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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초고온가스냉각로(VHTR)의 후보 로형인 Prism형 타입과 

Pebble형 타입의 고온 가스로에서의 삼중수소의 생성량을 예측해보고, 생성된 지점으로

부터 확산 과정을 통해 냉각재인 헬륨에서의 삼중수소 농도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다. 이를 바탕으로 열교환기를 통한 삼중수소의 수소 생산 계통으로의 확산을 평가하

고 수소 생산 계통을 통해 생산되는 수소내 삼중수소 양을 예측하여 삼중수소 농도 규

제 기준치와의 비교를 최종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삼중수소 거동 평가 

프로그램인 TBEC(Tritium Behaivor Evaluation Code for VHTR) 코드를 개발하 다. 

Ternary 분열에 의해 생성된 삼중수소가 Triso coating을 확산해서 1차 냉각재 까지 나

오는 연간 유출 율은 Pebble형의 경우 0.47%, Block 형의 경우는 10.1 % 정도로 평가

되었다. 또한 반사체 내에 불순물로 존재하는 
6
Li에 의해 생성된 삼중수소의 확산을 평

가하기 위해 생성된 삼중수소는 반사체내에 균일하게 분포한다고 가정하고 확산 방정

식을 수치해석으로 풀면 Pebble형의 경우 8%, Block형의 경우 0.03%의 연간 방출 율을 

얻을 수 있다. 이 값을 바탕으로 냉각재내 삼중수소의 부분압을 계산할 수 있으며 이 

값을 통해 Sivert's law(Q∝p1/2)를 이용하여 열교환기를 통한 1차 계통으로부터 수소 

생성 계통으로의 삼중수소의 유출 율을 계산해 보면 Pebble형의 경우 연간 5.04×10
7
 

Bq, Block형의 경우 연간  3.03×10
8
 Bq 의 값을 얻을 수 있었다.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고온 가스로, 삼중수소 거동, 삼중수소 생성, 삼중수소 확산,  삼중수소 투과

  

어

 High Temperature Gas Cooled Reactor, Tritium behavior, Hydrogen 

production, Tritium diffusion, Tritium perm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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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선원항 평가 방법론 및 삼중수소 거동 메카니즘 분석

I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수소 생산을 위한 초고온가스냉각로(VHTR)은 수소생산효율 향상을 위하여 기존

의 국내에 운용중인 가압경수로형(PWR) 원자로나 가압중수로형(CANDU)원자로와 달리 

수소 생산 계통으로 He 기체 냉각재를 통해 열전달을 하도록 설계되어지기 때문에 원자

로 내에서 생성되는 삼중수소가 수소 생성 계통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삼

중수소는 재질의 파손이 없는 상태에서도 자체의 높은 확산계수에 의해 재질을 투과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생산된 수소는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어서 삼

중수소에 의한 오염은 관련시설의 인허가 획득에 있어서 주요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어

질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초고온가스냉각로(VHTR)의 후보 로형인 Prism형 타

입과 Pebble형 타입의 고온 가스로에서의 삼중수소의 생성량을 예측해보고, 생성된 지점

으로부터 확산 과정을 통해 냉각재인 헬륨에서의 삼중수소 농도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다. 이를 바탕으로 열교환기를 통한 삼중수소의 수소 생산 계통으로의 확산을 평가하고 

수소 계통을 통해 생산되는 수소내 삼중수소를 예측하여 삼중수소 농도 규제 기준치와의 

비교를 최종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온 가스로 내부에서 생

성되는 삼중수소의 생성원 확인 및 생성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graphite내에서 삼중수소의 확산을 평가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입

력 변수 값들을 확보하여, 각 생성 원으로부터 1차 냉각재로의 삼중수소 확산을 평가하여 

헬륨 냉각수 내의 삼중수소 농도를 평가하 다. 열교환기를 통한 삼중수소의 수소 계통으

로의 확산 모델 또한 제시하고 평가 하여 최종적으로 생산될 수소내의 삼중수소 농도를 

예측하고자 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모사하는 전산 프로그램인 TBEC(Tritium 

Behaivor Evaluation Code for VHTR) 코드를 개발하 다. 본 연구의 모 과제인 원자력

이용 수소 생산 시스템개발 사업이 연구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실제 건설될 고온가스

로의 설계 변수는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경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따

라선 본 연구에서는 삼중수소 생성 및 확산 평가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입력 변수 

변경에 따른 재평가를 용이하게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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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개발결과

본 연구에서는 300 MWth Pebble 로형과 600 MWth Block 형의 로형에서의 삼중

수소 생성 및 확산, 투과 현상을 모사하는 모델 및 전산 코드를 개발하 다. 선원항 중에

서 가장 큰 선원항인 핵연료 내에서의 Ternary 분열에 의해 생성된 삼중수소가 Triso 

coating을 확산해서 1차 냉각재 까지 나오는 연간 유출율은 Pebble형의 경우 0.47%, 

Block 형의 경우는 10.1 % 정도로 평가되었다. Pebble의 경우는 Triso를 투과 하더라도 

핵연료 자체가 다시 graphite에 둘러싸여 있어서, 다시 이것을 투과 하여야 하기 때문이

며, Block형의 경우는 핵연료 집합체로 장전시 plugging 재질의 도에 따라서 Pebble과 

같이 삼중수소 확산을 막는 장벽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대로 투과시키기도 한다. 본 연구

에서는 정확한 평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평가하여 plugging 재질을 투과 한

다고 평가한 결과이다. 반사체 내에 불순물로 존재하는 
6
Li에 의해 생성된 삼중수소의 확

산을 평가하기 위해, 생성된 삼중수소는 반사체내에 균일하게 분포한다고 가정하고 확산 

방정식을 수치해석으로 풀면 Pebble형의 경우 8%, Block형의 경우 0.03%의 연간 방출율

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삼중수소가 확산을 통해 유출되는 값이 반사체의 두께가 두꺼울

수록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얻어지는 결과이다. 이를 바탕으로 1차 계통에 존재하는 연

간 삼중수소의 양을 예측할 수 있는데 Pebble형의 경우 약 98.5Ci, Block형의 경우 약 

340Ci 정도가 된다. 이 값을 바탕으로 냉각재내 삼중수소의 부분압을 계산할 수 있으며 

이 값을 통해 Sivert's law(Q∝p
1/2
)를 이용하여 열교환기를 통한 1차 계통으로부터 수소 

생성 계통으로의 삼중수소의 유출율을 계산해 보면 Pebble형의 경우 연간 5.04×10
7
 Bq, 

Block형의 경우 연간  3.03×10
8
 Bq 의 값을 얻을 수 있었다. 이 값을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2 - 23호 (제 8차 개정) 별표 3과 별표 5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종별 흡입 및 섭취

한도와 핵종별 규제 면제 관련 수량 및 농도와 비교하 다. oxide film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도 Pebble형 및 Block형에서 삼중수소에 의한 생산되는 수소내 농도가 대단히 낮아 

충분한 안전성이 확인되었다. 

V. 연구 개발 계획의 활용 계획

- 방사선원항으로써 뿐만 아니라 생성된 삼중수소의 전이 및 거동 해석의 기초 

자료로써 활용

- 생산된 수소의 오염 방지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자료로써 활용

- 고온가스로 환경 향평가를 위한 모델 및 코드 개발시 핵종 거동 평가에 활용

- 고온가스로 냉각재내 방사성 동위원소의 선원항 평가에 활용

- 고온가스로 사고 해석시 방사성 핵종 거동 평가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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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Title

A study on the analysis of source term evaluation method and tritium behavior mechanism

II. Necessity and Objective of the Project

In 2004,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started a nuclear 

hydrogen program to develop a Nuclear Hydrogen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NHDD) 

reactor and has been doing in-depth study for developing a conceptual design. Because the 

main purpose of this reactor is to produce heat-induced hydrogen, control of the tritium path 

through the walls of the heat exchanger is highly important to meet regulatory requirements 

on the acceptable contamination of the product gas. Especially, tritium is the only radionuclide 

that can permeate from the primary circuit through the heat exchanger walls into the 

secondary circuits where it causes unwanted contamination, this nuclide is of particular interest 

in relation to high-temperature gas-cooled reactor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evaluation procedure for predicting the tritium behavior in the 300 MWth Pebble type gas 

cooled reactor and 600 MWth block-type HTGR core, both of which are candidate reactors for 

the nuclear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plant.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o establish the evaluation methodology and procedure for the tritium behavior in the 

NHDD reactor, tritium generation, diffusion, and permeation is considered in this study. There 

have been some researches on the production of tritium in HTGRs, for both pebble and block 

types, respectively. Tritium which is generated by fission reaction and neutron reaction can be 

diffused from graphite to a helium coolant under high temperature. In this study, tritium 

diffused from where it is generated is evaluated by using the second Fick’s law and 

Arrhenius equation with considering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in the reactor. To focus on 

the tritium behavior mechanism in the graphite, two assumptions are applied. One is that the 

pebble type fuel and graphite reflector is always intact, the other is that the Helium 

purification system is not exist. Tritium permeation is also evaluated from the primary coo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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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o the hydrogen production circuits where it causes unwanted contamination through the heat 

exchanger. The TBEC (Tritium Behavior Estimation Code for VHTR) code which was a 

newly formulated and developed one can estimate the tritium generation and the corresponding 

diffusion with respect to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in the Pebble and the Prismatic type 

reactor cores. Finally, the amount of tritium in the hydrogen product is calculated.

IV. Result

In this study, tritium diffusion and permeation at NHDD reactors, a 300 MWth   

Pebble and 600 MWth block type reactors, were evaluated with respect to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of the core. The annual release rate of tritium diffused from coated fuel to the 

primary helium coolant through the encapsulated graphite was evaluated as 0.47 percent in 

case of Pebble type and 10.1 percent in case of Block type compared with the generated 

tritium, respectively. And the annual release rate of the tritium from the reflector graphite was 

evaluated as about 8 percent in case of Pebble type and about 0.03 percent in case of Block 

type compared with the tritium attributed by 6Li as impurities of the reflector due to the 

relatively thick graphite, respectively. These results can be used for evaluating tritium amounts 

in the primary coolant of the both type reactor. Even though ternary fission is the largest 

source and the fuel temperature is very high, the contribution of the tritium amounts in the 

primary coolant by fission reaction is relatively small due to the SiC layer of the coated fuel 

particles and the encapsulated graphite. The main contributions of the tritium amounts in the 

primary coolant are the 3He as isotope and 6Li as impurities of the reflector graphite. 

TAKEDA et al studied the tritium permeation in the HTTR hydrogen production system. Even 

though the reactor type and thermal power of the HTTR hydrogen system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NHDD plant, the similar result was derived. Based on the Siverts’ law (Q∝p1/2), 

tritium permeation from the primary coolant to the hydrogen production system was also 

evaluated and the result is calculated as 5.04×107 Bq per year in case of Pebble type and 

3.03×108 Bq per year in case of block type without considering the permeation reduction 

factors (PRF), respectively. It means that the leakage ratio of tritium was only about 

10-4~10-5percent into the hydrogen production system compared with the generated tritium 

amount. 



- vii -

CONTENTS

I. Introduction ··························································································································1

A. Necessity of the Project ······························································································1

B.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1

II. Statue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earch ························································3

A.  Statues of the Foreign Research ·············································································3

B.  Statues of the Domestic Research ···········································································3

III. Results and Contents of the Project ···········································································5

A. Characteristics of Prism and Pebble type gas cooled reactor ··························5

1. characteristics of fuel ································································································5

2. characteristics of PBMR design ·············································································6

3. characteristics of GT-MHR design ········································································9

B. Tritium generation model ·······················································································11

1. Tritium generation in the fuel ············································································12

2. Tritium generation in the coolant by 
3
He ·······················································13

3. Tritium generation in the graphite by 
6
Li ·······················································16

4. Tritium generation in the burnable poion and cotrol rods by 
10
B ···········17

5. The validation of tritium amounts evaluation model ···································19

6. The evaluated tritium amounts in candidate reactors ··································25

C. Tritium diffusion model ··························································································26

1. Characteristics of the graphite ·············································································26

2. Diffusion from the fuel ·························································································28

3. Diffusion from the reflector ·················································································36

D. Tritium permeation mdoel ·······················································································40

1. Tritium permeation via the heat exchanger material ····································41

E. Tritium behavior evaluation code ···········································································46

1. The structure of the TBEC code ·········································································49

IV. Contribution and Achievements Rate of the Project Objective ··························63



- viii -

V.  The Application Scheme of the Project Result ·····················································65

VI. The Collective Information of the Related Project during the Study ···············67

A.  The overview of tritium safety study in Japan ···············································67

VII. Reference ··························································································································69



- ix -

목   차

요 약 문 ····································································································································· iii

SUMMARY ·································································································································v

CONTENTS ·····························································································································vii

목 차 ··········································································································································· ix

표 목 차 ·····································································································································xi

그 림 목 차 ·····························································································································xiii

제 1 장  연구개발 과제 개요 ································································································1

제 1 절  연구 개발의 필요성 ··························································································1

제 2 절  연구개발의 목적 및 범위 ················································································1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3

제 1 절  외국의 현황 ········································································································3

제 2 절  국내의 현황 ········································································································3

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5

제 1 절  Prism형과 Pebble형 고온가스로 특성 ··························································5

1. 핵연료 특성 ·················································································································5

2. PBMR 로형의 설계 특성 ·························································································6

3. GT-MHR 로형의 설계특성 ······················································································9

제 2 절  삼중수소 생성원 및 생성 모델 ····································································11

1. 핵연료 내의 삼중수소의 생성 ···············································································12

2. 냉각제내의 
3
He에 의한 삼중수소의 생성 ··························································13

3. 흑연 내의 Li에 의한 삼중수소의 생성 ·······························································16

4. 
10
B에 의한 삼중수소의 생성 ··················································································17

5. 생성량 예측 모델의 타당성 검토 ·········································································19

6. 후보 로형에 따른 삼중수소 생성량 예측 ···························································25

제 3 절  삼중수소 확산 모델 ························································································26

1. graphite의 특성 ········································································································26

2. 핵연료로부터의 확산 ·······························································································28

가.  SiC layer를 통한 삼중수소의 확산 ····························································28



- x -

나.  Graphite layer를 통한 삼중수소의 확산 ···················································33

3. 반사체로부터의 확산 ·······························································································36

제 4 절  삼중수소 투과 ··································································································40

1. 재질을 통한 삼중수소의 투과 ···············································································41

가.  Clean Surface Model ···················································································41

나.  Oxide film model ··························································································41

다.  물리적 현상 요약 ···························································································42

라.  수소 생성 계통으로의 삼중수소 투과량 예측 ·········································42

마.  생산되는 수소내 삼중수소와 규제치와의 농도 비교 ·····························45

제 5 절  삼중수소 거동 평가 전산 코드 ····································································46

1. 전산 모사 코드 구조 ·······························································································49

가.  입력값 ···············································································································49

나.  출력값 ···············································································································54

(1)  삼중수소 생성량 예측 ·············································································54

(2)  삼중수소 확산 평가 결과 출력 ·······························································56

(3)  삼중수소 투과 평가 결과 출력 ·······························································60

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63

제 5 장  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65

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67

제 1 절  일본 삼중수소 연구개요 ················································································67

제 7 장   참고문헌 ················································································································69

부  록 ········································································································································73



- xi -

표 목 차

표 1.1 300MWth PBMR 로형의 설계 입력 자료 ································································7

표 1.2 로심 설계 입력 자료 ·······························································································10

표 1.3 핵연료 설계 자료 ·······································································································10

표 2.1 삼중수소 생성 반응 및 반응단면적 ·······································································12

표 2.2 로형에 따른 중성자 flux ··························································································15

표 2.3 로형에 따른 삼중수소 생성량 예측 결과 ·····························································25

표 3.1 graphite 내의 수소 동위원소들의 pre-exponential factor (D0), 

 활성화 에너지(Ed) ·······································································································27

표 4.1 삼중수소 투과에 필요한 입력 변수들 ···································································44

표 4.2 방사성 물질의 배출관리 기준 ·················································································45

표 4.3 삼중수소의 규제 면제 관련 수량 및 농도 ···························································46



그 림 목 차

그림 1.1 TRISO 핵연료 구조 ·································································································5

그림 1.2 PBMR 핵연료 구조 ··································································································6

그림 1.3 GT-MHR의 핵연료 구조 ·························································································6

그림 1.4 PBMR 로심 단면 ······································································································8

그림 1.5 GT-MHR 로심 단면 ·································································································9

그림 2.1 Peach Bottom 고온 가스로에서의 핵연료봉 ····················································20

그림 2.2 Peach Bottom에서의 Ternary fission에 의한 삼중수소 생성 ······················23

그림 2.3 Peach Bottom에서의 3He에 의한 삼중수소 생성 ···········································23

그림 2.4 Peach Bottom에서의 6Li에 의한 삼중수소 생성 ············································24

그림 2.5 Peach Bottom에서의 10B에 의한 삼중수소 생성 ···········································24

그림 3.1 graphite의 미세 구조 및 확산 방향 ··································································26

그림 3.2 graphite 미세구조에 따른 삼중수소 확산의 개략적인 도해 ························27

그림 3.3 온도 역수의 함수로써의 mobile tritium의 비 ·················································30

그림 3.4 ‘trapping-desoption model'을 활용한 SiC내에서의 삼중수소의 온도에 

 따른 유출율 ·············································································································31

그림 3.5 DIFFUSE 코드에 의한 SiC 내에서의 삼중수소 확산 평가 결과 ·················31

그림 3.6 1200℃와 1300℃에서의 SiC 내에서의 삼중수소 확산 실험 결과 ···············31

그림 3.7 좌표계에 따른 SiC layer를 통한 삼중수소의 예측된 유출율 ······················33

그림 3.8 시간에 따른 핵연료 graphite를 통한 삼주수소의 유출율 ····························35

그림 3.9 Pebble형의 로심 온도 분포 ·················································································36

그림 3.10 Prism형의 로심 온도 분포 ·················································································36

그림 3.11 pebble형의 경우(1079℃, 1550일), block형 (1218℃, 942일)일때 흑연 

  가장자리로부터 두께에 따른 삼중수소의 유출율 ·········································37

그림 3.12 Pebble형의 온도 분포를 고려한 확산 계수 ·················································38

그림 3.13 Prism형의 온도 분포를 고려한 확산 계수 ·····················································38

그림 3.14 Pebble형의 6Li에 의해 반사체 내에 생성된 삼중수소의 유출율 ··············38

그림 3.15 Prism형의 6Li에 의해 반사체 내에 생성된 삼중수소의 유출율 ···············38

그림 3.16 Pebble형 1차 계통내의 시간에 따른 삼중수소 농도 예측치 ·····················39

그림 3.17 Prism형 1차 계통내의 시간에 따른 삼중수소 농도 예측치 ·······················39

그림 4.1 수소 생산용 고온 가스로의 열전달 개통 개략도 ···········································40



- xiii -

그림 4.2 기체 투과 모델 (a) clean surface (b) oxide film ·········································41

그림 4.3 압력에 따른 삼중수소의 투과 현상 ···································································42

그림 4.4 Pebble형 열전달 계통에서의 삼중수소 부분압력 (단위 : Pa) ·····················44

그림 4.5 Prism형 열전달 계통에서의 삼중수소 부분압력 (단위 : Pa) ·······················44

그림 4.6 Pebble형 열전달 계통에서의 삼중수소 방사능량 (단위 : Bq) ·····················45

그림 4.7 Prism형 열전달 계통에서의 삼중수소 방사능량 (단위 : Bq) ·······················45

그림 5.1 수소 생산용 초고온 가스로내에서의 삼중수소 거동 평가 ·························48

그림 6.1 일본 JAERI내의 TPL의 주요 실험 장치 ···························································67

그림 6.2 삼중수소 저장 및 제거를 위한 실험장치 ·························································67



- 1 -

제 1 장 연구개발 과제 개요

제 1 절 연구 개발의 필요성

수소 생산을 위한 초고온가스냉각로(VHTR)은 수소생산효율 향상을 위하여 기존

의 국내에 운용중인 가압경수로형(PWR) 원자로나 가압중수로형(CANDU)원자로와 달리 

수소 생산 계통으로 He 기체 냉각재를 통해 열전달을 하도록 설계되어지기 때문에 원자

로 내에서 생성되는 삼중수소가 수소 생성 계통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삼

중수소는 재질의 파손이 없는 상태에서도 자체의 높은 확산계수에 의해 재질을 투과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생산된 수소는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어서 삼

중수소에 의한 오염은 관련시설의 인허가 획득에 있어서 주요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어

질 수 있다. 또한 삼중수소는 기체(HT)일때와 달리 연소를 통해 형성되는 삼중수소수

(HTO)형태 일때 인체에 대한 방사능적 위해도가 기체일때 보다 대략 25,000배 이상 높

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원자로 내에서의 삼중수소의 생성 메카니즘의 확인 및 

수소 생성 계통의 확산에 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한 수소 계통내의 오염 방지에 대한 필

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제 2 절 연구개발의 목적 및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초고온가스냉각로(VHTR)의 후보 로형인 Prism형 타입과 

Pebble형 타입의 고온 가스로에서의 삼중수소의 생성량을 예측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생

성된 지점으로부터 확산 과정을 통해 냉각재인 헬륨에서의 삼중수소 농도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열교환기를 통한 삼중수소의 수소 생성 계통으로의 확산을 

평가하고 수소 계통을 통해 생산되 수소내 삼중수소를 예측하여 삼중수소 농도 기준치와

의 비교를 최종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고온 가스로 내부에서 생성되는 삼중

수소의 생성원 확인 및 생성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graphite내에서 삼

중수소의 확산을 평가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입력 변수 값들을 확

보하여, 각 생성원으로부터 1차 냉각수로의 삼중수소 확산을 평가하여 헬륨 냉각수 내의 

삼중수소 농도를 평가하 다. 열교환기를 통한 삼중수소의 수소 계통의 확산 모델 또한 

제시하고 평가 하여 최종적으로 생산될 수소내의 삼중수소 농도를 예측하고자 하며 이러

한 일련의 과정을 모사하는 전산 프로그램 개발까지 이루어 질 것이다. 

본 연구의 모 과제인 원자력이용 수소 생산 시스템개발 사업이 연구 초기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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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실제 건설될 고온가스로의 실제 설계 변수는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지속적

으로 변경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지기 때문에 삼중수소 생성 및 확산 평가 전산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입력 변수 변경에 따른 재평가를 용이하게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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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외국의 현황

a) JAERI(Japan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일본) : 일본원자력연구소

에서는 현재 고온가스냉각로의 핵연료 형태인 coated particle fuel의 헬륨 냉각재 내에서 

방사선 조사를 실시하여 생성된 삼중수소의 양을 측정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졌으며 그 결

과 핵연료 파손에 의한 삼중수소 유출은 없다고 하더라도 He-3 와 Li-6 에서의 핵반응

에 의해 삼중수소가 형성된다는 것을 확인하 다. 현재는 고온가스냉각로 개발의 일환으

로써 삼중수소 투과 실험을 수행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b) IKET(Institute fÜr Kern - und Energietechnik) (독일) : fusion reactor 운용

에 관한 유럽 공동 연구의 일환으로 삼중수소 취급 시설에서 환경으로 유출시의 피폭 선

량 및 거동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과 동시에 이를 평가할 수 있는 

UFOTRI(Unfallfolgenmodell fur Tritiumfreisetzungen) 코드를 개발 활용하고 있

다.(KFK-4853)

제 2 절 국내의 현황

a) 원자력연구소(KAERI) : '트리티움 취급 기술 개발‘ 과제를 2003년까지 수행하

면서 월성 원자력 발전소 부지에 설치예정인 월성 삼중수소 제거 저장 시설에 사용될 삼

중수소 제거를 위한 초저온 수소동위원소 증류공정 기술개발(KAERI/RR-1605/95)과 저

장 용기의 특성들을 연구하여 저장재의 설계 요건 및 인허가 요건을 개발하여 월성 TRF 

시설에 사용될 저장용기를 국산화 하는데 까지 성공하 다. 

b) 한국전력연구원(KEPRI) : 2005년 운  시작을 목표로 하는 월성삼중수소제거

시설(월성TRF)의 건설에 필요한 가압중수로형 원자로 내에서의 삼중수소 거동 해석 모

델의 개발 및 평가를 통한 운용 시나리오 개발(TM.96NJ18.R1998.200) 및 삼중수소 저장

기술 실용화 방안 연구(KAERI/CM-437/2000)를 원자력 연구소와 공동으로 수행하여 삼

중수소 저장 기술의 월성 TRF 적용방안을 구축하 다. 

c) 한국과학기술원(KAIST) : 원자력 연구소와 공동으로 삼중수소 저장 용기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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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 분석 연구를 수행하여 저장용기의 고온 진공 상태에서의 저장용기 재질의 수소 취

화 실험과 저장용기의 방사선적, 열적 해석과 저장용기 파손에 따른 제한경계구역에서의 

개인피폭선량평가와 지역주민, 피폭 선량 평가 연구를 수행하 다. 또한 ‘차세대 원전 선

원항 평가 도구 개발’(TR.95ZS13.S1998.88) 연구를 통하여 차세대 원전의 폐기물 처

리 계통의 특성을 반 하여 차세대 원전에 적합한 선원항 평가 도구를 개발함으로써 일

반 주민 및 작업자 피폭 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차세대 원전의 상세 설계

와 함께 기존의 선원항 평가 도구를 보완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선원항 평가 도구를 

마련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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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Prism형과 Pebble형 고온가스로 특성

삼중수소의 생성 및 확산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는 먼저 고온 가스로의 특성을 알

아야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과제의 후보 로형인 Prism형과 Pebble형의 삼중수

소 생성과 관련된 부분의 로형특성 및 세부 설계 자료를 수집 비교 평가를 수행하 다. 

이를 위해 기본 참고 로형으로 300 MWth의 PBMR(Pebble Bed Modular Reactor)[1]와 

600 MWth의 GT-MHR(Gas Turbine Modular High-temmperature Reactor)[2]의 설계자

료를 활용하 다.

1. 핵연료 특성

  PBMR 및 GT-MHR 모두 안전성의 핵심을 TRISO 핵연료에 근간을 두고 있

다. 그림 1.1에서와 같이 TRISO 핵연료는 fuel kernel, porous carbon buffer, inner 

pyrolytic carbon, silicon carbide barrier, outer pyrolytic carbon으로 구성되어있다. 기존

의 문헌에 따르면 pryolitic carbon 역시 훌륭한 삼중수소의 방벽으로써 작용을 하는 것으

로 알려지고 있지만[3], 1000℃ 이상의 고온에서는 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silicon 

carbide만이 훌륭한 방벽으로써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4]. 이러한 

TRISO 핵연료는 PBMR의 경우 그림 1.2에서와 같이 5mm 두께의 구형으로 제작되어 지

게 되며 GT-MHR의 경우 그림 1.3에서와 같이 block형으로 만들어 fuel assembly로 제

작되어 진다.   

그림 1.1 TRISO 핵연료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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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PBMR 핵연료 구조

그림 1.3 GT-MHR의 핵연료 구조

따라서, fuel kernel에서 생성된 삼중수소의 확산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TRISO를 

통한 확산뿐만 아니라 각 후보로형의 핵연료를 구성하고 있는 흑연에서의 확산도 고려하

여 평가하여야만 한다. 

2. PBMR 로형의 설계 특성

PBMR 로형의 가장 큰 특징은 핵연료가 구형이며 로심은 환형으로 이루어져 있

다는 것이다. 표 1.1 과 그림 1.4에서 PBMR의 구체적인 설계 값이 제시되었으며  본 설

계값은 VSOP (Very Superior Old Program) 계산을 위하여 원자력 연구소에서 활용한 

설계값이다. 원자로 중심부에는 central reflector가 자리 잡고 있고 그 주위로 핵연료가 

들어가는 실제 환형 원자로가 자리를 잡고 있다. 또한 환형 원자로 외부로는 radial 

reflector와 permanent reflector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reflector는 모두 graphite로 이

루어져 있다. 실제 설계에서는 pryolitic carbon 뿐 아니라 각각의 reflector의 도가 모두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각 부분별 도를 반 하여야 하지만 현

재 모과제가 연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고온 가스로에 사용되어질 graphite

가 결정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기존 고온가스로에 사용된 graphite의 도는 각 부



- 7 -

분 별로 1.6∼1.9 g/cm
3
[1,2,5]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raphite의 

도를 각 부분별로 세부적으로 나누어 평가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1.74 g/cm
3
로 가정하

여 평가하 다. 도 및  질량에 대한 가정은 PBMR 뿐만 아니라 GT-MHR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하여 평가를 하 다. 이러한 설계자료와 도 가정치를 바탕으로 삼중수소 농

도 계산에 필요로 하는 각각의 입력 자료들을 생산하 으며 자세한 내용은 제 2절에서 

기술하고 있다. 

표 1.1 300MWth PBMR 로형의 설계 입력 자료

units (cm)

core height

annular 810

cone 80

core radius

annular 145

cone 30

central reflector

radius 30

height 1160

axial reflector height

top 100

bottom 270

axial reflector radius

top 175

annular 145

radial reflector 

thickness 78

height 1485

control rods channel

thickness 6

height 1200

helium coolant channel

thickness 36

height 1215

cold helium chamber

height 35

radius 242

hot helium chamber

height 75

radius 175

upper void

radius 175

height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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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PBMR 로심 단면

Helium coolant channels

Hot helium chamber

1645

1545

1470

1370

1200

1120

310

255

155
120

60

0 30 175
181

187
206

242
253

275

Z(cm)

Pebble
bed

Carbon brick

Cold helium chamber

Upper void

Top reflector

Control rods

Slide reflector

Bottom reflector

R(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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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T-MHR 로형의 설계특성

GT-MHR 로형의 경우 PBMR과 가장 큰 차이점 중의 하나는 그림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핵연료가 hexagonal 형태의 block 형태로 제작되어 원자로에 장전 되어 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로심 전체가 graphite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는 위에서 언급한 바

와 같이 1.74 g/cm
3
로 가정하 다. GT-MHR 역시 중심부에 central reflector가 존재하며 

이를 둘러싸는 환형 형태로 핵연료가 장전되어지게 된다. 따라서, PBMR에서는 반응도 

조절을 위한 control rod가 필요 없지만 GT-MHR에서는 core 내부에 12개, side 

reflector에 36개의 control rod가 존재하게 된다. 삼중수소 생성 관점에서 보면 control 

rod에 존재하는 
10
B에 의해서 생성되는 삼중수소의 양이 전체 삼중수소 생성량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후보 로형의 이러한 차이는 실제 삼중수소 생성 및 분포에도 많

은 향을 미치게 된다. 세부 로심 설계 입력 자료와 핵연료 설계 자료는 표 1.2와 1.3에 

나타내었다.

그림 1.5 GT-MHR 로심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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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로심 설계 입력 자료 

Core columns 102

hexagonal fuel element dimension, m

flat-to-flat dimension 360.36

height 79

effective active core diameter, m

outer 4.83

inner 2.96

active core height, m 7.93

number of fuel elements (10/column), cm

standard 720

control 120

reserve shutdown 180

number of control rods

inner reflector 0

in-core 12

outer reflector 36

표 1.3 핵연료 설계 자료

Distance accross flat, cm

Not including gaps 36

Including gaps between elements 36.1

Control rod hole diameter, cm 10.16

coolant holes per element, small/large

Standard element 6/102

Control and RSC element 7/88

Coolant hole diameter, cm

small 1.27

large 1.59

FBP holes per element 6

Block graphite density, mg/m3 1.74

Total coolant mass, kg 4535

primary coolant mass 1555

core flow, kg/se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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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삼중수소 생성원 및 생성 모델

다른 원전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고온가스로 내에서 삼중수소 생성은 
235
u의 

ternary fission에 의해서 생성되는 부분과 원자로 내에 극미량으로 존재하는 특정 핵종

들과 중성자와의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부분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특히 고온 가스로는 

냉각재로 기존의 원자로와 달리 He 기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He 기체내에 불순물로 

존재하는 
3
He에 의한 삼중수소의 생성 반응도 고려하여야 한다. 중성자와의 반응에 의한 

삼중수소 생성 반응에 관한 자료가 표 2.1에 제시되어 있다. 각각의 반응에 대한 반응 단

면적과 중성자의 에너지 역을 나타내었으며 제시하고 있는 함량은 각각의 반응에 대한 

기존 문헌을 바탕으로 가정한 값이다. 표 2.1에서는 삼중수소 생성의 주요한 반응만을 제

시한 것이며 
9
Be 과 

12
C에 의한 삼중수소 생성 반응은 무시하 다[6]. 생성 반응에 참여

하는 핵종들의 함량은 문헌에 따라 값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3
He

의 경우 자연에 존재하는 양은 2ppm 정도의 수준을 유지 하지만 고온 가스로에 사용되

는 냉각재 내의 
3
He의 양은 대략 0.1에서 0.2ppm 수준의 함량을 보이게 된다[7,8,9].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대략 0.16 ppm의 함량을 가진다고 가정을 하 다. Li의 경우 graphite

내에 불순물로써 존재하는 양에 따라서 그 값이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graphite가 생

산되는 지역이나 회사에 따른 차이도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 독일 AVR 원전의 경우 로

심내의 graphite에서는 0.5 ppm 정도의 Li 함량이 산출되었고 reflector에서는 대략 1ppm 

정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6]. 또한 HTR의 경우에는 10ppb수준으로 평가 되

었으며[8], N.Kirch and G. Scheidle 의 연구에 따르면 구형의 핵연료 graphite 내에서의 

Li의 함량이 0.8ppb 이하로 평가를 하 다[9]. 미국의 Peach Bottom 원자로의 경우, 로심

에 들어가는 모든 graphite내의 Li 함량을 측정한 자료에 따른 각 부위별로 1.0에서 

15ppb 까지 다양한 측정 결과 값을 제시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7.0ppb 정도의 함량을 

나타내고 있다[5]. 

삼중수소 생성 평가에 있어서 모델의 수립과 식의 유도 과정 보다는 입력 자료로

써 활용될 초기 함량의 값이 실제 예측 평가의 정확도에 가장 많은 향을 주기 때문에 

초기 함량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하 듯이 graphite 

함량은 최소 0.1ppb부터 1ppm까지 그 차이가 10
4
배까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문헌들의 값들은 간접적인 방법을 통한 예측치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Peach Bottom의 실제 측정 자료를 근거로 해서 graphite내의 Li 함량을 7 

ppb라고 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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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삼중수소 생성 반응 및 반응단면적

Reaction symbol content*
cross section

(unit : barn)

Energy range

(unit : eV)
3He(n,p)T 3σ 0.16 ppm in 4He 2280 0~2.38

6
Li(n,α)T 6σ 7 ppb Li

in graphite

408 0~2.38

7Li(n,n'α)T
'
7σ 0.153 >0.18×106

10B(n,2α)T 10
'σ 19.8% in 

natural boron

0.050 >0.18×106

10B(n,α)T 10σ 1630 0~2.38

* : ORNL-5497, Distribution and transport of tritium in the Peach Bottom

  
10
B은 가연성 독봉이나 제어봉에 들어가는 B4C 형태로 삼중수소 생성원 역할을 하게 

되며 GT-MHR의 경우에만 해당되게 된다[2,5]. 실제 각각의 생성원으로부터의 자세한 생

성 모델은 다음과 같다.

1. 핵연료 내의 삼중수소의 생성

ternary fission에 의한 삼중수소 생성은 핵분열당 삼중수소의 평균 생성율을 가

정하면 간단한 1차 미분 방정식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며 그 식은 다음과 같다. 

( ) ( ) ( )T
T

dN t KYP t N t
dt

λ= − (1)

여기서

식(1)에서 복잡한 시간에 따른 출력 이력을 모두 고려하지 않고 평균 출력을 활

용하여 계산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삼중수소 생성량 예측에 큰 오차가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5]. 특히 본 연구의 대상 로형인 pebble형과 prism형의 경우 아직 

기초 설계 조차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출력 분포를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

한다는 것은 무의미 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평균 출력 분포를 구하는 간단한 식을 활

용하 다. 

( / )rated fP P EFPD t= (2)

16
th th

th
-9 1

-4

( )     
  MW   (=3.121 10 fissions/sec MW )

( )   (MW )

 (1.793 10 sec )
  tenary fission (1 10 )

TN t
K
P t

Y
λ −

=

= × ⋅

=

= ×

= ×

시간 t에서의삼중수소 원자수

단위 당 핵분열율

시간 t에서의출력

붕괴상수

핵분열당 평균 발생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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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평균 출력 산출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Prism 형의 경우 (tf = 2190일, 

EFPD=1971일) Pebble형의 경우 (tf = 2190일, EFPD=2160일)을 기준으로 하 다. 이용율

에 있어서는 Prsim형이 90% 이상, Pebble형 원전은 95% 이상을 유지 할 것으로 기본 설

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pebble형 원전의 경우 6년간 원전 운 시 1개월정도의 운전

정지 기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EFPD 값을 선정하 다. 식(1)의 결과 

식은 다음과 같이 유도 될 수 있다. 

1 exp( )( )T
tN t KPY λ

λ
− − =  

 
(3)

2. 냉각제내의 3He에 의한 삼중수소의 생성

위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3
He과 중성자와의 반응에 의해 삼중수소는 냉각

재내에 생성되어지게 된다. 따라서, 삼중수소의 생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냉각재내에 존

재하는 
3
He의 초기 존재량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운 중에도 냉각재가 원자로 밖으로 유

출될 수 있고, 정화 시스템을 통과하기도 하기 때문에 He 냉각재의 유출량과 이에 따른 

보충량을 예측하여야 한다. 기존 Dragon 원자로의 운전 경험에 따르면 1974년 운전초기

에는 2.0kg/day 의 유출량을 기록하기도 하 는데 이러한 유출은 몇 개월에 걸친 조사를 

바탕으로 대부분이 정화계통으로 이어지는 스테인레스 파이프에서 발생된다는 것이 확인

되기도 하 다[10]. 이러한 유출을 보충하기 위하여 유출량에 같은 량의 보충 냉각재가 

공급되어지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3
He에 의해서 삼중수소가 지속적으로 생성되어 지

게 된다. 따라서 삼중수소 농도 예측 식을 제시하기 이전에 
3
He의 양 변화를 예측하는 

모델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식은 다음과 같다. 

3 33
,23 3 1 2 2( )th th i

dN N Q He He
dt

σ α φ α φ     = − + + −     (4)

여기서 

   
 = 

   

rated

f

P
EFPD
t

=

=

예측 최대출력

최대출력일수

전체로심운영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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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1

2

,2

3
2

3 3

: He(n,p)T    

:          

:        

:        

:      

:  He   (cm / sec)

[ ] :   He (mole

th

th

i

Q

He

σ

α

α

φ

φ

3

3

의유효 반응 단면적

로심및 제거가능한 반경방향 반사체 내의 He의비율

축방향 및영구 반사체내의 He의비율

로심및 제거가능한 반경방향 반사체 내의 열중성자속

축방향 및영구 반사체내의 열중성자속

냉각재보충율

보충 He 내의 농도 3

3 3 3

s/cm )

[ ] :  1   He (moles/cm )He 차 계통내의 농도

식(4)에서 사용된 중성자 flux는 평균 중성자속을 쓰게 되며 이러한 중성자 flux

는 원자력 연구소에서 VSOP(Very Superior Old Program) 전산 코드를 이용하여 계산한 

자료로부터 산출하여 평균한 자료를 활용하 다. 로심과 흑연 반사체에서의 속중성자 및 

열중성자의 평균 flux를 Pebble형 및 Prism형에 따라 구분하여 표 2.1에 제시하 다. 또

한 보충 냉각재 내의 3He의 농도와 1차 계통 에서의 삼중수소의 유속에 관한 자료 역시 

제시하 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식(4)를 통하여 3He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을 예측하

고 이를 바탕으로 삼중수소의 생성량을 예측하여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급격한 He 냉각

재 보충 속도 때문에 초기의 3He의 농도는 짧은 시간안에 보충 냉각재 내의 3He과 평형

을 이루게 된다[5]. 그러므로 삼중수소 농도 예측에 사용된 3He의 농도는 다음 식을 통하

여 간략히 계산하 다. 

3
3[ ] /He N V= (5)

여기서 V는 1차계통내에 He 냉각재가 충전되어 있는 모든 부분의 부피의 합으로

써, 로심 내에서 냉각재가 핵연료 사이를 지날 수 있는 공간(V1), 1차 계통에서 로심 외

곽을 차지하는 증기 발생기와 각종 파이프의 부피(V2), 제거 가능한 반경 방향의 반사체

(V3), 축 방향 반사체(V4), 구 반사체(V5), 로심 아래의 핵연료 부분과 정화 시스템과의 

연결 부분(V6) 의 합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식 (4)에서 나타난 αl과 α2는 다음과 같이 정

의 할 수 있다. 

1 3 6
1

4 5
2

,

.

V V V
V

and
V V
V

α

α

+ +
=

+
=

(6)

냉각재의 유출에 따른 보충량의 경우 전체 냉각재 유동량에 대해 얼마 정도가 유

출되는 비율을 평가해서 유추할 수 있다. 기존의 문헌에서는 유출량을 0.01%에서 0.1% 

까지 설계치를 제시하고 있다[8,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출량을 0.01%로 가정하고 

평가를 수행하 으며 Prism형 원자로의 전체 냉각재의 질량은 4535kg[2] 이며 Pebble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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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의 경우에는 10380kg[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2 로형에 따른 중성자 flux

Reactor type Units Pebble Block

Neutron flux 

Average fast flux in core n․cm
-2
sec

-1
3.121013 3.731013

Average thermal flux in core n․cm
-2
sec

-1
9.031013 7.021013

Average thermal flux in reflector n․cm
-2
sec

-1
4.361013 3.681013

3
He related parameters

3
He concentration in makeup helium moles․cm

-3
5.1710-12 1.8610-11

Coolant flow rate kg․sec-1 185 320

삼중수소의 생성은 중성자 flux에 직접적인 향을 받기 때문에 로심의 각 부위

에 따른 세부적 평가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 삼중수소의 생성을 나타내는 식은 다음과 같

이 제시될 수 있다.

1 71
3 3 1[ ]T

th T T
V VdN N Q T N

dt V
φ σ λ

+
= − − (7)

3 3
Ti i

th T Ti
dN V

N N
dt V

φ σ λ= − (8)

여기서 (V1+V6)/V 는 전체 계통중에서 로심 내에서 냉각재가 핵연료 사이를 지

날 수 있는 공간과 로심 아래의 핵연료 부분과 정화 시스템과의 연결 부분에 존재하는 

3He의 존재 비를 의미하게 된다. 식(8)은 central reflector(i=2), removable reflector(i=3), 

permenant reflector(i=4), 그리고 axial reflector(i=5)에 존재하는 냉각재에 의해 생성되는 

삼중수소를 나타낸다. NT1은 결국 로심내에서 생성되는 삼중수소의 전체 mole수를 의미

하게 된다. 또한 다음과 같은 mole 농도[T] (moles/cm3)와의 관계식이 성립하게 된다. 

1 1 2 6[ ]( )TN T V V V= + + (9)

여기서 V1+V2+V6이 거의 전체 1차 계통의 부피와 같기 때문에 실제로 식 (9)는 

NT1+[T]V로 계산할 수 있다. 또한 식(7)에서 사용된 냉각재 손실율 Q는 화학정화 계통의 

유량 Q1과 냉각재 보충율(유출율) Q2의 합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손실율 Q에 의해서 

생성된 삼중수소가 제거되는 항으로써 사용되었다. 화학정화 계통의 유량 Q1은 전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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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중 Pebble의 경우 0.5%, Prism의 경우 5% 정도가 bypass되어 들어가는 것으로 가정

[2]하여 냉각재 유속으로부터 유도해 보면 Pebble의 경우 4×10
4 
cm

3
/sec 이고 Prism의 

경우에는 2.29×10
6 
cm

3
/sec로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두 후보 로형 간의 차이는 유속과 

1차 계통 전체 부피와 냉각재 질량의 차이등에서 기인한다. 보충율 유량 Q2의 경우 위에

서 언급하 듯이 냉각재 유출율을 0.01 %로 가정하여 계산하여 Pebble형이 8.01×10
1 

cm
3
/sec, Prism의 경우 4.58×10

3 
cm

3
/sec의 값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입력 자료를 바

탕으로 식 (7)과 (8)은 다음과 같은 결과식을 통해 삼중수소의 농도를 예측하여 볼 수 있

다.

1 6 3 3
1

( ) th
T

V V N
N

Q V
φ σ
λ

+
=

+
(10)

3 3

1 exp( )
( ) T fi

thTi f
T

tVN t N
V

λ
φ σ

λ
− − 

=  
 

(11)

3. 흑연 내의 Li에 의한 삼중수소의 생성

흑연내의 Li의 경우는 He과 달리 초기 함량만 정확히 예측한다면 예측식 자체는 

간단한 1차 미분 식이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다.

6 6( ) ( ) ( )T
th T T

dN t N t N t
dt

φ σ λ= − (12)

6
6 6( ) ( )th

dN
t N t

dt
φ σ= − (13)

식 (12)와 같이 불순물 Li에 의한 삼중수소의 생성은 간단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중성자와의 반응에 의해 감소되는 Li의 양은 감속재인 흑연이 교체되어지지 않는

한 로심 내부로 공급되어지는 반사체가 없기 때문에 식 (13)을 통해 간단히 표현 할 수 

있다. 따라서 graphite내에 존재하는 Li에 의한 삼중수소의 생성량은 다음과 같은 결과식

으로 예측할 수 있다. 

66 6

6

(0)( ) th t tth
T

th

NN t e eφ σ λφ σ
λ φ σ

− −   = −    − 
(14)

윗 식에서 초기 N6(0)는 운전 초기 
6
Li의 함유량을 나타낸다. 7ppb의 Li함량 중 

6
Li은 Li중에 7.42 %를 함유하기 때문에 실제 초기 

6
Li 함량은 더 적어지게 된다[11]. Li 

함량의 경우 대단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큰 질량의 graphite내에 함유되어 있는 

적절한 평균 Li 농도를 결정하는 것은 화학적 분석 기법이나 주요 부분의 샘플링을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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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평가하는 두가지 방법 모두 쉬운것이 아니다[5]. Peach Bottom의 경우[5], 로심에 

사용되는 graphite의 9개 지점에서 샘플링을 통해 Li의 함량을 평가하 다. 그 결과 3 

ppb에서 15 ppb까지의 농도 측정 결과를 얻었으며 이러한 값의 중간값으로 7ppb 의 농

도를 산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graphite의 농도함량

을 7ppb로 가정하여 계산을 수행하 다. 물론 위에서도 언급하 듯이 가스로에 사용되는 

graphite는 생산되는 지역과 회사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추후 실제 VHTR

에 사용될 graphite내의 Li의 함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4. 10B에 의한 삼중수소의 생성

10
B에 의한 삼중수소의 생성은 열중성자에 의한 

7
Li 형성뒤 다시 중성자와 반응에 

의한 삼중수소 생성 뿐만 아니라 고속 중성자에 의한 삼중수소 반응의 두 가지 생성 메

커니즘을 가지게 된다. 원자로심에 존재하는 
10
B은 가연성 독봉이나 제어봉에 각각 들어

가게 된다. Pebble형 원자로의 경우 기존의 CANDU형 원자로처럼 운전중에 핵연료를 교

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원자로 내부에 가연성 독봉이나 제어봉을 활용한 로심내 반응도

를 조절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가연성 독봉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가

연성 독봉에 의한 삼중수소의 생성은 고려하지 않았다. 반면에 Prism형 원자로의 경우 

B4C 형태의 가연성 독봉이 사용되며 그 양은 반응도 조절을 위한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

지기 때문에 정확한 초기 함량은 구체적인 설계 자료가 산출되기 전에는 예측하기가 어

렵다. 또한 GT-MHR의 경우 5개의 고정된 가연성 독봉이 각 로심 cycle에 element에 포

함되게 되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용되는 붕소의 함량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

기 때문에 필요한 붕소의 함량은 초과 반응도 값을 바탕으로 간접적으로 산출하 다. 600 

MWth block type 로심에 대한 VSOP 전산 코드를 활용한 초기 로심에서의 초과 반응도

는 1.22로 산출되었기 때무에 이 값을 근거로 하여 예측하 다. 가연성 독봉에 의한 
10
B

의 감소되는 양은 다음 식을 활용하여 예측하여 볼 수 있다.

'10
10 10 10( ) ( )th f

dN N t
dt

βφ σ φ σ= − + (15)

여기서

' 10
10 10

10
10

:  self-shielding factor;

:   

, :       

N : B  

f

B

β

φ

σ σ

평균고속중성자속

열중성자 및고속중성자에의한 의반응단면적

의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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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7
Li의 축적 및 삼중수소 생성 예측은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서 예측된다.

'7
10 10 7 7( ) ( )th f

dN N t N t
dt

βφ σ φ σ= − (16)

' '
10 10 7 7( ) ( ) ( )T

f f T T
dN N t N t N t
dt

φ σ φ σ λ= + − (17)

여기서 
'
7σ 은 7Li 의 고속 중성자에 대한 반응 단면적이며, N7과 NT는 

7
Li 과 삼

중수소의 몰수를 나타낸다. 윗 식의 유도 결과 식은 다음과 같다.

10

( ) ( ) ( ) ( )
(0) ( )( ) ( )( )

at t bt t at tTN t ba ba ce e e e e e
N b a a b a b a

λ λ λ

λ λ λ
− − − − − −= − − − + −

− − − − −
(18)

여기서

' '
10 7 10, ,th f fa b cβφ σ φ σ φ σ= = =

위의 결과식에서 열중성자에 의한 
10
B의 고갈현상은 고속 중성자에 의한 감소 보

다도 훨씬 더 큰 향을 미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즉, a≫c). 이러한 합리적인 가정은 

비교적 쉽게 증명된다. 식 (18)의 앞의 두 항은 
7
Li에 의한 삼중수소의 생성을 나타내게 

되며 마지막 항은 
10
B(n,2α)T 반응에 의해 직접적으로 생성되는 삼중수소를 나타낸다. 실

제 자기 차폐 변수 값은 다중 중성자 그룹 전산 코드를 통해서만 정확하게 계산될 수 있

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5]에서 제시하는 0.0141 값을 활용하여 계산을 수행하 다. 

제어봉 내의 붕소에 의해 생성되는 삼중수소의 양은 위에서 제시한 방법을 통해

서는 예측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실제 로심내에서의 제어봉 위치가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

며 제어봉 내에 존재하는 붕소의 초기 값이 명시된 문헌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간접적인 

방식을 이용한 계산을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과 반응도를 상쇄하기 위해

서 삽입되는 제어봉을 이용하여 예측한다. 평균 초과 반응도는 대략 1.025 정도 되기 때

문에[5] 제어봉에 의한 중성자 흡수는 열중성자 이용 계수(thermal utilization factor, f)를 

평균 2.5% 감소시킨다. 즉 

absorptions in fuelabsorption in the control rods =0.025 
f

fission rate                                                 
f

a a

f ffuel fuel

K P
f

σ σ
σ σ

×

   
= =      

   

(19)

moles수로 전환하면

24 81 / 6.02 10 5.184 10a a

f ffuel fuel

K P Pmoles
f f

σ σ
σ σ

−
   

× × = ×      
   

(20)

그러므로 삼중수소 생성율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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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8

10

Rate of tritium production= 5.184 10f a

fth fuel

P
f

σ φ σ
σβσ φ

−
 

× ×   
 

(21)

그러면 제어봉에서 생성되는 삼중수소를 계사하기 위한 지배 방정식은 식 (17)과 유사한 

형태로 다음과 같이 제시 할 수 있다.

10

'
8 '

7 7
10

( ) 5.184 10 ( ) ( )f aT
f T

fth fuel

dN t P N t N t
dt f

σ φ σ
σ φ λ

σβσ φ
−

  
 = × × × + −     

(22)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열이용계수 f의 값을 알아야 되며 이 값은 원자력 연구소에서 

수행한 예비 계산 결과로부터 그 값을 얻을 수 있었으며 Pebble형의 경우 0.861, Prism의 

경우 0.889 이었다. Peach Bottom의 경우[5], 열이용계수 f는 0.774 이었다. 그러므로 식 

(22)를 풀면 다음과 같은 결과식을 얻을 수 있다.

10

'
8

10

1 exp( )( ) 5.184 10 f a
T

fth fuel

P tN t
f

σ φ σ λ
σ λβσ φ

−
  − − = × × ×        

(23)

5. 생성량 예측 모델의 타당성 검토

위에서 제시된 모델들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문헌[5]에서 평가된 Peach 

Bottom에서의 삼중수소 농도를 위의 결과들을 이용해서 검증하여 보았다.  실린더형의 

로심은 2.8m의 높이로 804개의 핵연료와 36개의 제어봉, 그리고 19개의 정지용 제어봉으

로 구성되어 있었다. 89mm 직경의 핵연료봉은 수직으로 핵연료 사이를 헬륨 냉각재가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흐르도록 삼각형으로 조 하게 배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핵연

료봉의 일부분인 상단 반사체와 하단 반사체를 포함한 전체 높이는 3.66m 이고, 60cm 두

께의 측면 반사체는 육각 모양의 흑연체의 내부 링을 구성한다. 헬륨 냉각재의 온도는 

345℃로 들어가 각각의 두 개의 루프의 관으로부터 환형의 로심 외곽을 통해 로심 중심

부로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로심을 냉각시키고 로심 외부로 나갈때는 725℃가 

된다. 스틸로 구성된 로심의 압력은 385℃에서 3.1MPa 로 디자인 되었으며 실제 헬륨 압

력은 2.4MPa 이다. 그림 2.1에서 보이듯이, 감속재, 피복관, 핵연료와 구조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핵연료봉은 상부 반사체 역, 내부 핵분열 생성물 트랩과 하부 반사체로 구성되

어 있다. 3m 길이의 낮은 투과도를 가진 흑연 sleeve는 한쪽 끝은 상부 반사체와 연결되

어 있고 반대편은 하부 반사체와 연결되어 있다. PyC에 의해 코팅된 우라늄-토륨 핵연료 

입자는 fuel compacts에 골고루 분산되어 있다. 핵연료는 93.5% 농축된 우라늄 236kg과 

토륨 1450kg이 장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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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Peach Bottom 고온 가스로에서의 핵연료봉

계산에 필요한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입력 자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5절에서 

기술하고 있다. 

! this input file is to evaluate tritium concentration in Prismatic type of VHTR

!

! commmon input data

! full power(MW_th) decay constant(1/sec)

  115.0    1.793E-09

! Effective cross section (barns) 

! -- Thermal neutron region(0~2.38 ev) --     --fast region(E>0.18 ev)--

! 3He(n,p)T 6Li(n,a)T 10B(n,a)7Li  10B(n,2a)T 7Li(n,n'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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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0.0   408.0    1630.0      5.0E-02  0.153 

! absorption cross section of U-235 fission cross section of U-235

 683.0  577.0

! average thermal flux(neutrons/cm2.sec) 

! in core in removable radial reflector in axial reflector

in permanent radial reflector

  2.82E+13  2.82E+13  1.41E+13  

1.41E+13

! average fast neutron flux (neutrons/cm2.sec)

  2.26E+13

! input data for production of tritium in fuel

! average yield/fission fission rate/MW_th   EFPD(days)  duration of cores

  1.00E-05      3.121E+16         897        1550

! input data for production of tritium in coolant by He3(n,p)T

! makeup helium (moles/cm3)

  5.78E-11

! He flow to chemical cleanup system plus 10% of purge flow(cm3/sec)

leakage flow rate from primay (cm3/sec)                      

! (based on 0.16 ppm 3He in helium) (based on 7 lbm/day heilium loss)

   24000.0      25.5    

! Volume of coolant passages in core (cm3,V1) Ex-loop volume(V2) p u r g e 

flow passages(V7)                                          

   1770000.      1.88E+08   

632000.0

! Volume of connected pores(cm3)

! in sleeve graphite(V3) in removable radial(V4)

in axial reflector(V5) in permanent radial reflector(V6)

   344000.0       846000.0       

392000.0    2320000.    

! input data for production of lithium in graphite

!   quantities of lithium in graphite core components (units : moles)

! sleeve     spine replaceable_radial_reflectore permanent_radial_reflector

Axial_reflector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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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E-04  5.17E-05  7.56E-04  

1.12E-03  6.74E-04 7.76E-04

! input data for production from B-10 in poisoned spines and control rods

! for poisoned spines

! self-shielding factor  initial moles of B-10 (units : moles)

  1.41E-02   20.15

! for control rods

! avg. thermal utilization factor avg. hot unrodded excess reativity(1-Keff)

  0.774      2.5E-02

------------------------end of input data---------------------------

위의 입력 자료를 이용해서 얻어진 결과를 그림 2.2에서부터 그림 2.5까지 시간에 따른 

각 선원항별 삼중수소 생성량 예측 결과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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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Peach Bottom에서의 Ternary fission에 의한 

삼중수소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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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Peach Bottom에서의 
3
He에 의한 삼중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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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Peach Bottom에서의 
6
Li에 의한 삼중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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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Peach Bottom에서의 
10
B에 의한 삼중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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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후보 로형에 따른 삼중수소 생성량 예측

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표 1.1에서부터 표 2.2까지의 VHTR의 후보 로형인  

300MWth Pebble 형과 600MWth Prism형의 삼중수소 생성량을 예측한 결과치를 표 2.3

에서 제시하 다. 두 후보로형 모두 2190 일중에서 Pebble형의 경우 EFPD(Effective Full 

Power Day)는 2160일로 산정하 으며 Prism형의 경우에는 EPFD는 1971일로 산정을 하

다. 

표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삼중수소 전체 생성량중 차지하는 비율이 다르긴 하지

만 가장 큰 생성원은 Ternary fission이며 가장 적은 생성원은 3He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0B에 의함 삼중수소 생성의 경우 가연성 독봉이나 제어봉을 이용하여 초과 반응도

를 조절하는 Prism 형태의 원자로일 때는 Ternary fission에 의한 생성 다음의 큰 생성

원이지만 Pebble형 원자로처럼 초과 반응도가 거의 없는 원자로의 경우에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비중을 차지 하는 등 로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체 적인 

생성량의 경우 두 로형 모두 적지않은 삼중수소가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렇게 

생성되는 삼중수소 대부분은 생성되는 곳에 그대로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1차 냉

각재인 He 기체로 유출 되는 양은 적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이유로 전체 생성되는 

삼중수소의 양중 그 비율이 높다고 해서 그것이 1차 냉각재 내의 삼중수소의 양에 미치

는 향 까지 높은 것은 아니며 이러한 내용에 다음 장에서 삼중수소 확산 평가를 통해 

다루었다. 

표 2.3  로형에 따른 삼중수소 생성량 예측 결과

로형
열출력

(MWth)
단위

삼중수소 생성원

Ref.Ternary

fission
3He 6Li 10B Total

Pebble 500
Bq•yr-1 MWth

-1 2.37

×1011

1.48

×1010

1.11

×1010

1.85

×1010

2.81

×1011 [8]
% 84.0 5.3 3.9 6.8 100

Block 115
Bq•yr-1 MWth

-1 9.62

×1010

3.70

×109

2.22

×1010

7.03

×1010

1.96

×1011 [5]
% 50.0 1.8 12.0 36.2 100

Pebble 300
Bq•yr-1 MWth

-1 1.55

×1011

9.62

×109

3.40

×1010

1.48

×109

1.99

×1011

This

study
% 77.31 4.80 17.09 0.9 100

Block 600
Bq•yr-1 MWth

-1 1.55

×1011

2.96

×109

3.29

×1010

6.11

×1010

2.52

×1011

% 61.49 1.14 13.03 24.3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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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삼중수소 확산 모델

graphite와 carbon 물질은 현재까지 원자력 산업 기술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사용

되어 지고 있는 물질이며 고온 가스 냉각로에서 Pyrolytic carbon은 핵분열 생성물이나 

삼중수소에 대한 효과적인 차단물질로써 도입되었으며[13], 특히 고온에서도 carbon 물질

내에 생성된 삼중수소는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최종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환경으로의 방사성 물질의 방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고온의 

환경이 graphite내에서의 삼중수소 거동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이해를 필요

로 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초고온 환경하의 graphite내에서의 삼중수소 거동

을 평가하 다. 

1. graphite의 특성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graphite는 그 구조가 단결정 형태가 아니라 다결정 형태가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graphite는 크게 등방성과 이등방성으로 나누어 질 수 있

으며 그 개략적인 형태를 그림 3.1에 나타내었다[15].

그림 3.1 graphite의 미세 구조 및 확산 방향

이러한 형태를 가진 graphite 미세 구조의 특성 때문에 삼중수소의 확산은 평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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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평판사이의 이동이나 결정립계면(grain boundaries) 사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며 

결정립계면을 투과해서는 확산이 이루어지기 어럽다. 이러한 이유로 삼중수소 확산은 등

방성과 비등방성에 따라 실제 확산 속도도 차이가 나게 된다. 등방성 구조를 가진 

graphite에서의 삼중수소의 확산은 비등방성 구조의 graphite에서 확산이 이루어 질 때 

보다 실제 확산 거리가 짧아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같은 graphite라 하더라도 그 구조

에 따라 확산 계수 값이 달라진다. 그림 3.2에서는 graphite의 미세구조에 따른 삼중수소

의 확산을 나타내었으며 표 3.1에 각각의 graphite 제품에 따른 삼중수소 및 그 동위원소

들의 확산계수를 나타내었다[15,16].

그림 3.2 graphite 미세구조에 따른 삼중수소 확산의 개략적인 도해

표 3.1 graphite 내의 수소 동위원소들의 pre-exponential factor (D0), 활성화 

에너지(Ed)

Diffusing

 element
D0 log(D0) Ed(kcal/mol)

Temperature 

range (℃)
Trade name

T 8.28×103 3.92 87 800 ~ 900 A3

T 2.40×10-2 -1.62 63.9 700 ~ 1400 AL-2-400

T 8.23×10-3 -2.08 62.4 700 ~ 1000 H-1

T 2.48×10-3 -2.61 59.6 700 ~ 1000 H-2

T 2.78×10-8 -7.56 25.1 700 ~ 1000 G-32

T 3.30×102 2.52 98.4 1060 ~ 1400 Papyex

H 1.00×100 0.00 61 a) PG-A

D 1.00×100 0.00 60 a) PG-A

T 1.00×100 0.00 62.5 a) PG-A

D 1.69×100 0.23 60 500 ~ 900 Isograph-88

H 1.00×10-13 -13.00 4.6 200 ~ 600 IG-110U

D 2.10×10-12 -11.68 10.2 187 ~ 1054 ETP-10

T 3.06×10-8 -7.51 39.4 700 ~ 1000 HOPG

T 4.19×10-10 -9.38 34.2 700 ~ 1000 PG-A

T 1.02×10-11 -10.99 24.9 700 ~ 1000 YPD-K

T 3.61×10-11 -10.44 24.2 700 ~ 900 IG-110U

 a) D0 와 Ed 는 thermal desorption method에 의해 얻어진 자료



- 28 -

삼중수소의 graphite내에서의 확산 과정을 정량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가변 

상태 확산 (nonsteady state diffusion)을 설명하는 Fick's의 확산 제 2법칙과 Arrhenius 

방정식을 통해서 기술할 수 있다. 

2C D C
t

∂
= ∇

∂
(24)

( )0 exp aED D RT= − (25)

여기서 

  C = particle concentration 

  D = diffusion coefficient (cm
2
·sec

-1
)

  D0= pre-exponential factor (cm
2
·sec

-1
)

  Ea = activation energy (kcal/mol)

  R = gas constant (kcal/mol)

  T = temperature (K)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D0값은 각각의 graphite 생산 지역과 회사, 그리고 제

품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실제 초고온 가스로에서 사용하게 될 graphite에 대한 자

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많은 오차가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적절한 반사

체 자료로써 기존의 문헌에서 고온 가스로 반사체로 사용된 graphite 재질의 D0값과 Ed

값을 선정하 다. 독일 HTGR[17] 에서는 AS1-500 이라는 graphite가 사용되었는데 이 

제품의 물성치가 AL-2-400 제품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표 3.1에서 제시되어 있는 

AL-2-400의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삼중수소 확산 현상을 평가하 다. 2절에서 다룬 것

과 같이 생성된 삼중수소는 생성된 위치로부터 확산 현상을 통해서 1차 냉각재로 유출되

게 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다음 과 같다. 

2. 핵연료로부터의 확산

가. SiC layer를 통한 삼중수소의 확산

고온 가스로에 사용되는 핵연료는 크게 Biso와 Triso 형태가 있으며 VHTR에서

는 Triso를 사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Triso는 코팅된 핵연료 입자들을 buffer 층이 

감싸고 있으며 그 외곽으로 다시 내부 Pyrocarbon, SiC 층, 그리고 외부 Pyrocarbon으로 

구성되어 있다[18]. 이러한 Triso의 가장 큰 특징은 SiC layer가 있는 것이며 SiC layer 

자체도 제조 방법에 따라 CVD, vapor-deposited α-SiC, vapor-deposited β-SiC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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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진다. 핵연료 kernel을 감싸고 있는 Buffer나 PyC의 경우에는 많은 porosity를 가

지고 있어 핵분열 생성물을 가두는 효과를 나타낸다. Causey et al[19]의 연구에 따르면 

SiC의 경우 용해도 측정시 발열반응과  매우 낮은 확산성을 확인하 다. 발열반응에 낮

은 용해도가 의미하는 것은 SiC 격자들 내에 존재할 수 있는 삼중수소의 양이 적다는 것

을 나타낸다. 이것은 확산이라는 관점에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적다는 것이고,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적다는 것은 한번 격자내에 위치하게 되면 다른 곳으로의 이동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trap'이라는 용어를 통해 기술하고 있다. 즉 확산 과정에

서 한번 trap된 삼중수소는 다시 움직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이동을 통해 확

산해 나가는 것이 쉽지 않게 되어 확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SiC내의 삼중수소는 mobile tritium 과 trapped tritium으로 나누기도 한다. 이러한 구분

을 바탕으로 Tam et al [20]는 SiC내에서의 삼중수소 이동에 관한 정량적 평가를 위한 

‘diffusion-trapping-desorption model'을 제시하 다. 그의 모델 역시 Fick's의 확산 제 2

법칙을 활용하 으며 그 식은 다음과 같다. 

, ,
2

f ij f ij
ij

n n
D

t x
∂ ∂

=
∂ ∂

(26)

식(26)은 얇은 평판의 SiC에 한쪽 면에서 삼중수소가 공급되어질때 반대편 까지 확산되

어지는 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며 다음과 같은 해석해를 갖게 된다[21].

22

2 2 2 2
1

( ) 21 exp
(0) ( )
f n

nf n n

n t DtL
n L L l

β
β β

∞

=

 −
= −  + +  

∑ (27)

여기서 fn 는 고체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mobile tritium의 비율을 의미하게 되며 (0)fn 는 

초기 조건에서의 존재하는 mobile tritium의 양을 의미한다. 또한 nβ 은 tan( ) Lβ β = 을 만

족하는 n번째의 해 (n=1,2,3,…)를 의미하며 여기서 L은 L=lKdes/D, 

D=1.688×10
-4
exp(-1.11 eV/kbT) cm

2
․sec

-1
, Kdes는 표면에서의 삼중수소의 탈착율을 나타

내며 그 값은 0.032exp(-1.174 eV/kbT) cm
2
․sec

-1
이며, kb는 볼츠만 상수 (= 8.613×10

-5
 

eV/K), l은 SiC 평판 전체 두께의 절반 값이다. 식(26)에서 아래첨자로 사용된 i,j는 로심

을 온도 분포에 따라 나누었을 때 각각의 mesh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기존 문

헌[1,2]에서는 핵연료 입자 코팅시 SiC의 두께를 35 ㎛를 제시하고 있지만 공차를 고려할 

경우 대체적으로 35 ~45 ㎛ 정도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0 ㎛로 산정하여 계산을 

수행하 다. 식 (27)는 SiC를 투과하는 mobile tritium의 시간에 따른 거동은 예측할 수 

있지만 실제로 SiC 내부에 존재하는 mobile tritium의 양 자체는 평가할 수 없다. mobile 

tritium과 trapped tritium의 양은 온도에 따라 향을 받게 되며 온도에 따른 mobile 

tritium의 양에 대한 실험을 통한 실험식이 Tam et al[20]에 의해 제시 되었으며 그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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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다음과 같다. 

( )
( )

1(1600) 1 ( ) 1(1600)

f ij
ij

f f ij
f

P T
R T

P P T P

=
  + −    

(28)

여기서 Pf(T)는 온도 T에 따른 실험을 통해 측정된 자료이며 그림 3.3에 제시하 다. 그

림에서와 같이 Pf값은 non-arrhenius 거동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1600℃이상에

서는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가 mobile tritium이다. 즉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SiC layer 내

에서 움직일 수 있는 삼중수소의 양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실제 확산 되는 삼중수소의 비는 식 (27)와 식(28)의 곱을 통해서 

normalization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식은 다음과 같다. 

( )
( )

(0)
f

th
f

n t
F R T

n
= (29)

위의 식을 통해 온도에 따른 삼중수소의 유출율을 예측할 수 있으며 계산은 부록에 첨부

된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현되었다. 그 결과는 그림 3.4에 제시하 으며 계산 결과값

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도 비교하여 보았다. 

그림 3.3 온도 역수의 함수로써의 mobile tritium의 비

5.0 5.5 6.0 6.5 7.0 7.5 8.0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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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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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1000/Temperature

 Mobile tritium fraction in SiC

물질내 삼중수소의 거동을 이론적으로 평가하는 전산 프로그램으로 DIFFUSE 

83[22]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초기 조건, 선원, 경계 조건이 주어질때 여러 물

질내에서의 원자들의 확산 및 trapping 결과를 1차원적으로 모사하는데 사용된다. 확산, 

trapping, 주입등의 물리적 현상을 고려한 편미분 방정식(PDE :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의 수치적 해석 기법이 고려되었으며 실제로 DASSL 이라는 Sandia 연구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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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개발한 대수적인 미분 방정식 해석 모듈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 전산 코드를 이용한 

SiC내에서의 삼중수소의 확산 현상 평가 결과는 그림 3.5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그림 3.6

은 실제 실험을 통해 얻어진 결과이다.[19]

그림 3.4 ‘trapping-desoption model'을 활용한 

SiC내에서의 삼중수소의 온도에 따른 유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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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DIFFUSE 코드에 의한 SiC 

내에서의 삼중수소 확산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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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1200℃와 1300℃에서의 SiC 

내에서의 삼중수소 확산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해석적 결과와 기존의 수치적 평가 모델인 DIFFUSE

의 경구 그림 3.6의 실험 결과치와 비교해 본다면 온도가 1000∼1400℃ 범위에서는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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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모델을 통한 예측 값이 실험 결과치와 좀 더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

나,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사실상 삼중수소가 SiC내에 거의 잔류하지 않고 모두 유출되

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의 DIFFUSE 전산 코드가 좀더 정확한 결과치를 산

출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실제로 위에서 제시한 식(27)는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핵연료에서의 삼중수소 확

산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식 (27)는 기본적으로 평판 SiC에서의 확산을 

가정하여 예측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 좌표계에 대하여 편미분 방정식을 풀기위하

여 Laplace 변환을 활용하면 식(26)은 다음과 같은 결과 식으로 유도 된다.

22
,

, 2 2 2 2
1

( ) 6( ) 1 exp
(0) ( )

f ij n ij
sic ij

nf n n

n t D tLf t
n L L a

β
β β

∞

=

 −
= = −   + −  

∑ (30)

, ,( ) ( ) ( )th ij ij SiC ijF t R T f t= (31)

여기서 nβ 의 값은 cot 1 0n n Lβ β + − = 의 해이며, a는 반경방향으로써 평판과 마찬가지로 여

기서도 40 ㎛로 가정하 다. 구형 좌표계에 대하여 유도된 식 (30)을 이용하여 mobile 

tritium의 SiC 내에서의 시간에 따른 거동을 예측하고 이 때 움직일 수 있는 mobile 

tritium의 양을 온도에 따른 함수로써 식 (31)을 통해 예측함으로써 그림 3.7과 같은 결과

를 얻을 수 있다. 그림 3.7은 구형 좌표계를 통해 SiC 내에서의 삼중수소 유출율을 예측

한 것과 기존의 평판에서의 삼중수소 거동을 예측한 결과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직교 

좌표계를 이용한 일반적인 확산 해석의 경우 평판의 중심으로부터 삼중수소가 양쪽 방향

으로 확산된다는 가정으로부터 유도되어지기 때문에 실험 데이터를 얻기 위한 삼중수소 

확산 실험처럼 얇은 SiC 평판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에서는 결과치와 예상치가 잘 일치한

다. 그러나 실제 적용을 위한 삼중수소 확산의 경우 핵연료 입자에 SiC layer가 코팅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구형 형태의 SiC로부터 외부로 확산되어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판에서보다 훨씬 더 빠르고 많은 양이 확산될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으며 실제 평

가 결과도 그림 3.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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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좌표계에 따른 SiC layer를 통한 삼중수소의 예측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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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입자는 위에서 언급하 듯이 PyC layer에 의한 내부와 외부에 걸쳐 두 

번 코팅되어 있다. 게다가 PyC layer는 핵분열 생성물과 삼중수소에 대해 우수한 차폐 

효과를 보이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대부분 기존의 고온 가스로를 

대상으로 하는 핵연료를 대상으로 수행한 관계로 핵연료 온도가 대부분 800℃ 미만의 경

우에 연구가 수행되었다. 핵연료가 그 이상의 온도로 상승시에는 핵연료내 생성되는 삼중

수소가 PyC layer는 사실상 모두 투과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Triso 핵연료를 대상으

로 한 삼중수소의 유출 특성을 평가하기위해  General Atomics에서 연구 프로그램이 수

행되었는데, 이 연구 프로그램에서는 PyC layer는 삼중수소 유출에 향을 주지 않는다

고 가정을 하 다[19]. 본 연구에서도 대상으로 하는 Pebble형 고온가스로의 핵연료의 최

대 온도는 1079℃이며 Prism형 고온 가스로는 1218℃이기 때문에 핵연료 입자로부터의 

삼중수소 확산을 평가할때는 PyC layer는 사실상 향을 주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고 오

직 SiC layer 만이 삼중수소의 확산을 차폐하는 효과가 있다고 가정을 하 다. 이러한 가

정을 바탕으로 식 (30)과 식 (31)을 이용하여 평가한 결과 SiC layer를 통해 핵연료 입자

로부터 확산될 수 있는 삼중수소의 유출율은 Pebble형의 경우 19.1% 이며 Prism형의 경

우 46.2% 인 것으로 평가되어졌다. 

나. Graphite layer를 통한 삼중수소의 확산

  삼중수소가 핵연료 입자의 SiC layer를 투과하 다고 하여 이것이 곧바로 1차 계통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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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재로의 유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그림 1.2와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핵

연료 입자들은 다시 graphite에 의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graphite를 투과하여야만 1차 

냉각재로 유출될 수 있다. 핵연료 graphite의 두께는 Pebble형 고온 가스로의 경우 5 mm

이고 GT-MHR의 경우에는 핵연료 다발에 냉각재 채널과 핵연료간의 간격이 18.796 mm

이다[1]. 이러한 graphite을 통한 삼중수소의 유출을 평가 하기 위하여 Pebble형의 경우는 

그림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형이기 때문에 구형 좌표계를 이용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Prism의 경우 전체 모형은 육각형 모양의 핵연료 다발을 이루고 있지만 각각의 핵연료 

다발 안에 핵연료와 냉각재 채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원통 좌표계를 이용하여 해석

하여야 한다. 구형의 경우 삼중수소는 핵연료 Kernel에서 균일하게 생성되며 확산은 반경

방향으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시간에 따른 확산 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2 2 2
, 2 2

1

6( ) 1 exp( / )gr ij ij
n

F t D n t a
n

π
π

∞

=

= − −∑ (30)

Prism형의 경우 그림 1.3에서와 같이 핵연료 입자를 compacts 형태로 제작하여 

핵연료 집합체에 장전을 하면 Plugging을 하게 되는데 현재 이 plugging의 재질의 도

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반사체로 사용되는 graphite와 같은 도

를 가지게 된다면 Pebble형 로형과 마찬가지로 반경방향으로의 graphite를 통한 확산을 

고려하여야 하지만, 도가 대단히 낮아 마치 스펀지와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된다면 fuel 

compacts는 핵연료 집합체에 끼워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핵연료 입자로부터 유출된 삼

중수소는 graphite를 통해 확산되지 못하고 바로 plugging을 통해 유출될 수도 있다. 따

라서 plugging 재질의 도가 Prism형의 핵분열로 생성된 삼중수소 확산에 주요한 인자

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전산 코드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경우를 모두 반 할 

수 있도록 개발 되었으며, 결과 제시에서는 보수적인 평가를 위해 plugging 재질의 도

가 낮아서 핵연료 입자를 투과한 삼중수소는 1차 계통으로 모두 유출 된다고 가정하고 

평가하 다. plugging 재질의 도가 높아서 삼중수소가 반경 방향으로 확산을 통해 1차 

계통의 냉각재로 유출된다고 가정하면 원통형 좌표계를 통해 구현하는 Prism 형태의 원

자로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결과식을 산출 할 수 있다. 

2
, 2 2

1

4( ) 1 exp( )gr ij ij n
n n

F t D t
a

α
α

∞

=

= − −∑ (31)

0 ( ) 0nJ aα = (32)

여기서 식 (32)의 J0(x)는 Bessel 함수를 의미하며 그 값들은 Bessel 함수표에 결과 값들

이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식 (30)을 이용하여 로심이 최고 온도라고 가정할때의 

graphite내에서의 시간에 따른 삼중수소의 확산을 통한 유출량을 예측하여 보고 그 결과



- 35 -

를 그림3.8에 제시하 다. 

그림 3.8 시간에 따른 핵연료 graphite를 통한 삼주수소의 

유출율

0 10 20 30 40 50 60 70 80
0.0

0.1

Pebble type

Fr
ac

tio
na

l R
el

ea
se

Time (month)

그림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핵연료 graphite를 통한 삼중수소의 유출율은 

Pebble형이 6.8%이다. 따라서 핵연료로 사용되는 graphite내에서 생성되는 삼중수소의 양

을 무시하고 순수하게 핵연료 Kernel에서 생성된 삼중수소가 확산을 통해 1차 냉각재 까

지 유출되는 값을 예측해 보면 Pebble형의 경우 1.3% (0.191 × 0.068 = 0.013), Prism형의 

경우 위의 가정에 따라 SiC 층을 투과하는 삼중수소는 모두 냉각재로 유출된다고 가정하

여 46.2%로 예측할 수 있다. 연간 방출율을 예측한 이 값은 로심 중심부의 온도가 항상 

최고 온도를 갖는다는 보수적인 가정하에 계산되어졌기 때문에 실제 핵연료로부터 1차 

냉각재인 He으로의 유출율은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값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므로 온도에 의한 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로심의 온도 분포를 알아야 하는데 각 

로형별 온도 분포는 GAMMA code를 통해서 구해진 자료를 이용하 다. 각 로형별 온도 

분포는 그림 3.9와 그림 3.10에 나타나 있다. 그림에 표시되어있는 x,y 축은 온도 분포에 

따라 로심을 나눈 mesh를 의미한다. 온도 분포는 로심을 수직으로 자른 단면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 mesh가 나타내는 온도 분포의 면적은 mesh 별로 다르

게 된다. 따라서 삼중수소 유출율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각 mesh별 부피비(Vij)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온도 분포와 부피비를 고려하여 graphite layer를 투과하여 1차 

냉각재로 확산하는 삼중수소의 유출율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평가 할 수 있다. 

, ,( ) ( ) ( )fuel ij gr ij th ij
i j

F t V F t F t=∑∑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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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Pebble형의 로심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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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Prism형의 로심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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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식을 이용하여 로심내 온도 분포를 고려한 삼중수소의 유출율은 Prism형의 

경우 10.1% 으며 Pebble형의 경우는 0.4%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Prism의 경우 핵연료와 

가연성 독봉이 같은 형태로 제작되어 장전되기 때문에 위의 결과를 
10
B에 의해 생성된 

삼중수소의 유출율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3. 반사체로부터의 확산

흑연내에 불순물로 함유되어 있는 
6
Li이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반사체로써 사용되는 흑연으로 부터의 삼중수소의 유출은 흑연의 온도 뿐만 아니라 두께

에도 향을 받게 된다. 원통형 좌표계를 이용하여 유도된 식 (31)을 이용하여 계산한 로

심 두께에 따른 삼중수소 유출율이 그림 3.10에 나타나 있다. 그림 3.10은 원자로심 중앙 

반사체로부터 삼중수소의 확산을 계산 한 것으로 Pebbl형의 경우 1550일, block형의 경우 

942일 운전후의 결과이다. 이 기간은 로심내 핵연료의 평균 잔류 기간이다.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흑연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삼중수소의 유출율이 급격히 감소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입력값을 선정한 이유는 반사체의 두께에 따른 삼중수소의 유출율 변

화율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대략 삼중수소 유출율이 5% 미만으로 감소하는데 pebble형의 

경우 반사체로부터 0.6cm, block형의 경우 1.87cm 정도 되는 것으로 평가 되었는데 이 

정도의 두께는 Pebble형의 경우 중앙 반사체의 직경이 60cm, block형의 경우 296cm 인



- 37 -

것을 감안하면 대단히 작은 두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1 pebble형의 경우(1079℃, 1550일), block형 

(1218℃, 942일)일때 흑연 가장자리로부터 두께에 따른 

삼중수소의 유출율

0.0 0.2 0.4 0.6 0.8 1.0

0.0

0.2

0.4

0.6

0.8

1.0

1079 oC

1218 oC

Fr
ac

tio
na

l r
el

ea
se

graphite thickness (cm)

이를 바탕으로 
6
Li에 의해 생성된 삼중수소의 전체 유출율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식을 이용하 다. 

2
, 2 2

1

4( ) 1 exp( )ref ij ij n
n n

f t D t da
a

α
α

∞

=

 
= − − 

 
∑∫ (34)

,( ) ( )ref ij ref ij
i j

F t V f t=∑∑ (35)

식(34)에 사용된 확산계수의 온도에 따른 값은 그림 3.12와 그림 3.13과 같다. 온도 분포 

변화는 수백도 정도의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확산 계수는 온도 변화에 따라 지수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값이 급격하게 변하게 된다. 그러나 그림 

3.13과 3.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사체로 사용되는 graphite의 두께가 상대적으로 두껍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온도 분포에 의한 삼중수소의 유출 보다는 graphite의 두께에 의한 삼

중수소의 유출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을 이번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식 (35)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는 Pebble형의 경우  
6
Li에 의해 graphite내에서 생성된 삼

중수소의 전체 유출율은 약 8%에 이르게 되며 Prism형의 경우는 graphite의 두께가 두

껍기 때문에 전체 유출율이 약 0.03%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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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Pebble형의 온도 분포를 

고려한 확산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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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Prism형의 온도 분포를 

고려한 확산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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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Pebble형의 6Li에 의해 

반사체 내에 생성된 삼중수소의 유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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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Prism형의 6Li에 의해 

반사체 내에 생성된 삼중수소의 유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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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과 3절에서의 삼중수소의 생성 모델과 확산 모델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 선원

항별 삼중수소의 1차 계통 He 냉각재 내에 존재하게 되는 삼중수소의 양을 평가한 결과

가 그림 3.16과 그림 3.17에 나타나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간 삼중수소의 1차 

계통내 존재량은 Pebble형의 경우 약 98.5 Ci, Prism형의 경우 약 340 Ci 정도가 된다. 

그림 3.16 Pebble형 1차 계통내의 시간에 

따른 삼중수소 농도 예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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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Prism형 1차 계통내의 시간에 

따른 삼중수소 농도 예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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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삼중수소 투과

삼중수소의 투과는 수소 생산용 고온 가스로부터의 방사성 핵종의 유출이라는 중

요한 문제의 핵심이 된다. 그림 4.1은 원자로로부터 수소 생산 시스템으로 삼중수소가 투

과하여 유출될 수 있는 내용을 모사한 그림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수소 생산 시스

템으로의 열전달은 간접 전달 방식이라고 가정 하 으며 1차측과 2차측 모두 헬륨기체를 

냉각재로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그림 4.1 수소 생산용 고온 가스로의 열전달 개통 개략도

삼중수소의 투과는 결국 열교환기를 통하여 투과 되는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는데 

열교환기는 집열교환기(compact heat exchanger)로 가정하 다. 고온 가스로의 경우 

터빈 사이클을 위해서는 고온, 고압, 고효율로 작동되는 열교환기가 필요하다. 특히, 열교

환기로써는 효율이 90% 이상이 되어야 되고 복열기의 경우는 95% 이상인 것이 유효하

다. 이러한 제한 사항 때문에 일반적인 열교환기 보다 집 열교환기가 더 선호되어진다

[23]. 모 과제에서는 현재 고려하고 있는 열교환기의 재질로써 Incoloy 800, Hastelloy X, 

Hastelloy XR, 그리고 Incoloy 617이 있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

구에서는 Incoloy 800을 열교환기 제작시에 사용된 재질로써 가정을 하 다.  Incoloy800

은 고온에서도 높은 강도와 부식저항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핵융합 연구로인 유럽

의 European Helium Cooled Pebble Bed(HCPB) 블랭킷의 후보 물질로써 고려되어지고 

있으며 고온가스로인 Peach bottom에서 증기 발생기의 재질로써 채용되어 사용된 경험

이 있다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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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질을 통한 삼중수소의 투과

수소 동위원소들(수소, 중수소, 삼중수소)의 어떤 고체 매질을 통한 투과율은 한

쪽 유체에서 다른 쪽의 유체로의 전체적인 투과 과정에 의해 결정되어 진다. 이 투과 과

정은 연속적인 다단계 과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투과율은 가장 느린 반응에 의해 결정

되어지게 된다. 이러한 투과 과정의 제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과정들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가. Clean Surface Model 

그림 4.2에서와 같이 기체 상태 I에 존재하는 투과 물질이 표면 I과 접촉하고 있

는 상태가 되면 표면에 흡착될 수 있다. 삼중수소의 경우 이러한 흡착은 일반적으로 해리

된 화학흡착 반응이다. 즉, 분자 형태의 삼중수소가 원자 형태로 분해되어 흡착되는 것이

며 흡착된 원자는 재결합을 하거나 탈착되어 다시 분자 형태를 이루게 되거나 해리된 상

태로써 금속의 안쪽면으로 흡수되어 진다. 이러한 상태의 원자는 표면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거나 금속 전체로 확산되어지게 된다. 이렇게 금속을 통해 확산되게 되는 원자들은 반

대편 표면에 도달하게 되고 기체 상태 I에서 발생했던 현상들을 겪게 되면서 기체 상태 

II로 확산되어 투과 되게 된다. 삼중수소와 같이 단일한 원자들로 구성된 기체의 확산은 

전체 투과율을 하는 Richardson's 방정식을 통해 평가 할 수 있다. 

그림 4.2 기체 투과 모델 (a) clean surface (b) oxide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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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Oxide film model

이 모델은 금속 재질 표면에 존재는 산화 필름에 의해 기체 부분과 금속 표면이 

분리되어 있다는 가정을 기본으로 한다. 순수한 산화 필름을 통한 확산의 경우에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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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원자 형태 보다는 분자 형태로의 확산이 주를 이루게 된다. 만약 이러한 필름과 

같은 장벽에 의해 이동이 제한되면 전체적인 투과율은 기체 운동 효과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압력에 비례하게 된다. Strehlow와 Savage는 산화 필름내의 존재할 수 있는 결함

들에 의한 효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다. 압력이 충분히 낮은 경우에는 이러한 결점들

이나 결함 혹은 크랙을 통한 삼중수소의 확산은 clean surface에서와 유사한 거동을 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 하 다. 물론 이러한 결함이나 크랙의 존재하는 면적이 적기 때

문에 확산율은 감소하게 되는데 그 감소율은 1/100∼1/1000 까지 이다. 이것은 

Permeability Reduction Factor (PRF)라고 알려져 있다. 

다. 물리적 현상 요약

삼중수소의 확산은 삼중수소의 부분압뿐만 아니라 재질 표면의 조건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그림 4.3은 수소 투과에 대한 제한 요소들을 나타낸 것이다. 압력이 높은 경우

에는 두 기체 사이에 존재하는 압력의 제곱근의 차에 의해서 투과가 결정되어 지며 압력

이 대단히 낮은 경우에는 위에서 전술한 표면에서의 확산 현상이 전체 투과 과정을 결정

하게 되기 때문에 압력의 차에 의해 투과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림 4.3 압력에 따른 삼중수소의 투과 현상

라. 수소 생성 계통으로의 삼중수소 투과량 예측

기존의 연구 결과들[23-25]에 따르면, 삼중수소의 투과 과정은 상대적으로 압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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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부분에서 압력이 낮은 부분으로 고체 재질을 통한 확산 현상에 의해 지배된다. 또한 

투과 되어지는 양은 높은 부분의 부분압과 낮은 부분의 부분압의 제곱근의 차이에 비례

하게 된다. 삼중수소의 부분압이 대단히 낮은 경우에는 투과 과정은 화학적 흡착에 의해 

지배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체의 부분압 자체의 차이에 비례하게 된다. 헬륨 냉각

재내의 삼중수소 방사능의 함수로써의 열교환기를 통한 삼중수소의 투과 평가는 온도 분

포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 될 수 있다. 

J i(t)=K π ( (P i (t)) n-(P i+1(t)) n) (36)

K π=D s∙S=F 0∙exp(-E/RT IHX, i) (37)

Q i=
A i

l i
⌠
⌡J i(t)dt

(38)

여기서

J1, J2  : 1차측과 2차측의 투과 플럭스 [m 3(STP)m -2s -1Pa -0.5]

Kp1, Kp2  : 1차측과 2차측의 투과성 [m 3(STP)m -1s -1Pa -0.5]

S  : 용해도 [m 3(STP)m -3Pa -0.5]

Ds : 재질에서의 삼중수소의 확산 [m 2s -1]

F0  : 삼중수소 투과도의 전지수인자 [m 3(STP)m -1s -1Pa -0.5]

P1, P2 : 1차측과 2차측에서의 삼중수소의 부분압 [ Pa]

A1, A2  : 열교환기의 1차측과 2차측의 연전달면적 [m2]

l1, l2 : 열교환기의 1차측과 2차측의 열전달 두께 [m]

Q1, Q2 :2차측과 수소 생성 계통으로 투과된 삼중수소의 양 [m 3(STP)]

압력에 따라 변하게 되는 지수 n은 실험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구해져야 한다. 범

위는 0.5 ∼1 사이가 되는데 확산이 주요 투과 제한 요소 일 때에는 0.5 값을 취하게 되

고, 표면에서의 화학적 흡착 반응이 주요 투과 제한 요소 일 때에는 1 값을 취하게 된다

[26]. 산화 필름이 재질의 표면에 형성되면 삼중수소는 해리과정 없이 분자 형태로 표면

에 흡착되기 때문에 분자 상태로 산화 필름으로 확산한다. 그렇기 때문에 삼중수소 부분

압의 지수값은 산화 필름의 형성 상태에 따라 0.5에서 1까지 변할 수 있게 된다 [25]. 그

러나 이전의 연구 결과들[26-27]에 따르면, Incoloy 800에 대해 부분적으로 불완전한 상

태로 형성되는 산화 필름은 산화 필름 자체의 낮은 투과도 보다는 표면에서의 흡착을 방

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낮은 압력 상태에서도 (<< 1Pa) 압력의 

지수 값이 0.5를 유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의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Incoloy 800의 압력 지수 값을 0.5로 가정하고 연구를 수행하 다. 표 4.1는 삼중수소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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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평가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입력 변수들을 제시하 다. 또한 1차측과 2차측의 냉각재

의 총량과 열교환기 모두 같은 것으로 가정하여 연구를 수행하 다. 

표 4.1 삼중수소 투과에 필요한 입력 변수들

Parameter Value Unit Ref.
Inlet temperature 

(Primary/secondary)
900/488.8 ℃ [21]

Outlet temperature 
(Primary/secondary)

509/879.4 ℃ [21]

Heat transfer Area 1749 m2 [21]
Thickness of heat transfer 1.6 Mm [21]

Mass of coolant 10830 kg

Pre-exponential permeation factor 2.11x10-11 m3(STP)m-1s-1Pa-0.5 [27]
Activation energy 56.6 kJ·mol-1 [27]

식 (36)∼(38)을 이용한 각 로형별 삼중수소의 부분 압력 결과를 그림 4.4와 그림 

4.5에 각각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PRF 값이 증가 함에 따라 2차 계통

의 부분 압력은 급격히 감소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차 계통의 부분 압력이 감소한

다는 것은 2차 계토으로부터 수소 생성 계통으로 투과하게 되는 삼중수소의 양이 그 만

큼 감속 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며 삼중수소의 부분압을 삼중수소의 양으로 환산하여 

나타낸 것이 그림 4.6과 그림 4.7이 된다. 보수적으로 PRF의 향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소 생성 계통으로 유출되는 삼중수소의 방사능량은 Pebble형의 경우가 

5.04E7 Bq/yr, Prism형의 경우가 3.03E8 Bq/yr 정도가 된다.

그림 4.4 Pebble형 열전달 계통에서의 

삼중수소 부분압력 (단위 :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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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Prism형 열전달 계통에서의 

삼중수소 부분압력 (단위 :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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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Pebble형 열전달 계통에서의 

삼중수소 방사능량 (단위 : Bq)

10 100
102

103

104

105

106

107

108

Time (unit: days)

Tr
iti

um
 A

ci
tiv

ity
 (U

ni
t :

 B
q)

 Clean surface
 Oxide film effect(10-1)
 Oxide film effect(10-2)
 Oxide film effect(10-3)

그림 4.7 Prism형 열전달 계통에서의 

삼중수소 방사능량 (단위 : 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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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생산되는 수소내 삼중수소와 규제치와의 농도 비교

삼중수소와 관련된 규제치를 살펴보면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2 - 23호 (제 8차 

개정) 별표 3과 별표 5에 각각 핵종별 흡입 및 섭취한도와 핵종별 규제 면제 관련 수량 

및 농도가 제시 되어 있다. 이 중에서 삼중수소 부분만 발췌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2 방사성 물질의 배출관리 기준

흡   입 섭   취

화학적형태
연간섭취한도

Bq

유도공기중

농도   

Bq/m
3

배기중의   

배출관리기준 

Bq/m
3

화학적형태
연간섭취한도

Bq

배수중의 

배출관리기준

Bq/m
3

삼중수소가   

결합된 물   

(피부흡수 포함)

1.0×10
9

3.0×10
5

3.0×10
3 삼중수소가 

결합된 물
1.0×10

9
4.0×10

7

유기적으로 

결합된삼중수소
5.0×10

8
2.0×10

5
2.0×10

3

유기적으로 

결합된   

삼중수소

5.0×10
8

2.0×10
7

원소 상태의  

삼중수소
1.0×1013 5.0×109 4.0×107      

삼중수소가   

결합된 메탄
1.0×10

11
5.0×10

7
4.0×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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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삼중수소의 규제 면제 관련 수량 및 농도

최소 수량 (Bq) 최소 농도 (Bq/q)

1.0×10
9

1.0×10
6

삼중수소가 환경으로 유출되었을 때 존재할 수 있는 화학형태는 기체(HT, T2)형

태 혹은 삼중수소수(HTO, T2O)형태를 이루기 때문에 표 4.2와 표 4.3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제 기준치는 충분히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에서의 유기적으로 결합된 삼

중수소는 식물체로 삼중수소가 흡수되었을 때 화학적으로 결합된 형태를 나타내므로 원

전 시설에서 환경으로 삼중수소를 방출할 때는 해당 사항이 없다. 또한 표 4.3에서 제시

하고 있는 규제 면제 관련 수량 및 농도는 최소 수량을 초과하고 동시에 최소 농도도 초

과를 해야 규제 대상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최소 농도 규정과의 비교를 위해 생성되는 수

소내에 포함되는 삼중수소의 양을 추정해 보아야 한다. 일본의 수소 생산을 위한 

GTHTR300C 600MWth 의 경우 수소 생산량은 1.9∼2.4 ton/hr[28], 국내의 NHDD의 경

우 300MWth에서 2.8 ∼ 3.9 ton/hr[7]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은 고온 가스로

의 열출력에 비례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의 후보로형으로 Prism형이나 Pebble형중 어

떤 로형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수소 생산량이 두 배 이상 차이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

여  국내 NHDD의 2.8 ton/hr를 기준으로 잡으면 Pebble형은 1.9×10
-3
 Bq/g, Prism 형의 

경우 1.1×10
-2
 Bq/g의 비방사능량을 나타낸다. 따라서, 수소 생산용 고온 가스로의 정상 

운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삼중수소의 수소 생산 계통으로의 확산에 의한 향은 안전 규

제 관점에서 보았을 때 두 로형 모두 충분히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제 5 절 삼중수소 거동 평가 전산 코드

본 연구에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된 전산 모사 코드는 Fortran 언어를 이용하여 

개발되었으며 Fortran90 컴파일러를 활용하여 실행파일이 제작되어졌다. 코드의 구조는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하는 메인 프로그램과 각각의 독립적인 목적에 맞게 계산을 수행

하는 부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작성된 부프로그램은 모듈화하여 작성함으로

써 에러 발생이나 새로운 내용의 첨부와 같은 코드 수정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 다. 본 코드는 그림 4.1에 나타낸 것처럼 1개의 메인 프로그램과 12개의 서브프로그

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소 생산용 고온 가스로내에서의 삼중수소 거동 평가 코드의 

의미로 TBEC (Tritium Behavior Evaluation Code) 코드라는 명칭으로 실행되어진다. 각 

프로그램들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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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EC code : 각각의 서브프로그램들을 호출하여 정해진 순서대로 계산을 수행할 수 있

도록 되어 있는 메인 프로그램

Input parameter : 각 서브프로그램에서 호출하게 되는 변수들을 관리하는 모듈

Openfile : 계산 수행에 필요한 입력 파일과 계산후 생산되는 결과 값들을 출력할 파일들

을 할당하는 서브프로그램

Readdata : 입력 파일 (input_file.dat) 로부터 필요한 입력 자료를 읽어 들이는 서브프로

그램

Readtable : 확산 관련 계산을 위해 필요한 자료들(diffusion_table.dat)과 Pebble형 원자로

의 로심내 온도분포(PBR_temp.dat)와 Prism형 원자로의 로심내 온도분포

(PMR_temp.dat) 자료로로부터 필요한 입력 자료를 읽어 들이는 서브프로그램

Gen_by_fission : fission reaction에 의해 원자로 로심내에서 생성되는 삼중수소의 양을 

예측하는 서브프로그램

Gen_by_He : 로심내 coolant인 4He에 존재하는 
3
He에 의해 생성되는 삼중수소의 양을 

예측하는 서브프로그램

Gen_by_Li6 : 반사체로 사용하게 되는 흑연내에 존재하게 되는 Li에 의해 생성되는 삼중

수소의 양을 예측하는 서브프로그램

Gen_by_B10 : 제어봉내에 존재하는 B10과 Prism형의 경우 사용하게 되는 가연성 독봉

의 B10에 의해 생성되는 삼중수소의 양을 예측하는 서브프로그램

Diffusion : 생성된 삼중수소의 냉각재로의 확산을 평가하기 위한 서브프로그램

Diffusion_with_thickness : 수치적분 방법론인 the composite Simpson's method 사용을 

위한 변수값 설정 및 수치적분 서브프로그램 호출하는 서브프로그램

Graphite_diffusion : 수치적분 방법인 the composite Simpson's method를 수행하는 서브

프로그램

Tritium_concentration_in_coolant : 생성된 삼중수소의 확산을 고려한 냉각재 내의 삼중

수소 농도 예측 서브프로그램

Permeation : 1차 계통내에 존재하는 삼중수소가 indirect system을 통해 수소 생산 계토

으로의 삼중수소 확산을 예측하는 서브프로그램

Analysis-result : 생성된 결과값중 주요한 결과를 ‘Brief_result.dat'파일에 출력하는 서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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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수소 생산용 초고온 가스로내에서의 삼중수소 거동 평가 

전산 코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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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산 모사 코드 구조

본 전산 모사 코드는 1개의 input data 파일과 3개의 라이브러리 파일로 구성되

어 있다. input 파일명은 ‘input_file.dat'이며 sample input 값은 부록에 제시되어져 있다. 

출력 파일은 총 9개의 파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삼중수소 생성량 예측을 위한 파일 4개( 

Gen_by_fission.dat, Gen_by_Li6.dat, Gen_by_He, Gen_by_B10), 확산 평가를 위한 파일 2

개(Diffusion.dat, Distribution.dat), 수소 생성 계통으로의 삼중수소 투과 현상 예측 결과 

값을 나타내는 파일 1개(Permeation.dat), 주요 결과 값 산출하는 파일 1개

(Brief_result.dat), 그리고 결과 자료들을 이용하여 그래프로 그릴 수 있도록 자료를 재배

열해주는 파일 1개(Graphic_data.dat)이다. 각 입력 파일 및 결과 파일에 대한 내용은 다

음 절에서 설명되어진다.

가. 입력값

input 파일에는 삼중수소 거동 해석을 위해 필요로 하는 기초상수 값과 삼중수소 

생성, 확산 및 투과 현상에 필요한 각각의 변수들을 입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input 파일의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this input file is to evaluate tritium behivor of VHTR

! update: 2006.01.19

! Type of Reactor (1== Block, 2== Pebble)

2

! commmon input data for tritium generation

! full power(MW_th) decay constant(1/sec)

    300.0 1.793E-9

! Effective cross section (barns)

! ---- Thermal neutron region(0~2.38 ev) ----      --fast region(E>0.18 

ev)--

! 3He(n,p)T 6Li(n,a)T 10B(n,a)7Li  10B(n,2a)T 7Li(n,n'a)T

  2280   408    1630      0.05    0.153

! absorption cross section of U-235 fission cross section of U-235

683 577

! average thermal flux(neutrons/cm2.sec)

! in core in removable radial reflector in axial reflector i n 

permanent radial refl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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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EC 코드는 수소 생산용 원자로의 후보 로형으로 고려되고 있는 Pebble형 원

자로와 Prism형 원자로 에서의 삼중수소 거동을 평가 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기 때문에 

평가하고자 하는 로형을 설정하는 입력란을 제시하고 있다.

그 다음 줄에는 평가 대상 로형의 열출력, 삼중수소의 붕괴상수자료를 입력하게 

되어있다. 또한 삼중수소 생성 메커니즘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써의 유효반응단면

적 값을 열중성자 역과 고속 중성자 역으로 나누어 각각의 반응별로 입력하게 되어

있다. 중성자 플럭스는 로형 중심부로부터 구 반사체(permanent radial reflector)까지 

각 부분에서의 중성자 플럭스를 입력하게 구성되어 있다. 중성자 플럭스는 각 로형에 따

라 VSOP(Very Superior Old Program)을 통해서 원자력 연구소에서 계산된 값을 사용하

다. 

그 다음 입력란은 핵연료에서의 삼중수소 생성량 예측을 위한 자료를 입력하게 

구성되어 있다. 핵분열당 삼중분열 발생율과 출력당 핵분열 비율, 최대 출력 유효일수 

(Effective Full Power Days), 그리고 평가하고자 하는 전체 기간을 입력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9.03E13 7.36E13 3.68E13

3.68E13

! average fast neutron flux (neutrons/cm2.sec)

3.12E13

! input data for production of tritium in fuel

! average yield/fission fission rate/MW_th      EFPD(days)

duration of cores(days)

1E-4 3.121E16 329

365   

! input data for production of tritium in coolant by He3(n,p)T

! makeup helium (moles/cm3)

5.17E-12

! He flow to chemical cleanup system plus 10% of purge flow(cm3/sec)

leakage flow rate from primay (cm3/sec)

! (based on 0.16 ppm 3He in helium)  (based on 7 lbm/day heilium loss)

4.005E5 8.009E1

! Volume of coolant passages in core (cm3,V1) Ex-loop volume(V2)

purge flow passages(V7)

8.981E7   4.689E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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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냉각재 내에서 불순물로 존재하는 
3
He에 의한 삼중수소의 생성 예측을 위해

서 필요한 입력 자료로는 원자로 운 중에 연속적으로 보충되는 헬륨 냉각재의 양, 냉각

재 cleanup 시스템으로 우회 시키는 냉각재의 흐름율, 시스템에서의 유출율 자료가 입력

된다. 삼중수소의 생성은 결국 중성자 플럭스가 존재하는곳에 얼마만큼의 
3
He 불순물이 

존재하는 가에 의해 삼중수소의 생성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로심내 헬륨 냉각재가 존재하

는 부분의 부피 자료 역시 필요하게 된다.

Li에 의한 삼중수소 생성량 예측을 위한 입력 자료 부분에서 sleeve 및 spine 

역의 입력 공간을 확보한 것은 Pebble형 및 Prism형 로심 뿐만 아니라 Peach Bottom 로

형의 고온 가스로에서의 삼중수소 생성량 예측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10
B에 의한 삼중수소 생성량 예측을 위한 입력 부분은 크게 가연성 독봉에 의해

서 생성되는 부분과 제어봉에 있는 B4C에 의해 생성되는 부분으로 나누어 입력하도록 구

성되어있다. 자체차폐인자(self-shielding factor)는 식 (15)에 제시된 값을 입력하는 곳이

며 초기 
10
B의 양은 Pebble형의 경우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0’값을 입력한다. 열중성자 

이용율은 원자력 연구소에서 수행한 예비 계산 결과로부터 그 값을 얻을 수 있었으며 

Pebble의 경우 0.861, Prism의 경우 0.889이다. 

! Volume of connected pores(cm3)

! in sleeve graphite(V3) in removable radial(V4) in axial reflector(V5) i n 

permanent radial reflector(V6)

0. 0. 0.

4.534E7

! input data for production of lithium in graphite

!   quantities of lithium in graphite core components (units : moles)

! sleeve     spine replaceable_radial_reflectore

permanent_radial_reflector Axial_reflector matrix

0.   0. 0.   1.679E-2

5.247E-3  4.94E-4

! input data for production from B-10 in poisoned spines and control rods

! for poisoned spines

! self-shielding factor  initial moles of B-10 (units : moles)

0.0141 0

! for control rods

! avg. thermal utilization factor avg. hot unrodded excess 

reativity(1-Keff)

0.861 0.001

! input data for analysis of diffusion from sites tritium gene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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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중수소의 확산 거동을 평가하는 입력변수 값들에는 기본적으로 Arrhenius 

equation을 적용하기 때문에 볼츠만 상수와 기체 상수 값을 필요로 한다. 핵분열 반응에 

의해 생성된 삼중수소가 1차 계통으로 확산을 통해서 나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TRISO 코팅을 투과해야 하고 투과된 삼중수소는 다시 핵연료를 둘러싸고 있는 흑연을 

투과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 할 수 있도록 입력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TRISO 코팅 거동 평가를 위해서 SiC layer에서의 삼중수소 거동을 예측한 3

절에서 이미 전술한 Tam's model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Tam's model과 Fick's law

에서 필요한 입력 자료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수적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최고 

! common input data

! Boltzmann constant(unit: ev/K)) general gas constant(nuit : 

Joul/mol-K)

8.62E-5 8.31

! in Fuel

!   via SiC 

!   pre-exponetential factor(cm2/sec) activation energy(units : eV)

1.688E-4 1.11

! material thickness(unit: micro-m) period(unit : sec)

80. 3600.

!   via fuel matrix

! fuel temperature in block fuel temperature in pebble

1218. 1079.

! pre_exponential factor(cm2/sec) activation energy(Kcal/mole-K)

2.4E-2 63.9

! fuel matrix thickness of block(cm) fuel matrix thickness of pebble(cm)

duration time(yr)

1.88 0.5

1

! Core Temperature distribution consideration  (0= No, Max temp assumption, 1= 

fuel temp consideration)

decision Graphite mesh Fuel mesh 

(low, column) (low (start finish), column(start, 

finish))

   1   22   15    4 14 6 1 0 

 

graphite thickness(unit: cm) node number for numerical 

calculation

reflector fuel

  6 0.5 1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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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만을 입력할 수도 있으며 좀 더 정확한 평가를 하기 위해 로심내 온도 분포를 고려 

할 수도 있도록 작성되었다. 온도 분포를 고려할 경우 로심내 온도 분포에 따라 핵연료 

역과 반사체 역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림3.9와 그림 3.10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각각

의 온도 분포에 따른 전체 mesh 수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입력된 mesh 수를 

바탕으로 기존의 다른 로심 온도 계산 프로그램에서 수행된 결과를 읽어 들일 수 있도록 

TBEC 코드는 작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GAMMA code에서 계산된 연구 결과를 입력 

자료로써 활용하 다. 

마지막으로 1차 계통에서 수소 생산 계통으로의 열교환기를 통한 삼중수소의 투

과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입력 부분이다. 투과 평가를 위해 재질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

를 입력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interval 부분은 계산 결과를 며칠 간격으로 출력 할 것인

지를 결정하는 부분이다. power는 투과 모델의 부분압의 지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Sivert's law를 고려하면 0.5값을 취하여 삼중수소의 투과 구동력으로 부분압의 제곱근의 

차이에 의해 삼중수소가 투과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수소 생산용 고온 가스로에서는 수

소 생산 시스템과 열 발생 시스템을 그림 4.1에서와 같이 간접 열전달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2대의 열 교환기를 사용하게 된다고 가정을 하 으며 그에 따른 각각의 자

료들을 입력 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 input data for analysis of diffusion from the primary coolant to the secondary 

coolant

! Intermediate Heat Exchanger material : Incoloy-800

! input parameter of material

! Heat transfer area (m^2) thickness of IHX (mm) Time interval 

(days) power(sivert's law=0.5, Henry's law=1)

!  1st 2nd   1st     2nd

1749 1749   1.6     1.6 5

0.5

!   pre-exp. permeat. fac.(m^3*m-1*sec-1*Pa^-1/2) a c t i v a t i o n 

energy(units : kJ/mole)

2.11E-11 56.6

! avg. out temp. pri. coolant (celcius) mass of coolant (kg)

permation redcution by Oxide layer(-)

!  1st 2nd prmary     secondary

 750 750   10830 10830

1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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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출력값

TBEC 코드를 입력 파일을 작성하여 실행을 하면 출력 파일은 총 9개의 파일이 

‘../result' 폴더가 생성되면서 그 폴더안에 생성되게 된다. 각 출력 파일 중에서 주요한 

부분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삼중수소 생성량 예측 

삼중수소 생성량 예측을 위해 생성되는 4개의 파일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Gen_by_fission.dat-

! this input file is to evaluate tritium behivor of VHTR 

! update: 2006.01.19 

! Type of Reactor (1== Block, 2== Pebble) 

           2

This results are the tritium concentration by fission

average power (MWth)

    270.4

day activity(ci)

   1                  3.5

   2                  7.1

   3                 10.6

   4                 14.1

   ⋮                  ⋮ 
364               1250.6

365               1254.0

- Gen_by_He -

   ⋮                  ⋮ 
This results are the tritium concentration in coolant by He-3

total helium volume(V), Total heilium flow(Q),flow to chem. clean.(Q_Cs), He-3 

moles(N_3), alpha_1, alpha_2

      0.60E+09                0.40E+06                0.27E+06 

0.31E-02                0.1487    0.0751

 tritium activity in the coolant space

0.421E-02

days, in sleeve(A_T2), in removable(A_T3),  in permant(A_T4), in axial(A_T4), 

deposited in chemical Cleanup(A_T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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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으로 생성되는 출력파일은 입력 파일의 실행 날짜와 평가한 로형 타입을 

출력하고 어떤 반응에 의해 삼중수소가 생성되어지는지를 나타내게 된다. 기본적으로 

TBEC 코드는 일일 간격으로 생성되는 삼중수소의 농도를 계산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헬

륨 냉각재내의 
3
He에 의한 삼중수소의 생성의 경우 식 (5)∼(6)에서 필요한 인자들을 계

   1   0.000E+00          0.000E+00          0.587E-01          0.000E+00 

      0.161E+00

   2   0.000E+00          0.000E+00          0.117E+00          0.000E+00 

      0.321E+00

   3   0.000E+00          0.000E+00          0.176E+00          0.000E+00 

      0.482E+00

   ⋮                  ⋮ 

-Gen_by_Li6 -

   ⋮                  ⋮ 
This results are the tritium concentration in graphite by Li-6

Tritium activity in each graphite (units : Ci)

days in sleeve,    in spine, in repl. rad. ref., in perm. rad. ref.,in axial 

ref.,    matrix

     1   0.000E+00         0.000E+00         0.000E+00         0.752E+00 

    0.235E+00         0.458E-01

     2   0.000E+00         0.000E+00         0.000E+00         0.150E+01 

    0.470E+00         0.914E-01

   ⋮                  ⋮ 

-Gen_by_B10 - 

   ⋮                  ⋮ 
This results are the tritium concentration in poisoned and controlrod by B-10

the value of constants

a_factor            b_factor    c_factor

   0.208E-08     0.138E-10     0.156E-11

unrodded-core neutron absorption rate average absorption rate in control 

rods (units: moles/sec)

             0.193E-04                              0.193E-07

tritium activity (unit : Ci)

-----------in the poisoned spines ------------ ---in the control rods--

days directly 10B(n,2a)T through Li total 10B(n,2a)T

   1    0.000E+00       0.000E+00         0.000E+00         0.365E-01

   2    0.000E+00       0.000E+00         0.000E+00         0.730E-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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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한 결과를 나타낸 후 식 (10)∼(11)에 의해 삼중수소 농도를 시간에 따라 각각의 위치

별로 계산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TBEC 코드는 Pebble형 원자로

와 Prism형 원자로 뿐만 아니라 Peach Bottom의 고온 가스로에서의 삼중수소 생성도 평

가 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기 때문에 ‘Gen_by_He.dat', "Gen_by_Li6.dat', 

'Gen_by_B10.dat' 중의 해당사항이 없는 란은 ’0‘값을 출력하게 된다. 특히 sleeve 및 

spine 부분은 Peach Bottom과 같은 로형의 고온 가스로 평가시에만 출력 되게 되고 

Pebble형 및 Prism형 고온 가스로에서는 항상 ’0‘값을 출력하게 된다. 흑연 반사체 내의 

불순물로 존재하는 Li에 의해서 생성되는 삼중수소의 생성량은 식 (14)를 활용한 결과값

을 ’Gen_by_Li6.dat' 파일에 출력하게 되는 것이며, 식 (18)에 필요한 인자의 계산 값이 

‘Gen_by_B10.dat'의 a_factor, b_factor, c_factor의 부분에 출력되며 식 (22)∼ 식 (23)의 

결과값은 unrodded-core neutron absorption rate과 average absorption rate in control 

rods 란에 출력된다. 특히, 
10
B의 로심에서 존재하는 위치와 생성 반응에 따라 (n,2α) 반

응에 의해 생성되는 삼중수소 생성량과 Li에 의해 생성되는 삼중수소의 양은 가연성 독

봉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출력란을 가연성독봉과 제어봉으로 구분하여 출력하도록 하 다. 

(2) 삼중수소 확산 평가 결과 출력

삼중수소의 확산 평가 결과는 ‘Diffusion.dat'과 ’Distribution.dat' 파일에 결과를 

산출하도록 되어있다. 출력 파일의 주요 부분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Diffusion.dat -

! this input file is to evaluate tritium behivor of VHTR 

! update: 2006.01.19 

! Type of Reactor (1== Block, 2== Pebble) 

           2

 In case of Pebble type

 temp_fuel l_thick,   D_coeff,  K_des,      L_obtain

 1218.          40.        .300E-07     .347E-05     .464E+00

 

 re-evalutated L_obtain

.5000E+00

 

 pf_T

.4360E+00

 

 tritium release rate via SiC by using plane coordinat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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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째 줄에서부터 11번째 줄까지의 출력 결과는 SiC layer를 통한 삼중수소의 확

산을 평가하기 위(29)의 결과값을 제시한다. ‘tritium release rate via SiC by using plane 

coordinate system’은 본 연구에서 채택한 Tam's model이 평면 좌표를 기반으로 해서 

제시된 모델이기 때문에 모델 검증 차원에서 출력하도록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출력되는 

‘tritium release rate via SiC by using sperical coordinate system’는 구형 좌표계에서의 

mobilt tritium의 거동을 평가하는 식 (30)∼(31)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 값을 시간에 따라 

제시하게 되어있다. 이렇게 SiC를 투과한 삼중수소는 핵연료를 둘러쌓고 있는 흑연을 또

한 투과 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평가하는 식(30)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를 출력을 하게 된

다. ‘Diffusion.dat'는 로심의 온도 분포를 고려한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적인 

모델의 적합성 평가와 확산 메커니즘 이해를 위한 계산 결과라는 특징이 있고 실제 로심

에서의 삼중수소 확산 평가는 ’Distribution.dat'에서 제시하고 있다. 주요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ime(sec),    R_release,     R_renomal,      F_release

   0.000             0.000             0.462             0.000

 100.000             0.080             0.462             0.037

   ⋮                  ⋮ 
3600.000             0.944             0.462             0.436

 re-evalutated L_obtain

.5000E+00

 

 tritium release rate via SiC by using sperical coordinate system

  time(sec),    R_release,     R_renomal,      F_release

   0.000             0.000             0.462             0.000

 100.000             0.228             0.462             0.105

   ⋮                  ⋮ 
3600.000             1.000             0.462             0.462

   ⋮                  ⋮ 
 ! Calculate the diffusion via graphite layer from coated fuel particle in case 

 of Pebble

 time(days) Release rate

      1.             0.0297

      2.             0.0297

      3.             0.0298

      4.             0.0298

   ⋮                  ⋮ 
    365.             0.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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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tribution.dat-

   ⋮                  ⋮ 
!! Calculation of the releated parameter

 !! To evaluate the permeation effect via SiC layer of the fuel region

 

  Pf_T distribution of Pebble type reactor

      6        7        8        9       10

  4  .800E-01 .800E-01 .800E-01 .800E-01 .800E-01

  5  .800E-01 .800E-01 .800E-01 .800E-01 .800E-01

   ⋮                  ⋮ 
 14  .299E+00 .169E+00 .129E+00 .130E+00 .140E+00

 

  The distribution fraction of release rate via SiC of Pebble type reactor

      6        7        8        9       10

  4  .872E-01 .872E-01 .872E-01 .872E-01 .872E-01

   ⋮                  ⋮ 
14  .326E+00 .184E+00 .141E+00 .142E+00 .152E+00

 

  The distribution of the volumetric rate of the fule region of Pebble type reac

 tor

      6        7        8        9       10

  4  .133E-01 .158E-01 .182E-01 .206E-01 .230E-01

  5  .133E-01 .158E-01 .182E-01 .206E-01 .230E-01

   ⋮                  ⋮ 
14  .133E-01 .158E-01 .182E-01 .206E-01 .230E-01

 

  The tritium release from fuel to the primary coolant of pebble type

      6        7        8        9       10

  4  .259E-02 .259E-02 .259E-02 .259E-02 .259E-02

   ⋮                  ⋮ 
14  .232E-01 .803E-02 .530E-02 .535E-02 .593E-02

 

 The avg. tritium release rate from fuel to primary coolant :  .477E-02

 

 !! Calculation of the releated parameter in case of the Pebble type

 !! To evaluate the diffusion effect via graphite of the reactor core

 

  Diffustion coefficient distribution of the graphite reflecto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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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출력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Distribution.dat'  온도 분포를 고려한 

실질적인 로심 내에서의 삼중수소의 확산을 평가한 결과를 출력하는 파일이다. Pebble형

의 로형의 온도 분포를 각각의 mesh별로 제시한 그림 3.8과 그림 3.9에서와 같이 온도 

분포는 핵연료 부분과 흑연 감속재 부분으로 나뉘어 총 300개(15×20)의 mesh에서의 필

  1  .197E-19 .192E-19 .181E-19 .163E-19 .140E-19 .116E-19 .912E-20 

.698E-20 .528E-20 .399E-20 .265E-20 .146E-20 .816E-21 .482E-21 .327E-21

   ⋮                  ⋮ 
 22  .371E-15 .347E-15 .301E-15 .239E-15 .174E-15 .112E-15 .655E-16 

.367E-16 .201E-16 .108E-16 .486E-17 .165E-17 .452E-18 .942E-19 .143E-19

 

 ! Released rate distribution of the core due to the Li

operation day =           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395E-01 .395E-01 .395E-01 .395E-01 .395E-01 .395E-01 .395E-01 

.395E-01 .395E-01 .395E-01 .395E-01 .395E-01 .395E-01 .395E-01 .395E-01

   ⋮                  ⋮ 
22  .398E-01 .398E-01 .397E-01 .397E-01 .397E-01 .396E-01 .396E-01 

.396E-01 .396E-01 .395E-01 .395E-01 .395E-01 .395E-01 .395E-01 .395E-01

 

  The distribution of the volumetric rate of the core of Pebble type reacto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202E-03 .606E-03 .101E-02 .141E-02 .182E-02 .222E-02 .263E-02 

.303E-02 .343E-02 .384E-02 .424E-02 .465E-02 .505E-02 .545E-02 .586E-02

   ⋮                  ⋮ 
 22  .202E-03 .606E-03 .101E-02 .141E-02 .182E-02 .222E-02 .263E-02 

.303E-02 .343E-02 .384E-02 .424E-02 .465E-02 .505E-02 .545E-02 .586E-02

 The avg. Tritium release rate through graphte to the primary coolant  .531E-01

 

 ! When the core temperature distribution is considered

 ! Total tritium activity in the primary coolant of Pebble type !

 ! Time(days) Diffusion from where the tritium generated by!

      Fission     He  Li    Total

      1      0.017        0.219        0.055        0.291

      2      0.034        0.439        0.109        0.582

   ⋮                  ⋮ 
    365      5.977       77.835       14.678       98.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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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자료들을 산출한다. 먼저 각 mesh 온도별로 식 (28)에서 필요한 Pf(T)값을 계산하

여 출력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SiC layer를 투과하는 삼중수소의 비유을 각 

mesh별로 계산을 한다. 열과 행이 각각 6∼10, 4∼14에서만 계산하는 것은 그림 3.8과 그

림 3.9에서 보여 지는 것처럼 핵연료 역의 mesh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이다. 

각 mesh는 로심의 단면적을 바탕으로 핵연료 역과 흑연감속재 역에 따라 나

눈 것이기 때문에 실제 로심 전체에 걸친 온도 분포는 각각의 mesh가 차지하는 부피비

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각 mesh가 차지하는 부피를 나타낸 것이 ‘The 

distribution of the volumetric rate of the fule region of Pebble type reactor’ 부분이 된

다. 이를 바탕으로 식(33)에 의해 계산된 핵연료에 생성된 삼중수소가 1차 계통으로의 확

산을 온도 분포를 고려하여 각 mesh별로 나타낸 것이 ‘The tritium release from fuel to 

the primary coolant of pebble type’에 제시된다. 또한 전체 코어를 통해서 실제 생성된 

삼중수소가 1차 계통으로 유출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 ‘The avg. tritium release rate 

from fuel to primary coolant’ 부분에 출력된다. 

감속재내에 존재하는 Li에 의한 삼중수소의 확산을 평가 하기 위해 각 mesh별로 

확산계수, 부피비, 그리고 유출율을 출력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코어 전체의 감속재에

서의 유출율을 ‘The avg. Tritium release rate through graphte to the primary coolant’

에 출력하게 된다.

위의 예제 파일은 Pebble형 로형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기 때문에 Boron에 의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입력파일에서 로형을 Prism형으로 결정을 하면 Boron에 의한 

결과도 위와 같은 순서로 출력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생성된 삼중수소의 1차 계통으로

의 확산 결과값을 시간에 따라 출력한 결과값이 각 선원항과 전체 합의 형태로 최종적으

로 계산되어 제시된다. 

(3) 삼중수소 투과 평가 결과 출력

삼중수소의 투과 평가 결과는 ‘Permeation.dat' 파일에 결과를 산출하도록 되어있

다. 출력 파일의 주요 부분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Permeation.dat-

! permeability(moles*m-1s-1Pa-0.5) average temerature coolant(K)

     .210E-10     .210E-10                    1023.000

! Time   Tritium amount  Partial pressure  permation flux Released activity

 days    moles Pa moles/(m2*s*Pa0.5)      Bq

  1st  2nd   3rd 1st   2nd     1st     2nd

  5 .169E-03 .117E-05 .974E-07 .261E-02 .181E-04 .107E-11 .891E-13   .105E+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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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dat' 파일에 의해 출력된 1차계통내 삼중수소의 양을 바탕으로 1차 

계통으로부터 간접 열전달 계통을 통해 최종적으로 수소 생성 계통으로 확산되는 삼중수

소의 양을 평가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Sivert's law에 따른 식(36)의 permeability 값

과 열교환기 2대의 평균 온도를 첫 번째 줄에 제시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식(37)∼(38)의 

결과값을 시간에 따라 산출하여 최종적으로 수소 생성 계통에 존재하게 되는 삼중수소의 

양을 Bq 단위를 제시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시간 간격은 입력 파일인 'input_file.dat'의 

‘interval (days)'에서 산정한 시간간격에 따라 산출하게 된다. 

   ⋮                  ⋮ 
365 .117E-01 .972E-05 .281E-06 .180E+00 .150E-03 .889E-11 .257E-12   .303E+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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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초고온가스냉각로(VHTR)의 후보 로형인 Prism형 타입과 

Pebble형 타입의 고온 가스로에서의 삼중수소의 생성량을 예측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생

성된 지점으로부터 확산 과정을 통해 냉각재인 헬륨에서의 삼중수소 농도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2차년도에는 열교환기를 통한 삼중수소의 수소 생성 계통으

로의 확산을 평가하고 수소 계통을 통해 생산되 수소내 삼중수소를 예측하여 삼중수소 

농도 기준치와의 비교를 최종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 보고서에서는 삼중수소의 로심에서의 삼중수소의 생성, graphite에서의 확산, 열

교환기를 통한 투과 모델과 이에 따른 필요 입력자료를 제시하 다. 또한 추후 연구 과제

가 진행됨에 따라 실제 초고온가스로의 설계 자료가 생산되면 이를 반 하여 정확한 삼

중수소 거동 평가를 하기 위한 전산 코드를 개발하 다. 구체적인 연구 개발 내용 및 범

위 목표 달성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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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연구개발

목표달성

목표

달성도

제1차

년도

(2004)

수소생산용 고온

가스로의 삼중수

소 생성 메카니

즘 검토 및 선원

항 평가 방법론 

분석 

- 수소생산용 고온가스로에서의 삼중수소 

생성 메커니즘에 대한 문헌 조사

- 냉각재 및 감속재에서의 삼중수소 생성 

메커니즘 분석을 위한 주요 변수 확보

- 수소생산용 고온가스로의 후보 모형인 

Prism형과 Pebble형의 에 따른 정상상태시 

1차계통내 농도 평가

- 수소생산용 고온가스로의 선원항 평가 

방법 조사 및 분석

삼중수소 생

성 및 확산 

모델 및 이

에 따른 필

요 인자 제

시를 통한 

선원항 평가 

방법론 제시

100

제2차

년도

(2005)

수소생산용 고온

가스로의 삼중수

소 생성 및 확산 

매카니즘 분석 

및 선원항 평가 

방법론 기술 기

반 구축

- 고온가스로내의 삼중수소 생성 매커니즘 

분석 및 inventory 평가 방법 분석

- 후보 노형인 Prism형과 Pebble 형에서

의 시간에 따른 삼중수소 농도 비교 평가

- 고온가스로내에서 생성되는 삼중수소의 

2차계통으로의 확산 메카니즘 분석

- 국내 적용 고온가스로의 선원항 평가 방

법 적용시 보완 사항 분석

- 고온가스로의 선원항 평가 방법에 대한 

적용 방향 설정

고온 가스로

에서의 삼중

수소 거동 

평가 전산 

코드 개발을 

통한 평가 

방법론 구축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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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 방사선원항으로써 뿐만 아니라 생성된 삼중수소의 전이 및 거동 해석의 기초 

자료로써 활용

- 생산된 수소의 오염 방지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자료로써 활용

- 고온가스로 환경 향평가를 위한 모델 및 코드 개발시 핵종 거동 평가에 활용

- 고온가스로 냉각재내 방사성 동위원소의 선원항 평가에 활용

- 고온가스로 사고 해석시 방사성 핵종 거동 평가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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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제 1 절 일본 삼중수소 연구개요

일본에서의 삼중수소 안전성 연구는 ITER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와 핵융합로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연구 프로젝트이다. 일본에서의 

삼중수소 안전성 연구는 JAERI(Japan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NIRS(National Institute of Radiological Sciences), 그리고 일반대학에서 수행되고 있다. 

특히 1988년 이후 JAERI에서의 Tritium Process Laboratory(TPL)에서 주요한 실험이 

실시되었는데 특히 최근에는 삼중수소 제거 시설과 연계된 caisson을 활용한 삼중수소 

저장 시스템 내의 삼중수소 거동을 설명하기 위한 연구가 주요 연구 과제로 수행되고 있

다. 일반 대학에서는 다양한 기초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주용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삼중수소 투과, 핵 융합로 내에서의 삼중수소 거동 시뮬레이션, 삼중수소 측정, 재질과의 

상호 작용, 다양한 핵융합로 표면 재질에서의 삼중수소 trapping 현상에 대한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 삼중수소의 환경 거동 및 생물학적 향 평가 역시 핵융합로에 대한 대중 

수용성을 얻기 위해 받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중요한 연구 과제 이다. 이와 연관된 기초 

연구 및 코드 개발 작업이 대학, JAERI, NIRS에서 수행되고 있다. 

그림 6.1 일본 JAERI내의 TPL의 주요 

실험 장치

그림 6.2 삼중수소 저장 및 제거를 위한 

실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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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nput file is to evaluate tritium behivor of VHTR

! update: 2006.01.19

! Type of Reactor (1== Block, 2== Pebble)

2

! commmon input data for tritium generation

! full power(MW_th) decay constant(1/sec)

    300.0 1.793E-9

! Effective cross section (barns)

! ---- Thermal neutron region(0~2.38 ev) ----      --fast region(E>0.18 ev)--

! 3He(n,p)T 6Li(n,a)T 10B(n,a)7Li  10B(n,2a)T 7Li(n,n'a)T

  2280   408    1630      0.05    0.153

! absorption cross section of U-235 fission cross section of U-235

683 577

! average thermal flux(neutrons/cm2.sec)

! in core in removable radial reflector in axial reflector in permanent radial reflector

9.03E13 0. 4.36E13 4.36E13 7.02E13 7.36E13

3.68E13 3.68E13

! average fast neutron flux (neutrons/cm2.sec)

3.12E13

! input data for production of tritium in fuel

! average yield/fission fission rate/MW_th(fissions/sec*MW_th)      EFPD(days) duration of cores(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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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E-4 3.121E16 329 365    

! input data for production of tritium in coolant by He3(n,p)T

! makeup helium (moles/cm3)

5.17E-12

! He flow to chemical cleanup system plus 10% of purge flow(cm3/sec) leakage flow rate from primay (cm3/sec)

! (based on 0.16 ppm 3He in helium)   (based on 7 lbm/day heilium loss)

4.005E5 8.009E1

! Volume of coolant passages in core (cm3,V1) Ex-loop volume(V2) purge flow passages(V7)

8.981E7    4.689E8       0.

! Volume of connected pores(cm3)

! in sleeve graphite(V3) in removable radial(V4) in axial reflector(V5) in permanent radial reflector(V6)

0. 0. 0. 4.534E7

! input data for production of lithium in graphite

!   quantities of lithium in graphite core components (units : moles)

! sleeve     spine replaceable_radial_reflectore permanent_radial_reflector Axial_reflector matrix

0.   0. 0.   1.679E-2 5.247E-3  4.94E-4

! input data for production from B-10 in poisoned spines and control rods

! for poisoned spines

! self-shielding factor  initial moles of B-10 (units : moles)

0.0141 0

! for control r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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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g. thermal utilization factor avg. hot unrodded excess reativity(1-Keff)

0.861 0.001

/////////////////////////////////////////////////////////////////////////////////////////////////////////////////////////////////

! input data for analysis of diffusion from sites tritium generated

! common input data

! Boltzmann constant(unit: ev/K)) general gas constant(nuit : Joul/mol-K)

8.62E-5 8.31

! in Fuel

!   via SiC 

!   pre-exponetential factor(cm2/sec) activation energy(units : eV)

1.688E-4 1.11

! material thickness(unit: micro-m) period(unit : sec)

80. 3600.

!   via fuel matrix

! fuel temperature in block fuel temperature in pebble

1218. 1079.

! pre_exponential factor(cm2/sec) activation energy(Kcal/mole-K)

2.4E-2 63.9

! fuel matrix thickness of block(cm) fuel matrix thickness of pebble(cm) duration time(yr)

1.88 0.5 1

! Core Temperature distribution consideration  (0= No, Max temp assumption, 1= fuel temp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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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sion Graphite mesh Fuel mesh 

(low, column) (low (start finish), column(start, finish))

   1   22   15    4 14 6 10   

graphite thickness(unit: cm) node number for numerical calculation

reflector fuel

  6 0.5 1E4

/////////////////////////////////////////////////////////////////////////////////////////////////////////////////////////////////

! input data for analysis of diffusion from the primary coolant to the secondary coolant

! Intermediate Heat Exchanger material : Incoloy-800

! input parameter of material

! Heat transfer area (m^2) thickness of IHX (mm) Time interval (days) power(sivert's law=0.5, Henry's law=1)

!  1st 2nd   1st     2nd

1749 1749   1.6     1.6 5 0.5

!   pre-exp. permeat. fac.(m^3*m-1*sec-1*Pa^-1/2) activation energy(units : kJ/mole)

2.11E-11 56.6

! avg. out temp. pri. coolant (celcius) mass of coolant (kg) permation redcution by Oxide layer(-)

!  1st 2nd prmary     secondary

 750 750   10830 10830 1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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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s of beta*tan beta = L

-------------------------------------------------------

L beta_1 beta_2 beta_3 beta_4 beta_5 beta_6

-------------------------------------------------------

0. 0. 3.1416 6.2832 9.4248 12.5664 15.7080

0.01 0.0998 3.1448 6.2848 9.4258 12.5672 15.7086

0.02 0.1410 3.1419 6.2864 9.4269 12.5680 15.7092

0.04 0.1987 3.1543 6.2895 9.4290 12.5696 15.7105

0.06 0.2425 3.1606 6.2927 9.4311 12.2711 15.7118

0.08 0.2791 3.1668 6.2959 9.4333 12.5727 15.7131

0.1 0.3111 3.1731 6.2991 9.4354 12.5743 15.7143

0.2 0.4328 3.2039 6.3148 9.4459 12.5823 15.7207

0.3 0.5218 3.2341 6.3305 9.4565 12.5902 15.7270

0.4 0.5932 3.2636 6.3461 9.4670 12.5981 15.7334

0.5 0.6533 3.2923 6.3616 9.4775 12.6060 15.7397

0.6 0.7051 3.3204 6.3770 9.4879 12.6139 15.7460

0.7 0.7506 3.3477 6.3923 9.4983 12.6218 15.7524

0.8 0.7910 3.3744 6.4074 9.5087 12.6296 15.7587

0.9 0.8274 3.4003 6.4224 9.5190 12.6375 15.7650

1.0 0.8603 3.4256 6.4373 9.5293 12.6453 15.7713

1.5 0.9882 3.5422 6.5097 9.5801 12.6841 15.8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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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0769 3.6436 6.5783 9.6296 12.7223 15.8336

3.0 1.1925 3.8088 6.7040 9.7240 12.7966 15.8945

4.0 1.2646 3.9352 6.8140 9.8119 12.8678 15.9536

5.0 1.3138 4.0336 6.9096 9.8928 12.9352 16.0107

6.0 1.3496 4.1116 6.9924 9.9667 12.9988 16.0654

7.0 1.3766 4.1746 7.0640 10.0339 13.0584 16.1177

8.0 1.3978 4.2264 7.1263 10.0949 13.1141 16.1675

9.0 1.4149 4.2694 7.1806 10.1502 13.1660 16.2147

10.0 1.4289 4.3058 7.2281 10.2003 13.2142 16.2594

100.0 1.5552 4.6658 7.7764 10.8871 13.9981 17.1093

1000.0 1.5708 4.7124 7.8540 10.9956 14.1372 17.2788

-------------------------------------------------------

-------------------------------------------------------

! Fraction of mobile tritium

-------------------------------------------------------

Temp(C) mobile fraction

-------------------------------------------------------

1000. 0.08

1100. 0.2

1200. 0.4

1300.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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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0.7

1500. 0.8

1600. 0.9

1700. 0.99

-------------------------------------------------------

!roots of beta_n*cot beta_n+L-1

-------------------------------------------------------

L beta_1 beta_2 beta_3 beta_4 beta_5 beta_6

-------------------------------------------------------

0. 0. 4.4934 7.7254 10.9041 14.0662 17.2208

0.01 0.1730 4.4956 7.7256 10.9056 14.0669 17.2213

0.1 0.5423 4.5157 7.7382 10.9133 14.0733 17.2266

0.2 0.7593 4.5379 7.7511 10.9225 14.0804 17.2324

0.5 1.1656 4.6042 7.7899 10.9499 14.1017 17.2498

1.0 1.5708 4.7124 7.8540 10.9956 14.1372 17.2788

2.0 2.0288 4.9132 7.9787 11.0856 14.2075 17.3364

5.0 2.5704 5.3540 8.3029 11.3349 14.4080 17.5034

10.0 2.8363 5.7172 8.6587 11.6532 14.6870 17.7481

100.0 3.1102 6.2204 9.3309 12.4414 15.5522 18.6633

1000.0 3.1416 9.4248 9.4248 12.5664 15.7080 18.8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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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ros of bessel function J_0(x)=0

-------------------------------------------------------

2.4048

5.5201

8.6537

11.7915

14.9309

18.0711

21.2116

24.3525

27.4935

30.6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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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500.097 499.638 498.482 496.588 493.811 490.378 486.046 481.289 476.397 471.525 464.549 454.629 445.163 436.843 430.815

2 526.302 526.727 527.537 528.801 530.666 533.192 531.472 527.246 521.029 513.197 501.381 488.751 476.582 464.634 452.530

3 534.536 535.240 536.962 539.842 544.276 490.000 490.000 490.000 490.000 490.000 531.568 517.343 505.960 497.002 488.598

4 506.140 505.394 503.724 500.845 496.246 612.509 594.661 589.053 588.885 605.167 500.925 498.772 495.935 492.738 488.978

5 509.311 509.154 508.757 508.149 507.367 749.440 710.495 697.621 697.529 721.718 513.994 507.149 501.134 495.411 489.107

6 524.309 524.239 524.058 523.769 523.369 867.854 812.798 793.390 793.257 822.552 528.442 517.654 508.198 499.207 489.270

7 543.854 543.806 543.680 543.476 543.189 959.289 893.573 868.924 868.747 899.022 542.144 527.766 515.090 502.952 489.428

8 565.956 565.917 565.817 565.655 565.428 1026.27 953.243 924.591 924.364 953.850 553.704 536.404 521.043 506.222 489.576

9 589.689 589.649 589.543 589.369 589.116 1073.89 996.818 965.258 964.971 991.917 563.386 543.683 526.088 509.008 489.696

10 616.235 616.220 616.181 616.122 616.044 1106.90 1027.59 993.926 993.563 1017.43 571.789 550.030 530.508 511.460 489.801

11 643.659 643.628 643.550 643.434 643.287 1128.51 1048.60 1013.51 1013.05 1033.35 578.771 555.334 534.223 513.533 489.891

12 672.242 672.052 671.597 670.995 670.411 1142.09 1062.67 1026.67 1026.11 1042.65 584.442 559.699 537.322 515.282 489.969

13 707.003 705.315 701.097 694.700 686.713 1151.28 1072.88 1036.23 1035.49 1048.21 588.015 563.383 540.475 517.262 490.052

14 792.148 786.184 773.681 751.495 713.769 1149.71 1074.12 1041.19 1041.78 1049.82 594.888 576.336 552.810 525.208 490.344

15 1001.11 1003.77 1011.44 1025.10 1046.75 1084.97 1062.08 1019.97 954.796 830.111 759.952 695.034 632.878 570.187 492.489

16 1061.47 1063.25 1067.16 1073.11 1080.72 1090.67 1055.79 1007.95 938.686 832.681 771.854 710.121 646.716 579.465 492.933

17 1081.15 1081.95 1083.62 1086.05 1088.96 1092.58 1055.90 1007.53 938.361 833.834 775.204 715.011 652.077 583.779 493.142

18 1083.80 1084.36 1085.57 1087.33 1089.49 1092.23 1055.38 1007.04 938.310 835.956 781.759 726.474 669.292 608.611 500.987

19 1062.62 1063.90 1066.75 1071.33 1077.77 1085.58 1050.39 1003.32 936.526 840.011 796.283 750.351 700.368 643.890 577.796

20 965.887 966.464 967.758 969.859 975.839 983.385 956.793 926.984 891.812 858.840 875.131 870.543 848.485 805.788 729.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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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811.449 809.437 804.890 797.408 786.433 776.382 761.220 744.540 727.771 711.498 692.154 666.135 633.953 593.802 543.547

22 739.358 737.289 732.704 725.522 715.766 702.693 687.004 670.724 654.400 638.158 617.894 592.112 562.953 530.261 49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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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 488.345 488.329 488.842 489.130 489.126 489.119 488.868 487.803 487.640

2 493.394 492.558 489.792 489.233 489.216 489.199 489.306 489.397 488.738

3 501.512 501.527 501.865 636.000 626.222 606.992 497.980 493.885 490.416

4 510.937 511.045 511.242 721.496 711.904 680.488 504.723 498.051 492.125

5 520.262 520.382 520.538 795.520 784.429 743.337 511.362 502.092 493.819

6 529.568 529.746 530.026 861.824 850.088 799.747 518.077 506.129 495.466

7 538.763 538.973 539.279 918.455 902.882 846.845 524.566 510.072 497.117

8 547.861 548.114 548.508 968.631 951.624 888.985 530.995 513.939 498.693

9 556.828 557.072 557.473 1011.43 991.253 924.210 537.143 517.638 500.171

10 565.854 565.911 566.076 1047.66 1025.42 953.934 543.064 521.211 501.631

11 575.850 575.104 574.093 1075.32 1049.02 975.545 548.416 524.546 503.067

12 590.198 586.804 581.329 1091.53 1063.26 987.084 553.017 527.966 504.657

13 614.784 605.670 591.467 1042.48 1019.70 946.988 560.169 534.282 508.030

14 651.442 632.523 594.296 1042.46 1019.68 946.969 561.703 546.433 517.600

15 722.200 693.414 610.562 1042.47 1019.68 947.006 572.805 595.219 558.571

16 920.409 920.576 927.068 1040.61 1021.48 976.289904.415 894.765 852.478

17 926.928 927.496 932.478 1003.29 1012.68 997.858 973.503 958.446 930.854

18 922.402 922.886 925.551 953.024 969.591 974.823 973.729 967.921 918.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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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his computer code is to predict of tritium behavior of Gas-Coold Reator

! Code name : Tritium Behavior Evaluation Code for VHTR (TBEC) 

! Ver No : 1.1

! Date : 2005. 12. 13

! Made by : Daesik yook

! Affilation : Nuclear Environmental Engineering Lab

! Department : Nuclear & Quantum Engineering , KAIST

!

!////////////////////////////////////////////////////////////////////////////////////////////////////////////////////////////////

!

!--------------------------------------------------------------------------------------------------------------------------------

!////////////////////////////////////////////////////////////////////////////////////////////////////////////////////////////////

! this part is the main code

Program Tbec1

use input_parameter

! open input file

call openfile

! read the input file

call read_data

! read the data for the diffusion calculation

call read_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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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aluate the diffusion phenomenon

call diffusion

! open production of tritium in fuel

call generation_by_fission

! open production of tritium by He-3

call generation_by_He3

! open production of tritium by Li-6 in graphite

call generation_by_Li6

! open production of tritium by boron in control rods and poisoned spines

call generation_by_B10

! open analysis_PRISM

call analysis_PRISM

! open results the tritium activity in the primary coolant considering with the diffusion

call tritium_concentration_in_coolant

reactor_type=reactor_type+2

! open permeation of tritium concentration from the primary coolant to the secondary coolant

call permeation_coolant

close(5)

clos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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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7)

close(10)

close(11)

close(15)

close(16)

close(17)

close(18)

close(19)

close(30)

close(35)

close(40)

end

! this is the end of main code

!////////////////////////////////////////////////////////////////////////////////////////////////////////////////////////////////

!

!----------------------------------------------------------------------------------------------- 

!----------------------------------------------------------------------------------------------

! subroutine name : input_parameter.f90

! structure : call from TBEC1.f90

! Ver No : 1.0

! Date : 2005. 12. 13

! Made by : Daesik yook

! Objective : Declear the input parameter to avoid the overlap of a lot of parameters

!----------------------------------------------------------------------------------------------

! this part is the parameter module

module input_par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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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mmon parameters used in this code

integer i,j,k,l,m,time_thick

character*130 comment

integer reactor_type ! Confirm of the reactor type

real*8 full_power, lamda

real*8 sigma_3,sigma_6,sigma_10_th,sigma_10_fa,sigma_7

! 3=3He(n,p)T, 6= 6Li(n,a)T, 7=7Li(n,n'a)T, 10_th=10B(n,a)7Li, 10_fa=10B(n,2a)T

real*8 sigma_a, sigma_f ! a= absorption f=fission cross section of U-235

!

! this parameter is used in the production of tritium in fuel

real*8 N_T_fuel,Act_T_fuel, K_fission_rate, P_avg, Y_avg

integer EFPD, operation_day

! this parameter is used in the production of tritium by He-3 in the coolant

real*8 N_T1,N_T2,N_T3,N_T4,N_T5,N_T6 ! tritium concentration in each coolant volume parts

real*8 Act_T1,Act_T2,Act_T3,Act_T4,Act_T5,Act_T6 !tritium activity in Ci

real*8 N_3,N_3_makeup, N_3_primary ! helium concentration

real*8 Q,Q_1,Q_2,Q_Cs ! helium flow, Q_Cs = equals two-thirs of Q1(the flow to chemical cleanup system)

real*8 V,V1,V2,V3,V4,V5,V6,V7 ! volume of coolant passages in core

real*8 thermal_flux_avg, thermal_flux_avg_1, thermal_flux_avg_2, thermal_flux_avg_3

! 1 = removable radial reflector2 = axial reflector, 3 = permanent radial reflector

real*8 alpha_1,alpha_2 ! fraction of volume

! this parameter is used in the production of tritium by Li-6 in the graphite

real*8 N_6_0_sl, N_6_0_sp, N_6_0_re, N_6_0_pe, N_6_0_ax,N_6_0_mt ! initial amounts of Li_6 in the graphite

real*8 N_T_sl,N_T_sp,N_T_re,N_T_pe,N_T_ax,N_T_mt ! tritium amounts by Li_6 in each parts 

real*8 Act_T_sl,Act_T_sp,Act_T_re,Act_T_pe,Act_T_ax,Act_T_mt ! tritium activity in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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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rameter is used in the production of tritium by B-10 in the poisoned and the control rods

real*8 a_factor, b_factor, c_factor, self_shield_factor

real*8 N_T_B_po, N_T_B_po_direct, N_T_B_po_indirect, N_T_B_co ! B = boron, co = control rods, po= poisoned

real*8 Act_T_B_po, Act_T_B_po_direct, Act_T_B_po_indirect, Act_T_B_co 

! 

tritium activity in Ci

real*8 fast_flux_avg, N_10_0

real*8 TUF,HUER,UCNAR,AAR_in_control_rods !TUF = thermal utilization factor, HUER=hot unrodded excess reactivity

!UCNAR = unrodded core neutron absorption rate, AVR_in_control_rods = average absorption rate

! this parameter is used the anlysis of tritium activity in VHTR

real*8 total_activity, total_activity_f, total_activity_He, total_activity_Li, total_activity_B

real*8 avg_total,avg_fission, avg_He, avg_Li, avg_B

!!  this parameter is used the diffusion from generated tritium site to primary coolant 

real*8 beta(6,28), L_para(28) ! read_table

real*8 Temp(8),Fr_mobile_T(8)

real*8 beta_2(6,11), L_para_2(11)

real*8 thick_bessel, alpha_bessel(10),J_0_bessel(10)

real*8 K_boltz, R_gas ! read_data

real*8 pre_exp, act_energy

real*8 thick, temp_fuel_block, temp_fuel_pebble, due_time

real*8 pre_exp_graphite, act_energy_graphite, block_thick, time_matrix, pebble_thick

real*8 L_obtain, beta_sol(6) ! diffusion

real*8 l_thick, K_des,R_release, R_renomal, F_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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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8 D_coeff, quantity, time, Pf_T

real*8 D_coeff_graphite, F_release_matrix

real*8 F_rel_fuel_bl,F_rel_fuel_pe

real*8 F_rel_gr_pe, F_rel_Li6_pe, F_rel_Li6_bl

real*8 F_rel_Li6_pe_time(3000), F_rel_Li6_bl_time(3000), F_rel_gr_pe_time(3000)

real*8 F_rel_B10_bl

real*8 fuel_temp(2), block_thick_temp

! Diffusion via SiC layer and fuel graphite( only in case of pebble) when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is considered

real*8, dimension(:,:), allocatable :: F_release_core, pf_T_core

! this parameter is used the tritium concentration in the primary coolant considering with the diffusion 

    real*8 T_act_coolant_bl(3000), T_act_coolant_pe(3000)

real*8 T_act_coolant_f_bl(3000), T_act_coolant_f_pe(3000)

real*8 T_act_coolant_He_bl(3000), T_act_coolant_He_pe(3000)

    real*8 T_act_coolant_Li_bl(3000), T_act_coolant_Li_pe(3000)

real*8 T_act_coolant_B10_bl(3000)

! This parameter is used the tritium permeation from the primary coolant to the secondary coolant

real*8 moles_coolant_bl,moles_coolant_bl_2nd, moles_coolant_pe,moles_coolant_pe_2nd ! To calculate the partial pressure of tritium 

real*8 moles_T_coolant_bl(3000), moles_T_coolant_pe(3000)

real*8 moles_T_2nd_bl(3000), moles_T_2nd_pe(3000)

real*8 moles_T_3rd_bl(3000), moles_T_3rd_pe(3000)

real*8 partial_P1_bl(3000),partial_P1_pe(3000)

real*8 partial_P2_bl(3000),partial_P2_pe(3000)

real*8 amount_T_2nd_pe(3000), amount_T_2nd_bl(3000) ! To calculate the amount of tritium in the secondary coolant

real*8 Act_T_3rd_bl(3000),Act_T_3rd_pe(3000) ! tritium activity in the 2nd coolant

real*8 reduction_O2_bl,reduction_O2_pe ! To calculate the partial pressure of trit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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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8 permeation_flux1_pe(3000), permeation_flux1_bl(3000) 

real*8 permeation_flux2_pe(3000), permeation_flux2_bl(3000)

real*8 length_IHX_1st,length_IHX_2nd,area_IHX_1st,area_IHX_2nd, n_power

real*8 avg_temp_coolant_1st,avg_temp_coolant_2nd, mass_coolant_1st, mass_coolant_2nd

real*8 temp_amount_1st,temp_amount_3rd,temp_moles_1st,temp_moles_2nd

real*8 pre_exp_800, act_energy_800, permeability_1st, permeability_2nd

integer out_print_number, time_interval, print_time ! print file number 

! This parametere is for the tritium diffusion from the generated site to the primary coolant depend on the temperature

real*8, dimension(:,:,:), allocatable :: F_rel_PMR_G,F_rel_PBR_G

real*8, dimension(:,:), allocatable :: PMR_temp_core, D_PMR_G, volume_core,volume_core_fuel

real*8, dimension(:,:), allocatable :: PBR_temp_core, D_PBR_G, D_PBR_F, F_rel_PBR_F,F_rel_gr_pe_dist !, F_rel_PBR_G

integer, dimension(:), allocatable :: array_x,array_y

! Rearrange the data to draw the graphic

real*8, dimension(:,:), allocatable :: rearrange_PMR_temp_core,rearrange_PBR_temp_core

integer decisions, Mesh_G_low, Mesh_G_column, Mesh_F_low_S, Mesh_F_low_F, Mesh_F_column_S, Mesh_F_column_F

real*8 pitch_G,pitch_F, mesh_number_core,mesh_number

real*8, dimension(:), allocatable :: T_act_coolant_f_bl_dist, T_act_coolant_f_pe_dist , T_act_coolant_He_bl_dist 

real*8, dimension(:), allocatable :: T_act_coolant_He_pe_dist, T_act_coolant_Li_bl_dist, T_act_coolant_Li_pe_dist 

real*8, dimension(:), allocatable :: T_act_coolant_B10_bl_dist, T_act_coolant_bl_dist, T_act_coolant_pe_dist 

! Average of the tritium release rate due to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consideration 

real*8 F_rel_fuel_bl_avg, F_rel_fuel_pe_a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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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8 F_rel_gr_bl_avg, F_rel_gr_pe_avg, F_rel_gr_fuel_pe_avg

real*8 sum_diff_fuel_bl,sum_diff_fuel_pe, sum_diff_rate_Li_bl, sum_diff_rate_Li_pe

! To calculate the Composite simpson's method

real*8 a_simpson, b_simpson, n_simpson, x_0_simpson, x_i_simpson, h_simpson

real*8 sum_simpson, graphite_diff_sum, D_coeff_simpson

end module

!--------------------------------------------------------------------------------------------------------------------------------

!----------------------------------------------------------------------------------------------

! subroutine name : openfile.f90

! structure : call from TBEC1.f90

! Ver No : 1.0

! Date : 2005. 12. 13

! Made by : Daesik yook

! Objective : To control the file of the input, data, table and results

!----------------------------------------------------------------------------------------------

!--------------------------------------------------------------------------------------------------------------------------------

! this part is the subroutine for opening file

subroutine openfile

result = MAKEDIRQQ ('results') ! make directory 

! open the file for the diffusion phenomenon

open(6,file='./data/diffusion_table.dat',status='old')

! open(7,file='diffusion_data.dat',status='old')

open(10,file='./results/diffusion.d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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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11,file='./results/diff_validation.dat')

open(12,file='./data/PMR_temp_core.dat',status='old')

open(13,file='./data/PBR_temp_core.dat',status='old')

! open the file for the tritium generation phenomenon

open(5,file='./data/input_file.dat',status='old') ! file number 5 = input file

open(15,file='./results/brief_result.dat') ! file number 15 = outpuf file of the result of T con. in prism type

open(16,file='./results/gen_by_fission.dat') ! file number 16 = result of T. con by fission with time

open(17,file='./results/gen_by_He_3.dat') ! file number 17 = result of T con. by He-3 in the coolant

open(18,file='./results/gen_by_Li_6.dat') ! file number 18 = result of T Con. by Li6 in graphite

open(19,file='./results/gen_by_B_10.dat') ! file number 19 = result of T Con. by B10 in the poisoned and control

open(30,file='./results/permeation.dat') ! file number 20 = result of T Con. permeation from primary to secondary coolant

! open the Diffusion results considering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in the core

open(35,file='./results/distribution.dat')

open(40,file='./results/graphic_data.dat')

end subroutine openfile

!--------------------------------------------------------------------------------------------------------------------------------

!--------------------------------------------------------------------------------------------------------------------------------

!----------------------------------------------------------------------------------------------

! subroutine name : read_data.f90

! structure : TBEC-> read_data.f90

! Ver No : 1.0

! Date : 2005. 12. 13

! Made by : Daesik yook

! Objective : Read the data from the input file.dat

!----------------------------------------------------------------------------------------------

! this part is the subroutine for readin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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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routine read_data

use input_parameter

do i=1, 3 ! Read the comment from 1 line to 3 line 

read(5,100) comment

write(10,100) comment

write(15,100) comment

write(16,100) comment

write(17,100) comment

write(18,100) comment

write(19,100) comment

end do

read(5,*) reactor_type ! Read the reactor type

write(10,*) reactor_type

write(15,*) reactor_type

write(16,*) reactor_type

write(17,*) reactor_type

write(18,*) reactor_type

write(19,*) reactor_type

do i=1,2 ! Read the comment from 4 line to 5 line 

read(5,100) comment

write(15,100) comment

end do

read(5, *) full_power,lamda ! Read the data of full power, and trtium decay constant

write(15,*) full_power,lamda

do i=1, 3 ! Read the comment of effective cross section 

read(5,100) comment

write(15,100)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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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do

! Read the data of cross section of each neutron reaction

read(5, *) sigma_3,sigma_6,sigma_10_th,sigma_10_fa,sigma_7

write(15,*) sigma_3,sigma_6,sigma_10_th,sigma_10_fa,sigma_7

! Read the comment of absoption and fission x-section 

read(5,100) comment

write(15,100) comment

! Read the data of X-section of absorption and fission

read(5,*) sigma_a, sigma_f

write(15,*),sigma_a, sigma_f

do i=1,2 ! Read the comment of each part of thermal flux

read(5,100) comment

write(15,100) comment

end do

! Read the data of each part of thermal flux

read(5,*) thermal_flux_avg, thermal_flux_avg_1, thermal_flux_avg_2, thermal_flux_avg_3

write(15,*) thermal_flux_avg, thermal_flux_avg_1, thermal_flux_avg_2, thermal_flux_avg_3

read(5,100) comment ! Read the comment of fast neutron flux

write(15,100) comment

read(5,*) fast_flux_avg ! Read the data of fast neutron flux

write(15,*) fast_flux_avg

!---------------------------------------------------------------------------------------------- common input data

do i=1,2

read(5,100) comment

write(15,100) comment

end do

read(5,*) Y_avg, K_fission_rate, EFPD, operation_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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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15,*) Y_avg, K_fission_rate, EFPD, operation_day

!---------------------------------------------------------------------------input data for production from fission

do i=1,2

read(5,100) comment

write(15,100) comment

end do ! Read the makeup helium amounts (moles/cm3)

read(5,*) N_3_makeup

write(15,*) N_3_makeup

do i=1,2

read(5,100) comment

write(15,100) comment

end do

read(5,*) Q_1,Q_2 ! Read the helium flow rate of chemical system and leakage from primary

write(15,*) Q_1,Q_2

read(5,100) comment

write(15,100) comment

read(5,*) V1,V2,V7 ! Read the data of volume of coolant passage

write(15,*) V1,V2,V7

do i=1,2

read(5,100) comment

write(15,100) comment

end do

read(5,*) V3,V4,V5,V6 ! Read the data of volume of connected pores

write(15,*) V3,V4,V5,V6

!---------------------------------------------------------input data for production of tritium in coolant by He3(n,p)T

do i=1,3

read(5,100) comment

write(15,100)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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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do

read(5,*) N_6_0_sl, N_6_0_sp, N_6_0_re, N_6_0_pe, N_6_0_ax,N_6_0_mt

write(15,*) N_6_0_sl, N_6_0_sp, N_6_0_re, N_6_0_pe, N_6_0_ax,N_6_0_mt

!---------------------------------------------------------input data for production of tritium by Li-6

do i=1,3

read(5,100) comment

write(15,100) comment

end do

read(5,*) self_shield_factor,N_10_0

write(15,*) self_shield_factor,N_10_0 !----------------- input data for poisoned

do i=1,2

read(5,100) comment

write(15,100) comment

end do

read(5,*) TUF,HUER

write(15,*) TUF,HUER !--------- input data for control rods

!---------------------------------------------------------input data for production of tritium in poisoned & control rods by B-10

!////////////////////////////////////////////////////////////////////////////////////////////////////////////////////////////////

! Read the input data for tritium diffusion from the generation site to the primary coolant

do i=1,4

read(5,100) comment

write(15,100) comment

enddo

read(5,*) K_boltz, R_gas ! Read the data of the boltzman const. and gas cost.

write(15,200) K_boltz, R_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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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i=1,3

read(5,100) comment

! write(10,100) comment

write(15,100) comment

enddo

read(5,*) pre_exp,act_energy

! write(10,200) pre_exp,act_energy

write(15,200) pre_exp,act_energy

read(5,100) comment

write(15,100) comment

read(5,*) thick, due_time

write(15,300) thick, due_time

do i=1,2

read(5,100) comment

write(15,100) comment

end do

read(5,*) temp_fuel_block, temp_fuel_pebble

write(15,500) temp_fuel_block, temp_fuel_pebble

read(5,100) comment

write(15,100) comment

 

read(5,*) pre_exp_graphite, act_energy_graphite

write(15,200) pre_exp_graphite, act_energy_grap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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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5,100) comment

write(15,100) comment

read(5,*) block_thick, pebble_thick, time_matrix

write(15,400) block_thick, pebble_thick, time_matrix

! read the input file releated to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in the core

do i=1,3

read(5,100) comment

write(15,100) comment

end do

read(5,*) decisions, Mesh_G_low, Mesh_G_column, Mesh_F_low_S, Mesh_F_low_f, Mesh_F_column_S, Mesh_F_column_f

write(15,900) decisions, Mesh_G_low, Mesh_G_column, Mesh_F_low_S, Mesh_F_low_f, Mesh_F_column_S, Mesh_F_column_f

do i=1,2

read(5,100) comment

write(15,100) comment

end do

read(5,*) pitch_G,pitch_F, n_simpson

write(15,1000) pitch_G,pitch_F, n_simpson

!////////////////////////////////////////////////////////////////////////////////////////////////////////////////////////////////

! Read the input data for tritium diffusion from the primary coolant to the secondary coolant

do i=1,6

read(5,100) comment

write(15,100)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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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do

read(5,*) area_IHX_1st,area_IHX_2nd, length_IHX_1st,length_IHX_2nd, time_interval, n_power ! read heat trasfer area and thickness of the IHX

write(15,500) area_IHX_1st,area_IHX_2nd, length_IHX_1st,length_IHX_2nd, time_interval, n_power

read(5,100) comment ! read the comment

write(15,100) comment

read(5,*) pre_exp_800, act_energy_800 ! read the pre-exponenatiol permeation factor and activation of energy

write(15, 200) pre_exp_800, act_energy_800

do i=1,2

read(5,100) comment ! read the comment

write(15,100) comment

end do

if(reactor_type==1) then

read(5,*) avg_temp_coolant_1st,avg_temp_coolant_2nd,mass_coolant_1st,mass_coolant_2nd, reduction_O2_bl

write(15,800) avg_temp_coolant_1st,avg_temp_coolant_2nd,mass_coolant_1st,mass_coolant_2nd, reduction_O2_bl

else if (reactor_type==2) then

read(5,*) avg_temp_coolant_1st,avg_temp_coolant_2nd,mass_coolant_1st,mass_coolant_2nd, reduction_O2_pe

write(15,800) avg_temp_coolant_1st,avg_temp_coolant_2nd,mass_coolant_1st,mass_coolant_2nd, reduction_O2_pe

end if

write(15,*)

write(15,600)

write(15,*)

write(1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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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 '! Success read data'

 100 format(a130)

 200 format(e8.3,10x,f5.2)

 300 format(3(f6.1,10x))

 400 format(3f7.4)

 500 format(6(f7.2,10x))

 600 format('---------------------------------------end of input data--------------------------------------------')

 700 format('Summary results of tritium behavior in VHTR')

 800 format(2(5x,f7.2),5x,e8.3)

 900 format(7i7)

 1000 format(2(f8.3,5x),e6.2)

end subroutine read_data

!--------------------------------------------------------------------------------------------------------------------------------

!----------------------------------------------------------------------------------------------

! subroutine name : read_table.f90

! structure : call from TBEC1.f90

! Ver No : 1.0

! Date : 2005. 12. 13

! Made by : Daesik yook

! Objective : Read the table from diffusion_table.dat

!----------------------------------------------------------------------------------------------

! read table from diffusion_table.txt

subroutine read_table

use input_par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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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i=1,4

read(6,100) comment

write(11,100) comment

enddo

do i=1,28

read(6,*) L_para(i), beta(1,i),beta(2,i),beta(3,i),beta(4,i),beta(5,i),beta(6,i)

write(11,200) L_para(i), beta(1,i),beta(2,i),beta(3,i),beta(4,i),beta(5,i),beta(6,i)

enddo

do i=1,6

read(6,100) comment

write(11,100) comment

enddo

do i=1,8

read(6,*) Temp(i),Fr_mobile_T(i)

write(11,300) Temp(i),Fr_mobile_T(i)

end do

do i=1,5

read(6,100) comment

write(11,100) comment

enddo

do i=1, 11

read(6,*) L_para_2(i), beta_2(1,i),beta_2(2,i),beta_2(3,i),beta_2(4,i),beta_2(5,i),beta_2(6,i)

write(11,200) L_para_2(i), beta_2(1,i),beta_2(2,i),beta_2(3,i),beta_2(4,i),beta_2(5,i),beta_2(6,i)

end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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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i=1,4

read(6,100) comment

write(11,100) comment

enddo

do i=1,10

read(6,*) J_0_bessel(i)

write(11,400) J_0_bessel(i)

end do

do i=1,1

read(6,100) comment

write(11,100) comment

end do

! read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of each core

if (reactor_type==1) then

allocate(PMR_temp_core(Mesh_G_low,Mesh_G_column)) ! assign the parameter

allocate(rearrange_PMR_temp_core(Mesh_G_column,Mesh_G_low))

allocate(array_x(Mesh_G_low))

allocate(array_y(Mesh_G_column))

read(12,*) (array_y(i),i=1,Mesh_G_column)

write(35,*) '!! Core Temperature distribution of Prism type reactor'

write(35,500) (array_y(i),i=1,Mesh_G_column)



- 105 -

do i =1, Mesh_G_low

read(12,*) array_x(i), (PMR_temp_core(i,j),j=1,Mesh_G_column)

write(35,600) array_x(i),(PMR_temp_core(i,j),j=1,Mesh_G_column)

end do

! Rearrange the data to draw the graphic

write(40,*) '!! Core Temperature distribution of Prism type reactor'

do i=1, Mesh_G_column

do j=1, Mesh_G_low

write(40,1100) i, Mesh_G_low-j+1,PMR_temp_core(j,i)

end do

end do

else

allocate(PBR_temp_core(Mesh_G_low,Mesh_G_column)) ! assign the parameter

allocate(rearrange_PBR_temp_core(Mesh_G_column,Mesh_G_low))

allocate(array_x(Mesh_G_low))

allocate(array_y(Mesh_G_column))

read(13,*) (array_y(i),i=1,Mesh_G_column)

write(35,*) '!! Core Temperature distribution of Pebble type reactor'

write(35,900) (array_y(i),i=1,Mesh_G_column)

do i =1, Mesh_G_low

read(13,*) array_x(i), (PBR_temp_core(i,j),j=1,Mesh_G_column)

write(35,1000) array_x(i),(PBR_temp_core(i,j),j=1,Mesh_G_column)

end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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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rrange the data to draw the graphic

write(40,*) '!! Core Temperature distribution of Pebble type reactor'

do i=1, Mesh_G_column

do j=1, Mesh_G_low

write(40,1100) i, Mesh_G_low-j+1, PBR_temp_core(j,i)

end do

end do

end if

write(*,*) '! Success read table'

100 format(a130)

200 format(f7.2, 6(f7.4,2x))

300 format(f7.1, f7.2)

400 format(f7.4)

500 format(5x,9(I2,7x))

600 format(I3, 9(F8.3,1x))

! For printout of the pebble type reactor

900 format(5x,15(I2,7x))

1000 format(I3,2x,15(E8.3,1x))

1100 format(3x,I3,3x,I3,3x,E8.3)

end subroutine

!--------------------------------------------------------------------------------------------------------------------------------

!--------------------------------------------------------------------------------------------------------------------------------

! subroutine name : generation_by_fission.f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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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ucture : call from TBEC1.f90

! Ver No : 1.0

! Date : 2005. 12. 13

! Made by : Daesik yook

! Objective : calculation of tritium generation by fission

!----------------------------------------------------------------------------------------------

! COMMENT

! (1) production of tritium in fuel 

! dN_T(t)

! ----- = KYP(t) - lamda*N_T_fuel(t)

!  dt

! where

! N_T(t) = atoms of tritium at time t

! k  = fission rated per thermal megawatt (3.121*10^16 fissions/sec*MW)

! P(t) = power at time t (MW)

! lamda  = decay constant (1.793 * 10^-9)

!

! END COMMENT

!

! this subroutine is production of tritium in fuel

!----------------------------------------------------------------------------------------------

subroutine generation_by_fission

use input_parameter

write(16,100) ! write the comment

write(16,200) ! write the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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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_avg=full_power*(real(EFPD)/real(operation_day)) ! calculate the average power from the full power

write(16,300) P_avg

write(16,400)

! To use the subroutine of tritium_concentration_in_coolant

allocate(T_act_coolant_f_bl_dist(operation_day))

allocate(T_act_coolant_f_pe_dist(operation_day))

do i=1, operation_day ! calculate T con. with 1 day interval

N_T_fuel=K_fission_rate*P_avg*Y_avg*(1-exp(-lamda*(i*86400))) ! calculate the tritium con. by fission 

Act_T_fuel=N_T_fuel/3.7E10 ! conversion of T con. from Bq to Ci

write(16,500) i, Act_T_fuel ! write the result to the gen_by_fission.dat file

call tritium_concentration_in_coolant ! Evaluate the tritium con. in primary coolant from fuel through diffusion

end do

reactor_type=reactor_type+2 ! To distinguish the reactor type where tritium con. is evaluted by Li-6

total_activity_f= Act_T_fuel ! final results of tritium activity

write(15,600)

write(15,400) 

write(15,500) i-1,Act_T_fuel

write(*,*) '! Success evaluate the tritium genearation by fission'

100 format('This results are the tritium concentration by f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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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format('average power (MWth)')

300 format(3x,f6.1,/)

400 format('day activity(ci)')

500 format(I4,13x,f8.1)

600 format(/,'tritium activitiy by fission in the fuel (units: Ci)')

end subroutine generation_by_fission

!--------------------------------------------------------------------------------------------------------------------------------

!--------------------------------------------------------------------------------------------------------------------------------

! subroutine name : generation_by_Li6.f90

! structure : call from TBEC1.f90

! Ver No : 1.0

! Date : 2005. 12. 13

! Made by : Daesik yook

! Objective : calculation of tritium generation by Li

!----------------------------------------------------------------------------------------------

! COMMENT

! (3) production from lithium in graphite

! dN_T(t)

! ------- = thermal_flux(t)*sigma_6*N_6(t)-lamda*N_T(t)

!   dt

! where N_T(t) = atoms of tritium at time t

! deplected of Li-6 

!  dN_6(t)

! -------- = - thermal_flux(t)* sigma_6* N(6(t)

!    dt

! if the thermal_flux is constant th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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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mal_flux_avg*sigma_6*N_6(0)

! N_T(t)= (  --------------------------------- ) * (exp(-thermal_flux_avg*sigma_6*time)-exp(-lamda*time))

! lamda-thermal_flux_avg*sima_6

!

! END COMMENT

subroutine generation_by_Li6

use input_parameter

! To use the subroutine of tritium_concentration_in_coolant

allocate(T_act_coolant_Li_bl_dist(operation_day))

allocate(T_act_coolant_Li_pe_dist(operation_day))

sigma_6=sigma_6*1E-24 ! conversion units from barns to cm2

write(18,100)

write(18,200)

write(18,300)

do i=1,operation_day

N_T_sl=(thermal_flux_avg*sigma_6*N_6_0_sl)/(lamda-thermal_flux_avg*sigma_6)*(exp(-thermal_flux_avg*sigma_6*i*86400)-exp(-lamda*i*86400))

N_T_sp=(thermal_flux_avg*sigma_6*N_6_0_sp)/(lamda-thermal_flux_avg*sigma_6)*(exp(-thermal_flux_avg*sigma_6*i*86400)-exp(-lamda*i*86400))  

N_T_re=(thermal_flux_avg_1*sigma_6*N_6_0_re)/(lamda-thermal_flux_avg_1*sigma_6)*(exp(-thermal_flux_avg_1*sigma_6*i*86400)-exp(-lamda*i*86400))

N_T_pe=(thermal_flux_avg_3*sigma_6*N_6_0_pe)/(lamda-thermal_flux_avg_3*sigma_6)*(exp(-thermal_flux_avg_3*sigma_6*i*86400)-exp(-lamda*i*8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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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T_ax=(thermal_flux_avg_2*sigma_6*N_6_0_ax)/(lamda-thermal_flux_avg_2*sigma_6)*(exp(-thermal_flux_avg_2*sigma_6*i*86400)-exp(-lamda*i*86400))

N_T_mt=(thermal_flux_avg*sigma_6*N_6_0_mt)/(lamda-thermal_flux_avg*sigma_6)*(exp(-thermal_flux_avg*sigma_6*i*86400)-exp(-lamda*i*86400))

! calculate tritium moles generated by Li-6 in each graphite parts

Act_T_sl=lamda*N_T_sl*6.02E23/3.7E10; Act_T_sp=lamda*N_T_sp*6.02E23/3.7E10; Act_T_re=lamda*N_T_re*6.02E23/3.7E10

Act_T_pe=lamda*N_T_pe*6.02E23/3.7E10; Act_T_ax=lamda*N_T_ax*6.02E23/3.7E10; Act_T_mt=lamda*N_T_mt*6.02E23/3.7E10

! conversion froms moles to Ci

write(18,400) i, Act_T_sl,Act_T_sp,Act_T_re,Act_T_pe,Act_T_ax,Act_T_mt

! To calculate the tritium concentation in the primary coolant considering with the diffsuion

call tritium_concentration_in_coolant

end do

reactor_type=reactor_type+2    ! Calculation of the reactor type will be used in case of diffusion from B-10 

total_activity_Li=Act_T_sl+Act_T_sp+Act_T_re+Act_T_pe+Act_T_ax+Act_T_mt

! store the results of final tritium activity by Li

write(15,500) 

write(15,300)

write(15,400) i-1, Act_T_sl,Act_T_sp,Act_T_re,Act_T_pe,Act_T_ax,Act_T_mt

write(*,*) '! Success evaluate the tritium genearation by Li-6'

100 format('This results are the tritium concentration in graphite by Li-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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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format('Tritium activity in each graphite (units : Ci)')

300 format('days in sleeve,    in spine, in repl. rad. ref., in perm. rad. ref., in axial ref.,    matrix')

400 format(2x,i4,3x,6(E9.3,9x))

500 format(/,'tritium activitiy by Li-6 in the graphite (units: Ci)')

end subroutine generation_by_Li6

!--------------------------------------------------------------------------------------------------------------------------------

!--------------------------------------------------------------------------------------------------------------------------------

! subroutine name : generation_by_He3.f90

! structure : call from TBEC1.f90

! Ver No : 1.1

! Date : 2005. 12. 13

! Made by : Daesik yook

! Objective : calculation of tritium generation by He-3

!----------------------------------------------------------------------------------------------

! COMMENT

! (2) production from He-3 in the coolant

! dN_3

!    ----- = -sigma_3*N_3(alpha_1*thermal_flux_avg+alpha_2*thermal_flux_avg_2)+Q_2([He3]_i-[He3])

! dt

! where sigma_3 = effective cross section for 3He(n,p)T ( 2880 barns)

!   alpha_1 = fraction of N_3 in the coolant holes, sleeve, removable radial reflectors, and purge flow passages

!   alpha_2 = fraction of N_3 in the axial and permanent radial reflector

!   thermal_flux_avg = thermal flux in core and in removable radial reflector

!   thermal_flux_avg_2 = thermal flux in axaial and permanent radial reflectors

!   Q_2 = helium makeup (and leakage_ rate (cm3/sec)

!   [He3]_i = He3 concentration in makeup helium (moles/cm3)

!   [He3] = He3 concentratration in primary systems (moles/cm3)

! = N_3/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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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V1+V2+V3+V4+V5+V6

! where V1 = volume of coolant passages in core

!   V2 = ex-core primary system volume,

!   V3 = connected porosity in sleeve graphite

!   V4 = connected porosity in removable radial reflector

!   V5 = connected porosity in axial reflector

!   V6 = connected porosity in permanent radial reflector

!  V1+V3+V4+V7  V5+V6

! alpha_1 =----------- , alpha_2=-----------

!   V    V

!

! dN_T1    V1+V7

! ----- = ------- * thermal_flux_avg* sigma_3*N_3 - Q[T] - lamda*N_T1

!   dt       V

!

! END COMMENT

subroutine generation_by_He3

use input_parameter

! To use the subroutine of tritium_concentration_in_coolant

allocate(T_act_coolant_He_bl_dist(operation_day))

allocate(T_act_coolant_He_pe_dist(operation_day))

V=V1+V2+V3+V4+V5+V6 ! calculate the total volume of coolant in primary system

alpha_1=(V1+V3+V4+V7)/V; alpha_2=(V5+V6)/V ! calculate the fraction of volume

Q=Q_1+Q_2 ; Q_Cs=2./3.*Q_1 ! calcluate the flow of the helium coolant

N_3=V*N_3_makeup ! calculate the helium concen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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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ma_3=sigma_3*1E-24 ! conversion units of cross section

N_T1=(V1+V7)*thermal_flux_avg*sigma_3*N_3/(Q+lamda*V) ! calculate the tritium numbers in c

Act_T1=N_T1*6.02E23*lamda/3.7E10 ! calculate the activiey in Ci

write(17,100) ! Write the comment

write(17,200) ! Write the comment

write(17,300) V,Q,Q_Cs,N_3,alpha_1,alpha_2 ! Write the calculated factors

write(17,400) ! write the comment

write(17,500) Act_T1 ! write the tritium activity

write(17,600)

do i=1, operation_day

! 

caculate the T moles in each part of primary system

N_T2=(V3/V)*thermal_flux_avg*sigma_3*N_3*((1-exp(-lamda*i*86400))/lamda)

N_T3=V4/V*thermal_flux_avg_1*sigma_3*N_3*((1-exp(-lamda*i*86400))/lamda)

N_T4=V6/V*thermal_flux_avg_3*sigma_3*N_3*((1-exp(-lamda*i*86400))/lamda)

N_T5=V5/V*thermal_flux_avg_2*sigma_3*N_3*((1-exp(-lamda*i*86400))/lamda)

N_T6=Q_Cs*N_T1/V*((1-exp(-lamda*i*86400))/lamda)

! 

conversion to the activity in Ci

Act_T2=6.02E23/3.7E10*(N_T2*lamda);Act_T3=6.02E23/3.7E10*(N_T3*lamda);Act_T4=6.02E23/3.7E10*(N_T4*lamda)

Act_T5=6.02E23/3.7E10*(N_T5*lamda);Act_T6=6.02E23/3.7E10*(N_T6*lamda)

! 

write the results conversed units in Ci

write(17,700) i,Act_T2,Act_T3,Act_T4,Act_T5,Act_T6



- 115 -

! To calculate the tritium concentation in the primary coolant considering with the diffsuion

call tritium_concentration_in_coolant

end do

reactor_type=reactor_type+2 ! Calculation of the reactor type will be used in case of diffusion from Li 

total_activity_He = Act_T1+Act_T2+Act_T3+Act_T4+Act_T5+Act_T6 ! store the results of final tritium activity by He

write(15,800)

write(15,400)

write(15,500) Act_T1

write(15,600)

write(15,700) i-1,Act_T2,Act_T3,Act_T4,Act_T5,Act_T6

write(*,*) '! Success evaluate the tritium genearation by helium'

100 format('This results are the tritium concentration in coolant by He-3',/)

200 format('total helium volume(V), Total heilium flow(Q),flow to chem. clean.(Q_Cs), He-3 moles(N_3), alpha_1, alpha_2')

300 format(6x,4(e8.2,16x),2(f6.4,4x))

400 format(' tritium activity in the coolant space')

500 format(e9.3)

600 format('days, in sleeve(A_T2), in removable(A_T3),  in permant(A_T4), in axial(A_T4), deposited in chemical Cleanup(A_T6)')

700 format(i4,3x, 5(e9.3,10x))

800 format(/,'tritium activity by He-3 in the coolant (unit : Ci)')

end subroutine generation_by_He3

!--------------------------------------------------------------------------------------------------------------------------------

!--------------------------------------------------------------------------------------------------------------------------------

! subroutine name : generation_by_B10.f90

! structure : call from TBEC.f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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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 No : 1.0

! Date : 2005. 12. 13

! Made by : Daesik yook

! Objective : calculation of tritium generation by B-10

!--------------------------------------------------------------------------------------------------------------------------------

! COMMENT

! (4) production from B10 in control rods and poisoned spines

!    tritium prodcued from B10 in poisoned spines

! 10B(n,a)7Li(n,n'a)T

! N_T(t)      ba ba

c

!    -------- = --------------- (exp(-a*t)-exp(-lamda*t) - ------------------- (exp(-b*t)-exp(-lamda*t)) + -------------- (exp(-a*t)-exp(-lamda*t))

! N_10(0)    (b-a)(lamda-a) (b-a)*(lamda-b)

   (lamda - a)

!

!--------------------------------------------------------------------------------------------------------------------------------

subroutine generation_by_B10

use input_parameter

! To use the subroutine of tritium_concentration_in_coolant

allocate(T_act_coolant_B10_bl_dist(operation_day))

sigma_7=sigma_7*1E-24; sigma_10_th=sigma_10_th*1E-24; sigma_10_fa=sigma_10_fa*1E-24  

! cross section units conversion

a_factor=self_shield_factor*thermal_flux_avg*sigma_10_th; b_factor= thermal_flux_avg*sigma_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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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_factor=fast_flux_avg*sigma_10_fa

! calculate every factors

UCNAR=K_fission_rate*P_avg/TUF*(sigma_a/sigma_f) ! units : #/sec

UCNAR=UCNAR/6.02E23 ! unit conversion from #/sec to moles/sec

AAR_in_control_rods =HUER*UCNAR ! absorptions in the control rods

write(19,100)

write(19,200)

write(19,300)

write(19,400) a_factor, b_factor, c_factor

write(19,500) 

write(19,600) UCNAR, AAR_in_control_rods

write(19,700)

write(19,800)

write(19,900)

do i=1, operation_day

N_T_B_po_direct=N_10_0*(((b_factor*a_factor)/((b_factor-a_factor)*(lamda-a_factor))) &

*(exp(-a_factor*i*86400)-exp(-lamda*i*86400)) &

- ((b_factor*a_factor)/((b_factor-a_factor)*(lamda-b_factor))) &

*(exp(-b_factor*i*86400)-exp(-lamda*i*86400)))

N_T_B_po_indirect=N_10_0*((c_factor/(lamda-a_factor)))*(exp(-a_factor*i*86400)-exp(-lamda*i*86400))

N_T_B_po=N_T_B_po_direct+N_T_B_po_indirect

! calculate 

tritium moles in poisoned 

Act_T_B_po_direct=N_T_B_po_direct*6.02E23*lamda/3.7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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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_T_B_po_indirect=N_T_B_po_indirect*6.02E23*lamda/3.7E10

Act_T_B_po=N_T_B_po*6.02E23*lamda/3.7E10

! conversion from moles to Ci

!--------------------------------------------------------------------------------------------in the poisoned spines

N_T_B_co = (sigma_10_fa*fast_flux_avg)/(self_shield_factor*sigma_10_th*thermal_flux_avg)&

* AAR_in_control_rods*((1-exp(-lamda*i*86400))/lamda) !units : moles

Act_T_B_co = N_T_B_co*6.02E23*lamda/3.7E10

write(19,1000) i, Act_T_B_po_direct,Act_T_B_po_indirect,Act_T_B_po, Act_T_B_co

! write the result to the output file

! To calculate the tritium concentation in the primary coolant considering with the diffsuion

call tritium_concentration_in_coolant

end do

reactor_type=reactor_type+2    ! Calculation of the reactor type will be used in case of diffusion from B-10

total_activity_B =  Act_T_B_po_direct+ Act_T_B_po_indirect+ Act_T_B_po+Act_T_B_co

write(15,1100)

write(15,800)

write(15,900)

write(15,1000) i-1, Act_T_B_po_direct,Act_T_B_po_indirect,Act_T_B_po, Act_T_B_co

write(*,*) '! Success evaluate the tritium genearation by B-10'

100 format('This results are the tritium concentration in poisoned and controlrod by B-10')

200 format('the value of constants')

300 format('a_factor b_factor c_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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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format(3x,3(E9.3,5x))

500 format('unrodded-core neutron absorption rate average absorption rate in control rods (units: moles/sec')

600 format(13x,3(E9.3,30x))

700 format('tritium activity (unit : Ci)')

800 format('----------------in the poisoned spines ------------------ -----in the control rods-----')

900 format('days directly 10B(n,2a)T through Litotal 10B(n,2a)T')

1000 format(I4,7x,3(E9.3,10x),5x,E9.3)

1100 format(/,'tritium activity by B-10 in the poisoned spines and the control rods')

end subroutine generation_by_B10

!--------------------------------------------------------------------------------------------------------------------------------

!----------------------------------------------------------------------------------------------

! subroutine name : tritium_concentration_in_coolant.f90

! structure : TBEC ->

! Ver No : 1.0

! Date : 2005. 12. 13

! Made by : Daesik yook

! Objective : calculation of the tritium activity in the primary coolant by jointing the 

! generation terms and diffusion terms

!----------------------------------------------------------------------------------------------

!--------------------------------------------------------------------------------------------------------------------------------

! Comment

! This subroutine is aimed at calculating the tritium concentration in the primary coolant in the VHTR

! considering with the diffusion from where the tritium is generated.

!

! If the reactor type is 1, 3, and 5, this subroutine will calculate in case of Block type

! If the reactor type is 2, 4, and 6, this subroutine will calculate in case of Pebble type

! T_act_coolant_f_bl = Tritium concentration origined fission in the primary coolant of Block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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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_act_coolant_f_pe = Tritium concentration origined fission in the primary coolant of Pebble type

! T_act_coolant_He_bl = Tritium concentration origined He coolant in the primary coolant of Block type 

! T_act_coolant_He_pe = Tritium concentration origined He coolant in the primary coolant of Pebble type

! T_act_coolant_Li_bl = Tritium concentration origined Li coolant in the primary coolant of Block type

! T_act_coolant_Li_pe = Tritium concentration origined Li coolant in the primary coolant of pebble type

! T_act_coolant_B10_bl = Tritium concentration origined B10 coolant in the primary coolant of Block type

! Tritium activity evalution when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in the core is considered

! T_act_coolant_f_bl_dist = Tritium concentration origined fission in the primary coolant of block type 

! T_act_coolant_f_pe_dist = Tritium concentration origined fission in the primary coolant of pebble type 

! T_act_coolant_He_bl_dist = Tritium concentration origined He coolant in the primary coolant of Block type 

! T_act_coolant_He_pe_dist = Tritium concentration origined He coolant in the primary coolant of Pebble type

! T_act_coolant_Li_bl_dist = Tritium concentration origined Li coolant in the primary coolant of Block type

! T_act_coolant_Li_pe_dist = Tritium concentration origined Li coolant in the primary coolant of pebble type

! T_act_coolant_B10_bl_dist = Tritium concentration origined B10 coolant in the primary coolant of Block type

! sum_diff_fuel_bl = summation of the release rate via SiC and volumetric rate of the fuel of Block type

! sum_diff_fuel_pe = summation of the release rate via SiC and volumetric rate of the fuel of Block type

!

subroutine tritium_concentration_in_coolant

 use input_parameter

! Reactor type of 1&2 means that the T concentation in the primary coolant from the fuel by the diffusion

if(reactor_type==1) then ! when the reactor type is block, calcuation of tritium activity in primary coolant

! considering with the diffusion from where the tritium is generated

! if(i==1) then

! writ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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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10,*) '! tritium concentration in the primary coolant of block type from fuel!'

! write(10,*) 'Time(days) activity(units: Ci)'

! end if

T_act_coolant_f_bl(i)=Act_t_fuel*F_rel_fuel_bl  ! tritium activity calculation = generated tritium * release from SiC

sum_diff_rate_fuel_bl=0

mesh_number_core=0

do l=Mesh_F_low_S,Mesh_F_low_F

do j=Mesh_F_column_S,Mesh_F_column_F

 sum_diff_rate_fuel_bl= sum_diff_rate_fuel_bl+volume_core_fuel(l,j)*F_release_core(l,j)

 mesh_number_core=mesh_number_core+1

end do

end do

! allocate(T_act_coolant_f_bl_dist(opeartion_day)) <- declare in the generation_by_fission.f90 subroutine

! real tritium activity = tritium activity * avg. leakage rate

T_act_coolant_f_bl_dist(i)=Act_t_fuel*sum_diff_rate_fuel_bl !/mesh_number_core 

! write(10,100) i, T_act_coolant_f_bl(i)  ! write the result in diffusion.dat file

else if(reactor_type==2) then  ! when the reactor type is pebble, calcuation of tritium activity in primary coolant

 ! considering with the diffusion from where the tritium is generated

! if(i==1) then

! write(10,*)

! write(10,*) '! tritium concentration in the primary coolant of Pebble type from fuel!'

! write(10,*) ' Time(days) activity(units: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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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if

! allocate(T_act_coolant_f_pe_dist(opeartion_day)) <- declare in the generation_by_fission.f90 subroutine

T_act_coolant_f_pe(i)=Act_t_fuel* F_rel_gr_pe_time(i)*F_rel_fuel_pe ! Tritium activity calcuation = generated tritium * release from SiC * release 

from grphite

! write(10,100) i, T_act_coolant_f_pe(i) ! write the result in diffusion.dat file

!  considering the temparature distribution of Pebble type  

sum_diff_rate_fuel_pe=0

mesh_number_core=0

do l=Mesh_F_low_S,Mesh_F_low_F

do j=Mesh_F_column_S,Mesh_F_column_F

 sum_diff_rate_fuel_pe= sum_diff_rate_fuel_pe+volume_core_fuel(l,j)*F_rel_gr_pe_dist(l,j)

 mesh_number_core=mesh_number_core+1

end do

end do

! allocate(T_act_coolant_f_bl_dist(opeartion_day)) <- declare in the generation_by_fission.f90 subroutine

T_act_coolant_f_pe_dist(i)=Act_t_fuel*sum_diff_rate_fuel_pe !/mesh_number_core 

end if

! Reactor type of 3&4 means that the T concentration in the primary coolant from the He coolant

! in this case, tritium concentation generated by the neutron reaction is itself in the primary coolant

if(reactor_type==3) then

! if(i==1) then

! write(10,*)

! write(10,*) '! tritium concentration in the primary coolant of Block type from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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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10,*) ' Time(days) activity(units: Ci)'

! end if

T_act_coolant_He_bl(i)=Act_T2+Act_T3+Act_T4+Act_T5+Act_T6

! write(10,100) i, T_act_coolant_He_bl(i)

! allocate(T_act_coolant_He_bl_dist(operation_day)) <- declare eclare in the generation_by_He3.f90 subroutine

T_act_coolant_He_bl_dist(i)=Act_T2+Act_T3+Act_T4+Act_T5+Act_T6

else if(reactor_type==4) then

! if(i==1) then

! write(10,*)

! write(10,*) '! tritium concentration in the primary coolant of Pebble type from He!'

! write(10,*) ' Time(days) activity(units: Ci)'

! end if

T_act_coolant_He_pe(i)=Act_T2+Act_T3+Act_T4+Act_T5+Act_T6

! write(10,100) i, T_act_coolant_He_pe(i)

! allocate(T_act_coolant_He_pe_dist(operation_day)) <- declare eclare in the generation_by_He3.f90 subroutine

T_act_coolant_He_pe_dist(i)=Act_T2+Act_T3+Act_T4+Act_T5+Act_T6

end if

! Reactor type of 5&6 means that the T concentration in the primary coolant from the Li coolant

! in this case, tritium concentation generated by the neutron reaction is diffused to the coolant 

if(reactor_type==5) then

! if(i==1) then

! write(10,*)

! write(10,*) '! tritium concentration in the primary coolant of Block type from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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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10,*) ' Time(days) activity(units: Ci)'

! end if

! T_act_coolant_Li_bl(i)=F_rel_Li6_bl*(Act_T_sl+Act_T_sp+Act_T_re+Act_T_pe+Act_T_ax+Act_T_mt)

T_act_coolant_Li_bl(i)=F_rel_Li6_bl_time(i)*(Act_T_sl+Act_T_sp+Act_T_re+Act_T_pe+Act_T_ax+Act_T_mt)

! write(10,100) i, T_act_coolant_Li_bl(i)

sum_diff_rate_Li_bl=0

mesh_number=0

do l=1, Mesh_G_low

do j=1,Mesh_G_column

 sum_diff_rate_Li_bl= sum_diff_rate_Li_bl+volume_core(l,j)*F_rel_PMR_G(l,j,operation_day)

    mesh_number=mesh_number+1

end do

end do

! allocate(T_act_coolant_Li_bl_dist(operation_day)) <- declare eclare in the generation_by_Li6.f90 subroutine

T_act_coolant_Li_bl_dist(i)=(Act_T_sl+Act_T_sp+Act_T_re+Act_T_pe+Act_T_ax+Act_T_mt)&

*sum_diff_rate_Li_bl !/mesh_number

else if(reactor_type==6) then

! if(i==1) then

! write(10,*)

! write(10,*) '! tritium concentration in the primary coolant of Pebble type from Li!'

! write(10,*) ' Time(days) activity(units: Ci)'

! end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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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_act_coolant_Li_pe(i)=F_rel_Li6_pe*(Act_T_sl+Act_T_sp+Act_T_re+Act_T_pe+Act_T_ax+Act_T_mt)

T_act_coolant_Li_pe(i)=F_rel_Li6_pe_time(i)*(Act_T_sl+Act_T_sp+Act_T_re+Act_T_pe+Act_T_ax+Act_T_mt)

! write(10,100) i, T_act_coolant_Li_pe(i)

sum_diff_rate_Li_pe=0

mesh_number=0

do l=1, Mesh_G_low

do j=1,Mesh_G_column

 sum_diff_rate_Li_pe= sum_diff_rate_Li_pe+volume_core(l,j)*F_rel_PBR_G(l,j,operation_day)

    mesh_number=mesh_number+1

end do

end do

! allocate(T_act_coolant_Li_bl_dist(operation_day)) <- declare eclare in the generation_by_Li6.f90 subroutine

T_act_coolant_Li_pe_dist(i)=(Act_T_sl+Act_T_sp+Act_T_re+Act_T_pe+Act_T_ax+Act_T_mt)&

*sum_diff_rate_Li_pe !/mesh_number

end if

! Reactor type of 7&8 means that the T concentration in the primary coolant from the B-10

! tritium concentation generated by the neutron reaction is only considered in the block type reactor

! since the B-10 is only used in the block type reactor to compensate the reactivity

! Also, the diffusion is only considered in case of burnable poison under assuming the B-10 in the control rods

! is not permeated from it to the coolant

if(reactor_type==7)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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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i==1) then

! write(10,*)

! write(10,*) '! tritium concentration in the primary coolant of Block type from B-10!'

! write(10,*) ' Time(days) activity(units: Ci)'

! end if

T_act_coolant_B10_bl(i)=Act_T_B_po_direct+Act_T_B_po_indirect

! To evaluate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in the core

sum_diff_rate_fuel_bl=0

mesh_number=0

do l=1, Mesh_G_low

do j=1,Mesh_G_column

 sum_diff_rate_fuel_bl= sum_diff_rate_fuel_bl+volume_core_fuel(l,j)*F_release_core(l,j)

    mesh_number=mesh_number+1

end do

end do

! allocate(T_act_coolant_B10_bl_dist(operation_day)) <- declare eclare in the generation_by_B10.f90 subroutine

T_act_coolant_B10_bl_dist(i)=(Act_T_B_po_direct+Act_T_B_po_indirect)*sum_diff_rate_fuel_bl !/mesh_number

! write(10,100) i, T_act_coolant_B10_bl(i)

end if

! In case of Pebble type, B10 is not used to compensate the reactivity

! So There is no necessity to consider the generation and diffusion

! Reactor type of 9&10 means that the total tritium concentration in the primary coolant 

! Show all results To confirm the trtium activity in the primary coo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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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eactor_type==9) then

do i=1, operation_day

T_act_coolant_bl(i)=T_act_coolant_f_bl(i)+T_act_coolant_He_bl(i)&

+T_act_coolant_Li_bl(i)+T_act_coolant_B10_bl(i)

if(i==1) then

write(10,*)

write(10,*) '! Total tritium activity in the primary coolant of Block type !'

write(10,*) '! Time(days) Diffusion from where the tritium generated by!'

write(10,*) '      Fission     He  Li      B_10 Total'

end if

write(10,200) i,T_act_coolant_f_bl(i),T_act_coolant_He_bl(i)&

  ,T_act_coolant_Li_bl(i),T_act_coolant_B10_bl(i),T_act_coolant_bl(i)

end do

if(decisions==1) then

allocate(T_act_coolant_bl_dist(operation_day))

do i=1, operation_day

T_act_coolant_bl_dist(i)=T_act_coolant_f_bl_dist(i)+T_act_coolant_He_bl_dist(i)&

+T_act_coolant_Li_bl_dist(i)+T_act_coolant_B10_bl_dist(i)

if(i==1) then

write(35,*)

write(35,*) '! When the core temperature distribution is considered'

write(35,*) '! Total tritium activity in the primary coolant of Block type !'

write(35,*) '! Time(days) Diffusion from where the tritium generated by!'

write(35,*) '      Fission     He  Li      B_10 Total'

end if

write(35,200) i,T_act_coolant_f_bl_dist(i),T_act_coolant_He_bl_di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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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_act_coolant_Li_bl_dist(i),T_act_coolant_B10_bl_dist(i),T_act_coolant_bl_dist(i)

end do

end if

! Tritium distribution considered temperature distribution & diffsuion at the end of the year

if (decisions==1) then

! Tritum distribution due to the fission

write(35,*)

Write(35,*) '!! Tritium distribution considered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write(35,*) '!! and the diffusion effect at the end of the year'

write(35,*) ' Tritium distribution of the fuel region due to the fission'

write(35,400) (array_y(i),i=Mesh_F_column_S,Mesh_F_column_F)

do i=Mesh_F_low_S,Mesh_F_low_F

write(35,500) array_x(i), (Act_t_fuel*volume_core_fuel(i,j)*F_release_core(i,j)& !/mesh_number_core&

  ,j=Mesh_F_column_S,Mesh_F_column_F)

enddo

! Tritum distribution due to the B-10 in the fuel element

write(35,*)

write(35,*) ' Tritium distribution of the fuel region due to the B-10'

write(35,400) (array_y(i),i=Mesh_F_column_S,Mesh_F_column_F)

do i=Mesh_F_low_S,Mesh_F_low_F

write(35,500) array_x(i), ((Act_T_B_po_direct+Act_T_B_po_indirect)&

  *volume_core_fuel(i,j)*F_release_core(i,j)& !/mesh_number&

  ,j=Mesh_F_column_S,Mesh_F_column_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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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do

! Tritum distribution due to the Li in the fuel element

write(35,*)

write(35,*) ' Tritium distribution of the fuel region due to the Li'

write(35,400) (array_y(i),i=1,Mesh_G_column)

do i=1, Mesh_G_low

write(35,500) array_x(i), ((Act_T_B_po_direct+Act_T_B_po_indirect)&

              *volume_core(i,j)*F_rel_PMR_G(i,j,operation_day)& !/mesh_number&

  ,j=1,Mesh_G_column)

enddo

end if

else if (reactor_type==10) then

do i=1, operation_day

T_act_coolant_pe(i)=T_act_coolant_f_pe(i)+T_act_coolant_He_pe(i)&

+T_act_coolant_Li_pe(i)

if(i==1) then

write(10,*)

write(10,*) '! Total tritium activity in the primary coolant of Bebble type !'

write(10,*) '! Time(days) Diffusion from where the tritium generated by!'

write(10,*) '      Fission     He  Li      Total'

end if

write(10,300) i,T_act_coolant_f_pe(i),T_act_coolant_He_pe(i)&

  ,T_act_coolant_Li_pe(i),T_act_coolant_pe(i) 

end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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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decisions==1) then

allocate(T_act_coolant_pe_dist(operation_day))

do i=1, operation_day

T_act_coolant_pe_dist(i)=T_act_coolant_f_pe_dist(i)+T_act_coolant_He_pe_dist(i)&

+T_act_coolant_Li_pe_dist(i)

if(i==1) then

write(35,*)

write(35,*) '! When the core temperature distribution is considered'

write(35,*) '! Total tritium activity in the primary coolant of Pebble type !'

write(35,*) '! Time(days) Diffusion from where the tritium generated by!'

write(35,*) '      Fission     He  Li    Total'

end if

write(35,300) i,T_act_coolant_f_pe_dist(i),T_act_coolant_He_pe_dist(i)&

  ,T_act_coolant_Li_pe_dist(i),T_act_coolant_pe_dist(i)

end do

end if

! Tritium distribution considered temperature distribution & diffsuion at the end of the year

if (decisions==1) then

! Tritum distribution due to the fission

write(35,*)

Write(35,*) '!! Tritium distribution considered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write(35,*) '!! and the diffusion effect at the end of the year'

write(35,*) ' Tritium distribution of the fuel region due to the fission'

write(35,400) (array_y(i),i=Mesh_F_column_S,Mesh_F_column_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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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i=Mesh_F_low_S,Mesh_F_low_F

write(35,500) array_x(i), (Act_t_fuel*volume_core_fuel(i,j)*F_release_core(i,j)& ! /mesh_number_core&

  ,j=Mesh_F_column_S,Mesh_F_column_F)

enddo

! Tritum distribution due to the Li in the fuel element

write(35,*)

write(35,*) ' Tritium distribution of the fuel region due to the Li'

write(35,600) (array_y(i),i=1,Mesh_G_column)

do i=1, Mesh_G_low

write(35,700) array_x(i), ((Act_T_B_po_direct+Act_T_B_po_indirect)&

              *volume_core(i,j)*F_rel_PBR_G(i,j,operation_day)& !/mesh_number&

  ,j=1,Mesh_G_column)

enddo

end if

end if

100 format (I4,13x,f8.1)

200 format (3x,I4,3x,5(f8.3,5x))

300 format (3x,I4,3x,4(f8.3,5x))

400 format (5x,9(I2,7x))

500 format (I3,2x,9(E8.3,1x))

600 format (5x,15(I2,7x))

700 format (I3,2x,15(E8.3,1x))

end subroutine tritium_concentration_in_coola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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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broutine name : diffusion.f90

! structure : call from TBEC.f90

! Ver No : 1.0

! Date : 2005. 12. 13

! Made by : Daesik yook

! Objective : Analysis of diffusion behaivor of tritium in material

!--------------------------------------------------------------------------------------------------------------------------------

subroutine diffusion

 use input_parameter

do m=1,2 ! diffusion via coated fuel particle in SiC 1= Block, 2=Pebble

do i=10,11 ! show what type of result 

if(m==1) then 

write(i,*) 'In case of Block type'

else 

write(i,*)

write (i,*) 'In case of Pebble type'

end if

end do

fuel_temp(1)=temp_fuel_block

fuel_temp(2)=temp_fuel_pebble

! parameter calculation related with coated fuel 

l_thick=thick*0.5*1E-4 ! unit conversion : micro_meter -> cm 

D_coeff=pre_exp*exp(-act_energy/(K_boltz*(fuel_temp(m)+273.)))



- 133 -

K_des=0.0322*exp(-1.174/(K_boltz*(fuel_temp(m)+273.)))

L_obtain=l_thick*K_des/D_coeff

do i=10,11

write(i,*) 'temp_fuel l_thick,   D_coeff,  K_des,      L_obtain'

write(i,100) fuel_temp(m), l_thick*1E4, D_coeff, K_des, L_obtain

end do

!! evaluation of fuel particle

! calculate in case of plane

do k=1, 28

if( L_obtain .ge. L_para(k) .and. L_obtain .lt. L_para(k+1)) exit

end do

if( abs(L_obtain-L_para(k+1)) .le. abs(L_obtain-L_para(k))) then 

L_obtain=L_para(k+1)

k=k+1

else 

L_obtain=l_para(k)

endif

do i=10,11

write(i,*)

write(i,*)  're-evalutated L_obtain'

write(i,200) L_obtain

end do

do i=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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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11,200) beta(i,k)

enddo

do j=1,8

if(fuel_temp(m) .ge. Temp(j) .and. fuel_temp(m) .lt. Temp(j+1))  exit

end do

Pf_T=Fr_mobile_T(j)+((fuel_temp(m)-Temp(j))/(Temp(j+1)-Temp(j)))&

 *(Fr_mobile_T(j+1)-Fr_mobile_T(j))

do i=10,11

write(i,*)

write(i,*) 'pf_T'

write(i,200) pf_T

end do

write(10,*)

write(10,*)'tritium release rate via SiC by using plane coordinate system'

write(10,*)' time(sec),    R_release,     R_renomal,      F_release'

do time=0, due_time, 100

quantity =0

do i=1,6

quantity=quantity+2*L_obtain**2/(beta(i,k)**2*(beta(i,k)**2+L_obtain**2+L_obtain))&

         *exp(-beta(i,k)**2*D_coeff*time/l_thick**2)

end do

R_release=1-quantity

R_renomal= Pf_T/(Fr_mobile_T(7)*(1+Pf_T*(1/Fr_mobile_T(7)-1)))

F_release=R_renomal*R_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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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10,300) time, R_release, R_renomal, F_release

write(11,300) time, R_release, R_renomal, F_release

end do

! calculate in case of sphere

D_coeff=pre_exp*exp(-act_energy/(K_boltz*(fuel_temp(m)+273.)))

K_des=0.0322*exp(-1.174/(K_boltz*(fuel_temp(m)+273.)))

L_obtain=l_thick*K_des/D_coeff

do k=1, 11

if( L_obtain .ge. L_para_2(k) .and. L_obtain .lt. L_para_2(k+1)) exit

end do

if( abs(L_obtain-L_para_2(k+1)) .le. abs(L_obtain-L_para_2(k))) then 

L_obtain=L_para_2(k+1)

k=k+1

else 

L_obtain=L_para_2(k)

endif

do i=10,11

write(i,*)  're-evalutated L_obtain'

write(i,200) L_obtain

end do

do i=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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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11,200) beta_2(i,k)

enddo

write(10,*)

write(10,*)'tritium release rate via SiC by using sperical coordinate system'

write(10,*)' time(sec),    R_release,     R_renomal,      F_release'

do time=0, due_time, 100

quantity =0

do i=1,6

quantity=quantity+6*L_obtain**2/(beta_2(i,k)**2*(beta_2(i,k)**2+L_obtain**2-L_obtain))&

 *exp(-beta_2(i,k)**2*D_coeff*time/l_thick**2)

end do

R_release=1-quantity

R_renomal= Pf_T/(Fr_mobile_T(7)*(1+Pf_T*(1/Fr_mobile_T(7)-1)))

F_release=R_renomal*R_release

write(10,300) time, R_release, R_renomal, F_release

write(11,300) time, R_release, R_renomal, F_release

end do

if(m==1) then ! store and showing the release rate from coated fuel particle in each case 

F_rel_fuel_bl=F_release

do i=10,11

write(i,*)

write(i,*)'! release rate from coated fuel particle in Block type'

write(i,*) F_rel_fuel_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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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do

write(15,*)'! release rate from coated fuel particle in Block type' !write results to the brief_result.dat 

write(15,*) F_rel_fuel_bl

else

F_rel_fuel_pe=F_release

do i=10,11

write(i,*)

write(i,*)'! release rate from coated fuel particle in Pebble type'

write(i,*) F_rel_fuel_pe

end do

write(15,*)'! release rate from coated fuel particle in Pebble type' !write results to the brief_result.dat

write(15,*) F_rel_fuel_pe

end if

end do ! end the coated fuel particle diffusion via SiC

!--------------------------------------------------------------------------------------------------------------------

! core temperature distribution consideraton

! To evalute the diffusion effect vis SiC layer of fuel particle

! application of Tam's model in case of sphere

!! pf_T recalculation

allocate (pf_T_core(Mesh_G_low, Mesh_G_column))

write(35,*)

write(35,*) '!! Calculation of the releated parameter'

write(35,*) '!! To evaluate the permeation effect via SiC layer of the fuel region'

if(reactor_type==1)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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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35,*)

write(35,*) ' Pf_T distribution of Prism type reactor'

else

write(35,*)

write(35,*) ' Pf_T distribution of Pebble type reactor'

end if

if(reactor_type==1) then

write(35,600) (array_y(i),i=Mesh_F_column_S,Mesh_F_column_F)

do i=Mesh_F_low_S,Mesh_F_low_F

do j=Mesh_F_column_S,Mesh_F_column_F

do k=1,8

if(PMR_temp_core(i,j) .ge. Temp(k) .and. PMR_temp_core(i,j) .lt. Temp(k+1))  then

Pf_T_core(i,j)=Fr_mobile_T(k)+((PMR_temp_core(i,j)-Temp(k))/(Temp(k+1)-Temp(k)))&

   *(Fr_mobile_T(k+1)-Fr_mobile_T(k))

exit

else

Pf_T_core(i,j)= Fr_mobile_T(1)

end if

end do

end do

write(35,700) array_x(i), (Pf_T_core(i,j),j=Mesh_F_column_S,Mesh_F_column_F)

end do

else

write(35,900) (array_y(i),i=Mesh_F_column_S,Mesh_F_column_F)

do i=Mesh_F_low_S,Mesh_F_low_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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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j=Mesh_F_column_S,Mesh_F_column_F

do k=1,8

if(PBR_temp_core(i,j) .ge. Temp(k) .and. PBR_temp_core(i,j) .lt. Temp(k+1))  then

Pf_T_core(i,j)=Fr_mobile_T(k)+((PBR_temp_core(i,j)-Temp(k))/(Temp(k+1)-Temp(k)))&

   *(Fr_mobile_T(k+1)-Fr_mobile_T(k))

exit

else

Pf_T_core(i,j)= Fr_mobile_T(1)

end if

end do

enddo

write(35,1000) array_x(i), (Pf_T_core(i,j),j=Mesh_F_column_S,Mesh_F_column_F)

enddo

endif

!! the fraction of the mobile tritium in SiC

allocate (F_release_core(Mesh_G_low, Mesh_G_column))

write(35,*)

if(reactor_type==1) then

write(35,*) ' The distribution fraction of release rate via SiC of Prism type reactor'

write(35,600) (array_y(i),i=Mesh_F_column_S,Mesh_F_column_F)

else

write(35,*) ' The distribution fraction of release rate via SiC of Pebble type reactor'

write(35,900) (array_y(i),i=Mesh_F_column_S,Mesh_F_column_F)

end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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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i=Mesh_F_low_S,Mesh_F_low_F

do j=Mesh_F_column_S,Mesh_F_column_F

! Parameter calculation according to the reactor type 

if(reactor_type==1) then

D_coeff=pre_exp*exp(-act_energy/(K_boltz*(PMR_temp_core(i,j)+273.)))

K_des=0.0322*exp(-1.174/(K_boltz*(PMR_temp_core(i,j)+273.)))

L_obtain=l_thick*K_des/D_coeff

else

D_coeff=pre_exp*exp(-act_energy/(K_boltz*(PBR_temp_core(i,j)+273.)))

K_des=0.0322*exp(-1.174/(K_boltz*(PBR_temp_core(i,j)+273.)))

L_obtain=l_thick*K_des/D_coeff

endif

do k=1, 11

if( L_obtain .ge. L_para_2(k) .and. L_obtain .lt. L_para_2(k+1)) exit

end do

if( abs(L_obtain-L_para_2(k+1)) .le. abs(L_obtain-L_para_2(k))) then 

L_obtain=L_para_2(k+1)

k=k+1

else 

L_obtain=L_para_2(k)

endif

quantity =0

do l=1,6

quantity=quantity+6*L_obtain**2/(beta_2(l,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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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ta_2(l,k)**2+L_obtain**2-L_obtain))&

 *exp(-beta_2(l,k)**2*D_coeff*operation_day*86400/l_thick**2)

end do

R_release=1-quantity

R_renomal= Pf_T_core(i,j)/(Fr_mobile_T(7)*(1+Pf_T*(1/Fr_mobile_T(7)-1)))

F_release_core(i,j)=R_renomal*R_release

end do

if(reactor_type==1) then

write(35,700) array_x(i), (F_release_core(i,j),j=Mesh_F_column_S,Mesh_F_column_F)

else

write(35,1000) array_x(i), (F_release_core(i,j),j=Mesh_F_column_S,Mesh_F_column_F)

end if

end do

! the volumetric rate of the fuel region

allocate(volume_core_fuel(Mesh_G_low,Mesh_G_column))

write(35,*)

if(reactor_type==1) then

write(35,*) ' The distribution of the volumetric rate of the fule region of Prism type reactor'

write(35,600) (array_y(i),i=Mesh_F_column_S,Mesh_F_column_F)

e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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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35,*) ' The distribution of the volumetric rate of the fule region of Pebble type reactor'

write(35,900) (array_y(i),i=Mesh_F_column_S,Mesh_F_column_F)

end if

mesh_number_core=0 ! To evaluate the avg. release rate of tritium via SiC layer in case of Prism

do i=Mesh_F_low_S,Mesh_F_low_F

do j=Mesh_F_column_S,Mesh_F_column_F

volume_core_fuel(i,j)=(real(2*j-1))/real(((Mesh_F_column_F**2-(Mesh_F_column_S-1)**2)&

                      *(Mesh_F_low_F-Mesh_F_low_S+1)))

test=test+volume_core_fuel(i,j)

mesh_number_core=mesh_number_core+1

end do

if(reactor_type==1) then

write(35,700) array_x(i), (volume_core_fuel(i,j),j=Mesh_F_column_S,Mesh_F_column_F)

else

write(35,1000) array_x(i), (volume_core_fuel(i,j),j=Mesh_F_column_S,Mesh_F_column_F)

end if

end do

! To evaluate the avg. release rate of tritium via SiC layer in case of Prism type reactor

if(reactor_type==1) then

F_rel_fuel_bl_avg=0

do i=Mesh_F_low_S,Mesh_F_low_F

do j=Mesh_F_column_S,Mesh_F_column_F

F_rel_fuel_bl_avg=F_rel_fuel_bl_avg+F_release_core(i,j)*volume_core_fuel(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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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do

end do

F_rel_fuel_bl_avg=F_rel_fuel_bl_avg !/mesh_number_core

write(35,*)

write(35,1100) F_rel_fuel_bl_avg

end if

! -----------------------------------------------------------------------------------------------------------------

!! evalutaion of total fuel in case of the Pebble type reactor

do i=10,11

write(i,*)

write(i,*) '! Calculate the diffusion via graphite layer from coated fuel particle in case of Pebble'

end do

write(15,*)

!write results to the brief_result.dat

write(15,*) '! Calculate the diffusion via graphite layer from coated fuel particle in case of Pebble'

! Pebble type fuel evalution via Sphereical coordinate

!parameter calculation related with pebble type graphite

D_coeff_graphite=pre_exp_graphite*exp(-act_energy_graphite/(R_gas*2.3885E-4*(temp_fuel_pebble+273.)))

do j=10,11

write(j,*) 'time(days)Release rate'

do time=86400, time_matrix*365*86400,86400 

quantity=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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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i=1,20

quantity=quantity+6/(3.141592*i)**2*exp(-D_coeff_graphite*i**2*3.141592**2*time/pebble_thick**2)

 end do

F_release_matrix=1.-quantity

F_rel_gr_pe_time(time/86400)=F_release_matrix

write(j,400) time/(86400),F_release_matrix

end do

end do

!write results to the brief_result.dat

write(15,*) 'time(days) Release rate'

write(15,400) time/(86400),F_release_matrix

    ! calculate of tritium release rate from fuel to the primary coolant in case of Pebble

F_rel_gr_pe=F_rel_fuel_pe*F_release_matrix

write(10,*)

write(10,*) '! tritium release from fuel to the primary coolant'

write(10,*) '   Block type Pebble type'

write(10,500)  F_rel_fuel_bl, F_rel_gr_pe

!write results to the brief_result.dat

write(15,*)

write(15,*) '! tritium release from fuel to the primary coolant'

write(15,*) '   Block type Pebble type'

write(15,500)  F_rel_fuel_bl, F_rel_gr_pe

! -----------------------------------------------------------------------------------------------------------------

 ! Evalutaion of the tritium diffusion via pebble graphite by consideration of the core temperature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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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reactor_type==2 .and. decisions==1) then

allocate(F_rel_gr_pe_dist(Mesh_F_low_F, Mesh_F_column_F))

allocate(D_PBR_F(Mesh_F_low_F, Mesh_F_column_F))

write(35,*)

write(35,*)' The tritium release from fuel to the primary coolant of pebble type'

write(35,900) (array_y(i), i=Mesh_F_column_S,Mesh_F_column_F)

do i=Mesh_F_low_S,Mesh_F_low_F

do j=Mesh_F_column_S,Mesh_F_column_F

D_PBR_F(i,j)=pre_exp_graphite*exp(-act_energy_graphite/(R_gas*2.3885E-4*(PBR_temp_core(i,j)+273.)))

quantity=0

time=operation_day*86400

 do k=1,20

quantity=quantity+6/(3.141592*k)**2*exp(-D_PBR_F(i,j)*k**2*3.141592**2*time/pebble_thick**2)

 end do

F_release_matrix=1.-quantity

! Tritium release from fuel to the primary coolant : release via SiC * release via graphite of pebble

F_rel_gr_pe_dist(i,j)=F_release_core(i,j)*F_release_matrix 

end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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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35,1000) array_x(i), (F_rel_gr_pe_dist(i,j),j=Mesh_F_column_S,Mesh_F_column_F)

end do

F_rel_fuel_pe_avg=0

mesh_number_core=0

do i=Mesh_F_low_S,Mesh_F_low_F

do j=Mesh_F_column_S,Mesh_F_column_F

F_rel_fuel_pe_avg=F_rel_fuel_pe_avg+F_rel_gr_pe_dist(i,j)*volume_core_fuel(i,j)

mesh_number_core=mesh_number_core+1

end do

end do

F_rel_fuel_pe_avg=F_rel_fuel_pe_avg !/mesh_number_core

write(35,*)

write(35,1100) F_rel_fuel_pe_avg

end if

! -----------------------------------------------------------------------------------------------------------------

!! evalutaion of release rate depening on the thickness of central reflector graphite with cylinderical type

D_coeff_graphite=pre_exp_graphite*exp(-act_energy_graphite/(R_gas*2.3885E-4*(temp_fuel_block+273.)))

! -----------------------------------------------------------------------------------------------------------------

! Consideration of core temperature distribution in Prism type reactor

! caculate the diffusion coefficient depending on the core temperature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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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eactor_type==1 .and. decisions==1) then 

! in case of the Prism type reactor 

allocate(D_PMR_G(Mesh_G_low,Mesh_G_column))

write(35,*)

write(35,*) '!! Calculation of the releated parameter in case of the Prism type'

write(35,*) '!! To evaluate the diffusion effect via graphite of the reactor core'

write(35,*)

write(35,*) ' Diffustion coefficient distribution of the graphite reflector'

write(35,600) (array_x(i),i=1,Mesh_G_column)

 do i=1, Mesh_G_low

do j=1, Mesh_G_column

D_PMR_G(i,j)=pre_exp_graphite*exp(-act_energy_graphite/(R_gas*2.3885E-4*(PMR_temp_core(i,j)+273.)))

enddo

 write(35,700) array_x(i), (D_PMR_G(i,j),j=1,Mesh_G_column)

 enddo

  ! Rearrange the data to draw the graphic

  write(40,*) 

 write(40,*) ' Diffustion coefficient distribution of the graphite reflector'

 do i=1, Mesh_G_column

 do j=1, Mesh_G_low

 write(40,1300) i, Mesh_G_low-j+1,D_PMR_G(j,i)

 end do

  end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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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locate(F_rel_PMR_G(Mesh_G_low,Mesh_G_column,operation_day)) !allocate the memory space 

do time_thick=1, operation_day,operation_day-1

write(35,*)

write(35,*) '! Released rate distribution of the core due to the Li'

write(35,800) time_thick

write(35,600) (array_y(i),i=1,Mesh_G_column)

! calculate the release rate of mesh

do i=1, Mesh_G_low

do j=1, Mesh_G_column

call diffusion_with_thickness

F_rel_PMR_G(i,j,time_thick)=sum_simpson

enddo

! write results with the time

write(35,700) array_x(i), (F_rel_PMR_G(i,j,time_thick),j=1,Mesh_G_column)

enddo

end do

  ! Rearrange the data to draw the graphic

  write(40,*) 

 write(40,*) '! Released rate distribution of the core due to the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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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i=1, Mesh_G_column

 do j=1, Mesh_G_low

 write(40,1300) i, Mesh_G_low-j+1,F_rel_PMR_G(j,i, operation_day)

 end do

  end do

else if(reactor_type==2 .and. decisions==1) then

! In case of the Pebble type reactor

allocate(D_PBR_G(Mesh_G_low,Mesh_G_column))

write(35,*)

write(35,*) '!! Calculation of the releated parameter in case of the Pebble type'

write(35,*) '!! To evaluate the diffusion effect via graphite of the reactor core'

write(35,*)

write(35,*) ' Diffustion coefficient distribution of the graphite reflector'

write(35,900) (array_x(i),i=1,Mesh_G_column)

 do i=1, Mesh_G_low

do j=1, Mesh_G_column

D_PBR_G(i,j)=pre_exp_graphite*exp(-act_energy_graphite/(R_gas*2.3885E-4*(PBR_temp_core(i,j)+273.)))

enddo

 write(35,1000) array_x(i), (D_PBR_G(i,j),j=1,Mesh_G_column)

 enddo

! Rearrange the data to draw the grap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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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40,*) 

write(40,*) ' Diffustion coefficient distribution of the graphite reflector'

do i=1, Mesh_G_column

do j=1, Mesh_G_low

write(40,1300) i,Mesh_G_low-j+1,D_PBR_G(j,i)

end do

end do

! -----------------------------------------------------------------------------------------------------------------

allocate(F_rel_PBR_G(Mesh_G_low,Mesh_G_column,operation_day)) !allocate the memory space 

do time_thick=1, operation_day,operation_day-1

write(35,*)

write(35,*) '! Released rate distribution of the core due to the Li'

write(35,800) time_thick

write(35,900) (array_y(i),i=1,Mesh_G_column)

! calculate the release rate of mesh

 do i=1, Mesh_G_low

do j=1, Mesh_G_column

call diffusion_with_thickness

F_rel_PBR_G(i,j,time_thick)=sum_simpson

end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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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 results with the time

write(35,1000) array_x(i), (F_rel_PBR_G(i,j,time_thick),j=1,Mesh_G_column)

enddo

end do

  ! Rearrange the data to draw the graphic

  write(40,*) 

 write(40,*) '! Released rate distribution of the core due to the Li'

 do i=1, Mesh_G_column

 do j=1, Mesh_G_low

 write(40,1300) i, Mesh_G_low-j+1,F_rel_PBR_G(j,i, operation_day)

 end do

  end do

end if

! -----------------------------------------------------------------------------------------------------------------

! -----------------------------------------------------------------------------------------------------------------

! the volumetric rate of the core

allocate(volume_core(Mesh_G_low,Mesh_G_column))

write(35,*)

if (reactor_type==1) then 

write(35,*) ' The distribution of the volumetric rate of the core of Prism type reactor'

write(35,600) (array_y(i),i=1,Mesh_G_column)

test=0

mesh_numbe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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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_rel_gr_bl_avg=0

do i=1, Mesh_G_low

do j=1,Mesh_G_column

volume_core(i,j)=(real(2*j-1))/real((Mesh_G_column**2*Mesh_G_low))

test=test+volume_core(i,j)

mesh_number=mesh_number+1

F_rel_gr_bl_avg=F_rel_gr_bl_avg+F_rel_PMR_G(i,j,operation_day)*volume_core(i,j)

end do

write(35,700) array_x(i), (volume_core(i,j),j=1,Mesh_G_column)

end do

! Write the avg. release rate through the graphite considering the temp. distribution

F_rel_gr_bl_avg=F_rel_gr_bl_avg/mesh_number

write(35,1200) F_rel_gr_bl_avg

  ! Rearrange the data to draw the graphic

  write(40,*) 

 write(40,*) '! Released rate distribution of the core due to the Li consieration volumetric rate'

 do i=1, Mesh_G_column

 do j=1, Mesh_G_low

 write(40,1300) i, Mesh_G_low-j+1,F_rel_PMR_G(j,i, operation_day)*volume_core(j,i)

 end do

  end do

else

write(35,*) ' The distribution of the volumetric rate of the core of Pebble type reactor'

write(35,900) (array_y(i),i=1,Mesh_G_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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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0

mesh_number=0

F_rel_gr_pe_avg=0

do i=1, Mesh_G_low

do j=1,Mesh_G_column

volume_core(i,j)=(real(2*j-1))/real((Mesh_G_column**2*Mesh_G_low))

test=test+volume_core(i,j)

mesh_number=mesh_number+1

F_rel_gr_pe_avg=F_rel_gr_pe_avg+F_rel_PBR_G(l,j,operation_day)*volume_core(i,j)

end do

write(35,1000) array_x(i), (volume_core(i,j),j=1,Mesh_G_column)

end do

!To subtraction fuel region from the reflector region 

do i=Mesh_F_low_s, Mesh_F_low_f

do j=Mesh_F_column_S,Mesh_F_column_f

F_rel_gr_fuel_pe_avg=F_rel_gr_fuel_pe_avg+F_rel_PBR_G(l,j,operation_day)*volume_core(i,j)

enddo

enddo

! Write the avg. release rate through the graphite considering the temp. distribution

F_rel_gr_pe_avg=F_rel_gr_pe_avg-F_rel_gr_fuel_pe_avg !/mesh_number

write(35,1200) F_rel_gr_pe_avg

  ! Rearrange the data to draw the graphic

  write(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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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40,*) '! Released rate distribution of the core due to the Li consieration volumetric rate'

 do i=1, Mesh_G_column

 do j=1, Mesh_G_low

 write(40,1300) i, Mesh_G_low-j+1,F_rel_PBR_G(j,i, operation_day)*volume_core(j,i)

 end do

  end do

endif

! -----------------------------------------------------------------------------------------------------------------

write(*,*) '! Success evalute the diffusion from generated site to primary coolant'

100 format(f6.0,10x,f3.0,8x,3(E8.3,5x))

200 format(e9.4)

300 format(4(f8.3,10x))

400 format(f8.0,10x,f9.4)

500 format(2(5x,f5.3,5x))

600 format(5x,9(I2,7x))

700 format(I3,2x,9(E8.3,1x))

800 format('operation day =',4I,/)

! For printout of the pebble type reactor

900 format(5x,15(I2,7x))

1000 format(I3,2x,15(E8.3,1x))

1100 format(' The avg. tritium release rate from fuel to primary coolant :',2x, E8.3)

1200 format(/,' The avg. Tritium release rate through graphte to the primary coolant' :, 2x, E8.3)



- 155 -

1300 format(3x,I3,3x,I3,3x,E8.3)

 end subroutine

!-------------------------------------------------------------------------------------------------------------------------------- 

!----------------------------------------------------------------------------------------------

! subroutine name : diffusion_with_thickness.f90

! structure : call from diffusion.f90 <- from TBEC1.f90

! Ver No : 1.0

! Date : 2005. 12. 13

! Made by : Daesik yook

! Objective : repeatedly caculation of tritium diffusion with graphite thickness

!----------------------------------------------------------------------------------------------

subroutine diffusion_with_thickness

use input_parameter

!! Numerical integration by using the Composite simpson's method

! summation of time dependendent release rate according to m=1(block type), m=2(pebble type)  

if(reactor_type==1) then

if( ((i.ge.Mesh_F_low_S) .and. (i .le. Mesh_F_low_F))&

 .and. (j .ge. Mesh_F_column_S) .and.(j .le. Mesh_F_column_F)) then

b_simpson=pitch_F/2

e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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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_simpson=pitch_G/2

end if  

!-----------------------------------------------------------------------------

! The composite simpson's method   

a_simpson=1E-10

x_0_simpson=a_simpson

h_simpson=(b_simpson-a_simpson)/(2*n_simpson)

sum_simpson=0.

do k=1,n_simpson

x_i_simpson=x_0_simpson+(2*k-2)*h_simpson

D_coeff_simpson=D_PMR_G(i,j)

call graphite_diff ! cala the function

sum_simpson=sum_simpson+graphite_diff_sum

x_i_simpson=x_0_simpson+(2*k-1)*h_simpson

D_coeff_simpson=D_PMR_G(i,j)

call graphite_diff

sum_simpson=sum_simpson+4*graphite_diff_sum

x_i_simpson=x_0_simpson+(2*k)*h_simpson

D_coeff_simpson=D_PMR_G(i,j)

call graphite_diff

sum_simpson=sum_simpson+graphite_diff_s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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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do

sum_simpson=((h_simpson/3)*sum_simpson)/(b_simpson-a_simpson)

!-----------------------------------------------------------------------------

else if (reactor_type==2) then

! F_rel_Li6_pe_time(time_thick)=F_rel_Li6_pe_time(time_thick)+F_release_matrix

if( ((i.ge.Mesh_F_low_S) .and. (i .le. Mesh_F_low_F))&

 .and. (j .ge. Mesh_F_column_S) .and.(j .le. Mesh_F_column_F)) then

b_simpson=pitch_F/2

else

b_simpson=pitch_G/2

end if  

!-----------------------------------------------------------------------------

! The composite simpson's method   

a_simpson=1E-10

x_0_simpson=a_simpson

h_simpson=(b_simpson-a_simpson)/(2*n_simpson)

sum_simpson=0.

do k=1,n_simpson

x_i_simpson=x_0_simpson+(2*k-2)*h_simpson

D_coeff_simpson=D_PBR_G(i,j)

call graphite_diff ! cala the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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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_simpson=sum_simpson+graphite_diff_sum

x_i_simpson=x_0_simpson+(2*k-1)*h_simpson

D_coeff_simpson=D_PBR_G(i,j)

call graphite_diff

sum_simpson=sum_simpson+4*graphite_diff_sum

x_i_simpson=x_0_simpson+(2*k)*h_simpson

D_coeff_simpson=D_PBR_G(i,j)

call graphite_diff

sum_simpson=sum_simpson+graphite_diff_sum

end do

sum_simpson=((h_simpson/3)*sum_simpson)/(b_simpson-a_simpson)

!-----------------------------------------------------------------------------

end if

! only one time, printout the result of the release rate with thickness

if(time_thick==operation_day) then

write(11,100) i, block_thick,F_release_matrix

end if

! Divide the result of the summation by the thickness 

! to calcluate the overall release rate of tritium originated from Li

if(reactor_type==1)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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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_rel_Li6_bl_time(time_thick)=F_rel_Li6_bl_time(time_thick)/i

else if (reactor_type==2) then

F_rel_Li6_pe_time(time_thick)=F_rel_Li6_pe_time(time_thick)/i

end if

! printout the release rate according to time

if(reactor_type==1) then

write(10,200) time_thick,F_rel_Li6_bl_time(time_thick) 

else if (reactor_type==2) then

write(10,200) time_thick, F_rel_Li6_pe_time(time_thick)

end if

100 format(i8,10x,e10.5,10x, f9.4)

200 format(i8,5x,f9.4)

end subroutine

!--------------------------------------------------------------------------------------------------------------------------------

!----------------------------------------------------------------------------------------------

! subroutine name : graphite_diff.f90

! structure : call from diffustion_with_thickness <- diffusion.f90 <- from TBEC1.f90

! Ver No : 1.0

! Date : 2005. 12. 13

! Made by : Daesik yook

! Objective : repeatedly caculation of tritium diffusion with graphite thickness

!----------------------------------------------------------------------------------------------

!! This function file is to calculate the release rate 

subroutine graphite_d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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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input_parameter

block_thick=x_i_simpson ! units : cm

do l=1,10

alpha_bessel(l)=J_0_bessel(l)/block_thick

end do

quantity=0

do l=1,10

quantity=quantity+4/((block_thick*alpha_bessel(l))**2)&

 *exp(-D_coeff_simpson*alpha_bessel(l)**2*time_thick*86400)

end do

if (quantity .ge. 1) quantity=0 ! To prevent negative value of the summation results

! if block_thick is very small then quantity > 1.  

graphite_diff_sum=1.-quantity

end subroutine

!----------------------------------------------------------------------------------------------

!----------------------------------------------------------------------------------------------

!----------------------------------------------------------------------------------------------

! subroutine name : permeation_coolant.f90

! structure : TBEC -> permeation_coolant

! Ver No : 1.0

! Date : 2005. 12. 13

! Made by : Daesik yook

! Objective : To evaluate tritium concentation from primary coolant to the secondary coola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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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rameter is used the tritium diffusion from the primary coolant to the secondary coolant

!  moles_coolant_bl, moles_coolant_pe : To calculate the partial pressure of tritium 

!  moles_T_coolant_bl(3000), moles_T_coolant_pe(3000)

!  moles_T_2nd_bl(3000), moles_T_2nd_pe(3000) : moles of tritium in the secondary coolant

!  pressure_bl,pressure_pe  : To calculate the partial pressure of tritium 

!  permeation_flux_pe(3000), permeation_flux_bl(3000)

!  partial_P_bl(3000),partial_P_pe(3000)

!  amount_T_2nd_pe, amount_T_2nd_bl  :  To calculate the amount of tritium in the secondary coolant

!  length_IHX_1st,length_IHX_2nd,area_IHX_1st,area_IHX_2nd

!  pre_exp_800, act_energy_800, permeability

!  Act_T_2nd(3000)

!    avg_temp_coolant_1st,avg_temp_coolant_2nd, mass_coolant_1st, mass_coolant_2nd

!  temp_amount_1st,temp_amount_3rd,temp_moles_1st,temp_moles_2nd

 subroutine permeation_coolant

use input_parameter

out_print_number=30 ! this is the file number of permation.dat 

write(out_print_number,100) 

write(out_print_number,200)

write(out_print_number,300)

! calculation permation related factors

avg_temp_coolant_1st=avg_temp_coolant_1st+273

avg_temp_coolant_2nd=avg_temp_coolant_2nd+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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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eactor_type==11) then

permeability_1st=reduction_O2_bl*pre_exp_800*exp(-act_energy_800/(R_gas*avg_temp_coolant_1st))

permeability_2nd=reduction_O2_bl*pre_exp_800*exp(-act_energy_800/(R_gas*avg_temp_coolant_2nd))

else if (reactor_type==12) then

permeability_1st=reduction_O2_pe*pre_exp_800*exp(-act_energy_800/(R_gas*avg_temp_coolant_1st))

permeability_2nd=reduction_O2_pe*pre_exp_800*exp(-act_energy_800/(R_gas*avg_temp_coolant_2nd))

end if

moles_T_2nd_bl(1)=0

moles_T_3rd_bl(1)=0

moles_T_3rd_bl(2)=0

partial_P2_bl(1)=0

moles_T_2nd_pe(1)=0

moles_T_3rd_pe(1)=0

moles_T_3rd_pe(2)=0

partial_P2_pe(1)=0

temp_moles_1st=0

temp_moles_2nd=0

write(out_print_number,400)

write(out_print_number,500) permeability_1st,permeability_2nd, avg_temp_coolant_1st,avg_temp_coolant_2nd

write(out_print_number,600)

write(out_print_number,700)

write(out_print_number,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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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culation of tritium moles from the existing tritium in the coolant

if(reactor_type==11) then

moles_coolant_bl=(mass_coolant_1st*1E3)/4 ! conversion from kg to moles

moles_coolant_bl_2nd=(mass_coolant_2nd*1E3)/4 ! moles of coolant = mass coolant(kg)*1E3(g/kg)/4(g/moles) 

do i=time_interval, operation_day, time_interval

! if(i==1) then

! print_time=1+(i-1)*time_interval ! the time interval is the arithmetical progression

! else

! print_time=(i-1)*time_interval

! end if

if(decisions==1) then

moles_T_coolant_bl(i)=(T_act_coolant_bl_dist(i)*3.7E10/(lamda*6.02E23))

else

moles_T_coolant_bl(i)=(T_act_coolant_bl(i)*3.7E10/(lamda*6.02E23))

end if

temp_moles_1st=moles_T_coolant_bl(i)

!moles_T_2nd_bl(i-1) ! conversion from Ci to moles

! moles of trtium = Ci * 3.7E10(#/sec)/lamda(sec-1)/ 6.02E23(#/moles)

! partial_P_bl(i)=pressure_bl*(moles_T_coolant_bl(i))/(moles_coolant_bl+moles_T_coolant_bl(i))

temp_amount_1s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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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_amount_2nd=0

do j=1,86400*i

partial_P1_bl(i)=(temp_moles_1st*(j/(86400*i)))/moles_coolant_bl*6E6

permeation_flux1_bl(i)=permeability_1st*((partial_P1_bl(i)**n_power)-(partial_P2_bl(i))**n_power) ! J = Kp/l( units: mm -> m) * P^1/2

temp_amount_1st=temp_amount_1st+area_IHX_1st/(length_IHX_1st*1E-3)*permeation_flux1_bl(i)

moles_T_2nd_bl(i)=temp_amount_1st ! sumation of permeated tritium 

temp_moles_2nd=moles_T_2nd_bl(i)

partial_P2_bl(i)=(temp_moles_2nd*(j/(86400*i)))/moles_coolant_bl_2nd*6E6

permeation_flux2_bl(i)=permeability_2nd*(partial_P2_bl(i)**n_power)

temp_amount_2nd=temp_amount_2nd+area_IHX_2nd/(length_IHX_2nd*1E-3)*permeation_flux2_bl(i)

moles_T_3rd_bl(i)=temp_amount_2nd

Act_T_3rd_bl(i)=moles_T_3rd_bl(i)*6.02E23*lamda ! Bq = moles * 6.02E23(#/moles)*lamda(sec-1)

end do

write(out_print_number,900) i,moles_T_coolant_bl(i),moles_T_2nd_bl(i),moles_T_3rd_bl(i)&

,partial_P1_bl(i),partial_P2_bl(i),permeation_flux1_bl(i)&

,permeation_flux2_bl(i),Act_T_3rd_bl(i)

end do

else if (reactor_type==12) then

moles_coolant_pe=(mass_coolant_1st*1E3)/4 ! conversion from kg to moles

moles_coolant_pe_2nd=(mass_coolant_2nd*1E3)/4 ! moles of coolant = mass coolant(kg)*1E3(g/kg)/4(g/m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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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i=time_interval, operation_day, time_interval

moles_T_coolant_pe(i)=(T_act_coolant_pe(i)*3.7E10/(lamda*6.02E23))

temp_moles_1st=moles_T_coolant_pe(i)

 !moles_T_2nd_bl(i-1) ! conversion from Ci to moles

! moles of trtium = Ci * 3.7E10(#/sec)/lamda(sec-1)/ 6.02E23(#/moles)

! partial_P_bl(i)=pressure_bl*(moles_T_coolant_bl(i))/(moles_coolant_bl+moles_T_coolant_bl(i))

temp_amount_1st=0

temp_amount_2nd=0

do j=1,86400*i

partial_P1_pe(i)=(temp_moles_1st*(j/(86400*i)))/moles_coolant_pe*6E6

permeation_flux1_pe(i)=permeability_1st*((partial_P1_pe(i)**n_power)-(partial_P2_pe(i))**n_power) ! J = Kp/l( units: mm -> m) * P^1/2

temp_amount_1st=temp_amount_1st+area_IHX_1st/(length_IHX_1st*1E-3)*permeation_flux1_pe(i)

moles_T_2nd_pe(i)=temp_amount_1st ! sumation of permeated tritium 

temp_moles_2nd=moles_T_2nd_pe(i)

partial_P2_pe(i)=(temp_moles_2nd*(j/(86400*i)))/moles_coolant_pe_2nd*6E6

permeation_flux2_pe(i)=permeability_2nd*(partial_P2_pe(i)**n_power)

temp_amount_2nd=temp_amount_2nd+area_IHX_2nd/(length_IHX_2nd*1E-3)*permeation_flux2_pe(i)

moles_T_3rd_pe(i)=temp_amount_2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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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_T_3rd_pe(i)=moles_T_3rd_pe(i)*6.02E23*lamda ! Bq = moles * 6.02E23(#/moles)*lamda(sec-1)

end do

! do j=1,86400*i

! end do

write(out_print_number,900) i,moles_T_coolant_pe(i),moles_T_2nd_pe(i),moles_T_3rd_pe(i)&

,partial_P1_pe(i),partial_P2_pe(i),permeation_flux1_pe(i)&

,permeation_flux2_pe(i),Act_T_3rd_pe(i)

end do

end if

100 format('!------------------------------------------------------------------------------------------------')

200 format('! Tritium permeation from primary coolant to the secondary coolant')

300 format('! calculated parameter')

400 format('! permeability(moles*m-1s-1Pa-0.5) average temerature coolant(K)')

1000 format('! 1st 2nd primary secondary')

500 format(2(5x,e8.3),35x,2(f8.3))

600 format('! Time   Tritium amount partial Pressure permation flux Released activity')

700 format(' days    moles Pa moles/(m2*s*Pa0.5)      Bq')

800 format('  1st   2nd   3rd 1st   2nd 1st   2nd')

900 format(i5,3(2x,e8.3),4(5x,e8.3),6x,e8.3)

 end subroutine permeation_coola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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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broutine name : analysis_PRISM.f90

! structure : TBEC -> analysis_PRISM

! Ver No : 1.0

! Date : 2005. 12. 13

! Made by : Daesik yook

! Objective : To print out the briefly results

!--------------------------------------------------------------------------------------------------------------------------------

subroutine analysis_PRISM

use input_parameter

total_activity= total_activity_f + total_activity_He+ total_activity_Li+ total_activity_B

avg_fission= total_activity_f/total_activity*100 ; avg_He= total_activity_He/total_activity*100

avg_Li= total_activity_Li/total_activity*100 ; avg_B=total_activity_B/total_activity*100

avg_total=avg_fission + avg_He + avg_Li + avg_B

write(15,100)

write(15,200)

write(15,300) total_activity_f, total_activity_He, total_activity_Li, total_activity_B, total_activity

write(15,400) avg_fission, avg_He, avg_Li, avg_B, avg_total

write(15,500) 

write(*,*) '! Success printout briefly result '

100 format(/,'analysis of tritium activity and distribution ')

200 format('        By fission     By He-3          By Li-6           By B10     Total ')

300 format('activity (Ci)',2x,E10.4,4(10x,E10.4))

400 format('percent (%)',2x,f10.2,4(10x,f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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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format('---------------------------------------end of result data--------------------------------------------')

end subroutine analysis_PRIS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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