 22.5분의 대기 시간 (dwell time) 동안 1개의 SDS 용기에서 90%의 수소를 공급할 수 있음 

을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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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delivery by heating method 1 with heater temperature controlling point 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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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9. Change of the amount of delivered hydrogen, time average delivery rate and 

stoichiometry of the remained hydrogen into ZrCo during delivery by heating method 1 

with heater temperature controlling point at the bottom of the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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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0. Change of pressure in the measuring ta따 and temperatures 

on the reactor during delivery by heating method 2 with heater 

temperature controlling point at the bottom of the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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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실험에서 측정된 1.4Pam3js의 평균 탈장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가열기 온도를 Table 78와 

같이 약간 높여 탈장 속도를 측정하였다. Figure 190에서 탈장시 용기 하단 부분 온도는 가열 

기 온도와 같고l 용기 맨 윗부분 온도는 350
0

C 미만이자만 가열기 상부 온도는 350
0

C 이상으로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때 90%의 수소가 17.85분 만에 공급되었고I 90% 수소 탈장의 평균 

공급 속도는 1.6Pam3js로 측정되었다 (Figure 191). 이전 실험보다 가열기 온도를 약 10 0C 가 

량 높임으로 탈장 속도를 1.4에서 1.6P없n3js로 높일 수 있었다. 

Table 78. 가열 조건 2 (가열기 온도 제어 지점이 용기 바닥 부분) 

State rIeater llernperature rIeating tirne (rnin) 
Preheating Roorn ternperature • 260

0

C 5 
260

0

C • 300
0

C 6 
Delivery 300 0C • 330 0C 14 

330
0

C • 340
0

C 10 

예열 방법에 의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Table 79과 같이 250 0C 예열 온도에서 10분 지속후 
탈장 속도를 측정하였다. Figure 192와 같이 250 0

C 에서 예열시 용기 온도는 약 290
0

C까지 높아 
졌고I ZrCo 하이드라이드 압력은 약 580torr까지 높아졌다. 탈장후 1분안에 측정 탱크에 압력 
이 약 100torr까지 높아짐으로 예열시 반응기와 m뻐표old에 빠져 나온 수소가 바로 빠져나온 
것을 알 수 있다. 반응기 맨 바닥 부분 온도는 가열기 온도와 거의 같고/ 상부 온도는 약 35 
OOC 정도까지 높아졌다. 위 방법으로 탈장시 Figure 19~과 같이 90%의 수소가 17.98분 만에 공 
급되었고I 90% 수소 탈장시 평균 공급 속도는 1.6P없n;jjs로 측정되었다. 이 공급 속도는 예열 
5분뒤 바로 탈장한 공급 B와 거의 같은 탈장 속도이다. 이를 통해서 실내 온도에서 250-260 0C 
예열후 예열 온도에서 예열을 5-10분 지속하지 않고 바로 탈장하는 것이 예열 시간을 지속하지 
않고l 예열시 ZrCo 하이드라이드 압력을 500torr 이상으로 높이지 않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다. 

Table 79. 가열 조건 3 (가열기 온도 제어 지점이 용기 바닥 부분) 

State rIeater llernperature rIeating tirne (rnin) 

Preheating 
Roorn ternperature • 250

0

C 5 
250

0

C 10 
250

0

C • 300
0

C 7 
Delivery 300

0

C • 330 0C 13 
330

0

C • 340
0

C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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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장 속도를 1.6Pam3js에서 더 높이기 위해 Table 80와 같이 이전보다 높은 옹도 조건에서 

탈장 속도를 측정하였다. Figure 194에서 용기 맨 바닥 온도와 용기 맨 상부 온도는 350 0C 미 

만으로 유지되었지만 용기 상부 옹도는 약 380
0

C까지 높아졌다. Figure 195에서 수소의 90%가 

약 16분 후에 공급되었고， 90% 수소 탈장 속도는 1.75Pam3js로 측정되었다. 이로써 온도를 이 
전 실험 2, 3에서 보다 약 ~50C 높아짐으로 탈장 속도가 1.6Pam3js에서 1.75Pam3js로 높아짐 

을 알 수 있다. 용기 상부 온도가 380
0

C까지 높아졌지만 용기 맨 바닥 온도로부터 ZrCo 하이 

드라이드 온도는 350
0
C 이하로 예측되기 때문에 변형에 의한 빠른 성능 감소 없이 탈장 속도 

를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80. 가열 조건 4 (가열기 온도 제어 지점이 용기 바닥 부분) 

State lIeater_][ernperature lIeating tirne (rnin) 
Preheating Roorn ternperature • 260

0
C 5 

260
0
C • 300t 5 

Delivery 
300

0
C • 320

0
C 5 

320
0
C • 340

0
C 10 

340
0
C • 345

0
C 10 

이전 실험에서 90% 수소 탈장시 1.75Pam3/s 탈장 속도보다 더 높이기 위해 Table 81와 같이 

350
0
C 이하에서 약간 높은 온도로 가열하였다. Figure 196, 197와 같이 90%의 수소가 14.6분 

안에 공급되었고y 평균 탈장 속도는 약 1.93pam3js로 측정되었다. 용기 하부와 중간 부분의 온 

도는 350
0
C 이하로 유지되었고 용기 상부 온도는 약 390 0

C까지 높아졌다. 

Table 81. 가열 조건 5 (가열기 온도 제어 지점이 용기 바닥 부분) 

State lIeater 1Lernperature lIeating tirne (rnin) 
Preheating Roorn ternperature • 260

0
C 5 

260
0
C • 300

0
C 5 

Delivery 
300

0
C • 330

0
C 5 

330
0
C • 350

0
C 10 

350
0
C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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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6. Change of pressure in the measuring tank and 

temperatures on the reactor during delivery by heating method 5 with 

heater temperature controlling point at the bottom of the reactor 

25 

20 

넓 

P
』샤

때
 

鋼
‘
이
 
r

뻐
 

￡
 .% 

Z 

g 

J 
n
‘ 

끽
 

찌
 퍼
 뼈
 

다μ
 ，
씨
‘
 

A 

l 

* 
10 

5 

0 10 5 15 

’I’ime (min) 

20 25 30 

(
야
법
블
N
&〕
 
b
잉
생
』
 
한
ω
‘r
i김
영
 ω많
』
U
‘g
 k
。

[
。u
h
N
]
늠
법
]
%
 

2-8 

6 
4 
2 

』

-
얘
 내
 
띠
 l 

이
/
‘
 n
ι
 1i 

---i 

1i 

1i 

nU 

η
ι
 

F
ι
 

r
ν
 

F
ι
 

Figure 197 Change of the amount of delivered hydrogen, time average 

delivery rate and stoichiometry of the remained hydrogen into ZrCo 

during delivery by heating method 5 with heater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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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실험의 탈장 속도 1.93Pam3js에서 2.0Pam3js로 높이기 위해 Table 82과 같이 탈장 실험 

하였다. Fig. 198, 199과 같이 90%의 수소가 14분 안에 공급되었고 평균 탈장 속도는 

2.0Pam3js로 측정되었다. 용기 하부 온도는 3500 C 이하로 유지되었고I 용기 중간 부분 온도는 

탈장 8분후 약 3550C까지 높아진후 탈장 13분후 3500 C 이하로 유지 되었다. 용기 상부 온도는 

4000C까지 높아졌다. 

Table 82. 가열 조건 6 (가열기 온도 제어 지점이 용기 바닥 부분) 

State fIeater llemperature fIeating time (min) 
Preheating Room temperature • 270 0C 5 

270
0

C • 330 0C 5 
Delivery 330

0

C • 350
0

C 5 

350
0

C 10 

Table 83. 가열 조건의 비교 (가열기 온도 제어 지점이 용기 바닥 부분) 

llime for 90% hydrogen 
llime average delivery 

rate of 90% hydrogen 
delivery 

supply 
fIeating method - 1 20.32 min 1.40P없njjs 

H~ating method -2 17.85 min 1.60P밍nj/s 
fIeating method -3 17.95 min 1.60P없n3/s 
fIeating method -4 16 min 1.75P밍nj/s 
fIeating method -5 14.6 min 1.93P밍n::l/s 
fIeating method - 6 14 min 2.0Pam

j
/s 

Figure 200은 가열 방법 6가지로 탈장시 가열 온도와 가열시간을 보여준다. Table 83는 6 가 

지 가열 방법에 따른 90% 수소 탈장 시간과 평균 탈장 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로써 같은 용 

기에 가열 온도를 350 0C로 빠르게 올려 탈장함으로 탈장 속도를 1.4에서 2.0Pam3js로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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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0. Comparison of six heating methods with heater 

temperature controlling point at the bottom of the reactor 

30 

가열기 온도 제어를 위한 온도 측정점을 용기 하부에서 용기 중간 부분으로 바꾸어 Table 83 

과 같은 가열 조건에서 가열 속도를 측정하였다. Figure 201, 202와 같이 90%의 수소가 탈장 
되는데 16.6분이 소요되었고 탈장 속도는 1.72Pam3/s로 측정되었다. 가열조건은 가열 온도 제 

어를 위한 온도 측정점을 용기 하부에 놓은 경우 Table 82과 같지만 온도 제어점이 용기 하부 

에서 용기 중간 지점으로 바뀌면서 하부 부분에 ZrCo 하이드라이드의 온도가 낮아져 탈장 속 

도가 떨어졌다. 용기 하부과 중간 부분 온도는 항상 350 0C 미만으로 유지되었고/ 용기 상부의 

온도는 약 375
0

C까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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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1. Change of pressure in the measuring tank and 

temperatures on the reactor during delivery by heating method 1 with 

heater temperature controlling point at the middle of the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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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속도를 1.74Pam3js에서 높이기 위해 Table 84과 같이 예열 온도와 가열 속도를 높여 가 

열하였다. Figure 203, 204와 같이 90%의 수소가 14.6분만에 공급되 었고/ 탈장 속도는 

1.96Pam3js까지 높아졌다. ZrCo 하부 온도는 335 0C까지 높아졌고/ 용기 중간 부분 온도는 35 

OOC로 유지되었다. 용기 상부 온도는 400
0

C까지 높아졌다가 350
0

C로 낮아졌다. 

Table 84. 가열 조건 2 (가열기 온도 제어 지점 이 용기 중간 부분) 

State 
Preheating 

Delivery 

Heater llernperature 
Roorn temperature • 270

0

C 
270

0

C • 350 0C 
350

0

C 

”m -」
빠
 

-5 
-8 

-
낌
 

빠
 
-

H 
-

탈장 속도를 1.96Pam3js에서 2.0Pam3js로 높이기 위해 표 89와 같이 탈장시 270 0C 에서 350 0C 

로 6분만에 가열하였다. Figure 205, 206과 같이 90% 수소는 13.76분 안에 공급되 었고/ 탈장 속 

도는 2.07Pam3js로 측정되었다. 탈장시 용기 하단 ZrCo 하이드라이드 온도는 333 0C로 유지되 

었고l 용기 중간 부분 온도는 350
0

C로 유지되었다. 용기 상부 온도는 408
0

C까지 높아졌다. 

Table 85. 가열조건 3 (가열기 온도 제어 지점이 용기 중간 부분) 

State 
Preheating 

Delivery 

Heater llernperature 
Roorn ternperature • 270 0C 

270 0C • 350 0C 
350

0

C 

Heating tirne (min) 
5 
6 
24 

Table 85과 같이 탈장시 2700C에 서 3500C로 가열 시 간을 Table 86의 6분에 서 5분으로 단축하 

여 탈장실험하였다. Figure 207, 208과 같이 90%의 수소가 13.2분만에 탈장되었고 평균 탈장 
속도가 2.16Pam3js로 측정되었다. 용기 하부 온도는 3340C로 유지되었고y 용기 중간 부분 온도 

는 3500C로 유지되었다. 용기 상부의 온도는 4130C까지 높아졌다. 

Table 86. 가열조건 4 (가열기 온도 제어 

State 
Preheating 

Delivery 

Heater llernperature 
Room temperature • 270

0

C 
27OoC • 350 0C 

350
0

C 

쁨
 -빼

간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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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J
h-5-
5
-엉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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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용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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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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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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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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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3. Change of pressure in the measuring tank and temperatures on the reactor 

during delivery by heating method 2 with heater temperature controlling point at the 

middle of the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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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heater ternperature controlling point at the rniddle of the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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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6. Change of composition during delivery by heating method 3 with heater 

temperature controlling point at the middle of the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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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8. Change of the amount of delivered hydrogen, time average delivery rate and 

stoichiometry of the remained hydrogen into ZrCo during delivery by heating method 4 

with heater temperature controlling point at the middle of the reactor 

Figure 209는 가열기 온도 제어점을 용기 중간 부분에 설치한 경우 가열 방법에 따른 가열 

온도와 가열 시간 차이를 보여주고 었다. Table 87은 각 가열 방법에 따른 90% 수소 탈장 시 

간과 평균 탈장 속도를 보여준다. 위로부터 가열기 온도 제어점을 용기 중간 부분에 위치한 경 

우 가열 온도를 270 0C 에서 350 0C로 5-6분내 가열하여 탈장 속도를 2.0P없n3/s 이상 높일 수 있 

음을알 수 있다. 

Table 87. 가열 조건의 비교 (가열기 온도 제어 지점이 용기 중간 부분) 

Tirne for 90% hydrogen Time average delivery I 

delivery rate 
Heating method (1) 16.6 min 1.72Pam3/s 
Heating method (2) 14.6 min 1.96Pam'S;s 
Heating method (3) 13.76 min 2.07Pam3/s 
Heating method (4) 13.2 min 2. 16Pam3/s 

위 실험 결과로부터 적층 높이를 3mm로 하고 필터 표면적을 1.76cm2/g로 하고y 전열변적을 

2.04cm2/g로 한 1/10 ZrCo 용기의 흡장 속도와 탈장 속도를 측정하여 평가하였다. 실내 온도 

에서 홉장시 99% 수소가 4분안에 홉장되었고， ZrCo 하이드라이드 온도는 200 0C 이상 높아졌 

다. 탈장시 가열기 온도에 따라 1.4~2.0Pam3 / s까지 탈장 속도가 측정되었다. 위 실험 결과로부 

터 실험한 1/10 용기가 빠른 홉장과 빠른 탈장에 적합한 용기 형태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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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9. Comparison of six heating methods with heater temperature controlling point at 
the middle of the reactor 

나. 초기 온도에 따른 홉장 속도 

홉장시 홉장 속도에 대한 온도의 영향올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Figure 210, 211는 초기 

50
0

C 에서 흡장후 공기로 자연 냉각한 경우의 홉장 속도이다. 1.7분 안에 90%의 수소가 홉장되 

었고， 4.92분 후에 99%의 수소가 흡장되었다. Figure 186에서 실내 온도에서 흡장될 때 99% 수 

소가 3.7분만에 홉장된 것에 비해 약 1.2분정도 홉장 시간이 길어졌다. 용기 하부 ZrCo 하이드 

라이드 온도는 약 220
0

C까지 높아졌고/ 중간 부분 ZrCo 하이드라이드 온도는 약 115 0

C까지 높 

아졌다. ZrCo가 없는 용기 상부 부분에서는 온도가 홉장 5분후 약 -90 0C까지 높아졌다. 

온도에 따른 홉장 시 간을 Figure 212, 213과 같이 측정 하였다. Figure 212은 1차 용기 외 벽 의 

가열기 온도를 50, 100, 150, 200
0

C로 항상 유지한 경우 흡장 속도를 나타낸다. Figure 213은 
초기 온도를 50, 100, 150, 200

0

C로 설정후 홉장시 가열기를 끄고y 실내 온도의 공기로 자연 냉 

각한 경우 홉장 시간을 나타낸다.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흡장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짐을 

알 수 있다. 200
0

C 에서 90% 흡장에 10분 이상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 350
0

C로 탈장후 

바로 다음 홉장이 필요한 경우 용기 온도를 350
0

C 에서 약 100-1500C까지는 낮추어야 함을 알 

수 있다. Figure 214는 용기 온도를 초기 온도로 일정하게 유지한 경우와 자연 냉각한 경우의 

홉장 시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두 경우 15α 200
0

C 높은 온도에서 95, 99% 홉장 시간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홉장시도 자연 냉각으로 냉각하는 것이 홉장 속도를 높일수 있는 방법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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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1 Mock-up SDS bed reference design 개념 제시 

Iter용 SDS 용기제작에서 요구되는 운전조건과 안전성을 만족하는 SDS 용기 제작은 매 

우 난해한 과제이다. 삼중수소의 저장 및 공급(storage & delivery)과 장기적인 저장능력 

(long-term storage)에 맞는 SDS 용기를 개발하기 위해 용기 설계를 ASME VIII Div. 1의 압력 

용기 설계 코드에 맞도록 하였다. SDS용기는 3.5kg의 ZrCo를 포함하고 있는 1차 용기와 가열 

기 튜브/ 열전달율을 높이기 위한 구리 핀， He gas가 순환하도록 하는 pipe line, 2차 용기， 1 

차 용기와 2차 용기 사이에 위치하는 열차폐체 퉁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He gas 유로(pipe 

line)은 삼중수소의 붕괴열을 제거하고， ZrCo 분말의 빠른 냉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열차폐체는 1차 용기와 2차용기 사이에 단열효과와 SDS 용기의 열용량을 줄이며 

2차용기의 표면온도를 60
0

C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다. SDS 용기의 내부 구조를 

Figure 215과 Figure 216에 나타내 었다. 

ZrCo의 양은 Iter의 안전성 기준에 의해 저장 및 회수 운전조건 동안의 D-T 가스의 평형 압 

력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ZrCo 분말의 크기는 D-T의 가스의 pipe line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필터가 막히는 위험을 줄이고 진공도를 유지하기 위한 공극이 충분하도록 

두 개 의 필터 튜브(nominal filtration efficiency 0.5 μffi， 9.5 mm O.D. X 6.3 mm I.D. X 250 

mm length)를 용기 내의 ZrCo의 윗부분에 설치하였다. 20Pam3js의 공급 속도를 만족하는 조 

건에서의 용기 내의 압력 손실은 Iter 운전기간(약 20년) 동안 2.3kPa로 ZrCo의 분해율보다 충 

분히 낮게 설계되었다. 그리고 D-T 가스의 주입 튜브는 튜브의 입/ 출구가 막히지 않도록 

ZrCo 분말 속에 설치하였다. 

열전달이 잘되도록 ZrCo 외부에 9mm 간격으로 설치하는 구리 핀은 두께가 9mm 이고 1차 

용기내부에 용접되어 있다. 1차 용기 및 2차 용기 내부는 진공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 

었고 복사에 의한 열손실을 줄이도록 1차 용기와 2차 용기 사이에 열차폐체가 설치되어 있다. 

SDS 용기 내 1350초 동안 20에서 100Pa m3js의 탈장 속도로 탈장반웅이 진행되도록 반웅이 

잘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용기 내I 외부에 가열기를 설치(내부 가열기 1.2W, 외부 가열기3.8W) 

하였다. Table 91에 히터의 사양을 정리하였으며， Figure 217, Figure 218에 히터 및 He gas 

pipe line 위치를 나타내었다. Table 88, Table 89, Table 90, Table 91는 SDS와 LTS의 기능을 

갖도록 설계 요건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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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8. Weight breakdown of the SDS and LTS beds 

Components of primary vessel 

Primary vessel 

Filters 

Copper fms 

zrCo 

Tritium 

He flow tube (SDS bed) 

Heater 

Total weight 

Weight (kg) 

4.66 

Three filters (SDS bed) 

Two filters (L TS bed) 

1.84 

3.5 
0.1 

0.04 

SDS bed 

LTS bed 

SDS bed 

LTS bed 

0.34 

0 .1 7 

~3 .5 

~2.0 

~14.0 

~12.3 

Vacuum pumplng! 
He fllllng 

Vacuum pumping! 
He fllllng 

T gas outlet 

Thermocouples and 
cable connectlons 

He clrculatlon loop 
Inlet/outlet 

D-T gas Inlet 

(Units: mm) 

Figure 215. Longitudinal cross-section view of the SDS bed intemal 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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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ner wall of the primary vessel 
(0.0.= 40.64mm, 1. 0. = 39.37mm) 

2: Outer wall of the primary vessel 
(0.0. = 114.3mm, 1.0. = 11 0.08mm) 

3: Four thermal reflectors 
(thickness = 2mm, gap = 8mm) 

4: Inner wall of the secondary vessel 
(0.0. = 273.05mm, 1.0. = 266.24mm) 

5: Outer wall of the secondary vessel 
(0.0. = 355.6mm, 1. 0. = 342.9mm) 

6: Inlet filter of the 0-T gas 
(0.0. = 9.5mm, 1.0. = 6.3mm) 

7: Outlet filter of the 0-T gas (two) 
(0.0. = 9.5mm, 1.0. = 6.3mm) 

8: He loop (8 lines) 
(0.0. = 10.29mm, 1.0. = 7.80mm) 

9: ZrCo (ZrCoTx) 
10: Cu fins 

(0.0. = 1 08mm, Thickness = 1 mm) 
11: Cartridge heater 
12: Cable heater 

Figure 216. Axial cross-section view of the SDS bed intemal 따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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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뾰〕 

1: Inner wall of the primary vessel 
(0.0.= 33 .40mm , 1. 0. = 30.10) 

2: Outer wall of the primary vessel 
(0.0. = 114.3mm, 1. 0. = 11 0.08mm) 

3: Outer wall of the secondary vessel 
(0.0. = 219.07 , 1. 0. = 206.37mm) 

4: Cu fins 
(0.0. = 108mm, Thickness = 1 mm) 

5: Inlet filter 
(0.0. = 9.5mm , 1. 0. = 6.3mm) 

6: Outlet filter 
(0.0. = 9.5mm , 1. 0. = 6.3mm) 

7: ZrCo (ZrCoTx) 
8: Cartridge heater 
9: Thermal reflectors 

Figure 218. Axial cross-section view of the LTS bed intemal aπangement 

Table 89. Mechanícal desígn specíficatíons for the SDS and LTS beds 

Primaty vessel Pressure boundary 

Secondary vessel Pressure boundary, tritium commement boundaty 

SS316H (16Cr-12Ni-2Mo) for primary, secondary 
vessels, thennal reflectors, and 미ates 

Materials Copper for heat transfer fins, 
SS304H for i피et and outlet filter tubes 

강Co powder ( .... 3.5뼈lbed， packing density 3.14g1cm3
) 

Initial activation; 400-500oC, 
Operating temperatures DT storage; <200oC, DT delivery; 350oC, 

Regeneration; 5000 C 

Design temperature 6000 C 

Operation pressure Vacuum - O.lMl이a 

Design extemal pressure O.lMPa 

Design intemal pressure O.5MPa (maximum), Ft피 vacuum (mi미mum) 

Over-pressure protection 
Rupture disc (set point O.28MPa) for pressure relief, 

Intedock to prevent over h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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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0. Required minimum thickness and maximum working pressures of flat plates 

Components d (mmt tm (mm)b t(mmt 
Pai (MPa) Pai (MPa) 
At 6000 Cd at ooCd 

Top plate for primary 
3.10 0.1 1 5 9.49 16 .1 7 

vessel inner tube 
Bottom plate for primary 

110.08 3.8 10 2.94 5.01 
vessel outer tube 
Bottom plate for 

secondary vessel inner 266.24 10.1 5 20 1.94 3.31 
wall 

Bottom plate for 
secondary vessel outer 342.9 13.07 20 1.1 7 1.99 

wall 
Top plate for secondary 

342.9 13.07 30 2.63 4.49 
vessel outer wall 

Table 91. Minimum thickness of SDS vessels and dimensions of selected industrial 

plpes 

Component 
Required minimum Selected pipe (ANSI) dimensions a’ 
thickness, tm (mm) mm-OD X mm-t 

Primary vessel inner wall 0 .12 33 .40 X 1.65 

Primary vessel outer wall 0.40 114.3 X 2.10 

Secondary vessel inner wall 0.96 273.05 X 3.40 

Secondary vessel outer wall 1.29 355.6 X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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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는 ITER용 삼중수소 저장 용기 국산화를 위한 ZrCo 분해 가능성 실 

험과 SDS bed 홉탈장 기초실험， rapid delivery 기능y 삼중수소 소형용기의 ZrCo 저장 특성 및 

SDS bed 설계 운전을 위한 기본 자료를 생산하였다. 우리나라가 ITER 트리륨 플랜트용 

SDSjLTS 삼중수소 용기를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삼중수소 저장 용기 국산화에 대한 그 후 

속 단계 연구에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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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 

0 본 사업의 핵심 요소인 이터용 삼중수소 저장 공급용기는 핵융합연료 공급 심장부에 해 

당되며l 우리나라는 삼중수소 저장 공급용기를 개발 제작하여 SDS에 공급해야 한다. 한 

국은 이터 건설 시까지 이터용 삼중수소 저장 공급용기 기술을 Build to Print 상태까지 

조기 확보해야 한다. 

O 본 사업에서는 ZrCo가 분해되지 않는 Isotherm 영역을 규명하고 ZrCo 분해 가능성 및 

rapid delivery 기능을 실험하여 삼중수소 SDS 베드 설계 및 운전자료 생산에 필요한 기 

초자료를 생산함으로써 한국의 조달품목인 이터용 삼중수소 저장 공급 시스템 및 용기의 

적기 공급을 위한 차기단계 개발 사업에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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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변호 제목 저자 

1 Status of safety and licensing J.-P. Girard 

2 Codes and standards relevant for the ITER Tritium J.-P. Girard 
Pl없lt 

3 Status on HV Aζ ADS / VDS / Safetyfu Tturriteiu 1m 
Monitoring, (incl. strategies, ongoing and future work) M. Glugla 

4 JA PT progress report on ITER tasks T. Yamanishi 

5 Comparison of ZrCo 뻐d U as SDS / LTS and 
transportation hydride storage material M. Glugla 

D. Green 
6 US PT pro양ess report on ITER tasks C. Taylor 

S. Willms 

7 EU PT work pro양없n overviewand design integration 
tasks D. Murdoch 

8 CAπA V5 EqITuEipRm CenAtD an md Systems m (Eb&erSi)ng sIta Ctuatsal (oPgRlMes 
development, ITER CAD manual, numbering, catalogues) S. Beloglazov 

9 Tritium manual C. Caldwell-Nichols 

10 
Status on documentation of results from 1O yteraltrisa of 
tritium experiments on tokamak exhaust and -tritiated 

waste gas processing 
M. Glugla 

11 Resource-loaded scheduling 1.-R. Cristescu 

12 Fuel cycle dynamic modeling (EU domestic task) 1.-R. Cristescu 

13 Strategy for tritium inventory in πER 1.-R. Cristescu 

14 Interface definition and management 1. Cristescu 

15 Physical 없ld functional interfaces between pumping 없ld M. Wykes Tritium Plant systems 

16 Tritium Plant porfo. TePctW tGe없 Tner amnds ad hoc task forcesr 
review of TPWG Terms of Reference M. Glugla 

17 Management of in kind procurements A. Maas 

18 
Tritium Plant schedule stategies (transportation, 

inst떠lahon， testmg and itnritteiugmrat)ionI CmmlssioI1ing with B. Rogers 

19 CATIA V5 EqITuEipRm CenAtD an mdan Syusatlelm nsum (Eb&erSi)ng s,ta cha1tSal (oPgRuMes development, lTER CAD manual, numbering, cataIogues) S. Beloglazov 

20 Design review status D. Murdoch 

21 ITER document structure 없ld interface management S. Chiocchio 

- 227 • 



22 Codes and Standards V. Barabash 

23 Tritium manual, standards and standardization D. Demange 

24 Fuel cycle dynamic modeling 1. R. Cristescu 

25 Recent TLK experience on mechanical pumps C. Caldwell-Nichols 

26 Summary on SDS requirement changes since FDR 2001 M. Glugla 

27 Update on Tritium PlantS 1la] ySo)ut (CATIA emphasis on S. Beloglazov 

28 Tritium compatible pumps and experimental experience C. Caldwell-Nichols 

29 Discussion on delivery scenarios and SDS design 
response M. Glugla 

30 Results from testing a 1:1 ITER storage getter bed S. Beloglazov 

31 Getter bed mechanical design S. Beloglazov 

32 CATIA PRM status, Numbering System S. Beloglazov 
D. Murdoch, S. 

nTBuDeonl” Huoξcg.aIy na uaazes。yl1v/bL, P StahlS Report on ITER DPleesmigt)1 Review WG7 (Tritimn 
H. 

33 Chun2::. M. - Gl꿨a， 

Pereveientsev, K. 
Sessions, C. Taylor 

Tritium Plant schedule devweiltohpment C (pOoDteAnCtial J defenals, 
34 resources, collaboration wiili PTs, CODAC / EC&I, C. Taylor 

tes바19 and integration, installation, commissioning, etc.) 

35 "Missing packages" M. Glugla 

36 Overview on new Tritium Plant building layout S. Beloglazov 

37 Confinement and fire sectorsI ZOnmgli,d hel1ivneenst1oIγ 
segregation (requirements and gt.iidelines) C. Taylor 

38 HV AC: concept and layout, interface to DS, status, etc. D. Murdoch 

39 SRD on HVAC A. Perevezentsev 

40 Detritiation Systems and fire zoning (SRD input) C. Taoyglloarz /S. 
Belo!!lazov 

41 Detritiation Systems concept and configuration A. Perevezentsev 

42 Detritiation Systems sizing criteria T. Hayashi 

43 Tritium Manual status C. Caldwell-Nichols 

44 Highly tritiated water processing options M. Glugla 

45 ISS operation in view of fuelling scenarios 1. Cristescu 

46 CATIdAev Ve51OP EIqnueinptmI IeTnEtR an CdA SD1s mte뻐msua (E ,& nSu)m sbtaehrilnSg (rPRM 

cat때ogues) 
S. Beloglazov 

47 Standardization M. Glug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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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취득 · 도입한 장비내역 및 향후 운영 · 공동 

활용계획 

0 본 사업에서는 기존의 흡탈장 성능측정 장비를 개조하여 사용하였으며， 향후 한국의 조달 

품목인 이터용 삼중수소 저장 공급 시스템 및 용기의 적기 공급을 위한 차기단계 개발 

사업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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