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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몬테칼로법에 의한 한국형 ITER TBM 핵설계 및 성능분석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서울대학교 노심핵설계연구실에서 개발된 MCCARD(Monte Carlo Code 

for Advanced Reactor Design)는 몬테칼로법에 의한 중성자 수송계산 코드

로서 연소계산 모듈을 내장하고 있으며, 온도궤환효과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

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MCCARD는 중성자 모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감마선에 대한 수송계산능을 내장하고 있으며, 감마선의 거동에서 도출되는 

핵특성 인자-감마선속, 감마선에 의한 열생성-에 대한 해석계산능을 갖고 있

다. 이러한 MCCARD의 다양하고 검증된 계산능을 고려해 볼 때, MCCARD

가 핵융합로 블랑켓의 노물리 설계 및 핵적 특성해석에 매우 적합한 도구임

에 분명하다.

    이 과제의 목적은 국제열핵융합로(ITER;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에 장착하여 그 성능을 시험할 한국형 TBM(Test 

Blanket Module)의 노물리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국내에는 핵융

합 블랑켓에 대한 노물리 설계 연구경험이 충분하지 않으며, 노물리 설계해

석을 위한 방법론과 적절한 전산도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과제에

서는 서울대학교의 몬테칼로 전산코드인 MCCARD를 활용하여 한국형 

ITER TBM에 대한 노물리 설계 및 핵설계 성능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세

부적으로는 한국형 ITER TBM의 핵설계 모형을 개발하고 노물리 성능을 향

상하기 위한 수치실험이 수행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생산된 몬테칼로 수치

실험 자료는 향후 한국형 ITER TBM의 설계모형 최적화를 위한 기본 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제에서는 현재 국제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헬륨냉각 

액체형 블랑켓(HCML; He-Cooled Molten Li Breeder Blanket)과 헬륨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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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형 블랑켓(HCSB; He-Cooled Solid Breeder Blanket)을 연구대상으로 

선택하 다. 이 두 형태의 블랑켓 모형에 대한 노물리 측면에서의 특성과 장

단점이 서술될 것이며, 대상모형의 물질조성과 설계인자들이 노물리 성능에 

미치는 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또한, 이 과제를 통하여 핵융합 

블랑켓에 대한 수치실험 설계도구로 사용된 MCCARD의 중성자 및 감마선 

수송계산능에 대한 보다 정 한 검증을 수행하고, 여타 관련분야로의 응용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 과제는 국제핵융합로에 장착하여 성능을 

시험할 한국형 ITER TBM의 노물리 및 핵설계 특성해석을 몬테칼로 전산코

드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핵융합 블랑켓의 핵설

계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노물리 방법론을 제시할 것이며, 블랑켓의 노

물리 설계해석을 위하여 설계인자와 성능인자를 정량화할 것이다. 세부적인 

핵설계 및 노물리 성능분석은 헬륨냉각 액체형 블랑켓(HCML)과 헬륨냉각 

고체형 블랑켓(HCSB)을 대상으로 진행될 것이다. 각각의 블랑켓에 대해서 

동일한 설계개념을 갖는 DEMO 블랑켓과 TBM 블랑켓이 제안될 것이며, 최

종적으로 한국형 ITER TBM의 노물리 설계현황을 분석하고 평가할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핵융합 블랑켓의 핵설계 수행을 위한 노물리 방법론 제시 및 핵융합 블랑

켓의 노물리 설계인자와 성능인자 정량화

2. 헬륨냉각 액체형 DEMO 블랑켓과 헬륨냉각 고체형 DEMO 블랑켓의 핵

설계모형 최적화 및 노물리 성능 평가

3. 헬륨냉각 액체형 TBM 블랑켓과 헬륨냉각 고체형 TBM 블랑켓의 핵설계

모형 도출 및 노물리 성능 평가

4. 한국형 ITER TBM 블랑켓의 노물리 설계현황 분석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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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개발결과

    이 과제의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핵

융합로의 필수적 장치 중의 하나인 삼중수소 증식 블랑켓의 노물리 특성해

석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 으며, 핵융합 블랑켓에서의 중성자 및 감마선 

거동을 예측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MCCARD에 의한 몬테칼로 수송계산을 

수행하 다. 또한, 삼중수소 증식 블랑켓의 노물리 특성 최적화를 위하여 흑

연 반사체(graphite reflector)와 Pb multiplier를 활용하는 설계개념을 도입하

으며, 이러한 설계개념이 헬륨냉각 액체형 블랑켓과 헬륨냉각 고체형 블랑

켓에 각각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 다.

    헬륨냉각 액체형 블랑켓의 경우에는, 흑연 반사체를 활용하여 반사체가 

없는 블랑켓 개념에 비해 훨씬 향상된 노물리 성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

으며, 저농축 Li-6을 갖는 삼중수소 증식물질(Tritium Breeder) 만으로도 충

분한 수준의 삼중수소증식율(Tritium Breeding Ratio)을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헬륨냉각 고체형 블랑켓의 경우에는, 흑연 반사체와 Pb 

multiplier를 결합한 형태의 삼중수소 증식 블랑켓을 제안하 으며 노물리 해

석계산 결과에 의하면 기존 개념의 고체형 블랑켓에 상응하는 설계특성과 

노물리 성능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ITER 핵융합로에 장착될 한국형 TBM인 헬륨냉

각 액체형 블랑켓의 핵설계 및 노물리 특성해석을 수행하 다. 이와 함께 헬

륨 냉각재의 냉각계통(cooling channel)과 삼중수소 유로(tritium flow path)

에 대한 설계 작업이 수행되었다. ITER TBM의 Li inventory에 대한 제한치

(molten Li의 총량을 30 liters 이하로 유지)를 만족하기 위해서 블랑켓의 구

조설계 변경작업을 수행하 으며, 흑연 산화(graphite oxidation)를 방지하기 

위해서 pebble beds 형태의 흑연 반사체에 SiC 피복 (10∼15μm)을 추가하는 

개념을 도입하 다. 검증계산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SiC 피복을 갖는 흑연 

반사체가 한국형 TBM 모형의 노물리 특성에 거의 향을 주지 않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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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이 과제는 국제열핵융합로(ITER)에 장착될 한국형 TBM의 핵설계 해석 

및 노물리 성능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형 ITER TBM에 대한 보다 정

한 설계 해석 및 성능 분석을 위하여, 몬테칼로법에 의한 중성자 및 감마선 

수송계산코드인 MCCARD를 활용하 다. 세부적으로는 이 과제를 통해 한국

형 ITER TBM의 핵설계 모형에 대한 노물리 최적화 작업이 수행되었으며, 

MCCARD에 의해 생산된 핵융합 블랑켓에 대한 수치실험 자료는 향후 

TBM의 설계모형 최적화를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제의 연구 결과와 경험을 통해서, DEMO 블랑켓과 TBM 블랑켓을 

포함하여 다양한 핵융합 블랑켓 설계의 노물리 성능에 대한 비교분석이 가

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대상 블랑켓 모형의 물질조성과 설계인

자들이 핵설계 성능에 미치는 향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 가능할 것이며, 이

로 인해 최적 블랑켓 모형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성과 이외에도 대상 블랑켓 모형의 핵설계 

및 노물리 특성에 대한 수치실험 자료를 제공한 MCCARD의 중성자 및 감

마선 수송계산능에 대한 보다 정 한 검증이 수행될 수 있을 것이며, 본 과

제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몬테칼로 수송계산 방법론에 대한 응용범

위의 확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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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Neutronic Design and Performance Analysis of Korean ITER TBM 

by Monte Carlo Method

Ⅱ. Objectives and Needs for the Project

    MCCARD (Monte Carlo Code for Advanced Reactor Design) is a 

Monte Carlo code for neutron transport calculations developed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It has integrated the depletion calculation module and 

the neutronic analysis module. It is capable of taking into account the 

temperature feedback effect. In addition, MCCARD has a transport module 

for secondary photons generated from the neutron transport process and 

an analysis module for nuclear parameters derived from the photon 

behaviors, e.g., photon flux and photon heating. Because of these 

capabilities of MCCARD, MCCARD is chosen as an analysis tool 

adequate for neutronic design of the fusion blanket and Monte Carlo 

estimate of the nuclear characteristics of the blanket system.

    The objective of this project is to develop a neutronic design of the 

Korean TBM (Test Blanket Module) which will be installed in ITER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The performances of 

the Korean TBM are supposedly evaluated through various benchmark 

tests. Up to now, however, research activities and experiences for 

neutronic design of the fusion blanket are not sufficient in Korea. 

Methodologies and computing tools adequate for the neutronic design 

analysis have not been established. This project aims at analyzing the 

neutronic design and the nuclear performances of the Korean ITER TBM 

through the Monte Carlo transport calculations by MCCARD. To be 



- vi -

specific, the numerical experiments for nuclear design and analysis of the 

Korean ITER TBM will be performed. The nuclear designs for improved  

neutronic performances of ITER TBM will be sought. The results will be 

utilized for a design optimization of the Korean ITER TBM.

    Two types of tritium blankets such as  HCML (He-Cooled Molten 

Li) blanket and HCSB (He-Cooled Solid Breeder) blanket, which have 

been studied intensively via international joint-research efforts, are 

considered as the potential candidates in this project. Neutronic 

performances and nuclear characteristics of these two blankets will be 

investigated. Impacts on the neutronic performances of material 

compositions and design parameters will be quantified in detail. Monte 

Carlo calculation module for the neutron and photon transport will be 

verified more thoroughly to consolidate the capabilities of MCCARD as 

fusion blanket neutronics design and analysis tool.

Ⅲ. Scope and Contents

    The scope of this project includes the followings:

- establish neutronics methodologies for nuclear design of the fusion    

blankets

- quantify design constraints and the performance parameters of the two 

types of tritium breeding blanket models: HCML and HCSB blanket 

models.

- analyze and provide neutronic performances and nuclear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ITER TBM.

Detailed research contents are summarized below:

1. Neutronic methodologies for nuclear design of the fusion blanket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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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ed,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design constraints and 

performance parameters was quantified more clearly.

2. For the two types of DEMO blankets, HCML and HCSB, the design 

parameters were optimized and the neutronic performances were 

assessed.

3. For the two types of TBM models, HCML and HCSB, the design 

parameters were proposed and the neutronic performances assessed.

4. Current design status of the Koran ITER TBM was analyzed and 

assessed from neutronics performance standpoint.

Ⅳ. Results of Research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n this 

research, we proposed the neutronic methodologies for analyzing the 

nuclear characteristics of the fusion blanket, which is one of the essential 

components of the fusion reactor. In order to investigate the behavior of 

neutrons and photons in the fusion blanket, Monte Carlo transport 

calculations were conducted with MCCARD. In addition, to optimize the 

neutronic performances of the fusion blanket, we introduced the design 

concept adopting a graphite reflector and a Pb multiplier. Through various 

numerical experiments, it was verified that these design concepts can be 

utilized efficiently to improve neutronic performances and resolve many 

drawbacks of existing design concepts.

    In case of the HCML blanket, it is expected that the 

graphite-reflected blanket can provide far better neutronic performances  

than the non-reflected blanket, and a slightly-enriched Li breeder can 

satisfy tritium self-sufficiency of the fusion blanket. As for the HCSB 

blanket,  the graphite-reflected HCSB blanket with a Pb multiplier can 

provide the neutronic performances comparable with thos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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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al blanket.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we have conducted the nuclear design 

and the neutronic analysis of the Korean ITER TBM. In addition to these 

neutronic studies, the cooling channels of He coolant and the tritium flow 

paths were devised from the viewpoint of thermal hydraulics. To satisfy 

the constraint for Li inventory(≤30liters) imposed on the ITER TBM, the 

design parameters were changed. To prevent graphite oxidation of the 

reflector, a very thin SiC coating(10∼15μm) was supplemented on the 

surface of the graphite reflector.

Ⅴ. Proposal for Application

    The objective of this project is to analyze neutronic performances and 

nuclear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ITER TBM. To analyze neutronic 

designs and performances of the Korean TBM more thoroughly, Monte 

Carlo transport calculations were conducted. It was demonstrated that the 

Monte Carlo code MCCARD is an efficient tool for the fusion blanket 

analysis. The analyses of the Korean ITER TBM from MCCARD can be 

utilized as the basic data for the design optimization.

    The results of this project will make it possible to quantitatively 

compare the neutronic characteristics of various molten or solid Li 

blanket concepts on which the neutronic studies are in progress. In 

addition, since the relationship between design constraints and 

performance parameters was clarified partly, optimization process of the 

blanket design can be performed more systema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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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개   요

    국제열핵융합로(ITER;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과제는 핵융합 에너지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기술적 및 공학적 가

능성을 검증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핵융합실험로의 건설과 검증실험 수행

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열핵융

합로 과제에서는 중수소-삼중수소(deuterium-tritium) 핵융합의 점화조건 제

어(controlled ignition)와 효율적인 연소조건(extended burn)의 구현, 통합된 

핵융합로 환경(integrated fusion environment) 하에서 필수적인 기술수준의 

성취, 중수소-삼중수소 핵융합 에너지의 실질적 이용을 위한 고열속-고중성

자속 환경(high-heat-flux and nuclear environment)에서의 필수장치에 대한 

통합실험 수행 등의 세부적인 연구목표를 지양하고 있다.[1,2]

    몬테칼로 중성자 수송 방법론은 주어진 공간구조와 핵자료에 의해 개별

적인 중성자의 운동을 모사하여 그 결과들을 통계처리 함으로서 핵반응율, 

중성자속 또는 열출력과 같은 핵특성인자의 평균치와 통계적 오차를 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3차원 중성자 수송방정식(Transport Equation)을 수치

적으로 풀지는 않지만, 3차원 수송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상대적으로 정확한 

방식에 해당한다. 몬테칼로 방법론에서는 공간 구조를 인위적으로 단순화시

켜 물질 조성을 균질화 시킨다거나 근사적인 핵반응단면적 라이브러리-예컨

대 다군 핵반응단면적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즉, 가능한 공간구조

를 있는 그대로 모사하며 평가 핵반응단면적을 에너지의 연속함수로 취급하

기 때문에, 3차원 수송방정식의 비교적 정확한 해를 구할 수 있다. 때문에 

새로운 개념의 원자로를 설계할 경우나 또는 고가의 실험 장치를 사용하여 

실측결과를 얻어야 할 경우에, 흔히 몬테칼로 계산에 의한 수치실험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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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활용된다.

    서울대학교 노심핵설계연구실에서 개발된 MCCARD(Monte Carlo Code 

for Advanced Reactor Design)는 몬테칼로 방법론에 의한 중성자 및 감마선 

수송계산을 위한 전산코드로서, 연소계산(Depletion Calculation) 모듈을 내장

하고 있으며 온도궤환효과(Temperature Feedback Effect)에 대한 고려가 가

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3,4,5,6] 또한, MCCARD는 중성자 모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감마선에 대한 모사를 위한 수송계산능을 내장하고 있으며 감마선

의 거동에서 도출되는 핵특성인자-감마선속, 감마선에 의한 열생성-에 대한 

해석계산능을 갖고 있다.[7] 이러한 MCCARD의 다양한 계산능을 고려해 볼 

때, MCCARD가 핵융합로 블랑켓의 노물리 설계 및 핵특성해석에 매우 적합

한 도구임에 분명하다.

    이 과제의 목적은 향후 국제열핵융합로에 장착하여 성능을 시험할 한국

형 TBM(Test Blanket Module)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핵융합 블랑켓에 대한 노물리 설계나 연구경험이 충분하지 않으

며, 마땅한 노물리 설계해석 도구가 없는 실정이다. 이 과제에서는 서울대학

교의 몬테칼로 전산코드인 MCCARD를 이용하여 한국형 ITER TBM에 대

한 핵설계 및 노물리 성능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이 과제를 

통하여 한국형 ITER TBM의 핵설계모형을 개발하고 노물리 성능을 향상하

기 위한 수치실험이 수행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생산된 몬테칼로 수송계산 

자료는 향후 한국형 ITER TBM의 최적설계모형 최적화를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재 국제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며 한국형 ITER TBM의 후보모형으로서 고려되고 있는 헬륨냉각 액체

형 블랑켓(He-Cooled Molten Li Blanket)과 헬륨냉각 고체형 블랑켓

(He-Cooled Solid Breeder Blanket)을 연구대상으로 선택하 다. 다음 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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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헬륨냉각 액체형 또는 고체형 블랑켓의 핵설계 측면에서의 특성과 장단

점이 자세히 서술될 것이며, 대상모형의 물질조성과 설계인자들이 블랑켓의 

노물리 성능에 미치는 향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또한, 이 

과제를 통하여 헬륨냉각 블랑켓 모형에 대한 수치실험 자료를 제공한 

MCCARD의 중성자 및 감마선 수송계산능에 대한 보다 정 한 검증과 여타 

관련분야로의 응용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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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목표 및 내용

    이 과제는 서울대학교의 몬테칼로 전산코드(MCCARD)에 의하여 국제열

핵융합로에 장착하여 성능을 시험할 한국형 ITER TBM의 핵설계 및 노물리 

특성해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핵융합 블랑켓의 삼중수소 

및 에너지 증식과정을 기술하고 블랑켓의 성능평가를 위한 주요 설계인자를 

정의할 것이다. 또한, 효율적인 블랑켓 설계를 위해 블랑켓 구성물질-중성자 

또는 삼중수소 증식물질, 반사체, 냉각재, 구조재-에 요구되는 노물리 특성을 

기술할 것이다. 세부적인 핵설계 및 노물리 성능분석 작업은 헬륨냉각 액체

형(HCML) 블랑켓과 헬륨냉각 고체형(HCSB) 블랑켓을 대상으로 진행될 것

이며, 최종적으로 현재까지 설계된 한국형 ITER TBM의 노물리 특성을 분

석하고 평가할 것이다.

<표 1.1.1>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구   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1차년도

(2005년 2월 - 

2006년 1월)

 몬테칼로법에 

의한 한국형 

TBM의 핵설계 

및 성능분석

- 몬테칼로 계산코드(MCCARD)를 이

용한 ITER TBM의 핵설계 및 설

계모형에 따른 핵설계 성능의 민감

도 분석

- HCBS (He-cooled Solid Lithium 

Breeder)와 HCML (He-cooled 

Molten Lithium Breeder) TBM의 

최적 핵설계모형 도출

(1) 국제열핵융합로(ITER)에 장착될 한국형 TBM(Test Blanket Module)의 

핵설계 최적화를 위한 특성인자(삼중수소증식율, 에너지생성율, 중성자-

감마선 차폐능)에 대한 정의 및 목표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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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형 TBM의 핵설계 최적화를 위한 대상모형은 현재 국제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 중에 있는 헬륨냉각 고체형(HCSB) 블랑켓과 헬륨냉각 액체

형(HCML) 블랑켓을 대상으로 함.

(3) 핵설계모형의 정량적 성능분석 및 최적설계인자 도출을 위해서, 중성자

와 감마선에 대한 수송계산이 가능한 서울대학교의 몬테칼로 계산코드

(MCCARD)를 이용함.

(4) ITER TBM의 국제적 연구현황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국제적 협력연

구를 통해, 한국형 ITER TBM의 핵설계모형 개발 및 노물리 성능 향상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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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의 기술개발 현황

    핵융합 블랑켓은 삼중수소의 생산과 추출, 방사선 차폐 및 고속중성자 

운동에너지의 열에너지로의 변환 등과 같은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

한 삼중수소 증식 블랑켓의 노물리 특성은 삼중수소 증식물질(breeding 

material), 구조재 물질(structure material), 냉각재, 그리고 차폐재(shielding 

material) 등의 적절한 조합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면, 향후 도입될 국제

열핵융합로(ITER)의 증식 블랑켓은 구조재 물질로서 Austenitic Steel을 사

용하며, 삼중수소와 중성자 증식물질로서 Li2ZrO3+Be의 조합을 그리고 냉각

재로서는 H2O를 사용한다. 삼중수소 증식 블랑켓의 노물리특성에 대한 연구

는 여러 블랑켓 구성물질들의 조합을 통하여 제한조건을 만족하는 최적의 

설계인자(design parameters)의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26,27]

<표 2.1.1> 핵융합 증식 블랑켓의 구성물질

Structure 

Materials

Ferritic-martensitic steels, Vanadium alloys,

Oxide dispersion strengthened (ODS) ferritic 

steels, SiCf/SiC Composites,  Mo, Ta, W

Breeding 

Materials

Lithium-Ceramics, Lithium, Lead-lithium alloy,

Flibe (LiF-BeF2), Flinabe (LiF-BeF2-NaF)

Neutron 

Multipliers
Beryllium, Lead

Coolants H2O, He, Liquid metals, Molten salts

Special 

Materials
AlN, CaO, Y2O3, Er2O3, Al2O3, SiC

    최근에는 LAFS(Low Activation Ferritic Steel)이나 Vanadium alloy, 또

는 SiCf/SiC Composite와 같은 보다 개선된 구조재 물질의 재료적 특성이 

조사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재 물질을 사용하는 보다 향상된 성능의 핵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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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블랑켓 설계개념이 제안되어 왔다. 현재까지 블랑켓 설계에서 주로 고려

되는 후보물질 들은 표 2.1.1과 같다. 제시된 구성물질들은 블랑켓 설계개념

에 따라서는 중성자 증식물질(neutron multiplier)로 사용되거나, 삼중수소 삼

투방지벽(tritium permeation barrier)이나 전기적 절연체(elastic insulator) 

또는 부식방지를 위한 피복재(corrosion barrier)로 활용되기도 한다.[8]

    고체형 리튬 블랑켓 개념(Solid Breeder Blanket Design)은 삼중수소 증

식물질로서 리튬 세라믹(Lithium Ceramics)을 사용하며, 중성자 증식물질과 

냉각재로서 Be과 He의 조합을 주로 채택하고 있으며, 구조재 물질로서 

Ferritic Steel(FS)과 SiCf/SiC Composite를 사용한다. 리튬 세라믹 물질로는 

Li2O, Li4SiO4, Li2TiO3, Li2ZrO3 등이 주요 고려대상이 되고 있다. 이들 리튬 

세라믹들은 벽돌(blocks)이나 펠릿(pellets)의 형태 또는 자갈(pebble beds) 

형태로 활용되며, 이러한 고체형 블랑켓 개념에서는 냉각재로의 삼중수소 삼

투방지 설계개념이 도입되기도 한다.

    고체형 증식 블랑켓 개념의 가장 큰 장점은 삼중수소 증식물질(tritium 

breeder), 구조재(structure material), 그리고 냉각재 간의 재료적 친화성

(material compatibility)으로 인한 재료선택의 용이함에 있다. 고체형 블랑켓 

개념은 핵융합로 사고 시에 중성자 증식물질이 공기나 H2O와 화학적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만일 중성자 증식물질과 

공기 또는 H2O의 화학적 반응이 충분히 방지될 수 없다면, 중성자 증식물질

에 포함된 삼중수소로 인해 커다란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러나 

고체형 증식 블랑켓 개념의 가장 큰 단점은 리튬 세라믹(Lithium Ceramics)

의 낮은 열전도율로 인하여 블랑켓 출력 도가 제한될 수 있으며, 삼중수소 

또는 중성자 증식물질의 연소 또는 방사화 손상(irradiation damage)으로 인

하여 블랑켓의 운전 수명이 단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액체 리튬(molten lithium)이나 리튬-납 혼합물(lead-lithium 



- 8 -

eutectic)을 사용하는 액체형 증식 블랑켓은 비교적 높은 삼중수소증식율과 

상대적으로 뛰어난 열전도 특성, 그리고 중성자 조사에 의한 방사화 손상이 

심하지 않은 점 등에서 매력적이다. 액체형 증식 블랑켓은 부가적인 중성자 

증식물질(neutron multiplier) 없이 충분한 수준의 삼중수소증식율(tritium 

self-sufficiency)에 도달할 수 있으며, 리튬 연소에 따라서 삼중수소 증식물

질을 용이하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블랑켓의 수명이 무제한 연장될 수 

있다. 액체형 증식 블랑켓은 주로 Ferritic Steel이나 Vanadium Alloy와 함께 

사용되며, 리튬-납 혼합물은 Ferritic Steel이나 SiCf/SiC Composite와 함께 

사용된다.

    액체형 리튬 블랑켓은 삼중수소 증식물질을 동시에 냉각재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블랑켓 설계가 상대적으로 단순화될 수 있다. 이러한 자

기냉각방식 블랑켓(self-cooled blanket)은 삼중수소 증식물질이 블랑켓 내부

와 외부열교환기를 순환함으로써 냉각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자기냉각

방식의 액체형 블랑켓에서는 리튬을 포함하는 액체금속(Li-Contained Liquid 

Metal)이 주로 사용되는데, 액체금속의 뛰어난 열전도 특성으로 인해 높은 

출력 도를 얻을 수 있으며 연료공급의 용이함으로 인해 장기간의 블랑켓 

수명이 보장될 수 있다. 그러나 액체형 증식 블랑켓의 가장 큰 단점은 리튬

이 공기나 H2O와 격렬한 화학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며, 이는 

안전성 측면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또한, 자기냉각방식의 액체형 블

랑켓은 MHD (Magneto-Hydro-Dynamics) 효과로 인해 냉각재의 흐름을 방

해하는 유도자기장이 발생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전기적 절연체

(electrical insulator)의 설계가 필수적이다. 리튬-납 혼합물(Lithium-lead 

eutectic)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삼중수소의 낮은 용해도(low solubility)가 문

제가 될 수 있는데, 이로 인한 삼중수소의 누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블랑켓

이나 열교환기에 삼중수소 삼투방지 설계가 필요하다.[9]

    앞에서 언급된 ITER TBM 이외에도 국제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핵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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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랑켓 설계가 진행 중이며, 향후 DEMO 블랑켓 개념설계와 관련하여 삼중

수소 증식 블랑켓의 핵설계 특성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된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핵융합 블랑켓의 노물리 특성에 대한 실증적 연

구가 진행된 전례가 없으며, 국제적으로도 몬테칼로 전산코드에 의해 핵융합 

블랑켓의 수치실험을 시도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또한, 과거의 많은 블

랑켓 핵설계 특성에 대한 연구가 단순화된 toroidal-cylindrical model을 사용

하거나 1차원 또는 2차원 수송계산코드에 의해 진행되어, 연구 결과의 신뢰

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현대적 핵융합로 설계와 

유사한 형태의 3차원 torus model을 사용하여 블랑켓 모형의 단순화로 인한 

오차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MCNP와 같은 범용 몬테칼로 전산코드와 대규모

-대용량 전산체계를 결합하여 블랑켓 노물리 수치실험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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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제 1 절 핵융합노물리 개괄

1. 수소 핵융합(Fusion of Hydrogen Isotopes)

    현재 대부분의 핵융합로에서 활용되는 중수소-삼중수소 핵융합 반응에

서는 중수소 원자핵(deuteron)과 삼중수소 원자핵(triton)이 융합하게 되면 알

파 입자와 하나의 중성자가 생성된다. 이러한 핵융합 반응의 전후에 질량결

손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서 반응에너지의 방출을 수반하게 된다. 반응에너

지는 방출된 알파 입자와 중성자의 운동에너지 형태로 생성되고 그 총량은 

17.6 MeV에 해당한다. 대략 계산해보면, 1kg의 중수소-삼중수소 핵연료가 

모두 핵융합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10
8 kwh의 에너지가 발생되고, 이는 

1GWe의 발전소가 하루 동안 공급하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그러나 핵연료의 

자원공급 측면에서 볼 때 중수소는 상대적으로 풍부하지만 삼중수소는 자연 

상태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삼중수소는 핵융합 연료주기 내에서 

자체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하나의 대안으로서 핵융합반응에서 발생되는 

중성자를 활용하여 삼중수소를 증식(Breeding)하고, 증식물질로서 리튬

(Lithium)을 사용하는 방법이 널리 활용된다.[10]

    수소 원자핵의 융합반응은 그 조합에 따라서 몇 가지가 존재한다. 가장 

유망한 핵융합반응은 중수소-삼중수소 (Deuterium-Tritium) 반응이며, 여기

서 반응부산물로서 알파 입자와 고속 중성자가 발생한다. 해당하는 반응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며, 여기서 모든 에너지는 알파 입자와 중성자의 운동 에

너지 형태로 발생된다.

2 3 4 1
1 1 2 0(3.5 ) (14.1 )D T He MeV n MeV+ → +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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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핵융합로는 중수소-삼중수소 핵융

합에 기반하고 있으며, 중수소-삼중수소 핵융합의 안정성과 핵융합로를 구성

하는 여러 장치들의 기술적-공학적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수소 원자핵의 핵융합 반응 중에서 중수소-삼중수소 핵융합이 선호되

는 이유는 그림 3.1.1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매우 높은 에너지 역을 제외

하고는 중수소-삼중수소(D-T) 핵융합의 반응단면적이 가장 크며, 또한 가장 

낮은 문턱에너지(Threshold Energy)를 갖는다.

<그림 3.1.1> 수소 원자핵의 핵융합 반응단면적

    위의 그림에 도시된 수소 핵융합반응의 반응식과 반응에서 발생되는 에

너지의 양은 다음과 같다.

2 2 3 1

2 2 3 1

2 3 4 1

3.27
4.03

18.3

D D He n MeV
D D T H MeV
D He He H MeV

+ → + +

+ → + +

+ → + + (3.1.2)

    식 (3.1.1)에 표현된 바와 같이, 중수소-삼중수소 핵융합에 의해 발생되

는 에너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거의 80%의 반응에너지는 고속중

성자에 의해 전달되며 나머지 에너지는 알파 입자에 의해 전달된다. 이때 발



- 12 -

생된 고속중성자는 충돌 없이 플라즈마 역을 벗어나지만, 전하를 띤 알파 

입자는 토카막을 둘러싸고 있는 자기장으로 인해 플라즈마 역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알파 입자는 플라즈마 입자와의 충돌반응에 의해 대부분의 운

동에너지를 잃게 되고, 전달된 알파 입자의 운동에너지는 플라즈마 입자를 

충분히 고온으로 유지하는 데에 활용된다.

2. 삼중수소 증식(Tritium Breeding)

    삼중수소는 12.3년의 반감기를 가지며 β- 붕괴에 의해 3He 원자핵으로 

바뀌기 때문에, 안정적인 중수소-삼중수소 핵연료주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핵융합로 시스템 내에서 충분한 양의 삼중수소가 생산되어야만 한다. 삼중수

소를 충분히 증식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은 리튬의 중성자 포획반응을 활

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속가능한 중수소-삼중수소 핵연료주기를 구성하

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리튬 핵연료(고체 또는 액체 리튬, eutectic alloy, 

molten salt, 등등)가 핵융합로 시스템 내에서 활용되어야 만 한다. 핵융합로 

시스템 내에서 리튬과 중성자의 반응에 의해 삼중수소를 생산하는 것을 삼

중수소 증식(Tritium Breeding) 과정이라고 한다.

    자연 상태의 리튬은 7.4% 
6Li과 92.6%의 7Li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원소가 중성자와 반응하여 삼중수소를 생산하게 되는데, 이 두 원소의 핵반

응은 몇 가지 차이점을 갖는다. 6Li(n,a)T 반응은 발열-포획(exothermic 

capture) 반응이며, 핵반응 당 4.78MeV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6Li 핵반응을 

통해서 보다 많은 양의 에너지가 증식(energy multiplication)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반해서, 7Li(n,n'a)T 반응은 흡열-비탄성

(endothermic inelastic) 반응이며, 7Li 핵반응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2.8MeV 

이상의 중성자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7Li(n,n'a)T 반응은 이차적인 삼중수소 

생성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여분의 중성자를 생산하며, 이것이 리튬 핵연료

에 의해서 1.0 이상의 삼중수소증식율(Tritium Breeding Ratio)이 성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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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유이다.[11]

6

7

4.78
2.47

Li n T MeV
Li n T n MeV

α

α

+ → + +

+ → + + − (3.1.3)

    식 (3.1.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삼중수소는 6Li와 7Li과의 핵반응

에서 생성되며 여기서 삼중수소증식율(Tritium Breeding Ratio)은 다음과 같

이 정의된다.[12]

6 7T TΛ = + (3.1.4)

여기서, 66 ( , )Li n T
T dEdV

α
φ= ⋅Σ∫∫

       77 ( , ' )Li n n T
T dEdV

α
φ= ⋅Σ∫∫

    위에서 서술된 핵반응 특성의 차이 외에도 6Li와 7Li의 삼중수소 생성반

응은 서로 상이한 반응단면적 추이를 보여준다. 그림 3.1.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6Li는 낮은 중성자 에너지 역에서 높은 반응단면적을 보여주며, 

7Li는 10MeV 부근의 고속 중성자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특성을 갖는다. 또

한, 6Li(n,a)T 반응단면적은 중성자의 에너지가 감소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열중성자에 대해서 ∼103 barns 정도의 최대 반응단면적을 나타낸

다.

    아래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6Li에 의한 삼중수소 생성에는 열중성자 

스펙트럼(soft spectrum)이 7Li에 의한 삼중수소 생성에는 고속중성자 스펙트

럼(hard spectrum)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즉, 리튬에 의한 삼중수소 생성

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6Li와 7Li의 구성비율에 적합한 중성자 스펙트럼

을 생산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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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6Li와 7Li의 삼중수소 생성반응 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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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식 블랑켓의 기능(Functions of Breeding Blanket)

    핵융합로 시스템은 매우 복잡한 기술적 장치와 공학적 설비들로 구성되

며, 각각의 장치와 설비들은 핵융합 에너지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이라는 목

적을 위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핵융합로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을 설계하고 검증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오랜 기간 진행되어 왔음에

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해야할 연구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연구로서 국제열핵융합로(ITER) 과제가 수행되어 

왔으며, 최근에 한국도 정식으로 참가하게 되었다.

    그림 3.1.3은 현재 공학설계 완료단계에 있는 ITER 핵융합로의 단면도

와 주요 장치들의 핵심기능을 간단하게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플라즈마 연

소실(Plasma Chamber)을 둘러싸고 있는 역을 핵융합 블랑켓(Fusion 

Blanket)이라고 하며, 여기에서 핵융합 중성자의 운동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변환된다. 아래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핵융합 중성자는 블랑켓 

역을 필연적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핵융합 블랑켓은 노물리 관점에서 핵심

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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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ITER의 단면도와 장치별 핵심기능

    ITER 핵융합로는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매우 복잡한 장치와 설비들로 

구성되어 있다. 핵융합 블랑켓을 둘러싸고 있는 핵심적 장비들은 그림 3.1.4

에서와 같이 다층적 구조로 분할할 수 있으며, 대략적으로 블랑켓 모듈

(including first wall), 차폐구조물(Shield Structure), 진공용기(Vacuum 

Vessel), 마그넷(Magnets)으로 구분된다.

     블랑켓 모듈은 중성자와 감마선의 운동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변환하고, 

적절한 냉각재를 통해 변환된 열에너지를 외부로 수송한다. 이렇게 블랑켓 

외부로 수송된 열에너지는 열교환 시스템에서 전력으로 변환된다. 블랑켓 모

듈은 핵융합에 의해 생성된 중성자의 운동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변환하는 역

할 이외에, 지속가능한 삼중수소 핵연료주기를 구성하기 위하여 충분한 양의 

삼중수소를 생산해야 하며 생산된 삼중수소의 제어와 추출을 위한 공학적 

설비를 제공해야 한다.

    핵융합 블랑켓은 진공용기(Vacuum Vessel) 내부에서 플라즈마 연소실

을 둘러싸는 물리적 경계를 정의하며, 플라즈마 가열(heating)과 연료공급

(fueling)을 위한 제어설비를 공급해야 한다. 블랑켓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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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충분한 삼중수소의 생성과 공급을 유지하는 것이 

핵융합로의 지속적 운전을 위해서는 매우 필수적이다. 또한, 삼중수소 자기

충족조건(Tritium Self-Sufficiency)을 만족시키기 위한 설계조건을 정확하게 

탐색하고 평가하는 것은 블랑켓 설계개념의 선택요건(selection criteria)과 성

능인자의 수용범위(acceptable range)를 엄 하게 정의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삼중수소의 증식율(TBR; Tritium Breeding Ratio)은 다음과 같이 표현

될 수 있다.

/N N+ −Λ = (3.1.5)

    여기서 N+는 단위시간당 블랑켓에서 생성되는 삼중수소의 양이고, N-는 

단위시간당 플라즈마 역에서 소비되는 삼중수소의 양이다.

    지속가능한 핵융합로 핵연료주기를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삼중수소증

식율(Required TBR; Λr)은 삼중수소의 소비율과 기타 여유분을 감안하여 

결정된다. 여기서 필요한 삼중수소의 여유분은 삼중수소의 생산과 소비 사이 

시간동안의 누설(leakage)과 방사붕괴(radioactive decay)에 의한 손실을 보

상하고, 여러 삼중수소 제어설비에서의 요구량(holdup inventory)을 유지하

고, 다른 핵융합로의 연소점화를 위한 공급량(inventory for startup)을 충족

하기 위한 것이다.

    필요 삼중수소증식율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r GGΛ = + + ∆ (3.1.6)

    여기서 G는 주어진 설계개념의 성능인자에 의해 결정되는 삼중수소 여

유분(breeding margin)이고, ∆G는 여유분을 감안한 삼중수소증식율(1+G)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확실도(Uncertaint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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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소-삼중수소 핵융합로의 핵연료주기는 여러 성분 요소들로 구성되

며, 그 운전조건과 불확실도가 필요 삼중수소증식율에 향을 미치게 된다. 

삼중수소증식율의 충족조건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여러 성분 요소들

의 상관관계를 적절히 모사하기 위해 핵연료주기를 구성하는 많은 장비와 

설비들을 단순화된 형태로 표현하 다. 그림 3.1.5는 단순화된 핵융합로 핵연

료주기를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은 핵융합로 시스템의 여러 성

분요소들에서 삼중수소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14]

<그림 3.1.5> 단순화된 중수소-삼중수소 핵연료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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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취 가능한 삼중수소증식율(achievable TBR; Λa)은 블랑켓 개념과 

접한 관련성을 갖는 설계인자들의 함수이며, 이는 현재의 핵융합로 설계기

술, 여러 구성요소들, 그리고 기반 공학기술들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정교

하게 설계된 핵융합로 시스템일지라도 성취 가능한 삼중수소증식율의 예측

에는 항상 어느 정도의 불확실도가 상존하기 마련이다. 이는 주로 기초적인 

핵자료의 수식화와 근사에 의한 오차, 노물리 수치계산 방법론의 한계, 복잡

한 핵융합로 시스템의 구조적 단순화에 의한 오차 등에서 기인한다.

    성취 가능한 삼중수소증식율을 수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a c pΛ = Λ −∆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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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Λc는 특정 핵융합로의 블랑켓 개념설계로부터 계산되는 삼중수

소증식율을 뜻하며, ∆p는 특정 블랑켓의 계산된 삼중수소증식율(Λc)을 예측

하는데 있어서 핵자료의 불확실성과 수치 계산적 오차 등에서 기인하는 부

정확도(inaccuracy)를 뜻한다.

    핵융합로 핵연료주기에서 삼중수소증식율의 자기충족조건은 다음과 같

이 표현될 수 있다.

a rΛ ≥ Λ (3.1.8)

    설계된 핵융합로의 플라즈마 연소조건 유지와 기술선택의 문제뿐만 아

니라 블랑켓 설계개념의 노물리 특성 및 성능을 비교분석하기 위해서는, 삼

중수소증식율의 충족조건을 성취하기 위한 가능성을 “Figure of Merit 

(FOM)"의 형태로 정량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블랑켓의 삼중수소증식율에 대

한 FOM을 수식화하면 아래와 같이 정의될 수 있다.[29]

0( ) (1 )a r c p GGε = Λ −Λ = Λ −∆ − + + ∆ (3.1.9)

    여기서 FOM(=ε)은 그 값이 커질수록 삼중수소증식율의 충족조건에 대

한 성취 가능성이 높아짐을 뜻한다. 즉, 높은 FOM은 삼중수소증식율의 충족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위험도가 낮아짐을 뜻하게 된다.

5. 삼중수소 증식물질(Tritium Breeders)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리튬은 중수소-삼중수소 핵연료주기를 구성하

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물질이다. 여러 가지 형태의 리튬 합금 또는 리

튬 혼합물이 삼중수소 증식물질로서 고려되고 있는데, 액체 리튬(Liquid Li), 

리튬-납 혼합물(Li17Pb83 eutectic alloy), Fluoride Molten Salt(Flibe, Flin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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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가장 유망한 후보물질로서 고려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연구의 대

상이 되고 있는 핵융합로 블랑켓 개념은 사용된 리튬의 형태에 따라서 크게 

액체형 리튬 블랑켓과 고체형 리튬 블랑켓으로 구분된다.

    액체 상태의 리튬을 사용하는 블랑켓 개념에서는 액체 금속(Liquid 

Metal) 형태나 Molten Salt 형태의 삼중수소 증식물질이 활용되어 왔다. 이

들 중에서 순수한 형태의 리튬(Pure Li)이나 리튬-납 혼합물(Li17Pb83 

eutectic alloy)은 높은 열전도도와 낮은 Pr Number를 갖는다. 반면에 Flibe 

(LiF)n·(BeF2)나 Flinabe (LiF-BeF2-NaF)와 같은 Molten Salts는 낮은 열전

도도와 높은 Pr Number를 갖는다. 순수한 리튬을 제외하고, 리튬-납 혼합물

(Li17Pb83 eutectic alloy)과 리튬을 함유하고 있는 Molten Salt는 낮은 리튬 

함유량으로 인해 제한된 수준의 삼중수소증식율(Tritium Breeding Ratio)을 

보여준다. 액체형 리튬 블랑켓의 경우에는 충분한 수준의 삼중수소증식율을 

성취하기 위해서 높은 6Li 농축도를 갖는 삼중수소 증식물질을 사용하는 개

념을 도입하고 있다.

    고체 상태의 리튬을 사용하는 블랑켓 개념에서는 Li2O, Li4SiO4, Li2TiO3, 

Li2ZrO3와 같은 리튬 세라믹 형태가 삼중수소 증식물질로 널리 활용된다. 고

체 상태의 리튬 블랑켓 개념의 경우에는 블랑켓 내에서의 구조재 비율

(structure-to-breeder ratio)이 높아서, 성취 가능한 삼중수소증식율이 제한

적일 수밖에 없다. 단지 Li2O 만이 중성자 증식물질(Neutron Multiplier) 없

이 원하는 수준의 삼중수소증식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Li2O는 H2O와의 

화학반응에 의해 LiOH를 발생시키며 방사선 조사에 의해 부풀어 오르는 현

상(swelling)이 발생하기 때문에, Li2O를 사용하는 블랑켓 개념은 현재 고려

되고 있지 않다. 충분한 수준의 삼중수소증식율을 얻기 위해서 높은 6Li 농

축도(거의 50w/o 이상)를 사용하는 리튬 세라믹이 그 대안으로서 선택되어

져 왔으며, 중성자 증식물질로서 Be이나 Pb를 사용하는 블랑켓 개념도 고려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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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량이 매우 제한적이며 치명적인 독성으로 인해 취급상의 문제점이 지적되

며, H2O와 매우 격렬하게 반응을 하여 수소를 발생시키는 문제점을 갖고 있

다. 또한, Be은 ∼900°C 정도의 최대 허용온도 범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핵융합로 블랑켓의 초고온에서의 운전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중성자 증식물질로서 Pb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역시 몇 가지 기술적 문

제점이 해결되어야만 한다. Pb도 역시 독성을 갖는 물질이며 고온 상태에서

의 구조물 부식 문제가 극복되어야 한다. Pb가 중성자 포획반응을 일으킬 경

우 이차적으로 203Hg이나 210Po을 생성하기 때문에, 이 방사성물질을 제거하

기 위해서 Pb를 폐쇄회로 내에서 순환을 시켜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b가 매우 저속으로 순환하기 때문에 MHD(Magneto-Hydro-Dynamics) 효

과에 의한 압력감소와 유속저하는 커다란 문제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Pb에 

의한 
203Hg이나 210Po과 같은 방사성물질의 생성이 보다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핵융합로 시스템의 안전성 측면에서 방사성물질이 적절히 제어되

거나 신속히 제거되어야 한다.

7. 중성자 반사체(Spectral Shifter)

    그림 3.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10MeV 부근의 에너지 역에서는 단지 

7Li만이 삼중수소 생산에 기여할 수 있으며, 6Li에 의한 삼중수소 생산을 극

대화하기 위해서는 중성자의 에너지를 충분히 감속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래

서 핵융합에 의해 발생된 고속중성자의 평균자유행정(Mean Free Path)을 줄

이기 위해 중성자 반사체(Spectral Shifter)가 사용된다. 이러한 고속중성자의 

감속은 구조재 물질에의 흡수반응 또는 흡열반응에 의한 심각한 중성자 손

실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핵융합로의 블랑켓 설계 관점에서 반

사체는 블랑켓의 전체 두께를 줄이고, 삼중수소 증식을 극대화하고, 차폐

역이나 진공용기에 지나치게 많은 중성자 또는 감마선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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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직한 반사체 물질은 가능하면 적은 흡수단면적을 가지며 낮은 질량

수(mass number)의 가벼운 원소로 구성된 물질이다. 또한, 반사체 물질은 

블랑켓 내에서의 중성자와 감마선의 차폐에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어야 하

며 다른 여타 구조재 물질과의 재료적 친화성(material compatibility)이 보장

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H2O는 액체 리튬과 매우 격렬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선택되기 어렵다. Be은 가장 좋은 중성자 반사체 물질 중의 

하나이지만, 매우 큰 (n,2n) 반응단면적을 갖기 때문에 오히려 중성자 증식물

질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까지는 탄소, 텅스텐, 스테인리스 스틸

(Type-316 Austenitic Steel), WC나 ZrC와 같은 탄소화합물 등이 유망한 반

사체 물질로 고려되고 있다.

    탄소는 비교적 낮은 질량수(mass number)를 가지며 또한 매우 낮은 중

성자 흡수단면적을 갖기 때문에, 고속중성자를 감속시켜 블랑켓의 삼중수소 

증식기능을 향상시키는 데에 적합하다. 또한, 탄소는 장시간의 중성자 조사

에서 매우 낮은 방사화 특성을 가지며, 높은 열용량(heat capacity)으로 인해 

냉각재 상실사고(He Loss Accident) 시에 열흡수체(heat sink)의 역할을 수

행할 수 있다. WC나 ZrC와 같은 탄소화합물은 포함된 탄소의 긍정적 특성

과 고온에서의 재료적 안정성으로 인해 그리고 텅스텐은 뛰어난 중성자 또

는 감마선 차폐능으로 인해, 구조재 물질로서 많이 고려되고 있다. 스테인리

스 스틸(Type-316 Austenitic Steel)은 이미 검증된 재료적 특성과 낮은 제

작비용, 그리고 다른 구조재 물질과의 친화성(material compatibility) 측면에

서 장점을 갖는다.[15]

8. 중성자 에너지 증식율(Neutron Energy Multiplication)

    일반적으로 핵융합 증식 블랑켓의 핵심적 기능 중의 하나는 가능한 효

율적으로 중성자와 감마선의 운동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변환하는 것이다.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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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한 양의 삼중수소 증식뿐만 아니라, 핵융합 중성자가 핵반응을 통해서 가

능한 많은 양의 에너지를 생성하도록 블랑켓 구조와 물질조성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블랑켓에 전달 또는 생성되는 에너지의 양은 구성물질-삼

중수소 증식물질, 중성자 증식물질, 반사체, 그리고 여타 구조재 물질 -의 조

성과 블랑켓 내부의 중성자 스펙트럼에 의해 결정된다. 즉, 충분한 수준의 

삼중수소증식율을 성취하는 것 못지않게 중성자의 에너지 증식율을 극대화

시켜주기 위하여 적절한 형태의 중성자 스펙트럼과 블랑켓의 물질조성을 선

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핵융합 중성자가 블랑켓 구성물질과의 핵반응에 의해서 전달 또는 생성

하는 에너지의 양은 (n,2n) 반응에 의한 중성자 증식과 여타 핵반응의 에너

지 증식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만일 중성자가 반응 전후 질량결손을 갖는 

발열반응(exothermic reaction)을 주로 일으키게 되면, 입사 중성자 보다 많

은 양의 에너지가 생성된다. 이와는 반대로 흡열반응(endothermic reaction)

을 주로 일으키게 되면, 입사 중성자의 에너지 보다 적은 양의 에너지가 최

종적으로 생성되게 된다. 그러나 (n,2n) 반응단면적이 크거나 발열반응에 의

해 많은 양의 에너지를 생성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중성자조사에 의한 방사

화로 인해 높은 방사능(Induced Activity)을 방출할 수 있기 때문에, 블랑켓 

설계와 물질조성의 선택에 있어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어떤 특정 매질에 전달되는 에너지의 총량은 식 (3.1.10)에서와 같이 입

사 중성자의 에너지와 질량결손에 의한 에너지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 여

기서, 질량결손에 의한 에너지는 특정 핵반응의 질량결손 에너지와 핵반응율

의 곱으로 표현된다.[30]

tot q inE E E= + (3.1.10)

여기서, 

MT

q i i
i

E R 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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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in

MT Number of possible reactions
R Reaction Rate of i - reaction(#/ sec)
Q Mass Difference Q - value(MeV )
E Incident neutron energy

=
=
=
=

    핵융합 중성자가 블랑켓 역에 전달 또는 생성하는 에너지의 양은 에

너지 증식율(NEM; Neutron Energy Multiplication)로 표현되며, 입사 중성자

의 에너지(∼14.06MeV)에 대한 비율로서 정의된다. 중성자 증식율(NMF; 

Neutron Multiplication Factor)은 블랑켓 역에서 (n,Xn) 반응에 의해서 순

수하게 생성되는 중성자의 수로 정의된다.

  
  1 0      

tot inNEM E / E
NMF . ( n,Xn ) Gain - ( n,Xn ) Loss

=
= + (3.1.11)

    본 연구에서는 핵융합 블랑켓에서 활용되는 여러 구성물질의 핵적 특성

을 비교하기 위하여, 중성자 에너지 증식율(NEM)과 중성자 증식율(NMF)을 

평가하 다. 아래의 표 3.1.1은 중성자 증식물질(Neutron  Multiplier)로 많이 

활용되는 Be-Nat과 Pb-Nat의 중성자 에너지 증식율(NEM)과 중성자 증식

율(NMF)을 나타낸 것이며, 표 3.1.2는 블랑켓 반사체나 구조재 물질(Ferritic 

Steel, Austenitic Steel)로 많이 사용되는 C-Nat와 56Fe의 중성자 에너지 증

식율(NEM)과 중성자 증식율(NMF)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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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Be-Nat와 Pb-Nat의 NEM과 NMF

Nuclide Be-Nat Pb-Nat

Reactions Ri(#/sec) Qi(MeV) Ri*Qi Ri(#/sec) Qi(MeV) Ri*Qi

(n,2n) 1.731E+00 -1.573E+00 -2.723E+00 8.857E-01 -6.741E+00 -5.971E+00

(n,3n) 0.000E+00 0.000E+00 0.000E+00 0.000E+00 0.000E+00 0.000E+00

(n,na) 0.000E+00 0.000E+00 0.000E+00 6.097E-07 1.979E+00 1.207E-06

(n,np) 0.000E+00 0.000E+00 0.000E+00 3.387E-06 -6.636E+00 -2.248E-05

(n,n') 0.000E+00 0.000E+00 0.000E+00 6.160E-01 0.000E+00 0.000E+00

(n,n'') 0.000E+00 0.000E+00 0.000E+00 1.315E+00 0.000E+00 0.000E+00

capture 2.532E+00 6.820E+00 1.727E+01 1.885E+00 5.410E+00 1.019E+01

(n,p) 0.000E+00 -1.283E+01 0.000E+00 2.660E-04 1.850E-02 4.921E-06

(n,d) 0.000E+00 -1.466E+01 0.000E+00 0.000E+00 0.000E+00 0.000E+00

(n,t) 2.446E-02 -1.044E+01 -2.554E-01 0.000E+00 0.000E+00 0.000E+00

(n,He-3) 0.000E+00 0.000E+00 0.000E+00 0.000E+00 0.000E+00 0.000E+00

(n,a) 1.709E-01 -6.000E-01 -1.025E-01 2.935E-04 8.202E+00 2.407E-03

NEM 2.009E+00 1.301E+00

NMF 2.729E+00 1.887E+00

    14.06MeV의 중성자가 Be과 충돌할 때 다양한 핵반응을 통해 28.2MeV

의 에너지가 생성되며, 이는 거의 입사중성자 에너지의 두 배에 해당한다. 

이러한 Be의 높은 에너지 증식율(NEM)은 주로 (n,2n) 반응에 의한 중성자 

증식과 중성자포획(neutron capture) 반응에 의한 에너지 생성에서 기인한다. 

Pb에 의해 생성되는 에너지는 18.3MeV에 해당하며, Be에 비해서 에너지 생

성량이 9.9MeV 정도 적다. 이러한 중성자 에너지 증식율의 차이는 주로 

(n,2n) 반응에서 증식되는 중성자의 개수 차이와 이로 인한 중성자포획 반응

에서의 에너지 생성량의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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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C-Nat와 Fe-56의 NEM과 NMF

Nuclide C-Nat Fe-56

Reactions Ri(#/sec) Qi(MeV) Ri*Qi Ri(#/sec) Qi(MeV) Ri*Qi

(n,2n) 0.000E+00 0.000E+00 0.000E+00 2.899E-01 -1.120E+01 -3.247E+00

(n,3n) 0.000E+00 0.000E+00 0.000E+00 0.000E+00 0.000E+00 0.000E+00

(n,na) 0.000E+00 0.000E+00 0.000E+00 9.293E-04 -7.610E+00 -7.072E-03

(n,np) 0.000E+00 0.000E+00 0.000E+00 3.335E-02 -1.018E+01 -3.395E-01

(n,n') 6.851E-01 0.000E+00 0.000E+00 1.144E+00 0.000E+00 0.000E+00

(n,n'') 3.348E-01 -7.275E+00 -2.435E+00 8.887E-01 0.000E+00 0.000E+00

capture 8.052E-01 4.947E+00 3.983E+00 1.160E+00 7.803E+00 9.050E+00

(n,p) 0.000E+00 0.000E+00 0.000E+00 9.132E-02 -2.913E+00 -2.660E-01

(n,d) 0.000E+00 0.000E+00 0.000E+00 4.538E-03 -7.959E+00 -3.612E-02

(n,t) 0.000E+00 0.000E+00 0.000E+00 2.478E-06 -1.193E+01 -2.955E-05

(n,He-3) 0.000E+00 0.000E+00 0.000E+00 2.547E-07 -1.053E+01 -2.681E-06

(n,a) 1.953E-01 -5.702E+00 -1.113E+00 3.555E-02 3.260E-01 1.159E-02

NEM 1.031E+00 1.367E+00

NMF 1.000E+00 1.291E+00

    표 3.1.2는 핵융합로에서 반사체나 구조재 물질로 사용되는 C-Nat와 

Fe-56의 에너지 증식율(NEM)과 중성자 증식율(NMF)을 나타낸 것이다. 위

의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C-Nat는 (n,Xn) 반응에 의해서 전혀 중성

자를 증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증식되는 에너지의 양도 미미하다. Fe-56의 

경우에는 입사중성자의 에너지에 비해서 36.7%가 증가된 에너지가 생성되고 

있으며, 거의 1.291개의 중성자가 (n,2n)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e-56의 높은 에너지 증식율은 역시 (n,2n) 반응에 의한 중성자 증

식과 중성자포획 반응에 의한 에너지 생성에 의한 효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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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헬륨냉각 액체형 DEMO 블랑켓 개발

1. 헬륨냉각 액체형 블랑켓의 모델

    ITER TBM에 대한 핵설계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헬륨냉각 DEMO 블

랑켓에 대한 핵설계 및 노물리 특성해석을 우선적으로 수행하 다. 연구대상

이 된 헬륨냉각 DEMO 블랑켓은 액체형 블랑켓(HCML; He-cooled Molten 

Li Blanket)과 고체형 블랑켓(HCSB; He-cooled Solid Breeder Blanket)으로 

구분된다. 그림 3.2.1은 기존 개념의 헬륨냉각 액체형 블랑켓(HCML) 모형의 

단면도와 물질조성을 나타낸 것이다.[23] 기존 개념의 헬륨냉각 액체형 블랑

켓에서는 자연 상태의 Li이 삼중수소 증식물질로 사용되었으며, He이 냉각재

로 활용되었다. 여기서 헬륨냉각 액체형 블랑켓(HCML)의 기하학적 구조는 

단순화된 1차원 원통형 구조(1-D cylindrical geometry)로 모사되며, 블랑켓

의 내벽(Inboard)과 외벽(Outboard)은 그림 3.2.1에서와 같이 각각 동일한 반

경방향 구조를 갖는다.[28]

<그림 3.2.1> 헬륨냉각 액체형 블랑켓 모델의 단면도

Plasma

R=405 cm

VV filler (90% BFS, 10% He)

Back shield

VV 

Outer shield Inner shield

Back wall
(80% FS, 20% He)

Blanket

FWGap

Plasma

R=840 cm

Thick, cm     0.5            40               6 (1)   25             35          (2) 3     10  3 (2)    5  

(83% nat. Li, 10% He, 7% FS)
(85% FS, 10% W, 5% He)

(95% BFS, 5% He)
(20% FS, 40% B4C, 40% Pb)

Plasma

R=405 cm

VV filler (90% BFS, 10% He)

Back shield

VV 

Outer shield Inner shield

Back wall
(80% FS, 20% He)

Blanket

FWGap

Plasma

R=840 cm

Thick, cm     0.5            40               6 (1)   25             35          (2) 3     10  3 (2)    5  

(83% nat. Li, 10% He, 7% FS)
(85% FS, 10% W, 5% He)

(95% BFS, 5% He)
(20% FS, 40% B4C, 40% Pb)

    표 3.2.1은 기존 개념의 헬륨냉각 액체형 블랑켓 모델의 주된 노물리 특

성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블랑켓 일차외벽(First Wall)의 coverage 

fraction을 80%로 가정하면, 1.05 이상의 삼중수소증식율(Global TBR)을 얻



- 29 -

기 위해서는 1.315 이상의 국부적 삼중수소증식율(Local TBR)을 얻어야만 

한다. 표 3.2.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개념의 블랑켓 모델은 삼중수

소 핵연료주기를 충족시켜줄 만큼 충분한 수준의 삼중수소증식율을 공급하

지 못한다. 7Li(n,n'a)T 핵반응에 의한 삼중수소 증식은 35.4% 정도를 차지

하고 있으며, 나머지 삼중수소는 6Li(n,n')T 핵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으

로 예측된다.

    중성자 증식율은 하나의 핵융합 중성자가 블랑켓 역에서 다양한 핵반

응에 의해서 증식되는 중성자의 개수를 나타낸다. 에너지 증식율은 중성자와 

감마선에 의한 열전달의 합으로 계산되며, 하나의 핵융합 중성자가 갖는 

14.06MeV의 에너지에 대한 비율로서 표현된다. 아래의 표에서 에너지 증식

율(NEM)은 1.170 정도로 상대적으로 작은 값을 나타낸다. 이는 낮은 삼중수

소증식율(TBR)과 삼중수소 생산에 대한 
7Li의 높은 기여도 때문으로 보인

다. 또한, 블랑켓/차폐 역에서의 중성자 및 감마선속 감소율(FA; Flux 

Attenuation)은 얇은 블랑켓/차폐 역의 두께로 인해 상대적으로 작은 값을 

보이며, 중성자 감소율이 감마선 감소율에 비해 보다 큰 값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2.1> 헬륨냉각 액체형 블랑켓 모델의 노물리 특성

　Regions Inboard Outboard Total

Li-6 0.176 0.518 0.694

Li-7 0.078 0.303 0.380

TBR 0.253 0.821 1.074

 Neutron Multiplication Factor (NMF) = 1.174

 Neutron Energy Multiplication (NEM) = 1.170

 Neutron Flux Attenuation (FA): IB=9.656E-03, OB=9.872E-03

 Photon Flux Attenuation (FA): IB=1.384E-03, OB=1.301E-03

2. 반사체가 도입된 헬륨냉각 액체형 블랑켓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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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에서는 기존 개념의 헬륨냉각 액체형 블랑켓의 노물리 특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몇 가지의 새로운 설계개념을 도입하 다. 그림 3.2.2는 헬

륨냉각 액체형 DEMO 블랑켓의 반경방향 단면도와 물질조성을 나타낸 것이

며, 여기서 중성자 스펙트럼을 변화시키기 위한 반사체(reflector or spectral 

shifter)가 삼중수소 증식 역(tritium breeder) 내부에 도입되었다. 반사체의 

두께와 위치가 블랑켓 역에서의 중성자 스펙트럼을 결정하기 때문에, 반사

체에 대한 구조적 설계가 블랑켓의 노물리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

을 알 수 있다.

    블랑켓 설계인자의 최적화 작업(parametric optimization)을 위해서, 그림 

3.2.2에 나타낸 바와 같이 Reflector와 Breeder2의 두께를 각각 x와 y로 변수

화 하 다. 이 블랑켓 설계에서는 자연 상태의 리튬(natural lithium)이 삼중

수소 증식물질로 사용되며, Ferritic Steel(FS, Eurofer)이 진공용기(Vacuum 

Vessel)와 블랑켓 일차외벽(First Wall)을 포함하여 블랑켓 구조재 물질로 사

용된다.[16] 또한, 그림 3.2.1의 블랑켓 모델에 비해서 차폐 역의 두께가 감

소하 기 때문에, 중성자와 감마선의 차폐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WC와 B4C

를 사용하는 차폐 역을 추가적으로 도입하 다.

<그림 3.2.2> 헬륨냉각 액체형 블랑켓 모델의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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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사체 물질의 노물리 특성

    블랑켓의 삼중수소증식율과 중성자 차폐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블랑

켓 내부 역에서의 중성자 누설을 가능한 최소화 하여 블랑켓 내에서의 중

성자 이용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성자 반사체가 

뛰어난 감속능을 갖는 것이 좋으며, 가능한 작은 흡수단면적을 갖는 것이 바

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반사체 후보물질(Be, 11B4C, graphite, TiC)

의 노물리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림 3.2.2에 도식화된 모델에 따라서 몬

테칼로 수치실험을 수행하고 블랑켓의 삼중수소증식율과 중성자속 감소율

(FA; Flux Attenuation)을 계산하 다. 몬테칼로 수치실험을 위한 참조 모델 

(reference model)로서 반사체 두께(x)는 25cm로 하 으며, 블랑켓의 전체 

두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Breeder2 두께(y)의 증가는 Breeder1 두께의 

감소로 상쇄했다.

    표 3.2.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Be 반사체는 다른 물질들에 비해 보

다 뛰어난 삼중수소증식율을 보여준다. 
11B4C 반사체는 graphite 반사체에 약

간 나은 삼중수소증식율을 보여주며, TiC 반사체는 가장 낮은 삼중수소증식

율을 보여주고 있다. 중성자 차폐능 관련해서는 11B4C와 TiC 반사체가 Be이

나 graphite에 비해 보다 뛰어난 성능을 갖는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삼중수소 증식 특성은 반사체 물질의 중성자 증식율과 중성자 스펙

트럼의 선호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Be 반사체의 경우에는 반사체가 블랑켓의 일차격벽(Frist Wall)에 가까

워질수록(즉, Breeder2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삼중수소증식율이 비례하여 증

가하고 있다. 11B4C, graphite와 TiC 반사체의 경우에는 Breeder2의 두께가 

3∼4cm 정도일 경우에 삼중수소증식율이 가장 큰 값을 나타내며, 반사체가 

블랑켓의 일차격벽(Frist Wall)에 가까워지면 오히려 삼중수소증식율이 감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Be의 중성자 증식이 고속중성자 스펙트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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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활발함에 비해서, 다른 반사체 물질의 중성자 증식은 스펙트럼의 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graphite 반사체의 경우에는 도가 증가함

에 따라서 삼중수소증식율과 중성자 차폐능이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graphite 반사체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서 보다 충분한 수준의 삼중수소 증식

율에 도달함을 알 수 있다.

<표 3.2.2> 반사체물질의 노물리 특성(반사체 두께: x=25cm)

Tritium Breeding Ratio (TBR)

y(cm)* Be 11B4C Graphite* TiC

0.0 1.354 1.238 1.181 1.116

1.0 1.549 1.352 1.277 1.130

3.0 1.583 1.355 1.288 1.131

5.0 1.601 1.346 1.284 1.123

10.0 1.638 1.314 1.258 1.086

Blanket/Shield Flux Attenuation (FA)

y(cm) Be 11B4C Graphite TiC

0.0 4.5E-04 1.9E-04 5.0E-04 2.3E-04

5.0 4.5E-04 1.6E-04 4.9E-04 2.0E-04

10.0 4.4E-04 1.8E-04 4.9E-04 1.8E-04

Neutron Multiplication Factor

y(cm) Be 11B4C Graphite TiC

0.0 1.427 1.135 1.141 1.158

5.0 1.484 1.131 1.137 1.160

10.0 1.552 1.125 1.132 1.163

TBR and FA with Graphite Density(y=5cm)

Density ρ=1.65 ρ=1.76 ρ=1.88 ρ=2.00

TBR 1.276 1.284 1.292 1.300

FA 5.4E-04 4.9E-04 4.4E-04 3.9E-04

*Thickness of Breeder 2

*Nuclear Grade Graphite: ρ=1.76g/cm3

    Be과 11B4C의 노물리 특성이 graphite에 비해서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핵융합로 환경에서의 재료적 특성으로 인해 Be과 11B4C는 몇 가지 단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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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 앞에서 서술된 바와 같이, Be는 독성이 크며 높은 제작단가와 처리

비용을 갖는다. 또한, 핵융합 블랑켓 내에서 Be 반사체의 최대허용온도는 거

의 900°C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높은 출력 도를 얻기 위한 초고온 상태에

서의 활용이 어렵다. 11B4C의 경우에는 
10B 불순물의 높은 중성자 흡수단면

적으로 인해 극단적으로 높은 11B 농축도(99.99% 이상)를 필요로 하기 때문

에, 과도한 농축비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

    graphite 반사체의 재료적 특성은 비교적 무난하며, 다른 물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또한, graphite는 꽤 높은 열용량(heat capacity)을 갖

기 때문에, 핵융합로의 냉각재 상실사고(Loss of coolant accident)와 같은 경

우에 열흡수체(heat sink)로 활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헬륨냉각 액체형 블

랑켓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graphite는 고온에서의 재료적-기계적 

특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초고온 상태에서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며 블랑

켓의 출력 도를 충분히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앞으로의 블랑켓 구

조의 노물리 최적화 작업은 graphite 반사체를 갖는 헬륨냉각 블랑켓

(graphite-reflected blanket) 모델을 통해서 이루어 질 것이다.

4. 헬륨냉각 액체형 블랑켓의 노물리 최적화

    삼중수소증식율은 중성자 스펙트럼에 민감하며, 삼중수소 증식에 적합한 

스펙트럼은 증식물질에 따라서 다르다. 삼중수소 생성반응을 보면, 
6Li는 상

대적으로 낮은 에너지 역에서 높은 반응단면적을 가지며 7Li는 4MeV 이상

의 고속중성자에 대해서만 반응단면적을 갖는다. 이러한 이유로 블랑켓의 삼

중수소증식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형태의 중성자 스펙트럼을 제

공하는 최적화된 블랑켓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graphite 반사체의 두께와 위치에 대해서 최

적화 작업을 수행하 다. 삼중수소 증식 역(breeding zones)의 전체 두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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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역별 출력 도와 에너지 증식율

Regions
Thickness

(cm)

Inboard (IB) Outboard (OB)

Heating

(MeV)

Fraction

(%)

Heating

(MeV)

Fraction

(%)

First Wall 0.5 1.391E-01 3.4 3.634E-01 3.0

Blanket1 35.0 3.170E+00 76.4 8.741E+00 72.8

Reflector 25.0 4.502E-01 10.8 1.573E+00 13.1

Blanket2 5.0 1.861E-01 4.5 6.560E-01 5.5

Back Wall 6.0 7.647E-02 1.8 2.391E-01 2.0

Shield 1 25.0 1.281E-01 3.1 4.336E-01 3.6

Shield 2 10.0 1.068E-03 0.0 4.153E-03 0.0

Vacuum Vessel 16.0 1.677E-04 0.0 6.216E-04 0.0

Back Shield 5.0 6.369E-05 0.0 1.411E-04 0.0

Total* 127.5 4.151E+00 25.7 1.201E+01 74.3

*Neutron Energy Multiplication=16.162/14.06=1.150

    graphite 반사체를 갖는 헬륨냉각 액체형 블랑켓은 삼중수소 증식 역에

서의 중성자 스펙트럼에 의해 노물리 특성이 결정되며, 이러한 노물리 특성

은 삼중수소 증식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리튬의 조성과도 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그래서 리튬의 조성이 블랑켓의 노물리 특성에 미치는 향을 평가

하기 위하여 Breeder2의 두께와 6Li의 농축도에 따른 삼중수소증식율의 변화

를 계산하 다. 그림 3.2.5는 Breeder2의 두께와 크게 상관없이 6Li의 농축도

가 8∼10wt%일 때, 삼중수소증식율이 최대가 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최적화

된 6Li의 농축도가 자연 상태의 조성(∼6.58wt%)에 매우 근접해 있다는 점이 

매우 긍정적이다. 또한, 6Li의 농축도가 8∼10wt% 사이에 존재할 경우에는 

삼중수소증식율이 크게 농축도에 향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서, 저농축 6Li를 갖는 헬륨냉각 액체형 블랑켓에서 삼중수소 증식물질의 추

가적 공급 없이 매우 장시간 동안 충분한 수준의 삼중수소증식율 유지가 가

능함을 알 수 있다.[17]



- 39 -

2 4 6 8 10 12 14 16 18 20

1.32

1.33

1.34

1.35

1.36

1.37

Tr
iti

um
 B

re
ed

in
g 

R
at

io

Li-6 Enrichment [wt%]

 Blanket 2 Thickness=1cm
 Blanket 2 Thickness=3cm
 Blanket 2 Thickness=5cm
 Blanket 2 Thickness=10cm



- 40 -

제 3 절 헬륨냉각 고체형 DEMO 블랑켓 개발

1. Pb Multiplier를 사용하는 블랑켓 개념

    효율적인 중성자 증식(neutron multiplication)을 위해서는 증식물질의 

(n,2n) 반응단면적이 커야하며, 동시에 중성자 흡수단면적은 가능한 작아야 

한다. 또한, 중성자 증식물질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블랑켓의 여러 구성물질

들과 재료적 친화성을 가져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 조건을 고려

하여, Pb를 Be을 대신할 수 있는 중성자 증식물질로 선택하 다. 앞에서 서

술한 바와 같이, Pb는 중성자 에너지가 10MeV 부근 역에서 (n,2n) 반응단

면적이 크게 증가하는데 반해서, Be의 (n,2n) 반응단면적은 전반적으로 중성

자 에너지에 크게 향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Pb의 (n,2n) 반응단면적은 

7MeV 정도의 문턱 에너지(threshold energy)를 갖기 때문에, 효율적인 중성

자 증식을 위해서는 고속중성자 스펙트럼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Pb를 중성자 증식물질로 사용하는 헬륨냉각 고체형 블랑켓

(HCSB; He-cooled Solid Breeder) 개념을 제시하고, HCSB 블랑켓의 노물리 

성능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3.3.1은 헬륨냉각 고체형 블랑켓의 반경방향 

설계구조(Radial Build)를 나타낸 것이다. 앞에서 서술된 바와 같이 Pb는 고

속중성자 스펙트럼 역에서 높은 (n,2n) 반응단면적을 갖기 때문에, 효율적

인 중성자 증식을 위하여 블랑켓 일차격벽(First Wall)과 가능한 가깝게 배

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가지 6Li 농축도를 갖는 삼중수소 증식물질이 사용되는데, 일차격벽

(First Wall)과 인접한 역에는 2wt%의 낮은 농축도의 증식물질이 사용되

며 그 외의 역에는 모두 6.58wt% 이상의 증식물질이 사용된다. 여기서 저

농축 증식물질을 사용하는 이유는, 6Li(n,a)T 반응이 에너지를 생성하는 발열

반응이므로 블랑켓의 일차격벽(First Wall) 역에서 삼중수소 증식반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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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과도한 온도상승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림 3.3.1> 단일 반사체 구조의 헬륨냉각 고체형 블랑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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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튬 세라믹 증식물질의 삼중수소증식 특성

    그림 3.3.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Pb multiplier의 두께는 15cm이고 

graphite 반사체의 두께는 40cm이다. 리튬 세라믹 증식 역의 효율적인 냉각

을 위해서, 8개의 He cooling channel이 5개의 얇은 삼중수소 증식 역(∼

1cm)을 둘러싸고 있다. 여기서는 Li2O나 Li4SiO4와 같은 리튬 세라믹 물질이 

삼중수소 증식물질로 사용된다.

<표 3.3.1> 리튬 세라믹 증식물질의 비교

Materials Regions Bdr1 Bdr2 Bdr3 Bdr4 Bdr5 Sum TBR

Li2O
Inboard 0.020 0.077 0.166 0.060 0.005 0.329 

1.364 
Outboard 0.050 0.231 0.514 0.222 0.019 1.035 

Li4SiO4
Inboard 0.016 0.071 0.161 0.063 0.005 0.316 

1.309 
Outboard 0.039 0.210 0.495 0.229 0.021 0.993 

Li2TiO3
Inboard 0.014 0.068 0.156 0.061 0.005 0.305 

1.265 
Outboard 0.034 0.201 0.479 0.225 0.021 0.960 

Li2ZrO3
Inboard 0.014 0.067 0.158 0.064 0.005 0.308 

1.274 
Outboard 0.032 0.197 0.483 0.233 0.022 0.966 



- 42 -

    적절한 리튬 세라믹 증식물질을 선택하기 위하여, 고체형 블랑켓에서 많

이 사용되는 네 가지의 후보물질(Li2O, Li4SiO4, Li2TiO3, Li2ZrO3)의 삼중수소 

증식특성을 비교하 다. 표 3.3.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Li2O가 가장 높

은 삼중수소증식율을 나타내며, 반면에 Li2TiO3나 Li2ZrO3는 Li4SiO4 보다 3∼

4% 정도 적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삼중수소 증식물질에서의 Li의 함

량 차이에서 주로 기인한다. 삼중수소증식율 관점에서 Li2O가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Li2O는 몇 가지 기술적 문제점이 지적된다. 앞에

서 서술된 바와 같이 Li2O는 H2O와 격렬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장시간의 

중성자 조사에 의해서 부풀어 오르는 현상(swelling)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

한 이유로 헬륨냉각 고체형 블랑켓(HCSB)에 대한 노물리 특성연구는 

Li4SiO4를 삼중수소 증식물질로 사용하는 블랑켓에 대하여 수행될 것이다.

    그림 3.3.1의 헬륨냉각 고체형 블랑켓은 기존 개념의 블랑켓 개념에 비

해서 여러 잠재적인 우수성을 갖는다. 단가가 비싼 Be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

렴한 Pb가 중성자 증식물질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적절한 삼중수소 증식

물질과 구조재 물질이 개발된다면, 초고온(≥1,000°C) 환경에서도 운전 가능

한 블랑켓의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Pb는 H2O와 격렬한 화학반응

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안전상의 고려 없이 H2O를 냉각재로 사용

하는 증식 블랑켓(water-cooled breeding blanket)에서도 활용가능 할 것으

로 예상된다.[32]

3. 다중 반사체 구조의 헬륨냉각 고체형 블랑켓

    기존 개념의 고체형 블랑켓에서는 주로 Be을 중성자 증식물질로 사용해 

왔으며, Be은 중성자 증식뿐만 아니라 중성자 감속을 위한 반사체 역할을 동

시에 수행하 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헬륨냉각 고체형 블랑켓에서는 Pb가 

중성자 증식물질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반사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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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이 필요하게 되었다. 앞 절의 헬륨냉각 액체형 블랑켓에서는 graphite가 

효율적인 중성자 반사체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 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nuclear-grade graphite(ρ=1.76g/cm3)를 블랑켓에서의 중성자 누설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반사체 물질로 선택하 다. 여기서 삼중수소 증식물질로 사용되는 

자갈 형태(Pebble beds)의 Li4SiO4는 90% Theoretical Density(TD)와 62% 

Packing Fraction(PF)을 갖는다. 또한, 헬륨냉각 액체형 블랑켓과 동일하게 

Ferritic Steel(FS, Eurofer)이 구조재 물질로 사용된다.

    표 3.3.1에 정리된 바와 같이, 거의 65%의 삼중수소가 반사체를 둘러싸

고 있는 Breeder3과 Breeder4 역에서 생산된다. 그러므로 6Li(n,n')T 반응

으로 인하여 이 역에서의 에너지 생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사

체를 둘러싸고 있는 Breeder3과 Breeder4 역에서의 과도할 열생성을 방지

하고 블랑켓 내에서의 삼중수소 생성을 평탄하게 하여 전체적인 삼중수소 

생성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반사체를 세 역으로 분할하 으며 효율적인 

냉각을 위하여 하나의 cooling channel을 추가하 다. 그림 3.3.2는 다중 반사

체 구조의 헬륨냉각 고체형 블랑켓의 단면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3.2> 다중 반사체 구조의 헬륨냉각 고체형 블랑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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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2에서 제시된 헬륨냉각 고체형 블랑켓의 1차원 원통형 구조

(1-D cylindrical geometry)에 대해서 MCCARD에 의한 다양한 노물리 수치

실험이 수행되었다.[18] 우선적으로 40wt%의 6Li 농축도를 갖는 삼중수소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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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반사체 구조일 경우에 비해서 35% 정도 감소하 음을 알 수 있다.

4. 헬륨냉각 고체형 블랑켓의 설계 최적화

    Pb와 Be의 두 가지 경우 모두, 최적화된 중성자 증식 역 두께(∼20cm)

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Pb를 사용한 경우에는 예상한 바와 마찬가지

로 중성자 증식율의 감소로 인해 삼중수소증식율이 약간 낮아짐을 알 수 있

다. 어떠한 경우라도 Pb를 사용한 중성자 증식 역의 두께가 10cm 이상이 

유지된다면, 충분히 높은 수준의 삼중수소증식율(≥1.315)이 성취될 수 있음

이 분명하다.

<그림 3.3.4> Multiplier 두께에 따른 삼중수소와 중성자 증식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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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4는 Be과 Pb의 중성자 증식 역 두께에 따른 중성자 증식율을 

비교한 것이다. (n,2n) 반응에 의한 중성자 증식(neutron gain)은 하나의 핵

융합 중성자에 의해서 블랑켓 역에서 증식되는 중성자의 개수를 나타낸다. 

두 가지 경우 동일하게 중성자 증식율이 증식 역의 두께에 비례하여 증가

하고 있으며, Be의 중성자 증식이 Pb에 비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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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기 때문이다.

5. 헬륨냉각 고체형 블랑켓의 노물리 특성

    표 3.3.2는 5개의 삼중수소 증식 역에서의 삼중수소증식율의 분포를 나

타낸 것이다. 여기서 중성자 증식 역의 전체 두께는 15cm이며 중성자 증식

물질로 Pb를 사용하 다. 전체 삼중수소의 88.6%가 Breeder2-4 역에서 생

성되며, 나머지 삼중수소가 Breeder1과 Breeder5 역에서 생성되고 있다. 

여기서 삼중수소는 대부분 6Li에 의해서 생성되며 7Li에 의한 기여는 고속중

성자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Breeder1 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존재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여기서, Pb 중성자 증식 역의 두께는 15cm이며, Breeder1의 

6Li 농축도는 2.0wt%이고 Breeder2-5까지의 6Li 농축도는 40wt%이다.

<표 3.3.2> 6Li와 7Li의 역별 삼중수소증식율

Regions Li-6 Li-7 Total

Breeder1 0.028 0.013 0.041

Breeder2 0.410 - 0.410

Breeder3 0.477 - 0.477

Breeder4 0.362 - 0.362

Breeder5 0.118 - 0.118

Total 1.395 0.013 1.409

    표 3.3.3에서는 Pb와 Be을 중성자 증식물질로 사용한 경우의 중성자/감

마선의 거동에 의한 출력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두 가지 경우 모두, 가장 많

은 양의 에너지가 중성자 증식 역에서 생성되고 있으며 삼중수소 증식 

역에서의 에너지 생성은 6Li(n,a)T 반응이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동일한 두께의 Pb와 Be을 중성자 증식물질로 사용한 경우, 중성자 증

식율 차이로 인해서 Be의 중성자 에너지 증식율이 Pb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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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등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Pb 중성자 증식 역의 두께는 15cm이고, 

Breeder2-5까지의 6Li 농축도는 40wt%이다. 이 연구에서는 블랑켓의 구조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열수력 설계는 고려하지 않았다. 삼중수소 증식 역의 적

절한 냉각을 위해서는 삼중수소와 중성자 증식 역의 두께에 대한 최적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19]

<표 3.3.3> 블랑켓 역별 에너지 생성율

Regions
Energy, MeV

Pb Be

First wall

CCH1a

Breeder1

CCH2

Multiplier

CCH3

Breeder2

CCH4

Reflector1

CCH5

Breeder3

CCH6

Reflector2

CCH7

Breeder4

CCH8

Reflector3

CCH9

Breeder5

CCH10

Back wall

Shield

0.37

0.27

0.71

0.23

5.91

0.05

2.13

0.06

0.91

0.05

2.38

0.05

0.76

0.03

1.76

0.03

0.37

0.01

0.59

0.01

0.16

0.06

0.56

0.41

2.16

0.38

7.18

0.21

3.47

0.17

1.07

0.12

1.16

0.11

1.06

0.06

0.74

0.05

0.59

0.02

0.33

0.02

0.25

0.07

Total 16.89 20.15

NEMb 1.20 1.43
aCooling Channel
b
Neutron Energy Multi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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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Pb Multiplier를 사용하는 고체형 증식블랑켓이 

노물리 관점에서 매우 뛰어난 특성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 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Pb Multiplier의 활용은 몇 가지 기술적 문제점을 제시한다. Pb도 역

시 독성이 강하며, 고온에서의 운전을 위해선 Pb에 의한 구조재 부식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한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보다 심각한 문제는 210Po이나 

203Hg과 같은 방사성 동위원소의 생산이며, 이 물질들의 안전한 제어와 신속

한 제거를 위한 설계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Pb Multiplier를 사용한 헬륨냉각 

고체형 블랑켓의 기술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

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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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한국형 TBM 블랑켓 개발

1. DEMO 블랑켓과 TBM 블랑켓

    ITER 핵융합로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DEMO 원자로와 같은 

전력생산 목적의 핵융합로에 적합한 삼중수소 증식 블랑켓의 설계개념을 검

증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ITER 핵융합로의 다양한 검증실험을 통해

서 여러 증식 블랑켓 개념의 공학적 가능성이 충분히 검증되어야 한다. 즉, 

삼중수소 증식 블랑켓은 충분한 양의 삼중수소를 공급해야 하고 생산된 삼

중수소의 제어와 저장을 위한 기술적 용이성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통해 높

은 출력 도의 성취와 효율적인 전력생산이 가능해야 한다.[25]

    삼중수소 증식 블랑켓은 DEMO 원자로의 핵설계 특성에 가장 많은 

향을 미치기 때문에, DEMO 원자로를 대상으로 하는 설계와 연구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장치이다. ITER 원자로에서의 검증실험을 위해 제안된 증식 

블랑켓은 DEMO 원자로의 기본적인 기능을 구현해야 하며, 블랑켓 설계 개

념의 검증과 DEMO 블랑켓의 운전특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

다. 현재 국내에서는 ITER 원자로에서의 검증실험을 위한 TBM 블랑켓과는 

별도로 두 가지 개념의 DEMO 블랑켓 개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헬륨냉각 고체형 블랑켓(HCSB)이며, 다른 하나는 헬륨냉각 액체형 

블랑켓(HCML)이다.

    헬륨냉각 고체형 블랑켓은 He을 냉각재로 사용하며, Be을 중성자 증식

물질로, Ferritic/Martensitic Steel(FMS)를 구조재 물질로 사용한다. 삼중수

소 증식물질로서 Li을 포함하는 자갈 형태(pebble beds)의 Li4SiO4 세라믹 물

질을 사용하며, 중성자 증식물질인 Be 역시 자갈 형태로 사용된다. He 냉각

재는 8 MPa 정도의 압력을 가지며, 냉각재 입구온도는 300°C이며 출구온도

는 운전조건에 따라서 최대 500°C까지 상승한다. Li4SiO4 세라믹에서 생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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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중수소를 추출하기 위해서 1%의 수소를 포함하는 He을 추출 가스(purge 

gas)로 활용한다.

    헬륨냉각 액체형 블랑켓은 He을 냉각재로 사용하며, 냉각재 입구온도는 

250°C이고 최대 출구온도는 550°C이며, 자연 상태의 Li을 삼중수소 증식물질

로 사용한다. 이러한 헬륨냉각 액체형 블랑켓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는다. 

냉각재 시스템으로의 삼중수소 삼투현상에 대한 가능성이 적으며, He 냉각

재가 직접 순환하기 때문에 단순화된 고효율 열전달 시스템의 설계가 가능

하다. 자기냉각 방식의 블랑켓(Self-cooled Liquid Li Blanket)에 비해 구조물

의 재료적 선택이 자유로우며, 냉각재로 불활성 가스(inert gas)를 사용하기 

때문에 리튬산화(Li Oxidation)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Li Flow

가 매우 느린 속도로 순환하기 때문에 MHD(Magneto-Hydro_dynamics) 효

과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고, 
210Po이나 203Hg과 같은 방사성 동위원소가 생

성되지 않으며 냉각재 상실사고(He loss accident)의 경우에 Li Loop이 부가

적인 냉각계통(Redundant Cooling Circuit)으로 활용될 수 있다. 만일 적절한 

두께의 graphite 반사체가 삼중수소 증식 역에 삽입된다면, 중성자/감마선 

차폐능이 향상될 수 있으며 특별한 중성자 증식물질 없이 충분한 수준의 삼

중수소증식율이 성취될 수 있다.

2. 헬륨냉각 고체형 TBM 블랑켓

    Li Ceramic 형태의 삼중수소 증식물질을 사용하는 고체형 블랑켓에서는 

삼중수소증식율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Be이나 Pb 같은 중성자 증식물질을 

사용하게 된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Be은 그리 풍부하지 않으며 취급

상의 위험성을 갖는 물질이다. 또한, Be을 사용할 경우에 제작이나 취급비용

이 많이 들어가며, H2O와 접촉할 경우 수소 가스를 방출하면서 격렬하게 화

학반응을 일으키는 단점을 갖는다.[20,21] 이 때문에 한국형 헬륨냉각 고체형 

TBM 블랑켓에서는 중성자 증식물질로서 Be 대신에 Pb를 사용하며 반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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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graphite를 사용한다.

<그림 3.4.1> 한국형 HCSB TBM 블랑켓 단면도

Breeder Cooling channel
Thick, cm     2.1  2 0.3    6    0.3 3 0.3       9       0.3 4 0.3          23.4                   3  2    4   1    30          (T=90 cm)

Be Graphite

Plasma

Be

Back wall

Shield Plug 
(SS316)

Common Frame (SS316)

Void

z

x

10

74.5

0.9

5

First Wall 
(0.3/0.5/0.6/0.7)

Side Wall
(1.25/0.5/1.25)

Breeder Cooling channel
Thick, cm     2.1  2 0.3    6    0.3 3 0.3       9       0.3 4 0.3          23.4                   3  2    4   1    30          (T=90 cm)

Be Graphite

Plasma

Be

Back wall

Shield Plug 
(SS316)

Common Frame (SS316)

Void

z

x

10

74.5

0.9

5

First Wall 
(0.3/0.5/0.6/0.7)

Side Wall
(1.25/0.5/1.25)

    그림 3.4.1은 한국형 HCSB TBM 블랑켓 개념의 단면도를 나타낸 것이

다. 삼중수소 증식물질로서 90% TD(Theoretical Density)와 62% 

PF(Packing Fraction)을 갖는 Li4SiO4가 사용되며, Li-6 농축도는 40wt%이

다. graphite 반사체 역시 장시간의 중성자 조사로 인해 구조적 변화의 가능

성을 감안하기 위해, 자갈 형태(pebble beds)로 사용된다. 위의 설계에서 

graphite 반사체의 packing fraction은 85%로 가정된다. 두꺼운 graphite 반

사체는 냉각재 상실사고(Loss of Coolant Accident)의 경우에 열흡수체(heat 

sink)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안전성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헬륨냉각 고체형 TBM 블랑켓의 노물리 성능 평가를 위해 MCCARD를 

이용한 3차원 몬테칼로 계산이 수행되었다. 표 3.4.1은 설계된 TBM 블랑켓

의 중요한 노물리-핵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블랑켓이 플라즈마와 접하는 

역의 많은 부분을 Common Frame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부적 삼중

수소증식율(Local TBR)은 그리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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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 한국형 HCSB TBM의 설계자료 및 핵적 특성

Structure Material Eurofer

Coolant He gas

Breeder Li4SiO4

Multiplier/Reflector Be/Graphite

Average SHF, MW/m2 0.3

Average NWL, MW/m2 0.78

First Wall Area, m2 1.49x0.91

Heat Deposition, MW 1.17

T Production Rate, g/FPD 0.253

Local TBR 1.02

<표 3.4.2> 한국형 HCSB TBM의 설계인자

Parameter Value

Thermal Power (MW) 1.455

Surface Heat Flux from Plasma (MW/m2) 0.3

TBM-HCSB Dimension (m)

Height

Width

Depth

0.91

1.49

0.495

Coolant Inlet/Outlet Temperature (°C)

First Wall

Breeding zone

300/405

405/500

Coolant Mass Flow Rate (kg/s) 1.40

Cooling System Pressure (MPa) 8.0

Heat Transfer Coefficient (W/m2K)

First Wall Channel

Breeding Zone Channel

3950

1250

    헬륨냉각 고체형 TBM 블랑켓의 열수력 설계인자는 표 3.4.2와 같다. 열

전달계수(heat transfer coefficient)는 난류성 관류(turbulent duct flow)에서

의 상관식에 의해 결정되었다. 열수력 계산결과에 의하면 블랑켓 내부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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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온도는 899°C이며, 세 번째 삼중수소 증식 역(Breeder3)에서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는 ITER 원자로의 TBM 설계 제한온도인 900°C를 만족하고 

있다. 향후 헬륨냉각 고체형 TBM 블랑켓을 대상으로 지지구조물(support 

structure)의 최대온도를 감소시키고 냉각재에서의 압력감소(pressure drop)

를 평가하기 위한 최적화 작업이 수행될 것이다.

    표 3.4.3은 한국형 HCSB TBM의 6Li와 7Li에 의한 역별 삼중수소증식

율을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75.5%의 삼중수소가 

Breeder2 역에서 생성되고 있으며, 83.5%의 삼중수소가 6Li에 의해서 생성

되고 있다. 이를 삼중수소 생산량으로 환산하면 0.253 gm/day에 해당한다. 

한국형 HCSB TBM에서의 에너지 증식율(EMF)은 1.273이며,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에너지의 68.2%가 Common Frame에 전달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표 3.4.3> 한국형 HCSB TBM의 삼중수소증식율

Tritium 

Breeding
Breeder1 Breeder2 Breeder3 TBR

Tritium 

Production

Li-6 3.006E-01 3.993E-01 3.021E-01 1.002E+00

Li-7 7.577E-03 4.308E-03 2.030E-03 1.392E-02

Total 3.082E-01 4.036E-01 3.041E-01 1.016E+00 2.528E-01

Heating EMF FW TBM all regions

1.273E+00 3.305E-02 2.927E-01 4.052E-01

*T Production = gm/day

*EMF=Energy Multiplication Factor, Heat = MW

    그림 3.4.2는 장시간의 중성자 조사에 의한 블랑켓 구조재 물질의 방사

화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고속중성자와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블랑켓 일차격

벽(First Wall)의 방사화 정도가 가장 심각하며, 블랑켓에 의해 중성자의 흡

수 또는 감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후미 지지구조물(Back Wall)의 방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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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가장 경미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4.2> 한국형 HCSB TBM의 방사화 수준

Induced Activity of HCSB T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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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4.3은 한국형 HCSB TBM의 차폐 역(Shield Plug)에서의 중성

자속의 공간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플라즈마 역에서 생성된 고속중성자가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블랑켓과 Common Frame 사이의 Gap 역에서 중성

자속의 값이 4∼5%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3.4.3> 한국형 HCSB TBM의 차폐 역에서의 중성자속 분포

HCSB 74.5cm 75.4cm 80.4cm

5.0cm 8.477E+12 8.465E+12 8.765E+12 9.257E+12 9.363E+12 9.302E+12

5.9cm 8.801E+12 8.782E+12 9.056E+12 9.566E+12 9.832E+12 9.489E+12

8.564E+12 8.556E+12 8.870E+12 9.412E+12 9.621E+12 9.382E+12

8.128E+12 8.142E+12 8.478E+12 9.156E+12 9.458E+12 9.184E+12

7.484E+12 7.492E+12 7.869E+12 8.710E+12 9.082E+12 8.820E+12

7.021E+12 7.037E+12 7.413E+12 8.314E+12 8.812E+12 8.495E+12

51.5cm 6.803E+12 6.827E+12 7.192E+12 8.106E+12 8.544E+12 8.261E+12

Common Frame
Region

Gap Region

TBM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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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헬륨냉각 액체형 TBM 블랑켓

    그림 3.4.4는 헬륨냉각 액체형 TBM 블랑켓 개념의 단면도를 나타낸 것

이다. 전체 TBM 역은 He gas에 의해 냉각되며, 액체 상태의 Li이 삼중수

소 증식물질로 사용된다. 알려진 바와 같이, 액체상태 Li은 550°C까지 여러 

종류의 강철(steel)과 커다란 문제없이 사용된다. 액체상태 Li Flow의 유속이 

매우 낮기 때문에, 구조물의 재료 부식이나 MHD 효과에 의한 유속감소는 

그리 심각하지 않다. 이러한 HCML 블랑켓 개념의 경우에는 액체 상태의 Li

이 직접 열전달계통과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교환 시스템 설

계가 간단해지는 장점이 있다.[22,23]

<그림 3.4.4> 한국형 HCML TBM 블랑켓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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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륨냉각 액체형 TBM 블랑켓에서도 역시 블랑켓에서의 중성자 누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graphite 반사체가 사용된다. 앞 절에서의 노물리 특성 

최적화 연구에 의하면, 삼중수소 생성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graphite 반

사체를 후미 지지구조물(Back Wall)에 가깝게 배치해야 하며, 앞쪽의 증식물

질 역(Breeder1)은 두껍게 그리고 뒤쪽의 증식물질 역(Breeder2)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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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ITER 원자로의 경우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전체 시스템에서의 Li 

inventory가 제한되기 때문에, 한국형 HCML TBM에서 사용되도록 설계된 

Li의 양은 대략 28liters이다. 현재 설계에서의 6Li 농축도는 12wt%이며, 이

는 삼중수소 증식과 관련하여 비교적 최적값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서술된 바와 같이 Li Flow의 유속이 매우 작으며, 설계에 의하면 수 

mm/sec 수준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graphite 반사체는 85% packing 

fraction을 갖는 자갈 형태(pebble beds)가 사용된다.

    표 3.4.4는 MCCARD에 의한 노물리 계산결과와 한국형 HCML TBM의 

주요 설계변수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 블랑켓 역에 전달된 에너지의 총량

은 HCSB TBM의 경우에 비해 상당히 적다. 이는 HCML TBM에는 중성자 

증식물질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헬륨냉각 액체형 TBM 블랑켓

의 삼중수소증식율이 1.0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는 주로 Li inventory에 대한 

ITER TBM의 설계조건 제한 때문이라도 생각된다. 앞 절에서 제시된 

DEMO 형태의 블랑켓의 경우에는 반사체와 블랑켓 일차격벽(First Wall) 사

이에 충분한 두께의 삼중수소 증식 역을 위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삼중수소증식율을 얻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HCML 

TBM이 기본적인 설계목적과 검증실험의 의도에 충분히 부합하기 때문에, 

삼중수소증식율의 부족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기서 He에 의한 냉각계통은 앞에서 제시된 HCSB TBM의 설계와 기

본적으로 동일하다. 한국형 HCML TBM의 열수력 설계인자들이 표 3.4.5에 

정리되었다. 열수력 계산결과에 의하면, 블랑켓 내부의 최대온도는 830°C이

며 graphite 반사체 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블랑켓의 일차격벽(First Wall)

에서의 최대온도는 700°C를 약간 넘는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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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4> 한국형 HCML TBM의 설계자료 및 핵적 특성

Structure Material Eurofer

Coolant He gas

Breeder Molten Li

Reflector Graphite

Average SHF, MW/m2 0.3

Average NWL, MW/m2 0.78

First Wall Area, m2 0.686x1.942

Heat Deposition, MW 1.02

T Production Rate, g/FPD 0.206

Local TBR 0.83

<표 3.4.5> 한국형 HCML TBM의 설계인자

Parameter Value
Thermal Power (MW) 1.077
Surface Heat Flux from Plasma (MW/m2) 0.3
TBM-HCSB Dimension (m)

Height

Width

Depth

1.72

0.514

0.771
Coolant Inlet/Outlet Temperature (°C)

First Wall

Breeding zone

300/392

392/500
Coolant Mass Flow Rate (kg/s) 1.04
Cooling System Pressure (MPa) 8.0
Heat Transfer Coefficient (W/m2K)

First Wall Channel

Breeding Zone Channel

7000

2700

    표 3.4.6은 한국형 HCML TBM의 6Li와 7Li에 의한 역별 삼중수소증

식율을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39.7%의 삼중수소가 

Breeder2 역에서 생성되고 있으며, 72.0%의 삼중수소가 6Li에 의해서 생성

되고 있다. 이를 삼중수소 생산량으로 환산하면 0.206 gm/day에 해당한다. 

한국형 HCML TBM에서의 에너지 증식율(EMF)은 1.208이며, 아래의 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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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에너지의 67.6%가 Common Frame에 전달되고 있으

며, 나머지 에너지가 블랑켓 역에 전달되고 있다.

<표 3.4.6> 한국형 HCML TBM의 삼중수소증식율

Tritium 

Breeding
Breeder1 Breeder2 Breeder3 TBR

Tritium 

Production
6Li 1.098E-01 5.297E-01 5.022E-02 6.897E-01
7Li 4.164E-02 9.408E-02 2.393E-04 1.360E-01

Total 1.515E-01 6.237E-01 5.046E-02 8.257E-01 2.055E-01

Heating EMF FW TBM all regions

1.208E+00 3.039E-02 2.551E-01 3.913E-01

*T Production = gm/day

*EMF=Energy Multiplication Factor, Heat = MW

    그림 3.4.5는 HCML TBM 블랑켓 내부에서의 장시간의 중성자 조사에 

의한 구조재 물질의 방사화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HCSB TBM 블랑켓의 

결과와 동일하게, 블랑켓 일차격벽(First Wall)의 방사화 정도가 가장 심각하

며 후미 지지구조물(Back Wall)의 방사화 정도가 가장 경미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4.5> 한국형 HCML TBM의 방사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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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4.6은 한국형 HCML TBM의 차폐 역(Shield Plug)에서의 중성

자속의 공간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플라즈마 역에서 생성된 고속중성자가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블랑켓과 Common Frame 사이의 Gap 역에서 중성

자속이 4∼5%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3.4.6> 한국형 HCML TBM의 차폐 역에서의 중성자속 분포

HCML 34.3cm 35.2cm 40.2cm

5.0cm 1.805E+12 1.909E+12 1.982E+12 1.984E+12 2.014E+12 1.977E+12

5.9cm 1.946E+12 1.989E+12 2.094E+12 2.092E+12 2.178E+12 2.060E+12

1.789E+12 1.846E+12 1.937E+12 1.994E+12 2.068E+12 1.975E+12

1.626E+12 1.687E+12 1.785E+12 1.867E+12 1.961E+12 1.878E+12

1.551E+12 1.615E+12 1.726E+12 1.823E+12 1.936E+12 1.820E+12

1.556E+12 1.627E+12 1.760E+12 1.873E+12 1.991E+12 1.863E+12

103cm 1.586E+12 1.662E+12 1.786E+12 1.917E+12 2.035E+12 1.908E+12

Common Frame
Region

Gap Region

TBM Region

4. 한국형 HCML TBM의 설계현황

    최근에 변경된 블랑켓 지지격자(Common Frame)의 설계에 따라서 일차

격벽(First Wall)이 플라즈마 역과 접하는 면적이 감소되었다. 지지격자의 

두께가 20cm×23cm로 증가되었으며, TBM 블랑켓과 지지격자 사이의 간격

이 4cm로 변경되었다. 일차격벽의 면적은 기존 설계에 비해 18% 정도 감소

하여 44.4cm×162.0cm로 결정되었다. 그림 3.4.7은 변경된 ITER TBM 블랑

켓의 단면적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4.8은 초기에 설계된 DEMO 형태와 유사한 TBM 블랑켓과 실제 

ITER에의 장착을 목표로 설계된 TBM 블랑켓의 단면도를 나타낸 것이다. 

Molten Li과 graphite 반사체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개념은 거의 동일하며, 

블랑켓 내의 Li의 총량은 30 liters 정도로 제한하기 위해서 삼중수소 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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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 대폭 감소되었다.

<그림 3.4.7> 변경된 블랑켓 지지격자의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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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8> DEMO 형태의 TBM과 ITER TBM 블랑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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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4.9와 3.4.10은 설계된 ITER TBM 블랑켓의 반경반향과 수직반향

의 단면 형태와 제원을 나타낸 것이다. 일차격벽 쪽의 Breeder1 역과 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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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대 쪽의 Breeder2 역은 아래쪽의 Li 역에 의해 순환이 이루어진다. 

또한, 각 역들은 3cm 두께의 He 냉각유로(Cooling Channel)에 의해 둘러

싸여 있으며 대부분의 구조재는 Ferritic Steel(FS, Eurofer)로 만들어 진다.

<그림 3.4.9> ITER TBM의 반경방향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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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0> ITER TBM의 수직방향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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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4.11은 ITER TBM의 Li Flow 설계를 나타낸 것이다. 두개의 

Concentric Pipe에 의해서 Li Flow가 블랑켓 내부로 공급되고 있으며, 효율

적인 순환을 위해서 전체적인 Li Flow 설계가 왼쪽의 Down Flow와 오른쪽

의 Up Flow으로 구분된다.

<그림 3.4.11> ITER TBM의 Li Flow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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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헬륨냉각 액체형 ITER TBM 블랑켓의 기본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MHD(Magneto-Hydro-Dynamics)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 

Quasi-Static Molten Li이 1∼2mm/sec 정도의 매우 느린 속도로 순환하며, 

동시에 삼중수소 증식물질로 사용된다. 입방체나 원형(Cubic or Circular 

shape)의 흑연 반사체(graphite reflector)가 사용되며, 공기에 노출되었을 경

우의 흑연 산화(graphite oxidation)를 방지하기 위해 10∼15μm 두께의 SiC 

피복(coating)이 활용된다. 블랑켓 내에서 Li inventory는 30liters 정도로 제

한되며, 제한된 Li inventory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7∼15wt%의 저

농축 6Li를 갖는 삼중수소 증식물질이 사용된다.[24]

    위에서 서술된 바와 같이, 벽돌 형태(block type)의 반사체가 자갈 형태

(pebble-type)의 반사체로 변경되었다. 위의 설계에서 사용된 흑연 반사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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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Packing Fraction으로 설계되며, 두 가지 크기의 자갈(double-size ball)

이 균일하게 혼합된다. 2cm 직경의 graphite ball은 10μm의 SiC 피복을 가지

며, 0.2cm 직경의 graphite ball은 5μm의 SiC 피복을 갖는다. 여기서, 

graphite의 도는 1.8 g/cc이며, SiC 피복의 도는 3.18 g/cc이다.

<표 3.4.7> ITER TBM의 삼중수소증식 특성(Reference Model)

Reference

Model

Graphite Reflector Graphite Ref. + SiC Coating

6Li 7Li 6Li 7Li

Breeder1 5.429E-02 5.987E-03 5.430E-02 5.988E-03

Breeder2 5.430E-02 5.979E-03 5.431E-02 5.979E-03

Breeder3 1.716E-02 2.682E-04 1.715E-02 2.670E-04

Breeder4 1.707E-02 2.644E-04 1.707E-02 2.635E-04

Breeder5 6.589E-03 3.343E-04 6.570E-03 3.342E-04

Breeder6 6.578E-03 3.305E-04 6.584E-03 3.305E-04

total 1.560E-01 1.316E-02 1.560E-01 1.316E-02

Tritium Breeding Ratio 1.691E-01 1.692E-01

T Production(#/day) 7.478E+21 7.479E+21

T after 1day Irradiation(gm) 3.756E-02 3.756E-02

T Concentration(ppm) 2.584E+00 2.584E+00

    표 3.4.7은 한국형 ITER TBM (Reference Model)의 삼중수소증식 특성

을 나타낸 것이다. 흑연 반사체를 사용한 경우와 흑연 반사체에 SiC 피복을 

사용한 경우의 삼중수소증식 특성을 비교하 다.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

이, 흑연 반사체에 사용된 SiC 피복은 블랑켓의 노물리 특성에 거의 향을 

주지 않는다. 삼중수소증식율은 0.169 정도로 예측되며, 하루 동안의 중성자 

조사에 의해서 생성되는 삼중수소 양은 2.584ppm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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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8> ITER TBM의 삼중수소증식 특성(No Common Frame)

No Common

Frame

Graphite Reflector Graphite Ref. + SiC Coating

6Li 7Li 6Li 7Li

Breeder1 1.444E-01 2.097E-02 1.444E-01 2.097E-02

Breeder2 1.443E-01 2.093E-02 1.444E-01 2.094E-02

Breeder3 5.550E-02 5.473E-04 5.548E-02 5.451E-04

Breeder4 5.546E-02 5.475E-04 5.545E-02 5.451E-04

Breeder5 1.499E-02 8.279E-04 1.501E-02 8.269E-04

Breeder6 1.502E-02 8.210E-04 1.504E-02 8.202E-04

total 4.297E-01 4.465E-02 4.297E-01 4.464E-02

Tritium Breeding Ratio 4.743E-01 4.744E-01

T Production(#/day) 2.097E+22 2.097E+22

T after 1day irradiation(gm) 1.053E-01 1.053E-01

T Concentration(ppm) 8.082E+00 8.083E+00

    표 3.4.8은 한국형 ITER TBM (No Common Frame Model)의 삼중수소

증식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 경우에 모든 핵융합 중성자가 블랑켓 역을 

통과하게 되고, 이때 계산된 삼중수소증식율을 “국부적 삼중수소증식율

(Local TBR)”이라고 한다.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역시 흑연 반사체를 사

용한 경우와 흑연 반사체에 SiC 피복을 사용한 경우의 삼중수소증식 특성을 

비교하 다. 앞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흑연 반사체에 사용된 SiC 피복은 

블랑켓의 노물리 특성에 크게 향을 주지 않는다. 국부적 삼중수소증식율은 

0.445∼0.446 정도로 예측되며, 하루 동안의 중성자 조사에 의해서 생성되는 

삼중수소 양은 8.082ppm 정도이다. 이 경우에는 Common Frame이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핵융합 중성자가 블랑켓에 흡수될 확률이 매우 증가하며, 이로 

인해 삼중수소증식율이 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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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9> ITER TBM의 에너지생성 특성(Reference Model)

Reference

Model

Graphite Reflector Graphite Ref. + SiC coating

Neutron Photon Total Neutron Photon Total

CF - Horizontal 2.181E+00 7.210E+00 9.391E+00 2.181E+00 7.209E+00 9.390E+00

CF - Vertical 5.964E-01 1.911E+00 2.507E+00 5.963E-01 1.911E+00 2.507E+00

First Wall 4.264E-01 9.712E-01 1.398E+00 4.264E-01 9.711E-01 1.397E+00

Breeder

 -Front Left 3.497E-01 1.909E-02 3.688E-01 3.498E-01 1.908E-02 3.689E-01

 -Front Right 3.498E-01 1.911E-02 3.689E-01 3.498E-01 1.910E-02 3.689E-01

 -Rear Left 8.685E-02 2.924E-03 8.977E-02 8.679E-02 2.921E-03 8.972E-02

 -Rear Right 8.634E-02 2.897E-03 8.924E-02 8.635E-02 2.895E-03 8.925E-02

 -Bottom Left 3.728E-02 2.064E-03 3.935E-02 3.719E-02 2.065E-03 3.926E-02

 -Bottom Right 3.719E-02 2.052E-03 3.924E-02 3.722E-02 2.051E-03 3.927E-02

Reflector

 -Front Left 2.701E-01 2.052E-01 4.754E-01 2.705E-01 2.060E-01 4.765E-01

 -Front Right 2.701E-01 2.049E-01 4.750E-01 2.705E-01 2.058E-01 4.762E-01

 -Rear Left 1.399E-01 1.673E-01 3.072E-01 1.398E-01 1.677E-01 3.075E-01

 -Rear Right 1.392E-01 1.667E-01 3.059E-01 1.392E-01 1.674E-01 3.066E-01

Separation Plate 3.124E-02 2.819E-01 3.131E-01 3.122E-02 2.814E-01 3.126E-01

Grid Plate 1 8.115E-02 5.304E-01 6.115E-01 8.116E-02 5.303E-01 6.114E-01

Grid Plate 2 2.664E-02 3.093E-01 3.360E-01 2.660E-02 3.090E-01 3.356E-01

Grid Plate 3 5.894E-03 1.242E-01 1.301E-01 5.868E-03 1.240E-01 1.299E-01

Bottom Plate 4.879E-03 5.303E-02 5.791E-02 4.876E-03 5.297E-02 5.785E-02

Side Wall 6.691E-02 7.860E-01 8.529E-01 6.688E-02 7.858E-01 8.527E-01

Back Wall 5.180E-03 1.211E-01 1.263E-01 5.162E-03 1.210E-01 1.261E-01

Shield Plug 9.184E-02 9.737E-01 1.065E+00 9.157E-02 9.720E-01 1.064E+00

Total 5.284E+00 1.406E+01 1.935E+01 5.284E+00 1.406E+01 1.935E+01

NEM 1.376E+00 1.376E+00

    표 3.4.9는 한국형 ITER TBM (Reference Model)의 에너지생성 특성을 

나타낸 것이며, 흑연 반사체를 사용한 경우와 흑연 반사체에 SiC 피복을 사

용한 경우를 비교하 다.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흑연 반사체에 SiC 

피복을 사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노물리 특성은 거의 차이를 보이

지 않는다. 14.06MeV의 핵융합 중성자에 의해서 19.35MeV 정도의 에너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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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되고 있으며, 에너지증식율은 1.376 정도에 예상된다.

<표 3.4.10> ITER TBM의 에너지생성 특성(No Common Frame)

No Common 

Frame

Graphite Reflector Graphite Ref. + SiC coating

Neutron Photon Total Neutron Photon Total

First Wall 1.370E+00 1.853E+00 3.223E+00 1.370E+00 1.853E+00 3.223E+00

Breeder

 -Front Left 1.008E+00 5.563E-02 1.064E+00 1.008E+00 5.562E-02 1.064E+00

 -Front Right 1.008E+00 5.573E-02 1.064E+00 1.008E+00 5.573E-02 1.064E+00

 -Rear Left 2.765E-01 6.236E-03 2.828E-01 2.764E-01 6.230E-03 2.826E-01

 -Rear Right 2.763E-01 6.237E-03 2.826E-01 2.763E-01 6.229E-03 2.825E-01

 -Bottom Left 8.674E-02 3.699E-03 9.044E-02 8.683E-02 3.698E-03 9.053E-02

 -Bottom Right 8.679E-02 3.691E-03 9.048E-02 8.687E-02 3.701E-03 9.057E-02

Reflector

 -Front Left 6.223E-01 4.238E-01 1.046E+00 6.230E-01 4.255E-01 1.049E+00

 -Front Right 6.215E-01 4.234E-01 1.045E+00 6.222E-01 4.255E-01 1.048E+00

 -Rear Left 3.487E-01 3.964E-01 7.451E-01 3.486E-01 3.977E-01 7.462E-01

 -Rear Right 3.482E-01 3.957E-01 7.439E-01 3.480E-01 3.971E-01 7.451E-01

Separation Plate 8.835E-02 7.936E-01 8.819E-01 8.827E-02 7.933E-01 8.815E-01

Grid Plate 1 1.786E-01 1.042E+00 1.221E+00 1.786E-01 1.042E+00 1.221E+00

Grid Plate 2 6.086E-02 6.997E-01 7.606E-01 6.075E-02 6.995E-01 7.603E-01

Grid Plate 3 1.500E-02 3.180E-01 3.330E-01 1.494E-02 3.177E-01 3.326E-01

Bottom Plate 1.518E-02 1.213E-01 1.365E-01 1.517E-02 1.214E-01 1.366E-01

Side Wall 2.219E-01 1.956E+00 2.177E+00 2.218E-01 1.954E+00 2.176E+00

Back Wall 3.987E-02 9.417E-01 9.815E-01 3.973E-02 9.399E-01 9.797E-01

Shield Plug 1.421E-01 1.894E+00 2.036E+00 1.417E-01 1.888E+00 2.030E+00

Total 6.816E+00 1.139E+01 1.821E+01 6.816E+00 1.139E+01 1.820E+01

NEM 1.295E+00 1.295E+00

    표 3.4.10은 한국형 ITER TBM (No Common Frame Model)의 에너지

생성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흑연 반사체를 사용한 

경우와 흑연 반사체에 SiC 피복을 사용한 경우의 에너지생성 특성을 비교하

다.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흑연 반사체에 SiC 피복을 사용한 경우

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노물리 특성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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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MeV의 핵융합 중성자에 의해서 18.20∼18.21MeV 정도의 에너지가 생

성되고 있으며, 에너지증식율은 1.295 정도에 해당된다. 이러한 에너지증식율

의 감소는 Common Frame에서의 Neutron Heating과 Photon Heating이 고

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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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이 과제의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핵

융합로의 필수적 장치 중의 하나인 삼중수소 증식 블랑켓의 노물리 특성해

석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 으며, 블랑켓에서의 중성자 및 감마선 거동을 

예측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MCCARD에 의한 몬테칼로 수송계산을 수행하

다. 또한, 삼중수소 증식 블랑켓의 노물리 특성 최적화를 위하여 반사체 개

념을 도입하 으며, 흑연 반사체(graphite reflector) 개념이 액체형 블랑켓과 

고체형 블랑켓에 각각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 다.

    헬륨냉각 액체형 블랑켓의 경우에는, 흑연 반사체를 활용하여 기존 블랑

켓 개념에 비해 훨씬 향상된 노물리 성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저농

축 6Li를 갖는 삼중수소 증식물질(Tritium Breeder) 만으로도 충분한 수준의 

삼중수소증식율(Tritium Breeding Ratio)을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고

체형 블랑켓의 경우에는, Pb multiplier와 흑연 반사체가 조합된 형태의 헬륨

냉각 고체형 삼중수소 증식 블랑켓을 제안하 으며 MCCARD의 노물리 해

석계산 결과, Be multiplier를 사용하지 않고도 기존 개념의 고체형 블랑켓에 

상응하는 설계특성과 노물리 성능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ITER 핵융합로에서 장착될 한국형 TBM

인 헬륨냉각 액체형 블랑켓의 핵설계특성 해석을 수행하 다. 이와 함께 헬

륨 냉각계통(cooling channel)에 대한 설계와 삼중수소 유로(tritium flow 

path)에 대한 설계 작업이 진행되었다. ITER에서 제시한 Li inventory에 대

한 제한치(액체 리튬의 총량을 30 liters 이하로 유지)를 만족하기 위해서 블

랑켓 구조설계 변경작업을 수행하 으며, 흑연 산화(graphite oxidation)를 방

지하기 위해서 흑연 반사체의 pebble beds에 매우 얇은 SiC 피복(10∼15μm)

을 추가하는 개념을 도입하 다. MCCARD에 의한 노물리 특성해석 결과, 

흑연 반사체에 도입된 SiC 피복은 블랑켓의 노물리 성능에 거의 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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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이 과제의 연구 방향은 크게 ITER TBM 블랑켓의 핵설계성능 분석과 

DEMO 블랑켓에 대한 노물리 최적화 작업으로 요약될 수 있다. 위에서 기술

된 흑연 반사체와 Pb multiplier 개념을 DEMO 블랑켓과 TBM 블랑켓에 적

용하 으며, 두 형태의 블랑켓에서 모두 성공적으로 적용 가능함을 입증하

다. 이렇게 설계된 헬륨냉각 액체형 블랑켓과 고체형 블랑켓의 삼중수소 및 

에너지 증식 특성이 자세히 조사되었다. 현재까지 핵융합 블랑켓 노물리특성 

해석을 위한 전산도구나 실험결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몬테칼로 코드에 

의한 수치실험 결과는 향후 삼중수소 증식 블랑켓의 노물리 특성 평가에 유

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과제를 통해서 MCCARD에 의한 핵융합 

블랑켓의 핵특성해석 및 노물리 최적화 작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이 

연구에서 제시된 노물리 해석 및 설계 최적화 방법론은 한국형 ITER TBM 

뿐만 아니라 향후 다양한 핵융합 블랑켓의 노물리설계 최적화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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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이 과제는 국제열핵융합로에 장착될 한국형 ITER TBM(Test Blanket 

Module)의 핵설계특성 해석 및 노물리 성능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핵융합 

블랑켓의 핵설계특성을 해석하기 위하여 몬테칼로 수송계산 방법론을 도입

하 으며,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의 중성자 및 감마선 수송계산코드인 

MCCARD를 활용하 다. 세부적으로는 TBM 블랑켓과 DEMO 블랑켓에 대

한 핵설계특성 해석이 수행되었으며, MCCARD에 의해 생산된 수치실험 결

과는 향후 최적화된 블랑켓 노물리 설계모형의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MCCARD의 핵설계특성 해석결과가 한국형 

ITER TBM의 열수력 설계와 안전성 해석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며, 

최종적인 한국형 ITER TBM 모형을 결정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제를 통해서 국제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인 헬륨냉각 액체형 

리튬 (HCML; He-Cooled Molten Li) 블랑켓과 헬륨냉각 고체형 리튬 

(HCSB; He-Cooled Solid Breeder) 블랑켓 모형의 핵설계 및 노물리 특성이 

보다 정 하게 분석되었다. 이와 더불어 대상 블랑켓 모형의 물질조성과 설

계인자들이 핵설계 성능에 미치는 향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 수행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블랑켓 모형의 노물리 성능 최적화 작업이 보다 체계적으

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핵융합 블랑켓의 핵설계 및 노물리 특

성에 대한 수치실험 자료를 제공한 MCCARD의 중성자 및 감마선 수송계산

능에 대한 보다 정 한 검증이 수행되었으며, 이 과제의 연구 성과와 경험을 

통해 몬테칼로 수송계산 방법론에 대한 여타 응용분야로의 광범위한 활용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몬테칼로 전산코드에 의한 핵융합 블랑켓의 노물리 설계와 핵

특성 해석은 주로 삼중수소와 에너지 증식특성의 최적화에 집중되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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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융합 블랑켓의 노물리 특성을 온전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삼중수소 증

식물질의 연소특성, 블랑켓의 중성자 및 감마선 차폐성능이나 구조물의 방사

화에 의한 붕괴열 생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몬테칼로 수송계산 코드에 

의한 수치실험은 이러한 역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후속 

연구로서 이를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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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

A. MCCARD 입력파일(HCML TBM - Reference Model)

Title (

   Three-D Model for HCL (He-Cooled Li Breeder): Reference Model w/o Moderator

);

Cell (

   CEL  plasma  hevac    { +ply00  AND -ply005 AND +plz00 AND -plz15 AND +plx00 AND -plx15 }

   CEL  cfa11   beryl    { +ply005 AND -ply01  AND +plz00 AND -plz15 AND +plx00 AND -plx01 }

   CEL  cfa12   beryl    { +ply005 AND -ply01  AND +plz00 AND -plz15 AND +plx14 AND -plx15 }

   CEL  cfa21   beryl    { +ply005 AND -ply01  AND +plz00 AND -plz01 AND +plx01 AND -plx14 }

   CEL  cfa22   beryl    { +ply005 AND -ply01  AND +plz14 AND -plz15 AND +plx01 AND -plx14 }

   CEL  armor   beryl    { +ply02  AND -ply03  AND +plz02 AND -plz13 AND +plx02 AND -plx13 }

   CEL  ftw11   eurofer  { +ply03  AND -ply04  AND +plz02 AND -plz13 AND +plx02 AND -plx13 }

   CEL  ftw12   cchmat   { +ply04  AND -ply05  AND +plz02 AND -plz13 AND +plx02 AND -plx13 }

   CEL  ftw13   eurofer  { +ply05  AND -ply06  AND +plz02 AND -plz13 AND +plx02 AND -plx13 }

   CEL  bdr11   linat    { +ply06  AND -ply065 AND +plz05 AND -plz10 AND +plx05 AND -plx06 }

   CEL  bdr12   linat    { +ply065 AND -ply07  AND +plz05 AND -plz10 AND +plx05 AND -plx06 }

   CEL  bdr21   linat    { +ply06  AND -ply065 AND +plz05 AND -plz10 AND +plx09 AND -plx10 }

   CEL  bdr22   linat    { +ply065 AND -ply07  AND +plz05 AND -plz10 AND +plx09 AND -plx10 }

   CEL  spp11   eurofer  { +ply06  AND -ply15  AND +plz05 AND -plz10 AND +plx06 AND -plx07 }

   CEL  spp12   cchmat   { +ply06  AND -ply15  AND +plz05 AND -plz10 AND +plx07 AND -plx08 }

   CEL  spp13   eurofer  { +ply06  AND -ply15  AND +plz05 AND -plz10 AND +plx08 AND -plx09 }

   CEL  grp11   eurofer  { +ply07  AND -ply08  AND +plz05 AND -plz06 AND +plx05 AND -plx06 }

   CEL  grp12   cchmat   { +ply08  AND -ply09  AND +plz05 AND -plz06 AND +plx05 AND -plx06 }

   CEL  grp13   eurofer  { +ply09  AND -ply10  AND +plz05 AND -plz06 AND +plx05 AND -plx06 }

   CEL  grp21   eurofer  { +ply07  AND -ply08  AND +plz05 AND -plz06 AND +plx09 AND -plx10 }

   CEL  grp22   cchmat   { +ply08  AND -ply09  AND +plz05 AND -plz06 AND +plx09 AND -plx10 }

   CEL  grp23   eurofer  { +ply09  AND -ply10  AND +plz05 AND -plz06 AND +plx09 AND -plx10 }

   CEL  ref11   graph    { +ply10  AND -ply101 AND +plz05 AND -plz06 AND +plx05 AND -plx06 }

   CEL  ref12   graph    { +ply101 AND -ply102 AND +plz05 AND -plz06 AND +plx05 AND -plx06 }

   CEL  ref13   graph    { +ply102 AND -ply103 AND +plz05 AND -plz06 AND +plx05 AND -plx06 }

   CEL  ref21   graph    { +ply10  AND -ply101 AND +plz05 AND -plz06 AND +plx09 AND -plx10 }

   CEL  ref22   graph    { +ply101 AND -ply102 AND +plz05 AND -plz06 AND +plx09 AND -plx10 }

   CEL  ref23   graph    { +ply102 AND -ply103 AND +plz05 AND -plz06 AND +plx09 AND -plx10 }

   CEL  grp31   eurofer  { +ply103 AND -ply104 AND +plz05 AND -plz06 AND +plx05 AND -plx06 }

   CEL  grp32   cchmat   { +ply104 AND -ply105 AND +plz05 AND -plz06 AND +plx05 AND -plx06 }

   CEL  grp33   eurofer  { +ply105 AND -ply106 AND +plz05 AND -plz06 AND +plx05 AND -plx06 }

   CEL  grp41   eurofer  { +ply103 AND -ply104 AND +plz05 AND -plz06 AND +plx09 AND -plx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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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L  grp42   cchmat   { +ply104 AND -ply105 AND +plz05 AND -plz06 AND +plx09 AND -plx10 }

   CEL  grp43   eurofer  { +ply105 AND -ply106 AND +plz05 AND -plz06 AND +plx09 AND -plx10 }

   CEL  ref31   graph    { +ply106 AND -ply107 AND +plz05 AND -plz06 AND +plx05 AND -plx06 }

   CEL  ref32   graph    { +ply107 AND -ply108 AND +plz05 AND -plz06 AND +plx05 AND -plx06 }

   CEL  ref33   graph    { +ply108 AND -ply109 AND +plz05 AND -plz06 AND +plx05 AND -plx06 }

   CEL  ref34   graph    { +ply109 AND -ply11  AND +plz05 AND -plz06 AND +plx05 AND -plx06 }

   CEL  ref41   graph    { +ply106 AND -ply107 AND +plz05 AND -plz06 AND +plx09 AND -plx10 }

   CEL  ref42   graph    { +ply107 AND -ply108 AND +plz05 AND -plz06 AND +plx09 AND -plx10 }

   CEL  ref43   graph    { +ply108 AND -ply109 AND +plz05 AND -plz06 AND +plx09 AND -plx10 }

   CEL  ref44   graph    { +ply109 AND -ply11  AND +plz05 AND -plz06 AND +plx09 AND -plx10 }

   CEL  grp51   eurofer  { +ply11  AND -ply12  AND +plz05 AND -plz06 AND +plx05 AND -plx06 }

   CEL  grp52   cchmat   { +ply12  AND -ply13  AND +plz05 AND -plz06 AND +plx05 AND -plx06 }

   CEL  grp53   eurofer  { +ply13  AND -ply14  AND +plz05 AND -plz06 AND +plx05 AND -plx06 }

   CEL  grp61   eurofer  { +ply11  AND -ply12  AND +plz05 AND -plz06 AND +plx09 AND -plx10 }

   CEL  grp62   cchmat   { +ply12  AND -ply13  AND +plz05 AND -plz06 AND +plx09 AND -plx10 }

   CEL  grp63   eurofer  { +ply13  AND -ply14  AND +plz05 AND -plz06 AND +plx09 AND -plx10 }

   CEL  btp11   eurofer  { +ply07  AND -ply14  AND +plz06 AND -plz07 AND +plx05 AND -plx06 }

   CEL  btp12   cchmat   { +ply07  AND -ply14  AND +plz07 AND -plz08 AND +plx05 AND -plx06 }

   CEL  btp13   eurofer  { +ply07  AND -ply14  AND +plz08 AND -plz09 AND +plx05 AND -plx06 }

   CEL  btp21   eurofer  { +ply07  AND -ply14  AND +plz06 AND -plz07 AND +plx09 AND -plx10 }

   CEL  btp22   cchmat   { +ply07  AND -ply14  AND +plz07 AND -plz08 AND +plx09 AND -plx10 }

   CEL  btp23   eurofer  { +ply07  AND -ply14  AND +plz08 AND -plz09 AND +plx09 AND -plx10 }

   CEL  bdr31   linat    { +ply14  AND -ply145 AND +plz05 AND -plz10 AND +plx05 AND -plx06 }

   CEL  bdr32   linat    { +ply145 AND -ply15  AND +plz05 AND -plz10 AND +plx05 AND -plx06 }

   CEL  bdr41   linat    { +ply14  AND -ply145 AND +plz05 AND -plz10 AND +plx09 AND -plx10 }

   CEL  bdr42   linat    { +ply145 AND -ply15  AND +plz05 AND -plz10 AND +plx09 AND -plx10 }

   CEL  bdr50   linat    { +ply07  AND -ply10  AND +plz09 AND -plz10 AND +plx05 AND -plx06 }

   CEL  bdr51   linat    { +ply10  AND -ply101 AND +plz09 AND -plz10 AND +plx05 AND -plx06 }

   CEL  bdr52   linat    { +ply101 AND -ply102 AND +plz09 AND -plz10 AND +plx05 AND -plx06 }

   CEL  bdr53   linat    { +ply102 AND -ply103 AND +plz09 AND -plz10 AND +plx05 AND -plx06 }

   CEL  bdr54   linat    { +ply103 AND -ply106 AND +plz09 AND -plz10 AND +plx05 AND -plx06 }

   CEL  bdr55   linat    { +ply106 AND -ply107 AND +plz09 AND -plz10 AND +plx05 AND -plx06 }

   CEL  bdr56   linat    { +ply107 AND -ply108 AND +plz09 AND -plz10 AND +plx05 AND -plx06 }

   CEL  bdr57   linat    { +ply108 AND -ply109 AND +plz09 AND -plz10 AND +plx05 AND -plx06 }

   CEL  bdr58   linat    { +ply109 AND -ply11  AND +plz09 AND -plz10 AND +plx05 AND -plx06 }

   CEL  bdr59   linat    { +ply11  AND -ply14  AND +plz09 AND -plz10 AND +plx05 AND -plx06 }

   CEL  bdr60   linat    { +ply07  AND -ply10  AND +plz09 AND -plz10 AND +plx09 AND -plx10 }

   CEL  bdr61   linat    { +ply10  AND -ply101 AND +plz09 AND -plz10 AND +plx09 AND -plx10 }

   CEL  bdr62   linat    { +ply101 AND -ply102 AND +plz09 AND -plz10 AND +plx09 AND -plx10 }

   CEL  bdr63   linat    { +ply102 AND -ply103 AND +plz09 AND -plz10 AND +plx09 AND -plx10 }

   CEL  bdr64   linat    { +ply103 AND -ply106 AND +plz09 AND -plz10 AND +plx09 AND -plx10 }

   CEL  bdr65   linat    { +ply106 AND -ply107 AND +plz09 AND -plz10 AND +plx09 AND -plx10 }

   CEL  bdr66   linat    { +ply107 AND -ply108 AND +plz09 AND -plz10 AND +plx09 AND -plx10 }

   CEL  bdr67   linat    { +ply108 AND -ply109 AND +plz09 AND -plz10 AND +plx09 AND -plx10 }

   CEL  bdr68   linat    { +ply109 AND -ply11  AND +plz09 AND -plz10 AND +plx09 AND -plx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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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L  bdr69   linat    { +ply11  AND -ply14  AND +plz09 AND -plz10 AND +plx09 AND -plx10 }

   CEL  sdw11   eurofer  { +ply06  AND -ply15  AND +plz02 AND -plz13 AND +plx02 AND -plx03 }

   CEL  sdw12   cchmat   { +ply06  AND -ply15  AND +plz02 AND -plz13 AND +plx03 AND -plx04 }

   CEL  sdw13   eurofer  { +ply06  AND -ply15  AND +plz02 AND -plz13 AND +plx04 AND -plx05 }

   CEL  sdw21   eurofer  { +ply06  AND -ply15  AND +plz02 AND -plz13 AND +plx10 AND -plx11 }

   CEL  sdw22   cchmat   { +ply06  AND -ply15  AND +plz02 AND -plz13 AND +plx11 AND -plx12 }

   CEL  sdw23   eurofer  { +ply06  AND -ply15  AND +plz02 AND -plz13 AND +plx12 AND -plx13 }

   CEL  sdw31   eurofer  { +ply06  AND -ply15  AND +plz02 AND -plz03 AND +plx05 AND -plx10 }

   CEL  sdw32   cchmat   { +ply06  AND -ply15  AND +plz03 AND -plz04 AND +plx05 AND -plx10 }

   CEL  sdw33   eurofer  { +ply06  AND -ply15  AND +plz04 AND -plz05 AND +plx05 AND -plx10 }

   CEL  sdw41   eurofer  { +ply06  AND -ply15  AND +plz10 AND -plz11 AND +plx05 AND -plx10 }

   CEL  sdw42   cchmat   { +ply06  AND -ply15  AND +plz11 AND -plz12 AND +plx05 AND -plx10 }

   CEL  sdw43   eurofer  { +ply06  AND -ply15  AND +plz12 AND -plz13 AND +plx05 AND -plx10 }

   CEL  bwall   bwlmat   { +ply15  AND -ply16  AND +plz02 AND -plz13 AND +plx02 AND -plx13 }

   CEL  gap11   hevac    { +ply005 AND -ply02  AND +plz01 AND -plz14 AND +plx01 AND -plx14 }

   CEL  gap12   hevac    { +ply16  AND -ply17  AND +plz01 AND -plz14 AND +plx01 AND -plx14 }

   CEL  gap21   hevac    { +ply02  AND -ply16  AND +plz01 AND -plz14 AND +plx01 AND -plx02 }

   CEL  gap22   hevac    { +ply02  AND -ply16  AND +plz01 AND -plz14 AND +plx13 AND -plx14 }

   CEL  gap31   hevac    { +ply02  AND -ply16  AND +plz01 AND -plz02 AND +plx02 AND -plx13 }

   CEL  gap32   hevac    { +ply02  AND -ply16  AND +plz13 AND -plz14 AND +plx02 AND -plx13 }

   CEL  cfr11   ppgmat   { +ply01  AND -ply17  AND +plz00 AND -plz15 AND +plx00 AND -plx01 }

   CEL  cfr12   ppgmat   { +ply01  AND -ply17  AND +plz00 AND -plz15 AND +plx14 AND -plx15 }

   CEL  cfr21   ppgmat   { +ply01  AND -ply17  AND +plz00 AND -plz01 AND +plx01 AND -plx14 }

   CEL  cfr22   ppgmat   { +ply01  AND -ply17  AND +plz14 AND -plz15 AND +plx01 AND -plx14 }

   CEL  splug   ppgmat   { +ply17  AND -ply18 AND +plz00 AND -plz15 AND +plx00 AND -plx15 }

   CEL  sphere  VOID     { -outsp AND ( -ply00 OR +ply18 OR -plz00 OR +plz15 OR -plx00 OR 

+plx15 ) }

);

Surface (

  RSUR  plz00  PZ    0.0    0.0

   SUR  plz01  PZ   10.0   11.5

   SUR  plz02  PZ   12.0   15.5

   SUR  plz03  PZ   12.5   16.0

   SUR  plz04  PZ   14.5   18.0

   SUR  plz05  PZ   15.0   18.5

   SUR  plz06  PZ  175.5  169.5

   SUR  plz07  PZ  176.0  170.0

   SUR  plz08  PZ  178.0  172.0

   SUR  plz09  PZ  178.5  172.5

   SUR  plz10  PZ  181.0  174.5

   SUR  plz11  PZ  181.5  175.0

   SUR  plz12  PZ  183.5  177.0

   SUR  plz13  PZ  184.0  177.5

   SUR  plz14  PZ  186.0  181.5

  RSUR  plz15  PZ  196.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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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SUR  plx00  PX    0.0    0.0

   SUR  plx01  PX   10.0   11.5

   SUR  plx02  PX   12.0   15.5

   SUR  plx03  PX   12.5   16.0

   SUR  plx04  PX   14.5   18.0

   SUR  plx05  PX   15.0   18.5

   SUR  plx06  PX   36.2   36.2

   SUR  plx07  PX   36.7   36.7

   SUR  plx08  PX   38.7   38.7

   SUR  plx09  PX   39.2   39.2

   SUR  plx10  PX   60.4   56.9

   SUR  plx11  PX   60.9   57.4

   SUR  plx12  PX   62.9   59.4

   SUR  plx13  PX   63.4   59.9

   SUR  plx14  PX   65.4   63.9

  RSUR  plx15  PX   75.4   73.9

  RSUR  ply00  PY    0.0    0.0

   SUR  ply005 PY  231.5  231.5

   SUR  ply01  PY  232.5  232.5

   SUR  ply02  PY  242.5  242.5

   SUR  ply03  PY  243.0  243.0

   SUR  ply04  PY  243.3  243.3

   SUR  ply05  PY  245.3  245.3

   SUR  ply06  PY  246.0  246.0

   SUR  ply065 PY  247.0  247.5

   SUR  ply07  PY  248.0  249.0

   SUR  ply08  PY  248.5  249.5

   SUR  ply09  PY  250.5  251.5

   SUR  ply10  PY  251.0  252.0

   SUR  ply101 PY  254.0  255.0

   SUR  ply102 PY  257.0  258.0

   SUR  ply103 PY  261.0  262.0

   SUR  ply104 PY  261.5  262.5

   SUR  ply105 PY  263.5  264.5

   SUR  ply106 PY  264.0  265.0

   SUR  ply107 PY  268.0  270.0

   SUR  ply108 PY  272.0  274.0

   SUR  ply109 PY  276.0  278.0

   SUR  ply11  PY  281.0  282.0

   SUR  ply12  PY  281.5  282.5

   SUR  ply13  PY  283.5  284.5

   SUR  ply14  PY  284.0  285.0

   SUR  ply145 PY  284.9  285.75

   SUR  ply15  PY  285.8  286.5

   SUR  ply16  PY  291.8  306.5

   SUR  ply17  PY  296.8  311.5

   SUR  ply18  PY  396.8  411.5

   SUR  outsp  SO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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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_Source (

   Cell    plasma

   Energy  PNT  14.06

   Shape   BOX (0.0, 0.0, 0.0) EXT (75.4, 200.0, 196.0)

   Direction ISO

);

Material (

   hevac    -1.e-10

           0  2004   -1.00000     2004.21c + 2000.02p

   graph      -1.44000E+00

           0  6012   -1.00000E+00  6012.21c + 6000.02p

   graph-sic  -1.44585E+00

           0  6012   -9.96289E-01  6012.21c + 6000.02p

           0 14028   -3.40964E-03 14028.21c + 14000.02p

           0 14029   -1.78813E-04 14029.21c + 14000.02p

           0 14030   -1.22783E-04 14030.21c + 14000.02p

   linat    -0.4756

           0  3006   -0.06578     3006.21c + 3000.02p

           0  3007   -0.93420     3007.21c + 3000.02p

   beryl    -1.8032

           0  4009   -1.00000     4009.21c + 4000.02p

   eurofer  -7.800

          -1 23000   -0.00200    23000.21c + 23000.02p

          -1 24050   -0.00376    24050.21c + 24000.02p

          -1 24052   -0.07533    24052.21c + 24000.02p

          -1 24053   -0.00871    24053.21c + 24000.02p

          -1 24054   -0.00221    24054.21c + 24000.02p

          -1 25055   -0.00400    25055.21c + 25000.02p

          -1 26054   -0.05048    26054.21c + 26000.02p

          -1 26056   -0.82170    26056.21c + 26000.02p

          -1 26057   -0.01932    26057.21c + 26000.02p

          -1 26058   -0.00262    26058.21c + 26000.02p

          -1 74182   -0.00263    74182.21c + 74000.02p

          -1 74183   -0.00142    74183.21c + 74000.02p

          -1 74184   -0.00307    74184.21c + 74000.02p

          -1 74186   -0.00288    74186.21c + 74000.02p

   cchmat   -1.560

          -1 23000   -0.00200    23000.21c + 23000.02p

          -1 24050   -0.00376    24050.21c + 24000.02p

          -1 24052   -0.07533    24052.21c + 24000.02p

          -1 24053   -0.00871    24053.21c + 24000.02p

          -1 24054   -0.00221    24054.21c + 24000.02p

          -1 25055   -0.00400    25055.21c + 25000.02p

          -1 26054   -0.05048    26054.21c + 26000.02p

          -1 26056   -0.82170    26056.21c + 26000.02p

          -1 26057   -0.01932    26057.21c + 26000.02p

          -1 26058   -0.00262    26058.21c + 26000.02p

          -1 74182   -0.00263    74182.21c + 74000.0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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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4183   -0.00142    74183.21c + 74000.02p

          -1 74184   -0.00307    74184.21c + 74000.02p

          -1 74186   -0.00288    74186.21c + 74000.02p

   bwlmat   -1.776

          -1 23000   -0.00200    23000.21c + 23000.02p

          -1 24050   -0.00376    24050.21c + 24000.02p

          -1 24052   -0.07533    24052.21c + 24000.02p

          -1 24053   -0.00871    24053.21c + 24000.02p

          -1 24054   -0.00221    24054.21c + 24000.02p

          -1 25055   -0.00400    25055.21c + 25000.02p

          -1 26054   -0.05048    26054.21c + 26000.02p

          -1 26056   -0.82170    26056.21c + 26000.02p

          -1 26057   -0.01932    26057.21c + 26000.02p

          -1 26058   -0.00262    26058.21c + 26000.02p

          -1 74182   -0.00263    74182.21c + 74000.02p

          -1 74183   -0.00142    74183.21c + 74000.02p

          -1 74184   -0.00307    74184.21c + 74000.02p

          -1 74186   -0.00288    74186.21c + 74000.02p

   ppgmat   -4.828

          -1 26054   -3.60187E-02    26054.21c + 26000.02p

          -1 26056   -5.86332E-01    26056.21c + 26000.02p

          -1 26057   -1.37832E-02    26057.21c + 26000.02p

          -1 26058   -1.86643E-03    26058.21c + 26000.02p

          -1 24050   -7.30395E-03    24050.21c + 24000.02p

          -1 24052   -1.46474E-01    24052.21c + 24000.02p

          -1 24053   -1.69288E-02    24053.21c + 24000.02p

          -1 24054   -4.29339E-03    24054.21c + 24000.02p

          -1 42092   -3.55436E-03    42092.21c + 42000.02p

          -1 42094   -2.26366E-03    42094.21c + 42000.02p

          -1 42095   -3.93746E-03    42095.21c + 42000.02p

          -1 42096   -4.16884E-03    42096.21c + 42000.02p

          -1 42097   -2.41176E-03    42097.21c + 42000.02p

          -1 42098   -6.15664E-03    42098.21c + 42000.02p

          -1 42100   -2.50729E-03    42100.21c + 42000.02p

          -1 14028   -6.89051E-03    14028.21c + 14000.02p

          -1 14029   -3.61361E-04    14029.21c + 14000.02p

          -1 14030   -2.48132E-04    14030.21c + 14000.02p

          -1 25055   -1.95000E-02    25055.21c + 25000.02p

          -1 28058   -9.07170E-02    28058.21c + 28000.02p

          -1 28060   -3.61474E-02    28060.21c + 28000.02p

          -1 28061   -1.59767E-03    28061.21c + 28000.02p

          -1 28062   -5.17630E-03    28062.21c + 28000.02p

          -1 28064   -1.36159E-03    28064.21c + 28000.02p

          -1  8016   -3.04399E-02     8016.21c + 8000.02p

          -1  1001   -3.83598E-03     1001.21c + 1000.02p

);

Data (

   NPS 10000000

   PHOT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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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 (

   NCPU 58

   Apportion SUPERV 20

);

Tally (

   Flux

   cfa11 cfa12 cfa21 cfa22 armor ftw11 ftw12 ftw13 bdr11 bdr12 bdr21 bdr22 spp11 spp12 spp13

   grp11 grp12 grp13 grp21 grp22 grp23 ref11 ref12 ref13 ref21 ref22 ref23 grp31 grp32 grp33

   grp41 grp42 grp43 ref31 ref32 ref33 ref34 ref41 ref42 ref43 ref44 grp51 grp52 grp53

   grp61 grp62 grp63 btp11 btp12 btp13 btp21 btp22 btp23 bdr31 bdr32 bdr41 bdr42

   bdr50 bdr51 bdr52 bdr53 bdr54 bdr55 bdr56 bdr57 bdr58 bdr59

   bdr60 bdr61 bdr62 bdr63 bdr64 bdr65 bdr66 bdr67 bdr68 bdr69

   sdw11 sdw12 sdw13 sdw21 sdw22 sdw23 sdw31 sdw32 sdw33 sdw41 sdw42 sdw43

   bwall cfr11 cfr12 cfr21 cfr22 splug

   Power

   cfa11 cfa12 cfa21 cfa22 armor ftw11 ftw12 ftw13 bdr11 bdr12 bdr21 bdr22 spp11 spp12 spp13

   grp11 grp12 grp13 grp21 grp22 grp23 ref11 ref12 ref13 ref21 ref22 ref23 grp31 grp32 grp33

   grp41 grp42 grp43 ref31 ref32 ref33 ref34 ref41 ref42 ref43 ref44 grp51 grp52 grp53

   grp61 grp62 grp63 btp11 btp12 btp13 btp21 btp22 btp23 bdr31 bdr32 bdr41 bdr42

   bdr50 bdr51 bdr52 bdr53 bdr54 bdr55 bdr56 bdr57 bdr58 bdr59

   bdr60 bdr61 bdr62 bdr63 bdr64 bdr65 bdr66 bdr67 bdr68 bdr69

   sdw11 sdw12 sdw13 sdw21 sdw22 sdw23 sdw31 sdw32 sdw33 sdw41 sdw42 sdw43

   bwall cfr11 cfr12 cfr21 cfr22 splug

   CX

   cfa11 cfa12 cfa21 cfa22 armor ftw11 ftw12 ftw13 bdr11 bdr12 bdr21 bdr22 spp11 spp12 spp13

   grp11 grp12 grp13 grp21 grp22 grp23 ref11 ref12 ref13 ref21 ref22 ref23 grp31 grp32 grp33

   grp41 grp42 grp43 ref31 ref32 ref33 ref34 ref41 ref42 ref43 ref44 grp51 grp52 grp53

   grp61 grp62 grp63 btp11 btp12 btp13 btp21 btp22 btp23 bdr31 bdr32 bdr41 bdr42

   bdr50 bdr51 bdr52 bdr53 bdr54 bdr55 bdr56 bdr57 bdr58 bdr59

   bdr60 bdr61 bdr62 bdr63 bdr64 bdr65 bdr66 bdr67 bdr68 bdr69

   sdw11 sdw12 sdw13 sdw21 sdw22 sdw23 sdw31 sdw32 sdw33 sdw41 sdw42 sdw43

   bwall cfr11 cfr12 cfr21 cfr22 splug

   Photon

   cfa11 cfa12 cfa21 cfa22 armor ftw11 ftw12 ftw13 bdr11 bdr12 bdr21 bdr22 spp11 spp12 spp13

   grp11 grp12 grp13 grp21 grp22 grp23 ref11 ref12 ref13 ref21 ref22 ref23 grp31 grp32 grp33

   grp41 grp42 grp43 ref31 ref32 ref33 ref34 ref41 ref42 ref43 ref44 grp51 grp52 grp53

   grp61 grp62 grp63 btp11 btp12 btp13 btp21 btp22 btp23 bdr31 bdr32 bdr41 bdr42

   bdr50 bdr51 bdr52 bdr53 bdr54 bdr55 bdr56 bdr57 bdr58 bdr59

   bdr60 bdr61 bdr62 bdr63 bdr64 bdr65 bdr66 bdr67 bdr68 bdr69

   sdw11 sdw12 sdw13 sdw21 sdw22 sdw23 sdw31 sdw32 sdw33 sdw41 sdw42 sdw43

   bwall cfr11 cfr12 cfr21 cfr22 splug

   APower blanket

   cfa11 cfa12 cfa21 cfa22 armor ftw11 ftw12 ftw13 bdr11 bdr12 bdr21 bdr22 spp11 spp12 spp13

   grp11 grp12 grp13 grp21 grp22 grp23 ref11 ref12 ref13 ref21 ref22 ref23 grp31 grp32 grp33

   grp41 grp42 grp43 ref31 ref32 ref33 ref34 ref41 ref42 ref43 ref44 grp51 grp52 grp53

   grp61 grp62 grp63 btp11 btp12 btp13 btp21 btp22 btp23 bdr31 bdr32 bdr41 bdr42

   bdr50 bdr51 bdr52 bdr53 bdr54 bdr55 bdr56 bdr57 bdr58 bdr59

   bdr60 bdr61 bdr62 bdr63 bdr64 bdr65 bdr66 bdr67 bdr68 bdr69

   sdw11 sdw12 sdw13 sdw21 sdw22 sdw23 sdw31 sdw32 sdw33 sdw41 sdw42 sdw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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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wall cfr11 cfr12 cfr21 cfr22 splug

);

B. MCCARD 입력파일(HCML TBM - No Common Frame Model)

Title (

   Three-D Model for HCL (He-Cooled Li Breeder): Reference Model w/o Moderator

);

Cell (

   CEL  plasma  hevac    { +ply00  AND -ply02  AND +plz02 AND -plz13 AND +plx02 AND -plx13 }

   CEL  armor   beryl    { +ply02  AND -ply03  AND +plz02 AND -plz13 AND +plx02 AND -plx13 }

   CEL  ftw11   eurofer  { +ply03  AND -ply04  AND +plz02 AND -plz13 AND +plx02 AND -plx13 }

   CEL  ftw12   cchmat   { +ply04  AND -ply05  AND +plz02 AND -plz13 AND +plx02 AND -plx13 }

   CEL  ftw13   eurofer  { +ply05  AND -ply06  AND +plz02 AND -plz13 AND +plx02 AND -plx13 }

   CEL  bdr11   linat    { +ply06  AND -ply065 AND +plz05 AND -plz10 AND +plx05 AND -plx06 }

   CEL  bdr12   linat    { +ply065 AND -ply07  AND +plz05 AND -plz10 AND +plx05 AND -plx06 }

   CEL  bdr21   linat    { +ply06  AND -ply065 AND +plz05 AND -plz10 AND +plx09 AND -plx10 }

   CEL  bdr22   linat    { +ply065 AND -ply07  AND +plz05 AND -plz10 AND +plx09 AND -plx10 }

   CEL  spp11   eurofer  { +ply06  AND -ply15  AND +plz05 AND -plz10 AND +plx06 AND -plx07 }

   CEL  spp12   cchmat   { +ply06  AND -ply15  AND +plz05 AND -plz10 AND +plx07 AND -plx08 }

   CEL  spp13   eurofer  { +ply06  AND -ply15  AND +plz05 AND -plz10 AND +plx08 AND -plx09 }

   CEL  grp11   eurofer  { +ply07  AND -ply08  AND +plz05 AND -plz06 AND +plx05 AND -plx06 }

   CEL  grp12   cchmat   { +ply08  AND -ply09  AND +plz05 AND -plz06 AND +plx05 AND -plx06 }

   CEL  grp13   eurofer  { +ply09  AND -ply10  AND +plz05 AND -plz06 AND +plx05 AND -plx06 }

   CEL  grp21   eurofer  { +ply07  AND -ply08  AND +plz05 AND -plz06 AND +plx09 AND -plx10 }

   CEL  grp22   cchmat   { +ply08  AND -ply09  AND +plz05 AND -plz06 AND +plx09 AND -plx10 }

   CEL  grp23   eurofer  { +ply09  AND -ply10  AND +plz05 AND -plz06 AND +plx09 AND -plx10 }

   CEL  ref11   graph    { +ply10  AND -ply101 AND +plz05 AND -plz06 AND +plx05 AND -plx06 }

   CEL  ref12   graph    { +ply101 AND -ply102 AND +plz05 AND -plz06 AND +plx05 AND -plx06 }

   CEL  ref13   graph    { +ply102 AND -ply103 AND +plz05 AND -plz06 AND +plx05 AND -plx06 }

   CEL  ref21   graph    { +ply10  AND -ply101 AND +plz05 AND -plz06 AND +plx09 AND -plx10 }

   CEL  ref22   graph    { +ply101 AND -ply102 AND +plz05 AND -plz06 AND +plx09 AND -plx10 }

   CEL  ref23   graph    { +ply102 AND -ply103 AND +plz05 AND -plz06 AND +plx09 AND -plx10 }

   CEL  grp31   eurofer  { +ply103 AND -ply104 AND +plz05 AND -plz06 AND +plx05 AND -plx06 }

   CEL  grp32   cchmat   { +ply104 AND -ply105 AND +plz05 AND -plz06 AND +plx05 AND -plx06 }

   CEL  grp33   eurofer  { +ply105 AND -ply106 AND +plz05 AND -plz06 AND +plx05 AND -plx06 }

   CEL  grp41   eurofer  { +ply103 AND -ply104 AND +plz05 AND -plz06 AND +plx09 AND -plx10 }

   CEL  grp42   cchmat   { +ply104 AND -ply105 AND +plz05 AND -plz06 AND +plx09 AND -plx10 }

   CEL  grp43   eurofer  { +ply105 AND -ply106 AND +plz05 AND -plz06 AND +plx09 AND -plx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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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L  ref31   graph    { +ply106 AND -ply107 AND +plz05 AND -plz06 AND +plx05 AND -plx06 }

   CEL  ref32   graph    { +ply107 AND -ply108 AND +plz05 AND -plz06 AND +plx05 AND -plx06 }

   CEL  ref33   graph    { +ply108 AND -ply109 AND +plz05 AND -plz06 AND +plx05 AND -plx06 }

   CEL  ref34   graph    { +ply109 AND -ply11  AND +plz05 AND -plz06 AND +plx05 AND -plx06 }

   CEL  ref41   graph    { +ply106 AND -ply107 AND +plz05 AND -plz06 AND +plx09 AND -plx10 }

   CEL  ref42   graph    { +ply107 AND -ply108 AND +plz05 AND -plz06 AND +plx09 AND -plx10 }

   CEL  ref43   graph    { +ply108 AND -ply109 AND +plz05 AND -plz06 AND +plx09 AND -plx10 }

   CEL  ref44   graph    { +ply109 AND -ply11  AND +plz05 AND -plz06 AND +plx09 AND -plx10 }

   CEL  grp51   eurofer  { +ply11  AND -ply12  AND +plz05 AND -plz06 AND +plx05 AND -plx06 }

   CEL  grp52   cchmat   { +ply12  AND -ply13  AND +plz05 AND -plz06 AND +plx05 AND -plx06 }

   CEL  grp53   eurofer  { +ply13  AND -ply14  AND +plz05 AND -plz06 AND +plx05 AND -plx06 }

   CEL  grp61   eurofer  { +ply11  AND -ply12  AND +plz05 AND -plz06 AND +plx09 AND -plx10 }

   CEL  grp62   cchmat   { +ply12  AND -ply13  AND +plz05 AND -plz06 AND +plx09 AND -plx10 }

   CEL  grp63   eurofer  { +ply13  AND -ply14  AND +plz05 AND -plz06 AND +plx09 AND -plx10 }

   CEL  btp11   eurofer  { +ply07  AND -ply14  AND +plz06 AND -plz07 AND +plx05 AND -plx06 }

   CEL  btp12   cchmat   { +ply07  AND -ply14  AND +plz07 AND -plz08 AND +plx05 AND -plx06 }

   CEL  btp13   eurofer  { +ply07  AND -ply14  AND +plz08 AND -plz09 AND +plx05 AND -plx06 }

   CEL  btp21   eurofer  { +ply07  AND -ply14  AND +plz06 AND -plz07 AND +plx09 AND -plx10 }

   CEL  btp22   cchmat   { +ply07  AND -ply14  AND +plz07 AND -plz08 AND +plx09 AND -plx10 }

   CEL  btp23   eurofer  { +ply07  AND -ply14  AND +plz08 AND -plz09 AND +plx09 AND -plx10 }

   CEL  bdr31   linat    { +ply14  AND -ply145 AND +plz05 AND -plz10 AND +plx05 AND -plx06 }

   CEL  bdr32   linat    { +ply145 AND -ply15  AND +plz05 AND -plz10 AND +plx05 AND -plx06 }

   CEL  bdr41   linat    { +ply14  AND -ply145 AND +plz05 AND -plz10 AND +plx09 AND -plx10 }

   CEL  bdr42   linat    { +ply145 AND -ply15  AND +plz05 AND -plz10 AND +plx09 AND -plx10 }

   CEL  bdr50   linat    { +ply07  AND -ply10  AND +plz09 AND -plz10 AND +plx05 AND -plx06 }

   CEL  bdr51   linat    { +ply10  AND -ply101 AND +plz09 AND -plz10 AND +plx05 AND -plx06 }

   CEL  bdr52   linat    { +ply101 AND -ply102 AND +plz09 AND -plz10 AND +plx05 AND -plx06 }

   CEL  bdr53   linat    { +ply102 AND -ply103 AND +plz09 AND -plz10 AND +plx05 AND -plx06 }

   CEL  bdr54   linat    { +ply103 AND -ply106 AND +plz09 AND -plz10 AND +plx05 AND -plx06 }

   CEL  bdr55   linat    { +ply106 AND -ply107 AND +plz09 AND -plz10 AND +plx05 AND -plx06 }

   CEL  bdr56   linat    { +ply107 AND -ply108 AND +plz09 AND -plz10 AND +plx05 AND -plx06 }

   CEL  bdr57   linat    { +ply108 AND -ply109 AND +plz09 AND -plz10 AND +plx05 AND -plx06 }

   CEL  bdr58   linat    { +ply109 AND -ply11  AND +plz09 AND -plz10 AND +plx05 AND -plx06 }

   CEL  bdr59   linat    { +ply11  AND -ply14  AND +plz09 AND -plz10 AND +plx05 AND -plx06 }

   CEL  bdr60   linat    { +ply07  AND -ply10  AND +plz09 AND -plz10 AND +plx09 AND -plx10 }

   CEL  bdr61   linat    { +ply10  AND -ply101 AND +plz09 AND -plz10 AND +plx09 AND -plx10 }

   CEL  bdr62   linat    { +ply101 AND -ply102 AND +plz09 AND -plz10 AND +plx09 AND -plx10 }

   CEL  bdr63   linat    { +ply102 AND -ply103 AND +plz09 AND -plz10 AND +plx09 AND -plx10 }

   CEL  bdr64   linat    { +ply103 AND -ply106 AND +plz09 AND -plz10 AND +plx09 AND -plx10 }

   CEL  bdr65   linat    { +ply106 AND -ply107 AND +plz09 AND -plz10 AND +plx09 AND -plx10 }

   CEL  bdr66   linat    { +ply107 AND -ply108 AND +plz09 AND -plz10 AND +plx09 AND -plx10 }

   CEL  bdr67   linat    { +ply108 AND -ply109 AND +plz09 AND -plz10 AND +plx09 AND -plx10 }

   CEL  bdr68   linat    { +ply109 AND -ply11  AND +plz09 AND -plz10 AND +plx09 AND -plx10 }

   CEL  bdr69   linat    { +ply11  AND -ply14  AND +plz09 AND -plz10 AND +plx09 AND -plx10 }

   CEL  sdw11   eurofer  { +ply06  AND -ply15  AND +plz02 AND -plz13 AND +plx02 AND -plx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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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L  sdw12   cchmat   { +ply06  AND -ply15  AND +plz02 AND -plz13 AND +plx03 AND -plx04 }

   CEL  sdw13   eurofer  { +ply06  AND -ply15  AND +plz02 AND -plz13 AND +plx04 AND -plx05 }

   CEL  sdw21   eurofer  { +ply06  AND -ply15  AND +plz02 AND -plz13 AND +plx10 AND -plx11 }

   CEL  sdw22   cchmat   { +ply06  AND -ply15  AND +plz02 AND -plz13 AND +plx11 AND -plx12 }

   CEL  sdw23   eurofer  { +ply06  AND -ply15  AND +plz02 AND -plz13 AND +plx12 AND -plx13 }

   CEL  sdw31   eurofer  { +ply06  AND -ply15  AND +plz02 AND -plz03 AND +plx05 AND -plx10 }

   CEL  sdw32   cchmat   { +ply06  AND -ply15  AND +plz03 AND -plz04 AND +plx05 AND -plx10 }

   CEL  sdw33   eurofer  { +ply06  AND -ply15  AND +plz04 AND -plz05 AND +plx05 AND -plx10 }

   CEL  sdw41   eurofer  { +ply06  AND -ply15  AND +plz10 AND -plz11 AND +plx05 AND -plx10 }

   CEL  sdw42   cchmat   { +ply06  AND -ply15  AND +plz11 AND -plz12 AND +plx05 AND -plx10 }

   CEL  sdw43   eurofer  { +ply06  AND -ply15  AND +plz12 AND -plz13 AND +plx05 AND -plx10 }

   CEL  bwall   bwlmat   { +ply15  AND -ply16  AND +plz02 AND -plz13 AND +plx02 AND -plx13 }

   CEL  gap     hevac    { +ply16  AND -ply17  AND +plz02 AND -plz13 AND +plx02 AND -plx13 }

   CEL  splug   ppgmat   { +ply17  AND -ply18  AND +plz02 AND -plz13 AND +plx02 AND -plx13 }

   CEL  sphere  VOID     { -outsp AND ( -ply00 OR +ply18 OR -plz02 OR +plz13 OR -plx02 OR 

+plx13 ) }

);

Surface (

  RSUR  plz02  PZ   15.5

   SUR  plz03  PZ   16.0

   SUR  plz04  PZ   18.0

   SUR  plz05  PZ   18.5

   SUR  plz06  PZ  169.5

   SUR  plz07  PZ  170.0

   SUR  plz08  PZ  172.0

   SUR  plz09  PZ  172.5

   SUR  plz10  PZ  174.5

   SUR  plz11  PZ  175.0

   SUR  plz12  PZ  177.0

  RSUR  plz13  PZ  177.5

  RSUR  plx02  PX   15.5

   SUR  plx03  PX   16.0

   SUR  plx04  PX   18.0

   SUR  plx05  PX   18.5

   SUR  plx06  PX   36.2

   SUR  plx07  PX   36.7

   SUR  plx08  PX   38.7

   SUR  plx09  PX   39.2

   SUR  plx10  PX   56.9

   SUR  plx11  PX   57.4

   SUR  plx12  PX   59.4

  RSUR  plx13  PX   59.9

  RSUR  ply00  PY    0.0

   SUR  ply005 PY  231.5

   SUR  ply01  PY  232.5

   SUR  ply02  PY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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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  ply03  PY  243.0

   SUR  ply04  PY  243.3

   SUR  ply05  PY  245.3

   SUR  ply06  PY  246.0

   SUR  ply065 PY  247.5

   SUR  ply07  PY  249.0

   SUR  ply08  PY  249.5

   SUR  ply09  PY  251.5

   SUR  ply10  PY  252.0

   SUR  ply101 PY  255.0

   SUR  ply102 PY  258.0

   SUR  ply103 PY  262.0

   SUR  ply104 PY  262.5

   SUR  ply105 PY  264.5

   SUR  ply106 PY  265.0

   SUR  ply107 PY  270.0

   SUR  ply108 PY  274.0

   SUR  ply109 PY  278.0

   SUR  ply11  PY  282.0

   SUR  ply12  PY  282.5

   SUR  ply13  PY  284.5

   SUR  ply14  PY  285.0

   SUR  ply145 PY  285.75

   SUR  ply15  PY  286.5

   SUR  ply16  PY  306.5

   SUR  ply17  PY  311.5

   SUR  ply18  PY  411.5

   SUR  outsp  SO  5000.

);

S_Source (

   Cell    plasma

   Energy  PNT  14.06

   Shape   BOX (12.0, 0.0, 12.0) EXT (51.4, 200.0, 172.0)

   Direction ISO

);

Material (

   hevac    -1.e-10

           0  2004   -1.00000     2004.21c + 2000.02p

   graph      -1.44000E+00

           0  6012   -1.00000E+00  6012.21c + 6000.02p

   graph-sic  -1.44585E+00

           0  6012   -9.96289E-01  6012.21c + 6000.02p

           0 14028   -3.40964E-03 14028.21c + 14000.02p

           0 14029   -1.78813E-04 14029.21c + 14000.02p

           0 14030   -1.22783E-04 14030.21c + 14000.02p

   linat    -0.4756

           0  3006   -0.06578     3006.21c + 3000.02p

           0  3007   -0.93420     3007.21c + 3000.0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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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ryl    -1.8032

           0  4009   -1.00000     4009.21c + 4000.02p

   eurofer  -7.800

          -1 23000   -0.00200    23000.21c + 23000.02p

          -1 24050   -0.00376    24050.21c + 24000.02p

          -1 24052   -0.07533    24052.21c + 24000.02p

          -1 24053   -0.00871    24053.21c + 24000.02p

          -1 24054   -0.00221    24054.21c + 24000.02p

          -1 25055   -0.00400    25055.21c + 25000.02p

          -1 26054   -0.05048    26054.21c + 26000.02p

          -1 26056   -0.82170    26056.21c + 26000.02p

          -1 26057   -0.01932    26057.21c + 26000.02p

          -1 26058   -0.00262    26058.21c + 26000.02p

          -1 74182   -0.00263    74182.21c + 74000.02p

          -1 74183   -0.00142    74183.21c + 74000.02p

          -1 74184   -0.00307    74184.21c + 74000.02p

          -1 74186   -0.00288    74186.21c + 74000.02p

   cchmat   -1.560

          -1 23000   -0.00200    23000.21c + 23000.02p

          -1 24050   -0.00376    24050.21c + 24000.02p

          -1 24052   -0.07533    24052.21c + 24000.02p

          -1 24053   -0.00871    24053.21c + 24000.02p

          -1 24054   -0.00221    24054.21c + 24000.02p

          -1 25055   -0.00400    25055.21c + 25000.02p

          -1 26054   -0.05048    26054.21c + 26000.02p

          -1 26056   -0.82170    26056.21c + 26000.02p

          -1 26057   -0.01932    26057.21c + 26000.02p

          -1 26058   -0.00262    26058.21c + 26000.02p

          -1 74182   -0.00263    74182.21c + 74000.02p

          -1 74183   -0.00142    74183.21c + 74000.02p

          -1 74184   -0.00307    74184.21c + 74000.02p

          -1 74186   -0.00288    74186.21c + 74000.02p

   bwlmat   -1.776

          -1 23000   -0.00200    23000.21c + 23000.02p

          -1 24050   -0.00376    24050.21c + 24000.02p

          -1 24052   -0.07533    24052.21c + 24000.02p

          -1 24053   -0.00871    24053.21c + 24000.02p

          -1 24054   -0.00221    24054.21c + 24000.02p

          -1 25055   -0.00400    25055.21c + 25000.02p

          -1 26054   -0.05048    26054.21c + 26000.02p

          -1 26056   -0.82170    26056.21c + 26000.02p

          -1 26057   -0.01932    26057.21c + 26000.02p

          -1 26058   -0.00262    26058.21c + 26000.02p

          -1 74182   -0.00263    74182.21c + 74000.02p

          -1 74183   -0.00142    74183.21c + 74000.02p

          -1 74184   -0.00307    74184.21c + 74000.02p

          -1 74186   -0.00288    74186.21c + 74000.02p

   ppgmat   -4.828

          -1 26054   -3.60187E-02    26054.21c + 26000.02p

          -1 26056   -5.86332E-01    26056.21c + 26000.02p

          -1 26057   -1.37832E-02    26057.21c + 26000.0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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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6058   -1.86643E-03    26058.21c + 26000.02p

          -1 24050   -7.30395E-03    24050.21c + 24000.02p

          -1 24052   -1.46474E-01    24052.21c + 24000.02p

          -1 24053   -1.69288E-02    24053.21c + 24000.02p

          -1 24054   -4.29339E-03    24054.21c + 24000.02p

          -1 42092   -3.55436E-03    42092.21c + 42000.02p

          -1 42094   -2.26366E-03    42094.21c + 42000.02p

          -1 42095   -3.93746E-03    42095.21c + 42000.02p

          -1 42096   -4.16884E-03    42096.21c + 42000.02p

          -1 42097   -2.41176E-03    42097.21c + 42000.02p

          -1 42098   -6.15664E-03    42098.21c + 42000.02p

          -1 42100   -2.50729E-03    42100.21c + 42000.02p

          -1 14028   -6.89051E-03    14028.21c + 14000.02p

          -1 14029   -3.61361E-04    14029.21c + 14000.02p

          -1 14030   -2.48132E-04    14030.21c + 14000.02p

          -1 25055   -1.95000E-02    25055.21c + 25000.02p

          -1 28058   -9.07170E-02    28058.21c + 28000.02p

          -1 28060   -3.61474E-02    28060.21c + 28000.02p

          -1 28061   -1.59767E-03    28061.21c + 28000.02p

          -1 28062   -5.17630E-03    28062.21c + 28000.02p

          -1 28064   -1.36159E-03    28064.21c + 28000.02p

          -1  8016   -3.04399E-02     8016.21c + 8000.02p

          -1  1001   -3.83598E-03     1001.21c + 1000.02p

);

Data (

   NPS 10000000

   PHOTON

);

Parallel (

   NCPU 58

   Apportion SUPERV 20

);

Tally (

   Flux

   armor ftw11 ftw12 ftw13 bdr11 bdr12 bdr21 bdr22 spp11 spp12 spp13 grp11 grp12 grp13

   grp21 grp22 grp23 ref11 ref12 ref13 ref21 ref22 ref23 grp31 grp32 grp33

   grp41 grp42 grp43 ref31 ref32 ref33 ref34 ref41 ref42 ref43 ref44 grp51 grp52 grp53

   grp61 grp62 grp63 btp11 btp12 btp13 btp21 btp22 btp23 bdr31 bdr32 bdr41 bdr42

   bdr50 bdr51 bdr52 bdr53 bdr54 bdr55 bdr56 bdr57 bdr58 bdr59

   bdr60 bdr61 bdr62 bdr63 bdr64 bdr65 bdr66 bdr67 bdr68 bdr69

   sdw11 sdw12 sdw13 sdw21 sdw22 sdw23 sdw31 sdw32 sdw33 sdw41 sdw42 sdw43 bwall splug

   Power

   armor ftw11 ftw12 ftw13 bdr11 bdr12 bdr21 bdr22 spp11 spp12 spp13 grp11 grp12 grp13

   grp21 grp22 grp23 ref11 ref12 ref13 ref21 ref22 ref23 grp31 grp32 grp33

   grp41 grp42 grp43 ref31 ref32 ref33 ref34 ref41 ref42 ref43 ref44 grp51 grp52 grp53

   grp61 grp62 grp63 btp11 btp12 btp13 btp21 btp22 btp23 bdr31 bdr32 bdr41 bdr42

   bdr50 bdr51 bdr52 bdr53 bdr54 bdr55 bdr56 bdr57 bdr58 bdr59

   bdr60 bdr61 bdr62 bdr63 bdr64 bdr65 bdr66 bdr67 bdr68 bdr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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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w11 sdw12 sdw13 sdw21 sdw22 sdw23 sdw31 sdw32 sdw33 sdw41 sdw42 sdw43 bwall splug

   CX

   armor ftw11 ftw12 ftw13 bdr11 bdr12 bdr21 bdr22 spp11 spp12 spp13 grp11 grp12 grp13

   grp21 grp22 grp23 ref11 ref12 ref13 ref21 ref22 ref23 grp31 grp32 grp33

   grp41 grp42 grp43 ref31 ref32 ref33 ref34 ref41 ref42 ref43 ref44 grp51 grp52 grp53

   grp61 grp62 grp63 btp11 btp12 btp13 btp21 btp22 btp23 bdr31 bdr32 bdr41 bdr42

   bdr50 bdr51 bdr52 bdr53 bdr54 bdr55 bdr56 bdr57 bdr58 bdr59

   bdr60 bdr61 bdr62 bdr63 bdr64 bdr65 bdr66 bdr67 bdr68 bdr69

   sdw11 sdw12 sdw13 sdw21 sdw22 sdw23 sdw31 sdw32 sdw33 sdw41 sdw42 sdw43 bwall splug

   Photon

   armor ftw11 ftw12 ftw13 bdr11 bdr12 bdr21 bdr22 spp11 spp12 spp13 grp11 grp12 grp13

   grp21 grp22 grp23 ref11 ref12 ref13 ref21 ref22 ref23 grp31 grp32 grp33

   grp41 grp42 grp43 ref31 ref32 ref33 ref34 ref41 ref42 ref43 ref44 grp51 grp52 grp53

   grp61 grp62 grp63 btp11 btp12 btp13 btp21 btp22 btp23 bdr31 bdr32 bdr41 bdr42

   bdr50 bdr51 bdr52 bdr53 bdr54 bdr55 bdr56 bdr57 bdr58 bdr59

   bdr60 bdr61 bdr62 bdr63 bdr64 bdr65 bdr66 bdr67 bdr68 bdr69

   sdw11 sdw12 sdw13 sdw21 sdw22 sdw23 sdw31 sdw32 sdw33 sdw41 sdw42 sdw43 bwall splug

   APower blanket

   armor ftw11 ftw12 ftw13 bdr11 bdr12 bdr21 bdr22 spp11 spp12 spp13 grp11 grp12 grp13

   grp21 grp22 grp23 ref11 ref12 ref13 ref21 ref22 ref23 grp31 grp32 grp33

   grp41 grp42 grp43 ref31 ref32 ref33 ref34 ref41 ref42 ref43 ref44 grp51 grp52 grp53

   grp61 grp62 grp63 btp11 btp12 btp13 btp21 btp22 btp23 bdr31 bdr32 bdr41 bdr42

   bdr50 bdr51 bdr52 bdr53 bdr54 bdr55 bdr56 bdr57 bdr58 bdr59

   bdr60 bdr61 bdr62 bdr63 bdr64 bdr65 bdr66 bdr67 bdr68 bdr69

   sdw11 sdw12 sdw13 sdw21 sdw22 sdw23 sdw31 sdw32 sdw33 sdw41 sdw42 sdw43 bwall splu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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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5-20줄내외)

    본 과제의 목적은 국제열핵융합로(ITER;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에 장착하여 성능을 시험할 한국형 TBM(Test Blanket Module)

의 노물리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본 과제에서는 서울대학교의 몬테칼로 전산코드

(MCCARD)에 의해 한국형 ITER TBM에 대한 노물리 설계 및 핵설계 성능분석을 수행

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본 과제를 통하여 한국형 ITER TBM의 핵설계 모형을 개발하고 

노물리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수치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생산된 몬테칼로 

수치실험 자료는 향후 한국형 ITER TBM의 설계 최적화를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과제의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핵융합로의 필수

적 장치 중의 하나인 삼중수소 증식 블랑켓의 노물리 특성해석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

였으며, 핵융합 블랑켓에서의 중성자 및 감마선 거동을 예측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MCCARD에 의한 몬테칼로 수송계산을 수행하였다. 또한, 삼중수소 증식 블랑켓의 노물

리 특성 최적화를 위하여 graphite reflector와 Pb multiplier를 활용하는 설계개념을 도

입하였으며, 이러한 설계개념이 헬륨냉각 액체형 블랑켓과 헬륨냉각 고체형 블랑켓에 각

각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

    헬륨냉각 액체형 블랑켓의 경우에는, graphite reflector를 활용하여 반사체가 없는 

블랑켓 개념에 비해 훨씬 향상된 노물리 성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약간 높은 6Li 

농축도를 갖는 삼중수소 증식물질 만으로도 충분한 수준의 삼중수소증식율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헬륨냉각 고체형 블랑켓의 경우에는, Pb multiplier와 graphite reflector가 

조합된 형태의 삼중수소 증식 블랑켓을 제안하였으며, 노물리 해석계산 결과에 의하면 

기존 개념의 고체형 블랑켓에 상응하는 노물리 성능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몬테칼로법, 중성자 및 감마선 수송계산능, ITER TBM, 핵융합 

블랑켓, MCCARD, 삼중수소 증식율, 에너지 증식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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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project is to develop a neutronic design of the Korean 

TBM(Test Blanket Module) which will be installed in ITER(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This project is intended to analyze a 

neutronic design and nuclear performances of the Korean ITER TBM through the 

transport calculation of MCCARD. In detail, we will conduct numerical experiments 

for developing the neutronic design of the Korean ITER TBM and improving the 

nuclear performances. The results of the numerical experiments produced in this 

project will be utilized for a design optimization of the Korean ITER TBM.

    In this project, we proposed the neutronic methodologies for analyzing the 

nuclear characteristics of the fusion blanket. In order to investigate the behavior 

of neutrons and photons in the fusion blanket, Monte Carlo transport calculation 

was conducted with MCCARD. In addition, to optimize the neutronic performances 

of the fusion blanket, we introduced the design concept using a graphite reflector 

and a Pb multiplier. Through various numerical experiments, it was verified that 

these design concepts can be utilized efficiently to improve neutronic 

performances and resolve many drawbacks.

    The graphite-reflected HCML blanket can provide the neutronic performances 

far better than the non-reflected blanket, and a slightly-enriched Li breeder can 

satisfy the tritium self-sufficiency. The HCSB blanket design concept with a 

graphite reflector and a Pb multiplier was proposed. According to results of the 

neutronic analyses, the graphite-reflected HCSB blanket with a Pb multiplier can 

provide the neutronic performances comparable with those of the conventional 

HCSB blan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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