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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하나로 반사체의 수직공 안에 설치되는 냉중성자원은 원자로에서 생성되는 열중성자를 

약 22 K 의 감속재로 감속시켜 0.1~10 meV 범위에서 높은 선속을 갖는 냉중성자를 생산한다. 

냉중성자원이 원자로 반사체 탱크 내에 설치되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누설 

감지 및 외부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소계통은 헬륨 또는 질소가스 블랭킷화되어 있어 블랭

킷의 압력변화에 의해 누설을 감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수소충진설비, 수소저장설비, 수소버퍼탱크, 수소박스, 수소배관으로 이루어진 수소계

통은 헬륨냉동계통의 운전모드에 따라 냉중성자원 수조내기기에서 수소를 안전하게 공급 및 

회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운전 중 필요한 수소 총량을 계산하여 충진된 수소 전량

을 안전하게 관리 및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설계된 내용 및 운전개념을 기술하였다.   

 가스블랭킷계통은 냉중성자원 각 계통에 설치된 공압밸브의 구동을 위한 고압질소를 

공급하고, 수소계통을 외기 및 경수로부터 격리 및 예기치 않는 상황에서 수소의 외부누출을 

방지함은 물론 진공용기를 포함한 수조내기기 내부로 공기 및 경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 

냉중성자원을 보호하기 하도록 설계하였으며, 상세설계 한 내용과 함께 운전개념에 대해서도 

본 보고서에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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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수소계통 상세설계 

 

1. 개요 

 수소계통은 냉중성자원 수조내기기에서 중성자의 감속재로 사용되는 수소를 원활히 공급 및 
회수하는 계통이다. 따라서 수소계통은 수조내기기에서 수소를 안전하게 공급 및 회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냉중성자원 운전 중에 요구되는 수소의 전량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하고, 수소의 초기충진 및 수소의 일부 또는 전량 제거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수소계통은 정상운전 중인 냉중성자원 수조내기기 내부의 온도

가 비정상적으로 상승됨에 따라 급격하게 팽창 배출되는 수소를 수소버퍼탱크로 안전하게 회

수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수소계통은 수조 내의 EL+6.48m 높이에 설치되는 수조내기기 집합체와의 연결플랜지로부터 
냉중성자원 기기실 3 층인 공정실에 설치되는 수소박스내의 밸브 매니폴드를 거쳐 수소버퍼

탱크까지의 기기 및 배관을 포함한다.  아울러, 수소의 충진 및 저장을 위하여 밸브 매니폴드

에 연결되는 수소충진설비 및 수소저장설비가 수소계통에 포함된다. 

2. 설계기준 

2.1 등급기준 

 일반설계기준(General Design Criteria)에 따라 수소계통의 각 구성 설비 및 기기는 아래와 
같이 등급분류 된다. 등급분류에 따른 설계요건은 일반설계기준에 기술되어 있다 [1]. 

 

항 목 안전등급 품질등급 내진범주 비 고 

수소충진설비 NNS S Non  

수소버퍼탱크 (외부용기) NNS T II  

수소공급배관 (외부배관) NNS T II  

수소박스 NNS T II  

수소박스 내부 밸브 NNS T 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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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안전등급 품질등급 내진범주 비 고 

수소박스 외부 밸브 NNS S Non  

계통보호용 계측감지기 NNS T Non  

수소저장설비(Metal Hydride Unit) NNS S Non  

수소저장설비 지지대 NNS S Non  

현장계기 NNS S Non  

가스분석기 NNS S Non  

수소가스 검출기 NNS S Non  

 

2.2 일반요건 

(1) 수소계통은 설계수명 40 년(소모품 제외) 이상이 되도록 설계한다. 

(2) 수소계통의 설계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평균 운전온도 : 300 K (Hydrogen warm temperature) 
    21.82 K (Hydrogen cold temperature) 

2)  운전압력 : 305 kPa(a) (Hydrogen warm pressure) 
    152 kPa(a) (Hydrogen cold pressure) 

3)  설계압력 / 설계온도 : 500 kPa(a) / 333 K 

4)  계통 내 수소 순도 : 99.999% 이상 

5)  수조내기기의 수소 요구량 : 168.7g 

(3) 수소공급배관, 수소박스 및 수소버퍼탱크에는 이중배관 및 이중용기를 설치하고 불활성 기체

를 주입하여 수소의 누출 및 외부공기의 유입을 방지한다.  가스블랭킷의 설계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운전온도  : 300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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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블랭킷 가스  : 수소공급배관 : 헬륨 
      수소박스  :  질소 
      수소버퍼탱크  :  질소 

3)  운전압력  : 헬륨 블랭킷 : 180 kPa(a) 
      질소 블랭킷 : 130 kPa(a) 

4)  설계압력  : 3000 kPa(a)  
     (배관 및 용기) 

(4) 수소계통내 전체 수소량은 최대 355g 이하로 한다. 

(5) 내진범주 II 로 분류된 기기는 SSE 발생 동안 또는 그 이후에도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하고 
수소가스의 누설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6) 수소계통은 완전 밀폐형 순환계통으로 어떠한 가스방출구도 설치되지 않으며, 정상운전 중에 
수소의 보충이 필요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7) 수소계통에서 수소의 유동은 수조내기기 내부의 열교환기에서 헬륨냉동계통으로부터 공급되

는 저온헬륨과의 열교환으로 수소액화에 의한 압력변화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수소계통은 이

러한 수소의 유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설계한다. 

(8) 수소계통은 수조내기기 내부의 비정상적인 급격한 온도변화에 따른 수소팽창을 고려하여 설

계한다. 

(9) 수소계통은 수소 가스의 누출 및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 등에 의한 폭발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Leak-Tight 개념을 적용한다. 

(10) 수소계통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 또는 하강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원자로를 정지할 수 
있도록 원자로 제어계통과 연계한다. 

(11) 수소계통으로 연결되는 배관에 설치되는 밸브들은 수소가스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렬 
2 중으로 설계한다. 

(12) 수소계통은 피동적 안전개념, 간편한 운전, 유지보수의 간편 및 최소화, 가스 취급 및 위험

성의 최소화를 적용하여 설계한다. 

(13) 수소버퍼탱크 및 일체의 수소 관련 설비들은 원자로실 내 CNS 공정실에 설치하되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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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접근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외부 화재로 인한 화염의 영향에 대비하여 수소버퍼탱

크 주변에 물리적 방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물리적 방호벽은 2 시간 내화등급의 경량 방화

벽으로 설치한다. 

2.3 운전요건 

 냉중성자원 시설계통의 운전모드는 정지, 기동, 정상운전 등으로 구분된다.  각 운전모드 

별 설계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정지모드 (SD Mode) 

1)  원자로가 정지되면 냉중성자원 시설계통을 정지시킨다. 
 
단, 정지모드에서도 외부 공기의 계통 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블랭킷계통은 
정상운전한다. 

2) 정지모드에서는 헬륨냉동계통이 상온운전모드로 전환됨에 따라 수조내기기 내의 액

체수소는 기화하여 수소버퍼탱크로 이동된다. 

(2) 기동모드 (SU Mode) 

1) 냉중성자원을 기동하기 전에 수소버퍼탱크와 수조내기기 사이의 모든 밸브는 개방하

여 수소가 계통 내에서 자유롭게 유동할 수 있도록 한다. 

2) 헬륨냉동계통을 초기 기동하기 전에 수소계통 내의 수소 순도를 분석하여 99.999% 
이상임을 확인한다. 이후 수소계통을 외기와 접촉시키지 않으면, 추가적인 수소 순도 
분석은 수행하지 않는다. 

3) 원자로를 기동하기 전에 헬륨냉동계통을 먼저 기동하여 수소버퍼탱크에 있는 수소가 
수조내기기 내로 이동되어 감속재용기의 일정액위까지 액화될 수 있도록 한다. 

(3) 운전모드 (OP Mode) 

1) 감속재용기에 과냉각된 액체수소가 채워지고 헬륨냉동계통의 냉동용량과 수조내기기 
내의 열침입량이 균형을 이루어 열사이펀 현상이 형성된 후 원자로를 기동한다. 

2) 원자로의 출력이 증가함에 따라 헬륨냉동계통의 냉동용량도 상응하여 증가시키면서 
정상운전 조건에서 열사이펀 현상이 안정적, 정상적으로 유지된다. 

3) 운전모드에서 수소버퍼탱크와 수조내기기 사이의 모든 밸브는 개방된 상태를 유지하

여 수조내기기 내부에 비정상적인 압력 상승이 발생한 경우 수소버퍼탱크 내로의 수

소유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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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어요건 

(1) 수소가스 분석 및 감지  

 수소를 초기 충진하기 전에 수소의 순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소가스 분석기를 수소주입

배관에 설치한다.  수소박스에 설치되는 각종 밸브로부터 수소 누출을 감시하기 위하여 수소 누

출감지기를 설치한다.  또한, 수소 관련 설비 들이 설치되는 장소 주변에 수소 누출감지기를 설

치하여 수소 누출을 감시한다.  수소 누출이 감지되면 제어실 및 현장에 청각 및 시각 경보가 울

리도록 설계한다.   

(2) 압력계 

1) 수소계통의 운전을 위한 압력신호전송기는 수소박스 내에 설치하며, 수조내기기와 
수소버퍼탱크 사이의 차단밸브 기준으로 수조내기기 측에 설치함으로써 차단밸브를 
잠그더라도 수조내기기 집합체 내부의 수소압력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2) 원자로 정지용 압력전송기는 3 중으로 설치하여 수소계통의 압력 비정상 발생 시 2 
out-of-3 개념에 따라 원자로 비상정지신호를 발생할 수 있도록 한다. 

3) 수소버퍼탱크의 압력 계측을 위한 압력전송기를 수소박스 내에 설치한다.  이 압력

전송기는 운전초기에 수소계통 내 수소가스의 체적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아울러 이 압력전송기에 의한 압력과 수소탱크에 설치된 온도센서에 의한 온도에 따

라 충진된 수소 질량을 계산하여 설정된 충진량에 도달 시 충진밸브를 차단한다. 

2.5 기기별 요건 

(1) 수소버퍼탱크 

1) 수소계통 내에서 수소를 저장 및 공급하기 위하여 1 대의 수소버퍼탱크를 설치한다. 
수소버퍼탱크는 스테인리스스틸 재질로서 이중벽 구조로 설계한다. 

2) 수소버퍼탱크의 용량은 1.1.3 절에서 제시된 운전조건에 따라 수소계통에서 사용되는 
수소를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3) 수소버퍼탱크의 내벽 및 외벽 사이의 공간은 가스블랭킷으로 사용되며 가스블랭킷계

통에 연결하여 질소 블랭킷가스를 채워야 한다.  가스블랭킷에는 가스블랭킷계통 및 
관련 계기의 연결을 위한 노즐을 설치한다. 

(2) 밸브 매니폴드 

1) 밸브 매니폴드는 수소버퍼탱크와 수조내기기 사이에 있는 설비로서, 수소버퍼탱크, 
수조내기기 및 수소충진설비 등의 3 개 방향으로의 유체 흐름을 제어하도록 설계한

다. 

2) 밸브 매니폴드는 수소박스 내부에 설치되며 수소박스는 가스블랭킷계통에 연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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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 블랭킷가스가 채워지도록 한다.  수소박스에는 가스블랭킷계통 및 관련 계기의 
연결을 위한 노즐 및 차단밸브를 설치한다. 

3) 공압밸브의 작동을 위하여 압축공기 대신 압축질소를 사용하며, 솔레노이드 밸브는 
수소박스 외부에 설치한다.  압축질소는 가스블랭킷계통의 질소충압탱크로부터 공급

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3) 수소저장설비 

1) 수소계통의 유지보수 또는 계통 내부의 수소를 제거할 경우에 대비하여 이동식 수소

저장설비 1 대를 설치한다. 

2) 이동식저장설비는 수소저장합금에 수소가 흡수되어 금속수소화물을 형성하는 장치로

서, 수소 저장 후 계통 내부의 수소 압력을 20kPa(a)이하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

한다. 

3) 이동식저장설비에 저장된 수소는 원자로 건물 외부의 환풍이 잘되는 곳으로 이동하

여 대기 방출시키거나 저속으로 연소시키는 방법을 이용하여 배출시킴으로써 이동식 
저장설비를 재사용하도록 설계한다. 

(4) 수소충진설비 

1) 수소충진설비는 수소계통에 수소를 초기 충진하기 위한 설비로서 이동식 수소저장용

기, 자동감압밸브, 관련 배관 등으로 구성된다.  수소저장용기 내부 수소의 순도는 
99.9999% 이상이어야 한다. 

2) 설정된 압력으로 수소를 주입하기 위하여 자동감압밸브를 설치한다. 

3) 수소충진설비는 냉중성자원 기기실 3 층 공정실에 설치하며 해당 관련 법규를 따른

다. 

4) 수소충진시 수소계통 배기를 위한 가스블랭킷계통의 진공배기장치의 운전 진공도는 
1.33 x 10-3 Torr 이하이어야 한다. 

(5) 수소공급배관 

1) 수소공급배관은 수조내기기의 연결플랜지 그리고 밸브매니폴드와 수소버퍼탱크를 연

결한다. 

2) 수소계통의 모든 밸브는 팩레스 벨로우즈실형(Pack-less and Bellows-sealed Type)을 
사용한다. 

3) 공압밸브는 펙레스 벨로우즈실형을 적용하고, 스프링리턴형을 채택하여 공압 상실 
즉시 고장시 안전위치(Fail-Safe Position)로 가도록 한다.  모든 공압밸브는 유지보수

를 위하여 수동으로 개폐가 가능하도록 한다. 

4) 수소박스와 수조내기기 사이의 배관은 이중관으로 설계하고, 관사이의 공간은 가스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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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킷으로 사용되며 가스블랭킷계통에 연결하여 헬륨 블랭킷가스가 채워지도록 한다.  
가스블랭킷에는 가스블랭킷계통 및 관련 계기의 연결을 위한 노즐을 설치한다. 

2.6 화재방호요건 

 냉중성자원 시설계통의 정상운전 중 화재 및 폭발로 인하여 원자로의 안전기능 수행에 어떠

한 영향도 주지 않도록 예상되는 사고원인을 근복적으로 차단 또는 다중방호개념 및 방화벽

설정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또한 수소공급배관은 크레인의 하중물 낙하로 인한 파손의 
위험이 없도록 배치한다.  더불어 수소가 누출되더라도 국부적인 축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

소관련 기기 및 배관이 설치된 냉중성자원 공정실의 구조는 개방형으로 설계하여 원자로실 
환기계통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2.7 재질요건 

 수소계통 내의 모든 배관, 밸브 및 수소버퍼탱크는 수소의 순도 유지를 위하여 내부식성 
및 수소취성에 강한 재질로 설계한다. 

 

3. 계통의 연계 및 경계  

3.1 계통의 연계 

연계 계통 연계 사항 

수조내기기 
수소계통은 수조내기기에 수소를 공급하고 정상운전, 비정

상운전, 계통유지보수 및 사고 시 수조내기기에서 배출되

는 수소를 회수한다. 

가스블랭킷계통 

헬륨 가스블랭킷 계통은 수조내기기와 수소박스 사이의 수

소공급배관 가스블랭킷에 헬륨가스를 공급하고 제어한다. 
질소 가스블랭킷 계통은 수소박스 및 수소버퍼탱크의 가스

블랭킷에 질소가스를 공급하고 제어한다. 
수소계통 배기 시 배출되는 가스는 가스블랭킷계통의 이동

식 진공배기장치에 의하여 배기수집탱크로 수집되어 처리

된다. 
수소계통에 수소를 초기 충진하거나 계통으로부터 수소를

제거할 때 계통 내부에 잔류하고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헬륨이 공급된다. 

계측제어계통 수소계통 내에 압력 비정상 시 원자로가 자동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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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계통의 경계 

수소계통과 연계된 계통의 경계는 다음과 같다. 

연계 계통 계통 경계 

수조내기기 수조내기기와의 연결 플랜지 (EL 6.48m) 

가스블랭킷계통 

수소공급배관 가스블랭킷의 헬륨가스 주입을 위해 외부배관

에 설치된 노즐의 연결플랜지 
수소박스 및 수소버퍼탱크 가스블랭킷에 질소가스 주입을

위한 배관의 연결플랜지 
계통내 배기가스를 배출시키기 위하여 이동식 진공배기장치

와 연결되는 배관의 차단밸브 후단의 연결플랜지 
수소계통에 수소를 초기 충진하거나 계통으로부터 수소를

제거할 때 계통 내부에 잔류하고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헬륨 공급용 배관의 차단밸브 

계측제어계통 원자로 제어계통 

 

4. 적용 규격 및 표준 

수소계통의 설계를 위하여 적용하는 주요 규격 및 표준은 다음과 같으며 2005 년 5 월 31 일

을 기준으로 최신본을 적용한다. 

1)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 (ASME) 

- B & PV Code Section Ⅴ  Nondestructive Examinations 

- B & PV Code Section Ⅷ, Division 1 Pressure Vessels 

- B & PV Code Section Ⅸ Welding and Brazing Qualifications 

- B16.10 Face-to-face and End-to-end Dimensions of Valves 
- B16.11 Forged steel Fittings, Socket-Welding and Threaded 
- B16.25 Butt-welding Ends 
- B16.34 Valves-Flanged, Threaded, and Welding End 
- B31.1 Power Piping 
- B36.19M Stainless Steel Pipe 

2)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ASTM) 

- A108 Standard Specification for Steel Bar, Carbon and Alloy, Cold-Finished 
- A194 Standard Specification for Carbon and Alloy Steel Nuts for Bolts for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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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ure or High Temperature Service, or Both 
- A240 Standard Specification for Chromium, Chromium-Nickel Stainless Steel 

Plate, Sheet and Strip for Pressure Vessels for General Application 
- A276 Standard Specification for Stainless Steel Bars and Shapes 
- A312 Standard Specification for Seamless, Welded, and Heavily Cold Worked 

Austenitic Stainless Steel Pipes 
- A453 Standard Specification for High-Temperature Bolting Materials with 

Expansion Coefficients Comparable to Austenitic Stainless Steels 
- A564 Standard Specification for Hot-Rolled and Cold-Finished Age-Hardening 

Stainless Steel Bars and Shapes 

3) Manufacturers Standardization Society of the Valve and Fittings Industry, Inc. (MSS) 

- SP-25 Standard Marking System for Valves, Fittings, Flanges and Unions 
- SP-55 Quality Standard for Steel Castings for Valves, Flanges and Fitting and 

Other Piping Components 
- Visual Method of Evaluation of Surface Irregularities 

- SP-61 Pressure Testing of Steel Valves 

4) American Welding Society, Inc. (AWS) 

- A4.2 Standard Procedures for Calibrating Magnetic Instruments to Measure 
the Delta Ferrite Content Austenitic Stainless Steel Weld Metal 

- D1.1 Structural Welding Code 
- D12.1 Reinforcing Steel Welding Code 

5)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 

- NSS 1740.16 Safety Standard for Hydrogen and Hydrogen System  
(Guidelines for Hydrogen System Design, Materials Selection, 
Operations, Storage, and Transportation) 

6)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NFPA) 

- NFPA 50A Standard for Gaseous Hydrogen Systems at Consumer Sites 

7)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NEMA) 

- MG-1 Motors and Gener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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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통 설명 

5.1 계통 구성 

 수소계통은 수조내기기 내에 수소를 공급 및 회수하는 계통으로 헬륨냉동계통의 운전에 

따라 피동적으로 운전된다.  수소계통은 완전 밀폐형 순환계통이며, 계통 내부에 수소의 원활한 

흐름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장치도 설치되지 않는다.  또한 수소계통에는 가스방출구가 설치되지 

않고 내부 수소가 소모되지 않으므로, 초기 충전 후 수소를 보충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허

용되지 않는다.   

 수소계통은 수조 내의 EL+6.48m 높이에 설치되는 수조내기기의 연결플랜지로부터 CNS 

공정실에 설치되는 수소박스내의 밸브 매니폴드를 거쳐 수소버퍼탱크까지의 기기 및 배관을 포함

한다. 수소계통은 수소버퍼탱크(1 대), 수소버퍼탱크와 수조내기기 집합체 사이의 밸브매니폴드(1 

식), 밸브매니폴드가 내장된 수소박스(1 대), 수소충전설비(1 대), 수소저장설비(1 대) 등으로 구성

되며, CNS 공정실에 설치된다.  수소계통의 구성, 배관 및 제어계측은 수소계통 P & ID(HAN-

CNS-772-MC-H001, 첨부 1)에 나타나 있다.  수소버퍼탱크로부터 수조내기기까지의 모든 기기 

및 배관의 주변에는 가스블랭킷계통이 설치되며, 가스블랭킷계통은 수소와 공기, 수소와 원자로 

수조수 사이의 2 차 방벽을 구성한다.  수소계통의 가스블랭킷은 수소버퍼탱크, 수소박스, 수소박

스와 수조내기기 집합체 사이 배관 등의 3 개 부분이 독립적으로 적용되며, 서로 연결되지 않는

다.  수소버퍼탱크 및 수소박스 블랭킷에는 질소가 채워지고, 수소박스와 수조내기기 집합체 사

이 배관 블랭킷에는 저온 수소에 의한 응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헬륨이 채워진다.  

 수소버퍼탱크의 용량은 1.3m3 이며, 수소계통의 수소 재고량은 약 1.36m3 이다 (첨부

2).  저장되는 수소의 질량은 약 332g 이다.  초기 충전되는 수소의 순도는 99.9999% 이상이어야 

하며, 초기 충전 후 계통 내의 수소순도는 99.999% 이상으로 관리된다. 

5.2 계통 기능 

 수소계통은 수조내기기에서 중성자의 감속재로 사용되는 수소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계통으로

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1) 헬륨냉동계통 운전 및 원자로 운전에 따라 감속재용기 내에서 수소가 액화 또는 기

화되면서 수소가 감속재용기 또는 수소버퍼탱크로 자연스럽게 이동될 수 있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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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수조내기기 내부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됨에 따라 급격하게 팽창 배출되는 수

소가 수소버퍼탱크로 안전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한다. 

3) 가스블랭킷에 의한 이중 격납개념을 적용하여 계통 내부에 저장된 수소가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수소가 초기 충전되는 상온수소압력은 약 305kPa(a)이며, 수소의 유동은 수조내기기 내부의 
열교환기에서 헬륨냉동계통으로부터 공급되는 저온헬륨과의 열교환으로 수소액화에 의한 압

력변화에 따라 이루어진다.  정상운전 중 수소계통의 저온수소압력은 약 152kPa(a)이다. 

5.3 기기 설명 

(1) 수소버퍼탱크 

 수소버퍼탱크는 상온상태에서 계통 내 수소의 약 95% 이상을 저장한다.  수소버퍼탱크는 스

테인리스스틸 재질로서 이중벽 구조로 제작하며, 외부 용기는 가스블랭킷으로 사용하고 질소 
블랭킷가스가 채워진다. 

 수소버퍼탱크의 사양 및 부속설비는 아래와 같다. 

1) 형식 : 이중 수직 원통형 탱크 

2) 용량 : 1.3m3  (수소 내용적 기준) 

3) 설계압력 :  

A. 내부용기 : 500 kPa(a) 

B. 외부용기 : 3000 kPa(a) 

(2) 수소박스 

 수소박스는 수소버퍼탱크와 수조내기기 집합체 사이의 밸브매니폴드가 설치되는 압력용기

로서 스테인리스스틸로 제작한다.  수소박스에는 질소 블랭킷가스를 채움으로써 외부 공기의 유

입을 차단하고 불활성 분위기를 조성한다.  공압밸브의 솔레노이드밸브는 수소박스 외부에 설치

하여 잠재적인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전기에너지가 수소박스 내부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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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박스는 수평 원통형 탱크의 형태로 제작되며, 양쪽 헤드부가 힌지(Hinge) 형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수소박스 내부의 수동 차단밸브는 좁은 공간에서 조작이 용이하도록 볼밸브를 

적용하고, 가능한 헤드부에 가깝도록 배치된다. 

1) 형식 : 수평 원통형 탱크 

2) 크기 : 1.2m(φ) x 2.1m(L) 

3) 설계압력 : 3,000 kPa(a) 

(3) 수소저장설비 

 수소저장설비는 수소저장합금에 수소가 흡수되어 금속수소화물을 형성하는 이동식 장치로

서 수소계통의 유지보수 시 수소를 계통으로부터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수소저장설비는 수

소계통 내부의 수소를 20kPa(a) 이하로 제거한다.  잔류 수소는 헬륨가스로 희석시켜 배기수집탱

크로 배출한다. 

 수소저장설비는 금속수소화물이 저장되는 수소저장탱크, 냉각용 공기 및 가열용 공기의 

순환을 위한 블로어, 내부 공기의 가열을 위한 전기히터 등으로 구성된다.  

1) 형식 : 금속수소화물, 이동식 

2) 평탄압력 : 20 kPa(a) 

3) 설계압력 : 1,000 kPa(a) 

(4) 수소충전설비 

 수소충전설비는 수소계통에 수소를 초기 충전하기 위한 설비로서 이동식 수소저장용기, 

자동감압밸브, 관련 배관 등으로 구성된다.  수소충전설비는 설비 보호를 위하여 캐비넷 내부에 

설치하며, 캐비넷은 수소 누출사고에 대비하여 누출된 수소가 내부에 축적되지 않도록 개방형으

로 설치한다.  자동감압밸브 후단에는 압력스위치를 설치하여 수소의 압력이 설정 압력 이상이 

되면 수소저장용기의 출구밸브를 자동으로 차단하도록 한다.  

1) 형식 : 개방형 캐비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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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크기 : 46.7 Liter 실린더 1 개 저장용 

(5) 수소공급배관 

 수소공급배관은 수조내기기의 연결플랜지와 수소버퍼탱크를 연결하는 배관이다.  수소박

스에 설치되는 밸브매니폴드를 제외하고 이중관으로 설치하며, 수소박스와 수조내기기 사이의 외

부 배관에는 헬륨 블랭킷가스를 충전한다. 수소계통의 모든 밸브는 팩레스 벨로우즈실형을 사용

한다.  또한 공압밸브는 펙레스 벨로우즈실형을 적용하고, 스프링리턴형을 채택하여 공압 상실 

즉시 고장시 안전위치(Fail-Safe Position)로 가도록 한다.  모든 공압밸브는 유지보수를 위하여 수

동으로 개폐가 가능하도록 한다.  수소공급배관의 사양은 아래와 같다. 

1) 형식 : 이중관 

2) 설계압력 : 내부배관 500 kPa(a) / 외부배관 3,000 kPa(a) 

 

5.4 계통 제어 

 수소계통은 피동적인 계통으로서 초기 충전 시를 제외하고 자체적인 제어 장치를 보유하

고 있지 않다. 

(1) 초기 충전 

 수소계통의 초기 충전은 수소의 질량을 기준으로 한다.  수소계통에 충전되는 수소의 질

량을 감시하기 위하여 수소버퍼탱크에 온도센서 및 압력센서가 설치되어 있으며, CNS 제어컴퓨

터는 이들 현장 계기로부터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온도 및 압력 값을 이용하여 수소계통에 충전되

는 질량을 계산하여 충전요구량에 도달하면 수소계통 차단밸브를 수동으로 닫는다. 운전원이 차

단밸브를 수동으로 닫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소계통 내 수소질량이 설정치에 도달되어 계통 내 수

소의 과충전을 방지하기 위해 차단밸브는 자동으로 차단된다. 수소계통에 충전되는 수소의 질량

은 다음 식으로 계산된다.  이 식에서 수소계통 용적과 기체상수는 냉중성자원 계측실 내 엔지니

어링 스테이션에서 입력한다. 

RT
PVm

mRTP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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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수소계통 압력 (N/㎡) 

V : 수소계통 용적 (m3) 

T : 수소버퍼탱크 내부의 수소 온도 (K) 

m : 수소계통 내부의 수소질량 (kg) 

R : 기체상수 (N m / kg K) 

 

(2) 수소계통 압력 감시 

 수소계통의 압력은 연속적으로 감시되며, 수소계통 압력이 수소계통 고압력/저압력에 도

달하면 원자로 정지신호가 발생된다. 

 

6. 계통 운전 

6.1 수소 초기 충진 

1) 수소계통에 수소를 충진하기 위하여 우선 이동식 진공배기장치를 이용하여 수소계통 
내부를 약 1.33 x 10-3 kPa(a)의 진공상태로 만든 후 헬륨을 140kPa(a)의 압력까지 충

진한다.  충진된 헬륨을 이동식 진공배기장치로 다시 제거하고 헬륨의 순도가 
99.999%에 도달할 때까지 헬륨의 충전 및 제거 절차를 반복한다.  

2) 계통 내 헬륨의 순도가 요구순도에 도달하면 최종적으로 헬륨을 이동식 진공배기장치

로 제거한 후 99.9999% 순도의 수소를 충진한다.  수소버퍼탱크 내부의 압력 및 온

도에 따라 충진된 수소의 질량을 계산하여 요구량에 도달하면 수동으로 차단밸브를 
차단한다.  

3) 수소 충진 중에는 휴대용 수소 누출감지기를 이용하여 수소충진설비에서 수소의 누출 
여부를 감시한다. 

4) 수소계통 내의 수소를 충진한 후 계통 내 수소의 순도를 분석하여 99.999% 이상임을 
확인한 후 수소 충진을 완료한다. 

5) 수소의 초기 충진이 완료되면, 수소 충진배관 내부의 수소를 이동식 진공배기장치로 
제거하고 헬륨 블랭킷가스를 채워 넣어 계통 내로 외부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6.2 기동 

1) 냉중성자원을 기동하기 전에 수소버퍼탱크와 수조내기기 사이의 모든 밸브를 개방하

여 수소가 계통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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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헬륨냉동계통의 운전에 따라 수소가 수조내기기 내로 이동되어 액화되고, 헬륨냉동계

통의 냉동용량과 수조내기기 내의 열침입량이 균형을 이루어 열사이펀 현상이 형성된 
후 원자로를 기동한다.  

6.3 정상운전 

 원자로가 기동되고 원자로의 출력이 증가함에 따라 헬륨냉동계통의 냉동용량도 상응하여 

증가하면서 정상운전 조건에서 열사이펀 현상이 안정적이고 정상적으로 유지된다.  정상운전 중 

수소버퍼탱크와 수조내기기 사이의 모든 밸브는 개방 상태를 유지하여 수조내기기 내부의 비정상

적인 압력 상승에 의한 수소 유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6.4 비정상운전 

 수소계통은 헬륨냉동계통의 운전에 따라 수소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피동적인 계통으로 별

도의 비정상 운전조건은 없다.  수소계통은 헬륨냉동계통의 비정상운전 시 감속재용기에서 급속 

기화, 팽창하는 수소를 안전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수소계통의 비정상적인 압

력의 강하 및 상승 등의 압력변동에 대비하여 압력전송기를 3 중으로 설치하고 2 out of 3 개념에 

따라 원자로를 비상 정지시키도록 구성된다.  

6.5 정지 

 원자로가 정지된 후 냉중성자원을 정지시킨다.  헬륨냉동계통은 감속재용기 내부에 인가

되는 잔열이 적어질 때 상온운전모드로 운전되며, 헬륨냉동계통이 상온운전모드로 운전됨에 따라 

수조내기기 내의 액체수소가 기화하여 수소버퍼탱크로 이동된다.  헬륨냉동계통과 수조내기기가 

거의 상온으로 되돌아오면, 헬륨냉동계통을 정지시킨다. 냉중성자원 시설계통이 정지되더라도 외

부 공기의 계통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블랭킷계통은 정상 운전한다. 

6.6 수소저장 (수소배기) 

 수소배기는 원자로 및 냉중성자원이 정지된 후 원자로실 및 냉중성자원 기기실의 환기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수소배기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수소저장설비를 수소계통에 연결한 후, 이동식진공설비를 이용하여 수소계통 차단밸

브 후단에 충진되어 있던 헬륨가스를 제거한다.  

2) 헬륨가스의 제거가 완료되면, 수소계통의 차단밸브를 개방한다.  이 때 휴대용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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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검출기를 이용하여 각 종 연결부의 수소 누출 여부를 확인한다. 

3) 수소계통의 압력이 20kPa(a)에 도달하면 차단밸브를 닫은 후, 수소저장설비 전단의 
밸브를 닫는다. 

4) 수소계통에 헬륨가스를 300 kPa(a)까지 채운 후 수소저장설비를 수소계통에서 분리한

다. 

5) 수소계통에서 배기수집탱크로 연결되는 배관의 밸브를 연 후 배기수집탱크로 배기한

다. 

6) 수소계통 내의 수소의 농도가 수소가스의 최저화염한계(4%) 이상이므로, 수소계통에 
헬륨가스를 300 kPa(a)까지 충진한다 [2].  

7) 배기수집탱크로 배기한 후, 마지막으로 200 kPa(a)까지 다시 한번 헬륨을 충진한 후 
이동식진공배기설비를 이용하여 배기수집탱크로 배기한다. 

8) 수소가 저장된 이동식 수소저장설비는 즉시 원자로 건물 외부의 환풍이 잘되는 곳으

로 이동시켜 대기 방출시키거나 저속으로 연소시키는 방법으로 배출시키고 수소저장

설비는 재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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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가스블랭킷계통 상세설계 

 

1. 개요 

  가스블랭킷계통은 수소계통을 외기 및 경수로부터 격리시키며,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수

소의 외부누출을 방지하고, 진공용기를 포함한 수조내기기 내부로 공기 및 경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 냉중성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계통이다.   

 수소계통의 배관 및 기기를 외기와 경수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도록 일정 압력의 블랭킷가스

로 보호층을 구성하며,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수소의 외부누출을 방지한다. 또한 진공용기를 
포함한 수조내기기 내부로 외기 및 경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이중배관을 통해 일정 압력의 블

랭킷가스를 공급하여 냉중성자원을 보호한다. 수조내기기와의 연결플랜지에 블랭킷가스를 공

급하여 누설여부를 감시함은 물론, 외기로부터 또는 배관내의 잔류가스가 주진공배관을 통해 
진공용기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한다.   

 진공계통의 배기수집탱크 내로 대기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질소가스를 대기압보다 높

게 충진하고 또한, 유입되는 수소의 농도를 희석하기 위하여 탱크 내로 질소가스를 공급한다.  
냉중성자원 기기실 3 층인 공정실내에 설치되는 공압밸브의 구동을 위한 고압 질소를 각 계

통에 공급한다.  

 이동식 진공배기장치 및 연결배관을 이용하여 진공계통 및 수소계통의 초기 충전 시 또는 계

통 배기 시 잔류가스를 제거한다. 

1.1 계통의 범위 

1) 진공용기, 진공계통, 수소계통에 블랭킷가스를 공급하는 연결플랜지 및 자동밸브로부터 
질소가스 저장실린더와 헬륨가스 저장실린더까지의 배관 및 밸브 

2) 블랭킷가스를 배기하기 위한 이동식 진공배기장치부터 배기수집탱크(Discharged Gas 
Collection Tank)와 연결된 자동차단밸브까지의 연결배관 및 밸브 

3) 희석용 질소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진공계통의 배기수집탱크와 연결된 자동차단밸브까지

의 연결배관 및 밸브 

4) 질소가스 저장실린더부터 공압밸브에 고압질소를 공급하기 위한 질소충압탱크와 각종 
연결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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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 기준 

2.1 등급기준 

 가스블랭킷계통에 적용되는 안전등급, 품질등급 및 내진범주는 아래 표에 언급된 바와 같

이 규정되며, 등급분류에 대한 기준은 일반설계기준서[1] 에 따른다.  

가스블랭킷계통  안전등급 품질등급 내진범주 

헬륨 및 질소 가스 저장실린더 NNS S Non 

헬륨 및 질소 가스 공급용 배관 및 밸브 NNS S Non 

질소충압탱크 NNS S Non 

계측기 NNS S Non 

이동식 진공배기장치 및 연결배관 NNS S Non 

 

2.2 일반설계요건 

(1) 가스블랭킷계통의 설계수명 40 년(소모품 제외) 이상이어야 한다. 

(2) 가스블랭킷계통의 블랭킷가스는 방사화 가능성이 있는 구역에는 불활성기체인 헬륨가스를 사

용하며 그 외 구역에는 질소가스를 사용한다. 또한, 극저온 부품들이 설치되어 있는 수조내기

기와 직접 연결되는 가스블랭킷에는 빙점이 높은 질소가스 대신에 헬륨가스를 적용하여 유사

시 수조내기기로 블랭킷가스가 유입되더라도 동결되지 않도록 하고, 상온으로 유지되는 가스

블랭킷에는 질소가스를 사용한다. 

(3) 가스블랭킷 대상은 각 블랭킷가스별 용도 및 특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할 구성한다. 

1) 헬륨가스 

- 외기 유입방지를 포함한 계통 보호용 헬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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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랭킷 구역명 블랭킷 대상 

He- I : 수조내기기와 수소박스를 연결하는 수소공급배관의 외부배관 

He-Ⅱ : 수조내기기와 진공계통의 첫 번째 격리 밸브가 설치된 밸브박

스를 연결하는 진공배관의 외부배관 

He-Ⅲ : 밸브박스 

- 수조내기기와 연결되는 각종 배관의 플랜지 접합부 누설감지용 헬륨 

- 수소계통의 수소 충진 시 계통 내부세척을 위해 사용되는 헬륨 및 계통배기 시 
계통 내 잔류수소가스 배출작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헬륨 

- 계통 기동전 진공용기와 주진공배관의 내부세척 및 초기온도 저감을 위해 사용하

는 헬륨 

- 외기로부터 또는 배관 내 잔류가스가 주진공배관을 통해 진공용기 내부로 유입되

는 것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진공계통의 저진공펌프 후단에서 삼방변 밸브까지 사

이 배관에 공급되는 헬륨 

2) 질소가스 

- 외기 유입방지를 포함한 계통 보호용 질소 

블랭킷 구역명 블랭킷 대상 

N2- I :    수소박스 

N2-Ⅱ :    수소버퍼탱크 

N2-Ⅲ :    진공박스 

- 공압밸브의 밸브엑츄에이터 구동용 고압 질소 

- 진공계통의 배기수집탱크 내 배기가스의 수소농도가 4% 이상일 경우에 공급되는 
배기가스 희석용 질소 

- 진공계통의 배기수집탱크 내로 대기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공급되는 질소 
가스  

(4) 블랭킷 구역별 공급배관은 가스 누설 또는 공급중단 등의 사고에도 모든 블랭킷이 동시에 기

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분리하여 구성하며, 각 구역 내 블랭킷가스를 다른 블랭킷 구역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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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배기가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5) 블랭킷 가스의 공급은 블랭킷가스 압력 및 용도에 따라 별도의 자동감압밸브를 통하여 이루

어지도록 설계하며, 모든 자동감압밸브 후단에는 압력방출밸브를 설치한다. 

(6) 가스블랭킷계통은 정상운전 전에 가스 공급 배관측에 설치되어 있는 밸브들이 모두 잠금 상

태로 유지되므로 가스블랭킷계통의 압력방출 밸브는 원자로실로 방출한다.  

(7) 각 구역별 블랭킷가스 공급배관에는 아래의 구성품이 각각 설치된다. 

1) 구역별 차단밸브 

2) 압력계측기 및 전송기 

3) 가스 채집용 취출구 및 차단밸브 

(8) 각 블랭킷 구역은 공기의 잔류를 방지하고 블랭킷가스의 주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이동식 
진공배기장치와 연결되도록 배관을 설계한다. 

(9) 진공계통에 설치된 삼방변 밸브를 통하여 고진공펌프만 작동되는 정상운전상태에서 헬륨가스

를 블랭킷가스로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이는 배기수집탱크 전단에 체크밸브가 설치되

지만, 체크밸브의 기밀성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헬륨가스를 충전하여 배관 자체를 블랭킷화

하기 위함이다. 

(10) 계통의 압력 

1) 계통 보호용 블랭킷가스 공급압력 

- 계통 보호용 가스블랭킷계통 압력은 계통 내부로 외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대기압

보다 높게 설정하며, 수소의 누설을 감지하기 위하여 공급되는 블랭킷 가스의 압

력은 수소계통의 운전 압력보다 높지않게 설정한다. 단, 수조내 배관의 헬륨 가스

블랭킷 압력은 가스블랭킷계통 내부로 경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수조내기기 연결

플랜지 하단에 미치는 수압보다 높게 설정한다. 

- 수조내기기와 연결된 배관을 보호하기 위한 헬륨 가스블랭킷의 압력은 인접한 구

역인 질소가 유입되지 않도록 질소 블랭킷가스의 압력보다 높게 설정한다. 

- 계통보호용 가스블랭킷의 가스 공급압력은 아래와 같으며, 각 구역별로 독립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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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 통하여 공급되도록 설계한다. 

a) 수조내기기와 수소박스를 연결하는 수소배관 (He- I)  : 180 kPa(a) 

b) 진공용기와 밸브박스를 연결하는 진공배관 (He-Ⅱ)  : 180 kPa(a) 

c) 밸브 박스 (He-Ⅲ)      : 150 kPa(a) 

d) 수소박스 (N2- I)      : 130 kPa(a) 

e) 수소버퍼탱크 (N2-Ⅱ)      : 130 kPa(a) 

f) 진공박스 (N2-Ⅲ)       : 130 kPa(a) 

2) 수조내기기와 연결되는 플랜지 접합부 누설감지용 헬륨 공급압력 : 180 kPa(a) 

3) 진공용기 내부세척 및 기동전 초기온도 저감용 헬륨가스의 공급압력 : 150 kPa(a) 

4) 진공계통에 설치된 삼방변 밸브를 통한 헬륨가스 공급압력  : 150 kpa(a) 

5) 수소계통의 수소충전 시 계통 내 잔류가스 배출용 헬륨 공급압력 : 300 kPa(a) 

6) 배기수집탱크 내 배기가스 희석용 질소 공급압력   : 400 kPa(a) 

7) 배기수집탱크 내 초기충전 및 보충을 위한 질소 공급압력  : 110 kPa(a) 

8) 질소충압탱크 질소 공급압력      : 800 kPa(a) 

9) 공압밸브 구동용 질소 공급압력     : 600 kPa(a) 

10) 질소가스 저장실린더로부터 공급되는 질소가스 압력   : 800 kPa(a) 

11) 헬륨가스 저장실린더로부터 공급되는 헬륨가스 압력   : 800 kPa(a) 

12) 기기 및 배관 설계압력 

- 상용 배관재의 적용압력을 고려하여 가스블랭킷계통의 기기 및 배관의 설계압력

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 배기수집탱크 내 배기가스 희석용 질소 및 공압밸브 구

동용 질소공급배관을 제외한 모든 배관은 진공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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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질소충압탱크      : 1100 kPa(a) 

b) 질소공급배관      : 1100 kPa(a) 

c) 헬륨공급배관      : 1100 kPa(a) 

2.3 기기별 요건 

(1) 질소가스 저장실린더 

 질소가스 저장실린더의 용량은 각 소요처의 용량을 만족시킬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며, 

냉중성자원 시설계통의 운전시간과 저장실린더 보충 주기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저장 실린더는 

부속기기동 1 층에 설치된다.  기기의 주요사양은 다음과 같다. 

- 형   식  : 실린더 

- 상용압력  : 12101 kPa(a) 

- 실린더용량 : 46.7 liter 

(2) 헬륨가스 실린더 

 헬륨가스 저장실린더의 용량은 각 소요처의 용량을 만족시킬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며, 
냉중성자원 시설계통의 운전시간과 저장실린더 보충 주기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저장 실린더는 
부속기기동 1 층에 설치된다.  기기의 주요사양은 다음과 같다. 

- 형   식  : 실린더 

- 상용압력  : 12101 kPa(a) 

- 실린더용량 : 46.7 liter 

(3) 질소충압탱크 

냉중성자원 기기실 3 층인 공정실내에 설치되는 공압밸브의 구동용 고압 질소를 저장하

기 위하여 1 대의 질소충압탱크를 설치한다. 질소충압탱크의 용량은 냉동박스 내부에 설치되는 
밸브를 제외한 공정실내에 설치되는 모든 공압밸브에 의한 사용량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질소충

압탱크는 공정실에 설치되며, 기기의 주요사양은 다음과 같다. 

- 형   식  : 수직원통형 

- 설계압력  : 1100 kPa(a) 

- 적용코드  : ASME Sec. 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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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동식 진공배기 장치 [5] 

이동식 진공배기 장치는 진공계통 및 수소계통의 초기충진 시 또는 계통배기 시 잔류가

스를 제거하는 기능과 계통에 공급된 수소가스와 블랭킷가스의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기능을 수

행한다. 이동식 진공배기 장치는 냉중성자원 공정실에 보관되며 다음과 같은 기기들로 구성된다. 

1) 블랭킷가스 배기용 저진공 펌프 

- 수    량  : 1 대 

- 형    식  : 드라이 펌프 

- 냉각방식  : 공랭식 

-  최종도달 진공도 :  5x10-4 kPa(a) (3.75x10-3 Torr) 이하  

2) 블랭킷가스 배기용 고진공 펌프 

- 수    량  : 1 대 

- 형    식  : 터보 분자 펌프 

- 냉각방식  : 공랭식 

- 최종도달 진공도 : 1.33×10-9 kPa(a) (1.0×10-8 Torr) 

3) 저진공 계측기/고진공 계측기 

4) 자동감압밸브 및 각종밸브 

5) 헬륨 실린더 

헬륨 실린더는 이동식 진공배기장치의 연결배관을 세척하기 위하여 설치된다. 

- 형   식  : 실린더 

- 상용압력  : 12,101 kPa(a) 

- 실린더용량 : 3.4 liter 

6) 시료채취 용기 

- 수    량  : 1 개 

- 형    식  : 수직원통형 

- 실린더용량 : 1 liter 

- 재    질  : 스테인리스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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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료 채취용 배관을 포함한 기타 연결배관 및 계기 

8) 이동식 운반장치  

이동식 운반장치는 위의 기기들을 모두 설치할 수 있는 크기로써 수동으로 운전되며, 
이동에 편의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5) 일반 계측기류 (Other Instruments) 

저진공 계측기를 제외한 가스블랭킷 계통에 설치되는 일반 계측기의 설계기준은 제어계

측 계통 설계기준서 [3]에 따른다.  

2.4 운전요건 

 가스블랭킷계통은 정지모드, 기동모드, 정상운전모드로 나누어지는 냉중성자원 시설계통

의 3 가지 운전모드에서 동일하게 정상 운전된다.  최초 블랭킷가스 충진 후 산소농도를 분석하

여 기준치 이하의 값을 갖는지 확인하며, 기준치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배기와 충전을 반복 수행

하여 기준치 이하의 값을 만족시켜야 한다.  또한 블랭킷가스 충진 후 각 구역별 가스블랭킷 압

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감시한다.  블랭킷가스가 설정된 압력으로 정상적으로 공급되면 차단

밸브를 닫은 후, 각 구역별 압력의 변동으로 계통의 누설여부를 감시한다. 단, 초기기동 동안 수

조내기기 내에서 발생되는 저온의 수소가스로 인해 헬륨블랭킷계통의 헬륨가스가 온도의 영향을 

받아 압력저하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이는 헬륨블랭킷계통에서 발생하는 누설과는 구별이 되어

야 한다.  가스블랭킷계통은 정상운전 상태에서 가스 유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일

정한 압력을 유지하여야 하며, 계통의 특성상 대량의 누설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고 계통이상 발

생시에도 수소박스와 진공박스 내 블랭킷가스의 과압을 제외하면 냉중성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무

시할 수 있으므로 거의 모든 경우의 계통운전을 수동으로 조작하도록 설계한다. 

2.5 제어요건 

 수소박스와 진공박스내 블랭킷가스의 압력이 설정치 이상으로 높아질 경우 내부에 설치된 

기기 및 계측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수소가스의 누출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운전원에 의한 원자로 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제어실에 경보를 발생하도록 설계한다. 

각 구역별 블랭킷가스의 압력이 계통의 누설 등으로 저하될 경우 제어실에 경보를 발생시킨다. 

2.6 전기요건 

 가스블랭킷계통에 적용되는 전기관련 설계기준은 전기계통 설계기준서 [4]에 기술된 규

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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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통의 연계 및 경계 

3.1 계통의 연계 [첨부 3] 

연계 계통 연계 사항 

수조내기기 수조내기기 연결플랜지의 누설 여부를 감시한다. 

진공계통 외부공기가 진공계통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블랭킷 
가스를 공급한다. 

가스블랭킷계통의 초기충진을 위한 배기 시 계통 내 배기가스는 
진공계통의 자동차단 밸브를 통하여 배기수집탱크로 배출된다. 

시설계통 기동전 진공용기 내부의 초기 온도 저감 및 내부 세척을 
위해 헬륨 가스가 공급/배기 된다. 

배기수집탱크에 포집된 배출가스를 희석하기 위하여 진공계통의 
자동차단밸브를 통하여 배기수집탱크로 질소가스를 공급한다. 

진공계통의 배기수집탱크 내로 대기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질소가스를 대기압보다 높게 초기 충진 및 보충한다. 

외기로부터 또는 배관내의 잔류가스가 주진공배관을 통해 진공용기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진공계통에 설치된 삼방변 
밸브를 통하여 헬륨 블랭킷가스를 공급한다. 

수소계통 외부공기 및 경수와 수소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하여 수소계통 
가스블랭킷에 불활성 가스인 헬륨가스 또는 질소가스를 공급한다. 

수소계통에 수소를 초기충전하거나 계통으로부터 수소를 제거할 때 
계통 내부에 잔류하고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헬륨가스를 
공급한다 

수소계통의 초기충전 및 배기를 포함한 계통내 배기가스는 
가스블랭킷계통의 이동식 진공배기장치를 배관에 연결하여 
배기수집탱크로 포집된다. 

계측제어계통 가스블랭킷계통내 각 구역별 압력이 설정치 이하로 저하되거나 
높아질 경우 제어실에 경보를 발생시키기 위한 신호를 제공한다. 

수소박스 및 진공박스내 블랭킷가스 압력이 설정치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원이 원자로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어실에 경보를 
발생시키기 위한 신호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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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계통의 경계 

인접 계통 계통 경계 

수조내기기  수조내기기와 시설계통의 경계부에 설치되는 플랜지의 누설감지 가스 
공급용 커넥터 (Connector) 

진공계통 진공용기와 밸브박스를 연결하는 이중 배관의 가스 블랭킷용 
외부배관 연결 플랜지 

밸브박스의 가스 블랭킷용 외부배관 연결 플랜지 

진공박스용 블랭킷가스 공급배관의 연결 플랜지 

시설계통 기동전 진공용기 내부의 초기 온도 저감 및 내부 세척용 
헬륨 가스의 공급/배기를 위해 주진공 배관과 연결된 배관의 진공박스

외부에 위치한 연결 플랜지 

진공펌프 배기 배관에 설치된 삼방변의 연결배관 

배기수집탱크의 배출가스 포집용 자동차단밸브의 연결배관 

배기수집탱크 내 배기가스 희석을 위한 블랭킷가스 공급용 자동밸브 
전단의 차단밸브 연결배관 

진공계통의 배기수집탱크 내로 대기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공급되는 질소가스 용 자동차단밸브 연결배관 

수소계통 진공용기와 수소박스를 연결하는 이중 배관의 가스 블랭킷용 
외부배관 연결 플랜지 

수소박스용 블랭킷가스 공급배관의 연결 플랜지  

수소버퍼탱크용 블랭킷가스 공급배관의 연결 플랜지 

수소충전설비와 연결된 블랭킷 가스 공급플랜지 

수소계통 배기용 차단밸브의 연결배관 

제어계측계통 각종 계측기 전송기 및 원격제어밸브의 단자함 

 



 27

4. 적용규격 및 표준 

가스블랭킷계통의 설계를 위하여 적용하는 주요 규격 및 표준은 다음과 같으며 2005 년 5
월 31 일을 기준으로 최신본을 적용하여야 한다. 

1) America Vacuum Society (AVS) for Vacuum Pump 

2)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 (ASME) 

- B & PV Code Section Ⅱ   Material Specification 

- B & PV Code Section Ⅴ   Nondestructive Examinations 

- B & PV Code Section Ⅷ, Division 1 Pressure Vessels 

- B & PV Code Section Ⅸ  Welding and Brazing Qualifications 

- B16.10 Face-to-face and End-to-end Dimensions of Valves 

- B16.11 Forged steel Fittings, Socket-Welding and Threaded 

- B16.25 Butt-welding Ends 

- B16.34 Valves-Flanged, Threaded, and Welding End 

- B31.1 Power Piping 

- B36.19M Stainless Steel Pipe 

3)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ASTM) 

- A108 Standard Specification for Steel Bar, Carbon and Alloy, Cold-Finished 

- A194 Standard Specification for Carbon and Alloy Steel Nuts for Bolts for High 
Pressure or High Temperature Service, or Both 

- A240 Standard Specification for Chromium, Chromium-Nickel Stainless Steel 
Plate, Sheet and Strip for Pressure Vessels for General Application 

- A276 Standard Specification for Stainless Steel Bars and Shapes 

- A312 Standard Specification for Seamless, Welded, and Heavily Cold Worked 
Austenitic Stainless Steel Pipes 

- A453 Standard Specification for High-Temperature Bolting Materials with 
Expansion Coefficients Comparable to Austenitic Stainless Steels 

- A564 Standard Specification for Hot-Rolled and Cold-Finished Age-Hardening 
Stainless Steel Bars and Sha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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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merican Welding Society, Inc. (AWS) 

- A4.2 Standard Procedures for Calibrating Magnetic Instruments to Measure the 
Delta Ferrite Content Austenitic Stainless Steel Weld Metal 

- D1.1 Structural Welding Code 

- D12.1 Reinforcing Steel Welding Code 

 

5. 계통 설명 

5.1 기기 설명 

5.1.1 질소가스 저장실린더 

 질소가스 저장실린더는 부속기기동 1 층에 설치되며 질소가스는 자동감압밸브를 통해 각 
소요처의 요구압력에 따라 감압 되어 공급되며, 기기의 주요사양은 다음과 같다 [첨부 4]. 

1) 형    식  : 실린더 

2) 수    량  : 13 개 

3) 상용압력  : 12101 kPa(a) 

4) 실린더용량  : 46.7 liter 

5) 순    도  : 99.999% 

6) 재    질  : Mn Steel 

 

5.1.2 헬륨가스 저장실린더 

 헬륨가스 저장실린더는 부속기기동 1 층에 설치되며 헬륨가스는 자동감압밸브를 통해 각 
소요처의 요구압력에 따라 감압 되어 공급된다. 기기의 주요사양은 다음과 같다 [첨부 4]. 

1) 형    식  : 실린더 

2) 수    량  : 4 개 

3) 상용압력  : 12101 kPa(a) 

4) 실린더용량  : 46.7 l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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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순    도  : 99.999% 

6) 재    질  : Mn Steel 

5.1.3 질소충압탱크 

 질소충압탱크는 냉중성자원 기기실 3 층 공정실에 설치되며 공정실내에 설치되는 
공압밸브의 구동을 위한 고압 질소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질소가스 
저장실린더로부터 질소를 공급 받아 저장한다. 기기의 주요사양은 다음과 같다. 

1) 형    식  : 수직원통형 

2) 수    량  : 1 대 

3) 용    량  : 1m3 

4) 설계압력  : 1100 kPa(a) 

5) 적용코드  : ASME Sec. Ⅷ 

6) 재    질  : 스테인레스 스틸 

 

5.1.4 이동식 진공배기 장치 [6] 

 이동식 진공배기 장치는 진공계통, 수소계통 및 가스블랭킷계통의 초기 충진 시 또는 
계통배기 시 잔류가스를 제거하는 기능과 계통에 공급된 블랭킷가스의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기능을 수행한다. 이동식 진공배기 장치는 냉중성자원 기기실 3 층 공정실에 보관되며 다음과 
같은 기기들로 구성된다. 

1) 블랭킷가스 배기용 저진공 펌프 

- 형    식  : 드라이펌프 

- 수    량  : 1 대 

- 냉각방식  : 공랭식 

- 용    량  : 100m3/hr 

- 최종도달진공도 : 5×10-4 kPa(a) (3.75×10-3 Torr) 이하 

2) 블랭킷가스 배기용 고진공 펌프 

- 형    식  : 터보 분자 펌프 

- 수    량  : 1 대 

- 냉각방식  : 공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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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량  : 300 liter/sec 

- 최종도달진공도 : 1.33×10-9 kPa(a) (1.0×10-8 Torr) 

3) 저/고진공 계측기  

4) 자동감압밸브 및 각종 밸브 

5) 헬륨 실린더 

- 수    량  : 1 개 

- 형    식  : 실린더 

- 상용압력  : 12101 kPa(a) 

- 실린더용량 : 3.4 liter 

- 순    도  : 99.999% 

- 재    질  : Mn Steel 

6) 시료채취 용기 

- 수    량  : 1 개 

- 형    식  : 수직원통형 

- 용    량  : 1 liter 

- 재    질  : Stainless Steel 

7) 시료 채취용 배관을 포함한 기타 연결배관 및 계기 

 

5.2 계통 제어 

 가스블랭킷계통 제어 기능의 중요한 목적은 각 공급처에 공급된 블랭킷가스의 압력 감시

를 통해 수소가스 및 블랭킷가스의 누출 여부를 판단하여 제어실에 경보를 발생시키기 위함이다. 

5.2.1 질소 블랭킷가스 공급처 

1) 질소가스 저장실린더에서 각 소요처로 공급되는 질소가스는 자동감압밸브를 통해 감

압 되어 소요처로 공급된다. 

2) 공급된 가스의 압력을 지시 및 감시하기 위하여 압력전송기를 각각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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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감압밸브의 공급/설정 압력과 압력전송기로부터 제어실로 전송되는 제어신호 및 
제어신호에 따른 경보발생은 아래와 같다. 

계    통 소 요 처 
공급압

kPa(a)

압력 

조절밸브

설정압 

kPa(a) 

압력 

전송기 
제어신호 

제어경보치

kPa(A) 

가스블랭킷계통 주공급배관 1200 PCV-007 800 PT-001 
고압 경보 
저압 경보 

850 
750 

진공계통 배기수집탱크 800 PCV-002 400 - - - 

진공계통 배기수집탱크 800 PCV-010 110 - - - 

진공계통 진공박스 800 PCV-003 130 PT-007 
고압 경보 
저압 경보 

140 
120 

수소계통 수소박스 800 PCV-003 130 PT-008 
고압 경보 
저압 경보 

140 
120 

수소계통 수소버퍼탱크 800 PCV-003 130 PT-009 
고압 경보 
저압 경보 

140 
120 

5.2.2 질소충압탱크 

1) 질소충압탱크로부터 공급되는 질소가스는 자동감압밸브를 통해 감압되어 소요처로 
공급된다. 

2) 질소충압탱크에 저장되는 가스의 압력을 지시 및 감시하기 위하여 압력전송기를 설

치한다.  

3) 자동감압밸브의 공급/설정 압력과 압력전송기로부터 제어실로 전송되는 제어신호 및 
제어신호에 따른 경보발생은 아래와 같다. 

계    통 소 요 처 
공급압

kPa(a)

압력 

조절밸브

설정압

kPa(a)

압력 

전송기 
제어신호 

제어경보치

kPa(A) 

가스블랭킷계통 질소충압탱크 - - - PT-002 
고압 경보 
저압 경보 

850 
650 

진공계통 

/수소계통 
공압밸브 800 PCV-001 600 PT-031 

고압 경보 
저압 경보 

650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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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헬륨 블랭킷가스 공급처 

1) 헬륨가스 저장실린더에서 각 소요처로 공급되는 헬륨가스는 자동감압밸브를 통해 감

압되어 소요처로 공급된다. 

2) 공급된 가스의 압력을 지시 및 감시하기 위하여 압력전송기를 각각 설치한다.  

3) 자동감압밸브의 공급/설정 압력과 압력전송기로부터 제어실로 전송되는 제어신호 및 
제어신호에 따른 경보발생은 아래와 같다. 

 

계   통 소 요 처 공급압 
kPa(a) 

압력 
조절밸브

설정압 
kPa(a) 

압력 
전송기 제어신호 제어경보치

kPa(A) 

가스블랭킷 
계통 주공급배관 1200 

kPa PCV-009 800 kPa PT-010 
고압 경보 

저압 경보 

850 

750 

수소계통 주공급배관 800 kPa PCV- 004 300 kPa PT-030 
고압 경보 

저압 경보 

310 

290 

수소계통 He-I 800 kPa PCV- 005 180 kPa PT-013 
고압 경보 

저압 경보 

190 

170 

진공계통 He-II 800 kPa PCV- 005 180 kPa PT-014 저압 경보 170 

수소내기기 헬륨공급배관 
연결플랜지 800 kPa PCV- 005 180 kPa PT-015 

고압 경보 

저압 경보 

190 

170 

수소내기기 헬륨회수배관 
연결플랜지 800 kPa PCV- 005 180 kPa PT-016 

고압 경보 

저압 경보 

190 

170 

수소내기기 진공계통 
연결플랜지 800 kPa PCV- 005 180 kPa PT-017 

고압 경보 

저압 경보 

190 

170 

수소내기기 수소계통 
연결플랜지 800 kPa PCV- 005 180 kPa PT-018 

고압 경보 

저압 경보 

190 

170 

진공계통 He-III 180 kPa PCV- 006 150 kPa PT-020 
고압 경보 

저압 경보 

160 

140 

진공계통 주진공배관 180 kPa PCV- 006 150 kPa PT-021 
고압 경보 

저압 경보 

160 

140 

진공계통 삼방변 180 kPa PCV- 006 150 kPa PT-022 고압 경보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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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공계통의 삼방변(XCV-008)을 통해 공급되는 헬륨가스는 압력전송기(PT-022)의 압

력신호에 따라 자동차단밸브(XCV-001)의 개/폐를 통해 공급/차단된다. 

계   통 소 요 처 압력전송기의 설정압 
(kPa(a)) 자동차단밸브의 상태 

150 kPa Close 
진공계통 삼방변 

150 kPa 미만 Open  

 

6. 계통 운전 

6.1 기   동 

1) 질소저장실린더의 주공급 배관을 통해 질소충압탱크 내에 공압밸브 구동을 위한 질

소가스를 충전한다. 

2) 이동식 진공배기 장치를 배기할 계통에 연결한 후 각 블랭킷 구역의 밸브를 열고 배

기한다. 

3) 각 블랭킷 구역을 진공배기 장치로 배기한 후 최초 블랭킷가스 충진 후 시료채취 밸

브를 열어 시료채취 용기에 블랭킷가스를 저장한다. 이 블랭킷가스를 가스분석기를 
통해 산소농도를 분석하여 1000ppm 이하의 값을 갖는지 확인한다.  

4) 기준치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배기와 충전을 반복 수행하여 블랭킷구역의 블랭킷가

스 내 산소농도가 기준치 이하의 값을 갖도록 한다. 

5) 블랭킷구역에 블랭킷가스를 공급하고 블랭킷가스의 압력이 설정값에 도달하면 각 구

역의 차단밸브를 닫는다. 단, 냉중성자원 시설계통의 기동운전 초기에는 수조내기기 
내에서 발생되는 저온의 수소가스로 인해 헬륨블랭킷 계통의 헬륨가스가 온도의 영

향을 받아 압력저하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후 압력이 안정됨을 확인한다.  

 

6.2 정상운전 

 계통보호용 블랭킷구역은 블랭킷가스 충전이 완료된 상태에서 각 구역별 압력의 변동으로 
계통의 누설여부를 연속적으로 감시한다. 

 

6.3 비정상운전 

1) 수소가스의 누설 등으로 인하여 공급된 블랭킷가스의 압력이 설정치 이상으로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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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경우 제어실에 경보를 발생시킨다. 

2) 각 구역별 블랭킷가스의 압력이 계통의 누설 등으로 저하될 경우 제어실에 경보를 
발생시킨다.  

 

6.4 배기 

1) 이동식 진공배기 장치를 배기할 계통에 연결한다. 

2) 배기용 진공펌프 우회배관의 밸브를 개방한다. 

3) 배기하고자 하는 블랭킷 구역의 밸브를 수동으로 조작하여 해당 블랭킷구역의 압력

이 진공펌프가 작동할 수 있는 압력인 120kPa(a)이하가 되도록 블랭킷가스를 우회 
배관을 통해 배기수집탱크로 배기한다. 

4) 설정 압력 도달 후 우회배관의 밸브를 닫고 배기용 진공펌프를 작동하여 계통의 블

랭킷가스를 연결 배관을 통하여 진공계통의 배기수집탱크로 배기한다. 

 

6.5 시료채취 

1) 이동식 진공배기 장치를 이동하여 시료채취를 위한 계통의 밸브와 연결한다. 

2) 이동식 진공배기 장치에 설치된 헬륨가스로 연결배관을 세척한 후 진공펌프로 배기

한다. 

3) 시료채취 밸브와 이동식 진공배기 장치에 설치된 밸브를 열어 시료채취 용기에 블랭

킷가스를 수집한 후 각 밸브를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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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맺는말 

 하나로 반사체의 수직공 안에 설치되는 냉중성자원은 원자로에서 생성되는 열중성자를 약 

22 K 의 감속재로 감속시켜 0.1~10 meV 범위에서 높은 선속을 갖는 냉중성자를 생산한다. 냉중

성자를 생산하는데 사용하는 감속재로서 헬륨냉동기에서 공급되는 극저온의 헬륨가스와의 열교환

에 의해 액화된 액체수소가 사용되고 있으며, 냉중성자원이 원자로 반사체 탱크 내에 설치되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누설 감지 및 외부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소계통은 헬

륨 또는 질소가스 블랭킷화되어 있어 블랭킷의 압력변화에 의해 누설을 감지하도록 설계되어 있

다.  

 수소충진설비, 수소저장설비, 수소버퍼탱크, 수소박스, 수소배관으로 이루어진 수소계통은 

냉중성자원 수조내기기에서 열중성자의 감속재로 사용되는 수소를 원활히 공급 및 회수하는 계통

으로써, 헬륨냉동계통의 운전모드에 따라 수조내기기에서 수소를 안전하게 공급 및 회수할 수 있

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운전 중 필요한 수소 총량을 계산하여 충진된 수소 전량을 안전하게 관리 

및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설계된 내용 및 운전개념을 기술하였다.   

 가스블랭킷계통은 냉중성자원 각 계통에 설치된 공압밸브의 구동을 위한 고압질소를 공급

하고, 수소계통을 외기 및 경수로부터 격리시키며, 예기치 않는 상황에서 수소의 외부누출을 방

지함은 물론 진공용기를 포함한 수조내기기 내부로 공기 및 경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 냉중성

자원을 보호하기 하도록 설계하였으며, 상세설계 한 내용과 함께 운전개념에 대해서도 본 보고서

에 기술하였다.  

  본 보고서에 기술된 냉중성자원 시설계통의 주요계통인 수소계통과 수소계통/진공계통을 

보호하고 있는 가스블랭킷계통의 상세설계 자료는 각 계통을 구성하는 설비들의 정상적인 구매, 

설치 및 시운전절차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는데 기초자료로써 중요하게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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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gen Warm Pressure)Pw 305000Pa:=

.....................(Hydrogen Cold Temperature)Tc 21.6K:=

.....................(Hydrogen Cold Pressure)Pc 152000Pa:=

(1)   수소버퍼탱크 용량계산 입력자료

2) 입력자료

IPA

Hydrogen Box

Hydrogen

Buffer Tank

Metal Hydride Unit

V acuum Pump

Hydrogen Cy linder

1) 계통구성

4444....0000 계통구성 및 입력자료계통구성 및 입력자료계통구성 및 입력자료계통구성 및 입력자료

1) KAERI 내부통신문 HAN-MC-CR-030-05-019에 따라 IPA의 용적은 8.956 liter, IPA 내부의 수소량은

168.7206 gram으로 가정한다.

2) IPA 내부에는 수소가 액체 및 기체 상태로 존재하고, 냉중성자에 의한 액체수소의 가열열량과 열사이펀

루프의 열교환기에 의한 기체수소의 냉각열량은 평형상태를 이루며 수소계통의 압력은 152 kPa로

유지된다고 가정한다.

3) IPA와 수소버퍼탱크 사이의 연결배관(1 1/2"-80S)의 길이는 50m로 가정한다.

3333....0000 계산가정계산가정계산가정계산가정

1) Basic Design of the Cold Neutron Research Facility in HANARO (KAERI/TR-3051/2005)

2) 수소계통 설계기준서 (HAN-CNS-772-DR-H001, Rev. B)

2222....0000 참고문헌참고문헌참고문헌참고문헌

본 계산서에서는 냉중성자원 시설계통 중 수소계통에서 요구되는 수소량 및 각 기기의 용량을 계산한다.

1111....0000 목  적목  적목  적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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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_mD 0.09
g

liter
=

(2)   Metal Hydride Unit 용량계산 입력자료

Metal_sc 1%:= .....................(Hydrogen Absorption wt.% of Metal Hydride Unit)

Metal_p 10000Pa:= .....................(Final Pressure to be achieved by Metal Hydride Unit)

(3)   수소저장 실린더 수량 계산 입력자료

Vacuum_p 0.01torr:= .....................(Final Pressure to be achieved by Vacuum Pump)

Purity_H2 99.9999%:=

V_cylinder 5.6m
3

:= .....................(Standard Volume Capacity of Cylinder at 35 deg.C)

T_cylinder Ts 35K+:=   ...................(Temperature for Capacity of Cylinder)

T_cylinder 308.15 K=

V_pcylinder V_cylinder
Ps

Pw
⋅

Tw

T_cylinder
⋅:= ....(Volume Capacity of Cylinder at Tw and Pw)

V_pcylinder 1.812 m
3

=

V_acylinder 46.7liter:=   ...................(Actual Volume of Cyl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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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 300.15K:= .....................(Hydrogen Warm Temperature)

V_ipa 8.956liter:= .....................(Volume of IPA)

M_ipa 168.7206g:= .....................(Hydrogen in IPA)

P_ID 38.1mm:= .....................(Inner Diameter of Hydrogen Pipe)

P_L 50m:= .....................(Length of Hydrogen Pipe)

Ps 101325Pa:= .....................(Hydrogen Pressure in Standard State)

Ts 273.15K:= .....................(Hydrogen Temperature in Standard State)

H_mM 2.016g:= .....................(Molecular Mass of Hydrogen in Standard State)

H_mV 22.4liter:= .....................(Molecular Volume of Hydrogen in Standard State)

H_mD
H_mM

H_mV
:= .....................(Hydrogen Density in Standard State)



V_s 1.346 m
3

=

...........(Total System Volume Except IPA in Warm State)V_s
M_s

H_mD







Ps Tw⋅

Pw Ts⋅






⋅:=

그러므로, IPA를 제외한 수소계통의 용적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M_s 331.937 g=

...........(Total Hydrogen Mass in Hydrogen System)M_s M_ripa M_r+:=

M_r 165.424 g=

...........(Hydrogen Mass in Hydrogen System Except IPA)M_r
Pc M_ripa⋅

P_pipa
:=

이상기체상태방정식에서 체적이 일정할 때 압력은 몰수(질량)에 비례하므로 정상운전중 IPA를 제외한

수소계통에 잔류하고 있는 수소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M_ripa 166.513 g=

...........(Hydrogen Mass Released from IPA in Warm State)M_ripa M_ipa M_wipa−:=

M_wipa 2.208 g=

...........(Hydrogen Mass Remained in IPA in Warm State)M_wipa
Pw H_mD⋅ V_ipa⋅ Ts⋅

Ps Tw⋅
:=

Warm 상태에서 IPA 내부는 305 kPa이 유지되므로 IPA 내부의 수소량 및 IPA로부터 유출된 수소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P_pipa 1.53 10
5

× Pa=

.....................(Partial Pressure of IPA Hydrogen in Warm State)P_pipa Pw Pc−:=

정상운전중 IPA를 제외한 수소계통도 Cold Pressure(Pc)로 유지되고, Warm 상태에서는 IPA 내부의

수소가 유출되어 Warm Pressure(Pw)가 유지된다.  그러므로, IPA로 부터 유출된 수소에 의한 부분압

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1) 수소계통의 용적

5555....0000 수소버퍼탱크의 용량수소버퍼탱크의 용량수소버퍼탱크의 용량수소버퍼탱크의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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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me of Helium)V_He
SV_s

Pw

Vacuum_p









:=

SV_s 1.355 m
3

=

...........(Total Volume of Hydrogen System)SV_s V_ipa V_s+:=

수소계통이 헬륨으로 가득 채워진후 진공펌프에 의해 0.01torr까지 제거되고 수소가스가 Warm

Presure(Pw)까지 가압되었을 때, 수소의 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 수소 충진 횟수

7777....0000 수소저장실린더의 수량수소저장실린더의 수량수소저장실린더의 수량수소저장실린더의 수량

M_metal 3.2 10
4

× g=

M_metal M_hmetal
1

Metal_sc
1−





⋅:=

M_hmetal 323.189 g=

.....(Hydrogen Mass to Be Stored in Metal Hydride Unit)M_hmetal M_wipa M_s+( )
Pw Metal_p−( )

Pw
⋅:=

수소계통의 압력이 Metal_p가 될 때까지 수소를 제거한다고 할 경우 제거되는 수소량 및 필요한

Metal의 질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6666....0000 Metal Hydride UnitMetal Hydride UnitMetal Hydride UnitMetal Hydride Unit의 용량의 용량의 용량의 용량

V_tank 1.289 m
3

=

...........(Required Actual Volume of Hydrogen Buffer Tank)V_tank V_s V_hp−:=

3) 수소버퍼탱크의 용량

V_hp 0.057 m
3

=

...........(Volume of Hydrogen Pipe)V_hp
P_ID

2
PI⋅ P_L⋅

4
:=

PI 3.142592:=

2) 수소배관의 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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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_cylinder_final 1=

Number_cylinder_final Round Number_cylinder 1,( ):=3) 수소저장실린더 수량        :

M_metal_final 32kg=

kg 1000g:=M_metal_final Round M_metal 10g,( ):=2) Metal Hydride Unit 용량  :

V_tank_final 1.3 m
3

=

V_tank_final Round V_tank 0.1m
3

,( ):=1) 수소버퍼탱크 용량           :

상기 계산 결과에 따라 수소계통의 각 기기의 용량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8888....0000 결 론결 론결 론결 론

Number_cylinder 0.768=

...........(Required Number of Hydrogen Cylinder)Number_cylinder
SV_s

V_pcylinder V_acylinder−
:=

2) 수소저장실린더 수량

운전중 수소의 순도가 기준치인 99.999%를 만족하므로 1회 충진으로 충분함.

Operating_Purity_H2 99.999 %=

...........(Purity of Hydrogen during operation)Operating_Purity_H2 Purity_H2 PPM_He−( ):=

PPM_He 4.371 10
6−

×=

...........(Concentration of Helium)PPM_He
V_He

V_H2 V_He+
:=

...........(Volume of Hydrogen)V_H2 SV_s V_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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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0000 목     적목     적목     적목     적

본 계산서에서는 냉중성자원 시설계통 중 가스블랭킷계통에서 요구되는 질소, 헬륨의 소요량  및 각 

기기의 용량을  계산하기 위함이다.

2222....0000 참고문헌참고문헌참고문헌참고문헌

1) Basic Design of the Cold Neutron Research Facility in HANARO (KAERI/TR-3051/2005)

2) 수소계통 설계기준서 (HAN-CNS-772-DR-H001)

3) 진공계통 설계기준서 (HAN-CNS-773-DR-H001)

4) 가스블랭킷계통 설계기준서 (HAN-CNS-774-DR-H001)

5) 수소계통 P&I Diagream (HAN-CNS-772-MC-H001)

6) 진공계통 P&I Diagream (HAN-CNS-773-MC-H001)

7) 가스블랭킷계통 P&I Diagream (HAN-CNS-774-MC-H001)

8) 진공계통 계산서 (HAN-CNS-773-DC-H001)

3333....0000 용어정리용어정리용어정리용어정리

           용     어               사용단위                      용어 설명

4.0 설계기준  

Pinitial bar 배기용 진공펌프에 의한 배기압력

PN2_Buffer_Tank bar 질소충압탱크 운전압력

Pump_s bar 진공배기 펌프의 가동을 위한 입구압력

Pump_d bar 진공배기 펌프의 최대 토출압력

5.0 계산가정  

VVacuum_Chamber m3 진공용기의 내용적

VHydrogen_System m3 수소계통의  내용적

VHydrogen_Buffer_Tank_In m3 수소버퍼탱크의 내용적

Storage_time day 가스 저장실린더 보충주기

n_dilution 회 희석용 질소 공급횟수

N2Vacuum_box % 공급되는 질소가 진공박스 내 차지하는 부피분율

CVC 회/day 공압밸브의 일일 운전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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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설계입력자료

6.1 계통 초기 충진 시 블랭킷 가스 충진 회수 및 및 산소 농도 계산

Vin m3 가정된 블랭킷 계통의 체적

Pin bar 충진 전 초기 압력

Gas_purity % 블랭킷 가스의 순도

O2density ppm 계통내 산소의 농도

6.2 질소공급계통

N2_Cylinder_V m3 질소 실린더 용량

N2_Cylinder_P bar 질소 실린더 충진압력

N2_Supply _P bar 질소가스 공급압력

N2_Gas_V m3 질소 실린더의 질소가스 사용 가능량

PN2_Buffer_Tank bar 질소충압탱크 충진압력

PCV bar 공압밸브 운전압력

CV_nor m3 한 개의 밸브 운전 시 소용되는 질소량

CVtotal 개 총 공압밸브 개수

CVn 개 운전되는 밸브 개수

PDilution bar 희석용 질소 공급압력

PHydrogen_Box bar 수소박스 블랭킷 가스 공급압력

PHydrogen_Buffer_Tank_In bar 수소버퍼탱크 블랭킷 가스 공급압력

PVacuum_Box bar 진공박스 블랭킷 가스 공급압력

6.3 헬륨공급계통

He_Cylinder_V m3 헬륨 실린더 용량

He_Cylinder_P bar 헬륨 실린더 충진압력

He_Supply _P bar 헬륨가스 공급압력

He_Gas_V m3 헬륨실린더의 헬륨가스 사용 가능량

PHe_I bar He-I 블랭킷 가스 공급압력

PHydrogen_Box_Inner_Pipe bar 수소충전배관 블랭킷가스 공급압력

nHydrogen_Box_Inner_Pipe 회 블랭킷 가스 공급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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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cuumouter_o 88.9 mm=Vacuumouter_o OD_PIPE "80" "40S",( ):=

Vacuumouter_i 77.92mm=Vacuumouter_i ID_PIPE "80" "40S",( ):=

Vacuuminner_o 60.3 mm=Vacuuminner_o OD_PIPE "50" "40S",( ):=

LHe_II 17m:=Vacuuminner_i 52.48mm=Vacuuminner_i ID_PIPE "50" "40S",( ):=

2) IPA와 진공박스 사이의 연결배관(HE-II)은  내부배관 2"-40S, 외부배관 3"-40S, 길이 17m로 

가정한다.

H2outer_o 88.9mm=H2outer_o OD_PIPE "80" "40S",( ):=

H2outer_i 77.92 mm=H2outer_i ID_PIPE "80" "40S",( ):=

H2inner_o 48.3mm=H2inner_o OD_PIPE "40" "80S",( ):=

LHe_I 50m:=H2inner_i 38.14 mm=H2inner_i ID_PIPE "40" "80S",( ):=

1) IPA와 수소박스 사이의 연결배관(HE-I)은  내부배관 1-1/2"-80S, 외부배관 3"-40S, 길이 50m로

가정한다.          

5555....0000 계산가정계산가정계산가정계산가정

1) 가스블랭킷 계통은 진공펌프로 Pinitial 6.666 10
5−

⋅ bar⋅:=  로 배기한 후 블랭킷 가스를 충진하고

계통 내 산소의 농도가 1000 ppm 이하임을 확인한다.

2) 질소충압탱크의 운전압력은 PN2_Buffer_Tank 8bar:=  이다.

3) 진공배기 펌프의 가동을 위한 입구압력은 Pump_s 1.2bar:= 이며, 최대 토출압은 Pump_d 2.0bar:=

이다.   

4) 수소계통의 배기 시 요구진공도는 1.33x10-5 bar 이다.    

4444....0000 설계기준설계기준설계기준설계기준

PHe_II bar He-II 블랭킷 가스 공급압력

PVacuum_Box_Inner_Pipe bar 주진공 배관 블랭킷 가스 공급압력

PHe_III bar He-III 블랭킷 가스 공급압력

P3Way_Valve bar 삼방변 블랭킷 가스 공급압력

n3Way_Valve 회/day 일일운전횟수

PIPA bar 진공챔버 연결 플랜지 블랭킷 가스 공급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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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공용기의 내용적은 VVacuum_Chamber 55.52liter:=   이다.

4) 수소계통의 내용적은 VHydrogen_System 1.356m
3

:=  이고 

수소버퍼탱크의 내용적은 VHydrogen_Buffer_Tank_In 1.3m
3

:=

5) 질소 실린더의 1개의 용량은 46.7liter, 압력은 120bar이고 질소 공급압력은 8bar이다.

6) 헬륨 실린더의 1개의 용량은 46.7liter, 압력은 120bar이고 헬륨 공급압력은 8bar이다.

7) 가스 저장실린더의 보충주기는 Storage_time 10day:= 이다.

8) 각 저장용기의 용량은 여유율Margin 110%:= 를 갖는다

9) 배기수집탱크에 공급되는 수소 희석용 질소는 최대 희석 질소량을 n_dilution 2:=  회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 가정한다.

10) 진공박스에 공급되는 질소는 진공박스 내 설치 되는 진공펌프, 진공배기탱크, 밸브 등의 체적을 

고려하여 진공박스 체적의 90%를 채우는 양으로 가정한다.N2vaccum_box 90%:=   

11) 질소가 사용되는 모든 공압밸브의 일일 운전횟수는 CVc
3

day
:=  로 가정한다.

12) 질소충압탱크의 용량은 모든 공압밸브를  일일 운전횟수 만큼 운전할 수 있는 양의  질소를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 가정한다.

13) 냉동박스 내에 설치되는 공압밸브를 고려하지 않는다. 

14) 배기수집탱크의 용적은 각 블랭킷 구역 중 최대 용적을 기준으로 진공배기 펌프를 최대 2회

가동하여 배기할 수 있는 용적으로 계산한다.

15) 이동식 진공배기장치의 고진공 펌프 기동압력은Pportable_high_discharge 6.7 10
3−

⋅ kPa⋅:=  이다.

16) 배기수집탱크에 설치되는 수소검출기의 운전요건은 아래와 같다. 

설치 대수 : Qtyhydrogen_detector 2:=

     요구 가스량 :  VFhydrogen_detector 1.0
liter

min
:=  

일일 운전시간 :OThydrogen_detector 60
min

d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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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랭킷 가스 충진 후 계통의 산소 농도가 1000ppm 이하 이므로 블랭킷 가스 1회 충전 후 계통 운전이 

가능함

.....................계통내 산소의 농도O2density 43.998 ppm=

O2density

VO2_3

Vin

:=

.....................블랭킷 가스 공급 후 계통내 산소의 체적VO2_3 2.2 10
4−

× m
3

=

VO2_3 VO2_2 Vin VO2_2−( )( )
PMax_Blanket_Gas_Supply

bar
⋅









1 Gas_purity−( )⋅+:=

.....................계통내 공급되는 블랭킷 가스의 최대 공급압력PMax_Blanket_Gas_Supply 3bar:=

.....................블랭킷 가스의 순도Gas_purity 99.999%:=

.....................1회 배기 후 계통내 산소의 체적VO2_2 6.999 10
5−

× m
3

=

VO2_2 VO2_1

Pinitial

Pair_1

⋅:=

Pair_1 Pin:=

.....................배기 전 계통내 산소의 체적VO2_1 Vin 21⋅ %:=

.....................진공 펌프 배기 후 계통의 압력Pinitial 6.666 10
5−

× bar=

Pin 1bar:=
.....................초기 압력

.....................블랭킷 가스 공급을 위해  배기가 필요한 체적을 가정 Vin 5m
3

:=

6666....1111 계통 초기 충진시 블랭킷가스 충진 회수 및 산소 농도 계산계통 초기 충진시 블랭킷가스 충진 회수 및 산소 농도 계산계통 초기 충진시 블랭킷가스 충진 회수 및 산소 농도 계산계통 초기 충진시 블랭킷가스 충진 회수 및 산소 농도 계산

6666....0000 설계입력자료설계입력자료설계입력자료설계입력자료



DOC.NO : HAN-CNS-774-DC-H001

Rev.0                               Page 6

.......................한개의 밸브 운전시 소요되는 질소량

CVtotal 16:= .......................총 공압밸브 개수

CVn CVtotal 80⋅ %:= CVn 12.8= .......................운전되는 밸브 개수

 (2) Dillution N2

PDilution 4.0bar:= .......................희석용 질소 공급압력

n_dilution 2= .......................희석용 질소 공급가능 횟수

 (3) Hydrogen Box

PHydrogen_Box 1.3bar:= .......................수소박스 블랭킷 가스 공급압력

 (4) Hydrogen Buffer Tank Blanket

PHydrogen_Buffer_Tank 1.3bar:= .......................수소버퍼탱크 블랭킷 가스 공급압력

 (5) Vacuum Box

PVacuum_Box 1.3bar:= .......................진공박스 블랭킷 가스 공급압력

6666....2222 질소공급계통질소공급계통질소공급계통질소공급계통

6.2.1 단일 질소 저장실린더의 사용가능량

.......................질소 실린더 용량
N2_Cylinder_V 46.7liter:=

.......................질소실린더 충진압력
N2_Cylinder_P 120bar:=

.......................질소가스 공급압력
N2_Supply_P 8bar:=

N2_Gas_V
N2_Cylinder_V N2_Cylinder_P N2_Supply_P−( )⋅

bar
:=

N2_Gas_V 5.23 m
3

= (Normal) .......................질소 실린더의 질소가스 사용 가능량

6.2.2 소요처 별 운전 조건

 (1) Control Valve

PN2_Buffer_Tank 8bar:= .......................질소충압탱크 충진압력

PCV 6bar:= .......................공압밸브 운전압력

CV_nor 0.05m
3

:= (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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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033L 10m:=

PL034 1.3bar:= L034D ID_PIPE "40" "10S",( ):= L034L 10m:=

PL035 1.3bar:= L035D ID_PIPE "40" "10S",( ):= L035L 10m:=

PL036 1.3bar:= L036D ID_PIPE "40" "10S",( ):= L036L 10m:=

PL037 1.3bar:= L037D ID_PIPE "40" "10S",( ):= L037L 10m:=

6666....3333 헬륨공급계통헬륨공급계통헬륨공급계통헬륨공급계통

6.3.1 단일 헬륨 저장실린더의 사용가능량

He_Cylinder_V 46.7 liter⋅:= .......................헬륨 실린더 용량

He_Cylinder_P 120bar:= .......................헬륨실린더 충진압력

He_Supply_P 8bar:= .......................헬륨가스 공급압력

He_Gas_V
He_Cylinder_V He_Cylinder_P He_Supply_P−( )⋅

bar
:=

He_Gas_V 5.23m
3

= (Normal) ............헬륨실린더의 헬륨가스 사용 가능량

 (6) Discharge Collection Tank

PDischarge_Collection_Tank 1.1bar:=

 (7) Pipe Inventory

PL001 8bar:= L001D ID_PIPE "50" "10S",( ):= L001L 60m:=

PL003 8bar:= L003D ID_PIPE "25" "10S",( ):= L003L 20m:=

PL012 6bar:= L012D ID_PIPE "25" "10S",( ):= L012L 10m:=

PL005 8bar:= L005D ID_PIPE "25" "10S",( ):= L005L 20m:=

PL021 4.0bar:= L021D ID_PIPE "25" "10S",( ):= L021L 30m:=

PL031 1.3bar:= L031D ID_PIPE "50" "10S",( ):= L031L 30m:=

PL032 1.3bar:= L032D ID_PIPE "40" "10S",( ):= L032L 10m:=

PL033 1.3bar:= L033D ID_PIPE "40" "10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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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PA VACUUM CHAMBER FLANGE

PIPA 1.8bar:= ...진공챔버 연결 플랜지 블랭킷 가스 공급압력

(7) Pipe Inventory

PL051 8bar:= L051D ID_PIPE "50" "10S",( ):= L051L 60m:=

PL053 8bar:= L053D ID_PIPE "40" "10S",( ):= L053L 40m:=

PL055 3bar:= L055D ID_PIPE "40" "10S",( ):= L055L 40m:=

PL061 1.8bar:= L061D ID_PIPE "50" "10S",( ):= L061L 80m:=

PL062 1.8bar:= L062D ID_PIPE "40" "10S",( ):= L062L 20m:=

PL063 1.8bar:= L063D ID_PIPE "40" "10S",( ):= L063L 20m:=

6.3.2 소요처 별 운전 조건

(1) He-I

PHe_I 1.8bar:= ....................... He-I 블랭킷 가스 공급압력

(2) HYDROGEN BOX INNER PIPE (수소충전배관)

PHydrogen_Box_Inner_Pipe 3bar:= .............. 수소충전배관 블랭킷 가스 공급압력

nHydrogen_Box_Inner_Pipe 3:= ....................... 블랭킷 가스 공급 횟수

(3) He-II

PHe_II 1.8bar:= ....................... He-II 블랭킷 가스 공급압력

(4) VACUUM BOX INNER PIPE

PVacuum_Box_Inner_Pipe 1.5bar:= ............... 주진공 배관 블랭킷 가스 공급압력

(5) He-III

PHe_III 1.5bar:= ................ He-III 블랭킷 가스 공급압력

(5) 3-Way Valve

P3Way_Valve 1.5bar:= ................ 삼방변 블랭킷 가스 공급압력

n3Way_Valve
3

day
:= .......................일일 운전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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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074D ID_PIPE "15" "10S",( ):= L074L 50m:=

PL075 1.8bar:= L075D ID_PIPE "15" "10S",( ):= L075L 50m:=

PL081 1.5bar:= L081D ID_PIPE "50" "10S",( ):= L081L 50m:=

PL083 1.5bar:= L083D ID_PIPE "40" "10S",( ):= L083L 20m:=

PL085 1.5bar:= L085D ID_PIPE "40" "10S",( ):= L085L 50m:=

PL086 1.5bar:= L086D ID_PIPE "50" "10S",( ):= L086L 50m:=

PL088 1.5bar:= L088D ID_PIPE "25" "10S",( ):= L088L 50m:=

PL064 1.8bar:= L064D ID_PIPE "50" "10S",( ):= L064L 10m:=

PL065 1.8bar:= L065D ID_PIPE "50" "10S",( ):= L065L 10m:=

PL066 1.8bar:= L066D ID_PIPE "40" "10S",( ):= L066L 10m:=

PL067 1.8bar:= L067D ID_PIPE "40" "10S",( ):= L067L 10m:=

PL071 1.8bar:= L071D ID_PIPE "40" "10S",( ):= L071L 10m:=

PL072 1.8bar:= L072D ID_PIPE "15" "10S",( ):= L072L 50m:=

PL073 1.8bar:= L073D ID_PIPE "15" "10S",( ):= L073L 50m:=

PL074 1.8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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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박스 체적VHydrogen_Box 1.696m
3

=

VHydrogen_Box

Hydrogen_BoxID

2









2

π⋅ Hydrogen_BoxL⋅:=

Hydrogen_BoxL 1500mm:=Hydrogen_BoxID 1200mm:=

(1) Hydrogen Box

각 소요처의 체적을 계산한다.

7.2.1 소요처별 체적

각 소요처의 체적을 계산한 후 공급압력으로 환산하여 질소 소요량을 계산하며 이들의 합이 질소 

저장실린더의 용량이 된다.

7777....2222 질소 저장실린더 용량 계산질소 저장실린더 용량 계산질소 저장실린더 용량 계산질소 저장실린더 용량 계산

.......................질소충압탱크 용량VN2_Buffter_Tank 1m
3

:=

VN2_Buffter_Tank Margin⋅ 0.99m
3

=

VN2_Buffter_Tank CVtime CVh⋅
Pa

PN2_Buffer_Tank PCV−









⋅
Tv

Ta
⋅:=

.......................외기 온도Tv 273.15K 30K+:=

Ta 273.15K:=

.......................외기 압력
Pa atm:=

.......................질소 저장 일수CVtime 5day:=

..........공압밸브의 시간당 질소 소요량CVh 0.013
m
3

hr
=

CVh

CV_nor CVn⋅ CVc⋅ bar⋅

PCV

:=

질소 충압탱크의 용량은 질소가스로 운전되는 공압밸브의 총 사용량을 계산하여 이를 5일동안 저장할 수

있는 용량으로 산정한다.

7777....1111 질소 충압탱크 용량 계산질소 충압탱크 용량 계산질소 충압탱크 용량 계산질소 충압탱크 용량 계산

7777....0000 계통계산계통계산계통계산계통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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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012I 6.096 10
3−

× m
3

=L012I

L012D

2









2

π⋅ L012L⋅:=

L003I 0.012 m
3

=L003I

L003D

2









2

π⋅ L003L⋅:=

L001I 0.141 m
3

=L001I

L001D

2









2

π⋅ L001L⋅:=

(6) Pipe Inventory

배기수집탱크의 용량은 진공계통 계산서  결과에 따라 VDischarge_Collection_Tank 2m
3

:=  

를 기준한다

(5) Discharge Collection Tank

.......................질소충압탱크 체적VN2_Buffter_Tank 1m
3

=

(4) Nitrogen Buffer Tank

.......................진공박스 체적VVacuum_Box 2.378m
3

=

VVacuum_Box

Vacuum_BoxID

2









2

π⋅ Vacuum_BoxL⋅:=

Vacuum_BoxL 2250mm:=Vacuum_BoxID 1160mm:=

(3) Vacuum Box

......수소버퍼탱크에 블랭킷 가스가 공급되는 체적VHydrogen_Buffer_Tank_Blanket 0.396 m
3

=

VHydrogen_Buffer_Tank_Blanket VHydrogen_Buffer_Tank_Out VHydrogen_Buffer_Tank_In−:=

.............수소버퍼탱크의 내부 용기의 내부 체적VHydrogen_Buffer_Tank_In 1.3m
3

:=

.............수소버퍼탱크의 외부 용기의 내부 체적

VHydrogen_Buffer_Tank_Out

Hydrogen_Buffer_TankID

2









2

π⋅ Hydrogen_Buffer_TankL⋅:=

Hydrogen_Buffer_TankL 1500mm:=

Hydrogen_Buffer_TankID 1200mm:=

(2) Hydrogen Buffer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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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박스의 질소 소요량(Normal) NVHydrogen_Box.Consumption 2.205m
3

=

NVHydrogen_Box.Consumption VHydrogen_Box

PHydrogen_Box

bar
⋅:=

(1) Hydrogen Box

계산된 각 소요처의 체적을 공급압력으로 환산하여 소요량을 계산한다.

7.2.2 소요처별 사용량

.......................총 배관의 내부 체적VN2_Pipe 0.347m
3

=

VN2_Pipe L001I L003I+ L012I+ L005I+ L021I+ L031I+ L032I+ L033I+ L034I+ L035I+

L036I L037I++

...:=

L037I 0.014 m
3

=L037I

L037D

2









2

π⋅ L037L⋅:=

L036I 0.014 m
3

=L036I

L036D

2









2

π⋅ L036L⋅:=

L035I 0.014 m
3

=L035I

L035D

2









2

π⋅ L035L⋅:=

L034I 0.014 m
3

=L034I

L034D

2









2

π⋅ L034L⋅:=

L033I 0.014 m
3

=L033I

L033D

2









2

π⋅ L033L⋅:=

L032I 0.014 m
3

=L032I

L032D

2









2

π⋅ L032L⋅:=

L031I 0.071 m
3

=L031I

L031D

2









2

π⋅ L031L⋅:=

L021I 0.018 m
3

=L021I

L021D

2









2

π⋅ L021L⋅:=

L005I 0.012 m
3

=L005I

L005D

2









2

π⋅ L00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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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수집탱크의 초기  질소충진량(Normal) Volume_N2 2.2m
3

=

Volume_N2
VDischarge_Collection_Tank P1⋅

Pamb

:=

.........배수집탱크의 초기  질소충진 압력P1 1.1bar:=

a) State 1 (질소가 충진된 배기수집탱크)

(M/H unit 사용 후 헬륨공급을 통하여 배기수집탱크로 수소계통 내 잔존하는 수소 가스가 

 유입되어 배기수집탱크와 수소계통이 압력평형을 이루는 경우)

A. CASE 1 

Pamb 1bar:=VDischarge_Collection_Tank 2m
3

=

(6) Dillution N2

.................질소충압탱크의  질소 소요량
(Normal) NVN2_Buffter_Tank 8m

3
=

NVN2_Buffter_Tank VN2_Buffter_Tank

PN2_Buffer_Tank

bar
⋅:=

(5) Nitrogen Buffer Tank

.................공압밸브의  질소 소요량
(Normal) CVconsumption 19.2 m

3
=

CVconsumption CV_nor CVn⋅ CVc⋅ Storage_time⋅:=

(4) Control Valve

.................진공박스의  질소 소요량(Normal) NVVacuum_Box 2.782 m
3

=

NVVacuum_Box VVacuum_Box

PVacuum_Box

bar
⋅ N2vaccum_box⋅:=

(3) Vacuum Box

.................수소버퍼탱크의  질소 소요량(Normal) NVHydrogen_Buffer_Tank 0.515 m
3

=

NVHydrogen_Buffer_Tank VHydrogen_Buffer_Tank_Blanket

PHydrogen_Buffer_Tank

bar
⋅:=

(2) Hydrogen Buffer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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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수집탱크 내의 수소 농도가 4% 미만임으로

             희석용 질소의 공급없이 방출가능

H23_con 1.388%=

H23_con

V3_H2

V3_He_H2 Volume_N2+
:=

.................배기수집탱크로 유입된 수소의 양V3_H2 0.052 m
3

=

V3_H2 V3_He_H2( ) H2_Systemcon⋅:=

.................배기수집 탱크에 배기된 헬륨과 수소의 양V3_He_H2 1.535 m
3

=

V3_He_H2

VDischarge_Collection_Tank P3⋅

Pamb

Volume_N2−:=

.................압력평형P3 1.868 bar=

P3

He_SupplyV H2_System+ Volume_N2+

NVHydrogen_System_total VDischarge_Collection_Tank+( )
bar⋅:=

c) State 3 (배기수집탱크로 헬륨배기)

................헬륨 공급 후 수소계통내에 잔존하는 수소농도H2_Systemcon 3.378%=

H2_Systemcon
H2_System

He_SupplyV H2_System+
:=

.................공급된 헬륨의 양(Normal) He_SupplyV 3.931 m
3

=

He_SupplyV NVHydrogen_System_total H2_System
bar

He_p
⋅−




He_p

bar
⋅:=

..............수소계통내 잔존하는 수소체적H2_System 0.137 m
3

=

H2_System NVHydrogen_System_total

PMH

bar
⋅:=

.................수소계통 체적NVHydrogen_System_total 1.356 m
3

=

NVHydrogen_System_total VHydrogen_System:=

.................수소 계통의 헬륨공급압력He_p 3bar:=

.................Metal Hydride Unit 사용압력PMH 0.1atm:=

b) State 2 (M/H unit으로 수소 포집 후 헬륨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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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수집탱크 내의 수소 농도가 4% 미만임으로
 
             희석용 질소의 공급없이 방출가능

H2con 1.365%=

H2con
H2_System

V2 NVHydrogen_System_total
He_p

bar
⋅+

:=

......................공급된 수소의 양H2_System 0.137 m
3

=

V2 6m
3

=
V2 VDischarge_Collection_Tank

P2

bar
⋅:=

..................................배기수집탱크내 압력이 헬륨공급압력과 평형P2 3.0bar:=

c) State 3 (헬륨가스의 공급으로 인해 수소계통의 수소가 전량 배기수집탱크로 유입)

...........수소계통내 잔존하는 수소체적H2_System 0.137 m
3

=

H2_System NVHydrogen_System_total

PMH

bar
⋅:=

.............수소계통 체적NVHydrogen_System_total 1.356 m
3

=

NVHydrogen_System_total VHydrogen_System:=

.................수소 계통의 헬륨공급압력He_p 3bar:=

.............Metal Hydride Unit 사용압력PMH 0.1atm:=

b) State 2 (M/H unit으로 수소 포집 후 헬륨 공급)

..........배기수집탱크의 초기  질소충진량V1 2.2 m
3

=

V1 Volume_N2:=

Volume_N2
VDischarge_Collection_Tank P1⋅

Pamb

:=

.........배수집탱크의 초기  질소충진 압력P1 1.1bar:=

a) State 1 (대기압상태의 질소가 충진된 배기수집탱크)

(M/H unit 사용 후 3 bar의 잔류가스공급용 헬륨가스가 공급되는 상태에서 배기수집탱크로

 수소계통 내 잔존하는 수소 가스가 유입되어 탱크내 압력이 헬륨의 공급압력인 3 bar 가 

 되는 경우)

B.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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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

V3 Max_Volume_N2c1+

VDischarge_Collection_Tank








bar⋅:=

V3 V2 Max_Volume_N2c1+:=

Max_Volume_N2c1 1.333m
3

=

Max_Volume_N2c1 Find Supply_Volume_N2( ):=

Max_Volume_H2

V2 Supply_Volume_N2+







100⋅ % Target=

Given

Target 3%=

c) State 3 (유입된 수소를 Target 3%:= 로 낮추기 위해 공급되는 질소량)

Max_Volume_H2 0.16m
3

=

Max_Volume_H2 V2 Max_H2⋅:=

V2 4m
3

=

V2 VDischarge_Collection_Tank

P2

bar
⋅:=

Max_H2 4%=

................................................진공배기펌프의 최대 토출압력P2 2bar:=

b) State 2 (Max_H2 4%:=  농도의 수소가 유입된 배기수집탱크)

..........배기수집탱크의 초기  질소충진량V1 2.2 m
3

=

V1 Volume_N2:=

Volume_N2
VDischarge_Collection_Tank P1⋅

Pamb

:=

.........배수집탱크의 초기  질소충진 압력P1 1.1bar:=

a) State 1 (대기압상태의 질소가 충진된 배기수집탱크)

C. CASE 3 

   (기타계통에서 수소가스가 유입되어 배기수집탱크 내 수소가스의 농도가 4%가 되고 그때  
    
    탱크의 압력이 진공배기펌프의 최대 토출압력인 2.0bar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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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L012 0.037 m
3

=NVL012 L012I( )
PL012

bar
⋅:=

NVL003 0.098 m
3

=NVL003 L003I( )
PL003

bar
⋅:=

NVL001 1.13 m
3

=NVL001 L001I( )
PL001

bar
⋅:=

(8) Pipe Inventory

N2Discharge_Collection_Tank 3.4m
3

=

N2Discharge_Collection_Tank VDischarge_Collection_Tank_initial Vdetector+:=

배기수집탱크에서 요구되는 질소가스의 양은 다음과 같다. 

Vdetector 1.2 m
3

=

Vdetector Qtyhydrogen_detectorVFhydrogen_detector⋅ OThydrogen_detector⋅ Storage_time⋅:=

수소검출기에 의해 배기되는 가스는 질소가스에 의해 보충되며 그 양은 다음과 같다. 

VDischarge_Collection_Tank_initial 2.2m
3

=

VDischarge_Collection_Tank_initial VDischarge_Collection_Tank

PDischarge_Collection_Tank

bar
⋅:=

배기수집탱크의 최초 질소가스 충진량은 다음과 같다. 

(7) Discharge Collection Tank

.................희석용 질소 소요량(Normal) Dillution_N2_Total 18.667m
3

=

Dillution_N2_Total Max_Volume_N2c1 N2Recharge+( ) n_dilution⋅:=

N2Recharge 8m
3

=N2Recharge

VDischarge_Collection_Tank PDilution⋅

bar
:=

배기수집탱크에 잔존하는 수소를 퍼지하기 위해 배기수집탱크를 4 bar의 질소로 채운 후 

배기하여  탱크내 압력을 1.1bar로 설정한다.

D. 총 필요한 질소량

.........희석용 질소 공급 후 배기수집탱크의 압력P3 3.333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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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_Cylinder_n 11.863=N2_Cylinder_n
N2

N2_Gas_V
:=

(Normal) N2 62.05 m
3

=N2 Total_N2_Consumpion Margin⋅:=

(Normal) Total_N2_Consumpion 56.409m
3

=

Total_N2_Consumpion NVHydrogen_Box.Consumption NVHydrogen_Buffer_Tank+ NVVacuum_Box+

NVN2_Pipe CVconsumption+ Dillution_N2_Total++

...

N2Discharge_Collection_Tank NVN2_Buffter_Tank++

...

:=

7.2.3  질소 실린더 용량

.................총 공급배관의 질소 소요량NVN2_Pipe 1.639m
3

=

NVN2_Pipe NVL001 NVL003+ NVL012+ NVL005+ NVL021+ NVL031+ NVL032+ NVL033+

NVL034 NVL035+ NVL036+ NVL037++

...:=

NVL037 0.019 m
3

=NVL037 L037I( )
PL037

bar
⋅:=

NVL036 0.019 m
3

=NVL036 L036I( )
PL036

bar
⋅:=

NVL035 0.019 m
3

=NVL035 L035I( )
PL035

bar
⋅:=

NVL034 0.019 m
3

=NVL034 L034I( )
PL034

bar
⋅:=

NVL033 0.019 m
3

=NVL033 L033I( )
PL033

bar
⋅:=

NVL032 0.019 m
3

=NVL032 L032I( )
PL032

bar
⋅:=

NVL031 0.092 m
3

=NVL031 L031I( )
PL031

bar
⋅:=

NVL021 0.073 m
3

=NVL021 L021I( )
PL021

bar
⋅:=

NVL005 0.098 m
3

=NVL005 L005I( )
PL005

b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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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II 체적VHe_II 0.158m
3

=

VHe_II

He_II_Outside_PipeD

2









2

π⋅
He_II_Inside_PipeD

2









2

π⋅−







LHe_II⋅ VHe_box+:=

VHe_box Hebox_L Hebox_W⋅ Hebox_H⋅:=

Hebox_H 0.5m:=

Hebox_W 0.5m:=

Hebox_L 0.5m:=

He_II_Inside_PipeD Vacuuminner_o:=

He_II_Outside_PipeD Vacuumouter_i:=

(3) He-II

.......................수소충전배관 체적VHydrogen_Box_Inner_Pipe 1.356m
3

=

VHydrogen_Box_Inner_Pipe VHydrogen_System:=

(2) HYDROGEN BOX INNER PIPE (수소충전배관)

.......................He-I 체적VHe_I 0.147m
3

=

VHe_I

He_I_Outside_PipeD

2









2

π⋅
He_I_Inside_PipeD

2









2

π⋅−







LHe_I⋅:=

He_I_Inside_PipeD H2inner_o:=

He_I_Outside_PipeD H2outer_i:=

(1) He-I

각 소요처의 체적을 계산한다.

7.3.1 소요처별 체적

각 소요처의 체적을 계산한 후 공급압력으로 환산하여 헬륨 소요량을 계산하며 이들의 합이 헬륨 

저장실린더의 용량이 된다.

7777....3333 헬륨 저장실린더 용량 계산헬륨 저장실린더 용량 계산헬륨 저장실린더 용량 계산헬륨 저장실린더 용량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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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053I 0.057 m
3

=L053I

L053D

2









2

π⋅ L053L⋅:=

L051I 0.141 m
3

=L051I

L051D

2









2

π⋅ L051L⋅:=

(8) Pipe Inventory

(공급배관을 제외한 소요처의 용량은 극소량이므로 용량산정에서 제외한다.)VIPA 0m
3

:=

(7) IPA VACUUM CHAMBER FLANGE

..........삼방변을 통하여 공급되는 진공배관의 체적V3Way_Valve 0.011m
3

=

V3Way_Valve

L041D

2









2

π⋅ L3Way_Valve⋅:=

L041D ID_PIPE "25" "40S",( ):=

..................헬륨가스가 공급되는 배관의 총 길이L3Way_Valve 20m:=

(6) 3-Way Valve

.......................................He-III 체적VHe_III 0.125m
3

=

VHe_III He_IIIL He_IIIW⋅ He_IIIH⋅:=

He_IIIH 0.5m:=

He_IIIW 0.5m:=

He_IIIL 0.5m:=

(5) He-III

.......................진공용기와 주진공배관 체적VVacuum_Box_Inner_Pipe 0.099 m
3

=

VVacuum_Box_Inner_Pipe

Vacuuminner_i
2

4
π⋅ LVacuum_Box_Inner_Pipe⋅









VVacuum_Chamber+:=

LVacuum_Box_Inner_Pipe 20m:=

(4) VACUUM BOX INNER PIPE (주진공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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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081I 0.118 m
3

=L081I

L081D

2









2

π⋅ L081L⋅:=

L075I 0.011 m
3

=L075I

L075D

2









2

π⋅ L075L⋅:=

L074I 0.011 m
3

=L074I

L074D

2









2

π⋅ L074L⋅:=

L073I 0.011 m
3

=L073I

L073D

2









2

π⋅ L073L⋅:=

L072I 0.011 m
3

=L072I

L072D

2









2

π⋅ L072L⋅:=

L071I 0.014 m
3

=L071I

L071D

2









2

π⋅ L071L⋅:=

L067I 0.014 m
3

=L067I

L067D

2









2

π⋅ L067L⋅:=

L066I 0.014 m
3

=L066I

L066D

2









2

π⋅ L066L⋅:=

L065I 0.024 m
3

=L065I

L065D

2









2

π⋅ L065L⋅:=

L064I 0.024 m
3

=L064I

L064D

2









2

π⋅ L064L⋅:=

L063I 0.029 m
3

=L063I

L063D

2









2

π⋅ L063L⋅:=

L062I 0.029 m
3

=L062I

L062D

2









2

π⋅ L062L⋅:=

L061I 0.188 m
3

=L061I

L061D

2









2

π⋅ L061L⋅:=

L055I 0.057 m
3

=L055I

L055D

2









2

π⋅ L05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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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 NVVacuum_Box_Inner_Pipe 0.148m
3

=

NVVacuum_Box_Inner_Pipe

VVacuum_Box_Inner_PipePVacuum_Box_Inner_Pipe⋅

bar
:=

(4) VACUUM BOX INNER PIPE

(Normal) NVHe_II 0.284m
3

=NVHe_II

VHe_II PHe_II⋅

bar
:=

(3) He-II

(Normal) VNHydrogen_Box_Inner_Pipe 12.204m
3

=

VNHydrogen_Box_Inner_Pipe VNHydrogen_Box_Inner_Pipe_n nHydrogen_Box_Inner_Pipe⋅:=

VNHydrogen_Box_Inner_Pipe_n

VHydrogen_Box_Inner_Pipe PHydrogen_Box_Inner_Pipe⋅

bar









:=

(2) HYDROGEN BOX INNER PIPE (수소충전배관)

(Normal) VNHe_I 0.264 m
3

=VNHe_I

VHe_I PHe_I⋅

bar
:=

(1) He-I

7.3.2  소요처별 헬륨 소요량

.......................총 배관의 내부 체적VHe_Pipe 1.076m
3

=

VHe_Pipe L051I L053I+ L055I+ L053I+ L055I+ L061I+ L062I+ L063I+ L064I+

L065I L066I+ L071I+ L072I+ L073I+ L074I+ L075I+ L081I+ L085I++

...

L086I L088I++

...

:=

L088I 0.03 m
3

=L088I

L088D

2









2

π⋅ L088L⋅:=

L086I 0.118 m
3

=L086I

L086D

2









2

π⋅ L086L⋅:=

L085I 0.072 m
3

=L085I

L085D

2









2

π⋅ L085L⋅:=

L083I 0.029 m
3

=L083I

L083D

2









2

π⋅ L083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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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L071 0.026 m
3

=NVL071 L071I( )
PL071

bar
⋅:=

NVL066 0.026 m
3

=NVL066 L066I( )
PL066

bar
⋅:=

NVL065 0.042 m
3

=NVL065 L065I( )
PL065

bar
⋅:=

NVL064 0.042 m
3

=NVL064 L064I( )
PL064

bar
⋅:=

NVL063 0.052 m
3

=NVL063 L063I( )
PL063

bar
⋅:=

NVL062 0.052 m
3

=NVL062 L062I( )
PL062

bar
⋅:=

NVL061 0.339 m
3

=NVL061 L061I( )
PL061

bar
⋅:=

NVL055 0.172 m
3

=NVL055 L055I( )
PL055

bar
⋅:=

(5) He-III

NVHe_III

VHe_III PHe_III⋅

bar
:=

NVHe_III 0.188 m
3

= (Normal) 

(5) 3-Way Valve

NV3Way_Valve

V3Way_Valve P3Way_Valve⋅ n3Way_Valve⋅ Storage_time⋅

bar
:=

NV3Way_Valve 0.502m
3

= (Normal) 

(6) IPA VACUUM CHAMBER FLANGE

NVIPA

VIPA PIPA⋅

bar
:= NVIPA 0m

3
= (Normal) 

(7) Pipe Inventory

NVL051 L051I( )
PL051

bar
⋅:= NVL051 1.13 m

3
=

NVL053 L053I( )
PL053

bar
⋅:= NVL053 0.46 m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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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_Cylinder_n 3.435=He_Cylinder_n
He

He_Gas_V
:=

He 17.965m
3

=He Total_He_Consumpion Margin⋅:=

Total_He_Consumpion 16.332m
3

=

Total_He_Consumpion VNHe_I VNHydrogen_Box_Inner_Pipe+ NVHe_II+

NVVacuum_Box_Inner_Pipe NV3Way_Valve+ NVIPA++

...

NVHe_Pipe+

...










:=

7.3.3  헬륨 소요량 및 저장 실린더 용량 계산

NVHe_Pipe 2.931m
3

=

NVHe_Pipe NVL051 NVL053+ NVL055+ NVL061+ NVL062+ NVL063+ NVL064+

NVL065 NVL066+ NVL071+ NVL072+ NVL073+ NVL074++

...

NVL075 NVL081+ NVL085+ NVL086+ NVL088++

...

:=

NVL088 0.046 m
3

=NVL088 L088I( )
PL088

bar
⋅:=

NVL086 0.177 m
3

=NVL086 L086I( )
PL086

bar
⋅:=

NVL085 0.108 m
3

=NVL085 L085I( )
PL085

bar
⋅:=

NVL081 0.177 m
3

=NVL081 L081I( )
PL081

bar
⋅:=

NVL075 0.021 m
3

=NVL075 L075I( )
PL075

bar
⋅:=

NVL074 0.021 m
3

=NVL074 L074I( )
PL074

bar
⋅:=

NVL073 0.021 m
3

=NVL073 L073I( )
PL073

bar
⋅:=

NVL072 0.021 m
3

=NVL072 L072I( )
PL072

b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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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7....4444 이동식 진공배기장치 내 진공펌프 용량계산이동식 진공배기장치 내 진공펌프 용량계산이동식 진공배기장치 내 진공펌프 용량계산이동식 진공배기장치 내 진공펌프 용량계산

이동식 진공배기장치에 설치되는 진공 펌프는 고진공 및 저진공 펌프 조합을 통하여 각 계통의

배기시 요구되어지는 진공조건까지 배기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초기 저진공 펌프를 이용하여

고진공 펌프가 가동될 수 있는 요구진공압력 조건을 감안할 경우 수소의 초기충전을 위한 수소

계통의 배기가 가장 어려운 조건이며, 수소계통 배기시 요구진공도는 1.33 x  10-3 kPa(a) 이다.  

따라서, 진공펌프 용량산정에 있어서 아래의 이론적 계산식을 통하여 얻은 결과값으로 확인하여

보면 5.62 m3/h 로 산정이 되어진다.  

 

� 수소계통의 배기 용량 : 약 1500 liter 

� 배기압력 : 1.33 x 10–3 kPa(a)  

� 배기시간 : 18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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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로 배관길이, 관경 및 배기가스의 조건을 감안하여 적용한다면 더 큰 용량의 저진공

펌프가 적용되어야만 한다. 

수소계통 배기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배관길이, 관경 및 배기가스의 조건을 감안하여 실제 전

단배관에 배기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을 적용하여 저진공 펌프용량을 35m3/h 로 적용하여 시뮬

레이션한 결과는 그림 7.1과 같다. 

 

� 드라이 펌프 : 35㎥/hr  

� 배기 체적 : 약 1500 liter (수소버퍼탱크 체적 1300 liter 포함) 

� 컨덕턴스 조건 : 배관조건 [길이(81m), 내경(38.1mm, NW40), 꺾임(67bend)], TMP 컨덕턴스

[길이(352mm), 블레이드 개수(100개), 간격(1mm), 사이간격(3mm)] 

 

그림 1 에 보면 고진공 펌프가 6.7x10-3 kPa(a)에서 가동이 되는 조건까지 약 6 시간의 소요가 예

상된다. 따라서 저진공펌프의 가동시간을 3 시간 이내로 하기 위해서는 저진공 펌프의 용량 증대

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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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35㎥/h 저진공펌프 시뮬레이션 결과 

따라서, 저진공펌프의 용량을 100㎥/hr로 증대시켜 시뮬레이션한 결과는 그림 2와 같으며, 고진

공 펌프가 6.7x10-3 kPa(a)에서 가동이 되는 조건까지 배기시간은 2hr 50min정도에 배기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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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00㎥/h 저진공펌프 시뮬레이션 결과 

상기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이동식 진공배기장치는 300 ℓ/sec 용량의 고진공 펌프와 100

㎥/hr 저진공 펌프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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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8....0000 계산결과계산결과계산결과계산결과

(1) 질소충압탱크 용량

계산된 결과(VN2_Buffter_Tank 1m
3

= )에 따라 질소충압탱크의 용량은 1 m
3
 이다.

(2) 질소 저장실린더 용량

계산된 결과(N2_Cylinder_n 11.863= )에 추가적인 여유율을 고려하여 질소 저장실린더는 

46.7liter 용량의 실린더 13 개를사용한다. 

(3) 헬륨 저장실린더 용량

계산된 결과(He_Cylinder_n 3.435= )에 따라 헬륨 저장실린더는 46.7liter 용량의 실린더

4 개를 사용한다. 

(4) 이동식 진공배기장치 진공펌프 용량

 계산된 결과에 따라 저진공 펌프의 용량은 100 m3/hr 이고, 고진공 펌프의 용량은 300 liter/sec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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