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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보고서 발간. 원자력시스템 내에서 삼중수소 거동분석 코드(TROPY) 개선/검증

HTGR-SI/HTSE/SMR 연계를 위한 흐름도를 작성하고 물질수지/열수지 계산, 수소생산효율 분석

HTGR-SI/HTSE/SMR 수소생산공정 연계 수소-전력 병합생산의 경제성 분석, 각 공정별 온도별 편

익(B/C)를 평가하여 원자로/고온열 이용시스템 연계 최적화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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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연구의

목적 및 내용

과제 목표는 산업단지 공정열 공급 및 원자력이용 청정수소 생산 필요한 고온열 

생산시스템인 초고온가스로의 설계해석에 필요한 핵심 설계해석 코드의 검증 및 고

도화, 초고온가스로와 고온열 이용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수소 및 전력 생산을 할 

경우 수소생산공정과 초고온가스로의 연계 최적화 방안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하

여, 초고온가스로 핵심 설계해석 코드 개선 및 검증, 원자로 운전성능분석 및 핵분

열생성물 거동분석 코드 개발, 원자로/고온열 이용시스템 연계 최적화 방안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개발성과

초고온가스로 핵심 설계해석 코드 개발 및 개선 세부 연구목표에서는 독자 개발 

핵심 설계해석 코드의 개선 및 검증을 수행하고 코드의 이론기술서, 사용자 매뉴얼 

및 검증보고서를 발간하여 노심 핵설계(DeCART2D/CAPP), 노심 열유체해석

(CORONA) 및 안전해석(GAMMA+), 피복입자 핵연료성능분석(COPA)로 구성된 

초고온가스로 원자로 설계해석 체계를 구축하였다. 원자로 과도해석 능력을 코드

(CAPP, CORONA)에 추가하였으며, GAMMA+/CAPP 과도해석 연계체계를 개발

하고 검증하였으며 CORONA/CAPP 정상상태 연계해석 체계를 개발하였다. 연계

해석 체계는 개별 코드의 정확도 검증에도 사용할 수 있다.

원자로 운전성능분석 모듈 및 핵분열생성물 거동분석 코드개발 세부 연구목표에서

는 GAMMA+ 코드에 운전성능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듈을 추가하였고, 원자로 

1차 계통내 핵분열생성물의 거동을 분석할 수 있는 코드(POSCA)를 개발하고 해

석해와 실험자료를 활용 기본 검증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원자력시스템내에서 생

성된 삼중수소가 수소생산계통을 거처 최종 생산된 수소에 포함되었는지를 해석하

는 삼중수소 거동분석 코드(TROPY)의 개선 및 검증을 하였다.

원자로/고온열 이용시스템 연계 최적화 방안 수립에서는 SI열화학/HTSE/스팀-메탄

합성(SMR) 등 수소생산공정에 대한 최신 정보를 분석하였으며, HTGR- 

SI/HTSE/SMR 연계를 위한 흐름도를 작성하고 물질수지/열수지를 계산하여 수소

생산 효율을 분석하였다. 또한, 초고온가스로와 SI/HTSE/SMR 등 수소생산공정과 

연계한 수소-전력 병합생산의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여 각 공정별 온도별 편익(B/C)

를 평가하여 원자로/고온열 이용시스템 연계 최적화를 제시하였다.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기대효과)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핵심 설계해석 코드 기술은 수소생산원자로 설계뿐만 아니라 

격지/오지용 초소형원자로, 우주용원자로, 군사기지용 원자로 등 미래 선진/혁신원

자로 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다. 수소생산을 포함한 초고온가스로의 다양한 열이용 

기술은 전력/수소 병합 생산으로 신재생 간헐성 보완 시스템 기술로 활용될 수 있

다. 다만, 핵심 설계해석 코드의 완성을 위해서는 실제 설계를 수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 고유 초고온가스로

에 대한 개념설계 착수되어야 할 것이다. 부족한 자료 확보를 위해 초소형가스로 

국내 설계사업 또는 해외협력 실증사업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며, GIF 공동연구

의 프로젝트를 통하여 국내 핵심기술의 검증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초고온가스로 설계해석 코드

핵분열생성물 

거동분석

고온열 

이용시스템
수소생산공정

영문핵심어

(5개 이내)
VHTR

Design and 

Analysis Code

Fission Product 

Transport Analysis

High Temperature 

Heat Utilization

Hydrogen 

Production 

Process

 국문으로 작성(영문 핵심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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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1절 연구개발 목표 

본 과제의 최종 목표는 산업단지 공정열 제공 및 원자력이용 청정수소 생산 필요한 고온열 생산시

스템인 초고온가스로의 설계해석에 필요한 핵심 설계해석 코드의 검증 및 고도화가 목표의 하나이

며, 또다른 목표는 초고온가스로와 고온열 이용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수소 및 전력 생산을 할 경우 

여러 가지 수소생산공정과 초고온가스로의 연계 최적화 방안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초고온가스로 핵심 설계해석 코드 개선 및 검증, 원자로 운전성능분석 및 핵분열생성

물 거동분석 코드 개발, 원자로/고온열 이용시스템 연계 최적화 방안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2절 연구개발 필요성

신기후체제 하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의 이용 

확대가 필수적이지만 대규모 원전 건설에 대한 국민 반감 증가, 경제성장률 저하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율 둔화, 신재생에너지 효율 증가 및 이용 확대, 에너지저장시스템 기술개발 등으로 

대용량 발전 분야로 원자력의 이용 확대는 기대치보다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의 효

용 가치는 타 에너지원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없는 경우에 가장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원자

력을 고온열 활용 분야에 이용할 경우에 효용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초고온가스로

는 열화학적 또는 고온전기분해 방법을 이용하여 대량의 수소를 경제적으로 생산하는데 활용

할 수 있다. 또한, 산업단지에서 사용되는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전력생산과 공정열(process 

heat) 공급에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난방에도 활용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2019년 1월 17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며 수소경제 실

현을 위하여 2030년 194만톤, 2040년 526만톤 수소공급량 목표를 제시하였다.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19.10)을 수립하였

다.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에는 공급량 달성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소생산 방법을 고려할 필요

성이 제시되었고 대량의 청정수소를 경제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초고온가스로를 이용한 원자력 

수소생산을 미래 수소공급 기술개발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의 이용 다변화 및 미래 청정수소의 대량 공급기술에 초고온가스로를 활용하기 

위해는 원자력 기술의 특성상 장기간에 걸친 기술개발이 필요하므로 핵심기술부터 시급히 확

보해야 한다. 이러한 초고온가스로 기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설계해석 기술 중 핵심기술을 선 

개발하여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의 수소생산기술 중 원

자력의 고온열과 연계하여 최적의 청정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제3절 연구개발 범위

본 과제의 목표인 초고온가스로 핵심 설계해석 코드 개선 및 검증, 원자로 운전성능분석 및 핵분열

생성물 거동분석 코드 개발, 원자로/고온열 이용시스템 연계 최적화 방안 수립하기 위해서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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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연구범위를 구분하였다. 연도별 연구개발 내용은 표 1.3-1에 기술하였다.

 초고온가스로 핵심 설계해석 코드 개선 및 검증

   - 노심핵설계코드(DeCART/CAPP)

   - 열유체해석코드(CORONA)

   - 안전해석코드 (GAMMP+)

   - 핵연료성능분석코드(COPA)

 원자로 운전성능분석 모듈 및 핵분열생성물 거동분석 코드 개발

 원자로/고온열 이용시스템 연계 최적화 방안 수립

   - 고온열 이용 신기술 분석

   - 원자로/고온열 이용시스템 연계 최적화 방안 수립

표 1.3-1. 연도별 연구개발 내용

세부목표 2017 2018 2019

핵심 설계해석 
코드 개선 및 

검증

o 노심핵설계코드(DeCART/CAPP)
 - 핵자료 개선(DeCART2D/PSM)
 - 과도해석 모듈개발
 - 코드 검증 : VHTRC 자료 

활용 검증
 - (추가) 불확실도 해석 : 

IAEA-CRP HTGR UAM

o 노심핵설계코드(DeCART/CAPP)
 - 과도해석 모듈 검증
 - GAMMA+/CAPP 과도해석 

연계모듈 개발
 - 코드 검증 : McCARD VHTR 

적용 검증
 - 핵자료 개선 : PSM모듈 개발

o 노심핵설계코드(DeCART/CAPP) 
(Code-to-Code) 검증

 - 코드 검증 : GT-MHR 자료 
활용 검증

 - CORONA/CAPP 연계모듈 개발
 - 핵자료 개선 : PSM-DH 모듈 

개발 및 검증 
 - CAPP 코드를 위한 

노달방법론 개발

o 열유체해석코드(CORONA)
 - 과도해석 모듈
 - 검증 자동화 모듈 개발
 - (추가) 운동량방정식 개선/
 - (추가) 후처리 기능 개선

o 열유체해석코드(CORONA)
 - 과도해석능 검증
 - 우회유량시험 검증
 - 천이/제어블록 해석모듈 개발

o 열유체해석코드(CORONA)
 - 감마히팅 해석능 개발
 - 우회유량 Gap 복사열전달 모델 

개발

o 안전해석코드(GAMMA+)
 - 제어기 성능확인 및 개선 
 - 코드 개선 및 검증

o 안전해석코드(GAMMA+) 
 - 기기 모델 검증 및 개선
 - 코드 개선 및 검증

o 안전해석코드(GAMMA+)
 - 수냉각 모델 검증
 - 코드 개선 및 검증

o 핵연료성능분석코드(COPA)
 - 통계적 성능해석 모듈
 - 입자파손율 계산 모듈 개선
 - FP 방출거동 평가 모듈 개발
 - 코드 검증 : IAEA CRP-6

o 핵연료성능분석코드(COPA)
 - 코드 모듈 통합 및 검증
 - 코드 검증 : Gen-IV FPR

o 핵연료성능분석코드(COPA)
 - 고연소도 핵연료물성 평가
 - 병렬화 프로그래밍 및 GUI 모듈 

개발
 - 코드 검증 : Gen-IV FPR

원자로 운전성
능분석 모듈 

및 핵분열생성
물 거동분석 
코드 개발

o 운전성능분석 모듈 개발
 - 개별 제어논리 개발 및 검증
 - 운전 제어논리 작성

o 운전성능분석 모듈 개발
 - 제어봉 출력 제어논리 모듈 

작성
 - 원자로 출력 과도운전 해석

oo 운전성능분석 모듈 검증
 - 정지냉각계통 모델링 및 

성능확인
 - 원자로 기동 및 정지운전 

해석

o 핵분열생성물(FP) 거동분석 
모듈 개발

 - FP 침착모듈 개발
 - SI계통 삼중수소 거동분석 

모듈 개발

o 핵분열생성물(FP) 거동분석 
코드 개발 

 - FP 침착 코드 원형 개발
 - PCHE내 삼중수소 거동분석 

및 모듈 통합

o 핵분열생성물(FP) 거동분석 코드 
검증

 - FP 침착코드 검증
 - 삼중수소 거동분석 코드 검증

원자로/고온열 
이용시스템 연
계 최적화 방

안 수립

o 고온열 이용 신기술 분석

o SI열화학 수소생산을 위한 신 
분젠공정 개념연구

o 원자로/고온열 이용시스템 연계 
성능평가

o SI열화학 수소생산을 위한 신 
분젠공정 개념설계

o 원자로/고온열 이용시스템 연계 
최적화 방안 수립

o SI열화학 신 분젠공정 개념 
수치적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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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구수행내용 및 성과

제1절 핵연료 무교체 장수명 원자로 노심개념 개발

제2절 원자로 완전피동냉각 개념 개발

제3절 핵연료블록 제조성 평가

제4절 예비 경제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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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구수행내용 및 성과

제1절 핵심 설계코드 성능향상 및 검증

1. 핵설계코드 개선 및 검증

가. CAPP 과도해석 모듈 개발 및 검증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초고온가스로에 대한 설계기술개발 등의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초고

온가스로의 노물리 해석을 위해서 CAPP 코드를 개발하였다[2.1.1-1, 2.1.1-2, 2.1.1-3]. CAPP 코

드는 유한요소법을 기반으로 하여 노심해석을 진행하며, 자체적인 열유체해석을 통해 온도에 의한 

피드백 효과를 고려할 수 있고 핵종의 연소 및 붕괴 사슬을 이용하여 노심에 대한 연소계산 등을 

수행할 수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이러한 CAPP의 기능을 활용하여 초고온가스로의 노심 설계를 

수행하였다.

기존 CAPP 코드는 다양한 조건에서 정상상태 계산을 수행하였고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였

다. 그러나 제어봉 인출 사고 등, 과도 사고에 따른 노심의 출력변화를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따른 과도상태 해석이 필요하고 아직 CAPP 코드를 통해서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 본 연구

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도해석 모듈을 개발하여 CAPP 코드에 적용하였다. 그리고 과도해석 

모듈을 검증하기 위해서 육각형 구조의 노심과 초고온가스로 과도 사고문제에 따른 과도해석을 수행

하여 계산 결과를 확인하였다.

(1) CAPP 과도해석 방법론 및 모듈 구현

(가) 시간의존 중성자 확산방정식 해법

과도상태 중성자 확산방정식은 시간에 대한 미분 항과 지발 중성자 선행자 그룹(delayed neutron 

precursor groups) 수밀도에 관한 항 및 등식이 추가되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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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2.1.1-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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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 중성자 속력 (cm/sec)

 : 즉발 중성자 스펙트럼

 : 지발 중성자 분율

: 지발 중성자 총 분율 (2.1.1-4)

 : 지발 중성자 스펙트럼

: 지발 중성자 선행자 붕괴계수 (#/sec)

: 지발 중성자 선행자 수밀도 (#/cm3)

 : 외부 중성자원 (#/cm3/sec)

CAPP 코드는 초고온가스로의 출력분포를 구하기 위해서 유한요소법(Finite Element Method)을 

사용하여 다군 중성자 확산 방정식을 풀어낸다. 유한요소법은 복잡한 문제 영역에 대해서 편미분방

정식 등을 수치 계산으로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 문제 영역을 여러 개의 간단한 유한요소로 나누

고 각 유한요소 위에서 유한차원의 다항식들로 무한차원의 해를 근사한 방식이다. 과도상태 방정식

에 유한요소법을 적용하는 절차는 정상상태 방정식에 적용하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자

세한 유도 과정은 생략한다. (정상상태에 대한 유한요소법 적용 절차는 이론 기술서[2.1.1-5]에서 확

인할 수 있다) 다음은 유한요소법을 적용하여 도출된 행렬 방정식이다. 편의상 외부 중성자 선원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P


 M  

 

  



F  
    ≠ 



S  
  



PC (2.1.1-5)


PC  PC 

 

  



  



F  (2.1.1-6)

이 때, 는 에너지군 에 대한 중성자속 벡터로 각 원소는 하나의 절점에서의 중성자속 값을 의미

하고 C 는 번째 종류 지발 중성자 선행자 수밀도 벡터로 각 원소는 하나의 절점에서의 지발 중성

자 선행자 수밀도를 의미한다. M, F , S 는 중성자 확산방정식에서 각각 중성자 소멸 및 누출, 

핵분열에 의한 중성자 생성, 그리고 다른 에너지 군으로부터 들어오는 중성자 산란을 뜻하는 강성행

렬이다. 그리고 행렬 P의 원소는 다음과 같다.

P  


  ⊃ 

 
 (2.1.1-7)

이 때,  ,  는 유한요소 에서의 형상함수들이다. 나머지 행렬의 원소에 대한 식은 

이론 기술서[2.1.1-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의 식을 계산하기 전에 우선 정상상태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여 중성자속과 유효증배계수,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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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발 중성자 선행자 수밀도의 초기값을 구한 후 이를 이용해서 과도상태의 해석을 수행한다.

(나) 지수변환 방법

식 (2.1.1-5)와 (2.1.1-6)을 살펴보면 시간에 관련된 항과 지발 중성자 선행자 수밀도만 제외하면 

정상상태의 행렬 방정식과 같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시간에 대한 미분항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계산의 안정성과 정확성이 달라진다. CAPP 코드에서는 계산의 안정성을 위해서 암시적 오

일러 방법(Implicit Euler Method)를 사용했고 급격하게 변하는 문제에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서 지수 변환(Exponential Transform)을 사용하였다. 지수변환을 유한요소법을 통해 만들어진 행

렬방정식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각 절점에서 지수변환을 사용해야 한다. 

수치적 방법으로 과도해석을 수행하려면 시간 간격을 나누어서 각 시간 간격에 대해 계산을 순차적

으로 수행해야 한다. 우선  번째 시간 간격에서의 계산을 마쳤고 번째 시간 간격에서 계산을 

수행한다고 하자. 식 (2.1.1-5)와 (2.1.1-6)은 연립 미분방정식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풀기 위해서 

식 (2.1.1-6)의 핵분열 중성자원 관련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근사를 도입한다. 

≈

  

  (2.1.1-8)

이 때,

 
  



  



F  


 
    (2.1.1-9)

여기서 
는 현 시점에서의 핵분열 중성자원 관련항의 진동수(frequency)이며, 이전 시점 및 현 

시점에서의 핵분열 중성자원을 이용하여 반복계산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갱신된다.


 










 


 




        (2.1.1-10)

식 (2.1.1-8)을 통해서 근사한 핵분열 중성자원 관련항을 식 (2.1.1-6)에 대입하면 식 (2.1.1-6)에 

대한 해석 해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PC
  

 PC 
 

 










 
  

 





 (2.1.1-11)

위 식에서 
 값이 영(zero)에 가까울 때는 안정된 해를 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근사를 도

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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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PC
  

 


 (2.1.1-12)

이제 식 (2.1.1-5)를 구하기 위해서 각 절점에서의 중성자속에 대한 지수변환을 도입하면 다음과 같

은 식으로 표현된다.

 ≈
 
    (2.1.1-13)

식 (2.1.1-10)과 같이 중성자속에 대한 진동수도 반복계산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갱신한다.


 










 

 

 
 




(2.1.1-14)

중성자속을 근사한 식 (2.1.1-13)을 식 (2.1.1-5)의 미분항에 대입한 후, 암시적 오일러 방법을 사

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2.1.1-15)

식 (2.1.1-15)를 식 (2.1.1-5)에 대입하고 암시적 오일러 방법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이 식을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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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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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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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2.1.1-16)

여기서  는 각 절점에서의 중성자속의 진동수를 대각 원소로 가지는 행렬이다. 

식 (2.1.1-16)의 좌변의 값이 주어지면 우변의 중성자속을 구하는 과정은 정상상태에서의 계산 과정

과 같으므로 정상상태에 대한 계산 모듈을 이용하여 이 식을 계산할 수 있다. 그 후 계산한 중성자

속을 이용해서 우변의 지발 중성자 선행자와 중성자원, 시간 관련 항 등을 갱신하는데 이때 진동수

에 대해서도 갱신을 한다. 이러한 반복계산을 통해서 현 시점에서의 중성자속을 수렴시킨다.

(다) 제어봉 커스핑 효과 경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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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P 코드에서는 제어봉에 대해서도 모사할 수 있어서 제어봉 말단의 축방향 위치별로 노심 출력 

분포와 유효증배계수 등을 구할 수 있고, 반대로 임계상태가 되는 제어봉의 위치를 구할 수도 있다. 

이때 제어봉 말단의 위치가 노물리 해석에서의 계산격자 내부에 있게 된다면(제어봉이 부분 삽입된 

계산격자, partially rodded node), 해당 계산격자가 축 방향으로 비균질하게 되어서 기존의 계산 

모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균질화 등의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적절한 고려 없이 단순 부피로 

가중하여 균질화된 핵단면적으로 계산을 수행하는 경우, 실제 값과의 오차가 발생하는데 이를 제어

봉 커스핑 효과(control rod cusping effect)라고 한다. 특히 과도해석에서 제어봉 커스핑 효과가 

발생하면 시간에 따라 오차가 누적되어 실제 값과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원자로 노심 내에서 중성자 확산방정식을 풀기 위한 기존의 노달 방법론들은 각각의 계산격자가 균

질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제어봉 커스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어봉이 부분 삽입된 격자에 대해서 균질화를 수행하거나 부분 삽입된 형태를 묘사하는 새로운 격

자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제어봉이 부분 삽입된 계산격자에 대해서 균질화를 수행하는 방법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단순 부

피로 가중하여 균질화하는 것이다 (Volume Weighted homogenization, VW). 이는 제어봉이 삽

입된 부분의 부피와 미 삽입된 부분의 부피를 각각의 영역의 핵단면적에 곱하고 이를 계산격자의 

부피로 나누는 것이다. 이를 다음 식으로 표현했다.


 



 
 


  



(2.1.1-17)

이 때 는 제어봉이 부분 삽입된 계산격자 영역이고,   와  는 각각 해당 계산격

자에서 제어봉이 삽입된 영역과 미 삽입된 영역이다. 

그러나 부피를 이용해서 균질화하는 것은 핵반응률(Reaction Rate)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

에 부정확한 핵단면적을 생산할 수밖에 없고 이를 사용한 계산 또한 부정확해진다. 따라서 해당격자

에서의 중성자속을 이용해서 균질화된 핵단면적을 재생산해야 한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2.1.1-18)

이 때, 해당 격자에서의 중성자속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여러 방법들이 있다. 우선 전

체 노심 계산으로부터 나오는 해당 격자의 중성자속을 사용하는 것이다 (Homogeneous 

Flux-Volume Weighted homogenization, HFVW, [2.1.1-6]). 그러나 이 방법에서 중성자속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노심 계산을 해야 하고 이는 다시 이 위치에서의 균질화된 핵단면적을 요구

하게 되는 순환논리가 된다. 따라서 중성자속을 이용한 균질화의 경우 반복계산을 통해서 해당 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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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중성자속과 균질화된 핵단면적을 같이 수렴시켜야 한다. 또한 균질화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중성자속이 균질화된 영역에 대해서 계산한 결과이기 때문에 제어봉이 부분 삽입된 계산격자에서의 

실제 중성자속과 차이가 있어 정확한 균질화가 어렵다.

위에서 제기한대로 제어봉이 부분 삽입된 계산격자에서의 실제 중성자속을 모사하는 방법이 필요하

고 이에 대한 방법들이 개발돼왔다. 그 중 하나로 제어봉이 부분 삽입된 계산격자를 1차원화 하여 

추가적인 계산을 수행하는 방법이 있다[2.1.1-7]. 이 방법은 전체 노심 계산의 결과를 이용하여 1차

원화 된 문제의 경계조건 등을 구성하고 1차원 문제의 해인 중성자속으로 식 (2)에 해당하는 균질화

를 수행, 다시 전체 노심 계산을 하는 반복적 방법이다. 1차원 문제에 대한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2.1.1-19)

이 때, 는 선원항을 의미하고 는 횡방향 중성자누설항을 뜻한다. 횡방향 중성자누설항의 경

우, 전체 노심 결과로부터 근사한 값을 얻는다. 

추가적인 1차원문제 계산에서는 제어봉이 부분 삽입된 계산격자의 구조를 정확하게 묘사한 문제를 

계산하고 기타 경계조건 등은 전체 노심으로부터 가져오기 때문에 수렴된 중성자속이 실제 중성자속

과 차이가 거의 없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균질화 방법에서도 균질화된 핵단면

적 만으로는 비균질 문제의 핵반응률을 보존할 수가 없고 불연속인자(discontinuity factor) 등의 

보정인자를 추가로 구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제어봉이 부분 삽입된 계산격자의 핵반응률을 전체 노

심 계산에서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격자에 대한 보정인자를 추가로 사용해야 한다.

위에서 설명한 균질화 방법들은 VW 방법을 제외하고 모두 반복계산을 통해 균질화된 핵단면적을 

수렴시켜야 한다. 이러한 반복계산을 피하고 제어봉이 부분 삽입된 계산격자의 구조를 직접 묘사하

기 위해서 계산격자 구조를 재설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제어봉 커스핑 효과를 제거할 수 있

는 직접적인 방법이나 제어봉이 움직일 때마다 계산격자를 다시 설정해야 하는 점, 해당 격자와 축

방향 위치가 같은 다른 격자들도 재설정을 해야 해서 불필요한 계산이 늘어나는 점 등의 문제가 있

다.

한편, CAPP 코드에서 사용하는 행렬 방정식의 각 원소들은 유한요소에서의 적분들의 합으로 표현

된다. 해당 적분은 유한요소 위에서의 형상함수와 핵단면적을 곱한 함수에 대해서 수행한다. 이 때, 

균질화된 계산 격자 위에서는 핵단면적이 상수가 되어서 다음과 같이 적분이 표현된다.


 


  




 (2.1.1-20)

기존의 CAPP 코드에서는 핵단면적을 이용하기 전에 식 (2.1.1-20)의 우변의 적분들을 미리 계산하

여 중복계산을 피하였다. 그러나 각 계산격자에서 핵단면적이 상수여야 하기 때문에 제어봉이 부분 

삽입된 계산격자에 대해서 단순 부피 가중 균질화를 통해서 균질화된 계산격자를 만들어야 했고 정

확성도 떨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어봉이 부분 삽입된 계산격자에 대해서 다음의 식으로 적

분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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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

이는 계산격자내의 적분영역을 제어봉이 삽입된 부분과 미 삽입된 부분으로 나누어서 수행하는 것으

로 각각의 영역이 간단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적분을 계산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앞으로 

iPRN (integration over PRN) 이라고 부르겠다.

식 (2.1.1-21)을 사용한 iPRN 방법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제어봉의 말단의 축방향 위치

를 정확하게 묘사하는 적분을 수행하기 때문에 계산을 수행할 결과가 제어봉의 부분 삽입을 반영했

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균질화된 핵단면적을 새로 만들어 계산하는 경우 새로운 핵단면적에 대

한 노심계산을 다시 수행하는 등의 추가계산이 필요하다. 그에 반해 식 (2.1.1-21)은 행렬을 구성하

는 단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제어봉 부분 삽입된 계산격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면 되어 추가 계산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계산 결과로 나온 중성자속은 제어봉 부분 삽입된 계산격자에서의 중성자속 

분포를 정밀하게 모사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확한 계산이 계산격자 구조를 새롭게 만들 필요도 

없이 가능하다.

(라) CAPP 코드의 정상상태 온도 계산

초고온가스로의 노심 내부 온도 분포는 위치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이로 인해 위치에 따라 핵단면

적도 크게 차이 나며 노심의 출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확한 중성자속 분포 및 출력 분

포를 구하기 위해서 온도 분포를 알아야 한다. CAPP 코드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한 초고온가스로용 

온도 계산 모듈을 포함하고 있다. 노심 내부의 정확한 온도 분포를 구하기 위해서는 냉각재로 쓰이

는 헬륨 유체에 대해 유체 연속방정식, 운동량 보존 방정식, 에너지 보존 방정식, 그리고 노심 연료, 

반사체, 구조물에 대한 열전도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모델을 구성하여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CAPP 코드에서는 기본 계산 격자인 삼각기둥마다 하나의 대표 핵연료 및 흑연감속재 온도만 필요

하며 정확한 온도 계산을 위해 복잡한 모델을 사용할 경우 필요이상의 계산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CAPP 코드에는 노심의 세부적인 기하구조를 단순화하고 몇 가지 가정을 사용하여 짧은 시

간 내에 비교적 정확한 해를 구하도록 모델을 구성하였다.

온도 계산에서 기본 격자는 중성자속 계산과 같은 삼각기둥이며 최종 결과로 각 삼각기둥 당 대표 

핵연료 온도와 흑연 감속재 온도를 가지게 된다. 유체가 흐르는 핵연료 블록의 삼각기둥은 대표 냉

각재 채널 하나를 가지고 있다. 이때 각각의 냉각재 채널에 대한 유량은 사용자에 의해 주어진 핵연

료 블록별 냉각재 유량이 유로 면적에 비례하여 여섯 개의 채널에 분배된다는 가정에 의해 결정된

다. 각각의 냉각재 채널은 축 방향으로 여러 개의 냉각재 셀로 나뉘고 각각의 냉각재 셀은 핵연료 

영역을 포함한 모델과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 연결된 영역의 핵연료 출력이 모두 냉각재 온도 상승

에 쓰인다면 냉각재 셀의 냉각재 입구온도, 출구온도를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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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22)

 


 




(2.1.1-23)

  
   

 (2.1.1-24)

이 때,  
 ,  

 ,  
 ,   , ,  는 각각  번째 냉각재 채널의  번째 냉각재 셀에서의 냉각

재 출구온도, 입구온도, 평균온도, 핵연료 출력, 냉각재 유량, 냉각재 비열(Specific heat capacity)

을 의미한다. 

냉각재 온도가 결정된 후, 핵연료 블록에서의 핵연료 온도와 흑연감속재 온도는 그림 2.1.1-1의 2

차원 핵연료 요소 열전도 모델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이 모델에서는 핵연료 영역(fuel compact)과 

감속재 영역(graphite block)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해당 영역에서의 평균 온도가 해당 삼각기둥 격

자의 대표 핵연료 온도와 흑연감속재 온도가 된다. 실제 핵연료 영역은 TRISO 입자로 비균질 영역

이나 CAPP에서는 계산을 단순화시키기 위해 균질화된 핵연료영역을 사용한다. 냉각재 채널 표면이 

2차원 모델의 경계가 되는데 경계조건을 설정할 때 앞에서 구한 냉각재 온도가 사용된다. 다른 경

계에서는 단열 조건을 사용하고 열원은 핵연료 영역에서의 출력밀도를 사용한다. 이러한 구성 아래

에서 다음의 열전도 방정식을 유한체적법(finite volume method)을 통해서 풀어낸다. 

∇⋅∇  (2.1.1-25)

그림 2.1.1-1. CAPP 코드에서 사용하는 2차원 핵연료 요소 열전도 모델

 

고온가스로에서는 흑연을 감속재 및 반사체로 사용한다. 이때 반사체 영역에서의 온도분포는 핵연료 

블록 영역에서의 노심 분포만큼 중요한데 고온가스로에서는 핵연료와 반사체 영역이 서로 강하게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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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CAPP 코드에서는 반사체 영역에서의 온도분포를 구하기 위해서 3차원 전 

노심 열전도 모델을 구성하였다. 그림 2는 해당 모델의 -  방향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계산 

격자는 기본 계산 격자인 삼각기둥이 된다. 해당 모델에서 다음의 경계조건을 사용하였다. 1) 하부 

경계에서는 단열조건을 사용한다. 2) 상부와 외각 반사체 표면에서의 온도는 사용자에 의해서 주어

진다. 3) 핵연료 블록 영역에서의 흑연 감속재 온도는 2차원 핵연료 모델에서 구한 감속재 온도로 

고정한다. 4) 냉각재 채널의 입구와 출구 부분의 반사체 온도는 각각 냉각재 입구 온도, 출구 온도

와 같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조건 하에 열전도 방정식을 마찬가지로 유한체적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다. 

그림 2.1.1-2. CAPP 코드에서 사용하는 3차원 반사체 열전도 모델의 축 방향 단면 

(마) CAPP 코드의 과도상태 온도 계산 방법

기존 정상상태 온도 계산 모듈을 기반으로 과도상태 온도 계산 모듈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추

가 가정이 필요하다. 우선 헬륨 유체의 온도는 과도 상태 계산 동안 그 변화가 작다고 가정한다. 실

제 고체의 온도 변화에 비해 헬륨 유체의 온도 변화가 작기 때문에 간단한 온도 계산에서는 합리적

인 가정이다. 이렇게 되면 정상상태에서 사용한 에너지 보존 방정식을 거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열원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며 이 열이 냉각재 채널의 표면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핵연료 출

력 대신 냉각재 채널 표면을 통해 전달되는 열을 계산해서 방정식의 열원으로 다음과 같이 사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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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26)

그에 반해 핵연료 영역, 감속재 영역, 그리고 반사체 영역은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가 빠르게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변화 항을 열전도 방정식에서 고려해야 한다. 이를 고려한 식은 다

음과 같다. 




∇⋅∇  (2.1.1-27)

시간 항에 대해서 유한 차분을 수행한 후 암시적 오일러 방법(implicit Euler method)을 사용해서 

정상상태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열전도 모델을 계산할 수 있다.

(바) 중성자속-온도 연계계산 방법

앞에서 몇 차례 언급했듯이 중성자속 계산과 온도 계산은 그 결과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 

CAPP 코드에서는 균질화된 다군 핵단면적을 사용한다. 이 다군 핵단면적은 연소도, 핵연료 온도, 

그리고 감속재 온도에 대한 함수이다. CAPP 코드는 주어진 연소도에 대해서 핵단면적을 핵연료 온

도의 제곱근   과, 감속재 온도 에 대한 이차함수로 다음과 같이 근사하여 사용한다. 

 
 

 


  




  


  




 


 



  


 


(2.1.1-28)

중성자속 계산과 온도 계산을 연계할 때, 온도 계산으로부터 핵연료 온도와 감속재 온도를 얻는다. 

이로부터 핵단면적 값을 정할 수 있다. 정해진 핵단면적 하에서 중성자속 계산을 수행하면 노심의 

출력 분포를 얻을 수 있는데 이는 냉각재와 핵연료 온도 계산 모델에서 열원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서로 계산 결과를 주고 받아서 다음 계산의 핵단면적 및 열원의 값을 갱신하게 된다. 정상상태에서

는 이러한 계산 결과 교환을 출력과 온도 분포가 수렴할 때까지 진행하였다. 그에 반해 과도상태 계

산에서는 계산의 효율성 및 차후 외부 열유체 해석 코드와의 연계 방법론과의 호환성을 위해서 각 

시간 간격(time step)마다 한번의 계산 결과 교환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2) CAPP 과도해석 모듈 검증

개발한 CAPP 과도해석 모듈을 검증하기 위해서 여러 문제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는 3

차원 초고온가스로 문제로 새로운 제어봉 커스핑 경감 방법을 검증하는데 사용했다. 두 번째는 블록

형 초고온가스로와 같은 육각 노심이 대상인 벤치마크 문제로 CAPP의 시간 의존 중성자 확산 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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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해법을 검증하였다.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 문제는 초고온가스로 과도해석을 검증하기 위해 

MHTGR-350 벤치마크 문제[2.1.1-8]을 참조하여 구성한 것이다. 각각 단일 칼럼 문제, 7 칼럼 문

제, 37 칼럼 문제, 그리고 MHTGR-타입 노심 문제로, 각 문제당 네 개의 과도 시나리오가 있어 이

에 대해 CAPP 계산을 수행해 CAPP의 과도상태 온도 계산 등 전반적인 CAPP 과도해석 방법을 검

증하였다.

 

(가) 제어봉 커스핑 효과 경감 방법 검증

CAPP에 적용한 제어봉 커스핑 효과 경감 방법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제에 가까운 3차원 초고온가스

로 문제를 풀어 검증해보았다. 대상 문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그림 2.1.1-3. 3차원 초고온가스로 문제 노심 구성

이 문제에 대해서 안쪽의 제어봉은 모두 인출된 상태에서 외각의 모든 제어봉을 노심내부에

서 4.4055cm 단위로 움직이면서 노심계산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를 가지고 제어봉의 움직임에 

의한 반응도의 변화와 그 기울기를 계산하였다. CAPP 코드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축방향으

로의 기본 계산격자의 크기를 44.055 cm로 하였다. 기존 방법들과 새로운 방법의 정확도를 비

교하기 위해서 제어봉 말단의 위치가 계산격자 간의 경계가 되도록 격자구조를 재설정해 계산

한 결과를 기준값으로 하였다.

그림 2.1.1-4는 3차원 초고온가스로 문제에 외각제어봉에 의한 반응도 변화를 나타냈다. 그리

고 제어봉 말단의 위치가 397.55 cm ~ 437.2 cm 인 영역에 대해서 확대하여 나타냈다. 기존 

방법들은 기준값과의 큰 오차가 존재하나 새로 개발한 방법은 기존 방법들에 비해 매우 작은 

오차를 지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서 3차원 문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방법(iPRN)

이 잘 작동하여 제어봉 커스핑 효과를 줄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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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4. 3차원 초고온가스로 문제에서 외각 제어봉의 움직임에 따른 반응도 변화

표 2.1.1-1은 이러한 반응도 변화에 대해서 각 방법으로 계산할 때 최대 오차를 나타낸 것이

다. 새로 개발한 iPRN 방법이 기존 다른 방법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것을 알 수가 있다.

표 2.1.1-1. 3차원 초고온가스로 문제의 반응도 변화의 최대 오차

방법 VW HFVW iPRN

반응도 변화 최대 오차 [pcm] 165.4 103.4 14.8

(나) AER-1A 과도 벤치마크 문제 해석

다음으로 실제 크기의 노심에 대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VVER-440 타입의 과도해석 관련 문제로 알

려진 AER-1A 벤치마크 문제[2.1.1-9]를 다루었다. AER-1A 문제는 고온가스로 문제는 아니지만 핵

연료집합체가 육각기둥형태이다. 이 문제를 통해서 육각기둥 형태를 기본 핵연료블록으로 사용하는 

CAPP 코드의 과도해석 모듈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다. AER-1A의 형태는 다음 그림 2.1.1-5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1-5. AER-1A 벤치마크 문제 노심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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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의 집합체의 flat to flat 길이는 14.7 cm 이다. 1, 2, 3번 집합체는 다른 종류의 핵연료를 

의미하고, 20번대 집합체는 축방향에 따라 핵연료와 제어봉이 들어간 핵연료로 구분되어 있으

며 5번 집합체는 반사체를 의미한다. 해당 물질에 대한 핵단면적과 지발 중성자 선행자 관련 

자료는 [2.1.1-9]에서 확인할 수 있다. 21번, 26번 집합체의 제어봉 말단의 초기 위치는 하부 반

사체로부터 50 cm 위에 있고 23, 25번 집합체의 경우 제어봉 말단의 초기 위치는 하부 반사체

로부터 250 cm 위에 있어 노심에서 인출된 상태이다. 

과도문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우선 26번 집합체의 제어봉이 0초부터 일정한 속도

(2500.00 cm/s)로 인출되기 시작해서 0.08초에 완전히 노심에서 인출된다. 그 후 1초가 지날 때

까지 제어봉의 움직임은 없고 1초부터 11초까지 23, 25번 집합체의 제어봉이 일정한 속도(25 

cm/s)로 삽입되기 시작해서 11초에 코어 하부까지 삽입이 완료된다. 21번 집합체의 제어봉도 1

초부터 일정한 속도(25 cm/s)로 삽입되어 3초에 코어 하부까지 삽입이 완료된다.

CAPP 코드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수직방향으로의 기본계산 격자의 크기를 25 cm로 하고 

제어봉이 부분 삽입된 격자에 대해서 기본 방법인 VW, HFVW와 새롭게 개발한 방법인 iPRN 

방법을 이용해서 계산하였다. 기준값은 참고 문헌 [2.1.1-10]에서 유한요소법 계산 결과를 사용

하였다. 

그림 2.1.1-6은 AER-1A 문제에서 시간에 따른 출력변화를 나타냈다. 앞의 3차원 소형 노심 

문제와 다르게 VW이나 HFVW 방법들은 제어봉이 삽입되는 시점부터 기준값과 큰 차이가 난

다. 특히, 1 ~ 2초 사이의 출력변화에서 그 오차가 심하게 드러난다. 이는 삽입되는 해당 제어

봉들 중 다수가 노심에서 완전 인출된 상태에서 조금씩 삽입되는데 균질화를 수행하는 두 방

법은 삽입이 시작되자마자 노심 상부 25 cm의 핵단면적을 바꾸기 때문에 실제 값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다. 그에 반해서 새로 개발한 iPRN 방법은 기준 값과 매우 유사한 출력

변화를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서 CAPP 코드에 적용된 과도해석 모듈과 iPRN 방법이 실제 노

심 크기의 복잡한 문제에서도 잘 작동됨을 확인하였다.

그림 2.1.1-6. AER-1A 문제의 시간에 따른 출력 변화

(다) 단일 칼럼 문제

단일 칼럼 문제는 여섯 개의 핵연료 블록을 축 방향으로 쌓은 후, 상하부에 각각 하나의 반사체 블

록을 붙인 문제이다. 이때, 핵연료 블록과 반사체 블록은 가운데에 직경 10.16 cm의 구멍이 뚫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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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 구멍을 통해서 제어봉이 움직이게 된다. 그림 2.1.1.7은 단일 칼럼 문제의 축 방향 단면

을 보여준다. 각각의 블록은 육각기둥 형태로 정육각형의 마주보는 변 간의 길이가 36 cm, 기둥의 

높이는 80 cm로 동일하다. (총 높이: 640 cm) 

그림 2.1.1-8은 제어봉에 대한 구조를 보여준다. 고리 모양 기둥의 제어봉으로 중성자 흡수 물질을 

내, 외부로 합금 피복으로 감쌌다. 피복과 흡수 물질 사이에는 헬륨 틈이 존재하고 제어봉 구멍과 

제어봉 사이에도 간격이 있어 헬륨 틈이 있다. 또한, 내부 피복 안쪽에는 반경 2.33 cm의 헬륨 구

멍이 있다.

그림 2.1.1-9는 핵연료 블록의 반경 방향 구조를 보여준다. 핵연료 블록은 MHTGR-350에서의 일

반 핵연료 블록의 중앙에 제어봉 구멍을 뚫어놓은 형태이다. 문제의 간략화 과정에서 핵연료 소결체

와 핵연료 구멍 간의 틈을 제거하고 핵연료 블록의 축 방향으로 하단부터 상단까지 그림 2.1.1-9의 

구조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였다.

그림 2.1.1-10은 핵연료 블록 영역의 위아래에 붙어 있는 반사체 블록을 보여준다. 핵연료 블록의 

구멍 위치에 맞게 냉각재 구멍과 제어봉 구멍이 뚫려있다.

단일 칼럼 문제에서 반경 방향은 반사조건(중성자속 계산), 단열조건(온도 계산)이다. 총 출력은 

3.1818MW, 냉각재 입구 온도는 259도, 총 냉각재 유량은 1.43 kg/sec 이다. 각 블록의 균질화된 

핵단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DeCART2D 계산을 수행하였으며[2.1.1-11] 제어봉과 연소성 흡수물질

에서의 붕소 밀도는 임계 제어봉 위치 및 전체 제어봉가를 고려하여 조절하였다.

그림 2.1.1-7. 단일 칼럼 문제 축 방향 단면

 

그림 2.1.1-8. 단일 칼럼 문제의 제어봉 구조



- 53 -

그림 2.1.1-9. 단일 칼럼 문제의 핵연료 블록 구조

        

그림 2.1.1-10. 단일 칼럼 문제의 상하부 반사체 구조

단일 칼럼 문제에 대해서 네 가지 경우에 대한 과도해석을 수행하였다. 각각 제어봉 이탈, 제어봉 

인출, 냉각재 입구 온도 감소, 냉각재 유량 증가로 모두 양의 반응도를 일으키는 문제다. 초기 조건

으로 제어봉의 위치를 조절하여 모든 노심은 임계 상태로 시작한다. 각 과도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

다. 

  - 제어봉 이탈은 0.1초 동안 모든 제어봉이 일정한 속도로 빠져서 총 $1.5의 반응도가 되는 위치

에 멈춘다.

  - 제어봉 인출은 200초 동안 모든 제어봉이 일정한 속도로 빠져서 총 $1.5의 반응도가 되는 위

치에 멈춘다.

  - 냉각재 입구 온도 감소는 0.1초 동안 냉각재 입구 온도가 50°C 만큼 감소한다.

  - 냉각재 유량 증가는 1.0초 동안 냉각재 유량이 10% 증가한다.

CAPP 과도해석의 정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소절 2.1.5에서 개발한 CAPP/GAMMA+ 과도해석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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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계산 체계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림 2.1.1-11은 단일 칼럼 문제 중, 제어봉 이탈에 대한 과도

해석을 30초까지 수행한 결과다. 짧은 시간 동안 큰 양의 반응도가 삽입되었기 때문에 출력변화는 

펄스 형태로 나타난다. CAPP 결과와 CAPP/GAMMA+ 연계계산 결과는 출력, 노심 내 평균온도에

서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1-11. 단일 칼럼 문제: 제어봉 이탈 과도해석 결과

그림 2.1.1-12는 단일 칼럼 문제 중, 제어봉 인출에 대한 과도해석을 300초까지 수행한 결과다. 제

어봉 이탈보다 시간당 증가하는 반응도가 작으며 노심 온도의 상승에 따른 피드백 효과가 해당 반

응도를 상당 부분 상쇄한다. 따라서 출력 레벨이 느리게 증가한다. 200초가 지나 제어봉의 인출이 

멈추면, 온도 상승에 의한 피드백 효과로 인해 출력 레벨이 감소하고 이후, 일정한 레벨로 수렴한

다. 이 값은 제어봉 이탈 문제에서 최종 수렴되는 값과 같다. 그래프를 보면 CAPP과 

CAPP/GAMMA+ 연계계산 결과의 차이는 제어봉 이탈 문제에서의 차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즉, 두 

계산 결과는 매우 잘 맞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1-12. 단일 칼럼 문제: 제어봉 인출 과도해석 결과

그림 2.1.1-13은 단일 칼럼 문제 중, 냉각재 입구온도 감소에 대한 과도해석을 500초 동안 진행한 

결과다. 냉각재 입구 온도가 감소하면서 반응도가 양으로 바뀌며 이로 인해 출력이 상승한다.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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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 인출, 이탈과 비교하면 반응도의 양이 작아 큰 변화는 없으며, CAPP, CAPP/GAMMA+ 연계계

산의 과도해석이 모두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2.1.1-13. 단일 칼럼 문제: 냉각재 입구 온도 감소 과도해석 결과

그림 2.1.1-14는 단일 칼럼 문제 중, 냉각재 유량 증가에 대한 과도해석 결과를 300초까지 진행한 

결과다. 냉각재 유량이 증가하면서 반응도가 양으로 바뀌며 이로 인해 출력이 상승한다. 제어봉 인

출, 이탈과 비교하면 반응도의 양이 작아서 큰 변화가 없으며, CAPP, CAPP/GAMMA+ 과도해석이 

모두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2.1.1-14. 단일 칼럼 문제: 냉각재 유량 증가 과도해석 결과

(라) 7 칼럼 문제

7 칼럼 문제는 단일 칼럼 문제의 측면을 따라 반사체 칼럼 6개를 둘러놓은 문제이다. 반사체에 의

한 중성자의 감속이 더 많이 발생한다. 그림 2.1.1-15와 2.1.1-16은 각각 7 칼럼 문제의 반경방향

과 축 방향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반경방향으로 중앙에 제어봉 구멍을 가진 핵연료 블록이 있고 측

면의 6개의 반사체 블록에는 구멍이 없다. 모든 물질 구성은 단일 칼럼 문제와 동일하다.

7 칼럼 문제의 경계 조건은 단일 칼럼 문제와 같이 반경 방향은 반사조건(중성자속 계산), 단열조건

(온도 계산)이다. 총 출력은 3.1818 MW, 냉각재 입구 온도는 259도, 총 냉각재 유량은 1.43 

kg/sec 이다. 우회유량은 없다고 가정하였다. 각 블록의 균질화된 핵단면적은 단일 칼럼 문제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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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했을 때 사용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림 2.1.1-15. 7 칼럼 문제 반경방향 구조 그림 2.1.1-16. 7 칼럼 문제 축 방향 구조

7 칼럼 문제도 단일 칼럼 문제와 같은 네 가지 경우에 대한 과도해석을 수행하였다. 각각 제어봉 

이탈, 제어봉 인출, 냉각재 입구 온도 감소, 냉각재 유량 증가로 모두 양의 반응도를 일으키는 문제

다. 초기 조건으로 제어봉의 위치를 조절하여 모든 노심은 임계 상태로 시작한다. 각 과도 시나리오

는 다음과 같다. 

  - 제어봉 이탈은 0.1초 동안 모든 제어봉이 일정한 속도로 빠져서 총 $1.5의 반응도가 되는 위치

에 멈춘다.

  - 제어봉 인출은 200초 동안 모든 제어봉이 일정한 속도로 빠져서 총 $1.5의 반응도가 되는 위

치에 멈춘다.

  - 냉각재 입구 온도 감소는 0.1초 동안 냉각재 입구 온도가 50°C 만큼 감소한다.

  - 냉각재 유량 증가는 1.0초 동안 냉각재 유량이 10% 증가한다.

CAPP 과도해석의 정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소절 2.1.5에서 개발한 CAPP/GAMMA+ 과도해석 연

계계산 체계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림 2.1.1-17은 7 칼럼 문제 중, 제어봉 이탈에 대한 과도해석을 30초까지 수행하였다. 단일 칼럼 

문제와 같이 출력변화가 펄스 형태로 이루어 지지만 그 크기는 단일 칼럼에 비해 작다. CAPP, 

CAPP/GAMMA 연계계산이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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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17. 7 칼럼 문제: 제어봉 이탈 과도해석 결과

그림 2.1.1-18은 7 칼럼 문제 중, 제어봉 인출에 대한 과도해석을 300초까지 진행한 결과다. 두 계

산 결과가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1.1-18. 7 칼럼 문제: 제어봉 인출 과도해석 결과

그림 2.1.1-19는 7 칼럼 문제 중, 냉각재 입구온도 감소에 대한 과도해석을 500초까지 진행하였다. 

작은 양의 반응도로 인해 출력, 온도 변화는 크지 않다. CAPP, CAPP/GAMMA+ 연계계산이 모두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2.1.1-19. 7 칼럼 문제: 냉각재 입구 온도 감소 과도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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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20은 7 칼럼 문제 중, 냉각재 유량 증가에 대한 과도해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두 계

산이 매우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2.1.1-20. 7 칼럼 문제: 냉각재 유량 증가 과도해석 결과

(마) 37 칼럼 문제

37 칼럼 문제는 가장 작은 형태의 고리형 노심으로 중앙의 반사체 칼럼을 6개의 핵연료 블록 칼럼

으로 감싸고 그 외각을 두 겹의 반사체 블록 고리로 감싼 형태이다. 그림 2.1.1-21과 2.1.1-22는 

각각 37 칼럼 문제의 반경방향과 축 방향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중앙의 반사체 블록 및 외각의 반

사체 블록은 구멍이 없으며 6개의 핵연료 블록은 블록 중앙에 제어봉 구멍을 가지고 있다. 축 방향

으로 반사체 블록 칼럼과 핵연료 블록 칼럼의 구조는 모두 7 컬럼 문제와 같다.

37 컬럼 문제의 경계 조건은 반경 방향으로 진공조건(중성자속 계산), 고정 온도(냉각재 입구 온도)이

다. 총 출력은 19.0909 MW, 냉각재 입구 온도는 259도, 총 냉각재 유량은 8.57 kg/sec 이다. 각 

블록의 균질화 된 핵단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DeCART2D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제어봉과 연소성 흡수

물질에서의 붕소 밀도는 해당 문제의 임계 제어봉 위치 및 전체 제어봉가를 고려하여 조절하였다.

그림 2.1.1-21. 37 칼럼 문제 반경방향 구조 그림 2.1.1-22. 37 칼럼 문제 축 방향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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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칼럼 문제도 단일 칼럼 문제와 같은 네 가지 경우에 대한 과도해석을 수행하였다. 각각 제어봉 

이탈, 제어봉 인출, 냉각재 입구 온도 감소, 냉각재 유량 증가로 모두 양의 반응도를 일으키는 문제

다. 초기 조건으로 제어봉의 위치를 조절하여 모든 노심은 임계 상태로 시작한다. 각 과도 시나리오

는 다음과 같다. 

  - 제어봉 이탈은 0.1초 동안 모든 제어봉이 일정한 속도로 빠져서 총 $1.5의 반응도가 되는 위치

에 멈춘다.

  - 제어봉 인출은 200초 동안 모든 제어봉이 일정한 속도로 빠져서 총 $1.5의 반응도가 되는 위

치에 멈춘다.

  - 냉각재 입구 온도 감소는 0.1초 동안 냉각재 입구 온도가 50°C 만큼 감소한다.

  - 냉각재 유량 증가는 1.0초 동안 냉각재 유량이 10% 증가한다.

CAPP 과도해석의 정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소절 2.1.5에서 개발한 CAPP/GAMMA+ 과도해석 연

계계산 체계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림 2.1.1-23은 37 칼럼 문제 중, 제어봉 이탈에 대한 과도해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앞의 두 

문제와 마찬가지로 CAPP과 CAPP/GAMMA+ 연계계산 결과가 매우 같다.

그림 2.1.1-23. 37 칼럼 문제: 제어봉 이탈 과도해석 결과

그림 2.1.1-24는 37 칼럼 문제 중, 제어봉 인출에 대한 과도해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앞의 두 

문제와 같이 두 계산이 거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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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24. 37 칼럼 문제: 제어봉 인출 과도해석 결과

그림 2.1.1-25는 37 칼럼 문제 중, 냉각재 입구온도 감소에 대한 과도해석 결과를 정리한 것

이다. 출력 레벨과 평균 온도에서 두 계산은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2.1.1-25. 37 칼럼 문제: 냉각재 입구 온도 감소 과도해석 결과

그림 2.1.1-26은 37 칼럼 문제 중, 냉각재 유량 증가에 대한 과도해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출력 

레벨과 평균 온도에서 두 계산은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냉각재 입구 온도가 감소한 경우와 비슷

하다.

그림 2.1.1-26. 37 칼럼 문제: 냉각재 유량 증가 과도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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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MHTGR-350 타입 노심 문제

MHTGR-350 타입 노심 문제는 MHTGR-350 벤치마크 문제의 형태를 참조하여 작성한 문제이다. 

MHTGR-350 Type 문제의 반경 방향 구조는 그림 2.1.1-27에 나타냈다. 참조한 노심 구조에서 

내부 제어봉 구멍의 위치를 조정하여 1/6 대칭 구조를 이루도록 하였다. 또한 앞의 세 문제와 달리 

RSC 구멍을 가지는 핵연료 블록을 사용하였으며(그림 2.1.1-28 참고) 제어봉 구멍이 핵연료 영역에 

인접한 반사체 블록에 있다. (그림 2.1.1-29 참고) 그림 2.1.1-30은 노심의 축 방향 단면을 나타낸

다. 해당 문제는 10개의 핵연료 블록을 수직으로 배치하고 상하부의 두 겹의 반사체 블록을 붙였다. 

각각의 블록의 높이는 80 cm이다. 다른 반사체 영역의 칼럼은 총 14개의 반사체 블록을 수직으로 

배치하였다. (높이: 1120 cm)

MHTGR-350 Type 문제의 경계 조건은 방향으로 진공조건(중성자속 계산), 고정 온도(냉각재 입구 

온도)이다. 총 출력은 350 MW, 냉각재 입구 온도는 259도, 총 냉각재 유량은 157.1 kg/sec 이

다. 각 블록의 균질화된 핵단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DeCART2D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제어봉과 연

소성 흡수물질에서의 붕소 밀도는 해당 문제의 임계 제어봉 위치 및 전체 제어봉가를 고려하여 조

절하였다.

그림 2.1.1-27. MHTGR-350 Type 문제 반경방향 구조

그림 2.1.1-28. MHTGR-350 Type 문제의 RSC 구멍이 있는 핵연료 블록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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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29. MHTGR-350 Type 문제의 제어봉 구멍이 있는 반사체 블록 구조

그림 2.1.1-30. MHTGR-350 Type 문제 축 방향 단면

MHTGR-타입 노심 문제도 단일 칼럼 문제와 같은 네 가지 경우에 대한 과도해석을 수행하였다. 각

각 제어봉 이탈, 제어봉 인출, 냉각재 입구 온도 감소, 냉각재 유량 증가로 모두 양의 반응도를 일

으키는 문제다. 초기 조건으로 제어봉의 위치를 조절하여 모든 노심은 임계 상태로 시작한다. 각 과

도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 제어봉 이탈은 0.1초 동안 모든 제어봉이 일정한 속도로 빠져서 문제 영역 끝까지 빠진다.

  - 제어봉 인출은 200초 동안 모든 제어봉이 일정한 속도로 빠져서 문제 영역 끝까지 빠진다.

  - 냉각재 입구 온도 감소는 0.1초 동안 냉각재 입구 온도가 50°C 만큼 감소한다.

  - 냉각재 유량 증가는 1.0초 동안 냉각재 유량이 10% 증가한다.

CAPP 과도해석의 정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소절 2.1.5에서 개발한 CAPP/GAMMA+ 과도해석 연

계계산 체계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림 2.1.1-31은 MHTGR-350 타입 노심 문제 중, 제어봉 이탈에 대한 과도해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평균 출력과 노심 평균 온도에서 CAPP 과도해석과 CAPP/GAMMA+ 연계계산은 큰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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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31. MHTGR-타입 노심 문제: 제어봉 이탈 과도해석 결과

그림 2.1.1-32는 MHTGR-350 타입 노심 문제 중, 제어봉 인출에 대한 과도해석 결과를 정리

한 것이다. 200초가 아니라 그 이전에 출력 레벨이 감소하는데 해당 시점에서 제어봉이 핵연료 

영역에서 빠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두 과도해석 계산 방법으로 구한 출력 레벨과 노심평균 온

도가 매우 같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1-32. MHTGR-타입 노심 문제: 제어봉 인출 과도해석 결과

그림 2.1.1-33은 MHTGR-350 타입 노심 문제 중, 냉각재 입구온도 감소에 대한 과도해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제어봉 이탈 및 인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반응도가 발생하며, 출력 레벨과 평균 

온도가 두 계산 결과가 거의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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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33. MHTGR-타입 노심 문제: 냉각재 입구 온도 감소 과도해석 결과

그림 2.1.1-34는 MHTGR-350 타입 노심 문제 중, 냉각재 유량 증가에 대한 과도해석 결과를 정

리한 것이다. 냉각재 입구온도가 감소하는 경우와 같이 출력 레벨과 노심 평균 온도에서 두 계산 결

과가 거의 일치한다.

그림 2.1.1-34. MHTGR-타입 노심 문제: 냉각재 유량 증가 과도해석 결과

단일 칼럼 문제부터 MHTGR-타입 노심 문제에 대한 CAPP 과도해석을 수행할 결과 출력 레벨이나 

노심 평균 온도가 CAPP/GAMMA+ 연계계산 체계와 매우 같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CAPP 

과도해석이 합리적인 수준의 온도 계산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CAPP 과도해석과 

CAPP/GAMMA+ 과도해석 연계계산 체계의 차이는 CAPP/GAMMA+ 연계계산 개발을 다루는 

2.1.5 소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 DeCART2D 공명영역 라이브러리 개선

DeCART2D는 미리 생산된 190군 단면적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수송 계산을 수행한다. 이 다군 

라이브러리는 그림 2.1.1-35와 같이 기존 경수로 핵설계를 위해 개발되었던 KAERI 라이브러리 생

산체계(GREDIT/MERIT/SUBDATA/LIBGEN)[2.1.1-12]에 의해 생성된다. 이 코드 체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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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group법과 direct resonance integral table법을 기반으로 공명 에너지 영역의 단면적을 생산

한다. 한편, 다수의 검증 계산을 통해 DeCART2D의 정확성이 그 190군 단면적 라이브러리의 정확

성에 의해 크게 좌우됨을 확인하였으나 다양한 HTGR의 노심 핵특성에 의해 정확한 단면적 라이브

러리 생산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특정 노심에 보정이 이루어진 라이브러리가 사용되고 있

는 현실이다.

그림 2.1.1-35. KAERI 라이브러리 생산 체계

우선 HTGR은 LWR보다 연소도가 두 배 이상 길기 때문에 다양한 핵분열 생성 핵종 (fission 

product nuclide)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공명 처리에 사용되는 단위 핵연료봉 모델의 스펙트럼

과 실제 설계에 사용되는 핵연료 블록의 스펙트럼이 매우 상이하다. 핵연료 블록 내에 냉각재 홀 

(hole) 주변과 블록 가장자리에 상당한 양의 감속재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HTGR에서는 TRISO 

핵연료가 무작위로 분포된 컴팩(compact)을 사용하여 LWR과 다른 이중비균질성 (double 

heterogeneity)이라는 물리적 특성을 갖는다. 이는 HTGR 핵연료의 공명 처리를 더욱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KAERI에서 설계중인 다양한 크기의 HTGR을 위해서는 각 

노형마다 최적화된 DeCART2D 단면적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어려움들로 인해 HTGR에 

대한 DeCART2D의 노심 해석 결과가 다소 큰 오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개발된 

KAERI 라이브러리 생산체계에서 생성되는 190군 단면적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

간이 필요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생산체계의 방법론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 라이브러리 생산체계를 직접 개선하는 것은 그 복잡한 코드 구조로 인해 어려움이 많기 때문

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UNIST에서 개발된 봉단위 조밀에너지 감속법(Pin-based Pointwise 

Energy Slowing Down Method: PSM)[2.1.1-13]을 DeCART2D에 직접 구현하는 방법으로 190

군 단면적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DeCART2D 코드에 구현된 PSM 방법론을 기술하고 개발된 PSM/DeCART2D 코

드를 이용하여 다수의 HTGR 모델에 대해서 검증 계산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또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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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PSM이 균질화된 핵연료 영역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HTGR의 이중비균질 핵연료에 대해 직접 해

석이 가능하도록 개선된 PSM-DH 방법론을 개발하였고 이에 대한 검증 계산 결과도 추가되었다.

(1) PSM 방법론

PSM에서는 핵자료에서 주어지는 모든 공명영역 에너지 포인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감속 방정식

(slowing down equation)을 해석한다. 

                      (2.1.1-29)

여기서, , 는 핵연료 세부영역을 의미하며, 은 핵연료 영역 외의 감속재 및 냉각재 영역을 하

나로 균질화한 영역을 의미한다. 는 핵연료 영역 에서 로의 충돌확률(Collision Probability: 

CP)을 나타내며, 는 그 영역에서의 부피를, 는 영역 에서의 산란 선원항을 의미한다. 식

(2.1.1-29)는 각 영역에서 충돌확률을 알 수 있다면 높은 에너지 영역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중성자속

을 계산해낼 수 있는 단순한 고정 선원항 문제가 된다.

우선, 특성곡선법(Method Of Characteristics: MOC)을 기반으로 독립 핵연료봉(isolated fuel 

pin)에 대해서 충돌확률을 계산하고 전반응 단면적(total cross section)에 대한 표 형식으로 저장

한다. 그리고 격자 핵연료봉(lattice fuel pin)에 대해서 Dancoff factor 및 shadowing effect 

correction factor를 MOC기반으로 계산한다. 이 두 값을 이용하여 핵연료 세부 영역별 충돌확률

을 계산하여 조밀에너지 감속 방정식(point-wise energy slowing down equation)을 해석한다.

핵연료 내부의 중성자속 분포를 반영하기 위해서 핵연료를 세부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에 대해서 

MOC를 이용하여 영역별 충돌확률을 계산하고 이를 전반응 단면적에 대한 표로 저장한다. 이때 계

산 효율성을 위해 핵자료에서 주어지는 모든 조밀 에너지에 대해 수행하지 않고 실제 핵연료봉 계

산에서 고려되는 반응단면적 영역에 대해서 수백개 정도의 단계로 나누어 수행한다. 여기에서는 15

개의 세부 핵연료 영역으로 나누었고, 의 단면적 범위에서 200개의 전반응 단면적 

단계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MOC로 다음과 같은 감속 방정식을 해석한다.

             (2.1.1-30)

그리고 충돌확률은 다음과 같다.

                                             (2.1.1-31)

위 식에서 는  영역에서 전반응 단면적을 나타내고 는 독립 핵연료봉에서 충돌확률을 나타

낸다.

한편, 격자 핵연료봉 문제에 대해서 Dancoff factor는 Enhanced Neutron Current 

Method[2.1.1-14]를 활용하여 다음 식들과 같이 단일 에너지군 감속방정식을 MOC기반으로 해석

하여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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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32)

.        (2.1.1-33)

여기서, 는 독립 핵연료봉에서 핵연료 영역에서 핵연료 영역으로의 충돌확률을 의미하고, 

는 격자계에서 충돌확률을 나타낸다. 또한 는 핵연료 영역의 포텐셜 단면적(potential cross 

section)이며, 는 핵연료 영역에서의 회피 단면적(escape cross section)을 의미하고 평균 현 

길이(chord length)의 역수로 정의된다. ( )

계산된 Dancoff factor와 다음과 같은 Carlvik's two-term rational approximation [2.1.1-14]

를 활용하여 독립 핵연료봉 및 격자 핵연료봉의 단일 핵연료 영역에 대한 회피 확률(escape 

probability)을 계산할 수 있다.

,      (2.1.1-34)

.     (2.1.1-35)

여기서,

.         (2.1.1-36)

식(2.1.1-34), (2.1.1-35)로부터 격자연료봉의 핵연료 영역에서의 shadowing effect correction 

factor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2.1.1-37)

그리고, 핵연료 세부 영역에 대한 충돌확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               (2.1.1-38)

,           (2.1.1-39)

.                      (2.1.1-40)

여기서, 와 은 각각 독립 핵연료봉과 격자 핵연료봉에서 핵연료 영역으로부터 감속재 영역

으로의 충돌확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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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2.1.1-38)에서 은 앞서 표로 저장해 놓은 독립 핵연료봉의 충돌확률로부터 간단히 

계산될 수 있으며, 각 세부영역의 shadowing effect correction factor, 는 단일 핵연료 영

역에 대한 와 유사하다는 가정하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식(2.1.1-37)에서와같이 

상대적인 개념이므로 오차를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감속재 영역에서의 충돌확률은 아래와 같이 계산될 수 있다.

,                      (2.1.1-41)

.          (2.1.1-42)

식(2.1.1-29)에서의 우변항에 있는 산란 선원항은 각 에너지 포인트에 따라 매번 각 핵종별 산란반

응시 에너지 변화 영역에 대해 갱신되어야 하나 효율적인 계산을 위해서 이전 에너지군의 선원항을 

이용하고 새로 추가되는 에너지 영역에 대해서만 따로 갱신되는 식(2.1.1-43)과 같은 계산 과정을 

따른다.

   (2.1.1-43)

여기서, 는 핵종을 의미하며  는 핵종 의 미시적 산란 단면적이며, 는 lethargy 관점에

서 에너지 간격을 나타낸다.

식(2.1.1-29)에서 미지수였던 각 세부영역에서의 충돌확률 및 산란 선원항이 결정되었으므로 공명영

역의 가장 높은 에너지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전체 에너지 영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핵연료 영역과 

감속재 영역에서의 중성자속을 계산해낼 수 있다.

,         (2.1.1-44)

.            (2.1.1-45)

이상과 같이 계산된 에너지 포인트별 중성자속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다군 단면적을 생산할 수 

있다.

                       (2.1.1-46)

그림 2.1.1-36은 앞서 기술한 PSM 방법론을 DeCART2D 코드내에 모듈로 구현한 알고리듬을 나

타낸 것이다. 충돌 확률 표를 만들기 위한 MOC 계산은 입력에서 설정한 핵연료봉 형태의 수만큼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HTGR의 핵연료 블록은 한 개의 핵연료 봉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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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충돌 확률 표를 기반으로 모든 핵연료봉에 대해 감속방정식을 해석하고 모든 에너지 군에 대한 

스펙트럼을 계산하여 190 에너지 군에 대한 단면적을 생산하게 된다.

그림 2.1.1-36. PSM의 알고리듬

(2) PSM-DH 방법론

PSM은 기본적으로 핵연료 영역이 원통형으로 균질화된 형상을 가정하고 모든 식이 구성된다. 그러

나 고온가스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핵연료봉은 TRISO 형태의 입자가 흑연 매트릭스에 무작위

로 분포한 콤팩과 그 주위를 둘러싼 흑연 감속재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기존 PSM을 이중비균질 

핵연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RPT(Reactivity Equivalent Physical Transformation)[2.1.1-15]와 

같은 근사적 방법으로 핵연료 콤팩을 균질화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RPT는 몬테칼로 코드 등

을 이용하여 등가 반응도를 갖도록 균질화된 핵연료 영역의 반지름을 문제마다 미리 계산해 놓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RISO를 사용하는 고온가스로의 이중비균질성 핵연

료 영역에 대해 PSM을 이용하여 직접 해석이 가능하도록 PSM-DH(PSM for Double 

Heterogeneity)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이중비균질성 핵연료에 대한 2단계 공명처리법은 SCALE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법[2.1.1-16]으로 첫 

번째 단계에서 TRISO와 흑연 매트릭스로 구성된 구(Sphere) 형태의 단위 입자를 가정하고 이에 대

해서 감속 방정식을 해석하여 조밀에너지 스펙트럼을 생산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앞 단계에서 생

산된 단위 입자의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콤팩을 균질화하고 단면적을 생산한다. 그리고 콤팩과 감속

재로 구성된 핵연료 봉에 대한 조밀에너지 스펙트럼을 생산하여 공명 에너지 영역에서의 단면적을 

계산한다. 그러나 이 방법에서는 첫 번째 단계의 단위 입자 모델에서 각 코팅 층에 대한 모사가 이

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감속재 영역에 의한 스펙트럼 변화가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그 

결과 SCALE 검증 보고서[2.1.1-17]에서도 최소 300pcm 이상의 오차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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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두 번째 단계에서 등가이론(Equivalence Theory)에 기반하여 단위 봉에 대해 감속 방정

식을 해석하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한계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2단계 감속법의 틀을 유지하면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TRISO 입자와 매트릭스를 그대

로 모사하고 그 바깥에 감속재 영역을 추가한 단위 셀 모델을 구성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PSM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새로운 2단계 조밀에너지 감속법을 개발하였다.

먼저, 콤팩을 균질화하기 위한 단위 입자 모델을 그림 2.1.1-37과 같이 구성하였다. TRISO 입자 

구성은 동일하고 그 외각에 콤팩내 흑연 매트릭스를 TRISO 입자의 수로 나눈 부피만큼의 매트릭스 

층을 구성한다.

그림 2.1.1-37. 핵연료 입자 모델 단면도

이 모델에서 흑연 매트릭스 층의 반경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2.1.1-47)

여기서, 는 콤팩 내에서 TRISO의 충진율이다.

한편, 한편, SCALE의 핵연료 입자 모델에서 오차 발생의 원인 중에 하나인 감속재의 영향을 고려하

기 위해 새로운 핵연료 입자 모델에서는 최외각에 감속재 층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이 감속재의 부

피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관계식[2.1.1-14]을 활용하였다.

                       (2.1.1-48)

여기서, 은 Dancoff 인자이며, 은 감속재 영역의 평균 chord 길이를 나타낸다. 또한, 은 두 

콤팩 사이에 감속재의 최소 두께이며, 은 감속재 영역의 전단면적이다. 그리고, 은 콤팩의 반

지름( )과 감속재의 부피( )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2.1.1-49)

식(2.1.1-48)과 (2.1.1-49)로부터 감속재의 부피는 아래와 같이 계산될 수 있다.

                (2.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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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위 입자 모델에서 최외각 감속재 층의 반지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2.1.1-51)

여기서, 이다.

이와 같이 구성된 핵연료 입자 모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밀에너지 감속방정식을 해석한다.

                       (2.1.1-52)

여기서, 은 핵연료 입자의 층을 나타내며, 은 번째 층에서 번째 층으로 충돌확률을 의미한

다. 이 충돌확률은 Kavenoky법[2.1.1-18]에 의해 계산되며 이때 최외각은 white 경계조건을 이용

한다. 또한, 은 번째 층에서의 산란 선원항이며 이는 식(2.1.1-43)과 동일한 형태로 표현된다.

식(2.1.1-52)는 reciprocity relation를 이용하여 중성자속에 대한 표현으로 다음과 같이 변형된다.

           (2.1.1-53)

조밀에너지 중성자속이 핵연료 입자 모델의 각 층에 대해 모두 계산된다면, 핵연료 영역에서부터 매

트릭스 영역까지 공간에 대해 균질화하여 콤팩 영역에 대한 조밀에너지 미시적 단면적을 생산할 수 

있다.

앞 단계에서 콤팩 영역에 대한 균질화된 조밀에너지 미시적 단면적이 계산된다면, 콤팩 영역과 감속재 

영역으로 구성된 핵연료 봉에 대한 PSM 계산 과정은 앞서 상세히 기술된 바와 동일하다.

균질화된 콤팩 영역을 약 15개 정도의 세부 영역으로 나누고 감속재 영역은 단일 영역으로 구성하

여 조밀에너지 감속 방정식(2.1.1-29)을 해석한다. 그리고 계산된 콤팩 영역의 조밀에너지 중성자속

을 이용하여 군축약을 통해 콤팩 영역에 대한 다수군 미시적 단면적을 생산할 수 있다. 이때, 앞 단

계에서 아래와 같은 보정 인자를 저장된다면, 역으로 각 콤팩 영역내에 핵연료 입자의 층 내에서의 

조밀에너지 중성자속 분포도 계산할 수 있다.

                           (2.1.1-54)

여기서, 는 균질화된 콤팩 영역의 조밀에너지 중성자속이며 는 핵연료 입자내의 핵연

료 층의 조밀에너지 중성자속을 의미한다. 두 번째 단계 이후 보정인자를 이용하여 계산된 핵연료 

입자 내 중성자속은 연소 계산에 활용될 수 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이중비균질성 핵연료를 직접 해석할 수 있도록 PSM 모듈을 개선하였으며 다음 

그림 2.1.1-38은 그 계산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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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38. 이중비균질성 핵연료의 공명처리를 위한 PSM-DH 방법론 흐름도

(3) PSM 및 PSM-DH 모듈 검증

앞서 기술된 방법론을 기반으로 DeCART2D 코드 내에 구현된 PSM 모듈을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검증 계산을 수행하고 그 결과들을 정리하였다.

우선, 전형적인 LWR 핵연료봉 모델을 표 2.1.1-2와 같이 구성하였다. 원래 PSM 방법론이 LWR 

핵연료봉 형상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이에 대한 검증 계산 역시 모두 LWR 문제에 대해 수행되

어 참고문헌[2.1.1-13]에 그 결과를 제공하고 있기에 전반적인 성능 비교를 위해 본 연구에서도 

LWR 문제를 해석하였다.

표 2.1.1-2. LWR 핵연료봉 문제

Region LWR Pin

Fuel
Region

235U 9.3947E-04
238U 2.2262E-02
16O 4.6422E-02

Moderator

1H 4.68046E-02
16O 2.34057E-02

표 2.1.1-3과 그림 2.1.1-39는 PSM/DeCART2D를 이용하여 연소에 따른 kinf의 변화를 

McCARD 결과와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초기상태에서 1500일까지 전체 연소 시간에 걸쳐 

McCARD와 100 pcm 이내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McCARD의 통계적 오차를 고려한다면 

매우 정확한 결과로 판단된다. 특히 연소가 진행되면서도 그 오차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기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경우와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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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3. HTGR 핵연료봉 연소 계산 결과

EFPD
(days)

Burnup
(GWD/MTU)

McCARD
(σ ~15pcm)

PSM/
DeCART2D

Diff.(P-M)
(pcm)

0.00 0.00 1.56486 1.56403 -83
6.25 0.48 1.51716 1.51659 -57

12.50 0.96 1.51205 1.51147 -58
25.00 1.92 1.50474 1.50418 -56
50.00 3.85 1.49515 1.49466 -49
75.00 5.77 1.48706 1.48673 -33

100.00 7.70 1.47939 1.47895 -44
125.00 9.62 1.47138 1.47109 -29
150.00 11.55 1.46364 1.46315 -49
175.00 13.47 1.45570 1.45514 -56
200.00 15.40 1.44719 1.44711 -8
225.00 17.32 1.43910 1.43906 -4
250.00 19.24 1.43104 1.43102 -2
275.00 21.17 1.42290 1.42302 11
300.00 23.09 1.41506 1.41505 -1
325.00 25.02 1.40688 1.40713 25
350.00 26.94 1.39916 1.39927 11
375.00 28.87 1.39148 1.39149 1
400.00 30.79 1.38366 1.38378 12
425.00 32.71 1.37581 1.37614 33
450.00 34.64 1.36862 1.36859 -3
475.00 36.56 1.36096 1.36112 16
500.00 38.49 1.35351 1.35374 23
562.50 43.30 1.33582 1.33602 19
625.00 48.11 1.31842 1.31848 6
687.50 52.92 1.30111 1.30142 31
750.00 57.73 1.28462 1.28479 17
812.50 62.54 1.26857 1.26854 -3
875.00 67.35 1.25226 1.25261 35
937.50 72.16 1.23705 1.23695 -10

1000.00 76.97 1.22175 1.22146 -29
1062.50 81.78 1.20613 1.20612 -1
1125.00 86.60 1.19108 1.19083 -25
1187.50 91.41 1.17558 1.17554 -4
1250.00 96.22 1.16028 1.16019 -9
1312.50 101.03 1.14459 1.14470 11
1375.00 105.84 1.12902 1.12901 -1
1437.50 110.65 1.11309 1.11306 -3
1500.00 115.46 1.09653 1.09677 24

그림 2.1.1-39. HTGR 핵연료봉 연소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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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PSM 모듈의 검증을 위해 HTGR 핵연료 블록 모델은 두 개의 형태로 구성하였다.

내부 핵연료봉과 가장자리 핵연료봉의 스펙트럼이 매우 다르며 이 효과가 극대화되어 있는 가장 작

은 크기의 핵연료 블록은 그림 2.1.1-40과 같다.

그림 2.1.1-40. 핵연료봉 12개로 구성된 작은 크기의 핵연료 블록

표 2.1.1-4와 그림 2.1.1-41은 위의 핵연료 블록에 대해 1500일까지 연소 계산을 수행하여 참고값

과 비교한 것이다. 핵연료봉 연소계산 결과와 비교한다면 초기 상태에서 참고값에 비하여 음의 방향

으로 다소 줄었으며, 연소에 따라 오차가 100pcm 정도 증가하는 경향은 유사하다.

표 2.1.1-4. 작은 크기의 HTGR 핵연료 블록 연소 계산 결과

EFPD
(days)

Burnup
(GWD/MTU)

McCARD
(σ ~15pcm)

PSM/
DeCART2D

Diff.(P-M)
(pcm)

0.00 0.00 1.56486 1.56403 -83
6.25 0.48 1.51716 1.51659 -57

12.50 0.96 1.51205 1.51147 -58
25.00 1.92 1.50474 1.50418 -56
50.00 3.85 1.49515 1.49466 -49
75.00 5.77 1.48706 1.48673 -33

100.00 7.70 1.47939 1.47895 -44
125.00 9.62 1.47138 1.47109 -29
150.00 11.55 1.46364 1.46315 -49
175.00 13.47 1.45570 1.45514 -56
200.00 15.40 1.44719 1.44711 -8
225.00 17.32 1.43910 1.43906 -4
250.00 19.24 1.43104 1.43102 -2
275.00 21.17 1.42290 1.42302 11
300.00 23.09 1.41506 1.41505 -1
325.00 25.02 1.40688 1.40713 25
350.00 26.94 1.39916 1.39927 11
375.00 28.87 1.39148 1.39149 1
400.00 30.79 1.38366 1.38378 12
425.00 32.71 1.37581 1.37614 33
450.00 34.64 1.36862 1.36859 -3
475.00 36.56 1.36096 1.36112 16
500.00 38.49 1.35351 1.35374 23
562.50 43.30 1.33582 1.33602 19
625.00 48.11 1.31842 1.31848 6
687.50 52.92 1.30111 1.30142 31
750.00 57.73 1.28462 1.28479 17
812.50 62.54 1.26857 1.26854 -3
875.00 67.35 1.25226 1.25261 35
937.50 72.16 1.23705 1.23695 -10

1000.00 76.97 1.22175 1.22146 -29
1062.50 81.78 1.20613 1.20612 -1
1125.00 86.60 1.19108 1.19083 -25
1187.50 91.41 1.17558 1.17554 -4
1250.00 96.22 1.16028 1.16019 -9
1312.50 101.03 1.14459 1.14470 11
1375.00 105.84 1.12902 1.12901 -1
1437.50 110.65 1.11309 1.11306 -3
1500.00 115.46 1.09653 1.0967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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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41. 작은 크기의 HTGR 핵연료 블록 연소 계산 결과

그림 2.1.1-42는 일반 크기의 핵연료 블록의 형상을 나타낸 것이며 표 2.1.1-5와 그림 2.1.1-43은 

일반적인 핵연료 블록에 대한 연소 계산 결과이다. 앞선 작은 크기의 핵연료 블록의 계산 결과보다 

근소하게 오차가 줄어들어 모든 연소 구간에 대해 약 100 pcm 이내의 오차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McCARD의 통계적 오차를 고려한다면 매우 정확한 결과로 판단된다.

그림 2.1.1-42. 핵연료봉 210개로 구성된 일반 크기의 핵연료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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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5. 일반 크기의 HTGR 핵연료 블록 연소 계산 결과

EFPD
(days)

Burnup
(GWD/MTU)

McCARD
(σ ~15pcm)

PSM/
DeCART2D

Diff.(P-M)
(pcm)

0.00 0.00 1.47863 1.47796 -67
6.25 0.48 1.43491 1.43398 -93

12.50 0.96 1.42988 1.42903 -85
25.00 1.92 1.42218 1.42157 -61
50.00 3.85 1.41187 1.41109 -78
75.00 5.77 1.40276 1.40204 -72

100.00 7.70 1.39373 1.39308 -65
125.00 9.62 1.38462 1.38400 -62
150.00 11.55 1.37517 1.37482 -35
175.00 13.47 1.36615 1.36560 -55
200.00 15.40 1.35626 1.35637 11
225.00 17.32 1.34737 1.34718 -19
250.00 19.24 1.33809 1.33805 -4
275.00 21.17 1.32932 1.32902 -30
300.00 23.09 1.32037 1.32010 -27
325.00 25.02 1.31130 1.31132 2
350.00 26.94 1.30262 1.30267 5
375.00 28.87 1.29389 1.29417 28
400.00 30.79 1.28556 1.28583 27
425.00 32.71 1.27769 1.27765 -4
450.00 34.64 1.26949 1.26963 14
475.00 36.56 1.26176 1.26177 1
500.00 38.49 1.25419 1.25408 -11
562.50 43.30 1.23550 1.23557 7
625.00 48.11 1.21779 1.21796 17
687.50 52.92 1.20135 1.20122 -13
750.00 57.73 1.18525 1.18528 3
812.50 62.54 1.17018 1.17005 -13
875.00 67.35 1.15562 1.15546 -16
937.50 72.16 1.14159 1.14142 -17

1000.00 76.97 1.12831 1.12788 -43
1062.50 81.78 1.11498 1.11476 -22
1125.00 86.60 1.10215 1.10201 -15
1187.50 91.41 1.08957 1.08956 -1
1250.00 96.22 1.07752 1.07738 -14
1312.50 101.03 1.06537 1.06541 4
1375.00 105.84 1.05369 1.05362 -7
1437.50 110.65 1.04172 1.04197 25
1500.00 115.46 1.03039 1.03043 4

그림 2.1.1-43. 일반 크기의 HTGR 핵연료 블록 연소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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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MHTGR-350 벤치마크의 핵연료봉 문제에 대해 RPT 방법을 이용하여 등가의 핵연료 영역 

반지름을 계산하고 이에 대해 PSM/DeCART2D 계산을 수행하였다. 참고값은 McCARD에서 

TRISO 입자의 무작위 분포 기능을 활용하여 계산하였고 추가로 RPT 모델에 대한 McCARD 해석

도 수행하여 RPT에 의한 오차도 평가하였다.

표 2.1.1-6과 그림 2.1.1-44는 이중비균질성 핵연료봉으로 구성된 단일 핵연료 블록에 대해 

연소 계산을 수행하고 이중비균질성 모델과 RPT 모델에 대해 McCARD와 DeCART2D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핵연료봉 모델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McCARD로 평가된 RPT 모델이 

오차는 약 130pcm 근처이며 RPT 오차를 포함한 PSM/DeCART2D의 오차는 최대 190pcm이고, 

RPT 오차를 제외하고 PSM 모듈만의 오차는 약 160pcm 정도로 평가된다. 반면, 이중비균질성 

모델에 대해서 기존 라이브러리는 -480pcm 정도의 매우 큰 오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 라이

브러리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된 기본 모델이 MHTGR-350 벤치마크의 핵연료 블록 문제와 핵

적 특성이 다소 상이하기 때문에 문제의 형상과 물질 구성에 따라서 오차가 크게 날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PSM 모듈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표 2.1.1-6. 이중비균질성 핵연료 블록 연소 계산 결과

EFPD Burnup
McCARD
-DH (M)
σ ~15pcm

McCARD
-RPT (R)
σ ~17pcm

DeCART2D
-DH (D)

PSM
/DeCART2D

(P)

Diff.(R-M)
(pcm)

Diff.(P-M)
(pcm)

Diff.(P-R)
(pcm)

Diff.(D-M)
(pcm)

0.00 0.00 1.40335 1.40203 1.39856 1.40183 -132 -153 -21 -479
6.25 0.41 1.36815 1.36713 1.36297 1.36625 -102 -190 -88 -518

12.50 0.82 1.36384 1.36240 1.35874 1.36191 -144 -193 -49 -510
25.00 1.64 1.35659 1.35554 1.35178 1.35492 -105 -167 -62 -481
50.00 3.27 1.34508 1.34432 1.34099 1.34410 -76 -98 -22 -409
75.00 4.90 1.33606 1.33525 1.33157 1.33464 -81 -143 -62 -449

100.00 6.54 1.32660 1.32553 1.32236 1.32540 -107 -120 -13 -424
125.00 8.17 1.31739 1.31623 1.31310 1.31611 -116 -128 -12 -429
150.00 9.81 1.30778 1.30654 1.30376 1.30675 -124 -103 21 -402
175.00 11.44 1.29828 1.29752 1.29438 1.29735 -76 -93 -17 -390
200.00 13.08 1.28870 1.28773 1.28502 1.28795 -97 -75 22 -368
225.00 14.71 1.27936 1.27847 1.27571 1.27861 -89 -75 14 -365
250.00 16.35 1.26985 1.26906 1.26649 1.26937 -79 -48 31 -336
275.00 17.98 1.26088 1.25985 1.25740 1.26026 -103 -62 41 -348
300.00 19.61 1.25182 1.25103 1.24845 1.25129 -79 -53 26 -337
325.00 21.25 1.24295 1.24167 1.23967 1.24248 -128 -47 81 -328
350.00 22.88 1.23379 1.23350 1.23106 1.23385 -29 6 35 -273
375.00 24.52 1.22565 1.22485 1.22264 1.22540 -80 -25 55 -301
400.00 26.15 1.21736 1.21628 1.21440 1.21714 -108 -22 86 -296
425.00 27.79 1.20908 1.20837 1.20635 1.20907 -71 -1 70 -273
450.00 29.42 1.20144 1.20025 1.19850 1.20119 -119 -25 94 -294
475.00 31.06 1.19373 1.19293 1.19083 1.19350 -80 -23 57 -290
500.00 32.69 1.18585 1.18529 1.18334 1.18599 -56 14 70 -251
562.50 36.78 1.16815 1.16729 1.16544 1.16811 -86 -4 82 -271
625.00 40.86 1.15100 1.15010 1.14857 1.15119 -90 19 109 -243
687.50 44.95 1.13503 1.13471 1.13268 1.13525 -32 22 54 -235
750.00 49.04 1.11993 1.11923 1.11768 1.12021 -70 28 98 -225
812.50 53.12 1.10563 1.10485 1.10348 1.10598 -78 35 113 -215
875.00 57.21 1.09211 1.09179 1.09000 1.09247 -32 36 68 -211
937.50 61.30 1.07914 1.07867 1.07716 1.07960 -47 46 93 -198
1000.00 65.38 1.06685 1.06633 1.06491 1.06732 -52 47 99 -195
1062.50 69.47 1.05502 1.05455 1.05317 1.05556 -47 54 101 -186
1125.00 73.55 1.04360 1.04328 1.04189 1.04426 -32 66 98 -171
1187.50 77.64 1.03275 1.03216 1.03103 1.03339 -59 64 123 -172
1250.00 81.73 1.02164 1.02187 1.02055 1.02289 23 125 102 -109
1312.50 85.81 1.01169 1.01141 1.01042 1.01273 -28 104 132 -127
1375.00 89.90 1.00163 1.00133 1.00059 1.00289 -30 126 156 -104
1437.50 93.99 0.99168 0.99178 0.99104 0.99333 10 165 155 -64
1500.00 98.07 0.98246 0.98239 0.98175 0.98403 -7 157 164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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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44. 이중비균질성 핵연료 블록 연소 계산 결과

그림 2.1.1-45는 이중비균질성 핵연료 블록으로 구성된 MHTGR-350 벤치마크의 2D 노심을 1/12 

대칭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2.1.1-45. MHTGR-350 2D 노심 구성

표 2.1.1-7과 그림 2.1.1-46은 위의 노심에 대해 McCARD와 PSM/DeCART2D, 그리고 기존 

DeCART2D의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앞선 블록 결과와 유사하게 초기에 -50pcm 정도의 오차에

서 연소가 진행되면서 약 160pcm까지 증가하였으며 RPT의 오차를 100pcm 정도로 가정한다면 

대략 60pcm 정도의 오차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중비균질성 핵연료를 직접 해석한 결과는 RPT 

오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291pcm 정도 오차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기존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 방법은 블록 문제와 상당히 다른 오차의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PSM에 기반한 해석 방법

의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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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7. 이중비균질성 핵연료 2D 노심 연소 계산 결과

EFPD
(days)

Burnup
(GWD/MTU)

McCARD (M)
(σ ~15pcm)

PSM/
DeCART2D (P)

DeCART2D
-DH (D)

Diff.(P-M)
(pcm)

Diff.(D-M)
(pcm)

0.00 0.00 1.38701 1.38651 1.38410 -50 -291
6.25 0.39 1.35111 1.35051 1.34816 -60 -295

12.50 0.79 1.34687 1.34652 1.34419 -35 -268
25.00 1.58 1.34103 1.34033 1.33802 -70 -301
50.00 3.16 1.33178 1.33134 1.32906 -44 -272
75.00 4.73 1.32363 1.32372 1.32146 9 -217

100.00 6.31 1.31635 1.31635 1.31412 0 -223
125.00 7.89 1.30892 1.30898 1.30676 6 -216
150.00 9.46 1.30138 1.30155 1.29934 17 -204
175.00 11.04 1.29398 1.29406 1.29187 8 -211
200.00 12.62 1.28649 1.28655 1.28438 6 -211
225.00 14.20 1.27869 1.27903 1.27687 34 -182
250.00 15.77 1.27082 1.27152 1.26938 70 -144
275.00 17.35 1.2638 1.26406 1.26193 26 -187
300.00 18.93 1.25613 1.25664 1.25453 51 -160
325.00 20.51 1.24900 1.24929 1.24720 29 -181
350.00 22.08 1.24134 1.24201 1.23993 67 -141
375.00 23.66 1.23415 1.23482 1.23275 67 -140
400.00 25.24 1.22702 1.22771 1.22565 69 -137
425.00 26.81 1.21997 1.22069 1.21865 72 -132
450.00 28.39 1.21326 1.21376 1.21173 50 -153
475.00 29.97 1.20643 1.20692 1.20491 49 -152
500.00 31.55 1.19988 1.20019 1.19819 31 -169
562.50 35.49 1.18277 1.18379 1.18183 102 -95
625.00 39.43 1.16704 1.16794 1.16600 90 -104
687.50 43.38 1.15168 1.15262 1.15071 94 -97
750.00 47.32 1.13700 1.13782 1.13592 82 -108
812.50 51.26 1.12243 1.12348 1.12160 105 -83
875.00 55.21 1.10884 1.10956 1.10770 72 -114
937.50 59.15 1.09500 1.09603 1.09419 103 -81

1000.00 63.09 1.08143 1.08285 1.08102 142 -41
1062.50 67.03 1.06894 1.06999 1.06817 105 -77
1125.00 70.98 1.05639 1.05741 1.05560 102 -79
1187.50 74.92 1.04376 1.04508 1.04328 132 -48
1250.00 78.86 1.03196 1.03299 1.03120 103 -76
1312.50 82.81 1.01972 1.02111 1.01933 139 -39
1375.00 86.75 1.00800 1.00942 1.00765 142 -35
1437.50 90.69 0.99648 0.99790 0.99614 142 -34
1500.00 94.64 0.98499 0.98655 0.98480 156 -19

그림 2.1.1-46. 이중비균질성 핵연료 2차원 노심 연소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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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8은 작은 크기와 일반 크기의 핵연료 블록에 대해 기존 DeCART2D의 공명 처리 방법에 

의한 계산 시간과 PSM 모듈에 의한 시간을 비교한 것이다. 사용된 CPU는 Intel Zeon E5-2660 

2.6GHz의 19코어이며 openMP를 활용하여 병렬화되었다.

작은 크기의 핵연료 블록은 핵연료봉이 12개로 1개의 코어가 1개의 핵연료봉을 담당하며 대략 

25% 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210개의 핵연료봉이 있는 일반 크기의 핵연료 블

록의 경우 1개의 코어가 대략 10개 정도의 핵연료봉을 계산하게 되며 전체 시간은 23% 정도 증가

하였다. 그러나 이중비균질성 핵연료를 직접 해석하는 경우 전체 시간이 2~3배 증가하기 때문에 정

확성을 고려한다면 RPT 모델에 대해 PSM 모듈을 활용하는 것이 충분히 실용적이라 판단된다.

표 2.1.1-8. 계산 시간 비교

Model DeCART2D(sec) PSM/DeCART2D(sec) Ratio(%) DeCART2D-DH(sec)

Small Block 774.4 964.4 124.5 1746.9

Large Block 10825.0 13253.8 122.4 20346.4

다음은 이중비균질성 핵연료 문제에 대해 RPT와 같은 균질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앞서 기술된 

PSM-DH법을 이용하여 직접 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McCARD에 의한 참고값과 비교하여 성능

을 검증하였다. 현재까지는 PSM-DH 방법론에 기반한 연소계산능은 구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

선 결과와 달리 상온 영출력(Cold Zero Power: CZP) 상태와 고온 전출력(Hot Full Power: HFP) 

상태에서 다양한 핵연료 입자 충진율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여 PSM-DH 방법론의 정확성을 검증하

였다.

표 2.1.1-9는 MHTGR-350의 이중비균질성 핵연료봉에 대해 다양한 충진율과 온도 상태에서의 무

한증배계수를 PSM/DeCART2D로 계산하고 참고값과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다. HFP상태에서는 충

진율 10%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결과가 약 100pcm 이내에서 참고값과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CZP

상태에서는 20%와 25%에서 약 200pcm 정도의 오차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앞 절에서 PSM 방법

론이 보여준 약 100pcm 이내의 오차와 이중비균질성 핵연료에서 근본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무작

위 입자 분포에 의한 약 100pcm 정도의 통계적인 오차를 고려한다면 충분히 합리적인 수준의 오

차로 판단된다.

또한, 충진율이 20%이하에서는 CZP(Cold Zero Power)상태와 HFP(Hot Full Power)상태에서의 

오차의 차이가 대략 200pcm 이상인 반면, 충진율 30%이상에서는 그 오차의 차이가 약 100pcm 

이내이다. 이것은 현재 수립된 PSM-DH 방법론이 충진율이 30% 이상 높은 문제에서 그 정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기술된 핵연료 입자 모델에서 최외각에 white 경계조건을 사용하기 때

문에 입자의 분포가 조밀할수록 이 가정이 합리적이며, 반대로 그 분포가 희소할수록 참고값 계산에

서 사용되는 특정 분포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그 참고 분포 모델을 기준으로 분포가 달라질수

록 오차의 변화가 심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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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9. 이중비균질성 핵연료봉 문제에 대한 증배계수의 비교

Packing
Fraction

CZP (300K) HFP (1200K)

McCARD PSM/DeCART2D Diff.(pcm) McCARD PSM/DeCART2D Diff.(pcm)

10% 1.67515 1.67481 -34 1.58786 1.59007 221

15% 1.59333 1.59217 -116 1.49231 1.49328 97

20% 1.52335 1.52139 -196 1.41349 1.41354 5

25% 1.46397 1.46192 -205 1.34959 1.34866 -93

30% 1.41348 1.41182 -166 1.29635 1.29562 -73

35% 1.37090 1.36935 -155 1.25293 1.25186 -107

40% 1.33370 1.33309 -61 1.21621 1.21550 -72

표 2.1.1-10는 앞서 MHTGR-350 핵연료봉을 이용하여 그림 2.1.1-40과 같이 작은 크기의 핵연료 

블록을 구성하고 다양한 충진율에 대해 PSM/DeCART2D로 계산하고 그 결과를 참고값과 비교한 

것이다. 충진율 15%에서 약 200pcm 정도의 오차를 보이고 있고 25%와 35%에서는 약 75pcm으

로 매우 정확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앞선 핵연료봉 결과와 유사하게 충진율이 높을수록 오차가 상

대적으로 작아지며 그 원인은 앞서 설명한 바와 동일하다.

표 2.1.1-10. 작은 크기의 이중비균질성 핵연료 블록 문제에 대한 증배계수의 비교

Packing
Fraction

HFP (1200K)

McCARD PSM/DeCART2D Diff.(pcm)

15% 1.66538 1.66734 195

25% 1.58617 1.58692 75

35% 1.51711 1.51787 76

표 2.1.1-11은 그림 2.1.1-42와 같이 MHTGR-350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핵연료 블록 문제에서 

다양한 충진율에 대해 PSM/DeCART2D로 계산하고 그 결과를 참고값과 비교한 것이다. 충진율 

15%에서 약 135pcm 정도의 오차를 보이고 있고 25%와 35%에서는 약 40pcm 이내에서 매우 정

확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2.1.1-11. 일반 크기의 이중비균질성 핵연료 블록 문제에 대한 증배계수의 비교

Packing
Fraction

HFP (1200K)

McCARD PSM/DeCART2D Diff.(pcm)

15% 1.60423 1.60558 135

25% 1.49334 1.49368 34

35% 1.40876 1.40839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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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세 종류의 형상과 다양한 충진율에 대해 PSM-DH를 이용하여 노심 해석을 수행하고 그 성

능을 검증하였다. 충진율이 20%이하의 CZP 상태에서는 약 200pcm 정도의 오차를 보이는 경우도 

있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대부분 약 160pcm 이내에서 참고값과 유사하며, 일반적인 크기의 핵연료 

블록에서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충분한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다. 핵설계코드 검증

DeCART2D (Deterministic Core Analysis based on Ray Tracing for 2-Dimensional Core) 

[2.1.1-19]는 3차원 노심 해석코드에서 사용할 균질화된 다군정수 생산을 목적으로 개발된 격자계

산 및 2차원 노심계산 코드이다. CAPP (Core Analyzer for Pebble and Prism type VHTRs) 

[2.1.1-20]은 페블 및 블록형 초고온가스로 (VHTR: Very High Temperature gas-cooled 

Reactor)의 노물리 해석을 위해 개발한 3차원 노심해석 코드로 노심 출력분포, 반응도 계수, 제어

봉가 및 열유체/안전해석을 위한 인자를 생산할 수 있다. 현재 초고온가스로의 노심 핵설계 절차는 

이 두 코드를 연계하여 DeCART2D/CAPP 2단계 코드체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DeCART2D 코드의 경우 현재까지 다양한 검증계산이 이루어졌으나 주로 경수로 시스템에 대한 해

석으로, 중성자 스펙트럼이 크게 차이나는 초고온가스로에 대한 검증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한 CAPP 코드 역시 여러 형태의 고온가스로에 대한 검증이 요구된다. 따라서 초고온가스로 벤치마

크 문제들을 통한 DeCART2D/CAPP 체계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VHTRC (Very High Temperature Reactor Critical Assembly) [2.1.1-21, 

2.1.1-22] 시험자료와 GT-MHR (Gas Turbine-Modular Helium Reactor) [2.1.1-23] 벤치마크 

문제를 활용하여 DeCART2D/CAPP 2단계 코드체계의 검증을 수행하였다. DeCART2D를 이용하

여 단위 셀 및 핵연료블록, 전체 노심에 대한 2차원 계산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몬테칼로 코드인 

McCARD [2.1.1-24] 계산 결과와 비교하였다. 또한 DeCART2D/CAPP 2단계 계산체계를 이용하

여 3차원 노심계산을 수행 후 McCARD 계산결과 및 실험치와 비교하였다. DeCART2D/CAPP 2

단계 코드체계의 검증용으로 사용되는 McCARD 코드의 고온가스로 해석능 검증은 참고문헌

[2.1.1-25]을 통해 수행되었다.

(1) VHTRC 시험자료를 이용한 검증

(가) VHTRC 임계장치

VHTRC 임계장치는 그림 2.1.1-47[2.1.1-21, 2.1.1-22]과 같이 어셈블리 고정부 (fixed half 

assembly)와 가동부 (movable half assembly), 그리고 주변 장치들로 이루어져 있다. VHTRC는 

육각 프리즘형태의 흑연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면은 그림 2.1.1-4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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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47. VHTRC 실험장치 [2.1.1-22]

그림 2.1.1-48. VHTRC의 단면도 [2.1.1-22]

(나) VHTRC 벤치마크 모델

참고문헌에서 제공한 VHTRC 벤치마크 모델은 실제 VHTRC 임계시설을 그림 2.1.1-49와 같이 단

순화되었다. 이 모델에서는 블록 간 간극(gap)과 임계시설의 외부 구조물은 무시하였으며, 안전/제

어봉, BF3 계측기, 히터, 열전대(thermocouple) 및 중성자 선원의 가이드 튜브는 흑연으로 대체되

었다. 표 2.1.1-12는 그림 2.1.1-49에 나타난 모델의 제원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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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49. VHTRC 벤치마크 모델

표 2.1.1-12. VHTRC 벤치마크 모델의 Half-assembly 제원

항목 치수 [㎝]

Half-assembly flat-to-flat 240.08

Half-assembly 축방향 길이 120.00

흑연 블록은 핵연료블록과 반사체블록 a, b, c 총 네 종류가 있다. 그림 2.1.1-50 ~2.1.1-53은 흑

연 블록의 단면을 나타내었고, 표 2.1.1-13은 각각의 제원에 관해 기술하였다.

핵연료블록은 그림 2.1.1-50과 같이 1개의 65.5-type hole 및 주변으로 18개의 47-type hole이 

배치되어 있으며 각각의 hole에는 핵연료봉, 흑연봉 및 블록 마개(end cap)가 들어간다. 반사체블

록 a는 3개의 47-type hole과 3개의 102-type hole이 그림 2.1.1-51과 같이 배치되어 있고, 반

사체블록 b는 그림 2.1.1-52와 같이 1개의 47-type hole이 있다. 반사체블록 c는 그림 2.1.1-53

과 같이 1개의 47-type hole을 가진 사다리꼴 형태의 블록이다.

그림 2.1.1-50. 핵연료블록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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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51. 반사체블록 a 단면도

그림 2.1.1-52. 반사체블록 b 단면도

그림 2.1.1-53. 반사체블록 c 단면도

표 2.1.1-13. VHTRC 흑연 블록 제원

구성 항목 치수 [㎝]

흑연 블록

flat-to-flat 길이

(핵연료블록, 반사체블록 a, b)
30.01

flat-to-flat 길이 (반사체블록 c) 15.005

흑연 블록 축 방향 길이 120.00

Hole

47-type hole 지름 4.72

65.5-type hole 지름 6.57

102-type hole 지름 10.21

47-type hole 간격 (핵연료블록) 6.5

블록 마개

블록 마개 두께 2.36

47-type hole 마개 지름 4.72

65.5-type hole 마개 지름 6.57

102-type hole 마개 지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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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54와 같이 원기둥형태의 흑연봉은 흑연블록의 hole에 삽입되며, hole과 마찬가지로 

47, 65.5, 102-type이 있다. 47-type과 102-type은 길이에 따라 L, S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상

세 제원은 표 2.1.1-14와 같다.

그림 2.1.1-54. 흑연봉 단면도

표 2.1.1-14. VHTRC 흑연봉 제원

종류 지름, D [㎝] 길이, L [㎝]

47L-type 4.68 73.22

47S-type 4.68 44.42

65.5-type 6.53 117.64

102L-type 10.16 73.22

102S-type 10.16 44.42

핵연료봉은 47S-type의 흑연봉과 함께 핵연료블록의 47-type hole에 삽입된다. 핵연료봉은 그림 

2.1.1-55와 같이 양 끝이 흑연 마개로 막힌 원통형의 흑연피복 (graphite sheath) 내부에 20개의 

환형 핵연료 콤팩트가 쌓여있는 형태이다. VHTRC에는 우라늄 농축도 2.0w/o인 B-2 type과 

4.0w/o인 B-4 type의 핵연료를 사용한다. 핵연료는 그림 2.1.1-56(a)와 같이 UO2 kernel에 두 

층의 코팅이 되어있는 구형 BISO입자이며 그림 2.1.1-56(b)와 같이 fuel compact에 분포되어있

다. 이에 대한 상세 제원은 표 2.1.1-15와 같다.

그림 2.1.1-55. 핵연료봉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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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56. Coated fuel particle / fuel compact / graphite sheath 단면도

구성 항목 B-2 type B-4 type

(a) 피복핵연료 입자 

(BISO)

우라늄 농축도 [w/o] 2.000 4.000

핵연료커널 지름, D [㎛] 602 599

1차 피복층 두께, t1 [㎛] 79 79

2차 피복층 두께, t2 [㎛] 79 78

전체 지름, D + 2(t1+t2) [㎛] 918 913

(b) 핵연료 콤팩트

외경, D [㎝] 3.585 3.598

내경, d [㎝] 1.795 1.796

길이, L [㎝] 3.598 3.601

핵연료 콤팩트 당 BISO 수 / 

충진률(packing fraction) [%]

20000 / 

29.770

20400 / 

29.571

(c) 흑연피복

외경, D [㎝] 4.68

내경, d [㎝] 3.65

길이, L [㎝] 73.22

핵연료봉 마개
외경 [㎝] 3.65

두께 [㎝] 0.5

표 2.1.1-15. 핵연료봉 제원

VHTRC는 B-2 및 B-4 type 핵연료봉의 장전형태에 따라 HP, HC-1, HC-2 core와 같이 세 가

지 노심이 있다. 그림 2.1.1-57은 HP core의 장전모형으로 12개의 B-2 핵연료봉과 288개의 B-4 

핵연료봉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심온도는 25.5, 71.2, 100.9, 150.5, 199.6℃로 총 5 지점이 있다. 

그림 2.1.1-58은 HC-1 core의 장전모형으로 288개의 B-4 핵연료봉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노심

온도는 8.0℃이다. 그림 2.1.1-59는 HC-2 core의 장전모형으로 144개의 B-2 핵연료봉과 309개

의 B-4 핵연료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심온도는 200.3℃이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HC-2 

core의 경우 고정부 및 가동부가 외곽 한 개의 핵연료블록에서 비대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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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57. VHTRC HP core 장전모형 [2.1.1-22]

그림 2.1.1-58. VHTRC HC-1 core 장전모형 [2.1.1-22]

그림 2.1.1-59. VHTRC HC-2 core 장전모형 [2.1.1-22]

각 영역에 대한 물질의 수밀도는 표 2.1.1-16과 같다. 여기서 N-15의 경우 현재 사용하는 

DeCART2D의 핵반응단면적 라이브러리에서 지원하지 않고 실제 포함된 수밀도 역시 낮아 본 보고

서의 계산에서는 제외하였다. 이에 대한 영향은 McCARD를 통해 평가하였으며 계산 결과 N-15의 

영향이 약 16pcm 정도로 McCARD 계산의 표준편차인 10~11pcm과 비슷하여 무시 가능한 수준

임을 확인하였다. 관련된 계산 결과는 (라)항에서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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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6. 물질 수밀도

항목 핵종
수밀도 [#/(barn-㎝)]

B-2 type B-4 type

BISO 입자:

핵연료 커널

U-234 3.1900×10-6 7.5353×10-6

U-235 4.7058×10-4 9.3498×10-4

U-236 3.7487×10-7 5.8654×10-6

U-238 2.2764×10-2 2.2143×10-2

O-16 4.6545×10-2 4.6182×10-2

B-10 (Impurity) 1.8481×10-8 1.8357×10-8

B-11 (Impurity) 7.4388×10-8 7.3888×10-8

BISO 입자: 

1차 피복층

C-nat 5.9666×10-2 5.9165×10-2

B-10 (Impurity) 2.1106×10-9 2.0929×10-9

B-11 (Impurity) 8.4954×10-9 8.4240×10-9

BISO 입자:

2차 피복층

C-nat 9.3761×10-2

B-10 (Impurity) 3.3166×10-9

B-11 (Impurity) 1.3350×10-8

핵연료봉:

흑연피복

C (Graphite) 8.3925×10-2

B-10 (Impurity) 1.2989×10-9

B-11 (Impurity) 5.2284×10-9

H-1 (Moisture) 1.2311×10-5

O-16 (Moisture + Air in Pore) 8.7794×10-6

N-14 (Air in Pore) 9.7440×10-6

N-15 (Air in Pore) 3.5598×10-8

핵연료 콤팩트:

흑연 매트릭스

C (Graphite) 8.5715×10-2 8.4712×10-2

H-1 (Moisture) 3.2010×10-5 3.1635×10-5

O-16 (Moisture) 1.6005×10-5 1.5818×10-5

B-10 (Impurity) 3.0329×10-9 2.9974×10-9

B-11 (Impurity) 1.2208×10-8 1.2065×10-8

기타 흑연

(흑연블록, 흑연봉)

C (Graphite) 8.3791×10-2

B-10 (Impurity) 1.2969×10-9

B-11 (Impurity) 5.2201×10-9

H-1 (Moisture) 1.2291×10-5

O-16 (Moisture + Air in Pore) 8.7818×10-6

N-14 (Air in Pore) 9.7890×10-6

N-15 (Air in Pore) 3.5762×10-8

(다) 계산 결과

① VHTRC 단위 셀 계산 결과

그림 2.1.1-60은 단위 셀의 단면도를 나타낸 것으로 반경 방향 및 축 방향 경계는 반사 경계 조건 

(reflective boundary condition)을 사용하였다. VHTRC의 단위 셀 계산은 DeCART2D 및 

McCARD를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계산 조건은 표 2.1.1-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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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HTRC의 단위 셀에 대해 무한증배계수(kinf)를 계산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1.1-18과 같다. 계산 

결과 B-2 type 핵연료를 사용한 단위 셀은 DeCART2D가 McCARD보다 192 pcm 높게 나타났

고, B-4 type 핵연료를 사용한 단위 셀은 67 pcm 낮게 나타났다.

그림 2.1.1-60. VHTRC의 단위 셀 단면도

표 2.1.1-17. VHTRC 벤치마크 계산 조건

항목 DeCART2D McCARD

온도 298.65K (25.5℃)

중성자 핵반응단면적 

라이브러리

ENDF/B-VII.1 [2.1.1-26]

KARMA 190군 라이브러리

(karma190_vhtr_e71_r3.lib 파일)
연속 핵반응단면적 라이브러리

계산 옵션

ray spacing: 0.02 cm

# of azimuthal angles: 12

# of polar angles: 4

사이클 당 100,000 히스토리

500 active cycles

표 2.1.1-18. VHTRC 단위 셀 무한증배계수(kinf) 계산 결과 비교

핵연료 종류
무한증배계수 (kinf)

차이 [pcm]
McCARD (SD [pcm]) DeCART2D

B-2 type 1.19681 (10) 1.19873 192

B-4 type 1.33482 (10) 1.33415 -67

② VHTRC 핵연료블록 계산 결과

그림 2.1.1-61은 VHTRC 핵연료블록 벤치마크 모델의 단면을 나타내었다. 핵연료블록의 중앙에 위

치한 외경 6.57㎝의 65.5-type hole에는 외경 6.53㎝의 흑연봉이 삽입되어 있고, 그 주위에 배치

된 외경 4.72㎝의 47-type hole에는 외경 4.68㎝의 핵연료봉 혹은 흑연봉이 삽입되어 있다. 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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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봉은 B-2 type, B-4 type이 있으며, 블록의 축방향 및 반경방향 경계는 반사경계를 사용하여 2

차원 계산을 수행하였다. 계산 조건은 표 2.1.1-17과 같이 단위 셀 계산과 동일하며, 흑연봉 및 핵

연료봉의 상세 제원은 앞의 (나)에서 서술하였다.

VHTRC 벤치마크의 경우 블록의 상단에서 하단까지의 길이(flat-to-flat)가 30.01㎝이나 현재 버전

의 DeCART2D 코드의 단위 셀 크기 및 개수에 따른 핵연료블록 크기 제한으로 계산이 불가능하

여, 계산 가능한 조건을 위해 30.02233㎝로 증가시켰다. 이에 대한 논의는 (라)에 서술하였다.

그림 2.1.1-61. VHTRC 핵연료블록 벤치마크 단면도

무한증배계수 계산 결과는 표 2.1.1-19와 같이 B-2 type 핵연료를 사용한 핵연료블록은 

DeCART2D가 McCARD보다 131 pcm, B-4 type 핵연료를 사용한 경우는 232 pcm 낮게 나타

났다.

표 2.1.1-19. VHTRC 핵연료블록 무한증배계수(kinf) 계산 결과 비교

핵연료 종류
무한증배계수 (kinf)

차이 [pcm]
McCARD (SD [pcm]) DeCART2D

B-2 type 1.32693 (10) 1.32562 -131

B-4 type 1.50130 (10) 1.49898 -232

③ VHTRC 2차원 노심 계산 결과

VHTRC 2차원 노심 계산은 HP, HC-1, HC-2 core에 대해 수행되었다. 반경 방향에 대해서는 진

공 경계조건 (vacuum boundary condition)이 사용되었으며 축 방향은 반사 경계조건을 사용하였

다.

반사체블록 a 및 c는 현재 버전의 DeCART2D에서 모델링 가능한 형태로 변경하여 계산을 수행하

였다. 반사체블록 a는 그림 2.1.1-62와 같이 흑연봉 및 구멍의 지름 및 위치를 조정하였고, 반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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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c는 그림 2.1.1-63과 같이 형태를 변경한 후 흑연의 총 질량이 변경전과 동일하도록 밀도를 

조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에 대한 영향은 (라)에 기술하였다.

계산 옵션은 온도를 제외하고 단위 셀 및 핵연료블록 계산과 동일하게 표 2.1.1-17을 사용하였다. 

또한 DeCART2D에서 gap 및 반사체블록의 흑연 단위 셀은 등간격으로 16개의 영역으로 분할하여 

계산하였으며, 영역 분할 간격 개수에 대한 영향은 (라)에 기술하였다.

그림 2.1.1-62. 반사체블록 a의 DeCART2D 모델

그림 2.1.1-63. 반사체블록 c의 DeCART2D 모델

VHTRC 2차원 노심의 무한증배계수(kinf) 계산 결과는 표 2.1.1-20과 같다. (A)는 DeCART2D를 

이용한 계산을 나타내었으며, (B)는 DeCART2D와 동일한 모델을 McCARD로 모사하여 계산한 결

과이다. (C)는 모델링 변경 없이 실제 VHTRC 모델에 대한 McCARD 계산 결과를 나타내었다. 

DeCART2D와 McCARD 계산 결과의 차이는 표의 (A)와 (B)의 차이와 같으며 최대 231pcm의 오

차를 보인다. 표의 (B)와 (C)의 차이는 모델링 변경으로부터 나타난 차이로 약 100pcm 정도의 차

이가 나타났다. DeCART2D를 사용하여 VHTRC 2차원 노심을 계산할 경우 코드 및 모델링 변경에 

기인한 오차는 (A)와 (C)의 차이로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최대 334pcm의 오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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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20. VHTRC 2차원 노심 무한증배계수(kinf) 계산 결과

Core
온도 
[℃]

DeCART2D

(A)

McCARD
- 수정모델*

(B)

McCARD
- 실제모델*

(C)

차이 [pcm]

(A)-(B) (A)-(C) (B)-(C)

HP

25.5 1.14409 1.14513 1.14601 -104 -192 -88

71.2 1.13720 1.13887 1.13977 -167 -257 -90

100.9 1.13289 1.13478 1.13575 -189 -286 -97

150.5 1.12561 1.12751 1.12839 -190 -278 -88

199.6 1.11840 1.12011 1.12130 -171 -290 -119

HC-1 8.0 1.14538 1.14615 1.14728 -77 -190 -113

HC-2 200.3 1.13521 1.13752 1.13855 -231 -334 -103

* 수정모델은 DeCART2D와 동일한 모델을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나타냄. McCARD 계산결과의 표준편차

는 10~11pcm.

④ VHTRC 3차원 노심 계산 결과

VHTRC 3차원 계산은 DeCART2D/CAPP 2단계 코드체계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그 결과를 

McCARD 계산결과 및 VHTRC 벤치마크 값과 비교하였다. 3차원 노심 계산 역시 앞의 2차원 노심 

계산과 마찬가지로 반사체블록 a 및 c에 대해 모델링 변경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CAPP 모델링은 그림 2.1.1-64와 같이 facing plane (중심)으로부터 순서대로 0.5cm의 핵연료봉 

마개, 72cm의 핵연료 콤팩트, 0.5cm의 핵연료봉 마개 및 0.22cm의 핵연료봉의 빈공간, 44.42cm

의 흑연봉, 2.36cm의 블록 마개로 총 6영역으로 나누었으며, 핵연료 콤팩트는 18cm씩 4구간, 흑

연봉은 22.21cm씩 2구간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표 2.1.1-21은 VHTRC의 3가지 노심에 대한 유효증배계수(keff) 계산 결과를 나열하였으며, 그림 

2.1.1-65는 HP core에 대한 계산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회색영역은 실험오차범위

를 나타내며 DeCART2D/CAPP 및 McCARD 계산결과 모두를 포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계산결

과 DeCART2D/CAPP는 McCARD와 HP core에서 최대 193pcm, HC-1 core에서 208pcm, 

HC-2 core에서 26pcm 차이를 보이며, 벤치마크 결과와는 HP core에서 최대 348pcm, HC-1 

core에서 252pcm, HC-2 core에서 290pcm의 차이를 보였다.

표 2.1.1-22와 그림 2.1.1-66은 유효증배계수 계산 결과로부터 VHTRC HP core에 대한 온도계

수를 얻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DeCART2D/CAPP의 경우 25.5℃ 결과가 포함되었을 경우 실험치와 

최대 약 20%의 큰 오차를 보였으나 그 외에는 3% 미만의 오차를 보였다. 그림 2.1.1-66의 오차 

막대는 실험 오차를 나타낸 것으로 대부분의 결과가 오차범위 내에서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위 결과로부터 VHTRC 벤치마크 계산에 있어서 DeCART2D/CAPP이 McCARD 및 벤치마크와 비

슷한 결과를 얻어 충분히 정확한 계산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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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64. CAPP 축 방향 모델링

표 2.1.1-21. VHTRC 3차원 노심 유효증배계수(keff) 계산 결과 

Core
온도 
[℃]

벤치마크*
(A)

McCARD*
(B)

DeCART2D/CAPP
(C)

차이 [pcm]

(B)-(A) (C)-(A) (C)-(B)

HP

25.5 1.0115 1.00865 1.01058 -285 -92 193

71.2 1.0046 1.00112 1.00228 -348 -232 116

100.9 0.9994 0.99652 0.99723 -288 -217 71

150.5 0.9906 0.98798 0.98870 -262 -190 72

199.6 0.9820 0.97965 0.98033 -235 -167 68

HC-1 8.0 1.0121 1.00958 1.01166 -252 -44 208

HC-2 200.3 1.0086 1.00570 1.00596 -290 -264 26

* 벤치마크 결과는 0.0031~0.0037의 실험오차를 가지고 있으며, McCARD 계산결과의 표준편차는 11pcm.

그림 2.1.1-65. VHTRC HP core 유효증배계수 계산 결과 (회색영역: 실험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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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22. VHTRC HP core 온도계수 계산 결과

case
T1

[℃]
T2

[℃]

αT=(ρ2-ρ1)/(T2-T1) 차이[%]

Benchmark

(A)

McCARD

(B)

DeCART2D/
CAPP

(C)

(B-A)/
A

(C-A)/
A

(C-B)/
B

1 25.5 71.2 -1.49 -1.632 -1.793 9.82 20.68 9.89

2 25.5 100.9 -1.59 -1.601 -1.757 0.82 10.67 9.77

3 25.5 150.5 -1.67 -1.659 -1.752 -0.56 4.99 5.57

4 25.5 199.6 -1.71 -1.686 -1.754 -1.18 2.81 4.04

5 71.2 100.9 -1.74 -1.552 -1.701 -10.97 -2.45 9.58

6 71.2 150.5 -1.77 -1.675 -1.728 -5.57 -2.59 3.15

7 71.2 199.6 -1.78 -1.705 -1.740 -4.44 -2.49 2.05

8 100.9 150.5 -1.79 -1.749 -1.744 -2.42 -2.67 -0.26

9 100.9 199.6 -1.80 -1.751 -1.751 -2.53 -2.50 0.04

10 150.5 199.6 -1.80 -1.753 -1.759 -2.65 -2.32 0.34

그림 2.1.1-66. VHTRC HP core 온도계수 계산 결과

(라) 모델링 변경 및 간소화에 따른 영향 평가

VHTRC 모델링 중 표 2.1.1-23과 같이 현재 버전의 DeCART2D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능이 필요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델링의 변경 및 간소화를 하였고, 이러한 가정들이 실제 결과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McCARD 코드를 이용하여 VHTRC의 HP core 2차원 노심 해석을 수행하여 평가하였다. 

표 2.1.1-24는 그 결과를 나열한 것으로, 모델링의 변경 및 간소화는 계산 결과에 약 100pcm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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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1.1-23. VHTRC 모델링 시 사용한 변경점 및 간소화

번호 DeCART2D 미제공 기능 모델링 시 변경점

1 라이브러리에서 N-15 미제공 N-15 무시

2

 

× 
   인 경우 계산 불가

VHTRC에서 블록 간격 Pasy이 30.01cm이며, 단위 

셀 간격 Ppin이 6.5cm이고, 링 개수 N이 3이므로 

위 조건을 만족하여 DeCART2D의 계산이 불가능

 

× 
 이 되도록 블록 간

격을 30.01cm에서 30.02233cm로 조정

3
반사체블록 a와 같이 단위 셀 하나에 3개 이상의 

hole이 겹치는 모델링 불가

그림 2.1.1-62와 같이 hole/rod 크기 및 위치 

조정

흑연/공기 질량이 일정하도록 유지

4
반사체블록 c와 같은 사다리꼴 형태의 블록에 대한

모사 불가

그림 2.1.1-63과 같이 비슷한 형태의 저밀도 

흑연을 이용한 모델링

흑연/공기 총 질량이 일정하도록 유지

표 2.1.1-24. VHTRC 모델링 시 사용한 가정의 영향 평가

변경 번호 McCARD 결과 
(표준편차 [pcm])

차이 [pcm]
1 2 3 4

X X X X 1.14409 (11) (Reference)

O X X X 1.14393 (11) -16

X O X X 1.14392 (11) -17

X X O X 1.14407 (11) -2

X X X O 1.14313 (11) -96

X O O X 1.14386 (10) -23

X O O O 1.14317 (11) -92

O O O O 1.14299 (11) -110

VHTRC의 경우 단위 셀의 간격이 6.5cm로 비교적 크기 때문에 DeCART2D에서 흑연블록을 나눈 

개수를 작은 값으로 사용할 경우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VHTRC 

HP core 2차원 계산(흑연봉 무시 모델)에 대해서 gap 및 단위 셀의 영역 분할 개수를 4~30으로 

변경해가며 DeCART2D 계산을 수행하여 평가하였다. 영역 분할은 정육각형을 기준으로 각 변의 수

직인 세 방향에 대해 영역 분할 개수만큼 동일한 간격으로 분할하며, 그림 2.1.1-67은 영역 분할 개

수를 4로 설정하였을 때의 예시를 나타낸다.

분할된 영역의 개수가 많을수록 더욱 정확한 계산을 수행하지만 계산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평가 결과 표 2.1.1-25 및 그림 2.1.1-68과 같이 영역 분할 개수가 적을 경우 1000pcm이 넘

는 매우 큰 오차를 보였으며, 영역 분할 개수가 커질수록 McCARD와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본 계

산에서는 오차가 100pcm 이내로 줄어드는 16을 사용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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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67. DeCART2D 영역 분할 예시 (4영역)

표 2.1.1-25. DeCART2D 영역 분할 개수의 영향

영역 분할
개수

분할 영역의
한 변 길이 [cm]

McCARD
(SD [pcm])

DeCART2D

kinf 차이

4 1.876

1.14555 (11)

1.13535 -1020

6 1.251 1.14064 -491

8 0.938 1.14264 -291

10 0.751 1.14359 -196

12 0.625 1.14411 -144

14 0.536 1.14443 -112

16 0.469 1.14464 -91

18 0.417 1.14478 -77

20 0.375 1.14488 -67

22 0.341 1.14496 -59

24 0.313 1.14502 -53

26 0.289 1.14507 -48

28 0.268 1.14510 -45

30 0.250 1.14513 -42

그림 2.1.1-68. DeCART2D 영역 분할 개수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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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T-MHR 벤치마크를 이용한 검증

(가) GT-MHR 모델 상세

GT-MHR 단위 셀 벤치마크 모델은 그림 2.1.1-69와 같이 임의분포된 TRISO를 모사한 이중비균

질 모델인 FCC (a), 핵연료 콤팩트 영역을 균질화하여 핵연료 콤팩트 및 흑연블록 2개의 영역으로 

나뉜 FCC2 (b), 모든 영역을 1개의 영역으로 균질화한 FCC1 (c) 세 가지 모델이 있다.

그림 2.1.1-69. GT-MHR 단위 셀 (Fuel Compact Cell: FCC) 모델

FCC 모델에 포함된 TRISO입자는 그림 2.1.1-70과 같이 반지름 0.0310cm의 구형으로 중심의 핵

연료 커널과 그 주위를 둘러싼 4개의 피복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제원 및 물질구성은 

표 2.1.1-26과 같고 PuO1.7 핵연료를 사용한다. TRISO는 지름 1.25cm인 원통형의 흑연 매트릭스 

내에 임의분포되어 있으며, 흑연 매트릭스 1cm3 당 1039.975개의 TRISO 입자가 분포되어있다. 

단위 셀 모델의 물질구성은 표 2.1.1-27과 같다. 단위 셀 모델에서 모든 영역에서의 온도는 일정하

며 각각 300, 600, 900, 1200K 네 가지 온도에 대해 계산을 수행하였다.

그림 2.1.1-70. TRISO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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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26. TRISO 제원

항목 외부 반지름 [cm] 밀도 [g/cm3] 핵종 수밀도 [#/(barn-cm)]

PuO1.7 Kernel 0.0100 10.0

Pu-238

Pu-239

Pu-240

Pu-241

Pu-242

O-16

2.95284×10-5

2.07460×10-2

1.47535×10-3

2.62440×10-4

9.60531×10-5

3.84360×10-2

BPyC 0.0200 1.0 C-12 5.01377×10-2

IPyC 0.0235 1.8 C-12 9.02479×10-2

SiC 0.0270 3.2
C-12

Si-29

4.80604×10-2

4.80604×10-2

OPyC 0.0310 1.8 C-12 9.02479×10-2

표 2.1.1-27. GT-MHR 단위 셀 모델 물질 수밀도

모델 항목 핵종 수밀도[#/(barn-cm)]

FCC

핵연료 콤팩트:

흑연 매트릭스

C-12

B-10

B-11

8.52342×10-2

2.07287×10-8

8.34356×10-8

핵연료블록:

흑연

C-12

B-10

B-11

8.67383×10-2

2.10945×10-8

8.49079×10-8

FCC2

핵연료 콤팩트:

균질화 혼합물

Pu-238

Pu-239

Pu-240

Pu-241

Pu-242

O-16

C-12

Si-29

B-10

B-11

1.28633×10-7

9.03745×10-5

6.42698×10-6

1.14325×10-6

4.18430×10-7

1.67436×10-4

8.30389×10-2

1.40380×10-3

1.80279×10-8

7.25645×10-8

핵연료블록:

흑연

C-12

B-10

B-11

8.67383×10-2

2.10945×10-8

8.49079×10-8

FCC1
단위 셀:

균질화 혼합물

Pu-238

Pu-239

Pu-240

Pu-241

Pu-242

O-16

C-12

Si-29

B-10

B-11

5.04922×10-8

3.54747×10-5

2.52278×10-6

4.48760×10-7

1.64246×10-7

6.57237×10-5

8.52862×10-2

5.51034×10-4

1.98908×10-8

8.0062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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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MHR 핵연료블록 모델의 단면은 그림 2.1.1-71과 같다. 핵연료 콤팩트 및 냉각재 유로, 가연

성 독봉이 1.9 cm 간격의 육각형 단위 셀 형태로 배치되어 있으며, 상세 제원 및 물질구성은 표 

2.1.1-28 및 29와 같다.

그림 2.1.1-71. GT-MHR 핵연료 블록 모델 단면도

표 2.1.1-28. GT-MHR 핵연료 블록 모델 제원

구성 항목 값
핵연료 콤팩트 외경 [cm] 1.25
냉각재 유로 외경 [cm] 1.60
가연성 독봉 외경 [cm] 1.25

핵연료 블록
Flat-to-flat [cm] 36.0
hole 간격 [cm] 1.9

표 2.1.1-29. GT-MHR 핵연료 블록 모델 물질 수밀도

구성 핵종 수밀도 [#/(barn-cm)]

핵연료 콤팩트

Pu-238

Pu-239

Pu-240

Pu-241

Pu-242

O-16

C-12

Si-29

B-10

B-11

1.28633×10-7

9.03745×10-5

6.42698×10-6

1.14325×10-6

4.18430×10-7

1.67436×10-4

8.30389×10-2

1.40380×10-3

1.80279×10-8

7.25645×10-8

냉각재 유로 He-4 5.50000×10-4

가연성 독봉

Er-166

Er-167

Er-168

O-16

C-12

B-10

B-11

9.14106×10-3

6.24365×10-3

7.29105×10-3

4.08081×10-2

8.52342×10-2

2.07287×10-8

8.34356×10-8

흑연블록

C-12

B-10

B-11

8.67383×10-2

2.10945×10-8

8.4907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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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산 결과

계산은 DeCART2D 및 McCARD 코드를 통해 진행하였으며 표 2.11-30과 같은 조건에서 이루어

졌다.

표 2.1.1-30. GT-MHR 벤치마크 계산 조건

항목 DeCART2D McCARD

중성자 핵반응단면적 

라이브러리

ENDF/B-VII.1
KARMA 190군 라이브러리

(karma190_vhtr_e71_r5-7.lib 파일)
연속 핵반응단면적 라이브러리

계산 옵션

ray spacing: 0.02 cm

# of azimuthal angles: 12

# of polar angles: 4

사이클 당 100,000 히스토리

500 active cycles

표 2.1.1-31부터 34까지는 FCC 모델에 대해 온도 300K, 600K, 900K, 1200K에서 DeCART2D 및 

McCARD를 이용하여 무한증배계수 및 핵종별 반응률 계산 결과와 그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 2.1.1-35

부터 38까지는 FCC2에 대해, 표 2.1.1-39부터 42까지는 FCC 단위 셀 모델에 대해 동일한 결과를 나

열하였다. 반응률의 결과는 흡수반응률의 총합이 1이 되도록 normalization을 하였다.

계산 결과 FCC의 경우 무한증배계수 결과는 최대 252pcm의 차이를 보였고, Pu-242 및 O-16의 

흡수반응률을 제외한 모든 반응률 결과가 1%미만의 차이를 보였다. Pu-242 및 O-16의 흡수반응

률의 경우 전체 대비 수치가 낮으므로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FCC2 및 FCC1 무한증배계수 계산 결과는 DeCART2D와 McCARD가 최대 612pcm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증배계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Pu-239 반응률의 차이로부터 기인한 것으

로 보인다. Pu-239 반응률 계산 결과에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DeCART2D에서 사용한 핵반응단

면적 라이브러리가 우라늄을 이용한 문제에 대해 작성되어 플루토늄을 이용하는 FCC2 및 FCC1 문

제의 중성자 에너지 스펙트럼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DeCART2D에 PSM을 적용하여 FCC2 문제에 대한 계산을 수행한 결과 표 2.1.1-43부터 4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Pu-239에 대한 반응률의 차이가 크게 개선되어 무한증배계수 결과의 차이 역시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그림 2.1.1-7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존의 PSM은 

U-235의 공명영역을 포함하는 에너지 그룹(64g~132g)만을 처리하여 Pu-239의 첫 번째 공명 

peak를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Pu-239의 모든 공명영역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PSM을 

통해 처리되는 에너지 영역을 확장하여 사용하였다.

핵연료블록 계산은 PSM-DeCART2D를 이용하여 무한증배계수 계산 후 McCARD 계산 결과와 비

교하였으며, 이 때 PSM을 통해 처리되는 에너지 그룹은 64g~180g이 되도록 설정하여 계산하였다.

표 2.1.1-47은 계산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가연성 독봉의 유무에 따라 DeCART2D와 McCARD의 

계산 차이가 어떠한 경향을 나타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연성 독봉을 제어한 모델에 대한 계산도 

추가로 수행하였다. 결과의 차이는 약 240pcm 정도로 나타났으며 가연성 독봉의 유무에 따라 

DeCART2D 및 McCARD 차이의 경향이 반대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PSM을 적용한 DeCART2D를 

이용하여 McCARD와 충분히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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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31. 단위 셀 (FCC, 300K) 계산 결과

Case DeCART2D (A)

FCC-T300

　 kinf= 1.54150 　 　

Isotope Rabs Rfis Rνfis ν

Pu-238 2.0672E-04 2.4208E-05 7.1707E-05 2.9622 

Pu-239 8.3624E-01 5.2950E-01 1.5182E+00 2.8672 

Pu-240 1.4177E-01 2.3394E-04 7.1271E-04 3.0465 

Pu-241 1.0317E-02 7.6299E-03 2.2479E-02 2.9461 

Pu-242 2.3356E-03 9.7505E-06 3.0584E-05 3.1366 

O-16 1.6099E-05 　 　 　

C-nat 6.4761E-03 　 　 　

Si-nat 1.5813E-03 　 　 　

B-10 1.0636E-03 　 　 　

B-11 6.5795E-09 　 　 　

B-10 + B-11 1.0636E-03 　 　 　

Sum 1.0000E+00 5.3740E-01 1.5415E+00 　

McCARD (B)

　 kinf= 1.54000 (9)　 　

Isotope Rabs Rfis Rνfis ν

Pu-238 2.0762E-04 2.4252E-05 7.1849E-05 2.9627 
Pu-239 8.3577E-01 5.2895E-01 1.5167E+00 2.8673 
Pu-240 1.4222E-01 2.3503E-04 7.1626E-04 3.0476 
Pu-241 1.0284E-02 7.6084E-03 2.2415E-02 2.9461 
Pu-242 2.3880E-03 9.7958E-06 3.0739E-05 3.1380 
O-16 1.6424E-05 　 　 　
C-nat 6.4656E-03 　 　 　
Si-nat 1.5807E-03 　 　 　
B-10 1.0599E-03 　 　 　
B-11 6.5629E-09 　 　 　

B-10 + B-11 1.0599E-03 　 　 　
Sum 1.0000E+00 5.3683E-01 1.5399E+00 　

Difference : ( A  B ) / B

　 kinf= 150 pcm 　 　

Isotope Rabs Rfis Rνfis ν

Pu-238 -0.430% -0.181% -0.197% -0.016%

Pu-239 0.055% 0.104% 0.102% -0.002%

Pu-240 -0.321% -0.462% -0.496% -0.034%

Pu-241 0.320% 0.283% 0.283% 0.000%

Pu-242 -2.192% -0.462% -0.507% -0.045%

O-16 -1.982% 　 　 　

C-nat 0.161% 　 　 　

Si-nat 0.042% 　 　 　

B-10 0.349% 　 　 　

B-11 0.253% 　 　 　

B-10 + B-11 0.349% 　 　 　

Sum 0.000% 0.106%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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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32. 단위 셀 (FCC, 600K) 계산 결과

Case DeCART2D (A)

FCC-T600

　 kinf= 1.51596 　 　

Isotope Rabs Rfis Rνfis ν

Pu-238 1.8987E-04 2.3512E-05 6.9690E-05 2.9640 
Pu-239 8.2936E-01 5.2102E-01 1.4936E+00 2.8666 
Pu-240 1.4948E-01 2.3552E-04 7.1729E-04 3.0456 
Pu-241 9.9273E-03 7.3259E-03 2.1583E-02 2.9462 
Pu-242 2.3356E-03 9.7494E-06 3.0581E-05 3.1367 
O-16 1.6091E-05 　 　 　
C-nat 6.1883E-03 　 　 　
Si-nat 1.5028E-03 　 　 　
B-10 9.9596E-04 　 　 　
B-11 6.1905E-09 　 　 　

B-10 + B-11 9.9596E-04 　 　 　
Sum 1.0000E+00 5.2862E-01 1.5160E+00 　

McCARD (B)

　 kinf= 1.51391 (9) 　

Isotope Rabs Rfis Rνfis ν

Pu-238 1.9043E-04 2.3526E-05 6.9744E-05 2.9645 

Pu-239 8.2885E-01 5.2033E-01 1.4916E+00 2.8666 

Pu-240 1.4998E-01 2.3664E-04 7.2094E-04 3.0465 

Pu-241 9.8943E-03 7.3028E-03 2.1515E-02 2.9462 

Pu-242 2.4309E-03 9.7962E-06 3.0740E-05 3.1379 

O-16 1.6401E-05 　 　 　

C-nat 6.1531E-03 　 　 　

Si-nat 1.4987E-03 　 　 　

B-10 9.8905E-04 　 　 　

B-11 6.1546E-09 　 　 　

B-10 + B-11 9.8906E-04 　 　 　

Sum 1.0000E+00 5.2790E-01 1.5139E+00 　

Difference : ( A  B ) / B

　 kinf= 205 pcm 　 　

Isotope Rabs Rfis Rνfis ν

Pu-238 -0.293% -0.058% -0.077% -0.019%

Pu-239 0.062% 0.133% 0.132% -0.001%

Pu-240 -0.332% -0.475% -0.506% -0.031%

Pu-241 0.333% 0.316% 0.316% 0.000%

Pu-242 -3.920% -0.478% -0.518% -0.041%

O-16 -1.893% 　 　 　

C-nat 0.573% 　 　 　

Si-nat 0.270% 　 　 　

B-10 0.698% 　 　 　

B-11 0.584% 　 　 　

B-10 + B-11 0.698% 　 　 　

Sum 0.000% 0.135%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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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33. 단위 셀 (FCC, 900K) 계산 결과

Case DeCART2D (A)

FCC-T900

　 kinf= 1.48843 　 　

Isotope Rabs Rfis Rνfis ν

Pu-238 1.7592E-04 2.2937E-05 6.8021E-05 2.9656 
Pu-239 8.2087E-01 5.1268E-01 1.4693E+00 2.8660 
Pu-240 1.5879E-01 2.3738E-04 7.2268E-04 3.0444 
Pu-241 9.4867E-03 6.9840E-03 2.0576E-02 2.9462 
Pu-242 2.3350E-03 9.7487E-06 3.0579E-05 3.1367 
O-16 1.6083E-05 　 　 　
C-nat 5.9505E-03 　 　 　
Si-nat 1.4378E-03 　 　 　
B-10 9.4006E-04 　 　 　
B-11 5.8687E-09 　 　 　

B-10 + B-11 9.4006E-04 　 　 　
Sum 1.0000E+00 5.1993E-01 1.4907E+00 　

McCARD (B)

　 kinf= 1.49074 (10) 　

Isotope Rabs Rfis Rνfis ν

Pu-238 1.7654E-04 2.2950E-05 6.8073E-05 2.9662 

Pu-239 8.2032E-01 5.1189E-01 1.4671E+00 2.8660 

Pu-240 1.5927E-01 2.3852E-04 7.2639E-04 3.0454 

Pu-241 9.4695E-03 6.9731E-03 2.0544E-02 2.9462 

Pu-242 2.4772E-03 9.8013E-06 3.0755E-05 3.1379 

O-16 1.6391E-05 　 　 　

C-nat 5.9101E-03 　 　 　

Si-nat 1.4336E-03 　 　 　

B-10 9.3259E-04 　 　 　

B-11 5.8289E-09 　 　 　

B-10 + B-11 9.3260E-04 　 　 　

Sum 1.0000E+00 5.1913E-01 1.4884E+00 　

Difference : ( A  B ) / B

　 kinf= 231 pcm 　 　

Isotope Rabs Rfis Rνfis ν

Pu-238 -0.350% -0.057% -0.077% -0.020%

Pu-239 0.067% 0.154% 0.155% 0.000%

Pu-240 -0.300% -0.478% -0.510% -0.032%

Pu-241 0.182% 0.157% 0.157% 0.000%

Pu-242 -5.743% -0.536% -0.573% -0.038%

O-16 -1.874% 　 　 　

C-nat 0.683% 　 　 　

Si-nat 0.292% 　 　 　

B-10 0.800% 　 　 　

B-11 0.684% 　 　 　

B-10 + B-11 0.800% 　 　 　

Sum 0.000% 0.154%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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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34. 단위 셀 (FCC, 1200K) 계산 결과

Case DeCART2D (A)

FCC-T1200

　 kinf= 1.46605 　 　

Isotope Rabs Rfis Rνfis ν

Pu-238 1.6684E-04 2.2563E-05 6.6935E-05 2.9667 
Pu-239 8.1022E-01 5.0441E-01 1.4455E+00 2.8657 
Pu-240 1.7004E-01 2.3961E-04 7.2915E-04 3.0430 
Pu-241 9.1104E-03 6.6962E-03 1.9728E-02 2.9462 
Pu-242 2.3348E-03 9.7484E-06 3.0578E-05 3.1367 
O-16 1.6080E-05 　 　 　
C-nat 5.8069E-03 　 　 　
Si-nat 1.3987E-03 　 　 　
B-10 9.0628E-04 　 　 　
B-11 5.6743E-09 　 　 　

B-10 + B-11 9.0629E-04 　 　 　
Sum 1.0000E+00 5.1138E-01 1.4660E+00 　

McCARD (B)

　 kinf= 1.46353 (10) 　

Isotope Rabs Rfis Rνfis ν

Pu-238 1.6792E-04 2.2585E-05 6.7015E-05 2.9672 

Pu-239 8.0944E-01 5.0352E-01 1.4429E+00 2.8657 

Pu-240 1.7068E-01 2.4073E-04 7.3279E-04 3.0440 

Pu-241 9.1032E-03 6.6926E-03 1.9718E-02 2.9462 

Pu-242 2.5293E-03 9.8008E-06 3.0754E-05 3.1378 

O-16 1.6393E-05 　 　 　

C-nat 5.7701E-03 　 　 　

Si-nat 1.3951E-03 　 　 　

B-10 8.9933E-04 　 　 　

B-11 5.6366E-09 　 　 　

B-10 + B-11 8.9933E-04 　 　 　

Sum 1.0000E+00 5.1048E-01 1.4635E+00 　

Difference : ( A  B ) / B

　 kinf= 252 pcm 　 　

Isotope Rabs Rfis Rνfis ν

Pu-238 -0.644% -0.100% -0.118% -0.019%

Pu-239 0.097% 0.178% 0.178% 0.000%

Pu-240 -0.375% -0.466% -0.498% -0.032%

Pu-241 0.079% 0.053% 0.053% -0.001%

Pu-242 -7.689% -0.535% -0.571% -0.036%

O-16 -1.909% 　 　 　

C-nat 0.639% 　 　 　

Si-nat 0.258% 　 　 　

B-10 0.773% 　 　 　

B-11 0.668% 　 　 　

B-10 + B-11 0.773% 　 　 　

Sum 0.000% 0.176% 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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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35. 단위 셀 (FCC2, 300K) 계산 결과

Case DeCART2D (A)

FCC2-T300

　 kinf= 1.45698 　 　

Isotope Rabs Rfis Rνfis ν

Pu-238 1.8281E-04 2.2855E-05 6.7616E-05 2.9585 
Pu-239 8.0001E-01 5.0105E-01 1.4361E+00 2.8661 
Pu-240 1.8050E-01 2.2722E-04 6.8876E-04 3.0313 
Pu-241 9.2760E-03 6.8400E-03 2.0151E-02 2.9461 
Pu-242 2.3394E-03 8.9302E-06 2.7929E-05 3.1275 
O-16 1.3454E-05 　 　 　
C-nat 5.5157E-03 　 　 　
Si-nat 1.3230E-03 　 　 　
B-10 8.3967E-04 　 　 　
B-11 5.2879E-09 　 　 　

B-10 + B-11 8.3967E-04 　 　 　
Sum 1.0000E+00 5.0815E-01 1.4570E+00 　

McCARD (B)

　 kinf= 1.45113 (10) 　

Isotope Rabs Rfis Rνfis ν

Pu-238 1.8293E-04 2.2859E-05 6.7643E-05 2.9591 

Pu-239 7.9724E-01 4.9902E-01 1.4302E+00 2.8661 

Pu-240 1.8330E-01 2.2866E-04 6.9336E-04 3.0322 

Pu-241 9.2302E-03 6.8077E-03 2.0056E-02 2.9461 

Pu-242 2.3883E-03 8.9773E-06 2.8091E-05 3.1291 

O-16 1.3788E-05 　 　 　

C-nat 5.4898E-03 　 　 　

Si-nat 1.3198E-03 　 　 　

B-10 8.3316E-04 　 　 　

B-11 5.2556E-09 　 　 　

B-10 + B-11 8.3316E-04 　 　 　

Sum 1.0000E+00 5.0609E-01 1.4511E+00 　

Difference : ( A  B ) / B

　 kinf= 585 pcm 　 　

Isotope Rabs Rfis Rνfis ν

Pu-238 -0.068% -0.018% -0.040% -0.022%

Pu-239 0.348% 0.407% 0.407% 0.000%

Pu-240 -1.530% -0.631% -0.664% -0.032%

Pu-241 0.497% 0.475% 0.474% 0.000%

Pu-242 -2.046% -0.524% -0.576% -0.052%

O-16 -2.420% 　 　 　

C-nat 0.473% 　 　 　

Si-nat 0.247% 　 　 　

B-10 0.781% 　 　 　

B-11 0.614% 　 　 　

B-10 + B-11 0.781% 　 　 　

Sum 0.000% 0.407%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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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36. 단위 셀 (FCC2, 600K) 계산 결과

Case DeCART2D (A)

FCC2-T600

　 kinf= 1.43333 　 　

Isotope Rabs Rfis Rνfis ν

Pu-238 1.7151E-04 2.2389E-05 6.6264E-05 2.9597 
Pu-239 7.9157E-01 4.9310E-01 1.4130E+00 2.8656 
Pu-240 1.8951E-01 2.2901E-04 6.9394E-04 3.0302 
Pu-241 8.9904E-03 6.6184E-03 1.9499E-02 2.9461 
Pu-242 2.3376E-03 8.9293E-06 2.7926E-05 3.1275 
O-16 1.3449E-05 　 　 　
C-nat 5.3388E-03 　 　 　
Si-nat 1.2743E-03 　 　 　
B-10 7.9796E-04 　 　 　
B-11 5.0482E-09 　 　 　

B-10 + B-11 7.9797E-04 　 　 　
Sum 1.0000E+00 4.9997E-01 1.4333E+00 　

McCARD (B)

　 kinf= 1.42838 (10) 　

Isotope Rabs Rfis Rνfis ν

Pu-238 1.7167E-04 2.2385E-05 6.6269E-05 2.9604 

Pu-239 7.8928E-01 4.9132E-01 1.4079E+00 2.8656 

Pu-240 1.9177E-01 2.3045E-04 6.9857E-04 3.0313 

Pu-241 8.9527E-03 6.5905E-03 1.9417E-02 2.9462 

Pu-242 2.4328E-03 8.9822E-06 2.8107E-05 3.1291 

O-16 1.3807E-05 　 　 　

C-nat 5.3117E-03 　 　 　

Si-nat 1.2707E-03 　 　 　

B-10 7.9031E-04 　 　 　

B-11 5.0085E-09 　 　 　

B-10 + B-11 7.9031E-04 　 　 　

Sum 1.0000E+00 4.9817E-01 1.4282E+00 　

Difference : ( A  B ) / B

　 kinf= 495 pcm 　 　

Isotope Rabs Rfis Rνfis ν

Pu-238 -0.088% 0.015% -0.009% -0.024%

Pu-239 0.289% 0.361% 0.362% 0.001%

Pu-240 -1.180% -0.626% -0.663% -0.037%

Pu-241 0.420% 0.422% 0.422% -0.001%

Pu-242 -3.912% -0.589% -0.641% -0.052%

O-16 -2.591% 　 　 　

C-nat 0.509% 　 　 　

Si-nat 0.282% 　 　 　

B-10 0.968% 　 　 　

B-11 0.793% 　 　 　

B-10 + B-11 0.968% 　 　 　

Sum 0.000% 0.361% 0.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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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37. 단위 셀 (FCC2, 900K) 계산 결과

Case DeCART2D (A)

FCC2-T900

　 kinf= 1.40975 　 　

Isotope Rabs Rfis Rνfis ν

Pu-238 1.6208E-04 2.1999E-05 6.5134E-05 2.9607 
Pu-239 7.8201E-01 4.8518E-01 1.3902E+00 2.8653 
Pu-240 1.9961E-01 2.3100E-04 6.9972E-04 3.0291 
Pu-241 8.6732E-03 6.3740E-03 1.8779E-02 2.9462 
Pu-242 2.3362E-03 8.9288E-06 2.7925E-05 3.1275 
O-16 1.3445E-05 　 　 　
C-nat 5.1949E-03 　 　 　
Si-nat 1.2347E-03 　 　 　
B-10 7.6404E-04 　 　 　
B-11 4.8530E-09 　 　 　

B-10 + B-11 7.6404E-04 　 　 　
Sum 1.0000E+00 4.9181E-01 1.4097E+00 　

McCARD (B)

　 kinf= 1.40462 (10) 　

Isotope Rabs Rfis Rνfis ν

Pu-238 1.6241E-04 2.1998E-05 6.5147E-05 2.9614 

Pu-239 7.7981E-01 4.8341E-01 1.3851E+00 2.8653 

Pu-240 2.0173E-01 2.3240E-04 7.0421E-04 3.0302 

Pu-241 8.6579E-03 6.3631E-03 1.8747E-02 2.9462 

Pu-242 2.4784E-03 8.9842E-06 2.8112E-05 3.1290 

O-16 1.3786E-05 　 　 　

C-nat 5.1613E-03 　 　 　

Si-nat 1.2313E-03 　 　 　

B-10 7.5639E-04 　 　 　

B-11 4.8127E-09 　 　 　

B-10 + B-11 7.5639E-04 　 　 　

Sum 1.0000E+00 4.9004E-01 1.4046E+00 　

Difference : ( A  B ) / B

　 kinf= 513 pcm 　 　

Isotope Rabs Rfis Rνfis ν

Pu-238 -0.207% 0.003% -0.021% -0.024%

Pu-239 0.283% 0.366% 0.367% 0.001%

Pu-240 -1.053% -0.603% -0.638% -0.035%

Pu-241 0.176% 0.171% 0.171% 0.000%

Pu-242 -5.738% -0.617% -0.664% -0.048%

O-16 -2.475% 　 　 　

C-nat 0.652% 　 　 　

Si-nat 0.280% 　 　 　

B-10 1.012% 　 　 　

B-11 0.836% 　 　 　

B-10 + B-11 1.012% 　 　 　

Sum 0.000% 0.363% 0.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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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38. 단위 셀 (FCC2, 1200K) 계산 결과

Case DeCART2D (A)

FCC2-
T1200

　 kinf= 1.38576 　 　

Isotope Rabs Rfis Rνfis ν

Pu-238 1.5586E-04 2.1743E-05 6.4390E-05 2.9615 
Pu-239 7.7060E-01 4.7704E-01 1.3668E+00 2.8651 
Pu-240 2.1143E-01 2.3333E-04 7.0646E-04 3.0278 
Pu-241 8.4000E-03 6.1671E-03 1.8170E-02 2.9462 
Pu-242 2.3355E-03 8.9284E-06 2.7924E-05 3.1275 
O-16 1.3442E-05 　 　 　
C-nat 5.1088E-03 　 　 　
Si-nat 1.2110E-03 　 　 　
B-10 7.4369E-04 　 　 　
B-11 4.7359E-09 　 　 　

B-10 + B-11 7.4370E-04 　 　 　
Sum 1.0000E+00 4.8348E-01 1.3858E+00 　

McCARD (B)

　 kinf= 1.38051 (10) 　

Isotope Rabs Rfis Rνfis ν

Pu-238 1.5672E-04 2.1756E-05 6.4444E-05 2.9621 

Pu-239 7.6834E-01 4.7528E-01 1.3617E+00 2.8651 

Pu-240 2.1353E-01 2.3471E-04 7.1089E-04 3.0288 

Pu-241 8.4008E-03 6.1680E-03 1.8172E-02 2.9462 

Pu-242 2.5276E-03 8.9868E-06 2.8119E-05 3.1289 

O-16 1.3789E-05 　 　 　

C-nat 5.0843E-03 　 　 　

Si-nat 1.2091E-03 　 　 　

B-10 7.3693E-04 　 　 　

B-11 4.7008E-09 　 　 　

B-10 + B-11 7.3694E-04 　 　 　

Sum 1.0000E+00 4.8171E-01 1.3807E+00 　

Difference : ( A  B ) / B

　 kinf= 525 pcm 　 　

Isotope Rabs Rfis Rνfis ν

Pu-238 -0.552% -0.062% -0.085% -0.023%

Pu-239 0.294% 0.372% 0.374% 0.002%

Pu-240 -0.982% -0.588% -0.623% -0.036%

Pu-241 -0.009% -0.014% -0.014% 0.000%

Pu-242 -7.599% -0.650% -0.694% -0.045%

O-16 -2.520% 　 　 　

C-nat 0.482% 　 　 　

Si-nat 0.164% 　 　 　

B-10 0.917% 　 　 　

B-11 0.748% 　 　 　

B-10 + B-11 0.917% 　 　 　

Sum 0.000% 0.366% 0.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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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39. 단위 셀 (FCC1, 300K) 계산 결과

Case DeCART2D (A)

FCC1-T300

　 kinf= 1.44198 　 　

Isotope Rabs Rfis Rνfis ν

Pu-238 1.7937E-04 2.2665E-05 6.7044E-05 2.9580 
Pu-239 7.9311E-01 4.9597E-01 1.4214E+00 2.8659 
Pu-240 1.8774E-01 2.2676E-04 6.8684E-04 3.0290 
Pu-241 9.1145E-03 6.7182E-03 1.9793E-02 2.9461 
Pu-242 2.3389E-03 8.8226E-06 2.7581E-05 3.1262 
O-16 1.3116E-05 　 　 　
C-nat 5.3872E-03 　 　 　
Si-nat 1.2993E-03 　 　 　
B-10 8.0910E-04 　 　 　
B-11 5.1117E-09 　 　 　

B-10 + B-11 8.0910E-04 　 　 　
Sum 1.0000E+00 5.0294E-01 1.4420E+00 　

McCARD (B)

　 kinf= 1.43586 (11) 　

Isotope Rabs Rfis Rνfis ν

Pu-238 1.7947E-04 2.2667E-05 6.7067E-05 2.9587 

Pu-239 7.9023E-01 4.9386E-01 1.4154E+00 2.8659 

Pu-240 1.9064E-01 2.2824E-04 6.9160E-04 3.0301 

Pu-241 9.0721E-03 6.6883E-03 1.9704E-02 2.9461 

Pu-242 2.3912E-03 8.8727E-06 2.7753E-05 3.1280 

O-16 1.3497E-05 　 　 　

C-nat 5.3682E-03 　 　 　

Si-nat 1.2970E-03 　 　 　

B-10 8.0305E-04 　 　 　

B-11 5.0822E-09 　 　 　

B-10 + B-11 8.0306E-04 　 　 　

Sum 1.0000E+00 5.0081E-01 1.4358E+00 　

Difference : ( A  B ) / B

　 kinf= 612 pcm 　 　

Isotope Rabs Rfis Rνfis ν

Pu-238 -0.060% -0.010% -0.034% -0.024%

Pu-239 0.365% 0.427% 0.427% 0.000%

Pu-240 -1.520% -0.652% -0.689% -0.037%

Pu-241 0.467% 0.448% 0.447% 0.000%

Pu-242 -2.189% -0.565% -0.621% -0.057%

O-16 -2.825% 　 　 　

C-nat 0.355% 　 　 　

Si-nat 0.172% 　 　 　

B-10 0.753% 　 　 　

B-11 0.580% 　 　 　

B-10 + B-11 0.753% 　 　 　

Sum 0.000% 0.427%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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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40. 단위 셀 (FCC1, 600K) 계산 결과

Case DeCART2D (A)

FCC1-T600

　 kinf= 1.41885 　 　

Isotope Rabs Rfis Rνfis ν

Pu-238 1.6887E-04 2.2231E-05 6.5786E-05 2.9591 

Pu-239 7.8460E-01 4.8818E-01 1.3989E+00 2.8655 

Pu-240 1.9678E-01 2.2855E-04 6.9202E-04 3.0279 

Pu-241 8.8459E-03 6.5100E-03 1.9179E-02 2.9461 

Pu-242 2.3370E-03 8.8217E-06 2.7578E-05 3.1262 

O-16 1.3111E-05 　 　 　

C-nat 5.2250E-03 　 　 　

Si-nat 1.2538E-03 　 　 　
B-10 7.7087E-04 　 　 　
B-11 4.8920E-09 　 　 　

B-10 + B-11 7.7088E-04 　 　 　
Sum 1.0000E+00 4.9495E-01 1.4189E+00 　

McCARD (B)

　 kinf= 1.41362 (10) 　

Isotope Rabs Rfis Rνfis ν

Pu-238 1.6901E-04 2.2223E-05 6.5777E-05 2.9599 

Pu-239 7.8227E-01 4.8638E-01 1.3937E+00 2.8655 

Pu-240 1.9909E-01 2.2994E-04 6.9651E-04 3.0291 

Pu-241 8.8114E-03 6.4842E-03 1.9103E-02 2.9461 

Pu-242 2.4309E-03 8.8738E-06 2.7756E-05 3.1279 

O-16 1.3469E-05 　 　 　

C-nat 5.1990E-03 　 　 　

Si-nat 1.2507E-03 　 　 　

B-10 7.6382E-04 　 　 　

B-11 4.8561E-09 　 　 　

B-10 + B-11 7.6382E-04 　 　 　

Sum 1.0000E+00 4.9312E-01 1.4136E+00 　

Difference : ( A  B ) / B

　 kinf= 523 pcm 　 　

Isotope Rabs Rfis Rνfis ν

Pu-238 -0.086% 0.039% 0.014% -0.025%

Pu-239 0.298% 0.370% 0.372% 0.002%

Pu-240 -1.158% -0.607% -0.645% -0.038%

Pu-241 0.392% 0.397% 0.396% -0.001%

Pu-242 -3.863% -0.588% -0.641% -0.053%

O-16 -2.657% 　 　 　

C-nat 0.501% 　 　 　

Si-nat 0.247% 　 　 　

B-10 0.923% 　 　 　

B-11 0.741% 　 　 　

B-10 + B-11 0.923% 　 　 　

Sum 0.000% 0.370% 0.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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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41. 단위 셀 (FCC1, 900K) 계산 결과

Case DeCART2D (A)

FCC1-T900

　 kinf= 1.39577 　 　

Isotope Rabs Rfis Rνfis ν

Pu-238 1.6009E-04 2.1869E-05 6.4734E-05 2.9601 
Pu-239 7.7504E-01 4.8041E-01 1.3765E+00 2.8652 
Pu-240 2.0685E-01 2.3053E-04 6.9776E-04 3.0268 
Pu-241 8.5487E-03 6.2813E-03 1.8506E-02 2.9462 
Pu-242 2.3357E-03 8.8211E-06 2.7577E-05 3.1262 
O-16 1.3106E-05 　 　 　
C-nat 5.0940E-03 　 　 　
Si-nat 1.2171E-03 　 　 　
B-10 7.3996E-04 　 　 　
B-11 4.7142E-09 　 　 　

B-10 + B-11 7.3996E-04 　 　 　
Sum 1.0000E+00 4.8695E-01 1.3958E+00 　

McCARD (B)

　 kinf= 1.39074 (10) 　

Isotope Rabs Rfis Rνfis ν

Pu-238 1.6045E-04 2.1866E-05 6.4742E-05 2.9608 

Pu-239 7.7284E-01 4.7865E-01 1.3714E+00 2.8652 

Pu-240 2.0897E-01 2.3195E-04 7.0233E-04 3.0279 

Pu-241 8.5379E-03 6.2734E-03 1.8483E-02 2.9462 

Pu-242 2.4761E-03 8.8786E-06 2.7770E-05 3.1278 

O-16 1.3456E-05 　 　 　

C-nat 5.0603E-03 　 　 　

Si-nat 1.2144E-03 　 　 　

B-10 7.3302E-04 　 　 　

B-11 4.6779E-09 　 　 　

B-10 + B-11 7.3302E-04 　 　 　

Sum 1.0000E+00 4.8518E-01 1.3907E+00 　

Difference : ( A  B ) / B

　 kinf= 503 pcm 　 　

Isotope Rabs Rfis Rνfis ν

Pu-238 -0.225% 0.013% -0.012% -0.025%

Pu-239 0.286% 0.369% 0.370% 0.001%

Pu-240 -1.014% -0.613% -0.650% -0.036%

Pu-241 0.126% 0.125% 0.125% 0.000%

Pu-242 -5.669% -0.648% -0.696% -0.049%

O-16 -2.600% 　 　 　

C-nat 0.667% 　 　 　

Si-nat 0.217% 　 　 　

B-10 0.947% 　 　 　

B-11 0.777% 　 　 　

B-10 + B-11 0.947% 　 　 　

Sum 0.000% 0.365% 0.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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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42. 단위 셀 (FCC1, 1200K) 계산 결과

Case DeCART2D (A)

FCC1-
T1200

　 kinf= 1.37211 　 　

Isotope Rabs Rfis Rνfis ν

Pu-238 1.5429E-04 2.1630E-05 6.4041E-05 2.9608 
Pu-239 7.6365E-01 4.7238E-01 1.3534E+00 2.8650 
Pu-240 2.1862E-01 2.3284E-04 7.0447E-04 3.0255 
Pu-241 8.2919E-03 6.0872E-03 1.7934E-02 2.9462 
Pu-242 2.3351E-03 8.8208E-06 2.7576E-05 3.1262 
O-16 1.3104E-05 　 　 　
C-nat 5.0159E-03 　 　 　
Si-nat 1.1951E-03 　 　 　
B-10 7.2149E-04 　 　 　
B-11 4.6080E-09 　 　 　

B-10 + B-11 7.2150E-04 　 　 　
Sum 1.0000E+00 4.7873E-01 1.3721E+00 　

McCARD (B)

　 kinf= 1.36691 (11) 　

Isotope Rabs Rfis Rνfis ν

Pu-238 1.5517E-04 2.1645E-05 6.4102E-05 2.9615 

Pu-239 7.6134E-01 4.7058E-01 1.3482E+00 2.8650 

Pu-240 2.2077E-01 2.3431E-04 7.0918E-04 3.0267 

Pu-241 8.2965E-03 6.0907E-03 1.7945E-02 2.9462 

Pu-242 2.5277E-03 8.8836E-06 2.7785E-05 3.1277 

O-16 1.3464E-05 　 　 　

C-nat 4.9877E-03 　 　 　

Si-nat 1.1937E-03 　 　 　

B-10 7.1541E-04 　 　 　

B-11 4.5764E-09 　 　 　

B-10 + B-11 7.1541E-04 　 　 　

Sum 1.0000E+00 4.7694E-01 1.3670E+00 　

Difference : ( A  B ) / B

　 kinf= 520 pcm 　 　

Isotope Rabs Rfis Rνfis ν

Pu-238 -0.572% -0.072% -0.096% -0.024%

Pu-239 0.303% 0.381% 0.383% 0.002%

Pu-240 -0.972% -0.626% -0.664% -0.039%

Pu-241 -0.055% -0.059% -0.060% -0.001%

Pu-242 -7.621% -0.707% -0.754% -0.048%

O-16 -2.678% 　 　 　

C-nat 0.565% 　 　 　

Si-nat 0.118% 　 　 　

B-10 0.850% 　 　 　

B-11 0.689% 　 　 　

B-10 + B-11 0.850% 　 　 　

Sum 0.000% 0.375% 0.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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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43. 단위 셀 (FCC2, 300K) PSM 계산 결과

Case PSM-DeCART2D (A)

FCC2-T300
PSM

　 kinf= 1.45094 　 　

Isotope Rabs Rfis Rνfis ν

Pu-238 1.8422E-04 2.2976E-05 6.7967E-05 2.9582 
Pu-239 7.9753E-01 4.9898E-01 1.4301E+00 2.8661 
Pu-240 1.8313E-01 2.2837E-04 6.9209E-04 3.0306 
Pu-241 9.2216E-03 6.7972E-03 2.0025E-02 2.9461 
Pu-242 2.2815E-03 8.9277E-06 2.7922E-05 3.1275 
O-16 1.3452E-05 　 　 　
C-nat 5.4944E-03 　 　 　
Si-nat 1.3167E-03 　 　 　
B-10 8.3473E-04 　 　 　
B-11 5.2590E-09 　 　 　

B-10 + B-11 8.3473E-04 　 　 　
Sum 1.0000E+00 5.0604E-01 1.4509E+00 　

McCARD (B)

　 kinf= 1.45113 (10) 　

Isotope Rabs Rfis Rνfis ν

Pu-238 1.8293E-04 2.2859E-05 6.7643E-05 2.9591 

Pu-239 7.9724E-01 4.9902E-01 1.4302E+00 2.8661 

Pu-240 1.8330E-01 2.2866E-04 6.9336E-04 3.0322 

Pu-241 9.2302E-03 6.8077E-03 2.0056E-02 2.9461 

Pu-242 2.3883E-03 8.9773E-06 2.8091E-05 3.1291 

O-16 1.3788E-05 　 　 　

C-nat 5.4898E-03 　 　 　

Si-nat 1.3198E-03 　 　 　

B-10 8.3316E-04 　 　 　

B-11 5.2556E-09 　 　 　

B-10 + B-11 8.3316E-04 　 　 　

Sum 1.0000E+00 5.0609E-01 1.4511E+00 　

Difference : ( A  B ) / B

　 kinf= -19 pcm 　 　

Isotope Rabs Rfis Rνfis ν

Pu-238 0.706% 0.511% 0.479% -0.032%

Pu-239 0.036% -0.007% -0.007% 0.000%

Pu-240 -0.097% -0.129% -0.184% -0.055%

Pu-241 -0.093% -0.155% -0.154% 0.000%

Pu-242 -4.470% -0.552% -0.602% -0.050%

O-16 -2.436% 　 　 　

C-nat 0.085% 　 　 　

Si-nat -0.236% 　 　 　

B-10 0.188% 　 　 　

B-11 0.065% 　 　 　

B-10 + B-11 0.188% 　 　 　

Sum 0.000% -0.009%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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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44. 단위 셀 (FCC2, 600K) PSM 계산 결과

Case PSM-DeCART2D (A)

FCC2-T600
PSM

　 kinf= 1.42832 　 　

Isotope Rabs Rfis Rνfis ν

Pu-238 1.7301E-04 2.2510E-05 6.6617E-05 2.9594 
Pu-239 7.8962E-01 4.9139E-01 1.4081E+00 2.8657 
Pu-240 1.9158E-01 2.3003E-04 6.9691E-04 3.0296 
Pu-241 8.9417E-03 6.5801E-03 1.9386E-02 2.9461 
Pu-242 2.2925E-03 8.9279E-06 2.7922E-05 3.1275 
O-16 1.3448E-05 　 　 　
C-nat 5.3207E-03 　 　 　
Si-nat 1.2689E-03 　 　 　
B-10 7.9380E-04 　 　 　
B-11 5.0238E-09 　 　 　

B-10 + B-11 7.9380E-04 　 　 　
Sum 1.0000E+00 4.9823E-01 1.4283E+00 　

McCARD (B)

　 kinf= 1.42838 (10) 　

Isotope Rabs Rfis Rνfis ν

Pu-238 1.7167E-04 2.2385E-05 6.6269E-05 2.9604 

Pu-239 7.8928E-01 4.9132E-01 1.4079E+00 2.8656 

Pu-240 1.9177E-01 2.3045E-04 6.9857E-04 3.0313 

Pu-241 8.9527E-03 6.5905E-03 1.9417E-02 2.9462 

Pu-242 2.4328E-03 8.9822E-06 2.8107E-05 3.1291 

O-16 1.3807E-05 　 　 　

C-nat 5.3117E-03 　 　 　

Si-nat 1.2707E-03 　 　 　

B-10 7.9031E-04 　 　 　

B-11 5.0085E-09 　 　 　

B-10 + B-11 7.9031E-04 　 　 　

Sum 1.0000E+00 4.9817E-01 1.4282E+00 　

Difference : ( A  B ) / B

　 kinf= -6 pcm 　 　

Isotope Rabs Rfis Rνfis ν

Pu-238 0.785% 0.559% 0.524% -0.035%

Pu-239 0.042% 0.013% 0.014% 0.001%

Pu-240 -0.100% -0.181% -0.237% -0.056%

Pu-241 -0.123% -0.158% -0.158% 0.000%

Pu-242 -5.764% -0.605% -0.655% -0.051%

O-16 -2.598% 　 　 　

C-nat 0.170% 　 　 　

Si-nat -0.147% 　 　 　

B-10 0.442% 　 　 　

B-11 0.306% 　 　 　

B-10 + B-11 0.442% 　 　 　

Sum 0.000% 0.01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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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45. 단위 셀 (FCC2, 900K) PSM 계산 결과

Case PSM-DeCART2D (A)

FCC2-T900
PSM

　 kinf= 1.40521 　 　

Isotope Rabs Rfis Rνfis ν

Pu-238 1.6363E-04 2.2122E-05 6.5489E-05 2.9604 
Pu-239 7.8029E-01 4.8363E-01 1.3857E+00 2.8653 
Pu-240 2.0144E-01 2.3196E-04 7.0249E-04 3.0285 
Pu-241 8.6287E-03 6.3391E-03 1.8676E-02 2.9462 
Pu-242 2.2988E-03 8.9279E-06 2.7922E-05 3.1275 
O-16 1.3444E-05 　 　 　
C-nat 5.1789E-03 　 　 　
Si-nat 1.2298E-03 　 　 　
B-10 7.6033E-04 　 　 　
B-11 4.8313E-09 　 　 　

B-10 + B-11 7.6034E-04 　 　 　
Sum 1.0000E+00 4.9023E-01 1.4052E+00 　

McCARD (B)

　 kinf= 1.40462 (10) 　

Isotope Rabs Rfis Rνfis ν

Pu-238 1.6241E-04 2.1998E-05 6.5147E-05 2.9614 

Pu-239 7.7981E-01 4.8341E-01 1.3851E+00 2.8653 

Pu-240 2.0173E-01 2.3240E-04 7.0421E-04 3.0302 

Pu-241 8.6579E-03 6.3631E-03 1.8747E-02 2.9462 

Pu-242 2.4784E-03 8.9842E-06 2.8112E-05 3.1290 

O-16 1.3786E-05 　 　 　

C-nat 5.1613E-03 　 　 　

Si-nat 1.2313E-03 　 　 　

B-10 7.5639E-04 　 　 　

B-11 4.8127E-09 　 　 　

B-10 + B-11 7.5639E-04 　 　 　

Sum 1.0000E+00 4.9004E-01 1.4046E+00 　

Difference : ( A  B ) / B

　 kinf= 59 pcm 　 　

Isotope Rabs Rfis Rνfis ν

Pu-238 0.750% 0.560% 0.524% -0.035%

Pu-239 0.062% 0.045% 0.046% 0.001%

Pu-240 -0.147% -0.191% -0.244% -0.054%

Pu-241 -0.338% -0.378% -0.378% 0.000%

Pu-242 -7.245% -0.626% -0.673% -0.047%

O-16 -2.483% 　 　 　

C-nat 0.342% 　 　 　

Si-nat -0.118% 　 　 　

B-10 0.522% 　 　 　

B-11 0.385% 　 　 　

B-10 + B-11 0.522% 　 　 　

Sum 0.000% 0.03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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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46. 단위 셀 (FCC2, 1200K) PSM 계산 결과

Case PSM-DeCART2D (A)

FCC2-
T1200
PSM

　 kinf= 1.38149 　 　

Isotope Rabs Rfis Rνfis ν

Pu-238 1.5744E-04 2.1865E-05 6.4745E-05 2.9611 
Pu-239 7.6901E-01 4.7559E-01 1.3626E+00 2.8651 
Pu-240 2.1312E-01 2.3424E-04 7.0909E-04 3.0272 
Pu-241 8.3588E-03 6.1347E-03 1.8074E-02 2.9462 
Pu-242 2.3037E-03 8.9280E-06 2.7923E-05 3.1276 
O-16 1.3441E-05 　 　 　
C-nat 5.0940E-03 　 　 　
Si-nat 1.2065E-03 　 　 　
B-10 7.4026E-04 　 　 　
B-11 4.7158E-09 　 　 　

B-10 + B-11 7.4026E-04 　 　 　
Sum 1.0000E+00 4.8199E-01 1.3815E+00 　

McCARD (B)

　 kinf= 1.38051 (10) 　

Isotope Rabs Rfis Rνfis ν

Pu-238 1.5672E-04 2.1756E-05 6.4444E-05 2.9621 

Pu-239 7.6834E-01 4.7528E-01 1.3617E+00 2.8651 

Pu-240 2.1353E-01 2.3471E-04 7.1089E-04 3.0288 

Pu-241 8.4008E-03 6.1680E-03 1.8172E-02 2.9462 

Pu-242 2.5276E-03 8.9868E-06 2.8119E-05 3.1289 

O-16 1.3789E-05 　 　 　

C-nat 5.0843E-03 　 　 　

Si-nat 1.2091E-03 　 　 　

B-10 7.3693E-04 　 　 　

B-11 4.7008E-09 　 　 　

B-10 + B-11 7.3694E-04 　 　 　

Sum 1.0000E+00 4.8171E-01 1.3807E+00 　

Difference : ( A  B ) / B

　 kinf= 98 pcm 　 　

Isotope Rabs Rfis Rνfis ν

Pu-238 0.462% 0.502% 0.467% -0.034%

Pu-239 0.087% 0.066% 0.067% 0.001%

Pu-240 -0.194% -0.200% -0.253% -0.053%

Pu-241 -0.500% -0.540% -0.539% 0.000%

Pu-242 -8.858% -0.654% -0.699% -0.044%

O-16 -2.526% 　 　 　

C-nat 0.189% 　 　 　

Si-nat -0.215% 　 　 　

B-10 0.451% 　 　 　

B-11 0.320% 　 　 　

B-10 + B-11 0.451% 　 　 　

Sum 0.000% 0.058%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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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72. U-235 및 Pu-239의 핵반응단면적 비교

표 2.1.1-47. GT-MHR 핵연료블록 무한증배계수 계산 결과

McCARD DeCART2D
Difference

[pcm]kinf

PSM Energy Grp
kinf

Upp Low

with BP 1.20432 64 180 1.20675 243

without BP 1.51212 64 180 1.50980 -237

(3) 전산 효율성을 위한 육각형 기반 해석 함수 전개 노달법 개발

   (가)  서론

CAPP [2.1.1-27]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유한요소법(FEM)으로 중성자 확산 방정식을 푸는 

고온가스로(HTGR) 노심의 중성자 분석을 하는 전산 코드이다. 이 코드는 일반 삼각 프리즘 유한 

요소를 사용한다. CAPP는 2차 또는 불완전 2차와 같은 유한 요소 차수 옵션을 사용하여 수많은 

HTGR의 실제 설계 작업에 적용함으로써 HTGR 노심을 정확하게 분석 할 수 있는 것이 입증되었

다. 그러나 한 가지 단점은 다중 노드 병렬 계산 클러스터에서도 3차원 HTGR 노심의 한 연소 주

기를 분석하는 데에도 몇 시간이 걸릴 정도로 계산 시간이 느린 것이다.

고차 FEM의 계산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육각형 기하 구조에서 AFEN (Analytic Function 

Expansion Nodal, 해석 함수 전개 노달) 방법 [2.1.1-28~32]을 기반으로 한 노달 방법을 C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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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구현하고자 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6각 프리즘형 HTGR에만 연구개발 노력을 집중하기로 

하였으므로 다양한 형상 처리의 유연성 때문에 채택한 FEM에 더 이상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 여기

에 적용된 AFEN 버전은 참고문헌 [2.1.1-31]에 소개된 개선된 AFEN 방법이다. 이 방법에서, 개선

은 횡 방향 선형 함수와 결합된 기저 해석 함수를 노드 내 중성자속 전개에 추가함으로써 이루어졌

다. 경계면에서 가중 평균 중성자속으로 정의된 중성자속 모멘트가 추가된 기저 해석 함수에 대응하

는 노드 미지수로 사용된다. 참고문헌 [2.1.1-31]에서 제안된 가중 함수 중 경계면과 평행한 방향의 

계단 함수가 본 연구에서 가중 함수로 사용되었다. 반면, 격자점 중성자속은 더 이상 노드 미지수로 

사용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격자점 중성자속 없이도 충분한 정확도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

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2.1.1-31]에 따르면, 격자점 중성자속이 없이도 개선된 AFEN 방법은 격자

점 중성자속이 있는 원래 AFEN 방법[2.1.1-28]보다 훨씬 우수한 정확도를 제공한다.

목표가 CAPP의 계산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임을 상기하면, 본 연구에서는 개선된 AFEN 방법에 대

한 효율적인 수치 체계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응답 행렬 방법에 기

초한 수치 체계는 참고문헌 [2.1.1-31]에 있는 원래의 개선된 AFEN 방법보다 수치적으로 더욱 효

율적인 것으로 간주 된다. (이 일반적인 인식은 이 논문의 결과에 의해서도 뒷받침 된다.) 응답 행렬 

방법은 원래의 개선된 AFEN 방법에 사용된 경계면 중성자속 대신 경계면 부분 중성자류를 노드 미

지수로 사용한다. 응답 행렬 방법은 각 내부 반복 단계에서 노드의 경계면에 들어오는 부분 중성자

류 경계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각 노드의 나가는 부분 중성자류를 업데이트한다. 따라서 노드 미지수 

및 그들의 계수 행렬이 계산되는 도메인이 이웃 노드와 독립적으로 그 한 노드 내에로만 제한된다

는 이점이 있다. 계산 시간을 단축하려는 목표에 부합하여, 응답 행렬 계산이 단일 노드로 제한되는 

특성은 다음에 설명되는 계산 노드의 RGB (Red-Green-Blue) 분할과 결합하여 병렬 계산에 매우 

유리하다.

비선형 유한 차분법 (Finite Difference Method, FDM) 반복 기법 [2.1.1-33]이 고차 중성자 확산 

및 수송 방법에 대한 가속 기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계산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무

엇보다도 우선 개선된 AFEN 방법과 등가한 비선형 FDM 응답 행렬 방법을 시도하였다. 이 기법은 

참고문헌[2.1.1-34]과 같이 각 경계면에 대해 두 개의 비선형 보정 계수를 채택한다. 그러나 2 노드 

문제를 푸는 그 참고 문헌에서와는 달리 여기서는 단일 노드 문제를 풀어서 경계면 비선형 보정 계

수를 결정하였다. 이는 단일 노드 기반 방식이 입력 (즉, 입사 중성자류)에 대한 단일 노드의 응답

(즉, 출사 부분 중성자류)으로 정의 될 수 있는 응답 행렬의 개념에 더 적합하다는 사실에 의해 정

당화 될 수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 모든 계산을 단일 노드 기반으로 만드는 것은 수식 도출, 

병렬 계산을 포함한 컴퓨터 구현 및 유지 관리에 많은 이점을 준다.

가속 기법으로서 비선형 FDM의 큰 성공으로 인한 희망적인 기대와는 달리, 여기서 시도된 개선된 

AFEN 방법과 등가인 FDM 응답 행렬 방법은 수치적으로 안정적인 해를 제공할 수 없었

다.[2.1.1-36] 수치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참고문헌 [2.1.1-36]에서 권고된 것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시도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성공하지 못하였다. 비선형 FDM 응답 행렬 방법은 기본적으로 

단일 노드 AFEN 해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에는 성공하지 못한다.

단일 노드 문제 대신 2노드 문제를 사용함으로써 안정성이 증가한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있는데, 이

는 두 노드 문제가 단일 노드 문제보다 인접한 노드 사이의 연관 효과를 더 빨리 반영하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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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우리는 단일 노드 기반 계산의 많은 장점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따라서 수치적 안정

성을 보장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AFEN과 등가인 2 노드 비선형 FDM 응답 행렬로 우회하지 않

고 경계면 부분 중성자류 및 그 모멘트로 개선된 AFEN의 응답 행렬을 직접 수식화하였다. 또, 본 

연구에서는 이 방법의 수치 성능을 보여주기 위하여 수치적 오차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제안된 방법을 이용한 2차원 원자로 노심 분석 결과만을 제시한다. 3 차원으로 확장되더

라도 주요 수치 특성은 거의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다.

   (나)  방법론

나가는 경계면 부분 중성자류를 들어오는 경계면 부분 중성자류로 표현하는 개선된 AFEN 응답 행

렬을 도출하는 것은 편의를 위해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에서 경계면 중성자속과 경계

면 중성자류 사이의 관계를 얻기 위해 AFEN으로 단일 노드를 푼다. 두 번째 단계에서, 이 관계에 

있는 경계면 중성자속 및 경계면 중성자류를 입사 및 출사 경계면 부분 중성자류로 대체함으로써 

응답 행렬을 도출한다.

첫 번째 단계는 참고 문헌 [2.1.1-31]에서 설명한 것과 거의 동일하지만, 가독성을 위해 본 보고서

에서도 반복한다.

① 단일 노드에 대한 개선된 AFEN의 해 [2.1.1-31]

  1) 노드 내 중성자속 전개

개선된 AFEN 방법으로 경계면 중성자류 및 중성자류 모멘트를 경계조건으로 단일 노드 문제를 푸

는 방법은 노드 내 중성자속 분포를 횡 방향 선형 함수가 있거나 없는 해석 기반 함수로 전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2.1.1-55)(1)

여기서

sinhcosh (2.1.1-56)

  (2.1.1-57)

이고 D와 Σ는 각각 확산 계수와 단면적 행렬이고 A와 B는 전개 계수이다. (x,y), (u,v) 및 (p,q)는 

편의상 도입된 그림 2.1.1-73의 3개의 좌표이다. 아래 첨자 e 또는 o는 각각 y 방향의 우함수 또

는 기함수 항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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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73. 3개의 좌표계와 6개의 경계면

이 중성자속 전개에는 각각 하나의 계수를 가진 12개의 항이 있으며, 이들 모두는 노드에 대한 확

산 방정식을 완전히 만족한다. 물론, 이 확장의 계수와 기본 함수는 모두 에너지 군의 개수를 차수

로 갖는 벡터 및 정방 행렬이다. 그러나 행렬 함수 이론 덕분에 Λ의 함수를 제외한 다른 행렬 함수

가 포함되지 않는 한 스칼라처럼 취급 할 수 있다. [2.1.1-38~39]

노드의 평균 중성자속은 이 중성자속 전개로 인해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2.1.1-58)

예를 들어, x1 경계면에서의 경계면 중성자속과 중성자속 모멘트는 각각

 


 










 (2.1.1-59)

  


 










 (2.1.1-60)

이다. 여기서 w(y)는 가중 함수이다. 참고 문헌 [2.1.1-31]에서 제안된 두 가지 유형의 가중 함수, 

즉 계단 함수와 선형 함수 중에서 이 연구에서는 계단 함수를 사용한다.

  for ≥ for  
(2.1.1-61)

계단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 경계면을 반으로 자르고 그 각 절반에 대해 중성자속 및 중성자류의 연

속 조건을 적용하는 경우와 같다.

엄밀히 말하면, 등가 이론을 적용할 때[2.1.1-40~41], 경계면 중성자속과 중성자류인 식 (2.1.1-59) 

및 (2.1.1-60)은 균질화한 양이다. 여기에 불연속 인자를 곱하면 비균질 양이 된다. 그러나 식 유도

를 단순화하기 위해 지금은 불연속 인자를 무시한다. 물론, CAPP에 구현될 때는 불연속성 인자를 

고려한다.

또한, 예시 경계면에서의 경계면 중성자류 및 중성자류 모멘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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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2)


  


 












 




(2.1.1-63)

이다. 여기서, 첨자 +는 경계면 중성자류의 부호가 노드로 진입하는 방향에 있을 때 양인 것을 의미

한다.

  2) 단일 노드에 대한 AFEN의 해

노드 내 중성자속 분포를 얻기 위해 그림 2.1.1-73에 도시된 단일 노드 문제를 푸는 것은 식 

(2.1.1-55)의 중성자속 전개의 계수 12개를 6개의 경계면 중성자류 및 6개의 경계면 중성자류 모멘

트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문제는 12x12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는 것 같다. 하지만 참고 문

헌 [2.1.1-31]의 탈연관 변환을 적용하면 몇 개의 작은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는 문제로 단순화된다.

이 변환은 중성자속 전개 계수와 노드 미지수를 두 번 변환한다. 먼저, 홀짝 변환은 노드 미지수를, 

예를 들어, x 방향으로 짝수 및 홀수 형태로 변환한다.

 


  


(2.1.1-64)

 


  


(2.1.1-65)

대칭적인 사고를 적용하면, 경계면 중성자류 및 중성자류 모멘트의 짝수 및 홀수 형태는 다음과 같

이 정의된다.


 


 



 
 


 



(2.1.1-66)


 


 



 
 


 



(2.1.1-67)

이제 방향 변환은 전개 중성자속과 노드 미지수의 계수를 아래와 같이 한번 더 변환한다.

 


  


  

 
(2.1.1-68)

 


  

 
  

 
(2.1.1-69)

 


  

  
  

 
(2.1.1-70)

여기서 계수 문자 C는 A 또는 B이고 홀짝 지수 s는 e 또는 o이다. 물론 중성자류와 중성자류 모멘

트에도 동일한 변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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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된 미지수를 변환된 전개 계수 항으로 표현하고 나면, 우리는 원래의 12x12 행렬 방정식이 4

개의 2x2 행렬 방정식과 4개의 스칼라 방정식으로 분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4개의 2x2 행

렬 방정식은 또 다른 2개와 유사 변환 관계에 있다. 따라서 단일 노드 문제를 푸는 것이 2개의 

2x2 행렬의 역행렬과 4개의 스칼라의 역수를 구하는 것으로 단순화되었다. 예를 들어, 2개의 2x2 

행렬 시스템 중 하나는












































 (2.1.1-71)

이다. 여기서 M과 T는 Λ의 행렬 함수 요소를 가진 2x2 행렬이다.

계수 벡터를 제거함으로써, 경계면 중성자속 및 중성자속 모멘트는 다음과 같이 경계면 중성자류 및 

중성자류 모멘트로 표현 될 수 있다.










  










 (2.1.1-72)

여기서 TM-1은 Λ의 행렬 함수 연산이다. 주어진 행렬의 임의의 함수 또는 그 함수들의 임의의 연

산은 그 행렬의 고유치 시스템을 사용하여 행렬을 대각선화함으로써 비교적 용이하게 계산될 수 있

다. 이 좋은 성질은 지금까지 유도에서는 잘 활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행운은 여기까지이고 더 이

상 유지되지 않는 것을 곧 알게 된다.

참고문헌 [2.1.1-31]에 언급된 바와 같이, 식 (2.1.1-72)는 단면적 행렬의 고유치 중 하나가 매우 

작을 때 특이하다. 이 특이점은 이 참고 문헌에 기술된 방법으로 제거된다.

② 개선된 AFEN의 반응 행렬

노드로 들어오는 경계면 부분 중성자류인 입력으로부터 노드에서 나가는 경계면 부분 중성자류인 출

력을 계산하는 응답 행렬은 방향 d로의 경계면 s에서 경계면 부분 중성자류가 식 (2.1.1-59)와 

(2.1.1-60)의 계면 중성자속과 식 (2.1.1-62)와 (2.1.1-63)의 경계면 중성자류로 이래와 같이 표현

된다는 사실로부터 유도된다.


± 

±





(2.1.1-73)


± 

±





(2.1.1-74)

위 첨자 복호 중 +는 노드로 들어오는 는 노드에서 나가는 방향을 나타내고 방향 인덱스 d는 x, 

u 또는 p이고 경계면 인덱스 s는 0 또는 1이다. 그러면 경계면 중성자속과 중성자류는


 


  


  (2.1.1-75)


 

 
   

 
  (2.1.1-76)

이 된다. 관계 (2.1.1-73)과 (2.1.1-74)는 선형이고 이전 절에서 설명한 홀짝 및 방향 변환도 선형

이기 때문에 부분 중성자류와 모멘트도 이런 변환과 관련하여 변환된 형태를 가져야 하며 그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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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식 (2.1.1-75) 및 (2.1.1-76)에 대응되는 관계식일 것이다. 예를 들어, 식 (2.1.1-71) 변환된 미

지수에 대하여


  

 
   

 
  (2.1.1-77)


  

 
   

 
  (2.1.1-78)

일 것이다. 이 관계를 식 (2.1.1-72)에 대입하고 부분 중성자류에 대해 풀면 다음과 같이 변환 된 

시스템에서 응답 행렬을 얻는다.



























 (2.1.1-79)

여기서 R = -(2I + TM-1D-1)-1 (2I  TM-1D-1)이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응답 행렬

이다. 불행히도, 행렬, 2I + TM-1D-1은 확산 계수 행렬 D를 포함하기 때문에 더 이상 Λ의 행렬 

함수가   아니다. 이전에 언급된 행렬 함수의 속성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따라서 이 행렬의 역행

렬은 완전한 2G X 2G 행렬의 역행렬이 된다.

경계면 부분 중성자류 및 모멘트를 선형 변환 파트너로 쉽게 변환 할 수 있으며 그 반대도 쉽게 된

다. 한 노드의 경계면 입사 부분 중성자류 및 모멘트가 주어지면, 경계면 출사 부분 중성자류 및 모

멘트는 식 (2.1.1-79)와 같은 응답 행렬로부터 계산된다. 그런 다음, 이 나가는 부분 중성자류는 인

접한 노드로 들어오는 부분 중성자류가 된다. 이는 잘 알려진 내 외부 반복을 통해 전체 노심 고유

치 문제를 푸는 반복 과정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외부 반복 당 내부 반복 횟수는 이 유형의 반복

에서 문제가 된다. 다른 많은 노달 방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연구에서는 외부 반복당 한 번의 내부 

반복을 한다. Equipoise 방법이라고 이 방법은 "특정 문제에 대한 정교한 가속 기법을 갖추지 못한 

표준 방법보다 경제적이다." [2.1.1-42]

응답 행렬 방정식(예 : 식 (2.1.1-79))은 효율적인 방정식이다. 6 개의 들어오는 부분 중성자류의 경

계 조건을 부과하여 각 내부 반복 단계에서 한 번에 각 노드의 6 개의 나가는 경계면 부분 중성자

류를 계산한다. 하나의 경계면이 두 노드에 의해 공유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각각의 단일 노드 계

산마다 등가적으로 3 개의 경계면 미지수가 계산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원래의 개선된 AFEN 방

법 [2.1.1-31]은 두 노드 사이의 경계면을 가로 지르는 중성자류 연속성 조건을 적용하여 두 노드 

문제를 풀어서 하나의 경계면 중성자속만을 결정한다. 따라서 동일한 정확도를 달성하기 위해 동일

한 총 내부 반복 횟수가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응답 행렬 방법은 이론적으로 원래의 개선된 AFEN 

방법보다 3배 더 효율적이 된다.

③ 수치 성능 분석

6 각형 기하 구조에서 개선된 AFEN 반응 행렬의 수치 성능은 수치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교과서에 

있는 수치 오차 분석으로 보여 줄 수 있다. [2.1.1-42]

6 각형 기하학에서 AFEN 응답 행렬을 풀기 위해 적용되는 누승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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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80)

  





 

(2.1.1-81)

여기서    ,   및 t = 0,1,… 또 s 는 1 x n 반복 벡터이고 A 는 n x n 대응 반복 

행렬이다. 이 반복 행렬은 경계 조건을 포함한 문제 자체뿐만 아니라 차분화 방법 (예 : 원래 AFEN 

대비 AFEN 응답 행렬) 또는 계산 스위핑 순서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이 논의에서 반복 벡터는 노

드 중성자 원 벡터 일 수 있으며, 식 (2.1.1-81)에 있는 반복 벡터의 노름은 중성자 원 벡터의 모든 

요소의 절대 값의 합일 수 있다. 

A는 완전한 행렬이고 단일 우세 고유치과 두 번째 우세 고유치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λ1,…, 

λn (모든 j에 대해 |λ1| > |λ2| > |λj|)은 A의 고유치이고, u1,…,un은 대응하는 고유 벡터이며 

완전한 기본 집합을 이룬다. 이 고유 벡터로 초기 벡터 s0을 전개한다.

 ⋅⋅⋅ (2.1.1-82)

그러면 반복 시스템의 해 (2.1.1-80)은 명시적인 형태를 취한다.

  
 



⋅⋅⋅
 



 (2.1.1-83)

여기서

 
∏ 
  



∏  
  




   (2.1.1-84)

이다. 반복이 진행됨에 따라 식 (2.1.1-83)의 두 번째 이후의 항들이 점차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반

복 시스템 식 (2.1.1-80)은 반복 행렬 A의 지배적 고유 벡터의 배수로 수렴한다. 

≈ ≡ for  ≫ (2.1.1-85)

k(t)도 우세 고유 값 λ1로 수렴된다.

   
  


≈     

 
 ≡ for  ≫ (2.1.1-86)

사실, 해인 식 (2.1.1-80)이 수렴하기 위해서는 T(t)가 수렴해야 한다. 이것은 식 (2.1.1-85)와 

(2.1.1-86)에 의해 모든 t ≫ 0에 대해 T(t)를 한정하는 유한 숫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증명된다.

식 ((2.1.1-83)은 반복 시스템의 수렴률이 |λ2/λ1|에 의해 지배됨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 비율을 

다른 가능한 정의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우세 비율이 아니라 수렴률이라고 한다. 

수렴률에 대한 표현식을 도출하기 위해 오차 벡터를 정의한다.

   


 


⋅⋅⋅
 



 (2.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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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항은 결국 전체 오차 벡터를 지배한다.

≈ 
 



 for  ≫ (2.1.1-88)

결국, 반복 시스템의 수치 성능의 지표로 작용하는 수렴률의 반복적 추정치 구할 수 있다.


  


≈


for  ≫ (2.1.1-89)

수렴률을 수치로 추정하기 위해 s∞는 s(t)가 거의 절삭 오차 수준으로 수렴 될 때까지 반복을 함으

로써 근사된다. 그리고, 식 (2.1.1-89)를 사용하여 수렴률을 계산하기 위해 반복이 처음부터 되풀이

된다.

내부 반복은 고정 핵분열 원 분포에 대한 중성자속 분포를 결정한다. 또 두 가지 개선된 AFEN 방

법은 수학적으로 등가이다. 따라서, 외부 반복 당 무한 횟수의 내부 반복이 수행되는 경우 두 개의 

방법은 등가인 중성자속 분포를 초래한다. 물론, 여기서 우리는 경계 조건과 노드 미지수에 대한 초

기 추측 값이 같다고 가정했다. 결과적으로 특정 수준의 정확도를 달성하기 위한 외부 반복 수렴 속

도 결과적으로 외부 반복 횟수는 동일해진다. 따라서 두 방법의 성능은 내부 반복 성능, 즉 내부 반

복 행렬의 스펙트럼 반경에 따라 달라진다.

외부 반복 당 특정한 불충분 횟수의 내부 반복이 수행되는 경우 (예 :이 연구에서처럼 한 번), 두 방

법의 외부 반복 행렬이 다르므로 외부 반복 수렴 속도 결과적으로 외부 반복 횟수도 달라진다. 이 

경우에도 내부 반복 행렬의 스펙트럼 반경이 낮을수록 수렴률이 낮아지고 외부 반복 횟수가 줄어든

다. 따라서 식 (2.1.1-89)에 의해 계산 된 수렴 률은 내부 반복 행렬의 스펙트럼 반경의 지표 일뿐

만 아니라 전체 수치 성능의 지표가 된다.

④ RGB 스위핑 체계

서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응답 행렬 계산은 이웃 노드에 관계없이 단일 노드 내에서만 수행된다. 

따라서 이러한 계산은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순차적으로 이동하여 수행된다. 이 경우, 직사각형 

노드 노심에 대한 바둑판 스위핑과 비슷하게 노드를 그림 2.1.1-74에 표시된 것처럼 빨강 (R), 초

록 (G) 및 파랑 (B) 노드로 나누어서 노드를 스위핑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러한 종류의 반복 체계는 기하학적 균형으로 인해 수렴 및 안정성이 우수하다. 또한 응답 행렬 방

법이 이미 가지고 있는 병렬 계산의 이점을 향상시킨다. 

또한, 요구되는 메모리는 응답 행렬 계산의 입력, 즉 들어오는 부분 중성자류 및 출력, 즉 나가는 

부분 중성자류를 동일한 저장 장치에 저장함으로써 저장된다. 이는 이전의 두 가지 다른 색상 유형

의 노드 계산에서 계산한 출사 부분 중성자류가 자동으로 세 번째 색상의 노드 계산에 대해 입사 

부분 중성자류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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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74. RGB 스위핑

   (다) 수치 결과 및 토론

6 각형 기하 구조에서 개선된 AFEN 응답 행렬 방법의 수치 성능은 소형 및 대형 경수로 (LWR) 

및 고온 가스 냉각 원자로 (HTGR) 노심을 포함한 여러 벤치 마크 문제에 대해 검증되었다. LWR과 

HTGR은 모두 물질이 불연속 면을 가로질러 열 중성자속의 급격한 국부 구배를 다루는 장점으로 

인해 노달 방법이 널리 사용될 수있는 열 중성자 원자로이다.

개선된 AFEN 방법을 CAPP에 구현하는 첫 번째 목표는 계산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서 검증은 주로 정확성보다는 계산 효율성을 보여주는 데 중점을 준다. 원자로 노심 분석에서 개선

된 AFEN 방법의 탁월한 정확도는 이미 참고 문헌 [2.1.1-31]에 나와 있다. 계산 효율을 정량화하

기 위해 수치 오차 분석도 수행된다.

① 미니 노심 문제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개선된 AFEN 응답 행렬 방법이 처음 검증된 그림 2.1.1-75의 미니 노심 문제

는 VVER-440 벤치마크 문제에서 도출되었다 [2.1.1-31, 2.1.1-43]. 이 작은 노심은 6각형 노심의 

제 1 및 제 2 링에 7개의 연료 집합체를 가지며, 제3링에 있는 12개의 제어 집합체에 의해 둘러싸

여 있다.

그림 2.1.1-75. 미니 노심 문제 (1/6 노심)

개선된 AFEN 반응 행렬 방법의 수치 성능을 나타내기 위해 1/6 노심에 대해 2개의 에너지 군으로 

수치 오차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분석에 사용된 2군 집합체 균질 단면적은 참고 문헌 [2.1.1-4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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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직접 인용되었다.

개선된 AFEN 반응 행렬 방법의 결과를 원래의 개선된 AFEN 방법 및 비선형 보정 계수 없는 

FDM 반응 행렬 방법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림 2.1.1-76은 노드별 중성자 핵분열 원 벡터가 반

복이 진행됨에 따라 수렴하는 패턴을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 3개의 실선은 각각 식 (33)에서 주어진 

중성자 원 벡터의 오차 벡터의 로그 스케일로 정규화된 노름이다. (왼쪽 y 축 참조) 각 점선은 식 

(2.1.1-89)에 의해 추정된 수렴률이다 (오른쪽 y 축 참조). 실선과 점선의 빨간색, 녹색 및 파란색은 

각각 개선된 AFEN 응답 행렬 방법, 원래 개선된 AFEN 방법 및 FDM 응답 행렬 방법의 수치를 나

타낸다. 이 그림은 개선된 AFEN 응답 행렬 방법이 다른 두 가지 방법과 비교하여 수치적 성능이 

우수함을 분명히 보여준다. 수렴률이 훨씬 낮은 이 방법은 다른 두 가지 방법보다 두 배 이상 빠르

게 수렴한다. 이 방법은 단지 몇 번의 초기 반복 후에 점근적 수렴 상태에 도달하는데, 이 상태는 

평평한 수렴 속도와 로그 스케일에서 선형으로 감소하는 오차를 특징으로 한다. 이 상태에서는 각 

반복이 진행될 때 수렴률의 멱승으로 오차가 줄어든다. 따라서, 반복 벡터를 외삽함으로써 가속할 

수 있다.

그림 2.1.1-76. 수렴 패턴 (미니 노심)

세 가지 방법으로 계산된 일부 수치 성능 관련 매개 변수를 표 2.1.1-48에 비교하였다. 두 가지 개

선된 AFEN 방법 사이의 유효 증배계수 차이는 두 방법은 수학적으로 등가이 때문에 순수히 경계 

조건이 다른 것에 의한 것이다. 에다. 따라서 이 차이가 하나가 다른 것보다 정확도가 높음을 의미

하지는 않는다. 작은 노드 크기로 인해 이 문제는 경계 조건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 차이는 약간 큰 

편이다. 적용된 경계 조건은 두 가지 응답 행렬 방법에 대하여서는 영(Zero) 입사 부분 중성자류이

고 기존의 개선된 AFEN 방법에 대해서는 영(Zero) 중성자속이다. 이는 각 노달 방법의 경계 조건

이 노달의 미지수 유형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각 노달 방법의 수치 성능에 대한 경계 조건의 영향은 노달 방법과 부합하지 않는 경계 조건으로 

인한 반복 행렬의 변화로 추정 할 수 있다. 여기서 취한 예는 기존의 AFEN 방법이 이 방법에 부합

하는 영 중성자속 경계 조건을 가질 때와 부합하지 않는 영 입사 부분 중성자류 경계 조건을 가질 

때의 반복 행렬의 차이이다. 전자의 경우, 이 노드 방법의 미지수의 하나인 외곽 경계면 중성자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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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되는 반복 행렬의 행은 대각인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후자에 대한 반복 행렬의 이 행은 미지

수가 아닌 외곽 경계면에서의 입사 부분 중성자류를 미지수인 그 경계면 주위의 몇몇 경계면 중성

자속들의 항으로 표현하는 식이 될 것이다. 이 행은 확실히 대각이 아니다. 이로 인해 반복 행렬의 

대각선 우세도(식 (2.1.1-80)에서  ≥
≠

  )가 손상되고  영 입사 부분 중성자류 경계 

조건을 갖는 기존 AFEN 방법의 수치 성능이 저하된다.  그러나 외곽 경계면의 수가 적고 영 중성

자속 조건과 영 입사 중성자류 조건 사이의 물리적 차이가 적기 때문에 그 영향의 크기는 제한된다. 

이 논의는 대칭적으로 적용하면 AFEN 응답 행렬 방법은 영 중성자속 경계 조건을 가질 때가 영 입

사 부분 중성자류 조건을 가질 때보다 약간 열악한 성능을 나타낸다. 이 논문의 3 가지 벤치 마크 

문제에 대해, 영 입사 부분 중성자류 경계 조건을 갖는 기존의 개선된 AFEN 방법은 10-7 정확도

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반복 횟수가 각각 41, 1454 및 545에서 44, 1483 및 549로 약간 증가시

킨다. 물론, 수렴된 기본 모드 해는 동일한 경계조건을 가진 개선된 AFEN 응답 행렬 방법의 해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의 두 번째 열은 수치적으로 추정된 수렴률이며, 개선된 AFEN 응답 방법의 값이 가장 작다. 세 

번째 열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중정자 원 오차가 점근적으로 감소한다면 노드별 중성자 원의 오

차가 10-7 미만인 정확도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복 횟수이다. 이것은 다음 방정식으로 계산

된 값이다.


log





(2.1.1-90)

다음 열은 실제 계산에서 동일한 정확도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된 반복 횟수입니다. 개선된 AFEN 

응답 행렬 방법은 반복 횟수가 가장 적을뿐만 아니라 예측과 실제 값 사이의 편차가 가장 작다. 이

는 조기에 점근 상태에 도달하여 점근 외삽에 의한 가속에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 열은 

계산에 소요되는 시간이다. 이 값은 MS Visual Studio™ Chrono 라이브러리의 기능을 사용하여 

Intel®Core™i7-4930K CPU가 장착된 PC에서 측정된 세 가지 값을 평균하여 구했다. 개선된 

AFEN 응답 행렬 방법은 원래의 개선된 AFEN 방법보다 2.5배 빠르다. 반복 횟수를 고려하면 약간 

더 빠르지만 II.B 절의 마지막 단락에서 언급한 응답 행렬의 효율성을 고려하면 가속이 충분하지 못

하다. (응답 행렬의 효율성은 같은 반복 횟수라도 응답 행렬 쪽이 3배 이상 가속됨을 암시한다.) 노

심의 크기와 에너지 군의 수가 너무 작아 단일 반복 내에서도 반복 행렬 관련 작업 이외의 다른 여

러 보조 작업의 비율이 작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표 2.1.1-48. 수치 성능 매개 변수 (미니 노심)

k-eff
Convergence 

Rate
Expected 
Iterations

Actual 
Iterations

Computing 
Time (μsec)

AFEN RM 0.778735 0.45164 20 20 389

AFEN 0.776642 0.69846 45 41 944

FDM RM 0.865688 0.81307 78 51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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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VVER-440 문제

개선된 AFEN 응답 행렬 방법은 구소련 PWR을 모사하는 상용 LWR 노심인 VVER440 벤치 마크 

문제 [2.1.1-31, 2.1.1-43]에 대해 추가로 검증되었다. 342개의 연료 집합체, 7개의 제어봉 집합체 

및 72개의 주변 반사체 집합체로 구성된다. 역시, 집합체의 균질화된 단면적은 참고 문헌 

[2.1.1-43]에서 직접 가져왔다.

수치 오차 분석의 결과는 그림 2.1.1-77과 표 2.1.1-49에 도시되어 있다. 그림과 표의 모든 구성 

요소는 이전 절에서 설명한 것과 완전히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세 가지 방법 간에는 그 절에 설명 

것과 동일하게 경계 조건에 의한 차이가 있다.

개선된 AFEN 응답 행렬 방법의 오차 벡터는 반복 초기 단계에서 FDM 응답 행렬 방법의 오차 벡

터보다 작다. 그러나 결국 1,000 번째 반복 근처에서 FDM 응답 행렬 방법에 따라 잡힌다 (10-11 

오차 근처). 개선된 AFEN 응답 행렬 방법은 FDM 응답 행렬 방법에 비해 유사하지만 약간 더 큰 

수렴률을 갖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DM 응답 행렬 방법은 개선된 AFEN 응답 행렬 방법

을 가속화 할 수있을 정도로 작은 수렴 률을 갖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문제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예측된 반복 횟수와 실제 상호 반복 횟수 사이의 편차가 넓어졌다. 따

라서 점근 외삽법으로 계산을 가속화하려면 주의가 필요하다. 외삽에 적절한 이완 계수(under 

relaxation factor)의 도입이 바람직 할 수 있다.

개선된 AFEN 응답 행렬 방법과 원래의 개선된 AFEN 방법을 비교하는 것이 더욱 흥미롭다. 개선된 

AFEN 응답 행렬 방법은 훨씬 작은 수렴률을 갖지만 (측도는 1과 얼마나 떨어졌나 이다) 초기 단계

의 오차 크기 측면에서 원래의 개선된 AFEN 방법보다 열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10-7 정확도를 달성하려면 계산 시간이 3 배나 단축된다. 반복 횟수가 감소한 것 (3.2배)보다 압도

적으로 빠른 것이 아니라는 점(3.4 배 더 빠름)을 고려할 때 보조 연산의 비율이 여전히 너무 커서 

응답 행렬의 계산 효율의 이점을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1.1-77. 수렴 패턴 (VVER-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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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49. 수치 성능 매개 변수 (VVER-440)

k-eff
Convergence 

Rate
Expected 
Iterations

Actual 
Iterations

Computing 
Time (μsec)

AFEN RM 1.009645 0.97672 684 460 64

AFEN 1.008632 0.99358 2501 1454 216

FDM RM 1.018224 0.97583 659 463 31

③ MHTGR-350 문제

MHTGR-350 문제[2.1.1-44]는 흑연 감속재와 헬륨 냉각제가 있는 350MWth 육각형 프리즘 블록

형 HTGR 노심입니다. 그림 2.1.1-78에 도시 된 바와 같이, 노심의 제 4, 제 5 및 제 6 링에 66 

개의 연료 블록이 있는 활성 노심이 있으며, 이는 안쪽 및 바깥쪽으로 약 3 개의 링의 두께를 갖는 

흑연 반사체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MHTGR-350 노심의 분석에눈 흑연 감속 원자로의 스펙트럼 

상향 이동으로 인해, 2 에너지 군 시스템이 아닌 10 에너지 군 시스템이 사용된다. 참고 문헌 

[2.1.1-44]에서 직접 인용한 연료 블록과 반사기 블록에 대한 10 군 단면적은 각각 표 2.1.1-50과 

51에 나열되어 있다.

 

그림 2.1.1-78. MHTGR-350 문제 (1/6 노심)

표 2.1.1-50. 연료 블록의 단면적 (MHTGR-350)

g D Σa νΣf Σ1→g Σ2→g Σ3→g Σ4→g Σ5→g Σ6→g Σ7→g Σ8→g Σ9→g Σ10→g

1 1.391 4.217E-4 3.969E-4

2 9.999E-1 5.398E-3 3.369E-3 4.594E-3

3 1.016 6.679E-3 2.411E-3 1.273E-2 6.264E-3 5.949E-6 1.159E-5 7.806E-6 5.964E-7 2.271E-7 1.693E-7

4 1.003 5.149E-3 6.505E-3 2.704E-2 4.092E-2 7.372E-3 1.274E-3 1.564E-4 5.056E-5 3.535E-5

5 9.852E-1 9.273E-3 1.382E-2 1.752E-4 4.908E-2 5.866E-2 1.213E-2 1.809E-3 5.994E-4 4.573E-4

6 9.748E-1 1.122E-2 1.683E-2 1.906E-5 9.655E-3 5.716E-2 2.907E-2 5.261E-3 2.024E-3 1.309E-3

7 9.612E-1 1.140E-2 1.723E-2 7.494E-6 5.393E-3 3.943E-2 9.280E-2 5.587E-2 2.005E-2 1.837E-2

8 8.987E-1 1.583E-2 2.603E-2 4.066E-7 4.503E-4 4.094E-3 1.199E-2 3.683E-2 5.400E-2 3.058E-2

9 8.123E-1 2.378E-2 4.159E-2 2.970E-8 4.948E-5 4.899E-4 1.629E-3 4.815E-3 1.848E-2 3.440E-2

10 7.481E-1 3.955E-2 7.191E-2 8.949E-6 9.867E-5 2.812E-4 1.174E-3 2.828E-3 8.921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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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51. 반사체 블록의  단면적 (MHTGR-350)

g DΣ Σa Σ1→g Σ2→g Σ3→g Σ4→g Σ5→g Σ6→g Σ7→g Σ8→g Σ9→g Σ10→g

1 1.162 5.758E-6

2 9.079E-1 8.073E-6 6.922E-3

3 9.148E-1 2.931E-5 1.759E-2 4.319E-3 6.713E-6 1.355E-5 8.718E-6 6.723E-7 2.584E-7 1.944E-7

4 9.007E-1 5.942E-5 3.252E-2 4.366E-2 8.290E-3 1.387E-3 1.759E-4 5.748E-5 4.058E-5

5 8.963E-1 7.607E-5 2.142E-4 7.140E-2 6.528E-2 1.325E-2 2.030E-3 6.819E-4 5.254E-4

6 8.920E-1 8.791E-5 2.335E-5 1.456E-2 6.708E-2 3.138E-2 5.928E-3 2.296E-3 1.502E-3

7 8.789E-1 1.117E-4 9.185E-6 8.250E-3 4.645E-2 1.061E-1 6.183E-2 2.275E-2 2.111E-2

8 8.290E-1 1.587E-4 4.979E-7 7.024E-4 4.908E-3 1.382E-2 4.316E-2 5.965E-2 3.468E-2

9 7.599E-1 2.361E-4 3.708E-8 7.802E-5 5.851E-4 1.896E-3 5.607E-3 2.124E-2 3.740E-2

10 7.269E-1 4.171E-4 1.420E-5 1.180E-4 3.263E-4 1.369E-3 3.258E-3 9.883E-3

그림 2.1.1-79와 표 2.1.1-52는 수치 오차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3차 유한 요소 옵션과 영 입사 

중성자류 경계 조건을 주고 CAPP으로 계산된 이 문제에 대한 유효 증배 계수의 값은 1.09346이

다. 이 계산 옵션의 결과는 다른 유한 요소 옵션을 검증하기 위한 참조 값으로 사용된다. 

[2.1.1-44] 이 경계조건은 개선된 AFEN 응답 행렬 방법과 일치한다. 이 두 가지 방법 간의 유효 

증배 계수의 차이는 약 20pcm 정도에 불과하며 이 조차도 어느 것이 더 정확하다 것을 의미하지

는 않는다.

흑연-감속 원자로에서의 상대적인 크기 감소가 고려되더라도 반사체의 두께는 이전의 두 가지 문제

점에 비해 증가되었다. 따라서 경계조건의 영향이 줄어들고 두 AFEN 방법 사이의 유효 증배 계수

의 값 편차가 크게 줄어들었다.

오차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 가지 방법 간의 수렴률에 의한 수렴 속도의 순서 등과 같은 수렴 패턴

은 VVER-440 문제에 대해 패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원래의 개선된 AFEN 방법의 오차는 초기 

반복 단계에서 가장 작지만 결국에는 개선된 AFEN 응답 행렬 방법에 의해 따라잡힌다. 그러나 

VVER-440의 오차 분석 결과와의 큰 차이도 보인다. 두 AFEN 방법 간의 수렴 속도 편차가 크게 

좁아져서 10-7 정확도 달성하는데 필요한 반복 횟수의 차이가 크게 줄어들었다. (VVER-440의 경

우 3.2배에서 MHTGR-350의 경우 1.2배)

이것은 계산 시간 단축이 덜 되는 것을 의미해야 하지만,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나 실제 계산 시간의 

감소는 VVER-440 문제와 거의 동일하다 (3.4배 빠름). 이는 중성자 에너지 군의 수가 2개에서 10

개로 증가함에 따라 반복 행렬 관련 작업의 비율이 보조 작업의 비율에 비해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

다. 즉 이 문제에 대해 반복당 3배 이상 높은 AFEN 응답 행렬 방법의 계산 효율이 보다 쉽게   실현

된다.

이 결과는 FDM의 수렴 속도가 AFEN 반응 행렬 방법을 가속화할만큼 충분히 크지 않다는 것과 이

완 인자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점근적 가속을 해야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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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79. 수렴 패턴 (MHTGR-350)

표 2.1.1-52. 수치 성능 매개 변수 (MHTGR-350)

k-eff
Convergence 

Rate
Expected 
Iterations

Actual 
Iterations

Computing 
Time (msec)

AFEN RM 1.093230 0.97531 645 450 290

AFEN 1.092759 0.97936 773 545 971

FDM RM 1.050210 0.97248 578 413 55

   (라) 결론

6 각형 기하 구조의 원자로 노심 분석에서 CAPP 코드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확도가 잘 입증된 개선된 AFEN 방법을 구현하려고 시도했다. 이 노달 방법에서는 더 이상 격자

점 중성자속을 미지수로 사용하지 않고 대신 경계면에서의 가중 평균 중성자속으로 정의되는 중성자

속 모멘트를 미지수로 사용하였다.

또한 여기에 채택된 개선된 AFEN 방법의 수치 방법은 원래의 개선된 AFEN 방법에 사용된 경계면 

중성자속 대신 경계면 부분 중성자류를 노드 미지수로 사용하는 응답 행렬 방법이다. 이 방법은 모

든 반복 행렬 계산이 인접 노드와는 무관한 단일 노드 기반이라는 점에서 이점이 있으며, 이는 매우 

효율적일뿐만 아니라 병렬 계산에 매우 유리하다.

응답 행렬 방법 중에서, 먼저 시도된 것은 AFEN 방법으로 단일 노드 문제를 풀어서 비선형 보정 

계수를 결정하는 2 인자 비선형 FDM 응답 행렬 방법이었다. 불행하게도, 여기서 시도한 개선된 

AFEN 방법과 등가인 비선형 FDM 응답 행렬 방법은 수치적으로 안정적인 해을 제공 할 수 없었

다. 따라서 응답 행렬 방법의 우수한 특성을 유지하면서 수치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본 연구에

서는 경계면 부분 중성자류와 모멘트를 갖는 개선된 AFEN 응답 행렬에 대한 직접 수식을 개발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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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AFEN 방법에 대한 개선된 AFEN 응답 행렬 방법의 수치 성능을 보여주기 위해 LWR 노심를 

나타내는 2군 VVER-440 벤치마크 문제 및 HTGR 노심를 나타내는 10군 MHTGR-350 벤치마크 

문제를 포함하는 여러 벤치마크 문제에 대해 수치 오차 분석을 수행했다. 차이는 문제에 따라 다르

지만 개선된 AFEN 응답 행렬 방법은 두 벤치마크 문제에 대해 더 작은 수렴률을 일관되게 보여준

다. 또한, 두 문제 모두에서 계산 시간이 3배 이상 빨라졌다. 속도 향상의 이유는 두 문제 각각에 

대해 다르게 설명된다. VVER-440 문제의 경우 주로 훨씬 작은 수렴률로 인하여 반복 횟수가 크게 

줄어든다. MHTGR-350 문제의 경우는 주로 응답 행렬 방법의 계산 효율에서 이점 때문이다.

또한, 오차 분석 결과에서 이 방법의 수렴률이 FDM 응답 행렬의 수렴률보다 작거나 비슷하다는 것

이 밝혀졌다. 이것은 비선형 FDM 방식으로 개선된 AFEN 응답 행렬 방법을 가속화하는데 실패한 

원인으로 제시되었다.

최종적으로, 개선된 AFEN 반응 방법이 LWR 노심 및 HTGR 노심를 분석할 때 종래의 AFEN 방법

보다 현저히 우수한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다.

라. 핵설계 인자의 불확실도 해석

핵설계 코드를 통해 계산되는 노심 핵특성 인자값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그 불확실도를 

정량화하는 것은 노심 안전해석 및 설계 코드의 인허가에 주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때문에 그 중

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불확실도는 입력 인자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에 의해 야기되는 

출력 인자의 불확실성으로 정의된다. 노심핵설계 분야에서 불확실도를 갖는 입력 인자로는 대표적으

로 핵평가자료(Evaluated Nuclear Data Library), 제작 공차, 그리고 해석 방법론의 오차로 구분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방법론의 오차를 제외한 핵자료와 제작 공차의 불확실도가 노심 핵특성인자

에 전파되는 불확실성을 정량화하기 위한 연구가 최근 주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OECD/NEA의 LWR UAM(Uncertainty Analysis in Modeling)이나 IAEA CRP HTGR UAM 

[2.1.1-45, 2.1.1-46]과 같은 국제 공동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특히 초고온가스로 불확실도 해석을 

위한 IAEA CRP(Coordinate Research Project)에서는 핵자료의 불확실도가 핵연료봉 및 핵연료

블럭, 그리고 노심 해석에 이르기까지 전파되는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벤치마크 문제

로 구성하고 해석함으로서 불확실도의 원인 및 그 전파 결과를 정량화하고 있다. 이러한 HTGR 

UAM 활동에 기여하고자 본 연구원에서는 격자단계에서 핵자료에 의한 불확실도 전파를 해석하기 

위한 MUSAD(Modules of Uncertainty and Sensitivity Analysis for DeCART) 코드[2.1.1-47, 

2.1.1-48]를 개발하였고 고온가스로의 노심핵특성 인자의 불확실도 해석을 위한 

DeCART2D/MUSAD/CAPP 코드[2.1.1-49] 체계를 수립하였다.

그림 2.1.1-80은 이 불확실도 해석 체계의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기본적으로 두 단계 노심

해석 체계와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격자해석 단계에서는 일반섭동이론(Generalized 

Perturbation Theory: GPT)[2.1.1-50]을 기반하여 소수군 군정수 및 그 불확실도를 계산하고, 노

심해석 단계에서는 충분한 수의 소수군 군정수 표본을 무작위 추출하여 통계적 방법에 의해 

노심인자의 불확실도를 계산한다.

우선, 핵평가자료집(Evaluated Nuclear Data Library)의 공분산 자료에서 NJOY 코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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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R(J) 모듈을 이용하여 DeCART2D가 사용하는 190군 구조에 맞추어 생산된 공분산 행렬

을 기반으로 불확실도 해석을 수행한다. 격자해석 단계에서 DeCART2D는 특성곡선법(Method 

of Characteristics: MOC)에 기반하여 이중비균질 영역에 대해 직접 일반수반수송방정식을 해석

하여 일반수반해를 얻는다. 그리고 MUSAD에서는 단면적, 공분산 자료 및 일반수반해를 입력

으로 받아 일반섭동이론에 의해 민감도 계산을 수행하고 Sandwich Rule[2.1.1-51]에 의해 소수

군 단면적의 분산 및 공분산을 계산한다. 또한 이 코드는 생산된 공분산 행렬을 기반으로 무작

위 표본 추출을 수행한 후 DeCART2D로부터 계산된 HGC파일을 수정하여 표본 수만큼 HGC파

일을 생성한다. 이 HGC파일들은 CAPP을 위한 단면적 포맷으로 변환하기 위해 PXSGEN 코드

를 표본 수만큼 수행하여 CAPP 단면적 파일을 생성한 후 CAPP을 이용하여 노심해석을 수행

한다. 그리고 그 결과 파일들을 통계 처리하여 노심핵설계 인자의 불확실도를 정량화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이 개발된 고온가스로 불확실도 해석 체계의 성능개선을 수행하였

고, 이를 이용하여 IAEA HTGR UAM 벤치마크 문제를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그림 2.1.1-80. 고온가스로 불확실도 해석 체계 흐름도

(1) DeCART2D/MUSAD의 성능 개선

불확실도 해석에서 입력으로 사용되는 공분산 자료는 주변 감속재 등이 없는 무한 희석 단면적

(infinite dilute cross section)을 기반으로 제공된다. 반면, 일반적인 원자로의 핵설계인자는 핵연

료 물질과 감속재가 혼합된 물질에 대해 공명 에너지 영역에서의 자기차폐 효과(resonance 

self-shielding effect)가 고려된 단면적을 기반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단면적의 공명 처리

(resonance treatment) 과정에서 변화된 중성자 스펙트럼에 의해 필연적으로 그 단면적 불확실도

가 변화하고, 핵평가자료의 불확실도가 노심인자의 불확실도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이 변화는 음시적 

불확실도(implicit uncertainty)로 정의되어 추가적인 계산을 통해 정량화된다.

기존 MUSAD 코드에서는 Chiba법[2.1.1-52]을 활용하여 음시적 불확실도를 보정하고 있다. 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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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공명 처리 코드를 직접 수정하지 않고 격자 해석 코드인 DeCART2D 내에서 간단한 보정인자

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을 적용하여도 이중비균질성 문제의 경우에는 균질화된 문제

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차가 다소 크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비균질성 

문제에 대해서 음시적 불확실도를 보정하는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먼저, 기존 음시적 불확실도 보정법을 DeCART2D 코드에 구현하면서 현행 코드 체계에 좀더 적합

한 형태로 변형된 방법을 다음에 기술하였다.

소수군 단면적과 같은 일반반응(general responace)의 민감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2.1.1-90)

여기서, 은 무한 희석 단면적, 는 자기 차폐된 단면적이다. 또한, 는 자기 차폐 단면적에 의

한 명시적 민감도(explicit sensitivity)이며 DeCART2D/MUSAD 코드 내에서 직접 계산되는 값이

다.

만일 이 민감도를 배경단면적(background cross section), 에 관해 전개하면 아래와 같다.

                        (2.1.1-91)

한편, DeCART2D에서는 Chiba법의 자기차폐인자(self-shielding factor) 대신 공명적분

(resonance integral)을 사용하므로 다음과 같은 공명적분과 단면적의 관계를 활용한다.

                                (2.1.1-92)

                             (2.1.1-93)

여기서, 는 흡수단면적이고 (또는 )는 공명적분으로 Segev법[2.1.1-53]을 이용하여 결정되는 

두 계수, 와 를 통해 계산된다. 그리고 이 식은 배경단면적에 관한 미분값으로 공명적분을 표현

하면 아래와 같이 변형된다.

                            (2.1.1-94)

따라서, 식(2.1.1-91)은 식(2.1.1-92), (2.1.1-93), 그리고 (2.1.1-94)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

될 수 있다.

                  (2.1.1-95)

여기서, Chiba법에서 유도된 근사식, 가 사용되었으며, 는 공명 자기차폐 효과에 의

한 음시적 불확실도 보정인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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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중비균질성 핵연료의 경우에는 기존 음시적 불확실도 보정법을 적용하여도 균질화된 핵연

료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오차가 확인되었다. 이것은 이중비균질성 핵연료가 또다른 공간 자기

차폐 효과를 가지고 있기때문이며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정인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이중비균질성 핵연료를 위한 음시적 불확실도 보정인자를 계산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이중비균질 핵연료 영역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가정할 수 있다.

                                 (2.1.1-96)

여기서, 는 이중비균질 영역에서의 유효 단면적(effective cross section)이고 는 이중비균질 

영역을 위한 자기차폐 인자이다. 그리고 이 값은 다음과 같이 Sanchez법[2.1.1-54]에 의해 근사적

으로 계산될 수 있다.

                                 (2.1.1-97)

여기서, 는 이중비균질 영역을 위한 유효 단면적이다. 이 값을 계산하는 과정은 참고문헌 

[2.1.1-54]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는 TRISO 핵연료와 흑연 매트릭스로 구성된 콤

팩에 대해 단순 체적 가중된 혼합물의 단면적이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2.1.1-98)

이 식에서, 와 는 매트릭스의 체적비와 전단면적(total cross section)이고 와 는  형

태 TRISO의 번째 층의 체적비와 전단면적을 의미한다.

그리고 식(2.1.1-96)에 대해 섭동 방정식을 적용하고 민감도 식(2.1.1-90)에 대입하여 간단히 정리

하면 아래와 같은 이중비균질 영역에 대한 음시적 불확실도 보정인자를 유도할 수 있다.

      (2.1.1-99)

여기서, 는 음시적 불확실도 보정인자이며, 는 다음과 같이 직접섭동법(direct 

perturbation)을 이용하여 근사적으로 계산된다.

                               (2.1.1-101)

이상의 음시적 불확실도 보정법은 DeCART2D/MUSAD 코드 체계에 구현되었으며 HTGR UAM 

벤치마크 문제를 이용하여 그 성능을 검증하였다.

MHTGR-350 Ex.I-1b 문제는 흑연 매트릭스 내에 TRISO 입자가 충진율(packing fraction) 35%

로 무작위 분포한 핵연료 콤팩트와 육각형 흑연 감속재로 구성된 이중비균질 핵연료봉 문제이다. 그

림 2.1.1-81은 Ex.I-1b 문제의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상세한 문제의 규격은 참고문헌 [2.1.1-45]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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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81. MHTGR-350 Ex.I-1b 핵연료봉 형상

표 2.1.1-53은 Ex.I-1b 문제의 CZP와 HFP 상태에서 무한증배계수 불확실도를 

DeCART2D/MUSAD 코드 체계로 해석하고 McCARD에 의한 참고값과 비교한 결과이다. 단순히 

명시적 불확실도만으로 비교한다면 238U 흡수단면적의 기여도가 참고값과 비교하여 약 40% 정도 

과대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공명 자기차폐 효과에 의한 음시적 불확실도를 고려한다면 HFP에서 

11% 정도까지 그 차이가 감소하지만 여전히 오차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남아 있다. 추가적으로 이중

비균질 영역에 대한 음시적 불확실도를 보정한다면 오차는 2.3%까지 감소하며, 이 결과는 앞서 제

안된 이중비균질성 영역을 위한 음시적 불확실도 보정법이 충분한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2.1.1-53. Ex.I-1b 불확실도

Problem Ex.I-1b CZP Ex.I-1b HFP

Code McCARD DeCART2D/MUSAD McCARD DeCART2D/MUSAD

Type

Contributor

Explicit+

Implicit
Explicit

Explicit+

Implicit1*

Explicit+

Implicit2**

Explicit+

Implicit
Explicit

Explicit+

Implicit1*

Explicit+ 

Implicit 2**

235U ν-ν 0.617 0.617 0.617 0.617 0.611 0.612 0.612 0.612

235U abs-abs 0.239 0.240 0.239 0.239 0.237 0.238 0.238 0.237

235U fis-fis 0.065 0.065 0.065 0.065 0.071 0.071 0.071 0.071

238U abs-abs 0.316 0.437 0.328 0.312 0.388 0.555 0.432 0.397

Total 0.753 0.815 0.762 0.755 0.784 0.883 0.811 0.793

* : Implicit uncertainty by resonance self-shielding effect

** : Implicit uncertainty by resonance and double heterogeneity

(2) MHTGR-350 벤치마크 불확실도 해석

HTGR UAM을 위한 IAEA CRP는 2009년 2월에 IAEA의 가스로를 위한 Technical Working 

Group에서 처음 제안되었다. 이 연구 과제는 당시 진행 중이었던 OECD/NEA의 경수로를 위한 

UAM 워크숍의 활발한 활동에 영향을 받았으며 그 성과물들을 기반으로 출발할 수 있는 이점이 있

었다. 이후 4회의 Consultancy Meeting이 있었고, 본격적으로 5회의 Research Coordination 

Meeting이 진행되었으며, 2019년 4월에 종료되었다. 주요 참여국은 미국(INL, NCSU), 중국

(INET), 독일(GRS), 남아공(NWU), 러시아(KI) 그리고 한국(KAERI)이다.

불확실도 해석을 위한 벤치마크 문제는 MHTGR-350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네 단계 과정을 수행

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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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I: Cell and Lattice Physics

Exercise I-1: Derivation of the multi-group microscopic cross-section libraries

Exercise I-2: Derivation of the few-group macroscopic cross-section libraries

Exercise I-3: Stand-alone thermal-hydraulics (normal operation)

Exercise I-4: Stand-alone thermal-hydraulics (transient power excursion)

Phase II: Global Standalone Calculations

Exercise II-1: Neutronics - block and core depletion.

Exercise II-2: Neutronics  stand-alone core steady-state

Exercise II-3: Neutronics  stand-alone core kinetics without feedback

Exercise II-4: Thermal fluids  stand-alone core steady-state

Phase III: Coupled Steady State

Exercise III-1: Coupled steady-state

Exercise III-2: Coupled depletion

Phase IV: Coupled Core Transient

Exercise IV-1: Coupled core transient

Exercise IV-2: Coupled system transient

본 기관에서는 노물리 분야만 참여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가운데서도 반응도 및 온도 궤환효과가 없

는 정상상태 중성자 거동 계산 문제인 Ex.I-1, Ex.I-2, Ex.II-1, 그리고 Ex.II-2에 대해 해석을 수

행하고 결과를 제출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고 2019년 현재까지 Ex.I-1, Ex.I-2, 그리고 Ex.II-2를 

해석하고 결과를 제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 제출된 Ex.I 결과를 기반으로 Ex.II-2 문제를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모

든 문제는 DeCART2D/MUSAD 코드 체계를 이용하여 해석되었다. 그리고 사용된 단면적 라이브러

리는 ENDF/B-VII.1 기반으로 생산되었고 공분산 자료는 ENDF/B-VII.1과 ENDF/B-VIII.0을 사용

하여 두 공분산 자료에 의한 불확실도의 차이를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단면적과 공분산 자료가 각각 

다른 버전의 핵평가자료집에서 생산되었으나 공분산 자료 자체가 상대적인 값이므로 그 영향은 미미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II-2는 궤환효과가 없는 중성자 거동 계산만을 위한 3차원 노심 벤치마크 문제이다. Ex.I-2에서 

정의된 핵연료 블록을 이용하여 구성되며, 각 핵연료 블록을 위한 단면적은 Super Cell 모델을 구

성하여 생산될 수 있다. 따라서, DeCART2D를 이용하여 Ex.I-2의 핵연료 블록과 반사체 블록으로 

구성된 Super Cell 모델을 통해 Ex.II-2의 해당 핵연료 블록의 균질화된 소수군 단면적과 그 불확

실도를 생산하여 이 벤치마크 문제의 입력으로 사용한다. 이 문제에서는 일반적으로 노심핵설계에서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증배계수, 반경방향 출력분포, 축방향 출력 편차(Axial Offset), 제어봉

가와 그 불확실도들을 계산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문제는 Ex.I-2a의 초기 상태 핵연료 블록만으로 구성된 3차원 노심인 Ex.II-2a와 충분히 연소된 

상태의 핵연료 블록인 Ex.I-2b로 구성된 3차원 노심인 Ex.II-2b로 나누어 진다. 여기서, Ex.II-2a

는 제어봉이 삽입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고 1/6 대칭 노심만으로 계산이 가능하며, Ex.II-2b는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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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이 부분 삽입된 1/3 대칭 노심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그림 2.1.1-82는 Ex.II-2a를 위한 1/6 대칭 노심의 반경방향 형상을 나타낸 것이며, 여기에 사용된 

핵연료 블록(F)와 반사체 블록(G)는 그림 2.1.1-83에서 나타낸 Super Cell 모델을 통해 생산된 소

수군 군정수를 이용한다. 이 Super Cell 모델은 참고문헌 [2.1.1-46]에서 제시한 모델 가운데 하나

이며 각 참가기관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림 2.1.1-84는 Ex.II-2b 노심을 위한 반경 방향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Ex.II-2a와 달리 초기(F) 

및 연소 후 핵연료 블록(B)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으며 반사체 영역에 제어봉이 부분 삽입된 반사체 

블록(C)이 존재한다. 각 블록의 균질화된 단면적을 위한 Super Cell 모델은 그림 2.1.1-85에 나타

내었다. 다만, 제어봉 삽입 블록 주변의 핵연료 블록 및 반사체 블록은 별도의 단면적 생산을 위한 

모델을 만들지 않았으며 제어봉 삽입 블록에 대해서만 반사체 블록의 Super Cell 모델에서 제어봉

을 삽입하여 균질화한 단면적을 생산하였다.

그림 2.1.1-82. Ex.II-2a의 1/6 대칭 노심 반경방향 형상

      

그림 2.1.1-83. Ex.II-2a의 핵연료 및 반사체 블록 단면적을 위한 Super Cell 모델

그림 2.1.1-84. Ex.II-2b의 1/3 대칭 노심 반경방향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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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85. Ex.II-2b의 핵연료 및 반사체 블록 단면적을 위한 Super Cell 모델

Ex.II-2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림 2.1.1-83과 그림 2.1.1-85에서 제시된 Super Cell 모델에 

대해 격자해석을 수행하여 해당 핵연료 블록 및 반사체 블록의 소수군 군정수와 그 불확실도를 생

산한다. 그 절차는 기존 Ex.I-1 문제 해석과 동일하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참고문헌 

[2.1.1-4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산된 소수군 군정수와 그 불확실도를 이용하여 MUSAD 코드는 군정수에 대한 공분산 행렬을 계

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무작위로 충분한 수의 소수군 군정수 표본 파일을 생성한다. 여기에서는 기

존 연구결과[2.1.1-49]를 바탕으로 보수적으로 600개의 표본수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소수군 단면

적 표본은 PXSGEN 코드를 사용하여 CAPP을 위한 단면적 포맷으로 변환되었다. 표본 수만큼 

CAPP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통계 처리하여 벤치마크에서 요구하는 노심특성 인자들의 표준편차를 

계산하였다.

표 2.1.1-54는 CAPP에 의해 Ex.II-2a 3차원 노심해석을 수행하고 그 증배계수와 축방향 출력편차

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기존 Ex.I-2a 단일 핵연료 블록에 대한 해석 결과와 매우 유

사하며 이는 Ex.II-2a가 Ex.I-2a의 핵연료 블록으로만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축방향 출력편차는 냉

각재의 궤환효과가 고려되지 않기때문에 그 값이 매우 작아서 불확실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

다. 한편, ENDF/B-VIII.0 공분산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Ex.I-2a 문제와 유사하게 증배계수의 불

확실도가 크게 낮아졌음을 확인하였다. 추가로 그림 2.1.1-86은 두 공분산 자료에 의한 Ex.II-2a의 

반경방향 출력분포와 그 불확실도를 나타낸 것이다.

표 2.1.1-55는 제어봉이 부분 삽입되어 있는 Ex.II-2b 문제의 증배계수, 축방향 출력편차, 그리고 

제어봉가의 불확실도를 정리한 것이다. ENDF/B-VII.1 공분산 자료를 사용한 경우, 연소된 핵연료 

블록에 의한 영향으로 증배계수의 불확실도가 낮아졌으나, 새 공분산 자료에서는 증가한 부분과 감

소한 부분이 서로 상쇄되어 소폭 증가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축방향 출력편차의 경우, 제어봉의 부

분 삽입으로 인해 평균값이 증가함에 따라 그 불확실도는 Ex.II-2a의 값보다 작아졌음을 알 수 있

다. 한편, 새 공분산 자료에서 축방향 출력편차 및 제어봉가의 불확실도는 그 크기가 약간 커졌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림 2.1.1-87은 두 공분산 자료에 의한 Ex.II-b의 반경방향 출력분포와 그 불확실도를 

나타낸 것이다. 기존 Ex.I-2a와 Ex.I-2b의 단면적 불확실도 결과를 참고한다면, ENDF/B-VIII.0 

공분산 자료를 사용할 경우 ENDF/B-VII.1 공분산 자료를 사용할 때 비해 핵연료 블록의 235U 핵

분열 반응 단면적의 불확실도가 증가하였으며, 이 때 239Pu 공분산의 영향으로 초기 핵연료블록에 

비해 연소된 핵연료블록의 해당 단면적 불확실도가 더 크게 증가하였다. 이 영향으로 새 공분산 자

료를 사용할 경우 초기 핵연료블록만 장전된 그림 2.1.1-867의 출력분포 불확실도의 증가량보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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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된 핵연료블록이 같이 장전된 그림 2.1.1-87의 출력분포 불확실도의 증가량이 더 크게 나타난 것

으로 보인다.

표 2.1.1-54. Ex.II-2a를 위한 노심인자 불확실도

Cov.Data ENDF/B-VII.1 ENDF/B-VIII.0

Code DeCART2D/MUSAD/CAPP

Parameter keff Axial Offset(%) keff Axial Offset(%)

Value 1.05994 -0.012 1.06001 -0.012

Uncertainty(%) 0.731 4.516 0.548 4.452

      

(a) ENDF/B-VII.1                (b) ENDF/B-VIII.0

그림 2.1.1-86. Ex.II-2a를 위한 반경방향 출력분포의 불확실도

표 2.1.1-55. Ex.II-2b를 위한 노심인자 불확실도

Cov.Data ENDF/B-VII.1 ENDF/B-VIII.0

Code DeCART2D/MUSAD/CAPP

Parameter keff Axial Offset(%) CRW(pcm) keff Axial Offset(%) CRW(pcm)

Value 1.04104 -0.108 81 1.04075 -0.108 81

Uncertainty(%) 0.695 1.529 1.194 0.760 1.59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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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NDF/B-VII.1                                (b) ENDF/B-VIII.0

그림 2.1.1-87. Ex.II-2b를 위한 반경방향 출력분포의 불확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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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심 열유체해석코드(CORONA)

가. 성능개선 및 검증

(1) 과도해석능 개발 및 검증

(가) CORONA 코드 이론

CORONA 코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블록형 고온가스로 노심 내부 열/유체 현상을 상세하게 해

석하기 위해 개발된 코드이다[2.1.2-1, 2.1.2-2]. 안전해석을 위해 개발된 GAMMA+ 코드가 노심 

내부 열/유체 현상을 해석할 수 있지만 과도해석이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노심 내부의 해석 영역은 

단순해 질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노심의 전체적인 온도 변화는 해석할 수 있어도 블록 내부 상세한 

온도 분포는 확인할 수 없다. CFX[2.1.2-3] 같은 상용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툴

을 이용하면 고체영역에서의 열전달은 물론 냉각재 채널에서의 유체의 상세한 유동 현상을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컴퓨터 하드웨어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노심 같은 거대한 영

역을 해석할 경우 수많은 격자로 인해 과도한 메모리와 계산시간을 요구한다. CORONA 코드는 계

통코드와 CFD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고체영역은 CFD와 같이 3차원으로 해석하며 유체영역은 일차

원 네트워크로 계산하여 계산시간은 줄이면서도 합리적인 결과를 획득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CORONA 코드 개발의 핵심은 효율적인 계산과 격자생성의 편리성, 병렬 계산에 있다. 계산에 사용

되는 지배 방정식은 아래와 같다.

고체 영역에서의 열전도 방정식




∇·∇ (2.1.2-1)

유체 영역에서의 일차원 지배 방정식

- 질량 보존식







  (2.1.2-2)

- 운동량 보존식












 

 

  (2.1.2-3)

- 에너지 보존식















 (2.1.2-4)

CORONA의 주요 해석은 정상상태에서의 노심 내부 온도 분포 및 유동 분배를 확인하기 위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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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기의 때문에 시간항을 제외하고 유한체적법(finite volume method)를 이용하여 수치해석에 적

용된다.

고체영역에 대한 이산화 식은 아래와 같다.




∇·∇


  (2.1.2-5)





   (2.1.2-6)

이 때,  

 · 
, 

=cross-diffusion from non-orthogonality of grids를 의미한

다.

유체영역에 대한 이산화 과정에서 네트워크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유체영역은 하나의 파이프 유

동을 해석하는 것이 아닌 다중 채널을 해석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림 2.1.2-1에서 보는 것처럼 각 

노드에서 시작과 종료되는 정션(junction)이 존재하며 정션의 upstream과 downstream에서는 대

응하는 노드가 존재한다.

idjiuj

j
i

Ti Ii

 

그림 2.1.2-1. 네트워크 유동의 노드와 정션 개념

노드에서 시작되는 정션과 종료되는 정션에서의 합을 이용하여 질량 보존식은 아래와 같이 표현된

다.


 


 

  (2.1.2-7)

운동량 보존식은 아래와 같이 압력항으로 매트릭스를 생성하여 계산한다.


 





 (2.1.2-.8)

에너지 보존식은 upwind scheme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2.1.2-9)

 = 1 if (≥ ) o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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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if (  ) or (≥ )

(나) CORONA 과도해석 방법론

CORONA 코드는 정상상태에서 노심 내부 온도분포를 해석하기 위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초기 개발

단계에서 시간 항은 지배방정식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제어봉 이탈 같은 사고시 짧은 시간동안 

출력변화에 따른 온도변화를 예측할 수 없어서 시간항에 대한 추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다만, 시간

항은 짧은 시간동안의 출력변화를 고려하여 고체 영역에서만 추가가 되었다[2.1.2-4]. 이는 유체 냉

각재의 순환 속도와 열량을 고려하여 유체 자체의 온도 변화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결과이다.

CORONA 과도해석은 2nd order backward step을 이용하여 계산된다. 제어봉 이동에 따른 출력 

분포는 CAPP의 계산결과를 txt 형식으로 읽어서 CORONA 핵연료에 저장하게 된다. 다만, CAPP

은 칼럼 해석시 블록을 6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각 삼각형에서 핵연료의 출력과 감속재의 온도를 

계산하지만 CORONA의 경우 그림 2.1.2-2에서와 같이 칼럼 내부 각각의 핵연료 컴팩트에서 출력

을 지정해야 한다. 이와 같은 해석차이로 CAPP 계산시 사용되는 6개의 영역의 출력이 전달되지 않

고 블록전체의 평균으로 계산되어 전달되게 된다. 이는, 검증 계산시 결과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여지가 있게 한다. 또한, CAPP과 달리 CORONA는 실제 설계를 고려하여 다중 칼럼에서는 우회간

극이 생성되게 되어 있다. 우회간극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손실계수를 극대화하여 우회간극에 의한 

차이를 최소화되게 경계조건을 설정하였다.

그림 2.1.2-2. CORONA 코드 해석 격자

(다) 1/12 단일집합체 검증 문제해석

CORONA 코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용 CFD 소프트웨어인 ANSYS CFX Ver 

19.0[2.1.2-3]의 계산결과와 비교하였다. 과도해석의 경우 계산 시간과 메모리 용량이 많이 필요하

게 되므로 아래의 그림 2.1.2-3과 같은 간단한 형상에 대하여 검증을 하였다.

 아래 그림 2.1.2-3과 같이 2mm 우회 간극(gap)을 가지는 단일 집합체의 1/12 형상을 설정하고 

과도(transient) 해석을 수행하였다. 집합체는 6개의 핵연료 블록과 상/하부 반사체로 이루어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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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유동분배를 위해 상부 반사체 위에 plenum 영역을 설정하였다. 난류 모델은 Shear Stress 

Transport (SST) model을 적용하였으며 유체 경계조건은 표 2.1.2-1에 표시하였다.

그림 2.1.2-3. 단일 집합체 1/12 형상

표 2.1.2-1. 1/12 집합체 경계조건

출력(MW) 유량(kg/s)
입구온도

(℃)
출구압력
(MPa)

핵연료 블록 층

그림 2.1.2-3 0.100583 490 7 6

아래 그림 2.1.2-4는 PBMR Benchmark[2.1.2-5] 해석을 위해 선정된 제어봉 삽입시 시간에 따른 

출력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1.2-4(좌)는 제어봉 이탈(ejection)에 대한 출력변화이며 그림 

2.1.2-4(우)는 제어봉 인출시 출력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좌) 제어봉 이탈                    (우) 제어봉 인출

그림 2.1.2-4. 시간에 따른 출력변화

그림 2.1.2-5와 2.1.2-6은 출력변화에 따른 집합체 온도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출력이 짧은 시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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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변화하는 제어봉 이탈의 경우 그림 2.1.2-5에서와 같이 CFX와 CORONA 두 프로그램의 결과

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출력이 변화하는 경우 CORONA의 유

체 방정식에서 시간항을 무시한 결과 그림 2.1.2-6에서와 같이 차이가 서서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2.1.2-5. 출력변화에 따른 온도변화 비교(제어봉 이탈)

그림 2.1.2-6. 출력변화에 따른 온도변화 비교(제어봉 인출)

(라) 공통검증문제 해석: 제어봉 이탈 및 인출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CORONA의 과도해석능을 시험하기 위해서 CAPP의 과도해석능을 검증할 

때 사용한 공통검증문제를 해석하였다.

① 단일 칼럼 CAPP/CORONA/CFX 검증해석

CAPP/CORONA/CFX의 서로 다른 수치해석 기법을 사용하는 코드로 단일 칼럼에서 제어봉 이동

현상을 해석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림 2.1.2-7은 CORONA와 CFX의 수치해석 격자를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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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ORONA 해석은 유체영역을 일차원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빈공간으로 나타난다. 경계조건은 위

의 해석과 같다. CFX에서 유동 난류 모델은 RNG κ-ε을 이용하여 해석하였다. CFX 계산에서는 

계산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1/6블록에 대해서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2.1.2-7. CORONA/CFX 수치해석 격자(좌 : CORONA, 우 : CFX)

그림 2.1.2-8은 제어봉 이탈 사고시 핵연료 컴팩트와 감속재의 평균온도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내고 

있다. CAPP-CORONA-CFX 모두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각 코드가 가진 수치해석 모

델이 합리적으로 제어봉 이탈 현상을 해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2-9는 CAPP과 CORONA 계산에 의한 핵연료 및 감속재 온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핵연

료에서는 최대 8도, 감속재에서는 최대 18도로 약 3%의 오차를 나타낸다. 감속재에서 온도 차이가 더 

보여주는 이유는 계산 격자의 수가 감속재에서 더 생성되는 만큼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1.2-10은 200s 동안 제어봉 인출 사고시 CAPP/CORONA/CFX 계산에 의한 핵연료 및 감

속재의 평균온도를 보여주고 있다. 짧은 시간 이탈사고와 같이 장시간 인출 사고에 대해서도 세 코

드 계산이 비슷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2-11은 200s 제어봉 인출시 CAPP과 CORONA 계

산에 의한 핵연료 및 감속재의 온도차이를 보여준다. 핵연료와 감속재의 최대 온도차이는 약 7도로 

약 1%의 범위내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2-8. 단일 칼럼 제어봉 이탈 사고 시 노심 내 온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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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9. CAPP/CORONA 해석 결과 차이

그림 2.1.2-10. 단일 칼럼 제어봉 인출 사고 시 노심 내 온도 변화

그림 2.1.2-11. 단일 칼럼 제어봉 인출 사고 시 CAPP/CORONA 해석 결과 차이

② 7 칼럼 문제

핵연료 블록 단일 집합체와 달리 주변에 반사체가 있는 상황에서 제어봉 이동에 따른 현상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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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7 칼럼 집합체에 대한 계산이 수행되었다. 그림 2.1.2-12에서와 같이 중심에 핵연료 

블록이 존재하며 주위로 6개의 반사체가 존재한다. CORONA의 경우 7 집합체 전체를 해석하였지

만 CFX에서는 계산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1/6 symmetry 형태로 해석 영역을 설계하고 해석

하였다.

  

그림 2.1.2-12. 7 칼럼 해석을 위한 CORONA CFX 해석 격자(좌 : CORONA, 우 : CFX)

그림 2.1.2-13은 제어봉 이탈 사고시 CAPP/CORONA/CFX 계산에 의한 시간별 온도 변화를 보여

준다. 세 코드 해석결과가 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2-14는 시간별 CAPP-CORONA 

계산에 의한 핵연료와 감속재에서의 온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핵연료의 온도차이는 시간에 따라 

크게 증가하지 않으나 감속재 영역에서 온도 차이가 증가하는데 이는 CAPP-CORONA의 감속재 

영역에서의 열전도 해석 방식에 의한 차이로 나타난다. CORONA는 각 격자에 대한 3차원 지배 방

정식을 해석하지만 CAPP은 블록 내부 6개 영역에서 감속재의 온도를 예측한 후 반사체 표면에서의 

경계조건을 이용하여 일차원 열전도 해석을 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달라져서 평균 온도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1.2-15와 2.1.2-16은 200s 동안 제어봉 인출시 해석결과를 나

타낸다. 7 집합체에서 200s 동안 인출시에도 세 코드 모두 계산결과가 매우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제어봉 이탈사고와 마찬가지로 CAPP-CORONA의 경우 모델링 차이로 인해서 핵연료 보다 감속재

에서 온도 차이가 더 큰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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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13. 7 칼럼에서 제어봉 이탈 시 온도 변화 해석

그림 2.1.2-14. 7 칼럼에서 제어봉 이탈 시 CAPP/CORONA 해석 결과 차이

그림 2.1.2-15. 7 칼럼에서 제어봉 인출 시 온도 변화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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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16. 7 칼럼에서 제어봉 인출 시 CAPP/CORONA 해석 결과 차이

③ 37 칼럼 문제

37 칼럼문제에 대해 CAPP/CORONA 검증계산을 수행하였다. 37 칼럼문제는 계산 시간 단축을 위

해 그림 2.1.2-17과 같이 1/6 symmetry 조건에 대해서 수행하였다. 

그림 2.1.2-17. 37 칼럼 문제 CORONA 해석 영역

다음 그림 2.1.2-18과 2.1.2-19는 37 칼럼에서 제어봉 이탈시 CAPP/CORONA에 의한 계산결과

를 나타내고 있다. 핵연료 평균온도는 두 코드가 유사하나 감속재의 온도는 시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반사체 표면에서의 경계조건 차이로 나타난 결과이다. CORONA는 외

부 반사체 영역이 단열 조건에 가까운 반면 현재 CAPP은 외부 반사체 벽면은 높이별로 고정된 온

도조건을 사용하여 감속재와 반사체 사이에서의 온도를 해석한다. 이는 벽면에서의 냉각효과를 주기 

때문에 감속재와 반사체에서의 기울기가 CORONA 결과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감속재 

영역의 온도가 약간의 차이를 나타낸다. 그림 2.1.2-20과 2.1.2-21은 제어봉 인출 사고시 

CAPP/CORONA 계산 결과를 보여준다. 제어봉 인출 사고시에는 이탈 사고시보다 감속재에서 온도 

차이가 작게 나타난다. 이는 제어봉이 서서히 이동하면서 출력변화가 이탈에 비해 낮으면서 온도의 

급격한 변화가 생기지 않아 그만큼 열전도에 의한 기울기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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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18. 37 칼럼 제어봉 이탈 시 CAPP/CORONA 해석결과

그림 2.1.2-19. 37 칼럼 제어봉 이탈 시 CAPP/CORONA 해석차이

그림 2.1.2-20. 37 칼럼 제어봉 인출 시 CAPP/CORONA 해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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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21. 37 칼럼 제어봉 인출 시 CAPP/CORONA 해석차이

④ MHTGR-350 타입 노심 문제

본 문단에서는 MHTGR-350 타입 노심에 대한 CAPP/CORONA 검증문제를 다루고 있다. 계산 조

건은 동일하게 0.1s 동안 제어봉이 이탈하는 경우와 200s 제어봉이 이동하는 현상을 해석한다. 

CORONA 해석은 아래 그림 2.1.2-22의 1/6 노심으로 생성된 격자에 대하여 해석을 한다. 

그림 2.1.2-22. MHTGR-350 CORONA 해석 격자

그림 2.1.2-23과 2.1.2-24는 제어봉 이탈 사고시 핵연료와 감속재의 평균온도 변화를 나타내고 있

다. 37 칼럼 문제대비 핵연료와 감속재 모두 두 코드 결과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감

속재를 둘러싸고 있는 반사체의 면적이 증가하여 경계조건에 의한 기울기 효과가 완화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1.2-25와 2.1.2-26은 제어봉 인출 사고시 핵연료와 감속재의 평균온도 변

화를 보여주고 있다. 제어봉 인출 사고에도 최대 온도 차이는 20도 이내로 두 코드의 결과가 유사

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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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23. MHTGR-350 0.1s 제어봉 이탈에 대한 CAPP/CORONA 온도변화 비교

그림 2.1.2-24. MHTGR-350 0.1s 제어봉 이탈에 대한 CAPP/CORONA 계산에 의한 온도차이 비교

그림 2.1.2-25. MHTGR-350 200s 제어봉 이탈에 대한 CAPP/CORONA 온도변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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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26. MHTGR-350 0.1s 제어봉 이탈에 대한 CAPP/CORONA 계산에 의한 온도차이 비교

(2) 우회유량 시험 검증

본 연구에서는 CORONA 코드의 유동분포 해석능력에 대한 검증을 위해 서울대학교에서 수행된 다

중블록 우회유량 실험장치를 모사하고 해석 결과를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또한, CFD 및 

GAMMA+, AGREE와의 비교를 통해 CORONA 코드의 해석능력을 평가하였으며, 코드 내에 적용

된 교차유동(cross flow) 상관식들 간의 민감도 해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상세 정보는 설계계

산서에서 확인 가능하다[2.1.2-6].

(가) 서울대 우회유량실험 및 시험조건

다중블록 우회유량 정량화 실험은 블록형 초고온가스로 노심을 모사하여 노심 내 유동 분포를 계측

하여 우회유동 및 횡류유동의 거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으로 열유체 해석코드의 검증용 데이

터로 적합하다. 실험 정보는 참고문헌[2.1.2-7]에서 확인 가능하며 검증에 사용된 시험조건은 

R2BG2CG0, R2BG6242CG2, R2BG62420CG2이다.

(나) CORONA 검증 결과

① R2BG2CG0

CORONA 코드의 입력파일에 사용된 우회간극의 형상정보 및 입출구 손실계수는 표 2.1.2-2 및 

2.1.2-3에 정리하였다. 그림 2.1.2-27은 CORONA 해석결과를 실험결과 및 CFD, GAMMA+, 

AGREE 코드의 해석결과와 비교한 위치별 압력강하 그래프이다. CORONA 코드와 실험결과, CFD, 

GAMMA+, AGREE 코드의 해석결과가 모두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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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2. 우회간극의 형상정보 (R2BG2CG0)

층 우회간극 (cm) 수력직경 (cm) 유로면적 (cm2)

4 0.23483 0.47272 2.4563

3 0.23681 0.47674 2.4772

2 0.24482 0.49297 2.5615

1 0.2361 0.47530 2.4697

표 2.1.2-3. 각 채널의 입출구 손실계수 (R2BG2CG0)

Kinlet Koutlet

냉각채널 1.8 2.0

우회간극 0.8 4.8

   

그림 2.1.2-27. CORONA, 실험, CFD, GAMMA+, AGREE 결과비교 (R2BG2CG0)

② R2BG6242CG2

R2BG6242CG2 시험조건의 경우 2 mm의 횡류간극이 존재하고 우회간극의 크기가 층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횡류유동에 대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CORONA 해석결과를 실험결과 및 타 열유체 해석 

코드와 비교하였으며 횡류유동 상관식에 대한 민감도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우회간극의 형상정보는 표 

2.1.2-4에 정리하였으며 입출구 손실계수는 R2BG2CG0 시험조건과 같도록 하였다. 횡류유동으로 인

한 냉각채널에서의 합류유동(converging flow)에 의한 압력강하를 모사하기 위하여 층간 손실계수를 

0.4로 설정하였다. 그림 2.1.2-28은 CORONA 해석결과를 실험결과 및 CFD, GAMMA+, AGREE 

코드의 해석결과와 비교한 위치에 따른 압력강하 그래프이다. 횡류유동 상관식은 서울대에서 개발된 

상관식을 적용하였으며 CORONA 해석결과와 실험결과, CFD, GAMMA+, AGREE 코드의 해석결과

가 모두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2.1.2-29는 횡류유동 손실계수 상관식에 대한 민감도 테스트 결

과이다. 서울대에서 개발된 상관식, Kaburaki 상관식, Groehn 상관식과 사용자 정의 상수

(Kcros_Byps 1.5)가 비교 계산에 사용되었으며 네 결과 모두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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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4. 우회간극의 형상정보 (R2BG6242CG2)

층 우회간극 (cm) 수력직경 (cm) 유로면적 (cm2)

4 0.6069 1.2343 6.4134

3 0.2558 0.51524 2.6772

2 0.4889 0.99108 5.1498

1 0.2427 0.48867 2.5392

   

그림 2.1.2-28. CORONA, 실험, CFD, GAMMA+, AGREE 결과비교 (R2BG6242CG2)

   

그림 2.1.2-29. 횡류유동 상관식간의 비교 (R2BG6242CG2)

③ R2BG62420CG2

R2BG62420CG2 시험조건은 하단 천이블록 층에서의 우회간극이 0mm로 설정되어 최하층의 우회

유동의 흐름이 억제된 조건이다. 위에서 세 번째 층과 네 번째 층 사이의 횡류간극을 통해 모든 우

회유동이 핵연료블록 냉각채널로 들어가게 되어 횡류유동의 효과가 강조되어 나타난다. 입력에 사용

된 우회간극의 형상 정보는 표 2.1.2-5에 정리하였으며 입출구 손실계수 및 합류유동 모사를 위한 

손실계수는 앞의 조건(R2BG6242CG2)과 같도록 하였다. 그림 2.1.2-30은 CORONA 해석 결과와 

실험결과, CFD, GAMMA+, AGREE 코드를 비교한 위치 별 압력강하 결과 그래프이다. 모든 결과

가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고 최하단 우회간극에서의 정체된 유동 또한 잘 모사되었음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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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림 2.1.2-31은 상관식 별 비교 계산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횡류유동이 강조된 시험조

건에서도 횡류유동 손실계수 상관식에 따른 압력강하의 차이가 크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표 2.1.2-5. 우회간극의 형상정보 (R2BG62420CG2)

층 우회간극 (cm) 수력직경 (cm) 유로면적 (cm2)

4 0.6153 1.2515 6.5031

3 0.2635 0.5309 2.7588

2 0.4712 0.9547 5.9609

1 0.2651 0.5342 2.7756

   

그림 2.1.2-30. CORONA, 실험, CFD, GAMMA+, AGREE 결과비교 (R2BG62420CG2)

   

그림 2.1.2-31. 횡류유동 상관식간의 비교 (R2BG62420CG2)

(다) 결론

본 보고서에서는 CORONA 유동분포 해석능력 검증을 위해 서울대학교 다중블록 실험에 대한 계산 

결과를 정리하였다. CORONA 계산 결과가 실험결과 및 CFD, GAMMA+, AGREE 코드의 해석결

과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횡류유동 손실계수 상관식의 민감도 해석 결과 손실계수가 모두 잘 적용



- 161 -

됨을 확인하였고, 실험결과와 큰 차이 없이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3) 제어봉/제어블록 열해석 모듈 개발 및 검증

기존 노심에 대한 연구는 핵연료 컴팩트 및 흑연 블록의 온도 분포에 중점을 두고 수행되었다. 제어

봉 영역에서는 제어봉 홀로 유입되는 냉각재의 양과 온도변화에 대해서 주로 계산이 수행되어 왔다. 

하지만 정상 상태 운전시, 제어봉의 온도 또한 기준치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제어봉에 대한 열전

도 해석이 필요하다. 또한, 제어봉은 중성자 반응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지

배방정식에서 소스 항이 추가가 되어야 한다. 이에 기존의 CORONA 코드를 수정하여 제어봉 내부 

열전달 현상을 해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초고온가스로에 사용되는 제어봉은 아래 그림 

2.1.2-32와 같이 외부 피복관(R5-R6), 외부 갭(R4-R5), 제어 물질(R3-R4), 내부 갭(R2-R3), 내부 

피복관(R1-R2) 및 내부 유로(축-R1)로 구성된다. R6-R7 영역은 제어홀과 제어봉 사이의 간극을 나

타낸다. 좁은 틈을 통해 R1 영역으로 냉각재가 흘러갈 수 있으나 현상이 복잡하고 그 양이 크지 않

을 것으로 판단되어 단열 조건으로 가정하였다.

그림 2.1.2-32. 제어봉 개념도

제어봉 내부 열전달 현상을 2차원 축대칭 모델을 이용하여 해석하였으며 지배방정식은 아래와 같다.



 

 
  




 
             (2.1.2-10)

추가된 제어봉 열전달 해석 모듈에 대한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해 상용 CFD S/W인 ANSYS CFX 

Ver.19[2.1.2-3]를 이용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아래 그림 2.1.2-33은 제어블록에 대한 CAD 도

면을 나타낸다.

그림 2.1.2-33. 제어 블록 해석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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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계산의 사용된 출력분포는 균일 출력, Fort St. Vrain 참조 및 McCARD 노물리 코드 계산결

과 총 3가지 경우에 대하여 수행되었다.

균일 출력에 대한 경계조건은 아래 표 2.1.2-6과 같다. 제어봉은 위에서 3번째 핵연료 바닥까지 삽

입되어 있으며 총 길이는 3.2m로 정하였다.

표 2.1.2-6. 제어봉 균일 출력 분포 경계조건

값

핵연료 출력 밀도(MW/㎥) 25.67

제어봉 출력 밀도(MW/㎥) 2.567(핵연료 출력 밀도의 10%)

유량(kg/s) 1.43

입구 온도(℃) 259

그림 2.1.2-34는 위에서 첫 번째 핵연료 블록 바닥에서의 제어봉 내부 및 제어 블록에 대한 온도분

포를 나타내고 있다.

(좌) CFX 해석결과, (우) CORONA 해석결과

그림 2.1.2-34. 첫 번째 핵연료 바닥에서의 온도 분포

그림 2.1.2-35는 위에서 두 번째 핵연료 블록 바닥에서의 제어봉 내부 및 제어 블록에 대한 온도분

포를 나타내고 있다. 계산에 의한 두 코드의 온도 결과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좌) CFX 해석결과, (우) CORONA 해석결과

그림 2.1.2-35. 두 번째 핵연료 바닥에서의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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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 2.1.2-36은 제어봉 고체 영역에서 열전달에 의한 축방향, 반경방향 온도 비교 결과를 보

여준다. 온도 차이는 2% 이내로 결과가 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2-36. 제어봉 축방향, 반경방향 온도 분포 비교

아래 그림 2.1.2-37은 Fort St. Vrain 경험에 의한 제어봉 내부 출력을 보여주고 있다. 출력분포는 

3차원 GATT 연소 계산을 통해서 획득하였다. 

그림 2.1.2-37. Fort St. Vrain 제어봉 출력 분포 (시험자료)

CFX와 CORONA의 계산 결과를 아래 그림 2.1.2-38과 같이 비교하였으며 계산 결과가 잘 일치함

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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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38. Fort St. Vrain 제어봉 출력 분포

아래 그림 2.1.2-39는 블록형 초고온가스로인 MHTGR350 노심에 대해 노물리 해석코드인 

McCARD를 사용한 제어봉 출력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경계조건으로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 그

림 2.1.2-40과 같이 CFX와 CORONA의 데이터가 잘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2.1.2-39. MHTGR350 제어봉 출력분포

그림 2.1.2-40. 제어봉 내부 온도 분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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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천이블록 해석 모듈 개발 및 검증

본 연구에서는 천이블록 해석 모듈을 개발하고 간단한 6개 칼럼 문제를 이용한 천이블록 해석 모듈 

검증을 기술하였으며, 개발한 모듈이 탑재된 CORONA를 이용하여 MHTGR-350 노심에 대한 천이

블록 열혼합 성능을 예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블록형 원자로 전노심 적용성을 확인하였다. 천이블록 

해석모듈 개발의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천이블록 열혼합 성능 평가

-  노심 하부 플레넘 열혼합 입구 경계조건 도출

(가) 블록형 고온가스로 천이블록 설계 개념

핵연료블록 하단에는 하부반사체가 존재하는데 하부반사체의 또 다른 기능 중의 하나는 핵연료를 냉

각시키고 난 냉각재의 열혼합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핵연료블록 하단에는 냉각재 열혼합을 

위한 천이블록들이 존재한다. 그림 2.1.2-41은 핵연료블록 밑에 존재하는 하부반사체 영역을 보여

준다. 하부반사체 영역에는 Bottom Reflector Block, Bottom Transition Reflector Block, 

Flow Distribution Block, Post Block이 존재하며 Post Block 하단은 노심 하부플네넘 공간과 

만나는 영역이다. 핵연료를 냉각시킨 냉각재는 Bottom Reflector Block을 흐르고 Bottom 

Transition Reflector Block과 Flow Distribution Block을 흐르면서 인접한 핵연료 칼럼을 냉각

시키고 빠져나온 냉각재와 혼합되어 Post Block의 옆공간을 흐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언급한 천

이블록은 그림 2.1.2-41의 붉은 점선 영역인 Bottom Transition Relector Block과 Flow 

Distribution Block을 모두 지칭한다.

표준핵연료블록에는 108개의 냉각재 채널이 존재한다. 108개의 냉각재 채널은 Bottom Reflector 

Block에까지 연장되어 그대로 흐른다. 하지만 Bottom Transition Reflector Block을 거치면서 

108개 냉각재 채널은 6개의 냉각재 채널로 합쳐지고 Flow Distribution Block을 통해 인접한 핵

연료 칼럼 냉각재와 혼합된다. 그림 2.1.2-42 ~ 그림 2.1.2-44는 이러한 유동 혼합 구조를 잘 보

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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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41. 핵연료 블록 하부

그림 2.1.2-42. Flow Distribution Block과 Post Block

(a) 그림 2.1.2-42의 C-C 단면 그림 2.1.2-42의 D-D 단면

그림 2.1.2-43. Flow Distribution Block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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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44. Post Block 단면 (그림 2.1.2-42의 E-E 단면)

(나) 천이블록 모듈 개발 및 검증

천이블럭에서의 유동 열혼합을 모의하기 위하여 CORONA에서는 다음과 같은 모델을 사용하였다.


  



  
  



 (2.1.2-11)

여기서 n은 혼합에 참여하는 채널의 수이다. 즉 혼합유동의 엔탈피는 유량평균 엔탈피임을 의미한

다. 헬륨의 경우 비열이 온도에 따라 거의 변하지 않으므로 식 (2.1.2-11)은 다음과 같이 단순화될 

수 있다. 


  



  
  



 (2.1.2-12)

이때 천이블록 내에서 열전도에 의한 열혼합은 무시하였다. 이 경우 열혼합 결과를 보수적으로 평가

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우회유량과 냉각재 채널 유동의 열혼합도 무시하였다. 

천이블록 열혼합 모듈 검증을 위하여 그림 2.1.2-45와 같이 간단한 6개 칼럼 문제를 정의하였다. 6

개 칼럼은 표 2.1.2-7에 보인 바와 같이 3개의 반사체 칼럼과 3개의 핵연료 칼럼으로 정의되며 3

개의 핵연료 칼럼은 출력이 서로 다르다. 핵연료블록의 사양 및 형상은 MHTGR-350 표준핵연료블

록 자료를 이용하였다. 즉 핵연료블록에는 108개의 냉각재 채널이 존재하며 Bottom Reflector 

Block에서 나온 108개 채널 유동은 Bottom Reflector Transition Block에서 6개의 채널로 합쳐

지며 이들은 Flow Distribution Block을 통하여 서로 혼합된다. 그림 2.1.2-45와 같이 4개의 혼

합채널 유동에서의 냉각재 온도를 평가하였다. 검증문제에 적용한 열유체 조건은 표 2.1.2-8에 나타

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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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45. 천이블록 열혼합 모델 검증을 위한 6개 칼럼 문제

표 2.1.2-7. 6개 칼럼 문제 칼럼 타입 및 출력

칼럼 ID 칼럼 타입 칼럼 Peaking Factor
Column 1 반사체 N/A
Column 2 핵연료 1.5
Column 3 반사체 N/A
Column 4 핵연료 1.0
Column 5 핵연료 0.5
Column 6 반사체 N/A

표 2.1.2-8. 6개 칼럼 문제 열유체 경계조건

열유체 변수 조건

총출력 (MWth) 15.9

헬륨 유량 (kg/s) 7.14

냉각재 입구 온도 (℃) 259

냉각재 압력 (MPa) 6.4

우회유량 갭 크기 (mm) 2

교차유동 갭 크기 (mm) 0

표 2.1.2-9에 CORONA 해석결과와 해석해 값을 비교하였다. CORONA가 해석해를 정확히 예측함

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열혼합 성능도 평가해보았는데 열혼합전 최대 냉각재 온도는 1063℃였으나 

천이블록을 통한 열혼합 후 최대 냉각재 출구 온도는 834℃로 229℃ 감소하였다.

표 2.1.2-9. 천이블록 열혼합 검증 해석결과

혼합채널 ID CORONA 해석해

Channel 1 704.3 704.3

Channel 2 836.8 836.8

Channel 3 696.0 696.0

Channel 4 571.1 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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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MHTGR-350 천이블록 열혼합 성능 예비 평가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CORONA 천이블록 해석모듈의 적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MHTGR-350 전

노심에 대한 천이블록 열혼합 성능을 예비적으로 평가해보았다. MHTGR-350 설계사양 및 출력분포 

등 경계조건은 참고문헌 [2.1.2-8]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RCCS로의 열손실은 무시하였다.

MHTGR-350 노심은 원주방향으로 1/3 회전대칭을 이룬다. 따라서 CORONA 해석에서는 그림 

2.1.2-46에 보인 바와 같이 노심의 1/3 영역만 모의하였다. 아울러 그림 2.1.2-46에 천이블록을 

통한 혼합채널 ID를 표시하였다.

그림 2.1.2-46. CORONA 1/3 노심 모델 및 혼합채널 위치

그림 2.1.2-47은 각 혼합채널에 대한 CORONA 온도 계산결과를 보여준다. 최대 냉각재 출구 온도

는 982℃로 예측되었으며 이는 열혼합 전 냉각재 최대 온도 1140℃ 보다 약 160℃ 가량 감소한 

결과이다. 혼합채널들의 온도가 냉각재 출구 평균 온도인 687℃ 보다 다소 높게 평가되었는데 이는 

우회유량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우회유량 갭 및 제어봉 채널로 우회한 우회유량은 약 

15.7% 가량으로 평가되었다. 반면에 이들에 의한 냉각효과는 약 4%에 그쳤다. 이것으로 우회유량

의 평균 온도가 687℃ 보다 작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2.1.2-47. 혼합채널 온도 분포 계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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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마히팅 열해석능 개발 및 검증

본 연구에서는 핵연료 및 흑연블록에서 발생하는 감마히팅을 고려할 수 있도록 CORONA 코드를 

수정하였고 상용 전산유체해석코드 CFX와의 비교를 통해 검증하였다. 검증을 위하여 개념문제로서 

반사체 칼럼 문제와 제어핵연료 칼럼 문제를 개발하였으며 제어핵연료 칼럼에서의 감마히팅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가) CORONA 감마히팅 열해석능 모델

CORONA가 고려하고 있는 3차원 열전도 방정식은 아래와 같다. 

                            (2.1.2-13)

현재까지의 CORONA는 우변의 열생성항(heat source)를 핵연료 컴팩트 내부로 제한하고 있다. 감

마히팅에 의한 열생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우변의 열생성항을 핵연료 뿐만 아니라 흑연 블록 내에

서도 고려할 수 있어야만 한다. 총열출력은 보존되어야 하므로 감마히팅을 고려할 경우 핵연료에서 

생성되는 열은 감마히팅열 만큼 차감하였다. 감마히팅 열출력 분포는 칼럼별 3차원 분포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흑연칼럼 내에서는 감마히팅열이 반경방향으로 균일하다는 가정을 하였다.

(나) 반사체 칼럼 감마히팅 개념문제 검증

개선된 CORONA 코드의 해석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그림 2.1.2-48과 같은 개념문제를 개발하였

다. 흑연 반사체 칼럼에 감마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냉각하기 위하여 6각형 모서리마다 냉각재 

채널을 고려하였다. 표 2.1.2-10에 본 개념문제를 위한 해석 조건을 정리하였다. 감마히팅에 의한 

총열량은 0.3MW이며 259℃, 6.4MPa의 헬륨으로 흑연칼럼을 냉각한다. 감마열에 의한 열출력 밀

도는 균일(=0.422 MW/m3)하며 우회유량 및 교차유동 갭은 무시하였다.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흑연의 열전도도는 30 W/mK로 고정하였고 0.08kg/s의 헬륨을 흘려보내 냉각재 채널에서 충분한 

난류조건 (Re=20000~35000)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그림 2.1.2-48. 냉각재 채널이 있는 반사체 칼럼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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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10. 반사체 칼럼 감마히팅 개념문제 해석조건

해석조건 값

칼럼높이 (cm) 640

육각칼럼 flat-to-flat 길이 (cm) 36

냉각재 채널 수 6

냉각재 채널 직경(cm) 1.5875

총 감마히팅열 (MW) 0.3

열출력밀도(MW/m3) 0.422

열출력밀도 분포 균일

입구 헬륨온도 (℃) 259

헬륨 압력 (MPa) 6.4

헬륨 유량 (kg/s) 0.08

흑연 열전도도 (W/mK) 30 

그림 2.1.2-49는 본 연구에서 고려한 개념문제에 대해 CORONA와 CFX로 해석한 결과로서 바닥

에서 24cm 위 평면에서의 온도 contour를 보여준다. 우선 정성적인 측면에서 두 그림은 매우 유

사하며 CORONA가 흑연 칼럼 내부에서의 감마열 생성을 잘 모의하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다. 정

량적인 측면에서 해당 평면에 대해 예측한 최고 온도는 CFX = 1242℃, CORONA = 1249℃로서 

7℃ (약 0.7%) 정도 밖에 차이나지 않는다.

그림 2.1.2-49. 반사체 칼럼 문제 온도 contour 계산결과 비교 (바닥에서 24cm 위 평면)

보다 자세한 정량적 비교를 위해 칼럼의 축방향 평균 온도를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2.1.2-50에 나타내었다. 그림 2.1.2-50은 CORONA의 해석결과가 CFX와 잘 일치함을 보여준다. 

칼럼 상단부에서 CFX 결과가 선형성에서 벗어나는 것은 thermal entry 영향으로 판단한다. 그림 

2.1.2-51에 CORONA와 CFX에서 예측한 대류열전달계수를 비교하였다. 예상한 바와 같이 CFX는 

칼럼 상단에서 thermal entry 영향으로 열전달계수가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대류열전달계수의 경우 CORONA는 실험상관식을 사용하는 반면 CFX는 난류 유동에 대한 연립 미

분방정식의 해를 통해 얻는다. 즉 근본적이 접근법이 다르므로 그림 2.1.2-51과 같은 차이는 합리

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그림 2.1.2-50에 보이는 두 코드의 결과 차이는 대부분 열전달계수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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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해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1.2-50. 반사체 칼럼 문제 축방향 평균온도 계산결과 비교

그림 2.1.2-51. 반사체 칼럼 문제 냉각재 채널 대류열전달계수 비교

(다) 제어핵연료 칼럼 감마히팅 검증

보다 실용적인 문제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어봉이 삽입되는 제어핵연료 칼럼에서의 감마

히팅 문제를 개발하고 CORONA 검증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2.1.2-52는 제어핵연료 칼럼 검증문

제 개념을 보여주고 있으며 형상 및 치수 자료는 표 2.1.2-11에 제시하였다. 또한 본 검증문제의 

해석 조건을 표 2.1.2-12에 정리하였다. 감마히팅 비율 10%는 통상적인 값 (약 6~8% 내외)보다 

약간 큰 값을 적용하였는데 감마히팅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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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52. 제어핵연료 칼럼 검증문제

표 2.1.2-11. 제어핵연료 칼럼 감마히팅 문제 형상 및 치수 자료

설계인자 값

칼럼높이 (cm) 640

  - 활성노심 높이 (cm) 480

  - 상부반사체 높이 (cm) 80

  - 하부반사체 높이 (cm) 80

육각칼럼 flat-to-flat 길이 (cm) 36

핵연료 채널 직경 (cm), 개수 1.27, 192

냉각재 채널 직경 (cm), 개수 1.5875, 96

제어봉 채널 직경 (cm) 10.16

제어봉 재료 및 치수 

 - 안쪽 alloy800H 피복관 내경 (=2*R1,cm) 4.66

 - 안쪽 alloy800H 피복관 외경 (=2*R2,cm) 5.06

 - B4C 흡수체 내경 (=2*R3, cm) 5.16

 - B4C 흡수체 외경 (=2*R4, cm) 8.16

 - 바깥쪽 alloy800H 피복관 내경 (=2*R5, cm) 8.26

 - 바깥쪽 alloy800H 피복관 외경 (=2*R6, cm) 8.66

바닥에서 제어봉 tip까지 거리 (cm) 400

우회유량갭 크기 (mm) 2 

교차유동갭 없음

표 2.1.2-12. 제어핵연료 칼럼 감마히팅 문제 해석 조건

해석조건 값
칼럼 출력 (MW) 3.1818
총 감마히팅 비율 (%) 10
핵연료 컴팩트 열출력밀도 (MW/m3) 25 (균일)
감마히팅 열출력밀도 (MW/m3) 0.56973 (균일)
입구 헬륨온도 (℃) 259
헬륨 압력 (MPa) 6.39
헬륨 유량 (kg/s)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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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53은 제어핵연료 칼럼 검증문제를 CORONA와 CFX로 해석하고 얻은 온도 contour를 

보여준다. CORONA 해석결과 얻은 온도분포는 CFX와 정성적으로 매우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2-53은 제어봉 tip 셀의 중심 평면을 보여주는데 해당 평면에서의 핵연료 온도는 CFX가 

606℃, CORONA가 615℃로서 차이가 9℃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해석결과 얻은 주요 인자

들을 표 2.1.2-13에 비교하였다. CORONA의 해석결과는 CFX와 비교적 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2-54는 CORONA와 CFX 계산결과 얻은 축방향 평균온도 분포를 비교한 것이다. 

고체영역은 핵연료와 감속재(흑연)을 함께 평균한 값이다. 그림 2.1.2-54도 역시 CORONA와 CFX 

계산결과가 비교적 잘 일치함을 보여준다. 핵연료가 장전된 활성노심 최상단에서 약 30℃ 가량의 

차이를 보이지만 그 차이는 하단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활성노심 최상단 영역은 

thermal entry 영향 때문에 CORONA와 CFX의 계산결과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존재한다.

그림 2.1.2-53. 제어핵연료 칼럼 문제 온도 contour 계산결과 비교 

(바닥에서 405cm 위 평면, 제어봉 tip 셀 중심)

표 2.1.2-13. 제어핵연료 칼럼 감마히팅 문제 주요 결과 비교

인자 CORONA CFX

우회유량갭 유량비율 (%) 4.1 4.4

제어봉 채널 유량비율 (%) 17.3 16.6

최대 핵연료 온도 (℃) 920 915

최대 제어봉 피복관 온도 (℃) 311 314

그림 2.1.2-54. 제어핵연료 칼럼 문제 축방향 핵연료 및 고체영역(핵연료+감속재) 평균온도 분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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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제어핵연료 칼럼 문제에 대하여 감마히팅을 고려할 경우와 무시할 경우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CORONA를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2.1.2-55과 표 2.1.2-14에 나타내었다. 그림 

2.1.2-55와 표 2.1.2-1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어핵연료 칼럼에서도 감마히팅에 의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한 바와 같이 핵연료 온도는 감소하고 제어봉 피복관 온도는 증가하였지

만 최대핵연료 온도 감소량 및 최대 제어봉 피복재 온도 증가량은 각각 18℃와 3℃임을 알 수 있

다.

그림 2.1.2-55. 단일 제어핵연료 칼럼에서 감마히팅이 핵연료 및 제어봉 채널 온도에 미치는 영향

표 2.1.2-14. 단일 제어핵연료 칼럼에서 감마히팅이 최대 핵연료 온도 및 최대 제어봉 피복관 온도에 미치는 영향

감마히팅 없을때 감마히팅 있을때

최대 핵연료 온도 (℃) 938 920

최대 제어봉 피복관 온도 (℃) 308 311

(6) 우회유량 Gap 복사열전달 모델 개발 및 검증

본 연구에서는 CORONA 코드의 복사열전달모델 검증을 위해 Two-Column problem을 상정하였

고, 이에 대한 해석 결과를 CFX, GAMMA+ 코드의 해석 결과와의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 대한 상

세 정보는 설계계산서[2.1.2-9]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 Two-Column 우회간극 복사열전달

우회간극에서의 복사열전달은 스테판-볼츠만의 법칙을 기반으로 한 Net radiation method를 이용

하였으며 무한한 평판에서의 복사를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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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14)

    (단, q는 net radiation heat, σ는 스테판-볼츠만 상수, T는 표면온도, ε는 방사율)

Two-Column Benchmark 시험조건은 350MW 열출력 초고온가스로를 기반으로 하였다

[2.1.2-10]. 각각 하나의 핵연료 칼럼과 반사체 칼럼으로 이루어진 두 칼럼을 모사하였고, 핵연료 

칼럼은 상부와 하부에 반사체 블록이 존재하며, 10층의 핵연료블록이 있어 총 12층으로 구성된다. 

해석 모델의 형상은 그림 2.1.2-56에서와 같으며 총 11개의 우회간극이 존재한다. 계산에 사용된 

주요 변수는 표 2.1.2-15에 정리하였다. CFX 해석의 경우 우회간극에서의 열전달이 난류모델에 따

라 차이를 보일 것으로 판단하여 표 2.1.2-16에서와 같이 RNG k-ε모델, 층류모델을 사용하여 비

교에 활용하였다.

표 2.1.2-15. Two-column 문제 해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

Parameter Value
Fuel Column Power [MW] 6.499

Pressure [MPa] 7.0
Inlet temperature [℃] 490

Mass flow rate [kg/s]
Total 2.22

Coolant channel 2.038
Bypass gap 0.1816

Emissivity 0.85

Index Coolant Channel Bypass Gap

CFX RNG k-ε RNG k-ε RNG k-ε

CFX laminar BG RNG k-ε Laminar

표 2.1.2-16. CFX 해석에 사용된 난류모델

         

그림 2.1.2-56. Two-Column Benchmark 해석 모델 형상 (CORONA, GAMMA+, CF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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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석 결과

복사열전달모델이 잘 적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석해와 코드의 계산결과를 비교하였다. 비교에 

사용된 격자는 최하단 (위에서부터 10번째) 핵연료블록으로, 총 6개의 수직격자를 갖는다. 표 

2.1.2-17에서와 같이 식(2.1.2-14)를 이용하여 직접 계산한 결과와 CORONA 코드에서 계산된 결

과가 일치함을 확인하여 코드 내에서 복사열전달모델이 잘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2-17. CORONA 계산결과와 식 (2.1.2-14)의 비교

Axial node
(10th fuel layer)

Fuel Block Surface 
Temperature [°C]

Reflector Block 
Surface 

Temperature [℃]

Radiation Heat Flux [W/m2]

CORONA 
Calculation Eq. (2.1.2-14)

59 1251.388 1136.675 32811 32811

60 1259.119 1144.035 33545 33545

61 1266.856 1151.425 34285 34285

62 1274.594 1158.820 35036 35036

63 1282.276 1166.095 35811 35811

64 1288.528 1172.119 36423 36423

그림 2.1.2-57은 CORONA와 GAMMA+의 냉각채널과 우회간극에서의 수직적 위치에 따른 

Reynolds 수이다. 같은 유량조건이지만 온도에 따른 물성치의 변화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최대오차 약 1.8%), 큰 차이 없이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냉각채널에서의 Reynolds 수는 약 

25,000에서 41,000으로 완전한 난류영역임을 알 수 있고, 우회간극에서는 3,300에서 4,300으로 

천이영역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1.2-57. 냉각채널과 우회간극에서의 수직적 위치 별 Reynolds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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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58은 냉각채널과 우회간극에서의 유체온도를 수직적으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CORONA, GAMMA+, CFX에서 핵연료 블록 내 유체온도가 모두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줬고, 간극

에서의 복사열전달 유무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음이 확인되었다. 반면, 우회간극에서의 온도는 

CORONA 코드가 가장 높은 온도를 보였고, GAMMA+, CFX RNG k-ε, CFX laminar 순으로 온

도가 낮게 예측되었다. 우회간극의 경우 복사열전달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CORONA는 

12.9℃, GAMMA+는 21.7℃, CFX RNG k-ε은 12.6℃, CFX laminar k-ε은 28.4℃의 차이를 

보였고 이를 표 2.1.2-18에 정리하였다.

  

그림 2.1.2-58. 냉각채널과 우회간극에서의 수직적 위치 별 유체온도

표 2.1.2-18. 우회간극 최하단블록에서의 유체 온도 (°C)

W/o radiation W/ radiation Difference

CORONA 915.9 928.7 12.9

GAMMA+ 835.8 857.5 21.7

CFX RNG k-ε 829.2 841.8 12.6

CFX laminar BG 800.8 829.2 28.4

그림 2.1.2-59는 연료블록에서의 흑연 평균온도, 우회간극의 표면온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핵연료

블록 흑연의 평균온도는 코드별로 큰 차이 없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면온도는 복사열전달

을 적용하지 않은 CFX laminar BG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류열전달이 가장 적게 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2.1.2-19에서와 같이 복사열전달을 적용할 경우 각 코드별로 CORONA 코

드는 11.9°C, GAMMA+는 19.1°C, CFX RNG k-ε은 9.4°C, CFX laminar BG는 28.9°C 가량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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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59. 핵연료블록의 흑연평균온도와 우회간극에서의 표면온도

표 2.1.2-19. 핵연료블록의 표면온도 (℃)

W/o radiation W/ radiation Difference

CORONA 1006.5 994.6 -11.9

GAMMA+ 995.5 976.4 -19.1

CFX RNG k-ε 989.4 980.0 -9.4

CFX laminar BG 1020.0 991.1 -28.9

그림 2.1.2-60은 반사체블록의 표면온도, 반사체블록의 평균온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GAMMA+

에서는 복사열 계산 시 셀 온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벽온도에 대한 차이를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

가 있다. 복사열전달로 인한 차이는 CORONA 코드 해석결과와 CFX RNG k-ε의 해석결과가 비슷

한 경향을 보여주었고, CFX laminar BG의 경우 핵연료블록과 반사체블록의 온도차이가 크고, 우

회유량으로 인한 열제거가 적어 복사열전달에 의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결과를 표 

2.1.2-20에 정리하였다. GAMMA+의 경우 복사열전달 계산에 표면온도가 아닌 셀온도가 사용되어 

괄호 안에 셀온도를 같이 수록하였다.

그림 2.1.2-60. 반사체블록의 표면온도와 평균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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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20. 반사체블록의 표면온도와 평균온도 (℃)

Surface Temperature Block Average Temperature

W/o Radiation W/ Radiation Difference W/o Radiation W/ Radiation Difference

CORONA 846.5 884.9 38.4 690.6 711.9 21.3

GAMMA+

(Cell T)

844.3 

(754.8)

900.1 

(842.3)

55.8 

(87.5)
651.6 709.0 57.4

CFX RNG k-ε 844.2 884.0 39.8 652.3 670.3 18.0

CFX laminar BG 763.5 854.6 91.1 614.6 655.9 41.3

그림 2.1.2-61은 최하단 블록에서의 블록 온도 및 표면온도, 복사열전달률을 코드별로 나타낸 그림

이다. GAMMA+ 코드는 복사열전달 계산 시 표면온도가 아닌 셀온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복사열전

달을 크게 예측하였으며, CORONA 코드는 CFX RNG k-ε과 CFX laminar BG의 결과와 약 

20% 이내의 오차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2.1.2-21, 2.1.2-22는 CORONA 코드와 

GAMMA+에서 계산 된 우회간극에서의 대류열전달률 및 복사열전달률을 정리한 표이다. 전체 출력

대비 복사열전달률의 비율 자체는 CORONA에서는 약 0.5%, GAMMA+에서는 1.2%로 크지 않음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2-61. 최하단 블록에서의 표면온도와 평균온도(℃), 복사열전달률

표 2.1.2-21. 우회간극에서의 대류열전달률 및 복사열전달률: CORONA

CORONA
Convective heat transfer rate [W] Radiation heat 

transfer rate [W]Fuel block Reflector block

10th fuel layer -11390 7634 5447

Total -98327 62324 32190

Proportion to the fuel 
column power

-1.51% 0.96%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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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22. 우회간극에서의 대류열전달률 및 복사열전달률: GAMMA+

GAMMA+
Convective heat transfer rate [W] Radiation heat 

transfer rate [W]Fuel block Reflector block

10th fuel layer -8419 7444 13646

Total -68102 58959 75643

Proportion to the fuel 
column power

-1.05% 0.91% 1.17%

(다) 결론

Two-Column Benchmark 문제를 통해 CORONA 코드의 복사열전달 해석능력을 검증하였다. 해

석해와 코드 해석결과 비교 시 결과가 잘 일치함을 확인하여 코드 내부에서 잘 적용되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CORONA는 CFX RNG k-ε 대비 15.8% 높은 복사열전달률을 예측하였고, CFX 

laminar 대비 17.5% 낮게 예측하였다. 우회간극에서의 유동이 천이영역임을 고려할 때, 난류모델

과 층류모델의 해석결과 사이에 존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한 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다. 

Two-Column 문제에서의 복사열전달은 반사체블록의 우회간극에서의 냉각효과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확실도가 커지게 되고 거기에 더하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회간극에서의 유동이 천이

영역에 속해있어 그 대류열전달에서도 그 불확실도는 더 가중된다. 한편, 우회간극의 복사열전달률

은 전체 출력대비 약 0.5%로 전체적인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복사열전달의 유무에 따른 핵연료블록내의 냉각채널의 냉각재 온도, 핵연료블록의 평균온도와 흑연

온도에서 코드 간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CORONA 코드

와 CFX 복사열전달 해석 결과는 충분히 합리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7) 3차원 시각화를 위한 후처리 모듈 개발

CORONA 코드에 의한 계산결과는 txt 파일에 저장되어서 분석되어졌다. 노심 평면에서 온도 분포 

및 출력 분포에 의한 온도 기울기를 상용 CFD S/W와 같이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후처리 모

듈을 추가하였다. 시각화 모듈은 open source를 이용한 프로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vtk 

format으로 저장되었다. vtk format은 다양한 명령어를 가지고 있지만 CORONA에 사용된 구문은 

아래와 같다. 

# vtk DataFile Version 1.0

2D Unstructured Grid of Linear Triangles

ASCII

DATASET UNSTRUCTURED_GRID : 저장되는 격자의 데이터는 비정렬 격자를 사용하는 

것을 나타낸다.

POINTS 5874 float : 저장된 좌표는 총 5,874개가 있으며 data type은 float 형태를 의미한다.

CELLS 5455 27379 : 총 격자의 수는 5,455개이며 좌표간 연결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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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7,379개이다.

CELL_TYPES 5455 : 총 격자는 5,455이며 각 격자에 대한 모양 정보가 저장되어야 한다. 

각 격자의 모양에 따른 값은 아래 그림 2.1.2-62와 같다.

각 노드별 좌표는 x,y,z의 3차원으로 저장되게 된다. 블록에서 첫 번째 단위 셀부터 시작하여 각 단

위셀 내부 노드에서 반경 및 azimuth 각도를 이용하여 좌표를 저장한다. 이 후 저장된 좌표 순서

대로 연결 번호를 생성하는 로직을 만들고 생성된 노드에 대한 정보를 그림 2.1.2-62를 이용하여 

기록한다.

그림 2.1.2-62. vtk 격자 기호

아래 그림 2.1.2-63은 블록형 초고온가스로 노심 내부 열유체 해석을 위한 CORONA 비정렬 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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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좌표 값과 연결 정보를 저장하여 Paraview opensource S/W를

[2.1.2-2] 이용하여 아래 그림 2.1-64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고체 영역에서 저장되는 정보는 온

도와 출력분포가 있으며 유체영역에서 저장되는 정보는 온도, 압력 그리고 속도가 있다.

그림 2.1.2-63. CORONA 블록 구성 격자 예시

그림 2.1.2-64. CORONA 후처리 모듈에 의해 생성된 격자

그림 2.1.2-65와 같이 Paraview를 이용하여 저장된 파일을 불러들이면 2차원 및 3차원 노심에 대

한 온도 분포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내장된 기능을 사용하여 특정 지점에서의 직선 

분포, 최대, 최소 값 및 특정 온도가 나타나는 지점을 표시할 수 있다. 또한, slice 기능을 이용하여 

원하는 면에서 온도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계산 결과의 시각화로 결과의 타당성 및 경향을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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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65. CORONA 후처리 모듈에 의해 생성된 격자

나. 검증자동화 모듈 개발 

CORONA 코드의 완성도가 높아짐에 따라 CORONA 코드에 대해 수준 높은 품질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CORONA 코드 품질관리도를 향상시키면서 품질관리 편의성도 증대시키기 위

해 CORONA 자동검증모듈을 개발하였다. CORONA 자동검증모듈 개발의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CORONA에 존재했던 주요 버그들이 코드 수정시 발생하는 경험을 많이 하였으므로 코드 

수정시마다 검증계산을 수행해야할 필요가 있음

- 코드 수정시마다 많은 문제들에 대한 검증계산을 수동으로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으므

로 자동화가 반드시 필요함

(1) 검증자동화 모듈 개발 내용

(가) 자동검증 절차 및 방법

그림 2.1.2-66은 CORONA 자동검증 절차 및 방법을 개념적으로 보여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1) 자동검증모듈 입력부에서는 문제제목, 참조파일명, 검증변수목록과 성공조건 등을 사

용자로부터 입력받는다. (2) 검증하고자하는 CORONA 실행파일을 이용하여 계산을 수행한 후, (3) 

참조파일에 저장된 결과값들과 새롭게 계산된 결과값들을 비교하여 주어진 검증문제에 대한 성공 여

부를 결정한다. (4)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배치계산을 수행하여 CORONA 모델과 기능을 종합적으

로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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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66. CORONA 자동검증 방법 및 절차

(나) 검증변수

CORONA 검증을 위해 사용되는 변수는 global 변수와 local 변수로 나눌 수 있다. global 변수는 

최고핵연료 온도와 같이 해석결과가 하나의 값으로 나타나는 변수이다. global 변수 목록을 표 

2.1.2-23에 나타내었다. 반면에 local 변수는 핵연료 중심 축방향 온도 분포와 같이 축방향 분포를 

비교하기 위한 변수이다. local 변수 목록을 표 2.1.2-24에 나타내었다. 고체 영역은 온도를 유체 

영역은 압력, 온도, 유량을 비교할 수 있다. 모든 검증변수들의 성공조건 단위로는 온도의 경우 ℃

를 사용하고 나머지 변수들은 %를 사용한다. 물론 온도의 경우에도 %를 사용할 수 있다.

표 2.1.2-23. CORONA 검증용 global 변수 목록

일련번호 global 변수명  변수의미 단위

1 maxFuelTemp 최고핵연료 온도 ℃, %

2 maxFuelTemp2sigma 불확실도를 고려한 최고핵연료 온도 ℃, %

3 maxColumnTemp 모든 칼럼별 최고온도 ℃, %

4 maxCoolTemp 냉각재 채널 최고온도 ℃, %

5 maxBypsTemp 우회유량 채널 최고온도 ℃, %

6 maxCRchanTemp 제어봉 채널 최고온도 ℃, %

7 bypsFlowFr 우회유량 분율 %

8 crchanFlowFr 제어봉 채널 유량 분율 %

9 coreDP 노심 압력강하량 %

10 aveOutletTemp 냉각재 출구 평균 온도 ℃, %

표 2.1.2-24. CORONA 검증용 local 변수 목록

일련번호 local 변수명  변수의미 단위 적용영역

1 pressure 압력 % 유체

2 temp 온도 ℃, % 유체, 고체

3 flowrate 유량 % 유체

4 velocity 속도 % 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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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증계산 입력파일

검증계산 입력파일은 기존 CORONA 입력파일에 그림 2.1.2-67과 같은 Test Suite 블록을 추가하

면 완성된다. Test Suite 블록에는 그림 2.1.2-67에 보인 바와 같이 검증제목, 참조결과 파일명, 

global 변수목록, local 변수 목록, 성공조건 및 단위 등이 입력된다.

그림 2.1.2-67. 검증계산 입력 예제

(라) 검증계산 출력파일

검증계산이 종료되고 나면 입력파일명 뒤에 vfi 라는 확장명을 갖는 검증결과 파일을 생성한다. 검

증결과 파일(*.vfi)에는 그림 2.1.2-68에 보인 바와 같이 global 변수의 경우 변수명, 성공조건, 참

조값, 새로운 결과값, 차이, 검증결과를 출력한다. local 변수의 경우 검증지역, 변수명, 성공조건 외

에 전체 비교한 개수와 성공한 개수, 최대 차이를 출력한다. 이는 모든 축방향 격자값들을 비교하므

로 출력값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다. 검증결과 파일 최하단에는 종합검증결과를 출

력하여 검증결과 확인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그림 2.1.2-68. 검증계산 출력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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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검증모듈 일괄 실행

(가) 자동검증문제 목록

향후 CORONA 자동검증에 사용한 문제들로서 표 2.1.2-25에 보인 바와 같은 25개 문제를 선정하

였다. 이는 CORONA 1.0 검증보고서에서 선정한 14개 표준검증문제를 확장한 것이다. 표 

2.1.2-25에 각 검증문제의 내용 및 핵심검증영역을 나타내었다.

표 2.1.2-25. 25개 검증문제 목록

번

호
홀더명  문제내용 핵심검증영역

1 TestCase0-OneBlock 단일칼럼 열유동 솔버기본기능

2 TestCase1-Nineteen 19단위셀 다차원열전도

3 TestCase2-SingleStdColFlow 표준핵연료 단일칼럼 유동 등온 1D 네트워크 유동

4 TestCase3-SingleCtrlColFlow 제어핵연료 단일칼럼 유동 제어봉 채널 유동

5 TestCase4-SingleStdColHeat 표준핵연료 단일칼럼 열전달 핵연료 블록 전도/대류

6 TestCase5-SingleCtrlColHeat 제어핵연료 단일칼럼 열전달 제어블록 전도/대류

7 TestCase6-JAEACrosExp JAEA 교차유동 실험 교차유동

8 TestCase7-SingleRSCFuelCross RSC핵연료 단일칼럼 열전달 교차유동 + 열전달

9 TestCase8-SingleFlowBlockage 단일채널 유동막힘 유동막힘

10 TestCase9_1-FourColRotSym60 4개 칼럼 60도 모델 회전대칭

11 TestCase9_2-FourColRotSym360 4개 칼럼 360도 모델 회전대칭

12 TestCase10-SevenColFlow 7개 칼럼 등온 유동 다중칼럼 등온유동

13 TestCase11_1-SevenColHeat2mm 7개 칼럼 열전달  2mm 갭 다중칼럼 열전달(종합검증)

14 TestCase11_2-SevenColHeat4mm 7개 칼럼 열전달  4mm 갭 다중칼럼 열전달(종합검증)

15 TestCase12-PMR200Flow PMR200 등온유동 전노심 등온유동

16 TestCase13-MHTGR350Flow MHTGR350 등온유동 전노심 등온유동

17
TestCase14_1-VeriParallelComPMR6

00Serial
PMR600 시리얼 계산 병렬계산

18
TestCase14_2-VeriParallelComPmR6

00Parall
PMR600 병렬계산 병렬계산

19 TestCase15_1-SingleColPSR_Adia PSR 둘러싼 단일핵연료칼럼 PSR 열전도

20 TestCase15_2-SingleColPSR_FixT PSR 둘러싼 단일핵연료칼럼 PSR 열전도

21 TestCase16-SingleColTRISO TRISO 모델을 갖는 핵연료칼럼 TRISO 모델

22 TestCase17-PMR200Heat PMR200 열전달 전노심 열전달(종합검증)

23 TestCase18-VariableBypass 비균일 우회유량갭 PMR200 비균일 우회유량갭

24 TestCase19-SingleColPinQ pin-by-pin 출력 단일칼럼 pin-by-pin 출력

25 TestCase20-PMR350PinQ_UA 불확실도 포함 PMR350 열전달 준통계적불확실도(종합검증)

(나) 자동검증용 배치파일 (batch file)

선정한 25개 검증문제들을 일괄 실행시키기 위해 그림 2.1.2-69와 같은 배치파일을 작성하였다.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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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파일에는 (1) 시작 메시지 출력, (2) 실행파일 복사, (3) CORONA 검증문제 실행, (4) 종료 메시

지, (5) 시작/종료 날짜 및 시각 출력 등의 작업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림 2.1.2-69. 자동검증용 배치파일 일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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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해석코드(GAMMA+)

가. 제어기 및 기기(부품) 모델 검증 및 개선

(1) 제어기 모델 검증

GAMMA+ 코드에 내장된 동적 제어기는 표 2.1.3-1에 기술된 8가지이다[2.1.3-1]. 표는 제어기의 

차분화 식과 초기값 계산식도 보여준다. 

표 2.1.3-1. GAMMA+ 제어모델의 동적제어기

Dynamic 
controller

Analytical form Discretized form

Integral (int)

with 

Differential 
(dif)

with 

Proportional
-Integral 

(pi)

with 

Proportional
-Differential 

(pd)
with 

Proportional
-Integral-Dif

ferential 
(pid)

with 

Filtered-Deri
vative 
(fdev)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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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MA+ 동적제어기를 시험하기 위해 그림 2.1.3-1에서 보여준 시간 함수의 입력 변수를 가정하

여 사용한다. GAMMA+ 코드로 계산된 결과는 상용 공학계산용 소프트웨어 Mathcad [2.1.3-2]로 

얻은 해법과 비교함으로써 정확도를 판단한다. 표 2.1.3-2는 Mathcad 계산에서 사용된 표현식을 

보여 준다. Filtered-Derivative, Lag, Lead-Lag 제어기에 대해서는 아래의 해석 해 표현을 이용

한다. 

미분식: 

해석해: 

그림 2.1.3-1. 제어모델 시험용 입력 변수 이력

Lag (lag)

with 

Lead-Lag 
(llag)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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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2. 제어모델 시험을 위한 Mathcad 해법

Dynamic controller Analytical form Calculation form by Mathcad

Integral (int)

with 

Differential (dif)

with 

Proportional-Integral 

(pi) with 

Proportional-Different

ial (pd) with 

Proportional-Integral-

Differential (pid)
with 

Filtered-Derivative 

(fdev)

with 

Lag (lag)

with 

Lead-Lag (llag)

with 

그림 2.1.3-2는 적분기(Integral)와 미분기(Differential)에 대한 계산 결과로 시험이 성공적으로 수

행되었음을 보여 준다. PI, PD, PID 제어기, Filtered-Derivative, Lag, Lead-Lag 제어기에 대한 

계산 결과도 성공적인 시험 결과를 보여 준다. 그림에서 Lead와 Lag의 효과가 서로 상쇄되어 출력



- 192 -

이 입력과 같아야 하는 결과를 정확히 보여준다. 

그림 2.1.3-2. 동적 제어기 시험 결과: Mathcad 해법과 비교

(2) 기기(부품) 모델 검증

GAMMA+ 코드에 구비된 부품 모델에는 순환기, 펌프, 밸브, 냉각기, 액체 비등수조, 열전도관 등

이 있다[2.1.3-1].

(가) 펌프 모델 시험

펌프 모델 시험에는 단상 펌프만이 고려되고 펌프 특성 곡선은 GAMMA+ 코드에 내장된 

Semiscale 펌프 자료를 적용한다. 그림 2.1.3-3은 펌프 기동과 정지를 계산한 유량 결과이다. 50

초에 발생한 기동 신호에 의해 펌프가 기동되기 시작하여 165초에 정상운전 작동상태에 도달한다. 

펌프 정지 계산에서는 100초까지 정상운전 중이던 펌프의 모터 토오크가 0이 된다. 이후 펌프 관성

에 의해 감속하여 300초에 완전 정지한다. 시험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그림 2.1.3-3. 펌프 기동 및 정지 시험의 유량 결과: (좌) 기동, (우)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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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순환기 모델 시험

순환기 모델 시험을 위한 특성 곡선은 GAMMA+ 코드에 내장된 GA 순환기 자료를 적용한다. 그림 

2.1.3-4는 순환기 기동과 정지를 계산한 유량 결과이다. 50초에 발생한 기동 신호에 의해 순환기가 

기동되기 시작하여 250초에 정상운전 작동상태에 도달한다. 순환기 정지 계산에서는 100초까지 정

상운전 중이던 순환기의 모터 토오크가 0이 된다. 이후 순환기 관성에 의해 감속하여 300초에서 완

전 정지한다. 시험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그림 2.1.3-4. 순환기 기동 및 정지 시험의 유량 결과: (좌) 기동, (우) 정지

(다) 밸브 모델 시험

GAMMA+ 밸브 모델에는 트립 밸브, 체크 밸브, 방출 밸브, 관성 밸브 4가지가 있다[2.1.3-1]. 트

립 밸브와 체크 밸브의 작동은 매우 단순하여 이들에 대한 시험은 생략한다. 압력방출밸브의 시험은 

그림 2.1.3-5의 유체역학적 조건과 기하학적 자료를 이용한다.

그림 2.1.3-5. 방출밸브 모델 시험용 GAMMA+ 노달

시험을 위해 공기유량이 조절되는데 10초까지 1.0kg/s로 증가한 다음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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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6(좌)). 공기 유입으로 공기탱크 압력이 상승하여 개방압력인 3.3 MPa에 도달하면 밸브가 5

초에 걸쳐 개방되기 시작한다 (그림 2.1.3-6(우)). 이후 밸브 개방으로 공기탱크 압력이 감소하여 

2.7 MPa 이하가 되면 밸브가 5초에 걸쳐 폐쇄되기 시작한다. 이 과정은 한번 더 반복한 후 100초

에 공기유량이 감소하여 110초에 0이 되면 밸브는 계속 폐쇄된 상태가 된다. 시험은 성공적으로 완

료되었다.

그림 2.1.3-6. 방출밸브 모델의 시험 결과: (좌) 공기방출 유량 (우) 공기탱크 압력

관성밸브는 중력을 이용하는 작동 방식이므로 수직으로 설치된 공기배관사이에 밸브를 두고 시험한

다. 시험을 위해 공기유량을 10초간 걸쳐 0.1kg/s로 증가시킨 후, 20초까지 그대로 유지한 후, 다

시 10초간 걸쳐 0으로 감소시킨다. 아래에서 미는 공기 힘에 의해 디스크가 들어 올려져 유로가 개

방된다. 그림 2.1.3-7에서와 같이(시험 A) 디스크의 개방 각도가 유량 조건에 따라 변화함을 볼 수 

있다. 이때 개방 각도는 공기 힘과 디스크 무게간의 상호 작용으로 비선형적 거동을 보인다. 디스크 

무게를 3배 증가시키면(시험 B) 그림 2.1.3-8에서와 같이 최대 개방 각도가 작아지고 개방 각도의 

진동 폭도 작아진다. 시험은 정성적 추론에 맞게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그림 2.1.3-7. 관성밸브 모델 시험(A): (좌) 유량, (우) 디스크 개방 각도



- 195 -

그림 2.1.3-8. 관성밸브 모델 시험(B): (좌) 유량, (우) 디스크 개방 각도

(라) 냉각기 모델 시험

냉각기(Lumped cooler)의 시험은 그림 2.1.3-9의 기하학적 형상과 유로 조건을 이용한다. 직경이 

30cm인 헬륨 유로내에 외경은 10.4cm인 직관형 열교환 튜브 3개가 설치된 형상으로 열교환 튜브

내로는 공기나 물이 흐른다. 일차측 헬륨과 이차측 냉각 유체의 유동은 같은 방향이다. 

그림 2.1.3-9. 냉각기 모델 시험용 냉각기 형상

냉각기(LC, Lumped cooler)에 대한 계산 결과는 Node-Link 상세 모델한 GAMMA+ 결과 (HX, 

Detailed HX calc.)와 비교한다. 그림 2.1.3-10(좌)는 냉각유체가 공기인 경우로 상세모델 계산의 

열전달 량(121.07kW)에 비해 냉각기 모델이 3% 과대평가한다. 반면 그림 2.1.3-10(우)은 냉각유체

가 물인 경우로 상세모델 계산의 열전달 량(848.9kW)에 비해 냉각기 모델이 0.9% 과대평가한다. 

대체로 냉각기 모델이 열전달 량을 다소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반경방향 열교환 튜브 

온도를 한 값으로 단순화하는데 기인한다. 정확성 오차가 크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험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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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10. 냉각기 모델 시험의 온도 계산 결과: (좌) 공기 냉각의 경우 (우) 물 냉각의 경우 

(마) 액체수조 모델 시험

액체 비등 수조의 시험은 그림 2.1.3-11의 기하학적 형상에 대해 수행한다. 200kW의 열이 내부 

원통에 가해지고 이 열은 공기 하향유로에서 열복사에 의해 물 수조에 전달된다. 공기 하향유로내 

공기 대류를 제거하면 복사로 전달된 열에 의해 수조내 물은 가열 및 팽창한다. 종국에는 비등하여 

증기가 대기로 방출한다. 

그림 2.1.3-11. 액체 비등수조 모델 시험용 문제 정의

GAMMA+ 계산 결과는 이상유체 해석코드인 RELAP5/MOD3.2[2.1.3-3] 계산 결과와 비교한다. 

그림 2.1.3-12는 액체 수위와 증기 방출량을 각각 보여준다. RELAP5는 과열액체를 다룰 수 있으

므로 증기 발생 시점이 다소 지연된다. 반면 GAMMA+에서는 포화온도 도달시 즉각적으로 물이 비

등하여 대기로 방출한다. 그림 2.1.3-13의 평균 유체 온도와 평균 배관벽 온도를 보면 40시간 이후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RELAP5에서 증기 과열을 허용하는 반면 GAMMA+에서는 포화 온도를 초



- 197 -

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림 2.1.3-14의 수조에 남아있는 총 질량과 

누적 방출질량이 두 코드 결과에서 매우 유사하다. GAMMA+ 액체 비등수조 모델의 단순성 비해 

상대적으로 전체적 특성을 잘 예측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2.1.3-12. 액체수조 모델의 시험 결과: (좌) 수위 (우) 증기 방출유량

그림 2.1.3-13. 액체수조 모델의 시험 결과: (좌) 평균 유체온도 (우) 평균 벽면 온도 

그림 2.1.3-14. 액체수조 모델의 시험 결과: (좌) 질량 (우) 누적 방출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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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냉각 모델 검증

검증 문제는 참고문헌 2.1.3-4에서 2.1.3-7을 검토하여 표 2.1.3-3과 같이 개념 문제, 실험 문제, 

적용 문제들로 구성하였다. GAMMA+ 코드의 계산 결과는 이상유동 해석코드로 넓이 알려진 미국 

NRC의 RELAP 해석코드[2.1.3-3]의 계산 결과와 비교한다. 

표 2.1.3-3. GAMMA+ 수냉각 모델의 검증 문제

Cases Items phenomena Reference 

개념 
문제

Drain & Fill
Motion of water level

Accuracy of calculating gravity head
2.1.3-4

Manometer oscillation

Numerical stability

Motion of water level

Accuracy of calculating gravity head

2.1.3-4

Nine-volume 

water-over-steam

Counter current motions of water 

and steam

Accuracy of calculating gravity head

2.1.3-5

Single phase natural 

circulation

Single phase natural circulation 

induced by buoyancy force
2.1.3-5

Two phase natural 

circulation

Two phase natural circulation 

induced by buoyancy force
-

실험 
문제

THETIS flow boiling test

Flow boiling under various pressure 

conditions and heat transfer in 

heater rods

2.1.3-6

적용 
문제

SC-MHR-350 steam 

generator

Flow boiling under high pressure 

condition and heat transfer in steam 

generator tube

2.1.3-7

(1) Drain-Fill 개념 문제

Drain-Fill 문제는 유체 노드간의 경계를 가로질러 수위의 이동을 추적하는 성능을 확인하고, 중력 

수두 효과를 계산하는 코드 정확성을 결정한다. 

그림 2.1.3-15(좌)와 같이 대기압 조건에서 포화온도 상태의 물이 수직 원통에 2/3 정도 채워진 조

건에서 시작한다. 원통의 나머지 상부는 포화 증기로 채워진다. 원통 하부에는 물 압력 경계를 두고 

원통 상부에는 증기 압력 경계를 두어 원통내 물 양이 변하더라도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과도 

계산은 그림 2.1.3-15(우)와 같이 10초에서 95초 사이에는 원통 하부에서 물을 빼주다가(drain), 

110초와 120초 사이에는 다시 물을 주입하는(fill) 과정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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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15. Drain-Fill 문제의 정의: (좌) GAMMA+ 계산 모델과 (우) 유량 제어

계산 결과는 슬립(Slip) 효과로 인한 상간 운동량 교환 복잡성을 제거하기 위해 No sip 조건으로 

얻은 RELAP 결과와 비교하여 그림 2.1.3-16에서 보여준다. 즉 증기와 액체의 속도가 강제적으로 

같게 유지된다. 그림에서 노드-11은 하부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위치이므로 증기 상태를 유지해

야 한다. 노드-9에서 노드-5들은 물 유출과 유입 모두에 영향을 받는다. 10초이후 물이 빠질 때 노

드-9부터 증기로 채워지기 시작하고, 110초 이후 물이 채워질 때 노드-5 부터 물로 채워지기 시작

한다. 증기분율이 20%에서 80%인 혼합체로 될 때 GAMMA+ 코드와 RELAP 코드의 결과는 거의 

같다. 증기분율이 20%보다 작거나 80%보다 큰 경우는 두 코드간의 차이가 상당한다. 이는 액체와 

증기가 성층화된 상태로 그 수위가 이동하는 상황에 대해 GAMMA+ 코드의 예측 성능이 RELAP 

코드에 다소 못 미치기 때문이다. 

그림 2.1.3-16. Drain-Fill 문제의 계산 결과: 기포 분율 과도 (No s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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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nometer Oscillation 개념 문제

Manometer Oscillation 문제는 유체 노드간의 경계를 가로질러 수위의 이동을 추적하는 성능을 

확인하고, 수위 진동에 대한 수치적 안정성을 파악한다. 

그림 2.1.3-17과 같이 2개의 수직 원통을 하부에서 연결하고, 대기압 조건에서 포화온도 상태의 물

이 수직 원통의 하부에 다르게 채워진 조건에서 시작한다. 원통들의 상부 나머지 부분은 포화 증기

로 채워진다. 수력학적 직경(hydraulic diameter)에 대해서는 임의로 큰 값을 사용하는데, 이는 마

찰 압력을 줄여 비점성(nonviscous) 조건을 만들어 주기 위함이다. 원통들 상부에는 증기 압력 경

계를 두어 원통내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그림 2.1.3-17. Manometer Oscillation 문제의 GAMMA+ 계산 모델

예상된 결과는 그림 2.1.3-18과 같은 RELAP 코드의 결과로, 우측 원통내 수위가 높으므로 우측의 

물이 좌측 원통으로 이동하면서 진동한다. 마찰 압력강하가 매우 작으므로 기포분율 50%를 기점으

로 감쇄없이 계속 진동한다. 

그림 2.1.3-18. Manometer Oscillation 문제의 계산 결과: 기포 분율 과도 (RE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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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19의 GAMMA+ 코드 결과는 이러한 경향을 잘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수위 진동이 감

쇄한다. No slip 모델 계산이 수치적으로는 안정하나 예견된 경향과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고, 

반면 그림 2.1.3-20의 Slip 모델 계산은 예견된 경향을 보이나 수치적으로는 다소 불안정하다. 

그림 2.1.3-19. Manometer Oscillation 문제의 계산 결과: 기포 분율 과도 (No slip)

그림 2.1.3-20. Manometer Oscillation 문제의 계산 결과: 기포 분율 과도 (Slip)

(3) Nine-volume 개념 문제

Nine-volume 문제는 유체 노드간의 경계를 가로질러 수위의 이동을 추적하는 성능을 확인하고, 중

력 수두 효과를 계산하는 코드 정확성을 결정한다. 이 문제는 Drain-Fill 문제와는 다르게 액체가 

증기의 유동 방향과는 반대로 작용한다. 

그림 2.1.3-21과 같이 대기압 조건에서 포화온도 상태의 물이 수직 원통 상부에 1/3 정도 채워진 

조건에서 시작한다. 분리막에 의해 물이 원통 상부에 채워져 있다가 분리막 제거와 동시에 아래로 

떨어져 하부를 채우는 과정을 모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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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21. Nine-volume 문제의 GAMMA+ 계산 모델 

그림 2.1.3-22(위)는 No slip 모델을 이용한 GAMMA+ 계산 결과로 RELAP 계산 결과와 비교한 

것이다. 물이 하강함에 따라 노드-6의 기포분율이 감소하기 시작하고(녹색선) 노드-9의 기포분율은 

증가하기 시작한다(파란선). 노드-9는 초기에 물로 채워진 상태에서 증기로 가득찬 상태로 바뀐다. 

노드-6은 초기에 증기로 채워진 상태에서 물로 채워지다가 증기로 가득찬 상태로 바뀐다. 노드-3과 

노드-1는 초기에 증기로 채워진 상태에서 물로 가득찬 상태로 바뀐다. GAMMA+ 계산 결과는 초기 

과정에 대해 잘 예측하나 최종 과정은 물리적으로 다른 경향을 보인다. 그림 2.1.3-22(아래)의 Slip 

모델을 이용한 GAMMA+ 계산은 상부 노드에서의 최종 과정을 보다 잘 예측하나, 노드-3이 완전히 

물로 채워지지 않는 결과를 보여 모델 개선이 필요함을 일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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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22. Nine-volume 문제의 계산 결과: 기포 분율 과도: (위) No slip (아래) Slip

(4) 단상 자연순환 개념 문제

단상 자연순환 문제는 GAMMA+ 수냉각 모델의 기본이 되는 보존방정식의 예측 성능을 확인하는데 

있다. 부력에 의해 야기되는 단상 유체유동 및 열수송을 풀기 위해 사용된 지배방정식 및 수치 모델

이 잘 구현하는지 알 수 있다. 

그림 2.1.3-23은 GAMMA+ 계산 모델로 수직 폐회로로 구성되어 자연순환을 발생하기 위해 좌측 

하단에는 고온부가 우측 상단에는 저온부가 위치한다. 하단 좌측의 수평 배관에는 큰 체적을 가지는 

유체 노드가 연결되어 압력 변동을 최소화한다. 계산 초기에 유체는 압력 10bar 조건의 정지한 상

태이고, 유체 및 고체는 모두 20℃ 온도 조건하에 있다. 벽면 온도 경계조건으로 저온부 튜브 외면

은 20℃로 고정되고, 고온부 튜브 외면은 150℃로 고정된다. 

그림 2.1.3-23. 단상 자연순환 문제의 GAMMA+ 계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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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23의 좌측 고온부의 유체가 가열되어 이동하면 고온 유체가 우측 저온부에서 냉각됨으

로 인해 밀도차가 형성되고, 부력에 의한 유체 유동이 시작된다. 그림 2.11.3-24는 자연순환 유량

과 고온부 출구 온도에 대한 계산 결과로 RELAP 계산 결과와 비교한 것이다. 고온부에서의 유체 

팽창과 저온부로 이송된 유체의 냉각 수축으로 진동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정한 값으로 

안정화되어 예상된 거동을 보인다. 두 코드의 계산 결과는 거의 유사하게 같은 경향을 예측하고 있

다. 

그림 2.1.3-24. 단상 자연순환 문제의 계산 결과: (위) 유량 과도 (아래) 유체 온도 과도

(5) 이상 자연순환 개념 문제

이상 자연순환 문제는 비등이 발생하는 조건하에서 GAMMA+ 수냉각 모델의 기본이 되는 보존방정

식의 예측 성능을 확인하는데 있다. 부력에 의해 야기되는 이상 유체유동 및 열수송을 풀기 위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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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 지배방정식 및 수치 모델이 잘 구현하는지 알 수 있다. 

사용된 계산 모델은 그림 2.1.3-23에 보여진 단상 자연순환 문제와 같다. 단 고온부에서 비등을 야

기하기 위한 벽면 온도 경계조건으로 고온부 튜브 외면은 300℃로 고정한다. 비등 발생이후 고온부

에서는 비등 열전달이 그리고 저온부에서는 응축 열전달이 고체-유체 간에 작용한다. 

그림 2.1.3-25는 이상 자연순환 문제의 계산 결과로 각각 유량과 고온부 출구 기포분율을 보여준

다. 고온부내 유체가 점차로 가열되어 단상 자연순환 유량이 형성된다. 기포가 발생하기 전까지의 

거동은 앞선 절의 단상 자연순환 거동과 유사하다. 고온부의 벽면 온도 경계가 포화 온도(180℃)를 

초과하므로 약 100초 이후 고온부에서의 비등에 의한 기포 발생 그리고 저온부에서의 응축에 의한 

기포 소멸로 심한 요동(fluctuation)이 일어난다. GAMMA+ 코드와 RELAP 코드 결과는 이상 유동

이 발생한 후 큰 차이를 보이며, 심지어 GAMMA+ 코드의 Slip 모델 계산은 실패하여 중단된다. 

그림 2.1.3-25. 이상 자연순환 문제의 계산 결과: (위)유량 과도 아래)기포 분율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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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큰 차이는 그림 2.1.3-26에서 보여진 것과 같이 유체 압력 예측에 크게 의존한다. 이상유동 

현상 예측에는 완성도가 높은 RELAP 코드가 보다 신뢰가 있으므로 GAMMA+ 코드의 이상유동 모

델은 보다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림 2.1.3-26. 이상 자연순환 문제의 계산 결과: 압력 과도

(6) 유동비등 실험 문제

유동비등 실험 문제는 THETIS 실험 장치에서 수행한 시험자료를 이용한다 [2.1.3-6]. 실험 장치는 

그림 2.1.3-27과 같이 스틸 원통안에 직경 12mm의 57개 가열봉과 4개 비가열봉으로 구성되어 있

다. 실험장치 하부에서 과냉 액체가 주입되어 가열봉에서 비등이 발생한다. 표 2.1.3-4는 수행된 다

양한 실험 조건들을 보여준다. 마지막 고압 조건(HP150)은 실제 원자로 운전조건을 모의하기 위해 

추가하였으며, 유동채널에서 비등이 일어나도록 가열봉 출력을 10배로 조정하였다. 

표 2.1.3-4. THETIS 유동 비등 실험 조건

Test
Pressure 

(bars)
Flow rate 

(kg/s)
Inlet temp. 

(K)
Heater power 

(kW)

561-2 2.0 0.12 352.0 100.0

551-2 5.25 0.0974 342.0 100.0

553-4 10.21 0.0474 310.0 100.0

555-6 20.15 0.053 356.0 100.0

557-8 40.26 0.036 310.0 100.0

HP150 150.0 7.52 342.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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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27. THETIS 유동비등 실험 장치

그림 2.1.3-28은 GAMMA+ 계산 모델로 시험부는 26개의 유체 노드로 구성되며, 2번에서 25번까

지에는 고체 가열봉이 모델되어 연결된다. 유체 노드 1번은 유량 및 입구 압력 경계조건에 연결되

고, 유체 노드 26번은 출구 압력 경계조건에 연결된다. 

그림 2.1.3-29는 slip 운동량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조건을 모의하기 위해 THETIS 유동비등 실험장

치에서 임의로 높은 압력에서의 비등조건을 설정한 계산 결과이다. 100 bar 이상의 압력조건에서는 

증기와 액체 속도가 거의 같아지므로 균질(homogeneous)모델로도 충분하다. 따라서 그림 

2.1.3-29에서와 같이 모든 계산 결과가 거의 비슷하다. 여기서 GAMMA+ 코드의 slip-D는 

dynamic slip 모델이고, slip-H와 slip-C는 각각 Homes (1981)과 Chexal & Lellouche (1989)

의 드리프트 상관식을 적용한 모델이다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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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28. 유동비등 실험 문제의 GAMMA+ 계산 모델

그림 2.1.3-29. 유동비등 실험 문제의 계산 결과: 기포 분율 분포 (150 bar)

보다 낮은 압력조건에서는 증기와 액체의 속도가 차이가 나기 시작하여 유동 채널내 기포 분포에 

영향을 준다. 그림 2.1.3-30은 각각 20bar와 5bar의 압력 조건에 대한 계산결과로 상간 속도차가 

고려되지 않으면 유동 채널내에서 기포는 급격히 변하여 실험 결과에서 멀어진다. GAMMA+ 결과

에서는 slip 모델 종류에 따라 그리고 드리프트 상관식에 따라서 결과가 상당히 달라짐을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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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30. 유동비등 실험 문제의 기포분율 분포 계산결과: (위) 20 bar (아래) 5 bar

(7) SC-MHR 증기발생기 유동 문제

SC-MHR 증기발생기 유동 문제는 실제 원자로 운전 조건에서의 유동 비등 현상에 대해 GAMMA+ 

코드의 적용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그림 2.1.3-31은 SC-MHR 증기생산 고온가스로의 헬리컬 증

기발생기 구조이다[2.1.3-7]. 하부에서 공급되는 과냉 급수가 주로 헬리컬 튜브 영역에서 가열되어 

비등하고, 상부 직관 튜브에서 더욱 과열(superheated)된다. 증기발생기 튜브의 쉘측에서는 헬륨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흐르면서 원자로로부터 온 열을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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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31. SC-MHR 증기발생기의 헬리컬 튜브 구조

그림 2.1.3-32는 GAMMA+ 계산 모델로 급수 배관, 증기발생기 튜브, 증기 배관으로 구성된다. 열

교환 영역은 85개의 유체 노드로 세분화 되어 2개의 튜브 고체 모델(SG_EES, SG_FSH)과 연결된

다. 튜브 고체 외벽에는 350MW의 열에 기반한 열속 경계 조건이 적용된다. 급수 배관에는 유량 

및 입구 압력 경계조건에 연결되고, 증기 배관에는 출구 압력 경계조건에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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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32. SC-MHR 증기발생기 유동 문제의 GAMMA+ 계산 모델

그림 2.1.3-33은 균일한 초기온도 조건(193℃)에서 유체가 가열되어 정상상태에 도달하기까지의 유

량 결과이다. 유동 채널에서의 비등으로 유체가 급격히 팽창하여 유량이 증가하다가, 기포가 출구로 

빠져 나가면서 다시 감소하여 일정한 값으로 수렴한다. 

그림 2.1.3-33. SC-MHR 증기발생기 유동 문제의 GAMMA+ 계산 결과: 유량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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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34와 2.1.3-35는 정상상태 도달시의 압력, 유체 온도, 기포 분율, 열교환튜브 길이에 

따른 튜브 온도 분포를 보여준다. 유동비등 조건이 고압 균질 조건에 속하므로 GAMMA+ 코드와 

RELAP 코드의 결과는 거의 유사하다. 비등 영역중 상부에서의 차이는 증기의 과열을 허용하는 지

의 여부에 의존한다. 이상상태에서 RELAP 코드는 증기 과열을 허용하므로 유체 온도가 포화 온도

보다 높아질 수 있다. 즉 전달된 열이 증기 과열에 사용되므로 기포 생성이 보다 낮게 계산된다. 그

러므로 그림 2.1.3-35(위)에서와 같이 RELAP의 기포분율이 보다 작다. 당연히 열교환튜브 온도도 

과열된 증기로 인해 RELAP의 결과에서 보다 높게 나타난다 (그림 2.1.3-35(아래)).

그림 2.1.3-34. 증기발생기 유동 문제의 GAMMA+ 계산 결과: (위)압력 분포 (아래)유체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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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35. 증기발생기 유동 문제의 GAMMA+ 계산 결과: (위)기포 분율 분포 (아래)튜브 온도 부포

다. 점동특성 모델 검증

(1) PBMR 노심-열유체 연계 해석 벤치마크 

PBMR (Pebble-Bed Modular Reactor)은 제 4세대 원자로 연구·개발 분야에서 주목받는 고온가스

로(High-Temperature Gas-cooled Reactor, HTGR) 중의 한 유형이다. PBMR 원자로 개발을 위

해 고온가스로에 적용될 해석코드나 활용될 수 있는 기존의 해석코드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특히 향

후 고온가스로 설계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해서는 노심-열유체 연계 거동을 분석할 정확하고 효율적인 

분석 도구에 대한 토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노심-열유체 연계 거동에 대해 PBMR 를 검증할 목적

으로 코드대 코드 벤치마크 문제가 제시되었다[2.1.3-8]. 제1단계(Phase I)로 코드 체계와 모델 및 

기본 자료들 간의 차이를 정량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상상태 분석을 수행한다. 그 결과는 제 2단계

의 과도 계산을 위한 초기 조건으로 사용한다. 제 2단계(Phase II)에서는 동일 단면적 자료과 고체 

물성치를 사용하여 정의된 노심-열유체 연계 문제들을 분석한다. 그림 2.1.3-36은 PBMR 노심-열유

체 연계 해석을 위해 벤치마크 문제로 정의되는 유체와 고체 영역 배치도(Layou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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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36. PBMR 노심-열유체 연계 해석을 위한 벤치마크 문제 정의

이 벤치마크 문제를 다루기 위해 KAERI에서는 CAPP/GAMMA+ 연계 코드체계를 개발하였다

[2.1.3-9]. GAMMA+ 코드는 열유체 해석코드로 시간 간격과 제어봉 위치 그리고 노심내 각 계산 

메쉬에서의 핵연료와 감속재 온도 분포를 계산하여 CAPP 노심 해석코드에 전달한다. CAPP 코드는 

노심 해석코드로 GAMMA+ 코드로부터 전달된 자료를 이용하여 총 열출력과 출력분포를 계산하여 

GAMMA+ 코드에 되돌려 준다. CAPP/GAMMA+ 계산 결과는 남아공 PBMR 사에서 제공한 

TINTE/VSOP 연계 계산결과와 비교하였다[2.1.3-9].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안전해석에서 사용되는 

점동특성 모델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노심-열유체 연계 계산결과와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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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자로 무정지를 수반하는 강제순환상실 감압사건 (DLOFC/ATWS)

이 사건에서 헬륨 유량은 13초 동안 192.7kg/s에서 0.2kg/s로 감소한다. 동시에 헬륨 압력은 13초 

동안 90bar에서 1bar로 감소한다. ATWS(Anticipated Transient Without Scram) 모사를 위해 

제어봉 삽입은 고려하지 않는다. 헬륨 유량 감소에 따른 노심 온도로 증가로 부(-)의 온도 반응도 

효과가 작용하여 원자로가 미임계 상태가 된다. 0.2kg/s의 미소 유량이 노심 붕괴열을 제거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노심 온도는 계속 상승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노심 붕괴열은 계속 감소하므로 

25hr 이후에는 노심 온도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온도 감소는 양(+)의 반응도를 노심에 가하므로, 이 

값이 Xenon에 의한 부(-)의 반응도를 극복하는 시점에서 재임계가 발생한다. 그림 2.1.3-37은 계

산된 노심출력과 핵연료 온도 변화로 점동특성 모델이 보다 빠른 재임계 시기를 보인다. 이는 그림 

2.1.3-38에서와 같이 점동특성 모델의 Xenon 농도 계산 값이 연계 계산 결과보다 작아 Xenon에 

의한 부(-)의 반응도를 작게하기 때문이다. 재임계 시기 예측은 재임계 시기 이후 핵연료 온도 상승

에 매우 큰 연향을 미친다. 

(위)원자로 출력

그림 2.1.3-37. PBMR DLOFC/ATWS 해석 결과: (위)원자로 출력 (아래)최고/평균 핵연료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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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38. PBMR DLOFC/ATWS 해석 결과: 평균 Xenon 온도

(나) 모든 제어봉 인출사건 (TCRW) 

이 사건에서 모든 제어봉이 1cm/s로 200초 동안 200cm를 인출한다. 양(+)의 반응도 삽입으로 노

심출력이 상승하고 노심 온도도 이에 따라 상승한다(그림 2.1.3-39). 출력이 진동하는 것은 제어봉

이 이동할 때 노심에 가해지는 반응도 값이 비선형적으로 변하는 거동(cusping effect)때문이다. 점

동특성 모델의 결과는 보다 높은 노심 출력과 온도를 예측하는데 이는 그림 2.1.3-40의 Axial 

Offset의 변화 때문이다. 노심-열유체 연계 해석에서는 초기에 출력 분포가 하부에 치우쳐 있다가 

제어봉이 인출하면서 출력 분포는 상부로 이동한다. 상부 노심에서 열생성이 많아짐에 따라 이곳의 

온도도 증가하면서 노심 전체의 온도가 평탄화된다. 이러한 거동이 제어봉 인출로 인한 양(+)의 반

응도 삽입을 완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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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39. PBMR TCRW 해석 결과: (위)원자로 출력 (아래)최고/평균 핵연료 온도

그림 2.1.3-40. PBMR TCRW 해석 결과: Axial Offset

(다) 헬륨 입구 온도 변화 (Cold Helium Inlet)

이 사건에서 헬륨 입구 온도가 0에서 10초 사이에 500℃에서 450℃로 감소한 다음 300초까지 일

정하게 유지된다. 이후 300에서 310초 사이에 헬륨 입구 온도가 450℃에서 500℃로 증가한 다음 

계속 일정하게 유지된다. 헬륨 온도 감소로 노심 온도가 떨어지면 부(-)의 온도 계수 효과에 의해 

양(+)의 반응도 삽입으로 노심 출력이 상승한다. 그림 2.1.3-41은 노심 출력과 핵연료 온도 변화를 

보여준다. 이 경우 Axial Offset 은 그림 2.1.3-42에서와 같이 약간 변하므로 그 영향이 작다. 결

과적으로 출력 분포의 변화를 적게 야기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점동특성 모델을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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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41. PBMR 헬륨 온도 감소 해석 결과: (위)원자로 출력 (아래)최고/평균 핵연료 온도

그림 2.1.3-42. PBMR 헬륨 온도 감소 해석 결과: Axial Offset

(2) 노심-열유체 연계 기본 검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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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각 블록을 쌓아 구성하는 블록-노심 고온가스로에 대한 노심-열유체 연계 거동을 검증하기 위한 

기본 문제로 그림 2.1.3-43과 같이 4가지 문제 유형을 선정한다 (single column 문제, 7-column 

문제, 37-column 문제, Full core 문제). 

그림 2.1.3-43. 블록-노심 고온가스로의 노심-열유체 연계 거동을 위한 기본 검증 문제

분석 대상이 되는 사건으로는 아래의 4가지를 선정한다. 전자의 2개는 큰 출력 분포의 변화가 예상

되는 경우이고, 후자의 2개는 출력 분포의 변화가 적게 예상되는 경우이다. 

  - Control rod ejection in 0.1s

  - Control rod withdrawal in 200s

  - 10% increase of helium inlet flow

  - 50℃ decrease of helium inlet temperature 

과도 계산을 위한 정상상태 계산 조건은 표 2.1.3-5에 그리고 점동특성 입력 변수는 표 2.1.3-6에 

기술한다.

표 2.1.3-5. 노심-열유체 연계 거동을 위한 기본 검증 문제의 계산 조건

single column 7-column 37-column Full core
열출력, MW 3.1818 3.1818 19.091 350.0
헬륨 유량, kg/s 1.43 1.43 8.57 157.1
헬륨 압력, MPa 6.0 6.0 6.0 6.0
헬륨 입구 온도, ℃ 259.0 259.0 259.0 259.0

표 2.1.3-6. 노심-열유체 연계 거동을 위한 기본 검증 문제의 점동특성 입력 변수

single column 7-column 37-column Full core
Prompt Neutron 

Lifetime [sec]
1.609E-4 2.231E-3 1.054E-3 7.100E-4

FTC [pcm/K] -6.735 -4.511 -4.182 -5.794
MTC [pcm/K] -2.651 -4.954 -1.260 -2.496
RTC [pcm/K] 0.224036
Rod worth [pcm] 1011.8 1006.3 1009.7 1862.4
6-group precursor:

effective yield (β)

decay constant (λ)

2.341E-4 1.211E-3 1.158E-3 2.604E-3 1.074E-3 4.499E-4

1.334E-2 3.273E-2 1.208E-1 3.030E-1 8.505E-1 2.856

제어봉 토출 사건에 대한 점동특성 모델 결과는 CAPP/GAMMA+ 연계 계산 결과와 비교하여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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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44에서 2.1.3-46에 보여준다. 점동특성 계산에서는 출력 분포 변화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CAPP/GAMMA+ 연계 계산 결과로부터 멀어지며, 특히 full core에서는 출력 분포 변화가 유량 분

포 변화를 수반하므로 연계 계산 결과와의 차이는 더욱 커진다. 

그림 2.1.3-44. 제어봉 토출 계산 결과 - 출력 변화: 좌(7-column) 우(full core)

그림 2.1.3-45. 제어봉 토출 계산 결과 - 평균 온도 변화: 좌(7-column) 우(full core)

그림 2.1.3-46. 제어봉 토출 계산 결과 - 최대 핵연료 온도 변화: 좌(7-column) 우(full 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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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봉 인출 사건에 대한 점동특성 모델 결과는 CAPP/GAMMA+ 연계 계산 결과와 비교하여 그림 

2.1.3-47에서 2.1.3-49에 보여 진다. 제어봉 토출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점동특성 계산에서는 출

력 분포 변화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CAPP/GAMMA+ 연계 계산 결과로부터 멀어진다. 

7-column에서는 출력 분포가 축방향으로만 일어나 계산 결과의 차이만 발생하지 과도 거동은 같

다. 그러나 full core에서는 출력 분포가 축방향과 반경방향 모두로 변화하여 제어봉 인출에 의한 

반응도 영향을 상쇄시킨다. 이러한 특성은 CAPP/GAMMA+ 연계 계산에서 뚜렷하게 예측된다. 점

동특성 계산에서는 출력 분포가 변화하지 않아 반응도 상쇄 효과를 보이지 않으며, 이로 인해 예측

된 최대 핵연료 온도는 과도하게 매우 높아진다. 

그림 2.1.3-47. 제어봉 인출 계산 결과 - 출력 변화: 좌(7-column) 우(full core)

그림 2.1.3-48. 제어봉 인출 계산 결과 - 평균 온도 변화: 좌(7-column) 우(full 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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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49. 제어봉 인출 계산 결과 - 최대 핵연료 온도 변화: 좌(7-column) 우(full core)

헬륨 입구 유량 증가 사건과 헬륨 입구 온도 감소 사건에 대한 점동툭성 모델 결과는 

CAPP/GAMMA+ 연계 계산 결과와 비교하여 그림 2.1.3-50에서 2.1.3-53에 보여 진다. 이 사건들

은 노심을 냉각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양(+)의 반응도를 삽입하고 출력을 증가시킨다. 헬륨 입구 

조건 변화는 주로 축방향으로 작용하여 출력 분포를 변화시키나 그 변화 정도가 매우 작다. 따라서 

그림들에서 보여진 것과 같이 7-column과 full core 모두에서 CAPP/GAMMA+ 연계 계산 결과와 

점동특성 계산 결과는 같은 거동에 차이도 거의 없다. 

그림 2.1.3-50. 헬륨 입구 유량 10% 증가 계산 결과 - 출력 변화: 좌(7-column) 우(full 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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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51. 헬륨 입구 유량 10% 증가 계산 결과 - 평균 온도 변화: 좌(7-column) 우(full core)

그림 2.1.3-52. 헬륨 입구 온도 50℃ 감소 계산 결과 - 출력 변화: 좌(7-column) 우(full core)

그림 2.1.3-53. 헬륨 입구 온도 50℃ 감소 계산 결과 - 평균 온도 변화: 좌(7-column) 우(full core)

라. 코드 개선 및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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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드 모델 개발 및 검증

GAMMA+ 코드 R01M02 버전에서는 유체 및 고체 물성치를 더욱 보강하고, Lumped Particle 모

델, Hot Fuel Pin 모델, Hole-in-fuel 모델을 추가하였다. 

(가) 핵연료 열전도 개선

① Lumped Particle 계산 모델

핵연료콤팩(fuel compact)내 입자(particle) 온도 계산시 기존 상세 계산 방식 대신 단순화된 

Lumped particle 계산 모델을 장착하였다. 특히 빠른 계산이 가능하여 모사 시간이 매우 긴(약 1

개월) 안전해석 과도 계산에 유용하다. 

기존 상세 계산 방식은 그림 2.1.3-54와 같이 핵연료입자내 온도 분포를 모두 계산한다. 

그림 2.1.3-54. 기존의 핵연료입자의 상세 온도분포 계산 모형

기존의 핵연료입자 온도분포 계산은 아래 식을 차분화하여 연립방정식을 푼다 [2.1.3-1]. 

                      (2.13.-1)

위의 계산 방식은 공간에 대한 행렬식을 풀어야 하므로 계산량을 증가시켜 모사 시간이 긴 안전해

석 과도 계산에는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식 (2.1.3-1)에서 확산 항을 제거한 아래와 같은 점(Point)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Lumped Particle 모델이다. 

                          (2.1.3-2)

식 (2.1.3-2)를 차분화하면 입자 온도에 대한 선형 관계식을 쉽게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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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3)

식 (2.1.3-3)을 연료콤팩 온도 계산식과 연계하는 방식은 기존 방식과 같다. 그림 2.1.3-55는 단일 

온도를 가지는 Lumped Particle 모델과 연료콤팩 내 온도 계산 점 그리고 연료 블록 내 온도 계

산 점들을 보여 준다. 온도 계산 점의 수는 사용자에 의해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그림 2.1.3-55. Lumped Particle(핵연료입자)의 온도분포 계산 모형

② Hot Fuel Pin 계산 모델

원자로 안전해석 수행시 첨두 출력을 가지는 최고온 핵연료봉의 온도가 요구되므로 이를 풀기 위한 

Hot Fuel Pin 열전도 계산 기능을 추가하였다. 그림 2.1.3-56과 같이 핵연료블록의 연료봉을 첨두 

출력이 가장 큰 Hot Pin과 나머지 Average Pin으로 분리하여 열전도 계산을 수행한다. 이때 Hot 

Pin과 연료블록 간에는 Fouling Factor를 적용하여 열전달 저해 효과를 모사한다. 

기존의 연료블록 열전도 차분화식 [2.1.3-1]:

     (2.1.3-4)

위 식은 Hot Pin 열전도 계산을 고려하도록 다음과 같이 바꾼다.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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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는 Hot Pin과 Average Pin의 열전도 연립방정식의 해로, 와 같이 얻어

진다.

열전달계수와 비 면적의 곱인  는 로 표현되어 열전달 저해 효과( )를 

고려한다. 

그림 2.1.3-56. Hot Fuel Pin의 열전도 계산 모형

③ Hole_in_fuel 계산 모델

고온가스로의 원자로 노심 최적화를 위한 다양한 옵션을 분석하기 위해 Hole-in-fuel 모형의 열전

송 계산 기능을 추가하였다. 그림 2.1.3-57(위)은 핵연료봉 안에 냉각재 홀을 심어 핵연료를 직접 

냉각시키는 구조를 보여 준다. 이 방식은 핵연료 온도를 낮추는 효과를 유발하므로 열전달을 향상시

킨다. 냉각재 홀과 핵연료 사이에는 피복관을 두어 핵연료를 지지하며 유체유발진동을 방지한다. 

1mm 두께로 제작이 기능한 SiC 피복관이 이러한 역할에 적합하다. 핵연료와 연료블록이 접촉하므

로 연료블록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핵연료 외곽에 작은 크기의 보조 냉각재 홀을 설치

함으로써 열전달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림 2.1.3-57(아래)은 Hole-in-fuel 구조에 대한 온도 

분포 계산 모형을 보여 준다. 

(나) 개선된 핵연료 열전도 모델 시험

아래는 GAMMA+ R01M02 버전에 추가된 핵연료 열전도 모델에 대한 시험 결과를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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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57. Hole-in-fuel: (위)열전달 향상 구조 (아래)열전도 계산 모형

① 시험 문제 정의

시험 문제는 육각형 블록을 5층으로 쌓은 육각기둥이 7개인 구조이며 외각 6개의 핵연료블록에는 

핵연료와 냉각재 유로가 존재한다. 육각형 블록의 폭은 30cm이고 높이는 70cm이다. 각 핵연료블

록에는 48개의 직경 18.36mm 핵연료 홀과 19개의 직경 12.9mm 냉각재 홀이 뚫려 있다. 

그림 2.1.3-58은 개선된 핵연료 열전도 모델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 문제용 GAMMA+ 계산 모델로 

1/3 대칭으로 모사될 수 있다. 헬륨은 3.05MPa와 305℃ 조건에서 1.14kg/s로 공급된다. 헬륨은 

핵연료블록 내의 냉각재 유로를 통과하면서 핵연료에서 생성된 열을 제거한다. 핵연료에 적용되는 

출력분포는 표 2.1.3-7에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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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58. 핵연료 열전도 개선 시험 문제에 대한 GAMMA+ 계산 모델

표 2.1.3-7. 시험문제에 적용되는 출력 분포 (fraction)

축방향 번호 블록번호(1) 블록번호(2) 블록번호(3)

12(top)

11

10

9

8

7

6

5

4

3

2

1(bottom)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406387

0.0596084

0.0696953

0.0664260

0.0562885

0.0434138

0.0343154

0.0292720

0.0266236

0.0250903

0.0219223

0.0182601

0.0365203

0.0539442

0.0656910

0.0678198

0.0618134

0.0489515

0.0389786

0.0334029

0.0302223

0.0282709

0.0237344

0.0190965

합 0.0 0.491554 0.508446

② LUMPED PARTICLE 모델

Lumped Particle 모델은 Particle 내 상세 계산 모델과 비교하여 시험한다. 비교를 위하여 핵연료

입자와 연료콤팩트는 10W/m-K의 같은 열전도도 값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표 2.1.3-8과 2.1.3-9는 핵연료블록 (2)와 (3)에서의 입자 온도 계산 값으로 헬륨이 유입되는 최상

부 연료블록의 자료이다. Lumped Particle 모델의 입자 온도는 상세 계산 모델의 입자 외각 온도

와 정확히 일치한다. 상세 계산 모델에서는 입자 내에서의 열저항을 고려하므로 입자 평균 온도는 

Lumped Particle 모델의 입자 온도 보다 당연히 다소 높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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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8. 핵연료블록(2)에서의 입자 온도 분포 비교

연료콤팩내
반경방향 번호

Lumped Particle 
온도 분포 (℃)

상세 계산 온도 분포 (℃)

중심 외각 체적 평균

1(center)
2
3
4
5
6

7(outer)

528.320 
527.787 
526.190 
523.528 
519.801 
515.009 
509.153

528.605 
528.072 
526.475 
523.813 
520.086 
515.294 
509.438

528.320 
527.787 
526.190 
523.528 
519.801 
515.009 
509.153

528.408 
527.875 
526.278 
523.616 
519.889 
515.097 
509.241

표 2.1.3-9. 핵연료블록(3)에서의 입자 온도 분포 비교

연료콤팩내
반경방향 번호

Lumped Particle 
온도 분포 (℃)

상세 계산 온도 분포 (℃)

중심 외각 체적 평균

1(center)
2
3
4
5
6

7(outer)

506.129 
505.650 
504.215 
501.822 
498.473 
494.167 
488.904

506.385 
505.906 
504.471 
502.078 
498.729 
494.423 
489.160

506.129 
505.650 
504.215 
501.822 
498.473 
494.167 
488.904

506.208 
505.729 
504.294 
501.902 
498.553 
494.246 
488.983

③ HOT FUEL PIN 모델 

Hot Fuel Pin 모델은 Hot Pin을 고려하지 않는 계산과 비교하여 시험한다. 표 2.1.3-10에서 

2.1.3-12는 Hot Fuel Pin을 가진 핵연료블록 (2)와 (3)에서의 입자 온도 계산 값으로 헬륨이 유입

되는 최상부 연료블록의 자료이다. Hot Fuel Pin 모델이 고려되는 경우 모든 핵연료블록 각각은 

자동적으로 한 개의 Hot Fuel Pin을 가진다. 

표 2.1.3-10은 같은 출력 조건에서 Fuel Pin을 Average Pin과 Hot Pin으로 물리적 분리한 경우

로 No Pin 경우와 정확히 동일하다. Hot Pin이 높은 출력 피크를 가진 경우는 표 2.1.3-11에 나

타나 있다. 예상한 바와 같이 Hot Pin의 온도가 높아지고 Average Pin의 온도는 당연히 다소 낮

아진다. Hot Pin에 열저해 (Fouling= 0.001W/m2-K)를 적용한 경우 표 2.1.3-12에서와 같이 

Hot Pin의 온도만 높아지는 당연한 결과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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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10. 같은 출력 조건의 Hot Fuel Pin 시험 

연료콤팩내
반경방향 번호

Particle 온도 분포 (No 
Pin, ℃)

Particle 온도 분포 
(Hot Pin, ℃)

No Pin Average Pin Hot Pin

1(center)
2
3
4
5
6

7(outer)

506.129 
505.650 
504.215 
501.822 
498.473 
494.167 
488.904

506.129   
505.650   
504.215   
501.822   
498.473   
494.167   
488.904

506.128   
505.650   
504.215   
501.822   
498.473   
494.167   
488.904

표 2.1.3-11. 출력 피크가 다른 Hot Fuel Pin 시험 

연료콤팩내
반경방향 번호

Particle 온도 분포 (No 
Pin, ℃)

Particle 온도 분포 
(Hot Pin, ℃)

No Pin Average Pin Hot Pin

1(center)
2
3
4
5
6

7(outer)

506.129 
505.650 
504.215 
501.822 
498.473 
494.167 
488.904

505.903   
505.426   
503.997   
501.615   
498.280   
493.992   
488.751

516.728   
516.154   
514.431   
511.561   
507.542   
502.374   
496.059

표 2.1.3-12. 열저해(Fouling)을 가진 Hot Fuel Pin 시험 

연료콤팩내
반경방향 번호

Particle 온도 분포 
(No Pin, ℃)

Particle 온도 분포 
(Hot Pin, ℃)

No Pin Average Pin Hot Pin

1(center)
2
3
4
5
6

7(outer)

506.129 
505.650 
504.215 
501.822 
498.473 
494.167 
488.904

506.129   
505.650   
504.215   
501.822   
498.473   
494.167   
488.904

523.818   
523.339   
521.904   
519.512   
516.162   
511.856   
506.593

④ HOLE_IN_FUEL 모델

표 2.1.3-13은 Hole-in-fuel 모델 시험을 위한 형상 자료로써 기존 Fuel-in-block 형상과 비교해 

놓았다. 냉각재 조건은 같게 하였으며, 따라서 핵연료 개수는 감소한다. 핵연료 두께는 9mm 대 

8.55mm로 서로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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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13. Hole-in-fuel 형상 자료 

변수 Fuel-in-block Hole-in-fuel

# of coolant channels 19/block 19/block

coolant hole dia. (cm) 12.9 12.9

# of fuel compacts 48/block 19/block

fuel radius, inner/outer (mm) 0.0/9.0 7.7/16.25

fuel thickness (mm) 9.0 8.55

clad radius, inner/outer (mm) - 6.45/7.45

그림 2.1.3-59는 블록(3)에서의 Hole-in-fuel 형상에 대한 연료 온도 분포를 Fuel-in- block 형상

의 결과와 비교한 것이다. 냉각재 유로는 Hole-in-fuel 형상에서는 왼쪽 그리고 Fuel-in-block 형

상에서는 오른쪽에 위치한다. 온도 점프가 존재하는 부분은 빈 공간의 핵연료 간극이 있기 때문이

다. Hole-in-fuel 형상에서 온도 점프가 큰 이유는 핵연료 개수 감소로 출력 밀도가 2.5배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산 온도 분포는 예상한 거동을 보인다. 

그림 2.1.3-59. Hole-in-fuel 모델 시험의 연료 온도 분포 결과

(다) 추가된 물성치

코드 기술 이전 및 수출 시 추가로 요구되는 유체 물성치는 표 2.1.3-14에 기술한다. 

밀도는 , 비열은 , 열전도도는 , 점성은 의 단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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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14. 추가된 유체 물성치

종류 표현식

Solar Salt 
[2.1.3-10]

Molten Salt with 
Composition of LiF- 
NaK-KF 
[2.1.3-11]

Molten Salt with 
Composition of NaF- Zr4 
[2.1.3-11]

Molten Salt with 
Composition of LiF- BeF2 
[2.1.3-11]

Molten Fuel with 
Composition of LiF- 
BeF2-ThF4-UF4 
(73%-16%-10.7%-0.3%) 
[2.1.3-11]

Molten Fuel with 
Composition of LiF- 
BeF2-ThF4-UF4 
(72%-21%-6.7%-0.3%) 
[2.1.3-11]

여기서 증배계수( )는 압력에 대한 밀도의 도함수를 0이 아닌 실수값으로 

얻기 위한 표현식이다.

코드 기술 이전 및 수출 시 추가로 요구되는 고체 물성치는 아래에 기술한다. 

  - FCM [2.1.3-12] : 40%의 입자 조밀도를 가정하고 각 피복층(UO2/buffer/IPyC/SiC/OPyC) 

두께를 400/75/35/36.7/20μm로 가정할 때, TRISO 밀도는 5020kg/m3로 그리고 TRISO 열

용량은 아래와 같이 얻어진다. 

온도(℃) 10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비열
(J/kg-K)

420.6 466.0 537.4 582.9 614.3 637.4 656.2 674.3 694.8

Density (kg/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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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Heat capacity (J/kg-K)

 

여기서   [T in K]

Thermal conductivity (W/m-K)

온도 (℃) 200 400 600 800

Unirradiated, 53.0 44.0 38.0 33.0

Irradiated, 5.8 7.3 8.9 10.6

- ATR-2E Graphite [2.1.3-13]

Density (kg/m3)

 

Heat capacity (J/kg-K)

 [T in K]

Thermal conductivity (W/m-K)

Unirradiated:

Irradiated:

여기서  는 고속중성자 fluence (1025 neutrons/m2)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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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with grain against grain

A 0 6.32×10-10

B 0 -1.57×10-7

C -4.59×10-5 -4.25×10-5

D -1.00×10-2 -9.27×10-3

E 0 -1.54×10-6

F 5.36×10-4 7.29×10-4

G 1.81×10-1 1.70×10-1

H -7.59×10-4 6.26×10-4

K -1.05 -1.07

L 4.85 4.39

(2) 추가 코드 검증

GAMMA+ 코드의 종합 검증의 일환으로 표 2.1.3-15에 기술된 수치안전성, 안전입증시험 등의 10

여개 검증문제를 정리·추가하여 기본문제 검증서[2.1.3-14]를 GAMMA+1.0 종합검증서[2.1.3-15]

로 보완 하였다. 

표 2.1.3-15. 추가된 코드 검증 매트릭스

(가) 충격관(Shock Tube)를 이용한 수치안정성 시험

Model Phenomena V&V Method

1-D fluid Numerical stability Shock tube

2-D fluid Molecular diffusion and transport Diffusion in a vertical slot

1-D solid Numerical stability Fuel rod 

2-D solid Non-hexahedral heat conduction Comparison with CFD predictions

Steady & 
Transient 

thermo-fluid 
problems

2-D heat conduction with 2-D 
natural flow

SANA pebble-bed natural convection 
tests

Air ingress with graphite oxidation
HTTR air ingress simulation 
experiment

Pebble-bed heatup and cooldown
SANA pebble-bed heatup 
experiment

RCCS air natural circulation
KAERI RCCS performance 
experiment

Safety 
demonstration 

tests

Control rod withdrawals w/o reactor 
scram

HTR-10 safety demonstration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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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관은 기체와 같은 압축성 유체의 충격파 전파 현상을 연구하는데 사용된다. 여기서는 

GAMMA+ 코드의 유체 해법의 수치적 안정성을 시험하는데 이용된다. 충격관 내에는 그림 

2.1.3-60에서와 같이 분리막을 두어 고압과 저압 영역으로 나눈다. 충격관의 내경은 10mm 이고, 

길이는 5m이다. 분리막을 제거함으로써 과도상태가 진행되어 충격파와 저밀도파(rarefaction 

wave)가 각각 오른쪽과 왼쪽으로 진행한다. 

그림 2.1.3-60. 충격관 개략도 (수치 안정성 시험)

충격관 문제의 수치적 결과는 무점성 조건에서 50개의 계산 셀을 이용하여 얻어진다. 그림 

2.1.3-61의 계산 결과는 저압 영역으로의 충격파 진행과 고압 영역으로의 팽창파 진행을 보여준다. 

파의 예리함이 무뎌지는 것은 1차 차분화에 기인한 수치적 부정확성과 수치 확산(numerical 

diffusion)의 결과이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파가 왼쪽과 오른쪽 막힌 끝단에서 되돌려 지는 과정

을 되풀이 하면서 왼쪽과 오른쪽 끝단의 압력은 그림 2.1.3-62에서와 같이 진동한다.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압력 진동 폭은 안정한 수치 해가 얻어짐을 의미한다. 그러나 시간 간격을 크게 하면 압력 

진동 폭은 더욱 빠르게 감소하여 해의 정확성 감소한다. 

그림 2.1.3-61. 충격관 문제의 압력 분포 계산 결과 (수치 안정성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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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50, max. △t=1×10-4 s

(b) N=50, max. △t=1×10-3 s

그림 2.1.3-62. 충격관 문제의 압력 과도 계산 결과 (수치 안정성 시험)

(나) Vertical Slot 에서의 분자 확산

다차원 2분자 혼합체 시스템에서 순수 분자 확산과 국소 순환에 의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Vertical Slot 실험이 수행되었다 [2.1.3-16]. Vertical Slot 장치는 그림 2.1.3-63(위)에서와 같이 

직사각형 하부 탱크 (720×290×820mm) 상부에 직사각형의 얇은 슬롯 (20×956× 590mm)을 부

착한 구조이다. 상부 슬롯 폭이 하부 탱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얇아 2차원 형상의 계산 메쉬를 

적용할 수 있다. 그림 2.1.3-63(아래)은 GAMMA+ 계산 메쉬 구조로 하부 탱크는 25×5 셀 그리고 

상부 슬롯은 5×25 셀로 구성한다. GAMMA+ 코드에서는 셀의 깊이를 독립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 

2차원 계산 메쉬에서도 하부 탱크의 체적 (혹은 질양)을 보존할 수 있다. 

초기 조건으로 상부 슬롯은 헬륨으로만 채워져 있고, 하부 탱크는 공기와 헬륨의 혼합체로 채워져 

있다. 상부 슬롯의 저온측 벽면은 17℃로 유지된다. 등온(isothermal) 실험에서는 상부 슬롯의 고온

측 벽면이 17℃로 유지되고, 비등온(non-isothermal) 실험에서는 고온측 벽면이 22℃로 가열되어 

유지된다. 시험은 하부 탱크와 상부 슬롯사이의 격리 평판을 제거하면서 시작한다. 

그림 2.1.3-64는 등온과 비등온 시험에 대한 슬롯 상단의 기체 혼합체 밀도의 계산 결과를 보여준

다. 등온 시험에서는 공기가 하부 탱크에서 상부 슬롯으로 분자 확산만으로 이동하는데, 이로 인한 

밀도 계산 결과는 실험값과 거의 일치한다. 비등온 시험에서는 슬롯 좌우 벽면간의 5℃ 온도차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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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슬롯 내부에서 자연 순환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하부 탱크의 공기의 이동이 촉진된다. 계산은 

이러한 거동을 잘 예측하고 있으나, 기체 혼합체 밀도는 실험 값보다 빠르게 상승한다. 실제 슬롯 

벽면에는 온도 측정용 열전쌍들이 부착되어 있어 자연순환 유동을 방해하고 공기의 이동을 저지시켜 

밀도 변화를 더디게 한다. 

그림 2.1.3-63. Vertical slot: (위)실험 장치 (아래)GAMMA+ 계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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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64. Vertical slot의 상부에서 혼합기체 밀도 계산 결과

(다) 핵연료봉을 이용한 수치안정성 시험

고체 열전도의 수치 안정성을 시험하기 위해 2kW 열원을 가진 핵연료봉을 사용한다. 핵연료봉은 

10mm의 직경과 60mm의 길이를 가진다. 핵연료봉은 내부에 연료 콤팩(fuel compact), 중간에 매

우 얇은 헬륨 간극(gap), 외부에 흑연체(graphite matrix)으로 구성한다. 그림 2.1.3-65는 핵연료 

온도 계산을 위한 메쉬 구조와 칫 수를 보여준다. 매우 낮은 열전도도를 가지는 간극의 존재에 의해 

수치적 불안정성이 예상되며, 이로 인한 시간 간격에 대한 안정성 기준은 아래와 같이 얻어진다. 

                  

그러나 이 기준은 매우 엄격한 값이다. 실제 열전도 방정식은 부분적으로 음시적(implicit)으로 처리

되므로 훨씬 큰 시간 간격이 허용될 수 있다. 그림 2.1.3-66의 시험 결과로부터 알 수 있듯, 시간 

간격을 100초로 6,000,000배 증가시킬 때까지 수치 해는 안정하고 정확하다. 

매우 큰 시간 간격이 사용될 때의 열전도 계산 실패는 유체 유동 계산과 연동될 때는 아무런 문제

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열유체 거동을 분석할 때 유체 유동을 풀 때의 시간 간격이 열전도 계산

의 시간 간격보다 훨씬 작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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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65. 핵연료봉 계산 그리드 (수치 안정성 시험)

그림 2.1.3-66. 핵연료봉 온도 계산 결과 (수치 안정성 시험)

(라) 비정렬 격자의 열전도

육각형 흑연블록으로 구성된 노심에서의 열전도를 계산하려고 할 때 비정렬 격자의 사용을 필요로 

할 경우가 있다. GAMMA+ 코드에는 육각형 격자와 삼각형 격자 그리고 사다리꼴 격자를 제공하고 

또한 이들의 조합도 가능하다. 이 경우의 열전도 검증의 일환으로 그림 2.1.3-67에서와 같이 육각

형 격자로 노심을 구성한 문제(Case A)와 육각형과 삼각형 격자의 조합으로 노심을 구성한 문제

(Case B)에 대해 GAMMA+ 계산을 수행한다. 계산 모델에서 영구반사체의 경우 실린더 격자를 사

용하고, 안쪽 육각형 격자와의 연결면에서 발생하는 면적 불일치는 조화 평균(harmonic average)

을 이용하여 연속성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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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67. 비정렬격자 열전도 계산용 GAMMA+ 노심 모델: (좌)hexagon mesh (우)triangle mesh

GAMMA+ 계산에 대한 검증은 CFX[2.1.3-17] 계산을 수행하여 이루어진다. 그림 2.1.3-68은 

CFX 계산 격자와 계산된 온도 분포를 보여준다. 예상된 것처럼 온도 분포는 내부 고온 영역에서 

외부 저온 영역으로 무지개 띠 형태로 열적 성층화를 보인다. 그림 2.1.3-69에는 GAMMA+ 코드에 

의해 계산된 온도 분포를 일차적으로 표시하였고, 동시에 CFX 계산 결과와의 온도 차이를 퍼센트로 

표시하였다. 계산된 최대 온도 차이는 Case A에서 2.5%이고 Case B에서 1.9%로 충분히 작아 계

산 결과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특히 Case B에서 차이가 보다 작으므로 세분화된 많은 격자를 

사용할 때 차이는 줄어 정확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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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68. 비정렬격자 열전도 계산 결과: CFX 메쉬와 온도 분포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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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exagonal Mesh

(b) Triangular Mesh

그림 2.1.3-69. 비정렬격자 열전도 계산 결과 비교: GAMMA+ vs. CFX

(마) 정상 및 과도 열유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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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SANA 페블 베드 자연순환 시험

SANA 실험은 페블형 고온가스로에서 유량 상실후 페블 노심 베드 내에서 발생하는 자연순환과 이

에 의한 열제거 거동을 모의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 수행한 검증 계산에서는 가열봉을 고려하지 

않고 열속 경계조건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2.1.3-18]. 현 계산에서는 그림 2.1.3-70과 같이 중심 

가열봉과 상·하부 전극봉을 포함하여 유체 영역에 782 계산 셀과 고체 영역에 1620 계산 셀을 사

용한다. SANA 실험 장치의 회전 방향 대칭성으로 인해 2차원 문제로 다루어진다. 외부 표면 경계

에서 25℃로 유지되는 외부 대기로의 열손실은 10W/m2-K의 대류 열전달계수와 0.9의 복사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페블 베드에서의 유동저항은 German safety guide에서 제시하는 상수를 적용

한 Forchheimer-extended Darcy's law 상관식으로 계산한다. 페블 베드에서의 유효 열전도도는 

IAEA 기술문서에 기술된 Zehner/Bauer/Schl nder 모델식으로 계산한다. 이 모델식은 빈 공간에

서의 열복사와 기체내 열전도 그리고 구형 페블들 사이의 접촉 열전도에 의한 영향을 모두 포함한

다. 

그림 2.1.3-70. SANA 페블 베드 시험에 대한 GAMMA+ 계산 모델

그림 2.1.3-71 은 6cm 페블로 채워지고 전역-가열(full heating) 고출력 시험에 대한 이전 계산 

결과와 중심 가열봉이 고려된 현 GAMMA+ 계산 결과를 보여준다. 가열봉이 고려된 관계로 가열봉 

부근에서의 온도 구배 예측이 다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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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ld version

(b) new version

그림 2.1.3-71. SANA 페블 베드 고출력 시험의 GAMMA+ 계산 결과: 6 cm 페블 & full heating

② SANA 페블 베드 출력 변동 시험

페블 베드에서의 출력 변동 시험은 기존의 SANA 실험장치에서 수행되었다[2.1.3-19]. 출력 변동 

시험 계산에서는 페블 영역에서의 계산 메쉬를 보다 물리적으로 타당하게 설정한다. 즉 한 계산 메

쉬안에 최소 한 개의 페블이 포함되도록 한다. 그래서 유체 영역에 205 계산 셀과 고체 영역에 

703 계산 셀을 사용한다. 생성된 총 열량 중에서 약 90%가 가열봉에 위치하고, 약 6%는 상·하부 

전극에 위치하고 그리고 약 3%는 전기 손실로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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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감소 시험에서는 30kW 열출력 조건에서 시작하여 50시간에 걸쳐 선형적으로 10kW로 출력을 

감소시킨다. 출력 증가 시험에서는 10kW 열출력 조건에서 시작하여 순간적으로 25kW로 출력을 

증가시킨다. 

그림 2.1.3-72. SANA 페블 베드의 GAMMA+ 계산 결과: (위)출력 감소 시험 (아래)출력 증가 시험

그림 2.1.3-72는 페블 베드가 헬륨으로 채워진 상태에서 출력 감소와 증가를 수행한 시험에 대한 

계산결과이다. 반경 방향 10cm와 22cm 측정점을 제외한 모든 위치에서 실험과 잘 일치한다. 가열

봉 부근에서는 헬륨이 가열되어 상향 대류 유동이 형성되므로 대류에 의한 열전도 효과가 크다. 따

라서 이 부근에서의 편차는 Zehner/Bauer/Schl nder 유효 열전도도 모델식에서 대류 열전도의 

영향이 적게 반영됨을 의미한다. 

③ HTTR 공기 유입 모사 시험

고온 가스로에서 원자로 입구 양단배관 파단을 가정할 경우 공기가 유입되어 흑연과 반응하는 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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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기가 유입되는 과정을 모의하기 위한 실험이 수행되었다. 

그림 2.1.3-73은 공기 유입 시험을 모사하기 위한 GAMMA+ 계산 모델이다. 환형 유로(#8)는 2차

원으로 모델하여 국소 자연순환에 의한 공기 확산 촉진을 반영한다. 대표적으로 중심 흑연관의 온도

가 850℃이고 외곽 흑연관의 온도가 750℃인 비등온 실험(B8575)에 대한 계산 결과가 그림 

2.1.3-74에 보여진다. 기존 결과에 비해[2.1.3-18] 현 계산 결과에서 산소 거동이 보다 실험에 근

접한다. 

그림 2.1.3-73. HTTR 공기 유입 모사 시험에 대한 GAMMA+ 계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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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ld version

(b) new version

그림 2.1.3-74. HTTR 공기 유입 모사 시험에 대한 GAMMA+ 계산 결과: B857050

④ KAERI RCCS 성능 시험

KAERI에서는 초고온가스로의 원자로공동냉각계통(Reactor Cavity Cooling System, RCCS)을 

1/4로 축소 설계한 자연냉각 실험장치(Natural Cooling Experimental Facility, NACEF)를 이용

하여 공기 자연순환 대류 시험을 수행하였다[2.1.3-20]. 

그림 2.1.3-75는 NACEF 실험장치로 수직 배치도와 시험부 단면을 보여준다. 원자로 용기를 모의

하는 고온 시험부 판넬은 4m 높이이고, 그 위에 위치한 굴뚝은 8m 높이이다. 고온 시험부 판넬에

는 52kW를 공급하는 세라믹 가열기가 설치되며, 굴뚝 상단에는 유량 측정기가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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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75. KAERI 공기냉각 RCCS 시험 장치(NACEF): (좌) 수직 배치도 and (우) 시험부 단면

가열기에 전력이 공급되면서 시험이 시작함과 동시에 형성된 자연순환 유량을 측정한다. 약 30,000

초 무렵에 요구된 공기 속도를 얻기 위해 굴뚝에 설치된 댐퍼를 조정한다. 이때 유량이 급격히 떨어

진 후 서서히 다시 증가되면서 63,400초에는 정상상태로 안정화된다. 그림 2.1.3-76은 시험 시작

에서 정상상태 유량에 도달하기까지의 공기 자연순환 유량을 보여준다. 

그림 2.1.3-77은 NACEF 공기냉각 RCCS 시험을 모사하기 위한 GAMMA+ 계산 모델이다. 공기 

루프는 89 개의 1차원 계산 셀로 구성되고 공동은 4×20 2차원 메쉬로 구성된다. 공동 벽면은 2차

원 평판으로, 상향관은 3차원 실린더로 변형되어 모델된다. 가열기가 위치하는 고온 판넬로부터 대

기로 향하는 열손실 량이 불확실하므로, 가열기 표면에서 측정된 온도 분포를 경계 조건으로 사용한

다. 입구 공기 유량도 측정된 값(0.118kg/s)을 경계 조건으로 한다. 공동내 복사 열교환 계산에서는 

각각 다른 복사율을 적용한다. 복사율은 측정된 값으로 가열기에서 0.75, 측면과 반사면에서 0.1, 

그리고 후면에서 0.8이었다. 

그림 2.1.3-76. NACEF 공기냉각 RCCS 시험에서 측정된 공기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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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77. NACEF 공기냉각 RCCS 시험에 대한 GAMMA+ 계산 모델

계산된 온도 분포 결과는 그림 2.1.3-78(위)에서와 같이 시험부 입구에서는 다소 과대평가하고, 시

험부 출구에서는 다소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이 3.3m의 중간 부위에 나타나는 굴곡은 

비가열 영역의 존재와 이 부위를 통한 열손실에 기인한다. 그림 2.1.3-78(아래)에서 보듯이 입구 부

근은 비가열 영역으로 열전달이 강제대류 열전달계수로 계산된다. 이후 가열 영역으로 진입하면서 

열전달계수는 혼합대류 열전달계수로 급격히 감소하여 GAMMA+ 코드 계산은 물리적으로 타당한 

결과를 보인다. 공기는 4.3℃로 시험부에 유입되어 출구에서 67.6℃로 계산되는데, 이는 측정값 

67.1℃와 매우 근접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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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78. NACEF RCCS 시험에 대한 GAMMA+ 계산 값: (위)벽면 온도 계산 (아래)열전달계수 

(사) 안전입증시험(Safety demonstration tests)

HTR-10 원자로와 HTTR 원자로의 안전성입증시험 문제에 대해 개발된 핵연료입자 열전도 모델을 

적용하여 재계산을 수행하였다. 

① HTR-10 안전입증시험

그림 2.1.3-79은 3MW에서의 원자로 정지없는 강제순환상실 사건을 그리고 그림 2.1.3-80은 

3MW에서의 원자로 정지없는 제어봉인출(5mk) 사건을 계산한 결과를 보여준다. 기존의 계산 결과

는 참고문헌 2.1.3-21에 기술되어 있다. 현재 계산 결과도 이전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단 중성

자조사에 의한 흑연 열전도도의 영향이 고려되어 있다. 중성자조사가 안된(unirradiated) 높은 흑연 

열전도도 값을 사용하면 노심 냉각이 빨라져 재임계가 보다 일찍 일어난다. 조사된(irradiated)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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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한 계산 결과가 실험과 잘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2.1.3-79. 원자로 출력 (HTR-10 원자로 정지없는 강제순환상실): (좌) old 계산 (우) new 계산

그림 2.1.3-80. 원자로 출력 (HTR-10 원자로 정지없는 제어봉인출): (좌) old 계산 (우) new 계산

② HTTR 안전입증시험

그림 2.1.3-81은 15MW에서의 제어봉인출 사건을 그리고 그림 2.1.3-82는 9MW에서의 원자로 정

지없는 강제순환상실 사건을 계산한 결과를 보여준다. 기존의 계산 결과는 참고문헌 2.1.3-22 에 

기술되어 있다. 그림 2.1.3-81의 제어봉인출 사건에 대한 현재의 결과는 보다 잘 일치하는 결과를 

포함하는데, 이는 감속재 영역을 어느 범위로 정의하느냐에 의존한다. 즉 흑연블록은 반사체로 정의

하고 핵연료입자를 제외한 핵연료봉내 흑연을 감속재 영역으로 정의할 때 실험값에 일치한다. 아마

도 JAERI 실험보고서에 제시되어 있는 감속재온도계수가 이러한 정의에 따른 것이 아닌가 여겨진

다. 원자로 정지없는 강제순환상실 사건에 대한 그림 2.1.3-82의 결과에서, 중성자조사가 안된

(unirradiated) 조건에서의 재임계는 사건 초기에 너무 일찍 발생한다. 역시 HTR-10의 ATWS 계

산에서와 같이 노심 냉각이 지연되는 조사된(irradiated) 조건의 계산 결과가 실험과 잘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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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81. 원자로 출력 (HTTR 제어봉인출): (좌) old 계산 (우) new 계산

그림 2.1.3-82. 원자로 출력 (HTTR 원자로 정지없는 강제순환상실: (좌) old 계산 (우) new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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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핵연료 성능분석 코드 (COPA)

가. COPA 코드 개선

(1) 통계적 성능해석 모델

고온가스로 피복입자에 대한 건전성 분석은 다수의 피복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계산시간이 

매우 길다. 파손율 계산시간을 줄이기 위해 보통 일차원 응력해석 모델을 사용한다. 그러나 균열, 

층분리(de-bonding) 및 비구면성과 같은 다차원 현상으로 인해 피복입자 파손이 증가한다. 이러한 

다차원 효과를 일차원 피복입자 응력해석 모델에 반영하여야 한다. Miller 등 [2.1.4-1]은 피복층이 

균열된 피복입자의 응력을 건전한 피복입자의 응력 및 통계변수 변화와 관련시키는 통계적 방법을 

다루었다. 그림 2.1.4-1은 유한요소 소프트웨어인 ABAQUS [2.1.4-2]를 사용하여 계산한 피복입자 

피복층의 원주방향응력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2.1.4-2는 건전한 TRISO와 IPyC가 균열된 TRISO

의 SiC 층 내면의 원주방향응력과 그 비를 나타내고 있다. 건전한 TRISO의 SiC 원주방향응력은 전 

조사기간에 걸쳐 압축성이지만, IPyC가 균열된 TRISO의 SiC 원주방향응력은 인장성이다. SiC 원

주방향응력비는 1.4에서 5.5 사이의 값을 갖는다. IPyC 층이 균열되면 조사 초기에 SiC가 파손될 

가능성이 커진다. SiC 원주방향응력비는 관련된 통계변수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진다. 

일차원 응력해석 모델을 이용하여 계산한 SiC 원주방향응력에 위의 SiC 원주방향응력비를 곱해주면 

IPyC가 균열된 TRISO의 SiC 원주방향응력을 구할 수 있다.

그림 2.1.4-1.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계산한 피복입자 피복층의 원주방향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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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2. 건전한 피복입자와 IPyC 층이 균열된 피복입자의 SiC 층 내면에 걸리는 원주방향응려과 그 비

(2) 입자파손비율 계산 모듈 개선

COPA 코드[2.1.4-3]는 피복입자의 속성을 무작위 표본추출하는 몬테칼로법(Monte Carlo 

sampling method)을 사용하여 피복입자의 기계적 파손비율(failure fraction)을 계산한다. 몬테칼

로법은 파손 메카니즘을 정확히 포함할 수 있지만, 유의한 낮은 파손비율을 계산하는 데 시간이 오

래 걸린다. 완전적분법(full integration method)[2.1.4-4]은 낮은 파손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이다. 

피복입자의 피복층 두께 같은 설계변수는 정규분포를 띄며, 그 피복층의 강도는 Weibull 분포를 띈

다. 설계변수가 N개인 피복입자의 파손비율은 다음과 같이 완전적분을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2.1.4-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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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4-1)

여기서 Pf는 파손비율 (무차원), N은 설계변수의 총 개수, x는 설계변수, 는 설계변수의 평균값, s

는 설계변수 x의 표준편차, σmax는 계산된 최대 주응력, σmed는 피복층 강도의 중앙값, m은 

Weibull 계수 (무차원)이다. 식 (2.1.4-1)에서 적분구간 (-∞,∞)은 적분 결과가 큰 차이가 나지 않도

록 α의 값을 적당히 선택하여 [-αs, +αs]로 대체할 수 있다. PARFUME 코드[2.1.4-5]에서는 α

의 값으로 4를 제시하였다. 식 (2.1.4-1)은 Gauss-Legendre quadrature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수치적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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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2) 

여기서 M은 Gauss-Legendre quadrature에서 총 적분 위치 개수, w는 Gauss-Legendre 

quadrature에서 가중값(weight), N은 설계변수의 총 개수, ξ는 Gauss-Legendre quadrature에

서 가로좌표값(abscissa)이다.

그림 2.1.4-3은 COPA의 완전적분법과 일억 개의 피복입자를 무작위 표본추출하는 몬테칼로법으로 

계산한 SiC 층의 파손비율이다. 매우 낮은 파손비율은 완전적분법에서 나타나지만, 몬테칼로법에서

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현재 완전적분법은 몬테칼로법보다 파손율을 낮게 평가하고 있어 보완이 필

요하다. 

그림 2.1.4-3. 몬테칼로법과 완전적분법을 이용하여 계산한 SiC 층의 파손비율

(3) 핵분열생성물 방출거동 평가 모듈 개발

고온가스로 핵연료 내부의 핵분열생성물은 피복입자에서 방출되어 그 밖으로 나왔거나 핵연료 매트

릭스에 오염된 중금속이 핵분열하면서 발생한다. 금속핵분열생성물은 핵연료, 핵연료와 흑연 구역 

사이의 틈(gap), 흑연 구역을 통해 이동하며, 최종적으로 헬륨 냉각수로 방출된다. 기체핵분열생성물

은 핵연료 구역에서 핵연료와 흑연 구역 사이의 틈을 통해 냉각수로 흘러 들어간다. 핵분열생성물의 

이동은 이동구역에서의 농도와 온도에 의해 제어된다. COPA 코드에서는 핵분열생성물의 이동을 붕

괴사슬을 고려한 Fick 법칙으로 계산한다:

       


     




 




 


 (2.1.4-3)

여기서 C 는 농도 (mol/m3), 는 생성률 (mol/(m3 s)), λ는 붕괴상수 (s-1), D는 확산계수 (m2/s), 

r은 r 좌표값 (m), t는 시간 (s), i는 구역번호, j는 핵종번호, z는 구역의 형상 번호 (평판: 1, 실린



- 256 -

더: 2, 구: 3)이다. 그림 2.1.4-4는 단일 핵종 137Cs과 붕괴사슬(2.1y 134Cs →　24s 137I → 3.9m 
137Xe → 30y 137Cs)을 고려한 137Cs의 방출률을 나타내고 있다. 붕괴사슬을 고려했을 때, 핵분열생

성물 방출이 더 많게 계산되고 있다.

그림 2.1.4-4. 핵연료체에서 방출되는 137Cs의 방출비율

나. COPA 코드 모듈 통합 및 검증

COPA에는 BURN, TACP, MACP, MAGP, FPRC, FAIL, TAFE 및 FPRF와 같이 고유한 목적을 

가진 8개의 모듈이 내장되어 있다. 이 모듈은 별개의 포트란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었다. FPRF 모듈

은 BURN, TACP, FPRC, TAFE 모듈이 필요하다. FAIL 모듈은 BURN, TACP, MACP, MAGP, 

TAFE 모듈이 필요하다. 별개의 프로그램 형태로는 유지보수를 할 때 수많은 중복된 작업을 수행하

여야 한다. 따라서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하여 모듈 통합이 필요하다. 그림 2.1.4-5는 COPA 모듈

의 계산흐름과 각 모듈의 기능을 나타내었다. 

그림 2.1.4-5. 통합 COPA 모듈 및 그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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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1에 COPA 모듈에 대한 검증 계획을 수록하였다. 8개의 COPA 모듈 중 TACP, MACP, 

FPRC, TAFE에 대한 수학적 검증(verification) 및 FAIL, FPRF에 대한 실험적 검증(validation)을 

수행하였다. 검증 문제는 TIMCOAT[2.1.4-6], Miller와 Bennett의 해[2.1.4-7],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연구협력프로그램(CRP) IAEA CRP-6[2.1.4-8] 및 GEN IV[2.1.4-9] 벤치마크문제로 구

성하였다. COPA 결과를 해석해, 다른 나라의 코드 결과 및 실험값과 비교하였다. 표 2.1.4-1의 검

증결과는 KAERI 기술보고서에 자세히 수록하였다[2.1.4-10]. 

표 2.1.4-1. COPA 모듈에 대한 검증

Modules Verification Validation References
BURN No No -
TACP Yes No [2.1.4-6]
MACP Yes No [2.1.4-7] [2.1.4-8]
MAGP No No -
FPRC Yes No [2.1.4-8]
FAIL No Yes [2.1.4-9]
TAFE Yes No [2.1.4-6]
FPRF No Yes [2.1.4-8] [2.1.4-9]

TACP 및 TAFE를 사용하여 계산한 피복입자 및 페블(pebble)의 온도분포는 TIMCOAT 코드

[2.1.4-6]의 준해석해와 잘 일치하였다. 기계적 해석 모듈 MACP는 단일 피복층 입자, IPyC가 크맆 

및 팽창을 하는 이중 피복층 입자 및 실제 조건을 모사하는 삼중 피복층 입자를 다루는 IAEA 

CRP-6 정상운전 벤치마크문제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COPA를 사용하여 계산한 응력은 해석해 

및 준해석해와 매우 잘 일치하였다. 코드 대 코드 간 비교는 COPA 응력이 다른 나라의 코드 해와 

잘 일치함을 보여 주었다.

핵분열생성물 방출 분석 모듈 FPRC에 대한 검증은 IAEA CRP-6 사고 벤치마크문제를 사용하여 수

행하였다. COPA 결과는 해석해, 독일 코드 FRESCO-II[2.1.4-11]의 해를 포함하여 다른 나라의 

코드 해와 비교하였다. FRESCO-II의 세슘 방출비율은 항상 COPA 결과보다 1 ~ 2 크기의 자릿수

만큼 더 높다. COPA와 FRESCO-II로 계산한 은과 크립톤의 방출비율은 모든 IAEA CRP-6 벤치

마크문제에 대해 매우 잘 일치하였다.

파손비율 분석 모듈 FAIL에 대한 검증은 조사 후 각각 1600, 1700 및 1800℃의 온도에서 가열된 

3개의 AGR-1 Baseline 컴팩트와 관련된 GEN IV 벤치마크문제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COPA로 

계산한 고온에서의 SiC 층의 기계적 파손비율이 화학침해로 인한 파손비율을 추가하지 않고도 그 

자체만으로 실험값에 매우 근접하였다. 따라서 COPA의 파손비율 계산에 포함된 화학침해 현상은 

SiC 파손비율을 고평가한다고 판단되었다. 1600℃의 안전성 시험에 대한 COPA 계산에서는 SiC 

파손이 발생하지 않았다. 1700 및 1800℃에서 COPA를 사용하여 평가한 IPyC 균열 및 기체 압력

으로 인한 SiC 파손비율은 실험값과 잘 일치하였다.

핵분열생성물 방출 분석 모듈 FPRF의 검증은 IAEA CRP-6 사고 벤치마크문제와 GEN IV 벤치마

크문제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COPA로 계산한 모든 방출비율은 실험값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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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PARFUME 코드[2.1.4-5]의 방출비율과는 잘 일치하였다. 고체 핵분열생성물의 경우, COPA와 

PARFUME 결과의 차이는 10배 이내로 평가되었다. 기체 핵분열생성물의 경우, 두 코드의 결과의 

차이는 100배 이내이다. 고체 및 기체 핵분열생성물의 경우에 COPA는 실험값을 최대 1000배까지 

고평가하였다. 따라서 COPA FPRF의 실험적 검증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검증을 완성하기 위하

여, 현재의 Fick 법칙을 대체하는 좀 더 정교한 확산모델과 현재의 Arrhenius 유형의 확산계수를 

대체하는 수정된 확산계수가 필요하다.

다. COPA 코드 병렬화

COPA 코드의 모듈 중 계산시간이 긴 모듈은 FAIL, FPRF, FPRC이다. 계산시간을 줄이기 위해 

FAIL 및 FPRF 모듈은 MPI[2.1.4-12], FPRC 모듈은 OpenMP[2.1.4-13]를 이용하여 병렬화하였

다. FPRC는 FPRF에 포함되어 있다. FPRF가 MPI로 병렬화된 후, 그 속에서 FPRC를 재차 MPI로 

병렬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FPRC는 OpenMP로 병렬화하였다.

그림 2.1.4-6은 몬테칼로법을 사용하여 피복입자의 파손비율을 계산하는 데 사용하는 FAIL모듈에 

구현한 MPI 병렬 컴퓨팅 체계를 나타내고 있다. MPI 명령 MPI_COMM_RANK는 커뮤니케이터에

서 호출 프로세스의 rank인 myrank를 결정한다. MPI 명령 MPI_COMM_SIZE는 커뮤니케이터와 

연관된 그룹의 크기 nprocs를 결정한다. 변수 nptl은 분석할 피복입자의 총 개수이다. 몬테칼로법

에서, nptl개의 확률적 입자(random particle)는 그것들과 관련된 통계변수를 변화하여 생성한다. 

파손분석은 이 nptl개의 확률적 입자에 적용된다. MPI 병렬 컴퓨팅에서 nptl개의 파손 계산은 참여 

컴퓨터 프로세서에 균등하게 분배된다. 각 프로세서에는 할당된 피복입자 범위 ista 및 iend가 있

다. 확률적 입자의 피복층의 응력은 조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점진적으로 풀이된다. 계산된 최대 인

장응력이 인장강도보다 크면 피복층이 파손된 것으로 간주한다. MPI 명령 MPI_REDUCE는 모든 

프로세서의 파손개수를 합산한다. 그림 2.1.4-7은 병렬 몬테칼로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피복입자의 

파손비율을 보여 주고 있다. 프로세서 수를 변경하면서 계산한 파손비율은 차이가 없다. 그림 

2.1.4-8은 10000개의 피복입자에 대한 파손 계산에 걸린 실시간을 보여 주고 있다. 12개의 프로세

서가 있는 마스터 컴퓨터 내에서 프로세서 수가 증가하면 계산시간이 크게 줄어든다. 12개 이상의 

프로세서는 2개 이상의 컴퓨터가 참여한 경우이며, 단일 컴퓨터 내의 프로세서를 이용하는 것보다 

계산시간이 단축되는 정도는 덜하지만 여전히 계산시간이 프로세서의 수가 증가할수록 단축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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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6. MPI 병렬형 몬테칼로법을 이용한 피복입자 파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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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7. 병렬형 몬테칼로법을 이용한 피복입자 SiC 층 파손비율

그림 2.1.4-8. 병렬형 몬테칼로법을 이용한 피복입자 파손비율 계산시간

라. COPA 코드 GUI 개발

COPA 코드의 입력 체계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2.1.4-14],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

다. COPA 코드의 입력과 출력 부분에 GUI (Graphic User Interface,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를 추가하였다. MFC (Microsoft Foundation Class) 라이브러리의 직교화(serialization) 

[2.1.4-15]라는 기능을 사용하여 입력파일 GUI를 출력하는 입력파일생성기를 개발하였다. 표 

2.1.4-2에 개발한 COPA 입력파일생성기를 나타내었다. MFC 직교화에서는 입력 및 출력이 이진파

일 형태로 이루어진다. COPA 입력파일 copa.i는 텍스트파일이기 때문에, 텍스트 출력을 얻기 위한 

기능을 직교화 함수 내부에 추가하였다. 즉 입력파일생성기는 이진파일을 읽어 들여 이진파일과 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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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파일을 저장한다. 저장되는 이진파일의 이름과 저장위치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저장되는 텍

스트파일의 이름은 각 입력파일생성기에 고유하게 정해져 있고, 저장위치는 입력파일생성기가 실행

되는 위치이다. copamain.i에 다른 입력파일생성기에서 만든 텍스트파일을 첨부 형태로 합친 후 

그 합친 파일의 이름을 copa.i로 변경한다. 그림 2.1.4-9는 입력파일생성기 copatacp.exe를 실행

한 결과물인 GUI이다. Edit control (하얀 박스 부분)에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불러오기를 이용하여 

전에 저장 두었던 이진파일을 읽어 들인 후 수정하여 저장할 수 있다. copamain.exe로 생성한 

copamain.i에 copatacp.i를 첨부하여 이름을 copa.i로 변경하면 피복입자의 온도분포를 COPA로 

계산할 수 있다.

표 2.1.4-2. COPA 입력파일생성기

입력파일생성기 이진파일a) 텍스트파일 COPA 입력파일 copa.i 모듈
copamain.exe
copatacp.exe
copamacp.exe
copamagp.exe
copafprc.exe
copatafe.exe
copafail.exe
copafprf.exe

copamain.dat
copatacp.dat
copamacp.dat
copamagp.dat
copafprc.dat
copatafe.dat
copafail.dat
copafprf.dat

copamain.i
copatacp.i
copamacp.i
copamagp.i
copafprc.i
copatafe.i
copafail.i
copafprf.i

copamain.i
copamain.i+copatacp.ib)

copamain.i+copamacp.i
copamain.i+copamagp.i
copamain.i+copafprc.i
copamain.i+copatafe.i
copamain.i+copafail.i
copamain.i+copafprf.i

BURN
TACP
MACP
MAGP
FPRC
TAFE
FAIL
FPRF

a) 파일이름, 저장 위치는 선택 가능함.
b) +는 첨부를 의미함.

그림 2.1.4-9. BURN 모듈 입력파일 G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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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A 코드에서는 계산 결과가 저장되는 시점을 미리 정할 수 있다. 이 시점의 계산 결과를 시각화

하는 옵션을 도입하였다. 그림 2.1.4-9에서 input_vtk_00 항목의 정수형 일차원 변수 IVTK는 결

과저장시점의 총 수 만큼의 값을 갖는다. 각 시점에서 IVTK 값이 정수 1이면 결과를 시각화하는 

VTK (Visualization Toolkit) [2.1.4-16] 파일이 생성된다. 이 파일은 공개 그래픽 인터페이스 

ParaView[2.14-17]로 시각화할 수 있다. 이 옵션은 현재 COPA 코드의 TACP, MACP, FPRC에 

구현되어 있다. 그림 2.1.4-10은 ParaView로 읽어 들인 피복입자 내부의 온도분포 및 137Cs 농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a) 온도                                 (b) 137Cs 농도

그림 2.1.4-10. 피복입자 내부의 온도분포 및 핵종농도분포 시각화

마. 고연소도 핵연료 물성평가

고온가스로 핵연료의 물성은 밀도, BAF, 온도, 연소도, 고속플루언스의 함수로 주어진다[2.1.4-18]. 

통상 고온가스로 조건인 고속플루언스 4×1025 n/m2 (E > 0.18 MeV) 이내의 범위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물성은 그 값을 가정하거나 공학적 판단을 통

하여 물성의 사용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 SiC는 현재 중성자 조사에 의한 영향이 없다고 가정하

여 조사에 의한 부피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고[2.1.4-18], 탄성률 및 인장응력강도 등은 기껏해야 

온도의 함수로 표현하거나 상수값으로 나타낸다[2.1.4-18]. PyC는 조사 초기에는 수축하다가 어느 

시점 이후에는 팽창하기 시작한다. TRISO 피복입자의 IPyC 및 OPyC는 무한히 팽창할 수 없으며 

기존 부피의 일정 비율에 도달하면 파손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2.1.4-19]. 고연소도 조건에

서는 TRISO 피복입자의 IPyC 및 OPyC가 모두 파손되어 SiC 층만 남아 있게 된다. 고연소도 조건

에서 SiC가 여전히 조사에 의한 영향이 없다고 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고연소도 조건을 만족하는 시편을 사용한 실험을 통하여 핵연료의 물성을 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2.1.4-17, 2.1.4-20]. 또 하나의 물성규명방법은 그림 

2.1.4-11과 같이 전산재료모사(computational materials simulation)를 이용하여 재료의 물성을 



- 263 -

계산하는 것이다. 제1원리법은 양자역학의 세계에서 재료의 특성과 현상을 밝히는 방법이다. 이 방

법은 경험적 모델 및 매개변수 맞추기(parameterization)와 같은 가정을 하지 않고, 이미 확립된 

과학에서 직접 계산을 시작한다. 원자핵-원자핵, 원자핵-전자, 전자-전자 사이에 일어나는 작용을 

모두 다룬다. 계산이 복잡하여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의 크기가 많아야 수백에서 수천 개의 원자이고, 

모사 시간은 보통 수 피코초까지 가능하다[2.1.4-21]. 분자동력학법은 고전역학의 관점에서 재료의 

특성과 현상을 밝히는 방법이다. 시스템을 크게 원자단위로 보고 원자의 운동에너지와 원자간 퍼텐

셜만을 따져 모사한다. 다루는 시스템의 크기가 수십억 개 원자까지 가능하고, 모사 시간은 수 나노

초까지 가능하다[2.1.4-21].

SiC는 원자력 분야에는 중요한 피복재로 쓰여 왔으며, 많은 연구자가 분자동력학법을 이용하여 그 

물성을 계산하여 왔다[2.1.4-22]. 그림 2.1.4-12는 atomsk[2.1.4-23]를 이용하여 생성한 원자정보

를 ovito[2.1.4-24]로 시각화한 3C-SiC의 10×10×14 단위정(unit cell)이다. 조사된 SiC는 1% 

공극(vacancy)이 무작위로 분포하였다고 가정하였다(그림 2.1.4-12에서 비어 있는 원자 공간). 분자

동력학 코드 lammps[2.1.4-25]를 이용하여 3C-SiC 시편의 변형률에 따른 응력을 계산하였다. 시

편의 변형은 z축 방향(그림 2.1.4-12에서 위쪽 방향)으로 주었으며, 그에 따라 각 원자에 걸리는 z

축 방향 응력을 합산하여 시편의 z축 방향 응력을 계산한다. 그림 2.1.4-13은 lammps[2.1.4-1]로 

계산한 3C-SiC의 응력-변형률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1.4-13의 응력-변형률 그래프에서 기

울기가 탄성계수이고, 응력이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지기 직전의 응력이 인장강도이다. 표 2.1.4-3에 

분자동력학으로 계산한 탄성률 및 인장응력을 실험값[2.1.4-18, 2.1.4-20]과 비교하였다. 실험값과 

차이가 크게 나고 있다. 이는 분자동력학 시편은 단위정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단결정이고, 실제 

실험시편은 flaw, 결정립, 기공을 갖고 있어 순수 단결정과는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된다. 분자동력학 결과와 실험시편의 파괴역학을 연계시키는 상관식이나 계산방법이 필요하다. Li와 

Yip은 Hall-Petch 유형의 스케일링을 적용하여 3C-SiC의 인장강도를 flaw의 크기로 스케일링하였

다[2.1.4-26]. 이 방법에 따르면 flaw가 커질수록 인장강도는 작아진다. 이렇게 스케일링을 통하여 

분자동력학으로 계산한 큰 인장응력은 실제 실험시편에 적합한 인장강도로 변환된다.

그림 2.1.4-11. 전산 재료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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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12. atomsk로 만든 3C-SiC 10×10×14 단위격자

그림 2.1.4-13 응력-변형률 관계

표 2.1.4-3. 1650K에서 3C-SiC의 탄성률 및 인장강도

(1) 비조사 (2) 조사 실험값
탄성률 (E), GPa 242.093 204.478 280.2
인장강도 (S), GPa 12.696 11.770 0.758~3.100

바. GEN-IV 핵분열생성물 방출 벤치마크 계산 

‘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GIF)’은 차세대 원자력 시스템의 타당성 및 성능을 확립하

는 데 필요한 연구 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된 14국의 회원으로 구성된 국제 협력이다. GIF는 6

개의 원자로 기술을 선택했으며, 그 기술 중 하나가 전기와 수소를 동시에 생산하는 초고온가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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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y High Temperature Reactor, VHTR)이다. 조사 및 사고 조건에서 핵연료 성능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초고온가스로의 설계 및 운영에 필수적이다. 

GIF는 미국 INL (Idaho National Laboratory) 주관으로 2015년 후반에 ‘Generation IV 

Benchmarking of TRISO Fuel Performance Models under Accident Conditions’(이하 

‘GEN-IV 벤치마크’로 표기함)을 착수하였다[2.1.4-9]. 다른 참가 기관은 일본 JAEA (Japan 

Atomic Energy Agency)와 한국 KAERI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이다. 

GEN-IV 벤치마크의 목표는 참가 기관의 핵연료 성능분석 코드로 얻은 결과를 서로 비교하고, 또한 

이 코드 계산 결과를 INL의 실험값과 비교하는 것이다. GEN-IV 벤치마크를 위해 선택된 문제는 

Numerical Calculation Case (NCC), Advanced Gas Reactor 시험 AGR-1 및 AGR-2와 High 

Flux Reactor 시험 HFR-EU1bis이다. 계산 항목은 110mAg, 137Cs, 90Sr, 85Kr의 방출비율이다. 방

출비율은 (방출된 총 양)/(생산된 총 양)이다.

NCC 벤치마크는 사고조건에서 핵분열생성물 방출거동 모델을 다루는 IAEA CRP-6 벤치마크 문제 

5번에 상응한다[2.1.4-8]. IAEA CRP-6의 벤치마크 문제 5번에서는 핵분열생성물 방출 계산 결과

가 코드 간 불일치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물리적 모델이 아닌 수치 계산 방법의 영향에 기

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NCC는 이러한 수치적 영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표 

2.1.4-4는 NCC의 조사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1.4-14는 NCC의 조사 및 가열시험 온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 2.1.4-4. NCC 조사특성

연소도 

(%FIMA)

고속플루언스 

(1025 n/m2; E > 0.18 MeV)

조사기간

(EFPD)

10a) 2a,b) 1000

        a) 연소도와 고속플루언스는 선형 관계이다.
        b) 고속플루언스 (E > 0.18 MeV) = 0.91 × 고속플루언스 (E > 0.1 MeV)

그림 2.1.4-14. NCC의 조사 및 가열시험 온도

AGR-1 조사시험은 미국 DOE의 ‘Advanced Gas Reactor Fuel Development and 

Qualification Program’의 8개 조사시험 중 첫 번째 조사시험이다[2.1.4-27]. AGR 조사시험의 목

적은 (a) 피복입자핵연료 공정 개발을 지원하는 피복입자핵연료의 조사성능 자료를 제공하고, (b)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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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운전조건에서 쓰일 수 있는 피복입자핵연료의 특성을 규명하고, (c) 피복입자핵연료 성능 모델 및 

코드의 개발 및 검증을 지원하고, (d) 조사후실험 및 안전성시험에 필요한 조사된 피복입자핵연료 

및 물질을 제공하는 것이다. AGR-1 컴팩트는 INL의 ATR(Advanced Test Reactor)에서 총 620 

EFPD의 기간(2006년 12월 24일에서 2009년 11월 6일)에 걸쳐 조사되었다. AGR-1 연료는 직경

이 1mm 미만인 TRISO 피복입자로 구성되었다. 피복입자는 중심에 공칭 직경이 350㎛인 저농축 

UCO 연료핵이 있고 그 위에 차례대로 다공성 탄소완충층, IPyC, SiC 및 OPyC 층으로 피복되었

다. 

조사된 AGR-1 컴팩트는 INL의 FACS (Fuel Accident Condition Simulator) 및 ORNL의 

CCCCTF (Core Conduction Cooldown Test Facility) 가열 시험장치에서 안전성 시험을 하였

다. 표 2.1.4-5에 벤치마크 계산에 사용된 AGR-1 컴팩트 및 그 조사특성을 나타내었다. 자세한 피

복입자핵연료 사양, 조사시험온도 이력, 안전성시험 온도 이력은 벤치마크 보고서에 자세히 수록되

어 있다[2.1.4-9, 2.1.4-28].

표 2.1.4-5. 벤치마크 계산에 사용된 AGR-1 컴팩트 및 그 조사특성

가열시험온도

(℃)
컴팩트

가열시험 중

SiC 층이

파손된

피복입자 수

연소도a)

(%FIMA)

고속플루언스a,b)

(1025 n/m2;

 E > 0.18 MeV)

TAVATc)

(℃)

조사기간

(EFPD)
Variant

1600
6-4-1

4-3-3

1

0

13.22

18.52

2.43

4.16

1041

1094

620.2

620.2

Baseline

3

1700
4-4-3

3-3-1

0

4

18.83

19.00

4.06

4.23

1059

1051

620.2

620.2

3

Baseline

1800

5-1-3

4-4-1

4-3-2

3-2-3

7

2

3d)

11

18.17

18.84

16.24

19.03

3.82

3.99

3.68

4.28

1042

1057

1057

1053

620.2

620.2

620.2

620.2

1

3

3

Baseline

Transient

1-4-2

1-1-3

1-1-1

0

0

0

14.83

15.21

15.05

3.01

2.86

2,81

1045

1018

1017

620.2

620.2

620.2

3

3

3

a) 연소도와 고속플루언스는 선형 관계이다.

b) 고속플루언스 (E > 0.18 MeV) = 0.91 × 고속플루언스 (E > 0.1 MeV)

c) 피복층 3개가 모두 파손된 피복입자 2개 + IPyC와 SiC 층이 파손된 입자 1개

d) TAVAT = Time-averaged and Volume-averaged temperature 

AGR-2 조사시험은 ‘Advanced Gas Reactor Fuel Development and Qualification Program’

의 8개 조사시험 중 두 번째이다. AGR-2 조사시험은 (a) 엔지니어링 규모의 피복장치에서 생산한 

UCO 및 UO2 피복입자핵연료를 조사하고, (b) 정상운전 및 사고 조건에서의 피복입자핵연료 성능 

자료를 생산하는 조사후실험 및 안전성 시험에 조사된 피복입자핵연료를 제공하고, (c) 피복입자핵

연료의 제조공정, 제퓸특성 및 조사성능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와 개발을 지원한다. AGR-2 조사시

험은 2010년 6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INL의 ATR에서 총 559.2 EFPD 기간에 걸쳐 수행하였

다. 조사된 AGR-2 컴팩트는 ORNL의 CCCCTF 가열 시험장치에서 안전성 시험을 하였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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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6에 벤치마크 계산에 사용된 AGR-2 컴팩트 및 그 조사특성을 나타내었다. 자세한 피복입자

핵연료 사양, 조사시험온도 이력, 안전성시험 온도 이력은 벤치마크 보고서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2.1.4-9, 2.1.4-28].

표 2.1.4-6. 벤치마크 계산에 사용된 AGR-2 컴팩트 및 그 조사특성

가열시험온도

(℃)
컴팩트

가열시험 중

SiC 층이

파손된

피복입자 수

연소도a)

(%FIMA)

고속플루언스a,b)

(1025 n/m2;

 E > 0.18 MeV)

조사기간

(EFPD)
연료 유형

1600
5-2-2

3-3-2

0

0c)
12.34

10.54

3.39

3.53

559.2

559.2

UCO

UO2

1700 3-4-1 0c) 10.62 3.47 559.2 UO2

1800 5-4-1 1 12.05 3.12 559.2 UCO

a) 연소도와 고속플루언스는 선형 관계이다.

b) 고속플루언스 (E > 0.18 MeV) = 0.91 × 고속플루언스 (E > 0.1 MeV)

c) 정확한 파손 피복입자의 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HFR-EU1bis 조사시험은 EC(European Commission)의 JRC-IE(Joint Research Center - 

Institute for Energy)에서 독일 AVR(Arbeitsgemeinschaft Versuchsreaktor)의 페블(pebble) 5

개에 대해 수행한 조사시험이다[2.1.4-29]. 시험의 목표는 초고온 및 고연소도에서 TRISO 피복입자

의 성능을 평가하고, 이러한 조건에서 낮은 피복입자 파손비율의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페블은 

직경 60mm인 성형한 탄소매트릭스인데, 약 47mm 직경의 내부 구역에 TRISO 피복입자가 들어 

있고, 내부 구역의 외부는 약 5mm 두께의 쉘 모양의 매트릭스이다. 피복입자는 완충층, IPyC, SiC 

및 OPyC 층으로 피복된 공칭 직경 500μm의 저농축 UO2 연료핵으로 구성되었다. HFR-EU1bis 

조사시험은 2004년 9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네덜란드 Petten에 있는 HFR(High Flux Reactor)

에서 총 249.55 EFPD 기간에 걸쳐 수행되었다. 조사 후, 5개의 페블 중 4개는 JRC-ITU(Joint 

Research Center - Institute for Transuranium Elements)의 가열시험장치 K FA에서 안전성시

험을 하였다[2.1.4-29]. 자세한 피복입자핵연료 사양, 조사시험온도 이력, 안전성시험 온도 이력은 

벤치마크 보고서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2.1.4-9, 2.1.4-28].

표 2.1.4-7. 벤치마크 계산에 사용된 HFR-EU1bis 페블 및 그 조사특성

페블
연소도a)

(%FIMA)

고속플루언스a,b)

(1025 n/m2; E > 0.18 MeV)

조사기간

(EFPD)

1 9.34 2.41 249.55

3 11.07 2.86 249.55

4 11.07 2.86 249.55

5 9.70 2.51 249.55

               a) 연소도와 고속플루언스는 선형 관계이다.

               b) 고속플루언스 (E > 0.18 MeV) = 0.91 × 고속플루언스 (E > 0.1 M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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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시험, 안전성시험, 4개의 핵종에 대해 총 160개의 방출비율 계산을 수행하였다. 이 계산 결과와 

최종보고서[2.1.4-28]에 수록할 KAERI 측 부분을 작성하여 INL에 제출하였다. 최종보고서에는 3개

의 연구기관 각각의 피복입자핵연료 성능분석 코드 설명과 함께 계산 및 비교 결과가 수록되었다. 

그림 2.1.4-15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벤치마크 계산 결과는 모든 참가기관들 사이에는 양호한 일

치를 보여 주었지만, 실험값을 과대 예측하였다. 이는 사용한 확산계수가 과대 평가되었음을 의미한

다. 본 벤치마크에서 사용한 IAEA 확산계수[2.1.4-8]는 사고조건에서는 적합하지 않으며, 새로운 값

을 찾아야 한다.

그림 2.1.4-15. GEN-IV 벤차마크 문제에서 Ag, Sr, Cs의 방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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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GAMMA+/CAPP 과도해석 연계체계 개발 및 검증

가. 과도해석 연계계산 체계 개발

노심 계산을 수행할 때, 중성자속(neutron flux) 분포와 온도 분포는 각각 온도 계산과 중성자속 

계산에 영향을 끼친다. 일반적으로 노물리 해석 코드는 적당한 온도 분포를 가정하거나 단순한 열유

체 모델과 결합하여 계산을 수행하고 열유체 및 계통 해석 코드는 적당한 출력 분포를 가정하거나 

단순한 출력 모델과 결합하여 계산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정확한 노심해석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중

성자속 분포를 결정하는 중성자 확산방정식과 온도 분포를 결정하는 열유체 방정식을 연립하여 풀어

야 한다. 이를 위해서 노물리 해석 코드인 CAPP과 계통/안전 해석 코드인 GAMMA+ [2.1.5-1]를 

연계하는 연계계산 체계가 개발되었으며 정상상태 계산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2.1.5-2]. 그러나 

과도상태 계산에 대한 체계는 개요만 마련되어 있고 노심 계산 경험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기존 정상상태 연계계산 체계를 기반으로 과도해석에 대한 연계계산 체계를 개발하였다. 이

번 장에서는 CAPP 코드와 GAMMA+ 코드에 대한 과도해석 연계계산 체계 구축 방법을 소개한다.

(1) CAPP/GAMMA+ 코드

(가) CAPP 코드

CAPP 코드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고온가스로의 노물리 해석을 위해 개발한 코드로 3차원 다군 중성

자 확산방정식을 유한요소법을 이용해서 계산한다. CAPP 코드에 대한 자세한 방법론은 참고문헌 

[2.1.5-3]에서 확인할 수 있다.

CAPP 코드에서는 기본 계산 격자로 삼각기둥 (triangular prism)을 사용한다. 블록형 노심에서 각

각의 육각 블록은 반경 방향으로 6개, 축 방향으로 사용자가 정한 수만큼의 삼각기둥으로 분할되는

데 같은 층의 육각 블록의 축 방향 분할 위치는 어긋나지 않고 같게 한다. CAPP 코드는 중성자속, 

출력, 온도, 수밀도 등에 대해서 각 삼각기둥 당 하나의 값을 지닌다.

중성자 확산방정식을 풀 때 주어진 핵단면적 자료에 대해서 중성자속 분포를 구한다. CAPP 코드는 

미시적 핵단면적이 연소도, 핵연료 온도, 감속재 온도에 대한 함수 및 표로 표현된다. 연소도가 결

정된 시점에서 미시적 핵단면적은 핵연료 온도와 감속재 온도의 함수로 주어지고 두 온도 값이 주

어지면 핵단면적 값이 결정된다. 핵단면적 값이 결정되면 이를 통해 중성자속 계산을 수행할 수 있

다. 

중성자속 계산이 끝나면 중성자속 분포를 얻는다. 이를 통해서 출력 분포를 얻을 수 있다. 고속 중

성자속 분포는 각 시점에서의 고속 중성자 조사량을 구하기 위해 사용된다.

(나) GAMMA+ 코드

GAMMA+ 코드는 계통/안전 해석 코드로 고온가스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열유체 현상을 해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유체에 대한 1차원, 혹은 다차원 지배방정식과 고체에 대한 1차원, 혹은 다차원 

열전달 방정식을 동시에 계산하여 정확한 노심의 온도분포를 구할 수 있다. GAMMA+ 코드에 대한 



- 270 -

자세한 방법론은 참고문헌 [2.1.5-1]에서 확인할 수 있다.

GAMMA+ 코드에서는 노심에 대해서 임의적인 격자 분할이 가능하다. 자세한 블록형 노심 내 온도 

분포 계산을 위해서 반경 방향으로 핵연료 블록이나 반사체 블록을 6개의 삼각형 셀로 분할하거나 

단일한 육각형 셀로 만들 수 있다. 축 방향으로는 CAPP 과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정한 수만큼 분할

이 가능하다. 냉각재 채널 및 우회유량 채널, 제어봉 채널도 각각 모델링 할 수 있으며 계산 격자를 

줄이기 위해서 보통 각 핵연료의 삼각형 셀마다 대표 냉각재 채널 하나를 묘사하고 우회유량 채널

도 몇 개의 군으로 묶어서 계산한다.

노심 내의 온도 분포를 계산하기 위해서 유체의 연속 방정식, 운동량 보존 방정식, 에너지 보존 방

정식, 그리고 고체 구조물에 대한 열전달 방정식을 연립하여 계산해야 한다. 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

선 냉각재의 입구 온도, 유량 및 출력 분포와 각 구조물의 열 물성값 등의 인자가 주어져야 한다. 

출력 분포 자체는 방정식의 열원 항 (heat source term)에 사용된다. 또한 흑연 구조물의 열전도

도는 해당 위치의 고속 중성자 조사량에 의존한다.

(2) CAPP/GAMMA+ 과도해석 연계계산 체계 개발

위에서 설명했듯이 CAPP 코드는 중성자속 계산을 위해서 삼각기둥 별로 핵연료 온도, 흑연 감속재 

온도가 필요하다. GAMMA+는 온도 분포 계산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노심의 위치 별 고속 중성자 조

사량과 출력 분포가 필요하다. 두 코드 간의 필요한 자료를 주고받는 연계계산을 위해서 한국원자력

연구원은 연계계산 서버 프로그램 INTCA (Interface for Neutronics/Thermo-fluid Coupled 

Analysis)를 개발하였다. 이를 사용하여 고온가스로의 노심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방법론 및 

결과는 참고문헌 [2.1.5-2, 2.1.5-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존 INTCA 코드를 개발하여 연계계산 체계를 구축할 때 과도상태 계산에 대한 경우도 고려하였고 

간단한 Toy 프로그램으로 시험하였으나[2.1.5-4] 실제 두 클라이언트 코드를 사용한 과도해석 연계

계산을 수행하지는 않았다. 당시 CAPP 코드에 과도해석 기능이 없었으나 현재는 개발된 상태로 이

를 사용해서 CAPP/GAMMA+ 과도해석 연계계산을 수행할 기반을 마련하였다.

두 코드 간 과도해석 연계계산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 첫 번째는 계산할 과도 시

간 범위가 주어질 때 어떤 시점에서 두 코드 간 정보를 교환할 것인가이다. 과도상태 계산에서 두 

코드 간 자료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두 코드의 과도해석 시점이 일치해야 한다. CAPP 코드와 

GAMMA+ 코드는 서로 과도상태 계산에서 시간 간격을 정하는 방법이 다르고 GAMMA+는 수렴안

정성을 위해서 코드 내부에서 시간 간격을 바꿀 수 있어서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가장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INTCA 코드에서 각 계산 시점마다 두 코드로부터 시간 간격을 받은 후 적합한 시

간 간격(작은 값)을 하나 골라 두 코드 모두 기존 시간 간격을 버리고 같은 값을 사용하도록 명령하

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CAPP과 GAMMA+ 코드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에 따른 

출력, 온도 변화가 작은데도 시간 간격이 작은 경우 불필요한 계산을 수행하게 된다. 시간에 따른 

출력 변화가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에서 CAPP은 큰 시간 간격을 사용해도 큰 오차가 없다. 반

면, 해당 구간에서 GAMMA+가 수렴 안정성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 간격 결정 알고리즘이 매우 작

은 값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CAPP은 거의 변하지 않는 출력 분포를 짧은 시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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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으로 여러 번 계산하게 된다. 크고 복잡한 문제를 풀 때, 계산 시간에서 CAPP이 차지하는 비중

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INTCA에서 두 코드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시점을 정하도록 코드를 변경하였다. INTCA는 입력으로부터 과도 해석을 수행하는 동안 정보

를 교환하는 시점을 받아서 두 코드로 보낸다. CAPP과 GAMMA+는 각각의 시간 간격을 사용해

서 과도해석을 수행하다가 정보 교환 시점에 다다르면 INTCA와 통신하여 정보를 교환한다. 코

드의 시간 간격으로 인해 정보 교환 시점을 지나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해당 경우에는 정보 

교환 시점을 맞추도록 시간 간격을 조정하며 이는 통신 없이 두 코드 내부에서 수행한다. 해당 

방법을 사용하면 두 코드가 사용하는 시간 간격이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아 불필요한 계

산을 줄일 수 있다.

과도해석 연계계산을 수행할 때의 절차를 INTCA 입장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

1) 두 코드로부터 원하는 작업 유형을 요청 받는다.

2) 두 코드 모두 과도상태 초기화를 요청하면

  a. 두 클라이언트 코드에 과도상태 초기화를 명령한다.

  b. CAPP 코드로부터 계산 격자 별 고속 중성자 조사량을 받아 맵핑 변환 후, GAMMA+ 

코드에 보낸다.

  c. 과도해석 시간 범위에서 정보교환이 일어날 시점 정보를 두 코드에 보낸다.

3) 두 코드 중 하나라도 과도상태 계산을 요청하면

  a. 두 클라이언트 코드에 과도상태 계산을 명령한다.

  b. 두 코드로부터 과도해석 시점을 받아 일치하는지 검사한다.

  c. CAPP 코드로부터 출력 분포를 받아 맵핑 변환 후, GAMMA+ 코드에 보낸다.

  d. GAMMA+ 코드로부터 수소, 산소 및 질소의 수밀도 분포를 받아 맵핑 변환 후, CAPP 

코드에 보낸다.

  e. GAMMA+ 코드로부터 온도 분포를 받아 맵핑 변환 후, CAPP 코드에 보낸다.

4) 두 코드 모두 과도상태 계산 종료를 요청하면 과도상태 계산종료를 명령한다.

5) 두 코드 모두 접속 종료를 원하면 두 클라이언트 코드에 접속 종료를 명령하고 INTCA도 

종료한다.

6) 단계 1)로 돌아간다.

정상상태 계산 절차와 비교하면 과도해석 시점에 관련된 부분만 추가되었기 때문에 정상상태 계산 

절차의 대부분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과도상태 계산의 초기값을 구하기 위해 정상상태 계산을 수행한 후 과도상태로 넘어가는 

방법이다. CAPP 코드는 과도상태 계산 함수와 정상상태 계산 함수가 구분되어 있으며 과도상태 계

산을 입력으로 명령하면 자동적으로 정상상태 계산 후에 코드를 종료하지 않고 바로 과도상태 계산

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GAMMA+ 코드는 항상 모든 계산을 과도상태 계산으로 수행한다. 하

나의 입력문으로 정상상태 계산 후에 바로 과도상태 계산으로 넘어가도록 하려면 코드 내에서 과도

상태 계산과 정상상태 계산의 구분을 위해서 많은 코드 수정이 필요하다. 또한 GAMMA+ 코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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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할 사고해석을 위해서는 정상상태 입력문과 과도상태 입력문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상상태 연계계산과 과도해석 연계계산을 나누어 계산하도록 한다. 이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한다.

1) 정상상태 연계계산을 수행한다. 이 때 CAPP 코드와 GAMMA+ 코드 모두 수렴된 정상상

태 해를 가지게 된다. 

2) GAMMA+ 코드는 접속 종료를 하고 결과 파일(*.Gen file)을 만들어 정상상태 해를 모두 

기록한 후 종료한다. 따라서 CAPP 코드는 INTCA와의 접속이 종료되고 INTCA도 접속이 

종료된다.

3) 과도상태 입력 파일을 입력으로 받는 GAMMA+ 코드를 다시 실행한다.

4) INTCA를 재실행한다. 대기 중인 CAPP 코드, GAMMA+ 코드와 연결되면 새 연계계산(과

도상태 계산)을 실행한다.

CAPP 코드의 경우 정상상태 계산과 과도상태 계산을 하나의 입력문에서 처리할 수 있다. 새로운 

연계계산 체계에 대응하도록 기존 과도상태 계산 명령 시, 정상상태 계산을 수행하는 부분을 제거하

였다. 수정된 CAPP 코드에서 과도상태 계산을 위해서는 정상상태 계산 명령과 과도상태 계산 명령

을 연달아 입력문에 삽입해야 한다. 또한 입력문에서 소켓 연결 종료, 대기, 소켓 연결 시작 함수를 

연달아 사용하면 CAPP 코드는 다른 두 코드와 달리 프로그램 종료 없이 연계계산을 수행할 수 있

다. 다음은 CAPP 코드에서 사용한 연계계산을 위한 입력문의 일부로 계산 명령어의 순서를 알 수 

있다.

그림 2.1.5-1. CAPP 코드 입력문 중 과도해석 연계계산 명령문 예시

정상상태 계산에서는 출력 분포와 온도 분포를 수렴시킬 때까지 정보 교환을 반복한다. 과도상태 계

산에서는 각 시간마다 한 번씩 정보를 교환한다. 두 코드의 정보교환과 계산의 순서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다음의 순서를 따른다.

1) 시간 간격을 새로 받는다.

2) CAPP 코드가 중성자속 계산을 수행한다.

3) CAPP 코드가 출력 분포를 GAMMA+ 코드로 전달한다.

4) GAMMA+ 코드가 온도 계산을 수행한다.

5) GAMMA+ 코드가 온도 및 수밀도 정보를 CAPP 코드로 전달한다.



- 273 -

나. 과도해석 및 검증

개발한 CAPP/GAMMA+ 과도해석 연계계산 체계를 시험하기 위해서 초고온가스로 공통검증문제를 

해석하였다. 앞서 2.1.1 소절에서 CAPP 과도해석과의 비교를 출력레벨과 노심평균 온도에 대해서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최대 핵연료 온도 및 각종 데이터를 표로 정리하였다.

(1) 단일 칼럼 문제

그림 2.1.5-2는 단일 칼럼 문제 중, 제어봉 이탈에 대한 과도해석을 30초까지 수행한 결과다. 출력 

레벨 최대값의 절대 차이는 약 1.23 정도이며 노심 평균 핵연료 온도의 최대값의 차이는 약 2.65℃ 

정도로 앞서 본 그래프처럼 큰 차이는 없다. 최대 핵연료 온도는 시간에 따라 약 4℃의 차이를 보

인다. 

그림 2.1.5-2. 단일 칼럼 문제: 제어봉 이탈 과도해석 결과 (최대 핵연료 온도 및 요약)

그림 2.1.5-3은 단일 칼럼 문제 중, 제어봉 인출에 대한 과도해석을 300초까지 수행한 결과다. 최

대 핵연료 온도 그래프를 보면 CAPP과 CAPP/GAMMA+ 연계계산 결과의 차이는 제어봉 이탈 문

제에서의 차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즉, 두 계산 결과는 매우 잘 맞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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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3. 단일 칼럼 문제: 제어봉 인출 과도해석 결과 (최대 핵연료 온도 및 요약)

그림 2.1.5-4는 단일 칼럼 문제 중, 냉각재 입구온도 감소에 대한 과도해석을 500초 동안 진행한 

결과다. 최대 핵연료 온도의 차이는 약 4~5℃의 차이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림 2.1.5-4. 단일 칼럼 문제: 냉각재 입구 온도 감소 과도해석 결과 (최대 핵연료 온도 및 요약)

그림 2.1.5-5는 단일 칼럼 문제 중, 냉각재 유량 증가에 대한 과도해석 결과를 300초까지 진행한 

결과다. CAPP, CAPP/GAMMA+ 과도해석이 모두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최대 핵연료 온도는 거

의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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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5. 단일 칼럼 문제: 냉각재 유량 증가 과도해석 결과 (최대 핵연료 온도 및 요약)

(2) 7 칼럼 문제

그림 2.1.5-6은 7 칼럼 문제 중, 제어봉 이탈에 대한 과도해석을 30초까지 수행하였다. 초대 핵연

료 온도에서도 CAPP, CAPP/GAMMA 연계계산이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주요 값들을 비교해볼 

때 앞의 2.1.1소절의 그래프에서 확인했듯이 큰 차이는 없다.

그림 2.1.5-6. 7 칼럼 문제: 제어봉 이탈 과도해석 결과 (최대 핵연료 온도 및 요약)

그림 2.1.5-7은 7 칼럼 문제 중, 제어봉 인출에 대한 과도해석을 300초까지 진행한 결과다. 두 계

산 결과가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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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7. 7 칼럼 문제: 제어봉 인출 과도해석 결과 (최대 핵연료 온도 및 요약)

그림 2.1.5-8은 7 칼럼 문제 중, 냉각재 입구온도 감소에 대한 과도해석을 500초까지 진행하였다. 

CAPP, CAPP/GAMMA+ 연계계산이 모두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2.1.5-8. 7 칼럼 문제: 냉각재 입구 온도 감소 과도해석 결과 (최대 핵연료 온도 및 요약)

그림 2.1.5-9는 7 칼럼 문제 중, 냉각재 유량 증가에 대한 과도해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두 계

산이 매우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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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9. 7 칼럼 문제: 냉각재 유량 증가 과도해석 결과 (최대 핵연료 온도 및 요약)

(3) 37 칼럼 문제

그림 2.1.5-10은 37 칼럼 문제 중, 제어봉 이탈에 대한 과도해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앞의 두 

문제와 마찬가지로 CAPP과 CAPP/GAMMA+ 연계계산 결과가 매우 같다. 그러나 처음과 끝의 최

대 핵연료 온도의 차이는 10℃ 정도로 단일 칼럼이나 7 칼럼보다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7 

칼럼 문제부터 각 코드가 유량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단일 칼럼, 7 칼럼 문제는 1/6 

대칭인 기하 구조로 문제를 풀게 되면 단일 유로를 사용해서 CAPP과 GAMMA+가 계산하는 유량

이 같다. 그러나 37 칼럼 문제는 6개의 유로를 사용한다. CAPP의 경우 유로 면적에 비례해 유량이 

결정된다고 가정하여 간단하게 유로에 흐르는 유량을 결정하지만 GAMMA+는 유체에 대한 운동량 

보존 방정식을 수치해법으로 계산하여 각 유로에 흐르는 유량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CAPP과 GAMMA+가 구한 최대 핵연료 온도를 발생시키는 유로의 유량이 다르다. 유량이 다르기 

때문에 최대 핵연료 온도 값도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1.5-10. 37 칼럼 문제: 제어봉 이탈 과도해석 결과 (최대 핵연료 온도 및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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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11은 37 칼럼 문제 중, 제어봉 인출에 대한 과도해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제어봉 이

탈에 비해 최대 핵연료 온도가 끝부분에서 CAPP/GAMMA+ 연계계산과 CAPP 과도해석이 벌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5-11. 37 칼럼 문제: 제어봉 인출 과도해석 결과 (최대 핵연료 온도 및 요약)

그림 2.1.5-12는 37 칼럼 문제 중, 냉각재 입구온도 감소에 대한 과도해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최대 핵연료 온도에서 두 계산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그 차이는 일정한 수준이다. 

그림 2.1.5-12. 37 칼럼 문제: 냉각재 입구 온도 감소 과도해석 결과 (최대 핵연료 온도 및 요약)

그림 2.1.5-13은 37 칼럼 문제 중, 냉각재 유량 증가에 대한 과도해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출력 

레벨과 평균 온도에서 두 계산은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최대 핵연료 온도에서의 차이는 앞의 냉

각재 입구온도가 감소한 경우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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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13. 37 칼럼 문제: 냉각재 유량 증가 과도해석 결과 (최대 핵연료 온도 및 요약)

(4) MHTGR-350 타입 노심 문제

그림 2.1.5-14는 MHTGR-350 타입 노심 문제 중, 제어봉 이탈에 대한 과도해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최대 핵연료 온도의 경우, CAPP 과도해석과 CAPP/GAMMA+ 연계계산도 큰 차이가 발생

한다. 복잡한 문제에서 두 코드가 계산하는 열유체 해석 차이, 각 유로에 들어가는 유량 계산의 차

이가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5-14. MHTGR-타입 노심 문제: 제어봉 이탈 과도해석 결과 (최대 핵연료 온도 및 요약)

그림 2.1.5-15는 MHTGR-350 타입 노심 문제 중, 제어봉 인출에 대한 과도해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200초가 아니라 그 이전에 출력 레벨이 감소하는데 해당 시점에서 제어봉이 핵연료 영역에

서 빠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열유체 해석 방법의 차이가 있어 CAPP과 

CAPP/GAMMA+ 연계계산 간의 최대 핵연료 온도 차이가 있으며 이 차이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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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15. MHTGR-타입 노심 문제: 제어봉 인출 과도해석 결과 (최대 핵연료 온도 및 요약)

그림 2.1.5-16은 MHTGR-350 타입 노심 문제 중, 냉각재 입구온도 감소에 대한 과도해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제어봉 이탈 및 인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반응도가 발생하며, 출력 레벨과 평균 

온도가 두 계산 결과가 거의 일치한다. 최대 핵연료 온도의 경우 같은 열유체 해석 모델을 사용하여 

유량을 구하는 방법이 다른 CAPP/GAMMA+과 CAPP의 차이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림 2.1.5-16. MHTGR-타입 노심 문제: 냉각재 입구 온도 감소 과도해석 결과 (최대 핵연료 온도 및 요약)

그림 2.1.5-17은 MHTGR-350 타입 노심 문제 중, 냉각재 유량 증가에 대한 과도해석 결과를 정

리한 것이다. 냉각재 입구온도가 감소하는 경우와 같이 출력 레벨과 노심 평균 온도에서 두 계산결

과가 거의 일치하나 최대 핵연료 온도에서 CAPP 과도해석이 연계계산 결과와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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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17. MHTGR-타입 노심 문제: 냉각재 유량 증가 과도해석 결과 (최대 핵연료 온도 및 요약)

본 연구에서는 CAPP/GAMMA+ 연계계산 체계를 과도해석에 대해 확장하였으며 이를 시험하기 위

해 초고온가스로 공통검증문제에 대해 과도해석을 수행하였다. 출력 레벨 및 노심 평균 온도 등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CAPP과 CAPP/GAMMA+ 연계계산이 서로 매우 비슷한 결과를 보여줌을 확인

하였다. 그에 반해 최대 핵연료 온도의 경우, 37 칼럼 문제와 MHTGR-형 문제에서 각 유로의 유

량을 결정하는 모델의 차이로 인해 CAPP과 CAPP/GAMMA+가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줌을 확인하

였다.

CAPP 과도해석과 CAPP/GAMMA+ 과도해석 연계계산 체계는 출력 레벨 및 노심 평균 온도 등을 

확인할 때 비슷한 결과를 보여줌을 확인하였으나 복잡한 문제에서 최대 핵연료 온도 같은 국지적인 

정보는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문제 성격에 따라 적절한 과도해석 방법을 선

택해야 하며 정밀한 계산을 위해서는 CAPP/GAMMA+ 과도해석 연계계산 체계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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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RONA/CAPP 연계모듈 개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초고온가스로 설계 기술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핵심 설계 코

드로 노물리 해석코드 CAPP (Core Analyzer for Pebble and Prism type VHTRs) [2.1.6-1, 

2.1.6-2, 2.1.6-3], 노심 열유체 해석코드 CORONA (COre Reliable Optimization and 

thermos-fluid Network Analysis) [2.1.6-4, 2.1.6-5], 그리고 열-유체/계통 안전 해석코드 

GAMMA+ (General Analyzer for Multi-component and Multi-dimensional Transient 

Application) [2.1.6-6, 2.1.6-7]가 개발되었다. 이들은 초고온가스로에서 발생하는 각각의 물리 현

상을 해석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그런데, 각 물리 현상은 서로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이들을 따로 분리해서 

해석하기보다 연계계산을 통해 주고 받는 영향까지 고려, 동시에 해석하는 다물리 시뮬레이션이 필

요하다. 이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은 CAPP과 GAMMA+ 두 코드를 연계해서 노물리/열유체 연계계산 

체계를 구축하였다[2.1.6-8, 2.1.6-9]. 이러한 연계계산 체계는 CAPP과 GAMMA+가 서로 주력으

로 해석하는 출력과 온도 분포를 주고받아 각 코드의 단독 계산보다 정확한 해석결과를 얻을 수 있

었다.

CAPP/GAMMA+ 연계계산은 블록 단위(혹은 준블록 단위)로 정보를 주고받는다. 그러나 최대 핵연

료 온도와 같은 정보를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계산 격자를 사용해 계산할 필요가 

있다. CORONA는 CFD 수준의 계산 격자(핵연료 컴팩트, 혹은 보다 세밀한 영역)를 사용해 열유체 

해석을 수행한다. 한편, CAPP은 준블록 단위의 계산을 수행하지만 핵연료 컴팩트 단위로 출력분포

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CAPP과 CORONA를 연계한다면 기존 CAPP/GAMMA+ 연계계산보다 

더 정확한 결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CORONA/CAPP 연계계산 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그리고 몇 

가지 시험결과를 통해 해당 체계를 검증하였다.

가. 연계모듈 개발

(1) CAPP 코드

CAPP 코드는 고온가스로의 노심 해석을 위해 개발한 코드다. 노심의 유효증배계수, 중성자속 분포, 

출력 분포를 구하기 위해 3차원 다군 중성자 확산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데 이를 유한요소법을 이용

해서 해결한다. 자체적인 열유체 해석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임의의 연소 붕괴 사슬을 사용해 노심 

연소계산도 가능하다.

그림 2.1.6-1은 CAPP 코드에서 다루는 블록형 고온가스로의 계층 구조다. 노심은 여러 개의 “블

록”이라 불리는 육각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은 실제 핵연료 및 반사체 블록에 대응한다. 또

한 각 블록은 여러 개의 삼각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삼각기둥이 CAPP 코드에서 사용하는 

단위 계산격자로 유한요소에 대응한다. 각 삼각기둥 당 중성자속, 출력, 핵연료 온도, 감속재 온도, 

그리고 핵종별 수밀도의 값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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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1. CAPP에서 쓰는 블록형 고온가스로의 계층 구조

앞에서 언급했듯이, CAPP 코드는 유한요소법을 사용해서 노심의 중성자속 분포와 출력분포를 계산

한다. 따라서 각 계산격자 당 하나의 출력 값 뿐만 아니라 내부의 출력분포를 유한요소에서 사용하

는 형상함수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한편, CAPP 코드에서 사용하는 블록별로 균질화된 

핵단면적은 2차원 수송 해석 코드 DeCART2D[2.1.6-10]를 통해서 만든다. 이때, 핵연료 블록별 봉

출력 형태함수도 같이 만들어져 CAPP 코드에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계산격자 내부의 출력 분포

와 제공된 봉출력 형태함수를 합성하여 노심의 봉출력분포를 구할 수 있다.

(2) CORONA 코드

CORONA 코드는 블록형 고온가스로 노심의 열/유동 현상을 상세하게 해석하기 위해 개발한 코드

다. CORONA 코드가 목표하는 바를 설명하기 위해 그림 2.1.6-2에 각 열유체 해석 코드가 블록형 

고온가스로에 사용할 수 있는 분야를 정리하였다. CORONA 코드는 전산유체역학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코드와 계통 코드 중간에 자리한다. GAMMA+ 코드는 열/유체 계통 안전

해석 코드로 초고온가스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일반 열유체 현상을 모사할 수 있으나 노심 내부를 

정밀하게 묘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반면 전산유체역학 코드(예: CFX [2.1.6-11])의 경우 미세 격

자를 사용하여 국소영역에 대해 정밀한 열유체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노심 정도 크기를 가지는 문제

에 대해서 엄청난 계산 자원을 요구하므로 노심해석에 적용하기 어렵다. CORONA 코드는 블록형 

초고온가스로 노심에 대해서 CFD 수준의 정확도를 가지면서 상용 CFD 소프트웨어보다 빠르게 해

석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었다. 이를 위해서, CORONA 코드는 유체영역은 1차원으로, 고체영역은 

CFD (Computer Fluid Dynamics)와 같은 3차원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블록형 고온가스로가 가지

는 규칙적인 구조를 고려하여 기본 격자들을 정한 후, 이들의 조합으로 핵연료 블록을 만들어 효율

적인 격자 생성이 가능했다. 여기서 칼럼별 병렬계산 기능을 넣어 계산의 효율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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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2. 블록형 고온가스로에 대한 열유체 해석 코드 및 적용 분야 [2.1.6-5]

한편 유체영역을 계산할 때 두가지 옵션이 있다. 하나는 채널 모델로 단순하게 채널별유동의 분배가 

고정되어 있고 교차유량을 고려하지 않는다. 추가적인 가정을 통해서 보다 더 빠르게 계산이 가능하

다. 다른 하나는 네트워크 모델로 각 유동이 흐르는 영역들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유동에 대한 에

너지 균형 및 운동량 균형에 대해 정확하게 계산한다.

CORONA 코드는 각 핵연료 격자 단위로 출력밀도를 입력으로 받을 수 있다. CORONA 코드 자체

적으로 출력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한 근사값으로 주어지거나 CAPP 코드에서 계산한 봉출

력분포를 입력파일에 복사해야한다. 두 경우 모두 정밀한 열유체해석이 고려되지 않은 출력분포 자

료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다.

(3) 노물리 및 열유체 코드의 연계계산 전략

그림 2.1.6-3은 CORONA/CAPP 연계계산 체계의 도식이다. 기존에 KAERI에서 개발한 

CAPP/GAMMA+ 노심/열유체 연계계산 체계를 참고하였다. 두 코드 사이에 서버 프로그램 

COtoCA (CORONA to CAPP)을 두어 CAPP과 CORONA 간의 정보 통신을 제어하도록 했다. 

CAPP에서 봉출력분포를 합성하면 COtoCA가 이를 전달받아 CORONA로 보낸다. CORONA는 봉

출력분포를 열원으로 사용해 열유체 해석을 수행한다. 그 결과로 핵연료, 감속재, 냉각재 온도분포가 

나오며 COtoCA가 이를 전달받아 CAPP으로 보낸다. CAPP은 온도분포로 핵단면적을 결정하고 이

를 사용해 출력분포를 구한다. 위의 과정은 순차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각 코드가 계산을 수행하여 

자료를 갱신한 후 서로 필요한 자료를 주고받고, 다시 달라진 조건으로 계산을 수행하는 것의 반복

이다. 두 코드는 각각의 기준에 따라 수렴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COtoCA에 보낸다. COtoCA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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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가 모두 수렴했을 때에만 반복을 종료하도록 두 코드에 계산 종료 메시지를 보낸다.

 

 

그림 2.1.6-3. CORONA/CAPP 연계계산 체계

CORONA/CAPP 연계계산 체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두 코드의 격자간 맵핑이다. CAPP코드와 

CORONA코드가 사용하는 계산격자 형상이 서로 다르고 각 계산격자의 순번을 정하는 형식이 다르

다. 게다가 고온가스로에서 블록내 핵연료와 냉각재 배치가 여러 종류가 있어서 일반화 하기 어렵

다. 이에 COtoCA 코드가 두 코드 간의 맵핑 정보를 입력으로 받아서 각 코드가 전달하는 정보를 

다른 코드가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과정을 담당토록 했다.

COtoCA를 통한 3차원 맵핑은 반경 방향 2차원 맵핑과 축 방향 1차원 맵핑의 합성으로 구성한다. 

블록형 고온가스로는 축 방향 구조가 규칙적인 육각블록 층들로 구성되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격자간 차이는 CAPP/GAMMA+ 연계계산 체계에서 사용한 맵핑 행

렬을 그대로 사용해서 처리할 수 있다[2.1.6-8].

2차원 맵핑의 경우 노심 내 핵연료 블록 및 반사체 블록은 CAPP과 CORONA에서 서로 대응하는 

블록을 찾을 수 있다. CAPP에서 CORONA로 봉출력분포를 전달할 때, CAPP에서 사용하는 핵연료

봉의 인덱스와 CORONA에서 사용하는 핵연료봉의 인덱스를 1-1 대응시킨다. 반대로 CORONA에

서 CAPP으로 온도 분포를 보낼 때, CAPP이 삼각기둥 단위로 온도 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CORONA에서 블록 내부에 여섯 개의 삼각형을 만들고 이를 CAPP의 삼각형 격자들과 1-1 대응시

킨다. 최종적으로 CORONA에서 CAPP으로 가는 맵핑은 블록단위 대응과 블록 내부 삼각형 격자 

단위 대응의 합성으로, CAPP에서 CORONA로 가는 맵핑은 블록단위 대응과 블록 내부 봉단위 대

응의 합성으로 만들어진다.

나. 연계해석 및 검증

CORONA/CAPP 연계계산 체계가 잘 작동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간단한 시험 문제에 대

해서 해석을 수행했다. 시험 문제는 공통검증문제 중 단일 칼럼 문제로 임계 상태를 해석하였다.

단일 칼럼 문제를 CORONA/CAPP 연계계산 체계로 해석한 결과의 신뢰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기

존의 방법인 CAPP 단독계산과 CAPP/GAMMA+ 연계계산을 수행해서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CORONA의 유체 해석에 대한 옵션인 채널 모델 (CORONA/CAPP-1)과 네트워크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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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ONA/CAPP-2)을 수행하여 옵션에 따른 영향을 비교하였다. 이 때 제어봉은 CAPP 단독계산

을 통해 임계상태가 되는 위치에 고정하였다.

표 2.1.6-1은 단일 칼럼 문제에 대한 각 코드의 유효증배계수를 보여준다. 비교적 단순한 모델이기 

때문에 비슷한 크기의 격자를 열유체해석에 사용하는 CAPP 단독계산과 CAPP/GAMMA+ 연계계산이 

매우 잘 맞음을 알 수 있다. 채널 모델(CORONA/CAPP-1)을 사용하는 CORONA/CAPP의 경우 각 

냉각재 채널에 들어가는 유량이 일정해 CAPP이나 CAPP/GAMMA+에서 사용하는 대표 냉각재 채널

과 비슷하다. 따라서 유효증배계수에 큰 차이가 없다. 그에 반해 네트워크 모델(CORONA/CAPP-2)

을 사용하면 각 냉각재의 유동과 온도를 정확하게 풀기 때문에 모든 냉각재 채널이 다른 상태값을 가

진다. 이로 인해 앞의 세 계산과 약 100~160pcm의 차이를 발생시킨다.

표 2.1.6-1. 단일 칼럼 문제에 대한 유효증배계수 결과

코드 CAPP CAPP/GAMMA+ CORONA/CAPP-1 CORONA/CAPP-2

keff 1.00000 1.00022 0.99960 0.99864

그림 2.1.6-4는 축 방향으로의 출력분포와 핵연료 온도분포를 비교한 것이다. 출력분포의 경우 네 

가지 계산이 거의 비슷한 값을 보여준다. 그러나 핵연료 온도분포의 경우 네트워크 모델을 사용한 

CORONA/CAPP-2이 약간 높은 값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6-4. 단일 칼럼 문제에 대한 축 방향 출력분포와 핵연료 온도분포 결과

그림 2.1.6-5는 CORONA/CAPP 계산결과 중, 핵연료가 장전된 영역 중 가장 아래의 계산격자 층

(높이 20cm)에서의 반경방향 온도분포를 보여준다. 유체에 대한 해석 방법에 따라 온도분포가 달라

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안쪽의 핵연료 소결체에서 핵연료 최대값을 확인할 수 있는데 채널 모델

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896.5℃, 네트워크 모델을 사용했을 경우 910.9℃가 된다. 대략 14.4℃의 차

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CAPP/GAMMA+ 연계계산으로 나온 최대 핵연료 온도 

846.8℃ 보다 50 ~ 64℃ 정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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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5. 단일 칼럼 문제에서 노심 최하단부 CORONA/CAPP 계산결과

본 연구에서는 기존 개발한 CAPP/GAMMA+ 연계계산 체계보다 정밀한 수준의 노심/열유체 연계

계산을 수행하기 위해 노심해석 코드 CAPP과 노심 고정밀 열유체 해석 코드 CORONA를 사용한 

연계계산 체계를 개발하였다. 개발한 CORONA/CAPP 연계계산 체계를 시험하기 위해서 고온가스

로의 단일 칼럼 문제를 해석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였다. 계산 결과로부터 CORONA/CAPP 연계계

산이 출력분포와 온도분포에 대해서 합리적인 수준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CORONA의 유체

해석을 더 정확하게 할수록 기존 개발한 방법에서 사용하는 유체해석 방법과의 차이점이 커져 그로 

인한 계산 결과의 차이도 커짐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CORONA/CAPP으로 계산한 최대 핵연료 

온도가 기존 CAPP/GAMMA+ 연계계산보다 더 큰 값을 예측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보다 정확

한 핵연료 온도값을 측정하기 위해서 CORONA/CAPP이 충분한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CORONA/CAPP과 기존 코드 간의 차이를 통해서 기존 코드 계산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 칼럼 문제로 시험했기 때문에 출력분포나 온도분포, 유동이 비교적 단순하여 각 

코드 간의 차이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향후 보다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코드간 결과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CORONA/CAPP 연계계산 체계의 경우, CAPP이나 GAMMA+에서 사용하는 

열유체해석과 다른 수준의 정확도로 노심 내 열유체 해석을 진행하기 때문에 연계계산 검증을 위해

서는 이에 대응하는 수준의 연계계산 코드가 필요하거나 계측 자료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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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원자로 운전성능분석 및 핵분열생성물 거동분석 코드 개발

1. 원자로 운전성능분석 모듈 개발 및 검증

가. 원자로 출력 과도 운전

전력 생산용 고온가스로에 대한 발전소 운전제어 전략은 미국 General Atomics 사의 

MHTGR-350 원자로에 대해 잘 개발되어 있다[2.2.1-1]. 아래의 내용은 이에 기초하여 출력운전 

과도해석 용도의 제어 전략을 기술한다.

(1) 운전 제어 논리

정상운전 중에 이차측 (고온 증기) 압력은 열적 반응에 비해 빠르고 변동 폭도 적다. 그리고 즉각적

인 이차측 압력 제어루프 속도 덕분에 압력 반응은 부하변동 요구시 이차측 온도 반응과 분리되어 

다루어질 수 있다. 이차측 온도 제어는 NSSS(Nuclear Steam Supply System) 제어논리에 의한 

조치로 원자로 출력과 헬륨 순환기 속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제어된다. 그림 2.2.1-1은 개별 제어 모

듈로 구성된 NSSS 제어 계통도를 보여 주며, 주요 개별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이차측 유량 요구량 제어

  - 헬륨 순환기 속도 제어

  - 원자로 출력 제어 (제어봉 위치 제어)

  - 이차측 온도 제어

  - 이차측 압력 제어 (기동 모드)

그림 2.2.1-1. 고온가스로 NSSS 제어 계통도

PSCS(Plant Supervisory Control System)에 의해 25%에서 100%사이의 출력 범위에 걸쳐 요구 

부하량을 자동적으로 추종하도록 NSSS 제어가 설계된다. 또한, 원자로 모듈과 이차측 모듈을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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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하도록 NSSS 자동 제어가 이루어진다. 이때 주요 장비를 보호하고 NSSS 이용율을 높이도록 하

기 위해서는 급격한 과도를 최소화시키도록 보상기와 제한기를 포함한다. NSSS 제어 알고리즘은 아

래와 같이 표현되는 PID (proportional plus integral plus derivative) 혹은 PI 제어기를 이용한

다. 

                         (2.2.1-1)

여기서,

   E = Input error

   Kp, Ki, Kd =Proportional, Integral, and Derivative Gains

   Kpo = Nominal Kp

   Cal = Error band

   Fct = Attenuation factor

이러한 알고리즘은 그림 2.2.1-2에서와 같이 필요시 별도의 제어 변수인 미리 설정된 (FF, 

Feedforward) 값과 합해진다. 이 출력 값은 제한 논리(high, low, 혹은 rate limits)를 통해 걸러

진다. 

변수 설명

AF Attenuation function

ERR, E Error (difference between setpoint and measured process variable)

FF Feedforward function (출력운전 해석시 이차측 급수 유량)

PV Process variable signal

VSET Control system setpoint

그림 2.2.1-2. 일반적인 PID 제어 요소 구성도

(가) 헬륨 순환기 속도제어 논리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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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냉각재 순환을 위한 헬륨 순환기 속도는 이차측 부하 요구량에 상응하는 정해진 

(Feedforward) 속도 설정값으로 조절된다 (그림 2.2.1-3 내의 그래프). 

그림 2.2.1-3. 헬륨 순환기 속도제어 요소 구성도

이때 이차측 증기 온도(Tsteam)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차측 헬륨 저온측 온도(Tcold)를 

같이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즉 일차측과 이차측 간의 열평형식 식 (2.2.1-2)로부터 온도 분포를 

같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 (2.2.1-3)의 좌측과 우측이 같아지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헬륨 

순환기의 속도를 미리 설정된 값(Const×WFW)에 부합되도록 조절한다. 

          (2.2.1-2)

          (2.2.1-3)

그러나 위의 조정만으로는 온도 설정치와의 편차가 크게 발생한다. 보다 미세하게 이차측 증

기 온도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그림 2.2.1-4에서와 같이 PD 제어기에 의한 온도 편차 보상을 더

해 준다. 

그림 2.2.1-4. 헬륨 순환기 속도제어 논리 회로도

(나) 제어봉 이동제어 논리 모듈

부하 요구량 변화에 따라 이차측 급수 유량이 조절되고 이에 따른 헬륨 순환기 속도제어에 의해 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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륨 유량이 바뀐다. 이로 인해 부(-)의 노심반응도 삽입으로 노심출력이 자동으로 부하 변동을 추종

한다. 그러나 이 과정의 속도는 느리므로, 제어봉 제어에 의한 빠른 반응도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노심출력 값은 이차측 부하 요구량에 상응하는 정해진 (FF, Feedforward) 출력 설정값으로 

조절된다 (그림 2.2.1-5 내의 그래프). 

그림 2.2.1-5. 노심출력 조절용 제어봉 이동제어 요소 구성도

그러나 위의 조정만으로는 출력 설정치와의 편차가 크게 발생한다. 노심출력의 변화는 식 (2.2.1-3)

에서 일차측 헬륨 고온측 온도(Thot)의 변화를 야기한다. 이는 곧 이차측 증기 온도 (Tsteam) 변화

를 의미한다. 따라서 보다 미세하게 이차측 증기 온도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그림 2.2.1-6에서와 같

이 PID 제어기에 의한 출력 편차 보상을 더해 준다. 

그림 2.2.1-6. 노심출력 조절용 제어봉 이동제어 논리 회로도

다음으로 보상된 출력 설정값과 측정된 핵분열 출력을 비교하여 그 편차로 제어봉을 작동시킨다. 제

어봉 이동은 그림 2.2.1-7의 hysteresis 곡선을 따른다. 출력 편차 (dE)가 증가하여 dE1 보다 커지

면 제어봉 인출이 시작된다. 제어봉 인출로 정(+) 반응도가 삽입되어 원자로 출력은 증가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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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출력 편차가 감소하는데 제어봉 인출은 출력 편차 (dE)가 dE0 보다 작아질 때까지 계속되다가 

멈춘다. 제어봉이 삽입되는 상황도 동일한 방식을 취한다. 현 제어논리에서는 dE0가 0.001이고, 

dE1가 0.004로서, 이차측 증기 온도가 +1.6℃ 범위로 제어되도록 하고 있다. 

그림 2.2.1-7. 노심출력 조절용 제어봉 이동 hysteresis

(2) GAMMA+ MHTGR-350 해석 모델

고온증기 생산용 MHTGR-350은 그림 2.2.1-8과 같이 크게 원자로 용기와 증기발생기로 구성된다

[2.2.1-2]. 원자로 용기 상단에는 제어봉 구동장치 (Control Rod Drive Mechanism, CRDM)가 

있으며 하단에는 정지냉각계통(Shutdown Cooling System, SCS)이 연결된다. 현재의 운전과도 해

석에서는 정지냉각계통의 기능은 고려하지 않는다. 증기발생기 용기의 상단에는 헬륨 순환기가 배치

되어 있다. 에너지 변환영역 (Energy Conversion Area)에 속하는 급수 및 증기 계통은 고려하지 

않고 경계조건으로 다룬다. 그림에는 없으나 원자로 용기 주위에 설치되어 사고시 공기에 의한 자연

순환 열제거를 담당하는 원자로공동냉각계통(Reactor Cavity Cooling System, RCCS)은 고려되어 

있고, 이로 인한 열손실을 계산한다. 표 2.2.1-1에는 GAMMA+ 코드를 이용한 MHTGR-350 해석 

모델의 경계조건으로 사용된 설계 운전변수(노심출력, 급수 유량 및 온도 등)와 100% 출력운전조건

을 계산한 결과(온도, 헬륨 유량 등)를 보여주고 있다.

표 2.2.1-1. 고온증기 생산용 고온가스로 MHTGR 설계 운전변수 

Operating Parameters Values

NHSS HEAT 

BALANCE

Heat generated by core

Heat added by circulators

Total heat added to helium coolant 

Loss to RCCS from Rx vessel

Net steam generator power

350 MW

2.5 MW

352.5 MW

1.0 MW

351.5 MW

REACTOR

Helium flow rate

Inlet helium temperature

Inlet helium pressure

Outlet helium temperature

152.8 kg/sec

292 
7 MPa

731 

STEAM 

GENERATOR

Primary side

Inlet helium rate

Inlet helium temperature

Inlet helium pressure

Outlet helium temperature

Secondary side

152.8 kg/sec

731 
7.0 MPa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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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8. 고온증기 생산용 고온가스로 MHTGR 개념도

(가) 열유체 계통 계산모델

그림 2.2.1-9에서 그림 2.2.1-11은 MHTGR-350 운전과도 해석을 위한 GAMMA+ 코드의 원자로

내 고체 구조물, 원자로와 원자로공동냉각계통내 유체유동, 증기발생기내 고체/유체 계산 모델을 각

각 보여준다[2.2.1-3]. 그림들에서 "F1_", "F2_", "F0_" 는 각각 1차원 유체, 2차원 유체, 이상유동 

계산 블록을 나타낸다. 유체 블록은 다수의 유동 채널로 구성될 수 있고, 각 유동 채널은 다수의 유

체 계산 셀로 구성될 수 있다. 다차원 유체블록의 경우 실린더 혹은 구형 모양을 가질 수 있다. 또

한 그림들에서 "W1_", "W2_", "W3_" 는 각각 1차원 고체, 2차원 고체, 3차원 고체 계산 블록을 나

타낸다. 다차원 고체 블록의 경우 육각형, 실린더 혹은 구형 모양을 가질 수 있다.

Inlet feedwater flow rate

Inlet feedwater temperature

Inlet feedwater pressure

Outlet steam temperature

Outlet steam pressure

130.3 kg/sec

193 
18 MPa

583 
16.5 MPa

MAIN 

CIRCULATOR

Helium flow rate

Inlet helium temperature

Inlet helium pressure

Helium temperature rise

Helium pressure rise 

152.8 kg/sec

289 
6.94 MPa

3.2 
87 kPa

REACTOR 

CAVITY 

COOLING 

SYSTEM

Air pressure

Air inlet temperature

Air outlet temperature

Air mass flow rate

1 atm

43 

138 

10.1 k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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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자로용기 내부의 유체/고체

- 원자로 노심과 핵연료

원자로노심 유체 영역은 냉각재 유동채널(F1_RxCool_Chan), 제어봉 유동채널(F1_ 

RxCRod_Chan), 그리고 우회 유동채널(F1_RxByps_Chan)로 구성된다. 냉각재 유동채널은 총 22

개의 유동채널로 구성되는데, 내부 링용으로 6개, 중간링용으로 8개, 그리고 외곽링용으로 8개가 있

다. 제어봉 유동채널은 총 14개의 유동채널로 구성되는데, 출력기동용으로 중앙반사체에 2개, 여분의 

출력정지용으로 내부 링에 4개, 그리고 출력운전용으로 외부반사체에 8개가 있다. 우회 유동채널은 총 

10개로 육각형 흑연블록들 사이의 간극을 그룹핑하여 모델한다. 제어봉 유동채널은 노심 하부의 끝단

에서 막혀 있고, 냉각재 유동채널과 우회 유동채널은 하부반사체를 지나 유동분배 지지체까지 관통한

다. 제어봉 유동채널의 형상은 제어봉이 완전 삽입된 상태를 가정한다. 유동채널 들을 거쳐 가열된 고

온의 헬륨 냉각재는 노심출구 플레넘 (F1_RxOut_Plenum) 에서 모여 출구유로 (F1_RxOut_Pipe)을 

통해 고온 동축 덕트로 빠져 나간다. 

고체 구조물은 핵연료-장전 노심 (W2_Fuel_Core), 상부반사체 (W2_Top_Refl), 하부반사체 

(W2_Bot_Refl), 유동분배지지체 (W2_Post_Supp), 흑연지지체 (W2_Graph_Post), 상부플레넘덮개 

(W2_Top_PleEle), 중앙반사체 (W2_Cent_Refl), 외곽반사체 (W2_Side_Refl), 그리고 영구 외곽반

사체 (W3_P_SideRfr)로 구성된다. 육각형 형상용 열전도 계산 모델이 노심 영역에 사용되고, 3차

원 열전도 계산 모델이 영구 외곽반사체, 노심지지용기 (CB), 원자로압력용기 (RPV)에 사용된다. 핵

연료-장전 노심내에서는 핵연료 콤팩트에서 흑연감속재까지의 온도 분포가 계산된다. 1차원 실린더 

열전도가 사용된다. 이때 콤팩트는 6개의 격자, 핵연료 간극은 1개의 격자, 흑연 감속재는 3개의 격

자를 가진다. 흑연들 (H451, 2020)의 열전도도는 고속중성자 속 (fluence)과 조사 온도에 의존하는

데 GAMMA+ 코드에 내장된 상관식을 이용하여 결정된다. 그외 금속 혹은 단열재의 물성치는 

GAMMA+ 코드에 내장된 상관식을 이용하거나 표 입력으로 제공한다. 노심내에서 발생하는 열복사 

계산에는 0.8의 복사율이 균일하게 가정된다. 노심 출력 분포는 상부로 기울어진 (top-skewed) 모

양을 갖는 EOC 조건에서의 출력을 이용한다. 

- 노심지지용기와 원자로압력용기

노심지지용기와 원자로압력용기 사이의 환형 영역은 4개의 유동채널로 된 상향유로 덕트 

(F1_RxRiser_Duct), 덕트와 RPV 사이의 좁은 정체 간극 (F1_RxCBRPV_Gap), 그리고 CB와 

RPV 사이의 넓은 헬륨 영역 (F2_RxRPV_Annul, F2_RxMid_Annul, and F2_RxTop_ Annul)으

로 구성된다. CB와 RPV 사이의 자연순환유동 및 자연대류 열전달은 2차원 유동 모델로 고려된다. 

CB와 RPV 사이의 상부 환형 영역 (F2_RxTop_Annul)은 2차원 구형 형상으로 모델된다. 

고체 구조물은 노심지지용기 (W3_Core_Barel), 상향유로 덕트 (W3_Rsr_Duct1, W3_ 

Rsr_Duct2, W3_Rsr_Duct3, and W3_Rsr_Duct4), 그리고 원자로압력용기 (W3_RPV_ Side1, 

W3_RPV_Side2, and W3_RPV_Side3)로 구성된다. 이들은 3차원 실린더로 모델되어 원주방향 온

도 분포를 계산한다. 원자로압력용기 상부와 하부 헤드들 (W2_RPV_TopH, W2_RPV_BotH)은 2

차원 구형으로 모델된다. 이때 GAMMA+ 코드에서는 3차원 실린더 블록과 2차원 구형 블록이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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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어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열전도 계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고체 구조물들 사이의 공간을 

통해 발생하는 열복사 계산에는 0.8의 복사율이 균일하게 가정된다.

- 원자로용기 상·하부 플레넘

노심 상부의 저온 입구 상부플레넘 (F1_RxUp_Plenum)은 1개 체적으로 모델되어 완전 혼합

(well-mixed)을 가정한다. 상부플레넘 구조물 (W2_UpPle_Str)은 2차원 구형으로 모델한다. 노심 

하부의 하부플레넘은 CB/RPV 하부 환형구간 (F1_RxBot_Annul), 노심 입구 플레넘 

(F1_RxIn_Plenum), 하부 플레넘 (F1_RxLow_Plenum), 그리고 정지냉각계통 우회 구간 

(F1_SCS_Bypass)으로 구성된다. 각 유체 영역은 1개 체적으로 모델되어 완전 혼합(well-mixed)을 

가정한다. 유입되는 헬륨 냉각재의 대부분은 입구 플레넘으로 향하고, 매우 작은 유량이 정지냉각계

통 구간을 통하여 원자로노심을 우회한다. 노심 하부의 고체 구조물로는 금속 지지체 

(W2_MCS_Upper, W2_MCS_Lower, W2_MCS_Left, and W2_MCS_ Right)와 바닥 지지체 

(W2_Bot_Floor)가 고려된다. 고체 구조물들 사이의 공간을 통해 발생하는 열복사 계산에는 0.8의 

복사율이 균일하게 가정된다.

② 원자로공동냉각계통

원자로공동냉각계통은 원자로공동과 외부공기 순환루프로 구성되고, 그림 2.2.1-10 과 같이 모델한

다. 외부공기는 대기압 43℃에 유입되어 냉각덕트에서 가열된 다음 외부 대기로 빠져 나간다. 내부

공기로 채워진 원자로공동은 정상운전 중에 대기압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원자로공동내 온

도 분포는 2차원 자연순환 계산으로 결정된다. 원자로공동은 3개의 부분 (F2_RCavity_Bot, 

F2_RCavity_Mid, F2_RCavity_Top)으로 구성되는데, 계산시 서로 연결되어 자연순환 유동과 자연

대류 열전달을 고려한다. 외부공기 순환루프는 1차원 유동으로 모델하며, 입구 구간 

(F1_RCCS_Inlets, F1_RCCS_InMani, F1_RCCS_InHead, F1_RCCS_ InDuct, and 

F1_RCCS_InCnct), 하향유로 구간 (F1_RCCS_DownAnn, F1_RCCS_ LowHead), 냉각 덕트 상향 

구간 (F1_RCCS_RiserUp), 그리고 출구 구간 (F1_RCCS_ OutCnct, F1_RCCS_OutDuct, 

F1_RCCS_OutHead, F1_RCCS_OutMani, F1_RCCS_ Outlets)으로 구성된다. 

고체 구조물로는 냉각 덕트 (W3_RCCS_Tube), 하향유로 분리판 (W2_RCCS_DnWall), 그리고 콘

크리트 (W2_RCW_Side)로 구성된다. 콘크리트 외벽은 단열조건으로 가정되고 외부공기 순환루프의 

입·출구에서의 열손실은 무시한다. 냉각 덕트는 사각형 덕트의 전·후면과 측면에서의 다른 복사 열

전달 조건을 고려하기 위해 3차원 실린더로 모델한다. 복사열을 줄이기 위한 하향유로 분리판 내면

의 복사율로는 0.1이 사용된다. 

③ 크로스용기 내부의 유체/고체

원자로 용기와 증기발생기 용기를 연결하는 크로스용기는 2개의 유체블록 (F1_Cold_Duct, 

F1_Hot_Duct)과 2개의 고체 블록 (W1_Cold_X_Duct, W1_Hot_X_Duct)으로 구성된다. 고온 덕

트와 저온 덕트사이의 열복사 계산에는 0.8의 복사율이 균일하게 가정된다. 원자로공동 내부공기와 

접촉하는 저온 덕트의 외면은 단열로 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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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증기발생기 내부의 유체/고체

그림 2.2.1-11은 증기발생기 내부의 헬륨냉각재 루프와 고체 구조물에 대한 계산 모델을 보여 준

다. 헬륨냉각재 루프는 입구 플레넘 (F1_SG_In_Plenum), 헬륨측 열교환 구간 (F1_ 

SG_FSH_Shell, F1_SG_BMW_Shell, F1_SG_EES_Shell), 하부 헤드 (F1_SG_Bot_Head), 중앙 챔

버 (F1_SG_Cen_Cham), 환형 상향 유로 (F1_SG_Ann_Riser1, F1_SG_Ann_ Riser2), 챔버 우회 

유로 (F1_SG_Byps_Cham), 순환기 입구플레넘 (F1_SG_Cir_InPle), 순환기 흡입과 방출부 

(F1_SG_Cir_Suct, F1_SG_Cir_Disch), 상부 헤드 (F1_SG_Top_Head), 그리고 출구플레넘 

(F1_SG_OutPlenum)으로 구성된다. 헬륨 순환기는 유체 유로 (J_Cir_ Suct)에 위치하고 과도 계산

시 원자로정지 신호에 의해 정지된다. 헬륨 정지 밸브가 유체 유로 (J_ ShutOffV)에 위치하여 순환

기 정지후 역류를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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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9. 고온가스로 MHTGR 운전과도 해석용 GAMMA+ 코드의 고체 구조물 계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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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10. 고온가스로 MHTGR 운전과도 해석용 GAMMA+ 코드의 유체 유동 네트워크 계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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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11. 고온가스로 MHTGR 운전과도 해석용 GAMMA+ 코드의 증기발생기 계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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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발생기용기 고체 모델은 하부 헤드 (W2_SG_Bot_Head), 실린더 쉘(W2_SG_ BotVessel, 

W2_SG_TopVessel), 상부 헤드 (W2_SG_Top_Head)로 구성된다. 증기발생기 용기 외면은 

단열로 가정되어 열손실을 무시한다. 증기발생기용기 내부구조물 모델은 입구플레넘의 배관들 

(W1_SG_Hor_Pipe, W1_SG_BendPipe, W1_SG_DownPipe, W1_SG_Exp_ Pipe), 입구플

레넘 가이드 (W1_SG_Cir_Pipe), 그리고 헬륨 유로를 형성하는 내·외부 쉬라우드 

(W2_SG_In_Shroud, W2_SG_OutShroud)로 구성된다. 고체 구조물들 사이의 공간을 통해 

발생하는 열복사 계산에는 0.8의 복사율이 균일하게 가정된다.

⑤ 이차측 증기 및 급수 루프 

이차측 급수는 과냉 상태(18MPa, 193℃)로 증기발생기에 유입되고 과열 상태 (16.5MPa 

and 585℃)에서 빠져 나간다. 증기 및 급수 루프는 급수 배관 (F0_SG_FW_Pipe), 입구 튜브 

(F0_SG_Tube_In), 헬리컬 열교환 튜브 (F0_SG_Tube_EES), 직선 열교환 튜브 

(F0_SG_Tube_BMW), 최종-과열 열교환 튜브 (F0_SG_Tube_FSH), 출구 튜브 (F0_SG_ 

Tube_Out), 그리고 증기 배관 (F0_SG_MSLup, F0_SG_MSLdn)으로 구성된다. 주급수와 주

증기 격리 밸브는 유체 유로 (J_SG_MFIV, J_SG_MSIV)에 위치하여 과도 계산시 격리 신호에 

위해 폐쇄된다. 

증기발생기내 헬륨측에서 이차측으로의 열교환은 열교환 튜브 (W1_SG_EES_Tube, W1_ 

SG_BMW_Tube, W1_SG_FSH_Tube)를 통해 일어난다. 헬리컬 튜브용 열전달 상관식이 사

용되고 열교환 튜브 외의 배관은 단열로 가정된다.

(나) 점동특성 모델 입력 자료

노심출력 과도는 점동특성 모델(Point Reactor Kinetics)에 의해 계산된다. GAMMA+ 코드

에서 사용하는 동특성 방정식은 아래와 같다. 

즉발 및 지발 중성자의 동특성

       (2.2.1-4)

붕괴열 동특성

       (2.2.1-5)

총 열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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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6)

동특성 미분방정식에 입력되는 지발중성자 변수는 표 2.2.1-2에 주어지고, 노심온도 변화에 

따른 반응도 변화는 그림 2.2.1-12에 주어져 있다. 운전 과도는 노심 평균온도가 

950~1,000K 범위에서 진행된다. 감속재(Moderator)와 핵연료(Fuel)의 반응도는 큰 부(-)의 

값을 가지는 반면, 중앙(Central)과 측면(Side) 반사체(Reflector)의 반응도는 작은 정(+)의 값

을 가진다. 운전과도 온도 영역에서는 대체로 큰 핵연료의 부(-)의 반응도에 의해 출력이 자동

으로 제어되는 특성을 가진다.

표 2.2.1-2. 지발 중성자 변수

group effective yield (β) decay constant (λ)
1
2
3
4
5
6

0.000172
0.001094
0.000939
0.001753
0.000495
0.000194

0.012502
0.030656
0.118032
0.310224
1.126115
2.843767

prompt neutron lifetime(Λ) = 0.00045 sec

그림 2.2.1-12. 온도 변화에 따른 핵연료, 감속재, 반사체의 반응도 변화 폭

노심출력 변화시 제논의 농도가 변화하므로 노심 반응도에 다시 영향을 미친다. GAMMA+ 코

드에서 사용하는 요오드와 제논의 동특성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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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7)

위 식에서 필요로 하는 요오드와 제논 상수는 표 2.2.1-3과 그림 2.2.1-13에 보여진다 

[2.2.1-4]. 

표 2.2.1-3. 요오드와 제논 붕괴 상수

effective yield (γ) decay constant (λ)
I

Xe
0.06230
0.00485

2.924e-05
2.116e-05

(a) U-235 fission macro X-section

(b) Xenon absorption micro X-section

그림 2.2.1-13. 온도 변화에 따른 우라늄 핵분열 단면적과 제논 흡수 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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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인 노심출력 제어는 제어봉 이동에 의한 반응도 변화에 의해 이루어진다. MHTGR에는 

총 24개의 제어봉이 있으며, 3개씩 묶어서 8개의 제어봉 그룹을 구성한다. 모든 제어봉그룹은 

100% 전출력에서 노심 상부로부터 35%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이 위치로부터 제어봉그룹 각

각이 차례대로 인출될 때의 가해지는 반응도 삽입량이 표 2.2.1-4에 주어져 있다[2.2.1-4]. 

이를 제어봉 이동 깊이에 따른 변화로 변환하면 그림 2.2.1-14와 같이 된다. 

표 2.2.1-4. 출력제어용 제어봉그룹 인출에 따른 반응도 변화

No. of groups in No. of rods % dk at withdrawal
8
7
6
5
4
3
2
1

24
21
18
15
12
9
6
3

0.46
0.64
0.74
0.83
1.29
1.38
1.73
2.13

그림 2.2.1-14. 이동 깊이에 따른 제어봉 반응도

또한, 제어봉그룹의 이동 속도(fraction/sec)는 4.773e-3-1.858e-3*Zcr 와 같이 이동 깊이

의 함수로 되어져 있어, 전체 제어봉그룹의 순차적 이동 속도는 깊이에 따라 그림 2.2.1-15와 

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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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15. 이동 깊이에 따른 제어봉 이동 속도

(다) 제어논리 모델 입력 자료

그림 2.2.1-4의 헬륨 순환기 속도제어 논리 회로와 그림 2.2.1-6의 노심출력 조절용 제어봉 

이동제어 논리 회로에 필요한 설계 제어변수는 표 2.2.1-5에 기술한다[2.2.1-1, 2.2.1-4]. 

표 2.2.1-5. 제어논리 회로용 위한 설계 변수

rod movement control logic circulator speed 
control logic

Proportional(Kp) 1.0e-3*(3.67+3.33*FWN) 4.04+4.0*FWN
Integral(KI) 1.0e-4*(2.067+44.9)*FWN 0.0

Derivative(KD) 100*(2.071+1.616*FWN) 93.3-53.3*FWN
AF Function
CAL 0.5 1.0e-6

FFSIG FSN+1.738 FWN

FF Function

0.00  0.000
0.25  0.314
0.40  0.468
0.60  0.655
0.80  0.822
1.00  0.969

0.0  0.00*5720
0.2  0.27*5720
0.4  0.50*5720
0.5  0.69*5720
0.8  0.86*5720
1.0  1.00*5720

TCDEP(s) 5.0 2.0
TCF(s) 20.0 20.0

TCMES1 17.5667-2.667*F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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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력감발 과도운전 해석

고온가스로 MHTGR-350의 예비안전성보고서에서 정의된 정상사건(Normal Events)은 아래

와 같다[2.2.1-2]. GAMMA+ 코드의 운전과도 분석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해석은 아래 1~3번 

사건에 대해 수행된다.

- Normal Load Increase/Decrease (25-100%) (0.5% per min)

- Rapid Load Increase/Decrease (25-100%) (5% per min)

- Step Load Increase/Decrease at high load (90-100%) 

- Step Load Increase/Decrease at low load (25-35%)

- Grid Frequency Variations (+1% load fluctuations about steady-state)

(가) 정상 부하 감소/증가 (100-25-100%) (0.5% per min)

우선적으로 제어논리의 기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증기 온도를 미세 조정하지 않는 경우를 

분석한다. 

- 증기온도 제어없이 계산(A)

정상 부하 감소/증가시 급수유량 변화에 따른 미리 설정된 (FF, Feedforward) 노심 출력과 

순환기 속도는 그림 2.2.1-16과 그림 2.2.1-17의 파란색 선들이다. 헬륨 순환기 속도가 부하 

요구량에 상응하는 미리 설정된 (Feedforward) 값으로 변함에 따라 헬륨 유량은 그림 

2.2.1-16에서와 같이 얻어진다. 원자로 출력의 경우 미리 설정된 (Feedforward) 값으로 제어

하기 위해 실제 출력간의 편차에 따라 제어봉이 인출되거나 삽입된다. 그림 2.2.1-17은 부하 

변동에 일치하는 이차측 급수/증기 유량과 제어된 원자로 출력을 보여 준다. 

TCF2 30.0 30.0
VCONS 856 K 856 K
PIDMAX 0.2 858.0
VMIN 0.1 (fraction) 286.0 (rpm)
VMAX 1.1 (fraction) 6292.0 (rpm)
VRATE 0.04 57.2

FCT 5.0 -
Normalized feedwater flow, FWN=FW/FWD (0.25 < FWN < 1.0)
Normalized main steam flow, FSN=FS/FSD



- 306 -

그림 2.2.1-16. 일차측 헬륨 유량 과도(A) (100-25-100% 정상 부하감발)

그림 2.2.1-17. 노심 출력과 급수/증기 유량 과도(A) (100-25-100% 정상 부하감발)

그림 2.2.1-18은 개별 반응도 변화를 보여 주는데, 핵연료와 반사체 그리고 제논 반응도변화

가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한다. 특히 그림 2.2.1-19에서 나타나듯이 제어봉 이동이 많은 부분

이 제논 반응도 변화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증기 온도를 미세 조정하지 않으므로 이차측 

증기 온도는 그림 2.2.1-20에서와 같이 출력 감소시 증가하다가 출력 증가시 감소한다. 급수 

유량대비 상대적으로 원자로출력이 커서 증기온도는 목표 값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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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18. 노심 반응도 과도(A) (100-25-100% 정상 부하감발)

그림 2.2.1-19. 제어봉 이동 과도(A) (100-25-100% 정상 부하감발)

그림 2.2.1-20. 이차측 증기 온도 과도(A) (100-25-100% 정상 부하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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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기온도 제어를 고려한 계산(B)

다음으로 증기 온도를 미세 조정하는 논리를 합해 준 경우를 분석한다. 그림 2.2.1-21은 원자

로 출력과 이차측 증기 유량 변화를 각각 보여준다. 출력은 부하 요구량을 추종하고 증기온도

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증기온도의 미세조정을 위해 제어봉의 이동이 보다 많아지고 불규칙해 

진다. 그러다 100초이후 저유량 조건에서의 이상유동 불안정성으로 인해 계산이 실패한다. 또

한 사용된 제어 논리의 미완성도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2.2.1-21. 노심 출력과 급수/증기 유량 과도(B) (100-25-100% 정상 부하감발)

(나) 정상 부하 감소/증가 (100-50-100%) (0.5% per min)

그림 2.2.1-22부터 그림 2.2.1-25는 정상 속도로 100-50-100%로 부하 감발하는 계산 결과

를 보여준다. 

그림 2.2.1-22. 노심 출력과 급수/증기 유량 과도 (100-50-100% 정상 부하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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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23. 일차측 헬륨 유량 과도 (100-50-100% 정상 부하감발)

그림 2.2.1-24. 제어봉 이동 과도 (100-50-100% 정상 부하감발)

그림 2.2.1-25. 이차측 증기 온도 과도 (100-50-100% 정상 부하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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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감소에서는 이차측 급수 유량이 100초동안 100%에서 50%로 감소하고, 부하 증가에서

는 이차측 급수 유량이 100초동안 50%에서 100%로 증가한다. 50% 출력 영역에서 출력 진

동이 심하게 발생하는데 미세 온도제어 논리의 미완성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차측 증기 온도를 +1.5℃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너무 잦은 제어봉 이동과 순환기 속도 변동

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일차측 출력/유량 변동이 이차측 증기 온도/유량 변동과 결합하여 

심한 떨림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 급속 부하 감소/증가 (100-50-100%) (5% per min)

그림 2.2.1-26부터 그림 2.2.1-29은 정상보다 10배 급속으로 100-50-100%로 부하 감발하

는 계산 결과를 보여 준다. 부하 감소에서는 이차측 급수 유량이 10분 만에 100%에서 50%

로 감소하고, 부하 증가에서는 이차측 급수 유량이 10분 만에 50%에서 100%로 증가한다. 매

우 빠른 급수 유량 변화로 부(-)의 반응도에 의한 보상이 한계에 달해 제어봉이 최대로 작동

한다. 또한 증기 온도가 목표 값에서 많이 벗어나 순환기 유량도 상당히 제어된다. 앞선 계산

에 비해 증기 온도가 미세조정범위 (+1.6℃)를 벗어나면 오히려 떨림이 사라진다. 따라서 현재

의 제어논리는 대체로 정상보다 빠른 과도에 더 적합하게 작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미세

조정이 요구되는 운전 과도에 대해서는 추후 제어논리 상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림 2.2.1-26. 노심 출력과 급수/증기 유량 과도 (100-50-100% 급속 부하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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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27. 일차측 헬륨 유량 과도 (100-50-100% 급속 부하감발)

그림 2.2.1-28. 제어봉 이동 과도 (100-50-100% 급속 부하감발)

그림 2.2.1-29. 이차측 증기 온도 과도 (100-50-100% 급속 부하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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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출력에서 스텝 부하 감소/증가 (100-90-100%)

그림 2.2.1-30부터 그림 2.2.1-33는 10% 부하가 스텝으로 100-90-100%로 변동하는 계산 

결과를 보여 준다. 스텝 감소에서는 이차측 급수 유량이 0.02초 만에 100%에서 90%로 감소

하고, 스텝 증가에서는 이차측 급수 유량이 0.02초 만에 90%에서 100%로 증가한다. 빠른 헬

륨 유량 감소로 핵연료 온도가 증가하여 부(-)의 반응도가 노심에 더 해진다. 따라서 노심 출

력이 감소하고 핵연료 온도는 감소하여 정(+)의 반응도가 노심에 더 해진다. 이러한 출력 진동

이 계산 결과에서 보여지고, 스텝 증가에서는 같은 원리에 의해 반대로 나타난다. 스텝 부하 

변동의 영향이 작아 대체로 쉽게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2.2.1-30. 노심 출력과 급수/증기 유량 과도 (100-90-100% 단계 부하감발)

그림 2.2.1-31. 일차측 헬륨 유량 과도 (100-90-100% 단계 부하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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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32. 제어봉 이동 과도 (100-90-100% 단계 부하감발)

그림 2.2.1-33. 이차측 증기 온도 과도 (100-90-100% 단계 부하감발)

나. 원자로 기동 및 정지 운전

정상 기동/정지 운전은 증기발생기를 통한 열제거를 이용하므로 정지냉각계통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상정지 운전은 그림 2.2.1-34에서와 같이 원자로용기 하부에 설치된 정지냉

각계통을 작동시켜 노심 잔열을 제거한다.

(1) 계통 특성 및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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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자로정지냉각계통

정지냉각계통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원자로정지 신호을 받아 SCS 순환기, SCS 펌프, 공기 팬

이 독립 전원에 의해 동시에 기동하여야 한다. SCS 순환기 기동에 의해 일차계통내 헬륨 냉

각재가 노심 고온 하부에서 SCS 열교환기를 거쳐 노심 저온 입구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노

심 잔열은 SCS 열교환기를 통해 이차 수냉 계통으로 전달되고 최종적으로 공기냉각 열교환기

를 통해 외부 공기로 전달된다. 표 2.2.1-6은 원자로가 가압된 상태로 유지될 때의 정지냉각

계통 성능 설계 자료이다.

그림 2.2.1-34. 고온가스로 MHTGR 의 정지냉각계통 계통도

표 2.2.1-6. 고온가스로 MHTGR 의 정지냉각계통 설계 운전변수 

Operating Parameters Values

NSSS HEAT 

BALANCE

Core decay heat

Addition of NSSS stored heat

Heat added by circulators

Total heat to helium

Loss to RCCS from helium

Loss to SG from helium

Net heat to SCHE

9.3 MW

15.4 MW

0.0 MW

24.7 MW

1.0 MW

0.0 MW

23.7 MW

REACTOR 

Inlet helium flow rate

Inlet helium temperature

Inlet helium pressure

10.2 kg/s

294 

6.14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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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석 모델

그림 2.2.1-35는 원자로 비상정지 해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앞의 출력 과도운전 해석용 

GAMMA+ 계산 모델에 정지냉각계통을 추가로 고려한 통합 계산 모델이다. SCS 열교환기를 

제외하고는 상세 설계자료가 부족하여 그 외에는 적절히 가정한다. SCS 열교환기 튜브

(W1_SCS_HX_Tube)는 43개의 헬리컬 코일로, 유효 열전달 길이가 46.3m, 내경이 2.22cm, 

두께가 2.54mm이고, 재질은 2-1/4Cr-1Mo 강이다. 

SCS 열교환기 일차측 헬륨 유로를 형성하기 위해 그림 2.2.1-10의 기존 모델에서 유체 노드

들(F1_SCS_Bypass, F1_RxLow_Plenum) 사이에 열교환기 내부(F1_SCS_He_HX), 순환기 

흡입과 방출부(F1_SCS_CircS, F1_SCS_CircD)를 추가하고, 그 사이의 순환기 유로(J_SCS_ 

Circ)를 둔다. 그림에서와 같이 SCS 열교환기 이차측 수냉각 유로(F0_SCS_W_HX, F0_SCS_ 

W_OP, F0_SCS_W_CR, F0_SCS_PumpS, F0_SCS_PumpD)는 폐회로로 그리고 공기냉각 

유로(F1_Fan_PleIn, F1_Fan_HXChan, F1_Fan_PleEx)는 개방유로로 만들어 준다. SCS 이

차측 수냉각 루프에서 외부 공기 루프의 열제거는 SCS 공기냉각 열교환기 튜브(W1_SCS_ 

CR_Tube)를 통해 이루어진다. 물 보상탱크(F0_SCS_Tank)의 상부에는 질소가 채워져 압력 

변동을 최소화 한다. 

정지냉각계통(SCS) 기동을 위해 일차측 SCS 헬륨 순환기, 이차측 SCS 펌프, 외부 공기 팬이 

동시 작동한다. 정지냉각계통이 기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항상 수냉각 포니펌프가 작동하여 

소량의 물 유량을 유지한다. 이러한 영향은 미미하므로 본 해석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Outlet helium temprature

Helium pressure drop

647 

0.1 kPa

SHUTDOWN 

COOLING 

HEAT 

EXCHANGER

Primary side

Inlet helium flow rate

Inlet helium temperature

Inlet helium pressure

Outlet helium temperature

Helium pressure drop

Secondary side

Inlet water flow rate

Inlet water temperature

Inlet water pressure

Regenerative heat loss

Outlet water temperature

Outlet water pressure

Water pressure drop

11.7 kg/s

619 

6.14 MPa

224 

0.3 kPa

29.2 kg/s

43.0 

5.32 MPa

1.6 MW

65.0 

4.83 MPa

0.49 MPa

SHUTDOWN 

COOLING 

CIRCULATOR

Circulator helium flow rate

Inlet helium temperature

Inlet helium pressure

Helium temperature rise

Helium pressure rise

11.7 kg/sec

224 
6.14 MPa

0.06 
0.7 k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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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냉각계통 열교환기의 이차측 출구에서 비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SCS 헬륨 순환기 속

도제어 논리는 그림 2.1.3-36 에 보여지는 것과 같다. 열교환기의 이차측 출구 온도는 53bar

의 압력조건에서 23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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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35. 고온가스로 MHTGR 운전과도 해석용 GAMMA+ 코드의 정지냉각계통 통합 계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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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36. 정지냉각계통 헬륨 순환기의 속도제어 논리

(2) 기동 및 정지 과도운전 해석

(가) 정상 기동 및 정지 운전

고온가스로의 기동 운전 절차에 대해서는 MHTGR-350 예비안전성 보고서에서 발췌한 표 

2.2.1-7의 내용을 참조한다[2.2.1-2]. GAMMA+ 코드를 이용한 분석은 원자로 초기임계상태

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때의 원자로출력은 0.5%이며 이에 상응하게 일차측 헬륨 순환기 속도

와 이차측 급수유량도 0.5% 수준으로 맞춘다. 그리고 일차측 헬륨 냉각재는 저온 가압된 상태

로 70bar이며 이차측 급수 온도는 25℃에서 유지된다.

표 2.2.1-7. 고온가스로 MHTGR 의 기동 운전 절차

Time (hr) Action

0-0.5 Increase secondary pressure (startup bypass setpoint) to 82.8 bars at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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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 운전동안 설정된 원자로출력과 측정된 값과의 차이에 의해 제어봉이 인출되면서 원자로

출력이 상승한다. 그림 2.2.1-37는 원자로출력 과도 계산 결과를 보여주며, 그림 2.2.1-38은 

원자로용기 내부구조물들(노심, 중앙과 외곽 반사체, 노심지지원통)의 온도 거동을 보여준다. 

RCCS 덕트의 온도 상승으로부터 원자로압력용기 (RPV)를 거쳐 원자로공동냉각계통(RCCS)으

로의 열손실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순환하는 헬륨 냉각재에 의해 노심열이 전달되

어 이차측 급수가 비등하고 더욱 가열됨에 따라 증기가 과열된다. 그림 2.2.1-39는 이차측 급

수 혹은 증기 온도 변화를 보여 준다. 목표로 하는 증기 온도 값과의 차이는 증기 압력의 차

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bars/min.

0-5 Pressurize primary coolant vessels to full helium inventory, perform precritical 

checks, and bring reactor to critical (0.5% power).

5-5.8 Increase feedwater flow to 15% (0.21%/min).

Increase reactor power to 3% (0.053%/min).

Increase circulator speed from 5% (minimum value) to 12.5% (0.16%/min).

6-11 [Hold at about 204℃ steam generator secondary outlet temperature for 

feedwater cleanup as necessary].

HOLD

10-10.5 Increase secondary pressure to 124.14 bars at 1.38 bars/min.

11.1-13.8 Increase feedwater temperature from 104℃ to 194℃ at 0.56℃/min.

11.1-12.8 Increase power to 7% (0.039%/min).

HOLD

12.8-13.3 Increase power to 16% (0.30%/min). 

Increase circulator speed to 30% (0.58%/min).

13.0-13.6 (Transition to boiling.)

14.3-16.3 Decrease reactor power to 14.7% (0.011%/min).

14.5-18.6 [Hold at about 427℃ main steam temperature for secondary component 

warmup as necessary.]

HOLD

18.1 Place reactor power and circulator speed in automatic main steam 

temperature control setpoint at 442℃].

18.6-20.1 Ramp main steam temperature setpoint to 542℃ at 1.11℃/min.

19.1-20.1 Increase secondary pressure setpoint to 168.96bars at 0.76bars/min.

HOLD

20.1-20.8 Stabilize module parameters and transfer steam flow from startup bypass to 

main steam header. Place feedwater flow in automatic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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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37. 정상기동 운전 해석에서의 원자로 출력 변화

그림 2.2.1-38. 정상기동 운전 해석에서의 노심 및 주요 구조물 평균 온도 변화 

그림 2.2.1-39. 정상기동 운전 해석에서의 이차측 증기 온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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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가스로의 정상 정지 운전은 이차측 급수 공급에 의한 증기발생기를 통한 열제거로 이루어

지며 정상 기동 운전의 정확히 역순이다. 따라서 별도의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 비상 정지 운전

원자로 비상정지는 계획된 요구나 예기치 않은 원자로정지 신호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원자로

를 안정한 고온 정지 모드까지 이르게 하는 냉각과정이다. 원자로냉각은 정지냉각계통을 작동

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수동정지에 의한 사건 전개는 표 2.2.1-8과 같다. 

표 2.2.1-8. 원자로 비상정지시 사건 전개

시간 (sec) 사건

0 Reactor trip signal is generated by manual
Primary helium circulator starts to run down
FW flow starts to run down.
SCS air flow starts
SCS He Circ. speed starts
SCS pony water pump stops
SCS main water pump starts

1.0 Reactor control rods starts to be inserted

~5 min SCS reaches full capacity

정지냉각계통의 기동은 SCS 순환기, SCS 펌프, 공기 팬을 동시에 작동시킴으로써 이루어진

다. 그림 2.2.1-40과 2.2.1-41은 GAMMA+ 코드의 해석결과로 SCS 계통 기동 후 5분 정도

에 완전 기동 상태에 도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2.1-40. 비상정지 운전 해석에서의 일차측과 이차측 유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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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41. 비상정지 운전 해석에서의 일차측과 이차측 온도 변화

정지냉각계통에 의한 열제거량도 빠르게 상승하여 그림 2.2.1-42에서와 같이 노심 붕괴열보다 

훨씬 높게 된다. 따라서 원자로는 빠르게 냉각되어 그림 2.2.1-43과 같이 약 2시간 정도면 

고온 정지상태에 도달한다. 정지냉각계통 열교환기 이차측 출구에서는 비등이 발생하지 않도

록 SCS 순환기 속도가 제어됨과 동시에 원자로가 냉각되면서 그림 2.2.1-43에서와 같이 원자

로노심을 관통하는 일차측 헬륨 유량이 꽤 높은 값으로 증가한다. 원자로가 충분히 냉각된 2

시간 이후에는 SCS 순환기 속도 제어가 필요 없어져 열제거 병목 현상이 사라지고, 이후 원

자로와 정지냉각계통이 같이 연동되어 서서히 냉각된다. 

그림 2.2.1-42. 비상정지 운전 해석에서의 노심 붕괴열과 SCS 열교환기 열제거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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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43. 비상정지 운전 해석에서의 노심 및 주요 구조물 평균 온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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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분열생성물 거동분석 코드 개발

가. 핵분열생성물 침착코드 원형 개발 및 검증 (POSCA)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고온가스로 일차냉각재계통에서의 핵분열생성물 (Fission Products, FP) 

침착 (Plateout) 현상을 예측하기 위하여 2017년도부터 FP 침착 코드 개발에 착수하였다. FP 

침착 코드 개발은 초고온가스로 설계기술 성능향상 과제 업무의 일환이면서 Gen-IV 국제공동

연구 (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CMVB (Computational Methods 

Validation and Benchmarks) 프로젝트의 WP4 Task 4.1 (Radionuclide and Dust 

Transport and Plate-out in the Primary Loop)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한 FP 침착 코드는 POSCA(PlateOut Surface and Circulating 

Activities)로 명명하였으며 POSCA 계산 결과의 활용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일차냉각재계통의 주요 기기(열교환기, 순환기 등)에 침착된 방사능 물질의 종류와 양을 

평가함으로써 일차 냉각재계통 기기 차폐 설계 및 유지·보수 (작업종사자 피폭량 평가 

등)에 이용한다.

   ○ 일차냉각재계통 내에서 냉각재를 따라 순환하는 방사능 물질의 종류 및 방사능량을 평

가함으로써 일차냉각재 정화계통 설계에 이용한다.

   ○ 고온가스로 운전에 따라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의 양을 평가한다.

   ○ 고온가스로 설계기준사고 및 설계기준초과사고시 격납건물내로 유출되는 초기 방사능 

물질의 종류와 양을 평가한다.

(1) POSCA 코드 원형 개발

(가) 지배방정식

그림 2.2.2-1은 고온가스로 일차계통에서 FP 침착 거동을 개념적으로 보여준다. 방사성 핵종

은 원자로 노심의 핵연료 및 흑연블록에서 누출되거나 냉각재에서 직접 생성된 후 냉각재 유

동을 따라 일차계통을 순환한다. 방사성 핵종은 다음과 같은 물리적 현상을 통하여 제거된다. 

   ○  핵종 붕괴

   ○  구조재 표면 침착 

   ○  냉각재 정화

   ○  냉각재 누설

   ○  중성자와의 핵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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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1. 고온가스로 일차계통에서의 FP 침착

이와 같은 물리적 현상들을 정확하게 기술하기 위하여 POSCA 코드는 일차원 모델을 도입하

였다. 주요 물리 변수들이 일차계통을 따라서 크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흡착현상은 

온도에 크게 의존하는데 고온가스로 일차계통 내에서는 온도 구배가 비교적 크다. 

그림 2.2.2-2는 POSCA 코드가 핵분열생성물의 냉각재로부터 구조재 벽까지의 이동 현상을 

모의하기 위해 도입한 three region 모델 (즉, 냉각재 벌크 (bulk), 얇은 경계측 영역 

(boundary layer), 구조재 표면)을 보여준다. 본 개념에서는 냉각재 벌크에서 경계층 영역으

로의 핵분열생성물 이동은 질량전달계수(h)에 의해 기술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뿐만 아니라 

핵분열생성물이 경계층에서 벽면으로 이동하는 과정은 흡착 메커니즘에 의해 지배된다고 가정

한다. 벽표면에서의 핵분열생성물 농도는 가역성과 비가역성 두가지 종류로 나뉠 수 있다. 비

가역 현상은 구조재 표면 내부로의 확산이나 화학반응 등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가정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냉각재와 구조재 표면에 대하여 방사성핵종 질량보존식을 적

용할 수 있다.

○  냉각재 벌크에서의 질량보존식

            

   

  



 
 


 





    (2.2.2-1)

여기서   = 냉각재내에서의 생성항,  = 고려한 핵종 총 개수,    = 붕괴사슬 및 제거 항 

행렬,   = wetted perimeter,   = 유동면적,  = 냉각재 속도. 제거항에는 중성자와의 

핵반응, 냉각재 정화 및 누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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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재 표면에서의 가역 핵종 질량보존식

            
 

   
  



 
   (2.2.2-2)

여기서   = 가역 핵종 생성항, 
   = 붕괴사슬 및 제거항 행렬. 제거항에는 중성자 핵

반응과 비가역 핵종으로의 변환을 포함한다.

○  구조재 표면에서의 비가역 핵종 질량보존식

            

  
    

  



 
     (2.2.2-3)

여기서    = 비가역핵종 생성항,    = 붕괴사슬 및 제거항 행렬,  = 가역핵종에서 비가역

핵종으로의 변환율.

그림 2.2.2-2. FP 침착을 위한 three layer 모델

(나) 흡착관계식

일반적으로 경계층에서의 핵종 농도는 구조재 표면에서의 가역핵종 농도의 비선형 함수 관계

로 알려져 있다. 즉,

                                    (2.2.2-4)

예를 들어 Freundlich 흡착 메커니즘의 경우 식 (2.2.2-4)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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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및  는 시간 () 및 위치 ()에 의존하는 계수이다. 이러한 이유로 POSCA 코드는 

식 (2.2.2-1)~식 (2.2.2-4)에 나오는 비선형 편미분방정식들을 연립하여 풀어야 한다.

(다) 총괄 질량보존식

POSCA 코드는 전체 수치해의 정밀도를 확인하는 수단으로서 총괄 질량보존 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계층에서의 핵종 농도는 구조재 표면에서의 가역핵종 농도의 비선형 

함수 관계로 알려져 있다. 임의의 시점에서 일차계통 내에 존재하는 핵종 의 총 개수는 다음

과 같은 총괄 질량보존식이 성립한다.

                              
 

    
  



 
   (2.2.2-6)

여기서   = 일차계통 내에 존재하는 핵종 의 총 개수,    = 일차계통 내에서 핵종 의 

생성률,    = 핵종 의 제거 행렬.

(라) 수치적 방법

지배방정식들이 비선형이면서 대부분의 변수들이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화하므로 식 

(2.2.2-1)~식 (2.2.2-4)를 연립하여 풀기 위하여 유한차분법을 적용하였다. POSCA 코드의 계

산속도 향상을 위하여 식 (2.2.2-4)를 다음과 같이 선형화하였다.

                           ≈
 

  

 
   (2.2.2-7)

여기서,

                            
  



 
  (2.2.2-8)    

                
  

 
  

 
 

 
  (2.2.2-9)

Newton-Raphson 방법을 이용하여 반복계산을 수행하면 수치해는 빠르게 수렴하면서 반복 

계산할수록 선형 가정은 엄밀해에 가까워진다. 비선형연립방정식에 대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유한차분법은 이미 잘 알려져 있어 수치해를 구하는 과정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

다. POSCA 코드에서는 시간에 대해 fully implicit discretization을 적용하였고 냉각재 대

류에 따른 공간 차분법은 upwind scheme을 이용하였다. POSCA에서는 비록 fully implicit 

discretization을 도입했다 할지라도, time step size는 수치해의 정밀도를 보증하기 위해 식 

(2.2.2-6)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식 (2.2.2-6)의 해는 해석적 방법으로 구할 수 있으며 식 

(2.2.2-6)의 일반해는 참고문헌 [2.2.2-1]에 기술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제거항 행렬   의 가

장 단순한 형태는 선행 핵종이 없는 단순 붕괴 현상인데 이 경우 식 (2.2.2-6)의 해석해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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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 

            
       

    (2.2.2-10)

여기서    = 해석해로 구한 일차계통내 핵종   총 개수,   = time step size.

이와는 별도로, 일차계통내 핵종 의 총 개수는 수치적으로 구한 핵종 농도 (,   ,    

  )로부터도 얻을 수 있다. 즉,

           
 



 

          (2.2.2-11)

여기서  = 일차원 node 총 개수,  = node 의 길이. 따라서 임의의 시점에

서 수치해의 정밀도를 판단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다. 

  max 
 
 

 ≤   (2.2.2-12)

여기서   = 수치해의 정밀도에 대해 사용자가 지정한 요건값. 식 (2.2.2-12)에서 지정한 요건

값은 time step size를 확인하는 용도로서 사용된다. POSCA는 식 (2.2.2-12)를 만족할 때까

지 time step size를 줄여가면서 반복계산을 수행한다.  

(2) 해석해를 이용한 POSCA 코드 검증(Verification)

Hudritsch와 Smith[2.2.2-2, 2.2.2-3]은 자신들이 개발한 PADLOC 코드 검증을 위하여 식 

(2.2.2-1), 식 (2.2.2-2), 및 식 (2.2.2-4)에 대한 해석해를 유도하고 6개의 예제를 개발하여 

검증해석을 수행한 바 있다. Hudritsch와 Smith는 해석해를 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 정

을 이용하였다. 

   ○ 식 (2.2.2-1) & 식 (2.2.2-2)가 시간 또는 공간에만 의존한다.  

   ○ 흡착관계식 (식 (2.2.2-5))이 간단한 형태 (예: 선형)이다.

   ○ 비가역 변환은 없다. 

본 연구에서는 Hudritsch와 Smith가 개발한 6개 예제를 사용하여 POSCA 검증을 수행하였

다.

(가) 예제 1: 공간독립 단순루프

수치해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신하기 위하여 POSCA 코드를 이용하여 Hudritsch와 Smith

가 개발한 공간 독립 단순 루프 예제를 해석하였다. 그림 2.2.2-4는 단순 루프의 개념을 보여

주고 있으며 주요 입력 파라미터는 표 2.2.2-1에 정리하였다. 비가역 핵종은 고려하지 않았으

며 다음과 같은 선형 흡착 관계식을 사용하였다. 

   




   (2.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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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증기압, Pa.

그림 2.2.2-5는 POSCA 계산결과와 해석해를 비교한 것이다. POSCA 계산결과가 해석해와 

정확히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2.2-3. 단순 단일 루프 (예제 1)

표 2.2.2-1. 예제 1의 주요 입력 파라미터

Parameter Value Parameter Value

Loop length (cm) 20 Pipe diameter (cm) 2

Mesh spacing (cm) 5 Decay constant (1/s) 10

Initial coolant concentration 0 Initial surface concentration 0

Helium flow rate (g/s) 42.085 Coolant/wall temperature (℃) 800/800

Coolant pressure (atm) 50 Coolant source rate 0

Surface source rate 
(atoms/cm2s)

2.2E+7 Sorption model 
Linear with 

saturation(Eq. (13))

Transformation rate to 
irreversible form

0

그림 2.2.2-4. 예제 1의 해석해와 POSCA 계산결과의 비교

(나) 예제 2: 정상상태 멀티블록

그림 2.2.2-5는 7개의 브랜치를 갖는 정상상태 멀티블록을 모의하기 위한 POSCA 모델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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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다. 표 2.2.2-2에 각 브랜치의 형상 및 열유체 조건을 정리하였다. 브랜치 1에 선형 흡착 

모델 (식 (2.2.2-13))을 적용하였고 그밖의 다른 브랜치들에는 다음과 같은 Freundlich 흡착 

모델을 적용하였다. 

    
  

   (2.2.2-14)

POSCA 계산은 모의 시간 50초 이전에 계산결과가 정상상태에 도달하였음을 보여주었다.  표 

2.2.2-3은 정상상태 냉각재 핵종 농도와 침착핵종 농도에 대한 POSCA 계산결과와 해석해의 

퍼센트 오차를 보여준다. POSCA 계산결과는 해석해와 거의 완벽히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최

대 오차가 0.05%에 불과하다.

그림 2.2.2-5. 7개 브랜치를 갖는 멀티블록 (예제 2)

표 2.2.2-2. 예제 2의 주요 형상 및 열유체 조건

Branch1 Branch2 Branch3 Branch4 Branch5 Branch6 Branch7

Length (cm) 10

Mesh spacing (cm) 5

Hydraulic dia. (cm) 1 2 3 4 5 6 7

Flow rate (kg/s) 20 42.085 10 12.085 12.085 30 30

Pressure (atm) 30 50 30 40 30 30 30

Coolant & wall 
temperature (℃)

500 800 500 750 700 500 750

Sorption model Linear Freundlich

Coolant source rate 
(atoms/cm3s)

0

Surface source rate 
(atoms/cm2s)

0 2.2E+7 5.0E+7 0 0 0 0

Initial concentration at 
coolant & surface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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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3. 예제 2의 해석적 결과와 POSCA 결과 비교

Node

Analytic solution POSCA Percent error

Coolant 
concentr. 

(#/m3)

Surface 
concentr. 

(#/m3)

Coolant 
concentr. 

(#/m3)

Surface 
concentr. 

(#/m3)

Coolant 
concentr. 

(%)

Surface 
concentr. 

(%)

Branch1
1 1.252E+11 1.161E+11 1.252E+11 1.161E+11 2.7E-04 2.7E-04

2 1.252E+11 1.161E+11 1.252E+11 1.161E+11 2.7E-04 2.7E-04

Branch2
1 1.130E+11 9.234E+00 1.130E+11 9.234E+00 -6.0E-03 -5.9E-05

2 1.504E+11 9.264E+00 1.504E+11 9.264E+00 7.3E-05 9.5E-07

Branch3
1 5.712E+11 6.424E+01 5.712E+11 6.424E+01 3.4E-04 1.1E-06

2 1.018E+12 6.439E+01 1.017E+12 6.439E+01 5.0E-02 2.7E-04

Branch4
1 1.262E+11 5.960E+00 1.262E+11 5.960E+00 5.4E-05 1.2E-05

2 1.262E+11 5.960E+00 1.262E+11 5.960E+00 5.4E-05 1.2E-05

Branch5
1 9.948E+10 7.389E+00 9.948E+10 7.389E+00 -5.3E-05 -1.1E-05

2 9.948E+10 7.389E+00 9.948E+10 7.389E+00 -5.3E-05 -1.1E-05

Branch6
1 3.800E+10 1.943E+01 3.800E+10 1.943E+01 -1.8E-10 -3.1E-11

2 3.800E+10 1.943E+01 3.800E+10 1.943E+01 -1.8E-10 -3.1E-11

Branch7
1 9.462E+10 5.593E+00 9.462E+10 5.593E+00 1.6E-05 3.4E-06

2 9.462E+10 5.593E+00 9.462E+10 5.593E+00 1.6E-05 3.4E-06

(다) 예제 3: 유동 역류를 가진 정상상태 멀티블록

예제 3은 루프내 유동 역류가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예제 2와 동일하다. 흡착 모델은 전 영역

에 대해서 식 (2.2.2-13)의 선형 모델을 적용하였다. 표 2.2.2-4는 예제 3의 형상과 열유체 

조건을 보여준다.

표 2.2.2-5에 정상상태에 도달한 이후의 POSCA 계산 결과를 해석해와 비교한 결과를 나타내

었다. POSCA 계산결과가 해석해와 거의 왁벽하게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동 

분기, 합류, 역류 등이 섞여있는 복잡한 유동 네트워크를 POSCA가 잘 모의할 수 있음도 확

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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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6. 역류를 갖는 7개 브랜치 멀티블록 (예제 3)

표 2.2.2-4. 예제 3의 형상 및 열유체 조건

Branch1 Branch2 Branch3 Branch4 Branch5 Branch6 Branch7

Length (cm) 10

Mesh spacing (cm) 5

Hydraulic dia. (cm) 1 2 3 4 5 6 7

Flow rate (kg/s) 20 -12.085 10 -42.085 -42.085 30 30

Pressure (atm) 30 50 30 40 30 30 30

Coolant & wall 
temperature (℃)

500 800 500 750 700 500 750

Sorption model Linear 

Coolant source rate 
(atoms/cm3s)

0

Surface source rate 
(atoms/cm2s)

0 2.2E+7 5.0E+7 0 0 0 0

Initial concentration at 
coolant & surface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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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5. 예제 3의 해석적 결과와 POSCA 결과 비교

Node

Analytic solution POSCA Percent error

Coolant 
concentr. 

(#/m3)

Surface 
concentr. 

(#/m3)

Coolant 
concentr. 

(#/m3)

Surface 
concentr. 

(#/m3)

Coolant 
concentr. 

(%)

Surface 
concentr. 

(%)

Branch1
1 1.252E+11 1.161E+11 1.252E+11 1.161E+11 2.7E-04 2.7E-04

2 1.252E+11 1.161E+11 1.252E+11 1.161E+11 2.7E-04 2.7E-04

Branch2
1 2.803E+11 4.088E+11 2.803E+11 4.088E+11 1.6E-04 6.3E-06

2 1.504E+11 4.013E+11 1.504E+11 4.013E+11 1.6E-04 3.4E-06

Branch3
1 1.252E+11 1.161E+11 1.252E+11 1.161E+11 4.5E-05 4.6E-05

2 1.252E+11 1.161E+11 1.252E+11 1.161E+11 4.5E-05 4.6E-05

Branch4
1 1.262E+11 1.025E+10 1.262E+11 1.025E+10 -1.1E-04 -1.1E-04

2 1.262E+11 1.025E+10 1.262E+11 1.025E+10 -1.1E-04 -1.1E-04

Branch5
1 9.948E+10 1.184E+10 9.948E+10 1.184E+10 3.4E-04 3.4E-04

2 9.948E+10 1.184E+10 9.948E+10 1.184E+10 3.4E-04 3.4E-04

Branch6
1 3.800E+10 3.522E+10 3.800E+10 3.522E+10 -1.8E-10 1.1E-04

2 3.800E+10 3.522E+10 3.800E+10 3.522E+10 7.4E-07 1.2E-04

Branch7
1 9.462E+10 7.689E+09 9.462E+10 7.689E+09 1.6E-05 1.6E-05

2 9.462E+10 7.689E+09 9.462E+10 7.689E+09 1.6E-05 1.6E-05

(라) 예제 4: 정상상태 폐루프

예제 4는 그림 2.2.2-7과 같이 공간 의존 단일 폐루프를 다룬다. 브랜치 1에서의 표면 생성

률은 0인 반면 브랜치 2에서의 표면 생성률은 2.2E+7 atoms/cm2 로서 예제 1과는 차별화

된다.

그림 2.2.2-8 및 2.2.2-9는 정상상태 POSCA 계산결과를 해석해와 비교한 것이다. 브랜치 1

에서의 냉각재 농도는 흡착현상 때문에 선형적으로 감소하지만 브랜치 2에서의 냉각재 농도는 

표면 생성원 때문에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반면에 표면에서의 농도는 지역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러한 결과는 정성적 측면에서 매우 합리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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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7. 서로 다른 표면 생성률을 갖는 두 개의 폐브랜치 (예제 4)

표 2.2.2-6. 예제 4의 주요 POSCA 입력자료

Parameter Value Parameter Value

Loop length (cm) 20 Pipe diameter (cm) 2

Mesh spacing (cm) 5 Decay constant (1/s) 10

Initial coolant concentration 0 Initial surface concentration 0

Helium flow rate (g/s) 42.085 Coolant/wall temperature (℃) 800/800

Coolant pressure (atm) 50 Coolant source rate 0

Surface source rate for 
branch 1 (atoms/cm2s)

0 Sorption model Linear

Surface source rate for 
branch 2 (atoms/cm2s)

2.2E+7
Transformation rate to 
irreversible form

0

그림 2.2.2-8. 예제 4 냉각재 농도에 대한 POSCA 검증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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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9. 예제 4 표면 침착 농도에 대한 POSCA 검증 계산 결과

(마) 예제 5: 붕괴사슬을 갖는 공간독립 단순루프

예제 5는 붕괴사슬을 제외하면 예제 1과 개념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시스템 모델은 그림 

2.2.2-3과 같다. 예제 5에서는 세 개의 핵종을 고려하였는데 이들은 그림 2.2.2-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서로 붕괴사슬로 엮어있다. 이처럼 붕괴사슬로 엮어있는 경우에는 식 (2.2.2-1)과 

식 (2.2.2-2)에서    및  
  행렬은 영이 아닌 off-diagonal 값을 갖는다. 주요 형상자료 및 

열유체 조건은 표 2.2.2-7에 정리하였다. 

그림 2.2.2-11과 2.2.2-12는 POSCA가 예측한 농도값들과 해석해를 비교한 것이다. 두 그림 

모두 모든 핵종들에 대해 POSCA 계산결과가 해석해와 완벽히 일치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POSCA 코드가 붕괴사슬이 존재하는 멀티핵종의 침착 거동을 신뢰성있게 모의할 수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림 2.2.2-10. 예제 5 및 예제 6에 사용된 세 개의 핵종과 그들의 붕괴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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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7. 예제 5의 주요 POSCA 입력자료

Parameter Nuclide A Nuclide B Nuclide C

Loop length (cm) 20

Pipe diameter (cm) 1.6

Mesh spacing (cm) 5

Initial coolant concentration 0

Initial surface concentration 0

Helium flow rate (g/s) 42.085

Coolant/wall temperature (℃) 800/800

Coolant pressure (atm) 50

Transformation rate to irreversible form 0

Coolant source rate (atoms/cm3s) 1.0E-9 2.0E-9 3.0E-9

Surface source rate (atoms/cm2s) 1.0E-10 2.0E-10 3.0E-10

Mass transfer coefficient (cm/s) 4.801886 4.821669 4.867107

Linear sorption coefficient (cm-1) 5.788849 3.441000 1.729748

그림 2.2.2-11. 예제 5 냉각재 농도에 대한 POSCA 검증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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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12. 예제 5 표면 침착 농도에 대한 POSCA 검증 계산 결과

(바) 예제 6: 붕괴사슬을 갖는 정상상태 긴 파이프 

예제 6은 그림 2.2.2-10의 붕괴사슬로 엮인 세 개의 핵종이 있는 긴 파이프를 고려한다. 그

림 2.2.2-13에 보인 바와 같이 입구에서 각각의 핵종 농도는 경계조건으로 고정되어 있다. 질

량전달계수와 같은 모델링 파라미터들은 표 2.2.2-7과 같으며 예제 6에 대한 주요 입력변수

들은 표 2.2.2-8에 정리하였다.

모의시간 2초내에 POSCA 계산결과는 정상상태에 도달하였다. 그림 2.2.2-14와 그림 

2.2.2-15는 예제 6에 대한 POSCA 검증해석결과를 보여준다. 두 그림 모두 POSCA 계산결

과가 해석해를 잘 예측함을 보여준다.

그림 2.2.2-13. 고정 입구 냉각재 농도는 갖는 긴 파이프 (예제 6)

표 2.2.2-8. 예제 6의 주요 POSCA 입력자료

Parameter Nuclide A Nuclide B Nuclide C

Pipe diameter (cm) 1.6

Pipe length (m) 10

Flow velocity (m/s) 17.81808

Coolant source rate (atoms/cm3s) 1.0E-9 2.0E-9 3.0E-9

Surface source rate (atoms/cm2s) 1.0E-10 2.0E-10 3.0E-10

Mass transfer coefficient (cm/s) 4.801886 4.821669 4.867107

Linear sorption coefficient (cm-1) 5.788849 3.441000 1.729748

Inlet coolant concentration (atoms/m3) 3.0E-10 2.0E-10 1.0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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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14. 예제 6 냉각재 농도에 대한 POSCA 검증 계산 결과

그림 2.2.2-15. 예제 6 표면 침착 농도에 대한 POSCA 검증 계산 결과

(3) 실험자료를 이용한 POSCA 코드 입증(Validation)

(가) OGL-1 실험 검증

OGL(Orai Gas Loop)은 고온가스로용 냉각 루프를 모의하기 위해 JMTR(Japan Materials 

Testing Reactor) 원자로에 설치된 실험 시설로, 핵분열생성물의 거동 및 침착 현상을 모의

하고, 이에 대한 전산 프로그램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본 JAEA가 운영하였다 

[2.2.2-4]. 냉각계통의 전체 길이는 약 200m이며, 그림 2.2.2-16에 나타낸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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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ile 튜브, 두 개의 열교환기, 이차냉각기, 분진 필터, 가스 순환기 및 히터로 구성되어 있

다. OGL 실험 시 계통 압력은 약 30bar이고, 유량 및 온도 분포는 각 사이클에서의 핵연료 

조사 시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운전 조건이다. 조사 핵연료 시료와 가스 순환기 사이의 

약 100m 구간에 15곳의 측정 위치가 분산되어 있으며, 각 측정 위치에서의 냉각재 온도는 

핵연료 출구에서 약 1000℃, 냉각기 출구에서 약 30℃로 측정되었다. 또한 계통 내 화학적 

불순도(chemical impurity)는 정화 계통에 의해 10ppm 이하로 유지시켰다. 핵연료 조사 시

편은 초고온가스로(VHTR)에서 사용 가능한 TRISO-II가 사용되었으며, 핵연료 다발에서의 총 

열생성량은 70kW이다. 최대 핵연료 온도는 1400℃ 이며 핵분열생성물의 생성 대 방출비

(R/B)는 10-4에서 10-6 정도이다. OGL 실험 장치에 사용된 배관 및 기기 형상자료는 표 

2.2.2-9에 나타내었다. 또한 POSCA 검증을 위해 선정된 실험 운전조건들을 표 2.2.2-10에 

정리하였다. 실험에서 측정된 온도분포는 그림 2.2.2-17에 나타내었다.

그림 2.2.2-16. OGL-1 실험장치 개략도

표 2.2.2-9. OGL-1 실험장치 형상자료

Location Length (m)
Hydraulic 

diameter (m)
Flow area (m2) Material

In-pile tube 6.50 0.08 5.027E-3 Hastelloy-X

Duct 6.85 0.059 2.734E-3 Hastelloy-X

Duct 18.25 0.0446 1.562E-3 Hastelloy-X

Heat exchanger1 7.52 0.0119 1.112E-3 Hastelloy-X

Duct 4.55 0.0527 2.181E-3 SUS

Heat exchanger2 6.87 0.0127 1.267E-3 SUS

Duct 11.53 0.0527 2.181E-3 SUS

Cooler 12.21 0.0214 3.597E-3 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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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10. OGL-1 실험 주요 운전조건

Cycle
Helium pressure 

(MPa)
Mass flow 

(g/s)
Operating 
time (hr)

Concentration 
(atoms/m3)

I-131 Cs-137

46 3.0 39.0 467 - 2.00E+11

47 3.0 45.0 509 - 1.78E+11

67 3.0 59.6 524 6.53E+10 5.80E+11

69 3.0 58.5 472 6.34E+10 5.63E+11

71 3.0 64.8 514 6.13E+10 5.45E+11

73 3.0 63.9 484 6.00E+10 5.34E+11

그림 2.2.2-17. OGL-1 실험에서 측정된 온도 분포

그림 2.2.2-18은 OGL-1 실험을 모의하기 위한 POSCA 해석모델을 보여준다. 괄호안의 숫자

는 계산 격자수를 의미한다.  핵연료 시편 출구에서의 핵종 농도를 입구 경계조건으로서 활용

하였다. 냉각기 이후 냉각재가 되돌아오는 영역은 무시하였는데 이는 정화계통 필터에서 핵분

열생성물들이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가정했기 때문이다. 동일한 가정과 경계조건이 PLAIN 및 

GAMMA-FP 코드 검증에 사용된 바 있다. 흡착 모델은 GA가 개발한 실험식을 적용하였다. 

I-131의 경우 반감기가 짧아 주기와 주기 사이에 있었던 원자로 정지 기간동안 붕괴되어 선

행 주기로 부터의 오염은 없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Cs-137의 경우는 반감기가 약 30년

으로 매우 길어 선행 주기로부터 침착된 농도를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Cs-137 침착농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OGL-1 장치의 운전이력을 고려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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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18. OGL-1 실험을 모의하기 위한 POSCA 해석 모델

그림 2.2.2-19와 그림 2.2.2-20은 67주기와 69주기에서의 I-131 측정농도와 POSCA 계산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측정값과 계산값은 a few orders of magnitude 이하이

다. 비교를 위해 기존 문헌에 있는 PLAIN 계산결과 [2.2.2-4]와 GAMMA-FP 계산결과를 추

가하였다. GAMMA-FP 계산결과는 참고문헌 [2.2.2-5]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 개선시킨 결과

이다. 그림 2.2.2-19 및 그림 2.2.2-20은 POSCA 계산 결과가 GAMMA-FP 계산 결과와 매

우 유사함을 보여준다. POSCA와 PLAIN을 비교해보면 측정값과 계산값의 차이가 서로 유사

한 정도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2.2-21은 46주기 Cs-137 침착농도를 POSCA 코드와 GAMMA-FP로 예측한 결과이

다. 우선 표면 산화의 영향이 작음을 알 수 있다. POSCA와 GAMMA-FP 계산에 있어서 초기

에 침착량이 없다고 가정하였는데 이는 선행 주기로 부터의 Cs-137 오염은 없다고 가정하였

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가정은 그림 2.2.2-22로부터 정당화될 수 있다. 47주기에 대하여 

POSCA를 이용하여 두 가지 종류의 계산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는 계통을 따라서 초기 오염

이 없다고 가정한 것이다. 두 번째 계산은 47주기의 선행주기인 46주기 PLAIN 계산결과를 

초기 조건으로하여 47주기 Cs-137 침착 농도를 계산한 것이다. 그림 2.2.2-22를 보면 두 종

류의 계산결과 차이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2.2-21 및 그림 2.2.2-22도 POSCA

의 정확도가 PLAIN과 유사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그림 2.2.2-19. OGL-1 67주기에 대해 I-131 침착 분포 POSCA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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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20. OGL-1 69주기에 대해 I-131 침착 분포 POSCA 검증 결과

그림 2.2.2-21. OGL-1 46주기에 대해 Cs-137 침착 분포 POSCA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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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22. OGL-1 47주기에 대해 Cs-137 침착 분포 POSCA 검증 결과

(나) TLG-1 실험 검증

TLG-1 실험 [2.2.2-6]은 Japanese Research Reactor (JRR)-2에 설치되었던 in-pile 가스 

루프에서 수행되었다. 침착 튜브 (내경 15mm, 길이 2m)가 테스트 섹션으로 사용되었으며 실

험장치의 모습은 그림 2.2.2-23과 같다. 실험루프는 최고 온도 약 550℃에서 운전되었고 핵

분열생성물 생성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8%농축 UO2 펠릿이 이용되었다. 핵연료에서 누출된 

핵종은 주어진 냉각재 유량 (최대 5 g/s)을 따라 흐르면서 냉각기와 필터를 거치며 순환한다. 

sintered metal 필터가 장착된 charcoal trap이 핵분열생성물을 포집하기 위해 테스트 섹션 

출구 쪽에 설치되었다. 테스트 섹션의 표면 온도는 입구, 중앙부, 출구에서 측정하였고 가스 

온도는 입구와 출구에서만 측정하였다. 실험 수행후 침착 튜브는 즉시 루프에서 분리하여 

5cm 간격으로 절단한 다음 감마선 측정 장비에 넣어 방사능 농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참고문헌에서 기술한 실험중 Run No. DEP-4 측정자료를 이용하여 POSCA 검증 해석을 

수행하였다. 표 2.2.2-11은 실험에 사용된 주요 운전 조건을 보여준다. 파이프의 표면은 산화

되지 않았다고 가정하였고 roughness factors는 7을 가정하였다. 표 2.2.2-11에 제시한 

I-131과 Cs-137 입구 농도는 참고문헌 [2.2.2-4]의 PLAIN 코드 입력자료를 참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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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23. TLG-1 실험 장치

표 2.2.2-11. 본 연구에서 사용한 TLG-1 주요 실험 조건

Run No.
Helium pressure 

(kg/cm2G)
Mass flow 

(g/s)
Operating 
time (hr)

Reynolds number

DEP-4

11.9 4.8 167 11,300

Measured temperature (℃)

Tube inlet Tube outlet Gas inlet Gas outlet

511 494 517 500

Inlet concentration (atoms/m3)

I-131 Cs-137

1.92E+9 3.67E+10

그림 2.2.2-24와 그림 2.2.2-25는 I-131과 Cs-137 침착 농도 분포에 대한 계산값과 측정값

을 비교한 것이다. POSCA가 측정값을 비교적 잘 예측함을 알 수 있다. 두 그림 모두 

POSCA 계산결과는 측정값을 10배이내의 정확도로 예측하고 있다. 테스트 섹션을 따라서 유

동면적은 균일하고 온도 구배도 크지 않다. 따라서 침착 분포의 기울기도 다소 작음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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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24. TLG-1 I-131 측정자료를 이용한 POSCA 검증결과

그림 2.2.2-25. TLG-1 Cs-137 측정자료를 이용한 POSCA 검증결과

(다) VAMPYR-1 실험 검증

VAMPYR-1 실험 [2.2.2-7]은 독일 AVR 원자로에 설치되어 수행되었다. 핵분열생성물 수송 

및 침착 연구를 위해 다양한 금속 재질에 대해 일련의 실험을 수행하였는데 유동 조건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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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류 조건이었다. 그림 2.2.2-26은 VAMPYR-1 실험장치의 모습을 보여준다. 테스트 튜브의 

길이는 2.2m 였으며 내경은 20 mm 였다. 테스트 섹션은 두 개의 볼 밸브를 통하여 교환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매 실험 케이스마다 새로운 테스트 튜브를 사용하였으므로 이전 실험

에 으한 오염은 없다고 가정할 수 있다.

다수의 VAMPYR-1 실험 케이스 중에서 V09 및 V12 케이스를 POSCA 검증에 활용하였다. 

동일한 케이스들이 PLAIN 코드 및 GAMMA-FP 코드 검증에 활용된 바 있다. 테스트 튜브에

서 측정된 표면 온도 분포는 그림 2.2.2-27에 나타내었으며 표 2.2.2-12는 V09 및 V12 케

이스에서 사용된 주요 운전 조건을 보여준다. POSCA 및 GAMMA-FP 계산에서는 GA사가 

개발한 흡착모델을 적용하였다. 표면 산화 및 비산화 조건은 모두 적용하여 보았다.

그림 2.2.2-26. VAMPYR-1 실험장치

그림 2.2.2-27. VAMPYR-1 테스트 튜브에서 측정한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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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12. VAMPYR-1 주요 실험 조건

Parameter V09 Case V12 Case

Material of test tube 15Mo3 Ti

Helium pressure (MPa) 1.1

Helium mass flow rate (g/s) 0.66

Operating time (hr) 799 821

Inlet concentration of I-131 (atoms/m3) 2.60E+09 2.71E+09

Inlet concentration of Cs-137 (atoms/m3) 9.63E+10 1.68E+11

그림 2.2.2-28과 그림 2.2.2-29는 V09 및 V12 케이스에서 측정한 I-131 자료를 이용하여 

POSCA 검증계산을 수행한 결과이다. Cs-137 측정자료를 이용한 결과는 그림 2.2.2-30과 그

림 2.2.2-31에 나타내었다. 참고문헌 [2.2.2-7]에서 참조한 PLAIN 코드 계산결과도 비교를 

위해 추가하였다. POSCA 계산결과는 GAMMA-FP의 계산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PLAIN 코드가 Cs-137 침착농도를 상당히 과소평가하였으나 이 부분은 POSCA와 

GAMMA-FP에서 다소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2.2-28. VAMPYR-1 V09 I-131 측정자료를 이용한 POSCA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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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29. VAMPYR-1 V12 I-131 측정자료를 이용한 POSCA 검증 결과

그림 2.2.2-30. VAMPYR-1 V09 Cs-137 측정자료를 이용한 POSCA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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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31. VAMPYR-1 V12 Cs-137 측정자료를 이용한 POSCA 검증 결과

VAMPYR-1 및 OGL-1 실험에 대하여 GAMMA-FP와 POSCA의 계산시간을 비교해 보았으

며 그 결과를 표 2.2.2-13에 요약하였다. 공정한 비교를 위해 동일한 컴퓨터와 동일한 격자수

를 적용하였다. 표 2.2.2-13은 POSCA 코드가 GAMMA-FP에 비해 계산속도가 2318 ~ 

8644배 빠름을 알 수 있다. 이는 POSCA 코드가 GAMMA-FP와는 달리 열유체 계산을 수행

하지 않고 time step 크기도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으로 판단한다.

표 2.2.2-13. GAMMA-FP와 POSCA 계산시간 비교 

Experiment Test case Nuclide
POSCA 
(sec)

GAMMA-F
P (sec)

Ratio
(GAMMA-FP/P

OSCA)

VAMPYR-1

V09 I-131 6 13907 2318

V09 Cs-137 8 69150 8644

V12 I-131 6 14225 2371

V12 Cs-137 8 67797 8475

OGL-1
67th cycle I-131 17 54606 3212

47th cycle Cs-137 17 46625 2743

(라) COMEDIE BD-1 실험 검증

COMEDIE 실험루프 [2.2.2-8]는 프랑스 Grenoble에 위치한 SILOE 재료 실험용 원자로 내

부에 설치한 실험설비이다. COMEDIE 실험루프에 대한 개략도는 그림 2.2.2-32에 나타낸 바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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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32. COMEDIE 실험루프

COMEDIE 핵분열생성물 침착실험은 원자로 정상상태 조건 실험으로서 1992년 9월3일부터 

11월 22까지 3개의 핵연료 사이클 동안 수행하였다. 실험루프의 유효운전기간(effective full 

power day)은 각 사이클당 21일로서 총 63일이다. 실험기간중 2번의 계획된 원자로정지와 

1번의 예기치 않은 원자로 정지가 있었다. COMEDIE 실험의 목적은 블록형 원자로 설계에 

사용되는 핵분열생성물 수송해석 코드들의 검증을 위한 실험자료 생산이었다. 핵연료는 

MHTGR 설계변수로 제작된 것이었다. CEA 및 GA사는 COMEDIE 루프를 이용하여 TRISO 

핵연료로부터의 핵분열생성물 누출, 일차계통내 침착, 감압사고시 lift-off에 이르는 종합적인 

현상들을 실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OMEDIE에서 수행한 일련의 실험들 중에서 BD-1 핵

분열생성물 침착 실험만을 대상으로 한다.

표 2.2.2-14에 COMEDIE BD-1 핵분열생성물 침착실험에 사용된 주요 실험 변수들을 요약

하였다. COMEDIE 실험장치의 in-pile 영역에는 핵분열생성물이 생성되는 핵연료 블록이 존

재한다. 핵연료 블록에는 저농축 UCO TRISO 입자 핵연료로 구성된 핵연료 컴팩트를 장전하

였다. TRISO 입자 핵연료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파손되도록 

"designed-to-fail (dtf)" 설계하였다. 장전된 8개 핵연료 컴팩트층 중 가장 온도가 높은 2개

의 핵연료 컴팩트층에서 약 9.5%의 핵연료가 파손되었다. 그리고 조사후 약 45일이 지나서야 

완전한 핵연료 파손이 일어났다. 

핵연료 블록 상하부에는 반사체 블록이 존재한다. 헬륨 냉각재는 핵연료 블록을 통과하면서 

가열된 후 상부반사체를 지나 열교환기 영역을 지나면서 냉각된다. 그림 2.2.2-33과 그림 



- 351 -

2.2.2-34에 나타내 바와같이 열교환기는 U, V, W라는 세 개의 번들(bundle) 영역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각 번들은 6개의 전열관을 갖는다. 열교환기 튜브는 bimetallic 이었다.  고온부

는 Alloy 800H 재질로 만들어 졌으며 저온부는 T22 (2¼% Cr, 1% Mo steel) 재질로 만들

었다.냉각재가 열교환기를 지나고 나면 방사성물질 제거용 필터 영역에 진입한다. 필터의 효율

은 요드 핵종의 경우 95%, 다른 응축물은 99.9%이다. 그림 2.2.2-35는 U, V, W 열교환기 

번들에서 측정한 온도 분포를 보여준다.

표 2.2.2-14. COMEDIE BD-1 실험의 주요 운전 조건

Parameter Value Parameter Value

Loop power (kW) 30 Coolant flow rate (g/s) 38

TRISO fuel particle LEU UCO Purification flow rate (g/s) 0.3

Primary coolant helium Coolant temperature (℃) 200~880

Thermal neutron flux (n/m2s) ~1017 Primary coolant pressure (atm) 60

Max. fuel temperature (℃) 1250~1350 Reynolds number in HX > 5000

HX primary side inlet/outlet 

temperature (℃)
720/300 

그림 2.2.2-33. COMEDIE BD-1에 사용된 U, V, W 열교환기 번들



- 352 -

그림 2.2.2-34. COMEDIE BD-1에 사용된 열교환기 번들내 6개 전열 튜브

그림 2.2.2-35. COMEDIE BD-1 열교환기에서 측정한 온도 분포

POSCA 해석에서 중요한 경계조건들 중의 하나는 냉각재에서의 핵분열생성물 생성률이다. 이

는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핵연료에서 냉각재로 방출되는 핵분열생성물의 누출량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러한 정보는 보고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OMEDIE BD-1 루프내 침착

된 총방사능량에 기초하여 냉각재에서의 핵분열생성물의 생성률을 간접적으로 예측하였다. 표 

2.2.2-15는 예측된 냉각재내 핵분열생성물 생성률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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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15. COMEDIE BD-1 실험에서 예측된 냉각재내 핵분열생성물 생성률

I-131 Ag-110m Cs-137

Half life 8.041 day 252 day 30.1 year

Decay constant (1/s) 1.0003E-06 3.2110E-08 7.3095E-10

Total measured plateout activity (mCi) 650 1.58 1.8

Coolant source rate (atoms/s) 2.42E+10 3.65E+08 1.68E+10

Coolant source rate per unit volume 
(atoms/m3s)

1.02E+14 1.53E+12 7.06E+13

Te-132의 경우에는 루프내 측정된 침착 방사능 총량이 보고되지 않고 열교환기 각 번들에서 

측정한 침착 방사능 총량만이 알려져 있다. 따라서 냉각재내 Te-132 생성률은 열교환기 번들

내 침착방사능이 측정값(=24.6 mCi)과 같도록 시행착오법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그림 2.2.2-36은 COMEDIE 실험을 분석하기 위한 POSCA 모델을 보여준다. 핵분열생성물들

이 필터에서 모두 제거되었다고 가정하고 열교환기 이후의 하류 영역은 고려하지 않았다. 

I-131, Cs-137, Ag-110m 핵종에 대해서는 GA가 개발한 흡착상관식을 적용하였고 Te-132

에 대해서는 완전 흡착 모델 (perfect sink model)을 적용하였다. 구조재 표면은 모두 산화

되었다고 가정하였다. 

그림 2.2.2-36. COMEDIE 실험을 분석하기 위한 POSCA 모델

그림 2.2.2-37~그림 2.2.2-39는 I-131, Cs-137, Ag-110m에 대해 각각 침착 방사능 농도 

계산값과 측정값을 비교한 것이다. 참고문헌 [2.2.2-8]에서 참조한 PADLOC 계산결과도 비교

를 위해 추가하였다. 세 개의 그림들 모두 POSCA가 실험자료를 대체적으로 잘 예측함을 보

여준다. 대부분의 영역에서 계산값들은 실험값을 10배이내의 범위에서 예측하고 있다. 또한 

POSCA의 정확도는 PADLOC의 정확도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2.2-40은 Te-132에 대해 침착 방사능 농도 계산값과 측정값을 비교한 것이다.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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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또한 계산값과 측정값의 차이는 10배 이내이며 POSCA의 정확도는 PADLOC과 유사함을 

보여준다. 완전 흡착 모델의 경우 세미-로그 (semi-log) 그림에서 침착 분포는 직선으로 나타

난다. 이때 음의 기울기는 질량전달계수에 반비례한다. 측정된 Te-132의 침착분포를 보면 완

전 흡착 거동을 보여주고 있으면 그 기울기는 POSCA에 의해 비교적 잘 예측되고 있다.

그림 2.2.2-37. COMEDIE BD-1 실험에서 I-131 침착 분포에 대한 측정값과 계산값의 비교

그림 2.2.2-38. COMEDIE BD-1 실험에서 Cs-137 침착 분포에 대한 측정값과 계산값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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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39. COMEDIE BD-1 실험에서 Ag-110m 침착 분포에 대한 측정값과 계산값의 비교

그림 2.2.2-40. COMEDIE BD-1 실험에서 Te-132 침착 분포에 대한 측정값과 계산값의 비교

(마) COMEDIE SR-1 실험 검증

COMEDIE SR-1 실험 [2.2.2-9]은 그림 2.2.2-32의 실험장치를 이용하기는 하지만 

COMEDIE BD-1 실험과는 열교환기 번들 구성 및 운전 온도가 다르다. 그림 2.2.2-4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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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EDIE BD-1과 COMEDIE SR-1에서의 열교환기 번들 온도를 비교하였다. COMEDIE 

SR-1 열교환기 번들 구성은 그림 2.2.2-42에 나타낸 바와 같다. U, V, W 세 개의 번들은 7

개의 전열튜브를 각각 가지고 있다. 전열튜브의 내경은 8mm 이며 길이는 2.8m 이다. 

COMEDIE SR-1 열교환기 세 개의 번들은 서로 다른 재료 (U-번들 = Incoloy 800, V-번들 

=  Hastelloy X, W-번들 = SS 347)로 만들어 졌다. COMEDIE SR-1 실험의 주요 운전 조

건은 표 2.2.2-16에 정리하였다.   

그림 2.2.2-41. 열교환기 번들에서의  COMEDIE BD-1 실험과 COMEDIE SR-1 실험 온도 분포 비교

그림 2.2.2-42. COMEDIE SR-1 실험에 사용된 U, V, W 열교환기 번들 구성 및 재질

표 2.2.2-16. COMEDIE SR-1 실험의 주요 운전 조건

Parameter Nominal value

Primary coolant helium

Test duration 63 days

Coolant flow rate 40 g/s

Primary coolant temperature 418~835 ℃

Primary coolant pressure 60 a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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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EDIE SR-1을 해석하기 위한 POSCA 모델은 COMEDIE BD-1과 동일하다(그림 

2.2.2-36). 표 2.2.2-17과 표 2.2.2-18에 실험을 수행한 CEA가 보고한 열교환기 튜브 번들

에서 측정한 총 핵종 재고량을 기술하였다. POSCA 계산에 필요한 Ag-110m의 냉각재내 생

성률은 총 핵종 재고량 실험값과 일치하도록 시행착오법을 통하여 구하였다. 반면에 Cs-137

의 냉각재내 생성률은 PADLOC 값과 일치하도록 시행착오법을 통하여 구하였다. 왜냐하면 

CEA가 실험결과로서 보고한 W-번들에서의 침착방사능량이 다른 번들보다 너무 크게 차이나

서 측정값의 신뢰성을 의심하기 때문이다. POSCA 해석에 적용한 냉각재내 핵종별 생성률은 

표 2.2.2-17과 표 2.2.2-18에 제시하였다. 

표 2.2.2-17. COMEDIE SR-1 실험 열교환기 번들에서 Ag-110m에 대한 침착 방사능 측정값 및 계산값

Measured by 
Experiment

POSCA 
calculation

PADLOC 
calculation

  Coolant source rate (atoms/sec) N/A 4.54E+10 N/A

Bundle U (Incoloy 800, μCi) 32.6±1.8 33.33 35.23

Bundle V (Hastelloy X, μCi) 33.5±0.5 33.33 35.23

Bundle W (SS347, μCi) 34.7±1.7 33.33 35.24

Total (μCi) 100.8±2.53 100.0 105.7

표 2.2.2-18. COMEDIE SR-1 실험 열교환기 번들에서 Cs-137에 대한 침착 방사능 측정값 및 계산값

Measured by 
Experiment

POSCA 
calculation

PADLOC 
calculation

  Coolant source rate (atoms/sec) N/A 1.429E+12 N/A

Bundle U (Incoloy 800, μCi) 20.9±14.4 25 25

Bundle V (Hastelloy X, μCi) 26.7±11.3 25 25

Bundle W (SS347, μCi) 9.3±1.8 25 25

Total (μCi) 56.9±18.4 75 75

그림 2.2.2-43~그림 2.2.2-45는 열교환기 번들별 Ag-110m 침착 분포에 대한 계산값과 측

정값을 비교한 것이며 그림 2.2.2-46~그림 2.2.2-48은 Cs-137 침착 분포에 대하여 계산값

과 측정값을 비교한 것이다. 참고문헌 [2.2.2-9]에 보고된 PADLOC 계산값을 비교를 위해 추

가하였다. 많은 영역에서 계산값과 측정값의 차이가 10배 이상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실험 

데이터 자체가 많은 영역에서 10배이상 현격히 분산되어 있어서 POSCA 코드의 정확도를 결

론 짓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실험 데이터의 불확실성은 높은 온도 영역에서 실

험을 수행했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적어도 그림 2.2.2-43~그림 2.2.2-48을 통해 POSCA의 

정확도는 PALOC과 유사하다고 결론내릴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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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43. COMEDIE SR-1 실험 열교환기 U-번들에서 Ag-110m에 대한 침착 방사능 분포 측정

값 및 계산값 비교

그림 2.2.2-44. COMEDIE SR-1 실험 열교환기 V-번들에서 Ag-110m에 대한 침착 방사능 분포 측정

값 및 계산값 비교

그림 2.2.2-45. COMEDIE SR-1 실험 열교환기 W-번들에서 Ag-110m에 대한 침착 방사능 분포 측정

값 및 계산값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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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46. COMEDIE SR-1 실험 열교환기 U-번들에서 Cs-137에 대한 침착 방사능 분포 측정값 

및 계산값 비교

그림 2.2.2-47. COMEDIE SR-1 실험 열교환기 V-번들에서 Cs-137에 대한 침착 방사능 분포 측정값 

및 계산값 비교

그림 2.2.2-48. COMEDIE SR-1 실험 열교환기 W-번들에서 Cs-137에 대한 침착 방사능 분포 측정값 

및 계산값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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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OSCA 코드 개선 방향

해석해 검증을 통해 POSCA 코드는 해석해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험자료를 이용한 POSCA 검증에 있어서도 POSCA 해석결과는 실험결과를 대체적으로 

잘 예측하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특정한 일부 구간들에서는 POSCA 해석결과는 

실험자료와 다소 큰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보다 정밀한 해석을 위해서는 POSCA 모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향후 연구를 위한 POSCA 모델 개선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흡착상관식 개선 : 실험자료 입증에 사용한 흡착상관식은 미국 GA사가 수십년 전에 개

발한 상관식으로서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실험적 연구를 통해 흡착

상관식을 개선이 필요하다.

- 흑연분진 영향 : 현재의 POSCA 모델은 흑연분진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흑연분진의 양에 따라 방사성 핵종의 침착거동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흑연분진의 영

향을 고려한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 화학적 특성 : 현재의 POSCA 모델은 고온가스로 일차계통 냉각재 내에서의 화학적 특

성을 제한적으로만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수분 불순물에 의한 수산화세슘

의 생성과 같은 화학적 현상도 고려한다면 해석의 정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 뿐만아니라 COMEDIE SR-1 실험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POSCA 코드의 모델 개선과

는 별도로 침착실험자료 자체의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노력도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

단한다.

나. 삼중수소해석코드 (TROPY) 

고온가스로 노심에서 생성된 삼중수소는 기체 냉각재로 방출되기 때문에 누설을 통해 외부 환

경으로 방출되기 쉽다. 그러므로 고온가스로를 개발하고 있는 나라들은 독자적인 코드 개발을 

통해 각 계통별 삼중수소의 양을 정량적으로 계산하기 위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일

본 JAEA는 THYTAN[2.2.2-10] 코드를 개발하여 원자로 및 수소생산 계통에서의 삼중수소 

이동현상을 예측하였으며 수소생산 계통에서 isotope exchange 반응도 고려하였다. 미국에

서는 TRITGO[2.2.2-11]로부터 시작하여 TPAC[2.2.2-12]까지 꾸준히 코드를 개선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페블형 고온가스로인 HTR-PM을 건설하면서 삼중수소 예측을 위한 코드개발에 

착수하였다. 한국에서는 KAIST에서 TBEC[2.2.2-13] 코드를 서울대학교에서는 

BOTANIC[2.2.2-14] 코드를 개발하여 삼중수소의 이동현상을 연구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에서도 미국의 TRITGO 코드를 활용하여 삼중수소에 대한 현상을 계산하였으나 알고리즘의 

한계로 다중 계통으로 확장하지 못하는 단점이 존재하였다. 이에 확장성과 응용성이 높은 새

로운 코드 개발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어 왔으며 현재 TROPY라는 코드를 개발하여 계통 내부

에 대한 삼중수소의 거동을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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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19. 삼중수소 코드별 특성

TRITGO TPAC TBEC BOTANIC THYTAN

개발기관 GA INL KAIST SNU JAEA

계통해석 0-D 1-D 0-D 1-D 1-D

삼중수소 누출 Fraction Fraction Diffusion
Fraction

/diffusion
Fraction

누설 O O X O O

정화 O O O O O

chemi-sorption X X X O X

Permeation Shell & Tube Shell & Tube Shell & Tube
Shell & Tube

/ PCHE
Shell & Tube

Isotope X O X X O

남아공 중국 TROPY
개발기관 PBMR INET KAERI
계통해석 0-D 0-D 1-D

삼중수소 누출 Diffusion Diffusion
Fraction

/diffusion
누설 O O O
정화 O O O
chemi-sorption O X O

Permeation - Fraction
Shell & Tube

/PCHE
Isotope X X O

아래 표 2.2.2-20은 삼중수소에 관한 규제기관 기준치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 기준치들은 

방출기준으로 수소생산 계통 개발시 공급되는 삼중수소의 오염도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규제기관과의 논의가 필요하다.

표 2.2.2-20. 규제기관 기준

미국, 10 CFR 20 Appendix B 3.7E+3 in Air [Bq/m3] 37E+6 in Water [Bq/m3]

독일 Product Contamination 10pCi/g-product

일본 Product Contamination 1513 pCi/g-H2

IAEA Exemption Limits 27E+6 pCi/g

미국, EPA Drinking water 20 pCi/G

Korea
2014-34, Appendix  5

HTO

3.E+3 [Bq/m3] in Air 4.E+7 [Bq/m3] in Water

HT

2.E+3 [Bq/m3] in Air 2.E+7 [Bq/m3] in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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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중수소 생성 및 이동 모델링

삼중수소는 핵분열 과정 중 삼분분열에 의해서 생성되며 1차 냉각재인 헬륨에 자연적으로 존

재하는 ³He, 흑연 혹은 제어봉안의 불순물들인 6Li, 9Be, 10B10, 12C 등이 원자로의 중성자와 

반응하여 삼중수소가 생성되게 된다[2.2.2-10][2.2.2-11][2.2.2-12][2.2.2-15]. THYTAN코드

나 TPAC 코드의 경우 불순물로는 6Li, 7Li, 10B10(fast), 10B10(thermal) 반응에 의한 삼중수

소만을 고려하고 있지만 TROPY에서는 6Li, 7Li, 10B10(fast), 10B10(thermal), 9Be, 12C가 모

두 고려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노심 내부에서 생성된 삼중수소는 아래의 식을 통해 냉각재

로 흘러들어가게 된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TROPY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중인 POSCA[2.2.2-16]와 모델을 

공유하고 있다. 지배방정식은 아래의 식 2.2.2-14와 같으며 시간에 따른 삼중수소를 포함하는 

기체의 일차원 mass balance 방정식을 풀게 된다. 

                    


 

  




 





            (2.2.2-14)

여기서,

 = atoms/㎥

 = 삼중수소 생성원, 방출 혹은 투과에 의해 계통으로 들어오거나 손실되는 양

 = 유동 속도

  = 유동 면적


  = decay, leak, purification 등에 의한 손실

 =  mass transfer coefficient

 



   


   


   


   


  


  

 (2.2.2-15)

여기서, 

 = 냉각재로 방출되는 전체 삼중수소의 입자수 [atoms]

  = 핵연료에서 생성된 삼중수소의 방출률

 = Li6에 의해 생성된 삼중수소의 방출률

 = Li7에 의해 생성된 삼중수소의 방출률

 = B10에 의해 생성된 삼중수소의 방출률

 = Be9에 의해 생성된 삼중수소의 방출률

 = C12에 의해 생성된 삼중수소의 방출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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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분열을 제외하고 노심 내부에서 고려된 삼중수소 생성원과 단면적 등은 아래 표 2.2.2-21

에 나타나 있다.

표 2.2.2-21. 삼중수소 생성원 및 반응단면적

반응 중성자 반응단면적

 Thermal 4.0764E-22

 Fast 7.1800E-27

 Fast 1.3520E-26

 Thermal 1.6306E-21

 Fast 1.4680E-28

  Fast 1.6520E-26

 Thermal 2.2803E-21

(가) 생성

삼분 분열에 의해 생성되는 삼중수소는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하여 계산되어 진다. 대응하는 

데이터는 표 2.2.2-22에 정리되어 있다.

표 2.2.2-22. 핵연료 내부 삼중수소 생성량

단위 값

열출력당 핵분열수(K) Fissions/MW sec 3.12e16

핵분열당 생성율(Y) 1/fission 1.e-4

                              


···             (2.2.2-16)

여기서, 

  = 삼분 분열에 의해 생성되는 삼중수소의 총 양(atoms)

 = 노심 총 출력[MW], K, Y는 표 2.2.2-22에 설명

 = 삼중수소 붕괴상수[1/s]를 각 각 나타낸다.

6Li는 노심이나 반사체를 구성하는 흑연블록 내부 불순물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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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17)

                        


·       (2.2.2-18)

여기서, 

 = 6Li의 입자 수[atoms]

 = 6Li에 의해 생성된 삼중수소의 입자 수[atoms]

 = 열중성자속[atoms/㎠/s]

 = 의 미시 반응단면적[㎠]

7Li는 노심이나 반사체를 구성하는 흑연블록 내부 불순물로 존재한다.

                           


             (2.2.2-19)

                        


·       (2.2.2-20)

여기서, 

 = 7Li의 입자 수[atoms]

 = 7Li에 의해 생성된 삼중수소의 수[atoms]

 = 속중성자속[atoms/㎠/s]

 = 의 미시 반응단면적[㎠]

10B는 노심이나 반사체를 구성하는 흑연블록 내부 불순물로 존재한다. 또한, 제어봉에도 일부

분 포함되어 있다. 열중성자속과 속중성자속 반응에 의해 삼중수소의 형태로 변형된다

                      


   (2.2.2-21)

                   


 (2.2.2-22)

               


· (2.2.2-23)

여기서, 

 = 10B의 입자 수[atoms]

 = 10B10에 의해 존재하는 7Li 입자 수[atoms]

 = 10B10에 의해 존재하는 삼중수소의 수[a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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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중성자속[atoms/㎠/s]

 = 속중성자속[atoms/㎠/s]

 = 10B10(η,α)7Li의 미시 반응단면적[㎠]

 = 10B10(η,2α)3H의 미시 반응단면적[㎠]

3He는 헬륨 냉각재 내부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불순물이며 3He 중성자가 반응하여 삼중수소

를 생성하게 된다.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3He의 수는 약 1.3×10-6에서 2×10-7 정도의 양으로 

알려져 있다. 

                      




  





 


  (2.2.2-24)

                     





     (2.2.2-25)

여기서, 

 
  



,  ,  

 = 계통 내부 He 입자 수

 = 3He의 입자 수[atoms]

 = 헬륨 냉각재 보충율[1/s]


  = 헬륨 주입수 내 He3 비율

 = 계통 내부 He atoms 수[atoms]

 = r 영역에서 중성자속[atoms/㎠/s]

 =  의 미시 반응단면적[㎠]

 = 3He에 의해 생성되는 삼중수소 입자 수[atoms]

9Be와 중성자의 반응에 의한 삼중수소 반응 식

                  


                 (2.2.2-26)

               


    (2.2.2-27)

                  


·    (2.2.2-28)

여기서, 

 = 9Be의 입자 수[a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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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Be에 의해 생성된 6Li 입자수[atoms]

 = 9Be에 의해 최종 생성된 삼중수소의 입자 수[atoms]

 = 열중성자속[atoms/㎠/s]

 = 속중성자속[atoms/㎠/s]

 =의 미시 반응단면적[㎠]

 = 의 미시 반응단면적[㎠]

고온가스로는 반사체와 감속재로 흑연을 사용하고 있다. 중성자 반응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반

응에 의해 사라지는 양 존재하는 흑연의 질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운전기간동안 흑연의 양은 

상수로 가정하고 계산을 한다.

                                  (2.2.2-29)




            (2.2.2-30)




          (2.2.2-31)




                  (2.2.2-32)

여기서, 

 = 12C의 입자 수[atoms]

 = 12C에 의해 생성된 9Be 입자수[atoms]

 = 9Be에 의해 생성된 6Li 입자수[atoms]

 = 6Li에 의해 최종 생성된 삼중수소의 입자 수[atoms]

 = 열중성자속[atoms/㎠/s]

 = 속중성자속[atoms/㎠/s]

 =의 미시 반응단면적[㎠]

 = 의 미시 반응단면적[㎠]

(나) 억류

노심 영역에서 생성된 삼중수소는 냉각재로 누출되지 않고 고체영역에 머무르게 된다. 이를 

억류(bound)라고 한다. 다만 이 현상은 완전히 규명되지 못하여 현재는 가정된 상수 값을 이

용하여 계산에 반영한다. 삼중수소 생성원이 냉각재 내부 3He인 경우 흑연 노심으로 rec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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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양을 의미한다. 

                          Pr×                   (2.2.2-33)

여기서, 

 = 억류되는 삼중수소의 입자 수[atoms]

Pr = 생성된 삼중수소의 입자 수[atoms]

 = 억류율[11] 

- 핵연료 내부 누출율 평가

핵연료 입자에서 방출되는 삼중수소의 양은 많은 연구들이 보수적인 가정 혹은 실험값을 통해 

상수로 가정하고 해석하였다. TROPY 코드에서는 해석적 또는 수치해석 방법을 고려하여 삼

중수소가 누설되는 양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이 추가되었다.

삼중피복입자로 구성된 핵연료를 구의 형태로 가정하여 삼중수소 누출율을 해석해를 이용하여 

계산할 시 아래의 식을 이용한다[2.2.2-17]. 초기 농도가 입자내부에서 균일하고 표면 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아래의 식 3-24을 통해 누출되는 양을 계산할 

수 있다. 다만 아래의 식을 사용할 경우 확산계수 D는 피복에 따라 달라지게 됨으로 계산시에

는 유효 확산계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


  




  

∞


 exp           (2.2.2-34)

여기서, 

 = 구의 반경 [m]

D = 확산계수 []

t = 시간 [s]

해석해를 이용할 경우 보편적으로 알려진 해석해를 이용하여 간단한 가정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2.2.2-18]. 하지만, 계산을 위해 도입된 가정들이 적절하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 결과, TROPY에서는 계산이 복잡하지만 피복입자 내부를 

상세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수치해석 기법을 적용하여 삼중수소 이동에 대한 모델을 아래의 

식과 같이 추가하였다.

                       

 




 
           (2.2.2-35)

여기서, 

r = 반경 [m]

  = 단위 체적당 생성율 [ ]

 = 1(plane), r(cylinder), r²(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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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연구조물을 통한 삼중수소 방출

피복입자 핵연료내 거동과 마찬가지로 흑연구조물 내부에서의 삼중수소의 확산을 통한 방출율

도 상수가 아닌 계산을 통해 예측할 수 있다. 핵연료에서 삼분분열을 통해 생성된 삼중수소는 

둘러쌓인 흑연구조물을 통과하여 유출되는 과정은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예를 들어 

블록형 고온가스로의 경우 냉각재와 핵연료 컴팩트홀간의 피치가 약 18.796mm로 알려져 있

다. 원통형 좌표계를 이용하여 핵연료에서 생성된 삼중수소의 냉각재로의 유출은 아래의 식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다만, 아래 식에서는 피복입자핵연료를 포함하는 컴팩트의 형상은 고려

하고 있지 않으며 핵연료에서 생성된 삼중수소가 직접 냉각재로 방출된다고 가정하였다.

    
  

∞


 exp                       (2.2.2-36)

                                      (2.2.2-37)

흑연구조물 내부 불순물에 의해 생성된 삼중수소는 냉각재로 방출되게 된다. 사용자가 상수값

을 이용하여 결정할 수 도 있으며 B-10에 의해 생성된 삼중수소는 아래와 같은 식을 이용하

여 예측할 수도 있다[2.2.2-18]. 

  ·


                                (2.2.2-38)

   exp



·





 



, i=1, 2                        (2.2.2-39)

(다) Recoil

노심 영역에서 생성된 삼중수소는 억류를 통해 고체영역에 머무르게 되지만 냉각재내에 존재

하는 He-3(n,p)T 반응은 recoil 반응에 의해 냉각재에서 고체영역으로 삼중수소가 이동하게 

된다. 삼중수소의 recoil energy는 약 0.2MeV이며, 이는 1000℃, 47.6atm 조건에서 

0.05cm의 recoil 거리를 가진다. 따라서 흑연구조물 내부에 존재하는 다공의 사이즈는 일반

적으로 0.05cm 이하이므로 recoil에 의한 bound 비율은 1.0으로 가정한다. 또한, 노심 내부 

냉각재 직경, 우회간극 등의 크기에 따라 recoil 범위는 아래의 식으로 정의된다[2.2.2-12]

- 간극의 크기가 recoil range 보다 큰 경우,

  ·, range < width            (2.2.2-40)

- 간극의 크기가 recoil range 보다 작은 경우,

     , range > width           (2.2.2-41)

- 제어홀 혹은 냉각재 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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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42)

위의 식을 방탕으로 recoil에 의해 흑연구조물로 억류되는 삼중수소의 비율은 아래의 식으로 

나타낸다.


×                     (2.2.2-43)

(라) 누설(Leakage)

헬륨 냉각재는 작은 분자량으로 인해 계통내부에서 쉽게 누설될 수 있으며 현재 TROPY 코드

에서는 입력 파일에서 %/day 값으로 입력받아 계산한다. 코드 내부에서는 [1/s] 단위로 변환

되어 계산되어 진다. 이는 계통에서 헬륨 주입율과 같은 값을 나타낸다. 누설에 의한 제거율 

는 아래와 같다.

 = 헬륨 누설율 [1/s]                     (2.2.2-44)

  

(마) 정화(Purification)

계통 내에서 삼중수소에 대한 오염을 감소하기 위해서 운전기간동안 정화과정을 거치게 된다. 

정화는 헬륨 배관에서 일정량의 유량을 정화계통으로 흐르게 하여 정화 작업 후 계통에 다시 

투입되게 된다. 정화에 의한 제거율 는 아래 식과 같이 정화계통으로 흐르는 유량

[kg/s]×정화 효율 / 노드의 질량에 의해 계산되어진다[2.2.2-10].

 

×
                             (2.2.2-45)

정 화 계

배관

그림 2.2.2-49. 정화계통 구성도

(바) 침착(Chemi-Sorption)

핵연료 내부 또는 흑연 구조체에서 생성된 삼중수소는 냉각재로 누출되었다가 다시 흑연 구조



- 370 -

체 표면으로 침착되기도 한다. 삼중수소의 침착은 크게 TEMKIN 모델과 B.F. Myers 모델이

[2.2.2-11] 있으며 코드 입력 파일에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

- TEMKIN isotherm 모델

TEMKIN의 모델은 온도 영향을 고려하지 않으며 계통내부 헬륨냉각재 내 자연적으로 존재하

는 수소의 분압에 의해 결정된다.

삼분 분열에 의해 생성되는 삼중수소는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하여 계산되어 진다. 다만, A과 

좌, 우 변에 존재하기 때문에 반복계산을 통해 해를 얻게 된다. 코드 내부에 적용된 침착량 A

는 아래 식과 같다.

·ln·                (2.2.2-46)

여기서,

 = 삼중수소의 단위 BET 면적당 침착률[ ]

= monolayer saturation value[]

= 상수[17.97]

= 상수[16.54[ ]

= Hydrogen 분압[]

- B.F. Myers 모델

TEMKIN의 모델과 달리 Myers 모델은 온도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였다. 650℃이하에서는 침

착이 발생하지 않으며 650℃이상에서는 온도, 수소 분압 및 중성자속에 따라 침착량이 결정된

다. 코드 내부에 적용된 침착량 A는 아래와 같다.

 T < 923K

 exp T ≥ 923K          (2.2.2-47)

여기서, 

= 상수[×]

= 상수[×  ]

= 상수[ ]

 = fast fluence[×  ]

= annealing factor

 exp


T= 흑연 온도[K]

T = 기준 온도[ 1423[K] ]



- 371 -

TEMKIN 혹은 Myers 모델에 의한 단위면적당 침착량을 이용하여 코드내부에서 계산되는 침

착률은 아래 식으로 표현된다.

          =침착되는 H의 수 / 계통 내에 존재하는 H의 개수.   (2.2.2-48)

(사) 투과(Permeation)

삼중수소는 낮은 분자량으로 인하여 고온, 고압의 환경에서 배관 밖으로 누설되는 것처럼 열

교환기를 통하여 다른 계통으로 투과하여 이동할 수 있다. 이는 2차 계통에서의 오염 및 공급 

수소에서의 오염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다만, 투과 

현상은 유체 및 재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은 Sievert Law(유체 물

성치)를 이용하여 유체내의 삼중수소가 표면에 침착되는 양을 계산하고 재질을 따라 통과하는 

확산계수를 이용하여 투과를 묘사하는 방법이다. 즉,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투과 현상을 예측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2.2.2-19].

  ×
                          (2.2.2-49)

여기서, 

·exp, Sievert’s law  

·exp, diffusivity 

하지만, 각 계수에 필요한 값들은 실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반면, 그 데이터가 많지 않아 

제한된 정보가 존재한다. 현재 원자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열교환기는 Shell & Tube 형

태로 현재 TROPY 코드에서는 CEGA[2.2.2-20]모델과 Richardson’ law가 적용된 모델을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추가로 현재 연구개발중인 PCHE형태의 열교환기도 사용하자 선택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 Shell & Tube 열교환기 모델

Shell & Tube 열교환기는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열교환기로 사용자가 재질과 모델을 입

력파일에서 선정하면 코드에서 투과율이 계산되게 된다. 현재 물성치에 대한 자료는 

Incoloy800과 SS316에 대해 한정되어 있으며 문헌조사를 통해 확장할 예정이다.

CEGA에서 개발된 모델은 Incoloy800에 대한 실험값을 이용하여 개발된 상관식으로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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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표현된다[2.2.2-20].

 


 exp            (2.2.2-50)

여기서, 

 = permeation rate

 


 = heat exchanger thickness [mm]

 = tritium concentration  

 = primary coolant pressure [atm]

 = hydrogen concentration [ppmv]

B : 51954[J/mol]

R : ideal gas constant, 8.314 [J/mol-K]

T : Temperature [K] 

코드내에서 [1/s] 단위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
·sec     (2.2.2-51)

여기서, 

A : heat exchanger area[]

 = Tritium atoms in the coolant [atoms]

CEGA 모델이 1차측 농도만을 고려한 점과 달리 Richardson’s law를 바탕으로 INL과 JAEA

에서는 1, 2차측  adsorption-dissociation and recombination-desorption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형태의 상관식을 개발하였다.




 - Richardson’s law          (2.2.2-52)

여기서, 

D : diffusion coefficient, K : Sievert’s law

 

··exp 

  


  

     (2.2.2-53)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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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ermeation rate 

 = heat exchanger area  

 = heat exchanger thickness 

 = permeability  

 = activation energy [J/mol]

f와 B는 각각 ×× for the economizer

×× for the evaporator

×× for the superheater로 기록되어져 있다[].

R : ideal gas constant, 8.314 [J/mol-K]

T : Temperature [K]

 = partial pressure of H₂ at high pressure side [Pa]

 = partial pressure of H₂ at low pressure side [Pa]

 = partial pressure of tritium at high pressure side [Pa]

  = partial pressure of tritium at low pressure side [Pa]

  = total pressure of H₂ at low pressure side [Pa]

코드 내부에서 [1/s]의 형태로 변환되기 위해서는 STP 상태에서의  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나타낸다.

 ·×
·×     (2.2.2-54)

여기서, 

 = Tritium atoms in the coolant [atoms] 

- PCHE 열교환기 모델

고온가스로에서는 고온, 고압 운전조건을 만족하며 컴팩트한 열교환기인 PCHE(Printed 

Circuit Heat Exchanger)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이에 기존 Shell & Tube 

투과 모델은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 현재 TROPY 코드에서는 서울

대학교[5]에서 개발된 PCHE 투과모델을 적용하였다. 식에서 S1과 S2는 effective 

area/effective length의 정의로[2.2.2-14] 단위는 [m]가 된다. 식에 나타난 PCHE의 치수인 

D(diameter), h(horizontal length), v(vertical length), o(offset)는 아래 그림 2.2.2-50에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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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50. PCHE 형상

  ·· ··                    (2.2.2-55)

여기서, 

 = PCHE permeation [mol/s]

 ·


[m],  
 


[m]

  
··

exp
 ·











 




 

 ··

 ····· 

 ×
,  ×

,  ×
,  ×



 = 삼중수소의 분압[]

   [1/s]                         (2.2.2-56)

(아) SI 계통 Isotope Exchange

고온가스로를 발전이 아닌 열공급이나 수소생산의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원자로에서 발생된 

삼중수소가 이동하여 환경에 방출되거나 사용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히, 삼중수소는 

낮은 원자 질량으로 인하여 계통을 통해 누설되거나 투과되기가 쉬워 2차 계통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에 단순히 발전소 규제 뿐 아니라 공급되는 수소에 대한 삼중수소의 

기준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TROPY 코드에 적용된 모델을 이용하여 수소생산 계통에

서 삼중수소의 농도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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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수소생산 계통에서는 Bunsen 반응 등 아래와 같이 다양한 화학 반응이 존재한다. 

                             (2.2.2-57)

                                         (2.2.2-58)

                                (2.2.2-59)

하지만 TROPY 코드에서는 화학종들의 값은 사용자 입력으로 받으며 입력된 화학종들에 대한 

Isotope 반응만 고려한다. SI계통에서 고려되는 Isotope 반응은 아래 식들과 같다.[2.2.2-21]

                                (2.2.2-60)

                              (2.2.2-61)

                                    (2.2.2-62)

                           (2.2.2-63)

                                  (2.2.2-64)

코드 내부에서 위 식들은 평형상수를 이용하여 계산된다. 주어진 반응의 평형상수는 아래 식

과 같이 표현되며 각 평형상수를 이용하여 셀 내부에서 변화하는 화학종의 양을 계산할 수 있

다.

 


                                    (2.2.2-65)

 


                                   (2.2.2-66)

 


                                     (2.2.2-67)

 





                               (2.2.2-68)

 





                                 (2.2.2-69)

여기서 K는 평형상수를 F는 각 화학종의 유량[]을 나타낸다.

K₁ K₃는 온도에 따라 각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2.2.2-21].

 log                 (2.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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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
× × ×     (2.2.2-71)

SI 계통 주요 부품에서의 isotope exchange 반응은 아래 표 2.2.2-23과 같다[2.2.2-21].

표 2.2.2-23. SI 계통 주요 isotope exchange[2.2.2-21]

부품

  


  


 


 


 

Bunsen reactor O O O ― ―
O2 purifier ― ― ― ― ―
Liqiuid-liquid separator ― ― ― O O
H2SO4 purifier ― ― ― O ―
H2SO4 concentrator ― ― ― O ―
H2SO4 vaporizer O O ― ― ―
SO3 decomposer O O ― ― ―
H2SO4 separator O O ― ― ―
HIx purifier ― ― ― O
Electro-electro dialysis ― ― ― O
HI distillation column ― ― ― ― O
HI decomposer ― ― O ― ―
I2 recovery column ― ― O ― ―
HI recovery column ― ― O ― ―

주요 부품에서의 화학종의 변화는 아래의 식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이용하여 예측하게 된다.

  ·      

 ·                     (2.2.2-72)

   ·      

 ·                     (2.2.2-73)

 ·      

 ·                       (2.2.2-74)

   ·     

 ·                        (2.2.2-75)

 ·   

 ·                         (2.2.2-76)

(2) 코드 검증

(가) Peach Bottom HTGR permeation

Shell & Tube 모델의 검증으로 Peach Bottom HTGR 열교환기 튜브에서 실험식으로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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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식과 비교하였으며 계산 조건은 아래 표 2.2.2-24에 나타나 같다

표 2.2.2-24. Shell & Tube 열교환기 검증 데이터

Parameter
유효두께

[mm]
온도[K]

Analytic



TROPY

(INL Eq.)

TROPY

(CEGA Eq.)

Superheater

3.862 673 1.202E-1 1.204E-1 6.221E-2

3.862 823 6.873E-1 6.876E-1 3.379E-1

3.862 973 2.296 2.296 1.089

Evaporator

2.534 573 4.640E-2 4.609E-2 2.498E-2

2.534 633 1.436E-1 1.427E-1 7.500E-2

2.534 693 3.656E-1 3.631E-1 1.860E-1

Economizer

1.81 493 8.450E-3 8.710E-3 4.970E-3

1.81 558 2.447E-2 2.521E-2 1.379E-2

1.81 623 5.676E-2 5.846E-2 3.088E-2

1차 계통

[Pa] 4.67E-5

[Pa] 20.16

[Pa] 101300

2차 계통
 [Pa] 0.0

 [Pa] 0.00133

(나) PCHE 모델

서울대학교에서는 고온가스로 삼중수소 해석을 위해서 BOTANIC 코드를 개발하면서 PCHE 

열교환기에 대한 투과모델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모델은 COMSOL 해석결과와 비교, 검증하였

다. BOTANIC 코드에서 계산된 투과율과 TROPY에서 계산된 투과율은 그림 2.2.2-51에 나

타나 있다. 계산 조건은 h/D가 0.5에서 v/D를 달리하면서 계산하였다. 사용된 경계조건은 아

래 표 2.2.2-25와 같다.

표 2.2.2-25. PCHE 유동 조건

Parameter Conditions

Pressure[atm] 1

Tritium concentration[mol/m³] 0.01

Material Steel

Permeation coefficient[] ×·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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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51. PCHE 검증계산 결과

(다) Leakage 검증

TROPY에 적용된 누설 모델을 THYTAN 코드 계산결과와 비교하였다. 계통은 원자로와 격납

건물 두 개만 묘사하였다. 그림 2.2.2-52는 TROPY와 THYTAN의 계산 결과를 보여주고 있

으며 계산된 결과가 매우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2.2-52. 격납건물에서의 삼중수소 양 평가(TROPY / THYTAN)

(라) Purification 검증

TROPY에 적용된 정화 모델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 수식의 해석해와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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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77)

 ·exp
··                           (2.2.2-78)

표 2.2.2-26. 정화 모델에 대한 입력 조건[2.2.2-10]

Parameter Value

계통체적[m³(STP)] 1

헬륨 유량[m³(STP)/s] 1.0E-3

정화효율 0.9

초기 분율[m³(STP)/m³(STP)] 1.0E9

그림 2.2.2-53. 정화에 따른 삼중수소 변화량

(마) 단일 계통 해석

그림 2.2.2-54와 같이 노심, 배관으로 구성된 단일 계통에서 삼중수소의 생성으로 인한 냉각

재 방출량을 비교하였다. 운전기간은 30년으로 가정하였다. 그림 2.2.2-55는 단일계통에서 누

설여부에 따라 냉각재내에 존재하는 삼중수소의 양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처

럼 운전기간동안 엄밀해를 이용한 0차원 코드의 결과와 TROPY의 결과가 잘 일치함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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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54. 단일 계통 구성도

그림 2.2.2-55. 일차계통에서의 삼중수소의 양(좌 : 누설 미반영, 우 : 누설 반영)

(바) 다중 계통 해석

그림 2.2.2-56은 다중 계통에 대한 구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정화, 누설 및 투과를 모두 고려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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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56. 다중 계통 구성도

그림 2.2.2-57은 다중 계통에서 투과를 고려하였을 경우 일차 계통에서의 삼중수소 양의 변

화를 보여주고 있다. 투과만 고려한 경우(그림 2.2.2-57(좌)) 엄밀해로 개발된 0차원 코드가 

매우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누설과 정화를 고려한 그림 2.2.2-57(우)의 그림의 경우 0차

원 코드가 근소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정화계통의 해석 방식에 의한 차이로 보여진

다. 0차원 코드의 경우 누설, 정화의 식이 엄밀해 내부에 한 값으로 포함되어 있는 반면, 일차

원 TROPY 코드는 정화 계통라인을 별도의 junction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수치해석에서 차

이가 날 수 밖에 없다.

그림 2.2.2-57. 투과를 고려한 일차 계통에서의 삼중수소량 변화(좌 : 누설, 정화 미반영, 우 : 누설, 정화 

반영)

(사) MHTGR350 삼중수소 생성 및 이동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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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NGNP 프로젝트로 연구된 초고온가스로 노형인 MHTGR350에 대해 미국의 GA 코드 

계산결과와 TROPY 코드 계산결과를 비교하였다. MHTGR350의 작동 조건은 아래 표 

2.2.2-27과 같다.

표 2.2.2-27. MHTGR350 설계변수

Reactor power[MWt] 350

Primary coolant weight[kg] 2948.35

Primary coolant pressure[MPa] 6.3

Average coolant temperature[℃] 471.5

He-3 abundance [fraction] 2.E-7

Helium replacement [1/sec] 3.17E-9

Helium purification [1/sec] 9.5E-4

MHTGR350 노심은 상/하부 반사체, 내부 반사체, 외부 반사체, 제어봉 및 2개의 유효 핵연

료 블록으로 구성하였다. 흑연 구조물에서 chemi-sorption은 MYER 모델을 사용하여 계산되

었다. 총 운전기간은 42년으로 설정하였으며 표 2.2.2-28에 연소도별 삼중수소 생성, 흡착 및 

1차 냉각재로 유출량의 계산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각 코드별 계산결과 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2.2-28. MHTGR350 삼중수소 평가

H-3
EOC1 (Curies)

GA TRITGO TROPY

Production 8.78E3 8.779E3 8.82E3

Bound in Solids 2.E3 1.995E3 2.008E3

Adsorb 7.6E2 7.584E2 7.856E2

In primary 7.44E-2 7.45E-2 7.47E-2

H-3
EOC2 (Curies)

GA TRITGO TROPY

Production 1.3E4 1.294E4 1.29E4

Bound in Solids 3.813E3 3.813E3 3.822E3

Adsorb 1.17E3 1.16E3 1.2E3

In primary 3.65E-2 3.64E-2 3.76E-2

H-3
EOC3 (Curies)

GA TRITGO TROPY

Production 1.57E4 1.56E4 1.56E4

Bound in Solids 5.47E3 5.469E3 5.481E3

Adsorb 1.46E3 1.44E3 1.49E3

In primary 2.44E-2 2.44E-2 2.59E-2

그림 2.2.2-58은 운전기간동안 총 생성량 및 1/2차 냉각재에 존재하는 삼중수소 양을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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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0D 코드인 GA와 TRITGO의 계산결과와 1차원 해석 코드인 TROPY 코드의 계산

결과가 잘 일치하며 적용된 누설, 정화, 흡착 및 투과 모델이 제대로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 핵연료 및 흑연블록에서의 총 선원항 (2) 1 차 냉각재에 존재하는 양

(3) 2 차 냉각재에 존재하는 양

그림 2.2.2-58. 운전기간 동안 삼중수소 변화량

(아) Peach Bottom 검증

Peach Bottom 원자로의 실제 운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된 값과 타 코드 계산결과를 이

용하여 비교하였다. 기록된 값은 4년동안 운전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되었다. 표 

2.2.2-29에서 TROPY의 삼중수소 생성 모듈이 제대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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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59. Peach Bottom 원자로

표 2.2.2-29. Peach Bottom 원자로에서 삼중수소 선원항

H-3
Reported [Bq]

[2.2.2-14]
THYTAN [Bq]

[2.2.2-15]
TROPY

[Bq]

Ternary Fission 4.43E13 4.42E13 4.43E3

Li-6 2.66E12 2.7E12 2.66E12

He-3 2.40E12 2.72E12 2.25E12

그림 2.2.2-60은 1차 계통에서의 측정된 삼중수소의 양과 계산된 삼중수소의 양을 비교한 그

래프이다. 측정 값, 타 코드계산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TROPY가 잘 예측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2.2-60. 1차 계통에서의 삼중수소 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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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HTSE 계통 코드 간 검증(TPAC)

HTSE계통을 이용한 수소 생산 원자로에서 공급되는 수소에 포함된 삼중수소의 양을 평가하기 

위하여 미국 INL에 개발된 TPAC 코드와 계산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림 2.2.2-61은 미국 

INL에서 선택한 VHTR-HTSE 계통의 개념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그림 2.2.2-62

와 같이 코드 해석을 위한 nodalization을 수행하였다.

그림 2.2.2-61. TPAC VHTR-HTSE 계통

그림 2.2.2-62. TPAC VHTR-HTSE nodalization

계산에 사용된 경계조건과 결과는 아래 표 2.2.2-30과 31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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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30. TPAC VHTR-HTSE 경계조건

TPAC

Power [MWt] 600

Primary Coolant [°C] 900/658

Tritium Source [Bq/y] 8.28E13

IHX

  Area [m²] 1.35E4

  Thickness [m] 0.02

  Pre-exponential Factor [m3(STP)/m/s/Pa0.5] 1.36E-10

  Activation Energy [J/mol K] 5.35E4

SHX

  Area [m²] 1.519E3

  Thickness [m] 0.028

  Pre-exponential Factor [m3(STP)/m/s/Pa0.5] 1.36E-10

  Activation Energy [J/mol K] 5.35E4

PHX

  Area [m²] 34/1287/2161

  Thickness [m] 0.01

  Pre-exponential Factor [m3(STP)/m/s/Pa0.5] 1.36E-10

  Activation Energy [J/mol K] 5.35E4

표 2.2.2-31. TPAC VHTR-HTSE 계산결과 비교

Tritium Concentration TROPY TPAC

Primary [Ci/m3(STP)] 2.31E-4 2.48E-4

Secondary [Ci/m3(STP)] 1.05E-4 1.3E-4

Tertiary [Ci/m3(STP)] 2.57E-5 2.67E-5

Product Hydrogen [Bq/g-H2] 3.05E+0 6.33E+0

(차) HTSE 계통 코드 간 검증(THYTAN)

그림 2.2.2-63은 일본 JAEA의 THYTAN 코드 계산을 위한 VHTR-HTSE 계통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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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63. THYTAN VHTR-HTSE 계통

계산에 사용된 경계조건과 결과는 아래 표 2.2.2-32와 33에 나타나 있다.

표 2.2.2-32. THYTAN VHTR-HTSE 경계조건

THYTAN
Power [MWt] 600

Primary Coolant [°C] 900/495
Tritium Source [Bq/y] 1.86E14

IHX

  Area [m²] 5.039E4
  Thickness [m] 0.0096
  Pre-exponential Factor [m3(STP)/m/s/Pa0.5] 1.36E-8
  Activation Energy [J/mol K] 7.4E4

SHX

  Area [m²] 1.924E3
  Thickness [m] 0.0282
  Pre-exponential Factor [m3(STP)/m/s/Pa0.5] 1.36E-8
  Activation Energy [J/mol K] 7.4E4

PHX

  Area [m²] 34/1287/2161
  Thickness [m] 0.009
  Pre-exponential Factor [m3(STP)/m/s/Pa0.5] 1.36E-10
  Activation Energy [J/mol K] 5.35E4

표 2.2.2-33. THYTAN VHTR-HTSE 계산결과 비교

TROPY THYTAN

Primary [Ci/m3(STP)] 1.36E-4 1.15E-4

Secondary [Ci/m3(STP)] 1.12E-4 1.13E-4

Tertiary [Ci/m3(STP)] 7.92E-5 1.3E-4

Product Hydrogen [Bq/g-H2] 1.93E+1 2.99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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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SI 계통 코드 간 검증(THYTAN)

그림 2.2.2-64는 일본 JAEA의 THYTAN 코드 계산을 위한 VHTR-SI계통을 나타내고 있다. 

1차 및 2차 계통의 조건은 HTSE와 동일하지만 HTSE 계통과 달리 H2SO4 분해, HI 분해 

등 고온 열을 필요로 하는 component들이 SI 계통에서 추가되었기 때문에 추가 열교환기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정보는 표 2.2.2-34에 표시되어 있다. 표 2.2.2-35에서와 같이 1, 2 및 

3차 계통에서의 결과는 비슷하지만 최종 공급 수소에 존재하는 삼중수소의 양은 약간 차이가 

생긴다. 이는 참조 논문으로부터 완전한 계산 조건이 보안으로 되어 있어서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1) 1, 2차 계통



- 389 -

(2) SI 계통-1

(3) SI 계통-2

그림 2.2.2-64. THYTAN VHTR-SI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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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34. THYTAN VHTR-SI 열교환기 조건

Area [m²] Thickness[mm]

Decomposer 2 696 0.9

Decomposer 1 696 0.9

Recuperator 696 0.9

Vaporizer 3 696 0.9

Vaporizer 2 696 0.9

표 2.2.2-35. THYTAN VHTR-SI 계산결과 비교

Tritium Concentration TROPY THYTAN

Primary [Ci/m3(STP)] 1.11E-4 1.35E-4

Secondary [Ci/m3(STP)] 6.61E-5 1.35E-4

Tertiary [Ci/m3(STP)] 4.76E-5 4.77E-5

Tritium in H2 [Bq/g-H2] 2.47E3 1.36E4

Tritium in O2 [Bq/g-O2] 5.07E2 4.67E2

(3) 생성 수소에서의 삼중수소 예측

우선 JAEA THYTAN 결과를 바탕으로 열교환기 변수를 변화하며 삼중수소 함량에 대한 영향 

인자를 확인하였다. 표 2.2.2-36 ~ 37에서와 같이 재질 변화에 의한 확산계수도 영향을 미치

지만 열교환기의 두께 및 면적이 더욱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2.2-36. 열교환기 조건 변화

  CASE 1 CASE 2 CASE 3

Pre-exponential Factor
[m3(STP)/m/s/Pa0.5]

IHX 1.36E-8 1.36E-010 1.36E-010

SHX 1.36E-8 1.36E-010 1.36E-010

Activation Energy
[J/molK]

 

IHX 7.4E+04 5.35E+04 5.35E+04

SHX 7.4E+04 5.35E+04 5.35E+04

Area [m²]
IHX 5.039E4 5.039E4 1.35E+04

SHX 1.924E3 1.924E3 1.52E+03

Thickness
[mm]

IHX 0.96 0.960 20

SHX 2.820 2.820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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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37. 열교환기 조건 변화에 의한 삼중수소 변화

Tritium Concentration CASE 1 CASE 2 CASE 3

Primary [Ci/m3(STP)] 1.11E-4 1.73E-4 3.12E-4

Secondary [Ci/m3(STP)] 6.61E-5 9.85E-5 3.79E-5

Tertiary [Ci/m3(STP)] 4.76E-5 1.24E-5 4.06E-7

Tritium in H2 [Bq/g-H2] 2.47E+3 6.39E+2 2.09E+1

Tritium in O2 [Bq/g-O2] 5.07E+2 1.32E+2 4.3100

코드에 대한 연구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중인 VHTR  HTSE 계통에 대

한 삼중수소 함량을 평가하였다.

그림 2.2.2-65. KAERI VHTR-HTSE 계통

표 2.2.2-38은 HTSE 계통에서 각 배관을 따라 흐르는 유량 및 화학종을 보여준다.

표 2.2.2-38. HTSE 경계조건

# HE1 HE2 HE3 HE4 HE5 HE6 HE7 101 102 103 104 105 106 107

T (℃) 900 900 900 719 864 200 470 20 23 183 15 15 183 183

P
(bar)

40 40 40 40 40 40 40 1 10 10 2.5 10 10 10

He 29.39 17.44 11.95 17.44 11.95 17.44 29.39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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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39 및 40은 열교환기 재질에 따른 VHTR-HTSE 계통에서 삼중수소의 양을 보여주

고 있다.

표 2.2.2-39. 열교환기 재질에 따른 투과율 

Material

Permeability factor
[m3(STP)/m/s/Pa0.5]/

Activation Energy
[J/mol]

Range

Incoloy 800[1]
2.89E-12 / 3.74E+4
3.62E-10 / 5.68E+4
1.36E-10 / 5.35E+4

T<623K
623K<T<673K

673K>T

SS316[5]
1.19E-14 / 1.62E+3
7.7E-10 / 5.71E+4

T<699.15K
T>699.15K

Inconel 617[8]

1.69E-7 / 8.918E+4
 

2.56E-7 / 9.21E+4
 

873K<T<1323K, 
0.101MPa<P<1MPa
1023K<T<1223K, 

P<4MPa

(kmol
/min)
H2O 
(mol/
min)

- - - - - - - - - - 4,719 4,719 4,719 4,719

H2 
(mol/
min)

- - - - - - - 524 524 524 - - - -

　 　 　 　 　 　 　 　 　 　 　 　 　 　 　

O2 
(mol/
min)

- - - - - - - - - - - - - -

Air 
(mol/
min)

- - - - - - - - - - - - - -

# 108 109 110 111 112 113 114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T(℃) 183 514 850 850 465 450 58 20 23 166 711 850 850 600 537

P 
(bar)

10 10 10 10 10 10 10 1 10 10 10 10 10 10 10

He 
(kmol
/min)

- - - - - - - - - - - - - - -

H2O 
(mol/
min)

4,719 4,719 4,719 519 519 519 519 - - - - - - - -

H2 
(mol/
min)

524 524 524 4,724 4,724 4,724 4,724 - - - - - - - -

O2 
(mol/
min)

- - 　 - - - - - - - - - 2,100 2,100 2,100

Air 
(mol/
min)

- - - - - - - 1,957 1,957 1,957 1,957 1,957 1,957 1,95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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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40. 열교환기 재질에 따른 평가

Location Alloy 800 SS316 Alloy 617

Primary loop in total [Bq] 7.84E+8 2.80E+8 1.18E+8

Secondary loop in total [Bq] 2.25E+8 5.40E+7 5.77E+8

H2loop [Bq/g] 1.82E-2 3.07E-2 3.61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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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원자로/고온열 이용시스템 최적화 방안 수립

1. 고온열 이용 신기술 분석

가. 국/내외 SMR 기술 개발 현황

(1) 공정 소개

메탄-수증기 개질은 저렴하고 효율이 높은 수소생산방법 중 하나이며, 세계 총 수소 수요의 

거의 절반을 이 방법으로 생산하고 있다. 고온(700∼1,100℃)의 수증기를 메탄과 혼합하여 촉

매 반응기에서 압력을 3∼25bar로 반응시켜 수소를 생산하며, 효율 및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메탄-수증기 개질법은 매우 일반적으로 사

용하는 방법으로, 많은 반응들은 시스템 상에서 존재하는 산소에 기인한 반응을 수반하지만 

전체적인 화학적 변환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CH4 + H2O = CO + 3H2

CH4 + 2H2O = CO2+ 4H2

이러한 반응은 높은 흡열반응이다. 따라서 스팀 개질에서는 높은 온도에서 촉매를 첨가하여 

반응을 촉진시킨다. 이 반응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소는 메탄과 물 모두에서 분리되어 생산되

기 때문에 높은 수소생산 수율이 가능하다. 현재는 다양한 수소/탄소 비를 갖는 원료를 처리

할 수 있는 수증기개질공정이 전 세계적으로 약 400 여기가 보급되어 있다. 수증기개질공정의 

단위반응공정은 기본적으로 전처리공정인 수소화탈황 및 흡수공정, 수증기 개질공정, 수성가스 

전이공정 그리고 가스제거공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수증기 개질

수증기 개질공정은 메탄가스를 개질시킴으로써 수소를 생산하는 반응공정으로서 부분산화 및 

자열 개질공정에 비하여 메탄 1몰 당 수소생산 수율이 가장 높으므로 가장 경제적인 수소생산

방법이다. 그러나 평형반응에 의한 반응속도가 느리므로 공정규모가 커야하고, 부하변동에 대

한 정상 상태로의 응답특성이 느린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증기 개질의 이점은 물

과 메탄가스분자에 포함된 수소를 최대한 추출해내는 것에 있다. 이 때 진행되는 반응은 주 

반응인 개질반응과 부반응인 수성가스 전이반응의 2가지이며 반응식은 아래와 같다.

 CH4 + H2O = CO + 3H2, △H = +49.7kcal/mol

CH4 + 2H2O = CO2+ 4H2, △H = -10kcal/mol

개질반응은 강한 흡열반응이며 고온 및 저압조건에 의하여 정반응의 진행이 유리하며, 반면에 



- 395 -

전이반응은 온화한 발열 반응으로써 저온이 유리하며 압력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메

탄의 수증기 개질반응은 메탄에 대해서는 1차 반응으로 알려져 있지만 다른 파라미터에 대해

서는 일정하지 않다. 사용촉매 및 반응조건 혹은 열 및 물질전달 저항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

기 때문이다. 촉매의 이용효율 제고 측면에서는 입자 크기를 작게 하면 활성이 높아지게 되지

만 압력손실이 높아지게 되므로 확산저항이 존재하더라도 적절한 크기의 촉매(직경: 17mm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 수증기 개질반응에 있어서 촉매가 사용되는 반응조건은 반응온도 700

∼850℃, 압력 상압~40기압 정도이며, 촉매구성은 내열성 담체에 환원된 니켈이 담지(약 

10~12% 정도)되어 있는 형태이므로 표면적이 10m2/g 이하가 된다. 

(나) 수성가스 전환 반응

수증기 개질기에서 배출되는 CO의 농도는 약 7~12%로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므로 이를 낮추

기 위한 반응공정으로서 수성가스 전이반응이 필요하다. 이 반응은 일차로 생성된 일산화탄소

가 수증기와 반응함으로써 이산화탄소로 전환됨과 동시에 수소농도를 증가시키게 되며 반응식

은 다음과 같다.

CO + H2O = C2O + H2 △H = -10kcal/mol

이 반응은 온화한 발열반응(△H = -41kJ/mol)으로서 평형상수가 온도증가에 따라 감소하게 

되므로, 높은 전환율을 위해서는 저온 반응이 유리하며 압력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양론비 이상의 수증기를 공급할 경우, 전환율이 상승하게 된다.

기존 사용하는 촉매에 대해서는 물성과 조성을 잘 알고 있으나, 새로이 개발된 고온용

(ICI-71-5)과 저온용(ICI 83-3) 전이촉매는 구체적인 조성이 알려져 있지 않다. 고온용의 크

기는 직경 9mm, 높이 5mm이며 bulk density는 1.25g/cc이고, 저온 전이촉매의 크기는 직

경 5.2mm, 높이 3.0mm이다.

(2) 고온가스로이용 메탄-수증기 개질

고순도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 고온가스로의 고온열 (750~950℃)을 이용한 메탄-수

증기개질 반응 기술개발이 연구/검토되어 왔다. General Atomics(주)에서는 고온가스로인 

PH-MHR을 다양한 공정열 이용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으며 증기개질 기술과 석

탄가스화기술을 이용하여 메탄올생산을 연구하였다. 독일 또한 고온가스로 실증경험이 있으며 

1980년대 중반에 공정열 이용분야에 다양한 연구를 수행한 바가 있다. 특히. 독일의 FZJ는 

1981년에 EVA II/ ADAM II Facility를 통해 고온가스로의 열을 튜브번들형 증기개질기에 

공급하여 수증기를 개질하는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900℃ 헬륨 루프와 전체 공정열 루프를 각

각 7,750시간과 10,150시간 동안 성공적으로 운전한 바 있다. 또한, 1984년 IAEA의 지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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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고온가스로를 이용하여 인도네시아 천연가스를 원료로 메탄올을 합성하는 연구가 독일의 

EVA-I 시설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수행된 바가 있다. 중국은 최근 2020년 3000만톤/년 

석탄합성 석유생산 목표로 석탄액화에 의한 메탄올과 DME 생산을 병행하는 공정개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초고온가스로를 이용한 수소생산시스템의 개발과 병행하여 

미국의 석유화학업체의 지원으로 고온원자로를 이용한 스팀생산기술에 대한 실증실험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대 초반에 일본 JAEA는 초고온가스연구로인 HTTR의 열을 이용하여 메탄가스 수증기

개질공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2006년에 이의 연계계통에 대한 공정도와 시설의 

시동과 정지 및 과도상태에 대한 열교란 제어안전성을 실험적/이론적으로 입증한 바 있다. 이

들이 제안한 공정도를 살펴보면, 그림 2.3.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HTTR 계통과 IHX 계통 

그리고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SMR (Steam Methane Reforming) 계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차 헬륨 루프 상에 있는 스팀발생기가 정상적인 운전상태에서는 메탄가스의 수증기 개질 과

정에서 필요로 하는 수증기의 공급원으로 활용되며 수증기 개질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2차 헬

륨계통의 중간열교환기로의 순환온도를 적정온도로 제어해 주는 열교란 완충기의 기능을 담당

한다.

그림 2.3.1-1. HTTR-SMR 수소생산 공정도

고온원자로에서 활용되는 가용열원은 70기압 및 750~950℃의 헬륨가스이고 열을 활용한 후

의 490℃ 이하의 저온의 헬륨가스는 다시 고온원자로로 돌아온다. 따라서 고온가스로에서 생

산하는 헬륨가스의 온도범위는 950~500℃이고 이때 메탄 수증기개질을 위한 열교환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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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50~100℃의 범위로 하는 것이 적정하므로 이러한 온도차를 열교환기의 설계범위로 할 때 

수증기개질의 반응온도는 최대 750℃로 고려되어야 하고 결국 고온가스로를 이용하는 메탄 

수증기개질 시스템의 온도활용 범위는 750~550℃이다.

메탄 수증기개질은 흡열반응으로 메탄의 연소열에 의해 반응열을 공급하게 되는데 이러한 버

너형 반응기는 매우 고가이고 그 크기가 매우 크게 설계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또한, 메탄의 

연소열을 사용하므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크게 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고온가스로를 이

용하여 메탄수증기개질을 수행하고 관련 공정에 스팀 등의 열원을 제공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의 배출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게 되는 신화학공정의 구성이 가능하게 된다.

(3) 수소생산 메탄 수증기 개질기

메탄으로부터 수소생산을 위한 공정은 일반적으로 메탄 수증기개질. 고온 및 저온 수성가스반

응 및 수소분리공정으로 구성된다. 이때 물의 기화열 및 메탄 수증기개질의 열원으로 메탄의 

연소열을 사용하게 되므로 그에 따라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 필요한 에

너지를 고온가스로에서 생산되는 고온열을 이용하여 스팀 및 메탄 수증기개질의 반응열을 제

공하 게 될 때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메탄연소에 

의한 메탄 수증기개질 수소생산의 경우 l) 열전달은 반응기 벽에의해 전달되므로 연소열의 약 

50% 만이 반응열로 활용되고, 2) 연소시 NOx 등의 유해물질 배출과 버너의 사용으로 메탄리

포머의 크기가 매우 크게 되는 등의 단점들이 있다.

최근에는 보다 효율적인 수소생산을 위한 메탄리포밍을 위해 반응분리형태의 시스템이 제안되

고 있다. 이는 생성물인 수소를 제거하여 메탄 수증기개질의 평형전환율을 높이기 위한 시도

로 초기에는 주로 팔라듐 등의 수소분리막을 이용한 반응분리막 시스템을 사용하였으나 최근

에는 OTM-HTM integrated membrane reactor, MAFBR(membrane-assisted fluidized bed 

reactor), CFFBMR (circulating fast fludized-bed membrane reforming) 및 SE-SMR 

(sorption-enhanced methane steam reformer) 등의 반응기 시스템이 제안되고 있다.

(가) OTM-HTM integrated membrane reactor

고온의 air로부터 산소선택적 투과막을 통해 산소를 공급받아 steam reforming에 의해 메탄

을 개질하고 수소선택적 투과막에 의해 수소를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Praxair사에 의해 개발 

중인 시스템이다. 그림 2.3.1-2는 OTM-HTM integrated membrane reactor의 반응원리 

및 개요도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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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2. OTM-HTM integrated membrane reactor

(나) MAFBR (membrane-assisted fluidized bed reactor)

MAFBR반응시스템도 역시 수소분리막을 사용하고 있으며 sweep gas로는 수소와의 분리가 

용이한 steam을 사용하고 있고 메탄 수증기개질은 유동화 반응기를 사용하여 비활성촉매를 

재생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고정형 메탄수증기개질법의 다른 단점인 3) 반응기 압력차를 줄이기 위해 촉매의 입자

가 커지므로 물질전달의 영향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MAFBR반응시스템은 이를 해소

하고, 4) 촉매의 탄소침적이 억제되는 제한된 조건에서의 운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공정이다. 촉매를 유동화한다면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유동화에 의한 수증기개질연구가 수행되고, 상용화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MAFBR

의 개요도는 그림 2.3.1-3에 나타내었다.

그림 2.3.1-3. MAFBR schematic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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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CFFBMR (circulating fast fludized-bed membrane reforming)

CFFBMR 반응기는 OTM-HTM integrated membrane reactor를 일체형으로 하고 반응은 

유동화 반응기를 사용한 것으로 OTM-HTM 및 MAFBR의 개념의 종합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반응기의 개요도는 그림 2.3.1-4와 같다.

그림 2.3.1-4. CFFBMR schematic diagram

수소분리막으로는 팔라듐막을 사용하고 산소분리 막으로는 perovskite 형의 소재막을 사용하

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 SE-SMR (sorption-enhanced methane steam reformer)

SE-SMR 반응기는 메탄 수증기개질반응에서 수소를 제거하기 보다는 반응 생성물인 CO2를 

흡수시켜 제거하여 평형전환율을 높이고 동시에 이산화탄소를 분리 제거하는 개념의 반응기이

다. 유동층반응기를 사용 할 수도 있고 2단계의 고정층 반응기를 사용하는 것도 또한 가능하

다. 이산화탄소 흡수제로는 CaO를 포함하는 고체형 흡수제를 사용하거나 hydrotalcite계열의 

염기성 염올 사용하기도 한다. 이 반응기의 반응온도범위는 450~650℃로 다른 반응기에 비해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운전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개념에 수소의 분리막을 도입한 SE-MSR (soprtion enhanced/ 

membrane-assisted steam reforming) 반응기의 구성 역시 제안되어 있고 그 개념도는 그

림 2.3.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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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5. SE-MSR schematic diagram

이 반응기 형태는 내부적으로 반응물인 CO2를 제거하고 동시에 순수한 수소를 제조하는 반응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경우 메탄 수증기개질의 반응온도를 획기적으로 저감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나 높은 내구성올 갖는 막 및 흡수재 등의 개발이 중요한 기술적 관건이 될 것

이다.

위에 언급된 반응분리기술은 메탄수증기개질의 반응온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고 촉매의 

물질전달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촉매의 탄소침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탄소침적에 

따른 촉매비활성화방지를 위한 반응조건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

으나 고선태성 및 고투과성의 고온분리막의 개발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화학전환용 합성가스 생산을 위한 메탄 수증기개질 

메탄 수증기개질로부터 생산되는 합성가스를 이용하는 대표척인 반응은 메탄올/DME합성, 

GTL, 암모니아 합성 등을 들 수가 있다 메탄 수증기개질은 초기에 ICl에 의해 furnace형태

의 reformer가 개발되었고 Lurgi 및 Topsoe 등도 이러한 설계를 하여 현재 약 70% 의 메

탄올 공장이 이러한 reformer로 운전되고 있다. 그 후 자열반응에 의한 AGHR 의 reformer

가 개발되어 첫 상용화공장이 1998년에 미국에 건설되었다. 그 후 AGHR 과 secondary 

reformer가 결합된 LCM 개념의 reformer가 Synetix(구 ICI)에 의해 개발되었다 [그림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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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6. LCM개념의 AGHR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GTL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산화탄소를 도입하는 개념의 

reformer가 개발 중에 있으며 methanol economy의 개념에 의해 bi-reforming의 기술개

발이 진행 중에 있다. 각 전환공정에 따라 세부적인 공정 및 합성가스의 조성제어 등에는 다

소 차이가 있으나 핵심기술에는 큰 차이가 없다. 합성가스를 전환공정에 사용하는 경우는 미

반응 가스는 순환되므로 메탄수증기개질의 methane slip이 거의 없도록 반응조건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메탄올 합성 시 통상의 메탄 스팀리포머는 800~1000℃ 및 15~20기

압의 반응초건에서 수행하게 되며 구체적으로는 약 850~900℃ 및 10~20기압의 반응조건에

서 수행하게 된다. 예로서, ICI공정의 경우 메탄리포머의 탑상부의 연소기의 용도는 약 110

0℃, 탑하부의 반응기 출구온도는 약 870℃이고 반응압력이 약 10기압에서 운전된다. 이때 

매탄의 전환율은 약 85% 수준에서 공정이 수행된다. 열역학적 전환율은 이 조건에서 약 96% 

의 전환율이 예측되나 실제의 값은 매우 낮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열원으로 

furnace 형태의 연소기를 사용함에 따라 열전 달 효율이 매우 낮기 때문이거나 실제운전시 

반응기 재료의 한계치에 의해 보다 낮은 용도로 운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열원으로 고온가

스로를 활용하는 경우 온도의 제어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 열전달 효율을 furnace형태의 약

50% 대비 열교환기효율인 85% 이상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고온가스로 의 열

원이 최대 850℃이므로 반응기 출구의 온도를 800℃로 추산하는 경우 반응기의 온도를 약 5

기압으로 유지하거나 스팀의 양을 H2O/CH4대비 5.0으로 유지하면 열역학적으로 ICI공정과 

거의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  다만, 실제의 운전 시 열효율의 향상으로 보다 작은 methane 

slip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메탄올합성에서 중요한 변수는 R ratio ((H2-CO2)/(CO+CO2)와 CO2 함량비 

(CO2/(CO2+CO))비이다. 메탄리포머에서의 R ratio는 3.0이므로 1.0의 수소가 과량으로 생산

된다. 따라서 R ratio률 2.0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추가로 도입할 수가 있다. 

이 경우 메탄대비 0.33의 CO2를 도입하면 R ratio가 2.0이 된다. ICl는 이를 위해 두 가지

의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하나는 메탄스팀리포머에 CO2를 도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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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수증기개질에서 생산되는 합성가스에 CO2를 도입하는 것이나 후자의 경우 CO2의 함량비가 

과다하게 많아져 메탄올 합성속도를 많아져 메탄올 합성속도를 매우 저하시킨다. [그림 

2.3.1-7]은 CO2 함량비에 따론 메탄올 수율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3.1-7. Dependency of methanol yield on CO2/(CO2+CO) ratio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메탄스팀리포머의 CO2 함량비가 약 10% 이하로 유지되는 경우 

R ratio가 2.0 일 때 메탄올의 수율이 약 50% 정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CO2의 함량비를 

낮추는 것은 특히 GTL의 경우에 보다 더 중요하게 된다. 메탄올합성의 경우 CO2가 중요한 

반응물이지만 GTL이나 direct DME synthesis 에서는 생성물이므로 CO2는 반응 전에 제거

하는 공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메탄 스팀리포머에 이산화탄소를 도입할 경우 동일한 메탄 전환율을 얻기 위해서는 다소 높은 

반응온도를 필요로 한다. 합성가스에서 최저의 CO2의 함량은 H2O/CH4의 비가 1.0인 경우에 

얻어지게 된다. 따라서 CH4/H2O/CO2의 몰비가 1.0:1.0:0.33의 반응조건에서 촉매의 침적 

없이 상용화규모에서 작동하는 촉매를 개발하는 것은 기존공정의 큰 변화 없이 메탄올의 수율

을 27%이상 향상시키는 공정의 구성을 가능하게 할뿐 아니라 기존공정대비 메탄올 톤당 약 

0.26톤의 이산화탄소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절대 CO2 생산량은 0에 근접함). 특히, 고온

가스로를 사용하여 메탄수증기개질을 구성하고 메탄올 합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메탄올 생산 

톤당 0.27톤의 이산화탄소 처리 하는 전환기술로서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개념적 기술은 기존의 메탄수증기개질에서 생산되는 합성가스에 물을 제거한 후 이산

화탄소를 도입하여 600~800℃의 고온에서 역수성 가스반응을 수행함으로써 또한 동일한 효

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주창되고 있는 녹색성장의 관점 에서 볼 때 메탄리포밍 및 관련 전환기술

의 관점은 이산화탄소를 저감시킬 수 있는 기술의 확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고온가스로의 고온열을 활용하는 메탄수증기개질기술을 활용한 전환공정의 개발은 현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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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을 구현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5) 논문 및 특허 현황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SI 열화학 공정, HTSE 공정, SMR 공정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를 수행하고 있은 분야이며 2009년 이후 매년 천 건이 넘는 논문이 게재되고 있으며 

2009년 대비 2017년 현재 2배 가까운 1,905건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현재 년도별 논문 게재 

현황을 보면 그림 2.3.1-8과 같다. 

그림 2.3.1-8. 년도별 논문 현황 (SMR 공정)

최근의 게재된 논문의 주요 주제는 효율적인 공정 촉매 제안 및 실험 결과, 열 공정 최적화, 

태양열 이용 SMR 공정 경제성 분석 등으로 다양한 주제가 발표되고 있다.

같은 기간의 특허 현황은 그림 2.3.1-9와 같다. 2009년 이후 특허 건수가 증가하였으나, 

2014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2009년부터 누적 특허 건수는 총 6350건으로 

특허 출원은 그림 2.3.1-10과 같이 특허의 80% 이상이 미국에서 출원되어, 특정 국가에 편중

되어 있다.

그림 2.3.1-9. 년도별 각국 특허 현황 (SMR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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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10. 각국 누적 출원 비율 (SMR 공정)

나. 국/내외 SI 기술 개발 현황

SI 열화학 수소 생산 공정은 미국에서 1970년도부터 GA사에서 연구를 시작한 바 있다. 

2000년대 들어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생산 공정 개발을 위해 미국의 SNL과 GA 그리고 프랑

스의 CEA는 I-NERI 공동연구를 통해 100L/h 규모의 폐순환 종합 공정을 건설하였다. 2008

년도에 정상상태 기준으로 최대 운전 압력 5기압으로 50L/h의 수소생산을 약 1시간에 걸쳐 

확인하였다. 하지만 후속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SI 열화학 공정 연구를 2009년에 중단하였

다.[2.3.1-1]

국내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분젠반응과 요오드산 반응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황산 분해 공정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맡아 함께 원자력수소 연구개발을 2000년대 초반부

터 시작하였으며, 2011년부터 준비한 50L/h 규모 SI 열화학 통합 운전 시험 운전엔 한국에

너지기술연구원이 맡아오던 분젠 반응 공정을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이 이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0년 50L/h 규모의 통합 SI 열화학 수소생산 시험시설에서 각 부분 섹션별 시험을 성공적

으로 수행하였으며, 2014년에는 8월말부터 각 섹션별 운전을 시작하여 9월 1일에 가압하에서 

SI 열화학 통합 운전 실험을 시행하여 세계 최초로 정상 상태 도달 이후로 8시간에 걸쳐 운전

을 성공하였다.

중국 INET (Institute of Nuclear Energy Technology)에서는 2009년 대기압하에서 10L/h 

규모로 약 7시간동안 폐순환하에서 통합 SI 열화학 수소생산 시험 운전을 성공하였으며 2014

년에서는 대기압하에서 60L/h의 규모로 86시간 동안 운전에 성공하였다. 향후 연구를 2단계

로 나누어 1단계에서는 Pilot 규모의 SI 열화학 공정 핵심기술을 위한 연구를 2단계에서는 

HTR-10과 수소 생산 플랜트의 연계를 위한 연구로 지속할 예정이다.[2.3.1-2, 2.3.1-3. 

2.3.1-4] 상세한 중국 INET의 SI 열화학 공정 로드맵은 그림 2.3.1-11과 같다. 지난 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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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GIF VHTR/HP PMB 회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에서 HTR-10과의 연계를 염두해두고 개발

해온 SI열화학 공정과 HTSE공정에 대해서 Scale-up 가능성, 연계 기술, 원자력 수소 생산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SI 열화학 공정을 연계시스템으로 잠정 선정하였으며, HTSE 공정은 신

재생에너지원과 연계 계획 중임을 밝혔다.

그림 2.3.1-11. 중국 INET의 SI 열화학 공정 연구 개발 로드맵

일본 JAEA(Japan Atomic Energy Agency) 에서는 2004년 30 L/h 규모 SI 열화학 통합 수

소생산 공정을 대기압상태에서 174시간 동안 정상 상태 운전을 유지하였으며, 2010년부터 산

업 재료 컴포넌트를 활용한 SI 열화학 통합 공정 설비 구축을 수행하여 2016년 2월엔 가압 

10L/h 규모로 8시간 동안 통합 운전 시험을 수행하였고, 같은해 10월엔 가압 20 L/h 규모로 

31시간 동안 수소생산에 성공하였다.[2.3.1-5, 2.3.1-6]. 그림 2.3.1-12의 일본 JAEA의 SI 

열화학 공정 연구개발 로드맵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SI 열화학 공정 연구는 SI 열화학 통

합 공정 설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HTTR과 연계 예정이다.

그림 2.3.1-12. 일본 JAEA의 SI 열화학 공정 연구 개발 로드맵



- 406 -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다양한 열화학 수소 생산 방법[2.3.1-7]이 제시

된바 있으나, 현재는 한국,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한 SI 열화학 수소생산과 캐나다를 중심으

로한 CuCl 열화학 수소생산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SI 열화학 수소생산 기술은 열

원으로 초고온가스로 외에 태양열을 열원으로 연계한 수소생산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다.[2.3.1-8~2.3.1-11] 특히 Christian Sattler 외(2017)는 독일 DLR의 

1000kWth급 태양열 Receiver를 소개하고 그 가능성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SI 열화학 수소생

산 공정은 크게 Section 1 분젠공정, Section 2 황산분해 공정, Section 3 요오드화 수소 

공정으로 나누는데, 각 부분 공정별 연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ection 1 분젠 반응에 대한 연구로 A Shriniwas Rao 외(2015)는 다양한 온도와 압력하에

서 관형 분젠 반응기에서 실험을 수행하여 전체적으로 압력이 증가할수록 분젠 반응이 증가하

고 온도가 증가할수록 분젠 반응이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하였으나, 이를 정량화 하지 못하였

다. 이후 Chenglin Zhou 외(2017)는 압력에 따른 반응 시간별 분젠 반응율의 상관 관계를 

규명하였다. 그 결과 혼합 속도, SO2 압력, I2 농도 및 반응 온도에 따른 상관식을 도출하였

다. Kim, H.S. 외 (2014), (2016) 는 HIx 용액을 이용하여 각각 분젠 반응의 상분리 특성과 

Co-current 반응기내에서의 분젠 특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온도 333K시 SO2/HI/I2/H2O

의 몰비율이 1/1.8-2.0/3.9-4.1/14.8-15.6 범위일 때 SO2 전환율이 높고 분젠 반응의 분리 

성능이 개선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Kim H.S. 외(2013)은 Count-current reactor를 이용한 연속 분젠 반응 실험을 수행

하였는데, 공정 변수는 이산화황 주입 속도, 온도, I2/H2O 몰 비율이다. 실험 결과 이산화황의 

주입 속도는 분젠 반응에 미치는 영향 매우 적으며, 일반적인 시험 조건(353K, I2/H2O 몰 비

율 0.406)하에서 황산상은 H2SO4/H2O/HI가 1/5.30-5.39/0.02-0.04이며 HIx 상은 

HI/I2/H2O/H2SO4가  1/2.81-3.09/5.67-6.40/0.04-0.06의 비율임을 확인하였다.

Zhi Ying 외(2016)은 온도범위 303-353K에서 SO2-H2SO4-H2O 및 I2-HI-H2O 용액의 극

성 측정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Kim, H.S. 외(2017)은 SI 열화학 분젠 반응 공정에서 전도도 

센서를 이용하여 황산상과 HIx상의 전도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기술을 제안하였다. 또한 Kim, 

H.S. 외(2016)에서 분젠 반응내의 공정 변수(압력, 온도, I2, H2O 주입 농도)의 변화에 따른 

가압 분젠 반응의 특성을 확인하여 발표하였다. HIx 용액의 몰비율은 HI/I2/H2O가 

1/1.4-2.9/6.2-12가 사용되었으며, 분젠 반응 및 분젠 생성물의 상분리 성능은 초기 H2O/HI 

몰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Yoon, H.J. 외 (2015)는 기존 분젠 연구가 

혼합 용액을 이용하여 상분리하는데 초점을 둔점에 착안하여, 분젠반응과 상분리 모두를 구현

하였다. 그 결과 분젠 반응은 온도가 낮을수록 요오드 함량이 높을수록 촉진되지만, 생성된 황

산과 요오드화수소가 HIx상에 남기 때문에 상분리는 어려워진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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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2 황산 분해 공정은 촉매 연구 및 공정 시뮬레이션 연구가 다수를 이루었다.

Yangwei Zhang 외(2014)는 온도, SO3/H2O 비, 압력에 따른 SO3 분해비율 효과 연구, 

SO3 변환율은 온도 증가에 급격히 증가하나 물 증가에는 다소 증가하는 형태를 보임을 확인

하였다.Shinji Kubo 외 (2013) 황산상 분위기에서의 세라믹, 내부식금속의 실험을 수행하였

으며, 이 때 시험 온도는 320, 380, 460℃ 이며 압력 2MPa이다. 실험 결과 세라믹 SiC, 

Si-SiC 및 Si3N4가 구조 재료로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Choi, J.S. 외(2015)는 황산분

해 공정에 대한 대기압과 가압(5.0 kgf/cm2) 조건에서 분해 효율을 계산하고 이를 시뮬레이

션 수행하였다. 2D 시뮬레이션 결과 황산 용액의 증발위치는 3단 전열기의 상단부에서 

160mm에서 180mm 사이임을 확인하였고, 리액터 매니폴더의 온도 분포는 약 350K 임을 

확인하였다.

Park J.D. 외 (2013)은 Flash separator, 증류탑 및 분해기로 황산 분해 공정을 구성하고 시

뮬레이션 수행한 결과를 실험 자료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실제 시험 결과와 잘 일치하는 것

을 확인하였고 향후 SI 열화학 공정의 Scale-up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Shin. Y.J. 외 (2014)는 동적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50L/h 규모 수소 생산 실증 공정의 다

단 증류탑의 Start-up 방법 및 설계안을 제시하였다. 공정 시작에서 정상 상태 도달까지 약 

30,000초가 소요되며 증류탑은 5단 증류탑 설계가 최적임을 제시하였다. Hiroki Nuguchi 

외 (2014)는 황산 분해 반응에서 황산상의 열전달 계수가 물과의 몰비율로 0.17에서 0.37 사

이임(heat flux 16.9kW/m2에서 5.6kW/m2) 을 확인하였다.

Section 3 요오드화 수소 공정은 주요 연구 동향은 다음과 같다.

Lufei Xu 외(2016)은 HIx상 정제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작동 모드(배치 작동, 연속 작

동 및 연속 및 불연속 작동의 혼합 모드와 같은) 및 공정 파라미터 (예: 반응 온도, HIx 용액

의 공급 유량 및 스트리핑 가스 N2의 유량 )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HIx 용액의 온도

와 N2 유량의 증가 및 공급 유량의 감소가 H2SO4의 제거에 유리하였으며 정제 공정 중에서 

연속 공정과 배치 공정의 조합이 정제 효율에 최적이라고 주장하였다.

HI 전환율 향상을 위한 연구도 다수 수행이 되었다. Shaojie Xu 외(2017)은 HI 전환율이 전

체 SI 열화학 공정 효율에 영향이 크므로 HI에서 H2 제거 목적으로 카본 멤브레인의 특성 

(투과성, 분리성, 안정성)을 규명하고 HI 전환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카본 멤브레인 반응기의 

적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카본자체의 촉매 활성을 이용하여 HI분해와 H2 분리를 동시

에 할 수 있는 막반응기의 적용을 위한 연구이다. 10시간 가량의 반응 후 SEM으로 확인 결

과 카본멤브레인 표면의 손상을 발견하여 향후 내부식성 향상을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Bharat Bhushan 외 (2017)은 탄탈 멤브레인을 이용하여 Alumina tube에 Ta 금속 2.5um 

두께로 올리고 Pt/Al2O3 촉매로 적용하여 450℃에서 HI 전환율을 기존 22%에서 94.7%로 향

상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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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오드화 수소 분해 촉매에 대한 연구로서 Songzhi Hu 외(2016)는 monometaliic (Pd, PT, 

Ir)과 bimetallic (Pd-Pt, Pd-IR, Pt-Ir) 촉매를 이용하여 HI 분해 촉매 성능을 550℃ 및 

600℃에서 수행하여 Pt-Ir/C가 HI 촉매로서 최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Amit Singhania 외

(2017)은 연소법(Solution-combustion method)로 나노화된 NiO/ZrO2 금속산화물을 제조

하여 500℃~550℃에서 HI 분해촉매로서의 기능을 확인하였으며, Xiangdong Lin 외(2014)

는 금속산화물 지지체에 Ni이 담지된 촉매를 개발하고 있다. Odtsetseg Myagmarjav 외

(2017)는 수소 투과 실리카 멤브레인(직경 10mm지지 튜브)을 개발하고 HI 분해 반응에 11

시간동안 시험을 진행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V.H. Ramos-Sanchez 외(2015)는 Section III

의 기액 상평형 자료가 희소한데 이는 현재까지는 UV spectroscopy를 공정 모니터링 방법으

로 사용중이여서 정확한 공정 측정 여부 확인이 어려운데서 기인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Resonance Raman spectra 및 coherent anti-Stokes Raman spectra 방법을 제시하였

다.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공정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측정한 예시를 보여주고 측정 결과의 

우수성 제시하였다. 

Daocai Li 외(2013)는 Pt Rh/C, Pt Pd/C 이원 금속 촉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Laijun Wang 외(2013)은 active carbon, carbon molecular sieve, carbon nanotubes 

그리고 graphite 등 탄소의 형태에 따라 지지체를 달리한 백금 촉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Pt/AC , Pt/CNT > Pt/CMS > Pt/GR의 순으로 활성도가 좋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SI 열화학 공정의 전체 효율 관련 연구도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J.E. Murphy (2012)

는 반응 증류를 이용한 SI 열화학 공정 효율을 에너지 회수 및 최근에 개발한 열역학적 특성 

모델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선행 flowsheet에서 여러 차이 환류비 단수 스트리핑 및 정류수 

등을 변수로 하여 전형적인 입구 조건 증류탑의 압력을 최적화를 통해 밝혔다. 반응 증류를 

채택한 HI 분해 공정에서 140 mol/mol-H2의 입구 유량에 대하여 367 kJ/mol-H2 의 에너

지가 요구되었다. 최적의 반응 중류탑은 12 bar, 8단 정류탑층, 2단 환류층에 0.75의 환류비

를 가진다. heat pump를 사용하기 때문에 inlet flow rate의 증가는 전체 공정 효율을 떨어

뜨리고 41.5 % 효율이 계산되었다. 

Saeed Dehghani 와 Sayyaadi Hosenyn(2013)은 SI 열화학 공정중 분젠 반응에 대한 물질

적/화학적 exergy 및 에너지 계산을 하였으며 반응기와 열 교환기가 증가할수록 효율이 급격

하게 감소하지만, 반응 온도를 상승하여 Exergy 감소를 낮출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Lazaro Garcia (2013)는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SI 열화학 공정 효율을 검토하였는데 HIx의 

물 함량이 분젠 반응에서 생산되는 HI와 황산상의 흐름속도에 영향을 미치며 QH2SO4 = 92 

kg/h and QHI = 238 kg/h 의 중량 흐름 속도가 최대 값임을 주장하였다. 분젠 반응의 전환 

유릉 분젠 반응기의 열 흐름에 의존하며 heat flow가 7.5e4 kJ/h일 때 최대 91% 전환율이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SI 열화학 공정의 공정 효율 및 공정의 환경 영향 평가에 관한 발표도 다수 있었다. Po-J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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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et al는 VHTR과 연계된 SI 열화학 공정에서 heat recovery 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William C. Lattin과 Vivek P. Utgikar (2009)는 LCA(the life cycle analysis) 방법을 적

용하여 SI 열화학 공정 전체에 대한 지구 온난화의 영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온난화  

잠재력 (Global Warming Potential, GWP)이 수소 1킬로 그램당 2500그램의 CO2 온난화 

잠재력을 지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SMR (Steam Methane Reforming) 공정이 지닌 

온난화 잠재력 값의 천연가스 6분의 1 수준이다. Mario R. Giraldi 외 (2012)는 LCA 방법

을 적용하여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송 부분의 대량 수소 공급원으로 바이오매스, 재생에너지 

등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온실가스 방출로 인한 환경 영향을 고려하였을 때 미래 에너지원으

로 원자력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논문 게재 현황을 살펴보면 키워드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3.1-13과 그림 2.3.1-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SI 열화학 공정에 대한 연구가 HTGR 연계보다

는 고온태양열을 연계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SI 열화학 공정 연

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한, 중, 일을 중심으로 특허 현황을 보면 그림 2.3.1-15와 같이 매

년 3건~5건 수준으로 특허가 출원되고 있으며, 매년 400건~800건 수준인 SMR 공정과 30

건~110건 수준인 HTSE 공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원 건수가 적다. 단순 특허 출원 건수로만 

비교했을 경우 SMR 공정, HTSE 공정, SI 열화학 공정의 순으로 연구가 활발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3.1-13. 년도별 논문 현황 (키워드 HTGR, Sulfur-iodine)

그림 2.3.1-14. 년도별 논문 현황 (키워드 Solar, Sulfur-iod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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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15. 특허 현황 (SI 열화학 공정)

다. 국/내외 HTSE 기술 개발 현황 

국내에서는 2003년 이후로 고온수전해 관련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최근까지 수행되었거나 수

행중인 연구들에 대해 표 2.3.1-1에 주요 실증 연구 중심으로 나타내었다. 주로 에너지기술연

구원을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2016년 이전까지는 평판형과 관형의 장점을 취한 평관

형 고온수전해셀에 관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2016년 이후에는 평판형 고온수전해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표 2.3.1-1. 고온수전해 실증 관련 연구

과제 제목 과제 기간 과제 참여 기관

고효율 수전해 수소제조 기술개발 2006 - 2009
에너지 기술 연구원, 고등기술연구원,  

경일대, 포항공대

원자력 이용 고온 전기분해 수소생산기술(I) 2009 - 2011 전력연구원

고온형(850℃) 수전해 수소제조 기술개발 2009 - 2013
에너지 기술 연구원, 고등기술 연구원, 

포항공대, 전남대, NIMS

고효율 수소제조용 SOEC 전극  소재 및 

내구성 향상연구
2014 - 2016 에너지 기술 연구원

다부처 신재생 하이브리드 이용 미래 에너

지 저장 기술 개발
2016 - 2021 에너지 기술 연구원, RIST

전력연구원은 그림 2.3.1-16에 나타나듯이 2009년에 연료극 지지체형의 평판형 수전해 스택

을 제작하고 750℃에서 실증실험을 수행하였다[2.3.1-41]. Cathode는 Ni-Yittria Stabilized 

Zirconia(YSZ) cermet, 전해질로는 이트리아가 안정화된 지르코니아(YSZ)가, anode의 전극

소재로 La0.6Sr0.4Co0.2Fe0.8O3-δ(LSCF)가 사용되었으며 10×10 ㎠의 단면적을 지닌 5셀을 적

층하여 스택을 구성하였고 2664시간 동안 연속 운전을 통해 시간당 48L의 수소 생산량을 얻

을 수 있었다. 24A로 전류를 인가할 때 2009년도 기준으로 8.8 %/1000 hr의 열화속도를 얻

었으며 최대 전류 효율은 80.9% 였으나 2011년 운전시 10개의 셀로 구성된 스택에 대해 



- 411 -

3300 시간 운전 결과를 얻었다. 스택 운전초기에 상당한 성능 저하가 관찰되었으며 전류밀도

가 높아질수록 열화율이 상승한다는 현상이 보고되었다[2.3.1-41].

그림 2.3.1-16. 5셀 기반 평판형 수전해스택

그림 2.3.1-17. 평판형 수전해셀 성능 지표 (좌 : 수소 및 전류 효율, 우: 열화율 및 전류 효율)

에너지기술연구원은 2006년부터 전해 스택의 효율 향상 및 내구성 증진을 위해 기존에 사용

되던 평판형(flat) 구조와 관형(tubular) 구조의 장점을 취한 평관형 구조(그림 2.3.1-18)가 채

택된 전해스택을 설계하였다. Cathode에 물-수증기 혼합기체가 통과할 수 있도록 사각형의 

유로가 형성되어 있으며 기체는 매니폴드를 통해 주입 또는 배출되며 전해셀의 양 끝이 밀봉

되어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전체적으로는 음극 지지형 전해셀 구조로 되어 있으며 cathode 

전극 소재로는 Ni-YSZ가, anode로는 Lanthanum strontium maganite(LSM)-YSZ/LSM이, 

전해질로는 Sc-stabilized Zirconia(ScSz) 또는 LSM이 사용되었다. 3개의 전해셀로 구성된 

스택을 제작하였으며 시간당 6L 를 생산할 수 있는 장치를 제작하였고 시간당 30L 규모로 수

소생산이 가능한 스택 설계 자료를 확보하였다[2.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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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18. 평관형 수전해셀 구조 (좌 : 전면, 우: 측면)

2006년에 제안된 평관형 셀을 이용하여 2009년부터는 단위셀과 스택에 대한 실증 운전을 수

행하였다[2.3.1-43]. 단위셀에 대해서 초기 열화를 제어하여 기존 75%/1000 hr의 열화속도

를 약 3 %/1000 hr로 감소시킬 수 있었으며 전극면적이 3×10 ㎠인 경우 800℃에서는 시간

당 7.2L, 850℃에서는 9L의 수소생산속도를 얻을 수 있었다. 셀의 수소생산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 대면적 30 ㎠ 을 90 ㎠으로 확장시켜 실험을 수행하였으나 소폭 상승한 수소생산

량값을 얻게 되었는데 이는 전류 인가용 분전판의 저항이 어느 정도 큰 값을 차지하기 때문에 

셀의 단위면적 향상으로 인하여 감소된 셀 저항값이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3.1-19. 평관형 수전해 장치

3개의 셀로 구성된 스택에 대해 97.6%의 전류 효율값을 얻었으며 10개의 셀로 구성된 스택

을 2000 시간동안 운전하여 장기 안정성 평가를 완료하였고 20개로 구성된 스택 운전시 그림 

2.3.1-20에 나타나듯이 800℃에서 시간당 100L의 수소생산량과 850℃에서 200L의 수소생산

량 운전자료를 얻었으며 30개의 단위셀로 구성된 스택을 제작, 시간당 350L 수소생산 스택 

제작 기술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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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20. 평관형 20셀 구성 스택 운전 자료

기존의 10셀로 구성된 스택 운전시 약 250에서 300 시간정도 경과했을 때 상당한 열화율 및 

지속적인 성능 감소가 관찰되어 내구성 증진에 대한 필요가 대두되어 2014년부터는 anode의 

소재를 기존의 LSM에서 Lanthanum Strontium Cobalt Ferrite(LSCF)로 변경하고 하우징 

개선을 통해 운전전압 1.25V에서 4% /1000 hr 이하로 열화율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2.3.1-44]. 750 ℃에서 실증 운전한 결과 3셀로 구성된 스택에 대해서는 운전전압 3.75V에

서 600 시간 운전시 2.2%/1000 hr의 열화속도를 얻었으며 이 자료를 기반으로 추정하면 약 

3.2 %/1000 hr의 값이 얻어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5셀로 구성된 스택 운전시 운전전압 

3.75V에서 2.99%/1000 hr의 열화속도가 얻어졌다. 집전용 금속 내부에서의 유로 형성을 통

해 가스 주입 유로를 개선하여 5셀로 구성된 스택의 성능 편차 개선 기술을 확보하기도 하였

는데 전체적인 기술개발 관점에서 약 TRL 4단계인 lab-scale 시제품 개발 단계에 도달한 것

으로 판단된다.

그림 2.3.1-21. 평관형 스택기반 수전해 장치 (좌 : 20셀 구성 스택 우: 운전 데이터)

앞의 연구가 주로 단위셀 혹은 스택 제작을 통한 수소 생산 실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2016년부터는 다부처 공동기획 연구사업중 일환인 신재생 하이브리드 이용 미래 에너지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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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과제를 통해 대용량 수소 생산 실증 기술을 확보하고자 하였다[2.3.1-45]. 폐기물 연소

열을 이용하여 생산된 고온의 스팀과 풍력이나 태양열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자원에서 공급되

는 잉여 전기로부터 수소를 생산하며 전력이 필요할 때 저장된 수소를 연소시켜 전력 생산이 

가능한 양방향 수전해시스템을 개발하고 스택 모듈 용량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

방향 고온 수전해-연료전지 스택 운전기술 개발은 포항산업 연구원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기 

개발된 1 kW급 평판형 양방향 스택의 에너지기술연구원 평가시스템으로의 공급 및 스택 구성

요소의 평가사이트로의 운송, 조립 및 적층을 담당하였다. 평가 시스템 상에서 연료전지/수전

해 모드에서도 성공적으로 운전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연료전지 모드에서는 1kW 이상 출력

과 40%의 발전효율을 달성하였고 수전해 모드에서는 평균 전압 1.05V에서 (전류밀도 0.4 A/

㎠에 해당) 45%의 스팀 이용률을 달성한 것으로 보고되었다[2.3.1-46].

울산과기원, 에너지기술연구원 및 숙명여대는 공동 연구를 통해 기존의 고체 전해질 대신 혼

합 이온 전도성 전해질이 사용된 하이브리드 고체 산화물 수전해전지를 개발하였다[2.3.1-47]. 

기존의 수전해전지의 전해질은 산소전도성 또는 양성자 전도성 특성을 지녀 단일 이온을 통과

시켰으나 개발된 수전해전지는 혼합 이온 전도성 전해질을 사용하여 산소음이온과 수소양이온

이 동시에 통과할 수 있으며 이중층 페로브스카이트를 통해 전극 성능이 향상되었고 양 전극

에서 물분해가 동시에 발생되어 해당전압에서의 전류 밀도 상승으로 인해 수소 생산량이 증가

될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닌다. 700℃ 및 1.5 V에서 단위면적 1 ㎠ 수전해셀에 대해 시간당 

1.9L 수소생산량을 얻었으며 이 값은 기존 최고 효율의 수전해전지보다 4배 높은 생산량을 

나타낸다.

그림 2.3.1-22. 하이브리드 고체산화물 수전해전지 작동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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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23. 하이브리드 고체산화물 수전해전지 전류-전압 곡선

국외에서의 고온수전해셀 연구는 여러 분야에서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로 상용화를 

포함하는 실증 사례와 장기운전성 및 수소생산량 증대에서 주목할만한 성과를 보여준 사례들

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현재 상용화된 제품으로는 독일 sunfire사의 hylink 모델

[2.3.1-48]이 유일한데 표 2.3.1-2에 장치 성능에 관한 제원을 나타내었다. 이 제품은  150 

℃, 3 barg로 주어지는 스팀을 이용하여 시간당 40 N㎥의 속도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으며 

현재 독일의 잘츠기터에 시간당 40 N㎥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150kW급 수전해 모듈이 

설치되어 있고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는 시간당 50 N㎥로 수소생산이 가능한 200 kW급 모

듈이 설치되어 있다.

그림 2.3.1-24. Hylink 40 모델(좌) 및 시제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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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2. Sunfire-Hylink HL40 제품 사양 [2.3.1-48]

Rated electrical powerAC 150 kW

Load variation (H2 output) 0% ... 125%

Electric efficiencyAC based on LHV 82%

Specific electric energyAC 3.7 kWh/N㎥

H2 production 40 N㎥/h

H2 pressure (after compression) 10 barg

H2 purity (after gas cleaning) 99.999 Vol.-%

Steam input
Saturated steam: 150℃; 3barg; 

Mass Flow : 40 kg/h

덴마크공대와 합작하여 HALDER TOPSOE[2.3.1-49]사는 바이오가스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수소 생산 모듈을 그림 2.3.1-25와 같이 제작하였다. 전해셀 구성요소들의 소재 및 지지체 형

태에 변화를 주어 수소 생산 가능 온도를 1000℃에서 더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실험적으

로 입증하였고 장치는 각각 75개의 셀이 적층된 8개의 스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력소모량은 

50 kW이고 시간당 약 16.3 N㎥의 속도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그림 2.3.1-25. HALDER-TOPSOE 제작 수소 생산 모듈

캐나다의 Fuelcell energy는 수전해셀 관련 기술 개발에서 수소 생산량 증가 및 스택 제작에 

이르는 여러 분야에서 향상된 성과를 보여주었다. 전해셀의 대면적을 증대시키면 이론적으로

는 수소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대면적이 증대된 kW급 수전해전지 스택을 제작하여 성능시

험을 수행하였다[2.3.1-50]. 대면적 550 ㎠의 평판형 수전해셀을 제작하고 약 900 시간동안 

수전해 실험을 수행한 결과 시간당 약 45 g의 수소생산량을 얻을 수 있었으며 1000 시간 기

준으로 33 mV의 전압이 상승하게 되어 약 3%에 해당하는 성능저하가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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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26. 증대된 대면적셀 이용 수전해 운전 실증 자료

주어진 운전전압에서 전류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High power density (HiPod) SOEC를 

개발하였다[2.3.1-51]. 비용이 적게 드는 기존의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소재들에 

대해 이들의 미세조직을 변경하여 cathode 전극의 기공을 감소시키고 니켈 산화물 함량을 증

가시켜 800 ℃ 및 운전전압 1.67 V에서 약 6 A/㎠ 라는 높은 수치의 전류 밀도를 얻을 수 

있음을 보였으며  800 ℃에서의 열중립조건에서도 약 3.5 A/㎠의 높은 전류밀도가 얻어질 

수 있었다.

그림 2.3.1-27. HiPod 수전해셀 성능 자료

Fuelcell energy는 자사가 개발한 기존의 연료전지 구축에 채택된 Compact SOFC 

Architecture(CSA)구조를 수전해전지에 채택하였다[2.3.1-52]. 2018년 기준 기술 수준으로 

스택에 45개 셀을 적층할 수 있으며 스택당 전력 소모량은 4.7 kW이고  전류밀도 1 A/㎠에

서 시간당 약 1.534m3으로 수소생산이 가능한 정도로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중기적으

로는 150개의 셀을, 장기적으로는 350개의 셀로 스택을 제작하는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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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28. HiPod 기반 수소 생산 모듈

독일에 위치한 유럽 에너지 연구소(EIFER)는 수전해셀의 장기운전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결

과를 보여주었다. 2010년과 11년에는 FZ Julich에서 제공된 셀을 사용하여 775  781℃, 고

전류밀도로 간주할 수 있는 1.0 A/㎠에서 9300 시간동안 운전한 성능 자료를 제시하였다

[2.3.1-53, 2.3.1-54]. 전체적으로 1000시간동안 3.1%의 열화율을 보여주었으나 중간에 발생

한 사고를 제외할 때는 1.4%의 양호한 열화율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2013년에서 2016

년 사이에는 Kerafol에서 제공된 전해질 지지구조의 원형 셀을 사용하여 0.9 A/㎠에서 약 

2.5년에 해당하는 20000 시간동안 운전하여 제작된 수전해셀의 장기운전이 가능함을 입증하

였다. 이 값은 전해질 지지구조의 셀에서 얻어진 전류밀도중에 가장 큰 값이며 전체적인 열화

율은 1000시간 기준으로 0.57%에 해당하였고 장기운전 종료후 셀을 해체하였을 때 열화로 

인한 박리 현상들은 관찰되지 않았다[2.3.1-55].

그림 2.3.1-29. Eifer 장기운전 실증 실험 (좌 : 연료극 지지체형 수전해전지 적용 우 : 전해질 

지지체형 수전해전지 적용)

미국의 경우 INL과 SRNL, NREL등이 포함된 6개의 국립연구소가 합작하여 추진하고 있는 

HydroGEN 프로젝트를 통해 수전해셀이 제작, 실증실험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 419 -

[2.3.1-56]. 전력공급원으로 원자로 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에서 주어지는 전력까지도 고려

하여 수소 생산할 수 있도록 공정을 구성하였으며 2012년 기준으로 4 kw급의 스택을 제작, 

실증실험을 수행하였고 2018년 기준으로는 OxEON Energy에서 제공되는 스택을 이용하여 

25 kW급 시험 설비를 제작하여 실증실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3.1-57].

그림 2.3.1-30. INL 제작 고온수전해 장치 (좌 : 4 kW급 스택, 우 : 25 kW급 설비)

Laurencin 과 Mougin[2.3.1-58]은 표 2.3.1-3에 주어진 것처럼 2015년에 고온수전해 기술

개발 관련 로드맵을 제시한바 있다. 이 로드맵에 의하면 시간 경과에 따라 운전가능온도는 

950℃ 에서 600℃까지 낮아져야 하며 운전 압력은 최소 1 bar에서 100 bar정도까지 가능해

야 하고 셀의 열화속도는 전류밀도 1 A/㎠에서 0.1%/1000h 이하로 낮아져야 하며 내구성은 

100000 시간 즉 10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요건들이 제시되었다. 현재 스택은 아니지만 단

위셀의 경우 25000 시간동안 운전 실증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고 전류밀도도 6 A/㎠까지 확

보 가능한 연구들이 보고됨에 따라 고체산화물 기반 고온수전해 공정을 위한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은 실현가능한 것으로 예상된다.

표 2.3.1-3. 고온수전해 공정 성능향상을 위한 로드맵

Property State-of-the-art
Target 

2020-2030
Ultimate goal

Operating temperature(℃) 800-950 700-800 600-700
Operating pressure(bar) 1-5 1-30 1-100

Operating current density(A/㎠) 0-0.5 0-1 0-2
Area specific resistance(Ω/㎠) 0.3-0.6 0.2-0.3 -

Enthalpy efficiency 100% at 0.5 A/㎠ 100% at 1 A/㎠ 100% at 2 /A/㎠

Cell voltage degradation (@1A/㎠) >10%/1000h <1%/1000h <0.1%/1000h

Durability(h) 103 104 105
Load cycles Unknown 0-100 0-100

Start-up time(h) Unknown 10000 >10000
Shutdown time Few hours Few minutes Few minutes

Start-up/shutdown cycles <10 100 1000
Production capacity (kg/h) <1( 10N㎥/h) 10( 100N㎥/h) 100( 1000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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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HTSE 비정상 상태 모사

(1) 기존 1차원 기반 고온 수전해 모델

1차원 기반 고온 수전해모델은 수전해셀을 그림 2.3.1-31과 같이 물과 수소가 통과하는 

cathode와 발생한 산소 및 주입 공기가 배출되는 anode, 고체 세라믹 전해질로 구성된 

solid structure와 각 전해셀들을 연결시켜주는 연결재들의 조립체로 간주한다. 각 전극으로 

주입되는 기체흐름들은 같은 방향을 가지거나(co-flow configuration) 반대 방향을 가질 수

도 있다.(counter-flow configuration). Udagawa에 의해 제안된 1차원 기반 고온 수전해 

모델은[2.3.1-59] Aguiar이 제안한 1차원 고체연료전지 모델[2.3.1-60]을 수정하여 제안되었

으며 수전해셀은 cathode 지지셀 구조를 가진다고 가정하였고 전체적으로 평면(planar) 형태

를 가지며 폭 W(m)와 길이 L(m) 그리고 높이 H(m)의 치수를 가지며 셀 운전은 co-flow 조

건에서 수행된다고 가정한다. 이 모델은 크게 셀의 온도, 기체 조성, 평균 전류 밀도에 의존하

는 전위(electrical potential)와 셀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에 적용되는 에너지 및 물질 수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3.1-31. 1차원 기반 수전해모델 셀 개략도(Co-Flow 조건)

(가) Electrochemical model

전극들이 좋은 전기 전도성을 가진다고 가정하면 길이 방향에 따른 전위는 모두 일정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전위는 식 (2.3.1-1)과 같이 크게 가역 전위(reversible potential)와 

비가역 전위(irreversible potential)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비가역 전위는 저항전압손실

(ohmic losses), 활성화과전위(activation overpotential), 농도과전위(concentration 

overpotential)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중 과전위들은 각각 anode와 cathode에서의 

값으로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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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1)

여기서 U 는 셀의 전위를 나타내며 x는 cathode 입구 기준으로 길이방향 거리를 나타낸다. 

가역 전위는 주어진 온도와 가스 조성 그리고 x에서 특정 전해셀 위치에서 물분자를 분해하는

데 필요한 최소 전위에 해당되며 이 값은 Nernst 식에 의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2.3.1-2)

U0는 활동도가 1일 때 해당하는 표준전위를 의미하며 Ts(x)는 x에서의 solid structure에서의 

온도를 나타내고 Ci는 i 기체성분의 농도를 의미하며 초기 유입농도는 이상기체 법칙에 의해 

얻어질 수 있고 PO2는 anode 기체에서의 산소 분압을 나타낸다. F는 패러다이 상수로 96500 

C/mol로 정의되며 R은 기체상수를 의미한다. 표준전위 U0는 구성성분의 표준 생성 Gibbs 

에너지로부터 얻을 수 있다.

저항전압손실은 전해셀 구성요소들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접촉 저항뿐만 아니라 전해질을 통과

하는 이온 및 전극과 연결재를 통과하는 전자들의 전도에 대한 저항에서 기인한다. 저항전압

손실은 식 (2.3.1-3)과 같이 거리에 의존하는 국부전류밀도 j(x)에 비례하며 전체저항값은 식 

(2.3.1-4)와 같이 solid structure를 구성하는 각 구성요소들의 합으로 나타나며 전극에서의 

전도도는 셀전체에 대해 동일한 값을 가지나 전해질에서의 전도도는 국부 온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간주된다.

                             (2.3.1-3)

                     


  





(2.3.1-4)

농도과전압은 물분해반응에 관여하는 기체 성분들의 물질 전달이 제한 요소가 될 때 발생한

다. 전해질과 전극 사이의 경계면 중에서 전해질과 다공성 전극 그리고 가스 성분이 공통적으

로 만나는 경계를 삼상 경계 영역(triple phase boundaries, TPBs)라고 정의되는데 이 영역

에서 물은 분해되고 수소와 산소가 생성된다. 다공성 전극에서는 각 성분들의 농도구배가 발

달될 수 있으며 이러한 농도구배들은 TPBs에서의 실제 가역 전위를 발생시켜 농도과전압을 

발생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며 아래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2.3.1-5)

위 식은 cathode와 anode에서의 bulk 농도에서 계산되는 가역 전위이므로 위 식에서 식 

(2.3.1-2)를 빼면 농도과전압이 아래와 같이 얻어진다.

                
 






  



 
  





 





 
 
 


 (2.3.1-6)

얻어진 농도과전압은 아래 식들과 같이 각각 cathode와 anode의 기여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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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anode를 통과하는 기체가 순수한 산소인 경우에는 anode로 인한 농도과전압은 발생하

지 않게 된다.

                       
 






  



 
  




 (2.3.1-7)

                         
 





  
 
  


 (2.3.1-8)

Ta(x)는 x에서 anode에서의 온도를 나타내며 농도과전압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TPBs에서의 농

도값들이 필요한데 수소와 물의 경우 동일한 몰수로 생성 및 제거되므로 SOFC에서의 물질 

확산 활동도를 나타내는 방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게 된다.

                         
    


 (2.3.1-9)

                         
     


 (2.3.1-10)

여기서 Deff,cathode는 cathode에서 물-수소 혼합기체의 평균 유효 확산 계수를 나타내며     τ

cathode는 cathode의 두께를 의미한다. Anode로 air가 주입될 때의 식 (2.3.1-8)로 주어지는 

농도과전압을 계산하기 위한 TPBs에서의 산소 농도는 아래 식과 같이 주어지는데 τanode는 

anode의 두께를, Deff,anode는 anode에서 질소-산소 혼합기체의 평균 유효 확산 계수를 나타낸

다.

        
     exp




    

 


 (2.3.1-11)

활성화과전위는 물분해반응의 화학속도와 관련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Butler-Volmer 식에 

의해 결정되는데 TPBs와 bulk 흐름사이의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확장된 형태의 

Butler-Volmer 식이 사용된다.

                 

 







 
 

  





  

 







 
 

  





(2.3.1-12)

                  exp




 
 

  





 

 







 
 

 





(2.3.1-13)

새롭게 도입된 α는 보편적으로 0.5라는 값을 가지며 이 값에 대해서는 cathode와 anode에

서의 활성화과전위는 해석적으로 얻어지게 된다. j0,cathode와 j0,anode는 cathode와 anode에서의 

교환 전류 밀도를 나타내며 지수 앞자리인자인 kelectrode와 활성화에너지 Eelectrode의 함수로 아래

와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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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




 

 


 (2.3.1-14)

(나) Mass and Energy balances

물분해가 일어날 때 cathode와 anode에서는 각각 생성된 수소와 산소로 인해 농도가 변하게 

된다. 길이방향 x에 따른 물분해 반응정도가 달라지므로 이때의 농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아

래와 같이 cathode와 anode에서의 물질수지 및 셀의 입구 농도로 주어지는 경계조건들이 필

요하다. 

                







   (2.3.1-15)

                 







  (2.3.1-16)

                      


 (2.3.1-17)

                      


(2.3.1-18)

hc와 ha는 cathode와 anode 유로(channel)의 높이를 의미하며 uc와 ua는 cathode와 

anode에서 각각의 혼합기체들의 평균 유속을 나타내며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Cathode에서는 

소모되는 물분자만큼 수소분자가 생성되므로 위와 같은 가정은 타당하지만 cathode에서 생성

된 산소는 전해질을 통과하여 anode로 주입되므로 anode에서 이러한 가정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anode로 주입되는 air의 비율이 작을수록 실제와 가정사이의 차이는 커지게 된다 

[2.3.1-61]. R(x)은 전류 효율 100% 가정하에서 패러다이 법칙을 통해 국부 전류 밀도로 나

타나는 반응 속도를 의미한다. 이 유속들은 평균 전류 밀도, jave, 와 스팀 이용률 S가 주어지

면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2.3.1-19)

                        




 
 


(2.3.1-20)

여기서 P는 셀의 운전전압을 의미하며 ψ는 air ratio를 나타내는데 발생한 산소양 대비 주입

된 air 기체내 존재하는 산소양의 비로 정의되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2.3.1-21)

 수전해셀 내 x에 따른 각 구성요소에서의 온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각 구성요소에서의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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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수지식이 주어져야 한다. Cathode와 anode에서의 에너지 수지식은 각 전극 유로를 지나

가는 기체 흐름에 동반되는 에너지와 해당 전극을 통과하는 기체와 인접한 구성요소들 사이의 

대류에 의한 열속으로 구성되며 각각 식 (2.3.1-22)와 (2.3.1-23)으로 나타낼 수 있다.

                  

 


 


 

 


  

(2.3.1-22)

                   







 

 


 

(2.3.1-23)

ρ와 cp는 해당 구성요소의 밀도와 열용량을 의미하며 x에 따라 다른값을 가질 수 있지만 평균

값으로 정의되며 kc와 ka는 cathode와 anode에서의 대류 열전달계수를 나타내는데 일정 

Nusselt number 가정과 셀의 형태에서 주어지는 hydraulic diameter 및 열전도도를 통해 

다음과 같이 얻어지게 된다.

                        


  


(2.3.1-24)

                       


  


(2.3.1-25)

Anode와 cathode를 통과하는 기체의 열전도도 λc와 λa는 해당 기체들이 각각 N2-O2 및 

H2O-H2 혼합물이고 x에 따라 조성과 온도가 변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Wassiljewa가 제안한 

혼합열전도도 실험식[2.3.1-62]을 통해 얻는다.

                                
  






  






(2.3.1-26)

λm과 λi는 혼합물의 열전도도이며 상수 Aij는 i = j일 때는 1이지만 다를 때는 분자량과 순수

성분의 열전도도의 함수로 주어지는 다음과 같은 실험식을 통해 구하게 된다[2.3.1-62].

                            







 


(2.3.1-27)

연결재와 solid structure의 에너지 수지식에서는 Fourier의 법칙에 근거한 전도

(conduction)에 의한 열전달과 solid structure와 연결재 사이에 발생하는 복사에 의한 열교

환이 포함되며 solid structure에서는 물분해 반응으로 인한 에너지 변화가 수반된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한 에너지 수지식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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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8)

                  

  





  


 

 


 

 

 





  
 

  




 


  

(2.3.1-29)

σ는 Boltzman 상수값을 나타내며 H는 반응엔탈피, Uave는 운전전압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계산에 필요한 경계조건들과 초기조건들은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2.3.1-30)

                      

 


  (2.3.1-31)

                           
 (2.3.1-32)

                           
 (2.3.1-33)

(다) Counter-flow case

Udagawa에 의해 제안된 모델은 기본적으로는 co-flow configuration을 따르나 

counter-flow configuration에서의 계산에 사용될 수 있다. Anode에서의 기체가 cathode

에서의 기체와 반대방향으로 흐른다고 가정하면 co-flow에서의 구성방정식들 중에서 anode

에서의 물질수지와 에너지 수지 및 경계조건들은 아래와 같이 바뀌게 된다[2.3.1-63]. 

                     







   (2.3.1-34)

                      
 (2.3.1-35)

   







  


  (2.3.1-36)

                       
 (2.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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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32. 1차원 기반 수전해모델 셀 개략도(Counter-Flow 조건)

(라) Solution strategy

1차원 수전해셀 모델을 이용하여 정적 또는 동적 계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electrochemical 

model과 물질수지식 및 에너지수지식 계산에 필요한 물성정보들이 주어져야하지만 길이 x에 

따른 국부 전류 밀도 j(x)값과 운전 전압값도 주어져야 한다. 이 값들은 다음과 같은 식을 만

족시켜야 하므로 내부적으로 결정되어 진다.

                             






 (2.3.1-38)

위 식은 운전전압은 계산된 전류밀도가 주어진 평균전류밀도와 같을 때 결정된다는 것을 나타

낸다. 식 (2.3.1-38)의 제한조건을 고려하면 Kang등이 제시한 방법에 의해 정적 또는 동적 

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2.3.1-64, 2.3.1-65]. 정적 계산의 경우 아래 절차를 따른다.

   1) 평균 전류 밀도를 포함하는 유입 기체 조건들 (유입 기체 유량, 몰분율, 각 전극에서의 

온도들) 및 초기 조건들 (각 구간에서의 성분에 따른 몰분율 분포 및 양극, 음극, solid 

structure에서의 온도들)을 명시한다.

   2) 수전해셀의 길이 L을 n개의 구간으로 나눈다.

   3) 주어진 초기조건에 대해 먼저 electrochemical model을 이용하여 식 (2.3.1-38)을 만

족시키는 Uave값과 각 구간에서의 국부 전류 밀도인 j(x) 값을 얻는다

   4) 이 값들에 대해 물질 수지식과 에너지 수지식으로 구성된 상미분 방정식(정상상태에서

는 시간에 대한 미분항이 없어지므로) 및 대수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구한다.

   5) 얻어진 해를 사용하여 다시 3)의 절차를 수행한다. 각 단계에서 구한 해의 차이가 일정 

오차를 만족하면 계산을 종료한다.

동적 계산의 경우 단계 4)에서 상미분 방정식이 편미분 방정식으로 바뀌는 것과 이 편미분 방

정식의 x에 대한 미분항이 method of line방법을 통해 1차 미분항은 first-order upwind로 

2차 미분항은 second-order central difference로의 변환이 수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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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델 개선

앞에서 제시된 모델은 anode에서의 유속이 일정하다는 가정에 기반하므로 실제적인 물리적 

현상, 즉 물분해반응으로 생성된 산소가 전해질을 거쳐 anode를 통과하는 기체에 축적되어 

결과적으로 anode에서 배출되는 기체 유속이 유입 기체 대비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없

다. Air ratio값이 클수록 anode 유입 기체의 유량 및 유속이 발생 산소 대비 커지게 되어 

일정 유속 가정이 타당하나 air ratio값이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발생 산소의 양이 anode 통

과 기체의 상당수를 차지하게 되므로 anode에서 길이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유속을 고려해야 

한다. Anode 통과 기체의 선속도 ua가 x에 의존한다고 가정하면 co-flow 조건에서 anode에

서의 물질 수지식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2.3.1-39)

Tanaka[2.3.1-65]등에 따르면 시간에 대한 ua(x)의 편미분 항은 anode에서의 continuity를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3.1-40)

이 식을 대입하면 물질수지식은 아래와 같다.

         










   (2.3.1-41)

Counter-flow의 경우 cathode의 길이방향 증가에 따라 anode의 유속은 감소하게 되므로 

식 (2.3.1-40)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2.3.1-42)

위 식을 사용하면 counter-flow의 물질 수지식은 다음과 같이 얻어지게 된다.

                










   (2.3.1-43)

개선된 모델을 이용하여 정적 및 동적 계산을 수행할 때 co-flow의 경우 식(2.3.1-40)이, 

counter-flow의 경우 식(2.3.1-42)이 추가적으로 equation solver에 고려되어야 한다.

(3) 모델 결과 비교

(가) 정상상태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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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모델을 이용하여 공정 계산을 수행하기 위해 Matlab[2.3.1-66]을 사용하였다. 정상상

태의 계산결과를 얻기 위해 연립 편미분방정식으로 구성된 물질 및 에너지 수지식을 시간에 

대한 미분항이 제거된 상미분방정식으로 나타내었고 여러 경계 조건을 고려하기 위해 Matlab

의 상미분 방정식 solver중 bvp4c를 이용하였으며 수행결과를 얻기 위한 계산 코드 일부를 

문헌[2.3.1-67]에 수록하였다. 

① 기존 모델과 개선 모델 비교

개선된 모델이 기존 모델 대비 차이점을 분석하기 위해 기체 유입온도가 1023K일 때 air 

ratio에 따른 HTSE 발열조건(평균전류밀도 6500A/㎠)과 흡열조건(평균전류밀도 4500A/㎠))

에서의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계산에 필요한 열역학적 물성들과 매개변수들은  Udagawa가 제

시한 값들을[2.3.1-59] 사용하였다. Air ratio가 증가할수록 두 모델은 거의 비슷한 값을 보여

주나 air ratio 가 0.5일 때, 즉 발생 산소가 anode 기체에서 상당한 값을 차지하는 조건에

서는 그림 2.3.1-33과 2.3.1-34에서 주어져있듯이 개선 모델로 계산된 cathode에서의 온도

분포가 기존 모델로 계산된 온도와 차이를 보인다. 개선 모델에서 계산되는 anode에서의 선

속도는 co-flow인 경우 x가 증가할 때 인입 속도 대비 증가해야 하는데 그림 2.3.1-33과 

2.3.1-34가 보여주듯이 운전조건에 상관없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어 개선된 모델이 실제적

인 현상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ir ratio가 낮은 영역이 포함되는 운전조건에

서는 개선된 모델에서 계산된 결과는 기존 모델의 결과와 어느정도 차이를 보여줄 것으로 판

단된다.

② Co-flow와 Counter-flow 비교

제시된 1차원 기반 수전해 모델은 co-flow와 counter-flow 계산에 적용가능하므로 개선된 

모델을 이용하여 발열 및 흡열 조건에 대한 정상상태 계산을 수행하였다. 계산조건은 표 

2.3.1-4에 주어져 있으며 발열조건과 흡열조건에서의 성능 해석을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air 

ratio에 따른 계산을 수행하여 비교하였다. 두 운전조건에서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현상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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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33. 흡열조건에서 모델 개선에 따른 정상상태 계산결과 비교 (좌 : 개선후 모델, 우 : 

개선전 모델)

그림 2.3.1-34. 발열조건에서 모델 개선에 따른 정상상태 계산결과 비교 (좌 : 개선후 모델, 우 : 

개선전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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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4. 정상상태 계산조건 

모사 조건 흡열 조건 발열 조건

Cathode 유입 온도(K) 1123 923

평균 전류 밀도(A/㎠) 4500 6500

Cathode 유입 수분 농도 90

스팀 이용률(%) 80

전해셀 운전 압력 (Mpa) 0.1

- flow 조건과 관계없이 전류밀도의 변화와 cathode 온도변화는 전해셀 길이에 따라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는데 이는 전류밀도로 인해 발생하는 열이 cathode를 통과하는 기체의 온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 co-flow인 경우 길이방향에 따라 cathode 온도는 단조 증가 또는 단조 감소형태를 보이나 

counter-flow의 경우 anode로 주입되는 기체에 포함된 열이 cathode에서 배출되는 기체의 

온도에 공급되므로 co-flow에 비해 cathode의 입, 출입 온도차가 크지 않게 된다. 하지만 발

열 및 흡열 운전 조건에서 낮은 air ratio값에서는 대칭적인 온도 분포를 보임으로 전해셀 내

부의 온도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게 되어 세라믹 재료의 내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

게 된다.

- 열화(degradation)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셀의 장기 운전 관점에서 발열조건에서는 air 

ratio가 큰 값에서 운전되는 co-flow조건이 유리할 수 있는데 이는 길이 방향에 따른 전류 

밀도의 비교적 고른 분포에 근거하며 흡열조건에서는 air ratio가 큰 값에서 운전되는 

counter-flow조건이 상대적으로 고른 전류밀도를 보임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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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35. 발열조건( J = 6500,T = 923 K )에서 흐름조건에 따른 정상상태 계산결과 비교 

(좌 : Co-flow, 우 : Counter-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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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36. 흡열조건( J = 4500, T = 1123K)에서 흐름조건에 따른 정상상태 계산결과 비교 

(좌 : Co-flow, 우 : Counter-flow)

두 조건에서의 운전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air ratio에 따른 전력 소모량을 그림 2.3.1-37에 

나타내었다. 유입온도는 동일하게 1023 K로 주어진다고 가정하였으며 air ratio가 5 이하일 

때 발열조건에서는 counter-flow 조건이, 흡열조건에서는 co-flow 조건의 경우가 감소된 전

력소모량을 보여주었으나 air ratio가 5이상인 경우에는 두 운전조건에 상관없이 비슷한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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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량을 보여주므로 앞에서 관찰한 사실에 의거하면 발열조건에서는 co-flow가, 흡열조건에

서는 counter-flow 운전조건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3.1-37. 흐름조건에 따른 HTSE 운전 전력소모량 비교

(나) 비정상상태 모델링

비정상상태 거동을 모사하기 위해 유한요소해석법(finite difference)에 근거한 method of 

line(MOL) 방법을 사용하였다. Matlab에서는 추가 라이브러리를 통해 편미분 방정식을 풀 수 

있는 solver를 제공하나 parabolic하지 않은 편미분방정식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

닌다. Matlab의 상미분방정식 solver를 사용하여 비정상상태 계산을 수행하기 위해 x에 대한 

1차 미분함수 및 2차 미분함수를 이산화(discretization)하는 Matmol의 공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다[2.3.1-68]. 적분시 stiff한 현상의 발생으로 인해 Matlab의 ODE15s를 solver로, 

1차 미분함수의 이산화를 위해 two_point_upwind_D1 함수를, 2차 미분함수 이산화를 위해

서는 five_point_biased_upwind_uni_D1 함수를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함수들과 동적 계산

을 위한 코드는 문헌 [2.3.1-67]에 수록하였다. 

비정상상태 모델링은 여러 운전조건의 변화에 따른 셀의 거동 변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변

수로 여러 가지 값들을 고려할 수 있으나 셀의 외부에서 쉽게 변경가능한 air ratio값과 평균

전류밀도의 변화에 따른 운전 거동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앞에서 기술했듯이 제시된 모델은 

co-flow 및 counter-flow조건에서 계산이 가능하므로 각각의 조건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였

으며 그림 2.3.1-38와 2.3.1-39에 계산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두 경우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사실은 counter-flow에서 air ratio 및 평균전류밀도 변화

에 따른 cathode 출구 온도 변화량은 co-flow일 때보다 작다는 것이다. 이는 정상상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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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었듯이 counter-flow 모드에서는 cathode 출구온도가 anode로 주입

되는 가스의 입구온도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외부 요인의 변화에 따른 변화량은 

co-flow에 비해 비교적 작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셀 내부 관점에서 볼 때 x = L/2

인 지점에서의 cathode 온도 변화량은 낮은 유속 조건에서는 그림 2.3.1-35와 2.3.1-36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counter-flow의 경우가 co-flow일 때보다 더 급격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스택 온도 관리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림 2.3.1-38. Air ratio의 변화에 따른 동적상태 계산결과 비교 (좌 : Co-flow, 우 : 

Counter-flow)

그림 2.3.1-39. 평균 전류밀도 변화에 따른 동적상태 계산결과 비교 (좌 : Co-flow, 우 : 

Counter-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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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온가스로 연계형 SMR, SI, HTSE 공정별 공정 흐름도

가. SMR 공정 흐름도

메탄의 수증기 개질 반응에 의한 수소제조 기술은 1950년대 중반 개발된 Texaco Process와 

Shell Oil Process를 시발로 한다. 개발 당시에는 촉매를 사용하지 않는 무 촉매 제조공정으

로 운전압력이 10 ∼ 60bar, 기체 출구 온도가 약 1,400℃를 나타내는 오일/스팀/산소 부분 

연소방식이었다.

그러나 촉매개발과 함께 메탄의 수증기 개질 반응온도가 낮추어졌으며 현재 상용공장에서 가

동되고 있는 메탄 수증기 개질 반응로의 온도분포는 표 2.3.2-1과 같다.

표 2.3.2-1. 상용공장에서의 메탄 수증기 개질 반응로 온도분포[2.3.2-1]

Burner flame temperature                         2,000 ℃

Bulk flue gas temperature                       1,200 ℃

Outside tube skin temperature                     860 ℃

Inside tube skin temperature                       830 ℃

Bulk process gas temperature                      700 ℃

메탄의 수증기 개질에 의한 수소제조에 있어서 원료물질로 사용되는 천연가스 (Natural Gas; 

NG)는 통상 그 구성성분에 따라 ‘Lean NG’ 또는 ‘Heavy NG’로 구별하는데 기체조성은 표 

2.3.2-2와 같다.

표 2.3.2-2. 천연가스의 성분[2.3.2-3]

Natural gas
Lean Heavy

N2, vol%

CO2, vol%

CH4, vol%

C2H6, vol%

C3+, vol%

Max. total S, vol ppm 

Hydrogen sulphide, vol ppm

COS, vol ppm

Mercaptans, vol ppm

3.97

-

95.70

0.33

-

20

4

2

14

3.66

-

87.86

5.26

3.22

20

4

2

14

 

일반적으로 촉매가 충전된 반응기에 있어서, 촉매의 수명은 수소 제조단가에 직접적으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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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기 때문에 촉매의 교체주기 내지는 재생주기를 가능하면 장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메탄의 수증기개질에 의한 수소제조 공정에 표2.3.2-2에 나타낸 원료물질에서 

촉매의 수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황과 그 화합물을 제거하는 전처리 공정이 필요하다. 

이들은 활성탄이 충전된 탈황용 흡착탑 또는 산화아연이 충전된 탈황 흡착탑을 통과시킴으로

써 제거할 수 있다.

또한 촉매의 수명에 영향을 주는 물질로서 카본이 있는데 이의 생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메탄 

수증기개질 반응의 주요 운전변수인 수증기/카본 몰 비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필요성이 있는데 

10 ∼ 20 % 니켈촉매를 사용하고 출구 운전 온도 범위를 800 ∼ 870℃, 약 2,000 h-1 

GHSV로 운전하는 상용공장에서 채택하고 있는 주입 몰 비는 약 4를 견지한다[3-4]. 특히 카

본의 생성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는 수증기/카본 몰 비 외에 불순물로 함께 주입되는 에탄 등

의 다가 탄화수소도 있는데 500℃의 반응온도에서 수증기 선행개질을 통하여 다가의 탄화수

소를 메탄과 수소로 전환시켜야 한다.

고온 영역에서 수증기개질을 통하여 메탄은 식 (2.3.2-1)의 화학반응을 통하여 일산화탄소와 

수소가 생성되며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부분적으로 과잉의 수증기에 의하여 생성된 일산화탄

소가 식 (2.3.2-2)와 같은 전이반응 (shift reaction)을 일으킨다.    

      CH4 + H2O = CO + 3H2                                     (2.3.2-1) 

     CO + H2O = CO2 + H2                                      (2.3.2-2)

    

식 (2.3.2-1)의 메탄가스 수증기개질 반응은 흡열반응이고 그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응조

건을 고온을 지향하고 저압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식 (2.3.2-2)의 수성가스 전이반

응은 발열반응으로서 반응온도를 낮추는 것이 유리하며 운전압력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림 2.3.2-1은 반응온도별 메탄의 수증기개질 반응과 일산화탄소의 전이반응에 대한 엔탈피와 

깁스 에너지를 나타내고 그림 2.3.2-2는 평형 전환수율을 나타낸 것이다.

메탄가스의 수증기개질 반응을 통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적정의 수증기/카본 

몰 비를 구성하는 혼합 반응물을 예비 가열시킨 후 고온을 유지하는 촉매가 충전된 개질 반응

기로 주입하여 식 (2.3.2-1)의 메탄가스 수증기개질 반응을 극대화 한 후 반응으로부터 얻어

진 수성가스 혼합 기체를 다시 냉각시켜 촉매가 담겨져 있는 일산화탄소 고온 전이반응기로 

주입하여 350 ℃이하의 반응온도에서 일산화탄소의 전이반응을 1차로 유도한 후 일산화탄소 

고온 전이반응기로부터 배출된 기체를 재 냉각시킨 후 일산화탄소 저온 전이반응기로 주입하

여 220 ℃ 이하의 반응온도에서 전이반응을 추가로 시행함으로써 일산화탄소의 함량을 부피

비로 0.2 %이하가 되도록 한다. 일산화탄소 저온 전이반응기로부터 배출되는 기체에는 반응생

성물인 수소,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 그리고 미 반응 잔류물인 수증기와 메탄가스가 혼합기

체로 존재하는데 이 혼합기체로부터 수소만을 제품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분리/정제 장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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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으로 따라 와야 한다.

    

그림 2.3.2-1. 반응온도별 메탄의 수증기개질 반응과 일산화탄소 전이반응의 엔탈피와 깁스 에너지

 

그림 2.3.2-2. 반응온도별 메탄의 수증기개질 반응과 일산화탄소 전이반응의 평형 전환수율

수증기 개질 반응기 SMR이 천연가스 수증기 개질에 의한 수소생산 공정에서 핵심 장치라 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알려진 반응기의 종류로는 반응유체와 가열유체의 흐름 형태에 따른 그림 

2.2.3과 같이 3종류로 대별된다.

HTGR 또는 VHTR과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메탄수증기개질 반응기의 형태로는 A형태와 

B형태 2가지이며, C형태는 메탄가스 자신을 일부 연소시켜 반응열로서 활용하는 경우에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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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되는 반응기 형태이다. 일본 JAEA의 경우에는 열교환 관점에서 보다 유리한 B형태의 반

응기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림 2.3.2-3. 수증기개질 반응기의 형태

한편 수증기개질 반응기에서 중요한 요소 중 또 다른 하나가 촉매라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촉매로는 주기율표의 8족 전이금속계열로서 루테늄, 로듐을 비롯한 니켈, 백급, 팔라듐 

등이 있는데 가격 대비 성능관점에서 니켈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림 2.3.2-4는 각 촉매원

소들의 분산정도에 따른 전환주기(TOF:Turnover Frequency)를 나타낸 것으로 TOF의 값이 

크면 클수록 좋은 촉매이다.

그림 2.3.2-4. 수증기개질 반응용 촉매의 성능  

메탄가스 수증기개질 공정개발 초기에는 수소의 분리정제를 위하여 1차적으로 냉각에 의하여 

혼합기체로부터 수증기를 제거한 후 2차적으로 이산화탄소와 미량의 일산화탄소를 흡수 제거

하기 위해서 흡수재로서 35 ℃의 Monoethanolamine (M.E.A.)을 사용하는 M.E.A.공정, 

125 ℃의 탄산칼륨을 흡수재로 사용하는 Vetrocoke 공정과 Benfield 공정, 35 ℃에서 운전

하는 Sulfinol 공정 등이 분리/정제 공정으로 이용되었는데 이를 우리는 전통적 메탄가스 수

증기개질 공정 (Conventional SMR Process)이라 명명하며 이로부터 생산된 수소의 순도는 

약 99.9%의 순도를 나타내고 각 분리/정제 공정에서 요구하는 에너지 소비량은 그림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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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비교적 큰 값들을 나타낸다. 최근에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분자체 

(Molecular sieve)을 충전한 압력스윙흡착 (Pressure Swing Adsorption; PSA)탑을 병렬로 

6개내지 10개 설치함으로써 열에너지 소비를 종래 공정에 비해 약 35%까지 줄일 수 있고 전

기에너지 소비는 57%까지 줄일 뿐만 아니라 수소 순도 또한 99.9% 이상까지 끌어올릴 수 있

는 기술 (PSA-SMR Process)이 사용되고 있다. 표 2.3.2-3에 전통적 방법과 PSA 방법의 성

능을 비교하여 나타냈다. 

그림 2.3.2-5. 이산화탄소 흡수공정별 소요 에너지

표 2.3.2-3. 전통적 SMR 공정과 PSA-SMR 공정의 성능비교[2.3.2-2] 

우리나라의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는 2006년에 메탄가스의 수증기개질 최신 기술을 이용한 30 

Nm3/h 수소생산규모의 고정식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충전시설을 설계한 바 있는데 그 구성은 

메탄가스 수증기 개질기 1대, 일산화탄소 전이반응기 1대, 합성가스 압축기 1대, 탈황탑 1기, 

Multi-bed PSA 수소 분리/정제시스템 2기, 수소가스 승압기 1대, 증기 발생기 1대, 4개의 

압력용기 집합체로 구성된 고압 수소저장시스템 1기, 그리고 수소 충전기로 되어 있다 

[2.3.2-5].

이상의 발표 자료를 기초로 하여 HTGR 내지는 VHTR 시스템 기반 천연가스의 수증기개질에 

의한 수소제조 참조 공정도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의 상위요건과 기본가정을 도입한다.

   - SMR 공정의 수소생산규모는 252,000 mol/h (5,645 Nm3/h)을 적용.

   - HTGR 및 VHTR의 1차 측 헬륨출구 온도는 750, 850, 950 ℃로 상정.

   - Lean LNG를 SMR 공정의 원료물질로 사용하되 물질 및 에너지 수지에서는 원료물질에 

다가 탄화수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가정.

   - 중간열교환기 (Intermediate Heat Exchanger; IHX)의 2차 측 헬륨온도 700,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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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에 의해 가열되는 메탄가스 수증기개질 반응온도는 650, 750, 850 ℃ 3가지의 

경우로 각각 설정하고 일산화탄소 전이반응은 고온 (389 ℃) 전환반응 (High 

Temperature Shift Reaction; HTSR)과 저온 (220 ℃) 전이반응 (Low Temperature 

Shift Reaction; LTSR)을 고려.

이상의 상위요건과 기본가정 하에 메탄가스 수증기개질 공정도를 나타내면 그림 2.3.2-6과 같

다.

그림 2.3.2-6. SMR 공정 흐름도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가스 공급 라인을 통하여 공급 받은 천연가스를 이용한 수소제조방법인 

수증기 개질법은 그림 2.3.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 원료물질인 천연가스를 수증기 개질기 

(SMR)에 주입하기 전에 유황성분을 0.2 PPM 이하로 낮춰야하며 이를 위하여 1 bar 수준에

서 운전되는 수소화탈황 및 산화아연 처리를 탈황장치 (DES)에서 선 처리해야 한다. 황 성분

이 과도하게 있게 되면 개질반응 촉매의 활성 점으로 작용하는 니켈촉매의 활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탈황장치를 빠져나온 천연가스을 개질기의 운전 조건인 10 bar로 승압시키기 위하여 압축기 

(C1)을 통과하고 이 과정에서 20℃의 기체가 32 ℃ 수준으로 온도가 상승한다. 

천연가스의 주 성분인 메탄의 수증기 개질을 반응식 (2.3.2-1)과 (2.3.2-2)를 통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공정은 그림 2.3.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증기 발생기 (SG), 개질기 (SMR), 고온 

전이반응기 (HTSR), 저온 전이반응기 (LTSR), 5개의 열 교환 장치 (E1∼E5), 그리고 증류수

를 공급하는 1대의 펌프 (P1)로 구성된다.

10 bar로 운전되는 수증기 공급 장치인  증기발생기 SG는 증류수 공급 펌프인 P1을 통하여 

끓는점을 약간 하회하는 증류수를 공급받아 고온가스원자로의 2차 측 헬륨으로 열을 공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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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의 수증기를 발생시킨다. 이 과정에서 2.5 bar, 15 ℃로 공급된다고 가정하는 증류수

는 열교환기 E4를 통하여 LTSR에서 배출되는 공정유체로부터 열을 받아 1차 가열되고 기체-

액체 분리기 (GLS)의 하단으로 배출되는 36 ℃의 응축수와 합쳐져서 P1으로 공급된다. 여기

에서 중요한 점은 열교환기 E4를 통하여 증류수를 예비 가열할 때 18번 배관으로 흐르는 증

류수의 온도가 GLS의 하단으로 배출되는 응축수와 만났을 때 끓는점 이하가 되도록 E4의 열

교환기를 구비하여 펌프 운전에서 캐비테이션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증류수 입출구 압력

이 각각 2.5 bar와 10 bar로 운전되는 펌프 P1은 증기 발생기로 증류수를 공급함에 있어, 

증류수를 열교환기 E5를 통하여 LTSR에서 배출되는 공정유체로부터 열을 받아 10 bar 상태

에서 183 ℃의 액체상태로 증기 발생기로 주입하여 증기 발생기에서는 증발잠열 만큼만 헬륨

으로부터 열을 공급함으로써 열 이용 율을 극대화시키도록 한다.

10 bar로 운전되는 증기 발생기에서 배출되는 183 ℃의 수증기는 열교환기 E2를 통하여 

SMR 공정으로부터 배출되는 헬륨으로부터 열을 공급받아 초가열 수증기로 되는데 그 온도는 

배관 5를 통하여 주입되는 32 ℃의 천연가스와 혼입될 때 재 응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10 bar의 천연가스 저장용기 V1에서 공급되는 32 ℃의 천연가스와 열교환기 E2에서 가열된 

초고온 수증기는 기체혼합기에서 이상적으로 혼합되어 183 ℃의 상태로 배관번호 6을 통하여 

열교환기 E1을 통하여 개질기에서 배출되는 공정유체가 지니고 있는 현열을 받음으로써 공정 

열 회수율을 최대로 하면서 개질기 SMR에서의 열교환 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열교환기 E1의 설계는 고온 전환반응기 HTSR의 운전온도에 지배를 받는다.

열교환기 E1에서 예비 가열된 천연가스와 수증기 혼합기체는 개질기 SMR의 상단으로 주입되

어 셀 측으로 흐르는 고온의 헬륨에 의해 추구하는 반응 온도까지 가열된다. 가열된 혼합 기

체는 니켈 촉매 층을 통과하면서 반응식 (2.3.2-1)과 (2.3.2-2)에 의해 수소가 생산되는데 본 

반응기에서는 운전 온도가 높은 관계로 주로 반응식 (2.3.2-1)에 의한 수소 생산이 주를 이룬

다. 따라서 흡열반응인 메탄의 수증기 개질반응과 발열반응인 일산화탄소 수증기 전이반응이 

함께 일어나지만 주 반응인 개질반응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헬륨으로부터의 열 공급이 원

활해야 한다. 따라서 SMR 공정의 주 기능은 반응식 (2.3.2-1)을 대상으로 하지만 정도차이는 

있지만 반응식 (2.3.2-2)도 부반응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물질수지와 에너지 수지를 계산할 때 

사용촉매 및 반응조건 그리고 열 및 물질전달 저항 요인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반

적으로 촉매의 이용효율 제고 측면에서 입자크기를 작게 하면 활성이 높아지게 되지만 반대급

부로 압력손실이 증가하기 때문에 확산저항이 존재하더라도 적절한 크기의 촉매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촉매가 사용되는 반응조건은 반응온도 700 ∼ 850 ℃, 운전압력 1 ∼ 40 

bar, 공간속도 3,000 ∼ 6,000 h-1 정도로서 촉매구성은 내열성 담체에 환원 니켈을 약 10 

∼ 12 % 분산시킨 10 m2/g의 비표면적을 갖는 다공성 알갱이이다.

특히 개질반응기를 설계할 때에는 공정유체와 가열유체 사이의 열 교환에 있어서 핀칭 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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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하여야 하는데 가열유체인 헬륨의 유량 조절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일산화탄소의 전이반응에 의한 발열반응으로 반응온도를 낮추면 이로부터 수소가 추가로 생성

되기 때문에 메탄가스의 수증기 개질에 의한 수소생산에서는 수소 생산의 극대화를 꾀하기 위

하여 고온 전이반응기 HTSR과 저온 전이반응기 LTSR을 직렬로 배치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

와 같이 HTSR은 운전온도를 389 ℃로 유지하고 LTSR의 운전온도는 220 ℃를 유지한다.

LTSR에서 배출되는 혼합기체에는 반응식 (2.3.2-1)과 (2.3.2-2)에 의해 생성된 수소, 일산화

탄소, 이산화탄소, 그리고 미 반응 잔류 메탄가스와 수증기가 존재하는데 이 혼합기체 유체의 

온도를 36 ℃까지 냉각시켜 잔류하는 수증기를 응축시킨 후 기체로부터 기체-액체 분리기 

GLS에서 분리시켜 증기발생기로 순환시키고 GLS 상부로 배출되는 혼합기체는 수소의 분리정

제를 위하여 압력스윙흡착기 PSA로 주입하여 순도 99.99 % 이상의 수소를 최종 생산한다. 

회전식 다중 흡착탑으로 구성된 PSA는 내부에 충전된 흡착제에 CO, CO2, CH4를 흡착시킬 

때는 7 bar, 36 ℃로 운전하고 이들의 탈착은 0.03 bar, 36 ℃로 운전한다. PSA 방식 대신 

흡수 액을 이용하는 재래 공정에서는 흡수액에 의한 부식문제, 운전 관리문제, 저온 전이반응

의 촉매 부식문제, 낮은 수소 순도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PSA 공정을 개발/도입함으로써 높

은 순도의 수소를 단순 시스템에서 작은 에너지 소비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2.3.2-6의 공정도를 기준으로 고온가스로의 2차 측 헬륨루프로부터 열에너지를 공급받아 

수소를 생산할 때, 천연가스 수증기 개질 공정의 수소생산 열효율과 열 이용률, 그리고 개질 

공정에서 요구하는 열에너지와 전기에너지의 비 (BOP)를 고온가스로의 1차 측 헬륨온도가 각

각 750, 850, 950 ℃로 운전되는 경우에 있어서 2차 측 헬륨의 운전온도가 이에 상응하게 

700, 800, 900 ℃를 유지하며 개질 공정으로 공급된다고 가정했을 때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기술한 운전조건을 기준으로 공정의 물질수지와 미확정 운전온도를 결정

지어야 하는데 이의 계산을 위해서는 공정유체들의 현열과 반응열 그리고 반응수율 정보를 필

요로 한다. 그림 2.3.2-1의 반응열 정보와 그림 2.3.2-2의 반응수율 정보 그리고 그림 

2.3.2-7의 현열 정보와 그림 2.3.2-8의 물 증발잠열을 이용하여 수소생산 규모 4,200 

mol/min (94,080 NL-H2/min)에 대하여 SMR 공정 운전온도 650℃ (TVHTR outlet = 75

0℃, T2nd He outlet = 700℃), 750℃ (TVHTR outlet = 850℃, T2nd He outlet = 800℃), 

850℃ (TVHTR outlet = 950℃, T2nd He outlet = 900℃)일 때의 물질수지를 조사하면 표 

2.3.2-4, 2.3.2-5, 2.3.2-6과 같이 각각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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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7. SMR 공정 관련 유체 화합물들의 현열

그림 2.3.2-8. 물의 증발잠열

표 2.3.2-4. 650℃로 운전되는 4,200 mol-H2/min 규모 SMR 공정의 물질수지



- 444 -

표 2.3.2-5. 750℃로 운전되는 4,200 mol-H2/min 규모 SMR 공정의 물질수지

표 2.3.2-6. 850℃로 운전되는 4,200 mol-H2/min 규모 SMR 공정의 물질수지

표 2.3.2-4, 2.3.2-5, 2.3.2-6의 물질수지로부터 분당 4,200 mol의 수소를 생산하는 경우, 

메탄가스의 소모량이 고온에서 SMR 공정을 운전할수록 감소하여 850 ℃ 운전에서는 1,436.9 

mol/min의 메탄가스를 주입해야 하지만 650 ℃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2,167.5 mol/min까

지 메탄가스 주입량을 증가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메탄가스 주입량 증가에 맞추어 물의 주

입량도 상대적으로 증가시켜야 하는데 이에 따라서 결국 에너지 소모량이 저온 운전일수록 증

가하게 된다.

표 2.3.2-7, 2.3.2-8, 2.3.2-9는 표 2.3.2-4, 2.3.2-5, 2.3.2-6의 물질수지와 운전조건을 기

준으로 각 SMR 공정의 운전 온도별 에너지 수요를 계산하여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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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2-7. 650 ℃로 운전되는 4,200 mol-H2/min 규모 SMR 공정의 에너지 수요 

표 2.3.2-8. 750 ℃로 운전되는 4,200 mol-H2/min 규모 SMR 공정의 에너지 수요 

표 2.3.2-9. 850 ℃로 운전되는 4,200 mol-H2/min 규모 SMR 공정의 에너지 수요 

표 2.3.2-7, 2.3.2-8, 2.3.2-9의 에너지 수요와 이로부터 생산되는 수소의 열에너지 잠재치를 

기준으로 식 (2.3.2-3)의 정의 식에 의해 수소생산 열효율 (ηH2 production)을 각각 계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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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9와 같이 나타난다.

       ηH2 production = GH2*HHV/(Qthermal + Eelectrical/ηelectricity)           (2.3.2-3)

여기에서 ηH2 production는 수소생산 열효율, GH2는 수소생산속도 (mol/s), HHV는 수소 1 

mol이 갖는 고열에너지 잠재 값 (Higher Heat Value)으로 285.8 kW/mol-H2, Qthermal는 

SMR공정에서 요구하는 총 열에너지 (kWt), Eelectrical는 SMR공정에서 요구하는 총 전기에너

지 (kWe), ηelectricity는 전기 생산 열에너지 효율로서 Brayton Cycle에 의한 전기생산시 

TVHTR outlet=750 ℃에서 0.41, TVHTR outlet=850 ℃에서 0.46, TVHTR outlet=950℃에서 0.49

를 적용하였고 Rankine Cycle에 의한 전기생산시 그 대표값으로는 0.35를 적용하였다.

그림 2.3.2-9. 운전 온도별 SMR 공정의 수소생산 효율

그림 2.3.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SMR 공정의 운전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Brayton Cycle에

서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수소생산 열효율은 45.1%에서 77.6% 증가하게 되고 

Rankine Cycle에서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효율이 44.9 %에서 76.9 %까지 

증가하게 된다. 운전온도에 따른 수소생산 열효율의 차이는 3가지 요인에 기인하는데, 운전온

도가 감소하면 수증기 개질 반응 전환율이 현격하게 떨어져 같은 수준의 수소를 생산하기 위

해서 소요되는 메탄가스의 주입량을 크게 함으로써 이에 따른 원료물질의 열에너지 잠재 값이 

증가하고 이와 더불어 공정유체의 현열에 필요한 열에너지와 수증기 증발잠열이 증가하기 때

문이다.

그러나 전기 생산 효율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소생산 열효율의 차이는 0.2 %P에서 0.7 

%P 수준에 지나지 않음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SMR 전체 공정에서 요구하는 전기에

너지의 비중이 열에너지 비중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이며 식 (2.3.2-4)의 정의 

식에 계산된 SMR 공정에 있어서 열에너지와 전기에너지의 BOP관계는 그림 2.3.2-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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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 Thermal = (Qthermal-HCF)/(Qthermal-HCF + Eelectrical/ηelectricity)x100 (2.3.2-4)  

여기에서 %Net Thermal은 SMR 전체 공정에서 필요로 하는 열 환산 전체 에너지 중 공정으로 

순수 공급되는 열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며, HCF는 공급 원료물질인 메탄가스가 갖는 잠

재 열에너지 값 (Heat Credit of Feedstock)을 말한다.

그림 2.3.2-10. 운전 온도별 SMR 공정이 요구하는 순수 열에너지 공급 비중

SMR 공정에서 살펴봐야 할 사항 중 하나가 헬륨에 의해 공급되는 열에너지의 이용률 (θ

thermal)로서 식 (2.3.2-5)에 의해 정의한다. 

              θthermal (%) = (THE1  THE4)/THE1 x 100               (2.3.2-5) 

여기에서 THE1와 THE4는 SMR 공정으로 주입되는 헬륨의 온도와 SG에서 배출되는 헬륨의 

온도이다.

식 (2.3.2-5)에 의해 계산되는 열 이용률은 SMR 공정의 운전온도, SMR 공정으로 주입되는 

메탄가스와 수증기 혼합기체의 주입온도, 그리고 헬륨의 주입온도 및 유량에 의해 지배를 받

는데 SMR 공정 운전온도별 열 이용률을 나타내면 그림 2.3.2-11과 같다.

그림 2.3.2-11. 운전 온도별 SMR 공정에서 이용된 헬륨의 열에너지 이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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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이용률 관점에서 살펴볼 때, TVHTR outlet = 750 ℃의 헬륨을 이용하여 SMR 공정을 운전

하는 경우 약 37%의 열 이용률을 나타내고 중간 열교환기로 순환되는 헬륨의 온도는 340 ℃

를 나타내는 반면  TVHTR outlet = 850 ℃의 헬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23%의 열 이용률과 

증기발생기를 빠져나가는 헬륨의 온도가 550 ℃, 그리고 TVHTR outlet = 950 ℃의 헬륨을 이

용하는 경우에는 13%의 열 이용률과 증기발생기에서 배출되는 헬륨의 온도가 753 ℃를 나타

냄으로써 고온에서의 SMR 공정 운전의 경우 수소생산 효율은 높을지 모르지만 헬륨이 갖고 

있는 현열의 이용관점에서는 낮기 때문에 헬륨 현열 이용률 증진을 위한 Cogeneration 개념

이 요구된다. 

VHTR의 고온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메탄의 수증기 개질반응에 의한 수소생산을 시행할 때, 

단위시간당 1톤씩 수소를 생산하는 경우 전통적인 메탄가스 수증기 개질 수소생산 방법과 이

산화탄소 발생량 관점에서 상호 비교하여 살펴보았을 때 그림 2.3.2-12와 같은 결과를 나타

냄으로써 VHTR 연계 SMR 공정이 SMR의 650 ℃운전에서는 3.8 t-CO2/t-H2, 850 ℃ 운

전에서는 2.6 t-CO2/t-H2의 이산화탄소 발생량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그림 2.3.2-12. 운전 온도별 SMR 공정에서의 CO2 발생량 

나. SI 공정 흐름도

1970년대 중반 미국 GA 연구진에 의해 연구되기 시작한 SI 열화학 기술은 다음의 3종 화학

반응식을 이론적 배경으로 한다 [2.3.2-17].

 

             2H2O + I2 + SO2 = 2HI + H2SO4                                           (2.3.2-6) 

             2HI = H2 + I2                                                                         (2.3.2-7)

             H2SO4 = H2O + SO2 + 0.5O2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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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반응식에서 식 (2.3.2-6)을 우리는 분젠반응이라 명명하고, 발열반응임을 실험적으로 관

찰한 바 있지만 액상에서의 HI에 대한 열역학 물성이 잘 밝혀지지 않아서 논리적인 반응 메

커니즘과 발열반응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다가 최근 프랑스 연구진에 의해 다음과 같이 

그럴듯한 반응 메커니즘과 발열반응이 설명된 바 있다 [2.3.2-18].

 

             (SO2)g + (2H2O)l = (H2SO4)l + H2                                          (2.3.2-9)

             (I2)l +H2 = (2HI)g                                                                  (2.3.2-10)

             (H2SO4)l + (4H2O)l = (H2SO4 4H2O)l                                       (2.3.2-11)

             (2HI)g + 8I2 + (10H2O)l = 2(HI 5H2O)l + 8I2                           (2.3.2-12)

상기 식에서 하첨자 “g”와 “l”은 각각 기체와 액체를 나타내며, 식 (2.3.2-9)와 (2.3.2-10)은 

흡열반응으로서 식 (2.3.2-9)의 엔탈피변화는 53 kJ/mol이고, 식 (2.3.2-10)의 엔탈피변화는 

34 kJ/mol인 반면 식 (2.3.2-11)과 (2.3.2-12)는 발열반응으로서 식 (2.3.2-11)의 엔탈피변

화가 -58 kJ/mol, 식 (2.3.2-12)의 엔탈피변화는 -122 kJ/mol로서 식 (2.3.2-9)에서부터 

(2.3.2-12)에 걸쳐 일어나는 분젠반응으로부터 -93 kJ/mol의 최종적인 발열반응 현상을 유추

하였다.

한편 반응식 (2.3.2-7)의 요오드산 열분해반응은 기체에서 촉매반응에 의해 이룩되는 흡열반

응으로 이에 대한 열역학특성 값과 평형분해수율은 비교적 정확히 예측되고, 그 결과는 그림 

2.3.2-13과 2.3.2-14와 같다. 본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온에서부터 800℃까지의 범위에

서 깁스자유에너지(Gibbs free energy)와 평형분해수율은 반응온도의 증가에 따라 단순 증가

하며, 평형분해수율은 상온에서의 약 7%수준으로부터 800℃에서 약 28%까지 증가하나 그 증

가폭은 온도상승에 따라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2.3.2-13. 요오드산 열분해반응의 엔탈피 및 깁스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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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14. 운전온도별 요오드산 열분해반응 평형 전환율

  

반응식 (2.3.2-8)의 황산 열분해반응식은 실질적으로 다음의 2단계 화학반응식에 의해 이룩되

며, 각각에 대한 엔탈피 및 깁스자유에너지와 평형분해수율을 계산하여 나타내면 그림 

2.3.2-15와 2.3.2-16과 같다.

             H2SO4 = SO3 + H2O                                     (2.3.2-13)

             SO3 = SO2 + 0.5O2                                      (2.3.2-14)

그림 2.3.2-15. 황산 열분해반응의 엔탈피와 깁스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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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16. 운전온도별 황산 열분해반응 평형 전환율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황산 열분해반응과 삼산화황 열분해반응은 모두 흡열반응으로 온도

가 증가하면 깁스에너지가 음의 값을 나타내므로 고온에서는 모두 자발적으로 반응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한다. 특히 황산의 경우는 600℃ 수준에서 벌써 그 평형분해수율이 거의 100%에 

달하므로 촉매가 없는 상태에서도 반응이 잘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삼산화황의 경우는 

800℃ 이상에서 자발반응을 기대할 수 있으나 그나마도 분해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촉매가 

필요함을 짐작케 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SI 열화학 사이클에 의한 물로부터의 수소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이론의 여지가 없다.

화학반응식 (2.3.2-6)∼(2.3.2-8)을 기본으로 하는 SI 열화학 공정의 물질흐름 계통도를 나타

내면 그림 2.3.2-17과 같고, 분젠반응공정을 섹션 1, 황산용액 취급공정을 섹션 2, 요오드산

용액 취급공정을 섹션 3로 명명한다. 

그림 2.3.2-17. SI 열화학 사이클 물질흐름 계통도

그림 2.3.2-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응물 흐름도로 보았을 때, 앞서 설명한 SMR 공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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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SE 공정은 열린계 (open system)로 운전되는 것에 반해, SI 열화학 공정은 닫힌계 

(closed system)로 운전됨을 알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수소생산 공정의 정상상태 진입이나 회

복이 SI 열화학 공정에서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SI 열

화학공정을 구성하고 있는 섹션 1, 2, 3의 단위공정 운전상태가 닫힌계의 정상상태 운전을 유

지하기 위해서는 섹션 2와 3에서 발생되는 산소와 수소의 몰 발생 비율이 1:2를 영속적으로 

만족해야 하며 이 비율이 어떤 이유로 인하여 깨졌을 때에는 분젠공정으로 순환되는 공정유체

의 조성에 영향을 줌으로써 단위공정간 인터페이스 간섭이 연이어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다. 

섹션 1의 분젠반응공정에서는 이산화황과 요오드 그리고 물이 반응하여 일차적으로 황산과 요

오드산이 생성되고, 생성된 2 종류의 산 용액이 요오드와 물이 과잉으로 존재하는 경우 황산

은 주위의 물 분자와 용매화 반응을 일으켜 반응식 (2.3.2-11)의 황산 상(밀도가 낮다고 하여 

경질 상으로 명명함)으로 진행되며, 요오드산은 과잉의 요오드와 콤플렉스를 형성함과 동시에 

주위의 물 분자와 용매화반응을 일으켜 반응식 (2.3.2-12)의 요오드산 상(밀도가 높다고 하여 

중질 상으로 명명함)으로 진행하여 상호 상 분리까지 진행한다. 그러나 분리된 2 상에는 불순

물로서 황산 상에는 요오드산과 요오드가 존재하고, 요오드산 상에는 황산이 불순물로 존재하

는 것이 실험적으로 확인되었다 [2.3.2-19∼2.3.2-21]. 이상의 결과로부터 분젠반응공정에 없

어서는 안 될 장치로는 분젠반응기에서 배출되는 요오드산 상과 황산 상에서의 불순물들을 제

거하기 위한 정제기들이 각각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분젠반응공정으로부터 배출된 황산용액은 섹션 2의 황산용액 취급공정에 위치하는 다단증류탑

을 통과하면서 그 농도가 농축된 다음, 황산용액 기화, 황산 열분해, 삼산화황 열분해를 단계

적으로 거친 후 냉각되어 응축수는 다단증류탑 또는 황산용액 정제기로 순환시키고, 이산화황 

가스와 산소는 분젠반응기로 순환시켜 이산화황이 분젠반응의 반응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한편 분젠반응공정에서 배출되는 정제된 요오드산 상은 3가지의 처리기술을 거쳐 요오드산으

로부터 수소를 제조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처음으로 SI 열화학 공정을 발표한 미국 GA에서는 공비혼합물로 존재하는 HI/I2/H2O 3성분 

액체를 인산추출증류탑에 주입하여 고농도의 인산으로 물을 선택적으로 추출제거하고, 상단으

로 배출되는 농축된 요오드산/요오드 기체는 응축기를 통과시켜 HI로부터 I2를 분리시켜 HI는 

열분해반응기로 주입하여 열분해시킴으로써 수소를 얻고 여기서 생성된 요오드는 인산추출탑 

응축기에서 배출되는 요오드와 합쳐 분젠반응기로 순환시킨다. 여기서 물 추출제로 사용되는 

인산은 다시 농축시켜 순환시키기 위해서 인산증류탑을 이용하여 인산과 물을 분리하는 과정

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에 소모되는 열에너지가 막중하여 더 이상의 연구는 진행되지 못하였다 

[2.3.2-22]. 이와는 별도로 독일 아헨공과대학은 고압 반응증류탑을 이용한 수소제조 기술을 

제안하였고, 이 기술을 2003년에 GA는 인산추출증류탑 대신에 적용하여 새로운 대안공정을 

발표하였으며[2.3.2-23] 미국과 프랑스 양국이 I-NERI(International Nuclear Energy 

Initiative)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본 대안기술을 실증코자 하였으나 성공적이지 못하여 양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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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SI 열화학 공정 연구 자체가 중단되었다. 

일본의 JAEA와 한국의 에너지기술연구원은 섹션 3의 요오드산 취급공정 신기술로서 전기투석

법(electrodyalysis method)에 의한 요오드산 용액의 공비점 극복과 다단증류법에 의한 2차 

농축법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기술 검증을 실험실규모 대기압운전에서 소규모로 추진하여 성

공적인 운전결과를 얻은 바 있다. 일본의 경우 2004년에 30 NL H2/h규모 SI 열화학 통합공

정 대기압운전에서 174시간의 정상상태 운전을 유지함으로써 SI공정의 타당성을 전 세계에 알

렸으나 요오드산 용액의 공비점(azeotrope point)을 극복하기 위한 전기투석장치가 통합공정 

내에 설치되지 않았고, SI 시험시설의 대기압 운전만을 시행함으로써 가압운전에 따른 제반 

문제점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2009년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전기투석기를 제작하여 예

비시험을 거친 후 SI열화학공정 섹션 3에 설치하여 성능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전기

투석기의 SI열화학 공정에서의 기능을 입증하였다. 일본과 한국의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후발주

자인 중국 칭화대 연구팀이 전기투석기를 포함하는 10 NL H2/h규모 SI 열화학통합공정을 설

치하여 대기압운전을 10시간에 걸쳐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그 결과를 2010년에 발표한 바 있

다 [2.3.2-24]. 최근에 일본의 JAEA는 SI열화학 공정의 가압운전 실증시험을 100 NL-H2/h 

규모 시설에서 2016년 2월에 10 NL-H2/h 규모로 8시간 연속 운전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2.3.2-25]. 한편 중국 칭화대도 100 NL-H2/h 규모 대기압 운전모드 시험시설 

(IS-100)에서 정상상태 기준 86시간에 걸쳐 60 NL-H2/h 수소생산 검증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15차 GIF VHTR-HP PMB회의에서 2016년에 보고한 바 있다 [2.3.2-26].

이상의 한 중 일 3국에서 시행된 SI 열화학 공정 통합공정 운전으로부터 얻어진 결과와 문

제점들을 근간으로 SI 열화학 공정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들을 살펴보면 각각 다음과 같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팀이 2016년에 발표한 수평관형 분젠반응기를 이용한 분젠반응물

의 조성은 표 2.3.2-10과 같다 [2.3.2-27].

표 2.3.2-10. 분젠반응 생성물 부피와 조성비

Volume % Composition of products (molar ratio)

H2SO4 
phase

HIx 
phase

H2SO4 phase HIx phase 
H2SO4 HI H2O HI H2SO4 I2 H2O

2.3 96.7 1.00 0.09 6.01 1.00 0.14 1.63 4.94
2.8 97.2 1.00 0.09 5.88 1.00 0.16 1.57 4.80
3.7 96.3 1.00 0.09 6.04 1.00 0.14 1.61 4.80

Mean 1.00 0.09 5.98 1.00 0.15 1.60 4.85

본 반응에 사용된 HIx 용액 반응물 조성은 [HI]:[I2]:[H2O]=1:2.32:8.0이며 반응온도는 6

0℃이다. 반응물의 조성과 생성물의 조성을 황산 및 요드산 1몰 기준의 몰 비로 나타낸 것을 

식 (2.3.2-6)의 반응 양론계수를 이용하여 초기 절대 값으로 환산하면 표 2.3.2-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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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2-11. 초기 분젠반응 반응물과 생성물의 절대 값 

 Chemicals Reactants (mol) 
Products (mol)

H2SO4 phase HIx phase 
SO2 0.37 0 α
I2 2.32 0 2.15

H2O 7.71 0.86 6.51
H2SO4 0 0.17 (0.20-α)
HI 1.015 0.015 1.34

분젠반응과 상 분리를 통하여 얻어진 황산상과 요오드산상은 후속공정인 정제공정으로 각각 

주입된다. 황산용액 정제탑에서 황산상에 불순물로 잔류하는 요오드산은 증발되어 응축수와 

함께 분젠반응공정으로 순환되고 황산/물로 구성된 정제된 황산용액은 황산취급공정으로 이송

되어 황산용액 농축을 위하여 다단증류탑으로 주입한다. 요오드산용액 정제탑에서 요오드산상

에 불순물로 잔류하는 황산은 함께 존재하는 요오드산과의 역 분젠반응에 의하여 이산화황과 

물로 분해되어 분젠반응공정으로 순환되고 정제된 요오드산상은 요오드산 취급공정으로 이송

되어 요오드산 용액의 탈 공비점 조성을 위하여 전해전기투석장치의 음극실 (Cathode 

chamber)로 주입된다. 따라서 분젠반응장치, 상 분리기, 황산용액 정제탑, 요오드산용액 정제

탑으로 구성된 분젠단위공정 블록의 정상상태에서의 총괄 물질수지는 각 상에 존재하는 불순

물들이 100% 제거/재순환된다는 가정 하에 표 2.3.2-12와 같다.

표 2.3.2-12. 분젠반응 단위공정 입구 및 출구 조성

 Chemicals Inlet (mol) 
Outlet (mol)

H2SO4 phase HIx phase 
SO2 0.17 0 0
I2 2.32 0 2.15

H2O 7.37 0.86 6.51
H2SO4 0 0.17 0
HI 1.00 0 1.34

    

표 2.3.2-12의 분젠반응 단위공정에서 배출되는 황산용액은 섹션 2의 황산 취급공정으로 보

내져 10 bar로 운전되는 다단증류탑에서 농축되며 그 때 용액의 끓는점은 207 ℃이다. 한편 

요오드산 용액의 다단 증류탑에서 요오드의 조성변화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공비점 상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전해전기투석장치 (EED)의 운전정보는 최근에 한국의 KIER와 일본 

JAEA가 EED 성능지표로 설정하고 있는 표 2.3.2-13의 값들을 SI 열화학공정 기술 분석 입

력 자료로 채택하였다 [2.3.2-28, 2.3.2-29]. 일본의 경우, 56 μm 두께의 Nafion 212 막을 

수소이온 투과막으로 채택했을 때 셀 평형전위를 0.115 V, 투과막의 IR 손실을 0.071 V로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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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2-13. 정상상태 운전에서의 EED 성능지표   

-Proton 수율 (t+)

-물 투과계수 (β)

-셀 전압

1.0 mol/mol

2.0 mol/mol

0.186 V at 100 mA/cm2

 

SI열화학 공정의 섹션 3에 속하는 요오드산 취급공정의 최종 목표는 요오드산을 열분해하여 

수소기체를 얻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요오드산 열분해장치로 요오드산 기체를 주입시켜야 하

는데 이것은 HIx용액 다단증류탑에 의해 이룩된다. 그러나 분젠반응 단위공정의 상 분리기와 

요오드산용액 정제과정을 거친 요오드산용액은 그 조성이 공비점 이하의 요오드산 농도를 나

타내기 때문에 이러한 용액을 다단증류탑에 직접 주입하면 목적으로 하는 요오드산 기체를 다

단증류탑의 상단에서 얻을 수 없고 반대로 수증기만 생성시키게 되므로 종국적으로 얻고자 하

는 요오드산 열분해장치에서의 수소기체의 발생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EED라는 장치를 도입하여 HIx 다단 증류탑으로 주입하는 요오드산 용

액의 조성을 공비점 이상의 요오드산 농도로 높여주는 조작을 해야만 한다. 3국의 SI 열화학 

통합공정 운전에서 EED에 의한 HIx 용액내 HI 농축도 (WHI/(WHI+WH2O))를 살펴보면 중국

의 경우 62.5 무게%까지 농축시켰고 일본의 경우는 목표치로서 66.8 무게%를 설정하고 있었

으나 실제 운전결과는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한국의 경우에는 최대 60.7 무게%까지 

농축시킨 바 있다 [2.3.2-30]. 

표 2.3.2-12의 분젠반응 단위공정 출구 조성을 기준으로 한국과 일본의 중간수준의 실험값인 

중국의 62.5 무게%까지 EED를 통하여 농축한다고 가정했을 때 EED의 음극실의 입/출구조성

과 그 때 요구되는 전기에너지 (표 2.3.2-13의 EED 성능지표를 적용한 경우)는 표 2.3.2-14

와 같다.

표 2.3.2-14. 정상상태 운전에서의 EED 음극실 입/출구 조성과 소요 전기에너지

 Chemicals Inlet (mol) Outlet (mol) Energy (kJe)
I2 2.15 1.98

6.282H2O 6.51 7.21
HI 1.34 1.69  

표 2.3.2-14의 EED 음극실에서 배출되는 HIx 용액은 10 bar로 운전되는 다단 증류탑으

로 주입되는데 이 용액의 끓는점은 160℃이다.

이상의 한,중,일 3국에서 수행한 SI 열화학 통합공정의 실제적 운전결과를 바탕으로 

VHTR 기반 SI 열화학 공정도를 나타내면 그림 2.3.2-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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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18. SI 열화학 수소생산 공정 흐름도

그림 2.3.2-18의 SI 열화학 공정도에서 외부로부터 열을 공급받아야 할 장치들 중, SI 열화학 

공정의 수소생산 열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SI 열화학 공정 유체들의 현열이나 잠열을 최

대로 이용하면서 VHTR의 중간열교환기인 IHX에서 배출되는 고온의 헬륨에 의해 반응열을 

공급받아야 한다. 그림 2.3.2-18을 모델로 4,200 mol/min (94,080 NL-H2/min)수소생산 

규모에 대하여 650℃ (TVHTR outlet = 750℃, T2nd He outlet = 700℃), 750℃ (TVHTR 

outlet = 850℃, T2nd He outlet = 800℃), 850℃ (TVHTR outlet = 950℃, T2nd He outlet = 

900℃)의 SI 열화학 공정의 황산 열분해장치 운전온도에서의 물질수지를 조사하면 표 

2.3.2-15, 2.3.2-16, 2.3.2-17과 같이 각각 나타난다.

표 2.3.2-15. 650℃로 운전되는 4,200 mol-H2/min 규모 SI 열화학 공정의 물질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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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2-16. 750℃로 운전되는 4,200 mol-H2/min 규모 SI 열화학 공정의 물질수지

표 2.3.2-17. 850℃로 운전되는 4,200 mol-H2/min 규모 SI 열화학 공정의 물질수지  

 

표 2.3.2-15, 2.3.2-16, 2.3.2-17의 물질수지로부터 분당 4,200 mol의 수소를 생산하는 경

우, 고온에서 저온으로 운전온도가 내려갈수록 황산과 요오드산의 평형 열분해 율이 감소하여 

동일 수준의 수소생산량을 얻기 위해서는 열분해 반응기로 주입되는 황산용액과 요오드산 기

체의 주입량을 증가시켜야 한다. 황산 열분해반응기의 경우는 850℃ 운전에서 89.4 mol/s의 

물과 92.1 mol/s의 황산이 주입되는 반면 650 ℃ 운전에서는 218.1 mol/s의 물과 214.3 

mol/s의 황산이 주입된다. 뿐만 아니라 요오드산 열분해반응기의 경우는 575℃ 운전에서 

149.7 mol/s의 물과 586.0 mol/s의 요오드산, 그리고 12.7 mol/s의 요오드가 주입되는 반

면 375℃ 운전에서는 203.6 mol/s의 물과 705.2 mol/s의 요오드산, 그리고 17.6 mol/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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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오드가 주입된다. 이에 따라서 결국 에너지 소모량이 저온 운전일수록 증가하게 된다.

표 2.3.2-18, 2.3.2-19, 2.3.2-20는 표 2.3.2-15, 2.3.2-16, 2.3.2-17의 물질수지와 운전조

건을 기준으로 각 SI 열화학 공정의 장치운전 온도별 에너지 수요를 계산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 2.3.2-18. 650 ℃로 운전되는 4,200 mol-H2/min 규모 SI 열화학 공정의 에너지 수요 

표 2.3.2-19. 750 ℃로 운전되는 4,200 mol-H2/min 규모 SI 열화학 공정의 에너지 수요

표 2.3.2-20. 850 ℃로 운전되는 4,200 mol-H2/min 규모 SI 열화학 공정의 에너지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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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2-18 ∼ 2.3.2-20의 에너지 수요와 이로부터 생산되는 수소의 열에너지 잠재치를 기

준으로 식 (2.3.2-3)의 정의 식에 의해 수소생산 열효율 (ηH2 production)을 각각 계산하면 그

림 2.3.2-19와 같이 나타난다. 여기에서 ηelectricity는 전기 생산 열에너지 효율로서 헬륨 

Brayton Cycle에 의한 전기생산시 650 ℃에서는 0.41, 750 ℃에서는 0.46, 850 ℃에서는 

0.49가 각각 적용되었다.

그림 2.3.2-19. 운전 온도별 SI 열화학 공정의 수소생산 효율

그림 2.3.2-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SI 열화학 공정의 운전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Brayton 

Cycle에서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수소생산 열효율은 16 %에서 24 %까지 증가하고, 

Rankine Cycle에서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효율이 15 %에서 20 %까지 증가

하게 된다. 2010년에 전해투석장치, HI 세라믹 멤브레인 열분해장치, 그리고 열펌프의 채용에 

의한 공정유체의 현열과 잠열을 최대로 회수/순환시키는 것을 모체로 한 SI 열화학 참조공정

의 이론적 수소생산 열효율 분석에서는 850 ℃운전에서 39%의 수소생산 효율이 기대되었으

나 [2.3.2-31] 최근에 수행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과 중국의 SI 열화학 공정 통합 운전시

험결과를 바탕으로 수소생산 열효율을 재분석한 결과에서는 그림 2.3.2-19에서 보는 바와 같

이 24%로 약 15%p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요인들을 살펴보았을 때, 가

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전해전기투석기의 운전전압을 들 수 있는데 참조공정에서는 0.112V를 

적용한 것에 반해 실제 통합운전에서의 운전전압 지표 값에서는 0.186V를 나타냄으로써 66%

의 전기에너지 수요증가를 나타냈고 또 다른 요인으로는 수소의 선별적 투과기능을 갖는 세라

믹 멤브레인 HI열분해반응기의 미개발로 인하여 HI열분해반응기로 단순한 촉매충전탑형 반응

기를 채택함으로써 HI열분해 수율이 60%에서 24%로 떨어져 공정유체의 취급 양이 증가한 것

에 기인하였다. SI 열화학 공정에서 공정유체가 갖는 현열과 잠열을 회수하여 효과적으로 재

활용하는 개념이 수소생산 열효율을 증가시키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SI 

열화학 공정에서 요구하는 열펌프의 미개발은 공정 유체의 현열과 잠열의 회수/이용률을 떨어

뜨림으로써 수소생산 열효율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식 (2.3.2-4)의 정의 식에 의해 계산된 SI 열화학 공정에 있어서 열에너지와 

전기에너지의 BOP관계는 그림 2.3.2-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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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20. 운전 온도별 SI 열화학 공정이 요구하는 순수 열에너지 공급 비중

그림 2.3.2-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SI 열화학 공정 650 ℃(TVHTR = 750 ℃) 운전에서는 열

에너지 비중이 67.6% (Brayton 사이클 전력생산 전기공급)와 64.0% (Rankine 사이클 전력

생산 전기공급)를 나타냈고 그 운전온도가 증가하여 850 ℃(TVHTR = 950 ℃)에서는 그 비중

이 7.7%p와 12.4%p만큼 각각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2010년 분석결과와 비교했을 때 

전해전기투석장치의 운전전압 증가로 인한 전기에너지의 공급비중이 약 25% 수준에서 40% 

수준으로 증가하여 SI 열화학 공정이 열화학적 수소생산 공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열-전기 하

이브리드 수소생산 공정에 더 가까운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문제점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전해전기투석장치의 운전전압을 낮추기 위한 장치개선 연구가 향후 수행되

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SI 열화학 공정에서 살펴봐야 할 사항 중 하나가 헬륨에 의해 공급되는 열에너지의 이용률 (θ

thermal)로서 식 (2.3.2-5)에 의해 계산하면 그림 2.3.2-21과 같이 나타난다. SI 열화학 공정

에서의 2차측 헬륨 유체의 열 이용률은 그림 2.3.2-21에서보는 바와 같이 SI 열화학 공정 운

전 온도의 증가에 따라 31%에서 43%까지 증가함으로써 SMR에서의 헬륨 유체의 열 이용률 

양상과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HTSE공정과는 동일한 양상을 나타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나타낸 2차측 헬륨 유체의 열 이용률 31%와 43%는 고온가스로의 1차측 헬륨 출구

온도가 750 ℃와 950 ℃인 경우 2차측 헬륨의 순환터빈의 운전 허용온도를 395 ℃로 가정 

하였을 때 최대 열 이용률에 해당하는 값들이다. 

   

그림 2.3.2-21. 운전 온도별 SI 열화학 공정에서 이용된 헬륨의 열에너지 이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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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HTSE 공정 흐름도

고온수증기전기분해법(HTSE)은 고체 전해요소를 이용해 고온수증기를 전기분해 하는 수소 제

조법이다. 그림 2.3.2-22에 산소이온을 이동시킬 수 있는 산화물전해질이 사용된 고온수증기

의 전기분해에 대한 원리를 간단히 나타냈다. 음극실로 공급된 수증기(H2O)는 음극에서 수소 

양이온과 산소 음이온으로 분해됨과 동시에 외부 도선을 통하여 양극으로부터 넘어온 전자를 

받아 수소 양이온이 환원되어 수소(H2)가 되고, 산소 음이온(O2-)은 전해질 층을 통과한 후 

양극에서 전자를 방출하고 산소(O2)가 된다. 이 반응은 가역이며, 역반응이 고체산화물연료전

지(SOFC)의 반응메커니즘이다. 이 전해반응에서는 전해질이 수소와 산소의 분리 막으로서 기

능을 하고 있지만 전 반응은 아래의 수증기분해로서 식 (2.3.2-2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H2O(g) → H2 + 1/2 O2                                 (2.3.2-25)

그림 2.3.2-22. 고온 수증기 전기분해 원리

그림 2.3.2-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온 수증기의 전기분해는 깁스에너지의 감소로 저전압에

서 가능할 뿐 아니라 전극 및 전해질에서의 전하 이동이 빠르게 되어 과전압도 감소한다. 이 

때문에 상온에서의 수전해(水電解)와 비교해 적은 전기에너지에서 반응이 진행된다.

그림 2.3.2-23. H2O 분해반응 엔탈피 및 깁스에너지, 표준 평형전위의 온도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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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분해 셀의 전해전압 (V)는 평형전위 값인 열린회로전압 (Open Circuit Voltage) Eo, 전

극과 전해질에서의 물질전달 저항에 의해 발생되는 옴 과전압 (OVohmic), 이온/전자/기체 3 

상이 존재하는 TPB (Three Phase Boundary)에서의 전기화학반응에 관여하는 농도 과전압 

(OVconcentration), 그리고 전하 이동에 관여하는 활성화 과전압 (OVactivation) 4개의 요소로 

구성되는데 식 (2.3.2-26)과 같다 [2.3.2-11]. 

               V = Eo + OVohmic + OVconcentration + OVactivation         (2.3.2-26)

여기에서 Eo는 그림 2.3.3-23의 표준 평형전위 값을 나타내고, 3종의 과전압들은 각각 식 

(2.3.2-27), (2.3.2-28), (2.3.2-29)로 정의된다.

               V-Eo = I x ASR                                      (2.3.2-27)

여기에서 I는 전류밀도 (A/cm2), ASR (Area Specific Resistance)은 면적저항 (Ωcm2)으

로 미국 INL의 보고에 따르면 온도의 함수이며 식 (2.3.2-28)과 같이 아레니우스 식으로 나

타냈다 [2.3.2-12].  

     ASR(T) = ASR1100K  0.463 + 3.973x10-5exp(10300/T(K))    (2.3.2-28)

여기에서 ASR1100K는 1100K 운전온도에서의 실험값이며 스택 평균값으로 1.25 Ωcm2이고 

운전조건으로서 Cathode로는 90 mol%의 수증기와 10 mol%의 수소로 구성된 2성분 혼합

기체를 0.0085 g/cm2-min씩 주입하고, Anode로는 공기를 0.00561 g/cm2-min씩 세척

기체로 주입하였다.

식 (2.3.2-28)을 이용해서 운전온도 650 ∼ 850 ℃ 범위에서의 면적저항을 계산하면 그림 

2.3.2-24와 같이 나타난다.

 

그림 2.3.2-24. 면적저항의 스택 운전온도 의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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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식 (2.3.2-26)을 구성하고 있는 3 종의 과전압 항들을 상세 식으로 나타내면 각각 다음

과 같다.

  OVohmic = IRi                                                       (2.3.2-29)

여기에서 I는 전류밀도를 나타내며 Ri는 옴 저항 값을 나타낸다.     

  OVconcentration=RT/(2F) ln(1+IRTd/2FDeff
H2pH2)/(1-IRTd/2FDeff

H2OpH2O)(2.3.2-30)

여기에서 R은 기체상수 (8.314 Jmol-1K-1), T는 절대온도 (K), F는 파라데이 상수로서 

96,485 Cmol-1, d는 수소전극 두께, Deff
i는 유효확산계수, pi는 분압 (mole %)을 나타낸다.

  OVactivation=RT/(2Fα) sinh-1(I/2I0)                                   (2.3.2-31)

  I0 = nFCOx
1-αCRed

αAe-△E/RT                                         (2.3.2-32)

여기에서 α는 전하이동계수로서 0.3 ∼ 0.6의 값을 적용하고 COx와 CRed는 산화물과 환원물

의 몰농도이다.

한편 고온 수증기 전해반응은 발열반응인 수소 연료전지 반응과 달리 흡열반응이며 식 

(2.3.2-33)의 반응열 (Qr)을 지속적으로 전해 셀 외부로부터 하여야 한다.

  Qr = △Hr - △Gr                                                (2.3.2-33)

여기에서 △Hr과 △Gr는 그림 2.3.2-23 에서의 반응 엔탈피와 깁스 에너지 값을 나타낸다.

그러나 전해 셀에 표준 평형전위 (Eo)보다 낮은 운전 전압 (V)을 걸어주면 전류가 흐르면서 

열 (Qohmic)이 식 (2.3.2-34)와 같이 발생한다.

  Qohmic = (V  Eo) x ASR = i2ASR                               (2.3.2-34)

따라서 전해장치의 운전온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Qr>Qohmic 영역에서는 전해 셀 외부에서 

열을 공급하여야 하고 Qr<Qohmic 영역에서는 전해 셀을 냉각시켜야 하며 Qr=Qohmic에서는 자

체 발생되는 열로부터 반응열을 공급할 수 있는 열-중립 전압 (Thermal-neutral voltage)의 

운전이 가능하다. 그림 2.3.2-25, 2.3.2-26, 2.3.2-27은 전해 셀의 운전전압 변화에 따른 열 

흐름 특성을 운전온도 별로 각각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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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25. 850 ℃ 운전 전해 셀의 전류/전압 변화에 따른 열 흐름 특성

그림 2.3.2-26. 750 ℃ 운전 전해 셀의 전류/전압 변화에 따른 열 흐름 특성

그림 2.3.2-27. 650 ℃ 운전 전해 셀의 전류/전압 변화에 따른 열 흐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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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28V의 운전전압 전후로 해서 전해 셀의 등온운전을 위해서 열

을 외부에서 공급해야 되는 경우와 냉각시켜야 되는 경우로 갈라지는데 그림으로부터 수증기 

고온 수전해 모드에서의 열-중립 전압을 공히 발견할 수 있다. 전해 셀의 운전 온도 변화에 

상관없이 열-중립 전압은 항상 1.28 V를 공히 나타내지만 그 때의 전류 밀도는 850 ℃ 운

전에서 0.27 A/cm2, 750 ℃ 운전에서 0.17 A/cm2, 650 ℃ 운전에서 0.07 A/cm2를 나

타냄으로써 운전온도가 낮아질수록 전류밀도 값은 현격히 낮아짐을 발견할 수 있고 본 자료는 

HTSE 공정의 물질 및 에너지 수지를 작성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         

지금까지 발표된 국내외 보고 자료들을 기초로 했을 때, 적용이 가능한 평판 모양의 전해 셀 

공급 가능 크기는 유효면적 기준으로 15 cm x 15 cm이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크기는 10 

cm x 10 cm인 것으로 발표되고 있고 기술개발 속도가 가장 빠른 미국의 INL에서 대기압 

운전모드에서 수소생산 규모 5 Nm3-H2/h에서 1,080시간 운전한 경험이 있고 현재는 가압

운전 성능시험을 추진 중인 것으로 GEN IV 공동연구를 통하여 보고한 바 있다 [2.3.2-13]. 

한편 국내 기술개발은 한국에너지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의 연구팀을 주

축으로 하는 다부처 공동기획연구 “신재생 하이브리드 이용 양방향 수전해 기술”개발을 미래

부, 환경부, 산자부 공동지원 하에 2019년까지 700 ℃ 3 bar 운전조건에서 1,000시간동안 3 

% 이내의 열화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 1 kW규모의 관형 스택을 개발하고 2022년까지 10 ∼ 

30 kW규모의 시스템개발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2.3.2-14]. 다른 한편으로 Korea 

CCS2020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압 운전용 튜브 셀 기반 CO2/H2O 동시 전해반

응에 의한 합성가스 제조기술 개발”연구과제에서는 고온 전해모듈 시스템의 장기수명 건전성

을 5,000시간 운전, 5% 이하 열화거동의 목표와 최저 10 bar 가압 운전압력 달성을 위하여 

기술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3.2-15].  

이상의 발표 자료를 기초로 하여 HTGR 내지는 VHTR 시스템 기반 고온 수증기 전기분해에 

의한 수소제조 참조 공정도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의 상위요건과 기본가정을 도입한다.

    - HTSE 공정의 수소생산규모는 252,000 mol/h (5,645 Nm3/h)을 적용.

    - HTGR 및 VHTR의 1차 측 헬륨출구 온도는 750, 850, 950 ℃로 상정.

    - 중간열교환기 (Intermediate Heat Exchanger; IHX)의 2차 측 헬륨온도 700, 800, 

900℃에 의해 가열되는 고온 수증기 전기분해 반응온도는 650, 750, 850 ℃3가지의 경

우로 각각 설정하고 운전 압력은 10 bar.

    - 전해 장치의 수소생산 효율, 열/전기 에너지수요 BOP, 그리고 열 이용률의 계산은 운전조

건으로 전류밀도 0.27 A/cm2에서의 89% 수증기 이용률을 적용한 경우와 열-중립 전압 

(Thermal-neutral voltage)에서의 고정 mass flux (0.0157mol-H2O/m2-s, 

0.0017mol-H2/m
2-s, 0.0065mol-air/m2-s)를 적용한 경우에 대해서 수행. 

이상의 상위요건과 기본가정 하에 HTSE 공정도를 나타내면 그림 2.3.2-2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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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28. HTSE 수소생산 공정 흐름도

그림 2.3.2-28의 HTSE 수소생산 공정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정을 구성하는 장치로는 2대

의 압축기(C1 및 C2), 1대의 펌프(P1), 7개의 열교환기(HX1-HX7), 1개의 증기발생기, 그리

고 수증기 전해장치로서 비교적 단순하다.

그림 2.3.2-28의 공정도를 기준으로 고온가스로의 2차 측 헬륨루프로부터 열에너지를 공급받

아 수소를 생산할 때, 수증기 고온전해 공정의 수소생산 열효율과 열 이용률, 그리고 공정에서 

요구하는 열에너지와 전기에너지의 비 (BOP)를 고온가스로의 1차 측 헬륨온도가 각각 750, 

850, 950 ℃로 운전되는 경우에 있어서 2차 측 헬륨의 운전온도가 이에 상응하게 700, 800, 

900 ℃를 유지하며 수증기 고온전해 공정으로 공급된다고 가정했을 때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기술한 운전조건을 기준으로 공정의 물질수지와 미확정 운전온도를 결정

지어야 하는데 이의 계산을 위해서는 공정유체들의 현열과 물 증발잠열 정보를 필요로 한다. 

현열 정보와 물 증발잠열을 이용하여 수소생산 규모 4,200 mol/min (94,080 NL-H2/min)

에 대하여 HTSE 운전온도 650 ℃ (TVHTR outlet = 750℃, T2nd He outlet = 700℃), 750℃ 

(TVHTR outlet = 850℃, T2nd He outlet = 800℃), 850℃ (TVHTR outlet = 950℃, T2nd He outlet 

= 900℃)일 때의 물질수지를 조사함에 있어 운전조건으로 전류밀도 0.27 A/cm2에서의 

89% 수증기 이용률을 적용한 경우의 결과는 표 2.3.2-21, 2.3.2-22, 2.3.2-23과 같이 각각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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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2-21. 650 ℃로 운전되는 4,200 mol-H2/min 규모 HTSE 공정에서 전류밀도 0.27 

A/cm2, 89% 수증기 이용률 적용 경우의 물질수지

표 2.3.2-22. 750 ℃로 운전되는 4,200 mol-H2/min 규모 HTSE 공정에서 전류밀도 0.27 

A/cm2, 89% 수증기 이용률 적용 경우의 물질수지

표 2.3.2-23. 850 ℃로 운전되는 4,200 mol-H2/min 규모 HTSE 공정에서 전류밀도 0.27 

A/cm2, 89% 수증기 이용률 적용 경우의 물질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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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2-21, 2.3.2-22, 2.3.2-23의 물질수지로부터 분당 4,200 mol의 수소를 생산함에 있

어, 수증기 전기분해 장치의 운전은 전류밀도 0.27 A/cm2와 총 전극면적 5,003 m2 

(10x10 cm2 셀 500,293장)의 단일 전기분해 장치에 89%의 스팀 이용률을 적용함으로써 

650 ℃ 운전에서는 그림 2.3.2-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전 전압 1.98 V에서 전류밀도 

0.27 A/cm2를 시현하고, 89%의 수증기 이용률 기준으로 분당 4,719 mol (84.942 kg)씩 주

입함으로써 목적으로 하는 수소생산량을 달성할 수 있고 850 ℃와 750 ℃ 운전에서는 그림 

2.3.2-26과 2.3,2-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전 전압 1.28 V와 1.46 V에서 전류밀도 

0.27 A/cm2를 시현함으로써 분당 4,200 mol의 수소생산량을 달성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전

기분해 셀의 cathode로 수증기와 함께 주입되는 524 mol-H2/min의 수소 유량과 anode로 

주입되는 1,957 mol-air/min의 공기 유량은 미국 INL 연구팀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

된 값이다. 

표 2.3.2-24, 2.3.2-25, 2.3.2-26은 표 2.3.2-21, 2.3.2-22, 2.3.2-23의 물질수지와 운전조

건을 기준으로 각 HTSE 공정의 운전 온도별 에너지 수요를 계산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 2.3.2-24. 650 ℃로 운전되는 4,200 mol-H2/min 규모 HTSE 공정에서 전류밀도 0.27 

A/cm2, 89% 수증기 이용률 적용 경우의 에너지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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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2-25. 750 ℃로 운전되는 4,200 mol-H2/min 규모 HTSE 공정에서 전류밀도 0.27 

A/cm2, 89% 수증기 이용률 적용 경우의 에너지 수요

표 2.3.2-26. 850 ℃로 운전되는 4,200 mol-H2/min 규모 HTSE 공정에서 전류밀도 0.27 

A/cm2, 89% 수증기 이용률 적용 경우의 에너지 수요

한편 열-중립 전압에서의 고정 mass flux (0.0157mol-H2O/m2-s, 0.0017mol-H2/m
2-s, 

0.0065mol-air/m2-s)를 적용한 경우, 수소생산 규모 4,200 mol/min의 HTSE 운전온도 65

0℃, 750℃, 850℃일 때의 물질수지를 조사하면 표 2.3.2-27, 2.3.2-28, 2.3.2-29와 같이 각각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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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2-27. 650 ℃로 운전되는 4,200 mol-H2/min 규모 HTSE 공정에서 열-중립 전압 

1.28V, 고정 mass flux 적용 경우의 물질수지 

표 2.3.2-28. 750 ℃로 운전되는 4,200 mol-H2/min 규모 HTSE 공정에서 열-중립 전압 

1.28V, 고정 mass flux 적용 경우의 물질수지

표 2.3.2-29. 850 ℃로 운전되는 4,200 mol-H2/min 규모 HTSE 공정에서 열-중립 전압 

1.28V, 고정 mass flux 적용 경우의 물질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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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2-27, 2.3.2-28, 2.3.2-29의 물질수지로부터 분당 4,200 mol의 수소를 생산하는 경

우, 수증기 전기분해 장치의 운전 전압은 열-중립 전압을 적용함으로써 650℃ 운전에서는 그

림 2.3.2-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열-중립 전압 1.98 V에서 전류밀도 0.07 A/cm2를 걸어 

주었을 때 10 x 10 cm2 전해 셀 1,929,700장으로 구성된 전해장치에 분당 18,202 mol 

(327.636 kg) 물을 주입함으로써 목적으로 하는 수소생산량을 달성할 수 있고 850℃와 75

0℃ 운전에서는 그림 2.3.2-25과 2.3.2-26에서 나타낸 열-중립 전압 1.28V에서 전류밀도 

0.27 A/cm2와 0.17 A/cm2를 각각 걸어 주었을 때 10 x 10 cm2 전해 셀 794,583장과 

500,293장으로 구성된 전해장치로 분당 4,719mol (84.942 kg)과 7,495mol (134.91 kg)의 

물을 각각 주입함으로써 목적으로 하는 분당 4,200 mol의 수소생산량을 달성할 수 있다. 여

기에서 전기분해 셀의 cathode로 수증기와 함께 주입되는 수소 유량과 anode로 주입되는 공

기 유량은 미국 INL 연구팀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된 값이다. 

표 2.3.2-30, 2.3.2-31, 2.3.2-32는 표 2.3.2-27, 2.3.2-28, 2.3.2-29의 물질수지와 운전조

건을 기준으로 각 HTSE 공정의 운전 온도별 에너지 수요를 계산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 2.3.2-30. 650 ℃로 운전되는 4,200 mol-H2/min 규모 HTSE 공정에서 열-중립 전압 

1.28V, 고정 mass flux 적용 경우의 에너지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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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2-31. 750 ℃로 운전되는 4,200 mol-H2/min 규모 HTSE 공정에서 열-중립 전압 

1.28V, 고정 mass flux 적용 경우의 에너지 수요

표 2.3.2-32. 850 ℃로 운전되는 4,200 mol-H2/min 규모 HTSE 공정에서 열-중립 전압 

1.28V, 고정 mass flux 적용 경우의 에너지 수요

표 2.3.2-24 ∼ 2.3.2-26, 그리고 표 2.3.2-30 ∼ 2.3.2-32의 에너지 수요와 이로부터 생산

되는 수소의 열에너지 잠재치를 기준으로 식 (2.3.2-3)의 정의 식에 의해 수소생산 열효율 

(ηH2 production)을 각각 계산하면 그림 2.32-29와 같이 나타난다.

여기에서 ηelectricity는 전기 생산 열에너지 효율로서 헬륨 Brayton Cycle에 의한 전기생산시 

650 ℃에서는 0.41, 750 ℃에서는 0.46, 850 ℃에서는 0.49가 각각 적용되었다 [2.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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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29. 운전 온도별 HTSE 공정의 수소생산 효율

그림 2.3.2-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HTSE의 운전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Brayton Cycle에서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고 열-중립 전압 1.28V에서의 고정 mass flux 적용하는 경우, 수소생

산 열효율은 34 %에서 50 %까지 증가하고 Rankine Cycle에서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는 경

우에는 그 효율이 30 %에서 37 %까지 증가하게 된다. 한편 전류밀도 0.27 A/cm2에서의 

89% 수증기 이용률을 적용한 경우에는 Brayton Cycle에서 생산된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수

소생산 열효율은 29 %에서 50 %까지 증가하고 Rankine Cycle에서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효율이 25 %에서 37 %까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4,200 mol/min의 수소생산

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중립 전압 1.28V에서의 고정 mass flux 적용하는 경우 (운전 온도가 

낮아질수록 전해장치 전극면적이 증가하여 전해 셀의 소요 개수가 증가)와 전류밀도 0.27 

A/cm2에서의 89% 수증기 이용률을 적용하는 경우 (동일 전해장치 크기와 동일 수증기 주입

량에 운전 전압만 운전 온도가 낮아질 때 증가)에서 수소생산 열효율 관점에서는 전자의 운전 

방법이 유리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식 (2.3.2-4)의 정의 식에 의해 계산된 HTSE 공정에 있어서 열에너지와 전기

에너지의 BOP관계는 그림 2.3.2-30과 같다. 

       

그림 2.3.2-30 운전 온도별 HTSE 공정이 요구하는 순수 열에너지 공급 비중



- 474 -

그림 2.3.2-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열-중립 전압 1.28V에서의 고정 mass flux 적용하는 경

우, 운전 온도가 낮아질수록 전해장치 전극면적이 증가하여 주입해야 할 증류수의 양이 증가

함에서 발생되는 수증기 발생기와 열교환기 HX6에서의 증발잠열의 증가와 현열의 증가로 인

하여 HTSE 650℃ (TVHTR = 750℃) 운전에서는 열에너지 비중이 최대 29%를 나타내다 그 운

전온도가 증가하여 850℃ (TVHTR = 950℃)에서는 그 비중이 11%까지 떨어진다. 반대로 전

류밀도 0.27 A/cm2에서의 89% 수증기 이용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일 전해장치 크기와 

동일 수증기 주입량으로 운전되고 단지 운전 전압만 HTSE 650℃ 운전에서 1.98 V를 가해

주다 850 ℃ 운전에서는 1.28 V를 가해줌으로써 전기에너지 대비 열에너지의 비중이 6.4 %

에서 11 %까지 운전 온도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HTSE 공정에서 살펴봐야 할 사항 중 하나가 헬륨에 의해 공급되는 열에너지의 이용률 (θ

thermal)로서 식 (2.3.2-5)에 의해 계산하면 그림 2.3.2-31과 같이 나타난다. HTSE 공정에서의 

헬륨 유체의 열 이용률은 그림 3,3,2-31에서보는 바와 같이 HTSE 운전 온도의 증가에 따라 

31 %에서 43 %까지 증가함으로써 SMR 공정에서의 헬륨 유체의 열 이용률 양상과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HTSE 공정에서 최종적으로 배출되는 배관번호 114의 수소/수증기 혼합기체

가 가지고 있는 현열과 배관번호 208의 산소/공기 혼합기체가 가지고 있는 현열의 활용 방안

에 대한 최적화가 별도로 요구된다.

그림 2.3.2-31. 운전 온도별 HTSE 공정에서 이용된 헬륨의 열에너지 이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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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소/전기 병합생산 공정 모델링 및 성능분석

고온가스로를 이용하여 수소/전기 병합생산 시스템을 구성할 때, 우선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 원자로와 중간열교환기의 시스템 요건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을 예비 설정하기 위해서

는 지금까지의 고온가스로 개발 역사를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최근에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발간한 “고온가스로공학 입문”[2.2.3-1]에 따르면, 1962년 영국

에서 Dragon Reactor Experiment (DRE)의 운전이 고온가스로의 원조였고 뒤이어 미국 

General Atomics의 Fort St. Vrain (FSV) 원자로가 TRISO 핵연료를 사용하였으며 TRISO 

핵연료의 극히 낮은 핵분열기체 누설을 나타냄으로써 고온가스로 핵연료로 표준화 하였다.

미국과 독일은 각각 Peach Bottom-1(PB-1))과 AVR 실험로의 성공에 힘입어 대형 고온가스

로 개발을 계속 추진하여 FSV와 THTR을 건설하고, 미국은 열 출력 2,000 MWth 및 3,000 

MWth급의 대형 고온가스로 건설을 추진하여 인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독일은 500 MWe급 설

계를 완료하였으나, 1970년대의 경기침체와 1979년 발생한 TMI2019 사고의 여파로 능동형 

붕괴잔열제거가 필수적인 대형 고온가스로를 포기하고, 자연대류를 이용하여 완전 피동형 붕

괴잔열제거가 가능한 열출력 600 MWth 이하의 소형 고온가스로 개발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1990년대 일본은 고온가스로를 이용한 수소생산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초고온가스로

의 실험규모 원자로인 HTTR을 건설하여 현재 운전하고 있으며 초기에는 850℃ 헬륨 출

구온도와 395℃ 입구온도를 목표로 설계/운전하였으나 현재는 950℃까지 확장 운전에 성

공한 바 있다.

중국은 내륙지방의 전력공급을 위한 고온가스로의 실험로인 HTR-10을 건설하여 운전하

고 있다. 이 원자로들은 피동형 붕괴열제거를 위해 강철제 압력용기와 자연대류 형 원자

로공동냉각계통을 채택하고 있는 현대적인 개념의 고온가스로이다. 피동 붕괴잔열제거의 

중요성은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사고에서 다시 한 번 강조되었다.

미국은 수소경제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차세대원자로 Next Generation Nuclear Plant 

(NGNP)로 초고온가스로를 선정하여 헬륨 출구온도 950℃, 입구온도 495℃의 설계조건으

로 2000년부터 연구개발과 개념설계를 추진하였으나, 정부와 산업체의 의견차이, 셰일가

스(shale gas)의 생산 등으로 추진력을 잃었다.

우리나라도 2002년부터 원자력수소생산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초고온가스로를 제4세대원

자력(Generation-IV)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여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원자력수

소 개발 및 실증(NHDD; Nuclear Hydrogen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원자로개념

을 중심으로 핵심기술개발 위주로 과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산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러시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도 고온가스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고온가스로 PBMR 계획을 야심차게 추진하였으나, 국내 사정으로 2010년경 연

구를 중단한 상태이다.

  표 2.3.3-1 에는 현재까지 건설된 주요 고온가스로의 특성을 요약해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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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3-1. 각국의 고온가스로 현황

명칭 국가 형태
열출력 

(MW)

전기출력

(MWe)

최고온도

(℃)
운전기간 비고

DRE 영국 연료봉 20 - 750 1968-75 폐로

PB-1 미국 연료봉 115 40 750 1967-74 폐로

AVR 독일 페블 46 15 950 1967-88 폐로

FSV 미국 프리즘 842 330 785 1976-89 폐로

THTR 독일 페블 750 300 750 1986-89 폐로

HTTR 일본 블록 30 - 850/950 1998- 운전중

HTR-10 중국 페블 10 - 700 2000- 운전중

HTR-PM 중국 페블 2x250 200 750 건설중

이상의 고온가스로 건설/운전과 이로부터 발생되는 열 이용 선행연구 결과들을 기초로 다음 표 

2.3.3-2와 같이 고온가스로 기반 수소/전기 병합생산 시스템 요건을 예비 설정했다. 

표 2.3.3-2. 고온가스로 기반 수소/전기 병합생산 시스템 예비 요건

표 3,3,3-2의 시스템 요건을 적용하여 350 MWth 고온가스로 1/2차 측 헬륨의 유량을 계산

할 수 있는데 결과는 표 2.3.3-3과 같다.

표 2.3.3-3. 350MWth 고온가스로 1/2차 측 헬륨 몰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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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온가스로 및 SMR 수소 생산 공정 연계 공정 성능분석

  앞 절의 배경을 기초로 고온가스로 및 SMR 수소 생산 공정을 연계한 공정에 대하여 

운전 온도별 수소/전기 병합생산 공정 모델을 설정하고 수소와 전력생산 성능을 살펴보

고자 한다.

  우선 TVHTR outlet=750℃의 경우, 수소/전기 병합생산의 직렬연결 모델의 가능성을 조사하

기 위해서 SMR-Normal Rankine Cycle 직렬연결 공정모델을 도입하고 Normal Rankine 

Cycle 시스템에 대한 온도/엔트로피 선도를 그림 2.3.3-1과 같이 작성하였다.

그림 2.3.3-1. TVHTR outlet=750℃에서 SMR-Normal Rankine Cycle 직렬연결 모델

그림 2.3.3-2. TVHTR outlet=750℃에서 SMR-Normal Rankine Cycle 직렬연결 모델에서의 

Normal Rankine Cycle T-S 선도



- 478 -

그림 2.3.3-1을 이용하여 전력생산 효율과 발전량을 다음의 교과서적 계산절차에 의해 계산해 

보기로 한다.

  Wturb=HR3-HR4=1342-1145=197Btu/lbm

  Wpump=V(PR6-PR5)=0.0166(90-11)(144/778)=0.24 Btu/lbm

  HR6=HR5+Wpump=165+0.24=165.24Btu/lbm

  Q=HR3-HR6=1342-165.24=1177Btu/lbm

  Wnet=Wturb-Wpump=197-0.24=196.8Btu/lbm

  ηe=Wnet/Q=196.8/1177=16.7%

  EGRankine cycle=40089x0.020787x(340-280)x0.167=8.4MWe

상기 계산으로부터 Normal Rankine Cycle의 전력생산 효율은 16.7%이며 발전량은 8.4 

MWe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본 발전량을 350 MWth 출력의 TVHTR outlet=750℃ 고온가스로에 그림 2.3.3-2의 

수소/전기 병합생산 공정모델과 같이 SMR 공정에 의해 수소를 생산하는 경우, 수소생산량은 

158,579 Nm3/h이 되고 이때 SMR 공정에서 필요로 하는 전기에너지는 15.8MWe를 나타냄

으로써 결국 SMR-Normal Rankine Cycle 직렬연결 모델에 의한 전력생산은 전기의 원활한 

자급이 불가능하고 외부에서 7.4MWe의 전기를 추가로 공급해야 한다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에 따라 전력생산 효율이 조금 더 향상될 수 있는 Reheat Rankine Cycle을 SMR 공정에 

직렬로 연결한 모델을 그림 2.3.3-3과 같이 재설정해 본다. 

그림 2.3.3-3. TVHTR outlet=750℃에서 SMR-Reheat Rankine Cycle 직렬연결 모델

그림 2.3.3-3의 수소/전기 병합생산 모델에서 전력생산을 위한 Reheat Rankine Cycle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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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에 대한 온도/엔트로피 선도를 나타내면 그림 2.3.3-3과 같다.

그림 2.3.3-4. TVHTR outlet=750℃에서 SMR-Reheat Rankine Cycle 직렬연결 모델에서의 

Reheat Rankine Cycle T-S 선도

그림 2.3.3-4의 Reheat Rankine Cycle T-S 선도를 이용하여 전력생산 효율과 발전량을 계

산하면 다음과 같다.

  Wturb1=HR3-HR2'=1298.7-1200.5=98.2Btu/lbm

  Wturb2=HR3'-HR4=1319.8-1174.7=145.1Btu/lbm

  Wpump=V(PR6-PR5)=0.0173(669-51.5)(144/778)=2.0 Btu/lbm

  Wnet=Wturb1+Wturb2-Wpump=241.3Btu/lbm

  HR6=HR5+Wpump=252.2+2.0=254.2Btu/lbm

  QR3-R6=HR3-HR6=1298.7-254.2=1044.5Btu/lbm

  QR3'-R2'=HR3'-HR2'=1319.8-1200.5=119.3Btu/lbm

  Qtotal=1044.5+119.3=1163.8Btu/lbm

  ηe=Wnet/Qtotal=241.3/1163.8=21%

  EGRankine cycle=40089x0.020787x(340-280)x0.21=10.5MWe

상기 계산으로부터 Reheat Rankine Cycle의 전력생산 효율은 21%이며 발전량은 10.5 

MWe으로 나타났다. 이 방법 또한 350 MWth 출력의 TVHTR outlet=750℃ 고온가스로에 그림 

2.3.3-3의 수소/전기 병합생산 공정모델에서 필요로 하는 전기에너지 15.8MWe를 공급하기에

는 5.3 MWe의 전기가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350 MWth 출력의 TVHTR outlet=750℃ 고온가스로에 수소/전기 병합생산 라인을 직렬

로 연결하는 것은 비효율적임을 알 수 있고, SMR 공정에서 필요로 하는 전기를 SMR 공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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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렬로 연결한 전력생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병렬로 연결

하는 경우, IHX 2차 측 헬륨유량을 SMR 공정과 전력생산 시스템으로 분기하여 공급해야 되

며 전력생산 시스템으로 공급되는 헬륨의 온도가 700℃를 나타냄으로써 Brayton Cycle의 적

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3.3-1의 상위 요건 중 고온가스로의 열에너지 이용관점에서 수소생산의 극대화를 우선으

로 하고 전력생산은 열 이용률 확대의 보조적 역할로 생각하면 SMR 공정과 Brayton Cycle

의 전력생산 시스템으로 공급해야 할 헬륨의 유량을 결정할 수 있고 그림 2.3.3-4의 병합공정 

모델을 설정할 수 있다. 

그림 2.3.3-5. TVHTR outlet=750℃에서 SMR-1C/1T Brayton/Reheat Rankine-Combined 

Cycle 병렬연결 모델

그림 2.3.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SMR 수소생산 공정과 Brayton/Reheat Rankine 

Combined Cycle은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며 IHX에서 배출된 700℃의 헬륨이 수소생산 공

정 배관으로 36,356 mol/s 공급되고 전력생산 배관으로 3,733 mol/s 공급된다. 이 경우 수

소생산량은 143,812 Nm3/h이며 SMR 공정에서 요구하는 전기에너지는 14.3 MWe이다. 전

기는 Brayton/Reheat Rankine Combined Cycle 1과 SMR 공정의 후단에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Reheat Rankine Cycle 2에 의해 결과적으로 1C/1T Brayton Cycle 1기와 2기의 

Reheat Rankine Cycle에 의해 발전된다.

그림 2.3.3-4의 수소/전기 병합생산 모델에서 전력생산을 위한 Brayton Cycle 시스템에 대

한 온도/엔트로피 선도를 나타내면 그림 2.3.3-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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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6. 1C/1T Brayton Cycle T-S 선도

그림 2.3.3-6의 1C/1T Brayton Cycle T-S 선도를 이용하여 전력생산 효율과 발전량을 계

산하면 다음과 같다.

  γHe=Cp,He/Cv,He=Cp,He/(Cp,He - R)=20.787/(20.787 - 8.314)=1.667

  k=(γHe - 1)/γHe = (1.667-1)/1.667 = 0.4

  rP=P2-4/P1-5 =(THE4/T1)
1/2k=(959/303)1/0.8=4.22   

  T2=T1rP
k=303x4.220.4=539 K

  T5=T4/rP
k=959/4.220.4=539 K

  ηe=Wnet/Qin=(Qin-Qout)/Qin=1-Qout/Qin=1-1/rP
k=1-1/4.220.4=44%

  EGBrayton cycle=3733x0.020787x(686-266)x0.44=14.3MWe

Brayton/Reheat Rankine Combined Cycle의 Reheat Rankine Cycle 1에서의 발전효율

과 발전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Reheat Rankine Cycle 공정도와 T-S 선도를 나타내면 각각 

그림 2.3.3-7 및 2.3.3-8과 같다.

그림 2.3.3-7. Reheat Rankine Cycle 1 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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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8. Reheat Rankine Cycle 1의 T-S 선도

  

그림 2.3.3-8의 Reheat Rankine Cycle 1 T-S 선도를 이용하여 전력생산 효율과 발전량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Wturb1=HR3-HR2'=1442.1-1200.6=41.5Btu/lbm

  Wturb2=HR3'-HR4=1234.9-1194.2=40.7Btu/lbm

  Wpump=V(PR6-PR5)=0.0181(380-151.4)(144/778)=0.8 Btu/lbm

  Wnet=Wturb1+Wturb2-Wpump=81.4Btu/lbm

  HR6=HR5+Wpump=331.4+0.8=332.2Btu/lbm

  QR3-R6=HR3-HR6=1242.1-332.2=909.9Btu/lbm

  QR3'-R2'=HR3'-HR2'=1234.9-1200.6=34.3Btu/lbm

  Qtotal=909.9+34.3=944.2Btu/lbm

  ηe=Wnet/Qtotal=81.4/944.2=8.6%

  EGRankine cycle=3733x0.020787x(266-238)x0.086=0.2MWe

그림 2.3.3-7의 배관번호 5-1과 5-2의 정격운전에서의 온도를 계산하면 각각 265℃와 26

4℃가 얻어진다. 이 결과로부터 Brayton/Reheat Rankine Combined Cycle의 후단에 접속

한 Reaheat Rankine Cycle 1의 효율은 8.6%에 지나지 않으며 발전량도 0.2MWe에 지나지 

않으므로 Reheat Rankine Cycle 1에 의한 발전은 무의미하며 Brayton/Reheat Rankine 

Combined Cycle보다 Brayton Cycle 단독으로 발전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

로 판단된다. 

한편 SMR 공정의 후단에 연결된 Reheat Rankine Cycle 2 공정도와 T-S 선도를 나타내면 

각각 그림 2.3.3-9 및 2.3.3-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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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9. Reheat Rankine Cycle 2 공정도

그림 2.3.3-10. Reheat Rankine Cycle 2의 T-S 선도

그림 2.3.3-10의 Reheat Rankine Cycle 2 T-S 선도를 이용하여 전력생산 효율과 발전량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Wturb1=HR3-HR2'=1298.7-1200.5=98.2Btu/lbm

  Wturb2=HR3'-HR4=1319.8-1174.7=145.1Btu/lbm

  Wpump=V(PR6-PR5)=0.0173(669-51.5)(144/778)=2.0 Btu/lbm

  Wnet=Wturb1+Wturb2-Wpump=241.3Btu/lbm

  HR6=HR5+Wpump=252.2+2.0=254.2Btu/lbm

  QR3-R6=HR3-HR6=1298.7-254.2=1044.5Btu/lbm

  QR3'-R2'=HR3'-HR2'=1319.8-1200.5=119.3Btu/lbm

  Qtotal=1044.5+119.3=1163.8Btu/lbm

  ηe=Wnet/Qtotal=241.3/1163.8=21%

  EGRankine cycle=36356x0.020787x(340-280)x0.21=9.5M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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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Reheat Rankine Cycle 2의 증기발생기에서 배출되는 헬륨의 온도는 269℃로서 

헬륨 순환기를 통과하면서 280℃까지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그림 2.3.3-2의 수소/전기 병합생산 모델에서의 수소생산량은 143,812 Nm3/h이

며 1C/1T Brayton Cycle 1기와 1기의 Reheat Rankine Cycle 2에 의해 발전되는 총 발

전량은 23.8 MWe로서 SMR 공정에서 요구하는 전기에너지 14.3MWe를 자체 공급하면 9.5 

MWe의 잉여전기를 외부로 공급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그림 2.3.3-1의 Brayton Cycle 병렬연결 위치에 그림 2.3.3-11과 같이 Reheat 

Rankine Cycle로 대치하여 접속했을 때의 발전량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그림 2.3.3-11. TVHTR outlet=750℃에서 SMR-Reheat Rankine Cycle 병렬연결 모델

그림 2.3.3-9의 Reheat Rankine Cycle에 대한 T-S 선도를 구성하면 그림 2.3.3-12와 같고 

이때의 발전효율과 발전량을 계산하면 33%와 10.8 MWe를 나타냄으로써 총 발전량은 SMR 

공정의 후단에 접속한 Reheat Rankine Cycle 2에서 발전된 발전량을 합하여 20.3 MWe를 

나타낸다. 

그림 2.3.3-12. TVHTR outlet=750℃ SMR 병렬연결 Reheat Rankine Cycle T-S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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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TVHTR outlet=750℃에서의 수소/전기 병합생산 모델로는 그림 2.3.3-3에서 Brayton 

Cycle의 후단에 접속된 Reheat Rankine cycle 1을 제거한 공정모델을 추천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TVHTR outlet=850℃의 경우, 수소/전기 병합생산의 직렬연결 모델의 가능성을 조사

하기 위해서 그림 2.3.3-13과 같은 SMR-Reheat Rankine Cycle 직렬연결 공정모델을 도입

하고 550℃의 헬륨이 주입되는 Reheat Rankine Cycle 시스템에 대한 온도/엔트로피 선도를 

그림 2.3.3-14와 같이 작성해 본다.

그림 2.3.3-13. TVHTR outlet=850℃에서 SMR-Reheat Rankine Cycle 직렬연결 모델

그림 2.3.3-14. TVHTR outlet=850℃에서 SMR-Reheat Rankine Cycle 직렬연결 모델에서의 

Reheat Rankine Cycle T-S 선도

그림 2.3.3-14의 Reheat Rankine Cycle T-S 선도를 이용하여 전력생산 효율과 발전량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Wturb1=HR3-HR2'=1508-1172=336Btu/lbm

  Wturb2=HR3'-HR4=1382-1125=257Btu/l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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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pump=V(PR6-PR5)=0.0163(900-3.7)(144/778)=2.7 Btu/lbm

  Wnet=Wturb1+Wturb2-Wpump=590.3Btu/lbm

  HR6=HR5+Wpump=118+2.7=120.7Btu/lbm

  QR3-R6=HR3-HR6=1508-120.7=1387.3Btu/lbm

  QR3'-R2'=HR3'-HR2'=1382-1172=210Btu/lbm

  Qtotal=1387.3+210=1597.3Btu/lbm

  ηe=Wnet/Qtotal=590.3/1597.3=37%

  EGRankine cycle=40089x0.020787x(550-380)x0.37=52.4MWe

여기에서 Reheat Rankine Cycle의 증기발생기에서 배출되는 헬륨의 온도는 367℃로서 헬륨 

순환기를 통과하면서 380℃까지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그림 2.3.3-15의 수소/전기 병합생산 모델에서의 수소생산량은 143,121 Nm3/h

이며 Reheat Rankine Cycle에 의해 발전되는 총 발전량은 52.4 MWe로서 SMR 공정에서 

요구하는 전기에너지 9.5 MWe를 자체 공급하면 42.9 MWe의 잉여전기를 외부로 공급할 수 

있다.

또한 TVHTR outlet=950℃의 경우, 수소/전기 병합생산의 직렬연결 모델의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

해서 그림 2.3.3-15와 같은 SMR-Brayton/Reheat Rankine Combined Cycle 직렬연결 공

정모델을 도입한다.

그림 2.3.3-15. TVHTR outlet=950℃에서 SMR-Brayton/Reheat Rankine Combined Cycle 

직렬연결 모델

그림 2.3.3-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SMR 수소생산 공정과 Brayton/Reheat Rank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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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ined Cycle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며 IHX에서 배출된 900℃의 헬륨이 수소생산 공

정 배관으로 39,157 mol/s 공급되고 SMR 공정에서 753℃로 배출된 후 Brayton Cycle의 

압축기에서 배출되는 헬륨을 IHX의 입력온도 조건인 470℃까지 가열시키기 위한 복열장치 

(recuperator)를 통과시킨 후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Brayton Cycle의 터빈으로 공급된다. 이 

경우 수소생산량은 92,566 Nm3/h이며 SMR 공정에서 요구하는 전기에너지는 5.1 MWe이다. 

전기는 Brayton/Reheat Rankine Combined Cycle에 의해 발전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림 2.3.3-15의 수소/전기 병합생산 모델에서 전력생산을 위한 Brayton Cycle 시스템에 대

한 온도/엔트로피 선도를 나타내면 그림 2.3.3-16과 같고 이때의 발전량과 효율은 다음과 같

다.

  γHe=Cp,He/Cv,He=Cp,He/(Cp,He - R)=20.787/(20.787 - 8.314)=1.667

  k=(γHe - 1)/γHe = (1.667-1)/1.667 = 0.4

  rP=P2-4/P1-5 =(THE4-1/T1)
1/2k=(764/303)1/0.8=3.18   

  T2=T1rP
k=303x3.180.4=481 K

  T5=T4-1/rP
k=764/3.180.4=481 K

  ηe=Wnet/Qin=(Qin-Qout)/Qin=1-Qout/Qin=1-1/rP
k=1-1/3.180.4=37%

  EGBrayton cycle=39157x0.020787x(491-208)x0.37=85.2 MWe

Brayton/Reheat Rankine Combined Cycle의 Reheat Rankine Cycle에서의 발전효율과 

발전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Reheat Rankine Cycle 공정도와 T-S 선도를 나타내면 각각 그

림 2.3.3-16 및 2.3.3-17과 같다.

그림 2.3.3-16. TVHTR outlet=950℃에서 SMR-Brayton/Reheat Rankine Combined Cycle 

직렬연결 모델에서의 Reheat Rankine Cycle 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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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17. TVHTR outlet=950℃에서 SMR-Brayton/Reheat Rankine Combined Cycle 

직렬연결 모델에서의 Reheat Rankine Cycle T-S 선도

그림 2.3.3-17의 Reheat Rankine Cycle T-S 선도를 이용하여 전력생산 효율과 발전량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Wturb1=HR3-HR2'=1214-1185.9=28.1Btu/lbm

  Wturb2=HR3'-HR4=1201.3-1181.5=19.8Btu/lbm

  Wpump=V(PR6-PR5)=0.0175(130-73.4)(144/778)=0.18 Btu/lbm

  Wnet=Wturb1+Wturb2-Wpump=47.72Btu/lbm

  HR6=HR5+Wpump=276+0.18=276.18Btu/lbm

  QR3-R6=HR3-HR6=1214-276.18=937.82Btu/lbm

  QR3'-R2'=HR3'-HR2'=1201.3-1185.9=15.4Btu/lbm

  Qtotal=937.82+15.4=953.22Btu/lbm

  ηe=Wnet/Qtotal=47.72/953.22=5%

  EGRankine cycle=39157x0.020787x(208-186)x0.05=0.9MWe

결과적으로 그림 2.3.3-15의 수소/전기 병합생산 모델에서의 수소생산량은 92,566 Nm3/h이

며 Brayton/Reheat Rankine Combined Cycle에 의해 발전되는 총 발전량은 86.1 MWe로

서 SMR 공정에서 요구하는 전기에너지 5.1 MWe를 자체 공급하면 81 MWe의 잉여전기를 외

부로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Brayton Cycle의 후단에 접속된 Reheat Rankine 

Cycle의 발전효율과 발전량은 그 규모로 보았을 때 유의미를 부여하기에는 무척 약하게 보인

다.

따라서 SMR 공정의 후속에 Brayton Cycle을 직렬로 연결하는 것 대신, Reheat Rankine 

Cycle을 연결하여 발전하는 경우를 상정, 발전효율과 발전량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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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18과 2.3.3-19는 이때의 수소/전기 병합생산 모델과 Reheat Rankine Cycle의 T-S 

선도이다.

그림 2.3.3-18. TVHTR outlet=950℃에서 SMR-Reheat Rankine Combined Cycle 직렬연결 모델

그림 2.3.3-19. TVHTR outlet=950℃에서 SMR-Reheat Rankine Cycle 직렬연결 모델에서의 

Reheat Rankine Cycle T-S 선도

그림 2.3.3-19의 Reheat Rankine Cycle T-S 선도를 이용하여 전력생산 효율과 발전량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Wturb1=HR3-HR2'=1452.2-1181.8=270.4Btu/lbm

  Wturb2=HR3'-HR4=1419.3-1125=294.3Btu/lbm

  Wpump=V(PR6-PR5)=0.0163(900-3.7)(144/778)=2.7 Btu/lbm

  Wnet=Wturb1+Wturb2-Wpump=562Btu/lbm

  HR6=HR5+Wpump=118+2.7=120.7Btu/l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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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3-R6=HR3-HR6=1452.2-120.7=1331.5Btu/lbm

  QR3'-R2'=HR3'-HR2'=1419.3-1181.8=237.5Btu/lbm

  Qtotal=1331.5+237.5=1569Btu/lbm

  ηe=Wnet/Qtotal=562/1569=36%

  EGRankine cycle=39157x0.020787x(753-455)x0.36=87.3MWe

결과적으로 그림 2.3.3-18의 수소/전기 병합생산 모델에서의 수소생산량은 92,566 Nm3/h이

며 Reheat Rankine Cycle에 의해 발전되는 총 발전량은 87.3 MWe로서 SMR 공정에서 요

구하는 전기에너지 5.1 MWe를 자체 공급하면 82.2 MWe의 잉여전기를 외부로 공급할 수 있

다. 따라서 TVHTR outlet=950℃에서는 SMR 공정의 후속에 Brayton Cycle을 직렬로 연결하는 

것 대신, Reheat Rankine Cycle을 연결하여 발전하는 경우가 더 바람직한 모델임을 결론 

내릴 수 있었다. 이때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헬륨의 온도는 SMR과 Rankine Cycle을 통과하

면서 헬륨유체의 압력강하가 5%라고 가정하면 455℃이며 헬륨순환기를 통과하면서 470℃가 

된다. 

나. 고온가스로 및 SI 수소 생산 공정 연계 공정 성능분석

앞 절의 배경을 기초로 고온가스로 및 SI 수소 생산 공정을 연계한 공정에 대하여 운전 온도

별 수소/전기 병합생산 공정 모델을 설정하고 수소와 전력생산 성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TVHTR outlet=750℃의 경우, 그림 2.3.3-20과 같은 SI-Brayton/Reheat Rankine Combined 

Cycle 병렬연결 공정모델을 도입한다. 

그림 2.3.3-20. TVHTR outlet=750℃에서 SI-1C/1T Brayton/Reheat Rankine-Combined Cycle 

병렬연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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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SI 수소생산 공정과 Brayton/Reheat Rankine 

Combined Cycle은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며 IHX에서 배출된 700℃의 헬륨이 수소생산 공

정 배관으로 27,718.2 mol/s 공급되고 전력생산 배관으로 12,371.0 mol/s 공급된다. 이 경

우 수소생산량은 16,072Nm3/h이며 SI 공정에서 요구하는 전기에너지는 47.5 MWe이다. 전

기는 Brayton/Reheat Rankine Combined Cycle에 의해 발전된다.

그림 2.3.3-20의 수소/전기 병합생산 모델에서 1C/1T Brayton Cycle T-S 선도를 이용하여 

전력생산 효율과 발전량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γHe=Cp,He/Cv,He=Cp,He/(Cp,He - R)=20.787/(20.787 - 8.314)=1.667

  k=(γHe - 1)/γHe = (1.667-1)/1.667 = 0.4

  rP=P2-4/P1-5 =(THE4/T1)
1/2k=(959/303)1/0.8=4.22   

  T2=T1rP
k=303x4.220.4=539 K

  T5=T4/rP
k=959/4.220.4=539 K

  ηe=Wnet/Qin=(Qin-Qout)/Qin=1-Qout/Qin=1-1/rP
k=1-1/4.220.4=44%

  EGBrayton cycle=12,371x0.020787x(686-266)x0.44=47.5 MWe

Brayton/Reheat Rankine Combined Cycle의 Reheat Rankine Cycle에서의 발전효율과 

발전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Reheat Rankine Cycle 공정도와 T-S 선도를 나타내면 각각 그

림 2.3.3-21 및 2.3.3-22와 같다.

그림 2.3.3-21. Reheat Rankine Cycle 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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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22. Reheat Rankine Cycle의 T-S 선도

그림 2.3.3-22의 Reheat Rankine Cycle T-S 선도를 이용하여 전력생산 효율과 발전량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Wturb1=HR3-HR2'=1242.1-1200.6=41.5Btu/lbm

  Wturb2=HR3'-HR4=1234.9-1194.2=40.7Btu/lbm

  Wpump=V(PR6-PR5)=0.0181(380-151.4)(144/778)=0.8Btu/lbm

  Wnet=Wturb1+Wturb2-Wpump=81.4Btu/lbm

  HR6=HR5+Wpump=331.4+0.8=332.2Btu/lbm

  QR3-R6=HR3-HR6=1242.1-332.2=909.9Btu/lbm

  QR3'-R2'=HR3'-HR2'=1234.9-1200.6=34.3Btu/lbm

  Qtotal=909.9+34.3=944.2Btu/lbm

  ηe=Wnet/Qtotal=81.4/944.2=8.6%

  EGRankine cycle=12,371x0.020787x(266-238)x0.086=0.6MWe

그림 2.3.3-21의 배관번호 5-1과 5-2의 정격운전에서의 온도를 계산하면 각각 265℃와 26

4℃가 얻어진다. 

결과적으로 그림 2.3.3-20의 수소/전기 병합생산 모델에서의 수소생산량은 16,072 Nm3/h이

며 1C/1T Brayton Cycle 1기와 1기의 Reheat Rankine Cycle에 의해 발전되는 총 발전량

은 48.1 MWe로서 SI 공정에서 요구하는 전기에너지 47.5 MWe를 자체 공급하면 0.6 MWe

의 잉여전기를 외부로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Reheat Rankine Cycle의 전력생산 효율이나 

전력생산량은 거의 무의미한 수치로서 만약 이를 전력생산계통에서 삭제한다면 Brayton 

Cycle에서 생산되는 47.5 MWe은 모두 SI에 공급하여 잉여 전력량은 없다.

마찬가지로 TVHTR outlet=850℃의 경우, 그림 2.3.3-23과 같은 SI-Brayton/Reheat Rank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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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ined Cycle 병렬연결 공정모델을 도입한다. 

그림 2.3.3-23. TVHTR outlet=850℃에서 SI-1C/1T Brayton/Reheat Rankine-Combined Cycle 

병렬연결 모델

그림 2.3.3-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SI 수소생산 공정과 Brayton/Reheat Rankine 

Combined Cycle은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며 IHX에서 배출된 800℃의 헬륨이 수소생산 공

정 배관으로 24,936.5 mol/s 공급되고 전력생산 배관으로 15,152.7 mol/s 공급된다. 이 경

우 수소생산량은 19,687 Nm3/h이며 SI 공정에서 요구하는 전기에너지는 58.2 MWe이다. 전

기는 Brayton/Reheat Rankine Combined Cycle에 의해 발전된다.

그림 2.3.3-23의 수소/전기 병합생산 모델에서 1C/1T Brayton Cycle T-S 선도를 이용하여 

전력생산 효율과 발전량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γHe=Cp,He/Cv,He=Cp,He/(Cp,He - R)=20.787/(20.787 - 8.314)=1.667

  k=(γHe - 1)/γHe = (1.667-1)/1.667 = 0.4

  rP=P2-4/P1-5 =(THE4/T1)
1/2k=(959/303)1/0.8=4.22   

  T2=T1rP
k=303x4.220.4=539 K

  T5=T4/rP
k=959/4.220.4=539 K

  ηe=Wnet/Qin=(Qin-Qout)/Qin=1-Qout/Qin=1-1/rP
k=1-1/4.220.4=44%

  EGBrayton cycle=15,152.7x0.020787x(686-266)x0.44=58.2 MWe

Brayton/Reheat Rankine Combined Cycle의 Reheat Rankine Cycle에서의 발전효율과 

발전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Reheat Rankine Cycle 공정도와 T-S 선도를 나타내면 각각 그

림 2.3.3-24 및 2.3.3-2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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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24. Reheat Rankine Cycle 공정도

그림 2.3.3-25. Reheat Rankine Cycle의 T-S 선도

그림 2.3.3-25의 Reheat Rankine Cycle T-S 선도를 이용하여 전력생산 효율과 발전량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Wturb1=HR3-HR2'=1242.1-1200.6=41.5Btu/lbm

  Wturb2=HR3'-HR4=1234.9-1194.2=40.7Btu/lbm

  Wpump=V(PR6-PR5)=0.0181(380-151.4)(144/778)=0.8Btu/lbm

  Wnet=Wturb1+Wturb2-Wpump=81.4Btu/lbm

  HR6=HR5+Wpump=331.4+0.8=332.2Btu/lbm

  QR3-R6=HR3-HR6=1242.1-332.2=909.9Btu/l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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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3'-R2'=HR3'-HR2'=1234.9-1200.6=34.3Btu/lbm

  Qtotal=909.9+34.3=944.2Btu/lbm

  ηe=Wnet/Qtotal=81.4/944.2=8.6%

  EGRankine cycle=15,157.2x0.020787x(266-238)x0.086=0.8MWe

그림 2.3.3-24의 배관번호 5-1과 5-2의 정격운전에서의 온도를 계산하면 각각 265℃와 26

4℃가 얻어진다. 

결과적으로 그림 2.3.3-23의 수소/전기 병합생산 모델에서의 수소생산량은 19687 Nm3/h이며 

1C/1T Brayton Cycle 1기와 1기의 Reheat Rankine Cycle에 의해 발전되는 총 발전량은 

59 MWe로서 SI 공정에서 요구하는 전기에너지 58.2 MWe를 자체 공급하면 0.8 MWe의 잉여

전기를 외부로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Reheat Rankine Cycle의 전력생산 효율이나 전력생산

량은 거의 무의미한 수치로서 만약 이를 전력생산계통에서 삭제한다면 TVHTR outlet=850℃에서도 

Brayton Cycle에서 생산되는 58.2 MWe은 모두 SI에 공급하여 잉여 전력량은 없다.

TVHTR outlet=950℃의 경우, 그림 2.3.3-26과 같은 SI-Brayton/Reheat Rankine Combined 

Cycle 병렬연결 공정모델을 도입한다.

그림 2.3.3-26. TVHTR outlet=950℃에서 SI-1C/1T Brayton/Reheat Rankine-Combined Cycle  

병렬연결 모델

그림 2.3.3-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SI 수소생산 공정과 Brayton/Reheat Rankine 

Combined Cycle은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며 IHX에서 배출된 900℃의 헬륨이 수소생산 공

정 배관으로 22,437.4 mol/s 공급되고 전력생산 배관으로 16,719.6 mol/s 공급된다. 이 경

우 수소생산량은 22,240 Nm3/h이며 SI 공정에서 요구하는 전기에너지는 65.8 MWe이다. 전

기는 Brayton/Reheat Rankine Combined Cycle에 의해 발전된다.

그림 2.3.3-26의 수소/전기 병합생산 모델에서 1C/1T Brayton Cycle T-S 선도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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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생산 효율과 발전량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γHe=Cp,He/Cv,He=Cp,He/(Cp,He - R)=20.787/(20.787 - 8.314)=1.667

  k=(γHe - 1)/γHe = (1.667-1)/1.667 = 0.4

  rP=P2-4/P1-5 =(THE4/T1)
1/2k=(973/303)1/0.8=4.3   

  T2=T1rP
k=303x4.30.4=543 K

  T5=T4/rP
k=973/4.30.4=543 K

  ηe=Wnet/Qin=(Qin-Qout)/Qin=1-Qout/Qin=1-1/rP
k=1-1/4.30.4=44%

  EGBrayton cycle=16,719.6x0.020787x(700-270)x0.44=65.8 MWe

Brayton/Reheat Rankine Combined Cycle의 Reheat Rankine Cycle에서의 발전효율과 

발전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Reheat Rankine Cycle 공정도와 T-S 선도를 나타내면 각각 그

림 2.3.3-27 및 2.3.3-28과 같다.

그림 2.3.3-27. Reheat Rankine Cycle 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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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28. Reheat Rankine Cycle의 T-S 선도

그림 2.3.3-28의 Reheat Rankine Cycle T-S 선도를 이용하여 전력생산 효율과 발전량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Wturb1=HR3-HR2'=1242.1-1200.6=41.5Btu/lbm

  Wturb2=HR3'-HR4=1234.9-1194.2=40.7Btu/lbm

  Wpump=V(PR6-PR5)=0.0181(380-151.4)(144/778)=0.8Btu/lbm

  Wnet=Wturb1+Wturb2-Wpump=81.4Btu/lbm

  HR6=HR5+Wpump=331.4+0.8=332.2Btu/lbm

  QR3-R6=HR3-HR6=1242.1-332.2=909.9Btu/lbm

  QR3'-R2'=HR3'-HR2'=1234.9-1200.6=34.3Btu/lbm

  Qtotal=909.9+34.3=944.2Btu/lbm

  ηe=Wnet/Qtotal=81.4/944.2=8.6%

  EGRankine cycle=16,719.6x0.020787x(270-238)x0.086=1.0MWe

그림 2.3.3-27의 배관번호 5-1과 5-2의 정격운전에서의 온도를 계산하면 각각 265℃와 26

4℃가 얻어진다. 

결과적으로 그림 2.3.3-26의 수소/전기 병합생산 모델에서의 수소생산량은 22,240 Nm3/h이

며 1C/1T Brayton Cycle 1기와 1기의 Reheat Rankine Cycle에 의해 발전되는 총 발전량

은 66.8 MWe로서 SI 공정에서 요구하는 전기에너지 65.8 MWe를 자체 공급하면 1.0 MWe

의 잉여전기를 외부로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Reheat Rankine Cycle의 전력생산 효율이나 

전력생산량은 거의 무의미한 수치로서 만약 이를 전력생산계통에서 삭제한다면 TVHTR 

outlet=950℃에서도 Brayton Cycle에서 생산되는 65.8 MWe은 모두 SI에 공급하고 잉여 전력

량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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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온가스로 및 HTSE 수소 생산 공정 연계 공정 성능분석

앞 절의 배경을 기초로 고온가스로 및 HTSE 수소 생산 공정을 연계한 공정에 대하여 운전 

온도별 수소/전기 병합생산 공정 모델을 설정하고 수소와 전력생산 성능을 살펴보았다.

TVHTR outlet=750℃의 경우, 그림 2.3.3-29와 같은 HTSE-Brayton/Reheat Rankine Combined 

Cycle 병렬연결 공정모델을 도입한다.

그림 2.3.3-29. TVHTR outlet=750℃에서 HTSE-1C/1T Brayton/Reheat Rankine-Combined 

Cycle 병렬연결 모델

 

그림 2.3.3-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HTSE 수소생산 공정과 Brayton/Reheat Rankine 

Combined Cycle은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며 IHX에서 배출된 700℃의 헬륨이 수소생산 공

정 배관으로 12,272.8 mol/s 공급되고 전력생산 배관으로 27,816.4 mol/s 공급된다. 이 경

우 수소생산량은 34,854 Nm3/h이며 HTSE 공정에서 요구하는 전기에너지는 106.8 MWe이

다. 전기는 Brayton/Reheat Rankine Combined Cycle에 의해 발전되는 것으로 일단 가정

한다.

그림 2.3.3-29의 수소/전기 병합생산 모델에서 1C/1T Brayton Cycle T-S 선도를 이용하여 

전력생산 효율과 발전량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γHe=Cp,He/Cv,He=Cp,He/(Cp,He - R)=20.787/(20.787 - 8.314)=1.667

  k=(γHe - 1)/γHe = (1.667-1)/1.667 = 0.4

  rP=P2-4/P1-5 =(THE4/T1)
1/2k=(959/303)1/0.8=4.22   

  T2=T1rP
k=303x4.220.4=539 K

  T5=T4/rP
k=959/4.220.4=539 K

  ηe=Wnet/Qin=(Qin-Qout)/Qin=1-Qout/Qin=1-1/rP
k=1-1/4.22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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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GBrayton cycle=27,816.4x0.020787x(686-266)x0.44=106.9 MWe

Brayton/Reheat Rankine Combined Cycle의 Reheat Rankine Cycle에서의 발전효율과 

발전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Reheat Rankine Cycle 공정도와 T-S 선도를 나타내면 각각 그

림 2.3.3-30 및 2.3.3-31과 같다.

그림 2.3.3-30. Reheat Rankine Cycle 공정도

그림 2.3.3-31. Reheat Rankine Cycle의 T-S 선도

그림 2.3.3-31의 Reheat Rankine Cycle T-S 선도를 이용하여 전력생산 효율과 발전량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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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urb1=HR3-HR2'=1242.1-1200.6=41.5Btu/lbm

  Wturb2=HR3'-HR4=1234.9-1194.2=40.7Btu/lbm

  Wpump=V(PR6-PR5)=0.0181(380-151.4)(144/778)=0.8Btu/lbm

  Wnet=Wturb1+Wturb2-Wpump=81.4Btu/lbm

  HR6=HR5+Wpump=331.4+0.8=332.2Btu/lbm

  QR3-R6=HR3-HR6=1242.1-332.2=909.9Btu/lbm

  QR3'-R2'=HR3'-HR2'=1234.9-1200.6=34.3Btu/lbm

  Qtotal=909.9+34.3=944.2Btu/lbm

  ηe=Wnet/Qtotal=81.4/944.2=8.6%

  EGRankine cycle=27816.4x0.020787x(266-238)x0.086=1.4MWe

그림 2.3.3-30의 배관번호 5-1과 5-2의 정격운전에서의 온도를 계산하면 각각 265℃와 26

4℃가 얻어진다. 

결과적으로 그림 2.3.3-29의 수소/전기 병합생산 모델에서의 수소생산량은 34,854 Nm3/h이

며 1C/1T Brayton Cycle 1기와 1기의 Reheat Rankine Cycle에 의해 발전되는 총 발전량

은 108.3 MWe로서 HTSE 공정에서 요구하는 전기에너지 106.8 MWe를 자체 공급하면 1.5 

MWe의 잉여전기를 외부로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Reheat Rankine Cycle의 전력생산 효율

은 8.6%, 전력생산량은 전체 전력생산량의 1.3% 수준으로 거의 무의미한 값들이다. 따라서 

전력생산계통은 Reheat Rankine Cycle을 삭제한 Brayton Cycle로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이 경우 생산되는 전기량은 106.9 MWe로 모두 HTSE에 공급하여 잉여 전력량은 없게 

된다. 

마찬가지로 TVHTR outlet=850℃의 경우에도 그림 2.3.3-32의 HTSE-Brayton/Reheat 

Rankine Combined Cycle 병렬연결 공정모델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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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32. TVHTR outlet=850℃에서 HTSE-1C/1T Brayton/Reheat Rankine-Combined 

Cycle 병렬연결 모델

그림 2.3.3-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HTSE 수소생산 공정과 Brayton/Reheat Rankine 

Combined Cycle은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며 IHX에서 배출된 800℃의 헬륨이 수소생산 공

정 배관으로 6,504.1 mol/s 공급되고 전력생산 배관으로 33,585.1 mol/s 공급된다. 이 경우 

수소생산량은 42,104 Nm3/h이며 HTSE 공정에서 요구하는 전기에너지는 129 MWe이다. 전

기는 Brayton/Reheat Rankine Combined Cycle에 의해 발전되는 것으로 일단 가정한다.

그림 2.3.3-32의 수소/전기 병합생산 모델에서 1C/1T Brayton Cycle T-S 선도를 이용하여 

전력생산 효율과 발전량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γHe=Cp,He/Cv,He=Cp,He/(Cp,He - R)=20.787/(20.787 - 8.314)=1.667

  k=(γHe - 1)/γHe = (1.667-1)/1.667 = 0.4

  rP=P2-4/P1-5 =(THE4/T1)
1/2k=(959/303)1/0.8=4.22   

  T2=T1rP
k=303x4.220.4=539 K

  T5=T4/rP
k=959/4.220.4=539 K

  ηe=Wnet/Qin=(Qin-Qout)/Qin=1-Qout/Qin=1-1/rP
k=1-1/4.220.4=44%

  EGBrayton cycle=33,585.1x0.020787x(686-266)x0.44=129 MWe

Brayton/Reheat Rankine Combined Cycle의 Reheat Rankine Cycle에서의 발전효율과 

발전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Reheat Rankine Cycle 공정도와 T-S 선도를 나타내면 각각 그

림 2.3.3-33 및 2.3.3-3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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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33. Reheat Rankine Cycle 공정도

그림 2.3.3-34. Reheat Rankine Cycle의 T-S 선도

그림 2.3.3-34의 Reheat Rankine Cycle T-S 선도를 이용하여 전력생산 효율과 발전량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Wturb1=HR3-HR2'=1242.1-1200.6=41.5Btu/lbm

  Wturb2=HR3'-HR4=1234.9-1194.2=40.7Btu/lbm

  Wpump=V(PR6-PR5)=0.0181(380-151.4)(144/778)=0.8Btu/lbm

  Wnet=Wturb1+Wturb2-Wpump=81.4Btu/lbm

  HR6=HR5+Wpump=331.4+0.8=332.2Btu/lbm

  QR3-R6=HR3-HR6=1242.1-332.2=909.9Btu/l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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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3'-R2'=HR3'-HR2'=1234.9-1200.6=34.3Btu/lbm

  Qtotal=909.9+34.3=944.2Btu/lbm

  ηe=Wnet/Qtotal=81.4/944.2=8.6%

  EGRankine cycle=33,585.1x0.020787x(266-238)x0.086=1.7MWe

그림 2.3.3-33의 배관번호 5-1과 5-2의 정격운전에서의 온도를 계산하면 각각 265℃와 26

4℃가 얻어진다. 

결과적으로 그림 2.3.3-32의 수소/전기 병합생산 모델에서의 수소생산량은 42,104 Nm3/h이

며 1C/1T Brayton Cycle 1기와 1기의 Reheat Rankine Cycle에 의해 발전되는 총 발전량

은 130.7 MWe로서 HTSE 공정에서 요구하는 전기에너지 129 MWe를 자체 공급하면 1.7 

MWe의 잉여전기를 외부로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Reheat Rankine Cycle의 전력생산 효율

은 8.6%, 전력생산량은 전체 전력생산량의 1.3% 수준으로 거의 무의미한 값들이다. 따라서 

전력생산계통은 Reheat Rankine Cycle을 삭제한 Brayton Cycle로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이 경우 생산되는 전기량은 129 MWe로 모두 HTSE에 공급하여 잉여 전력량은 없다. 

TVHTR outlet=950℃의 경우에서도 그림 2.3.3-35와 같은 HTSE-Brayton/Reheat Rankine 

Combined Cycle 병렬연결 공정모델을 도입한다. 

그림 2.3.3-35. TVHTR outlet=950℃에서 HTSE-1C/1T Brayton/Reheat Rankine-Combined 

Cycle 병렬연결 모델

그림 2.3.3-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HTSE 수소생산 공정과 Brayton/Reheat Rankine 

Combined Cycle은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며 IHX에서 배출된 900℃의 헬륨이 수소생산 공

정 배관으로 3,924.7 mol/s 공급되고 전력생산 배관으로 35,232.3 mol/s 공급된다. 이 경우 

수소생산량은 45,228 Nm3/h이며 HTSE 공정에서 요구하는 전기에너지는 138.6 MWe이다. 

전기는 Brayton/Reheat Rankine Combined Cycle에 의해 발전되는 것으로 일단 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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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 2.3.3-35의 수소/전기 병합생산 모델에서 1C/1T Brayton Cycle T-S 선도를 이용하여 

전력생산 효율과 발전량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γHe=Cp,He/Cv,He=Cp,He/(Cp,He - R)=20.787/(20.787 - 8.314)=1.667

  k=(γHe - 1)/γHe = (1.667-1)/1.667 = 0.4

  rP=P2-4/P1-5 =(THE4/T1)
1/2k=(973/303)1/0.8=4.3   

  T2=T1rP
k=303x4.30.4=543 K

  T5=T4/rP
k=973/4.30.4=543 K

  ηe=Wnet/Qin=(Qin-Qout)/Qin=1-Qout/Qin=1-1/rP
k=1-1/4.30.4=44%

  EGBrayton cycle=35,232.3x0.020787x(700-270)x0.44=138.6 MWe

Brayton/Reheat Rankine Combined Cycle의 Reheat Rankine Cycle에서의 발전효율과 

발전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Reheat Rankine Cycle 공정도와 T-S 선도를 나타내면 각각 그

림 2.3.3-36 및 2.3.3-37과 같다.

그림 2.3.3-36. Reheat Rankine Cycle 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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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37. Reheat Rankine Cycle의 T-S 선도

그림 2.3.3-37의 Reheat Rankine Cycle T-S 선도를 이용하여 전력생산 효율과 발전량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Wturb1=HR3-HR2'=1242.1-1200.6=41.5Btu/lbm

  Wturb2=HR3'-HR4=1234.9-1194.2=40.7Btu/lbm

  Wpump=V(PR6-PR5)=0.0181(380-151.4)(144/778)=0.8Btu/lbm

  Wnet=Wturb1+Wturb2-Wpump=81.4Btu/lbm

  HR6=HR5+Wpump=331.4+0.8=332.2Btu/lbm

  QR3-R6=HR3-HR6=1242.1-332.2=909.9Btu/lbm

  QR3'-R2'=HR3'-HR2'=1234.9-1200.6=34.3Btu/lbm

  Qtotal=909.9+34.3=944.2Btu/lbm

  ηe=Wnet/Qtotal=81.4/944.2=8.6%

  EGRankine cycle=35,232.3x0.020787x(270-238)x0.086=2.0MWe

그림 2.3.3-36의 배관번호 5-1과 5-2의 정격운전에서의 온도를 계산하면 각각 269℃와 26

8℃가 얻어진다. 

결과적으로 그림 2.3.3-35의 수소/전기 병합생산 모델에서의 수소생산량은 45,228 Nm3/h이

며 1C/1T Brayton Cycle 1기와 1기의 Reheat Rankine Cycle에 의해 발전되는 총 발전량

은 140.6 MWe로서 HTSE 공정에서 요구하는 전기에너지 138.6 MWe를 자체 공급하면 2.0 

MWe의 잉여전기를 외부로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Reheat Rankine Cycle의 전력생산 효율

은 8.6%, 전력생산량은 전체 전력생산량의 1.4% 수준으로 거의 무의미한 값들이다. 따라서 

전력생산계통은 Reheat Rankine Cycle을 삭제한 Brayton Cycle로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이 경우 생산되는 전기량은 138.6MWe로 모두 HTSE에 공급하여 잉여 전력량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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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온가스로/고온열 이용시스템 공정 운영 평가

  가. 개요

고온가스로와 연계하여 수소생산 공정과 전력생산 병합 생산 공정에 대해 기존 국내외 연구자

료 및 기초자료를 조사 분석하여 공정 운영 경제성 분석 및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였다. 경

제성 분석을 통하여 본 병합 생산 공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추후 실증 시 사업 계획을 수립

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 공사비 산정

공사비 산정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현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산정시 주로 문헌을 이용한 

값을 이용하되, 용량 및 시점에 맞도록 보정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본 장에서 수행하는 고온

가스로 건설공사비는 현재 운영 중인 신고리 3,4호기 및 신울진 1,2호기와 신형 경수로 

(APR-1400)에 대한 건설 사업비 산정기준과 ‘미래 수소 경제 실현을 위한 기반구축 연

구’[2.3.4-1] 를 참조하여 작성한 ‘초고온가스 경제성분석 및 실증사업 계획 조사’[2.3.4-2] 및 

‘고온가스로 경제성분석 및 실증사업 계획 조사’[2.3.4-3] 자료를 기준으로 2017년을 기준으

로 보정 산정하였다.

(2) 산정 기준

① 일반사항

고온가스로(HTR) 원자로 개략 건설공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

며, 직접공사비에는 기자재비(초기장전연료비 포함) 및 시공비, 간접공사비에는 설계비가 포함

된 각종 평가 및 인·허가, 사업주 제경비, 외자조작비, 용지매수(토지구입)비로 구성되고, 예비

비를 포함한 순공사비를 기준으로 하며, 건설기간 중에 발생하는 건설이자가 포함된다.

건설공사비 산정 시 적용한 주요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불변가 공사비 가격 기준일: 2017년 1월 

 경상가 공사비 가격 기준일: 2029년 1월 (준공일 기준) 

  타당성조사, 설계 및 인·허가 3년, 건설기간 3년

  타당성조사, 설계 및 인·허가, 건설기간을 통합하여 5년 적용  

 경상가 산정 시 연간 물가상승률: 내자 3.0%, 외자 3.0%  

 환율: 1,100원/USD  

 자기자본율: 자기자본 30%, 타인자본 70%

 용량보정계수: 0.7007 [(1400MWth/2400MWth)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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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중 이자: 6.0%

 연차별 사업비: 건설공정에 따른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적용 

 직접공사비 산정 시 1400MWth 고온가스로(HTR) Plant에 대한 개략공사비 산정기준 

다음과 같다.

 350MWth × 4모듈 : NOAK(Nth-Of-a-Kind)을 기준으로 하되, 1모듈의 개략 공사비

는 4모듈의 2/3승 적용

 간접공사비 산정기준 

  각종 평가 및 인허가 비용: 직접공사비의 9.0% 적용

  사업주 제경비: 직접공사비의 5.0% 적용

  외자 조작비: 외국 기자재비의 16.0% 적용

  용지 매수비: 부지면적(250,000m2), 부지단가(50,000원/m2)

 예비비: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의 9.0% 적용 

② 기자재 및 시공비

기자재비 및 시공비는 직접공사비에 포함되며, 기자재비는 주기기(핵열공급계통, 열전달계통과 

보조기기로 구분되고, 시공비는 시공에 따른 인건비와 재료비를 포함한다.

㉠ 기자재비

 ‘미래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기반구축 연구(에너지경제연구원 2008)’ 보고서의 공사금액

을 기준으로 작성한 고온가스로 경제성 분석 및 실증사업계획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2017년 1월 가격으로 현가화하여 기간 보정을 통해 산출한다.

 2008년 선행연구자료(600MWth×4기)의 추정비용은 2007년 NGNP 경제성 평가 자료

와 GA(General Atomics)사의 건설경험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따른 보정을 

통하여 추정된 비용으로 본 실증사업계획에서는 국내 원전 건설비용을 비교·고려하고, 

일부 비용항목을 추가하여 산정하였다.

 금회 고온가스로(HTR) Plant의 공사비는 NOAK(Nth-Of-a-Kind)로 시공되는 것을 고

려하여 별도의 추가할증 없이 산정하였다.

㉡ 시공비

 시공비 산정도 기자재비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③ 각종 평가 및 인허가 비용

각종 평가 및 인·허가 비용은 공사착공 이전의 수행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 추가업무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추가업무비용에는 각종 측량·조사·시험·검사, 공사감리 기술자 제비용, 주민의견수렴 및 

인·허가 서류 작성, 입목 축적조사 등 각종 조사서 작성, 사전재해영향검토, 자연경관영향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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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생태환경조사, 사전환경성검토, 문화재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운영계획 등 

각종 계획서 작성, 모형제작, 용지도 및 보상물 작성, 항공사진 촬영, 특수 자료비, 홍보영상 

제작, 손해배상보험료 등을 포함한다. 금회 적용될 각종 평가 및 인·허가 비용은 직접공사비에 

9.0%의 요율을 적용하였다.

④ 사업주 제경비

사업주 제경비는 사업추진 시 사업자에게 소요되는 비용으로 기존 국내 신규발전소 사례의 경

우 일반적으로 직접공사비의 3.0%를 적용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 적용될 고온가스로(HTR) 

Plant사업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건설하는 점을 감안하여 국내 신규발전소에 적용되는 사업주 

제경비에 2.0%를 추가하여 직접공사비의 5.0%를 적용한다. 

⑤ 외자 조작비

외자조작비는 외국의 기자재 조달비에 따른 운송비, 보험료, 통관료 및 수수료 등의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외국 기자재비 외자가격에 16.0%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선행원자력발전소(신고리 3,4호기) 외자조작비 적용 사례

  → 외국 기자자재 가격의 16% 적용

 금회 고온가스로(HTR) 외자조작비: 34662백만원

⑥ 용지매수비(간접공사비)

고온가스로(VHTR) Plant 사업부지 내 공정열 생산을 위한 시설물로 원자력시설과 발전시설, 

스팀제조시설, 기타 공용시설로 구분된다.

원자력시설은 원자로격납건물, 원자로 운영동 및 지원동, 방사성물질관리동, 원자로운전실, 원

격정지동, 헬륨보관동, 원자력정비동,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고 등으로 구성되고, 발전시설에는 

변전시설, 냉각탑, 용수시설, 터빈유지보수동, 대기전력동이 있으며, 기타 공용시설에는 보수

동, 소방동 경비동, 급수동 등의 배치가 예상된다.

예상 부지 면적은 2008년에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한 ‘미래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 연구,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 제조비용 추정-’보고서를 참조(350,000m2)였으며, 수소생

산시설 대신 스팀제조시설이 대체되는 것을 감안하여 약 250,000m2(500m×500m)가 소요되

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용지매수단가는 50,000원/m2으로 가정하여 예상부지면적에 적용하였다. 따라서 고온가스로

(HTR) Plant(1400MWth) 사업부지의 예상 용지매수비는 약 12,500백만원(250,000m2× 

50,000원/m2)으로 추정되었다.

⑦ 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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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는 지출 또는 필요예산의 부족분을 채우도록 편성하

는 비용으로 금회 고온가스로(HTR) Plant 사업의 예비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 합계에 

9.0%인 148095백만원을 적용하였다.

⑧ 건설이자

고온가스로(HTR) Plant 건설기간에 발생되는 건설이자는 연도별 투자계획(5년)을 내자 및 외

자별로 분류한 후, 자기자본금이 투입·소진된 후 타인자본이 투입되는 시점부터 이자가 발생

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건설이자율은 2014년 10월 31일 기준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평균인 2.16%에 예상 리스크 

프리미엄 3.84%를 추가하여 6.0%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적용시 약 148,094백만원이 된

다.

(3) 건설 공사비 산정 및 연차별 투자계획

① 일반사항

수소 및 전력 생산 비율에 따라서 건설 공사비 비율은 달라질 수 있으며, 공정상 수소 생산을 

최대로 할 경우에 맞추어 건설공사비를 산출하였다. 다만 전력 및 수소생산 비율, Brayton 

Cycle 및 Rankine Cycle의 적용 여부에 따라서 건설 공사비는 연계하여 용량 보정하여 변동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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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4-1. 주요 직간접 공사비

구 분 설 비 명
불 변 가(백만원) 경 상 가(백만원)

내자 외자 계 내자 외자 계

직
접
공
사
비

기
자
재
비

주
기
기

핵열공급(NHSS) 502,005 247,217 749,223 588,288 289,753 878,041

열전달계통(HTS) 364,583 19,189 383,772 427,315 22,490 449,805

주기기 계 866,589 266,406 1,132,995 1,015,603 312,243 1,327,846

보조기기(BOP) 19,827 4,957 24,784 23,237 5,809 29,046

기자재비 계 886,416 271,363 1,157,779 1038840 318052 1,356,892

시
공
비

인건비 214,439 - 214,439 251335 - 251,335

재료비 131,783 - 131,783 154457 - 154,457

시공비 계 346,222 346,222 405792 0 405,792

직접공사비 계 1,232,638 271,363 1,504,001 1444632 318052 1,762,684

간
접
공
사
비

각종 평가 및 인·허가 133,558 24,422 157,980 156538 28624 185,162

사업주 제경비 74,199 13,568 87,767 86965 15902 102,867

외자 조작비 - 43,417 43,417 - 50888 50,888

용지 매수비 16,616 - 16,616 19475 - 19,475

간접공사비 계 224,373 81,407 305,780 262978 95414 358,392

예비비 131,131 31,749 162,880 153684.9 37211.94 190,897

계(순공사비) 1,588,142 384,520 1,972,662 1861295 450677.9 2,311,973

건설이자 131,131 31,749 162,880 173441.7 321536.5 494,978

총사업비 1,719,273 416,269 2,135,542 2034737 772214.4 2,806,951

② 전력 생산 시스템 건설 공사비

전력생산 시스템은 INL에서 발간한 Assessment of High Temperature Gas-Cooled 

Reactor (HTGR) Capital and Operating Costs보고서 [2.3.4-4] 의 2009년 기준 건설 공

사비를 기준으로 하되 2017년 현가로 산정하였다. 각 SMR, HTSE 및 SI의 병합 생산 모형에 

따라서 Brayton cycle과 Rankine Cycle을 채택 여부에 따라서 비용을 반영하였다. INL의 

보고서에세 제공하는 전력 생산 시스템의 공사비를 바탕으로 750℃에서 950℃ 까지 각 출구 

온도 기준으로 각 전력 생산 Cycle별 건설비를 요약하면 표 2.3.4-2와 같이 정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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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4-2. 전력 생산 사이클 별 건설비 (2017년 환산)

Rx (350MWt base) 1기 4기

             Temp

Total
750℃ 850℃ 950℃ 750℃ 850℃ 950℃

Brayton Cycle  1 
Module 278596.26  312808.97  388111.62  960793.41  1082997.58  1326414.61  

Rankine Cycle  1 
Module 234173.03  249439.25  282933.26  727351.48  776669.33  878811.79  

③ SMR 수소생산 공정 시설 건설비 산정

휴스턴 대학에서 발간한 A Compact and Efficient Steam Methane Reformer for 

Hydrogen Production [2.3.4-5] 학위 논문에 따르면 문헌별로 SMR 수소생산 설비의 수소 

생산량, 순도, 효율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수소 생산 규모에 따른 SMR 설치비 산식과 운영비

를 확인할 수 있다. 전통적인 생산 용량별 SMR 수소 생산 설비비는 표 2.3.4-3과 같이 정리

된다.

표 2.3.4-3. 전통적 SMR 수소 생산설비의 규모별 건설비

Plant Capacity
Capital, $/kW H2 Plant Investment, $

scf Kg/day

100,000 253 4,000 2,097,600 

1,000,000 2,528 750 3,933,000 

20,000,000 50,566 200 20,975,000 

200,000,000 505,658 80 83,904,600 

이를 외삽하여 2차 곡선으로 도출하면 그림 2.3.4-1과 같이 y = -0.0005x2 + 389.41x + 

2E+06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때 x는 수소 생산량(kg/day), y는 SMR 수소 생산 설비 건설비

($) 이다. 

그림 2.3.4-1. SMR 수소 생산 설비 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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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 수소 생산 공정에 의해, 950℃, 850℃, 750℃ 일 때 제안 모델의 수소 생산량은 각 각 

92,566Nm3/h, 143,121Nm3/h 및 143,812Nm3/h 이다. 이 때, 수소 생산측 헬륨 유량은 

전체 유량의 90%, 100%, 100% 수준이므로 상호 비교를 위해 수소 생산측으로의 헬륨 유량

을 90% 수준으로 조절하였다. 이 때의 수소 생산량은 83,309Nm3/h, 128,808Nm3/h, 

143,812Nm3/h 수준이다. 따라서 SMR Plant 건설비는 4기 건설시 Overnight 건설 기준으

로 각 63,063 백만원, 81,254 백만원 및 84,929 백만원으로 산정된다.

SMR 운영비의 경우 DOE 보고서 [2.3.4-6]에서 표 2.3.4-4와 같이 제시하고 있으나, 본 경

제성 분석에서 전력은 자체 생산하고, 메탄은 별도 항목으로 산정 반영하므로, 이 두 항목을 

제외한 문헌값을 3.0 Cent/Nm3을 적용하여 이를 2017년 기준년으로 환산하였다.

표 2.3.4-4. SMR 수소 생산 설비 운영 유지 비용

O&M cost Cost Parameters
Total 

Costs($/year)

Unit Costs

(US Cents/Nm3)

Unit Costs

($/GJ)

Catalyst 10.65/1000 SCF/H2 8683 0.23 0.18

Electricity 0.6 kWh/1000 SCF/H2 4809 0.13 0.10

Cooling Water 200 gallons/1000 SCF/H2 26,700 0.71 0.55

Boiler Feed Water 40 lbs/1000 SCF/H2 712 0.02 0.02

Other O&M Cost 3.5% of installed cost 77,700 2.06 1.61

Raw Materials 0.40 MMBtu/1000 SCF/H2 213,744 5.65 4.42

Total O&M Cost - 332.348 8.80 6.88

④ HTSE 수소생산 시설 건설비

INL에서 발간한 HTSE 시스템 평가 보고서[2.3.4-7]를 기본 문헌값으로 적용하여, HTSE 수

소 생산 공정 시설 건설비를 현가 보정 산정하였다. INL 보고서에서 HTSE 수소 생산 설비 

규모에 따라 설비 건설비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중 50,000 kg/day 중앙 집중식 수소 생산 

플랜트(Central Hydrogen Production Plant) 의 자료를 기준으로 수소생산 규모에 따라 수

정하였다. INL 보고서에서 제시한 HTSE 주기기 설비비는 출구온도 850℃ 기준으로 

$18,683,570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간접비는 $7,636,593, 고정 운영비는 $6178705 이다 . 

간접비와 고정운영비의 세부 내용은 표 2.3.4-5, 2.3.4-6과 같다.



- 513 -

표 2.3.4-5. HTSE 설비 간접비

Site Preparation ($), 1% of direct capital costs $186,836

Engineering & design ($), 8% of direct capital costs $1,494,686

Project contingency ($), 30% of direct capital costs $5,605,071

Up-Front Permitting Costs ($), Estimated $350,000

Total Indirect Depreciable Capital Costs $7,636,593

표 2.3.4-6. HTSE 설비 고정 운영비

Total plant staff (number of FTEs employed by plant) 10

Burdened labor cost, including overhead ($/man-hr) $50.00

Labor cost, $/year $1,040,000

G&A rate (% of labor cost) 20%

G&A ($/year) $208,000

Licensing, Permits and Fees ($/year) $0.00

Property tax and insurance rate (% of total capital investment) 2%

Property taxes and insurance ($/year) $1,180,705

Material costs for maintenance and repairs ($/year) $3,750,000

Total Fixed Operating Costs $6,178,705

⑤ SI 열화학 수소생산 시설 건설비 산정

초고온 가스로 Plant (4SI) 연간 운영 건설공사비의 수소 생산 계통 (SI) 설비의 책정 비용을 

기준으로, 용량에 따른 보정을 하였다. 출구 온도별 시설 건설비 Scale은 SMR의 변동 기준에 

따랐다. 총 수소 생산량에 비율에 2/3승을 적용하였다. 수소 생산량이 최대일때의 총 건설 불

변가 기준 비용은 표 2.3.4-7과 같다.

표 2.3.4-7. 원자로 출구온도별 SI 열화학 수소 생산 건설비 추정

출구온도 (℃) 건설비(불변가)

950 108,032,000,000

850 99,597,965,770

750 86,998,291,376

⑥ 전력 판매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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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력의 계약 종별 전력 단가[2.3.4-8] 중 산업용 기준으로 판매 단가를 설정한다. 최근 

10년간 전력 판매단가는 2013년 산업용 전력 판매단가 조정 이후 변동폭이 크지 않다. 2017

년 산업용 전력단가는 평균 107.41 원/kWh 이다.

⑦ 수소 단가

물가정보에 따른 산업용 수소 (99.99%)의 판매가격은 6,500원/kg으로 고시되어 있으나, 판매 

수익에 따른 가격 책정이 영업비밀로 되어 있어, 생산가 추정이 어려운 면이 있다. 이에 수소

의 판매단가는 고온가스로에서 생산되는 수소로 일부 대체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소 대체 편익

을 5,500원/kg으로 추정하여 적용하였다.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 제시한 판매가를 기

준으로 B/C율 분석을 추가하였다. 

⑧ 천연가스 수입단가 

국가 통계 포탈[2.3.4-9]자료를 바탕으로 2017년도 LNG 가격 평균을 활용하였으며, LNG는 

메탄을 주 성분으로 하기 때문에 LNG과 메탄을 동일 가격으로 가정하였다. 2017년의 LNG

의 수입가격은 415.6 USD/ton 이다. 

⑨ 수소 생산량 산정

HTGR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대량의 수소생산이 가능한 SMR 공정과 

GIF 수소생산 협력과제에서 기술개발 진척도가 뛰어난 SI공정 및 HTSE공정에 대한 수소생산 

효율, 각 공정에서 요구하는 전기 및 열에너지 구성비 (Balance Of Power; BOP), 그리고 

HTGR의 2차 측 순환 헬륨의 현열 이용률을 바탕으로 750℃의 열원으로부터 950℃의 열원

을 운전변수로 채택한 350 MWth규모 고온가스로에서의 수소/전기 병합생산 공정모델을 제시

하고 성능을 분석함과 아울러 공정운영 종합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수소 생산량 결과를 획득하

였다

- HTGR의 750℃에서 950℃ 열에너지를 공급받아 Brayton Cycle과 Rankine Cycle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수소생산 공정으로는 SMR, HTSE, SI 공정을 대상으로 한 

수소/전기 병합생산 모델을 제시함에 있어, 수소생산의 극대화를 주목적으로 하고 

전력생산을 열 이용률 증진의 보조수단으로 채택했을 때 다음과 같은 공정모델을 

제시할 수 있었다.

- HTGR 출구온도 750℃의 열에너지에 의해 SMR 공정을 이용하여 수소/전기 병합생산

을 하는 경우, 전력생산 시스템으로는 Brayton Cycle과 Reheat Rankine Cycle을 공

히 이용하되 Brayton Cycle은 SMR 공정과 병렬로 배치하고 Reheat Rankine Cycle은 

SMR 공정의 후단에 위치하는 헬륨 배관에 직렬로 배치시켜 수소생산과 헬륨의 현열 

이용률을 극대화하는 공정모델이 바람직하다.

- HTGR 출구온도 850℃와 950℃의 열에너지에 의해 SMR 공정을 이용하여 수소/전기 



- 515 -

병합생산을 하는 경우, 전력생산 시스템으로는 Reheat Rankine Cycle을 채택하고 

SMR 공정의 후단에 위치하는 헬륨배관에 직렬로 배치시키는 공정모델이 바람직하

다. 

- HTSE 공정과 SI 공정을 이용하여 수소/전기 병합생산을 하는 경우에는 HTGR의 출

구온도에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수소생산 공정과 전력생산 시스템을 병렬로 배치하

는 공정모델이 수소생산과 헬륨의 현열 이용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며 이때 

적용되는 전력생산시스템은 Brayton Cycle이 바람직하다.

- 이상의 추천 공정모델을 대상으로 한 성능평가에서 나타난 수소와 전력생산 규모는 

다음의  표 2.3.4-8의 값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다만 SMR 병합 생산 및 HTSE 병합 

생산의 경우 문헌에서 제시한 효율을 바탕으로 하고, SI 병합 생산은 한국의 50L/h 

급 가압 통합 운전 결과와 일본의 100L/h 급 가압 SI 열화학 통합 운전 결과를 반영

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SMR 수소 생산 공정과 HTSE 수소 생산 공정은 현 

기술 수준을 반영하여 효율 및 수소 생산량을 도출할 경우 그 값이 감소할 가능성

이 있으며, SI 열화학 수소 생산 공정은 연구 개발을 통해 그 공정 효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할 수 있다. 

표 2.3.4-8. 원자로 출구 온도별 병합 생산 수소 및 전력 생산량

원자로 

출구온도

(℃)

SMR 병합생산 SI 병합생산 HTSE 병합생산

수소

생산량 

(Nm3/h)

총 전력

생산량 

(MWe)

전력

잉여량

(MWe)

수소

생산량 

(Nm3/h)

총 전력

생산량 

(MWe)

전력

잉여량

(MWe)

수소

생산량 

(Nm3/h)

총 전력

생산량 

(MWe)

전력

잉여량

(MWe)

950 92,566 87.3 82.2 22,240 65.8 0 45,228 138.6 0

850 143,121 52.4 42.9 19,687 58.2 0 42,104 129.0 0

750 143,812 23.8 9.5 16,072 47.5 0 34,854 106.8 0

나. 고온가스로 및 SMR 수소 생산 공정 연계 경제성 분석

앞의 가 소절의 기초 자료를 기준으로 건설 공사비, 경제성 분석 기준, 비용, 편익을 적용하여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수소-전기 병합 생산 모델에서 수소 및 전력 생산으로 흘러 가는 

헬륨 유량 변화에 따라 수소 및 전기 생산량은 정비례 하며 이에 따른 투입 비용도 동적으로 

변화한다. 각 원자로 1기 기준으로 헬륨 유량이 30%~70% 비율에 변동에 따른 수소 생산량과 

전력 생산량은 표 2.3.4-9~표 2.3.4-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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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4-9. 350MWt, 출구온도 950℃ 기준 헬륨 유량 변동에 따른 수소 및 전력 생산량 (SMR 공정기

반 수소/전력 병합생산공정)

수소측 헬륨 유량비 전력측 헬륨유량비 수소생산량(Nm3/h) 전력생산량 (MWe)

30 70 47,937.33  98.50  

40 60 63,916.44  83.67  

50 50 79,895.56  68.83  

60 40 95,874.67  54.00  

70 30 111,853.78  39.17  

표 2.3.4-10. 350MWt, 출구온도 850℃ 기준 헬륨 유량 변동에 따른 수소 및 전력 생산량 (SMR 공정

기반 수소/전력 병합생산공정)

수소측 헬륨 유량비 전력측 헬륨유량비 수소생산량(Nm3/h) 전력생산량 (MWe)

30 70 42,936.30  120.66  

40 60 57,248.40  109.55  

50 50 71,560.50  98.44  

60 40 85,872.60  87.33  

70 30 100,184.70  76.22  

표 2.3.4-11. 350MWt, 출구온도 750℃ 기준 헬륨 유량 변동에 따른 수소 및 전력 생산량 (SMR 공정

기반 수소/전력 병합생산공정)

수소측 헬륨 유량비 전력측 헬륨유량비 수소생산량 (Nm3/h) 전력생산량 (MWe)

30 70 27,769.80  132.53  

40 60 37,026.40  125.34  

50 50 46,283.00  118.15  

60 40 55,539.60  110.96  

70 30 64,796.20  103.77  

본 분석에서는 SMR 수소 생산 및 전력 병합 생산이 2차측 헬륨 유량 변동에 따른 경제성 분

석을 수행하였으며, 민감도 분석은 수소 생산을 최대로 할 경우를 기준으로 수행하였다. 각 출

구 온도에 따른 SMR 수소 생산 공정 및 전력 생산 병합공정의 경제성 분석 결과는 표 

2.3.4-12~표 2.3.4-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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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4-12. 출구온도 950℃ 기준 경제성 분석 결과 (SMR 공정기반 수소/전력 병합생산공정)

수소측

헬륨 

유량비

전력측 

헬륨

유량비

수소 생산단가

(원/Kg)

전력 생산단가 

(원/KWh)
B/C 율

1기 기준 4기 기준 1기 기준 4기 기준 1기 기준 4기 기준

30 70 7,204  5,149  115.3  76.5  1.173  1.621  

40 60 5,814  4,273  124.5  83.5  1.279  1.726  

50 50 4,980  3,747  134.8  91.3  1.373  1.815  

60 40 4,424  3,396  146.4  100.1  1.458  1.893  

70 30 4,026  3,146  159.5  110.0  1.535  1.962  

표 2.3.4-13. 출구온도 850℃ 기준 경제성 분석 결과 (SMR 공정기반 수소/전력 병합생산공정)

수소측 

헬륨 

유량비

전력측 

헬륨

유량비

수소 생산단가

(원/Kg)

전력 생산단가 

(원/KWh)
B/C 율

1기 기준 4기 기준 1기 기준 4기 기준 1기 기준 4기 기준

30 70 5,481  4,152  130.0  87.6  1.313  1.728  

40 60 4,581  3,585  147.8  101.2  1.427  1.823  

50 50 4,041  3,244  169.7  117.8  1.522  1.900  

60 40 3,681  3,017  197.0  138.5  1.603  1.962  

70 30 3,423  2,854  232.2  165.2  1.673  2.015  

표 2.3.4-14. 출구온도 750℃ 기준 경제성 분석 결과 (SMR 공정기반 수소/전력 병합생산공정)

수소측 

헬륨 

유량비

전력측 

헬륨

유량비

수소 생산단가

(원/Kg)

전력 생산단가 

(원/KWh)
B/C 율

1기 기준 4기 기준 1기 기준 4기 기준 1기 기준 4기 기준

30 70 5,843  4,653  159.7  108.1  1.178 1.489  

40 60 5,037  4,145  194.8  134.0  1.257 1.540  

50 50 4,553  3,840  245.0  171.1  1.321 1.579  

60 40 4,231  3,636  322.6  228.6  1.372 1.610  

70 30 4,000  3,490  459.0  329.4  1.415 1.636  

다. 고온가스로 및 SI 수소 생산 공정 연계 경제성 분석

기초 자료를 기준으로 건설 공사비, 경제성 분석 기준, 비용, 편익을 적용하여 수소 및 전력 

생산 비율 변동에 따른 전력 생산 잉여량을 산정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각 원자로 출구 온

도별 비교 기준으로 수소 생산에 필요한 전력을 자체 공급을 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경제성 분

석을 수행하였다. 수소측 헬륨 유량 대 전력측 헬륨 유량비는 출구온도가 각각 950℃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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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대 42.7, 850℃일 때 62.2 대 37.8 그리고 750℃일 때 69.1 대 30.9 이다. 표 

2.3.4-15~표 2.3.4-17처럼 각 출구 온도별 헬륨 유량 변동에 따른 수소 및 전력 생산량 변

동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표 2.3.4-15. 출구온도 950℃ 기준 헬륨 유량 변동에 따른 수소 및 전력 생산량 (SI 공정기반 수소/전력 

병합생산공정)

수소측 헬륨 

유량비

전력측 

헬륨유량비

수소생산량

(Nm3/h)
전력생산량 (MWe)

잉여 전력생산량

(MWe)

30 70 11,643.8 107.87  73.42 

40 60 15,525.0 92.46  46.53 

50 50 19,406.3 77.05  19.63 

57.3 42.7 22,240.0 65.80  0.00 

표 2.3.4-16. 출구온도 850℃ 기준 헬륨 유량 변동에 따른 수소 및 전력 생산량(SI 공정기반 수소/전력 

병합생산공정)

수소측 헬륨 

유량비

전력측 

헬륨유량비

수소생산량

(Nm3/h)
전력생산량 (MWe)

잉여 전력생산량

(MWe)

30 70 9,494.95 107.79  79.71 

40 60 12,659.93 92.39  54.96 

50 50 15,824.92 76.99  30.20 

60 40 18,989.90 61.59  5.45 

62.2 37.8 19,687.00 58.20  0.00

표 2.3.4-17. 출구온도 750℃ 기준 헬륨 유량 변동에 따른 수소 및 전력 생산량(SI 공정기반 수소/전력 

병합생산공정)

수소측 헬륨 

유량비

전력측 

헬륨유량비

수소생산량

(Nm3/h)
전력생산량 (MWe)

잉여 전력생산량

(MWe)

30 70 6,973.54 107.74  87.13 

40 60 9,298.06 92.35  64.87 

50 50 11,622.57 76.96  42.61 

60 40 13,947.09 61.57  20.35 

69.14 30.86 16,072.00 47.50  0.00

도출된 수소 및 전력 생산량을 바탕으로 2차측 수소 및 전력 생산측 헬륨 유량 변동에 따른 

경제성 분석은 표 2.3.4-18, 2.3.4-19, 2.3.4-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원자로출구온

도 950℃ 일 때 수소측 헬륨유량비 57.3, 원자로 출구온도 850℃일 때 수소측 헬륨유량비 

62.2 및 원자로 출구온도 750℃ 일 때 수수측 헬륨유량비 69.1은 앞 소절의 수소 최대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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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의 헬륨 유량비이다.

표 2.3.4-18. 출구온도 950℃ 기준 SI 공정기반 수소/전력 병합생산공정 경제성 분석

수소측

헬륨 

유량비

전력측 

헬륨

유량비

수소 생산단가

(원/Kg)

전력 생산단가 

(원/KWh)
B/C 율

1기 기준 4기 기준 1기 기준 4기 기준 1기 기준 4기 기준

30 70 13,778.3  8,679.8  152.5  100.0  0.612  0.988  

40 60 10,333.7  6,509.8  177.4  116.3  0.603  0.976  

50 50 8,267.0  5,207.9  212.3  139.0  0.594  0.963  

57.3 42.7 7,213.6  4,544.3  248.1  162.4  0.588  0.955  

표 2.3.4-19. 출구온도 850℃ 기준 SI 공정기반 수소/전력 병합생산공정 경제성 분석

수소측

헬륨 

유량비

전력측 

헬륨

유량비

수소 생산단가

(원/Kg)

전력 생산단가 

(원/KWh)
B/C 율

1기 기준 4기 기준 1기 기준 4기 기준 1기 기준 4기 기준

30 70 16,845.9  10,612.3  151.7  99.4  0.593  0.960  

40 60 12,634.4  7,959.2  176.6  115.6  0.573  0.930  

50 50 10,107.5  6,367.4  211.5  138.4  0.553  0.900  

60 40 8,422.9  5,306.1  263.7  172.4  0.534  0.870  

62.2 37.8 8,124.7  5,118.0  278.9  182.3  0.529  0.863  

표 2.3.4-20. 출구온도 750℃ 기준 SI 공정기반 수소/전력 병합생산공정 경제성 분석

수소측

헬륨 

유량비

전력측 

헬륨

유량비

수소 생산단가

(원/Kg)

전력 생산단가 

(원/KWh)
B/C 율

1기 기준 4기 기준 1기 기준 4기 기준 1기 기준 4기 기준

30 70 22,833.9  14,384.5  151.4  99.1  0.565  0.918  

40 60 17,125.4  10,788.4  176.3  115.3  0.533  0.867  

50 50 13,700.4  8,630.7  211.1  138.0  0.501  0.816  

60 40 11,417.0  7,192.2  263.3  172.0  0.468  0.765  

69.1 30.9 9,907.5  6,241.3  340.6  222.3  0.439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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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온가스로 및 HTSE 수소 생산 공정 경제성 분석

자료를 기준으로 건설 공사비, 경제성 분석 기준, 비용, 편익을 적용하여 수소 생산을 최대로 

설정하였을 때 경제성 분석 결과는 표 2.3.4-21~표 2.3.4-23과 같다. 여기서 원자로출구온도 

850℃ 일 때 수소측 헬륨유량비 16.2, 원자로 출구온도 750℃일 때 수소측 헬륨유량비 30.6

은 앞 소절의 수소 최대 생산 기준의 헬륨유량비 임을 밝혀둔다. 

표. 2.3.4-21. 350MWt, 950℃ 기준 헬륨 유량 변동에 따른 수소 및 전력 생산량 (HTSE 공정기반 수

소/전력 병합생산공정)

수소측 헬륨 유량비 전력측 헬륨유량비 수소생산량 (Nm3/h) 전력생산량 (MWe)

10 90 45,228.0 138.6

참고로 원자로 출구온도 950℃의 경우 수소 생산량을 최대로 할때의 수소측 헬륨 유량이 

10%이므로 수소측 헬륨 유량 변동에 따른 변화를 살펴볼 경우 외부 전력 공급을 가정해야 하

므로 수소 및 전력측 헬륨 유량비 변화에 따른 수소 생산 및 전력생산량 계산을 수행하지 않

았다.

표 2.3.4-22. 350MWt, 850℃ 기준 헬륨 유량 변동에 따른 수소 및 전력 생산량 (HTSE 공정기반 수소

/전력 병합생산공정)

수소측 헬륨 유량비 전력측 헬륨유량비 수소생산량 (Nm3/h) 전력생산량 (MWe)

10 90 25,990.1 138.54

16.2 83.8 42,104.0 129

표 2.3.4-23. 350MWt, 750℃ 기준 헬륨 유량 변동에 따른 수소 및 전력 생산량 (HTSE 공정기반 수소

/전력 병합생산공정)

수소측 헬륨 유량비 전력측 헬륨유량비 수소생산량 (Nm3/h) 전력생산량 (MWe)

20 80 22,780.4 123.1

30 70 34,170.6 107.7

30.6 69.4 34,854.0 106.8

헬륨 유량 변동에 따른 병합 생산 공정의 경제성 분석 결과는 표 2.3.4-24~표 2.3.4-26과 

같이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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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4-24. 출구온도 950℃ 기준 HTSE 공정기반 수소/전력 병합생산공정 경제성분석

수소측

헬륨 

유량비

전력측 

헬륨

유량비

수소 생산단가

(원/Kg)

전력 생산단가 

(원/KWh)
B/C 율

1기 기준 4기 기준 1기 기준 4기 기준 1기 기준 4기 기준

10 90 3,944.9 2862.6 119.2 78.3 1.128 1.718

표 2.3.4-25. 출구온도 850℃ 기준 HTSE 공정기반 수소/전력 병합생산공정 경제성분석

수소측 

헬륨 

유량비

전력측 

헬륨

유량비

수소 생산단가

(원/Kg)

전력 생산단가 

(원/KWh)
B/C 율

1기 기준 4기 기준 1기 기준 4기 기준 1기 기준 4기 기준

10 90 6,674.0 4,477.4 118.5 77.7 0.916 1.414

16.2 83.8 4,119.7  2,763.8 127.1  83.3  1.088  1.681

표 2.3.4-26. 출구온도 750℃ 기준 HTSE 공정기반 수소/전력 병합생산공정 경제성분석

수소측 

헬륨 

유량비

전력측 

헬륨

유량비

수소 생산단가

(원/Kg)

전력 생산단가 

(원/KWh)
B/C 율

1기 기준 4기 기준 1기 기준 4기 기준 1기 기준 4기 기준

20 80 7,514.7  5,008.6 133.1  87.3  0.821  1.276  

30 70 5,009.8  3,339.1 151.8  99.5  0.910  1.417  

30.6 69.4 4,911.5  3,273.6 153.1  100.3  0.91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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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온가스로/고온열 이용시스템 시나리오 분석

기초 자료를 기준으로 여러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 병합 생산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 시나리오 구성을 달리하였다. SMR 공정 병합생산의 경우 탄소세 적용 및 

메탄 수입가 변동, 수소 판매가 변동을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SI 병합 생산 공정은 

산소 판매 여부, 수소 판매가 변동, SI 열화학 공정 효율 향상, 외부 전력 공급 여부를 기준으

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HTSE 공정 병합생산의 경우엔 원자로의 출력 변동, 산소 판매 여부, 

수소 판매가 변동, HTSE 공정 효율 향상, 외부 전력 공급 여부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수소 

생산 공정 병합생산의 시나리오 구성과 각 각의 시나리오에 따른 B/C율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고온가스로 및 SMR 수소 생산 공정 연계 시나리오 분석

(1) 탄소세 적용 시나리오

SMR 공정은 공정 특성상 다량의 탄소가 발생한다. 발생한 탄소에 대해서 탄소세를 도입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반영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국가의 탄소세 도입현

황(대한석유협회 미래전략팀, 2018)의 자료의 배출량 1톤당 에너지 세율 비교 결과를 인용하

였다. 각 국은 탄소세, 기후 변화세, 에너지세, 이산화탄소세, 천연가스소비세 등 다양한 이름

으로 탄소 배출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를 통칭하여 탄소세로 명명하였다. 또한 국가

별 편차가 크므로 탄소세 변동에 따른 영향이 클 수 있다. 따라서 탄소세 최대값, 최소값, 평

균값 및 중앙값을 산정하여 각 각의 경우의 결과를 살펴보았다. 천연가스 기준으로 각 국의 

에너지세(천연가스 기준)의 금액을 도식화하면 그림 2.3.5-1과 같으며, 평균금액, 최대 금액, 

최저 금액 및 중앙값은 표 2.3.5-1로 정리할 수 있다.

표 2.3.5-1. 탄소세 현황

구분 금액 : 원/CO2 ton

평균 69,482.2 

최대 211,641.0 

최저 4,008.0 

중앙 41,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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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1. 각 국의 탄소세(에너지세)

여기서 수소 4200 mol/min 당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전년도 연구 결과의 Heat balance 및 

Material balance를 바탕으로 도출할 수 있다. 원자로 4 모듈 기준 출구 온도 750℃, 85

0℃, 950℃에서 각각 1015.7 mol/min, 1016.6 mol/min, 1016.9 mol/min 수준으로 도

출되었으며 온도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원자로 출구 온도 850℃ 

기준으로 수소 1kg에 필요한 탄소세는 최저 21.2원/H2kg~ 최대 1118.5원/H2kg 수준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기존 수소 생산가에 탄소세 비용을 반영한 수소 생산가는 그림 

2.3.5-2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림 2.3.5-2. 탄소세 반영 SMR 병합 생산 수소 생산가 (원자로 출구온도 85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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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연가스가 변동 시나리오

기존의 SMR 병합 생산 수소 생산 공정 평가에서는 천연가스로 비용을 2017년 비용으로 고정

하여 15년간 3%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SMR 공정의 주요 재료 물질인 메탄의 

가격 향상이 수소 생산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 더욱 정교한 천연가스 예측가격을 반

영하기 위하여 천연가스로 변동 시나리오에서는 천연가스 가격의 변동 예측값을 미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서 제공하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IEA에서 

제공하는 천연가스 변동 시나리오 종류는 기준 시나리오(Reference case), 고 경제성장 시나

리오(High economic growth), 저 경제성장 시나리오(Low economic growth), 고유가 시

나리오(High oil price), 저유가 시나리오(Low oil price)로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다

만 2017 기준 가격은 한국의 천연가스 수입가와 미 유통가격에 차이가 있으므로, 천연가스 

변동 시나리오의 초기값은 한국 수입가 평균인 457.2원/kg을 적용하되 이후의 천연가스 가격

은 IEA의 변동 시나리오 형태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한국 수입가를 반영한 천연가스가 

변동 시나리오는 그림 2.3.5-3과 같은 형태를 따른다.

그림 2.3.5-3. 천연가스가 변동 시나리오

각 연차별 천연가스 수입 가격을 입력하고, 그에 따른 B/C 결과를 살펴보면 그림 2.3.5-4와 

같은 형태를 나타낸다. 그림 2.3.5-4에서 Fixed price는 천연가스가 고정되었을 때의 B/C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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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를 나타내며 나머지 5가지 사례는 천연가스가 변동에 따른 시나리오를 반영한 결과

를 나타낸다. 따라서 전 소절에서 적용한 탄소세 적용례(평균, 최대, 최소, 중앙)와 천연가스가 

변동 시나리오의 조합에 따른 결과를 원자로 4 모듈 출구 온도 850℃ 기준으로 산정하여 도

식화하였다. 

그림 2.3.5-4. 탄소세 적용 천연가스가 시나리오별 B/C율 (원자로 출구온도 850℃ 기준)

그림 2.3.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시나리오에서 B/C율이 1을 상회하여 현 기준으로는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다. 천연가스 가격 변동에 따른 B/C율 감소 폭은 저경제성장 시

나리오, 고유가 시나리오, 고경제성장 시나리오, 기준시나리오, 저유가 시나리오의 순으로 영

향을 미쳤다. 

나. 고온가스로 및 SI 수소 생산 공정 연계 시나리오 분석

(1) 산소 판매 시나리오

수소 생산 공정 중 SI 공정에서는 공정의 주요 생산물로 수소 외에 산소가 부산물로 얻어진

다. 산소 판매가는 수소 판매가와 비교하면 단위 가격이 낮지만, 그 영향성을 고려하여 산소 

판매에 따른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산소 생산량은 수소 생산량에 정비례하는 

것으로 산정하였으며, 산소 판매가격은 40원/m3 (28원/kg) 수준으로 기술보고서[2.3.4-3]에

서의 제시 값을 적용하였다. SI 공정기반 수소 병합 생산 시의 원자로 4기 기준 출구 온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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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산소 생산량을 정리하면 그림 2.3.5-5와 같다. 산소 분자량 32g/mol, 산소 1mol 부피 

22.4L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그림 2.3.5-5. SI 공정 병합 생산 공정 연간 산소 생산량

이를 바탕으로 산소 판매에 따른 SI 공정 기반 병합 생산의 경제성 분석 결과는 그림 2.3.5-6

과 같다. 산소 판매 시 각 원자로 출구 온도별로 약 4%가 B/C율이 증가하지만, 실험 데이터

를 기준으로 산정한 B/C율 값이 1에 미치지 않았다. 후술한 문헌 기준으로 산정한 B/C율에

서는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향후 SI 공정 분야에서는 통합 운전 안정성 확

보와 함께 SI 열화학 공정의 경쟁력 증대할 수 있는 공정 효율 향상을 위한 연구가 추가로 필

요하다.

그림 2.3.5-6. 산소 판매를 고려한 SI 공정 병합 공정 B/C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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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소 판매가 변동 시나리오

 물가정보에 따른 산업용 수소 (99.99%)의 판매가격은 6,500원/kg으로 고시되어 있으나, 판

매 수익에 따른 가격 책정이 영업비밀로 되어 있어, 생산가 추정이 어려운 면이 있다. 이에 

수소의 판매단가는 고온가스로에서 생산되는 수소로 일부 대체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소 대체 

편익을 5,500원/kg으로 추정하여 적용하였다.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은 그림 2.3.5-7과 같

이 정리할 수 있다.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는 수소가를 2030년 4천 원/kg 달성, 2040

년 3천 원/kg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격 적용 시 

B/C율 산정을 위한 연차별 수소 판매 가격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수소 활성화 로드맵 목

표에 따라서 2022년부터 2029년까지는 수소 가격을 6,000원/kg, 2030년부터 2039년까지는 

4,000원/kg, 2040년 이후는 3,000원/kg를 적용하였는데, 수소 목표 가격이 로드맵상 고정되

어 있으므로, 연차별 수소 판매가 증가는 고려하지 않았다. 운영 5년간의 수소 판매 수익을 

요약하여 표 2.3.5-2에 나타내었다.

그림 2.3.5-7.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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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5-2. 수소 로드맵 기준 수소 판매 수익 (SI 공정 기반 병합 생산)

년도 운영 연차
수익(백만 원)

750℃ 850℃ 950℃

2022 1 280,965 329,701 372,456 

2023 2 333,550 393,680 444,732 

2024 3 343,557 405,490 458,074 

2025 4 353,864 417,655 471,817 

2026 5 364,480 430,185 485,971 

최종적으로 수소 활성화 로드맵 가격 적용 시 B/C율 분석 결과는 그림 2.3.5-8로 요약된다. 

그림 2.3.5-8에는 고정 판매가와 수소 활성화 로드맵 적용가 그리고 산소 판매 적용 여부에 따

른 4가지 조합의 결과를 함께 도식하였다. 본 도식은 원자로 출구온도 850℃를 기준으로 하였

으며, 원자로 출구 온도 750℃와 950℃에서 경향성은 같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3.5-8. 수소 활성화 로드맵 기준 B/C율 (SI 공정 기반 병합 생산)

(3) SI 열화학 공정 효율 향상 시나리오

SI 열화학 공정 효율은 현재의 기술 수준을 바탕으로 효율을 계산하였다. 원자로 출구 온도별 

SI 열화학 공정의 수소 생산 효율은 각각 750℃, 850℃, 950℃에서 16%, 20%, 24% 수준이

다. 이를 그림 2.3.5-9와 같이 GA[2.3.5-1, 2.3.5-2]에서 제시한 기준 효율을 바탕으로 운전 

온도별로 동일 비율로 수소 생산 효율이 변동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 때의 생산 효율은 

각각 750℃, 850℃, 950℃에서 온도에서 25%, 42%, 52%로 평균 2배 가량 향상되었다. 이 

때의 수소 생산가와 B/C율을 계산 정리하면 각각 그림 2.3.5-10, 그림 2.3.5-11과 같다. 연

구개발을 통해 과거 GA가 제시한 공정 효율을 달성한다면 SMR 수소생산 혹은 HTSE 수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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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의 병합 생산 방법을 동등 이상의 경제성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3.5-9. 온도별 SI 수소 생산 공정 효율

그림 2.3.5-10. SI 수소 생산 병합 생산 수소 생산가 (향상된 수소 생산 효율)

그림 2.3.5-11. SI 수소 생산 병합 생산 B/C 율 (향상된 수소 생산 효율)

(4) 외부 전력 공급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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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 생산 공정에서는 전력 생산단가가 경수로에서 공급가보다는 상회하므로, 수소 생산에 필

요한 전력을 외부에서 공급하는 것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원자로 출구 온도 850℃

를 기준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전력 외부 공급에 따른 원자로 건설비용에 변동은 없으나, 전

력 설비비는 건설비용에서 제외하였다. 기존 병합생산에서는 2차 헬륨 유량의 62.2%가 SI 열

화학 공정에 공급되고, 나머지 37.8%가 전력 생산 공정에 공급되던 것을 모두 수소생산 공급

에 투입이 되므로 수소생산과 전력 소비량은 기존 대비 100/62.2 인 1.6배 수준으로 증가하

며, SI 공정 설비비, O&M 비용은 용량 보정을 하여  = 1.37배 수준으로 증가

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분석은 수소생산 효율은 전 소절의 효율 생산과 경수로 전력 공급가

(62.1원/kWh) 및 산업용 전력 공급가(107.1원/kWh)의 조합에 대해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 

조합별 수소 생산량, 전력공급가, 수소 생산가 및 B/C율을 정리하면 표 2.3.5-3과 같다. 단 

SI 병합생산의 전력공급가는 외부 공급가는 외부로 전력이 공급되지 않으며, 수소 생산 공정

에 전량 투입이 된다. 본 계산에 송배전에 필요한 비용은 고려하지 않았다. 

표 2.3.5-3. SI 열화학 공정 병합 생산 분석 (전력 외부 공급 기준)

구분

통합 운전 실험 기준 계산 효율 

(20%)

GA 제시 효율

(42%)

SI

병합생산

SI 

수소생산

SI 

수소생산

SI

병합생산

SI

수소생산

SI

수소생산

수소생산량 (1기) (Nm3/h) 19,687 31,651 31,651 42,327 68,049 68,049

전력공급가(원/kWh) (182.3) 62.1 107.1 (182.3) 62.1 107.1

수소 생산가 (원/kg) 5118.2 3927.8 4000.7 2380.6 1731.4 1765.5

B/C 율 0.863 1.247 1.230 1.932 2.280 2.246

다. 고온가스로 및 HTSE 수소 생산 공정 시나리오 분석

(1) HTSE 공정 효율 향상 시나리오

과거 HTSE 공정 효율의 기준은 INL에서 발간한 2007년도 보고서 [2.3.5-3]를 기준으로 계

산되었으나, 2012년 발간 자료[2.3.5-4]에 따르면 750℃ 온도에서의 ASR이 감소하여 결국 

공정 효율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보고서 발간 자료 기준으로 원자로 출구 

온도별 ASR 값을 정리하면 그림 2.3.5-1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여기서 750℃ 이외 온도

에서의 INL ASR 2012 값들은 750℃에서 계산한 값을 기준으로 동일 비율로 적용하여 도출

한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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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12, INL 2012년 발간 자료 기준 ASR 

ASR의 감소는 공정상 필요한 10*10 cm 크기 Cell의 필요량은 표 2.3.5-4와 같이 전해 셀 

수량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결국 HTSE 건설비용 및 운전 유지비용의 감소로 이어진다. 

표 2.3.5-4. HTSE 수소 생산 공정에 필요한 전해셀 수량

T(℃) INL(2007) 자료 기준 INL(2012) 자료 기준

650 1,929,700 872,000 

750 794,583 372,000 

850 500,293 229,000 

HTSE 공정은 전해 셀 감소 비율에 비례하여 건설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운전 유

지비용은 전해 셀 감소 비율에 2/3승 법칙을 적용하여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와 같

은 가정을 바탕으로 원자로 출구 온도 750℃, 850℃, 950℃에서 각각 셀 비율은 45%, 47%, 

46% 수준으로 산정되며 운영 유지비는 59%, 60%, 59% 수준으로 감소한다. 본 가정을 바탕

으로 수소생산단가와 B/C율을 산정하면 그림 2.3.5-13과 그림 2.3.5-14의 형태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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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13. HTSE 병합생산 수소 생산가 그림 2.3.5-14. HTSE 병합생산 B/C율

(2) 산소 판매 시나리오

앞 절의 SI 수소 생산 공정과 마찬가지로 HTSE 공정은 공정의 주요 생산물로 수소 외에 산

소가 부산물로 얻어진다. 산소는 수소와 비교하면 단위 가격이 낮지만, 그 영향성을 고려하여 

산소 판매에 따른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산소 생산량은 수소 생산량에 비례하

는 것으로 산정하였으며, 산소 판매가격은 40원/m3 (28원/kg) 수준으로 기술보고서 제시 값

을 적용하였다. HTSE 공정 기반 수소 병합 생산 시의 원자로 4기 기준 출구 온도별 연간 산

소 생산량을 정리하면 그림 2.3.5-15와 같다. 산소 분자량 32g/mol, 산소 1mol 부피 22.4L

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산소 판매를 가정하여 B/C율을 산정하면 그림 2.3.5-16과 같이 나타날 수 있다. 산소 판매 

시 B/C율이 0.05~0.1 정도 향상되었다.

그림 2.3.5-15. HTSE 병합 생산 공정 연간 산소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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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16. 산소 판매를 가정한 B/C 율 산정(HTSE 병합 공정)

(3) 수소 판매가 변동 시나리오

 SI 수소 생산 공정의 수소 판매가 변동 시나리오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 제시한 수소가를 적용하였다.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격 

적용 시에는 2022년부터 2029년까지는 수소 가격을 6,000원/kg, 2030년부터 2039년까지는 

4,000원/kg, 2040년 이후는 3,000원/kg를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수소 가격이 로드맵상 

고정되어 있으므로, 연차별 수익 성장률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운영 5년간의 수소판매 수익을 

요약하면 표 2.3.5-5와 같다.

표 2.3.5-5. 수소 로드맵 기준 수소판매 수익 (HTSE 공정기반 병합생산)

년도 운영 연차
수익(백만 원)

750℃ 850℃ 950℃

2022 1 286,028 350,363 395,797 

2023 2 294,608 360,873 407,671 

2024 3 303,447 371,700 419,901 

2025 4 312,550 382,851 432,498 

2026 5 321,927 394,336 445,473 

최종적으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 가격 적용 시 B/C율 분석 결과는 그림 2.3.5-17과 같

다. 그림 2.3.5-17에서는 INL(2012) 수소 생산 효율을 기준으로 수소 판매 여부 및 수소 판

매가 변동 여부 조합에 따른 결과를 함께 도식하였다. B/C율의 관점에서 수소 판매가를 수소 

경제활성화 로드맵으로 적용 시 산소 판매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엔 0.381 정도 하락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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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B/C율 1을 상회하여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2.3.5-17. 수소 활성화 로드맵 기준 B/C율 (HTSE 공정기반 병합 생산)

(4) 원자로 출력 변동 시나리오

  원자로 출력을 기존 350MWt 4기 기준에서 600MWt 4기 기준으로 변경하여 병합 생산할 

경우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원자로 건설비용은 600MWt 기준 초고온 가스로 건설 비용 

산정 결과를 인용하여 총 건설비용은 같지만, 건설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5년간의 건설비용 산정 시에 연차별 투자 비용 비율은 350MWt 기준 건설 투자 

비용 비율을 따랐다. 이를 정리하면 표 2.3.5-6과 같다. 

표 2.3.5-6. 원자로 출력 변동 가정 600MWt 4기 기준 건설 비용 비율 및 투자 금액

연차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 계

투자금액
(백만원) 43,627 116,338 832,398 1,025,519 1,049,368 3,067,250 

비율 0.01 0.04 0.27 0.33 0.34 1

원자로 출력에 선형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수소 생산량은 600/350 = 1.71 배 상승하는 것으

로 가정하였다. HTSE 설비비는 수소 생산량과 마찬가지로 선형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1.71배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유지 보수 비용은 (2/3)승 법칙을 적용하여 용량을 보정

하면 (600/350)^(2/3)의 계산식에 의해 1.43배 증가하는 것으로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자

로 출력 변동에 따른 HTSE 병합 생산 공정의 수소 생산가와 B/C율은 각각 그림 2.3.5-18, 

2.3.5-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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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18. HTSE 병합 생산 수소 생산가(원자로 출력 변동)

그림 2.3.5-19. HTSE 병합 공정 B/C율 (원자로 출력 변동)

원자로 출력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소 생산가가 감소하고 B/C 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라. 결론

HTGR에서 발생되는 고온의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대량의 수소생산이 가능한 SMR공정과 GIF 

수소생산 협력과제에서 기술개발 진척도가 뛰어난 SI공정 및 HTSE공정에 대하여 고온가스로

와 연계하여 전력과 수소를 병합 생산하는 350 MWth규모 고온가스로에서의 수소/전기 병합

생산 공정 모델을 전년도에 제시하였으며, 당해 연도에서는 전년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

양한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공정 운영 평가를 수행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 HTGR 출구온도 750℃에서 950℃ 열에너지를 공급받아 SI 공정을 이용하여 수소/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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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생산을 하면 HTGR의 출구 온도별로 B/C율이 1에 미치지 않았다. 다만 SI 공정은 

한국의 50L/h 급 수소 생산 통합 운전 결과 및 일본의 100L/h 급 수소 생산 통합 운

전 결과를 반영한 결과를 반영한 결과이므로, General Atomics에서 제시한 수소 생산 

효율을 바탕으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할 경우 SI 열화학 수소 생산 방법을 이용한 병합 

생산 방법은 SMR 수소 생산 방법 혹은 HTSE 수소 생산 방법과 연계한 병합 생산 방

법을 상회하는 경제성을 지니고 있음이 판명되었다. 

   - 경제성 분석 결과 문헌에서 제시한 효율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아래 그림 2.3.5-20과 같

이 SMR, HTSE, SI 공정 모두 B/C 율이 1 이상으로 경제성 관점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SI 공정은 원자로 출구 온도 증가에 따른 B/C율 증가폭이 

타 수소생산 공정에 비해 컸다. 다만 SI 공정에서 최근 한국과 일본의 Lab-Scale 통합 

운전 자료를 바탕으로 도출된 수소생산 효율을 적용할 경우 B/C율이 하락하므로, 향후 

SI 공정 분야에서는 통합 운전 안정성 확보와 함께 SI 열화학 공정의 경쟁력 증대할 수 

있는 공정 효율 향상을 위한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분젠반응공

정에서 필요한 물과 요오드 투입량을 최소화하여 전해전기투석장치가 배제된 요오드산 

농축공정 개발이 필요하고, 공정 유체의 현열과 잠열을 효과적으로 회수/순환시킬 수 있

는 수소의 선택적 투과기능의 세라믹 HI 열분해반응기와 열펌프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

어 그 결과를 공정에 적용하여야 한다. 

   - HTGR 과 연계한 SMR 수소 생산 방법은 SMR에 필요한 열원을 HTGR에서 공급받는

다. 따라서 SMR에 필요한 열원을 천연가스에서 얻는 전통적인 SMR 수소 방법에 비해 

온실가스 발생이 적다. 그러므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에 부과되는 탄소세를 수소

생산가격에 반영한 시나리오의 경우 탄소세가 수소 생산 단가에 미치는 영향은 타 시나

리오에 비해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는 전 세계적인 쟁점이 되고 있으며 

HTGR과 연계한 SMR 수소 생산 방법에서도 온실 가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SMR

과 연계한 수소 생산 방법은 향후 기술개발 성숙도와 함께 국가적 정책 사항을 고려하

여야 한다.

   - HTGR과 연계한 SI 수소 생산 방법과 HTGR과 연계한 HTSE 수소 방법에서, 발생한 

수소 외에 부산물로 생성된 산소를 판매하는 시나리오의 경우 산소 판매가 B/C율의 수

치에 미치는 영향은 평균 4% 정도이다. 이는 산소 판매를 위한 배관 설비비용 및 운송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산소 판매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반영할 경우 실제로 

B/C율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 제시한 수소판매가격을 적용한 시나리오 하에서는 타 시나

리오보다 B/C율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HTGR과 HTSE를 연계한 

방법과 HTGR과 SI 공정을 연계한 방법에서 평균 22%~23% 정도 B/C율이 하락하였다. 

전년도에 수행한 공정운영 평가의 민감도 분석에서 수소 판매단가가 영향이 다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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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변수와 비교하면 파급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원자로 출구 온도를 기준으로 750℃에서 850℃로 증가하는 것보다 850℃에서 950℃로 

증가할 때 B/C 율 증가 폭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온도 상승에 따른 설비비

용 및 운영비 증가 폭보다, 수소생산 및 전력 증가비율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이 주

요 원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기술 발전과 측면을 제외한 경제성의 관점에서는 출

구 온도를 850℃로 하는 것이 단위 이익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3.5-20. 문헌기준 수소생산공정별 B/C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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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I 열화학 성능 향상을 위한 신분젠공정 개발연구

가. 신 분젠공정 개념연구

(1) 신 분젠공정의 개발연구 배경

① SI열화학 공정의 구성

SI 열화학 공정은 원자력의 열을 이용하여 수소를 제조하는 공정으로써 아래와 같은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표 2.3.6-1. SI 열화학 공정의 구성

반응 구성단계 반응 내용 반응 온도(℃)

황산 분해 반

응

VHTR 열로 H2SO4 → H2O + SO2 + 1/2O2

분해 반응을 2단계로 수행

- 1단계 450

- 2단계 850

분젠 반응 2H20 + I2 + SO2 → 2HI + H2SO4 - 60~90

(증류 공정)
- 황산 증류 [ H2SO4 + nH20 ] → H2SO4 + nH20

- HI 증류   [ 2HI + nH20 ]   → 2HI + nH20

- 황산 : 120↓

- HI : 100↓

HI 분해 반응 2HI → H2 + I2 - 450

그림 2.3.6-1. SI 프로세스에 의한 열화학적 물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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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SI공정에서 분젠 반응의 의미

분젠 반응은 고온의 원자력 열에 의하여 전자를 획득한 S(Sulfur)가 I2에 전자를 전달하여 수

소제조의 원료인 HI를 제조하는 반응이다.

이 과정은 2H20 + I2 + SO2 → 2HI + H2SO4 ( △G = +87.86kJ/mol at 25℃) 반응식으

로 표시되는데, 

  - 반응 생성물의 엔탈피가 높아지는 흡열반응이고,

  - △G 값이 (+) 이므로 자발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어려운 반응이다

③ 기존 분젠 반응의 문제점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공동연구로 KIST, POSTECH, KIER에서 실시된 SI 열화학 공정 Pilot 

플랜트는 50L/hr 규모의 수소를 연속적으로 생산하는데 성공을 하였으나, 반응에 소요되는 에

너지가 너무 많아서 에너지 효율이 20% 수준으로 보고되었다.

이 결과는 기존에 SI 열화학의 효율은 45%~50%로 알려졌기 때문에 매우 놀라운 결과였으며, 

이 수준은 통상적인 저온 전기분해 효율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원자력의 또 다른 응용 방

안인 고온 수증기 분해(HTSE) 효율인 45%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제기되었다. 이

와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분젠반응 자체가 자발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것을 

미국 GA사는 해결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2가지 해결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 방식이 후단 

공정에서 열역학적으로 크게 불리함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답습하여 실험을 실시

하였기 때문이다. 

  (가) 자발적 반응 전환을 위한 수소결합 실시의 문제점

즉, GA사가 개발한 분젠 반응은 자발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반응 생성물의 엔탈피를 낮출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2[HI-5H20] + [H2SO4-4H20] 형태의 반응 생성물을 고안하였다. 

HI 및 H2SO4 생성물에 H20와 수소결합을 시켜 엔탈피를 낮추었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비

자발적이던 분젠 반응은 자발적(Spontaneous) 반응으로 변하였다. 그러나 이 수소결합이 분

리되지 않는 문제로 후단에서 막대한 분리에너지가 소요되었다.

  (나) H2SO4 생성물 분리를 위한 요오드의 대량 투입

분젠 반응 생성물인 HI와 H2SO4는 가열을 하면 흡열반응에 의하여 다시 분해되는 부반응 특

성을 나타낸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2[HI-5H20] + [H2SO4-4H20]를 가열하기 전에 분리

해야 하는데 두 물질간에는 Interaction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적인 분리가 안된다. GA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HI-5H20] 복합체에 4개의 I2를 결합한 형태를 고안하여 비중 분

리가 빠르게 되도록 하였다. 

이 결과 분젠 반응 생성물의 총 분자량은 606g(2[HI-5H20]_436 + [H2SO4-4H20]_170)인 

반면 8I2의 분자량이 2,024g으로 3.34배가 추가로 공정 내에서 순환됨으로해서 공정열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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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다) [HI-5H20] 복합체 공비 (Azeotropy, 共沸) 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에너지

[HI-5H20] 복합체는 공비물 형태로써 [HI-5H20] 복합체 간의 인력이 내부 HI-5H20 사이의 

인력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열을 가하면 [HI-5H20] 복합체가 기화되는 특성으로 인해 증류

분리가 되지 않는다. 기존 Pilot 실험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HI농도를 강제적으로 

늘리는 공정 조작을 하였는데 이를 전기 투석(EED, electro-electrodialysis)이라 한다. 전기

투석 과정은 생성된 HI가 [HI-5H20] 복합체의 농도를 낮추는 역할로 인하여 HI-H20 사이의 

증류를 가능케 하지만 HI의 농도를 높이는데 전기에너지 소요가 막대하였다.

전기투석 원리

- 음극실 : 요오드가 전자 받아 I2가

          2I-로 이온화(환원) 됨

          양극실에서 넘어온 2H+와

          빈응하여 2HI 생성

     → I2감소, HI 증가

- 양극실 : 2HI의 이온인 2I-가 전자를

          빼앗겨 I2로 산화됨

          2H+는 반투막으로 통해 

          음극실로 넘어감

    → I2증가, HI 감소     

그림 2.3.6-2. 기존 SI 분젠반응에 소요되는 EED 공정

④ 신 분젠 공정개발 연구의 이론적 배경

GA사의 분젠 반응 방법은 원래 존재하던 분젠 반응식인 2H20 + I2 + SO2 → 2HI + 

H2SO4 (△G=+87.86kJ/mol at 25℃ 기준) 반응을 16H20 + 912 + S02  → 

10H2O·[2HI+8I2] + 4H2O·[H2S04] (△G = -73.4kJ/mol) 반응으로 바꾸어 자발적으로 반

응이 일어나게 바꾼 방법이다

즉, GA사가 새로운 반응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열역학적으로 분젠 반응만 자발적으로 가능하

도록 조작을 했을 뿐이다. 따라서 GA사의 공정 문제는 열역학적 변경으로 인해 발생했던 만

큼 문제의 해결도 열역학 문제점 해결에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이었다. GA사가 분젠 반응을 

변경한 원료 내용과 목적은

  - 대량의 물 사용 : ( 비자발적 → 자발적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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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량의 요오드(I2) 사용 : ( 2[HI-5H20] + [H2SO4-4H20] 복합체간의 빠른 분리이다.

따라서 다음 두 가지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가) HI-5H20 비율 외의 조건에서 자발적 반응이 되도록 반응 환경을 변경할 방법연구

  (나) 대량의 요오드(I2) 투입 없이 2HI---H2SO4 간의 분리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 연구

화학반응에서 열역학 데이터의 중요성은 반응의 성립 여부를 아는 것과 함께 반응 환경의 변

경으로 자발적-비자발적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이다. 르샤틀리에 원리(Le Chatelier's 

Principle)는 화학반응의 평형을 조작할 수 있는 기본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비자발적 

반응을 자발적 반응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물질의 열역학 값과 반응 엔탈피를 온도, 압력, 농

도 등으로 조작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다는 원리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이 원리를 기반으로 기존 분젠반응의 에너지 손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분젠반응을 개발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2) 기존 분젠공정의 열역학적 반응과정 상세 연구

본 장에서는 표준조건에서 수용액 분젠반응의 메카니즘을 먼저 정확히 분석하여 에너지 손실

의 실체를 규명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찾고자 한다. 

① 물 분해와 깁스에너지(Gibbs Endegy) 변화 값 △G에 대한 이해

△G 값은 물의 분해에너지와 관련한 화학반응을 이해할 때 매우 중요한 값이다. 깁스에너지

(Gibbs Endegy)는 열에너지 외에 어떤 변화(반응)에서 실제 사용된 유용한 에너지를 말하여 

△G = △H - T△S로 표현한다. 물은 수소와 산소로 분해할 때 순수 열만 사용하면 4000K가 

필요하나 다른 전기 및 화학적 에너지가 같이 사용되면 아래 그림처럼 열에너지는 줄어들어 

낮은 온도가 가능해진다. 

원자력 열의 사용 한계는 그 열을 통제할 수 있는 한계 온도까지이므로 이를 통상 850℃

(1,123K) ~ 950℃ (1,223K) 사이로 보고 있는데 이 온도에서 물을 분해하면 △G가 감소하

여 전체적인 에너지 소비 감소로 물이 상온보다 쉽게 수소와 산소로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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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6-3. 물 분해 공정의  △H, △G, T△S 관계도 

② 분젠 반응의 에너지 전달 경로 분석과 열역학 값 

분젠반응은 아래 그림과 같이, 원자력 열을 850℃~950℃에서 화학적 에너지로 변환하여 생성

된 전자에너지를 S에서 Iodine(I2)에게 전달하여 수소의 원료인 HI를 생성하는 반응이다. 고

온의 원자력 열에 의하여 황산은 SO2로 환원되는 과정에서 S가 전자 2개를 얻게 되고, 분젠

반응에서 다시 아황산의 S가 H2O에 의해 산화되는 과정에서 전자 2개를 I2에 전달하여 HI가 

생성되게 한다.

그림 2.3.6-4. 분젠반응의 에너지 전달 경로

HI가 생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I2가 전자를 받아 이온화(I-) 되는 과정은 △G가 (-) 값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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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빠른 자발적 반응이나, I- 이온(△H -56.78kJ/mol)이 HI(△H 26.5kJ/mol)가 되는 

과정은 대단한 흡열과정일 뿐만 아니라 △G가 매우 큰 (+)값을 갖기 때문에 반응이 거의 되지 

않는다. 즉, 일반 조건에서 분젠 반응은 원(原) 식대로는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GA사에서는 

△G가 (-)의 값을 갖는 조건으로 H2O와의 수소결합 형태를 고안한 것이다. 

③ 표준상태에서 분젠반응의 열역학 연구

현재의 분젠공정 문제점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분젠공정의 열역학적 데이터를 모두 조사할 필

요가 있다. 그 이유는 분젠반응의 생성물이 수용액 상태로 전환되면서 흡열반응이 발열반응으

로 전환되어 반응 중에 상당량의 에너지가 회수 불가능한 상태로 잃어버리고 다시 물을 분리

하는 공정에서 그 이상의 에너지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한, 분젠 반응의 중간 단계를 상세히 

고찰함으로써 어느 단계에서 이를 극복할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연구하기 위함이다.

  (가) 표준 조건 분젠 반응 물질의 열역학 데이터

SI 열화학 분젠 반응에 참여하는 각종 화학물징에 대한 열역학적 데이터 값은 아래와 같다.

표 2.3.6-2. SI 열화학의 반응 물질의 표준상태 열역학 값 (1기압, 298K)

State
△fH°

kJ/mol

△fG°

kJ/mol

S°

J/mol.K

C°p 

J/mol.K

HI
gas 26.5 1.7 206.59 29.16

Aq.표준 -55.19 -51.59 111.3 -142.3

H2SO4
liquid -814 -689.9 156.9 138.9

Aq. 표준 -909.27 -744.63 20.1 293

H20
lq -285.83 -237.14 69.95 75.35

수증기 -241.83 -228.61 188.84 33.60

I2

mp 113.7℃

Bp 184.3℃

I^-1 Aq.표준 -56.78 -51.59 106.45 -142.3

I2 Crystal 0 0 116.14 54.44

I2 Aq.표준 22.6 16.40 137.2 100(절반값)

H2SO3

Aq. 표준 -608.81 -537.9 232.2 랑게핸드북

SO3^-2 -635.55 -486.6 -29.29 50.66

HSO3- -626.22 -527.8 139.8 랑게핸드북

SO2 gas^ -296.81 -300.13 248.22 39.88



- 544 -

  (나) 표준 조건에서 분젠 반응에 대한 열역학적 데이터 값 변화량 분석

표준조건(25℃, 1atm)에서 분젠반응에 대한 열역학 데이터 값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열역

학 데이터 값의 변화량은 [반응 후 값] - [반응 전 값]으로 계산을 한다.

반응단계 반응 및 열역학 데이터

분젠 반응식  SO2 + 2H20 + I2 → H2SO4 + 2HI 

정량비율 실제 반응  SO2 + 2H20 + I2 → H2SO4 + 2HI 

열역학 데이터 계산

 ( 계산 )    

ΔH :

[ -814 + 2x26.5 ] - [ -296.81 + 2x-285.83 + 0 ]

= [ -761 ] - [ -868.47 ) = 107.47 kJ/mol

ΔS :

[ 156.9 + 2x206.59 ] - [ 248.22 + 2x69.95 + 116.14 ]

= [ 570.08 ] - [ 504.26 ) = 65.82  kJ/mol

 ΔH = 107.47kJ/mol 이므로, 

ΔS = 65.82J/mol에 의하여 

ΔG = ΔH - TΔS = 

×
(=19.61)

       = +87.86 kJ/mol ( 비자발적 값이다 )

→ 전체 엔탈피(ΔH = 107.47) 중 18.2%만이 열 에너지이고 
나머지는 81.8%는 화학반응에 유효한 일에너지이므로 
이를 공급할 방안이 25℃에서는 없으며,

→ TΔS 〉 ΔH 조건이 되어야 ΔG 가 (-)값 되면서 반응
이 개시되는데 이 반응 조건은 ΔH가 너무 커서 엔트로
피 증가값(ΔS)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

평형 값 K 분석

에 의하여, ΔG = 87.86 kJ/mol이므로

           K=e^-35.462 = 3.9723644127124E-16
( 3.97 x 10^-16 )

  → 평형값이 너무작아 정 반응은 거의 불가능 한 상태이
다

위 계산값에 의하면 상온에서 정량비율 분젠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

고 있다. 즉, 정방향 분젠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엔트로피 변화값(TΔS)이 엔탈피 변화값보다 

커야 하는데, 이 반응은 엔탈피 차이(ΔH)가 너무 커서 극복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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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GA사의 분젠반응 열역학적 분석

  (가) 수용액 상태에서 분젠반응 물질의 열역학적 데이터

GA사가 정반응이 불가했던 정량비율 분젠반응을 다단계의 우회반응으로 선택했던 이유는, 아

래 표와 같이 생성물들이 수용액으로 변할 경우 열역학 값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HI

와 H2SO4는 수용액 상태가 되면 물과 수소결합을 형성하면서 형성 엔탈피가 대폭 낮아지게 되어 

반응에 필요한 에너지도 대폭 줄어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는 에너지를 외부로 방출해야 하는 조건

에 이른다. 엔탈피 차이를 보면, HI의 경우 표준상태에서 81.69kcal/mol의 에너지가 낮아지고 

H2SO4의 경우 표준상태에서 95.27kcal/mol의 에너지가 낮아진다. 낮아진 두 반응 물질의 

ΔH 합은 -176,96kcal/mol이므로 ΔG가 (-)값을 갖게 된다. 

표 2.3.6-3. SI 열화학 분젠반응 생성물의 상태에 따른 열역학 값

생성물 State
△fH°

kJ/mol

△fG°

kJ/mol

S°

J/mol.K

C°p 

J/mol.K

HI
gas 26.5 1.7 206.59 29.16

Aq.표준 -55.19 -51.59 111.3 -142.3

H2SO4
liquid -814 -689.9 156.9 138.9

Aq. 표준 -909.27 -744.63 20.1 293

표 2.3.6-3에 의하면 두 물질의 깁스 자유에너지는 모두 낮아지므로 아래 그림과 같은 발열반

응이 일어나고 자발적 반응이 된다. 

그림 2.3.6-5. 수용액에서 분젠 반응의 -△G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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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용액 상태에서 분젠반응의 열역학적 데이터

수용액 상태에서 분젠반응 온도는 70℃이므로. 모든 열역학 값은 70℃로 다시 계산하였다.

표 2.3.6-4. 70℃에서 수용액 상태 분젠반응 물질의 열역학 값

State
△fH°

kJ/mol

△fG°

kJ/mol

S°

J/mol.K

C°p 

J/mol.K

HI Aq -53.8778 - 115.1257 29.16

H2SO4 Aq -896.085 - 58.54 293

H20 lq -282.439 - 79.835 75.35

SO2 gas -295.015 - 253.452 39.88

I2 미 이온화 기준 -27.1 - 150.32 100

  (다) 수용액 상태에서 분젠반응의 열역학적 데이터 변화량 분석

반응단계 반응 및 열역학 데이터

수용액 분젠반응
SO2 + 16H20 + 9I2 → 4H2O·[H2SO4] + 

                      2 x { 5H2O·[HI+4I2] }

열역학 데이터 계산

 ( 계산 ) ( 과잉공급된 물 양은 좌우가 같으므로 계산생략)

Δ = [반응후 값] - [반응전 값]

ΔH = -171.047 kJ/mol

ΔS = -274.651 kJ/mol

ΔG = ΔH - TΔS = 

×

       ( TΔS = 94.205 kJ/mol )

       = - 76.841 kJ/mol ( 자발적 반응 가능 )

평형 값 K
에 의하여, ΔG = -76.841 kJ/mol이므로

           K=e^26.94566 = 125152646394.91
( 5.039 x 10^11 )

  → 반응평형값이 정반응으로 매우 큰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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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정량 비율과 수용액 상태 반응의 열역학적 데이터 변화량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3.6-5. 70℃에서 정량비율과 수용액 상태 분젠반응의 열역학 데이터 비교

열역학 변화값 요약 

열역학 변화값 비

교
ΔH ΔS ΔG

정량비율 (70℃) 80.67 kJ/mol 35.51 kJ/mol 69.52 kJ/mol

수용액 반응(70℃) -171.047 kJ/mol -274.651 kJ/mol -76.841 kJ/mol

수용액 상태 반응은 반응 생성물의 엔탈피가 크게 낮아지도록 했음을 알 수 있다. ΔH = 

-171.047 kJ/mol로서 정량비율 반응에 비하여 251.717kJ/mol의 엔탈피가 감소하였는데, 특

히 HI의 엔탈피가 Gas상에서 수용액상으로 변하면서 2 x (27.8122+53.8778) = 163.38 증

가하여 반응에 큰 변화가 HI상의 변화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TΔS 94.205 kJ/mol 에

너지가 엔트로피 증가에 소비됨과 동시에 엔탈피 변화 에너지 251.717kJ/mol이 외부로 배출 

된 것이다. 이 반응이 70℃에서 일어났음을 감안하면 이 열은 쉽게 회수되지도 못할뿐더러 회

수되더라도 반응에 유용한 열이 될 수 없다. 아울러 4H2O·[H2SO4] + 2 x 5H2O·[HI]을 증

류하는데 후단에서 매우 많은 공정 열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수용액 분젠 반응은 

커서 커다란 손실을 예고하고 있었다. 

⑤ GA사의 수용액 분젠반응의 에너지 경로 분석

수용액 분젠반응의 에너지 경로는 HI 경로와 H2SO4 경로로 나눠지는데, 표준온도 기준으로

  - HI 반응 경로에서는 HI 제조 과정에서 (77.8 + 81.6 = 159.4 kJ/mol이 손실되고

  - H2SO4 경로에서는 H2SO4 합성과정에서 (175 + 259 = 434 kJ/mol이 손실된다. 

따라서 총 에너지 손실량은 약 593.4 kJ/mol이며 추가로 HI-5H2O 공비점 형성으로 인한 

70도 정량비율 반응 HI H2SO4 H2O I2(미 이온) SO2

ΔH 80.6688 ΔHf 27.8122 -807.75 -282.43925 27.1 -295.015

ΔS 32.511603 Sf 210.4157 175.123 79.83556851 150.3195335 253.4521

ΔG 69.51732 　 　 　 　 　 　

70도 수용액반응 HI H2SO4 H2O I2(미 이온) SO2

ΔH -171.047 ΔHf -53.8778 -896.085 -282.439 27.1 -295.015

ΔS -274.651 Sf 115.1257 58.54023 79.83557 150.3195 253.4521

ΔG -76.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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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류 손실까지 포함하면 2배 이상까지 더 커지므로, 수소 1몰에서 얻을 수 있는 총 엔탈피가 

283.76kJ/mol 이란 점을 감안하면 도저히 상용화할 수 없는 에너지 경로임을 알 수 있다.

아래 그림에서 엔탈피가 낮은 경로로 합성되는 과정의 열 배출은 모두 에너지 손실이며, HI 

및 H2SO4로 분리되는 과정도 에너지를 흡수하므로 모두 에너지 손실이다. 

그림 2.3.6-6. 수용액 분젠반응 방식의 SI열화학에서 HI 및 H2SO4의 에너지 경로

(3) 분젠반응의 합성 Mechanism 상세 분석

앞에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SI 열화학은 원자력 열을 이용하여 높은 온도에서 물을 분해

하는 과정에서는 ΔG값이 낮아져서 용이하게 분해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방법으로 이해되

었지만, 에너지 전달 반응인 분젠 반응의 비자발적 특성을 바꾸고자 제안된 GA사의 분젠반응

이 자발적이기는 하나 열효율이 매우 안 좋아 상용화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분젠반응에 대한 Mechanism을 좀 더 깊이 있게 고찰을 함으로써 문제 해

결에 대한 접근법을 찾아보기로 하였다. 

① H2SO3 합성반응 Mechanism과 열역학 데이터 분석

SO2 + 2H20 + I2 → H2SO4 + 2HI로 이루어진 분젠 반응의 첫 번째 단계는 아황산( 

H2SO3 )의 합성이다. 아황산은 이산화 황(SO2)을 물(H2O)에 녹여 생성을 하는데 물이 모두 

증발된 상태에서는 그 물질 스스로가 다시 SO2와 H2O로 분해되려는 성질이 강하므로 상온 

상압에서는 단독으로 존재하기 어렵다. 아황산은 수용액 상태에서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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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며 각각 열역학적 값이 다르다.

표 2.3.6-6. H2SO3의 열역학 값

표준상태에서 아황산의 합성반응의 열역학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가) 1안 반응

    SO2 + 2H20 = HSO3- + H+ + H20 이온화된 수용액 반응으로 이해한다.

     (이 반응은 SO2  + H20 = HSO3- + H+ 반응으로 계산해도 같은 값이다)  

1-A) Enthalpy 변화(at 25℃) 

SO2 2H2O HSO3 H2O H+

-296.81 -571.66 -626.22 -285.83 0

△Hf : {[HSO3]+[H2O]}-{[SO2]+2[H2O]} = -912.05 - [ -868.47] = -43.58

1-B) Entropy 변화(at 25℃)

SO2 2H2O HSO3 H2O H+

248.22 139.9 139.8 69.95 0

△S : {[HSO3]+[H2O]}-{[SO2]+2[H2O]} = 209.75 - 388.12 = -178.37

1-C) Gibbs Free Energy 변화(( at 25℃ )

SO2 2H2O HSO3 H2O H+

-300.13 -474.28 -527.8 -237.14 0

△Gf : {[HSO3]+[H2O]}  - {[SO2] + 2[H2O]}  =  9.47

1-D) △G=△H-T△S로 계산 (25℃)

T

298

△Gf = △Hf-(T△S)/1000 = -43.58 - (298x-178.37)/1,000 = +9.574 

→ 이 반응의 △G가 (+)의 값을 갖는 이유는 이온화된 H2SO3가 불안정한 상태로써, 미 이온

화 상태나 다시 SO2와 H2O 분해되어 돌아가려는 평형값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H2SO3

( 출처 : 랑게 
핸드북)

△fH°

kJ/mol

△fG°

kJ/mol

S°

J/mol.K

C°p 

J/mol.K

Aq. 표준 -608.81 -537.9 232.2

SO3^-2 -635.55 -486.6 -29.29 50.66

HSO3- -626.22 -527.8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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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2안 반응

SO2 + H20 = H2SO3을 未 이온화 수용액 상태 반응으로 이해한다(Aq 표준값 적용).

      

1-A) Enthalpy 변화(at 25℃) 

SO2 H2O H2SO3

-296.81 -285.83 -608.81

△Hf : [H2SO3]-{[SO2]+[H2O]} = -26.17

 1-B) Entropy 변화( at 25℃ )

SO2 H2O H2SO3
248.22 69.95 232.2

△S : [H2SO3]-{[SO2]+[H2O]} = -85.97

 1-C) Gibbs Free Energy 변화(( at 25℃ )

SO2 H2O H2SO3
-300.13 -237.14 -537.9

△Gf : [H2SO3]-{[SO2]+[H2O]} = -0.63

1-D)△G=△H-T△S로 계산 25℃
T
298

△Gf = △Hf-(T△S)/1000 = -0.55094

상기 두 반응에 대하여 요약을 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2.3.6-7. H2SO3 두가지 합성반응에 대한 열역학 데이터

제1안 : SO2+H20→HSO3-+ H+ 제2안 : SO2+H20→H2SO3

△Hf -43.91 -26.17
△S -179.27  -85.97

△Gf
[H2SO3]-{[SO2]+[H2O]}  9.47 -0.63
△Hf-(T△S)/1000  9.51  -0.55

△G 평가
0℃ 이상에서 자발적 반응 불가

능( 0℃에서 △Gf = 5.03

25℃에서 자발적 반응 가

능

반응에 대한 평가

- 둘 다 발열 반응으로써 냉각이 중요하다 (냉각반응)

- H2SO3의 안정성은 분해 후 SO2의 증발력에 달려있으므로 

반응 온도와 압력 설정이 중요한데 후속 반응을 50atm으

로 설정하면( 황산과 HI 생성반응) SO2 합성반응 온도에

서는 증발이 안 일어나 안정하다.

- 후속 반응의 속도에 의하여 생성물 H2S03의 농도가 정해

지므로  분젠 본 반응이 정반응이면 이 반응도 정반응이 

된다.

결론

- 따라서 어느 반응으로 일어날지는 반응온도에 달려 있다. 

- 분젠 본 반응의 △G에 의하여 이 반응의 반응 특성과 정

반응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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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H2SO3 유지 조건 분석

아황산 합성반응은 분젠 반응의 제1단계에 해당이 되며 이 반응의 안정성 조건을 확보해야 후

속 반응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 아황산의 유지 조건은 그림 2.3.6-7과 같은 SO2의 상태 

조건이나 그림 2.3.6-8과 같은 아황산 자체의 분해 조건 그래프에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2.3.6-7. SO2의 농도 조건 별 온도-증기압 표

 

그림 2.3.3-7에서 SO2의 20% 수용액 조건은 20℃에서 3.7kg/㎠ SO2분해 압력을 갖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아울러 SO2의 농도가 낮을수록 증발력이 강하다는 것도 알 수 있다. SO2의 

강한 증발력 문제는 정량 비율 분젠반응의 생성물인 HI와의 분리 문제가 필요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응조건 결정에 중요한 요소이다. 한편 H2SO3 자체에 대한 농도별 반감기 값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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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2.3.6-8과 같이 나타낸다. 

   - Pure case : H2SO3 → SO2 +H2O

   - 1 : 1 case : H2SO3 + H2O → SO2 + 2H2O

   - 1 : 2 case : H2SO3 + 2H2O → SO2 + 3H2O로 됨을 의미한다.

그림 2.3.6-8. H2SO3의 농도 별 온도에 따른 반감기(점선은 H2CO3 데이터)

상온에서 물과 1:1로 존재하는 H2SO3의 반감기는 0.1초 미만으로 매우 짧다. 반면 PURE한 

H2SO3의 반감기는 상당히 긴데, 이는 반대로 H2SO3가 물에 의해 분해가 촉진됨을 의미하

는 것으로써 수용액 분젠 반응에서 아황산의 안정성은 사실 좋은 편은 아니다. (한편 아황산은 

SO2 + H2O로 분해되기도 하지만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하여 황산으로 변하기도 하는 등 다

양한 반응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아황산은 물과 혼합이 많을수록 더 잘 분해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반감기 데이터가 의미하는 또 하나는, 정량비율이라 할지라도 물속에 SO2를 투

입하는 반응은 물의 농도가 크므로 역반응이 강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를 방지하려

면 상기 1:1 Case 조건으로 반응이 되도록 반응조건을 저온 열교환 면에서 기상 SO2 1몰과 

물 2몰이 고압-기액 접촉으로 반응하는 반응기 형태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분젠 반응 1단계에서 H2SO3는 물이 많을수록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

며, 아황산의 분해는 SO2의 증발력과 관계하므로 이를 방지하는 방법은 반응조건에서 SO2 

증기압 이상의 반응압력이 형성되어 SO2 증기와 평형을 이루거나 SO2가 아닌 다른 기체(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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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SO2 증기압 이상을 형성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③ H2SO3 합성반응 Mechanism

통상적으로 아황산의 합성 식으로 SO2 + H2O = H2SO3으로 표기를 하지만 실제 SO2 1몰

과 물 1몰만이 존재하는 반응이라면 이 반응은 일어나기 어렵다. 그 이유는 H2SO3가 합성반

응에서 화학적으로 대칭 구조를 갖기 위해서는 중간에 H+가 전이되기 위한 과정으로 H3O+ 

Hydronium 구조의 도움이 필요하며 이는 또 하나의 H2O 분자가 있어야 한다. 이 과정을 

그림 2.3.6-9에 표시하였다.

아황산 합성의 제1단계는 중간단계로

써 실제 존재할 수 없는 형태이다

따라서 H2SO3 의 실제 형태는
Bisulfite (HSO3-) 및 (H+) 상태로 
이해되며, 전이되는 수소이온(H+)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물 분자를 
필요로 한다. 아황산에서 수소이온 전
이에 의한 대칭 구조는 황산 합성에 
반드시 필요한 구조이다.

[1] [2] [3]

그림 2.3.6-9. H2SO3 합성반응 단계

이 합성 단계 과정을 살펴보면 2H20 + 12 + S02 → H2S04 + 2HI로 표현되는 정량비율 

분젠 반응이 가능함을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아황산의 불안전성 때문에 이 반응은 후속 반응

과 동시에 일어나야 하며 충분한 혼합이 뒤따라야 한다. 

④  H2SO4 및 2HI 합성 반응 메카니즘

합성된 아황산 H2SO3는 물에서 두 단계 용해 형태를 취할 수 있다. 

 - 1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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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2SO3 + H2O <---> [H3O+] + [HSO3-] ; Ka1 = [H3O+][HSO3-] / [H2SO3]

 - 2단계 :

     HSO3- + H2O <---> H3O+ + SO3^2-   ; Ka2 = [H3O+][SO3^2-] / [HSO3-]

궁극적으로 아황산의 최종 용해 상태는 [SO3^2-]_Sulfite 형태이며 후속반응의 시작이다. I2

→2I- 반응의 평형값이 높아서 H2SO3→[HSO3-]보다 [SO3^2-]생성을 촉진한다. 

[SO3^2-]_Sulfite는 요오드에 대한 환원 작용으로 I2 → 2I- 반응이 발생하고, 자신은 산소를 

받아 +4가에서 +6가로 변한다.

이 모든 것이 수계에서 가능한데, 물 분자가 제한적이므로 반응속도에 영향을 준다. 나머지 물

질들은 환경에 평형값으로 혹은 원료 형태로 계속 존재할 것이다. 전체 반응은 아래 그림 21

이며 아황산의 1차 반응은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1단계 요오드 이온화 반응 : H2SO3 + I2 → SO3^2- + 2H+ + 2I- 

  - 2단계 황산 HI 합성 반응 : SO3^2- + 2H+ + 2I- + H2O → H2SO4 + 2HI 

그림 2.3.6-10. H2SO4 + 2HI 합성반응 단계

전체적으로 [ H2SO3 + H2O + I2 ] → [ H2SO4 + 2HI ] 로 반응단계의 △G는 표준 조건

의 경우, [ -689.9 + 2 x 1.7 ] - [ -537.9 + -237.14 + 16.4 ] = -686.5 + 758.64 = 

+72.14 ( kJ/mol )로서 +값을 갖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전환 반응이다. 이 

방법을 푸는 것이 정량비율 분젠 반응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에 해당한다. 

⑤  H2SO3의 황산 반응에 대한 루이스 구조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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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된 아황산 H2SO3는 아래 두 가지 구조를 갖고 있다. H2SO3의 전체 형식 전하는 0이지

만 SO3 자체에서는 S는 +2, O는 1 상태이다.

한편 유황의 원자 구조는 아래와 같이 16개의 전자를 갖고 있다

그림 2.3.6-11. 황(S)의 원자 궤도

SO3 형태에서 S는 3P4 궤도가 산화되어 +4가이나(산소 결합으로 공유전자가 4개인 형태), 

SO4 형태에서는 공유전자가 6개 가지로 늘어나 3S2까지 궤도까지 산화되어 Level 3 전체를 

잃고 +6가 물질로 전환된다. 이 때 공유결합을 하면서 전자 2개를 내어주게 된다. 

표준온도에서 개별 물질의 △G°f 값을 검토하면, 황산의 △G°f ( -689.9kJ/mol )보다 아황산

의 △G°f ( -537.9kJ/mol ) 값이 더 높기 때문에 두 물질 사이에서의 아황산 → 황산 전환반

응의 용이성은 충분히 있으나, 이 반응에 같이 투입되는 H2O의 △G°f ( -237.14kJ/mol ) 

값을 고려하면 △G°f 는 전체적으로 (+)의 변화가 된다. 

         [(-537.9) + (-237.14) ] + 85.14 → (-689.9)

결국 이 분젠반응은 본질적으로 물 분자가 분해되어 반응에 참여하기 위한 유용한 일(깁스자

유에너지)이 다량 필요한 흡열반응이므로, 중간과정에 발열 과정이 포함된다면 다량의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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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을 피할 수 없다.

4) GA사의 분젠반응을 대체하는 정량비율 신 분젠공정에 대한 개념연구

① GA사 분젠반응의 문제점 극복 요소

GA사의 분젠반응 방식 문제점은 에너지 효율이 매우 안 좋다는 문제이며 그 이유는

   - 자발적 반응을 위해 HI-5H20 합성 방법 채택으로 반응열 손실이 발생하고

   - 후단에서 분리에너지가 막대하게 소비되며

   - [HI-5H20] ---- [H2SO4] 간의 분리를 위해 대량의 요오드가 순환되면서 공정에너

지 소비와 공정트러블(석출)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분젠 공정은 이 두가지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했다.

② 르샤틀리에 원리 활용을 위한 분석

  (가) 개념

Le Chatelier's Principle은 화학반응의 평형법칙(Equilibrium Law)으로도 이해된다. 르 샤

틀리에의 원리는 화학 평형 상태 물질의 외부 조건을 변화시켰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예측하는데 사용한다. 이 법칙의 이름은 이 원리를 발견한 프랑스의 앙리 루이 르 샤틀리에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이 법칙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화학 평형 상태의 화학계에서 농도, 온도, 부피, 부분 압력 등이 변화할 때, 화학 평형은 변

화를 가능한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여 화학 평형 상태를 형성한다.』

화학에서 르 샤틀리에의 원리는 가역 반응의 결과를 조작하여 반응의 생산물을 많이 만들어내

는데 사용되며 많은 사례에서 사용되는 방법이다. 수용액 분젠 반응도 그중 한 방법의 사례이

며, 황산 1차 분해반응 온도가 △G값의 (+)영역에서 실시되는 이유도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일반적 화학반응에서 사용하는 중간결합체에 의한 우회 반응은 대부분 평형 조작의 사례로 볼 

수 있다. 

  (나) 화학 평형 조작 사례 - Pusher/Puller Reaction

르샤틀리에 원리는 한 반응의 평형 관점에서 반응의 방향을 예측하는데 적합하다. 즉 그 반응

을 지배하는 평형의 조건을 바꿈으로써 평형으로 되돌아가는 방향이 어느 쪽인지 알 수 있다

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반응을 조작하여 역반응을 정반응으로 만드는 공정을 개발함에 있

어서는 단지 그 반응 자체의 평형 관점에서만 반응을 관찰하면 원하는 답을 얻기 어렵다. 이 

경우에는 그 반응에 관련하는 모든 요소를 관찰하여 그 반응의 조작 가능 여부를 살피고 필요

한 변화량을 획득할 수 있는지를 열역학적으로 계산을 해야 하며, 그로 인한 다른 영향은 무

엇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

전체 반응의 계안에서 한 부분 반응이 다른 부분 반응의 열역학에 영향을 주는 관계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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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한 반응의 조건을 변화시킴으로써 다른 반응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방법을 Pusher 

Reaction 혹은 Puller Reaction이라 부른다. 특히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반응에 대하여 평

형 조작을 할 경우 각 반응에서 조작이 가능한 온도, 압력, 농도 등을 변화시킴으로써 전체 

반응의 방향을 조작할 수 있다.

그림 2.3.6-12. Puller Reaction에 대한 이해도

  (다) 압력평형 조작 사례

   ○ 정반응 평형 조작

계의 부피를 변화시키는 것은, 반응물과 생성물들의 부분 압력을 변화시키는 것이며, 그것은 

평형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부피의 감소로 인한 압력이 증가하면, 기체의 분자 수가 줄

어드는 평형이 더 선호된다. 부피의 증가로 인한 압력이 감소하면, 기체의 분자 수가 증가하는 

평형이 더 선호된다. 계수가 같은 반응식에서는, 압력에 의한 평형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질소와 수소에 의한 암모니아 합성반응 압력이 증가하면서 정반응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사례

이다.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기체 분자가 감소하는 반응이다.

                    N2 + 3H2 ↔ 2NH3

단위 몰수로 볼 때 좌변항의 합(1+3) 보다는 우변항의 합(2)이 작으므로, 위에 기술된 반응은 

암모니아를 생성할수록 압력이 감소된다. 프리츠 하버와 카를 보슈는 수소와 질소를 채운 용

기의 압력을 극단적으로 올려 평형이 깨지도록 만드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르 샤틀리에의 원

리에 따르면 새로운 평형은 주어진 충격인 압력 증가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므

로, 압력을 올렸을 경우 본 반응의 평형은 우 방향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다시 말해, 수소와 

질소를 넣고 압력을 올리면, mole 수가 적어 시스템 압력을 낮출 수 있는 암모니아를 생성하

는 쪽으로 평형을 유지하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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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반응 평형 조작

정량비율 분젠 반응 중간 단계에서 아황산의 안정성은 매우 낮다. H2SO3는 Dew Point인 

압력과 온도 이상에서 분해되어 H2O + SO2가 된다. 이는 분젠 반응이 중단됨을 의미한다. 

H2SO3→SO2+H2O (185℃에서 △H=-23.807, △S=-81.810, △G=-13.662 ), 이 반응에 압

력을 10kg/㎠를 가하면 

     △G = △G° + RT ln 


에 의하여 = -13.662 + 8.76 = 4.9로 감소한다.

즉 압력을 가하면 아황산의 분해 경향이 줄어든다. 이처럼 생성물의 기체 분자가 증가하

는 반응에서는 압력을 가하면 부반응을 방지할 수도 있다. 압력으로 부피를 감소시키면 

기체 분자 수가 감소하는 정반응으로 평형이 이동할 것이다. 그러나 분젠 반응은 전체적

으로 생성물의 기체 분자가 증가하는 반응이므로 반응계에 압력을 가하면 역반응의 경향

이 증가하므로 반응 압력 설정은 전제적으로 조율을 해야 한다. 따라서 분젠 반응에서 

중간 단계 생성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그 반응의 평형 값 농도를 조작하는 방법

이다.

    (라) 농도평형 조작 방법 분석 ( 생성물을 지속적으로 제거하여 정반응을 유도 )

화학 물질의 농도 변화에서도, 그 농도의 변화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평형을 이동시킨다. 이 

원리는

   - 평형상수 K = 평형농도 상태에서 (생성물 농도 몰 수 곱) / (반응물 농도 몰수 곱) 

   - 반응지수 Q = 임의농도 상태에서 (생성물 농도 몰 수 곱) / (반응물 농도 몰수 곱)

   - △G = △G° + RT lnQ, 평형에서△G= 0이므로 △G°=-RT lnK이다. 이를 원식에 

대입하면

     △G = RT lnQ - RT lnK = RT ln


 로 표현된다. (K > Q 일 때 ΔG°는 (-)값) 

 → 따라서 임의의 농도에서 반응지수(Q)가 평형상수(K)보다 작으면 정 방향으로 반응이 

일어난다. 즉, 생성물의 빠른 제거로 생성물의 농도를 낮추는 방안이 정방향 반응 유도의 

요건이다.

    
 ≪ 0이 되어야 한다.

평형에서 △G° = -RT ln K에서  K = 


 

값으로 표현할 수 있고, 임의의 농도에서 

반응에 대한 깁스에너지 변화 값은 △G = △G° + RT ln Q  로 표현되므로 △G° 값이 (+)

일 경우 RT ln Q 값에서 (-) 조건을 찾아냄으로써( 그러한 반응 조건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G 값을 (-)로 전환하는 방법이 농도조작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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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량비율 분젠 반응 분석을 위한 온도별 열역학 데이터 보정

표 2.3.6-8. 분젠반응 참여 물질의 상태 비교 및 표준 열역학 데이터 값

반응물

생성물

C°p 

J/mol.K
수용액 반응 데이터 정량비율 반응 데이터

수용액 △fH°

kJ/mol

△fG°

kJ/mol

S°

J/mol.K

△fH°

kJ/mol

△fG°

kJ/mol

S°

J/mol.K정량비율

HI
-142.3 Aqueous 표준 값 gas

29.16 -55.19 -51.59 111.3 26.5 1.7 206.59

H2SO4
293 Aqueous 표준 값 Liquid

138.9 -909.27 -744.63 20.1 -814 -689.9 156.9

H20
75.35 Liquid Liquid

75.35 -285.83 -237.14 69.95 -285.83 -237.14 69.95

I2

-142.3
Aqueous I^-이온화 표준값 Aqueous 미 이온화 표준 값

-56.78 -51.59 106.45

22.6 16.40 137.2

100
Crystal 값(참고_미적용)

0 0 116.14

H2SO3
232.2 Aqueous Aqueous

232.2 -608.81 -537.9 232.2 -608.81 -537.9 232.2

SO2
39.88 gas gas

39.88 -296.81 -300.13 248.22 -296.81 -300.13 248.22

④ 온도별 반응 물질의 열역학 데이터 보정 값

보정값 계산방법은 1atm, 298K에서 표준값 △H°, △S°를 이용하여

△H  = △H° + Cp x ΔT

△S  = △S° + Cp/T x ΔT

△G  = △H + T△S 방식으로 계산을 하였다. 

표 2.3.6-9. 분젠반응 참여물질의 반응 온도별 열역학 값

Mat'l&
(State) Temp. (K) ΔT ΔfH°

(kJ/mol)
ΔfG°

(kJ/mol)
S°

(J/mol)
C°p

(J/mol.K)

H2
298 0 0

0
130.68 28.84

723 450 12.978 130.7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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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gas)

298 0 26.5 1.7 206.59

29.16

343 45 27.8122 210.4157
393 95 29.2702 213.6389
458 160 31.1656 216.7769
723 425 39.622 224.7394
573 275 34.519 220.5848
623 325 35.977 221.8019
473 200 32.332 218.9198
493 220 32.9152 219.6026

HI
(Aq)

298 0 -55.19 -51.59 111.3

29.16
343 45 -53.8778 115.1257
393 95 -52.4198 118.3489
458 160 -50.5244 121.4869
723 425 -42.068 129.4494

H2SO4
(L)

298 0 -814 -689.9 156.9

138.9

343 45 -807.75 175.123
393 95 -800.805 190.4763
458 160 -791.776 205.424
723 425 -754.968 238.5494
573 275 -775.803 223.5623
623 325 -768.858 229.3599
472 200 -786.22 215.7559
493 220 -783.44 218.8838

H2SO4
(Aq)

298 0 -909.27 -744.63 20.1

293
343 45 -896.085 58.54023
393 95 -881.435 90.92697
458 160 -862.39 122.4581

H2O
(L)

298 0 -285.83 -237.14 69.95

75.35

343 45 -282.439 79.83557
393 95 -278.672 88.16438
458 160 -273.774 96.27314
723 450 -251.923 116.8483
573 275 -265.109 106.1127
623 325 -261.341 109.2578
473 200 -270.76 101.8105
493 220 -269.25 103.5747

H2O
(steam)

298 0 -241.83 -228.61 188.84

33.6
343 45 -240.318 193.2482
393 95 -238.638 196.9621
458 160 -236.454 200.578

I2(I-)
(Aq표준)

298 0 -56.78 -51.59 106.45

-142.3
343 45 -63.1835 87.7809
393 95 -70.2985 72.05178
458 160 -79.548 56.73821
493 220 -88.086 42.94899

I2(미이온)
(수용액)

298 0 22.6 16.4 137.2

100343 45 27.1 150.3195

393 95 32.1 16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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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160 38.6 172.1345
455 157 38.6 171.7055
723 450 67.6 199.4407
573 275 50.1 185.193
623 325 55.1 189.3669
473 200 42.6 179.4833
493 220 44.6 181.8247

I2
(gas)

458 0 62.42 19.36 260.69
36.9
130

493
723 450 79.025 260.772

H2SO3
(Aq표준)

undissociati
on

298 0 -608.81 -537.9 232.2
343 45 -602.96 249.2554

130
393 95 -596.46 263.6249
458 160 -588.01 277.6148
493 220 -580.21 290.2122

HSO3-
(반응조건)

298 0 -626.22 -667.88 139.8

130
343 45 -620.37 156.8554
393 95 -613.87 171.2249
458 160 -605.42 185.2148

H2SO3
(합성반응)
중 데이터

298 0 -635.55 -29.29

130
343 45 -629.7 -12.2346
393 95 -623.2 2.134936
458 160 -614.75 16.12485

SO2
(조건)

298 0 -296.81 -300.13 248.22

39.88

343 45 -295.015 253.4521
393 95 -293.021 257.8602
458 160 -290.429 262.1519
1073 800 -264.906 277.9535
573 275 -285.843 267.3596
623 325 -283.849 269.0242
473 200 -288.834 265.0826
493 220 -288.04 266.0163

SO3-2
(조건)

298 0 -635.5 -486.5 -29

50.66
343 45 -633.22 -22.3536
393 95 -630.687 -16.7539
458 160 -627.394 -11.3022
493 220 -624.355 -6.3931

SO3

298 0 -395.7 -371.02 256.77

50.66

343 45 -393.42 263.4164
393 95 -390.887 269.0161
458 160 -387.594 274.4678
723 425 -374.17 286.5494
1073 800 -355.172 294.5407

O2
298 0 0 205.152

29.4
1073 800 23.52 22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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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온도별 반응 물질의 열역학 데이터 보정 값

상기 표 2.3.6-9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온도별 정량비율 분젠반응의 열역학 값을 계산한 결과

를 아래 표 2.3.6-10에 표시하였다. 모든 열역학적 데이터 값은 온도가 올라가면 내려감을 보

여주어 (특히ΔG 값의 감소) 정반응 경향이 증가함을 보여준다. 

표 2.3.6-10. 분젠반응 조건별 열역학 데이터 표 및 그래프

반응
상태 반응식 Temp.

℃
 ΔG
kJ/mol

ΔH
kJ/mol

ΔS
J/mol 비고

수용액

16H20 + SO2 + 9I2 → 
4H2O·[H2SO4]+

2 x {[5H2O]·HI+4I2}

70 -72.87 -169.0 -280.26

(직접)
정량
비율
분젠 
반응

2H20 + SO2 + I2 → 
H2SO4+ 2HI

25 87.86 107.47 65.82 I2=Crystal

25 71.53 84.87 44.76

I2=미분해
Aq. std

120 67.28 76.0 22.16

152.5 65.82 72.97 16.79

185 64.37 69.93 12.15

200 63.64 66.20 5.41

220 62.80 64.33 3.10

300 59.22 59.20 -0.05

350 54.53 56.99 -3.94

450 39.85 52.5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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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정량비율 분젠반응의 온도에 따른 유지 압력 검토

클라우지우스-클라페롱 방정식을 이용하면 정량비율 분젠 반응에서 반응압력을 예측할 

수 있다.

ln








 또는

위 식을 이용하여 특히 반응압력에 영향을 주는 HI 및 SO2의 반응압력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표 2.3.6-11. SO2와 HI의 온도별 증기압 비교표 및 그래프  ( 단위 : atm )

120℃ 152.5℃ 185℃ 200℃ 220℃ 250℃ 300℃ 비고

SO2 49.74 90.08 152.06 188.40 245.66 352.13 590.12
직선비례 

함수 

아니다

HI 70.68 115.96 177.2 211.34 262.89 353.50 540.5

ΔP(HI-SO2) 20.94 25.88 25.14 22.94 17.23 1.37 -49.62

상기 데이터를 고려하면 HI와 SO2의 분리 온도는 185℃~220℃가 최적이라고 볼 수 있다. 

SO2와 HI의 증기압은 비례 함수 관계가 아니며, 저온에서는 HI의 증기압이 높으나 고온에서

는 SO2의 증기압이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아울러 부식성이 높은 HI 및 H2SO4 물질의 반

응에 압력까지 높기 때문에 반응기 재료 선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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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분젠반응에서 농도평형 조작 방안 연구

분젠반응의 반응 평형 조작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 정량비율 분젠반응 전략 :  

        - 1단계 : 온도를 높여 ΔG를 감소시키고, 

        - 2단계 : 농도조작으로 ΔG 〈 0 이하로 더욱 낮추는 전략을 사용한다.

  (가) △G = 0 에서 Q 값의 설정 조건

표 2.3.6-12에서 정량비율 분젠반응에 대한 각 온도별 엔탈피, 엔트로피 및 깁스자유에너지 

변화값을 게산하여 표기하였다. 이 반응들의 ΔG는 모두 (+) 값을 갖기 때문에 정반응이 발생

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 표 2.3.6-12의 △G 값을 △G°라고 가정하고 

  - 농도 조작 변화에 의해 새롭게 형성되는 △G를 RT ln Q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성

립한다.

                   △G = △G° + RT ln Q 

이 식에 의하여 농도조작으로 △G값을 (-)의 값으로 변화시키려면 RTlnQ 값을 △G°보다 더 

큰 (-)의 값을 갖도록 해야 하는데 각 온도별 그 값은 아래와 같다.

 표 2.3.6-12. 분젠반응 △G = 0에서 K(=Q) 값

정량비율 반응 열역학 값

(-)ΔG를 위한 농도평형 조작 값 Q

 [ Q  〈 



 

조건 가져야 함 ]

Temp.
℃

ΔG°
kJ/mol

ΔH
kJ/mol

ΔS
J/mol   Q = K 기준값

25 I2=결정 87.86 107.47 65.82 3.971808320622E-16

25 I2=Aq.std 71.53 84.87 44.76  2.8939032849416E-13

120 67.28 76.0 22.16 1.1410693358345E-9

152.5 65.82 72.97 16.79 8.3100517531686E-9

185 64.37 69.93 12.15 4.5538851316083E-8

200 63.64 66.20 5.41 9.3997279156046E-8

220 62.80 64.33 3.10 2.2178663956949E-7

  (나) 정량비율 분젠반응의 반응농도 조작 개념

정량비율 분젠반응에서 (+)인 △G값을 (-)로 전환하는 방법은 △G = △G° + RT ln Q 식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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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저 Q 〈 K 조건에서 ( K = 


 

)

 - (-)화 된 lnQ 값이 △G°보다 작게 함으로써 △G를 (-)로 전환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그림 2.3.6-13과 같은 새로운 SI 열화학 분젠 반응기를 구상하였다.

그림 2.3.6-13. 농도조작 분젠반응 공정개념도

분젠 반응기에서는 주어진 온도에서 결정된 △G값에 의하여 평형농도 K 값이 결정된다.

 K =  
  

 = 생성물 농도 곱/반응물 농도 곱으로 표현한다.

이 반응에서 생성된 [HI]를 지속적으로 증발시키고 [H2SO4]는 순환장치에서 각각 X몰만큼 제

거한다면 반응기 내의 조성은 Q =  
   × 

로 표현할 수 

있다. Q값의 설정에서 농도 결정에 대하여 몇 가지를 전제할 할 필요가 있다. 

    ○ [H2O] 농도 표기 방법

즉, 반응물 [H2O][H2O] 농도를 2[H2O]로 표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첫 번째 [H2O]는 

H2O + SO2 = H2SO3를 형성하는 반응에 참여하는 [H2O]이며, 두 번째 [H2O]는 H2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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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SO3 + I2 = H2SO4 + 2HI 반응에 참여하는 [H2O]이다. RT lnQ 값의 의미가 반응에 

대한 압력을 나타내는 의미이므로 각각 다른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을 동일한 반응 압력으로 

해석하기는 곤란한 것이다.

   ○ 생성물 이전의 반응액 으로서의 I2 이온화 과정에 대한 농도 표시 방법

정량비율 분젠 반응에서 농도 Q는 또 다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수용액 반응과 다

른 반응 형태이기 때문이다. 요오드의 이온화 반응이 정반응이므로 즉, Q =

        

   
 구조로 이해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Q

값이 더 낮아질 수 있므로 △G값이 더 (-)化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실험을 통하여 확인을 

해야 한다. 이 반응에서 [HI]의 탈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반응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2[I-]→2[HI] 반응의 엔탈피는 흡열반응이며(+83.28kJ/mol) 이며, △G = 37.42 

(+37.42kJ/mol)로서 열에너지를 공급해 증발/분리시킴으로써 그들 간에 존재하는 반데르발스 

인력을 해소해야 계속 정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황산도 마찬가지).

[HI]의 제거는 증기압 차이를 이용하여 분리하고 [H2SO4]는 순환장치에서 비중분리 방법을 

이용하여 분리를 한다. 이 분리에 의하여 반응 평형 K값은 변하게 되고 계(係) 내에서는 평형

을 맞추기 위하여 정반응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반응 이론은 열역학적으로 타당하므

로, 이와 같은 반응들에 대하여 각 단위별로 열역학적 검토를 더 하고, 이울러 이를 구현할 

각 장치들의 성능과 전체적인 공정설계/제작을 통해 실험할 필요가 있다.

⑧ 반응평형 농도조작에 의한 △G 변경 결과

△G = △G° + RT lnQ 식에 의하여 Q값을 공정에서 조작함으로써(Q 〈 K) △G 값을 (-)로 

전환이 가능함을 알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조건에서 △G 값에 대한 (-) 조건을 연

구함으로써 향후 공정의 설계에 지침이 되고자 한다.

  (가) 열린계 분젠 반응에서 Q 값 계산의 예 

정량비율 직접 분젠반응 2H2O + SO2 + I2 = H2SO4 + 2HI에서 특정 반응농도에서 Q값

은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된다.

                        Q =  
   

따라서 각 반응 몰수가 100몰씩 투입을 했고 아직 반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Q값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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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 1 x 10^-8 

예를 들어 120℃에서 각 100몰식 원료가 투입되었고 아직 반응이 개시가 안된 상태에서 △G 

= △G° + RT ln Q = 67.28 + 0.008314 x 393 x ln(1  x 10^-8 ) = 67.28 + ( 

-60.188 ) = (+) 7.09로써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120℃에서 각 500몰식 원료가 

투입되었을 경우 반응이 개시되는 시점에서 △G = △G° + RT ln Q = 67.28 + 0.008314 

x 393 x ln(1.6  x 10^-11 ) = 67.28 + ( -81.22 ) = (-) 13.94로써 정반응이 개시된다.

그러나 닫힌계에서 반응이 진행되면 원료는 감소하고 생성물은 증가하기 때문에 이 반응의 K 

= 1.14 x 10^-9이므로 전체적으로 1% 반응( 5몰 )이 진행된 상태에서 평형에 도달한다.

  Q = 

  
 = 2.08 x 10^-9 (0.8% 경우 1.06 x 10^-9)

  (나) 자발적 분젠 반응 개시에 관여하는 반응조건 

위 평형 상태에서 반응이 계속 일어나게 하는 방법은 [HI] [HI]의 증발과 [H2SO4]의 분리로 

평형 상태를 무너뜨려 르샤틀리에 원리에 의하여 정반응이 계속 일어나도록 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정량비율 분젠 반응의 자발적 반응 개시에 관여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정반응 개시에 관여하는 반응 조건 - 반응 볼륨

△G = △G° + RT ln Q 열역학 식에 의하여 자발적 반응이 일어나는 조건은 반응농도 Q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는 반응 용량과 관련된 조건이다. 2H2O + SO2 + I2 = H2SO4 + 

2HI 정량비율 분젠반응에서 각각 100몰씩 투입하면 그 양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100몰 반응기).

     - I2  1kmole = 253.8kg ÷ 4.933(비중) = 51.45L → 100mol : 5.145L

     - SO2 1kmole = 64kg ÷ 1.46(비중)     = 43.84L → 100mol : 4.384L

     - 2H2O 1kmole = 36kg ÷ 1(비중)        = 36L    → 200mol : 3.6L

                              합계                  13.129L ( 1초당 투입 속도 )

생성물의 용량을 조사하면,

     - H2SO4 1kmole = 98kg ÷ 1.84 = 53.26L → 100 mol  : 5.326L ( Liquid )

     - 2HI 1kmole = (2 x 22.4㎥ ) = 44.8㎥ → 200 mol : 4.48㎥ ( gas )

        (HI는 반응 압력이 존재하므로 120℃ 경우 70kg/㎠ 에 의해  →  64L

                                152.5℃ 경우 116 kg/㎠ 에 의해  → 38.6L

                                185℃ 경우 177.2 kg/㎠ 에 의해  → 25.3L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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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는 반응기 볼륨으로 보지 않고 Reflux Column 설계에 반영한다. 따라서 600몰 반응기의 

원료 투입량은 78.8L이며 이 값이 반응기 볼륨이다. 임의의 농도에서 생성물을 계속 제거한다

고 가정할 경우 실제 [HI] gas는 빠른 속도로 탈출이 가능하지만 반응기 내 황산은 순환기로 

넘어가야 분리가 된다고 가정하면 임의의 농도 Q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Q =  


 

아래 표 2.3.6-13은 [HI]만 제거된 조건에서 농도 Q에 대한 RT lnQ 값을 계산하였다.

 표 2.3.6-13. 생성물을 [H2SO4]로 가정한 RTlnQ 값 계산

Temp.
(℃)

ΔG°
(kJ/mol) K 값

RTlnQ 값

100몰 200몰 300몰 400몰 500몰 600몰

120 67.28 1.141E-9 -45.14 -51.94 -55.91 -58.91 -60.92 -62.7

152.5 65.82 8.310E-9 -48.87 -56.23 -60.53 -63.59 -65.96 -67.89

185 64.37 4.554E-8 -52.61 -60.53 -65.16 -68.44 -70.99 -73.08

상기 표에서 굵은 선 부분이 △G값이 (-)화하여 자발적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 조건이다. 그림 

2.3.6-13의 신분젠 반응공정도에서 반응물은 계속 순환이 되면서 임의의 시점에서 생성물의 

농도를 [H2SO4]로만 가정하는 표 2.3.6-13과 달리, 황산이 순환되어 계속 제거된다는 전제하

에 생성물의 농도를 절반인 1/2[H2SO4]로 할 경우 계산 값은 표 2.3.6-14와 같다.

표 2.3.6-14. 생성물을 1/2[H2SO4]로 가정한 RT lnQ 값 계산

Temp.
℃

ΔG°
kJ/mol   K 값

RTlnQ 값

100몰 200몰 300몰 400몰 500몰 600몰

120 67.28 1.141E-9 -47.41 -54.20 -58.17 -60.99 -63.18 -64.97

152.5 65.82 8.310E-9 -51.33 -58.68 -62.99 -66.04 -68.41 -70.34

185 64.37 4.554E-8 -55.25 -63.16 -67.80 -71.08 -73.63 -75.71

상기 표에서 굵은 선 부분이 △G값이 (-)화하여 자발적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조건이다. 생성

물이 모두 제거된 조건의 경우 계산 값은 표 2.3.6-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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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6-15. 생성물이 모두 제거된 조건을 가정한 RT lnQ 값 계산

Temp.
℃

ΔG°
kJ/mol   K 값

RTlnQ 값

100몰 200몰 300몰 400몰 500몰 600몰

120 67.28 1.141E-9 -60.19 -69.25 -74.55 -78.31 - -

152.5 65.82 8.310E-9 -65.17 -75.0 -80.71 -87.78 - -

185 64.37 4.554E-8 -70.14 -80.70 -86.88 -91.26 - -

상기 표에서 굵은 선 부분이 △G값이 (-)화하여 자발적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 조건이다. 표 

2.3.6-15를 보면 120℃에서도 분젠 반응이 가능하여 매우 고무적이다.

또한, Q =
        

  
 구조로 이해될 경우에는 120℃, 

반응물 200몰 조건에서 [HI]만 증발한다 해도 Q = 3.125 x 10^-12 값을 갖게 되어 RTlnQ 

= -86.56 값을 갖게 된다. 이 경우 △G = △G° + RT ln Q = -19.28 값을 갖게 되어 




 

에서 K=365.3으로 반응물의 농도가 99.8%에 이를수 있어 황산 증류 순환 공정이 

충분히 성립한다. 

나. 신 분젠공정 개념설계

(1) 정량비율 분젠반응 연구 결과에 대한 평가와 신분젠 반응 설계 방향 

① 정량비율 분젠반응 평가와 상용화를 위한 신분젠 반응 설계 방향 검토

신분젠 반응 개념연구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던 정량비율 분젠반응 연구는 자발적 분젠반응

의 방향 탐색과 반응 조건에서의 온도, 압력조건을 열역학적으로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으나, 반응조건과 재질 선택의 가혹한 면이 있어서 상용화 단계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상용화를 위한 신분젠공정 개념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개념연구에서 실시했던 방법을 

기반으로 상용화가 용이하도록 반응조건을 좀 더 Mild한 방안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하여 수

용액 기반의 분젠 반응을 실시하되 기존과 같이 HI-5H2O 공비 형성이 없이 자발적 분젠 반

응이 실시되고 이어서 곧바로 HI - H2O 분리가 가능한 반응 조건을 찾는다면 효율이 높은 

신분젠 반응을 개발할 수 있다.

개념연구에서 실시한 바와 같이 비자발적 반응 상태를 열역학적으로 변경하여 자발적 반응으

로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수용액 기반의 분젠 반응을 수립하는 것과 생성물인 HI가 H2SO4로

부터 분리될 수 있는 반응조건을 수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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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용액 기반 자발적 분젠 반응에서 발열 최소와 공비점 형성 회피를 위한 연구 

수용액 기반 분젠반응은 반응생성물인 HI-H2O와 H2SO4-H2O 물질들의 H2O 수소 결합에 

의한 열역학적 데이터의 변화 값이 크게 변화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자발적 반응조건에서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와 공비점 형성을 피할 수 있는 방법과 그것을 실시할 제어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를 해야 한다. 아울러 그 연구결과를 입증하는데 유용한 기존 연구자료

를 탐색함으로써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해야 한다. 

③  [HI-H20] 및 [H2SO4-H2O] 분자간 인력 해석

과거 연구에서는 HI와 H2SO4 분자들이 H2O와 어떤 결합을 하는지가 밝혀지지 않았다. 이

로 인하여 수용액 반응의 기전을 이해할 수 없었기에 [HI-H20] 및 [H2SO4-H2O] 결합에서 

H2O의 결합수에 따른 엔탈피 연구가 전혀 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결합을 구체적으

로 연구함으로써 공비점 형성을 회피하는 방안과 그에 따른 열출입 제어 방법을 어떻게 선택

할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④ 반응생성물 HI의 분리에 대한 연구

반응 생성물인 HI가 반응액으로부터 용이하게 분리가 될 수 있는가 여부는 기존 수용액 기반 

분젠반응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듯이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 현상은 실험적으로 확인

하는 방안도 쉽지 않은데, 그 이유는 반응액의 부식성과 반응압력으로 인해서 실험 반응기를 간

단하게 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HI-H2O] 2성분계 및 [HI-H20-H2SO4] 3성분 계에

서의 거동을 이해할 수 있는 열역학적 분석과 함께 이를 입증하는 기존 연구 문헌을 탐색한다. 

⑤ 수용액 기반 신분젠 반응 공정을 수행할 반응기구 제안

신분젠 반응은 대단히 큰 열 출입을 수반하는 반응이므로 일반적인 반응기로는 열교환 면적을 

감당하기 어렵고, 특히 특정 비율의 수용액 반응을 실시할 경우에는 반응 생성물이 Plug 

Flow 흐름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즉, 고속 열교환 Mixing과 함께 Plug Flow 흐름을 갖

게 하기 위한 특별한 반응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신분젠 반응공정을 만족하는 원료 투입 방

법, 온도제어 방법, HI 및 H2SO4 분리장치 등의 공정에 대한 개념 설계가 종합적으로 제공

되어야 한다. 

(2) 분젠반응 생성물 황산의 수소결합 Mechanism 분석

① 원자 및 분자가 결합

  (가) 원자 간 공유결합의 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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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간 결합 중에서 공유결합의 세기는 다음과 같다.

표 2.3.6-16. 원자간 공유결합의 세기 (kJ/mol) 

SI 열화학과 관련한 물질들의 공유결합 세기(kJ/mol)를 살펴보면,

  - 황산(H2SO4) : H - O (459), O = S (532)

  - HI :  H - I (295) 

  - I2 : I - I ( 149)

  - H2O : H - O (459) 등의 값을 갖는다.

  (나) 분자 간 인력 (Inter-molecular Force)

분자 간 결합은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표 2.3.6-17. 분자 간 인력의 종류

인력의 종류 세기( kJ/mol)  특징

(유도) 쌍극자  5-25
분자 내 혹은 외부 영향으로 형성되는 분자의 양
극화 현상인 (+), (-) 분극 현상에 의해 생성되는 
분자 mass 간의 인력

런던 분산력

Van derWaals Force
 0.05-40 인력과 반대의 개념으로 서로 반발력에 의해 기체

로는 이탈하지 못하고 뭉쳐지는 힘

수소결합  10-40 각각의 원자가 갖는 전기 음성도에 의하여 분극된 
원자에 의해 분자 간 작용하는 인력

쌍극자(Dipole)에 의한 인력은 mass가 환경에 의해 분극(分極)되어 (+)와 (-)간의 인력이며, 

수소결합은 분자 내 원자와 타 분자의 원자 사이에서 전기적 편향성으로 (δ+)와 (δ-) 사이에

서 작용하는 인력이다. 런던 분산력은 mass가 큰 물질이(주로 무극성 분자) 무작위적인 전자 

분포 과정 중 특정 상황에서 쌍극자가 만들어져 서로 반발하는 힘이 전체로 볼 때는 분자 간 

인력이 되는 현상인데 이 힘은 분자량이 클수록 강해진다. 다만, 때로는 전기음성도에 의한 인

H Si 318 C N 305 N F 283 O Cl 218 F Br 249 C=N 615

H N 386 C O 358 N Cl 313 O Br 201 F I 278 C≡N 887

H P 32
2

C S 272 N Br 243 O I 201 Cl Cl 240 C=O 749

H O 459 C F 485 P P 201 S S 226 Cl Br 216 C≡O 1072

H S 363 C Cl 327  S F 284 Cl I 208 N=N 418

H F 562 C Br 285  S Cl 255 Br Br 190 N≡N 942

H Cl 431 C I 213  S Br 218 Br I 175 N=O 607

H Br 366 Si Si 222   I I 149 O=O 494

H I 299 Si O 452    S=O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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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보다 분산력이 더 큰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예를 보면, 할로겐족에서 요오드의 전기음성도

는 염소나 브롬보다는 작으나 증발 점은 오히려 높은데 이는 분자량이 커서 발생하는 런던 분

산력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HI가 HCl보다 전기음성도가 작음에도 분자 간 인력을 나타

내는 증발점이 높은 이유는 분산력으로 해석이 된다.

표 2.3.6-18. 할로겐 수소의 분자 간 인력

물질
원자의 

전기음성도
Hydrogen Halide
Boiling T.(℃)

(참고 : 할로겐 분자 용융점)
Halogen Molecular

Melting T.(℃)

HF 3.98 19.5 F2 : -219.65 (상온 기체)

HCl 3.16 -85.5 Cl2 : -100.95(상온 기체)

HBr 2.96 -66 Br2 : -7.25(상온 액체)

HI 2.66 -34 I2 : 113.55(상온 고체)

  (다) 분젠반응에서 분자 간 결합이 반응의 자발성을 결정하는 이유

일반적으로 분자 간 결합에너지는 원자 간 결합인 공유결합보다 1/10 이하로 작아서 분자의 

엔탈피 값 형성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분젠 반응은 다른 화학

반응과는 열역학적으로 매우 다른 경향을 가지고 있어서, 분젠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

드시 분자 간 결합에너지를 이해해야 한다. 특히 GA사의 분젠 반응은 분자 간 수소결합이 전

체 엔탈피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 358K(85℃)에서 분젠 반응의 엔탈피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정량비율 분젠 반응의 경우

      2H2O + I2 + SO2 → H2SO4 + 2HI + 76.1684 kJ/mol

85℃ 정량비율 분젠반응 HI H2SO4 H2O I2(미이온) SO2

ΔH 76.1684 ΔHf 28.2496 -805.666 -281.309 31.7 -294.417

ΔS 29.11307 Sf 211.4772 180.1793 82.57849 153.9598 254.9038

ΔG 66.1826

이 반응은 반응의 자발성을 나타내는 ΔG값이 (+)66.18이므로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 수용액 기반 분젠 반응의 경우(GA사 방식)

      16H2O + 9I2 + SO2 → [H2SO4 · 4H2O] + 2[HI· 5H2O] - 173.236 kJ/m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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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수용액 기반 분젠반응 HI H2SO4 H2O I2(미이온) SO2

ΔH -173.236 ΔHf -53.4404 -891.69 -281.309 31.7 -294.417

ΔS -272.44 Sf 116.1872 69.20615 82.57849 153.9598 254.9038

ΔG -79.789

이 반응은 반응의 자발성을 나타내는 ΔG값이 (-)79.79로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위와 같이 정

량비율 반응에서는 비자발적인 반응이 수용액 기반 반응에서 자발적으로 바뀐 이유는 반응 생

성물인 황산과 HI가 H2O와 이룬 다량의 수소결합 때문이다. 이 수소결합은 보통 물질의 상

태에만 주로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분젠 반응에서는 반응의 방향이 바뀌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황산과 HI의 수소결합으로 물질의 엔탈피는 크게 낮아졌고 전체 ΔH값이 

낮아짐으로써 ΔG = ΔH - TΔS에서 ΔG값이 (-)의 값을 갖도록 역할을 한 것이다.

② 황산의 엔탈피와 수소 결합 분석

  (가) 황산 수용액의 분자 간 결합 구조

황산의 구조에 있는 S(2.58)-O(3.44)-H(2.20) 결합은 전기음성도 차이에 의하여 강한 수소결

합의 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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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end

H2O 없이 황산 간 수소결

합

H2O 1개가 포함된 황산 

간 수소결합

H2O 2개가 포함된 황산 

간 수소결합

H2O 3개가 포함된 황산 

간 수소결합

H2O 4개가 포함된 황산 

간 수소결합

그림 2.3.6-14. 황산의 수소결합 종류와 결합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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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황산 수용액의 수소결합 숫자와 엔탈피

수소결합이 증가할수록 황산 구성 원자의 진동/회전/전이 운동이 감소하므로 내부에너지가 감

소하여 안정화 된다. 즉, 엔탈피(△H)가 작아진다.

표 2.3.6-19. 황산의 수소결합 종류에 따른 엔탈피 값 변화

황산+4H20 황산+3H20 황산+2H20 황산+1H20 황산+0H20

H2SO4

at 358K 

△H。kJ/
molK

-891.690 -870.184 -848.678 -827.172 -805.666 

S。J/molK 69.206 96.949 124.693 152.436 180.179 

황산은 100% 상태에서 -805.666 kJ/mol의 엔탈피를 갖지만 4개의 물과 수소결합을 하게 되

면 -891.690 kJ/mol의 엔탈피 값으로 에너지가 낮아지게 된다. ΔG = ΔH - TΔS 계산에 

의하여 생성물의 ΔH값이 (+)에서 (-)값으로 전환되게 되면 ΔG 값도 (-)화하는데 크게 기여

하게 된다. 

③ 수용액 기반 분젠반응 생성물인 황산 수용액의 구조

수용액 기반 분젠 반응에서는 4개의 수소결합 구조가 생성되면 황산은 아래와 같은 결합 구조

로 42.35% 수용액 상태이다. 수소결합을 하려면 반드시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해야 한다. 

그림 2.3.6-15.  황산수용액의 수소결합 결합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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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젠반응 생성물 HI의 수소결합 Mechanism 분석

① 할로겐 수소(Hydrogen Halide)의 Hydration 과정 분석

  (가) Hydrogen Halide 의 열역학 값 

할로겐화수소의 내부 원자 간 결합 엔탈피는 전기음성도에 비례한다. 

표 2.3.6-20. Hydrogen Halide의 결합 엔탈피

Hydrogen Halide bond enthalpy (kJ mol-1) Electro-negativity

H-F +562 3.98

H-Cl +431 3.16

H-Br +366 2.96

H-I +299 2.66

참고로 요오드화수소(HI)는 비록 전기밀도가 낮아 엔탈피는 작으나, 분자 간 인력에 관련해서

는 분산력이 타 분자보다 크므로 이에 대한 세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나) Hydrogen Halide의 Hydration 이온화 에너지 값 

할로겐화수소는 물에 용해될 때 두 단계의 열 방출이 있는데, 첫째는 수소이온이 전자를 잃고 

[H+] 이온이 되는 과정에서 열 방출이 있고, 둘째는 H2O와 [I-] 이온 사이에 강한 

Attraction으로 발열이 일어나는 과정이다. 하기는 Hydrogen Halide의 Hydration 과정에 

따른 융해열을 표시한 것이다. 

      HX(aq) + H2O(l) → H3O+(aq) + X−(aq) 과정에서 발열량 (kJ mol-1)

표 2.3.6-21. Hydrogen Halide의 (Hydration)이온화 경향

 
bond enthalpy 

of HX (kJ mol-1)
electron affinity of X  

(kJ mol-1)
hydration enthalpy 

of X- (kJ mol-1)
Sum

(kJ mol-1)

H-X 분자 
총 엔탈피 [A]

할로겐 원자가

수소 공유전자를 

당기는 에너지[B]

할로겐 원자의 이온화 
발열 에너지[C]

(X-H20 인력에너지)

[A]-[B]-[C]
수용액 상태에서

[X]- 이온의
 최종결합에너지

HF +562 -328 -506 -272

HCl +431 -349 -364 -282

HBr +366 -324 -335 -293

HI +299 -295 -293 -289

HF의 엔탈피가 크지만 수화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 값이 커서 이온화 후의 최종 에너지 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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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것과 비슷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즉 [F]- 이온이 에너지 배출량이 제일 많다. 

  (다) Hydrogen Halide의 Hydration에 따른 열역학 값 비교

HX(aq) + H2O(l) ↔ H3O+(aq) + X−(aq) (kJ mol-1)의 평형조건 수화 과정에서의 열역학 

에너지 값은 아래 표와 같다. 수화열(Hydration Heat)은 HBr 〉 HCl 〉 HI 〉 HF 순서가 되

는데 [F]- 의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크지만 실제는 다른 이유로 제일 작다.

표 2.3.6-22. Hydrogen Halide의 1:1 수용액 결합에너지 (at 298K)

Hydrogen 

Halide 수용액

△H

(kJ mol-1)

T△S

(kJ mol-1)

△G

(kJ mol-1)

Ka

(mol dm-3)

HF -13 -29 +16 1.6 x 10-3

HCl -59 -13 -46 1.2 x 108

HBr -63 -4 -59 2.2 x 1010

HI -57 +4 -61 5.0 x 1010

   [HF Hydration 과정 열역학 데이터의 해석을 통해 HI 수용액의 결합 특성 분석]

  ○ 과거에는 HF가 물에 잘 안 녹는 이유에 대해서는(HF가 상대적으로 약산이 이유) HF

를 녹이기 위해서는 H-F 결합이 끊어져야 하는데 엔탈피가 크기 때문에 그 이상의 에

너지가 필요해서 물에 안 녹는 줄 알았다.

  ○ 그러나 실제 물과 F- 이온 사이에는 매우 강한 결합이 있고 실제에도 단위 몰 당 발

열량이 크기 때문에 그 말은 틀린다.

  ○ [F-] 이온이 상대적으로 잘 안 녹는 이유는, [F-]와 H2O 사이에 너무 강한 결합이 

H2O 분자의 움직임마저 붙잡음으로 해서 (즉, 엔트로피가 감소하여 음수 값), T△S 

값이 (-)값을 갖게 되어 △G = △H - T△S 식에 의하여 깁스 에너지 변화 값이 (+) 

값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이 현상은 HF에만 있는 특이한 현상이다. 상대적으로 [I-] 

이온은 인력이 약하고 분산력에 의한 물 분자를 밀어내는 힘이 엔트로피를 증가시켜 

T△S값을 (+) 로 갖게 함으로써 △G = △H - T△S 값이 (-)값을 갖게 하였다. 

※ 표 2.3.6-22에서 HI는 수용액 상태에서 분자 간 결합력이 약함을 암시하는데, HCl(-13)보

다 더 높은 HI의 T△S 값(+4)에 대한 해석은 수소결합보다 더 약한 결합을 암시한다.

② HCl 수용액의 분자 간 인력 해석

황산 수용액에서는 O(3.44)-H(2.20) 사이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커서 전자의 편향에 의한 (δ



- 578 -

+)와 (δ-) 현상이 확연하여 그림 2.3.6-16과 같은 수소결합이 생성된다. Hydrogen Halide 

화합물 중에서 HF는 전기음성도 값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수소결합이 가능하며 통상적으

로 F, O, N 원소는 수소결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HCl의 경우에는 학자에 

따라 약간 견해가 다르다.

  (가)  HCl-H2O 분자 간 인력 분석

   - 수소결합 이론 : H2O 산소의 비 공유 전자쌍과 HCl의 [H]+ 사이 수소결합이 가능

   - 쌍극자 결합 : [H3O]+ 분자와 [Cl]-분자 사이의 분자 간 극성 결합도 가능

   → 결합 세기의 차이일 뿐 본질적으로 같은 이론임

  (나)  [Cl]- 원자와 H2O 분자 사이의 인력 분석

   - 수소결합 : H2O-HCl 결합이 먼저 되면 [Cl]δ-가 형성되어 H2O 분자의 [H]δ+와 수

소결합이 가능해진다. 즉 선행 결합으로 [Cl]δ-의 비공유 전자쌍이 H2O 분자의 수소

원자와 인력이 생성되어 수소결합을 할 수 있다.

   - 쌍극자 결합 : Cl 원자는 크기에 비하여 전자 밀도가 낮기 때문에 (최외각이 3단계 전

자) 수소결합은 불가하며 실제 결합은 쌍극자 형태라는 이론이다.

그림 2.3.6-16. HCl 수용액의 수소결합 이론 

  → 결론적으로 두 가지 결합은 세기만 다르지 본질이 같으므로 모두 가능하다는 이론이다.

③ HI 수용액(Hydro iodic acid)의 산 염기 결합 개념 해석

  (가) 브뢴스테드 산 염기 개념 → Proton[H]+을 산(Acid)이라 한다. 

양성자(Proton, H+)을 주는 쪽이 산이며, 양성자를 받는 쪽을 염기라 한다. 

         HI + H2O → [I]-_[산, 양성자 제공] + [H3O]+_[염기, 양성자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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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6-17. HI 수용액의 브뢴스테드 로우리 결합 

  (나) 루이스 산 염기 개념 

전자쌍을 주는 쪽을 염기[H2O]라 하고 전자쌍을 받는 쪽([H+]을 산이라 한다. 이 곳에서 배

위 결합 개념이 탄생한다.  

그림 2.3.6-18. HI 수용액의 루이스산 개념의 배위 결합 

이 결합은 [H]와 [I]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 전자를 요오드 원자에서 당겨감으로 해서 [I-] 이온

이 되고 H2O는 [H+] 양이온을 당겨서 전체가 [H3O+] 상태인 두 분자의 배위 결합 상태이

다. 공유결합은 두 원자가 각 1개씩 전자를 제공하여 결합의 편향이 없으나, 배위 결합은 한

쪽 원자가 전자 두 개를 모두 제공하므로 결합에너지의 편향이 발생한다(Polar Bond). 배위 

결합은 결합의 형태일 뿐 실제 결합이 아니며 구분은 수소결합의 일종이다. 

④ [HI · 5H2O] 수용액의 분자 간 결합 모델링 

분젠 반응의 생성물인 2HI + 10H20 결합체에 대한 모델링이 중요한 이유는, HI + 5H20 

결합체가 공비점을 형성하여 분리를 방해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구

조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용액 기반의 분젠 반응에서 HI에 5개의 H2O가 결합하는 모

델은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제안된 바는 없으나 그간의 조사 내용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

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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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HCl과 유사한 수소결합이 존재한다고 가정 할 경우

  - HI 분자의 [H+] 측과 H2O 분자의 [O-2] 측 사이의 수소 결합 (#1 H2O)

  - 요오드의 비 공유 전자들의 평향에 의한 [I]-와 H2O와의 수소결합 3개(#2~#4 H2O)

  - #1 H2O의 [H]+와 수소 결합(#5 H2O) 

※ HI + 5H2O Bond 개념 모델링

- HI-H2O 수소결합 1개

- [I]- 비공유 전자와의 3개 H2O 수소결

합 

- HI-H2O 수소결합의 H2O와 H2O 수소결

합

→ 총 5개의 H2O 분자가 수소결합을 한

다.

※ HI + 5H2O Complex에 더 이상 H2O 결합은 없고, 타 Complex와 맞닿는 구조이다.

※ HCl과 다른 점

- HCl에서는 4개의 수소결합이 제시되었

다. HI는 HCl보다 훨씬 Bulky하기 때문

에 #5 H2O와 같은 결합이 하나 더 가

능하게 된 것이다.

그림 2.3.6-19. HI수용액의 수소결합에 대한 추정 모델 

  (나) 쌍극자에 의한 분산력 결합으로 존재한다고 가정 할 경우 

쌍극자(Dipole) 인력도 수소결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써, 다만 F, O, N 원자 외의 원자들의 

비 공유 전자쌍이 편향되어 δ-를 취할 때, δ+ 상태의 [H]+ 원자와 정전기적 인력을 발생시키

는 것이므로 HI와 H2O 사이의 인력을 설명하는 모델이 될 수 있다. 다만, #1 H2O의 결합

은 수소결합으로도 이해할 수 있으며, #5 H2O는 결합력이 약하여 쌍극자 결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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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 5H2O] 쌍극자

   Bond 개념 모델링

- H2O와 HI 사이에서 수소결합

이 생성되고,

- [HI]의 강한 (-) 분극으로 물 

분자들의 [H]+극이 유도되는 

3개의 쌍극자 결합이 생성된

다.

- #1 H2O와 #5 H2O 사이의 

쌍극자 결합

그림 2.3.6-20. HI수용액 내에서 쌍극자 결합에 대한 모델 

※ HI + 5H2O 몰수로 결합 인력이 조성되면 Complex의 전체 극성은 (+), (-) 극성이 명

확히 되어 Complex간 반발력 결합이 형성되고, H2O간 수소결합은 아주 작아진다.

→ HI-5H2O가 쌍극자 균형을 형성했다.

그림 2.3.6-21. HI-H2O Complex의 수용액 내에서 쌍극자 결합에 대한 모델

⑤ HI · 5H2O 분자 간 인력 분석 

HI의 상태는 Gas와 수용액 상태로 나뉘는데 두 상태의 열역학 값은 다음과 같다.

  (가)  HI의 Gas 상태 열역학 에너지 (Gas 상태 HI 열역학 값)

Mat'l&
(State)

State&
Temp. ΔT ΔfH°

(kJ/mol)
ΔfG°

(kJ/mol)
S°

(J/mol)
C°p

(J/mol.K)

HI at 298K 0 26.5 1.7 206.59 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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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HI의 Aqueous 상태 열역학 에너지 (Aqueous 상태 HI 열역학 값)

Mat'l&
(State)

State&
Temp. ΔT ΔfH°

(kJ/mol)
ΔfG°

(kJ/mol)
S°

(J/mol)
C°p

(J/mol.K)

HI 298 0 -55.19 -51.59 111.3 29.16

  (다) HI-H2O 인력에 대한 분석과 H2SO4-H2O 인력과 비교

기체 HI의 엔탈피(+26.5)에서 수용액 엔탈피 (-55.19)의 차이는 81.69kJ/mol이다. 이 

81.69kJ/mol 에너지 차이에서 H2O 분자 5개가 결합을 하였다. 한편 표 2-2-3에 의하면 일

반적으로, 쌍극자 인력은 5-25 kJ/mol이고, 런던 분산력 인력은 0.05-40.0 kJ/mol이며, 수

소결합 인력은 10-40 kJ/mol으로 구분하는데, 총 결합에너지 81.69kJ/mol ÷ 5(H2O) = 

16.34 kJ/mol이 되어 어느 결합에 해당하든지 만족할 수 있는 범위이다. 따라서 HI  H2O 

결합이 쌍극자, 런던분산력, 수소결합 등 어느 쪽이 되든지 각 1개 결합에너지는 16.34 

kJ/mol로 이해를 해도 무방하다. 즉, H2SO4-H2O 인력은 (891.69-805.666) ÷ 4 = 21.5 

kJ/mol 이므로 황산의 수소결합이 HI의 수소 결합보다 더 큼을 알 수 있다.

(4) 공비점이 해소될 수 있는 수용액 기반 자발적 신분젠 반응모델 분석

① HI-nH2O 및 H2SO4-nH2O 분자 간 결합 인력 조사

  (가) HI-H2O 결합 숫자에 HI 수용액의 엔탈피 값

358K(85℃)에서 HI의 기체 상태 엔탈피는 28.25 kJ/mol·K이며, 수용액 상태의 엔탈피는 

53.44 kJ/mol·K이다. HI-5H2O 쌍극자 내에서 H2O 1개당 결합에너지는 거의 동일하므로 

HI-nH2O의 엔탈피는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다.  

              표 2.3.6-23. HI-H2O Complex에서 H2O 결합 숫자에 따른 인력

HI+5H2O HI+4H20 HI+3H2O HI+2H2O HI+1H20 HI+0H20

HI △H。 
kJ/molK

-53.440 -37.102 -20.764 -4.426 11.912 28.250 

at  
358K 

S。 
J/molK 116.187 135.245 154.303 173.361 192.419 211.477 

→ 위 데이터로부터 HI-H2O 1개 결합 인력은 16.338 kJ/mol로 산정할 수 있다. 

  (나) H2SO4-H2O 결합 숫자에 H2SO4 수용액의 엔탈피 값

358K(85℃)에서 H2SO4의 Liquid 상태 엔탈피는 805.666 kJ/mol·K이며, 수용액 상태의 

엔탈피는 891.690 kJ/mol·K이다. H2SO4-4H2O에서 H2O 1개당 수소결합 에너지는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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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으므로 다음과 같이 산정 할수 있다.  

 표 2.3.6-24. H2SO4-H2O Complex에서 H2O 결합 숫자에 따른 인력

황산+4H20 황산+3H20 황산+2H20 황산+1H20 황산+0H20

H2SO4 △H。 
kJ/molK

-891.690 -870.184 -848.678 -827.172 -805.666 

at  
358K 

S。 
J/molK 69.206 96.949 124.693 152.436 180.179 

→ 위 데이터로부터 H2SO4-H2O 1개 결합 인력은 21.506 kJ/mol로 산정할 수 있다.

② H2O 결합 숫자에 따른 분젠반응의 자발성 정도

분젠반응 nH20 + I2 + SO2 → [H2SO4 + nH2O] + [2HI+ nH2O]에서 H2O 숫자에 따른 

분젠 반응의 자발성 정도를 열역학적으로 조사하였다.

표 2.3.6-25. H2O 결합수에 따른 분젠 반응의 열역학 값 

위 반응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공비조건 분젠반응

   16몰의 H2O가 투입되어 [HI+5H2O] + [H2SO4+4H2O]를 형성할 때가 발열 엔탈피가 

-173kJmol로 가장 크고 반응 자발성(△G)도 -79.789kJ/mol로 가장 크다.

  (나) 최소 수용액 조건 분젠 반응

   반면 8몰의 H2O가 투입되어 [HI+1H2O] + [H2SO4+4H2O] 형성할 때는 발열 엔탈피

가 -42.53kJ/mol로 가장 작으나, 반응 자발성(△G)은 -1.38kJ/mol으로 정반응 요건은 

갖추고 있다.

  (다) 자발적인 Mild 한 분젠 반응 조건

   정반응이 안정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7번 반응의 경우, 10몰의 H2O가 투입되어 

[HI+2H2O] + [H2SO4+4H2O] 형성하면서 발열 엔탈피가 -75.21kJ/mol이고 반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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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성(△G)은 -20.98kJ/mol 값을 갖는다.

  (라) 황산과 HI의 수소결합 비교

   H2O의 결합 인력은 황산과의 수소결합이 21.506 kJ/mol로써 HI와의 결합 인력 

16.338 kJ/mol보다 세기 때문에 동일 H2O 결합 숫자일 경우 황산 쪽에 1개가 더 결

합하는 양상을 보인다.

위 결과에 의하여 자발적 분젠 반응은 반드시 HI-5H2O만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조합

의 H2O 결합체 형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HI가 수용액 상태로 존재해야 하므

로 HI의 증기압을 억제하는 반응 환경(압력)이 조성되어야 한다.

③ 자발적 분젠반응에서 H2O 투입 몰수에 따른 HI-H2O 공비점 회피 범위

표 2.3.6-26. H2O 결합수에 따른 분젠 반응 생성물의 특성 비교 

H20 투입량과 생성 몰수 HI의 몰농도 반응 자발성 발열 엔탈피

HI의 최고 농축 농도는 57.3%로써 이때의 HI의 몰 농도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분자량 128g/mol ÷ 0.573 = 223.39g (농축 수용액 총 질량)

               223.39g - 128g = 95.39g (농축 수용액 H2O 질량)

            95.39g ÷ 18g/mol = 5.3mol (H2O 총 몰수)

    → 공비점에서 HI 몰농도 = 1 ÷ ( 1+5.3) = 15.87% _ (5:1 경우에는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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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값에 의하여 HI 몰 농도가 15.87% 부근에 존재하면 공비점 영역에 속한다. 위 ①, ② 번 

반응은 HI-5H2O 구성으로 공비점 영역의 반응이다. ③~⑦번 반응은 공비점을 형성하지 않는 

반응으로 본 연구에서 지향해야 하는 목표 반응이 된다. 다만 HI의 이탈조건을 고려할 때, ⑤

번 반응 이상으로 추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③~④번 반응의 경우 수용액 상태

에서 부분적으로 H2O와의 수소결합이 HI의 이탈을 방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분리에너지

가 필요할 수도 있다.

④ HI의 공비점 소멸과 HI 이탈 특성

82℃ 분젠 반응의 HI+3H2O 생성물에서 HI와 H2O의 증기압 차이는 약 30배 가량이다. 즉, 

HI-5H2O 쌍극자 평형이 깨지면 H2O 간 수소결합이 다시 회복되지만 HI가 단독 증발 이탈

이 용이해지려면 H2O 결합이 충분히 작아져야 하는데 그 조건이 HI+3H2O 이하이다. 다만 

분젠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HI가 수용액 조건이어야 하므로 이탈을 억제하는 

압력 조건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림 2.3.6-22. HI-nH2O 결합에 따른 공비점 이탈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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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I의 분리 특성 연구

① HI와 H2O의 2 성분계의 분압 측정연구

 (가)  HI와 H2O의 결합 조건에 따른 분압 측정 연구

프랑스 원자력청 (CEA)의 Nuclear Energy Division에서 발표한 Hydrogen production by 

the iodine-sulphur thermochemical cycle. Total and partial pressure measurements  자

료(광학측정 기법에 의하여 HI의 농도에 따른 증기압 측정 자료)에 의하면 HI-H2O 2성분의 

혼합계의 분압을 측정하였다. 측정 장치의 원리는 아래와 같다.

등온 챔버 안에 HI-H2O 혼합액

을 넣고 일정 온도에서 증발된 

각각의 기체상에 대하여 FTIR 

흡광도를 분석하여 이 값을 분

압으로 환산하는 실험 방법

그림 2.3.6-23. HI-nH2O 결합 비율에 따른 분압 측정 원리 

HI와 H2O는 적외선 흡광영역이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다양한 HI-H2O 농도에 대한 사전 검

정곡선( 개별 고유 분압)을 먼저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HI-5H2O / HI-3.5H2O 농도별 적

외선 흡광데이터로 분압을 산정하였으며, 총 분압을 Gauge로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나) 공비점 형성 때와 수소결합 형성 때의 HI와 H2O의 분압 연구 결과

   ○ 공비점 형성 경우

    80℃에서 HI-5H2O 공비점 형성 경우 각각 분압은 HI : H2O = 32 : 158(mbar)으로 

H2O의 분압(158mbar)이 HI분압(32mbar)보다 약 5배가량 높다.

     ○ 수소결합 형성 경우

    82℃에서 HI-3.5H2O 공비점 형성 경우 각각 분압은 HI : H2O = 1846 : 46(mbar) 

으로 HI분압이 대폭 상승함을 보여준다.

※ 이 실험의 조건에서, HI-H2O는 3.5몰 H2O까지는 Complex가 액체를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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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6-27. HI-H2O 결합수에 따른 각각의 증기압 측정 값 비교

혼합비율 T FTIR 분광계 측정 분압 게이지 측정압 검정 조건

  (다) HI-H2O 2 성분계의 공비점에서 분압 특성 시사점

HI-H2O 2성분계는 분압 특성을 살펴보면 공비점에서 가장 낮은 형태를 하고 있음이 실험적

으로 밝혀졌다. 그림 2.3.6-24는 HI-12.9H2O(7.18%), HI-5H2O(15.7%) 및 HI-3.5H2O 

(22.2%) 비율의 혼합액에 대한 증기압을 측정한 데이터이다. 주목할 것은, 이 결과가 측정 온

도가 달라져도 같은 패턴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HI-H2O 혼합체의 총 증기압이 공비점에서 

가장 낮은 특성을 나타내는 이유는, 위 그림 2.3.6-22에서 나타낸 모델과 같이 HI-5H2O 

Complex의 형성으로 쌍극자에서 이탈된 H2O가 적어서 증기압 형성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

이다. 결론적으로 HI-H2O 농도별 총 증기압을 측정해 보면 공비점에서 일관되게 총 증기압

이 낮아서, 공비점에서 Azeotrope가 쌍극자를 형성한 사실을 일관되게 뒷받침한다. 

HI-H2O비율이 1:5일 때 공비점을 형

성하며 가장 전체증기압이 가장 낮다. 

HI농도가 묽을수록 HI-H2O 증기압 상

승효과가 약간 있지만, 크지 않으며 

이때는 거의 H2O 증기압이 전체 증

기압을 지배한다. 온도별 HI-H2O 공

비점에서 가장 증기압이 낮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그림 2.3.6-24. 온도별 HI-nH2O 증기압 측정 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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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HI와 H2O 및 I2의 3 성분계 증기압 측정연구 결과에 대한 분석

  (가) HI-H2O-I2 3 성분계 증기압 측정 연구개요

HI-H2O-I2 혼합액에서 HI를 고 순도로 분리하는 공정을 개발하기 위하여 HI-H2O 및 I2 3

성분 혼합액에 대한 증류 분리 특성을 이해하고자 증기압 측정연구가 실시되었다. 사용된 소

재들은 HI의 부식성을 고려하여 탄탈륨과 스텐인레스 스틸 및 PEEK 같은 엔지니어링 플라스

틱 배관소재와 TW2.5(탄탈합금)와 Quarts로 구성된 측정 Cell이 사용되었다.

측정 방법은 등온/고압으로 유지되는 Chamber에 molten Iodine과 Aqueous HI를 투입하

여 증발 기체에 대하여 적외선 흡광도를 분석함으로써 I2 농도별과 HI-H2O 비율별 총 증기

압을 측정했다. 이 연구들의 목적은 I2의 농도가 HI-H2O 혼합계의 증기압에 어떤 영향을 주

는지 알기 위함으로, HI-H2O 공비점 해결을 위하여 실시된 EED/인산추출 공정 후단과 HI분

해 공정 후단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비율의 HI-H20-I2 혼합액에 대한 증류공정 연구의 선행 

과정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HI-H2O-I2 혼합계에 대한 증류조건을 설정할 수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HI의 공비점 형성 특성이 다른 물질의 혼합에 따라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파

악하는데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림 2.3.6-25. HI-nH2O-I2 3 성분계 증기압 측정 장치 

  (나) HI-H2O-I2 3 성분계 증기압 측정 연구 결과

다양한 I2 농도에서 HI-H2O 증기압을 측정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과를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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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2가 HI의 공비점 형성 패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

     - I2 없을 때 HI-5H2O의 공비점 농도 : 15.87% 

     - 40% I2 농도 HI-5H2O-4I2 공비점 농도 : 이론 10%, 실제 11% → 큰 차이 없다

  ○ I2가 증가할수록 HI의 공비점 농도는 상대적으로 내려갈 뿐 패턴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위 분석 결과에 의하여 HI-5H2O Complex는 I2 농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H2O - I2 인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림 2.3.6-26. HI-5H2O Complex와 HI-5H2O-4I2 Complex 결합 모형  

I2 농도가 39%인 경우 HI-H2O 공비점은 HI 농도 약 11%이며, I2 농도가 65%인 경우 

HI-H2O 공비점은 HI 농도 약 7%이고, I2 농도가 85%인 경우 HI-H2O 공비점은 HI 농도 

약 3%이다.

그림 2.3.6-27. HI-nH2O-I2 3 성분계 증기압 측정 데이터 그래프 

I2 농도가 상승함에 따라 HI-H2O의 공비점 농도가 낮아지는 것은 단순히 HI의 몰 농도가 

낮아진 이유이며, I2의 증가로 인해 쌍극자 인력에 의한 H2O 분자의 탈출력도 조금은 떨어지

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실험은 프로그램에 의한 모사(Simulation) 연구이지만, 일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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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mann이 실시한 측정값과 거의 유사한 데이터임을 같이 나타내고 있다.

③ HI-H2O-I2 증기압(분압) 측정 연구 결과의 시사점

본래 HI-H2O 및 HI-H20-I2 혼합계에 대한 증기압 측정연구는 이들의 증류 조건을 연구하

기 위한 실험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 HI-5H2O Azeotrope의 견고성

HI-5H2O Azeotrope에서 일관되게 가장 낮은 공비점을 형성하는 특성은 실험 데이터의 신

뢰성을 높이며, HI-H2O-I2 3성분계의 증기압 측정에서 다양한 I2의 농도가 HI-H2O 공비점 

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은 일단 HI-5H2O 공비물(Azeotrope)이 형성되면 H2O의 

이탈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게 한다. 

  (나) HI-nH2O Complex에서 HI의 이탈 조건 확인 

표 2.3.6-28 데이터에 의하면, HI-3.5H2O이하(HI기준 22% 이상) 농도에서는 HI의 분압이 

H2O보다 매우 높은데 이는 HI-H2O 쌍극자 형성 인력이 약해지면서 H2O간 인력이 증가하

여 HI 이탈 분압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농도부터 HI가 수용체(Complex)로부터 이

탈이 가속화 되는 시점으로 볼 수 있다. 표 2.3.6-26의 ⑤, ⑥, ⑦ 번 반응은 모두 이탈이 가

속화되는 반응이다.

④  H2SO4-nH2O Complex의 증기압의 변화

황산은 분자량 98g/mol로 [H2SO4-4H2O]에서 농도는 98/(98+72) = 57.65 wt%이다. 이 

때의 Boiling Point는 137℃이다. [H2SO4-4H2O]와 HI-nH2O의 혼합체에서 HI가 증발한

다면, 잔류하는 H2O는 모두 [H2SO4-4H2O] 혼합체와 결합하면서 황산의 농도는 아래와 같

이 묽어진다. 

표 2.3.6-28. HI-H2O 결합에서 H2O 탈락에 따른 각각의 황산 증기압 측정값 비교

분젠 반응 종류 HI 증발 후 황산 수용액의 농도와 BP

98÷(98+216)=31.2% (HI 20% 농도) → 약 108℃

98÷(98+180)=35.3% (HI 25%수용액) → 약 110℃

98÷(98+108)=47.5% (HI 33.3%수용액) → 약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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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 수용액의 증발 온도는 상압 기준 ⑦번 반응의 경우 108℃이지만 HI의 증기압은 82℃에

서 1.846 bar이므로 분리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림 2.3.6-28. H2O 투입 몰수에 따른 황산 농도와 증기압 그래프 

⑤ HI와 H2SO4 분리여건 분석 

표 2.3.3-26에서 HI-3H2O로부터 탈락한 3H2O가 H2SO4-4H2O 수용액과 결합하면 35.3% 

황산 수용액이 된다. 이 수용액의 증기압은 다음과 약 360mmHg이고 HI 기체의 증기압은 

1,846mmHg이므로 충분한 분리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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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6-29. 분젠 반응 HI-H2SO4 증기압차에 의한 분리개념 설명도 

⑥ Flash Distillation 도입 필요성과 설계 개념

HI 이탈 속도에 방해가 되면 6(8)HI+H2SO4 → 역 분젠 반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H2O 결

합 숫자가 더 적은 반응을 지향해야 한다. HI-3H2O 조건부터는 HI-H2O Complex의 쌍극

자 효과는 줄어들고 대신 H2O 분자 간 수소결합이 증가하면서 HI의 이탈 속도가 급격히 증

가한다. 그러나 통상의 Distillation 방식으로 증류를 하면 HI의 증발로 인해 다시 농도가 낮

아지면서 그림 2.3.6-30과 같이 HI-5H2O 구성비 조건이 형성되어 공비점이 또 형성될 가능

성이 있다.

그림 2.3.6-30. HI-nH2O 증류에서 공비점 재형성 가능성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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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HI가 Flash Distillation 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Flash 

Distillation 순간 과정에서, HI에게 이탈 속도에 준하는 넓은 공간이 부여되어야 모든 HI가 

모든 H2O로부터 동시에 이탈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HI가 증류 온도에서 갖고 있는 증기압

에 해당하는 Flash Distillation Volume이 확보된 장치가 부여되어야 한다. 

그림 2.3.6-31. HI Flash Distillation 증류장치의 규모와 형태 

HI가 Flash Distillation 되는 순간의 압력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속도가 너무 커서 H2O와 

분리가 물리적으로 잘 안될 수도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그림 2.3.6-31과 같은 

Cyclone 형태의 Flash Distillation 장치가 필요하다. 

(6) 신분젠 반응 개념설계 종합 

① 기존 문제점의 원인 분석

  (가) 공비점 형성과 I2의 과량 투입 문제  

기존 분젠 반응은 다음과 같이 실기가 되었다.

     (2H2O+14H2O) + SO2 + 9I2 → [H2SO4+4H2O] + 2 x [HI+5H2O+4I2] 

위 반응은 자발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나 HI+5H2O의 공비물(Azeotrope) 형성으로 분리 에너

지가 대폭 상승하였으며, 8I2의 요오드가 원래 반응물 605.8g보다 3.35배 많은 2,030.4g 투

입됨으로써 공정운영 비용을 크게 증가하였고, I2의 결정화 석출 문제가 공정운영에 큰 방해 

요인이 되었다.

  (나) 16H2O + SO2 + 9I2 반응 설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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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젠 반응 생성물 6HI+H2SO4와 8HI+H2SO4는 분젠 반응의 가역반응 조건으로서 자발적이

므로 분젠 반응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이를 위하여 HI 및 H2SO4 두 물질을 비중분

리 하기 위하여 HI-5H2O결합의 쌍극자를 만들었고, 이 쌍극자에 4개의 I2가 결합하여 

[HI+5H2O+4I2] 결합을 취함으로써 비중 분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② 기존 분젠 반응의 문제 해결 방향

  (가) 공비점 형성 없는 HI+nH2O를 형성 조건 개발  

HI는 일단 수용액 상태가 되기만 하면 분젠 반응이 자발적으로 가능한데, HI+3H2O, 

HI+2H2O, HI+1H2O 조건으로 갈수록 HI가 기체로 이탈 증기압이 매우 강하여 정반응이 이

뤄지기 힘든 조건이었다. 따라서 고가의 내식성 재료에 의한 고압 반응기를 경제적으로 제작

하기 위해서는 반응기의 소형화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나) HI+3H2O 이하의 반응에 대한 열역학적 합리적 분석과 당위성 확인   

HI는 1H2O와 반응하여 수용액 조건이 되면 일단 분젠 반응은 자발적으로 가능함이 밝혀졌다

(고압 유지 필요). HI와 H2O 분자 간 결합에 의한 발열은 자발적 과정이므로, HI의 H2O에 

대한 Interaction을 그간 알려진 바 없었는데, 본 연구를 통하여 HI-5H2O-4I2 모델을 수립

해 본 결과 HI-5H2O Complex는 4I2와 쌍극자 결합을 하기 위한 인위적인 설계였을 뿐 우

선 반응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루이스 전자 구조를 바탕으로 HI-nH2O 모델

에서 HI-H2O의 전자 친화력은 HI-5H2O 〈 HI-4H2O 〈 HI-3H2O 〈 HI-2H2O 〈 

HI-1H2O 순서로 H1-1H2O가 가장 강하다는 논리에 도달함으로써, 투입된 H2O 몰수를 생

산된 HI 몰수로 나눈 평균값으로 HI-nH2O 분젠반응 설계가 가능함을 확인하게 되었다. 즉, 

HI-3H2O, HI-2H2O, HI-1H2O 등의 제조는 반응 몰수, 반응압력 및 냉각조건으로 제어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다). 신분젠 반응의 반응 설계에서 냉각의 중요성   

기존 HI-5H2O 반응을 HI-3H2O 이하의 반응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매우 정밀한 냉각제어

가 필요함이 요구된다. 반응물의 미시적 분자 세계에서 열평형의 불균일이 생성되면 곧바로 

HI-5H2O 공비물 형성 조건에 도달하므로 정밀하고, 빠르며, 균일한 냉각이 수반되어야 한다.  

③ 신분젠 반응기 개념 설계

  (가) 소형화된 반응기 설계  

신분젠 반응은 HI가 수용액 상태일 때만 가능한 반응이므로 반응과정에서는 HI의 이탈을 방

지할 반응압력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신분젠 반응기에는 균일한 반응을 위하여 교반기가 

있으므로 고압 설계에 대한 고속 교반과 Girth Flange 설계의 부담이 크다. 따라서 소형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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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반응기 설계를 해야 한다. 

  (나) 고밀도 열 교환 면적 설계  

신분젠 반응기는 단위 용량당 발열량이 매우 큰 발열 반응기로써 이를 소형화 하는데 필수사

항은 열 교환 면적의 밀집도를 대폭 올리는 일이다. 기존 Batch 반응기에 비하여 수십 배의 

열 교환 면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반응기 설계가 필요하다.

  (다) High Shear Rate  

신분젠 반응은 소용량에서 대용량 발열반응을 처리해야 할 뿐 아니라, 다양한 반응성에서 특정 

반응 몰 수 결합을 유도해야 하므로 균일하고 열역학적으로 정화한 냉각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고도의 교반 효과에 의한 전단력이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제시되지 않았던 

열 교환 교반 날개에 의한 Homo Mixer 방식의 반응기를 채택하였다.

  (라) 빠른 냉각 설계  

신분젠 반응물은 생성 후 체류 될수록 부반응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1 Unit의 반응 

속도를 1초 이하로 설계 하였다. 따라서 빠른 냉각 속도가 요구되는데 이를 위하여 냉매의 순

환 속도를 이론 계산치의 10배 이상으로 높게 하였고, 순환 냉매와 냉각 냉매의 혼합액이 고

속으로 반응기 내부로 순환되게 함으로써 이론적 총괄 열전달계수 값이 실제 무리없이 적용되

도록 하였다.

  (마) HI 분리 설계  

신분젠 반응의 완성은 HI가 황산Complex와 완전히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미 HI의 이탈

조건 분석에서 증기압 차이가 충분히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증기압 차이가 클수록 Flash 

Distillation의 설계가 균형 있게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Flash Distillation의 형태와 그 

Volume에 대하여 개념을 설계함으로써 HI가 원활하게 분리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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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6-32. 신분젠 반응과 SI열화학 연계 공정도 

④ 신분젠 반응 개념설계 연구결과 요약

기존 GA사의 분젠 반응 방식은 실증연구 과정에서 HI-5H2O Azeotrope의 분리 문제가 공

정 효율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과, 대량의 I2 Melts가 순환함으로써 공정운영에서 Fouling 문

제가 늘 상존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그리고 아직까지 GA사의 분젠반응 문제점은 대한 충분

한 Solution이 제시되지 못하였다. SI열화학 공정은 원자력의 열을 가장 간단한 경로로( 열 

→ 수소 ) 수소를 생산하는 공정이므로 유용한 방법이다. 따라서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SI 

열화학 공정이 갖고 있는 장점을 활용할 필요성에 의하여 본 연구과제가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여, 열역학적으로 분젠 반응을 정밀하게 분

석함으로써 기존 방법의 선택 이유를 납득하였고, 아울러 새로운 반응의 가능성을 열역학적 

기반에서 추론할 수 있게 되었다. 

2017년도의 정량비율 분젠 반응은 르 샤틀리에 원리에 의하여 반응 농도를 강화시킴으로써 

자발적 분젠 반응을 이행시키고 분리조건 역시 충분히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HI가 

수용액 조건으로 충분히 가압을 하면 정량비율 분젠 반응이 부분적으로 수행 가능하고, Flash 

과정에서 HI만 분리조건 형성이 가능하므로 순환방식 정량비율 분젠 반응은 열역학적으로 충

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다만 정량비율 분젠 반응의 온도가 높아서 반응 압

력이 매우 높다는 문제가 있었다. 2018년도 연구에서는 분젠 반응의 온도와 압력을 완화시킴

으로써 비록 황산은 추가로 증류 분리를 해야 하지만, HI는 반응과 동시에 Flash 증류를 통하

여 분리되므로, 기존 분젠 반응의 문제점인 공비점 형성과 과량의 I2 순환 문제는 피할 수 있

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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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 분젠공정 개념개발 및 수치적 검증

수립된 신분젠 공정에 대한 열적 거동 해석을 통하여 열 통제가 가능함을 연구하였고 

아울러 신분젠 공정의 예상 열효율과 연구결과에 대한 검증실험 계획을 수립하였다.

(1) 신분젠 공정 반응기 개념에 대한 수치적 검증(모사) 및 개선 연구

① CFD 해석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

아래는 분젠반응 HI-3H2O 반응을 시키기 위한 가열 조건과 냉각조건의 기초 자료이다.

표 2.3.6-29. HI-3H2O 분젠반응 반응물 가열조건 기초데이터 

생성물
분자량

(g/mol)

반응량

(g)

비열

(J/mol.K)

1 unit 비열

(cal/u.K)
비중

1 unit 부피

( ㎤ )

SO2 64 64 248.223 59.30 1.46 43.84

I2 253.8 253.8 53.44 12.77 mp 113.7℃
Bp 184.3℃ 4.933 51.45

12H2O 18 216 75.35 216 1 216

합계 533.8 288.07 311.29

표 2.3.6-30. HI-3H2O 분젠반응 생성물 냉각조건 기초데이터 

생성물
분자량

(g/mol)

생성량

(g)

비열

(J/mol)

1 unit 비열

(cal/u.K)

1unit 반응

상승온도
비중

1 unit 부피

( ㎤ )

H2SO4 98 98 138.9 33.18 25,785cal 

÷

227.12cal

=113.54

1.84 53.26

2HI 128.91 257.8 29.16 13.93 2.85 90.46

10H2O 18 180 75.35 180.01 1 180

합계 535.8 227.12 113.53 K 323.72㎤

② 냉각제어 개념설계 예

HI-3H2O 생성 반응의 발열량은 25.785 kcal/H2 mol이며 이로 인한 온도 상승은 113.54K

로 계산되었다. 만일 반응 개시온도가 85℃일 경우 발열로 인한 생성물 온도는 198.54≒19

9℃가 된다. 냉각 냉매의 유입 온도를 20℃, 배출 온도를 30℃라 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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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6-31. HI-3H2O 분젠반응 냉동기 사용 냉각설계 계산값 

냉각설계에서 총괄 열전달계수는 Hot Fluid(반응기)는 Water, 냉각 Fluid(냉매)는 Brine 조건

으로 제일 낮은 값을 선택하였다.

③ (참고) 냉각수에 의한 냉각설계 검토 (냉매 대신 냉각수를 사용하는 경우)

신분젠 반응기 냉각설계에서 냉매의 선택을 통상의 공정 CW를 사용할 경우 냉각기 설계는 

다음과 같다. 냉각수 유입 온도는 25℃이며 배출수 온도는 35℃로 가정하였다.

표 2.3.6-32. HI-3H2O 분젠반응 CW 사용 냉각설계 계산값 

온도조건
반응기 온도 T1 : 199℃, T2 : 85℃

냉각 온도   t1 : 25℃,  t2 : 35℃

총괄열전달계수(U)
600w(J/s)/㎡.K(℃) 선택 ( 600~1200중 최저값 선택 )

600 ÷ 4.184J/cal  ÷ 1,000cal/kcal = 0.1434 kcal/s.㎡.℃

△tlm

(대수평균온도차)

△t1(T1 - t2 )= 164,        △t2( T2 - t1 )= 60 , 

△tlm = (△t1-△t2)/2.3log (△t1/△t2)  

      = (164-60=104) ÷ 2.3 x log 

  = 103.54℃

총 냉각열량(Q) 25.785kcal/sec = 

열 교환 면적
Q = 25.785kcal/sec = 103.54℃ x A x 0.1434kcal/s.㎡.℃에서 A = 

1.737㎡

냉각수 순환량(L/h)  Q = 25.785kcal/sec ÷ 35-25) = 2.5785kg/sec 

온도조건
반응기 온도 T1 : 199℃, T2 : 85℃

냉각 온도   t1 : -20℃,  t2 : 30℃

총괄열전달계수(U)
600w(J/s)/㎡.K(℃) 선택 ( 600~1200중 최저값 선택 )

600 ÷ 4.184J/cal  ÷ 1,000cal/kcal = 0.1434 kcal/s.㎡.℃

△tlm

(대수평균온도차)

△t1(T1 - t2 )= 169,        △t2( T2 - t1 )= 105 , 

△tlm = (△t1-△t2)/2.3log (△t1/△t2)  

      = (169-105=64) ÷ 2.3 x log 

  = 228.42℃

총 냉각열량(Q) 25.785kcal/sec = 

열 교환 면적
 Q = 25.785kcal/sec = 228.42℃ x A x 0.1434 kcal/s.㎡.℃ 에서A 

= 0.7872㎡

냉매 순환량(L/h)
 Q = 25.785kcal/sec ÷ 30-(-20) = 0.5157kg/sec 

     (50% EG 비열1.04, mp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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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젠 반응기 냉각설계에서 냉매의 선택을 통상의 공정 CW를 사용할 경우, 냉각반응기의 열

교환 면적은 1.737㎡로써 냉동기 사용(0.7872㎡) 때보다 220% 증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투자

비가 더 증가하는데, 분젠반응기가 고가의 내식 재료를 사용한다는 점과 그 조건에서 반응압

력 또한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반응기의 Girth Flange 외경의 증가로 재료비, Shaft 설계, 

Seal 설계 등에서 제작비용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분젠 반응기는 내식 특성 상 가능한 작은 규모로 여러 개 제작하는 방식이 유리하다.

④ 반응물과 생성물 부피 계산

1 unit reaction/sec : (2H2O+10H2O) + SO2 + I2 → H2SO4 + 2HI + 10H20 

반응물 부피 : 

- I2 1mole = 253.8g ÷ 4.933 = 51.45cc 

- SO2 1mole = 64g ÷ 1.46   = 43.84cc        

- 12H2O 12mole = 216g ÷ 1 = 216cc  합계 : 311.29cc ( 1초당 투입 부피 )

생성물 부피

- H2SO4 1mole = 98g ÷ 1.84     = 53.26cc 

- 2HI 1mole = (2x128.91kg) ÷ 2.85 = 90.46cc  

- H2O 10mole = 180g ÷ 1     = 180cc 합계 : 323.72cc ( 1초당 생산 부피)

    → 반응기 내부 Volume은 반응물과 생성물 부피보다 크게 설계를 한다. 

⑤ 냉각 반응기 선택과 설계

  (가) 반응기 선택 요건  

신분젠 반응기의 선택 요건은 전술한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춰야 한다.

  ○ 넓은 열 교환 면적 : 

     - 동일 규모 Batch 반응기 대비 열 교환 면적이 10배 이상 클 것.

     - 열 교환 비 면적이 커지면 반응 Fluid 유로가 좁아지면서 통제가 매우 빠르다.

  ○ High Shear Rate 구조 : 반응물의 교반이 약하면 분 균일 반응이 발생하므로 매우  

빨라야 하는데, Homo Mixer와 같은 고정자와 회전자 방식이어여 한다.

  ○ Plug Flow 반응기 방식 : HI-5H2O 생성 반응은 반응 몰수 통제와 냉각열 통제로 이

뤄지는데 Batch식 반응기는 혼합 효과로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식이므로, Plug 

Flow가 실현되어야 한다. 

  ○ 소형 열 교환 고압반응기 : HI-nH2O 생성반응에서  H2O 숫자가 적어지면서, HI에 

의한 반응 압력은 상당히 높게 형성된다. 반응 생성물 HI 및 H2SO4가 부식성이 높기 

때문에 내식 재료에 의한 대형 고압 반응기는 현실적으로 제작이 어렵다. 따라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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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반드시 소형화가 가능한 형태로 선택해야 한다.

  (나) 반응기 선택 모델  

상기 설계 요건을 만족하는 반응기로써 하기 도면과 같은 장치의 반응기가 선택되었다. 하기 

반응기는 열 교환 교반 날개가 채택되었고 반응물의 유로가 매우 좁기 때문에 열전달 속도가 

매우 빠를 뿐만 아니라, 열전달 면적도 매우 많고 고정자와 회전자의 간극이 좁아 전단력 또

한 매우 높다. 하기 반응기는 기존 화학공정에 거의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특허 반응기이다.

그림 2.3.6-33. 다단 열 교환 날개 방식의 고속반응기의 Plug Flow 개념 

  (다) 반응기 선택 모델 사양  

선택된 다단 열 교환 날개 방식의 고속반응기의 사양은 아래와 같다.

- 내부직경  : 40cm,  - 내부 팁 높이 : 10cm

- 열 교환 팁 : (1.5cm x 1.3cm) x 10cm(h), 642개 (상하 Plate에 양분된 상태)

         ※ 하부 날개에만 냉매가 들어간다고 가정하여 냉각 날개 숫자는 360개로 한다

- 열 교환 면적 : 2.0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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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0 x { [2x(1.5x10)+2x(1.3x10)+(1.5x1.3)] =57.95 } = 20,862㎠

- 내부 반응기 용적 : 567cc 

           (20x20x3.14x10)-(1.5x1.3x10x615) = 12,560cc  11,993cc = 567cc
    → 반응 1 unit의 Volume이 323.73cc이므로 반응기 크기는 567÷323.7=1.75배이다

- 반응기 통과 시간은 0.7872㎡ ÷ 2.0862㎡ = 0.377초이므로 하부만 냉각하는 조

건에서 1초에 2.65 unit 반응이 가능하다.

  (라) 선택 반응기 모델 1기의 성능  

   ○ 양면 냉각 기능부여 시 수소생산량

   ○ 하부만 냉각 기능부여 시 수소생산량

     1초당 2.27 unit 반응 가능하므로 → 시간당 8,172 unit

      ( 8,172 mol x 2g = 16,344g = 16.344kg, 16.344kg x 11.2 = 183.053㎥/h ) 

       → H2 8,172 mole/h = 16.344kg/h = 392.256kg/day

       → x 300 day = 117.677 ton/year 

○ 냉각설계

  (가) 냉동기 용량 설계  

시간당 16.344kg의 수소를 생산하는 단위 분젠 반응기용 냉각 용량은 시간당 8,172 unit의 

반응이 수행되므로 Q = 25.785kcal/mol, unit x 8,172mol/hr = 210,715kcal/hr이며, 냉

동기 용량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210,715kcal/hr ÷ 3000kcal/hp = 70.24hp이다. 20% 손

실 효율을 고려할 경우 84.29hp 용량의 동력이 소요된다.

  (나) 냉각 제어 Loop 설계  

분젠 반응의 냉각 제어 Loop 설계는 균일한 냉각반응으로써 냉각용량, 냉매조건 및 장치의 

안정성에 의해 비교적 용이한 방법이 사용된다. 다만 분젠반응의 고속냉각과 과냉 현상을 보

완하기 위하여 빠르게 냉각과 가열이 교차될 수 있는 배관 구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다

음과 같은 냉각 Loop를 구성한다.

○ 냉매의 고속 순환흐름 방식 채택

분젠 반응에서는 발열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열 교환 설계에서 산정된 t1, t2에 의한 냉매 순

환은 열 교환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즉 그 이유는 표 4-2-3 계산에서 t1(-20℃), 및 

t2(30℃) 조건에서 냉매 순환량은 0.5157kg/sec 로 계산되었는데, 반응기의 개별 특성에 따

른 U값의 불확실성 때문에 실제는 냉각 효율이 더 낮아질 수 있다. 이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

은 냉매 순환량을 대폭 올려서 이론적 냉각 효과가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본 연구

에서는 냉매의 순환 속도를 계산량의 약 10배인 300L/min 순환 펌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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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젠 반응의 과정에서 반응기 혹은 냉동기의 특성에 의해 반응기 내부 온도가 상하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밀하게 제어하는 방법은 상기 1항과 같은 빠른 냉매 순환 외에 냉

매 투입량을 변동 폭에 따라 비례적으로 변화시키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 특히 냉동기는 

특성 상 냉매의 온도를 세밀하게 제어할 수 없으므로, 순환량과 냉동량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반응기에 투입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림 2.3.6-34는 냉동 냉매와 순환 냉매를 혼합

하여 반응기에 최적의 냉각온도를 부여하는 냉각온도 제어 방식에 대한 Loop이다. 이 방식은 

장치의 단순성에 비해 정밀 냉각에 효과가 뛰어난 방식이다. 이 방식에 의한 냉매 입 출입 온

도 t1, t2는 최초 냉각설계 데이터와는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단위 반응에 대한 열교환 면적 

설계 계산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림 2.3.6-34. 신분젠 반응기의 냉각제어 Loop 

  (다) 정밀 온도제어 냉각개념 설명  

그림 2.3.6-35. 신분젠 반응기의 정밀 냉각제어 개념 설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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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初期 : 12H20 + I2 + SO2 → [H2SO4+4H2O] + 2[HI+5H2O] 형성하고 SO2           

       부족으로 잉여 반응물 생성 된다

   ○ 末期 : 계속 [H2SO3+H2O] 투입되면 분젠반응의 화학적 결합이 더 강하므로        

 

     H2SO4와 HI 형성반응이 더 강하게 일어나서 [HI+5H2O]에 결합된 H2O가 반응에 

참여로 [HI+3H2O] 형태로 종료된다

    ※ [HI+5H2O] 반응이 아닌 [HI+3H2O] 반응으로 종결되는 추정근거는

     - [H2SO3+H2O] 의 몰비 투입했기 때문에 분젠 반응은 최종적으로 [HI+3H2O] 

비율로 생성될 수 밖에 없고,

     - HI+3H2O] 생성은 Coolant가 85℃에 도달하면서 완료되므로 냉각온도=반응온도 

되어 더 이상 냉각이 안되기 때문이다.

 ⑥ CFD에 의한 냉각 반응기 해석

  (가) CFD 해석 모델  

    ○ 해석 반응기 모델

   ○ 해석 Kin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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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6-36. CFD 해석 도면과 Kinetics 

  (나) CFD 해석 조건, 결과 및 개선사항 요약 

CFD 해석의 목적은, 반응액 도입온도와 배출 온도의 차가 없고, 열 출입 엔탈피 값이 열역학 

제시 값과 유사한지 조건이 어느 것인지 알기 위함이다.

표 2.3.6-33. 1mole H2/sec_(3,600mole/hr) 분젠반응기에 대한 열출입 CFD 해석 결과 

5개의 조건 해석 결과, 5번 Case가 예상 조건과 가장 유사하게 일치하였고, 열교환 반응기의 

열교환성능이 예상했던 600W/m2·℃ 보다 1.5배 더 높은 1,015W/m2·℃로 나타났으며 

(70% 증가) 반응기 내 원료 배출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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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6-37. CFD 해석 결과 반응기 내 온도 분포도( 아래는 개선 방향 ) 

(2) 신분젠 공정의 열 효율 분석

① SI열화학 반응의 공정도

SI 열화학 공정은 3개로 구분되며 각 공정에는 에너지를 대량 소비하는 공정들이 있다. 

  - 분젠 반응 : EED, I2 순환 펌프

  - 황산 분해반응 : 황산 농축기, 황산 열분해장치

  - HI 분해 반응 : HI 증류탑, 순환펌프, HI 열분해장치

그림 2.3.6-38. GA사 방식의 SI 열화학 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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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공정 중에서, I2를 전기분해하여 HI 농도를 증가시키는 EED와 황산 열분해 장치 및 HI

와 H2O를 분리하는 증류장치에 에너지 소비가 매우 큰데 EED와 HI증류장치 에너지 소비는 

GA사가 분젠반응의 경로를 왜곡함으로써 발생하였다.

② GA사의 분젠반응 경로왜곡에 따른 에너지 손실과 신분젠 반응 에너지 소비 비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GA사는 비자발적인 분젠반응을 자발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수용액 

반응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아래와 같은 에너지 손실 경로의 반응을 실시항 결과, 이론적으로 

수소 1몰당 593.49 kJ/mol의 에너지 소비가 발생하였다(수소의 총 엔탈피는 286kJ/mol).

이를 4,200mole/min 속도의 시간당 에너지 소비로 표시하면, 593.49 kJ/mol ÷ 

4.184kcal/kJ x 4,200mol/min x 60min/hr ÷ 860kcal/kWth = 41,564kWth/hr 이다.

그러나 신분젠 공정의 반응의 이론적 에너지 소비량은 109.3kJ/mol로 GA사보다 81.8%가 감

소하였으며 4,200mole/min 속도의 시간당 에너지 소비로 표시하면 109.3 kJ/mol ÷ 

4.184kcal/kJ x 4,200mol/min x 60min/hr ÷ 860kcal/kWth = 7,564 kWth/hr 이다.

그림 2.3.6-39. GA사 분젠반응과 신분젠 반응 열역학적 경로 비교  

③ Pilot 운전설비로부터 4,200mole H2/min SI 열화학 공정의 에너지 소비환산  

KAERI는 KIST-POSTECH-KIER에서 연구한 50L H2/hr Pilot 설비의 에너지 소비지표를 

이용하여 4,200mole H2/min 설비에 대한 에너지 소비환산 지표를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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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6-34. 4,200mole H2/min 설비의 SI 열화학 공정의 주요 에너지소비 내용 

공정 장치
열소비 에너지

(kWth/hr)

전기소비에너

지

(kWe/hr)

비고

EED 40,460

이론적

소비량

합계

: 41,564

 ← 16,181

Pump1 12.5  ← 5 I2 순환 펌프

Pump2 1,260  ← 504 HI 증류 순환 펌프

HI 증류탑 15,776 총 37,701kWth 수요량 중

HI 공정유체 현열로

21,925kWth 공급분젠공정 합계 (57,508.5)

HI 열분해기 9,697

H2SO4 증류탑 3,156

총 9,081kWth 수요량 중

황산공정유체 현열로

5,925kWth 공급

H2SO4 열분해기 33,726

총 소비에너지 62,355kWth 16,690kWe 총소비열량 104,087.5kWth

④ 신분젠 반응의 에너지 절감량 분석

공정 장치
열소비 에너지

(kWth/hr)

EED 40,460

Pump1 12.5

Pump2 1260

HI 증류탑 15,776

합계 57,508.5kWth

※ GA사 분젠반응 방식의 이론적 소비량이

   → 41,564kWth/hr 이므로

※ 실제 분젠반응에서는 57,508.5kWth로

38% 가량 더 소비가 되었는데 이는 HI 다단 

증류기의 Reflux 에너지가 추가로 소비되었기 

때문이다

신분젠 반응의 소비량은 7,564 kWth/hr 으로 

→ 무려 49,944.5 kWth/hr 가 절감되었다

※ 황산의 SO2 분해시 이론적 엔탈피 차이는 16,318kWth이므로 실험데이터는 두 배로 

증가된 상태라 최적화 공정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 HI(g) → I2(g)의 분해도 반응현열을 회수하면 이론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크지 않기 

때문에 황산과 HI 분해공정도 개선할 경우 SI열화학의 공정 효율은 더 크게 개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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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분젠 공정 개념에 대한 검증실험 계획수립

① 신분젠 공정 검증 실험의 목적과 준비 사항

본 연구에서 수립된 신분젠공정 반응 모델은 기존 GA사의 분젠반응에 비하여 에너지 소비가 

이론적으로 18.2%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 다단 HI Reflux 증류과정의 에너지 손실까지 고려

하면 최대 13% 수준까지 낮아지질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그러나 철저한 열 통제가 

있어야 하고 반응 압력이 초자기구에서 수행이 불가능한 높은 압력이므로 고온에서 내식성이 

높은 고가의 재질(탄탈륨)을 사용해야 하는 문제로 간단하게 검증 할 수가 없다. 또한, 이 검

증실험은 반응과 분리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므로 원료의 준비부터 반응온도/압력 제어 및 분

리공정과 분석까지 모두 가능할 수 있는 장치를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I의 

합성과 분리에 검증의 초점을 맞추고 하기와 같은 검증실험 준비 목록을 계획한다.

  - 실험 계획

  - 원료 투입장치

  - 연속시 고속반응기

  - 온도제어 장치

  - HI 분리장치

  - HI 검출 장치

② 신분젠반응 검증실험 계획 검토

  (가) I2 투입 계획

요오드(I2)는 원칙적으로 물에 녹지는 않기 때문에 얼핏 생각하면 반응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

되지만 반응액인 아황산(H2SO3)에서 유래되는 [HSO3-], [H+] 이온에 의해 용해가 가능하다. 

기존 수용액 기반 분젠반응도 HI 수용액을 원료에 혼합하여 [I-], [H+] 이온에 의해 요오드가 

용해되도록 유도하였다. 따라서 일단 I2 Powder를 슬러리 형태로 투입하면 [HSO3-], [H+] 

이온에 의해 용해되어 분젠 반응이 개시될 것으로 예측된다.

  (나) SO2 투입 계획

SO2 + H2O → H2SO3 -42.69kJ/mol 아황산 전환반응은 발열반응으로서 분젠반응 전체의 

에너지 동력을 제공한다. 즉 활성화 에너지(Active Energy)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아황산 전환반응의 -42.69kJ/mol 열량을 외부에서 먼저 제거하고 반응기로 투입할 경우 반응

기의 발열량은 107.884kJ/mol - 42.69kJ/mol = 65.19kJ/mol = 15.58kcal/mol이 된다. 

H2SO3는 역분해 반응이 매우 쉬운 물질이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압력이 제공되어야 한다. 

2[HI-3H2O] + [H2SO4-4H2O] 합성반응에서 I2가 반응하기 전 반응기 내의 물질 조성은

H2SO3 + I2 + 11H2O 형태이므로 물질 안정성은 충분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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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반응기 열교환 설계

본 검증 반응의 규모는 1mole/min 규모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mile unit  분젠반응의 

규모는 아래와 같다. 

           12H2O+I2+SO2 → [2HI · 6H2O] + [H2SO4 · 6H2O ]

 표 2.3.6-35. 1mole H2/min 반응에 대한 Heat & Mass Balance 

※ 냉매 순환량 증가(15.43cc/sec→500cc/sec)를 통하여 △tlm을 낮추는 방안에 대한 연구

   → 냉매 순환 속도를 아주 높여서  총괄 열전달계수(U) 값을 극대화하고 

       (600w(J/s)/㎡·K → 2,000w(J/s)/㎡·K)

   → 대신 대수 평균 온도차(△tlm )는 낮추는 방식 

       (냉각 온도 t1 : 25℃, t2 : 85℃ → 온도 t1 : 74.5℃, t2 : 85℃)

④ 반응기 냉각설계 세부 내용

상기 조건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검증실험 반응기를 구성하였다.

그림 2.3.6-40. 신분젠 반응기 냉각설계 검증실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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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검증실험 장치 종합 개념설계

그림 2.3.6-41과 같이 신분젠 공정에 대한 검증실험장치의 개념설계(안)을 제시하였다.

그림 2.3.6-41. 신분젠 반응공정 검증실험장치 개념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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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연구개발성과 요약

1. 핵심 설계해석코드 개선 및 검증

본 과제에서는 독자 개발 핵심 설계해석 코드의 개선 및 검증을 수행하고 코드의 이론기술서, 

사용자 매뉴얼 및 검증보고서를 발간하여 노심 핵설계, 노심 열유체해석 및 안전해석, TRISO 

핵연료성능분석 체계를 구축하였다. 원자로 과도해석 능력을 코드(CAPP, CORONA)에 추가

하였으며, GAMMA+/CAPP 과도해석 연계체계를 개발하고 검증하였으며 CORONA/CAPP 

정상상태 연계해석 체계를 개발하였다.

- 노심 핵설계코드(DeCART/CAPP) : TRISO 핵연료 해석을 위한 PSM 기법을 개발하여 

DeCART2D 코드에 접목하여 핵자료 개선을 하였다. CAPP 코드는 과도해석 모듈을 추가

하였으며, GAMMA+/CAPP 과도해석 연계체계, CORONA/CAPP 정상상태 연계체계를 구

축하고 검증을 수행하였다. 일본 JAEA VHTRC 실험자료와 IAEA CRP GT-MHR 벤치마크 

문제, 블록노심 공통검증문제 등을 활용 DeCART2D/CAPP 코드 검증을 수행하였다.

- 노심 열유체해석코드(CORONA) : CORONA 코드에 과도해석 기능, 천이/제어블록 해석모

듈, 감마히팅 해석 모듈. 우회유량 Gap 복사열전달 모듈을 추가하고 검증하였다. 서울대 우

회유량시험 자료, 블록노심 공통검증문제 등을 활용 코드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코드의 수

정시 검증을 위한 검증 자동화 모듈을 개발하였다. 또한, 계산 결과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후처리 기능을 추가하였다.

- 안전해석코드(GAMMA+) : 코드 내에 있는 8개의 제어기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고 개선을 하

였으며, 펌프, 순환기, 밸브, 냉각기, 비등수조 등 부품/기기에 대한 모델을 검증하고 개선하

였다. MHTGR-350 SG를 활용 수냉각 모델을 검증하였음. PBMR-400 GAMMA+/CAPP 

연계해석, KAERI NACEF RCCS 실험 자료, 블록노심 공통검증문제 등을 활용하여 코드를 

검증하였다.

- 핵연료성능분석코드(COPA) : COPA 코드의 통계적 성능해석 모듈 및 입자파손율 계산 모

듈을 개선하였고 핵분열생성물(FP) 방출거동 평가모델을 개발하였으며 계산시간 단축을 위

해 3개 모듈(FPRC, FPRF, FAIL)의 병렬화 프로그램을 하였으며 입력/출력에 대한 시각화

를 위한 GUI를 개발하였다.

2. 원자로 운전성능분석 모듈 및 핵분열생성물 거동분석 코드 개발

본 과제에서는 GAMMA+ 코드에 운전성능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듈을 추가하였고, 원자로 

1차 계통내 핵분열생성물의 거동을 분석할 수 있는 코드(POSCA)를 개발하고 해석해와 실험

자료를 활용 기본 검증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원자력시스템내에서 생성된 삼중수소가 수소생

산계통을 거처 최종 생산된 수소에 포함되었는지를 해석하는 삼중수소 거동분석 코드

(TROPY)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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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 운전성능분석 모듈개발 : GAMMA+코드에 순환기 제어 모듈, 출력제어 모듈, 이차

측 유량제어/온도제어/압력제어 모듈 등의 제어논리 개발하고 검증을 수행하였다. GA사의 

MHTGR-350 설계자료를 활용하여 제어봉 출력제어 논리와 원자로 출력 과도운전 해석, 

원자로 정지냉각계통 모델 성능확인, 원자로 정상 기동 및 정지 운전해석을 수행하여 원자

로 운전성능분석 모델의 성능을 확인하였다.

- 핵분열생성물 거동분석 코드개발 : 원자로 1차 계통내 핵분열생성물(FP) 침착(Plate-Out)을 

분석하기 위해 FP 침착코드인 POSCA 코드를 개발하였다. POSCA 코드에는 다수 핵종 모

델, 구조재 침투 모델, 중성자 반응 모델 및 각종 상관식 포함, 코드 검증 V&V Matrix 개

발, 해석해 및 JAEA OGL-1/ TLG-1, FZJ VAMPYR-1, CEA COMEDIE 등 실험자료를 

활용 검증 수행 및 검증보고서를 발간하였음.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에서 생산된 수소에 삼

중수소의 오염도를 계산하기 위한 삼중수소 거동분석 코드(TROPY)를 개선하고 검증하였다. 

TROPY 코드의 1-D 확장 및 범용 시스템 해석능을 개발, PCHE 해석/Shell & Tube 투

과 모델 및 누설(Leakage)/정화(Purification)  모델을 추가함. SI 및 HTSE 수소생산계통

의 계산을 통해 TROPY 코드 검증을 수행하였다.

3. 원자로/고온열 이용시스템 연계 최적화 방안 수립

본 과제에서는 SI/HTSE/SMR 등 수소생산공정에 대한 최신 정보를 분석하였으며, HTGR-SI 

/HTSE/SMR 연계를 위한 흐름도를 작성하고 물질수지/열수지를 계산하여 수소생산 효율을 

분석하였다. 또한, HTGR-SI/HTSE/SMR 연계한 수소생산 경제성분석을 수행하여 각 공정별 

온도별 편익(B/C)를 평가하여 원자로/고온열 이용시스템 연계 최적화를 제시하였다.

- 고온열 이용 신기술 분석 : 국내외 SMR/HTSE/SI 연구개발 현황을 분석, SMR은 상용화 

기술이고, HTSE기술은 일부 상용 제품(Sunfire Hylink) 등이 있으나 수전해셀의 효율향상 

연구가 국내외 적으로 활발히 진행중이며 SI기술은 일본과 중국에서 진행중이다. HTGR 연

계 전력 및 수소생산(HTSE) 공정을 모사하여 미국(INL), 일본(Toshiba), 한국(KAERI)에서 

제시한 개념에 대한 효율을 분석하였으며, 수전해셀 모사 동적모델을 개발하였다.

- 원자로/고온열이용시스템 연계 연구 : HTGR-SI/HTSE/SMI 연계 수소-전력 병합생산 계통

에 대한 온도별 계통별 수소생산효율 및 열 이용율, 경제성을 분석하여 편익(B/C)을 분석하

였다. 또한, 원자로 출력변동(1기, 4기), 산소 판매 여부, 수소 판매가 변동(수소 경제로드맵 

제시가), 공정 효율개선(HTSE), 외부 전력 활용(HTSE, SI) 등에 따른 편익을 분석하였다. 

SMR수소생산 공정은 CO2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청정수소생산이 아님. 현재의 기술수준을 

반영한 편익 평가에 따르면, HTGR 연계 HTSE 수소생산공정이 최적의 수소생산 방법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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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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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 기여도

 3-1. 목표

본 과제의 연도별 연구개발 목표 및 연구개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년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2017
(1차년도)

 핵심 설계 코드 개선

  : DeCART2D/CAPP, 

CORONA, GAMMA+, 

COPA

 노심핵설계코드(DeCART/CAPP)

 - 핵자료 개선

 - 과도해석 모듈개발

 열유체해석코드(CORONA)

 - 과도해석 모듈

 - 검증 자동화 모듈 개발 

 안전해석코드(GAMMA+)

 - 제어기 성능확인 및 개선 

 핵연료성능분석코드(COPA)

 - 통계적 성능해석 모듈

 - 입자파손율 계산 모듈 개선

 - FP 방출거동 평가 모듈 개발

 원자로 운전성능분석 및 

핵분열생성물 거동분석 모듈 

개발

 운전성능분석 모듈 개발 

 - 개별 제어논리 개발 및 검증

 - 운전 제어논리 작성

 핵분열생성물(FP) 거동분석 모듈 개발

 - FP 침착모듈 개발

 - SI계통 삼중수소 거동분석 모듈 개발

 고온열 이용 신기술 분석  고온열 이용 신기술 분석(SI, HTSE, SMR 등)

2018
(2차년도)

 핵심 설계 코드 검증

  : DeCART2D/CAPP, 

CORONA, GAMMA+, 

COPA

 노심핵설계코드(DeCART/CAPP) 

 - 과도해석 모듈 검증

 - GAMMA+/CAPP 과도해석 연계모듈 개발

 열유체해석코드(CORONA)

 - 과도해석능 검증

 - 우회유량시험 검증

 - 천이/제어블록 해석모듈 개발

 안전해석코드(GAMMA+) 검증

 - 기기 모델 검증 및 개선

 핵연료성능분석코드(COPA)

 - 코드 모듈 통합 및 검증

 원자로 운전성능분석 및 

핵분열생성물 거동분석 코드 

개발

 운전성능분석 모듈 개발

 - 제어봉 출력 제어논리 모듈 작성

 - 원자로 출력 과도운전 해석

 핵분열생성물(FP) 거동분석 코드 개발 

 - FP 침착 코드 원형 개발

 - PCHE내 삼중수소 거동분석 및 모듈 통합

 원자로/고온열 이용시스템 연계  원자로/고온열 이용시스템 연계 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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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목표 달성여부

성능평가

2019
(2차년도)

 핵심 설계 코드 고도화

  : DeCART2D/CAPP, 

CORONA, GAMMA+, 

COPA

 노심핵설계코드(DeCART/CAPP) (Code-to-Code) 검증

 - 코드 검증

 - CORONA/CAPP 연계모듈 개발

 열유체해석코드(CORONA) 검증

 - 감마히팅 해석능 개발

 - 우회유량 Gap 복사열전달 모델 개발

 안전해석코드(GAMMA+) 검증

 - 수냉각 모델 검증

 핵연료성능분석코드(COPA) 검증

 - 고연소도 핵연료물성 평가

 - 병렬화 프로그래밍 및 GUI 모듈 개발

 원자로 운전성능분석 및 

핵분열생성물 거동분석 코드 

검증

 운전성능분석 모듈 검증

 - 정지냉각계통 모델링 및 성능확인

 - 원자로 기동 및 정지운전 해석

 핵분열생성물(FP) 거동분석 코드 검증

 - FP 침착코드 검증

 - 삼중수소 거동분석 코드 검증

 원자로/고온열 이용시스템 연계 

최적화 방안
 원자로/고온열 이용시스템 연계 최적화 방안 수립

RFP 내용 연구실적
목표 달성도

및 기여도

1차

년

도

핵심 설계코드 개선 

 - DeCART2D/CAPP 

   : 핵자료 개선

   : 과도해석 모듈개발

 - CORONA

   : 과도해석 모듈

   : 검증 자동화 모듈개발

 - GAMMA+

   : 제어기 성능확인 및 

개선

 - COPA

   : 통계적 성능해석 모듈

   : 입자파손율 계산 모듈 

개선

   : FP 방출거동 평가모듈 

개발

원자로 운전성능분석 및 

핵분열생성물 거동분석 

모듈 개발

 (연구성과물) 기술보고서 7건, 설계문서 12건, 프로그램 등록 4건, SCI 

논문 3건, 국내외 발표논문 14건, 기술이전 1건

 노심핵설계코드(DeCART2D/CAPP) 

  - 핵자료 개선을 위한 PSM 기법 구현 및 검증, CAPP 코드 과도해석 모듈 

개발 및 기본검증, 노심인자 불확실도 해석 체계 검증 계산(IAEA CRP), 

VHTRC 시험자료(핵연료봉, 핵연료블록) 이용 코드(DeCART2D, 

McCARD) 검증 수행함.

<PSM 기법에 의한 스펙트럼 및 다군 다면적 생산 결과>

목표 달성도 

:100 %

기여도 :

수소기술개발 

로드맵 기여,

GEN-IV 

방법론 및 코드 

검증(CMVB) 

프로젝트 / 

핵연료 및 

핵연료사이클 

(FFC) 프로젝트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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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 내용 연구실적
목표 달성도

및 기여도
 - 운전성능분석 모듈개발

   : 개별 제어논리 개발 및 

검증

   : 운전 제어논리 작성

 - 핵분열생성물(FP) 

거동분석 모듈 개발

   : FP 침착모듈 개발

   : SI계통 삼중수소 

거동분석 모듈 개발 

고온열 이용 신기술 분석 

(SI, HTSE, SMR 등) 

   

<CAPP 과도해석 모듈 검증 결과>

 노심 열유체해석코드(CORONA) 

  - CORONA 코드 과도해석 모듈 개발 및 기본검증, 검증 자동화 모듈 개

발 및 25개 검증 문제 대상 적용성 확인함.

<CORONA 과도해석 모듈 검증 결과>

 안전해석코드(GAMMA+)

  - 8개의 제어기 성능 확인 및 개선, 유체/고체 물성치 보강 및 온도해석 

모듈 등 코드 개선, 5개 추가 검증 문제를 활용 코드 검증 수행함.

<제어기 성능해석 결과(예))

<핵연료 온도 계산 모델 개선>

 핵연료 성능분석 코드(COPA)

  - TRISO 응력 해석을 위한 통계적 성능해석 모듈 개발, 완전 적분법을 적

용한 입자파손율 계산 모듈 개발, 붕괴사슬을 포함한 FP 방출계산 모둘 

개발, Gen-IV VHTR 벤치마크 문제 활용 코드 검증 수행함.

<입자파손율 계산 결과> <NCC 벤치마크 계산결과>

 운전성능분석 모듈 개발

  - 고온가스로 개별 제어노리 개발 및 성능 검증. 운전 제어논리 및 설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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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 내용 연구실적
목표 달성도

및 기여도
방법론 체계화함.

<동적 제어기를 활용한 제어논리 성능 확인>

 핵분열생성물(FP) 거동분석 모듈 개발

  - FP 침착(Plate-out)용 단일핵종 해석모듈 개발 및 기초검증, 삼중수소

해석코드(TROPY) SI계통 분석모듈 개발함.

<FP 침착모듈 기초 검증(JAEA OGL실험>

<SI 계통 해석 (KIER 모델)>

 고온열 이용 신기술 분석

  -수소생산시스템(SI, HTSE, SMR) 최신 정보수집 및 분석, 최신 기술 기

반 HTGR 연계 수소생산 공정별 흐름도 작성 및 물질수지/열수지 계산, 

HTGR 출구 온도별 공정별 수소생산효율 및 열 이용율 평가함. SI열화

학 수소생산에서 분젠공정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 개념 제시함.

<각 공정별 수소생산효율 및 열 이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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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 내용 연구실적
목표 달성도

및 기여도

<정량비율 신 분젠반응 공정 개념도>

2차

년

도

핵심 설계코드 검증

 - DeCART2D/CAPP 

   : 과도해석 모듈 검증 

   : GAMMA+/CAPP 

과도해석 연계모듈 

개발

 - CORONA

   : 과도해석능 검증

   : 우회유량시험 검증

   : 천이/제어블록 해석 

모듈 개발

 - GAMMA+

   : 기긱 모델 검증 및 

개선

 - COPA

   : 코드 모듈 통합 및 

검증

원자로 운전성능분석 및 

핵분열생성물 거동분석 

코드 개발

 - 운전성능분석 모듈개발

   : 제어봉 출력 제어논리 

모듈 작성

   : 원자로 출력 과도운전 

해석

 - 핵분열생성물(FP) 

거동분석 코드 개발

   : FP 침착코드 원형 

개발

   : PCHE내 삼중수소 

거동분석 및 모듈 

통합

원자로/고온열 이용 시스

 (연구성과물) 기술보고서 9건, 설계문서 11건, 프로그램 등록 4건, SCI 

논문 1건, 국내외 발표논문 21건, 기술이전 3건

 노심핵설계코드(DeCART2D/CAPP) 

  - CAPP 과도해석 모듈 검증, GAMMA+/CAPP 과도해석 연계계산 모듈 개

발 및 기본 검증, VHTRC 시험자료(노심) 이용 코드(DeCART2D, 

PSM/DeCART2D 연소계산 모듈 구현하고 검증을 수행함.

<GAMMA+/CAPP 과도해석 연계체계 및 해석결과>

<JAEA VHTRC 시험자료 활용 코드 검증 결과>

 노심 열유체 해석코드(CORONA) 

  - 상용 CFX 코드, CAPP, GAMMA+ 코드를 활용한 CORONA 코드 과

도해석 모듈 검증, 서울대 우회유량시험 자료 이용 CORONA 코드의 

우회유동(Bypass flow) 및 교차유동(Cross flow) 해석 검증. 천이블록 

열 혼합 및 제어봉 열해석 모듈 개발 및 기본 검증을 수행함.

<CORONA 과도해석 검증 결과>

목표 달성도 

:100 %

기여도 :

수소기술개발 

로드맵 기여,

GEN-IV 

방법론 및 코드 

검증(CMVB) 

프로젝트 / 

핵연료 및 

핵연료사이클 

(FFC) 프로젝트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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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 내용 연구실적
목표 달성도

및 기여도
템 연계 성능평가

<서울대 우회유량시험 검증결과>

 안전해석코드(GAMMA+)

  - GAMMA+ 부품 (펌프, 순환기, 방출밸브, 관성밸브, 냉각기, 비등수조, 열

전도관) 모델 시험용 개념문제 작성 및 성능 입증, 수치안정성 및 안전입증

시험 등 10개 코드 검증문제 추가 및 검증, 코드 개선 및 검증을 수행함

<비등수조 부품 모델>

<KAERI NACEF RCCS 실험장치 검증>

 핵연료성능분석코드(COPA)

  - 8개 모듈 통합 프로그램 작성 및 모듈간 연계계산 가능토록 개선, IAEA 

CRP-6 및 Gen-IV 벤치마크 문제 활용 통합 코드 검증을 수행함

<COPA 통합 프로그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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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 내용 연구실적
목표 달성도

및 기여도

<Gen-IV 벤치마크 활용 COPA FPRC 검증 결과>

 운전성능분석 모듈 개발

  - 출력 과도운전용 제어봉 이동 제어논리 구현, 정속 100-25-100%, 급속 

100-25-100%, 10% 스텝 부하 감발 등 원자로 출력 과도운전 해석을 수행함

<원자로 출력 과도운전 해석 결과>

  - (연구성과물) 설계문서 1건

 핵분열생성물(FP) 거동분석 코드 개발

  - FP 침착(Plate-out)해석 POSCA(Plate-Out Surface and Circulating 

Activites) 원형 코드 개발, 다수 핵종 모델, 구조재 침투 모델, 중성자 

반응 모델 및 각종 상관식 추가, 코드 검증 V&V Matrix 수립함.

  - 삼중수소해석코드(TROPY) PCHE내 삼중수소 거동분석 모듈 추가 및 

모듈 통합, Leakage 및 정화계통 모델 추가하였음.

<타 코드와 POSCA 코드 기능 및 성능비교>

<TROPY 코드 PCHE 모듈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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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 내용 연구실적
목표 달성도

및 기여도
 원자로/고온열 이용시스템 연계 성능평가

  - 수소/전력 병합 생산에 따른 공정흐름도를 바탕으로 수소/전력 생산량 도

출, 고온가스로 출력 온도 및 생산 공정 조합별 수소-전력 생산단가 추정 

및 B/C 평가, 해외 HTSE 공정 분석 및 효율 향상을 위한 공정흐름도 구

성, 신분제 공정 개념설계, HTGR-HTSE 공정 모사 및 효율 비교를 수행함

<공정별 수소생산 단가 및 B/C 비교 (최대 수소생산 기준)>

3차

년

도

핵심 설계 코드 고도화

 - DeCART2D/CAPP 

   : 코드 검증

   : CORONA/CAPP 

연계모듈 개발

 - CORONA

   : 감마히팅 해석능 개발

   : 우회유량 Gap 

복사열전달 모델 개발

 - GAMMA+

   : 수냉각 모델 검증

 - COPA

   : 고연소도 핵연료 물성 

평가

   : 병렬화 프로그래밍 및 

GUI 모듈 개발

운전성능분석 및 

핵분열생성물 거동분석 

코드 검증

 - 운전성능분석 모듈개발

   : 정지냉각계통 모델링 

및 성능확인

   : 원자로 기동 및 정지 

운전 해석

 - 핵분열생성물(FP) 

거동분석 코드 개발

   : FP 침착코드 검증

   : 삼중수소 거동분석 

코드 검증

원자로/고온열 

 (연구성과물) 기술보고서 14건, 설계문서 17건, 프로그램 등록 3건, SCI 

논문 2건, 비SCI 논문 1건, SCI 논문게재 승인 4건, 국내외 발표논문 21

건, 기술이전 1건

 노심핵설계코드(DeCART2D/CAPP) 

  - 공통검증문제 및 GT-MHR 벤치마크 문제 활용 코드 검증, 

CORONA/CAPP 연계해석 모듈 개발 및 기본검증을 수행함

<CORONA/CAPP 연계해석 체계 및 해석결과>

 노심 열유체해석계 코드(CORONA) 

  - 감마히팅 해석 모델 및 우회유량 Gap 복사열전달 모델 개발 및 검증을 

수행함

<감마히팅 해석결과>

<우회유량 Gap 복사열전달 모델 검증 해석결과>

목표 달성도 

:100 %

기여도 :

수소기술개발 

로드맵 기여,

GEN-IV 

방법론 및 코드 

검증(CMVB) 

프로젝트 / 

핵연료 및 

핵연료사이클 

(FFC) 프로젝트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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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 내용 연구실적
목표 달성도

및 기여도
이용시스템 연계 최적화 

방안

 안전해석코드(GAMMA+) 

  - 수냉각 모델 검증, PK 평가 포함 공통검증문제 활용 코드 검증 및 

PBMR-400 벤치마크 GAMMA+/CAPP 연계 과도해석을 수행함.

<수냉각 모델 검증 결과>

<PBMR-400 벤치마크 GAMMA+/CAPP 연계 과도해석 결과>

 핵연료성능분석코드(COPA) 

  - 고연소도 핵연료 물성평가 절차 개발, COPA 코드에서 많은 계산시간이 

소요되는 FPRC, FPRF, FAIL 모듈 병렬화 프로그래밍 및 입력/출력 

GUI 모듈을 개발함.

<고연소도 물성평가 절차 개발>

<병렬화 프로그램 계산 비교 및 GUI 개발 결과>

 운전성능분석 모듈 개발

  - 정지냉각계통 모델링 및 성능 확인, 원자로 기동 및 정지 운전 해석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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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 내용 연구실적
목표 달성도

및 기여도

<원자로 정상 기동 해석 결과>

 핵분열생성물(FP) 거동분석 코드 개발

  - JAEA OGL-1, JAEA TLG-1, FZJ VAMPYR-1, CEA COMEDIE 등 실

험결과 활용 FP 침착코드(POSCA) 검증, GA Peach Bottom, 

MHTGR-350, JAEA GTHTR300C 벤치마크 활용 삼중수소 거동분석 코

드(TROPY) 검증 및 PCHE 재료에 따른 삼중수소 오염 평가를 수행함

<실험자료 활용 POSCA 코드 검증 결과>

<벤치마크 문제 활용 TROPY 코드 검증 결과>

 원자로/고온열 이용시스템 연계 최적화 방안

  - HTGR-SI, HTGR-HTSE, HTGR-SMR 등 공정별 수소-전력 병합생산

에 대하여 출력변동(HTGR-HTSE) 산소판매(HTGR-SI, HTGR-HTSE), 

수소 판매가 변동(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 목표가), 공정 효율 향상

(HTGR-SI, HTGR-HTSE)에 따른 B/C 분석, 외부 전력 공급

(HTGR-HTSE)에 따른 수소생산 단가 분석 수행함. HTSE 수전해셀 동

적해석 모델 개선, SI열화학 분젠공정 효율 개선을 위한 신분젠공정 실

험장치 개념설계 및 수치적 검증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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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목표 미달성 시 원인(사유) 및 차후대책(후속연구의 필요성 

등)

RFP 내용 연구실적
목표 달성도

및 기여도

<수소퍈매단가 및 외부 전력 공급에 따른 B/C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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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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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계획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 있는 핵심기술의 우수성은 미국 USNC사가 주관하는 캐나다 오지 광산

지역에 건설을 목표의 MMR-10 실증사업에 222만불의 기술용역 수출을 통해 MMR-10 원자

로 노심설계 및 안전해석에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설계기술들이 100% 활용되고 있다. 기술용역 

수출은 개발 기술을 MMR-10의 일부 설계에 적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결과물만 제공하기 

때문에 원천기술의 누출 가능성이 없다. 미국 USNC사는 캐나다 원자력연구소(Canadian 

Nuclear Lab.) 부지에 MMR-10 실증로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우리 기술이 향후 

MMR-10 실증사업의 기본설계 및 건설/실증사업에까지 참여하게 된다면 개발 기술에 대한 

인허가성을 확보할 수 있고 고온가스로 설계 경험까지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19.10)에 따르면 물분해 수소생산 기술개발의 일환으로 초고온

가스로로 기술분류에 포함되어 있고 부문별 추진전략에 ‘초고온 시험로 기술개발’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핵심기술은 ‘초고온 시험로 기술개발’이 추진된다면 초고온 시험로 

설계에 활용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 있는 국내 독자 개발 핵심 설계해석 코드는 국내에서 초고온가스로를 

연구하는 대학과 산업체 등에 기술 이전하여 초고온가스로 관련 전반의 기술 개발에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안전해석코드는 핵융합로 고유 안전해석코드 개발의 기반 코드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본 기술은 조만간 본격적으로 착수될 GIF 초고온가스로 시스템의 코드 방법론 및 검증 

프로젝트 등 해당 프로젝트에 기여 실적물로서 활용되어, GIF 국내 협력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경쟁력 있는 초고온가스로의 설계해석 코드는 

MMR-10 실증사업, 초고온 시험로 기술개발 등을 통해 기술 실증이 확보된다면 EU의 화력발

전 대체 고온가스로 개발사업 및 MMR-10 후속 상용화 사업 등 고온가스로 기술이 필요한 해

외 시장 진출에도 활용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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