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1.

수소생산로로 적합한 VHTR (Very High

은 수소생산모듈로 열을 전달Temperature Reactor)

하는 중간루프가 있다 이 중간루프와 수소생산.

모듈사이에 연결부품으로 황산분해기 및 공정열

교환기 가 있으며(PHE: Process Heat Exchanger)

이 장치들을 통하여 원자력에너지가 수소생산에

너지로 전달된다 이하에서 운전되는[1]. 600°C

황산분해기와 달리 분해기라고도 부르는SO₃

는 의 고온뿐만 아니라 과 수소PHE 950°C VHTR

생산모듈사이에 형성되는 이상의 큰 압4MPa 력

차도 감당하여야 하는 부품으로 개발이 세계적으

로 주목되고 있다 수소생산모듈은 금속을 잘 부.

식시키는 황산과 가 있어서 재질은 황산SO PHE₃

에 부식되지 않는 재료가 요구된다 개발 연. PHE

구는 현재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

다 하나는 세라믹재료로 를 개발하는 것으로. PHE

세라믹의 우수한 부식 및 열적 특성을 이용하고

기계적인 파손문제를 극복하는데 주력하는 연구

이다 다른 하나는 금속열교환기에 코팅기술[2,3].

을 접목하는 것으로 부식이 일어나는 열전, PHE

달 표면에 세라믹코팅을 하여 부식을 차단하는

연구이다 이들은 현재 개념적인 설계를 마치고.

소형시편을 제작하여 그 실용성을 검증하는 단계

에 있으며 실제 원자로 운전조건에서 기계화학적

인 건전성을 입증하는 연구가 필요한 상태에 이

르렀다 본 논문에서는 원자력연구원에서 제작.

중인 10~ 급 소형 시편을 검증 시험할20kW PHE

수 있는 소형가스실험루프의 설계제작에 관한/

연구를 기술하였다 설계한 루프는 온도. 950°C

압력 인 원자로조건을 구현할 수 있으며6MPa ,

대기압에서 황산을 최대 까지 가열한다900°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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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s. The operating condition of the gas loop is a temperature up to 950°C and a pressure up

to 6.0MPa. The thermal and fluid dynamic design of the loop is dependent on the structures that

enclose the gas flow, especially primary side that has fast gas velocity. We designed and constructed a

small scale sulfuric acid experimental system which can simulate a part of the hydrogen production

module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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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계통2.

소형가스실험루프의 일차계통은 과 같이Fig. 1

가스순환기 가스온도를 까지 올리는 예열, 500°C

기 가스온도를 까지 올리는 고(pre-heater), 1000°C

온가열기 고온가스덕트(main heater), (hot gas

시험을 위한 공정열교환기 냉각기duct), (PHE),

가압기 등으로 구성된다 일(cooler), (pressurizer) .

차계통의 설계 조건은 아래와 같다.

작동유체○ 질소 또는 헬륨

설계 온도압력/○ 1000 °C / 6MPa

설계 유량○ 2.0 kg/min

기계설계 요구조건2.1

소형가스루프의 기계설계 요구조건은 유체유발

진동 소음유발진동 및 열응력 등 세 가지 요소,

들을 점검하여 도출하였다.

유체유발진동2.1.1

가열기 열교환기 고온가스덕트 등의 가스루프, ,

부품은 고속의 질소나 헬륨이 흘러가면서 유체유

발진동으로 파손될 수 있는데 불안전성, Whirling

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임계속도를 점검하

였다.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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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은 좌변의 등가속도가 와류발산공진 (vortex

이상인 영역에서 유효하다shedding resonance) .

소음진동2.1.2

장치와 장치 간에 연결된 배관이나 루프 중간

중간에 있는 공동 은 소음진동을 유발하는(cavity)

원인이 된다 이 소음진동으로 가열기나 열교환.

기 내벽에 설치한 단열키트의 판을 손상시키거나

고온가스덕트의 내부 구조물을 파괴시킬 수 있

다 저압 및 고온 가스 중에서의 음속은 다음과.

같이 온도에 대한 관계식을 갖는다 [5].

M

T
S

ℜ
=

γ
υ

, (2)

여기서 γ 는 정압 및 정적 조건에서 구한 비열의

비이다.

열응력2.1.3.

열응력은 구조물의 열팽창을 억제하는 주변 구

조물의 접촉부분에서 발생하거나 구조물 내부의,

비균일 온도분포로 인하여 발생한다 열응력은.

단지 제한적인 피로만을 발생시키므로 열응력의,

허용응력한도는 내압이나 구부림에 의한 응력과

같은 일차응력의 허용응력한도보다 상당히 크다.

그러나 운전할 때마다 질소온도를 최대 까1000°C

지 올려야 하는 환경에서는 고온 thermal cycling

에 의한 파손을 무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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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장치설계2.2

고온가열기2.2.1

고온가열기 는 가스온도를 최대(main heater)

까지 올려주어야 한다 금속가열기는 자체1000°C .

열 때문에 유체를 이상 가열하다 녹게 된900°C

다 그러므로 자체온도가 최대 이상까지. 2500°C

올라가도 망가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그라파이

트 계통의 복합체를 가열기로 히터로 선정하C-C

였다 고온가열기의 압력베셀은 고온단열키트로.

내부를 단열한다 내부단열은 의 가스가. 1000°C

압력베셀을 열응력으로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아

준다 내부단열키트의 금속판 은 에. (liner) 1000°C

견딜 수 있는 슈퍼알로이를 사용하고 가열기에,

서 발생하는 복사열을 반사시키는 반사체 기능도

겸한다 금속판과 베셀사이에 있는 단열재 재료.

는 세라믹파이버를 선정하였다Kaowool .

고온가스덕트2.2.2

고온가스덕트 는 의 고온과(hot gas duct) 1000°C

의 고압 환경에서 견디어야 하는 부6MPa VHTR

품실험용 가스루프 만의 고유한 구조물로 고온가

열기와 공정열교환기 사이에 설치한다 고온가스.

덕트는 배관 카울 단열재 세라믹라이너로 구성, ,

되며 유체와 세라믹라이너의 마찰 전단력에 의한

세라믹라이너의 축 방향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

를 열교환기 쪽 플랜지에 설치하였다 가Stopper .

열기 쪽 플랜지에는 자유단으로 남겨두어 열팽창

에 의한 세라믹라이너와 카울 단열재의 길이 방

향으로 변화를 수용한다 단열재 두께 설계에 필.

요한 고온단열키트의 유효열전도도는 세Kaowool

라믹화이바 단열재의 열전도보다 크다 이유는.

단열재 안으로 스며든 고압의 헬륨 영향으로 단

열키트의 유효열전달 양이 커지기 때문이다 단.

열재의 유효열전도 상관식은 다음과 같다 [6].

덕트가 수평일 때,

),(1070.40196.0 4 KTeff

−×+=λ (3)

덕트가 수직일 때,

).(1004.60201.0 4 KTeff

−×+=λ (4)

순환기2.2.3

가스루프의 순환기는 오일이 루프로 유입되지

않는 가스베어링 순환기를 사용하는데 이유는,

순환기 오일이 루프에 유입되면 함유되어 있는

산소가 그라파이트계열의 히터와 고온에서 반응

하여 고온히터를 망가트리거나 고온가스덕트,

등의 고온장치를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가스PHE .

베어링이란 액체 대신 가스를 윤활제로 사용하는

베어링이며 고속 고정밀의 회전이 가능하고 윤,

활제에 의한 오염이 없다 가스루프의 순환기로.

선택한 베어링은 동압공기베어링인 포일베어링

으로 베어링 면과 포일의 변형으(air foil bearing)

로 더 많은 조립 공차 및 열팽창 및 열수축으로

인한 운전 시 를 허용할 수 있어 고misalignment

온 환경에서의 사용이 적합하다.

공정열교환기2.2.4

공정열교환기 는 수소생산모듈의 연(PHE) VHTR-

계부품으로 일차계통의 고온가열기에서 나온 고

온헬륨으로 이차항산계통의 를 가열하고SO SO₃

와 로 분해하여 분해기 라고도 부른O “SO ”₂ ₂ ₃

다 슈퍼알로이 표면에 부식에 강한 세라믹. SiC

재료를 이온빔혼합하여 박막처리를 한 를 한PHE

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 중이다 는 현[7]. Fig. 2

재 제작 중에 있는 10~ 급 시편를 나타20kW PHE

낸 것으로 판형이며 일차측 판의 유로는, Printed

형 과 같고 측은circuit heat exchanger [8] SO₃

형으로 유로 공간을 크게하여 촉매를 장plate-pin

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이다 는 샌PHE . PHE

(a) 3D layout

(b) Single element of a hybrid pair

Fig. 2 Layout of a Process Heat Exchanger



드위치처럼 판을 교대로 적층하여 외부 프레임과

함께 확산결합 하여 기본구조를(diffusion bonding)

완성한다 이온빔혼합은 산소 나 질소 등 순수.

혼합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하여SiC

진공챔버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시편. PHE

의 크기는 진공챔버 규모에 제한을 받는다.

일차계통 압력손실2.2.5

일차계통의 압력손실은 순환기의 주요 사양이

다 구성장치들의 마찰 압력손실은 상관. Blasisu

식을 사용하고 질량유량계의 압력손실계수는 유,

량계 시험자료 표를 사용하였다 일차계통의 설.

계압력손실로 계산의 불확실도와 설계여유도를

고려하여 설정한다.

이차황산계통3.

이차황산계통은 수소생산모듈을 일부 모의한

계통으로 와 같이 정량펌프 황산예열기 황Fig. 3 , ,

산분해기 증발기 공정열교환기 고온냉각기 분( ), , ,

리기 세정기 및 집수조 등으로 구성되, (scrubber)

어 있다 황산유량은 정량펌프에서 조절하고 황. ,

산은 예열기에서 까지 예열되며 황산분해300°C ,

기에서 와 증기로 분해된 후 까지 승SO 500°C₃

온된다 가스는 에서 와 로 분. SO PHE SO O₃ ₂ ₂

해된다 와 그리고 미반응 는 고온. SO O SO₂ ₂ ₃

냉각기에서 이하로 냉각된 후 냉각과정에200°C

서 혼합가스 내에 존재하는 증기가 물로 응축되

면서 혼합가스 중에 존재하던 미반응의 삼산화

황과 반응하여 액체황산을 생성한다 생성된 황.

산은 분리기에서 분리 수거되고 는 세정기SO₂

에서 제거된다 는 집수조에 액체 상태로 수. SO₃

집된다 이차황산계통의 설계조건은 아래와 같다. .

작동 유체 황산○

설계 온도○ 950 °C

설계 압력○ 1.0 MPa.

설계 유량○ 1.0 kg/min

측정 및 제어4.

측정변수는 일차계통의 경우 운전변수인 온도,

압력 유량이며 이차황산계통은 온도 압력, , , PH

및 이다 유량은 측정정확도가 로 매우O . ±0.5%₂

우수한 튜브 형 질량유량계를 선정하였다 온U- .

도는 열전대를 설치하였다 고온가스측정k-type .

에 있어서 열전대는 열전대 표피의 자체복사열로

인하여 측정의 정확도가 매우 낮아진다 복사[9].

열전달로 인한 온도 왜곡을 줄이도록 한 곳에 서

로 다른 두께의 열전대를 설치하였으며 복사보(

상열전대 두개의 열전대를 설치하기가 용이하[9])

지 않은 곳은 한 개를 설치하였다 시험대의 입.

구온도조건은 예열기와 주가열기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유지한다 일차측은 가열기와 에서. PHE

큰 온도차가 발생하므로 운전 중에 큰 압력변동

이 유발된다 이를 제어할 수 있도록 축압기.

를 설치하였다 축압기는 내부에 얇(accumulator) .

은 고무계통의 격막이 있어 이를 통하여 루프와

압력조절측을 물리적으로 유연하게 분리하여 준

다 압력조절 방법은 축압기에 부가적으로 고압.

의 질소탱크 압력조정기 질소방출밸브를 설치하, ,

고 요구되는 압력에 도달할 때까지 압력조정기로

질소를 주입하거나 질소방출밸브로 질소를 배출

하여 요구되는 압력을 맞춘다 유량은 가스순환.

기의 인버터와 유량조절밸브 유량 바이패스밸브,

등 세 가지의 장치가 실험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유량조건을 손쉽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해준다.

결과 및 논의5.

루프에서 유체유발진동과 소음진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기계설계요건들은 식 과 로(1) (2)

계산하여 에 수록하였다 주요장치들의 설Table 1 .

계명세는 질소가스에 대하여 도출한 것을 소형가

스루프 설계에 반영하였다 일부 장치는 매우 높.

은 온도에서 가동되기 때문에 압력베셀이 열응력

으로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는 내부 단열키트를

장착하였다 금속재료의 온도가 이상 되는. 650°C

Fig. 3 Layout of a sulfuric acid loop



항목 설계요구조건

FIV )/( fDU < 30 for N2 (80 for He)

AV U << 300m/s (N2), 1700m/s (He)

열응력 내부단열재 설치○ GT > 650 °C

베셀의 최고온도 < 300 °C○

고온
가열기

가열기 출구○ GT > 1000 °C

가열기 최대온도 < 1500 °C○
압력용기 평균온도 < 300 °C○

고온가스
덕트

덕트배관 외부온도 < 300 °C○
미터당 열손실 < 1000 W/m○
내부단열키트 두께 > 27 mm○
배관 두께 > 11 mm○

Table 1. Design Requirements for Primary Loop

영역에서는 응력자료가 충분치 않아 장치설계가

불가능하다 재료로 사용하는 철강이나 니. VHTR

켈 크롬 합금은 이하의 온도조건에서 크리450°C–

프나 크리프효과를 무시될 수 있다 따라서 루프.

의 배관과 장비들의 내부에 단열재를 설치하여

메탈의 온도를 안전여유도를 고려하여 이300°C

하로 유지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따라서 온도.

가 이상 높아지는 장치는 모두 내부 단열650°C

키트를 갖추도록 설계하였다 제작에 사용한.

단열재의 순수 단열성능이 우수하지만Kaowool

전도도 내부단열키트의 유효전도도는( : 0.2W/mK),

순수 의 전도도보다 온도에 따라Kaowool 2~ 배3

가량 컸다 고온가스덕트 열 해석 결과 단위[6].

길이 당 열손실은 인 것으로 나타났으1943W/m

며 길이 고온가스덕트의 출구 유체 온도는1.0m

입구 온도에 비해 약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50℃

났다 고온가스덕트 배관 표면 온도는 설계 요건.

인 로 계산되어 설계요건 온도 보다292 300℃ ℃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설계요건을 만족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금속가열기는 유체를 이상. 900°C

가열하는데 부적절하였으며 자체온도를, 2500°C

이상 올릴 수 있는 그라파이트 계열의 복합C-C

체가 고온 가스실험장치의 주가열기로 매우 적절

하였다 시험대인 판은 이온빔혼합작업을 수. PHE

행할 진공챔버의 크기에 제한을 받는다 현재 폭(

길이 로 제작 중 제작 설치한 일150mm 250mm ).

차계통 사진을 에 나타냈다Fig. 4 .

이차황산계통 설계의 핵심은 금속부식이 매우

강한 황산을 이상 가열하는 것이다 황산600°C .

을 까지 가열하기 위하여 테프론라이닝에300°C

튜브 재질을 장착한 예열기를 와 같이SiC Fig 5

설계제작하였다 예열기로부터 받은 의 황/ . 300°C

산을 까지 가열하는 황산분해기는 설계가600°C

예열기와 거의 같으나 테프론라이닝 부품을 황산

부식에 강한 혹은 세라믹으로 대체한 점이C276

다르다 황산냉각기도 에 나타낸 바와 같이. Fig. 6

예열기와 대칭 구조로 설계하였으며 튜브 측SiC

으로 냉각수를 흘려보내 황산 혼합가스를 냉각시

킨다 물로 냉각황산계통설계에 주의할 점은 독.

성이 강한 및 가 대기로 방출 되지 않SO SO₂ ₃

도록 장치를 구성하고 유출 되었을 때를 대비하

여 안전장치를 갖추는 것이다 집수기와 세정기.

는 를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및 를PHE SO SO₂ ₃

채집하고 부산물인 산소를 대기로 방출시키는 역

할을 담당한다 집수조의 온도가 보다 과도. 45°C

하게 높이 올라가는 경우 증기압에 의해 폭SO₃

발할 염려가 있으므로 온도 상승 감시 장치와 함

Fig. 4. Pictures of a primary loop

Hastelloy C276 

heater

SiC Tube
Teflon lined 

Fig. 5. Sulfuric acid preheater

WaterHastelloy C276 

SiC Tube
Teflon lined 

Fig. 6. Sulfuric acid cooler



께 과압보호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 제작 설치.

한 이차황산계통의 사진을 에 나타내었다Fig. 7 .

결론6.

및 수소생산모듈의 연결부품을 시험하VHTR

기 위한 10~ 급 소형가스루프를 제작하기 위20kW

한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일차계통은 초고온가스로 인한 루프구조물○

의 열응력 해소가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가스온도가 이상 예상되는 구조물은. 650°C

내부단열키트를 설치하여 금속용기의 온도를

이하로 유지 하여야 한다300°C .

일차계통 순환기는 오일을 사용하지 않는○

가스베어링 형식의 순환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차황산계통은 황산에 의한 금속부식의 방○

지가 루프설계에 최우선적인 문제이다.

이차측은 독성이 매우 강한 및 가SO SO○ ₂ ₃

대기로 방출 되지 않도록 집수기와 세정기를

설치하고 대기로 유출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안,

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후 기

본 연구는 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것으로MEST

이에 대하여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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