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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R 건조, 운  사업의 주요 목   하나는 DEMO와 련한 삼 수소 증식용 블랑켓을 

시험하는 것이며, 이러한 시험 장치를 블랑켓 시험모듈(Test Blanket Module, TBM)이라 한

다. TBM 개발  시험은 다른 선진국들이 수십 년 동안 노력해 온 기술로, ITER  DEMO

의 핵심기술이며,  핵융합에 지 개발을 한 필수 분야이다. 본 보고서는 아국이 제안한 두 가

지 TBM 사양  액체증식형 TBM에 한 연구  개발 내용을 다루었다. 

  본 과제 수행을 해,  1차년도(2006년)에는 액체 속형 TBM의 개념설계  비안 성 분

석 수행을 통해, 노해석, 열수력, 구조해석 수행  설계 최 화 과정을 정립하고, 안 련 해

석을 수행하 으며, 비안 성분석보고서 작성하 다. 한, TBM의 보조계통 설계를 수행하

여, He 냉각계통  Li 증식재 계통 설계  해석하 고, 삼 수소 시스템을 설계하기 한 여

러 방법들을 조사, 분석하 다. ITER 시험 계획에 맞춘 TBM의 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설계  안 해석, 시험 계획 등을 ITER-O에서 요구하는 설계문서인 DDD(Design 

Description Document)를 통해 정리하 다. TBM은 타 참여국과의 력 연구가 많은 부분에

서 필요하며, 이에 따라, 련 회의에 참석하여 타국과의 연구 력 방안도 함께 수립히 다. 

  2차년도(2007년)에는 기 수행된 액체 속형 TBM과 보조계통 설계 보완을 수행하여, 기본 

설계 보완 활동  TBM 시스템의 설계를 마무리하 고, 안 성분석 보완  인허가 문서를 생

산하 다. 한, ITER 일정 변경에 따른 시험계획을 수정 보완하 고, DDD 안을 완성하여 

ITER-O에 제출하 다. TBM 제작을 해서는 조달자격 검증용 TBM 제작기술 개발이 필수

이며, 이를 해 구조재로 채택된 FM강 (Ferrite Martensite) 가공  합 방법을 개발하

고, Be과 FM강으로 이루어진 일차벽에 한 합기술을 개발하여, 비 조건을 도출하 다. 고

온, 고압의 He 냉각재를 사용하는 개념에 맞게 냉각재와 련한 기술을 개발하기 해, 련 실

험 장치의 설계, 제작, 실험에 참여하 다. 액체 속 증식재 기술 개발을 해 성능 검증용 설계

루 를 설계하고, 액체증식재의 MHD 상을 이론 으로 해석하는 작업을 수행하 다.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국제핵융합로실험로,테스트블랑켓,액체증식재,흑연반사체,헬륨냉각재

  어 ITER, TBM, liquid breeder, graphite reflector, He coo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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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ITER 액체 속형 블랑켓 시험모듈(TBM) 기술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선진 7개국(EU, 일본, 러시아, 미국, 국, 인도, 한국)이 참여하는 국제핵융합

실험로(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ITER) 계획은 핵융

합 에 지 상용화를 한 최종 기술 , 공학  검증을 목표로 하는 형 국제

력 로젝트이다. 재 한국은 이러한 ITER 개발사업에 동등하게 참여하여 기술

공유․개발을 통해 향후 핵융합에 지 상용화시 핵융합발 소 건설의 원천기술 

보유국의 치를 주도 으로 확보하기 해 노력하고 있다. ITER 건조, 운  사

업의 주요 목 은 neutronics, 블랑켓 모듈, 삼 수소 취  기술  차세   라

즈마 기술 등을 시험하고, 핵융합로용 블랑켓의 열추출, 삼 수소 증식 시험 등

을 수행하는 것으로, 타 참여국들은 이를 해 DEMO와 련한 삼 수소 증식용 

블랑켓들을 ITER에서 시험할 목 으로 ITER 블랑켓 시험모듈(Test Blanket 

Module, TBM)을 개발 에 있다. TBM 개발  시험은 ITER  DEMO의 핵

심기술로, 핵융합에 지 개발을 해서 아국이 반드시 참여해야 할 분야로 극

인 재원을 투자하여 다른 선진국들이 수십 년 동안 노력해 온 기술을 하루빨

리 따라잡는 노력이 필요하다. TBM의 설계는 ITER의 운  모드, 안 성, 부

시설 등과의 연계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ITER 장치가 DEMO 블랑켓을 핵융

합 환경 하에서 시험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임을 감안하여, 제한된 시험조건을 

충분히 고려한 “Act-like" TBM을 개발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특히, 어느 정도의 

기술이 확립된 고체형 TBM과는 달리, 많은 연구  개선 사항들이 요구되는 액

체 속형 TBM은 많은 나라들이 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며, 특히, 한국에서 

개발 인 HCML (Helium Cooled Molten Lithium) TBM은 반사체 (reflector)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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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연 (graphite)을 사용하여 안 성  가격 감의 효과를 가지는 독특한 개념

을 가지는 것으로 많은 나라에서 심을 보이고 있다. 본 과제를 통하여 확보되

는 TBM의 설계  제조 기술, ITER를 이용한 시험 수행 등은 향후 DEMO 실

증로, 한국형핵융합로 개발로 이어지는 핵융합 발 로 공학의 핵심기술이 될 것

이다.

이러한 기반 기술의 확보를 한 본 과제의 최종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액체 속형 ITER TBM의 설계  제작 핵심기술 개발

이러한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해, 1차  2차 년도에 수행된 연구의 목 은 

다음과 같다. 

○ 1차년도 (2006.2.1 ∼ 2007.1.31)

  - 액체 속형 TBM 개념설계

  - 시험 계획 수립  DDD 작성

○ 2차년도 (2007. 2. 1 ∼ 2008. 1.31)  

  - 액체 속형 TBM  보조계통 설계 보완  

  - 조달자격 검증용 TBM 제작기술 개발

  - TBM 부품 핵심기술 개발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1. 1차년도 연구개발의 내용  범

1.1 액체 속형 TBM의 개념설계  비안 성 분석 수행

1) 개념 설계 수행

■노해석, 열수력, 구조해석 수행

■설계 최 화  



- v -

2) 안 련 해석 수행  비안 성분석보고서 작성

■사고 시나리오 설정  해석 수행

■안 해석 보고서 작성  제출 

1.2 보조계통 설계

1) He 냉각계통  Li 증식재 계통 설계  해석 

■He  Li 계통 설계  해석

2) 삼 수소 시스템 설계

■수소 추출 방법 조사 

1.3 시험 계획 수립  DDD 작성

1) ITER 일정에 따른 국내 시험 계획 수립  타국과의 연구 력 방안 수

립 

■ITER 일정에 따른 시험계획 수립

■타국과의 공동개발 방안 수립 

2) TBWG 참석  DDD 안 작성

■TBWG 보고서  DDD 안 작성

2. 2차년도 연구개발의 내용  범

2.1 액체 속형 TBM과 보조계통 설계 보완 

1) 기본 설계 보완 활동  TBM 시스템의 설계

■설계체계  코드 갱신, 보완

■균일 유동 형성을 한 TBM 부품 설계 변경

2) 안 성분석 보완  인허가 문서 생산

■사고 시나리오 도출  사고해석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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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문서 작성 (DDD 반 )

3) 시험계획  DDD 보완  

■시험계획  일정 보완 (DDD 반 )

■DDD 작성  ITER-O 제출

2.2 조달자격 검증용 TBM 제작기술 개발

1) FMS 제작기술개발

■FW 채  제작  시험

2) 일차벽 합기술 개발 (Be+FMS)

■Be+FMS 합  조건 도출

2.3 TBM 부품 핵심기술 개발

1) 냉각재 기술 개발

■FW mock-up 열 달 시험 수행

■계통 설계 문제  보완

2) 액체 속 증식재 기술 개발

■MHD 해석 보완

■ 련 시험 시설 구축 검토  착수

Ⅳ. 연구개발결과

1. 1차년도 연구개발결과

1.1 액체 속형 TBM의 개념설계  비안 성 분석 수행

원자력 발 소 설계에 사용되는 기존 개발 툴들을 이용하여 최  설계 과정을 

정립하고, 이를 활용한 반복 설계를 수행하여 최종 인 최  설계안을 도출하

다. 삼 수소 추출율 (Tritium Breeding Ratio, TBR)  열발생율이 최 화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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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MCCARD를 이용한 반복해석을 통해 노해석 결과를 도출하 으며, 이때, 

CFX  ANSYS를 이용한 열수력  구조해석을 반복 으로 병행하여 제한된 

구조물의 온도  변형율 등에 향을 받지 않도록 최종 설계안을 도출하 다. 

한, 사고와 같은 비정상 상태에서의 안 해석을 수행하기 해, 열수력 시스템 

코드인 MARS-GCR과 사고 시나리오의 도출을 한 KIRAP/CONPAS 등의 코

드를 용, 그 결과를 도출하 다.  

최종 으로 도출된 설계안에 한 정상상태 해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MCCARD를 이용한 노해석을 통하여 각 구조에서의 출력  총 열출력을 도출

하 고 , 열수력 계산에 사용할 power density 등의 결과값들을 도출하 다. 열

수력 계산 결과를 통해 일차벽과 증식 역의 온도 분포를 도출하 고, 그 온도

가 구조물의 제한값 보다 낮음을 확인하 으며, 구조해석을 통해 운 시 한계값

을 넘지 않음을 보 다. 

도출된 사고 시나리오 결과는 각 계통별로 안 해석에 이용되었으며, 이를 

한 입력자료들을 비하 다. 이는 추후 추가 으로 도출될 사고 시나리오에도 

바로 용하여 사고 해석에 사용하기 함이다. 기 도출된 세 가지 시나리오에 

한 사고 해석을 수행하여 각 구조에서의 온도 분포  시간에 따른 온도 추이 

등을 도출하 다. 한, 높은 자장 하에서 설계된 TBM 구조물의 향을 상호 

평가하기 한 EM (Electro-Magnetic) 해석이 수행되어 비 결과를 도출하

다. 이러한 결과들은 안 해석 보고서 안으로 작성되었고, 작성 인 DDD에 

포함되었다. 

1.2 보조계통 설계

최종 도출된 HCML TBM의 설계안에서 얻어진 냉각재의 설계 용량 (1.22 

kg/sec)  압력 조건 등이 고려된 He 냉각재 계통을 설계하여, 정상상태 성능 

해석을 수행하 다. ITER 보조계통설비 (Tokamak Cooling Water System, 

TCWS)에 장착되기 한 배치안이 마련되었고, 한, 보조 계통과 연계된 사고 

해석을 수행하기 해 MARS-GCR 입력자료를 비하여, 추가 으로 수행될 안

해석에 비하 다. 

삼 수소 증식재인 액체 Li은 높은 자장 하에서 큰 압력강하를 보이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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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neto-Hydro Dynamics effect, MHD effect)이 있어, 이를 사 에 검토할 필

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CFD 코드(CFD-ACE)를 이용한 비해석을 수행하고, 

이러한 압력강하가 향을 배제할 수 있는 액체 속재의 속 운  조건을 도출

하 다. 

삼 수소추출계통의 설계를 해 기존의 여러 방법들을 검토하여, 아국의 실

정에 맞는 방법으로서 콜드트랩 (cold trap)법을 선정하고, 이와 련한 계통의 

비 설계안을 도출하 다.

1.3 시험 계획 수립  DDD 작성

ITER-O의 시험안에서 변경 사항들을 추 하여 아국의 시험계획을 갱신하

으며, 이에 따른 개발 시기 등을 조정하여, 당해연도 최종 시험계획을 작성하

다. 당해 연도까지 수행된 부분의 내용들이 ITER에서 요구하는 DDD에 반

되었으며, 안 성 분석보고서 안도 함께 작성되어, DDD에 포함되도록 하 다.  

2. 2차년도 연구개발결과

2.1 액체 속형 TBM과 보조계통 설계 보완 

핵설계에 사용된 기존의 MCCARD 외에 인허가를 비한 3D MCNP 코드를 

추가하여, 3D 정 해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 고, 모델링과 열수력/구조해석에 

사용된 코드들도 최신 버  (CATIA V5 R17, ANSYS-CFX ver. 11)으로 갱신

하여, 성능해석을 재수행하는 등, 최  설계 과정을 보완, 갱신하 다. MCNP를 

용하기 해 기존의 2D 모델을 3D 모델로 변환하여 노해석을 수행하 고, 결

과를 도출하여 열수력 해석 등에 활용하 다. 이러한 3D 계산은 기존의 2D 해석

보다 역별로 출력 분포, decay heat 등에 한 보다 정 한 수치를 제공함으로

써, 보다 정확한 온도  응력 분포 등의 상이 가능하게 된다. 

열수력  구조해석 등의 성능 해석에서는 3D 모델을 기반으로 한 mesh를 

체 설계안에 해 생산하여 체 유동  열 달을 해석함으로써, 보다 정 한 

성능 해석 결과를 도출하 다. 설계된 TBM의 각 역에 한 mesh들을 고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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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에 해 각각 생성하고, 계산에 활용하 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Be surface

와 FW의 온도분포  TBM 상부에서의 단면 온도분포 등을 도출하 다. 한, 

유동을 각 역으로 분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cover, manifold, back-wall 등의 

부품에 해서도 3D 유동해석을 수행함으로써, 균일 유동이 각 역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설계 보완에 활용하 다.  

1차년도에 설계된 He 냉각재 계통을 기반으로, 핵심 부품인 열교환기와 

recuperator의 성능 해석을 통해 세부 설계 명세를 결정하고, DDD에 설계 결과

로서 반 하 다. 액체형 TBM의 He 냉각재 계통은 PCHE (Printed Circuit 

Heat Exchanger) 열교환기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매우 작은 채  사이로 고

온의 일차 He 냉각재와 온의 He 냉각재 혹은 냉각수가 흐르면서 열교환을 해

야 하기 때문에, PCHE 자체의 성능 해석이 요한 연구 분야의 하나이다. 따라

서, 단일 채 에 한 열수력 해석을 통해, 체 성능해석을 모의하고, 그 결과를 

세부 설계 명세의 결정에 활용하 다. 

액체 증식재 계통은 삼 수소 추출, MHD 평가 등이 일정 부분 해결된 이후, 

세부 설계가 수행되어야 하는 분야이며, 이에 따라, 상세 설계에 앞서 설계에 필

요한 변수를 우선 도출하여 향후 상세 설계에 활용할 기반을 구축하고, 증식재 

성능 검증용 루  설계에 이러한 변수들이 반 되도록 하 다.  

안 해석 보완과 련하여, EM 해석, LOCA (Loss Of Coolant Accident) 시 

activation analysis, LOCA analysis를 수행하 다. 1차년도에 도출된 plasma 

diruption시의 유도 류값을 이용하여, TBM이 받는 EM force  이에 따른 변

형, 응력 등을 도출하 고, TBM의 구조물이 강자성체인 FM강으로 제작되기 때

문에, ITER 운  시 TBM이 자장환경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다. 

앞서 언 한 MCNP를 활용하여, plasma shut-down 이후, 발생하는 

activation의 시간  추이량을 산출하 고, 표 인 LOCA 시나리오로 

in-vessel, ex-vessel, in-TBM LOCA 시나리오를 상하여, 각 사고에 한 Be 

차폐체  일차벽 구조재의 온도 분포를 도출하 다 이러한 내용들은 비안

분석보고서로서 DDD에 포함되었다. 

1차년도에 생산된 DDD 안을 바탕으로, 갱신된 설계 내용들과 안 해석,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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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통의 설계  시험계획들을 ITER-O에서 요구하는 DDD 형식으로 작성하고 

제출 완료하 다.  

2.2 조달자격 검증용 TBM 제작기술 개발

제작 기술의 개발을 해, 1차년도부터 수행한 시편 합  ITER 블랑켓 일

차벽 제작기술을 토 로, 합 조건을 도출하 다. 한, 고온 고압의 furnace에

서 합된 모재의 특성을 복원하기 한 후열처리 (Post HIP Heat Treatment, 

PHHT) 조건들을 다양한 환경에서 시험하여, 최종 normalizing  tempering 조

건을 도출하 다.  

도출된 합 조건을 활용한 일차벽 mock-up을 제작하 다. 채 간 합을 시

험하기 한 100 mm 채  10 개를 제작하고, 단일, 2채 , 3채  mock-up을 각

각 기 개발된 합방법을 이용하여 제작하 다. 합성 확인을 해 미세 조직을 

찰하여 합 계면간 공극 (pore) 유무를 확인하 으며, 이를 통해, 합이 성공

으로 수행되었음을 확인하 다. 

 TBM 일차벽을 구성하는 Be 차폐체와 FM강 구조물간의 합을 시도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 다. 합조건은 850 ℃, 100 MPa, 2hr이며, Cr/Cu, Ti/Cu  

다양한 두께의 interlayer를 시험함으로써 최 조건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재는 합 가능한 최  온도를 도출한 상태이며, 이를 기반으

로 각각의 interlayer에 따른 합강도를 평가하고 있다. 

2.3 TBM 부품 핵심기술 개발

He 냉각재 기술은 재 개발 인 고온 (500 ℃이상), 고압 (8 MPa)의 고온

가스로 (Gas Cooled Reactor, GCR) 분야에서 이론  실험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효과 인 기술 습득을 해서는 련 분야의 실험 장치 설계, 제작

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과제에서는 고온가스로 과제에 참여하는 

KAIST의 실험장치 제작에 기부터 참여해, 설계  제작을 함께 수행하 으며, 

추후 기본 인 열수력 시험을 통해 코드 검증과 련 기술 습득에 활용할 수 있

도록 하 다. 한, 기 개발된 본 연구원(KAERI)의 고온가스로개발그룹 실험장

치를 활용해 6 MPa의 압력까지 확장된 고압실험을 수행하도록 력기반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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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He 냉각재 루 를 활용한 실험을 통해, 재 사용하고 있는 범용 코드 

(CFX)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안 해석용 시스템 코드로 사용 인 MARS-GCR

의 검증에 활용할 정이다. 실험용 mock-up 6 종을 제작 완료하 으며, 련 

실험을 비교하기 한 비해석 결과를 도출하 다. 

MHD 압력강하는 액체증식재를 사용한 모든 TBM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문제

로, 펌핑 워를 결정하여 제작비용과 직결되는 매우 요한 문제이며, 유동의 왜

곡 등을 통해 냉각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루어져야 하는 문

제이다. 1차년도에는 열 달 모델이 없는 CFD-ACE 코드를 활용해 MHD를 

감할 수 있는 유동속도 역을 도출하 으나, 당해연도에는 열 달까지 고려한 

해석을 해 CFX-EM module을 새로이 도입하고, 이 코드 검증을 한 

benchmarking 문제를 선정하여 해석 에 있다. 이러한 코드 검증이 마무리 되

면 추후 아국의 액체형 TBM 모델에 용하여 열 달이 포함된 MHD 해석을 

수행할 정이며, 이를 해 모델링  mesh 작업을 통해 입력 자료를 마련하

다.  

액체 증식재인 Li은 실험 결과가 매우 미비하고, 다루기 어려운 분야이나, 반

드시 습득해야할 기술들이 많이 있는 분야이다. 이를 해서는 액체증식재 성능 

시험용 루 를 구축하여 련 기술을 습득하고, 해결되지 않은 구조재의 부식이

나 MHD 문제를 실험 으로 평가해보는 것이 요하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련 루  시설을 구축하기 해, 고속로의 냉각재로 사용되는 Pb 련 루 를 

기  모델로하여 개념설계를 수행하고, 련 설계 변수들을 도출하 다. 한, 

체 루  구축에 앞서, 핵심 부품인 EM pump와 sump tank를 상세 설계하여 설

계 변수를 도출하고, 제작을 완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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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liquid metal type TBM technology for ITER

II.  Objectives and Importances of the Project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ITER) project is th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one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nuclear fusion 

energy through the technical and engineering verification, in which 7 parties 

such as EU, Japan, Russia, USA, China, India, and Republic of Korea are 

involved. Korea has been trying to secure the nuclear fusion technology 

through the collaboration and sharing with the participating parties. 

The objectives of the ITER project for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are 

to perform the test related to the neutronics, blanket module, tritium 

treatment technology, advanced plasma technology, and to test the heat 

extraction and tritium breeding in the test blanket for the fusion reactor. 

Other parties have been developing the Test Blanket Module (TBM) for 

testing in the ITER for these purposes. TBM development and its test are 

the core technology of the ITER and DEMO and we should participate in this 

program to develop the fusion energy development. And more, resources 

support for this program should be followed to overcome the gap from the 

advanced countries of fusion technology field. In the TBM design, "Act-like" 

TBM should be developed and tested considering the relation between ITER 

operation mode, safety aspect, subsidiary facilities, and more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ITER is the only machine to test the DEMO blanket 

under nuclear fusion conditions. Differently from the solid type TBM, in 

which most technologies were already developed, the liquid type TBM ca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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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long-term research and solutions for many problems. However, most 

parties have much interest in the liquid type TBM due to its potential 

advantages. KO HCML (Helium Cooled Molten Lithium) TBM has the  

unique design to use the graphite reflector replacing with a Be multiplier. 

Since this design give the enhanced safety, cost reduction, design feasibility, 

and so on, other parties have expressed their interests to us. Through this 

project, we can secure the TBM design and related technology, which will be 

used as the core technology for the DEMO construction, our own fusion 

reactor development. 

The final objectives of this project are as follows;

○ Development of liquid metal type TBM technology for ITER

To achieve the final objectives, the following steps are required in the 1st 

and 2nd year, respectively;

- 1st year (2006. 2.1 ∼ 2007. 1.31)

○ Conceptual design of the liquid type TBM

○ Establishing the test plan and preparing the DDD (Design Description 

Document)

- 2nd year (2007. 2.1 ∼ 2008. 1.31)

○ Complementing the liquid type TBM and its auxiliary system

○ Developing the manufacturing technology for the liquid type TBM

○ Developing the core technology on the TBM development

III.  Contents and Scope of R&D

1. R&D contents and scope in the 1st year

1.1 Conceptual design of the liquid type TBM and perform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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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liminary safety analysis 

1) Conceptual design of the liquid type TBM

■neutronics, thermal-hydraulic analysis, thermo mechanical analysis

■optimization of the design

2) Performing the preliminary safety analysis and reporting

■developing accident scenario and its analysis

■making preliminary safety analysis report and its submitting

1.2 Design of the auxiliary system 

1) Design and analysis on the He coolant system and Li breeding system

2) Design of the tritium extraction system

■surveying the tritium extracting methods

1.3 Establishing the test plan and making DDD 

1) Establishing the domestic test plan and preparing the collaboration with other 

parties

■establishing the test plan according to the ITER schedule

■establishing the plan for joint development with other parties

2) TBWG and DDD

■participating TBWG meeting and preparing DDD

2. R&D contents and scope in the 2nd year

2.1 Complementing the design of the liquid type TBM and its 

auxiliary system

1) complementing TBM and its auxiliary system



- xv -

■complementing and updating the design procedure and codes

■design change of some components considering for the flow distribution

2) complementing the safety analysis and reporting the licence related document

■complementing the accident scenario and its analysis

■making licence related document (in DDD)

3) Detailed understanding of risk factors in domestic manufacturing

■complementing the test plan and schedule (in DDD)

■making the DDD and its submission

2.2 Developing the manufacturing technology for the liquid type TBM 

1) developing the FMS manufacturing technology

■TBM FW fabrication and its test

2) developing the Be+FMS joining technology

■developing the optimized joining condition

2.3 Developing the core technology for the TBM development

1) developing the He coolant technology

■performing the basic TH experiment with the TBM FW mock-up

■complementing the He auxiliary system design

2) developing the liquid breeder technology

■complementing the MHD analysis

■investigating the experimental loop design and construction

IV. Results of R&D

1. R&D results in the 1st year

1.1 Conceptual design of the liquid type TBM and perform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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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liminary safety analysis 

The optimized design procedure was established with the existing tools, 

which have been used in nuclear reactor design, and the optimized HCML 

TBM design was obtained through iteration method according to the 

developed design procedure. Neutronic study were performed repeatedly with 

MCCARD to obtain the optimized TBR and nuclear heating; Thermal power 

0.675 MW of thermal power, 0.36 of locarl TBR, 0.029 g/FPD of tritium 

production rate. And more, the power density according to the distance from 

the plasma side is obtained. With neutronic results, thermal-hydraulic and 

thermo-mechanical analysis were performed repeatedly with CFX-10 and 

ANSYS-10, respectively, to obtain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flow 

distribution, deformation, and stress distribution. It shows that the results do 

not exceed to the requirement for structural material. In safety analysis such 

as accident analysis, FIRAP/CONFAS was used for inducing the accident 

scenarios, accident analyses were performed with the MARS-GCR and 

CFX-10. The temperature evolutions at certain regions were obtained 

according to the accident scenarios. Electro Magnetic (EM) analysis was 

performed with ANSYS-10 in order to find the effect of magnetic flux by 

plasma disruption to the TBM. All results above were documented in the 

form of DDD. 

1.2 Design of the auxiliary system 

He cooling system as a TBM auxiliary system was designed considering 

the final design of the KO HCML TBM such as coolant capacity and 

operation pressure. Layout for this system was prepared to be installed in the 

ITER TCWS vault. The steady state analysis with this system was 

performed with MARS-GCR and this input will be used for the accident 

analysis. 

MHD effect of liquid Li breeder by magnetic flux in ITER such as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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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er pressure drop was evaluated with CFD-ACE and it was concluded 

that the Li breeder should have a slow velocity to reduce this effect. 

Close examination of the existing methods for the tritium extraction 

concluded with the cold trapping as our choice in the KO HCML TBM 

system. Cold trap was selected as a tritium extraction method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the existing methods and it was used for design the tritium 

extraction system in the KO HCML TBM. The schematic of this system was 

prepared. 

1.3 Establishing the test plan and preparing DDD draft

KO test plan was updated according to the deviation of the original 

schedule of the ITER construction and test. In order to get the information, 

we participated the several technical meetings such as TBWG, TBM safety 

meeting, LBB workshop Most results were arranged in the form of DDD 

including preliminary safety analysis report. 

2.  R&D results in the 2nd year

2.1 Complementing the design of the liquid type TBM and its 

auxiliary system

The optimized design procedure was complemented and updated; 2D 

MCCRAD analysis replaced with the 3D MCNP analysis for more exact 

solution in neutronics; the tools were updated the recent version (CATIA V5 

R17, ANSYS-CFX v.11) and the analyses were performed with these new 

version. 

In performance analysis on thermal-hydraulic and thermo-mechanical one, 

full 3D meshes were generated and used in this analysis in order to obtain 

the more exact temperature, deformation, and stress solution. And mor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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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s of the covers, manifold, and backwall were changed considering the 

flow distribution, which was given by the 3D thermal-hydraulic analysis. 

Design specifications of the heat exchanger and recuperator in He cooling 

system were determined and documented in the DDD. PCHE is used for 

these components for efficiency and compact design. Since the PCHE design 

is one of the research topic in aspect of thermal analysis, the performance 

and design were performed with the CFX-11 and the results were used in 

determining the design specifications. 

For liquid Li breeder system, design parameters were induced before the 

detailed design of the system and were used in the design of the liquid Li 

test loop.

LOCA analysis, activation analysis in LOCA, EM analysis were performed. 

Three scenarios were selected as the enveloped cases such as in-vessel 

LOCA, ex-vessel LOCA, and in-TBM LOCA, and the temperature evolution 

at each region was obtained. Using the induced current, which was obtained 

in the first year R&D, the deformation and stress were obtained through the 

EM analysis. These results were arranged and documented in the form of 

DDD as a preliminary safety analysis report. Additionally, ripple effect was 

evaluated since the FMS, structural material of TBM is a ferromagnetic and 

it could affect the ITER ripple. 

DDD draft documented in the first year R&D was updated with the 

current results such as updated performance analysis results, updated design, 

updated safety analysis, detailed auxiliary system design, and updated test 

plan. It was submitted to the ITER-O in this year. 

2.2 Developing the manufacturing technology for the liquid type TBM 

In order to develop the manufacturing technology, Be+FMS joining 

condition was developed to 850 ℃ of temperature, 100 MPa of pressure for 2 

hours, which was the minimum temperature to make successful joint. In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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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obtain the optimized HIP condition, various interlayers such a s Cr/Cu, 

Ti/Cu, and Ti/Cr/Cu, and their thicknesses were tried and their strengthes 

were evaluated with the mechanical test methods. 

For FMS/FMS joining, HIP condition was investigated to preserve the 

strength of the joint and the post heat treatment conditions were evaluated to 

recover the strength of the joint to the original materials. The normalizing 

and tempering conditions were obtained finally. With this HIP condition, 

several mock-ups for the TBM FW were successfully fabricated; 10 

mock-ups with 100 mm length and 20 mm x 10 mm cooling channel; single, 

double, triple channel mock-ups were fabricated with these cooling channel. 

Microstructure observation was performed and we found there is no pore and 

crack in the joint. 

2.3 Developing the core technology for the TBM development

Since He cooling technology with such a high temperature and pressure 

conditions (500 ℃ and 8 MPa) has been developed in the Gas Cooled Reactor 

(GCR) field, this technology was developed with the cooperation of GCR 

research for efficient and cost effective way. Two test facility were used for 

developing this technology; 2 MPa He loop at KAIST and 6 MPa Nitrogen 

loop at KAERI. We participated the design and manufacturing of them and 

they will be used for basic thermal hydraulic experiment with the fabricated 

TBM FW mock-up, which dimension is 390 mm in length, 20 mm x 10 mm 

cooling channel. The preliminary analysis with CFX for this experiment was 

performed to be compared. 

Since pressure drop by MHD effect is one of most important problem in 

liquid type TBM, this problem was evaluated with the CFX code and its EM 

module, which was newly adopted. In order to validate this module, a 

benchmarking problem was selected and the input data for the KO HCML 

TBM was pre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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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develop the Li technology, the test loop was designed 

schematically and design parameters were obtained. Main components such as 

EM pump and sump tank were designed specifically and fabricated. 



- xxi -

목    차

요 약 문 ....................................................................................................................................iii

SUMMARY .............................................................................................................................xii

목차 ...........................................................................................................................................xx

그림목차 ..............................................................................................................................xxvii

표목차 ................................................................................................................................xxxvii

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

  제 1  연구개발의 배경  필요성 ..............................................................................1

  제 2  연구개발의 목 ...................................................................................................2

제 2 장 연구 개발 수행 내용  결과...............................................................................3

  제 1  국내외 연구 개발 황 .......................................................................................3

    1. 국외 기술 황 ............................................................................................................3

    2. 국내 기술 황 ............................................................................................................4

  제 2  액체형 TBM 본체  보조계통 설계 ............................................................7

    1. 최  설계 체계 구축  설계 과정 .......................................................................7

      가. 최  설계 체계 구축 ...........................................................................................7

      나. 최  설계안 도출 과정 ......................................................................................11

         (1) 1차 설계안의 설계 사항  성능 해석 ...................................................16

         (2) 2차 설계안의 설계 사항  성능 해석 ...................................................25

         (2) 3차 설계안의 설계 사항  성능 해석 ...................................................33

    2. 액체형 TBM 본체 설계 ..........................................................................................34

      가. 개요 ........................................................................................................................34

      나. 설계 변수 ..............................................................................................................41

      다. 세부 부품 설계 ...................................................................................................43

         (1) 일차벽 (First Wall) .....................................................................................43

         (2) 증식재 역 (Breeding Zone) ...................................................................47



- xxii -

         (3) 매니폴드  커버 (Manifold and Covers) ............................................50

         (4) 후 부 (Backwall) ........................................................................................53

         (5) He 냉각재의 유동 경로 ..............................................................................56

    3. 액체형 TBM 보조계통 설계 .................................................................................57

      가. He 냉각재 계통 ...................................................................................................57

         (1) 계통 개요 ........................................................................................................57

         (2) 상세 부품 설계 .............................................................................................65

            (가) 열교환기 ..................................................................................................65

            (나) 열회수기 ..................................................................................................68

            (다) 순환기 ..................................................................................................70

            (라) 기가열기 ..............................................................................................72

            (마) 가압기 ......................................................................................................72

            (바) 배   밸 .........................................................................................72

            (사) 여과기  He 냉각재 정화 장치 .....................................................72

      나. Li 증식재 계통.....................................................................................................73

         (1) 삼 수소 증식재 ...........................................................................................73

         (2) Li 증식재 ........................................................................................................73

            (가) 설계 특성 ................................................................................................73

            (나) 액체 Li 순환장치 ..................................................................................74

         (3) 액체 Li ............................................................................................................76

            (가) Li  그 화합물의 성질 .....................................................................76

            (나) 커버개스  로 박스 설계 ...........................................................80

      다. 삼 수소 추출 계통 ...........................................................................................81

         (1) 삼 수소 침투 ...............................................................................................81

         (2) 냉각재 정제 ....................................................................................................81

         (3) 삼 수소 취 ................................................................................................81

            (가) 게터 이용 ................................................................................................81



- xxiii -

            (나) 기타 방법 ................................................................................................84

         (4) 삼 수소 추출 ................................................................................................84

            (가) 속 의 수소  삼 수소 추출 ...................................................84

            (나) 콜드트랩법 .............................................................................................84

            (다) 이트륨 게터에 의한 추출 ...................................................................87

         (5) 삼 수소 추출 계통 설계 ...........................................................................87

    4. 액체형 TBM 본체 성능 해석 ...............................................................................90

      가. 개요 ........................................................................................................................90

      나. 노해석 (MCCARD) ............................................................................................92

         (1) 코드  모델 .................................................................................................92

         (2) 삼 수소 증식 .............................................................................................100

         (3) 열출력 ...........................................................................................................102

         (4) 정지 후 유도 방사능 .................................................................................107

         (5) 정지 후 붕괴열 ............................................................................................113

      다. 노해석 (MCNP) ................................................................................................118

         (1) 코드  모델 ...............................................................................................118

         (2) 핵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에 지 평가 (nuclear heating) ................122

         (3) 장치 방사화  운  정지 후 붕괴열 발생 평가 ..............................130

         (4) 삼 수소 증식율 평가 ...............................................................................136

      라. 열수력 해석 ........................................................................................................138

         (1) 경계 조건과 사용 툴 .................................................................................138

         (2) 일차벽 단일 채 에 한 열수력 해석 .................................................143

         (3) 일차벽  증식재 역이 포함된 열수력 해석 ..................................149

         (4) He 냉각재의 유동 분포 해석 ..................................................................162

         (5) Li 증식재의 MHD 해석 ............................................................................168

      마. 구조해석 ..............................................................................................................174

         (1) 일차벽 단일 채 에 한 구조해석 ......................................................174



- xxiv -

         (2) 일차벽 체 구조물에 한 구조해석 ..................................................179

      바. 자기 해석 ........................................................................................................180

         (1) 개요 ................................................................................................................180

         (2) 라즈마 붕괴사고에 따른 자기 해석...............................................180

            (가) 기 사고 ................................................................................................180

            (나) 자기 해석을 한 3D 모델링 ......................................................182

            (다) 자기 해석 결과 ...............................................................................190

            (라) 구조해석 ................................................................................................205

         (3) TBM 설치에 따른 ripple 향 분석 .....................................................208

            (가) 개요 .......................................................................................................208

            (나) ripple 비 평가 (2D 해석) ............................................................215

            (다) ripple 평가 (3D 해석) .......................................................................220

    5. 비 안 성 분석 ....................................................................................................227

      가. 개요 .....................................................................................................................227

      나. 사고해석 .............................................................................................................228

         (1) 코드  모델 ...............................................................................................228

         (2) 경계 조건 ......................................................................................................235

         (3) LOCA 분석  결과 .................................................................................236

            (가) In-vessel LOCA .................................................................................236

            (나) Ex-vessel LOCA ...............................................................................239

            (다) In-TBM LOCA .................................................................................251

    6. 시험계획 수립  DDD 작성, 제출 ...................................................................252

      가. 시험 계획 수립 ..................................................................................................252

      나. DDD 작성  제출 ..........................................................................................256

  제 3  조달 자격 검증용 TBM 제작 기술 개발 ..................................................260

    1. 일차벽 제작 기술 개발 .........................................................................................260

      가. 개요 ......................................................................................................................260



- xxv -

      나. Be/FMS 합조건 도출...................................................................................261

         (1) Be/FMS joint block 제조 .......................................................................261

         (2) Be/FMS 합면의 합특성 평가  미세조직 찰 ......................265

      다. FMS/FMS 합조건 도출 .............................................................................280

         (1) HIP 후 최 화 열처리 조건 도출 ..........................................................281

         (2) FMS/FMS간 최 화 합 조건 도출 ...................................................291

    2. 일차벽 mock-up 제작 ...........................................................................................297

      가. 개요 ......................................................................................................................297

      나. TBM 일차벽 단일 채  mock-up 제작 ....................................................300

      다. TBM 일차벽 다채  mock-up 제작 ..........................................................303

  제 4  TBM 부품 핵심 기술 개발 ..........................................................................307

    1. He 냉각재 기술 개발 ............................................................................................307

      가. He loop 구축 .....................................................................................................307

         (1) 2 MPa He loop (KAIST) .......................................................................308

         (2) 6 MPa 질소 loop (KAERI) .....................................................................322

      나. He 냉각재 련 기술 개발 ............................................................................327

         (1) PCHE 성능 해석  설계 .......................................................................327

            (가) 성능 해석용 입력 자료 작성 ...........................................................330

            (나) PCHE 단일 채  비 해석 ............................................................335

            (다) PCHE 단일 채  해석 ......................................................................340

         (2) 기  열수력 실험 비..............................................................................346

    2. 액체 증식재 기술 개발 .........................................................................................353

      가. MHD 해석 기술 ............................................................................................353

      나. 액체 증식재 loop 설계  제작 ...................................................................360

         (1) 액체 증식재 loop 설계 .............................................................................360

         (2) 핵심 부품 설계  제작 ...........................................................................363

            (가) EM 펌 ...............................................................................................363



- xxvi -

            (나) sump tank ...........................................................................................377

    3. 삼  수소 거동 해석 ..............................................................................................382

    4. 타 참여국과의 력 방안 마련 ...........................................................................383

      가. 련 기술회의  워크샵 참석 .....................................................................383

         (1) TBWG-17 ....................................................................................................383

         (2) TBWG-18 ....................................................................................................385

      나. 련 워크샵 개최 ..............................................................................................386

         (1) 3차 한일 블랭킷 워크샵 ...........................................................................386

         (2) 4차 한일 블랭킷 워크샵 ...........................................................................386

제 3 장 목표 달성도 ..........................................................................................................389

  제 1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389

  제 2  평가의 착안 에 따른 목표달성도에 한 자체평가 .............................390

제 4 장 참고문헌 .................................................................................................................391

부록 I. 한국형 액체형 TBM 몬테칼로 기반 성능 해석 보고서..............................395

부록 II. DDD (Design Description Document) for the KO HCML TBM ........556

부록 III. He 냉각 계통 해석을 한 MARS-GCR 입력 자료 ................................710



- xxvii -

그 림 목 차

그림 2.2.1-1 최  설계 과정  사용 툴 ..........................................................................9

그림 2.2.1-2 최  설계 과정 보완  사용 툴 갱신....................................................10

그림 2.2.1-3 1차 설계안의 내부 형상  냉각재 유동 구조갱신 ...........................13

그림 2.2.1-4 2차 설계안의 내부 형상  냉각재 유동 구조갱신 ...........................14

그림 2.2.1-5 3차 설계안의 내부 형상  냉각재 유동 구조갱신 ...........................15

그림 2.2.1-6 1차 설계안의 내부 구조  3D 모델링 ..................................................18

그림 2.2.1-7 1차 설계안의 각 역에서의 발생열 .......................................................20

그림 2.2.1-8 1차 설계안의 유동 체계  일차벽 온도 해석 결과 ...........................21

그림 2.2.1-9 1차 설계안의 일차벽 단일 채 에 한 CFX 해석 모델  결과

.....................................................................................................................................................22

그림 2.2.1-10 1차 설계안의 증식재 역에 한 CFX 해석 결과 (온도분포) .....23

그림 2.2.1-11 1차 설계안의 일차벽 단일 채 에 한 구조해석 결과 ...................24

그림 2.2.1-12 2차 설계안의 내부 구조  3D 모델링 ................................................27

그림 2.2.1-13 2차 설계안의 유동 체계  일차벽 온도 해석 결과 ........................29

그림 2.2.1-14 2차 설계안의 일차벽 단일 채 에 한 CFX 해석 모델  결과

.....................................................................................................................................................30

그림 2.2.1-15 2차 설계안의 증식재 역에 한 CFX 해석 결과 (온도분포) .....31

그림 2.2.1-16 2차 설계안의 일차벽에 한 유동 분포 해석 결과 ...........................32

그림 2.2.2-1 ITER TBM용 port의 common frame 구조  크기...........................36

그림 2.2.2-2 액체형 TBM의 체 크기  설치도 ......................................................37

그림 2.2.2-3 액체형 TBM의 3D 분해도 .........................................................................39

그림 2.2.2-4 액체형 TBM의 He 냉각재 유동 경로 ....................................................38

그림 2.2.2-5 액체형 TBM의 Li 증식재 유동 경로 ......................................................40

그림 2.2.2-6 액체형 TBM의 일차벽 구조 ......................................................................44



- xxviii -

그림 2.2.2-7 액체형 TBM 일차벽의 He 냉각재 유동 구조 ......................................45

그림 2.2.2-8 액체형 TBM 증식재 역의 내부 구조 .................................................48

그림 2.2.2-9 액체형 TBM 증식재 역의 냉각 채 .................................................49

그림 2.2.2-10 액체형 TBM 증식재 역의 매니폴드 .................................................51

그림 2.2.2-11 액체형 TBM 증식재 역의 커버 ..........................................................52

그림 2.2.2-12 액체형 TBM 후 부 ..................................................................................54

그림 2.2.2-13 액체형 TBM 후 부의 냉각재 유동 경로 ...........................................55

그림 2.2.3-1 He 냉각재 계통의 유동 경로 ....................................................................60

그림 2.2.3-2 ITER 보조계통실의 구조 ............................................................................62

그림 2.2.3-3 He 냉각재 계통을 한 ITER 보조계통실의 크기 ..............................63

그림 2.2.3-4 설계된 He 냉각재 계통 ...............................................................................64

그림 2.2.3-5 PCHE 단일 채 의 형상 .............................................................................66

그림 2.2.3-6 실험실용의 자펌 ....................................................................................75

그림 2.2.3-7 액체리튬 정제장치의 개념도 ......................................................................79

그림 2.2.3-8 콜드트랩 시험을 한 액체리튬 루  개념 ...........................................86

그림 2.2.3-9 계통 설계에 사용된 삼 수소 추출 개념................................................88

그림 2.2.3-10 삼 수소 추출 계통 설계 ..........................................................................89

그림 2.2.4-1 액체형 TBM 설계  해석 체계 .............................................................91

그림 2.2.4-2 액체형 TBM의 반경방향 단면도 .............................................................94

그림 2.2.4-3 액체형 TBM의 수직방향 단면도 .............................................................95

그림 2.2.4-4 액체형 TBM의 성자속 ..........................................................................103

그림 2.2.4-5 액체형 TBM 출력 도의 공간 분포 ....................................................104

그림 2.2.4-6 증식재 역에서 출력 도의 공간 분포 .............................................105

그림 2.2.4-7 각 역별 생성된 유도 방사능의 시간에 따른 추이 .........................110

그림 2.2.4-8 핵종 별 유도 방사능의 시간에 따른 추이 ...........................................112

그림 2.2.4-9 각 역 별 생성된 붕괴열의 시간에 따른 추이 .................................115

그림 2.2.4-10 각 핵종에 의해 생성된 붕괴열의 시간에 따른 추이 .......................117



- xxix -

그림 2.2.4-11 액체형 TBM에 한 MCNPX 계산 모델...........................................119

그림 2.2.4-12 액체형 TBM 부품별 구성 형태와 설계 치수 ...................................120

그림 2.2.4-13 액체형 TBM 부품별 성자 스펙트럼................................................123

그림 2.2.4-14 액체형 TBM 부품별 성자  감마선 분포 ...................................124

그림 2.2.4-14 액체형 TBM 부품별 성자  감마선 분포 (계속) ......................125

그림 2.2.4-15 액체형 TBM 부품별 총 성자속과 0.1 MeV 이상의 속 성자속 

분포 ..........................................................................................................................................126

그림 2.2.4-16 액체형 TBM 내 반경방향으로의 출력 도 분포 .............................128

그림 2.2.4-17 액체형 TBM 내 역별 일차벽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출력 도 

분포 ..........................................................................................................................................129

그림 2.2.4-18 111일의 FPD 운   생성된 방사성핵종의 운  정지 후 경과시

간에 따른 핵종 별 방사능 변화 .......................................................................................132

그림 2.2.4-19 111일의 FPD 운   생성된 방사성핵종의 운  정지후 경과시간

에 따른 TBM 내 장치 별 방사능 변화.........................................................................133

그림 2.2.4-20 111일의 FPD 운   생성된 방사성핵종에 의한 운 정지 후 경

과시간에 따른 핵종 별 붕괴열 변화 ..............................................................................134

그림 2.2.4-21 111일의 FPD 운   생성된 방사성핵종에 의한 운 정지 후 경

과시간에 따른 TBM 내 장치 별 붕괴열 변화 ............................................................135

그림 2.2.4-22 액체형 TBM의 단면도  내부 구성 .................................................140

그림 2.2.4-23 일차벽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출력 도 .............................................141

그림 2.2.4-24 일차벽 단일 채  해석을 한 모델링  생성 mesh 검증 .........144

그림 2.2.4-25 일차벽 단일 채  해석을 한 mesh .................................................145

그림 2.2.4-26 정상 열유속 (0.3 MW/m
2
)에서 일차벽 단일 채 의 온도 분포

...................................................................................................................................................146

그림 2.2.4-27 첨두 열유속 (0.5 MW/m2)에서 일차벽 단일 채 의 온도 분포

...................................................................................................................................................147

그림 2.2.4-28 정상  첨두 열유속에서 체 일차벽의 유입/배출/구조재 최  온

도 .............................................................................................................................................148



- xxx -

그림 2.2.4-29 일차벽 체 해석을 한 mesh (유체+구조재) ................................151

그림 2.2.4-30 증식재 역 해석을 한 mesh (유체+구조재) ................................152

그림 2.2.4-31 증식재 역의 유입 경계 조건 ..............................................................154

그림 2.2.4-32 증식재 역의 하부 5 mm에서 단면의 온도 분포 ..........................155

그림 2.2.4-33 증식재 역의 하부 5 mm에서 반경 방향의 온도 분포 ................156

그림 2.2.4-34 증식재 역의 하부 5 mm에서 토로이달 방향의 온도 분포........157

그림 2.2.4-35 증식재 역의 상부 5 mm에서 단면의 온도 분포 ..........................158

그림 2.2.4-36 증식재 역의 상부 5 mm에서 반경 방향의 온도 분포 ................159

그림 2.2.4-37 증식재 역의 상부 5 mm에서 토로이달 방향의 온도 분포........160

그림 2.2.4-38 Be 차폐체 표면  Be 차폐체와 구조재 계면의 온도 분포 .........161

그림 2.2.4-39 후 부에서 일차벽으로의 유동 해석을 한 mesh  CFX 입력자

료 ..............................................................................................................................................163

그림 2.2.4-40 후 부에서 일차벽으로의 유동 분포 ...................................................164

그림 2.2.4-41 커버에서 증식재 역 냉각채 로의 유동 해석을 한 mesh

...................................................................................................................................................166

그림 2.2.4-42 증식재 역의 냉각 채 에서의 유동 분포 .......................................167

그림 2.2.4-43 MHD 해석을 한 모델, 경계조건, 생성된 mesh ...........................170

그림 2.2.4-44 Li 증식재 유입구 근처에서의 속도 분포 ...........................................171

그림 2.2.4-45 수직 Li 유동 역에서의 속도 분포 ....................................................172

그림 2.2.4-46 정상 표면 열유속에서 일차벽 단일 냉각채 의 변형 정도 ..........175

그림 2.2.4-47 정상 표면 열유속에서 일차벽 단일 냉각채 의 응력 분포 ..........176

그림 2.2.4-48 첨두 표면 열유속에서 일차벽 단일 냉각채 의 응력 분포 ..........177

그림 2.2.4-49 첨두 표면 열유속에서 일차벽 단일 냉각채 의 응력 분포 ..........178

그림 2.2.4-50 기  사고 시나리오 (MD40msLCQ) ...................................................181

그림 2.2.4-51 자기 해석을 한 진공용기를 포함한 section 모델 ....................183

그림 2.2.4-52 자기 해석을 한 도체 모델 ............................................................184

그림 2.2.4-53 자기 해석을 한 common frame 모델 .........................................185



- xxxi -

그림 2.2.4-54 자기 해석을 한 TBM 모델 ...........................................................186

그림 2.2.4-55 자기 해석에 사용된 물성치 곡석 (BH curve) .............................188

그림 2.2.4-56 자기 해석에 사용된 물성치 곡석 (NU curve) .............................189

그림 2.2.4-57 VV에서의 자기장 분포 ...........................................................................191

그림 2.2.4-58 도체 부분에서의 자기장 분포 ...............................................................192

그림 2.2.4-59 common frame에서의 자기장 분포 ......................................................193

그림 2.2.4-60 TBM에서의 자기장 분포 .......................................................................194

그림 2.2.4-61 VV에서의 유도 류 ...............................................................................195

그림 2.2.4-62 도체 부분에서의 유도 류 ....................................................................196

그림 2.2.4-63 common frame에서의 유도 류 ..........................................................197

그림 2.2.4-64 TBM에서의 유도 류 ............................................................................198

그림 2.2.4-65 TBM 단면에서의 유도 류 ..................................................................199

그림 2.2.4-66 시간에 따른 자속 도 ............................................................................200

그림 2.2.4-67 시간에 따른 유도 류 ............................................................................201

그림 2.2.4-68 시간에 따른 Lorentz force의 합의 추이 ............................................203

그림 2.2.4-69 시간에 따른 반작용 힘의 추이 ..............................................................204

그림 2.2.4-70 자기 해석에 의한 응력 분포 ..............................................................206

그림 2.2.4-71 자기 해석에 의한 변형 정도 ..............................................................207

그림 2.2.4-72 ITER FI 설치 설계안 ..............................................................................209

그림 2.2.4-73 FI의 폴로이달 분포 ..................................................................................210

그림 2.2.4-74 진공용기  TF coil 사이의 FI 설치 .................................................211

그림 2.2.4-75 FI가 없는 경우에 한 2D 모델링.......................................................213

그림 2.2.4-76 FI가 있는 경우에 한 2D 모델링.......................................................214

그림 2.2.4-77 FI가 있는 경우에 한 토로이달 자장 분포 .....................................215

그림 2.2.4-78 FI가 있는 경우에 한 토로이달 ripple .............................................216

그림 2.2.4-79 TBM이 있는 경우에 한 2D 모델링 .............................................217

그림 2.2.4-80 TBM이 있는 경우에 한 토로이달 자장 분포................................218



- xxxii -

그림 2.2.4-81 TBM이 있는 경우에 한 토로이달 ripple .......................................219

그림 2.2.4-82 ripple 3D 해석을 한 토로이달 코일 모델링 ..................................221

그림 2.2.4-83 ripple 3D 해석을 한 ITER 모델링 ..................................................222

그림 2.2.4-84 ripple 3D 해석을 류 인가 (68 kA) ..................................................223

그림 2.2.4-85 ripple 3D 해석을 한 자장 도 해석 결과 ...................................224

그림 2.2.4-86 ripple 3D 해석을 한 TBM 장착된 3D 모델링 .............................225

그림 2.2.4-87 ripple 3D 해석을 한 TBM 장착된 자장 도 해석 결과 ..........226

그림 2.2.5-1 MARS-GCR 해석을 한 액체형 TBM에 한 nodalization ........230

그림 2.2.5-2 MARS-GCR 해석을 한 액체형 TBM 냉각 계통에 한 

nodalization ............................................................................................................................231

그림 2.2.5-3 MARS-GCR 해석 결과 (TBM 내 온도 분포) ...................................232

그림 2.2.5-4 CFX 해석을 한 mesh 생성 (일차벽  증식재 역) ..................234

그림 2.2.5-5 in-vesse LOCA 사고에 따른 Be 차폐체  일차벽 구조물의 온도 

추이 ..........................................................................................................................................238

그림 2.2.5-6 ex-vessel LOCA 경우 (1) 사고에 따른 Be 차폐체  일차벽 구조

물의 온도 추이 .....................................................................................................................241

그림 2.2.5-7 ex-vessel LOCA 경우 (1) 사고에 따른 증식재 역의 온도 추이

..................................................................................................................................................242

그림 2.2.5-8 ex-vessel LOCA 경우 (1) 사고에서 시간에 따른 온도 분포 ........243

그림 2.2.5-9 ex-vessel LOCA 경우 (2) 사고에 따른 Be 차폐체  일차벽 구조

물의 온도 추이 .....................................................................................................................246

그림 2.2.5-10 ex-vessel LOCA 경우 (2) 사고에 따른 Be 차폐체  일차벽 구조

물의 온도 추이 .................................................................................................................248

그림 2.2.5-11 ex-vessel LOCA 경우 (2) 사고에 따른 증식재 역의 온도 추이

..................................................................................................................................................249

그림 2.2.5-12 ex-vessel LOCA 경우 (2) 사고에서 시간에 따른 온도 분포 ......250

그림 2.2.6-1 기 작성된 액체형 TBM의 개발  시험 일정....................................253



- xxxiii -

그림 2.2.6-2 액체형 TBM의 개발 일정 ........................................................................254

그림 2.2.6-3 액체형 TBM의 설치  시험 일정 .......................................................255

그림 2.2.6-4 TBWG 보고서 (2005년 6월 제출) .........................................................257

그림 2.2.6-5 DDD 안 (2006년 12월 제출) ................................................................258

그림 2.2.6-7 DDD V1 (2007년 7월 제출) ....................................................................259

그림 2.3.1-1 Be/FMS HIP 합 공정도 .......................................................................263

그림 2.3.1-2 4  굽힘시험 시편의 략도 ....................................................................268

그림 2.3.1-3 단시험 시편의 략도 ...........................................................................269

그림 2.3.1-4 4  굽힘시험 결과 (#A) ...........................................................................270

그림 2.3.1-5 4  굽힘시험 후 Be side와 FMS side의 단면 분석결과 (#A) 

..................................................................................................................................................271

그림 2.3.1-6 2차 합시험에 한 4  굽힘시험 결과 .............................................272

그림 2.3.1-7 2차 합시험에 한 단시험 결과 (#F) ...........................................273

그림 2.3.1-8 4  굽힘시험 후 Be side의 단면 분석결과 (#E) ...........................274

그림 2.3.1-9 4  굽힘시험 후 Be side의 단면 분석결과 (#F) ............................275

그림 2.3.1-10 HIP 합면의 미세조직 분석결과 (#E) ...............................................276

그림 2.3.1-11 HIP 합면의 미세조직 분석결과 (#F) ..............................................277

그림 2.3.1-12 HIP 합면의 Auger 분석 결과 (#E) ................................................278

그림 2.3.1-13 HIP 합면의 Auger 분석 결과 (#F) .................................................279

그림 2.3.1-14 인장시험 시편의 략도 .........................................................................284

그림 2.3.1-15 샤피충격시험 시편의 략도 .................................................................285

그림 2.3.1-16 Normalizing 온도에 따른 미세조직 변화 ...........................................286

그림 2.3.1-17 Normalizing 온도에 따른 기계  특성 결과 .....................................287

그림 2.3.1-18 Tempering 온도에 따른 미세조직 변화 .............................................288

그림 2.3.1-19 Tempering 온도에 따른 인장시험 결과 .............................................289

그림 2.3.1-20 Tempering 온도에 따른 샤피충격시험 결과 .....................................290

그림 2.3.1-21 FMS/FMS간 HIP 합 공정도 .............................................................293



- xxxiv -

그림 2.3.1-22 FMS/FMS간 HIP 합면의 미세조직 .................................................294

그림 2.3.1-23 각 온도에 따른 FMS/FMS 합체의 인장시험 결과 .....................295

그림 2.3.1-24 FMS/FMS간 합체의 인장시험 결과 단된 시편의 외  사진

..................................................................................................................................................296

그림 2.3.2-1 TBM 일차벽 형상  크기 ....................................................................298

그림 2.3.2-2 FMS plate 원재료 ....................................................................................299

그림 2.3.2-3 TBM 일차벽 단일 채  mock-up 제작 과정 ..................................301

그림 2.3.2-4 TBM 일차벽 단일 채  mock-up 제작 과정 ..................................302

그림 2.3.2-5 TBM 일차벽 다채  mock-up 제작 설계 .........................................304

그림 2.3.2-6 TBM 일차벽 다채  mock-up 제작 과정 .........................................305

그림 2.3.2-7 제작된 TBM 일차벽 다채  mock-up의 미세조직 찰 ..............306

그림 2.4.1-1 KAIST He loop의 구조  설계 변수 ..................................................310

그림 2.4.1-2 PCHE 시험을 한 KAIST He loop 구성 ..........................................312

그림 2.4.1-3 액체형 TBM 일차벽 시험을 한 KAIST He loop 구성 ..............313

그림 2.4.1-4 KAIST He loop 계측 시스템 ..................................................................314

그림 2.4.1-5 열회수기 실험을 한 KAIST He loop 설계 .....................................316

그림 2.4.1-6 열회수기 실험을 한 KAIST He loop의 He 유동 ..........................317

그림 2.4.1-7 열교환기 실험을 한 KAIST He loop 설계 .....................................318

그림 2.4.1-8 열교환기 실험을 한 KAIST He loop의 He 유동 ..........................319

그림 2.4.1-9 액체형 TBM 일차벽 실험을 한 KAIST He loop 설계 ..............320

그림 2.4.1-10 제작된 KAIST He loop의 주요 부품 .................................................321

그림 2.4.1-11 KAERI 질소 loop의 개략도 ...................................................................323

그림 2.4.1-12 KAERI 질소 loop의 설계안....................................................................324

그림 2.4.1-13 제작된 KAERI 질소 loop .......................................................................326

그림 2.4.1-14 PCHE와 기존 열교환기의 비교 ............................................................328

그림 2.4.1-15 PCHE 외부 형상  내부 채  구조 ..................................................329

그림 2.4.1-16 PCHE 단일 채 의 형상  제작법 ..................................................331



- xxxv -

그림 2.4.1-17 PCHE 단일 채  해석을 한 3D 모델링  mesh ......................332

그림 2.4.1-18 PCHE 단일 채  해석 경우 (평행  교차) ....................................333

그림 2.4.1-19 PCHE 단일 채  비 해석 입력 자료 (평행  교차) ................336

그림 2.4.1-20 PCHE 단일 채  비 해석 결과 (He 가스의 유입  배출 온도)

..................................................................................................................................................337

그림 2.4.1-21 PCHE 단일 채  비 해석 결과 (He 가스의 온도 분포) ..........338

그림 2.4.1-22 PCHE 단일 채  비 해석 결과 (PCHE 구조물의 온도 분포)

..................................................................................................................................................339

그림 2.4.1-23 PCHE 단일 채  해석 입력 자료 ........................................................342

그림 2.4.1-24 PCHE 성능 곡선 .......................................................................................343

그림 2.4.1-25 PCHE 단일 채  해석 결과 (He 가스의 유입  배출 온도) .....344

그림 2.4.1-26 PCHE 단일 채  해석 결과 (He 가스의 온도 분포) .....................345

그림 2.4.1-27 TBM 일차벽 단일 채  구조 ................................................................347

그림 2.4.1-28 TBM 일차벽 단일 채  해석을 한 3D 모델링 ............................348

그림 2.4.1-29 TBM 일차벽 단일 채  해석을 한 mesh .....................................349

그림 2.4.1-30 TBM 일차벽 단일 채  해석을 한 입력자료 (CFX-pre) .........350

그림 2.4.1-31 TBM 일차벽 단일 채  해석 결과 (고체 역 온도 분포) .........351

그림 2.4.1-32 TBM 일차벽 단일 채  해석 결과 (고체  유체 온도 분포)....352

그림 2.4.2-1 CFX EM module 검증을 한 benchmark 문제 ...............................355

그림 2.4.2-2 CFX EM module 검증을 한 benchmark 문제 해석 결과 ..........357

그림 2.4.2-3 CFX EM module 용을 한 mesh  물성치 ...............................358

그림 2.4.2-4 CFX EM module 용을 한 경계 조건............................................359

그림 2.4.2-5 액체증식재 실험 loop의 설계 모델 (기 구축된 Pb loop, KAERI)

..................................................................................................................................................361

그림 2.4.2-6 액체 증식재 loop의 개략도 ......................................................................362

그림 2.4.2-7 EM 펌  부품도 (end plates) .................................................................366

그림 2.4.2-8 EM 펌  부품도 (duct) ............................................................................367



- xxxvi -

그림 2.4.2-9 EM 펌  부품도 (inner core) .................................................................368

그림 2.4.2-10 EM 펌  부품도 (coil) ............................................................................369

그림 2.4.2-11 EM 펌  부품도 (coil support) ............................................................370

그림 2.4.2-12 EM 펌  부품도 (reducers) ..................................................................371

그림 2.4.2-13 EM 펌  부품도 (casing pipes) ...........................................................372

그림 2.4.2-14 EM 펌  부품도 (outer cores) .............................................................373

그림 2.4.2-15 EM 펌  부품도 (outer cores support bars) ...................................374

그림 2.4.2-16 EM 펌  3D 형상  제작 사진 ..........................................................375

그림 2.4.2-17 EM 펌  controller ..................................................................................376

그림 2.4.2-18 sump tank의 구조 ....................................................................................379

그림 2.4.2-19 sump tank의 3D 형상  크기 .............................................................380

그림 2.4.4-1 3차 한일 블랭킷 워크샵 회의일정..........................................................387

그림 2.4.4-2 4차 한일 블랭킷 워크샵 회의일정..........................................................388



- xxxvii -

표 목 차

표 2.2.1-1 액체형 TBM의 최  설계 과정  주요 설계 특징 ...............................12

표 2.2.1-2 1차 설계안의 설계 자료  핵성능 ..............................................................19

표 2.2.1-3 2차 설계안의 설계 자료  핵성능 ..............................................................28

표 2.2.2-1 KO HCML TBM의 설계변수 .......................................................................42

표 2.2.2-2 KO HCML TBM의 주요 크기 .....................................................................46

표 2.2.3-1 He 냉각재 계통의 설계 변수 .........................................................................59

표 2.2.3-2 He 냉각재 계통의 상세 부품 크기 ...............................................................61

표 2.2.3-3 열교환기로서의 PCHE 설계 명세 .................................................................67

표 2.2.3-4 열회수기로서의 PCHE 설계 명세 .................................................................69

표 2.2.3-5 순환기 설계 명세...............................................................................................71

표 2.2.3-6 액체 증식재 계통의 설계 변수 .....................................................................78

표 2.2.3-7 수소동 원소와 련 화합물의 장 능력..................................................83

표 2.2.4-1 액체형 TBM의 설계자료  핵  특성 .....................................................96

표 2.2.4-2 액체형 TBM의 설계인자 ................................................................................97

표 2.2.4-3 액체형 TBM의 구성물질 ................................................................................98

표 2.2.4-3 액체형 TBM의 구성물질 (계속) ...................................................................99

표 2.2.4-4 액체형 TBM 각 부품에서의 삼 수소 증식 특성 .................................101

표 2.2.4-5 액체형 TBM 각 부품에서의 출력 ..............................................................106

표 2.2.4-6 각 역별 생성된 Induced Activity (curie) ............................................109

표 2.2.4-7 각 핵종에 의해 생성된 유도 방사능 (Curie) ..........................................111

표 2.2.4-8 각 핵종에 의한 붕괴열 (Watt) ....................................................................114

표 2.2.4-9 각 역별 붕괴열 (Watt) .............................................................................116

표 2.2.4-10 액체형 TBM 내 부품별 물질 구성 ..........................................................121

표 2.2.4-11 액체형 TBM 내 부품별 Nuclear heating에 의해 발생하는 출력 도



- xxxviii -

...................................................................................................................................................127

표 2.2.4-12 액체형 TBM 내 삼 수소 증배 역 과 Be 차폐체에서의 삼 수소 

생성율 평가 ...........................................................................................................................137

표 2.2.4-13 액체형 TBM 내 각 역별 인가되는 출력 도 .................................139

표 2.2.4-14 액체형 TBM 구성 물질의 물성치 ............................................................142

표 2.2.4-15 열수력 해석을 해 생성된 mesh 통계 ..................................................153

표 2.2.4-16 일차벽으로 유입되는 각 채  별 유동 분포 .........................................165

표 2.2.4-17 액체형 TBM의 Li 증식재 거동 ................................................................173

표 2.2.4-18 자기 해석에 사용된 물성치 ..................................................................187

표 2.2.5-1 정상 운  시의 CFX와 MARS-GCR 해석 결과 비교 .........................233

표 2.2.5-2 사고 해석에 사용된 경계 조건 ....................................................................235

표 2.2.5-3 in-vessel LOCA 시나리오  경계 조건..................................................236

표 2.2.5-4 ex-vessel LOCA 경우 (1) 시나리오  경계 조건 ...............................239

표 2.2.5-5 Be 차폐체의 녹는 시간을 도출하기 한 ex-vessel LOCA 경우 (2) 

시나리오  경계 조건 .......................................................................................................245

표 2.2.5-6 ex-vessel LOCA 경우 (2) 시나리오  경계 조건 ...............................247

표 2.3.1-1 Be/FMS 합 시험 조건 ..............................................................................264

표 2.3.1-2 FMS의 화학 조성 (wt%) .............................................................................280

표 2.3.1-3 FMS/FMS 합 시험 조건 ..........................................................................283

표 2.4.1-1 KAIST He loop과 액체형 TBM의 주요 설계 변수 비교 ...................311

표 2.4.1-2 KAIST He loop의 계측 변수 .....................................................................315

표 2.4.1-3 KAERI 질소 loop의 주요 설계 특징 .........................................................325

표 2.4.1-4 PCHE 해석에 사용된 물성치 ......................................................................334

표 2.4.2-1 benchmark 문제의 실험 조건  해석 매트릭스 ..................................356

표 2.4.2-2 EM 펌 의 설계 명세 ....................................................................................364

표 2.4.2-3 EM 펌  controller의 설계 명세 ................................................................365

표 2.4.2-4 sump tank의 설계 명세 ................................................................................378



- 1 -

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연구개발의 배경  필요성

선진 7개국 (EU, 일본, 러시아, 미국, 국, 인도, 한국)이 참여하는 국제핵융

합실험로 (ITER) 계획은 핵융합 에 지 상용화를 한 최종 기술 , 공학  검

증을 목표로 하는 형 국제 력 로젝트이다. 재 한국은 이러한 ITER 개발

사업에 동등하게 참여하여 기술공유․개발을 통해 향후 핵융합 에 지 상용화시 

핵융합 발 소 건설의 원천기술 보유국의 치를 주도 으로 확보하기 해 노

력하고 있다. ITER 건조, 운  사업의 주요 목 은 neutronics, 블랑켓 모듈, 삼

수소 취  기술  차세   라즈마 기술 등을 시험하고, 핵융합로용 블랑켓

의 열추출, 삼 수소 증식 시험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타 참여국들은 이를 해 

DEMO와 련한 삼 수소 증식용 블랑켓들을 ITER에서 시험할 목 으로 ITER 

블랑켓 시험모듈 (TBM)을 개발 에 있다. TBM 개발  시험은 ITER  

DEMO의 핵심기술로, 핵융합에 지 개발을 해서 아국이 반드시 참여해야 할 

분야로 극 인 재원을 투자하여 다른 선진국들이 수십 년 동안 노력해 온 기

술을 하루빨리 따라잡는 노력이 필요하다. TBM의 설계는 ITER의 운  모드, 

안 성, 부 시설 등과의 연계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ITER 장치가 DEMO 블

랑켓을 핵융합 환경 하에서 시험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임을 감안하여, 제한된 

시험조건을 충분히 고려한 “Act-like" TBM을 개발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특히, 

어느 정도의 기술이 확립된 고체형 TBM과는 달리, 많은 연구  개선 사항들이 

요구되는 액체 속형 TBM은 많은 나라들이 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며, 특

히, 한국에서 개발 인 HCML (Helium Cooled Molten Lithium) TBM은 반사

체 (reflector)로 graphite를 사용하여 안 성  가격 감의 효과를 가지는 독특

한 개념을 가지는 것으로 많은 나라에서 심을 보이고 있다. 본 과제를 통하여 

확보되는 TBM의 설계  제조 기술, ITER를 이용한 시험 수행 등은 향후 

DEMO 실증로, 한국형 핵융합로 개발로 이어지는 핵융합 발 로 공학의 핵심기

술이 될 것이다.

한, KSTAR에 이은 차세  라즈마 기술을 시험하기 한 ITER 건조,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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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국내에서 독자 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훨씬 은 산

으로 기술을 확보할 수 있으며, 참여 연구소와 기업들이 타국의 기술을 습득하고 

노하우를 수 받는 획기 인 기회가 될 것이다. 개발된 기술들은 추후 한국 혹

은 국제 으로 이루어지게 될 DEMO  사업에도 직 으로 이용 혹은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에 지원의 다양화  청정 에 지에 한 속한 요구

에 부응하기 한 핵융합 발 의 실 이 매우 요하며, 본 연구가 이러한 실

을 보다 효율 이고 효과 으로 구 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임. 

제 2  연구개발의 목   

본 과제의 최종 목 은 다음과 같다;

○ 액체 속형 ITER TBM의 설계  제작 핵심기술 개발

이러한 최종 목 을 달성하기 해, 연도별 수행 목 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 1차년도 (2006.2.1 ∼ 2007.1.31)

  - 액체 속형 TBM 개념설계

  - 시험 계획 수립  DDD 작성

○ 2차년도 (2007. 2. 1 ∼ 2008. 1.31)  

  - 액체 속형 TBM  보조계통 설계 보완  

  - 조달자격 검증용 TBM 제작기술 개발

  - TBM 부품 핵심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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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제 1  국내외 연구 개발 황

1. 국외 기술 황

ITER 참여국들의 많은 심을 반 하듯 독립 인 실무회의인 TBWG (Test 

Blaneket Working Group)를 구성하여 연 2회 이상의 회의를 소집하고 있으며, 

이 회의에서 각 참여국들은 각국의 기술 개발 황을 상호 검토하며, 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미 미국, 일본, EU  러시아, 국 등의 국가들은 자체 인 

DEMO 실증로의 개념설계  개발안을 토 로 재까지 다양한 개념 설계  

상세 설계, 제작성  안 성 검토까지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한, 참여국들

의 TBM 설계안과 ITER의 common frame과의 interface 연계 방안과 련 인허

가를 한 안 성 분석 등에 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재까지 

진행된 설계  시험안을 바탕으로, ITER 장치의 인허가와 연계하여, TBM의 

인허가를 획득하기 한 안 성 분석 등의 작업들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미국은 액체 속형 TBM으로서 DCLL (Dual Coolant Liquid Lithium)을 제안

하고, 3D 설계  He flow 해석을 수행하 으며, 냉각재로 사용되는 Pb-17Li의 

압력강하 계산  by-pass loop에 한 설계를 수행하 다. LOCA  coolant 

leakage 등 2개의 사고에 한 안 성 분석을 수행하 다. 일본은 미국과 같은 

DCLL 개념을 채택하고, SiC insert의 개발  LiPb loop에 한 연구를 

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안 성 분석과 련하여 MHD  LOCA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EU는 HCLL (Helium Cooled Liquid Lithium)를 고유의 TBM으로 

제안하고, 기본 설계  상세 실험 일정을 수립  연구를 수행하 다. 4 종류의 

HCLL TBM (EM, NT, TT, IN TBM)을 고려하고 있으며, EM TBM에 해 

MHD에 의한 압력 강하  H diffusion, 보조 시스템 설계 등을 수행하 다. 러

시아는 Li/V TBM을 제안하고, 이에 한 설계 작업  안 성 분석을 수행하

고, 특히, V-alloy에 한 연구를 수행하는 등, V-alloy에 한 많은 연구 노하우

를 가진 것으로 악된다. 국은 한국과 같이, ITER에 뒤늦게 합류하 으나, 많

은 인력 투입을 통해 타 참여국과 거의 동등한 수 의 개념 설계 작업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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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분석을 수행하 다. 액체 속형 TBM으로서 DLL (He/LiPb Dual-cooled 

LiPb) 블랑켓과 SLL (He Cooled quasistatic LiPb) 등에 해 검토하고, 1/3 

mock-up을 제작하여, EAST에서 검증을 수행할 정이다. 한, 기본설계를 통

해 He cooling  열해석, 응력 해석 등을 통해 설계 최 화 작업을 수행하 다. 

가장 늦게 ITER에 합류한 인도는 LLCB (Lead Lithium Ceramic Breeder)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독자 인 실험 기술을 바탕으로 이를 입증하려고 비 

에 있다. 

이와 같이 설계된 각 참여국들의 TBM에 한 설계 내용과 안 성 분석 내용

은 DDD를 통해 발간된 상태이다. 

2.  국내 기술 황

재까지 우리나라는 한국형 TBM의 개념 설계를 수행하고, 연구 개발 계획

을 수립하 으며, 이를 통해 시험용 port의 사용 권리를 공간   시간 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 기술 선도국들의 TBM 모델에 한 자

료를 습득하고, 이를 분석․평가하고 있으며, 기술 선도국들과의 력을 통해 핵

심기술들을 습득하고  TBM 기반기술 연구 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국의 후보 TBM 개념으로 도출된 액체형 TBM은 He-cooled, Li-breeder 

/ferritic steel (HCML)이며, 러시아의 self-cooled Li/V-alloy (SCL) TBM에 비

해 He을 냉각재로, ferritic steel을 구조재로 채택하고 있다. 반사체 (reflector)로 

흑연 (graphite)을 이용한 차별화된  개념을 소개함으로써, 국제 으로 그 타당성

을 인정받아 국제 력에 의한 Day-1 TBM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상세한 설계 

개념  분석 내용은 2005년 10월 발행된 TBWG 보고서에 포함하 고, 2007년 

발간된 설계보고서(DDD)를 통해 보고 완료하 다. 

2006년까지 진행된 액체형 TBM 개발 황은 아래와 같다.

□  기본 설계  해석 

  - 타 참여국의 TBM 개발  시험 계획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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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ER 장착을 한 common frame interface 검토  설계 변경 수행

  - He 냉각재, ferritic steel 구조재로 하는 차별화한 개념의 설계안 채택

  - Grphite, Li의 효과 인 배열을 통한 안 성  가격 감 효과의 극 화

  - MCCARD를 이용한 최 화된 내부 TBM의 neutronics 계산 수행

  - 일차벽  내부 TBM 냉각을 한 He flow 설계

  - TBM 내부 온도 분포  열응력 해석 

  - MHD를 고려한 Li flow 해석 

  - 설계 과정을 정립하고, 이에 따른 최 화 설계 개념 도출

  - FMEA를 통한 사고시나리오를 도출

  - 세 가지 시나리오에 한 비 안 성 분석을 수행

□  국제 력 

  - 13-17차 TBWG 참석을 통해, 한국의 TBM 개발 황  시험계획 발표

  - TBM safety workshop  화회의에 참석하여, 안 성 분석 황 악 

    자료 획득

  - 국제 력 도출을 한 실무자   러시아, 일본과의 력 계 모색

□  시험 계획안  DDD 작성

  - ITER 조달  시험 계획에 따른 시험 계획안 작성

  - 설계 결과  시험계획안, 비 안 성 분석 등을 DDD 안으로 작성

이러한 기술 개발 황으로 보면, 이미 미국, 일본, EU  러시아, 국 등의 

ITER 참여국들은 TBM에 한 기본 설계, 안 성 분석  제조 가능성까지 검

토 에 있으며, ITER의 인허가와 련하여 TBM의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기 

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에 한 연구가 매우 

미미한 상태이며, 련 기술의 확보  국제 력을 통한 기술 습득이 시 한 상

태로 보인다. 

따라서, ITER의 인허가 일정  시험 일정에 맞춘 TBM의 개발  시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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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 하며, 이에 한 내용을 ITER-O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수행 인 기본 설계에 한 최 화 작업  시험 계획안 수립을 완료

하고, 안 성 분석을 통한 인허가 련 서류의 작성 등을 일정에 맞춤으로써, 

ITER 시험 기간 내에 아국의 TBM 시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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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액체형 TBM 본체  보조계통 설계

1. 최  설계 체계 구축  설계 과정

가. 최  설계 체계 구축

TBM 설계를 해서는 모델링 이외에도 노해석, 열수력  구조해석, 자기 

해석 등을 포함한 성능해석과 사고해석을 포함하는 안 해석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 리 사용되고 있는 산유체역학 (CFD, Computational Fuild 

Dynamics) 코드 이외에 원자력 설계에 많이 사용되는 기존 개발 툴을 활용하여, 

그림 2.2.1-1과 같은 최  설계 과정을 정립하 다. 

3D Monte Carlo 해석을 해서, 서울 에서 개발된 MCCARD를 활용하 다. 

설계된 TBM의 기하학  구조와 그 설계 자료를 토 로 TBM의 삼 수소  

성자 에 지 증식특성 등 핵특성을 해석하고, 방사화 특성  차폐성능을 분석하

는 데에 활용하 으며, ITER의 다음 단계로 계획하고 있는 DEMO 핵융합로를 

한 HCML 블랑켓에 한 개념설계를 이 에 수행하 던 1차원 원통형 모형 

신에 보다 실제에 가까운 3차원 토러스 모형으로 근사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ORIGEN 코드에 내장된 고속로용 핵반응단면  라이 러리를 

MCCARD 계산을 통해 얻은 핵융합로 조건에서의 핵반응단면 으로 체하여 

HCML TBM의 방사화 특성  차폐 성능 분석을 수행하고 Plasma shut-down 

이후 시간에 따른 유도 방사능과 붕괴열을 역  구성물질의 핵종별로 정리하

다.

3D 모델링은 CATIA V5를 이용하 으며, 이는 ITER-O에서 사용하는 툴이기

도 하다. TBM 설계에 있어, 기 설계된 ITER의 common frame이나 제반 

interface 부분들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것도 주요 설계 제약 사항  

하나이기 때문에, 기 설계에 사용된 툴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 다.

열수력 해석  구조해석, 자기 해석 등은 범용 산유체코드인 CFX-10  

ANSYS-10을 이용하 다. CFX와 ANSYS 코드의 통합에 따라, 열수력 해석에 

따른 모든 결과를 ANSYS-10에 직  활용할 수 있는 장 이 있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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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일본, 국 등 부분의 참여국들이 사용하는 툴이기 때문에, 결과의 상호 

비교가 원활한 장 을 가진다. 

냉각재의 사고 해석을 해서는 TBM 뿐만 아니라, He 냉각재 계통을 함께 

시스템으로 묶어 해석 할 수 있는 시스템 코드가 필요하다. MARS-GCR은 본 

연구원이 RELAP  TRAC을 기반으로 개발한 MARS 코드를, 헬륨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고온가스로 해석을 해 수정 개발한 코드이다. 따라서, 본 동일하게 

He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아국의 TBM 계통 해석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장 을 

가진다. MARS-GCR은 정상상태에서의 TBM 온도분포 계산 뿐 아니라 사고 시, 

사고 시나리오에 따른 압력 변화 등의 결과 도출에 활용하 다. 

fault tree  event tree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확률론  사고 시나리오 도출

을 해 본 연구원에서 개발된 KIRAP/CONPAS 코드가 이용되었다. ITER에서 

요구하는 사고 시나리오 도출 기법은 FMEA로서, bottom-up 방식의 사고 리스

트를 먼  작성해야만 하는데, 추후 이 게 작성된 사고리스트를 참고로 PSA를 

수행할 정이여, 이 과정에서 KIRAP/CONPAS가 보다 리 활용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2006년 정립된 최  설계 과정은 코드의 개발  갱신 정도에 따라 보완되었

으며, 그 결과는 그림 2.2.1-2와 같다. 핵설계에 사용된 기존의 MCCARD외에 인

허가를 비한 3D MCNP코드를 추가하여, 3D 정 해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

고, 모델링과 열수력/구조해석에 사용된 코드들도 최신 버  (CATIA V5 R17, 

ANSYS-CFX ver. 11)으로 갱신함으로써, 최  설계 과정을 보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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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1 최  설계 과정  사용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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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2 최  설계 과정 보완  사용 툴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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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  설계안 도출 과정

략 인 설계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TER의 common frame과 

TBM 간격을 고려하여, TBM의 기 크기를 결정하고, 증식재  반사체 

(reflector) 등의 내부 구조를 설계 요건, 즉 삼 수소 증식율 (TBR)이나 출력 등

에 맞도록 크기를 조 하면서 배열한 후, 구조재의 온도가 550 ℃가 넘지 않도록 

충분히 냉각할 수 있도록 He 냉각재를 공 하기 해, 일차벽  증식재 역의 

냉각 채 , 우회양 등을 설계한다. 의 설계안을 토 로 CATIA로 3D 모델링을 

수행하고, 자세한 온도 분포나 유동 분포 등은 CFX 코드로 계산하여 성능해석에 

사용하고, 온도가 제한치를 벗어나는 경우, 모델링 수정을 통해 재계산을 반복

으로 수행하여, 설계안을 마련하 다. 

액체형 TBM은 3차에 걸친 설계 변경을 통해 최종 설계안을 도출하 으며, 

각 설계안에 한 주요 설계 변수들은 표 2.2.1-1에 정리하 다. 그림 2.2.1-3과 

그림 2.2.1-4는 1차  2차 설계안의 단면  유동 체계를 나타내며, 그림 2.2.1-5

는 3차 설계안으로 당해연도 까지의 최종안에 한 단면  유동 체계를 나타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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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1 액체형 TBM의 최  설계 과정  주요 설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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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3 1차 설계안의 내부 형상  냉각재 유동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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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4 2차 설계안의 내부 형상  냉각재 유동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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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5 3차 설계안의 내부 형상  냉각재 유동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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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설계안의 설계 사항  성능 해석

그림 2.2.1-6은 액체형 TBM의 개념 내부구조  3D 모델링 형상을 나타낸다. 

체 TBM은 He으로 냉각되며, 액체 Li은 삼 수소 증식에만 사용되도록 설계되

었다. 액체 Li은 알려진 바와 같이 550 ℃까지만 철 속과 양립하기 때문에, 구

조물의 온도 제한치로 이 온도값을 설계 계산에 사용하 다. 본 설계에서 액체 

Li의 속도는 매우 낮으며, 따라서 심각한 MHD 압력강하 상  재료 부식 문

제를 피하도록 하 다. 한, 액체 증식재인 Li이 냉각재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

에, 타 참여국의 개념보다는 단순한 열교환기의 설계가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흑연 반사체 (reflector)의 사용 한 아국의 액체형 TBM 고유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흑연 반사체 (reflector)의 사용은 성자 손실을 최소화하여 삼 수소 

증식 고유의 역할을 극 화 하기 한 것이다. 노해석으로 통해 설계 요건에 맞

는, 흑연 반사체 (reflector)의 두께  배열을 결정하 다. 즉, 삼 수소 증식율 

(TBR)이 최 가 될 수 있도록 라즈마 면의 흑연 반사체 (reflector)는 두껍

게 배치시키고, 후 부 쪽의 흑연 반사체 (reflector)는 얇게 설계하여, 그 양을 

최소화하면서, 삼 수소 증식에 효율 이 되도록 설계하 다. ITER 자체의 설계 

요건상 Li의 총 양은 28리터로 제한되기 때문에, 설계 시 액체형 TBM의 Li 양

이 그 이하인 26 리터가 되도록 주의하 다. 증식재인 Li-6의 농축도는 삼 수소 

증식율 측면에서 최 화된 12 wt%를 유지하도록 하 다. 

액체형 TBM의 1차 설계안에 한 주요 설계 자료  핵성능 분석 결과는 표 

2.2.1-2에 정리하 다. MCCARD를 이용하여 Monte Carlo 분석을 수행하여, 그

림 2.2.1-7과 같이, 각 역별로 발생하는 열을 도출하여, 열수력 해석에 경계 조

건으로써 활용하 다. 일반 으로 사용되는 Be 증배재가 없기 때문에, 비교  낮

은 열출력을 보 으며, 삼 수소 증식율도 1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Li의 총량을 제한하는 ITER 규제 조건 때문으로, 향후 DEMO  상용로 설계시 

이러한 부분이 극복되면, 체 인 열출력  삼 수소 증식율은 충분히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다. 

CFD 코드인 CFX를 이용하여 열수력 해석을 수행하 고, 일차벽  증식재 

역의 온도 분포를 도출하 다. 그림 2.2.1-8에서는 계산에 사용된 1차 설계안에 



- 17 -

한 유동 체계, 즉 각 역별 유량과 해석결과에 따른 일차벽의 역별 최  온

도를 도시하 다. 일차벽의 60개 채 은 10개씩 6개의 그룹으로 구성되어, 기 

유입된 냉각재는 그룹 3과 그룹 4로 유입되고, 이들은 각각 상층부와 하층부의 

일차벽을 2차례 순환하면서 냉각하게 된다. 이때, 운  압력은 8 MPa이며, 유입 

온도는 300 ℃이다. 상층부로 유입된 냉각재는 증식재 역을 냉각하기 해 증

식재 역의 냉각 채 로 유입되고, 하층부로 유입된 냉각재는 외부로 우회되어 

빠져나오도록 설계되었다. 일반 인 운 조건에서의 값과 첨두값 일 경우에 해 

모두 계산 결과를 도출하기 해서, 표면 열유속이 0.5 MW/m
2 
일 때, 일차벽을 

모두 냉각하고 나오는 냉각재의 온도는 338.1 ℃ 으며, 마찬가지로 표면 열유속

이 0.3 MW/m
2 
일 때, 일차벽을 모두 냉각하고 나오는 냉각재의 온도는 325.4 ℃

다. 일차벽에서의 냉각재 속도는 45 m/sec이며, 증식재 역에서는 7.8 m/sec

이다. 

액체형 TBM의 온도 분포는 일차벽과 증식재 역에 해 분리하여 계산되었

다. 추후 계산에는 일차벽에서 증식재 역으로의 열 달도 고려되어져야 할 것

이나, 본 단계에서는 간단한 계산  결과 도출을 해, 분리하여 계산을 수행하

다. 일반 인 운  조건에서 일차벽의 표면으로 도달하는 정상 열유속은 0.3 

MW/m2이나, 보수 인 계산을 해, 첨두 열유속이 0.5 MW/m2인 경우에 해 

3D 해석을 수행하 다. 그림 2.2.1-9은 단일 채 에 한 CFX 해석 모델과 온도 

결과를 나타낸다. 첨두 열유속에서 구조재의 최  온도는 508.7 ℃로 제한치보다 

낮음을 확인하 다. 증식재 역에 한 온도 분포 해석에서는 노해석을 통해 얻

어진 각 역별 발열량을 경계 조건으로 사용하 으며, 그 결과는 그림 2.2.1-10

과 같다. 최  온도는 약 700 ℃로 면부의 흑연 반사재에서 확인되었으며, 구

조재의 온도는 550 ℃ 미만인 것을 확인하 다. 

CFX 계산을 해 사용된 mesh  온도 결과값은 ANSYS를 통해 직 으

로 변환이 가능하고, 이를 이용하여, 열팽창에 의한 변형값과 이에 따른 응력분

포를 도출하 다. 그림 2.2.1-11은 이러한 1차 설계안의 일차벽 단일 채 에 한 

구조해석 결과를 나타낸다. 최  von Mises equivalent stress는 123 MPa이며, 

최  변형은 Be 심부에서 3.73 mm임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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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6 1차 설계안의 내부 구조  3D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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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2 1차 설계안의 설계 자료  핵성능

Structural material Eurofer

Coolant He gas

Reflector Graphite

SHF (avg.), MW/m2 0.3

NWL, MW/m2 0.78

FW area, m2 0.514x1.72

Heat deposition, MW 0.793

T production rate, g/FPD 0.038

Local TBR 0.45

Thermal power [MW] 0.793

Coolant temperature [
o
C]

(inlet/FW outlet/outlet)
300/338/393

Cooling system pressure [MPa] 8.0

Coolant mass flow rate [kg/s]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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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7 1차 설계안의 각 역에서의 발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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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8 1차 설계안의 유동 체계  일차벽 온도 해석 결과



- 22 -

그림 2.2.1-9 1차 설계안의 일차벽 단일 채 에 한 CFX 해석 모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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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10 1차 설계안의 증식재 역에 한 CFX 해석 결과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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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11 1차 설계안의 일차벽 단일 채 에 한 구조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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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설계안의 설계 사항  성능 해석

그림 2.2.1-12는 액체형 TBM의 개념 내부구조  3D 모델링 형상을 나타낸

다. 1차 설계안과 마찬가지로, 체 TBM은 He으로 냉각되며, 액체 Li은 삼 수

소 증식에만 사용되도록 설계되었다. 이번 설계안의 특장 은 삼 수소의 냉각재

로의 침투가 어려우며, He-direct cycle을 통한 단순하고 고효율인 시스템이 가

능하며, 비활성 기체에서의 Li으로 야기되는 화재 험이 다는 것이다. 한, 

느린 Li 유동으로 재료 부식과 같은 재료 으로 야기되는 문제들을 완화할 수 

있으며, MHD 압력강하도 감소한다. 험한 핵종으로 알려진 Po-210이나 

Hg-204 발생이 없고, 사고시 Li 증식재 자체가 잔열을 제거할 수 있는 피동안  

개념이 가능하다. 1차 설계안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흑연 반사재가 증식재 역

에 배치되었고, 삼 수소 증식율과 성자 차폐를 극 화하기 한 최  설계가 

수행되었다. 2차 설계안에 한 설계 자료  핵성능은 표 2.2.1-3에 정리하 다. 

그림 2.2.1-12와 같이, 액체형 TBM의 2차 설계안도 박스형의 사각 구조를 가

지도록 설계되었고, 그 크기는 높이 1620 mm, 비 444 mm, 증식재 역을 포

함하는 두께는 484 mm가 되도록 설계되었다. 일차벽은 60 개 냉각 채 로 구성

되고, 10 개의 채 이 한 그룹을 이루도록 설계되었다. 유동 체계  일차벽 각 

그룹에서의 최  온도  He 냉각재 온도 등은 그림 2.2.1-13에 도시하 다. 1차 

설계안과 마찬가지로, ITER 자체의 설계 요건상 Li의 총 양은 28리터로 제한되

기 때문에, 설계 시 액체형 TBM의 Li 양이 그 이하가 되도록 주의하 다 (설계

양은 26 리터로 동일). 증식재인 Li-6의 농축도는 삼 수소 증식율 측면에서 최

화된 12 wt%를 유지하도록 하 다. 

액체형 TBM의 1차 설계안에 한 주요 설계 자료  핵성능 분석 결과는 표 

2.2.1-2에 정리하 다. MCCARD를 이용하여 Monte Carlo 분석을 수행하여,  각 

역별로 발생하는 열을 도출하여, 열수력 해석에 경계 조건으로써 활용하 다. 

CFD 코드인 CFX를 이용하여 열수력 해석을 수행하 고, 일차벽  증식재 

역의 온도 분포를 도출하 다. 액체형 TBM의 온도 분포는 일차벽과 증식재 

역에 해 분리하여 계산되었다. 일반 인 운  조건에서 일차벽의 표면으로 도

달하는 열유속은 0.3 MW/m2인이나, 보수 인 계산을 해, 열유속이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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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m
2
인 경우에 해 3D 해석을 수행하 다. 그림 2.2.1-14는 단일 채 에 

한 CFX 해석 모델과 온도 결과를 나타낸다. 첨두 열유속에서 구조재의 최  온

도는 559.3 ℃로 제한치보다 높았지만, 첨두 열유속은 체 표면의 10 % 미만이

므로, 다소 보수 인 계산 결과로 허용 가능한 값으로 단된다. 증식재 역에 

한 온도 분포 해석에서는 노해석을 통해 얻어진 각 역별 발열량을 경계 조

건으로 사용하 으며, 그 결과는 그림 2.2.1-15와 같다. 최  온도는 약 613.4 ℃

로 면부의 흑연 반사재에서 확인되었으며, 구조재의 온도는 550 ℃ 미만인 것

을 확인하 다. 일차벽과 증식재 역에서의 압력강하는 각각 6788 Pa, 263 Pa이

었다. 한, 그림 2.2.1-16과 같이, 10개의 냉각 채 에 한 유동분포를 도출하

여, -4.0 %에서 10 %의 분포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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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12 2차 설계안의 내부 구조  3D 모델링



- 28 -

표 2.2.1-3 2차 설계안의 설계 자료  핵성능

Structural material Eurofer

Coolant He gas

Reflector Graphite

SHF (avg. & peak), MW/m2 0.3, 0.5

NWL, MW/m2 0.78

FW area, m2 0.444 x 1.62

Heat deposition, MW (at avg. SHF) 0.739

T production rate, g/FPD 0.038

Local TBR 0.45

Coolant temperature [OC]

(inlet/FW outlet/outlet)
300/334/376

Cooling system pressure [MPa] 8.0

Coolant mass flow rate [kg/s]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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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 wall

FW

6 groups
2 paths

Cover (top)

Grid plate

Cover 
(bottom)

Back wall

2.20kg/sec 
45 m/sec

Qbypass=1.10kg/sec 

QBZ=1.10kg/sec 
8.2 m/sec

1 Group : 10 channel
total 6 groups, 60 chs

(normal heat flux)

THe=300.0
(inlet)

THe=310.5

THe=321.0 THe=331.5

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4

Group 5

Group 6

3

2

1

1

2

3

TFW,max=445.2

TFW,max=455.7

TFW,max=466.2

그림 2.2.1-13 2차 설계안의 유동 체계  일차벽 온도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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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14 2차 설계안의 일차벽 단일 채 에 한 CFX 해석 모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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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15 2차 설계안의 증식재 역에 한 CFX 해석 결과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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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16 2차 설계안의 일차벽에 한 유동 분포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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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차 설계안의 설계 사항  성능 해석

3차 설계안은 당해연도의 최종 설계안으로서, 다음 에서 세부 설계 결과와 

성능 해석 결과를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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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액체형 TBM 본체 설계

가. 개요

설계  연구가 진행 인 아국의 액체 속형 TBM은 HCML (He Cooled 

Molten Lithium)로 He을 냉각재로 사용하고, 순수 액체 Lithium을 증식재로 사

용하는 개념이다. 삼 수소 증식율 (TBR)과 성자 차폐를 한 흑연 반사체 

(reflector)가 증식재 역에 치한다. 이러한 흑연 반사체 (reflector)의 크기는 

Li-6의 농축도와 크기에 따른 최 화 설계를 통해 도출되었으며, 흑연 반사체 

(reflector)를 사용하는 경우, Be과 같은 성자 증배제 (multiplier) 없이도 

self-sufficient 삼 수소 증식율 (TBR)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주요 특장 은 아래와 같다;

▪ 냉각재 계통으로의 삼 수소 침투가 어려움

▪ He-direct cycle를 통해 단순하고 고효율인 계통 설계가 가능

▪ 느린 Li 증식재의 속도로 부식 등의 구조재와의 양립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음. 

▪ 비활성 기체 환경에서 Li에 의한 화재 험이 없음. 

▪ 느린 Li 증식재 속도로 MHD (Magneto-Hydro-Dynamics) 향에 의한 

압력 강하가 음. ,

▪ Po-210이나 Hg-204 등이 생성되지 않음

▪ He 상실 사고시 Li 자체가 부수 인 냉각기능을 담당할 수 있음. 

아국의 HCML TBM은 수직 포트(vertical port)를 반으로 나  공간에 치하

도록 설계가 되었다. 그림 2.2.2-1은 이러한 ITER의 포트의 구조를 나타내며, 이

는 ITER-O에서 설계되어야 하는 구조물이다. 기 설계된 크기 (높이 2160 mm x 

비 1708 mm)  열팽창을 고려한 여유도, 즉 common frame과 TBM 사이에 

40 mm의 간격을 띄우도록 최종 설계되었다. 이러한 common frame  간격을 

고려한 아국의 HCML TBM의 최종 크기는 높이 1620 mm, 비 444 m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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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차벽, 증식재 역, 냉각수  증식재의 매니폴드 역할을 하는 후  

(back wall) 등을 고려하여, 라즈마 방향으로의 깊이는 약 490 mm가 된다 (그

림 2.2.2-2 참조)

그림 2.2.2-3은 아국 HCML TBM의 3D 분해도이다. 일차벽은 U-모양을 이루

아 뒷부분에 냉각재인 헬륨 가스가 공   유입되도록 설계되었고, Ferrite 

Martensite (FM)강으로 만들어진다. 한, 증식재의 유동 경로가 되고, 흑연 반

사체 (reflector)  증식재 역 냉각 로가 되는 증식재 구조물은 사각 채 로 

이루어진 박스형상을 가지도록 설계되었다. 이외에, 냉각재의 유동을 균일하게 

공   회수하도록 매니폴드의 역할을 하는 후 과 , 아래 양쪽의 커버  증

식재 역의 매니폴드 등이 추가로 설계되었다. 

아국의 HCML TBM에서 액체 증식재인 Li은 냉각재로서가 아니라 순수한 증

식재로서만 사용된다. 따라서, 8 MPa의 운 압력을 가지는 He 냉각재만이 일차

벽  증식재 역을 냉각하도록 냉각재 회로가 설계되었다. 그림 2.2.2-4는 유동 

경로와 각 역에서의 유량을 나타낸다. 냉각재 보조계통으로부터 공 된 냉각재

는 후 을 통해 60개의 사각 채 로 구성된 일차벽으로 공 되어, 라즈마로부

터 유입되는 고열을 감당하며, 이후 증식재 역에서 발생하는 발열을 감당하도

록 설계되었다. 이에 따라, 300 ℃로 유입된 냉각재는 TBM 체를 냉각한 이후 

406 ℃로 빠져나가게 된다. 일단 후 을 빠져나간 냉각재는 보조계통실에 치한 

열교환기에서 유입온도를 복구하게 된다.  

Li 증식재의 유동 경로는 그림 2.2.2-5에 도시하 다. 상 으로 낮은 압력인 

1MPa의 Li 증식재는 수 mm/sec 정도의 낮은 속도로 증식재 역에 유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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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1 ITER TBM용 port의 common frame 구조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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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2 액체형 TBM의 체 크기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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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3 액체형 TBM의 3D 분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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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4 액체형 TBM의 He 냉각재 유동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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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5 액체형 TBM의 Li 증식재 유동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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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계 변수

설계  연구가 진행 인 아국의 액체 속형 TBM은 HCML로서, 설계에 사

용된 혹은 도출된 설계 변수들은 표 2.2.2-1과 같다. 설계 단계에서, Eurofer를 

구조재로 가정하여 련 물성치들을 사용하 으나, 향후 사용 가능성 등을 고려

하여 F82H로 체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부품 핵심 기술  제작방법

의 개발을 해서 여러 형상의 mock-up들을 제작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일본에

서 개발하여 실용화를 앞두고 있는 F82H를 사용하 다. 아국의 HCML TBM은 

He을 냉각재로 사용하며, 다른 나라의 개념과는 달리 Li 증식재를 냉각재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진 않고 있다. 그러나, 냉각수 상실사고와 같이 냉각재가 완 히 

상실되는 경우에는 열원 제거 기능을 어느 정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하

고 있다. ITER의 정상상태  비정상상태에서 라즈마로부터 인가되는 열유속

을 0.3 MW/m2  0.5 MW/m2로 정상 열유속과 첨두 열유속에 해 설계  성

능 해석을 수행하 다. Neutron wall loading이 0.78 MW/m
3
일 경우, 정상상태의 

열유속을 고려하면 TBM에 인가되는 총 에 지는 0.675 MW이며, 이때, 삼 수

소 생상량은 약 0.029 g/FPD (Full Power Day), 국부 삼 수소 증식율 (TBR)은 

0.36이 된다. 열수력 해석 결과, 냉각재의 온도  유량은 표 2.2.2-1에 정리하

다. MHD 향을 배제하기 해, Li 증식재의 속도는 수 mm/sec로 충분히 작도

록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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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1 KO HCML TBM의 설계변수

Parameters

structural material Eurofer (or F82H)

coolant He gas

reflector Graphite

surface heat flux [MW/m
2
]

(average/peak flux)
0.3/0.5

neutron wall loading [MW/m2] 0.78

first wall area [m
2
] 0.444x1.620

heat deposition [MW]

(at average SHF)
0.675

Tritium productio nrate [g/FPD] 0.029

Local TBR 0.36

Coolant temperature [
o
C]

(inlet/FWoutlet/BZoutlet)
300/363/406

cooling system pressure [MPa] 8.0

coolant mass flow rate [kg/sec] 1.22

breeder speed [mm/sec]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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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부 부품 설계

아국의 HCML TBM은 일차벽, 증식재 역, 커버, 매니폴드  후 부 

등으로 구성된다. 각 부품에 한 자세한 설계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일차벽 (First Wall)

HCML TBM의 일차벽은 라즈마로부터 인가되는 열유속을 견디고, TBM 

구조물의 온도를 허용값 이하로 유지하기 해 설계되었다. 그림 2.2.2-6은 U자

형의 일차벽 구조물을 나타내며, 내부의 사각 채 은 He 냉각재가 흐르는 유동 

공간이다. common frame으로부터의 간격을 40 mm로 고려하여, 일차벽의 폴로

이달 방향의 높이는 1560 mm, 토로이달 방향의 비는 444 mm, 라즈마 방향

으로의 깊이는 435 mm로 설계되었다. 반경 방향으로의 Be 차폐체(armor) 두께

는 5 mm이며, 일차벽 자체는 3 mm  17 mm로 설계되었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일차벽은 He 기체로 냉각하게 되며, 열제거능  구조재의 허용 제한치를 

고려하여 50 m/sec로 설계되었다. 일차벽은 60 개의 사각채 로 구성되며, 단일 

채 은 20mm x 10mm의 직사각형 구조로 26 mm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

림 2.2.2-7과 같이, 모든 채 은 6 그룹으로 나뉘어 후 부와 연결되어 있고, 총 

유량의 반이 첫 번째 10 개의 채 로 유입되고, 3번의 순환을 거쳐 증식재 역

으로 유입되는 유동 경로를 가지고 있다. 산 유체 해석 코드인 CFX를 이용한 

해석결과, 일차벽의 최  온도는 550 ℃로 허용 제한치보다 낮음을 확인하 다. 

보다 자세한 일차벽의 크기는 표 2.2.2-1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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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6 액체형 TBM의 일차벽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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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7 액체형 TBM 일차벽의 He 냉각재 유동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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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2 KO HCML TBM의 주요 크기

Location Dimension [mm]

Thickness 30

Be armor thickness 5

Coolant channel dimension

(height x width)
20 x 10

Coolant channel pitch 25

Front layer wall thickness 3

Rear layer wall thickness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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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식재 역 (Breeding Zone)

그림 2.2.2-8과 같이, HCML TBM의 증식재 역은 일차벽과 증식재 구조물 

 후 부 사이에 존재하는 Li 증식재의 유동 역, 흑연 반사체 (reflector)  

He 냉각 채 이 있는 증식재 구조물로 구성된다. Li 증식재의 유동 경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후 부의 하부로 유입되어 TBM의 하부  라즈마와 가까

운 역을 상승 유동한 후, TBM의 상부  라즈마와 먼 역을 하강 유동하

여 다시 후 부를 통해 외부 보조계통으로 회수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ITER에서

는 안  문제로 인해 Li의 총양을 제한하고 있어, 아국의 HCML TBM도 그 양

이 26 리터로 설계하여, ITER 요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하 다. 액체 증식재로 

사용되는 Li-6의 농축도는 삼 수소 증식율(TBR)을 고려하여 재 약 12 wt%

로 설계되었다. 그림 2.2.2-9는 증식재 역의 단면  증식재 구조물의 형상을 

나타낸다. 노해석을 통해 흑연 반사체 (reflector)의 두께를 최 화하 는데, 그 

결과, 라즈마와 가까운 부분은 100mm, 먼 부분은 200 mm의 두께를 가지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삼 수소 증식율 (TBR)을 극 화하기 해 반복 계산을 통해 

도출된 설계값이다. 증식재 역의 냉각은 열부하가 큰, 라즈마에서 가까운 부

분에 냉각채 을 보다 많이 집 시켜, 효과 인 냉각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

으며, 냉각 채 간 간격은 라즈마에서 가까운 부분은 25 mm, 먼 부분은 50 

mm가 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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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8 액체형 TBM 증식재 역의 내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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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9 액체형 TBM 증식재 역의 냉각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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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니폴드  커버 (Manifold and Covers)

후 부를 통해 일차벽으로 유입되는 He 냉각재는 다시 후 부로 모여, 증식재 

역을 냉각하기 해 매니 폴드  커버로 보내진다. 여기서, 매니폴드와 커버

는 증식재 역으로 유입되는 He 냉각재의 유동을 고르게 분산시키고, 후 부로 

보내기 해 회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해, HCML TBM의 상부와 하부

에 각각 1 개씩의 매니폴드  커버가 그림 2.2.2-10  그림 2.2.2-11과 같이 설

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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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10 액체형 TBM 증식재 역의 매니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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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11 액체형 TBM 증식재 역의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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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후 부 (Backwall)

증식재 역의 냉각을 해 상부  하부 커버로 He 냉각재를 유입시키고, 보

조계통으로부터 He 냉각재  Li 증식재를 TBM 본체로 공   배출하기 한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후 부이며, 이를 해 그림 2.2.2-12와 같이 설계되었

다. 후 부는 He 냉각재의 분배  취합을 한 부분 (1)과, 증식재의 공 과 배

출을 한 부분 (2), ITER common frame과의 연결 부분 (3)으로 나뉘어져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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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12 액체형 TBM 후 부



- 55 -

그림 2.2.2-13 액체형 TBM 후 부의 냉각재 유동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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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e 냉각재의 유동 경로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He 냉각재 보조계통으로부터 후 부로 유입된 He 냉

각재는 6 개의 일차벽 그룹  2 개의 그룹, 즉 20 개의 채 을 통해 일차벽을 

냉각시킨 후, 후 부로 다시 모여, 다음의 2 개 그룹에 공 되는 방식으로 일차

벽을 3 회에 걸쳐 순환하며 냉각하게 된다. 일차벽 냉각을 마친 He 냉각재는 후

부로 모여, 각각 상부 커버와 하부 커버로 보내지며, 이들은 상하부의 매니폴

드를 거쳐 증식재 역을 냉각하게 된다. 이후, 다시 매니폴드  커버를 거쳐 

후 부로 모여, 보조계통으로 회수된다. 각 역의 유량  속도는 구조재의 온

도가 550 ℃를 넘지 않도록 설계되었으며, 그림 2.2.2-4에 각 역별 유량과 속도

를 도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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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액체형 TBM 보조 계통 설계

액체형 TBM의 보조계통은 He 냉각재 계통, Li 증식재 계통, 삼 수소 추출 

계통으로 크게 나  수 있으며, 상세한 설계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He 냉각재 계통

(1) 계통 개요

아국의 HCML TBM의 He 냉각 계통의 설계 변수는 표 2.2.3-1과 같다. 주요 

설계 변수들은 정상상태에서 발생하는 라즈마로부터의 표면 열부하 (0.3 

MW/m2)  성자에 의한 벽면 가열 (0.78 MW/m3)을 고려하여 정의된다. He 

냉각재가 TBM으로 유입되는 온도는 300 ℃이고, TBM 냉각이후 He 냉각재 계

통으로 빠져나오는 온도는 406 ℃이며, 이때의 운  압력은 8 MPa이다. 액체형 

TBM이 ITER에서 운 되는 동안 He 냉각재는 주냉각재로서 TBM에서 발생하

는 0.675 MW의 열출력을 제거하도록 총 유량이 1.22 kg/sec로 설계되었다. 

액체형 TBM He 냉각재 계통의 유동 체계는 그림 2.2.2-1과 같다. He 냉각재 

계통은 TBM 자체를 냉각한 냉각재의 공 하는 일차 계통과 ITER 토카막 냉각

수 계통 (TCWS)과 연결되어 가열된 He 냉각재의 온도를 복원하는 이차계통으

로 구성된다. 이차 계통으로 유입되는 온의 냉각수의 온도는 약 35 ℃이며, 일

차계통을 냉각한 이후 70 ℃로 가열된다. 

He 냉각재 계통의 주요 부품으로는 ITER 토카막 냉각수 계통 (TCWS)와의 

효과 인 열교환을 해 설계된 열교환기, 압력 조 을 한 가압기, He 정화 계

통, He 순환기 (circulator), He 장 탱크, 가열기, 밸 , 여과기, 측정 장비 등이 

있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He 냉각재 계통은 TBM에서 발생하는 열을 직 으

로 제거하기 해 설계되었으며, 유동 체계는 다음과 같다. 순환기에서 공 된 

300 ℃ 이하의 온의 He 냉각재는 기 가열기 (electric heater)로 구성된 열

기 (preheater)와 열회수기 (recuperator)를 통과하는 동안, TBM 유입 온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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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에 도달하게 된다. 이 때, 열기 (preheater)는 TBM으로의 유입 온도를 

자동 으로 맞추도록 설계되었으며,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TBM 체 냉각을 

해 TBM 후 부로 유입되어 TBM의 열을 제거하게 된다. TBM 냉각후 He 냉

각재 계통으로 유입되는 He 냉각재의 온도는 406 ℃에 이르게 되고, 열회수기 

(recuperator)를 통해 일부 열을 TBM으로 유입되는 He 냉각재에 달함으로써, 

계통 체의 효율을 증가시키도록 설계되었다. 이후, 열교환기로 유입된 고온의 

He 냉각재를 ITER 토카막 냉각수 계통 (TCWS)에서 공 된 온의 냉각수를 

이용해 냉각하게 된다. 한, 가압기는 계통 체의 압력을 8 MPa의 압력으로 

유지하도록 He의 공  혹은 가열을 담당하게 되고, He 냉각재 내의 불순물을 제

거하기 한 여과기 등도 순환기 단에 치하게 된다. 

일차 냉각 계통은 ITER 토카막 냉각수 계통 (TCWS), 즉 이차 냉각 계통을 

통해 열원을 제거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 계통은 ITER 냉각 계통의 일부이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냉각수의 유입온도는 35 ℃이며, He 냉각재의 열을 제거

한 이후에는 약 45 ℃∼70 ℃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모든 냉각 계통 부품은 유량계, 압력계, 온도 측정 장비, 안  밸 , 제어  

체크 밸  등 자체의 제어  계측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다. 각종 밸 들은 시

동, 정지, 유지 운   각각의 운  모드에 맞게 냉각 계통을 격리하도록 설계

되어 잇다. 압력이나 온도 측정 장비들은 계통 운 을 감시하고 일부 데이터를 

장하기 해 설치된다. 각 부품들의 크기  특성은 표 2.2.3-2에 요약하 다. 

액체형 TBM의 He 냉각 계통은 ITER 토카막 냉각수 계통 (TCWS)실에 

치해 있으며, 그림 2.2.3-2는 이러한 보조계통실의 구조를 나타낸다. He 냉각 계

통 설계를 해 사용된 ITER 보조계통실의 크기는 그림 2.2.3-3에 도시하 다. 

냉각 기능에 따른 각 부품의 크기  배치안은 그림 2.2.3-4와 같으며, 각 부품에 

한 자세한 기능  요건, 용량 설계안은 다음 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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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1 He 냉각재 계통의 설계 변수

Primary side (TBM)

primary coolant He

average/peak surface heat flux 0.3/0.5

average neutron wall load, MW/m2 0.78

total thermal power to be removed, MW 0.675

temperature at moduel in/out 
o
C 300/406

coolant pressure, MPa 8

mass flow rate, kg/s 1.22

Secondary side (ITER circuit)

secondary coolant water

temperature HX in/out, 
o
C 35/70

pressure, MPa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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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1 He 냉각재 계통의 유동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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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2 He 냉각재 계통의 상세 부품 크기

component number diameter [mm] length [mm]

heat exchanger 1 150 1500

recuperator 1 5

circulator 1 200 430

preheater 1 100 940

pressurizer 1 200 1150

valve TBD

filter 1 200 900

pipes TBD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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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2 ITER 보조계통실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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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3 He 냉각재 계통을 한 ITER 보조계통실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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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4 설계된 He 냉각재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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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세 부품 설계

액체형 TBM 냉각 계통의 주요 부품과 장치는 열교환기, 열회수기, 가압기, 

He 정화 장치, 순환기, 장 탱크, 기 가열기, 밸 , 여과기, 측정장비 등이다. 

각 부품별 상세 설계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 다.

(가) 열교환기

액체형 TBM 냉각 계통의 열교환기는 PCHE 형태의 열교환기를 사용하도록 

설계되었다. 핵융합로를 포함한 에 지 생산을 목표로 하는 발 소에서는 작은 

규모  고효율을 통한 비용 감이 매우 요하다. PCHE는 plat-fin 형태의 열

교환기로 분류되며, 화학  부식 (etching)과 확산 합 (diffusion bonding)을 통

해 제작된다. 냉각 채 은 화학 인 부식방법으로 속 표면에 만들어지고, 부식

된 개개의 속 들은 확산 합을 통해 합된다. 일반 인 plate-fin 형태의 열

교환기와 달리, 유동직경은 수 mm에 이르는 매우 작은 냉각 채 을 가지는 특

징을 가진다. 

설계된 PCHE에서, 일차 He 냉각재는 그림 2.2.3-5와 같은 작은 냉각채  내

부로 흐르게 된다. 피치 (pitch)는 60 mm이며, 총 채  개수는 1280 개이다. 일

차측의 냉각재의 유동 조건은 압력 8 MPa, 유입 온도 400 ℃, 배기 온도 300 ℃

이다. 이차측은 상 으로 압인 증류수가 1 MPa, 유입 온도 35 ℃, 배기 온도 

70 ℃ 조건으로 흐르게 된다. 설계된 열교환기의 설계 명세는 표 2.2.3-3에 정리

하 다. PCHE의 외  크기는 길이 896 mm, 폭 10 mm, 두께 144 mm이다. 

세부 명세를 정하기 한 해석 작업이 재 진행 에 있으며, 산유체 코드

인 CFX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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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5 PCHE 단일 채 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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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3 열교환기로서의 PCHE 설계 명세

parameters Unit Primary side Secondary side

Type Small channel Small channel

Working fluid He Water 

Overall HX width ×  mm 150 x 896 150 x 896

Channel size (diam) mm 1.51 1.51

Free flow area m2 0.001155 0.001155

Passage hydraulic diameter mm 0.922 0.922

Tube length mm 896 896

Number of tubes 1280 1280

Pressure MPa 8 1

Temperature in/out ºC 400/300 35/70

Mass flow rate kg/s 1.22 4.26

Pressure drop (approx.) MPa TBD T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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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열회수기

액체형 TBM 냉각 계통의 열회수기도 열교환기와 마찬가지로 미세 채 을 가

지는 PCHE로 설계되었다. 형상  세부 명세도 열교환기와 동일하지만, 이차측 

작동 유체가 TBM을 냉각하고 배출된 He을 회수하여 사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표 2.2.3-4에는 이러한 열회수기의 주요 특징과 설계 변수를 정리하 다. 열교환

기와 마찬가지로, 세부 명세를 정하기 한 해석 작업이 재 진행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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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4 열회수기로서의 PCHE 설계 명세

parameters Unit Primary side Secondary side

Type Small channel Small channel

Working fluid He He 

Overall HX width ×  mm 150 x 896 150 x 896

Channel size (diam) mm 1.51 1.51

Free flow area m2 0.001155 0.001155

Passage hydraulic 
diameter

mm 0.922 0.922

Tube length mm 896 896

Number of tubes 1280 1280

Pressure MPa 8 8

Temperature in/out ºC 400/300 TBD

Mass flow rate kg/s 1.22 1.22

Pressure drop (approx.) MPa TBD T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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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순환기

액체형 TBM 냉각 계통의 일차측은 상 으로 은 유량으로 매우 높은 압

력 강하를 보이기 때문에, 기 모터로 구동되는 single-stage centrifugal 압축기 

(compressor)를 순환기로서 사용한다. 순환기는 열회수기 단에 수직으로 설치

되며, 보다 자세한 요건  설계 명세는 재 평가 에 있다. 

주요 설계 명세들은 표 2.2.3-5에 정리하 다. 구동 압력은 8 MPa이나 과압을 

고려하여 10 % 여유도를 가지도록 설계되었다. 총 유량은 1.32 kg/sec로 TBM으

로 공 되는 유량 비 10 %의 여유도를 가진다. 회  속도는 모토의 회  속도

에 따라 5000 rpm까지 가능하며, 속도 조 과 련한 부분은 재 설계 에 있

다. 모터 출력은 165 kW이며, 이에 따른 크기  세부 명세는 재 설계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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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5 순환기의 설계 명세

parameters Unit Primary side

Circulator orientation vertical

Impeller type
Single-stage 

centrifugal

Drive type Electric motor

Bearing type
Grease 

lubricated

Pressure MPa 8

Temperature oC ~ 250

Mass flow rate kg/sec 1.32

Pressure rise kPa TBD

Rotational speed rpm Up to 5000

Drive power kWe 165

Dimension T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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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  가열기

기 가열기는 액체형 TBM 냉각 계통에서 TBM으로 유입되는 온도를 300 

℃로 유지하기 해 설계되었다. 기 가열기의 기 출력은 약 100 kW이다. 주

요 설계 변수에 따른 세부 설계 내역은 재 도출 에 있다. 

(마) 가압기

압력 조  장치를 포함한 가압기는 He 냉각 계통에서 압력을 조 하고, He 

냉각재를 공   회수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설계되었다. 가압기는 가압 탱크, 

He 장 탱크, 압축기, 압력 조 기 등으로 구성된다. 보다 자세한 요건  설계 

변수들은 재 연구 에 있다. 

(바) 배   밸

설계 .

(사) 여과기   He 냉각재  정화  장치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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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Li 증식재 계통

(1) 삼 수소 증식재

삼 수소 증식재는 고체형  액체형의 두 부류로 나  수 있다. 액체증식재

는 Pb-17Li (Pb with 17 at% Li, melting point 235°C)와 순수 Li (melting point 

177°C)으로 나  수 있다. 한국은 ITER 계획에서 Ferritic 강(FS) 구조의 헬륨냉

각형 속 Li (HCML)을 제안한 상태이다. 그러나 Pb-17Li을 사용한 TBM 개념

도 향후 발  가능성을 고려하고 연구 계획에 일부 포함하고 있다. 

(2) Li 증식재

(가) 설계특성

본 연구원에서는 장수명 핵종 변환 공정 연구와 련한 Pb-Bi실험장치를 구

비하고 있다. 이 장치를 이용하여 액체 Li  PbLi와 련하여 Li 순환계통의 열

수력학  특성시험  자기수력학  특성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본 연

구원의 소듐기술을 액체 Li 장치설계에 용할 수 있다. 러시아의 설계를 기 으

로 한 액체 Li 순환장치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Li 입구 온도 : 250−450℃ 

2) Li 출구 온도 : 350−550℃ 

3) 입구 압력 < 0.5 MPa 

이상의 기본  특성 외에, 다음과 같은 세부  특성들이 있다:

- 운 모드가 정지된 상태에서 액체 Li이 력에 의한 자연낙하를 할 수 있도

록, 순환장치의 이 들은 약 15도의 경사를 갖도록 한다. 

- 순환장치의 밸 들은 600 ℃까지의 고온을 견뎌야 한다. 

이와 같은 목 을 한 특수밸 들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밸 들은 밸

의 요부분과 취 부분 사이가 길게 되어 있다. 

- 체 Li의 아래부분의 팽창에 의한 Li의 팽창을 피하기 하여, 고화한 Li

의 용해는 Li 벨의 상부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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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액체  Li 순환장치

Nakamura 등에 의하면, IFMIF 리튬순환장치에 AISI316 형 스텐강을 쓰고, 

쓴다.  reduced-activation ferritic/martensitic (RAFM)강을 back wall의 구조재

로 쓴다. Katsuta 등에 의하면, IFMIF조건에서 액체 Li 순환장치로서 SS 304는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우리의 순환장치제작은 이들 결과물들을 참고해야 할 것

이다. 

그러나, 표면의 산화물형성에 의해서 내 부식성을 보이는 AISI 316 는 다른 

스텐강들의 경우, 액체리튬의 강한 환원능력 때문에 표면의 산화물막이 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원의 이로 로세싱 과제에서 액체 Li 용기를 

한 구조재로 탄소강을 사용한 경험에 의하면, 탄소강은 액체 Li의 구조재로서 

매력 인 재료로 단된다.   

액체 Li을 순환장치에서 순환시키기 하여, 자폄 를 사용해야 한다. 

Addison은 실험실용으로서의 자펌 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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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6 실험실용의 자폄

(C.C Addison, "The Chemistry of the Liquid Alkali Metals", John Wiley and 

Sons, 1984,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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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액체 Li

Korea TBM 의 Li 계통의 주요 설계 제원은 표 2.2.3-6과 같다. 표에 보이듯

이, 운 계획, “plasma on for 450 s, plasma off for 1800 s and overall 25% 

availability”에 따라 삼 수소의 평균 생성속도(gm/day)를 계산했다. 간단한 물

질수지에 따라, TBM에서 배출되는 Li의 농도 증가를 계산했다. 표 2.2.3-6의 하

 4개 항목의 삼 수소의 회수 작업 역을 나타낸다. 

(가) 액체  Li  련  화합물

■Li  그 화합물의 성질

액체 Li은 부드럽고 은빛 색깔을 띄는 속이다. Li은 공기 의 산소와 반응

해서 산화 Li (Li2O)이 된다. 고체 Li은 공기 에서 자연발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액체 Li은 공기, 물, 콘크리트, 탄산가스  질소와 매우 잘 반응한다. Li/물 반응

에서, 부분의 수소는 LiH로서 액체 속과 화합물을 만든다. 이 수화물은 600 

℃ 이상의 온도에서 분해한다. 

실제로, 구매 가능한 Li은 기름을 덮지 않은 상태로 된다. 개의 경우, 

매되는 Li 속은 산화물로 심하게 오염되어 있다. 따라서 사용 에 산화물의 

제거가 필요하다. 산화물을 제거하기 하여, LiCl을 첨가하여 이 혼합물을 650 

℃로 가열한다. 

■Li의 정제

- IFMIF법 

액체 Li은 여러 요소에 의하여 오염될 수 있다. 를 들어, Li은 질소와 만나

면 질화 Li을 만든다. ITER에서 TBM이 정상가동하면, 액체 Li의 정제는 큰 문

제로 부각할 것이다. Li은 한 탄소  산소에 의하여 쉽게 오염된다. 이런 

에서, IFMIF (International Fusion Materials Irradiation Facility)의 결과는 Li 

정제를 한 좋은 참고자료이다. IFMIF는 ITER  DEMO에 사용될 후보물질들

과 재료들을 시험하기 한 강력한 에 지의 성자를 발생하기 한, 가속기 방

식에 의한 D-Li 성자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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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MIF에서, Li 표 계의 주요 기능은 다량의 성자를 생성하기 한 안정된 

Li jet를 만드는 것이다. IFMIF의 Li 순환장치에서 주요 불순물은 수소(H), 수

소(D), 삼 수소, 7Be  다른 화학종(C, N, O)들이다. 이들 불순물들을 제거하

기 하여, 정제장치는 콜드트랩, 질소를 잡기 한 티타늄 고온트랩, 삼 수소를 

잡기 한 이트륨 고온트랩들이 있고, 각종 모니터들이 있다. 콜드트랩은 탄소를 

제거하고 티타늄 게터를 내장한 고온 트랩은 산소와 질소를 제거한다. 액체 Li 

정제장치의 개념도를 그림 2.2.3-7에 보 다.  수소를 채워서 콜드트랩에 의하여 

삼 수소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나 에 삼 수소 추출장치 부분에서 

기술할 것이다. 

- 속리튬으로부터 산화리튬의 제거 

우리의 정제방법은 리튬 속이 산화리튬으로 심하게 오염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 방법은 Li2O가 LiCl에 녹는 용해도가 상당히 크다는 사실에 따른 것이다(8.7 

wt% at 650℃). 한 같은 온도에서 Li 속이 아주 용해도가 낮다는 사실(ppm 

order)에도 따른 것이다.

방법은, 산화 Li을 포함하는 Li을 LiCl에 넣어 650℃에서 3-4시간 녹이는 것

이다. 다음에 이 혼합물을 200℃로 식히면 LiCl 에 용해한 Li2O를 얻는데, 이는 

반응용기의 벽에 끈 끈 하고 액질의 형태로서 얻어진다. 순수한 Li은 액체상

태로서 남아있고, 이를 다른 용기에 옮기면 된다. 정제한 Li 속은 속성의 빛

나는 색깔을 띈다. Li 속 의 산화 Li을 분석하기 하여, LiCl + Li2O 용융염

으로부터 석 에 시료를 취한다. 다음에 LiCl 에 포함된 Li2O의 함량을 분석

한다. 

시료의 무게를 재고 증류수에 녹인다. 

Li2O + H2O → 2LiOH (2.2.3-1)

표  0.1N HCl을 써서 정을 하며,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LiOH + HCl → LiCl + H2O (2.2.3-2)

의 정결과로부터, Li 시료 에 들어있는 Li2O의 양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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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6 액체 증식재 계통의 설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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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7 액체리튬 정제장치의 개념도

(Nakamura, et al. (2004) and Katsuta, et al.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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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커버개스   로 박스  설계

Li 속과 련한 작업은 아르곤기체분 기의 로 박스에서 수행해야 하며, 

이때 산소의 유입을 억제하기 하여 양의 압력을 유지해야 한다. 아르곤가스

의 산소와 물은 제거해야 한다. 

■수분

커버개스를 건조하기 하여 분자체(Molecular sieve)를 사용한다. 하나의 

는 1m X 20mm 의 유리 을 써서 여기에 Union Carbide 의 4A 등 인 분자체

를 쓰는 것이다. 분자체는 사용하기 에 300 ℃, 10-5 torr에서 24시간 가열한다. 

■산소  질소

산소  질소는 칼슘 조각 는 티타늄 알갱이로 채워진 을 통과하여 제거

할 수 있다. 고온에서는 제거반응이 더 잘 일어난다. 따라서 상기 속들을 스텐

강 튜 에 넣고 700 ℃로 가열한다. 

■ 로 박스

로 박스에서 시료를 넣고 빼는 부분은 외부의 불순물이 유입되는 것을 막

기 하여 진공기능이 있어야 한다. 이 진공기능은 아울러 작업자의 동작에 따라 

로 박스의 내부압력이 요동하는 것을 막기 한 보상기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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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삼 수소 추출 계통

(1) 삼 수소 침투

삼 수소 증식재는 고체형  액체형의 두 부류로 나  수 있다. 액체증식재

는 Pb-17Li (Pb with 17 at% Li, melting point 235 ℃)와 순수 Li (melting 

point 177 ℃)으로 나  수 있다. 한국은 ITER 계획에서 Ferritic 강(FS) 구조의 

헬륨냉각형 속 Li (HCML)을 제안한 상태이다. 그러나 Pb-17Li을 사용한 TBM 

개념도 고려하고 있다. 

(2) 냉각재 정제

(3) 삼 수소 취

(가) 게터  이용

모든 취 과정에서, 삼 수소는 출이 없도록 되어야 한다. 삼 수소를 

취 하기 에, 이를 안 하게 하도록 비가 갖추어져야 한다. 삼 수소를 

안 하게 가두는 방법은 게터 물질에 장하는 것이다. 수소동 원소를 장하기 

한 게터들은 일반 으로 속수소화물을 만든다. 수소를 장하는 몇가지 속

수소화물들을 표 2.2.3-7에 나타내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속수소화물은 같은 부피에서 액체수소보다 더 많이 

수소를 함유한다. 따라서, 속수소화물을 사용한 동 원소분리는 고 도작업이

다. UH3 의 매우 큰 장능력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 물질을 쓴 공정에 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Penzhorn에 따르면, 속트리타이드는 다음의 식에 따라 생

성된다. 

M(s) +  2
x
Q2(g) = MQx(s)     Q =( H, D, T)           (2.2.3-3)

핵융합장치의 가동 에 삼 수소 기체를 고 도로 장하기 하여 이 반응이 

고려되고 있다. 이 반응은 발열반응이고, 보통 실온에서 자발 으로 일어난다. 특

히 속이 분말형태일 경우에 그러하다. 원리 으로, 이 반응은 가역 이어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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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된 트리튬을 열처리에 의하여 회수할 수 있다.  

KAERI는 삼 수소 용기 설계작업을 하여 Ti과 Zr-Co 게터에 한 실험을 

수행해 왔다. 이들 재료들을 쓴 시험결과들은 트리튬을 취 하는 여러 공정, 즉 

증식재로부터의 트리튬 추출  트리튬으로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는 공정에서 

트리튬을 장하는 데 이용될 것이다. 게터물질 이용의 한 는 수소동 원소를 

장하여 비실험  ITER 시험에서 필요시 동 원소들을 추출하여 이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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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7 수소동 원소와 련 화합물의 장 능력

UH3 120 moles/liter

LaNi5H6 59 moles/liter

PdH0.7 37 moles/liter

Liquid hydrogen at 20 k 35 moles/liter

Water 56 moles/l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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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타  방법

재 조사  타당성 악 에 있다.  

(4) 삼 수소 추출

한국측 HCML TBM을 한 삼 수소 추출장치(TES)의 주요 기능은 다음 반

응에 따라 액체 Li에서 생성된 삼 수소를 회수하는 것이다. 

6 Li + n = 3 T + 4 He   (2.2.3-4)

7 Li + n = 3 T + 4 He + n (2.2.3-5)

따라서, 반응생성물은 같은 양의 삼 수소와 He이다. 삼 수소는 액상에 존재

하고, 궁극 으로 기체로서 회수해야 한다. 다른 ITER 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삼 수소 추출장치는 TCWS 건물에 설치될 것이다. 

(가) 속  의  수소   삼 수소  추출

Baird에 따르면, 수소는 주기율표의 부분의 속과 안정한 수소화물을 만들

거나 부분의 속에 용해한다. 수소분자가 용해하면, 분해하여 두 개의 원자로 

된다. 이들은 확산에 의하여 속결정격자내의 틈새들을 통하여 들어가서 체

으로 속고체의 일부가 된다(Sieverts' Law). 실험결과에 의하면 이들 세 수소

동 원소, H, D, T의 확산계수들은 같지 않다. 이는 수소동 원소들을 분리하는 

공정의 기 로 이용될 수 있고, 이에 한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Li 의 수소동 원소들의 경우, 농도가 크지 않으면 수소는 용해된 상태로 존

재한다.  그러나 리튬에 과포화된 수소동 원소들을 추출하는 경우에는 수소화물

로서 회수하여야 한다. 

(나) 콜드트랩법

재로서, 아국의 액체형 TBM으로부터 삼 수소를 추출하기 하여 몇 가지 

방법이 고려되고 있다. 가장 가능성이 있는 방법은 Sze 등이 고안한 콜드트랩법

이다. 용융 Li으로부터 삼 수소를 회수하기 한 콜드트랩 공정은 ITER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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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제안되었다. 이 방법은 Li에 로튬을 첨가하여 삼 수소의 농도가 단지 

1ppm 일지라도 200 ℃에서 체 수소농도가 포화되도록 하는 것이다. Li쪽 회로

를 식히면, 삼 수소는 첨가한 로튬과 같이 빠져 나올 것이다. 침 된 LiH와 

LiT는 삼 수소를 회수하기 하여 600 ℃까지 가열한다. 동 원소분리장치 

(ISS)에서 냉동증류공정에 의하여 이 수소동 원소들을 분리해야 한다. 이 공정

에서의  H/T분리 비용은 비교  렴하다. Li(T+H)는 메쉬없는 콜드트랩에서 

력에 의하여 액체 Li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다. Abdou교수의 발표는 삼 수소 

추출을 한 콜드트랩법의 일반  개요를 잘 설명하는데, 그림 2.2.3-8에 그 개념

도를 보 다. 

재로서는 LiH(T) 생성과 콜드트랩 시험을 할 수 있는 간단한 반응장치를 

제작할 계획이다. 반응기를 한 몇가지 조건들이 있다:

- 구조재 : SUS 316 는 탄소강

- 액체리튬을 정제하기 한 방법 수립

- 수소동 원소는 시험 진행에 따라 H, D,  T 사용. 

- 가열, 온도측정,  압력측정 등의 기기부착.

Li-H(T) 수소화물 형성  콜드트랩 시험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할 것이

다.

1. 이트륨게터를 첨가하거나 LiCl 처리에 의하여 리튬을 정제.

2. 반응용기의 온도조 .

3. 반응용기에 수소(as 4% H2 in argon)주입 

 - 반응의 완결을 하여 가능한 한 장시간 주입.

4. 수소화물 생성의 확인  속 수소화물로부터 액체리튬을 분리 

5. 수소화물을 리튬과 수소동 원소들로 분해.

6. 액체 리튬을 배출하고, 수소동 원소들을 수집하여 그들의 압력을 측정.



- 86 -

 

그림 2.2.3-8 콜드트랩 시험을 한 액체리튬 루  개념

(Based on Prof. Abdou’s Presentation [Abdou-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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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트륨  게터에  의한  추출

Fukada는 성자로 조사한 Li으로부터 삼 수소를 회수하는 방법에 해 연

구하 다. 성자를 조사한 Li에 포함된 삼 수소의 몰분율은 0.007∼0.04 ppm 

이다. 400∼500 ℃에서 이트륨 은 Li에 용해한 삼 수소를 성공 으로 회수하

다. 삼 수소를 회수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운 은 Li이 질소  산소에 해

서도 활성 이어서 불순물인 질소와 산소가 삼 수소의 Li에 흡수되는 것을 심

하게 방해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이트륨이 트리튬게터뿐이 아니고 산소게터

로서 작용함이 밝 졌다. Fukada의 결과에 따라, 용융 Li  Pb-Li로부터 H(T)

를 회수하는 데 한 시험을 진행할 것이다. 

(5) 삼 수소 추출 계통 설계

삼 수소 추출 계통을 설계하기 해, 앞서 조사된 여러 방법  콜드트랩법

을 용한 설계를 수행하 다. 그림 2.2.3-9는 콜드트랩법이 용되기 해 필요

한 핵심 부품  장치, 방법들을 도시한 개념도이다. 이를 통해, 액체형 TBM에 

용 가능한 삼 수소 추출 계통 설계가 그림 2.2.3-10과 같이 수행되었다. 재

는 개념도 수 의 설계이며, 상세 설계를 한 부품별 세부 명세 작성 작업을 수

행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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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9 계통 설계에 사용된 삼 수소 추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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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10 삼 수소 추출 계통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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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액체형 TBM 본체 성능 해석

가. 개요

그림 2.2.4-1은 액체형 TBM의 안 해석을 포함한 설계  성능 해석을 한 

체 인 체계를 나타낸다. Monte Carlo 해석을 해 서울 에서 개발된 

MCCARD  범용 MCNP가 삼 수소증식율 (TBR), 흑연 반사체 (reflector) 등

의 크기와 개수 등을 노해석 측면에서 결정하기 해 사용되었으며, 3D 모델링

은 CATIA V5로 수행되었다. 액체형 TBM의 온도 분포  유동 분포 등의 열수

력 해석은 범용 산유체 코드인 CFX를 사용하 으며, 이러한 결과를 ANSYS

로 변환하여 변형, 응력 등을 계산하 다. 안 해석을 해서는 방사능, 붕괴열, 

폐기물 등의 분석을 해 ORIGEN 코드를 사용하 고, 도출된 사고 시나리오에 

따른 사고 해석을 해서 시스템 코드인 MARS-GCR과 CFX코드가 사용되었으

며, 구조해석에는 ANSYS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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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1 액체형 TBM 설계  해석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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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해석 (MCCARD)

(1) 코드  모델

ITER 핵융합로의 요한 기능  하나는 력생산 목 의 DEMO 핵융합로

에 합한 삼 수소 증식 블랑켓의 설계개념을 검증하는 것이다. 검증의 핵심이

슈로 삼 수소 증식 블랑켓은 충분한 양의 삼 수소를 공 해야 하고, 높은 출력

도와 효율 인 력생산이 가능해야 한다는 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핵융합로

의 핵특성에 가장 많은 향을 미치는 것은 삼 수소 증식 블랑켓이다. 재 

ITER 핵융합로에 실험을 할 정인 한국형 TBM은 헬륨을 냉각재로 사용하며, 

액체 리튬을 삼 수소 증식물질로 사용하는 헬륨냉각 액체 속 블랑켓(HCML)이

다. 표 2.2.4-1에는 설계된 한국형 ITER TBM 블랑켓의 노물리-핵  특성을 나

타내었다.

헬륨냉각 액체형 TBM 블랑켓의 반경방향과 수직방향의 단면도는 그림 

2.2.4-2와 그림 2.2.4-3에 나타내었다. 기존의 HCML TBM 설계에 비해 냉각회

로 (Cooling Channel)의 두께가 3 cm에서 2 cm로 감소하 으며, 그에 비례해서 

두 번째 반사체 (reflector)의 두께가 17 cm에서 20 cm로 증가하 다. 반경방향

으로는 일차벽(First Wall), 일차 삼 수소 증식 역, 일차 반사체 (reflector), 이

차 반사체 (reflector), 이차 삼 수소 증식 역 그리고 후  등의 구조로 이루어

져 있다. 일차 증식 역과 일차 반사체 (reflector) 사이 역, 두 반사체 

(reflector) 사이 역 그리고 이차 반사체 (reflector) 역과 이차 증식 역 사이

에는 냉각재인 헬륨과 냉각회로 구조물질로 채워진다. 한 삼 수소 증식 역과 

반사체 (reflector) 역을 환상방향으로 이분하는 역은 냉각재인 헬륨과 냉각 

통로 구조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부분의 구조재에는 FM강이 사용되며, 삼 수

소 증식물질로 자연 상태의 Li을 사용한다.

냉각재로 쓰이는 헬륨은 최 화 작업 으로  개념에 의하면, 냉각 통로를 

통해 후 으로로 들어와 일차벽으로 흐르게 된다. 이후 상부 커버 (Top cover), 

증식 역 (Breeding Zone), 하부 커버 (Bottom cover)를 차례로 통과하여 다시 

후 으로 순환하게 된다. 상부 커버와 하부 커버에는 헬륨의 순환을 한 매니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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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들이 치하여 헬륨의 순환을 돕는다.

표 2.2.4-1은 액체형의 주요 설계 변수  핵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기존의 

HCML TBM에 비해 블랑켓의 반경방향 면 이 ITER Common Frame 두께 증

가에 따라서 약간 증가하 다. HCML TBM에는 성자 증식물질이 포함되지 않

기 때문에 HCSB (He-Cooled Solid Breeder)에 비해 증식되는 에 지의 총량이 

상 으로 작게 측된다.

표 2.2.4-2는 액체형 TBM의 열수력 설계인자들을 나타내고 있으며, 표 

2.2.4-3은 핵특성 해석을 한 TBM 모델의 구조재, 냉각재, 반사체 (reflector) 

그리고 증식재의 구조 물질 조성을 나타내었다. 구조재는 구성 물질과 조성이 같

고 도가 다른 물질을 각 역 별 구조재에 사용한다. 를 들어, 일차격벽을 

반경방향으로 등간격으로 나 어 간에 치한 역은 질량 도가 1.8 g/cm
3
 

이고 구성 물질과 조성이 Eurofer와 같은 물질을 사용하며, 일차격벽의 나머지 

역은 도가 7.8g/cm3 인 Eurofer를 사용한다. 한 상부  하부 manifold 부

분은 Li과 균질화된 물질을 사용한다. 따라서 Eurofer 물질에 Li-6와 Li-7이 추

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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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2 액체형 TBM의 반경방향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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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3 액체형 TBM의 수직방향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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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 Material Eurofer

Coolant He gas

Breeder Molten Li

Reflector Graphite

Average SHF, MW/m2 0.3

Average NWL, MW/m2 0.78

First Wall Area, m2 1.93x0.739

Heat Deposition, MW 0.83

T Production Rate, g/FPD 0.077

Local TBR 0.79

표 2.2.4-1 액체형 TBM의 설계자료  핵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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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Value

Thermal Power (MW) 0.83

Surface Heat Flux from Plasma (MW/m2) 0.3

TBM-HCML Dimension (m)

Height, Width, Depth 1.620, 0.444, 0.435

Coolant Inlet/Outlet Temperature (°C) 350/450

표 2.2.4-2 액체형 TBM의 설계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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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물질 질량 도 구성 핵종 구성비 (%)

He & Vacuum 1.0e-10 g/cm 3 He-4 100

Reflector 1.44g/cm 3 C-12 100

Breeder 0.4756 g/cm 3 Li-6 
Li-7

6.578
93.420

Structure

Eurofer:: 7.8 g/cm 3

(Others)
cch1mat:: 1.8 g/cm 3

(First Wall 2/3)
cch2mat:: 1.56 g/cm 3

(Front Sepration Plate and First 
grid plate 2/3 )

cch3mat:: 4.68 g/cm 3

(Back Sepration Plate and 
Second and Third grid plate 2/3 

)
sdwmat:: 5.80 g/cm 3

(side wall)
bwlmat:: 1.776 g/cm 3

(back wall)

V-Nat.
Cr-50
Cr-52
Cr-53
Cr-54
Mn-55
Fe-54
Fe-56
Fe-57
Fe-58
W-182
W-183
W-184
W-186

0.200
0.376
7.533
0.871
0.221
0.400
5.048
82.17
1.932
0.262
0.263
0.142
0.307
0.288

표 2.2.4-3 액체형 TBM의 구성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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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물질 질량 도 구성 핵종 구성비 (%)

Structure manmat:: 5.80 g/cm 3

(manifold)

Li-6
Li-7
V-Nat.
Cr-50
Cr-52
Cr-53
Cr-54
Mn-55
Fe-54
Fe-56
Fe-57
Fe-58
W-182
W-183
W-184
W-186

0.113
1.600
0.200
0.376
7.533
0.871
0.221
0.400
5.048
82.17
1.932
0.262
0.263
0.142
0.307
0.288

Common 
frame

4.828 g/cm 3

Fe-54
Fe-56
Fe-57
Fe-58
Cr-50
Cr-52
Cr-53
Cr-54
Mo-92
Mo-94
Mo-95
Mo-96
Mo-97
Mo-98
Mo-100
Si-28
Si-29
Si-30
Mn-55
Ni-58
Ni-60
Ni-61
Ni-62
Ni-64
O-16
H-1

3.601
58.33
1.378
0.186
0.730
14.64
1.692
0.429
0.355
0.226
0.393
0.416
0.241
0.615
0.250
0.689
0.036
0.024
1.950
9.071
3.614
0.159
0.517
0.136
3.043
0.383

표 2.2.4-3 한국형 ITER TBM의 구성물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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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 수소 증식

TBM의 노물리 특성을 나타내는 주된 노물리 성능인자로서는 삼 수소 증식

률 (TBR)과 에 지 증식률 (NEM)이 정의된다. 삼 수소 증식률 (TBR)은 단

시간당 라즈마 역에서 소비되는 삼 수소의 양에 한 단 시간당 블랑켓에

서 생성되는 삼 수소의 양의 비율로 정의된다. 삼 수소의 충분한 공 과 자기

충족조건은 핵융합로의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삼 수소 증식율 (TBR)은 가장 

주된 노물리 성능인자로서 취 된다. 한 에 지 증식률 (NEM)은 입사 성자

의 에 지(∼14.06MeV)에 한 블랑켓에서 생성되는 에 지의 비율로 정의된다. 

핵융합 증식 블랑켓의 핵심 인 기능  하나는 성자와 감마선의 운동 에 지

를 가능한 한 효율 으로 수용하는 것이며, 이에 한 TBM의 기능을 에 지 증

식률 (NEM)로 나타낼 수 있다.

표 2.2.4-4는 액체형 ITER TBM의 삼 수소증식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일차 

증식재 역은 반경방향으로 같은 비로 6개의 역으로 나 었고, 이차 증식재 

역은 반경방향으로 같은 비로 3개의 역으로 나 어 계산하 다. 나머지 

역에서의 삼 수소증식 특성은 그 외의 역으로 취합하여 나타내었다. 액체형 

ITER TBM의 삼 수소 증식재를 구성하는 물질은 자연 상태의 Li이며, 7.4 %  

6Li과 92.6 % 7Li으로 구성되어 있다.  HCML TBM에서 핵종별 삼 수소가 생

성되는 비율은 
6
Li에서 9.8 %, 

7
Li에서 90.192 % 정도 생성된다. 역별 삼 수소

가 생성되는 비율은 Breeder1 역에서 80.5 %, Breeder2 역에서 15.6 %, 그리

고 그 외 역에서 3.8 %이다. 삼 수소증식률은 0.135 정도로 측되며, 하루 

동안의 성자조사에 의해 생성되는 삼 수소의 양은 2.216 ppm 정도이다. 상부 

커버와 하부 커버에서의 삼 수소 유량 감소로 인해 기존의 HCML TBM 설계

에 비해 삼 수소 생성량이 약간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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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4 액체형 TBM 각 부품에서의 삼 수소 증식 특성

region
Graphite Reflector

6Li 7Li 6Li + 7Li

First Breeder1 1.924E-02 2.307E-03 2.155E-02

First Breeder2 1.544E-02 2.248E-03 1.769E-02

First Breeder3 1.424E-02 2.185E-03 1.643E-02

First Breeder4 1.410E-02 2.120E-03 1.622E-02

First Breeder5 1.492E-02 2.056E-03 1.698E-02

First Breeder6 1.804E-02 1.992E-03 2.003E-02

Second Breeder1 8.491E-03 8.958E-05 8.580E-03

Second Breeder2 6.259E-03 8.801E-05 6.347E-03

Second Breeder3 6.139E-03 8.574E-05 6.225E-03

others 5.074E-03 9.058E-05 5.165E-03

total 1.220E-01 1.326E-02 1.352E-01

Tritium Breeding Ratio 1.352E-01

T Production(#/day) 5.769E+21

T after 1day irradiation(gm) 2.897E-02

T Concentration(ppm) 2.216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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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열출력

그림 2.2.4-4는 액체형 TBM 내부에서의 성자속 공간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체 성자속과 속 성자속(Fast Flux)을 표시하 다. 0.1 MeV 이상의 성자

속을 속 성자속으로 표시하 으며, 각 성자속의 값은 성자원 하나가 기여

하는 각 역에서의 성자속의 수치이다. 성자속이 블랑켓 역을 지나 후미 

벽을 지날 때까지 10-1 정도 감소하 다. 반사체 (reflector)에 의한 성자속의 

감소효과가 가장 크게 작용했으며, 증식재 역에서는 성자속의 감소효과가 미

미하 다. 한 일차 반사체 (reflector) 역과 이차 반사체 (reflector) 역에서

는 체 성자속에 한 감소율에 비해 속 성자속에 한 감소율이 크게 나

타나며, 이를 통해 반사체 (reflector)에서의 성자에 한 감속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2.4-5는 블랑켓 내부 역에서의 에 지 출력 도의 공간분포를 나타낸

다. 해당 출력 도는 모사 성자원 한 개당 기여하는 양으로 표시하 다. 삼

수소 증식 역에서는 성자 거동에 의한 출력 생성이 지배 이며, 성자/감마

선 차폐 역에서는 감마선이 출력 생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삼 수소 

증식 역인 일차 증식재 역과 일차 반사체 (reflector) 역의 경계에서 출력

도가 증가하고, 한 이차 증식재 역과 이차 반사체 (reflector) 역의 경계에

서도 출력 도가 증가하고 있다. 자세한 증가추세는 그림 2.2.4-6에 나타내었다. 

이는 
7
Li의 반응이 고속 성자에 주로 반응하는데 반하여, 

6
Li(n,a)T 반응단면

은 성자의 에 지가 감소함에 따라 단조 증가하기 때문에 반사체 (reflector) 

역에 의해 감속된 열 성자가 
6
Li(n,a)T 반응에 의해 에 지를 많이 발생 시키

고 있기 때문이다.

표 2.2.4-5는 한국형 ITER TBM의 에 지 생성 특성을 나타낸 것이며, 

Neutron에 의한 에 지 생성과 Photon에 의한 에 지 생성을 나 어 나타내었

다. 14.06 MeV의 핵융합 성자에 의해서 19.15 MeV 정도의 에 지가 생성되고 

있으며, 에 지 증식률 (NEM)은 1.362 정도로 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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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4 액체형 TBM의 성자속



- 104 -

그림 2.2.4-5 액체형 TBM 출력 도의 공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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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6 증식재 역에서 출력 도의 공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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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5 액체형 TBM 각 부품에서의 출력

Reference Model
Neutron heating

(MeV/gm)

Photon heating

(MeV/gm)
Total

CF - Horizontal 2.155E+00 7.676E+00 9.831E+00

CF - Vertical 6.018E-01 2.122E+00 2.724E+00

First Wall 4.277E-01 1.202E+00 1.630E+00

Breeder

-Front Left 3.380E-01 2.227E-02 3.603E-01

-Front Right 3.219E-01 2.177E-02 3.437E-01

-Rear Left 5.955E-02 1.646E-03 6.119E-02

-Rear Right 4.698E-02 1.633E-03 4.862E-02

Reflector

-Front Left 1.990E-01 1.524E-01 3.515E-01

-Front Right 2.006E-01 1.533E-01 3.539E-01

-Rear Left 1.112E-01 1.401E-01 2.525E-01

-Rear Right 1.124E-01 1.401E-01 2.525E-01

Separation Plate 1.745E-02 1.936E-01 2.110E-01

Grid Plate 1 4.827E-02 3.308E-01 3.791E-01

Grid Plate 2 2.207E-02 2.607E-01 2.828E-01

Grid Plate 3 3.885E-03 9.123E-02 9.511E-02

Top Wall 1.724E-02 9.098E-02 1.082E-01

Bottom Wall 1.733E-02 9.106E-02 1.084E-01

Side Wall 7.271E-02 8.820E-01 9.548E-01

Back Wall 8.676E-03 2.222E-01 2.309E-01

Shield Plug 5.221E-02 5.867E-01 6.389E-01

Total 4.775E+00 1.438E+01 1.915E+01

NEM 1.362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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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지 후 유도 방사능

액체형 ITER TBM의 검증 실험에 의한 방사능 조사 후 발생하는 방사능

(radioactivity)과 붕괴열(decay heat)은 MCCARD와 ORIGEN code를 연계하여 

계산하 다. ORIGEN 코드는 ORNL(Oak Ridge National Laboratory)에서 개발

한 방사능 핵종의 붕괴를 계산하는 컴퓨터 코드 시스템이다. ORIGEN 입력 시 

해당 방사능 물질에서의 성자속(Flux)과 핵종별 질량(isotopic mass)이 필요하

다. 이러한 TBM의 각 역에서의 성자속과 종별 질량은  MCCARD 계산을 

통해서 얻는다. 보다 자세한 연구 내용  결과는 부록 II로 첨부하 다. 

표 2.2.4-6과 그림 2.2.4-7는 각 역에서의 Plasma Shutdown 이후 100년까지

의 방사능의 추이를 표시하 다. Plasma Shutdown 직후 체 방사능의 양은 

3.10x106 (Curie) 이다. 이  일차 격벽 역에서의 방사능은 1.22x106 (Cuire)로 

TBM 체 역  방사능의 양이 가장 많다. 그 외의 역에서의 방사능의 양

은 일차벽의 좌우격벽(Side wall), 상 /하  커버, 격자 벽면(Grid Plate), 후

부, 반사체 (reflector), 그리고 증식 역(Breeder)의 순서이다. Plasma 

shut-down 이후 100 년까지는, shut-down 직후 같은 감소율을 유지하며 감소하

는 추이를 보인다. 단 증식 역에서는 shut-down 이후 방사능 값이 격히 0으

로 수렴해서, 2 일 이후의 방사능의 값은 0 (Curie)을 나타내고, 반사체 

(reflector) 역에서는 50 년 이후 다른 역에 비해 감소율이 어드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방사화 역을 계산한 다른 역이 모두 같은 물질인 Eurofer 구조

재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반사체 (reflector) 역은 분리 벽면(Separation Plate)

과 Graphite 반사체 (reflector)를 균질화한 물질로 이루어 져 있기 때문이다. 

Graphite 반사체 (reflector)의 방사능은 방사화 해석 기에는 크지 않지만, 비교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50 년 이후의 방사능 감소 추이에 향을 다.

주요 핵종별 방사능의 추이는 표 2.2.4-7과 그림 2.2.4-8에 나타내었다. 

shut-down 직후에는 Fe-55, Cr-51, W-185 핵종에 의한 방사능의 양이 크며, 

Li-8과 C-14 핵종의 방사능의 양이 작다. 반감기가 수개월 이내인 Cr-51, 

W-185 핵종에 의한 방사능은 5∼10 년 이내에 사라지며, Mn-54에 의한 방사능

은 50 년 이내에 사라진다. 한 반감기가 수년인 Fe-55, Co-60에 의한 방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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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00 년까지 지속된다. C-14는 반감기가 5730 년으로 다른 핵종에 비해 크기 

때문에, 방사능 양 자체는 작지만 오래 지속된다.

ORIGEN 계산에 사용된 핵반응단면  라이 러리의 종류에 따라 두 가지 경

우로 나 어 방사능의 추이를 비교해 보았다. 첫 번째 경우 (Case 1)는 주요 핵

종에 해 MCCARD의 미시단면  결과로 보정한 핵반응단면  ('fftfc’)를 사용

한 경우이다. 두 번째 경우 (Case 2)는 ‘fftfc’를 그 로 사용한 경우이다. 추가로 

JAERI에서 계산한 JA TBM에 한 유도 방사능 계산 결과의 경우에 해서도 

표시하 다. JAERI 설계 TBM은 베릴륨(Be)를 성자 증식재(Multiplier)로 

Li2TiO3를 증식재(Breeder)로 사용하며, 구조재 물질은 F82H를 사용한다. 각 유

도 방사능 (Induced Activity)의 단 는 Bq/ton 으로, 각 역의 물질 질량이 1 

ton일 경우 생성되는 Activity 양을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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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6 각 역별 생성된 Induced Activity (curie)



- 110 -

그림 2.2.4-7 각 역별 생성된 유도 방사능의 시간에 따른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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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7 각 핵종에 의해 생성된 유도 방사능 (Cu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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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8 핵종 별 유도 방사능의 시간에 따른 추이 (Cu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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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지 후 붕괴열

표 2.2.4-8은 각 역에서의 plasma shut-down 이후 100 년까지의 붕괴열의 

추이를 표시하 다. plasma shut-down 직후 붕괴열은 좌우격벽 (side wall)과 일

차벽 역에서 가장 크다. 체 6.38x10
2 
(Watt)의 붕괴열  약 50 %정도가 좌

우격벽과 일차격벽 역에서 발산된다. 붕괴열은 shut-down 이후 시간의 추이에 

따라 각 역에서는 같은 비율로 감소한다. Plasma shut-down 2 일 후에는 

1.89x10
2
 (Watt), 10년 후에는 0.158 (Watt) 그리고 100 년 후에는 

7.24x10
-8
(Watt)를 발산한다. 주요 핵종에 의해 생성된 붕괴열은 방사능의 추이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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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8 각 핵종에 의한 붕괴열 (W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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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9 각 역 별 생성된 붕괴열의 시간에 따른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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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9 각 역별 붕괴열 (W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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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10 각 핵종에 의해 생성된 붕괴열의 시간에 따른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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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해석 (MCNP)

(1) 코드  모델

MCNPX 코드 2.5 버 을 사용하여 방사선수송 계산을 수행하 으며, 핵융합

연구에의 사용목 으로 평가된 FENDL 핵자료 라이 러리 2.1 버 을 용하

다. 

액체형 TBM 장치 설계자료를 근거로 방사선수송계산에 사용될 MCNPX 계

산모델을 구성하 다. 완성된 한국형 TBM 장치에 한 MCNPX 계산모델을 그

림 2.2.4-11에 나타내었다. MCNPX 계산모델은 Common Frames 내 TBM  

역에 해 장치설계와 동일하게 구 되었다. MCNPX 계산모델에 용된 한국

형 TBM 내 각 장치 별 구성 형태와 설계치수를 그림 2.2.4-12 에 나타내었으며, 

각 부품 별 구성물질을 표 2.2.4-10 에 나타내었다. 

방사선원으로 핵융합반응으로부터 발생하는 성자가 고려되었으며, TBM 장

치 내로 입사하는 Neutron Wall Loading (NWL) 값은 0.78 MW/m
3
 이 용되

었다. 성자선원의 에 지는 14 MeV 의 단일에 지로 모사하 다. 이상의 성

자선원의 특성으로부터 TBM 장치로 입사하는 성자 럭스는 3.4821ⅹ1013 

neutrons/cm
2
⋅sec 로 평가되었다. 방사선수송해석에 용된 운 시간 (TBM 

성자조사시간)은 111일의 Full Power Day (FPD)가 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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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11 액체형 TBM에 한 MCNPX 계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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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12 액체형 TBM 부품별 구성형태와 설계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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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10 액체형 TBM 내 부품별 물질 구성

Component Material
Density 

[g/cm3]

Composition

Element
Weight fraction 

[%]

Coolant He 1.0ⅹ0-10 He 100.000

Reflector C 1.44 C 100.000

Breeder Li 0.4756
Li-6 6.578

Li-7 93.420

Armor Be 1.8032 Be 100.000

Structure Eurofer 97 7.8 C 0.105

Mn 0.400

P 0.005

S 0.005

Si 0.050

Ni 0.005

Cr 9.000

Mo 0.005

V 0.200

Ta 0.070

W 1.100

Ti 0.010

Cu 0.005

Nb 0.001

Al 0.010

N 0.030

B 0.001

Co 0.005

O 0.010

As+Sn+Sb+Zr 0.050

Fe 56.872

Common frame - 4.828 Fe 63.495

Cr 17.491

Mo 2.496

Si 0.749

Mn 1.950

Ni 16.923

O 3.043

H 0.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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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에 지 평가 (Nuclear Heating)

TBM을 구성하는 각 부품 역 별로 성자  감마선의 분포와 성자의 에

지스펙트럼을 계산하 다. 계산에 고려된 TBM 내 각 부품별 역 구분을 그

림 2.2.4-13에 나타내었다. 방사선수송계산 결과, 그림 2.2.4-13 내에 붉은색 숫자

로 표시한 각 역 별로 성자  감마선의 분포를 평가하여, 그림 2.2.4-14에 

나타내었다. 각 장치 별로 총 성자 럭스와 0.1 MeV 이상의 에 지를 갖는 속

성자 럭스의 분포를 그림 2.2.4-15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TBM 내 방사선의 수송에 따른 핵반응으로부터 발생하는 에 지의 분포를 각 

장치 별로 계산하고, 계산결과를 이용하여 일차벽으로부터의 반경방향으로의 거

리에 따라 에 지분포를 평가하 다. TBM 내 각 부품 별로 평가된 출력 도를 

표 2.2.4-11에 나타내었으며, 일차벽으로부터 반경방향으로의 거리에 따른 분포를 

그림 2.2.4-16와 그림 2.2.4-17에 도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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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13 액체형 TBM 부품별 성자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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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14 액체형 TBM 부품별 성자  감마선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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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14 액체형 TBM 부품별 성자  감마선 분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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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15 액체형 TBM 부품별 총 성자속과 0.1 MeV이상의 속 성자속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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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11 액체형 TBM 내 부품별 Nuclear heating에 의해 발생하는 출력 도

Component

Power generation 

[MW] /

Power density 

[MW/m3]

component

Power generation 

[MW] /

Power density 

[MW/m3]

FW 0.0449 / 2.9494 Be armor in FW 0.0094 / 2.7138

BW 0.0069 / 0.5911
1st Reflecting 

region
0.0520 / 1.0056

SW 0.0291 / 1.0308
2nd Reflecting 

region
0.0434 / 0.4194

Manifold + 

cover
0.0078 / 1.0231

3 grids + separate 

plate
0.0550 / 1.7866

1st breeding 

region
0.0201 / 1.1211

Inlet+outlet for 

breeding material
0.0032 / 0.5477

2nd breeding 

region
0.0039 / 0.4393

Total power generation in TBM [MW]
0.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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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16 액체형 TBM 내 반경방향으로의 출력 도 분포



- 129 -

그림 2.2.4-17 액체형 TBM 내 역별 일차벽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출력 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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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치 방사화  운  정지 후 붕괴열 발생 평가

MCNPX 코드를 사용하여 계산된 방사성핵종의 생성반응률과 식 (2.2.4-1)에 

나타낸 방사성핵종 생성량 평가식을 이용하여, 111일의 FPD 에 해 TBM 장치 

내 생성되는 방사성핵종량을 계산하고 운  정지 후 시간에 따른 방사성핵종의 

변화를 평가하 다.

(2.2.4-1)

운 정지 직후, TBM 내 생성되는 총 방사성핵종의 양은 1.5439ⅹ10
5 
Ci 로 

평가되었으며, 이  TBM 의 구조재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핵종의 양은 9.8609ⅹ

104 Ci 로 평가되었다. TBM 내 장치 에서는 FW 에서 가장 많은 양의 방사성

핵종이 생성되며, 
55
Fe, 

54
Mn 와 

51
Cr 핵종이 주로 생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4
Mn 와 

51
Cr 핵종은 반감기가 상 으로 짧기 때문에, 운  정지 후 수년이 경

과하면, 55Fe 핵종이 주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 운 정지 후 수십년의 시

간이 경과하면, 장반감기핵종인 
55
Fe 와 

60
Co 이 잔류방사성핵종의 부분을 차지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운  정지 후 경과시간에 따른TBM 내 총방사화 

는 1년 경과 시 5.7170ⅹ104 Ci , 10년 경과 시 8.9851ⅹ103 Ci 인 것으로 평가되

었다. TBM 내 각 장치 별 방사화에 의한 방사능  방사성핵종 방사능 변화를 

그림 2.2.4-18 과 2.2.4-19에 나타내었다.

방사성핵종이 붕괴하면서 발생하는 방사선은 운  정지 후 작업자피폭과 장치 

내 발열의 주요 원인이다. 계산결과, 운  정지 직후 총 붕괴열은 약 8.4369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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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
 MW 로 평가되었다. 운  정지 후 수 년간은 

54
Mn 과 

51
Cr 이 붕괴열의 주

요 원인이 되는 방사성핵종으로 각각 1.377 MeV, 0.753 MeV의 감마선을 발생시

킨다. 그러나, 운  정지 후 수 년이 경과하면 장반감기핵종인 55Fe 과 60Co 이 

붕괴열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방사성 핵종이 된다. 운  정지 후 발생하는 붕괴

열에 한 평가 결과는 그림 2.2.4-20과 그림 2.2.4-2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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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18 111일의 FPD 운   생성된 방사성핵종의 운  정지 후 

경과시간에 따른 핵종 별 방사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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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19 111일의 FPD 운   생성된 방사성핵종의 운  정지후 

경과시간에 따른 TBM 내 장치 별 방사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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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20 111일의 FPD 운   생성된 방사성핵종에 의한 운 정지 후 

경과시간에 따른 핵종 별 붕괴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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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21 111일의 FPD 운   생성된 방사성핵종에 의한 운 정지 후 

경과시간에 따른 TBM 내 장치 별 붕괴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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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삼 수소 증식율 평가

한국형 TBM 의 삼 수소 자체공  수 을 평가하기 해, TBM 장치 내 삼

수소 생성율과 삼 수소 증식율을 계산하 다. 삼 수소는 TBM 내 Li 으로 

구성된 삼 수소 증식 역에서 6Li(n,α)T 과 7Li(n,α)T 반응에 의해 주로 생성

된다. TBM 내 기타 장치나 구조재 역에서 생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삼 수소

는 고려하지 않았다.

 삼 수소 생성율은 1일의 FPD 기간 동안 생성된 삼 수소의 그램(g) 단 의 

양으로 평가되었다. 삼 수소 증식율은 TBM 내로 입사하는 성자 입자 하나당 

삼 수소 증식 역에서 생성되는 삼 수소 원자 개수의 비로 평가되었다. 평가

결과는 표 2.2.4-1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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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12 액체형 TBM 내 삼 수소 증배 역 과 Be Armor 에서의 삼 수소 

생성율 평가

Component
Tritium production rate 

[g/FPD]

Tritium Breeding 

Ratio

1st Breeder 1.3552E-2 9.0861E-2
2nd Breeder 3.7573E-3 2.5191E-2

Inlet and outlet of 

breeding material
2.6527E-3 1.7785E-2

Sum in breeding region 1.9962E-2 1.3384E-1
ratio from Li-6 0.8058

ratio from Li-7 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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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열수력해석

(1) 경계 조건과 사용 툴

앞 에서 기술한 노해석을 통해 도출 결과와 같이, 액체형 TBM의 출력은 

0.675 MW이며, 이 에서 0.398 MW는 일차벽에서 발생하고, 0.276 MW는 증식

재, 반사체 (reflector)  구조재 등의 증식재 역에서 발생한다. 한, 라즈마

로부터 인가되는 표면 열유속은 정상상태에서 0.3 MW/m
2
, 성자의 wall 

loading은 0.78 MW/m
3
이다. 설계된 액체형 TBM의 각 역으로 인가되는 에

지는 표 2.2.4-13에 정리하 다. 그림 2.2.4-22는 액체형 TBM의 단면도를 나타내

며, 내부 구조물도 함께 도시하 다. 노해석을 통해 얻어진 각 역, 물질 별 출

력 도를 바탕으로 열수력 해석의 경계 조건으로 사용될 출력 도를 도출하

다. 이러한 출력 도는 그림 2.2.4-23과 같이, 라즈마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크

게 바 기 때문에 이러한 함수를 열수력 해석 조건에 이입하여 계산을 수행하

다. 한, TBM은 구조재인 FM강, 냉각재인 He, 증식재인 Li, 반사체 (reflector)

인 흑연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되므로, 필요한 물성치들이 온도  압력 조건에 

따라 사용되었다. 사용된 물성치들은 표 2.2.4-14와 같다. 

열수력 해석은 산유체코드인 CFX-10을 사용하 으며, CATIA로 생성된 모

델을 ICEM-CFD를 이용하여 mesh를 생성하고, 이 mesh를 CFX에서 읽어들이

는 방식으로 입력자료를 작성하 다. 

한, He 냉각재의 운  조건  유입 온도는 설계시 반 된 값 (300 ℃)을 

사용하 고, 온도 제한치는 구조재가 양립할 수 있는 온도인 550 ℃로, 도출된 

구조재의 온도가 이를 넘는지를 확인 하 다. He 냉각재의 유입온도를 300 ℃로 

제한하는 것은 이 온도 이하에서 조사된 구조재 (FM강)의 경우, DBTT (Ductile 

Brittle Transition Temperature)가 낮아지기 때무이며, 550 ℃이상의 구조재 온

도가 제한되는 것은 이 온도 이상에서 구조재의 강도가 격히 낮아지기 때문이

다. 한, Li 증식재와의 양립성 측면에서도 이러한 온도로 제한되어야 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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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13 액체형 TBM 내 각 역별 출력 도 



- 140 -

그림 2.2.4-22 액체형 TBM의 단면도  내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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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23 일차벽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출력 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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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14 액체형 TBM 구성물질의 물성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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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차벽 단일 채 에 한 열수력 해석

Be 차폐체를 포함하는 U-shape의 He 냉각 채 을 가지는 단일 일차벽의 열

수력 계산 모델은 그림 2.2.4-24와 같다. 고속의 He 기체의 유동  높은 열유속

에 따른 높은 열 달을 고려하여, mesh는 벽면의 마찰에 한 Y-plus 등에 주의

하여 생성되었으며, 그 값도 그림 2.2.4-24에 함께 도시하 다. 최종 으로 생성

된 mesh는 그림 2.2.4-25와 같으며, 총 mesh 수는 35,723 개로 최소 품질이 0.83

이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일차벽은 60 개의 단일 채 로 구성되며, 10 개의 

채 이 한 그룹을 이룬다. 첫 그룹으로 유입된 He 냉각재는 두 번째  세 번째 

그룹을 순차 으로 냉각하므로, 해석 시에도 배출되는 He 냉각재의 온도를 유입 

온도로 사용하는 반복 계산을 통해 최종 배출 온도를 도출하 다. 유입되는 He 

냉각재의 온도는 300 ℃이며, 압력은 8 MPa이다. 총 출력을 냉각하기 해 필요

한 He 냉각재의 총 유량은 1.22 kg/sec이며, 이에 따라 유속은 50 m/sec가 된다. 

정상  첨두 표면 열유속은 0.3 MW/m
2
  0.5 MW/m

2
를 사용하 으며, Be 차

폐체 표면에 인가되도록 경계조건을 주었다. 그림 2.2.4-25와 2.2.4-26은 각각의 

열유속에 한 단일 냉각 채 의 온도 분포를 나타낸다. 일차벽의 최  온도는 

Be 차폐체에서 발생하며, 구조재 자체에서는 Be 차폐체와의 경계에서 발생하

다. 일차벽을 냉각한 후 배출되는 He 냉각재의 온도는 그림 2.2.4-27에 도시하

다. 정상 열유속에서의 최  온도는 Be 차폐체에서 517.9 ℃, 일차벽 구조재에서 

503.5 ℃ 으며, 첨두 열유속에서의 최 온도는 Be 차폐체에서 637.6 ℃, 일차벽 

구조재에서 613.9 ℃ 다. 이러한 최  온도는 상 으로 높은 유입 온도를 가

지는 세 번째 그룹에서 발생하 다. 일차벽 단일 냉각 채 에서의 압력 강하는 

8.2 kPa로 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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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24 일차벽 단일 채  해석을 한 모델링  생성 mesh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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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25 일차벽 단일 채  해석을 한 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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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26 정상 열유속 (0.3 MW/m
2
)에서 일차벽 단일 채 의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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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27 첨두 열유속 (0.5 MW/m
2
)에서 일차벽 단일 채 의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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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28 정상  첨두 열유속에서 체 일차벽의 유입/배출/구조재 최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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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차벽  증식재 역이 포함된 열수력 해석

Be 차폐체를 포함하는 일차벽 체와 증식재 역에 해 동시에 열수력 해

석을 수행하기 하여, mesh들은 두 역에 해 독립 으로 생성되었다. 각각의 

역에 해서도 유체  고체 역을 별개로 생성하여, CFX 코드 입력 자료 생

성시 계면 조건을 주는 방식으로 액체형 TBM 체에 한 열수력 해석을 수행

하 다. 그림 2.2.4-29와 그림 2.2.4-30은 일차벽  증식재 역에 해 생성된 

유체  구조재에 한 mesh 형상을 나타낸다. 일차벽 해석을 한 mesh의 경

우, 유체와 구조재에 한 mesh의 개수는 722,131 개  1,080,800 개이며, 최소 

품질은 0.80이 되도록 하 다. 증식재 역 해석을 한 mesh의 경우, 실제는 유

동을 형성하는 Li 증식재를 고체로 가정하여 함께 mesh를 생성하여, 유체와 구

조재에 한 mesh의 개수는 1,275,359 개  502,709 개이며, 최소 품질은 0.80이 

되도록 하 다. 생성된 mesh 련한 통계는 표 2.2.4-15에 정리하 다. 

유동을 분배 혹은 수집하는 역할을 하는 후 부, 커버, 매니폴드 등은 모의되

지 않았다. 유동 자체의 수렴성이 좋지 않은 모의 상은 추후 별도의 계산을 통

해 한 설계안을 도출한 후, 일차벽과 증식재 역을 병합해 모의하는 것과 

같이, 병합하는 과정을 수행할 정이다. 일차벽 계산을 통해 최종 배출되는 He 

냉각재 온도를 증식재 역으로 유입되는 냉각재 온도로 사용하 고, 각각의 속

도 조건은 설계 변수로 사용된 유량값을 토 로 환산하여 사용하 다. 증식재 

역에서의 속도는, 라즈마 단부에서 26 m/sec, 후단부에서 31 m/sec이며, 압

력은 일차벽과 마찬가지로 8 MPa로 모의하 다. 그림 2.2.4-31은 이러한 증식재 

역의 냉각재 채  배치를 나타낸다. 

그림 2.2.4-32는 일차벽과 증식재 역을 포함한 온도 분포를 나타내며, 치

는 증식재 역의 상부로부터 5 mm 떨어져 있다. 최  온도는 흑연 단부에서 

535 ℃로 나타났다. 그림 2.2.4-33과 2.2.4-34는 같은 단면에서 반경방향  토로

이달 방향의 보다 상세한 온도 분포를 추출한 것이다. 그림 2.2.4-32에서의 선 1

∼3은 반사체 (reflector)와 증식재를 포함하는 증식재 역의 온도를, 4∼6은 구

조재의 온도를 추출할 수 있도록 치되었다. 그림 2.2.4-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조재의 온도는 제한치인 550 ℃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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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35는 일차벽과 증식재 역을 포함한 온도 분포를 나타내며, 치는 

증식재 역의 하부로부터 5 mm 떨어져 있다. 최  온도는 흑연 단부에서 

550 ℃로 나타났다. 그림 2.2.4-36과 2.2.4-37은 같은 단면에서 반경방향  토로

이달 방향의 보다 상세한 온도 분포를 추출한 것이다. 그림 2.2.4-35에서의 선 1

∼3은 반사체 (reflector)와 증식재를 포함하는 증식재 역의 온도를, 4∼6은 구

조재의 온도를 추출할 수 있도록 치되었다. 그림 2.2.4-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조재의 온도는 제한치인 550 ℃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식재 역의 

냉각 채 에 한 압력 강하는 단부에서 4.6 kPa, 후단부에서 6.2 kPa이었다. 

그림 2.2.4-38은 Be 차폐체 표면과 Be 차폐체  구조재 경계면에서의 온도 

분포를 나타낸다. Be 차폐체  구조재에서의 최  온도는 525 ℃  510 ℃

으며, 구조재의 최  온도 한 550 ℃를 넘지 않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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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29 일차벽 체 해석을 한 mesh (유체+구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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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30 증식재 역 해석을 한 mesh (유체+구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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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15 열수력 해석을 해 생성된 mesh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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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31 증식재 역의 유입 경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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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32 증식재 역의 하부 5 mm에서 단면의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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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33 증식재 역의 하부 5 mm에서 반경 방향의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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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34 증식재 역의 하부 5 mm에서 토로이달 방향의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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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35 증식재 역의 상부 5 mm에서 단면의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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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36 증식재 역의 상부 5 mm에서 반경 방향의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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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37 증식재 역의 상부 5 mm에서 토로이달 방향의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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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38 Be 차폐체 표면  Be 차폐체와 구조재 계면의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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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e 냉각재의 유동 분포 해석

냉각재 분배 기능을 담당하는 매니폴드, 커버, 후 부에서의 냉각재 거동을 해

석하면서, 최종 설계안 도출 작업을 수행하 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한 그룹

의 일차벽 냉각 채 은 10 개로 구성되며, 후 부로부터 유입되어 후 부로 다시 

회수되어 다음의 냉각 채  그룹으로 유입된다. 이러한 유동을 모의하기 해 그

림 2.2.4-39와 같이 mesh를 생성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유동의 거동만을 보기

한 해석이기 때문에, 표면 열부하나 내부 열발생 등의 경계 조건들은 배제하

고, 400 ℃, 8 MPa의 He 기체의 거동을 모의하 다. 구조재  유체를 포함한 

총 mesh 개수는 1,181,485 개 으며, 최소 품질은 0.45이다. 그림 2.2.4-40과 같

이, 한 그룹의 유동을 따로 떼어 속도 분포를 도시하 고, 표 2.2.4-16과 같이, 단

일 채 에서의 유량  이탈 정도도 표시하 다. 각 채  별 질량 유량은 9.6 %

∼11.0 %로 매우 균일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버에서 매니폴드를 거쳐 증식재 역으로 유입되고, 다시 반 편 매니폴드

와 커버를 통해 후 부로 빠져나오는 He 냉각재의 거동을 해석하기 해, 그림 

2.2.4-41과 같은 mesh를 생성하 다. 총 mesh 개수는 1,570,354 개 으며, 최소 

품질은 0.45가 되었다. 아직 해석이 종료되지 않아, 최종 결과를 기술하지는 않았

지만, 략의 속도 분포는 그림 2.2.4-42와 같다. 후단부 냉각채 에 유속이 집

되는 등의 문제를 엿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부 매니폴드의 설계를 일부 변

경하여, 균일한 유동 분포가 이루어지도록 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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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39 후 부에서 일차벽으로의 유동 해석을 한 mesh  CFX 

입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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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40 후 부에서 일차벽으로의 유동 분포 



- 165 -

표 2.2.4-16 일차벽으로 유입되는 각 채  별 유동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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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41 커버에서 증식재 역 냉각채 로의 유동 해석을 한 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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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42 증식재 역의 냉각 채 에서의 유동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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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Li 증식재의 MHD 해석

MHD 효과에 의한 압력강하, 유동 재분포, 국부 역에서의 속도 분포, 열

달 등은 액체형 TBM에서 요한 문제 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비록, 아국

의 액체형 TBM과 같이, 매우 속의 Li 증식재 거동으로 인해 그 효과가 상당 

부분 감소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MHD에 의한 향을 평가하는 것은 TBM의

성능해석을 통해 그 거동을 살펴보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제 4 에서 MHD 

향 평가에 한 세부 연구 내용을 다시 정리하 다. 거동 해석과 련해서, 

CFX 코드에는 EM module이 새로이 개발되어 상용화 되기 시작하 다. 그러나, 

이 코드의 검증은 필수 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내용들이 4 에 기술되

었다. 그러나, EM module의 개발 에, 기 상용화된 코드로 CFD-ACE가 있다. 

다만, 이 코드는 열 달 모듈이 병행되어 사용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성능해석 

부분에서는 CFD-ACE를 이용한 유동장에 한 거동 분석이 수행되었고, 4 에

서는 열 달 모델까지 해석 가능한 CFX EM module의 평가에 한 내용을 분

리하여 정리하 다. 

그림 2.2.4-43은 CFD-ACE를 이용한 MHD 평가를 해 마련된 Li 증식재에 

한 모델, 경계조건, 생성된 mesh를 도시하 다. MHD는 액체 속 자체의 향 

뿐 아니라 자성을 띄는 고체와의 상호작용을 함께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액체

역 뿐 아니라 주변의 고체 역도 함께 모의되었다. ITER 운  조건에 따라 자장

의 크기를 정하여 경계 조건으로 사용하 다. 다만, 자장이 균일하거나 시간에 

따라 일정하지는 않으나, 본 해석에서는 균일한 자장이 시간에 따라 변화없이 5 

T로 일정하다는 가정을 사용하 다. 설계된 액체형 TBM의 설계 변수에 따라 Li 

증식재의 유입속도는 1 mm/sec로 하부의 유입 채 로 유입되도록 하 다. 자장

에 따른 향을 살펴보기 해, 자장이 “0 T"인 경우와, ”5 T"인 경우에 해 각

각 해석을 수행하 다. 

그림 2.2.4-44는 유입 역 근처에서의 Li 증식재 속도 분포를 나타낸다. 이는 

자기장의 향으로 발생하는 Li 증식재의 거동  내부 분포를 살펴보기 한 

것으로, 그림에서와 같이, 자장이 없는 경우는 매우 고른 유동을 보이지만, 자장

이 있는 경우는 매니폴드 부근에서 재순환 거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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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상은 수직 유동이 발생하는 역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며, 비교  

균일한 유동 분표를 보임으로써, 거동 자체가 야기하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상

된다. 자세한 그 결과는 그림 2.2.4-45에 도시하 다. 체 인 압력강하  최  

속도 등은 표 2.2.4-17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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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43 MHD 해석을 한 모델, 경계조건, 생성된 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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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44 Li 증식재 유입구 근처에서의 속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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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45 수직 Li 유동 역에서의 속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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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17 액체형 TBM의 Li 증식재 거동

Without B field With B field (5T)

Pressure difference [Pa] 0.037 0.062

Max. velocity [mm/sec] 2.2 3.5

Avg. velocity in front 

region [mm/sec]
~0.5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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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구조해석

(1) 일차벽 단일 채 에 한 구조해석

앞서 수행된 열수력 거동해석 모델을 이용하여, FEM 해석을 수행하 다. 해

석에 사용된 툴은 ANSYS-10이며, 경계조건으로는 후 부에 일차벽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단일 채 의 유동 입력  배출 부 를 고정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정상 표면 열유속에서의 변형 정도와 응력 분포는 그림 2.2.4-46과 2.2.4-47에 도

시하 다. 최  변형은 1.3 mm이고, 최  von Mises stress는 2,540 MPa 다. 

한, 첨두 표면 열유속에서의 변형 정도와 응력 분포는 그림 2.2.4-48과 2.2.4-49

에 도시하 으며, 최  변형은 1.74 mm이고, 최  von Mises stress는 1,390 

MPa이었다. 변형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나, 응력 분포는 상치보다 매우 큰 

것으로, Be과 FM강 사이의 계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분은 이

종 속의 합 측면에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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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46 정상 표면 열유속에서 일차벽 단일 냉각채 의 변형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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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47 정상 표면 열유속에서 일차벽 단일 냉각채 의 응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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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48 첨두 표면 열유속에서 일차벽 단일 냉각채 의 변형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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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49 첨두 표면 열유속에서 일차벽 단일 냉각채 의 응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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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차벽 체 구조물에 한 구조해석

열수력 거동 해석에 사용된 mesh  온도 결과를 해석에 사용하 으며, 재 

해석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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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자기 해석

(1) 개요 

Frame, vessel을 포함한 TBM의 3D 모델에 한 자장 해석이 수행되었다.

이 해석의 목 은 정상 운  상태에서의 라즈마 류가 disruption이 생겼을 

경우, TBM의 구조  안 성을 알아보기 한 것이다. TBM의 구조  안 성 해

석을 해서 먼  라즈마 류의 시간에 따른 변화에 의해 TBM에 유도 되어

지는 와 류를 구하고 이 와 류와 폴로이달, 토로이달 코일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장, 라즈마 류, 와 류 등에 의한 자기장과의 작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로 츠 힘을 구한다. 이 힘에 의한 TBM의 응력을 알아냄으로써 TBM의 구조  

안 성을 검토하 다. 

(2) 라즈마 붕괴사고에 따른 자기 해석

(가) 기  사고

ITER의 로드 조건  type II의 Central disruption을 사용하 다. 라즈마 

류는 정상 운  값인 15 MA에서 시작하여 먼  16.5 MA로 올랐다가 40 

msec 동안에 0 A로 선형 으로 감소한다. 그림 2.2.4-50는 이러한 라즈마의 

치에 따른 류 변화를 도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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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50 기  사고 시나리오 (MD40msLC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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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기  해석을  한  3D 모델링

해석에 상용 유한요소 해석 로그램인ANSYS FEM CODE를 사용하 다. 

그림 2.2.4-51에서 해석에 사용된 유한 요소 모델을 보여 다. 해석에 사용한 요

소는 벡터포텐셜 이론을 사용한 SOLID 97 번 8 NODE 요소를 사용하 으며, 해

석 도메인의 가장 바깥쪽은 무한 필드장의 향을 고려하고자 INFINITE 요소인 

INFIN 111 번 요소를 사용하 다. 그림 2.2.4.-52은 CONDUCTING 부분을, 그림 

2.2.4-53은 TBM을 포함한 common frame을, 그림 2.2.4-54는 TBM을 보여 다.

해석에 사용된 모델은 355,132 개의 요소와 172,711 개의 노드로 이루어졌다. 

물성은 3 가지를 사용하 으며 해석의 간략화를 하여 선형으로 가정하 다. 이

러한 물성치  생성된 물성치 곡선은 표 2.2.4-18  그림 2.2.4-55와 그림 

2.2.4-56에 도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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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51 자기 해석을 한 진공용기를 포함한 section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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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52 자기 해석을 한 도체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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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53 자기 해석을 한 common frame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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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54 자기 해석을 한 TBM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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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18 자기 해석에 사용된 물성치   

PERMEABILITY RESISTIVITY MODULUS
POISSON 

RATIO

AIR 1

AISI 316LN 1.02 80E-8 186E9 0.277

AISI 430 BH Curve* 92.5E-8 174E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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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55 자기 해석에 사용된 물성치 곡석 (BH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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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56 자기 해석에 사용된 물성치 곡석 (NU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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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기  해석  결과

■유도 류

그림 2.2.4-57에서 그림 2.2.4-60은 진공용기, 모의된 도체 부분, common 

frame, TBM에서의 자기장 분포를 나타낸다. 여기서 자장은 라즈마 붕괴가 발

생한 후 20 msec 동안에 발생된다. 그림 2.2.4-5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도된 자

속 도의 최 값은 common frame의 하부에서 발생하며 그 값은 약 2 T 정도 

다. 

그림 2.2.4-61에서 그림 2.2.4-64는 진공용기, 모의된 도체 부분, common 

frame, TBM에서의 유도 류 분포를 나타낸다. 그림 2.2.4-65는 액체형 TBM 

단면에서의 유도 류 분포를 나타낸다. 유도 류는 TBM의 오른쪽과 왼쪽방향

에서 반  방향을 유도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Lorentz force도 단면의 반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그림 2.2.4-66과 그림 2.2.4-67은 액체형 TBM의 최  자속 도와 최  유도 

류의 시간에 따른 추이를 나타낸다. 최  유도 류 도는 4 MA/m
2
로 라

즈마 붕괴가 발생한 후 37 msec에서 발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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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57 VV에서의 자기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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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58 도체 부분에서의 자기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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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59 common frame에서의 자기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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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60 TBM에서의 자기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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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61 VV에서의 유도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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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62 도체 부분에서의 유도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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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63 common frame에서의 유도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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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64 TBM에서의 유도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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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65 TBM 단면에서의 유도 류   



- 200 -

그림 2.2.4-66 시간에 따른 자속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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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67 시간에 따른 유도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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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ents force

그림 2.2.4-68은 자장의 향을 고려하여 토로이달 코일에 의해 발생하는 시

간에 따른 Lorentz force의 합의 추이를 나타낸다. 그림 2.2.4-69는 고정 node에 

발생하는 반작용 힘의 추이를 나타낸다. 이 두 그래 의 추이가 잘 부합된다는 

것은 본 연구에서 수행된 TBM의 FEM에 따른 자기 해석이 성공 으로 수행

되었음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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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68 시간에 따른 Lorentz force의 합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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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69 시간에 따른 반작용 힘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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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구조  해석

TBM이 FRAME에 연결되는 부분이 구속되어 있다는 조건에서의 구조해석의 

결과이다. 해석 경계조건으로는 연결부의 모든 DOF를 구속하 으며, 하 으로 

로 츠 힘을 인가하 다. 그림 2.2.4-70은 방향별 응력 분포와 Von Mises 응력 

분포를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그림 2.2.4-71은 방향별 변형 정도를 보여 다. 최

 응력은 11 MPa로 TBM과 common frame 후단 연결 부 에서 발생하 으며, 

다른 부 는 5 MPa 이하 다. 최  변형은 0.2 mm로 매우 낮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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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70 자기 해석에 의한 응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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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71 자기 해석에 의한 변형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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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BM 설치에 따른 ripple 향 분석

(가) 개요

ITER TF coil은 총 18개로서 자장 ripple이 1 %로서 매우 높다. 이러한 

ripple에 의해 α 입자 손실이 허용치인 0.5 MW/m2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ripple을 이기 해서 재 강자성체 (ferromagnetic material inserts, FI)의 삽

입이 고려되고 있다. 이른 통해 자장 ripple을 허용치 이하로 낮출 수 있어야 한

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자성체 재질로 구성된 TBM을 장착하면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ripple이 다시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TER에서 연구 인 

FI 삽입을 모의하고, TBM이 ITER ripple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고, 나아가서

는 극복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우선은 ITER에 설치된 FI의 략 인 형상  배치를 조사하고, 이에 따른 

ITER ripple을 계산하고, TBM을 넣었을 경우에 한 향을 2D 해석으로 통해 

비 으로 평가하 다. 이를 통해, ripple에 미치는 향이 매우 크고, 이를 극복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재는 3D 정  해석을 수행하고 있

다. 그림 2.2.4-72는 ITER에서 FI가 설치될 치 등을 나타내는 설계안이며, 그

림 2.2.4-73은 폴로이달 방향으로의 FI 설치 방안이다. 그림 2.2.4-74는 실제 FI가 

배치될 경우에 한 3D 모델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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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72 ITER FI 설치 설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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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73 FI의 폴로이달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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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74 진공용기  TF coil 사이의 FI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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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ripple 비  평가  (2D 해석)

TBM이 ITER ripple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해, 우선 FI가 있는 경우에 

한 평가를 수행하 다. 이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값이 ITER의 설계값과 

부합됨으로써, 본 연구가 올바르게 수행되었음을 입증하기 한 것이다. 토로이

달 코일만 있는 경우에 한 해석과 토로이달 코일 앞 부분 진공용기 간극 사이

에 FI가 치하는 경우에 한 해석을 수행하 다. 그림 2.2.4-75와 그림 2.2.4-76

은 이러한 2D 모델링을 나타낸다. FI의 물성치는 ITER에서 제공하는 MPH 

(Material Property Handbook)을 참고하 으며, 본 연구에서는 AISI430을 기  

물질로 사용하 다. 한, 앞서 자기 해석에서 사용된 BH 곡선들도 추가로 사

용되었다. 해석결과는 그림 2.2.4-77과 그림 2.2.4-78에 도시하 다. 각각의 그림

은 토로이달 자장 분포와 토로이달 ripple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FI를 삽입함으로써, 자장 분포가 낮은 변 를 유지하고, 이에 따라 ripple도 1.1 

%에서 0.4 %로 감소함을 확인하 다. ITER 설계안에서 정확한 FI 설계 명세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FI 두께  치를 조정해 가면서 ITER에서 요

구안을 만족하는 값을 찾도록 하 다. 

그림 2.2.4-79는 FM강으로 제작될 TBM이 ITER에 장착될 경우에 한 2D 

모델링을 나타낸다. 이 경우의 해석 결과는 그림 2.2.4-80과 그림 2.2.4-81에 도시

하 다. FI의 향으로 완화된 자장과 감소된 ripple은 TBM을 장착함으로써, FI

가 없는 경우보다 큰 ripple값을 보여 을 확인하 다. 이는 TBM을 ITER에 장

착하기 해서는 common frame에 correction coil을 부착하거나, TBM의 치를 

라즈마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함으로써, ripple에 미치는 향을 완화하도록 해

야 함을 의미한다. 

2D 해석을 통해, TBM 장착이 ITER에 미치는 향이 매우 크다는 것으로 확

인하 다. 이러한 2D 해석은 략의 경향을 악하기 한 것으로, ITER의 FI 

설계안이 확정되면, 3D 해석을 통해 아국의 TBM이 ITER에 미치는 향을 정

확히 평가하고, 이를 극복할 방안을 마련하기 한 연구가 재 진행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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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75 FI가 없는 경우에 한 2D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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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76 FI가 있는 경우에 한 2D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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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77 FI가 있는 경우에 한 토로이달 자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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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78 FI가 있는 경우에 한 토로이달 ri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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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79 TBM이 있는 경우에 한 2D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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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80 TBM이 있는 경우에 한 토로이달 자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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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81 TBM이 있는 경우에 한 토로이달 ri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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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ipple 평가  (3D 해석)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2D 해석을 통해 드러난 TBM의 향은 보다 정확히 

평가될 필요가 있다. 한,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극복 방안 한 마련되어야 

한다. 비록, 이러한 업무가 ITER-O의 책임이라고는 하나, 아국이 시험할 모듈에 

의한 향이므로, 그 향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ITER의 FI 설계안이 보다 

명확히 정해지면, 보다 정확한 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나, 재는 이러한 설계값

을 ITER-O로부터 제공받을 것을 가정하여, 3D 모델링을 개발하고, 그 해석 과

정을 검증하는 차를 밟고 있다. 

그림 2.2.4-82는 ripple 해석을 해 사용된 3D 모델링  토로이달 코일 형상

을 나타낸다. 총 18개의 토로이달 코일이 본 해석에서 모델링되었다. 그림 

2.2.4-83은 토로이달 코일을 포함한, 진공용기, 블랑켓 등의 모델링을 나타낸다. 

그림 2.2.4-84는 입력 조건  하나인 토로이달 코일에 68 kA의 류를 인가한 

조건을 나타낸다. 이러한 류 인가에 따른 자장 도 해석 결과는 그림 2.2.4-85

와 같다. 재는 TBM이 장착되지 않은 경우에 한 결과이며, ITER-O에서 계

산된 결과가 나오는 로 비교, 평가 작업이 수행될 정이다. 

그림 2.2.4-86은 TBM이 장착된 경우에 한 ripple 해석을 수행하기 해 생

산된 3D 모델링을 나타낸다. 앞선 해석과 마찬가지로 68 kA의 류를 인가하여, 

그림 2.2.4-87과 같은 자장 도 해석 결과를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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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82 ripple 3D 해석을 한 토로이달 코일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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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83 ripple 3D 해석을 한 ITER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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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84 ripple 3D 해석을 류 인가 (68 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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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85 ripple 3D 해석을 한 자장 도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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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86 ripple 3D 해석을 한 TBM 장착된 3D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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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87 ripple 3D 해석을 한 TBM 장착된 자장 도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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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 안 성 분석

가. 개요 

설계된 액체형 TBM은 ITER 장비 자체  ITER 운 에 있어 안 에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것이 안 성 분석을 통해 도출해야할 목표이며, 이를 통해 도

출된 결과가 부정 이라면, 근본 인 설계 변경까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해, 고려되어야 할 일반 인 안  요건들은 다음과 같다. 

■ All ex-vessel parts of a cooling and other auxiliary system are part of 

the first confinement barrier.

■ Decay heat removal should be achieved by a thermal radiation to a 

basic component.

■ Chemical reactions between a coolant, air and breeder/multiplier material 

shall be limited so that a confinement function is not threatened. 

Self-sustaining chemical reactions shall be precluded by designing for a 

sufficient heat transfer to colder parts of the ITER. The 2.5 kg limit for 

an additional hydrogen production should not be exceeded.

■ Special consideration for Li fires in a local test module confinement 

shall be made.

■ Intermediate cooling loops are necessary for the liquid Li system.

■ Limit the potential hydrogen production to 2.5 kg for each independent 

module (no common cause failure). 

■ Liquid Li shall be limited to less than 35 liters.

■ Beryllium of the first wall of the test module should be limited to 10 

kg (in addition to breeder multiplier inventory potentially producing 

hydrogen).

■ Potential beryllium-steam reactions in the pebble-bed breeder designs 

need to be addressed (Hydrogen, Heat of reaction etc.).

■ Test blanket port cells shall enhance a confinement function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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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logical inventories.

■ The test blanket assembly cask (which stays in place during operation) 

should have a confinement function. 

■ Test blanket module shall be recessed by 50 mm from the first wall of 

a basic component.

■ Deviations from these assumptions must be justified by a detailed 

accident analysis and agree with the ITER requirement.

이러한 안  요건  지침에 따라, 방사능 부산물  이들의 잠재  출 가

능성, 선량 측, 폐기물 양, 사고 시나리오 도출  사고 해석 등의 안 해석들

이 수행되어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사고 해석을 심으로 비 안 성 분석을 

수해하 다. 

나. 사고 해석 

냉각재 상실사고 (LOCA)와 같은 사고에 한 안 성 분석은 in-vessel 

LOCA, ex-vessel LOCA, in-box (TBM) LOCA 등 세 가지 가상 사고에 따라 

수행되었다. 이러한 분석의 목 은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른 TBM의 온도 추이를 

평가하고, 설계된 TBM이 ITER  ITER 운 에 해를 끼치지 않음을 보이기 

한 것이다. 가상 기 사건 (PIE, Postulated Initiated Events)을 결정하기 

한 보다 상세한 차들은 재 진행 이며, 설계된 TBM 측면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는 의 세 가지 사건을 도출하여 분석을 수행하 다. 

(1) 코드  모델

각 사고 조건에 한 액체형 TBM의 온도 분포  추이를 평가하기 해서, 

본 연구원(KAERI)에서 고온가스로 계통 해석을 해 개발된 MARS-GCR 코드

와 CFX-10이 사용되었다. 

그림 2.2.5-1과 그림 2.2.5-2는 액체형 TBM과 냉각 계통에 한 nod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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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낸다. MARS-GCR 코드를 해 생성된 입력 자료를 검증하기 해 정상

상태에서 CFX를 사용하여 도출된 TBM 내 온도 분포 결과와 비교하여, 그림 

2.2.5-3에 나타내었다. 표 2.2.5-1은 이러한 온도 해석 결과를 역 별로 세분화하

여 비교한 것이다. 그림 2.2.5-4는 사고해석에 사용될 CFX 모델  생성된 mesh

를 나타낸다. 일차벽의 경우, 자세한 해를 도출하기 해 3D 해석을 비하 고, 

일차벽을 포함한 증식재 역은 2D 해석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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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1 MARS-GCR 해석을 한 액체형 TBM에 한 nod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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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2 MARS-GCR 해석을 한 액체형 TBM 냉각계통에 한 

nod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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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3 MARS-GCR 해석 결과 (TBM 내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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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5-1 정상운  시 CFX  MARS-GCR 해석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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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4 CFX 해석을 한 mesh 생성 (일차벽  증식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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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계 조건

사고 해석에 사용된 경계조건들은 표 2.2.5-2에 정리하 다. 정상 운  상태에

서 표면 열유속은 0.5 MW/m2로 다소 보수 인 첨두 열유속 값을 사용하 고, 

성능 해석에 사용된 노해석 결과를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 다. 

표 2.2.5-2 사고 해석에 사용된 경계 조건

Surface heat flux

[MW/m2]

Normal operation 0.5

Plasma disruption

(for 100 ms)
5.5

Nuclear heating at normal operation
From steady analysis

(see Fig. 3.3-2)

Decay heat after plasma shutdown
From neutronic analysis

(see Fig. 3.2-8)

FW surface after plasma shutdown
Natural convection & radiation

(HTC = 2 W/m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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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OCA 분석  결과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가상 사고에 한 안 성 분석은 설계된 TBM이 

ITER에 설치되기 한 인허가 획득에 요한 부분이며, 이에 따라 (가) 

in-vessel LOCA, (나) ex-vessel LOCA, (다) in-TBM LOCA  등, 세 가지 가상 

사고에 한 안 성 분석이 수행되었다. 이러한 사고들은 궁극 으로 설계된 

TBM에 한 안  여유도를 평가하고, 각각의 사고 시나리오에 따른 TBM의 거

동을 이해하기 해, 상되는 심각한 사고들을 표할 수 있어야 한다. 

(가) In-vessel LOCA

in-vessel LOCA는 라즈마 붕괴가 발생하여 모든 TBM 일차벽 냉각 채

이 단되는 것을 가정하고 이에 따라, 냉각재가 진공용기로 유입되는 사고를 의

미한다. 소외 원 상실은 사고 기 단계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이 것은 ITER 냉각수 순황을 한 펌 나 순환기의 작동이 모두 멈추고, 

TBM 냉각 계통 한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 진공용기 냉각 계통은

자연 류를 통해 냉각되고, 내부 표면 온도는 135 oC로 유지된다. 시간별 사고

의 추이  경계 조건들은 표 2.2.5-3에 정리하 다. 

표 2.2.5-3 in-vessel LOCA 시나리오  경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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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에서, 진공용기의 가압 추이  TBM 일차벽의 온도 추이 등이 분석

되었다. 진공용기의 가압은 액체형 TBM  TBM 냉각 계통으로부터 유입된  

He 냉각재에 의한 것만 고려되었고, 이차측의 증기 발생에 따른 가압은 고려하

지 않았다. 진공용기의 체 부피에 비해 액체형 TBM  TBM 냉각 계통의 부

피는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진공용기의 부피를 1150 m
3
으로 가정할 때, He 냉

각재의 유입으로 인한 가압은 약 15 kPa이었으며, 진공용기 가압 제한치인 0.2 

MPa에 비해 매우 작음을 확인하 다. 

그림 2.2.5-5는 in-vessel LOCA 사고에 따른 Be 차폐체와 일차벽 구조물의 

온도 추이를 나타낸다. 라즈마 붕괴시의 Be 차폐체로 달되는 순간 인 열충

격에 의해 Be의 온도는 0.1  후에 902 ℃까지 상승하 으며, 자연 류에 의해 

차 냉각되어 한 시간 후에는 485 ℃에 이르 다. 일차벽 구조물의 온도는 0.1 

 후에 795 ℃까지 상승하 다가, 한 시간 후에는 485 ℃에 도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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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5 in-vessel LOCA 사고에 따른 Be 차폐체  일차벽 구조물의 온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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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vessel LOCA

ex-vessel LOCA는 액체형 TBM He 냉각 계통에서의 완  단 사고를 가

정한다. TBM 냉각재의 완  상실에 따라, TBM의 냉각 기능은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사고가 즉시 감지된다면, 라즈마는 즉각 으로 정지될 것이고, 붕괴열

만 남아 TBM이 녹아 내리는 등의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능동 인 라즈마 정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TBM 일차벽의 Be 차폐체가 

녹는  (약 1100 ℃)에 이르러 라즈마를 오염시키고, 이러한 오염도가 감지되

어 라즈마가 정지될 것이다. 결과 으로 TBM 일차벽의 손상이 가정된다. 

라즈마 붕괴 이후,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표면 열부하는 사라질 것이고, 핵

반응에 따른 붕괴열만 남게 될 것이다. 소외 원 상실은 사고 기에 동시에 발

생한다고 가정되었고, 이에 따라, ITER  TBM 보조계통도 모두 정지되는 것

을 가정하 다. 진공용기 냉각 계통은 자연 류에 의해 냉각되고, 이때 진공용

기 내벽의 온도는 135 ℃로 가정되었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ex-vessel LOCA는 다음의 두 가지 사고로 세분된다.

경우 (1) LOCA 발생 후 능동 인 라즈마 정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경우 (2) 능동 인 라즈마 정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경우 (1)에서, 액체형 TBM의 거동은 냉각 계통 손상이 발생한 후 10  후에 

사고가 감지된다는 사고 시나리오에 따라 분석되었다. 이후, 라즈마가 정지되

면서 표면 열부하는 100 msec 동안 5.5 MW/m
2
로 TBM 일차벽에 인가되며, 

13.1  동안 내부 열발생이 지속되고 이후 붕괴열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되었

다. 사고 시나리오  경계 조건은 표 2.2.5-4에 정리하 다. 그림 2.2.5-6은 사고 

시에 일차벽의 Be 차폐체  일차벽 구조물의 온도 추이를 나타낸다. Be 차폐체 

 일차벽 구조물의 온도는 각각 900 ℃, 800 ℃에 이르게 되고, 이 후 1000  

이후 정상상태의 온도를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5-7은 증식재 역

에서의 사고에 따른 온도 추이를 나타낸다. 증식재 역의 온도는 사고에도 불구

하고 500 ℃ 이하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에 따른 보다 자세한 역별 

온도 분포는 그림 2.2.5-8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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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5-4 ex-vessel LOCA 경우 (1) 시나리오  경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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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6 ex-vessel LOCA 경우 (1) 사고에 따른 Be 차폐체  일차벽 

구조물의 온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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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7 ex-vessel LOCA 경우 (1) 사고에 따른 증식재 역의 온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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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8 ex-vessel LOCA 경우 (1) 사고에서 시간에 따른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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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2)에서, 일차벽의 온도가 Be 차폐체의 용융 인 1100 ℃에 도달하기 

까지 첨두 표면 열유속이 0.5 MW/m
2
로 인가가 지속된다고 가정하 다. 이 온도

에서 Be 차폐체는 서서히 증발하기 시작하고, 라즈마를 오염시키게 된다. 이러

한 오염이 감지되면 라즈마는 자동 으로 정지되게 되며, 표면 열유속은 사라

지게 된다. Be 차폐체의 온도가 1100 ℃에 도달하는 시간을 찾기 한 선행 해

석이 표 2.2.25-5와 같이 수행되었다. 그림 2.2.5-9는 해석 결과로서, 일차벽의 온

도가 사고 발생 후 34 에 1100 ℃에 도달함을 확인하 다. 이후의 시나리오는 

in-vessel LOCA와 마찬가지로, 라즈마가 정지되면서 표면 열부하는 100 msec 

동안 5.5 MW/m
2
로 TBM 일차벽에 인가되며, 내부 열발생 없이 붕괴열이 발생

하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사고 시나리오  경계 조건은 표 2.2.5-6에 정리하

다. 그림 2.2.5-10은 사고 시에 일차벽의 Be 차폐체  일차벽 구조물의 온도 추

이를 나타낸다. Be 차폐체  일차벽 구조물의 온도는 각각 1350 ℃, 1250 ℃에 

이르게 되고, 이 후 10000  이후 580 ℃로 낮아졌다. 그림 2.2.5-11은 증식재 

역에서의 사고에 따른 온도 추이를 나타낸다. 증식재 역의 온도는 사고에도 

불구하고 500 ℃ 이하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에 따른 보다 자세한 

역별 온도 분포는 그림 2.2.5-12에 나타내었다. 



- 245 -

표 2.2.5-5 Be 차폐체의 녹는 시간을 도출하기 한 ex-vessel LOCA 경우 (2) 

시나리오  경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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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9 ex-vessel LOCA 경우 (2) 사고에 따른 Be 차폐체와 일차벽 

구조물의 온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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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5-6 ex-vessel LOCA 경우 (2) 시나리오  경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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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10 ex-vessel LOCA 경우 (2) 사고에 따른 Be 차폐체와 일차벽 

구조물의 온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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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11 ex-vessel LOCA 경우 (2) 사고에 따른 증식재 역의 온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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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12 ex-vessel LOCA 경우 (2) 사고에 따른 증식재 역의 온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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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n-TBM LOCA

액체형 TBM 냉각 계통에서의 완  단 사고를 가정하 다. TBM 냉각재의 

완  상실에 따라 냉각 기능은 감소하게 된다. TCWS의 가압을 제외하고는 

ex-vessel LOCA 사고 시나리오와 거의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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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험 계획 수립  DDD 작성, 제출

가. 시험 계획 수립

TBM의 설계뿐만 아니라, ITER 일정에 맞는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ITER-O

와의 의를 갖는 것이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일정표를 작성하여 국제 

회의에서 각 참여국  ITER-O와 의 과정을 가졌다. 한국은 Day One 장착용 

TBM 개발보다 각 블랑켓 모델에 해 단기 으로 leading party와의 력을 통

해 Key technology들을 습득한 후 .장기 으로 독자 TBM을 설치하겠다는 입

장을 견지해오다, 2005년 5월 Day-One 시험계획을 이미 밝 왔다. 이러한 개발 

 시험 일정은 그림 2.2.6-1에 도시하 다. 

이에 따른 아국의 개발 계획을 좀더 구체 이고 체계 으로 구성하여, 그림 

2.2.6-2와 같이 정리하 다. 증식용 블랑켓에 한 연구가 무했던 한국으로서, 

TBM을 Day-One에  장착, 시험하기 해서, ITER 조달품목의 조달일정과 같은 

일정으로 개발에 착수하는 것이 요하며, 이를 해서는 각 블랑켓 모델에 해 

leading party와의 국제 력을 통해 최단 시간 내에 Key technology들을 습득하

고, TBM은 DEMO 실증로용 블랑켓 개념을 시험하는 것으로, DEMO의 개념정

의도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개발 계획과 마찬가지로 시험 계획도 그림 2.2.6-3과 같이 수립하 다. 액체형 

TBM은 EM TBM, NT/TM TBM, PI TBM 등 세 가지로 제작되어 설치, 시험

될 정이다. ITER Project내에서의 TBM 계획에서 TBM은 재 ITER 

procurement package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요성에 비추어, ITER 기구에서 

주 하여 공동 TBM (common TBM)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

로 보이며, 한국으로서도, TBM 개발과정에서 국제 력이 용이하고, 개발비용의 

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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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1 기 작성된 액체형 TBM의 개발  시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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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2 액체형 TBM의 개발 일정



- 255 -

그림 2.2.6-3 액체형 TBM의 설치  시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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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DDD 작성  제출

2005년 6월 ITER-O에 TBWG 보고서 형태로 TBM 설계  성능해석, 시험 

계획에 한 요약 보고서를 제출하 다 (그림 2.2.6-4). ITER-O의 요청에 따라, 

DDD 안  1차 제출분을 2006년 12월  2007년 7월에 각각 제출하 다 (그

림 2.2.6-5, 그림 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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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4 TBWG 보고서 (2005년 6월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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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5 DDD 안 (2006년 12월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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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6 DDD V1 (2007년 7월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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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달 자격 검증용 TBM 제작 기술 개발

1. 일차벽 제작 기술 개발

가. 개요

재 핵융합 기술 개발은 공장 설비 규모의 핵융합 출력이 가능한 Tokamak

형 시험 설비인 ITER를 설계하고 건설하는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고, ITER 설계

와 건설에 있어서 블랑켓의 제조기술 확립이 아주 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

다. 한, 이 기술 확립이 이루어지기 해서는 시험 가동에 들어갈 ITER에 증

식 블랑켓을 삽입하여 핵융합 환경 하에서의 에 지변환  열 생성과 회수, 삼

수소의 생산과 회수기능, 방사선차폐기능 등 여러 가지 성능을 실증하고, 그 

건 성  안 성을 입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이를 해 ITER 개발 

참여국에서는 ITER TBM Program을 제안하여 각국 고유의 TBM 설계  제작

에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재 TBM 구조에 한 기본 인 디자인은 거

의 선정이 끝난 상태이고, 그 유효성  제조기술에 을 두고 연구가 진행 

에 있다.

TBM의 경우 라즈마 측에서 발생하는 높은 neutron, 열  기계  하 을 

견디기 한 아머재와 냉각채 을 포함하는 냉각 과 같은 구조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와 같이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진 TBM을 성공 으로 제조하기 해서

는 이종간 (Be/FMS간)  동종간 (FMS/FMS간)의 합기술 확립이 무엇보다 

요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TBM 제조를 해 합 상의 표면에 작용하는 압력분배를 일

정하게 할 수 있고, 비교  넓은 면 의 합과 복잡한 형상을 하고 있는 복수의 

부재를 한 번에 합할 수 있는 확산 합방법을 제안하 고, 이 합방법 에서

도 Hot Isostatic Pressure (HIP) 방법을 이용하여 합시험을 수행하 다. 본 실

험에서는 합부의 우수한 기계  특성을 얻기 한 FMS/FMS  Be/FMS간 

최 화된 HIP 합기술과 고온 HIP 열처리 공정 후 발생하는 FMS 모재의 

grain coarsening  기계  특성 하를 회복시키기 한 HIP후 열처리공정

(Post HIP Heat treatment, PHHT) 등 최 화된 합조건을 도출하기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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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목 으로 하 다.

나. Be/FMS 합조건 도출

TBM 일차벽을 구성하는 핵심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는 Be 차폐체와 FMS 

구조물간의 합을 시도하 다. 본 실험에서는 interlayer의 종류  코 층의 두

께 그리고 HIP 온도  HIP 유지시간을 매개변수로 다양한 합시험을 수행함

으로써 최 의 합 조건을 도출하고자 연구를 수행하 다.

(1) Be/FMS joint block 제조

Be/FMS TBM 일차벽 제조를 한 구체 인 공정도를 그림 2.3.1-1에 나타내

었다. 먼  50(W) x 10(t) x 50(L) mm 크기의 코 된 Be 타일과 50(W) x 13(t) 

x 50(L) mm 크기의 FMS block을 assembly하여 2 mm 두께의 SS304 으로 

둘러싸고, 모서리를 TIG welding 방법으로 용 하 다. FMS 면은 degas 처리하

기 해 사용될 이 를 다시 용 하 다. Canning된 block은 degas용 열처리

로에 장입하고 canning 내부에 10-4 torr 이하의 진공을 유지하며 400 ℃에서 3 

시간 동안 degas 과정을 수행하 다. Degas 과정이 끝난 후 He leak test를 수

행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진공을 해 만든 이 도 용 하여 잘라낸 후 

HIP 장치로 옮겨 HIP을 수행하 다.

본 연구에 사용된 armor 재료인 Be은 10
-5 
torr의 낮은 진공 하에서도 쉽게 

산화되는 특성이 있고, 이러한 산화막 층의 생성은 그 합특성을 크게 하시키

는 것이 이  연구자들에 의해 보고되어져 있다. 따라서 Be과 FMS간의 건 한 

합을 해서는 Be 합면의 표면 오염물  산화막 제거가 아주 요하게 되

고, 각 공정단계 마다 철 한 유지가 필요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산화막 층을 

제거하기 해 화학  에칭방법과 ion beam에 의한 물리 인 에칭을 수행하

다. 화학  에칭은 에칭용액(H2O+NHO3+HF)에 15 간 에칭 후 ethyl alcohol 

용액 속에서 음  세척을 수행하 다. 이 게 화학  에칭이 완료된 Be 시편

은 PVD 코  장비에 장착하여 ion beam을 통한 물리  에칭을 수행하 다.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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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막 층이 제거된 Be 시편은 PVD sputtering 코  방법에 의해 10 Å/s의 코

속도로 각각의 interlayer층이 코 되어졌다. 표 2.3.1-1에 간략한 실험조건을 정

리하여 나타내었다. interlayer가 합특성에 미치는 향을 고찰하기 해 

interlayer의 종류와 코  두께를 변화시켜 HIP 합을 수행하 으며, HIP 온도 

 유지시간 한 변수로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수행하 다. 



- 263 -

그림 2.3.1-1 Be/FMS HIP 합 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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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1 Be/FMS 합 시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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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e/FMS 합면의 합특성 평가  미세조직 찰

본 연구에서는 Be/FMS 합시편의 합강도를 평가하 고, 최 의 합조건

을 선정하기 하여 4  굽힘시험  단시험을 수행하 다. 4  굽힘시험의 

경우 그림 2.3.1-2에 나타낸 것처럼 시편의 총길이를 20 mm, 단면 은 4 mm x 

4 mm로 가공하 으며, 압축속도는 분당 0.5 mm로 시험하 고, ITER 권장 기

인 JIS R1624-1995 기 을 용하 다. 단시험의 경우 응력이 합부와 평행

한 상태에서 합부 물성을 평가하기 하여 수행하 으며, 그림 2.3.1-3에 단

시험 시편의 략도를 나타내었다. 단시편은 길이 50 mm, 폭 10 mm의 시편

을 가공하 으며, 기타 제원은 ITER 권장기 에 의해 ASTM B432, ASTM 

A265, 일본의 JIS G0601의 조건을 용하 다. 하 속도는 0.5 mm/min으로 시

험하 다. 미세조직 평가는 주사 자 미경을 이용하여 HIP 합계면의 미세조

직을 찰하고, EPMA와 Auger 분석 장비를 이용하여 합계면의 원소분포를 

조사하 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2 차에 걸쳐 Be/FMS joint block 제조 실험을 수행하

다. 표 2.3.1-1에 나타낸 것처럼 1차 실험의 경우 interlayer층으로 Ti, Cr, Ti/Cr

의 3 가지 interlayer층을 코 하여 HIP 열처리를 수행하 다. 그림 2.3.1-4에 Cr 

interlayer층을 코 한 합시편에 한 4  굽힘시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결과

에서 알 수 있듯이 162∼205 MPa 정도의 굽힘강도값을 나타내었으며, 양호한 

합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3.1-5에 4  굽힘시험 후 Be side와 FMS 

side의 단면 사진과 EPMA를 통한 mapping 결과를 각각 나타내었다. 단의 

형성은 FMS side에서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일부 Cr 코 층에서 단

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차 실험의 경우 상기 실험의 Cr과 Ti interlayer층과 FMS간의 합을 증진

시키기 해 Ti, Cr, Fe에 비해 비교  용융 이 낮은 Cu를 interlayer층으로 

용함으로써 고온에서의 flow-ability를 증가시켜 합강도를 증가시키고자 하

다. 그림 2.3.1-6과 그림 2.3.1-7에 4  굽힘시험 결과와 단시험 결과를 각각 

나타내었다. Ti/Cu interlayer층을 코 한 경우(#F) Cr/Cu interlayer층을 코 한 

경우(#D&#E)에 비해 높은 257 MPa의 4  굽힘강도값을 나타내었으며, 상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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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 interlayer층만을 코 한 경우에 비해서도 우수한 합특성을 나타내었다. 실

험 #E의 경우 Cr/Cu 코 층 두께의 향을 찰하기 해 실험 #D 코 층 두께

의 각각 2배로 증가시켜 HIP 합을 수행하 으나, 강도값의 큰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Cr/Cu 코 층의 두께에 따른 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단되었다. 

단시험의 경우 Cr/Cu 코 층을 용한 시편은 시편 제작 시에 낮은 합강도

로 인하여 단이 형성되어 단시험을 수행하지 못한 반면, Ti/Cu interlayer층

을 용한 경우 130.4 MPa의 단 강도값을 나타내었다. 이 값은 Be/CuCrZr 합

간의 합강도값과 비교하여 거의 근 한 값을 나타낸 것으로 상당히 양호하

게 합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3.1-8과 그림 2.3.1-9에 Cr/Cu interlayer층을 코 한 경우(#E)와 Ti/Cu 

interlayer층을 코 한 경우(#F)의 4  굽힘시험 후 Be side 단면의 미세조직

과 EPMA 분석을 통하여 mapping 결과를 각각 나타내었다. mapping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Cr/Cu interlayer층을 코 한 경우 부분의 단 형성은 FMS층에

서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었고, 일부 Cu 코 층에서 단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interlayer층의 코  두께에 상 없이 실험 #D와 #F의 결과가 거의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Ti/Cu interlayer층을 코 한 경우 FMS층

과 Ti과 Cu의 확산층에서 불규칙 으로 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3.1-10과 그림 2.3.1-11에 Cr/Cu interlayer층을 코 한 경우(#E)와 

Ti/Cu interlayer층을 코 한 경우(#F)의 합면 미세조직을 EPMA 분석 장비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를 각각 나타내었다. mapping  line profile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Cr/Cu interlayer층을 코 한 경우 Cr 코 층은 그 로 코 층을 유지하

고 있지만, Cu의 경우 Be side로 강한 확산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본 분석결과에서도 interlayer층의 코  두께에 상 없이 실험 #D와 #F의 결과가 

거의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Ti/Cu interlayer층을 코 한 경우 Ti

과 Cu의 확산층이 복잡하게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Cr/Cu interlayer

층을 코 한 경우와 동일하게 Cu가 Be side로 상당량 확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한, 모든 조건에서 FMS쪽에 Fe와 Cr의 양이 다소 감소한 반응층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반응층은 Be의 확산에 의해 형성된 층으로 추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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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Auger 분석 장비를 이용하여 Be의 확산을 확인하 다. 그림 2.3.1-12와 그림 

2.3.1-13에 Cr/Cu interlayer층을 코 한 경우(#E)와 Ti/Cu interlayer층을 코 한 

경우(#F)에 한 Auger line profile 결과와 각 point의 원소분석 결과를 각각 나

타내었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두 경우 공히 상 로 Be이 FMS side까지 

확산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실험의 경우 비교  고온인 850 ℃

에서 HIP 공정이 수행되어 확산이 잘 형성되는 Cu와 Be이 쉽게 확산이 이루어

져 복잡한 반응층들을 형성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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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2 4  굽힘시험 시편의 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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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3 단시험 시편의 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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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4 4  굽힘시험 결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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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5 4  굽힘시험 후 Be side와 FMS side의 단면 분석결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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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6 2차 합시험에 한 4  굽힘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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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7 2차 합시험에 한 단시험 결과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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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8 4  굽힘시험 후 Be side의 단면 분석결과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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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9 4  굽힘시험 후 Be side의 단면 분석결과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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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10 HIP 합면의 미세조직 분석결과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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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11 HIP 합면의 미세조직 분석결과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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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12 HIP 합면의 Auger 분석 결과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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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13 HIP 합면의 Auger 분석 결과 (#F)



- 280 -

다. FMS/FMS 합 조건 도출

본 실험에서는 구조재간 합시험을 수행하기 해 구조재 재료로 일본 

KOUFU Co., LTD.에서 제조된 Ferritic/Martensitic steel (FMS)를 선정하여 실

험을 행하 고, 그 구체 인 화학조성을 표 2.3.1-2에 나타내었다.

표 2.3.1-2 FMS의 화학 조성 (wt%)

Fe Cr W V Si Mn C Ta Mo Nb Others 

Bal. 8.05 1.98 0.20 0.10 0.10 0.10 0.033 <0.01 <0.001 0.026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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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IP 후 최 화 열처리 조건 도출

FMS/FMS간 합의 경우 1050 ℃, 100 MPa, 2 시간의 고온 고압 환경 에서 

HIP 열처리됨에 따른 grain coarsening  기계  특성 하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복원하기 한 PHHT 공정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PHHT 

공정으로 normalizing 처리와 tempering 처리를 수행하 고, 그 구체 인 열처리 

조건을 표 2.3.1-3에 나타내었다. 각 조건에 의해 열처리된 시편들은 학 미경

을 통하여 미세조직을 찰하 고, 인장시험  충격시험을 통하여 기계  특성

평가를 수행하 다.

그림 2.3.1-14에 인장시험 시편의 개략도를 나타내었다. 인장시험은 직경 3 

mm, 표 거리(Gage length) 20 mm의 실린더형 시편으로 가공하여, 상온의 공기 

분 기에서 1 mm/min의 크로스-헤드 속도(Cross-head speed)로 하 을 가하

고, 실험은 INSTRON 3367 장비를 사용하 다. 기타 제원은 ITER 권장기 에 

의해 상온의 경우 ASTM E8의 조건을, 고온의 경우 ASTM E21 조건을 용하

다.

그림 2.3.1-15에 샤피충격시험 시편의 개략도를 나타내었다. 샤피충격시편은 

10(W) x 10(t) x 55(L) mm 크기로 가공하 고, V-notch는 0.25 mm root radius

와 45° angle의 형상으로 2 mm의 notch 깊이를 주었다.

그림 2.3.1-16과 2.3.1-17에 tempering 온도를 750 ℃로 고정시키고, 

normalizing 온도를 850∼1050 ℃로 변화해 가면서 찰한 미세조직 결과와 인장

시험  샤피충격시험 결과를 종합하여 각각 나타내었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HIP 열처리 온도와 동일한 조건인 1050 ℃에서 2 시간 열처리한 시편의 경우 

as-received 시편의 미세조직에 비해 grain coarsening 상이 히 일어난 것

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yield strength 값이 as-received의 2배 정도로 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impact energy 값은 크게 감소하여 

brittle하게 단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normalizing 온도가 증가함

에 따라 grain의 크기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yield strength 

값도 서서히 증가하다가 950 ℃ 이상에서는 거의 동일한 값을 나타내었다. 

impact energy 값의 경우 normalizing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서서히 감소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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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기계  특성의 에서 

normalizing 온도의 경우 950∼1050 ℃ 범 에서 유효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

나, 1000 ℃ 이상에서 grain coarsening이 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 본 연

구에서의 최 화 normalizing 온도는 950 ℃인 것을 확인하 다.

그림 2.3.1-18에 tempering 온도에 따른 미세조직 변화를 나타내었다. 본 실험

에서는 상기에서 최 화된 normalizing 온도인 950 ℃에서 2시간 열처리 후 

tempering 온도를 650 ℃, 700 ℃, 750 ℃, 800 ℃로 변화해 가면서 미세조직을 

찰하 다. 미세조직에서 알 수 있듯이 tempering 온도에 따른 미세조직의 변화

는 거의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림 2.3.1-19과 그림 2.3.1-20에 tempering 온도에 따른 인장시험과 샤피충격

시험 결과를 각각 나타내었다. 미세조직 변화에서 확인하 듯이 tempering 온도

에 따른 미세조직의 확연한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인장시험 결과 

tempering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ultimate tensile strength와 yield strength 값

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elongation 값은 서서히 증가하다가 750 ℃ 

이상에서 격히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impact energy 값의 경우 

tempering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서서히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

으로 미세조직상의 확연한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as-received 상태의 특

성과 비교하여 볼 때 유효한 tempering 온도는 750 ℃ 부근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IP 후 열처리 공정을 normalizing 처리의 경우 

950 ℃에서 2 시간, tempering 처리의 경우 750 ℃에서 2 시간 열처리하는 것이 

최 화 HIP 다음 공정으로서의 후열처리(PHHT) 조건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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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3 FMS/FMS 합 시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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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14 인장시험 시편의 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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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15 샤피충격시험 시편의 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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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16 Normalizing 온도에 따른 미세조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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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17 Normalizing 온도에 따른 기계  특성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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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18 Tempering 온도에 따른 미세조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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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19 Tempering 온도에 따른 인장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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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20 Tempering 온도에 따른 샤피충격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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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MS/FMS간 최 화 합 조건 도출

그림 2.3.1-21에 FMS/FMS간 합을 한 제조 공정도를 나타내었다. 먼  2

개의 80(W) x 30(t) x 80(L) mm 크기의 block을 기계  가공을 통하여 비하

고, 아세톤  알코올 용액을 이용하여 음  세척하 다. HIP 과정은 사 에 

canning 과정이 수행되어졌으며, canning 과정은 두개의 FMS block을 서로 쌓

은 후 2 mm 두께의 SS304 으로 둘러싸고 모서리를 TIG welding 방법으로 

용 하 고, 한쪽 면은 degas를 하기 해 사용될 이 를 용 하 다. 이 게 

canning 된 부품은 degas용 열처리로에 장입하고, canning 내부에 10
-4
 torr 이하

의 진공을 유지하며 40 0℃에서 3 시간 동안 degas 과정을 수행하 다. Degas 

과정이 끝난 후 He leak test를 수행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진공을 해 만

든 이 도 용 하여 잘라낸 후 HIP 장치로 옮겨 HIP을 수행하 다. HIP 조건

은 합특성 평가결과 최 의 합조건으로 선정된 1050 ℃, 100 MPa, 2 시간 

동안 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제조된 joint block은 grain coarsening  기계  

특성을 회복시키기 해서 상기의 연구에서 최 화된 950 ℃에서 2시간 

normalizing 처리와 750 ℃에서 2시간 tempering 처리를 각각 수행하 다.

합부의 미세조직 평가는 학 미경을 이용하여 HIP 합계면의 미세조직

을 찰하고, 합면의 합특성 평가는 합시편에 하여 인장시험  샤피충

과 동일하게 비하 고, 인장시험의 경우 고온특성을 평가하기 해 상온  고

온(350 ℃, 450 ℃, 550 ℃, 650 ℃)에서 각각 수행하 다.

그림 2.3.1-22에 HIP 합된 합부의 미세조직을 나타내었다. 배율에서 

찰한 경우 합부에서의 합 흔 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고배율 사진의 경우 

합부에서의 결함은 거의 확인할 수 없었으며, 상당이 양호하게 합이 이루어

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3.1-23과 그림 2.3.1-24에 온도에 따른 FMS/FMS 합부의 인장시험 

결과와 인장시험 후 단된 시편 사진을 각각 나타내었다. 인장강도 값은 test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서서히 감소되었으며, 550 ℃ 이상에서 심한 감소 상을 

나타내었다. 550 ℃의 test 온도에서 as-received 상태와 비교하여 yield strength 

값이 약 30 % 감소하 고, elongation 값은 12.5 % 정도 감소하 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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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4의 단된 시편 사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test  온도 역에서 합

부(그림에 흰색 선으로 표시)가 아닌 다른 취약한 부분에서 단이 형성된 것으

로 보아 상당히 양호하게 FMS/FMS간 합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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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21 FMS/FMS간 HIP 합 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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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22 FMS/FMS간 HIP 합면의 미세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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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23 각 온도에 따른 FMS/FMS 합체의 인장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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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24 FMS/FMS간 합체의 인장시험 결과 단된 시편의 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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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차벽 mock-up 제작

가. 개요

앞서 연구된 HIP 조건들은 TBM 구조물을 제작할 기술을 개발하여, ITER에  

성공 인 TBM을 제작, 설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개발된 HIP 조건들은 이

종 속인 Be 차폐체와 FMS 구조재를 합하거나, FMS 구조재간 합에 사용

되는 방법이다. 이러한 합법의 개발과정에서는 sample 규모의 속 간 합을 

조건별로 시도하고, 기계  시험을 통해 최  합법을 도출하 다면, mock-up 

제작의 목 은 액체형 TBM의 냉각 채 을 모의할 수 있는 사각 채 을 제작하

고, 고열부하 시험을 통해 합성을 검증하며, He 냉각재를 이용한 기  열수력 

실험 등에 활용하는 것에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구조재  고열부하가 집

되는 일차벽 냉각채 을 모의할 수 있는 mock-up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mock-up을 제

작하 다. 첫 번째 mock-up은 열수력 시험에 활용하기 해 비교  긴 길이의 

채 로 제작하 고, 고열부하 시험을 통한 제작성 검증에도 사용될 정이다. 두 

번째 mock-up은 제작성 확인을 해, 단일채 , 다채  mock-up들을 HIP 합

을 통해 제작하 다. 두 가지 mock-up은 기본 으로 액체형 TBM의 일차벽 냉

각 채 을 모의할 수 있도록, 그림 2.3.2-1과 같이 20 mm x 10 mm 인 냉각채

을 가지도록 하 다. 제작에 사용된 FMS는 앞서 설명한 일본 수입 plate를 사용

하 으며, 그 크기는 그림 2.3.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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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1 TBM 일차벽 형상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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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2 FMS plate 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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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TBM 일차벽 단일 채  mock-up 제작

단일 채  mock-up은 기  열수력 실험에 사용되어야 하며, 고열부하 시험을 

통해 제작 건 성을 입증하기 해 제작되었다. 그림 2.3.2-3은 이러한 단일 채  

mock-up의 제작 과정을 나타낸다. 기 구매된 plate를 390 mm plate로 단하여 

단일 채 을 제작하는 데에 사용하 다. 일본의 경우, 사각 채 을 인발을 통해 

제작하여 이를 여러 mock-up 제작에 활용하 으나, 이러한 사각 채 을 제작 혹

은 구매하기에는 여러 제약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각 채 을 제작하

기 해 방 가공을 통해 사각의 냉각 채 을 가공하는 방식을 취하 다. 이 경

우, 제작할 수 있는 길이에 제약을 받게 되며, 따라서 가공 길이를 390 mm로 제

한하 다. 방  가공을 통해 제작된 사각 채 은 총 6 개이며, 이  세 개는 일

차벽 후 과의 HIP을 추후 수행할 정이며, 나머지 세 개는 일차벽 형상과 동

일하게 제작되어 열수력 실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2.3.2-4는 최종 

제작된 mock-up 사진이다. 

추후 HIP 처리 후 제작될 mock-up (B)들은 고열부하 시험에 활용되어 

mock-up 건 성 입증에 사용될 정이다. 나머지 세 개의 mock-up (A)들은 고

압의 He 냉각재 loop에 사용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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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3 TBM 일차벽 단일 채  mock-up 제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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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4 TBM 일차벽 단일 채  mock-up 제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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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TBM 일차벽 다채  mock-up 제작

다채  mock-up을 제작하기 해, 100 mm 길이의 단일 채 들을 그림 

2.3.2-5와 같이 제작하 다. 채 의 형상은 설계된 액체형 TBM과 동일하며, 제

작의 편이를 해 길이를 100 mm로 제한하 다. 그림 2.3.2-6은 다채  

mock-up의 제작 과정을 나타낸다. 단일 채 을 제작하기 한 링 가공  방

가공이 수행되고, HIP을 해 canning  degassing 과정이 선행되었다. 앞서 

도출된 HIP 조건에 따라, HIP 합이 수행되었고, 후행 열처리 이후 decanning

을 수행하 다. 기 설계된 크기에 맞게 링 가공을 통해 3 종류의 mock-up을 

최종 제작하 다. 합면의 건 성 여부를 조사하기 해 미세 조직을 찰하

으며, 그림 2.3.2-7과 같이, pore 나 crack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합이 성공

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제작된 mock-up 들은 추후 Be과의 합에 사용되고, 합면의 건 성 확인을 

해 고열부하 시험에 활용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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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5 TBM 일차벽 다채  mock-up 제작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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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6 TBM 일차벽 다채  mock-up 제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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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7 제작된 TBM 일차벽 다채  mock-up의 미세조직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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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TBM 부품 핵심 기술 개발

1. He 냉각재 기술 개발

액체형 TBM 냉각을 해 필요한 주요 설계 변수들은 앞서 언 한 바와 같

이, 8 MPa의 압력, 300 ℃ 이상 500 ℃ 미만의 고온 He 냉각재 온도, 0.321 

kg/sec의 유량을 통한 고속의 He 등이다. 이러한 고온 고압의 가스 구동 기술은 

비교  압의 수냉 방식이나 온의 가스 루 와는  다른 재료  취  기

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고압을 견디기 한 배  설계  계측 시스템 취

, 고온의 환경을 견디기 한 배   용 , 압력 용기의 설계 등이 기존의 기

술과는 다른 취  기술을 필요로 한다. 차세  원자로 개념으로 개발되고 있는 

고온 가스로 (VHTGR, Very High Temperature Gas cooled Reactor)는 약 6 

MPa, 900 ℃ 로 구동되는 원자로 개념으로, 재 TBM 냉각 기술 개발의 좋은 

선행 연구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온 가스로 연구 분야와의 력을 통해 

련 He 냉각재 기술을 단시일에 취득하고, 상호 복되는 연구 분야에 력을 통

한 연구를 진행함을써, 보다 효과 이고 효율 인 연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

다. 본 연구에서는 He loop의 설계, 제작에 참여함으로서 He 냉각재 취  기술을 

습득하고, 고온 고압 환경에서 He 냉각재의 기본 인 거동을 평가함으로써 사용

된 툴들 (CFX  MARS-GCR)의 평가  검증 연구를 수행하 다. 

가. He loop 구축

재 국내에서는 수소 생산과 연계된 고온 가스로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수소 생산을 해서는 고온 고압의 가스 취 이 필수 이며, 이러한 

기술 개발을 한 He loop 들이 기 구축되어 실험에 활용되거나 구축 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KAIST에서 구축 인 2 MPa He loop 구축에 설계 단계부터 참

여함으로써, 설계  제작, 시운  등에 참여하 다. 한, KAERI에서는 He loop 

구축 단계인 6 MPa 질소 loop을 구축해 놓은 상태이며, 이 장치를 활용한 기

인 열수력 시험을 수행하기 한 의를 마치고, 시험 비 작업을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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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MPa He loop 구축 (KAIST)

KAIST에 구축된 He loop의 구조  설계 변수들은 그림 2.4.1-1과 같다. 시

장 조사를 통해, 구매 혹은 제작 가능한 부품을 주로 설계 변수들을 정하고, 

세부 설계가 진행되었다. 주요 부품으로는 순환기, 열기, test section (PCHE 

 TBM 일차벽), 두 개의 냉각기, 계측 장비  배  등이 있다. 설계 압력은 2 

MPa, 작동 온도는 600 ℃이하이며, He을 작동유체로 하며 그 유량은 125 kg/hr

이다. 냉각기 두 개의 용량은 각각 1.5 kW  150 kW이며, 열기 용량은 150 

kW이다. 이외에 He의 계속 인 출을 고려한 별도의 He 공  계통이 설계되었

다. 표 2.4.1-1에는 설계된 KAIST He loop와 액체형 TBM 냉각 계통의 주요 설

계변수들을 비교 정리하 다. 액체형 TBM을 모의하기에는 낮은 압력이나, 코드 

검증을 한 압 모의 해석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유량 측면에서는 

액체형 TBM 일차벽 단일 채  설계 유량과 유사하며, 이에 따라, 일차벽 단일 

채  mock-up이 제작되어 실험에 사용되도록 하 다. 그림 2.4.1-2와 2.4.1-3은 

KAIST He loop의 세부 설계 배치안으로 PCHE 실험과 액체형 TBM 일차벽 실

험에 따라 test section을 구조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그림 

2.4.1-4와 표 2.4.1-2는 주요 계측 장비의 치  변수들을 도시  목록화한 것

이다. 주요 계측 변수들은 PCHE의 성능 해석, TBM 일차벽의 유동  열 달을 

결과로 도출할 수 있도록 결정되었다. 온도 계측은 7 개의 치에서 K type 열

를 이용해 측정할 정이며, TBM 일차벽 실험시 test section에 추가 인 

열 들이 부착될 것이다. 압력계는 차압  유속 측정을 해 7 개가 설치되었

으며, 고온 고압의 환경에 사용되기 해 퍼들이 각 압력계 단에 설치되었

다. 유량계는 순환기 단에 설치되어 압력 온도에 따라 보정되어 활용될 것이

다. 측정 자료는 Agilent 34970A 데이터획득장비를 통해 컴퓨터로 장되도록, 

VEE 7.5를 이용하여 로그램화 하 다. 

열회수기로 사용될 PCHE는 일차 계통과 이차 계통의 작동 유체가 모두 He

이다. 고온의 He을 이용해 온의 He을 가열함으로써, 열기 용량을 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열회수기가 가지는 주요 기능이다. 그림 2.4.1-5와 그림 2.4.1-6

은 열회수기로서 사용될 PCHE의 성능 평가를 한 실험 루  설계안  He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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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재의 유동 순서를 도식화 한 것이다. 별도의 이차 계통 없이, 폐루 로 구성되

도록 하 으며, 열기를 통해 가열된 고온의 He 가스가 냉각기를 통해 냉각된 

He 가스를 가열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때, 열교환 정도를 측정하여 PCHE의 성

능을 평가하게 된다. 

열교환로 사용될 PCHE는 일차 계통의 작동유체로서 He 가스가 사용되고, 이

차 계통의 냉각을 한 작동 유체로 물이 사용된다. 온의 물을 이용해 고온의 

He을 냉각하고, 이를 다시 TBM 등의 주요 계통에 공 하는 것이 열교환기가 

가지는 주요 기능이다. 그림 2.4.1-7과 그림 2.4.1-8은 열교환기로서 사용될 

PCHE의 성능 평가를 한 실험 루  설계안  He 냉각재의 유동 순서를 도식

화 한 것이다. 이차 계통에 해당하는 물 공  계통이 배치되었고, 각각의 계통이  

폐루 로 구성되도록 하 다. 열기를 통해 가열된 고온의 He 가스가 물탱크로

부터 공 되는 온의 물로 열을 달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때, 열교환 정도를 

측정하여 PCHE의 성능을 평가하게 된다. 

PCHE의 성능 평가 시험 이후, TBM 일차벽 mock-up이 test section으로 

체되어 기  열수력 시험에 활용될 것이다. 이를 해 그림 2.4.1-9와 같이, 설계

안을 마련하 다. 기본 인 실험 방법은 고온의 He 가스를 별도의 열원이 없는 

일차벽에 공 하고, 일차벽에 달되는 열량을 측정하며, 이 때의 유동 상도 

함께 평가하도록 계획되었다. 

그림 2.4.1-10은 제작 완료된 KAIST He loop의 주요 부품에 한 사진들이

다. 순환기, 두 개의 냉각기, 열기, 온도 계측 장비, 압력 계측 장비  PCHE 

등을 사진으로 첨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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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1 KAIST He loop의 구조  설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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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1 KAIST He loop과 액체형 TBM의 주요 설계 변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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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2 PCHE 시험을 한 KAIST He loop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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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3 액체형 TBM 일차벽 시험을 한 KAIST He loop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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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4 KAIST He loop 계측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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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2 KAIST He loop의 계측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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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5 열회수기 실험을 한 KAIST He loop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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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6 열회수기 실험을 한 KAIST He loop의 He 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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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7 열교환기 실험을 한 KAIST He loop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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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8 열교환기 실험을 한 KAIST He loop의 He 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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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9 액체형 TBM 일차벽 실험을 한 KAIST He loop 설계



- 321 -

그림 2.4.1-10 제작된 KAIST He loop의 주요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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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 MPa 질소 loop 구축 (KAERI)

고온 가스로의 핵심 기술  하나는 고온 고압의 He 냉각재를 활용하여, 이차

계통으로서 고온의 가스를 생산하는 열교환  황산 계통 등을 활용한 수소 생

산에 있다. 이러한 목 을 해, KAERI에서는 고온 고압의 가스 루   이차계

통으로 황산계통을 포함하는 실험 장치를 구축 에 있다. 당해연도에는 일차

으로 일차계통인 가스 루 를 완성하 고, 재는 이차계통인 황산 계통을 설계 

에 있다. 그림 2.4.1-11은 재 구축 인 KAERI 질소 루 의 개략도이다. 일

차 계통은 냉각재로서 질소를 사용하며, 압력  온도 조건은 각각 4∼6 MPa, 

1000 ℃ 미만이다. He을 작동 유체로 사용하는 경우, He 특유의 출 문제로 인

해 정상 상태 실험에 제약을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기 실험에는 질소를 사

용하고, 추후 TBM 일차벽 등의 실험에는 He이 사용될 정이다. 그림 2.4.1-12

는 이러한 설계 변수  주요 핵심 부품 설계에 따른 KAERI 질소 루 의 최종 

설계안이다. 주요 부품으로는 냉각기, 순환기, 열기, 주 가열기, 가압기, test 

section (PCHE  TBM 일차벽)으로 구성된다. 실험 장치의 주요 계측 부분은 

추후 TBM 일차벽 실험이 종료된 후 별도의 보고서 혹은 다음 단계의 보고서에 

기술될 것이다. 고온 고압의 가스 루  설계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주요 설계 변

수들은 표 2.4.1-3에 정리하 다. 고속의 가스 유량에 따른 진동  열팽창은 반

드시 고려되어져야 하는 변수들이며, 본 장치는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

되었다. 그림 2.4.1-13은 최종 제작된 KAERI 질소 루 의 일차계통 사진이다. 본 

장치를 활용한 실험을 해, 재 TBM 일차벽 mock-up의 제작을 완료하고, 

test section에 연결하기 한 비 작업이 진행 에 있다. 한, 실험을 통해 검

증할 코드들의 입력 자료들을 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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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11 KAERI 질소 loop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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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12 KAERI 질소 loop의 설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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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3 KAERI 질소 loop의 주요 설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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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13 제작된 KAERI 질소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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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He 냉각재 련 기술 개발

실험 루  설계  제작에의 참여가 He 냉각재를 취 하는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이었다면, He 냉각재의 핵심부품인 PCHE의 성능 해석을 통한 설계안을 마

련하고, 가스 루 를 활용한 실험 결과를 통한 CFX  MARS-GCR의 검증은 

He 냉각재를 해석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PCHE는 He 냉각재 

계통의 열교환기  열회수기로 사용될 핵심 부품이며, 매우 고가의 부품이기 때

문에, 정확한 설계 명세를 정하고, 나아가서는 설계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요한 연구 항목  하나이다. 재 고온 가스로 련 연구에서도 이러한 기술 

개발이 주요 연구 항목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 재 사용하고 있는 산 유체 

코드나 시스템 코드 등이 비록 기존의 여러 해석을 통해 가스 유동  열 달 

해석에 활용되어 왔으나, 본 연구 과정에서 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보

다 정확한 결과 도출이 가능하도록 하 다. 

(1) PCHE 성능 해석  설계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PCHE는 액체형 TBM He 냉각재 계통의 열교환기 

 열회수기로서 고려되고 있는 상용 열교환기의 한 종류이다. 그림 2.4.1-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열효율을 얻기 해 필요한 열교환기의 크기  무게를 비

교해보면, 기존의 shell & tube의 경우 무게가 108톤으로 규모가 매우 비 해진

다. 그러나, PCHE를 사용하는 경우, 그 무게를 1/10로 일 수 있으며, 크기 

한 매우 작아질 수 있다. 이는 ITER와 같이 보조 계통실의 규모가 제한되는 경

우에 매우 효과 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실험에 사용된 PCHE는 고온 가스로 실험에서의 사용을 목 으로 제작된 실

험용 소형 열교환기이다. 그림 2.4.1-15는 사용된 PCHE의 외부 형상과 내부 채

의 구조를 나타낸다. 내부 채 은 반원 형태로 화학 인 etching 방법으로 제

작된 후, diffusion bonding을 이용하여 채 간 합을 통해 최종 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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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14 PCHE와 기존 열교환기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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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15 PCHE 외부 형상  내부 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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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능  해석용  입력  자료  작성

CFX를 이용한 성능 해석을 수행하기 해, 단일 채 에 한 형상을 조사하

고, 이를 모의할 수 있는 3D 모델링을 CATIA를 이용해 작성하 다. 그림 

2.1.4-16은 모의 상인 PCHE의 단일 채 형상을 나타내며, 채 이 반복 으로 

합된 형태로 구성된다. 단일 채 의 크기는 비 3.47 mm, 피치 12.4 mm, 두

께 1 mm이며, 채  직경 1.51 mm이다. 3D 모델링은 2 피치까지 생산하 고, 

ICEM-CFD를 활용하여 유체 역  고체 역을 각각의 mesh로 생성하 다. 

mesh의 개수는 고체 역에 해 11,004 개, 유체 역에 해 5,842 개 으며, 

각각의 최소 품질은 0.39  0.43이다. 생성된 mesh의 형상은 그림 2.4.1-17에 나

타내었다. 이러한 채 은 평행하게 혹은 교차되어 합되는데, 제작 업체의 특허 

 노하우로 내부 형상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해석에서는 평행  

교차 합을 모두 모의하여, 업체에서 제공된 성능 해석 곡선과 비교하도록 하

다. 그림 2.4.1-18은 이러한 두 가지 경우에 한 입력 자료의 생산 과정을 나타

낸다. 사용된 물성치는 2 MPa He 가스  alloy 800HT에 해 표 2.4.1-4와 같

이 사용하 으며, 입력자료 작성은 온도의 함수로 제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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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16 PCHE 단일 채 의 형상  제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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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17 PCHE 단일 채  해석을 한 3D 모델링  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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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18 PCHE 단일 채  해석 경우 (평행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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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4 PCHE 해석에 사용된 물성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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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단일  채  비  해석

PCHE의 실제 길이는 744 mm로, 앞서 작성된 2 피치 모델 (24.8 mm)을 60개 

연결해서 해석해야 한다. 수렴성  계산의 정확성 확인을 해 2 피치 모델을 

우선 해석한 후, 실제 PCHE 성능 해석을 수행하 다. 이 비해석에 사용된 

CFX-pre 입력 자료는 그림 2.4.1-19와 같다. 단일 채 을 모의하는 것이기 때문

에, 유량 조건은 2.713x10-5 kg/sec, 2 MPa로 주었으며, 고온 채 의 입력 온도는 

800 ℃, 온 채 의 입력 온도는 488 ℃를 사용하 다. 이는 PCHE 성능 평가 

실험에 사용되는 조건을 따른 것으로, 추후 실험 결과와 비교하기 한 것이다. 

effective 직경은 1.18x10-5 mm과 유동 면  2.713x10-7 m2를 고려할 때, Re 수는 

1000 미만으로 층류 (laminar flow)를 형성하게 된다. 채  측면과 상하 모두에

서 채 들이 반복 으로 합되어 사용하게 되므로, 입출구면을 제외한 모든 면

에 주기 조건 (periodic condition)이 사용되었다. 해석을 통해 도출된 고온 채

과 온 채 의 출구 온도는 그림 2.4.1-20과 같다. 이때, 발생하는 압력 강하는 

평행 조건에서 고온채 과 온 채 에서 각각 2.35 kPa, 2.33 kPa 이었으며, 교

차 조건에서는 2.44 kPa, 2.32 kPa임을 확인하 다. 고온  온 채 의 심부

에서의 유체 온도 분포는 그림 2.4.1-21와 같다. 입출구 부근의 고체 역 온도 

분포는 그림 2.4.1-22과 같다. 결과 으로 미세 채 을 활용한 PCHE 내부의 열

달은 매우 효과 이며, 압력강하도 미미한 것으로 단된다. 수렴성은 매우 좋

았으나, 계산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실제 해석 시에는 수 주에 걸친 계산 시간

이 소모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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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19 PCHE 단일 채  비 해석 입력 자료 (평행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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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20 PCHE 단일 채  비 해석 결과 (He 가스의 유입  배출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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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21 PCHE 단일 채  비 해석 결과 (He 가스의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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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22 PCHE 단일 채  비 해석 결과 (PCHE 구조물의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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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일  채  해석  

PCHE의 실제 길이인 744 mm를 모의하기 해서는, 앞서 작성된 2 피치 모

델 (24.8 mm) 60개를 연결해서 해석해야 하며, 이를 한 CFX-pre 입력 자료는 

그림 2.4.1-23과 같다. 단일 채 을 모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수행된 비 

해석과 동일한 조건이 사용되었다. 유량 조건은 2.713x10
-5
 kg/sec, 2 MPa로 주

었으며, 고온 채 의 입력 온도는 800 ℃, 온 채 의 입력 온도는 488 ℃를 사

용하 다. 이는 PCHE 성능 평가 실험에 사용되는 조건을 따른 것으로, 추후 실

험 결과와 비교하기 한 것이다. effective 직경은 1.18x10
-5
 mm과 유동 면  

2.713x10-7 m2를 고려할 때, Re 수는 1000 미만으로 층류 (laminar flow)를 형성

하게 된다. 채  측면과 상하 모두에서 채 들이 반복 으로 합되어 사용하게 

되므로, 입출구면을 제외한 모든 면에 주기 조건 (periodic condition)이 사용되었

다. PCHE 제작업체에서 제공된 성능 곡선은 그림 2.4.1-24와 같으며, 제공된 설

계 압력 강하는 48 kPa이다. 해석을 통해 도출된 고온 채 과 온 채 의 출구 

온도는 그림 2.4.1-25와 같다. 이때, 발생하는 압력 강하는 평행 조건에서 고온채

과 온 채 에서 각각 61.7 kPa, 61.8 kPa 이었으며, 교차 조건에서는 61.6 

kPa, 61.8 kPa임을 확인하 다. 출구 온도는 해석 코드가 다소 높은 온도로 나타

났으며, 이는 추후 단열재에 의한 열손실  측정 교정을 통해 보다 정확한 비교

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압력 강하의 경우, 코드 해석 결과가 보다 높은 값을 나

타내고 있어, 이에 한 해석 모델을 좀 더 면 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온  온 채 의 심부에서의 유체 온도 분포는 그림 2.4.1-26과 같으며, 채

간 효과 인 열교환을 통해, 고온 채   온 채 의 출구 온도가 거의 10 

℃ 내외의 차이만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 다. 

PCHE의 성능 해석에서 가장 요한 변수는 (식) 2.4.1-1과 같은 유효 열 달 

계수를 도출하는 것이다. 제작업체에서 제공한 입출구 온도 등을 고려한 열 달 

값은 921 W/m
2
K 으며, CFX 해석으로부터 도출된 열 달 값은 929.98 W/m

2
K

로 매우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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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2.4.1-2)

로 정의되며, 설계값  CFX 해석값을 비교해보면 

이며, 이에 따른 열 달 계수값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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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23 PCHE 단일 채  해석 입력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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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24 PCHE 성능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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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25 PCHE 단일 채  해석 결과 (He 가스의 유입  배출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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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26 PCHE 단일 채  해석 결과 (He 가스의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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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  열수력 실험 비

KAIST  KAERI 가스 loop를 이용한 기  열수력 시험에는 그림 2.4.1-27

과 같은 형상의 mock-up이 사용될 정이다. 길이는 약 400 mm로 설계 되었지

만, 원자재 가공 단계에서 390 mm로 조정되어 제작되었으며, 제작 련 내용은 

3.2 에서 소개하 다. 채  크기는 원형의 TBM 일차벽을 그 로 반 하 고, 

Be 취  제약 때문에, Be 차폐체는 합하지 않은 상태로 실험을 수행할 정이

고, 실험  비 해석에서도 같은 조건을 유지하도록 하 다. 그림 2.4.1-28은 

이러한 비 해석을 해 생산된 3D 모델링을 나타낸다. 유체 역  고체 

역이 각각 모델링되었고, 유동의 발달을 통해 입출구 향을 배제하기 한 

dummy 유동 역도 모델링되었다. 입력 자료 생산을 한 mesh는 그림 

2.4.1-29와 같이 생산되었다. 총 mesh 수는 46,309 개이며, hexa 형태로 작성되었

다. 유동 조건은 KAIST 실험 장비를 기 으로 모의되었고, 경계 조건으로 압력 

2 MPa, 입구 온도 300 ℃, 입구 유속 50 m/sec (0.01673 kg/sec)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경계 조건들이 반 된 CFX 입력자료는 그림 2.4.1-30과 같다. 추가 인 

열원의 사용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이 비 계산에서는 입출구면을 제

외한 4 개의 면에 각각 50 kW/m
2
의 가열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가정하고 계산을 

수행하 다. 그림 2.4.1-31은 고체 역의 온도 분포를 나타낸다. 최  온도는 출

구 쪽에서 발생하 으며, 약 477 ℃를 나타내었다. 길이 방향으로의 벽면 온도 

 He 냉각재의 온도는 그림 2.4.1-32에 나타내었다. He 냉각재의 출구 온도는 

약 319 ℃로 19 ℃의 온도 상승을 나타냈으며, 압력 강하는 3.08 kPa로 확인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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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27 TBM 일차벽 단일 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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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28 TBM 일차벽 단일 채  해석을 한 3D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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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29 TBM 일차벽 단일 채  해석을 한 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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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30 TBM 일차벽 단일 채  해석을 한 입력자료 (CFX-p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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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31 TBM 일차벽 단일 채  해석 결과 (고체 역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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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32 TBM 일차벽 단일 채  해석 결과 (고체  유체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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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액체 증식재 기술 개발

가. MHD 해석 기술

MHD 상을 모의하기 해서는 자기장에서의 유체가 받는 향  유체가 

주변 자성을 띈 고체에 미치는 향 들이 상호 결합된 계식을 풀 수 있는 툴

이 필요하다. 앞선 연구에서는 열 달이 제외된 MHD 모의를 설계된 액체형 

TBM에 해 수행하 다. 이 연구에서는 CFD-ACE라는 상용툴을 사용하여, 

속으로 설계된 액체형 TBM에 한 성능 평가가 주 목 이었다면, MHD 해석 

기술 개발은 열 달이 포함되어, He 냉각재를 포함하는 TBM 시스템을 해석하

기 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개발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 어 수행하고 있다. 첫 번째는 산유체 코드

를 활용하여, 정 해를 구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시스템 코드를 개발하여, 사

고 해석 등에 응용하는 것이다. 자의 경우에 해서는, 기 사용하고 있는 CFX

에 새로이 개발되어 보 되고 있는 EM module을 검증하여, 액체형 TBM에 

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MARS-LMR (Liquid Metal 

Reactor)이라 명명된 액체 속로 해석 코드를 수정하여, 가칭 MARS-FR 

(Fusion Reactor)을 개발하는 것이다. 

CFX EM module의 검증과 련하여, 그림 2.4.2-1과 같이 문헌조사를 통한 

benchmark 문제를 선정하 다. 실험 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활용 가능한 

raw data 여부를 선정 기 으로 삼았다. 부분의 자료들이 보고서보다는 논문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기는 어려웠다. benchmark 문제

를 통해 도출된 실험 상 식을 이용해 압력 강하값을 도출하고, CFX EM 

module을 통해 계산된 값들과 비교하 다. 계산에 사용된 조건들은 표 2.4.1-1에 

정리하 다. 

사용된 상 식은 자기장이 없는 경우에 해 (식) 2.4.1-1을 사용하고, 자기장

이 있는 경우에 해서는 (식) 2.4.1-2를 사용하 다. 

(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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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

계산 결과는 그림 2.4.2-2와 같다. 자기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 10승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계산 체 과정에 한 검토가 추가 으로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다만, EM module의 성을 악하기 해, 내부 계산 모듈

에 한 검토도 추가 으로 수행될 정이다. 

이러한 검증 과정이 완료된 후에는 설계된 액체형 TBM을 모의하는 작업이 

수행될 것이다. 이를 해, 해석 입력 자료로 사용될 경계 조건, 물성치  mesh 

등의 비 작업을 그림 2.4.2-3  2.4.2-4와 같이 수행하 다. 



- 355 -

그림 2.4.2-1 CFX EM module 검증을 한 benchmark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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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2-1 benchmark 문제의 실험 조건  해석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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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2 CFX EM module 검증을 한 benchmark 문제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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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3 CFX EM module 용을 한 mesh  물성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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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4 CFX EM module 용을 한 경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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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액체 증식재 loop 설계  제작

액체 증식재인 Li은 실험 결과가 매우 미비할 정도로 다루기 어려운 분야이

나, 반드시 습득해야할 기술들이 많이 있는 분야다. 이를 해서는 액체증식재 

성능 시험용 루 를 구축하여 련 기술을 습득하고, 해결되지 않은 구조재의 부

식이나 MHD 문제를 실험 으로 평가해보는 것이 요하다. 따라서, 본 과제에

서는 련 루  시설을 구축하기 해, 고속로의 냉각재로 사용되는 Pb 련 루

를 기  모델로 정하여 개념설계를 수행하고, 련 설계 변수들을 도출하 다. 

한, 체 루  구축에 앞서, 핵심 부품인 EM pump와 sump tank를 상세 설계

하여 설계 변수를 도출하고, 제작을 완료하 다. 

(1) 액체 증식재 loop 설계

액체 증식재 loop는 아국이 설계 인 HCML TBM 뿐만 아니라, 다른 액체

형 TBM의 액체 증식재도 모의할 수 있도록 설계를 진해하 다. KAERI에서 보

유하고 있는 다수의 Pb, PbBi, Na loop 설계를 조사, 평가하고, TBM의 액체 증

식재인 PbLi, Li 등을 모의할 수 있는 기  루 를 그림 2.4.2-5와 같이 Pb loop

로 선정하여 설계에 참고하 다. 설계 변수들을 재 도출 에 있으며, 유량  

온도 조건 (60 lpm, 500 ℃)과 아래 제시된 시험 항목을 기 으로 략 인 부품 

 배  설계를 그림 2.4.2-6과 같이 제시하 다. 

주요 시험 항목

- MHD 평가

- 자펌 의 성능 평가

- 증식재의 순도 유지  조성 모니터링

- 삼 수소 추출 비 실험

- 계측기 운용 시험

- 액체 증식재 취  기술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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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5 액체증식재 실험 loop의 설계 모델 (기 구축된 Pb loop, KA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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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6 액체 증식재 loop의 개략도



- 363 -

(2) 핵심 부품 설계  제작 

주어진 온도  유량 조건을 기 으로 EM 펌 와 sump tank를 설계, 제작하

다. 재정 인 제한으로 loop 제작을 한번에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나, 기 축 된 기술로 제작 가능한 부품으로서 의 두 핵

심 부품을 선정하여, 설계  제작을 완수하 다. 

(가) EM 펌

EM 펌 는 자성을 띄는 고온의 증식재를 운반하기에 가장 합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해서는 입력 기에 따라 자성을 띄는 core  coil 등을 설

계 조건에 맞게 배치하여, 요구되는 유량을 만족시키도록 해야 한다. 액체 증식

재 loop 설계에서 도출된 유량 조건 (60 lpm)을 최  유량으로 하며, 고온의 액

체 증식재를 견디도록 설계 명세를 표 2.4.2-2와 같이 도출하 다. 이를 구동시키

기 한 EM 펌  controller의 설계 명세는 표 2.4.2-3과 같다. 

EM 펌 는 완제품을 사기에는 매우 고가이며, 국내에도 제공하는 업체가 없

다. 다만, KAERI에 구축되어 있는 액체 속 loop의 경우, 자체 설계를 통해 제

작 구매를 진행한 사례가 있어, 세부 설계 작업을 수행 후 제작을 진행하 다. 

그림 2.4.2-7에서 그림 2.4.2-15까지는 EM 펌 를 구성하는 각 부품의 세부 명세 

 3D 형상, 제작 도면 등을 정리한 것이다. 최종 으로 제작된 EM 펌 와 펌  

controller는 그림 2.4.2-16  그림 2.4.2-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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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2-2 EM 펌 의 설계 명세



- 365 -

표 2.4.2-3 EM 펌  controller의 설계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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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7 EM 펌  부품도 (end pl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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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8 EM 펌  부품도 (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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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9 EM 펌  부품도 (inner 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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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10 EM 펌  부품도 (c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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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11 EM 펌  부품도 (coi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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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12 EM 펌  부품도 (redu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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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13 EM 펌  부품도 (casing pi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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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14 EM 펌  부품도 (outer c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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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15 EM 펌  부품도 (outer cores support b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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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16 EM 펌  3D 형상  제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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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17 EM 펌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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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ump tank

sump tank는 기 고체 상태의 증식재를 용융 까지 가열하여 액체상태로 만

들고, 이를 loop 체에 공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체 tank 체 은 배  체

보다 커야 하며, 실험 종료시 모든 증식재를 회수하도록 loop의 가장 하단에 

치하도록 설계 되었다. loop 배   test section 등을 고려하여, sump tank의 

설계 명세를 표 2.4.2-4와 같이 도출하 다. 배 으로의 증식재 공   회수, 측

정 장비의 부착 등을 고려하여 설계된 sump tank의 구조는 그림 2.4.2-18과 같

다. 체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설계된 sump tank의 3D 형상  크기는 그림 

2.4.2-19에 도시하 으며, 최종 제작된 사진은 그림 2.4.2-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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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2-4 sump tank의 설계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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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18 sump tank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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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19 sump tank의 3D 형상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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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20 제작된 sump tank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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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삼 수소 거동 해석

삼 수소의 거동은 추출법  액체 증식재 취  기술부분에서 이미 다루었다. 

특히, 액체 증식재 loop의 구축을 통해 거동 해석  실험 방법에 한 보다 자

세한 내용들이 추가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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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타 참여국과의 력 방안 마련

가. 련 기술 회의  워크샵 참석

(1) 17차 TBWG 회의  1차 TBM safety workshp 참석 

(2006.04.02-04.08, 랑스)

2005년 7월까지 한시 으로 재구성된 TBWG회의가 그동안 16차에 결쳐 진행

되어왔으며, 이번 17차 회의가 랑스 까다라쉬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한국이 그동안 수행해온 TBM 련 연구를 발표하고, 다른 참여국들의 TBM 개

발  련 실험 로그램 개발 연구 황을 악하 다. 

TBWG는 블랑켓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총 5개의 working subgroup으

로 나 었음. WSG1 (He-cooled ceramic breeder), WSG2 (H2O-cooled 

ceramicbreeder), WSG3 (He-cooled LiPb liquid breeder), WSG4 (Self-cooled 

Li/V), WSG5 (FliNaBe, molten salts). 이  한국은 WSG1, WSG2, WSG4 회

의에 참석하 다. ITER에서의 TBM 시험계획은, DEMO 실증로용 블랑켓을 

ITER 장치에서 실증(삼 수소 증식, 열추출) 하는 것으로 ITER 건조.운 사업의 

주요 미션  하나이다. TBM 개발  시험은 ITER  DEMO의 핵심 기술로, 

핵융합에 지 개발을 해서 한국이 반드시 참여해야 할 분야로 극 인 재원

을 투자하여 다른 선진국들이 수십 년 동안 노력해온 기술을 하루빨리 따라잡는 

노력이 필요하다.  TBM의 설계는 ITER의 운  모드, 안 성, 부  시설 등과 

부합되어야 하고, ITER 장치가 DEMO 블랑켓을 핵융합 환경하에서 시험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임을 감안하여, 제한된 시험조건을 충분히 고려한 “Act-like" 

TBM을 개발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Test Blanket Working Group(TBWG)은,  

ITER  참여국들의 블랑켓 시험계획을 검토하고,  각 계획 간의 조정을 의하기 

한 회의로, 2001년까지 유럽, 일본, 러시아 사이에 시험계획에 한 합의가 이

루어졌으나, 2003년  ITER 참여국이 6국이 됨에 따라 계획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어 ITER ITA 단계까지로 활동 기간을 연장하 다. ITER 장치의 3개 

equatorial port에 설치될 TBM의 종류  시험 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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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TBWG에서 결정될 시험계획의 총 .조정 안은 잠정 인 것으로 ITER 

진행과 TBM 개발 상황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향후 R&D 결과에 근거한 

ITER Council의 결정에 의하여). 한국은 TBWG-11(‘03. 10), TBWG-12(’04. 3), 

TBWG-13(‘04. 7), TBWG-14 (’04. 12), TBWG-15('05. 7), TBWG-16 ('05. 12)

에 참여하여 한국의 TBM R&D 계획안을 마련하고,  시험용 Port의 공간 , 시

간  사용 권리 확보를 해 노력하고 있다. 재 TBM 개발은 IEA 

Implementing Agreement 혹은 양자간, 다자간 력 로그램으로 진행 이며, 

TBWG 는 재 ITER program 이 아니므로, ITER 정안이 조인되더라도 

R&D 력을 한 Framework로 활용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국으로

서는 TBM 력 로그램이 ITER 정안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IEA 

Implementing Agreement on the Nuclear Technology of Fusion Reactors 나 한

-미, 한-일, 한-EU 핵융합 력 로그램을 활용하여야 한다.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ITER TBM safety workshop은 핵융합로 개발을 해 

DEMO  핵융합발 로를 실증하기 한 기본 단계인 TBM의 설계  시험에 

있어, 그 안 성을 검증하여 인허가를 받기 한 력방안을 모색하 다. 이를 

해, 새로 가입한 인도를 비롯한 7개의 참가국에서 safety contact person들이 

모여 각국의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 다. 

안 성 분석을 해 논의된 제반 사고시나리오  향후 제출해야 할 문서들에 

해 의견을 나 었으며, 올해안에 가시 인 보고서를 각국이 제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TBM의 설계 황을 발표하고, 공동으로 설계 제작할 다양한 ITER 제반시설

들에 한 논의는 TBWG-17 회의에서 가질수 있었다. 부지  국제 본부가 운

되기 시작하는 시 에서 올해까지만 그 기능을 다하는 TBWG는 향후 다른 방

법으로 그 회의를 지속하기로 결의하 으며, 추가 인 설계  실험 계획들은 이

후 회의에서 계속해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 다. 

각국의 TBM 설계 황은 common frame의 크기 변화에 따라,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어느 정도의 설계 수 에 도달한  시 에서는 ITER에 실제 

장착하는 문제  시험후 PIE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한 문제가 더욱 많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에 한 응이 필요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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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기간이 비록 짧았지만 TBWG회의를 통해 ITER/DEMO blanket breeder 연구

개발의 세계수 을 악할 수 있었으며, 아직 이 분야 연구에 많이 뒤쳐져 있는 

한국이 세계수 에 도달하기 해서는 많은 자원이 체계 으로 투입되어야 할 

것임. 

(2) 18차 TBWG 회의  2차 TBM safety 워크샵, LBB 워크샵 참석 

(2007.03.19-03.23, 랑스)

2006년 4월에 이어 두번째로 개최된 ITER TBM safety workshop은 TBM의 

설계  시험을 해, 그 안 성을 검증하고 인허가를 받기 한 력 방안을 모

색하기 해 구성된 기술회의이다. 이를 해, 새로 가입한 인도를 비롯한 7개의 

참가국에서 safety contact person들이 모여 각국의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 다. 안 성 분석을 해 논의된 제반 사고시나리오  향후 제출

해야 할 문서들에 해 의견을 나 었으며, ITER-O은 올해안(8월까지)에 가시

인 보고서를 각국이 제출하도록 요구하 다.  

다음 날 이어 개최된 TBWG-18에서는 TBM의 설계 황을 발표하고, 공동으

로 설계 제작할 다양한 ITER 제반시설들에 해 논의되었다. 부지  국제 본부

가 운 되기 시작하는 시 에서 작년까지만 그 기능을 다하는 TBWG는 향후 다

른 방법으로 그 회의를 지속하기로 결의하 으며, 추가 인 설계  실험 계획들

은 이후 회의에서 계속해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 다. 각국의 progress 뿐만 아

니라, 각국이 향후 TBM을 어떤 국내 로그램과 연계하여 개발하고 시험할지를 

발표하고, 주도국  연구 참여국으로서의 참여의사를 밝히기도 하 다. 특히, 

국과 EU의 경우, TBM을 해 할당된 세 포트  각자 한 포트 모두를 사용하

고자 하는 극 인 의사를 표명하 고, 자국의 련 로그램들을 소개하 다. 

고체형 TBM에 비해 해결해야할 기술  난제들이 많은 액체 속형 TBM은 

련 연구 결과의 공유와 연구 력을 해 독립 인 workshop 형태로 운 되어 

왔으나, 번에는  TBWG-18회의와 함께 개최되었다. 각국이 수행하고 있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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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속형 TBM의 연구 황과 문제 들을 주제별 세션에서 발표  논의하 으

며, 심있는 참여국이 실험 혹은 해석모델의 개발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 다. 

한, 각 참여국들이 자발 으로 해결할 문제들을 선정하고, 연구 결과를 공유하

도록 의하 다. 

나. 련 워크샵 개최

(1) 3차 한일 블랑켓 워크샵 개최 (2006.11.02, 경주) 

일본과의 긴 한 연구 력을 해 비정기 으로 일년에 수차례 개최되고 있

는 이 워크샵은, 1차 workshop을 2004년 10월 12일-13일에 일본 Naka Fusion 

Research Establishment에서 개최한 이후, 세 번째로 경주에서 개최되었다. 주로 

블랑켓 제작과 련한 주제를 심으로 상호간의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고, 그 결

과에 해 토의하 다. 한, 향후 한 연구 력을 한 방안도 모색되었다. 

발표 주제  참석자 등은 그림 2.4.4-1의 3차 한일 블랑켓 워크샵 회의 일정에 

정리하 다. 

(2) 4차 한일 블랑켓 워크샵 개최 (2007.08.29, 서울) 

네 번째로 개최된 한일 블랑켓 워크샵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블랑켓 연구 

방향, 해 황, 력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발표 주제  참석자 등은 그림 

2.4.4-2의 4차 한일 블랑켓 워크샵 회의 일정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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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4-1 3차 한일 블랑켓 워크샵 회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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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4-2 4차 한일 블랑켓 워크샵 회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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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목표달성도 

제 1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연도 세부사업목표 달성도(%) 내      용

2006

년도

액체 속형 TBM 개

념설계
100

o 개념설계  비 안 해석 

수행

o 보조 계통 설계 

시험계획 수립  

DDD 작성
100

o 시험계획안  공동개발안 수립

o DDD 안 작성

2007

년도

액체 속형 TBM과 

보조계통 설계 보완 

 DDD 작성

100

o 기본 설계 보완 활동 

o TBM시스템 설계  안 성 분

석

o 안 성 분석 보완  인허가 문

서 생산

o 시험계획  DDD 작성완료

조달자격 검증용 

TBM 제작기술 개발
100

o FMS 제작기술 개발

o 일차벽(Be) 합기술 개발  

TBM 부품 핵심기술 

개발  
100

o 냉각재 기술개발

o 액체 속 증식재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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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평가의 착안 에 따른 목표달성도에 한 자체평

가

평가의 착안 자  체  평  가

개념설계  

안 해석 진도

o 설계과정의 수립  3번에 걸친 최 화 과정을 통해 

개념설계안을 도출하 음

o 정상운 에서의 성능 해석을 완료하 음

o 세 가지 사고 시나리오에 따른 비 안 성 분석을 

수행하 음

보조계통 설계

o 냉각재  증식재 계통을 설계하고, interface를 고려한 

ITER 배치안을 마련하 음

o 증식재와 련된 MHD 해석을 수행하 음

o 삼 수소 추출 방법을 모색하고, 계통을 설계 에 있음

시험계획  공동개

발안

o ITER 일정  시험안에 따른 국내 일정을 마련하 음

o 타국과의 력방안 모색 임 (TBWG, ADG 회의)

DDD 안

o TBWG report 작성  제출

o 안 성분석보고서 안을 작성하여, ITER-O의 요구 로 

DDD 안에 반 하 음

액체형 TBM과 보조계

통 설계 보완  DDD 

작성

o 기 개발된 최  설계 과정에 인허가를 고려한 핵설계 코드 

 갱신된 코드 버 을 반 하여 재해석을 수행함

o He 냉각재 핵심부품의 설계 수행 (열교환기, recuperator)

o 사고해석 보완  activation analysis 추가

o DDD 안 최종본 ITER-O 제출

조달자격 검증용 TBM 

제작 기술 개발

o 합조건 도출  가공성 확인

o 일차벽 모의용 mock-up을 성공 으로 제작

o 모재 성능 복원을 한 후열처리 조건 도출

o Be/FMS 합을 한 최  온도 조건 도출

TBM 부품 핵심 기술 

개발

o 타기  혹은 유사 연구 분야의 He 냉각재 기술 습득을 

해 설계, 제작에 참여하고, 실험 참여 기반 구축

o 증식재 실험 loop 개념설계 수행  핵심 부품 설계, 제작 

완료를 통해 증식재 모의 실험 구축 기반 마련

o  MHD 해석 일부 완료  benchmarking problem을 통한 

CFX 코드 검증



- 391 -

제 4 장 참고문헌

[1] H. J. Shim, C. H. Kim, and W. S. Park, “Monte Carlo Depletion Analysis 

of a PWR with the MCNAP,” M&C '99 Madri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thematics and Computations, Reactor Physics and Environmental Analysis 

in Nuclear Applications, Madrid, Spain, 27-30 September (1999).

[2] H. J. Shim, B. S. Han, and C. H. Kim, "Numerical Experiment on 

Variance Biases and Monte Carlo Neutronics Analysis with Thermal 

Hydraulic Feedback," SNA'2003, Paris, France, 22-24 September (2003).

[3] B.S. Han et. Al., "Optimal Configuration of Neutron Reflector in 

He-Cooled Molted Li Blanket," 7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Fusion 

Nuclear Technology, May 22-27, 2005, Tokyo, Japan.

[4] B.G. Hong, D.W. Lee and Y. Kim, Development of Tokamak Reactor 

System Code and Conceptual Studies of DEMO with He Cooled Molten Li 

blanket, ISFNT-8, 2007

[5] Y. Kim et al, "Li-6 Enrichment Zoning in Solid Breeder Blanket," 

7thInternational Symposium on Fusion Nuclear Technology, May 22-27, 2005, 

Tokyo, Japan

[6] "Nuclear Technology Roadmap," MOST, KOSEF, KNS, 2005 (in Korean).

[7] Denise B. Pelowitz et. al., MCNPX User’s Manual version 2.5.0., 

LA-CP-05-0369, 2005

[8] D. L. Aldama and A. Trkov, FENDL-2.1: Evaluation nuclear data library 

for fusion applicatons, INDC(NDS)-467, 2004

[9]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0CFR61, Federal Register, FR47, 57446, 

1982

[10] Michael A. Futterer, Helmut Albrecht, Pierre Giroux, Manfred Glugla, 

Hiroshi Kawamura, Otto K. Kveton, David K. Murdoch, Dai-Kai Sze, 

"Tritium technology for blankets of fusion power plants," Fusion Engineering 



- 392 -

and Design 49–50 (2000) 735–743.

[11] Dong Won Lee, Bong Geun Hong, Yonghee Kim, Wang Ki In, Kyung 

Ho Yoon, "Preliminary design of a helium cooled molten lithium test blanket 

module for the ITER test in Korea", Fusion Engineering and Design 82 (2007) 

381–388.

[12] Hiroo Nakamura, B. Riccardi, N. Loginov, K. Ara, L. Burgazzi, S. 

Cevolani, G. Dell’Orco, C. Fazio, D. Giusti, H. Horiike, M. Ida, H. Ise, H. 

Kakui, H. Matsui, G. Micciche, T. Muroga, Hideo Nakamura, K. Shimizu, M. 

Sugimoto, A. Suzuki, H. Takeuchi, S. Tanaka, T. Yoneoka, "Present status of 

the liquid lithium target facility in the international fusion materials irradiation 

facility (IFMIF)", Journal of Nuclear Materials 329–333 (2004) 202–207.

[13] H. Katsuta, D. Smith, Y. Kato, T. Hua, L. Green, Y. Hoshi, S. Cevolani, 

and S. Konishi, "Conceptual Design of the IFMIF Target Facility," Fusion 

Technology, Vol. 30., pp. 1152-1160, Dec. 1996.

[14] C.C Addison, "The Chemistry of the Liquid Alkali Metals," John Wiley 

and Sons, 1984, p.21. 

[15] H. Katsuta, Y. Kato, S. Konishi, Y. Miyauchi, D. Smith, T. Hua, L. 

Green, G. Benamati, S. Cevolani, H. Roehrig, W. Schutz; "Present status of 

the conceptual design of IFMIF target facility", Journal of Nuclear Materials 

258-263 (1998) 388-393.

[16] Hiroo Nakamura, B. Riccardi, N. Loginov, K. Ara, L. Burgazzi, S. 

Cevolani, G. Dell’Orco, C. Fazio, D. Giusti, H. Horiike, M. Ida, H. Ise, H. 

Kakui, H. Matsui, G. Micciche, T. Muroga, Hideo Nakamura, K. Shimizu, M. 

Sugimoto, A. Suzuki, H. Takeuchi, S. Tanaka, T. Yoneoka, "Present status of 

the liquid lithium target facility in the international fusion materials irradiation 

facility (IFMIF)", Journal of Nuclear Materials 329–333 (2004) 202–207.

[17] I. K. Choi, KAERI, Private Communication, July, 2007.

[18] I. Cristescu, Ioana R. Cristescu, L. D¨orr, M. Glugla, G. Hellriegel, R. 

Michling, D. Murdoch, P. Sch¨afer, S. Welte, W. Wurster: "Commissioning of 



- 393 -

water detritiation and cryogenic distillation systems at TLK in view of ITER 

design," Fusion Eng. Design (2007), doi:10.1016/j.fusengdes.2007.04.001

[19] D. K. Murdoch,  I. Cristescu,  C. Day,  M. Glugla, R. La¨sser, A. Mack : 

"Material compatibility issues in EU fusion fuel cycle R&D and design", D.K. 

Murdoch et al., J. Nucl. Mater. (2007), doi:10.1016/j.jnucmat.2007.03.263

[20] DDD of the European HCLL Test Blanke Module

[21] ANSYS CFX-10, 2005, User Manual, ANSYS-CFX

[22] Design Description Document for the Japan Helium Cooled Solid Breeder 

November 2005.

[23] Design Description Document for the Chinese Helium Cooled Solid 

Breeder (CH HCSB) Test Blanket Module, Complied by: Feng Kai-ming 

Southwestern Institute of Physics, October 20, 2005.

[24] I. Ricapito et al., Tritium management in HCLL-PPCS model AB blanket, 

Fusion Eng. Design (2007), doi:10.1016/ j.fusengdes. 2007.05.040.

[25] TBM safety requirements, ITER_D_26DTDY_v1_0

[26] Safety Approach, ITER Generic Site Safety Report Vol. I, G 84 RI 1 

R02, July 2004

[27] Analysisof Reference Events, ITER Generic Site Safety Report Vol. VII, 

G 84 RI 6 R0.2, July 2004

[28] Sequence Analysis, ITER Generic Site Safety Report Vol. X, G 84 RI 9 

R0.2, July 2004

[29] Ultimate Safety Margin, ITER Generic Site Safety Report Vol. VIII, G 84 

RI 7 R0.2, July 2004

[30] ITER General Safety and Environmental Design Criteria, S 80 GDRD 2 

98-10-05 R 0.1, October 5, 1998

[31] C.P.C. Wong, M. Abdou, J. Blanchard, P. Calderoni, D.P. Carosella, M. 

Dagher, J. El-Awady, P.J. Fogarty, N. Ghoniem, R. Kurtz, M.P. Labar, S. 

Majumdar, S. Malang, B. Merrill, N.B. Morley, S. Reyes, M. Sawan, S. 



- 394 -

Sharafat, S. Smolentsev, G. Sviatoslavsky, D.K. Sze, M. Ulrickson, R.S. 

Willms, M. Youssef, S.J. Zinkle, "Design Description Document for the U.S. 

Dual Coolant Pb-17Li (DCLL) Test Blanket Module: Report to the ITER Test 

Blanket Working Group (TPWG)" Rev.3, November 15, 2005.

[32] website: http://chemistry.uah.edu/faculty/baird/research/hydrodiffusion.html

[33] Dai-Kai Sze, Richard F. Mattas, Jim Anderson, Rem Haange, Hiroshi 

Yoshida, Otto Kveton, "Tritium recovery from lithium based on cold trap," 

Fusion Engineering and Design 28 (1995) 220-2225.

[34] Michael A. Futterer, Helmut Albrecht, Pierre Giroux, Manfred Glugla, 

Hiroshi Kawamura, Otto K. Kveton, David K. Murdoch, Dai-Kai Sze, 

"Tritium technology for blankets of fusion power plants," Fusion Engineering 

and Design 49–50 (2000) 735–743.

[35] S. Fukada et al., "Verification to recover tritium in neutron-irradiated Li 

by Y plate," Fusion Eng. Design (2007), doi:10.1016/ j.fusengdes.2007.05.030

[36] Denise B. Pelowitz et. al., MCNPX User’s Manual version 2.5.0., 

LA-CP-05-0369, 2005

[37] D. L. Aldama and A. Trkov, FENDL-2.1: Evaluation nuclear data library 

for fusion applicatons, INDC(NDS)-467, 2004

[38]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0CFR61, Federal Register, FR47, 57446, 

1982



- 395 -

부록 I. 한국형 액체 속 TBM 몬테칼로 기반 성능

해석 ( 탁 과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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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한국형 액체 속 TBM 몬테칼로 기반 성능해석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이 과제의 목 은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에 장착하여 그 성능을 시험할 한국

형 헬륨냉각 액체 속 리튬 (HCML; He-Cooled Molten Lithium)형의 검

증용 블랑켓 모듈(TBM; Test Blanket Module)의 노물리 성능을 평가하

기 한 것이다. TBM과 같은 복잡한 기하학  형상과 비 균질 조성을 갖

는 장치의 노물리 설계 성능평가는 통상의 성자/감마선 수송계산으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가 어렵다. 때문에 이 과제에서는 본 연구  소속 

노심 핵설계 연구실에 자체 개발한 몬테칼로법 코드인 MCCARD를 활용

하여 ITER에 장착할 한국형 HCML TBM에 한 성능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세부 으로는 최근에 변경 확정된 한국형 ITER TBM의 기하학  

구조와 그 설계 자료를 토 로 ITER TBM의 삼 수소  성자 에 지 

증식특성 등 핵특성을 해석하고, 방사화 특성  차폐성능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 ITER의 다음 단계로 계획하고 있는 DEMO 핵융합로를 한 

HCML 블랑켓에 한 개념설계를 이 에 수행하 던 1차원 원통형 모형 

신에 보다 실제에 가까운 3차원 토러스 모형으로 근사하여 수행하고자 

한다.

    상용 핵융합 발 은 블랑켓 기술의 확보 없이는 실 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핵융합 연구가 주로 라즈마 연구에 치 한 나머지 

재까지 국내에서는 핵융합 블랑켓에 한 연구 활동이 빈약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TBM에 한 노물리 해석  핵설계에 한 연구경험이 충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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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며, 노물리 해석을 한 방법론과 한 산도구가 없는 실정이

다. 때문에 이 과제에서 도입될 MCCARD를 활용한 블랑켓의 노물리 성

능 해석 방법론은 차후 다른 블랑켓 시스템의 핵설계 해석 방법론의 길잡

이가 될 수 있을 것이며, MCCARD 핵설계 해석 결과는 블랑켓의 열수력 

설계나 재료 설계를 수행하기 한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개발의 내 용   범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 과제는 몬테칼로 성자/감마선 수송계

산 코드를 활용하여 국제핵융합실험로(ITER)에 장착하여 성능을 시험할 

한국형 TBM의 노물리  핵설계 특성해석을 목 으로 한다.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해 블랑켓의 노물리 특성을 나타내는 주된 성능인자, 즉, 

삼 수소 증식율(TBR; Tritium Breeding Ratio), 성자 증식율(NMF; 

Neutron Multiplication Factor), 에 지 증식률(EMF, Energy 

Multiplication Factor) 등 특성을 해석할 것이다. 한 HCML TBM의 방

사화 특성  차폐 성능 계산을 수행할 것이며, 이를 해 ORIGEN과 

MCCARD를 연계하여 사용할 것이다. 방사화 특성  차폐성능은 블랑켓

의 역별로 Plasma Shutdown 이후 시간에 따른 유도 방사능(Induced 

activity)과 붕괴열(Decay heat)의 계산을 통해 제시될 것이다. 뿐만 아니

라 ITER의 다음단계인 DEMO 핵융합 블랑켓의 노물리 개념 설계를 수행

할 것이며, 도출된 블랑켓 개념에 한 노물리 성능 해석을 수행할 것이

다. 이상 연구내용을 구체 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한국형 액체 속 ITER TBM의 노물리 성능 평가

2. 한국형 액체 속 ITER TBM의 방사화 특성 분석  차폐 성능 평가

3. DEMO 핵융합 블랑켓의 핵설계 수행을 한 노물리 방법론 제시  

핵융합 블랑켓의 노물리 설계인자와 성능인자 정량화

4. DEMO 핵융합 블랑켓의 노물리 성능 분석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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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개발결 과

    이 과제에서는 ITER에 장착할 한국형 HCML TBM의 노물리 성능으

로 삼 수소증식 특성, 에 지 생성특성, 그리고 공간에 따른 성자속 분

포 등을 계산하 다. 그 계산 결과로서 0.1352의 삼 수소증식률(Tritium 

Breeder Ratio)은 이며, 1.362의 에 지 증식률(Energy Multiplication 

factor)을 얻었다. ITER TBM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리튬의 양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삼 수소 증식률이 자기충족 조건을 만족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충분한 양의 리튬을 활용하게 되면 삼 수소 자

기충족 조건을 만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 ORIGEN 코드에 내장된 

고속로용 핵반응단면  라이 러리를 MCCARD 계산을 통해 얻은 핵융합

로 조건에서의 핵반응단면 으로 체하여 HCML TBM의 방사화 특성 

 차폐 성능 분석을 수행하고 Plasma Shutdown 이후 시간에 따른 유도 

방사능과 붕괴열을 역  구성물질의 핵종별로 정리하 다. 이를 통해 

유도 방사능 수치가 2일 후에 66%, 5년 후에 6% 그리고 10년 후에 1.5% 

수 으로 떨어지며, 붕괴열은 2일후에 30%, 10년 후에 0.02% 수 으로 감

소하 음을 확인하 다.

    한 몬테칼로 성자/감마선 수송계산 코드에 의한 노물리 성능인자 

해석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ITER TBM의 핵특성 해

석과 DEMO 블랑켓의 노물리 개념 설계를 수행함으로써 도출된 노물리 

해석 방법론을 검증하 다.

Ⅴ. 연구개발결 과 의 활 용 계 획

    MCCARD 몬테칼로 코드에 의한 한국형 ITER TBM의 핵설계  노

물리 성능계산과 노물리 최 화 계산 결과는 차후 ITER TBM의 설계모

형 최 화를 한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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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 과제의 연구 결과는 ITER TBM과 DEMO 블랑켓을 포함하

여 다양한 핵융합로 블랑켓의 노물리 성능에 한 비교평가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상 블랑켓 모형의 물질조성과 설계인자들이 노물리 성능에 

미치는 향에 한 정량  분석이 가능할 것이며, 이를 토 로 최 화된 

블랑켓 모형을 탐색하기 한 연구가 보다 체계 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연구 상 블랑켓 모형의 핵설계  노물리 특성에 한 

수치실험 자료를 제공한 MCCARD의 성자  감마선 수송 계산능에 

한 보다 정 한 검증이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 과제의 연

구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몬테칼로 수송계산 방법론을 통해 새로운 개념

의 원자로 는 핵융합로의 노물리 성능 해석이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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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 r o je c t  T i t l e

    Performance Analysis of Korean Liquid Metal type TBM by Monte 

Carlo Code

Ⅱ. O b je c t i v e s  a n d  N e e d s  f o r  t h e  P r o je c t

    The objective of this project is to analyze the nuclear performance 

of the Korean HCML (He-cooled Molten Li) type TBM (Test Blanket 

Module) which is to be installed in ITER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MCCARD (Monte Carlo Code for Advanced 

Reactor Design) is a Monte Carlo code for neutron transport 

calculations developed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It has integrated a 

depletion calculation module and a neutronic analysis module. In 

addition, MCCARD has a photon transport module and nuclear 

parameter analysis module to be derived from the photon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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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CARD is chosen as an analysis tool adequate for neutronic design 

of the fusion blanket. It is applied not only to obtaining the nuclear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ITER TBM but also to 

developing the blanket concept of a DEMO fusion reactor considered as 

the next step of ITER.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and experiences for neutronic 

design of the fusion blanket have been very limited in Korea. 

Methodologies and analysis tools adequate for evaluating the neutronic 

design have not yet been established. Therefore, the result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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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erical experiments from this project will be utilized for a design 

optimization of the Korean ITER TBM. They will also be used as 

fundamental data for conducting the thermal-hydraulic design or 

verifying the materi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ITER TBM.

Ⅲ. S c o p e  a n d  C o n t e n t s

    In this project, the Monte Carlo transport calculations by MCCARD 

code will be conducted to obtain nuclear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ITER TBM, such as TBR (Tritium Breeding Ratio), EMF 

(Energy Multiplication Factor), and NMF (Neutron Multiplication 

Factor). The activation characteristics and shielding performances for 

the Korean ITER TBM are also analyzed using ORIGEN and 

MCCARD. The neutronics methodologies for analyzing the nuclear 

characteristics of the fusion blanket of a DEMO fusion reactor are also 

discussed. Specific research scope and contents are summarized as 

below:

1. Analysis of nuclear performances of the Korean HCML ITER TBM,

2. Analysis of activation characteristics and shielding performances of 

the Korean HCML ITER TBM,

3. Proposal of neutronic methodologies for nuclear design of the fusion 

blanket,

4. Identification of the nuclear design variables and quantifying the 

neutronic performances parameters, and

5. A neutronics optimization of the DEMO fusion blanket.

Ⅳ. R e s u l t s  o f  R e s e a r c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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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CCARD calculations for the Korean ITER TBM show that 

the TBR (Tritium Breeding Ratio) is 0.1352 and the EMF (Energy 

Multiplication factor) is 1.362. Taking into account the fact that the 

amount of Li breeder is limited in ITER TBM design, the tritium 

self-sufficiency condition can be satisfied by using sufficient amount of 

Li breeder material and adopting the enriched Li breeder in the 

DEMO-like blanket design.

    For improved accuracy of the MCCARD results for the activation 

characteristics and the shielding performances, a fast reactor version of 

the cross-section library of ORIGEN was modified. the induced 

activities and the decay heats are presented both region-wise and 

isotope-wise. It is shown that, 2 days after plasma shutdown, the total 

induced activity drops to 66% of the initial value and the decay heat 

drops to 30% of the initial amount and that after 10 years, the induced 

activity drops to 1.5% and the decay heat drops to 0.02%.

    In addition to these numerical results, neutronics design 

methodologies  for the fusion blanket are proposed.

Ⅴ. P r o p o s a l  f o r  A p p l i c a t i o n

    The MCCARD results of neutronic analyses of the Korean ITER 

TBM can be utilized as the basic data for the design optimization. 

Also, they will make it possible to quantitatively compare the nuclear 

characteristics of various blanket concepts on which the neutronics 

design  studies are in progress. The relationship between design 

variables and performance parameters that is obtained in this project 

will help carry out a more systematic optimization process of the 

blanket design in future.



- 403 -



- 404 -

제 1 장 서    론

제 1   개    요

    수소-삼 수소 (D-T; deuterium-tritium) 핵융합 반응로에 의한 상

업용 핵융합발 의 실 은 삼 수소의 자체 증식능력 확보를 제로 한다. 

이런 연유로 재 진행 인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1,2]의 완공 후 주요 실험 계획의 

한가지로 삼 수소 증식 블랑켓 모듈 (TBM: tritium blanket module)에 

의한 삼 수소 증식능 시험이 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ITER 사업 참가

국들은 각 나라 특유의 TBM 을 제안해 놓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헬리움 

냉각 액체 리티움 (HCML)형 TBM을 상으로 기단계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특히 원자력 연구소에서는 장차 ITER에 장착할 목 으로 한국형 

ITER HCML TBM에 한 기  설계를 수행 에 있고, 이와 병행하여 

DEMO 핵융합로를 한 HCML TBM 개념설계를 수행하고 있다. 이 과

제의 목 은 원자력 연구소가 목표로 삼고 개발 인 한국형 ITER 액체

속(HCML; He-Cooled Molten Li) TBM(Test Blanket Module)에 한 

세부 인 핵설계 계산과 DEMO 핵융합로의 한국형 액체 속 블랑켓에 

한 개념정립  노물리 설계를 수행하는 데에 있다.

    삼 수소 증식 블랑켓은 일반 으로 라즈마와 경계를 이루는 1차벽, 

삼 수소 증식부, 반사체, 냉각통로  냉각재, 진공용기, 차폐재. 구조재 

등 여러 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기하학  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성분 

물질과 조성이 역에 따라 서로 다른 비균질 장치이다. 이 때문에 D-T 

핵융합반응의 결과 생긴 성자의 블랑켓 내부에서의 거동을 정확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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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에는 통상의 확정론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하여 삼

수소의 증식률을 포함하여 블랑켓의 핵특성을 통상의 확정론  방법으로

는 만족스럽게 기술할 수 없다. 때문에 통계  성자 모사법, 즉, 몬테칼

로 해법이 블랑켓의 특성설계 혹은 해석방법으로 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고 MCNP와 같은 범용 몬테칼로 코드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3,4]

    블랑켓의 설계해석에 사용되는 몬테칼로 코드의 요건은 성자 입자 

히스토리 모사 뿐만 아니라 성자 수송과정에서 생성하는 감마선도 모사

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성자  감마선의 거동에서 도출되는 핵특성인

자 (삼 수소 증식율, 성자  감마선에 열생성, 방사성 물질의 생성, 

성자  감마선 감쇄율 등) 해석능  온도궤환 효과 계산능도 요구된다. 

소요되는 막 한 산시간을 고려할 때 효율 인 병렬계산능 한 바람직

하다. 이 같은 요건과 련하여 본 연구 에서는 본 연구실이 자체 개발한 

몬테칼로 산코드인 MCCARD의 기존 계산능[5,6]을 블랑켓 설계해석 요

건에 맞도록 보완하고 이를 써서 두 가지 개념의 한국형 ITER TBM 후

보모형, 즉, HCML 과 HCSB (Helium-Cooled Solid Breeder) 블랑켓의 핵

설계, 특히 삼 수소 증식능  에 지 생성특성 해석에 한 비교분석 연

구를 수행한 바 있다.[7]

    본 과제는 그 후속 연구로서 블랑켓 모형을 HCML로 한정하고, 

ITER 용 한국형 HCML과 DEMO 용 한국형 HCML의 핵설계를 

MCCARD로 수행하 다. 설계해석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해 

MCCARD에 의한 블랑켓 모형을 이 의 단순화된 원통모델 신에 3차원 

D형 토러스 모델로 변경하 다. 한 방사화 해석을 해서 OROGEN 코

드 [8]에 내장된 연소계산용 라이 러리가 핵융합로 환경에는 맞지 않아 

일부 주요 핵종에 해서는 MCCARD로 생산된 1군 핵반응단면  라이

러리로 교체하 다. ITER 용 한국형 HCML의 경우 지지구조물 두께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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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움 냉각회로 두께감소, top  bottom cover의 삼 수소 순환회로 구

조물 역증가 등 설계 변화를 반 하여 삼 수소 증식 특성  에 지 

증식 특성을 재계산하 고, 방사화 특성해석을 수행하 다. 한편 DEMO 

용 한국형 HCML의 경우 DEMO 블랑켓에 한 모든 최 화 계산은 3차

원 D형 토러스 모델에 의해 수행되었고,  11B4C 반사체에서 10B impurity

가 삼 수소 증식특성에 미치는 향, 반사체 도가 삼 수소 증식특성에 

미치는 향, Be 반사체형 블랑켓의 삼 수소 증식특성에 한 세부 인 

평가, 단일 차폐재 는 다  차폐재를 갖는 반사체형 블랑켓의 반 인 

차폐 성능, 즉 성자 감속율, 헬륨 생성량, 에 지 달률 등에 한 평가

를 추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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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목표   내 용

    이 과제는 서울 학교의 몬테칼로 산코드(MCCARD)에 의하여 국

제열핵융합로에 장착될 한국형 액체 속 TBM의 노물리 성능 해석을 수

행하며, DEMO 핵융합로의 한국형 액체 속 블랑켓에 한 개념 정립을 

목 으로 한다. 이를 해서 블랑켓의 성능 평가를 한 주요 설계 인자-

삼  수소 증식률, 에 지 증식률, 공간에 따른 성자속 분포-등을 계산

할 것이다. 한 MCCARD와 ORIGEN을 연계하여 TBM 모형의 방사화 

분석  차폐성능에 한 정량  분석을 시도하며, 노물리 계산을 한 

MCCARD 방법론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DEMO 핵융합로의 한국형 

액체 속 블랑켓에 한 최 화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아래 표는 본 과

제의 연구목표와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구   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범

1차년도

(2006년 6월 - 

2007년 1월)

 한국형 액체 속 

(HCML) TBM의 

몬테칼로 기반 

성능해석

- 몬테칼로 산코드(MCCARD)에 

의한 HCML TBM의 비 핵설계

-  HCML TBM의 방사화  차폐 

성능 분석

-  DEMO 실증로 HCML 블랑켓 개

념정립  노물리 설계 수행

<표 1.1.1> 연구목표  연구내용

연구내용을 보다 구체 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1) 국제핵융합실험로(ITER)에 장착될 한국형 액체 속(HC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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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M(Test Blacket Module)에 한 열수력 는 재료  설계와 연계

하여 세부 인 핵설계 수행  노물리 성능 분석

(2) ITER 핵융합로의 다음 단계로 상되는 DEMO 실증로의 한국형 액

체 속(HCML) 블랑켓에 한 개념 정립  개략 인 노물리 설계 

수행

(3) 성자  감마선 수송계산 기능을 가진 서울 학교의 몬테칼로 계산

코드(MCCARD)를 활용하여 액체 속 TBM의 방사화 분석  차폐 

성능에 한 정량 인 분석 시도

(4) DEMO 블랑켓 모형에 한 MCCARD의 수치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DEMO 실증로의 한국형 액체 속 블랑켓 최 화 연구 수행



- 409 -

제 2 장 국내외의 기술개발 황

    핵융합로 시스템은 매우 복잡한 기술  장치와 공학  설비로 구성되

며, 각각의 장치와 설비들은 핵융합 에 지의 안정 인 생산과 공 이라는 

목정을 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핵융합 블랑켓은 삼 수

소의 생산과 추출, 방사선 차폐  고속 성자 운동에 지의 열에 지로의 

변환 등과 같은 핵심 인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삼 수소 증식 블랑켓

의 노물리 특성과 성능은 삼 수소 증식물질(breeding material), 구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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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등의 한 조합에 의해 결정된다. 그림 2.1.1은 재 핵융합로 

증식 블랑켓의 설계에서 고려되고 있는 후보 재료 물질을 나타낸 것이다. 

삼 수소 증식 블랑켓은 핵융합로의 성능을 결정짓는 필수 인 장치이므

로, ITER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실험용 블랑켓이 검증될 정이다.

<그림 2.1.1> 핵융합 증식 블랑켓의 후보 재료 물질

    국제핵융합로(ITER) 참가국들은 ITER에 장착해서 시험할 블랑켓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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듈(TBM, Test Blanket Module)의 유형을 표 2.1.1과 같이 제시하 다.[9] 

HCPB(Helium-Cooled Pebble Bed Breeder) 블랑켓은 헬륨을 냉각재로 사

용하고, FMS(Ferritic/Martensitic Steel)를 구조재로 사용한다. 한 

HCPB는 Be을 성자 증식재(Neutron Multiplier)로 사용하며, LiTiO 혹

은 LiSiO와 같은 세라믹 증식 물질을 사용하는 블랑켓 유형으로 ITER

에 참가하는 모든 나라가 이를 시험할 정이다. WCPB(Water-Cooled 

Pebble Bed Breeder) 블랑켓은 HCPB에서 헬륨 신 임계수

(Super-critical water)를 냉각재로 사용하는 유형이며, 일본에 의해 선택

된 개념이다. 한 HCLL(Helium-Cooled Lithium-Lead) 블랑켓은 납과 

리튬을 증식재로 사용하는 유형이며, EU가 선택할 정이다. 반면에 미국

과 국은 DCLL(Dual-Coolant Lithium-Lead) 블랑켓을 시험할 정이며, 

이는 일차격벽과 구조재는 헬륨으로 냉각하고 삼 수소 증식 역에는 자

기 냉각방식을 사용한다. SCLL (Self-Cooled Liquid Lithium) 블랑켓은 

러시아가 선택한 개념으로 Vanadium Alloy 구조재와 베릴륨 성자 증식

재를 사용한다.

WCPB HCPB HCLL DCLL SCLL HCML

EU ◯ ◯

Japan ◯ ◯

RF ◯ ◯

US ◯ ◯

China ◯ ◯

India 미정

Korea ◯ ◯

<표 2.1.1> 각 국별 ITER TBM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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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국제핵융합로(ITER)에 장착될 한국형 TBM은 액체리튬(molten 

lithium)을 증식물질로, 냉각재는 헬륨 기체를 사용하는 HCML TBM과 

리튬 세라믹을 삼 수소 증식물질로 사용하는 HCPB TBM이다. 고체형 

리튬 증식 블랑켓의 장 은 삼 수소 증식물질, 구조재, 그리고 냉각재 간

의 재료  친화성으로 인한 재료 선택의 용이함에 있다. 한, 고체형 블

랑켓 개념은 핵융합로 사고 시에 성자 증식물질이 공기나 HO와 화학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기 때문에 상 으로 안 하다. 그러나 리

튬 세라믹은 낮은 열 도율로 인하여 블랑켓 출력 도가 제한될 수 있으

며, 삼  수소 는 성자 증식물질의 연소 는 방사화 손상(irradiation 

damage)으로 인하여 블랑켓의 운  수명이 단축 될 수도 있다. 액체형 리

튬 증식 블랑켓은 비교  높은 삼 수소증식율과 상 으로 뛰어난 열

도 특성, 그리고 성자 조사에 의한 방사화 손상이 심하지 않은  등에

서 매력 이다. 한 부가 인 성자 증식재(neutron multiplier) 없이 충

분한 수 의 삼 수소 증식율 (tritium breeding ratio)을 성취할 수 있으

며, 리튬 연소에 따라서 삼 수소 증식물질을 용이하게 공 할 수 있기 때

문에 블랑켓의 수명이 크게 연장될 수 있다.

    앞에서 언 한 ITER TBM 이외에도 DEMO 핵융합로의 블랑켓에 

한 설계가 다양하게 진행 이며, 개념설계와 련해서 삼  수소 증식 블

랑켓의 핵설계 특성에 한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상된

다. 그러나 이와 련하여 블랑켓의 핵설계 특성에 한 정량 인 평가 도

구가 그리 많지 않으며, 몬테칼로 산코드로 핵융합 블랑켓의 수치실험을 

시도한 경우는 많지 않다. 더욱이나 단순화된 다군 핵반응단면 을 사용하

는 1차원 는 2차원 수송코드에 의한 계산이 아니고, 이 과제에서처럼 3

차원 torus model에 의한 몬테칼로 계산을 통해 블랑켓 노물리 수치 실험

의 신뢰성을 높인 것은 매우 드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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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결과

제 1   한 국 형  H C M L  T B M 의 상 세  핵 설 계

1 . 한 국 형  H C M L  T B M 의 모 델  기 술

    ITER 핵융합로의 요한 기능  하나는 력생산 목 의 DEMO 핵

융합로에 합한 삼 수소 증식 블랑켓의 설계개념을 검증하는 것이다. 검

증의 핵심이슈로 삼 수소 증식 블랑켓은 충분한 양의 삼 수소를 공 해

야 하고, 높은 출력 도와 효율 인 력생산이 가능해야 한다는 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핵융합로의 핵특성에 가장 많은 향을 미치는 것은 삼

수소 증식 블랑켓이다. 재 ITER 핵융합로에 실험을 할 정인 한국형 

TBM은 헬륨을 냉각재로 사용하며, 액체 리튬을 삼 수소 증식물질로 사

용하는 헬륨냉각 액체 속 블랑켓(HCML)이다. 표 3.1.1에는 설계된 한국

형 ITER TBM 블랑켓의 노물리-핵  특성을 나타내었다.

    헬륨냉각 액체형 TBM 블랑켓의 반경방향과 수직방향의 단면도는 그

림 3.1.1과 그림 3.1.2에 나타내었다. 기존의 HCML TBM 설계[7]에 비해 

냉각회로(Cooling Channel)의 두께가 3cm에서 2cm로 감소하 으며, 그에 

비례해서 두 번째 반사체의 두께가 17cm에서 20cm로 증가하 다. 반경방

향으로는 일차격벽(First Wall), 일차 삼 수소 증식 역, 일차 반사체, 이

차 반사체, 이차 삼 수소 증식 역 그리고 후미 지지 격자(Back Wall)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일차 증식 역과 일차 반사체 사이 역, 두 반사

체 사이 역 그리고 이차 반사체 역과 이차 증식 역 사이에는 냉각재

인 헬륨과 냉각회로 구조물질로 채워진다. 한 삼 수소 증식 역과 반사

체 역을 환상방향으로 이분하는 역은 냉각재인 헬륨과 냉각 통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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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부분의 구조재에는 Ferritic Steel (FS, 

Eurofer)이 사용되며, 삼 수소 증식물질로 자연 상태의 리튬을 사용한다.

<그림 3.1.1> 한국형 HCML TBM의 반경방향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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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한국형 HCML TBM의 수직방향 단면도

    냉각재로 쓰이는 헬륨은 최 화 작업 으로  개념에 의하면, 냉각 

통로를 통해 후미 지지 격자(Back Wall)로 들어와 좌우격자로(Side Wall)

를 통해 일차 격자(First Wall)로 흐르게 된다. 이후 상부 덮개(Top 

cover), 증식 역(Breeding Zone), 하부 덮개(Bottom cover)를 차례로 통

과하여 다시 후미 지지격자로 순환하게 된다. 상부 덮개와 하부 덮개에는 

헬륨의 순환을 한 Manifold와 Toe가 치하여 헬륨의 순환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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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 Material Eurofer

Coolant He gas

Breeder Molten Li

Reflector Graphite

Average SHF, MW/m2 0.3

Average NWL, MW/m2 0.78

First Wall Area, m2 1.93x0.739

Heat Deposition, MW 0.83

T Production Rate, g/FPD 0.077

Local TBR 0.79

<표 3.1.1> 한국형 HCML TBM의 설계자료  핵  특성

Parameter Value

Thermal Power (MW) 0.83

Surface Heat Flux from Plasma (MW/m2) 0.3

TBM-HCML Dimension (m)

Height, Width, Depth 1.620, 0.444, 0.435

Coolant Inlet/Outlet Temperature (°C) 350/450

<표 3.1.2> 한국형 HCML TBM의 설계인자

    표 3.1.1은 한국형 HCML의 주요 설계 변수  핵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기존의 HCML TBM에 비해 블랑켓의 반경방향 면 이 지지구조

물(Common Frame) 두께 증가에 따라서 약간 증가하 다. HCML TBM

에는 성자 증식물질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HCSB(He-Cooled Solid 

Breeder)에 비해 증식되는 에 지의 총량이 상 으로 작게 측된다.

    표 3.1.2는 한국형 HCML TBM의 열수력 설계인자들을 나타내고 있

으며, 표 3.1.3은 핵특성 해석을 한 TBM 모델의 구조재, 냉각재, 반사체 

그리고 증식재의 구조 물질 조성을 나타내었다. 구조재는 구성 물질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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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같고 도가 다른 물질을 각 역 별 구조재에 사용한다. 를 들어, 

일차격벽을 반경방향으로 등간격으로 나 어 간에 치한 역은 질량

도가 1.8g/cm3 이고 구성 물질과 조성이 Eurofer와 같은 물질을 사용하

며, 일차격벽의 나머지 역은 도가 7.8g/cm3 인 Eurofer를 사용한다. 

한 상부  하부 manifold 부분은 Li과 균질화된 물질을 사용한다. 따라

서 Eurofer 물질에 6Li와 7Li이 추가 되었다.

구조 물질 질량 도 구성 핵종 구성비 (%)

He & 
Vacuum 1 .0 e - 1 0  g / c m He-4 100

Reflector 1 .4 4 g / c m C-12 100

Breeder 0 .4 7 5 6  g / c m Li-6 
Li-7

6.578
93.420

Structure

E u r o f e r : :  7 .8  g / c m

(Others)
c c h 1 m a t : :  1 .8  g / c m

(First Wall 2/3)
c c h 2 m a t : :  1 .5 6  g / c m

(Front Sepration Plate and 
First grid plate 2/3 )

c c h 3 m a t : :  4 .6 8  g / c m

(Back Sepration Plate and 
Second and Third grid 

plate 2/3 )
s d w m a t : :  5 .8 0  g / c m

(side wall)
b w l m a t : :  1 .7 7 6  g / c m

(back wall)

V-Nat.

Cr-50

Cr-52

Cr-53

Cr-54

Mn-55

Fe-54

Fe-56

Fe-57

Fe-58

W-182

W-183

W-184

W-186

0.200

0.376

7.533

0.871

0.221

0.400

5.048

82.17

1.932

0.262

0.263

0.142

0.307

0.288

<표 3.1.3> 한국형 ITER TBM의 구성물질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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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물질 질량 도 구성 핵종 구성비 (%)

Structure m a n m a t : :  5 .8 0  g / c m

(manifold)

Li-6

Li-7

V-Nat.

Cr-50

Cr-52

Cr-53

Cr-54

Mn-55

Fe-54

Fe-56

Fe-57

Fe-58

W-182

W-183

W-184

W-186

0.113

1.600

0.200

0.376

7.533

0.871

0.221

0.400

5.048

82.17

1.932

0.262

0.263

0.142

0.307

0.288

Common 
frame

4 .8 2 8  g / c m

Fe-54

Fe-56

Fe-57

Fe-58

Cr-50

Cr-52

Cr-53

Cr-54

Mo-92

Mo-94

Mo-95

Mo-96

Mo-97

Mo-98

Mo-100

Si-28

Si-29

Si-30

Mn-55

Ni-58

Ni-60

Ni-61

Ni-62

Ni-64

O-16

H-1

3.601

58.33

1.378

0.186

0.730

14.64

1.692

0.429

0.355

0.226

0.393

0.416

0.241

0.615

0.250

0.689

0.036

0.024

1.950

9.071

3.614

0.159

0.517

0.136

3.043

0.383

<표 3.1.3> 한국형 ITER TBM의 구성물질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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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한 국 형  H C M L  T B M 의 노 물 리  특 성

    TBM의 노물리 특성을 나타내는 주된 노물리 성능인자로서는 삼 수

소 증식률(TBR, Tritium Breeding Ratio)과 에 지 증식률 (NEM, 

Neutron Energy Multiplication factor)이 정의된다. 삼 수소 증식률은 단

시간당 라즈마 역에서 소비되는 삼 수소의 양에 한 단 시간당 

블랑켓에서 생성되는 삼 수소의 양의 비율로 정의된다. 삼 수소의 충분

한 공 과 자기충족조건은 핵융합로의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삼 수소 

증식율은 가장 주된 노물리 성능인자로서 취 된다. 한 에 지 증식률은 

입사 성자의 에 지(∼14.06MeV)에 한 블랑켓에서 생성되는 에 지의 

비율로 정의된다. 핵융합 증식 블랑켓의 핵심 인 기능  하나는 성자

와 감마선의 운동 에 지를 가능한 한 효율 으로 수용하는 것이며, 이에 

한 TBM의 기능을 에 지 증식률로 나타낼 수 있다.

    표 3.1.4는 한국형 HCML ITER TBM의 삼 수소증식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일차 증식재 역은 반경방향으로 같은 비로 6개의 역으로 나

었고, 이차 증식재 역은 반경방향으로 같은 비로 3개의 역으로 나

어 계산하 다. 나머지 역에서의 삼 수소증식 특성은 그 외의 역으

로 취합하여 나타내었다. 한국형 HCML ITER TBM의 삼 수소 증식재를 

구성하는 물질은 자연 상태의 리튬이며, 7.4% Li과 92.6% Li으로 구성

되어 있다.  HCML TBM에서 핵종별 삼 수소가 생성되는 비율은 Li에

서 9.8%, Li에서 90.192% 정도 생성된다. 역별 삼 수소가 생성되는 비

율은 Breeder1 역에서 80.5%, Breeder2 역에서 15.6%, 그리고 그 외 

역에서 3.8%이다. 삼 수소증식률은 0.135 정도로 측되며, 하루 동안

의 성자조사에 의해 생성되는 삼 수소의 양은 2.216 ppm 정도이다. 

Top cover와 Bottom cover에서의 삼 수소 유량 감소로 인해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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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ML TBM 설계[7]에 비해 삼 수소 생성량이 약간 감소하 다.

구역
Graphite Reflector

6Li 7Li 6Li + 7Li

First Breeder1 1.924E-02 2.307E-03 2.155E-02

First Breeder2 1.544E-02 2.248E-03 1.769E-02

First Breeder3 1.424E-02 2.185E-03 1.643E-02

First Breeder4 1.410E-02 2.120E-03 1.622E-02

First Breeder5 1.492E-02 2.056E-03 1.698E-02

First Breeder6 1.804E-02 1.992E-03 2.003E-02

Second Breeder1 8.491E-03 8.958E-05 8.580E-03

Second Breeder2 6.259E-03 8.801E-05 6.347E-03

Second Breeder3 6.139E-03 8.574E-05 6.225E-03

그 외 역 5.074E-03 9.058E-05 5.165E-03

total 1.220E-01 1.326E-02 1.352E-01

Tritium Breeding Ratio 1.352E-01

T Production(#/day) 5.769E+21

T after 1day irradiation(gm) 2.897E-02

T Concentration(ppm) 2.216E+00

<표 3.1.4> 한국형 HCML TBM의 삼 수소증식 특성

    그림 3.1.3은 한국형 HCML TBM 내부에서의 성자속 공간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체 성자속과 속 성자속(Fast Flux)을 표시하 다. 

0.1 MeV 이상의 성자속을 속 성자속으로 표시하 으며, 각 성자속

의 값은 성자원 하나가 기여하는 각 역에서의 성자속의 수치이다. 

성자속이 블랑켓 역을 지나 후미 벽을 지날 때까지   정도 감소

하 다. 반사체에 의한 성자속의 감소효과가 가장 크게 작용했으며, 

Breeder 역에서는 성자속의 감소효과가 미미하 다. 한 일차 반사

체 역과 이차 반사체 역에서는 체 성자속에 한 감소율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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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성자속에 한 감소율이 크게 나타나며, 이를 통해 반사체에서의 

성자에 한 감속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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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한국형 HCML TBM 내부에서의 성자속 분포

    그림 3.1.4는 블랑켓 내부 역에서의 에 지 출력 도의 공간분포를 

나타낸다. 해당 출력 도는 모사 성자원 한 개당 기여하는 양으로 표시

하 다. 삼 수소 증식 역에서는 성자 거동에 의한 출력 생성이 지배

이며, 성자/감마선 차폐 역에서는 감마선이 출력 생성에 기여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삼 수소 증식 역인 일차 증식재 역과 일차 반사체 

역의 경계에서 출력 도가 증가하고, 한 이차 증식재 역과 이차 반사

체 역의 경계에서도 출력 도가 증가하고 있다. 자세한 증가추세는 그림 

3.1.5에 나타내었다. 이는 Li의 반응이 고속 성자에 주로 반응하는데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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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Li(n,a)T 반응단면 은 성자의 에 지가 감소함에 따라 단조 증

가하기 때문에 반사체 역에 의해 감속된 열 성자가 Li(n,a)T 반응에 

의해 에 지를 많이 발생 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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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한국형 HCML TBM 에 지 출력 도의 공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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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증식 역 에 지 출력 도의 공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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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5는 한국형 ITER TBM의 에 지 생성 특성을 나타낸 것이며, 

Neutron에 의한 에 지 생성과 Photon에 의한 에 지 생성을 나 어 나

타내었다. 14.06 MeV의 핵융합 성자에 의해서 19.15 MeV 정도의 에

지가 생성되고 있으며, 에 지 증식률(NEM)은 1.362 정도로 상되었다.

Reference Model
Neutron heating

(MeV/gm)

Photon heating

(MeV/gm)
Total

 CF - Horizontal 2.155E+00 7.676E+00 9.831E+00

 CF - Vertical 6.018E-01 2.122E+00 2.724E+00

 First Wall 4.277E-01 1.202E+00 1.630E+00

 Breeder

  -Front Left 3.380E-01 2.227E-02 3.603E-01

  -Front Right 3.219E-01 2.177E-02 3.437E-01

  -Rear Left 5.955E-02 1.646E-03 6.119E-02

  -Rear Right 4.698E-02 1.633E-03 4.862E-02

 Reflector

  -Front Left 1.990E-01 1.524E-01 3.515E-01

  -Front Right 2.006E-01 1.533E-01 3.539E-01

  -Rear Left 1.112E-01 1.401E-01 2.525E-01

  -Rear Right 1.124E-01 1.401E-01 2.525E-01

 Separation Plate 1.745E-02 1.936E-01 2.110E-01

 Grid Plate 1 4.827E-02 3.308E-01 3.791E-01

 Grid Plate 2 2.207E-02 2.607E-01 2.828E-01

 Grid Plate 3 3.885E-03 9.123E-02 9.511E-02

 Top Wall 1.724E-02 9.098E-02 1.082E-01

 Bottom Wall 1.733E-02 9.106E-02 1.084E-01

 Side Wall 7.271E-02 8.820E-01 9.548E-01

 Back Wall 8.676E-03 2.222E-01 2.309E-01

 Shield Plug 5.221E-02 5.867E-01 6.389E-01

Total 4.775E+00 1.438E+01 1.915E+01

NEM 1.362E+00

<표 3.1.5> 한국형 HCML TBM의 에 지생성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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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한 국 형  H C M L  T B M 의 방 사 화  해 석

1 . 방 사 화  특 성  해 석 을  한  계 산  과 정

    한국형 HCML ITER TBM의 검증 실험에 의한 방사능 조사 후 발생

하는 방사능(radioactivity)과 붕괴열(decay heat)은 MCCARD와 ORIGEN 

code[8]를 연계하여 계산하 다. ORIGEN 코드는 ORNL(Oak Ridge 

National Laboratory)에서 개발한 방사능 핵종의 붕괴를 계산하는 컴퓨터 

코드 시스템이다. ORIGEN 입력 시 해당 방사능 물질에서의 성자속

(Flux)과 핵종별 질량(isotopic mass)이 필요하다. 이러한 TBM의 각 역

에서의 성자속과 종별 질량은  MCCARD 계산을 통해서 얻는다. 그림 

3.2.1은 MCCARD에 의한 TBM 방사화 특성 해석 계산 과정을 나타낸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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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TBM 방사화 특성해석 계산 과정

    ORIGEN 계산을 해서는 1그룹 핵반응단면 (cross-section)과 핵분

열 생성률(fission product yield) 라이 러리가 필요하다. ORIGEN code는 

가압 경수로, 비등 경수로, 고속로 같은 형 으로 많이 활용되는 경우에 

한 라이 러리를 포함하고 있다. 방사화 특성 계산의 경우 고속로에 

한 ORIGEN 내부 라이 러리인 ‘fftfc’를 요 핵종에 하여 보정을 한 

후 사용하 다. ‘fftfc’는 Fast Flux Test Facility Cross-section library의 

약어로서  고속 성자속의 비율이 높은 스펙트럼 특성을 보인다. 

MCCARD 코드는 셀로 정의된 역의 1그룹 미시단면 을 각각 결과로 

출력해 다. 본 계산에서는 주요 구조재의 구성 핵종과 방사화 계산시 주

요한 역할이 상되는 핵종의 일군 미시단면 을 계산하여 이를 'fftfc' 라

이 러리에 보정하 다. 표 3.2.1은 ‘fftfc' 라이 러리 보정을 수행한 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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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내었다. 구조재 구성 핵종을 제외한 방사화 계산에 주요한 역할이 

상되는 핵종은 MCCARD 계산시 극소량의 첨가 물질(impurity)을 넣어 

일군 미시단면 을 얻어 내었다. 이를 통해 얻어낸 ORIGEN 코드의 

1-group 핵반응단면 은 부록 B에 역별로 나타내었다.

비고 핵반응 단면 을 보정한 핵종 

구조재 물질

(Eurofer)

Cr-50, Cr-52, Cr-53, Cr-54, Mn-55

Fe-54, Fe-56, Fe-57, Fe-58

W-182, W-183, W-184, W-186

첨가 물질

(Impurity)

O-16, Al-Nat. ,Ti-46, Ti-47, Ti-48, Ti-49

Ti-50, Co-59, Ni-58, Ni-60, Ni-61, Ni-62

 Cu-63, Cu-65, Nb-93, Mo-92

 Mo-95, Mo-96, Mo-97, Mo-98. Mo-100

<표 3.2.1> TBM 계산시 핵반응 단면 을 보정한 핵종

    ORIGEN 계산의 입력에 필요한 성자속은 MCCARD로부터 얻은 

성자원 하나당 성자속 값에 실제 성자수를 곱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실제 성자수는 TBM에 달되는 에 지에 성자 하나의 에 지인 

14.06 MeV를 나 어 구한다. 한 TBM에 달되는 에 지는 

NWL(neutron wall loading)값인 0.78 MW/에 일차 격벽(First Wall)의 

면 인 1.42627 m


 (1.93m×0.739m)을 곱한 6.94356×10


 MeV을 사용한

다. 이와 같은 계산과정을 통해 얻은 실제 성자의 개수는 4.93852×10


 

(#) 이다. 일차 격벽에서의 성자원 당 성자속은 5.39×10


 (cm


sec


) 이며, 이에 성자의 개수를 곱하면 성자속 2.66230×10


 (#/cm



sec)를 얻을 수 있다. 표 3.2.2 는 ORIGEN 계산을 수행한 역별 성자

속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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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성자 수

(#)

성자원 당

성자속

성자속

(#/cm


sec)

 First Wall 4.93852×10


5.39088×10


2.66230×10


 Back Wall 4.93852×10


4.96545×10


2.45220×10


 Side Wall 4.93852×10


2.30658×10


1.13911×10


 Top & Bottom 4.93852×10


2.07944×10


1.02694×10


 Breeder 4.93852×10


3.19364×10


1.57719×10


 Grid Plate 1 4.93852×10


4.42774×10


2.18665×10


 Grid Plate 2 4.93852×10


3.03967×10


1.50115×10


 Grid Plate 3 4.93852×10


8.16224×10


4.03094×10


 Reflector1 4.93852×10


3.83445×10


1.89365×10


 Reflector2 4.93852×10


1.93548×10


9.55843×10


<표 3.2.2> 각 역별 성자속 계산

    표 3.2.3은 일차격벽(first wall) 방사화 계산에 한 ORIGEN 입력을 

나타내었다. 이 입력에는 표 3.2.2에서 계산된 2.66230×10


 의 성자속으로 

111일간 노출 시킨 후 100년 동안의 방사능 추이를 결과로 출력하도록 설

정되어 있다. 각 핵종별 질량을 입력하는 단 는 gram이며, 라즈마 정

지(shutdown) 이후 2일, 5년, 10년, 20년, 40년, 50년 그리고 100년의 결과

를 출력하도록 하 다.



- 428 -

  -1

  -1

  -1

  RDA  *  BURNUP OF HYPER Fuel

  RDA  **  CROSS SECTION LIBRARY = FFTF,

  RDA     -1 = FRESH PWR FUEL WITH IMPURITIES (1 MT = 1000 KG)

  RDA     WARNING:  VECTORS ARE CHANGED WITH RESPECT TO CONTENT.

  RDA               THESE CHANGES WILL BE NOTED ON RDA CARDS.

  CUT     5 1.0E-10 7 1.0E-10 9 1.0E-10 -1

  LIP     0 0 0

  RDA        DECAY LIB    XSECT LIB                      VAR. XSECT

  LIB     0    1 2 3     381 382 383    9   50   0   1         1

  RDA      PHOTON LIB

  PHO     101 102 103  10

  TIT  INITIAL COMP. OF UNIT AMOUNTS OF FUEL AND STRUCTURAL MAT'S

  RDA     READ FUEL COMPOSITION INCLUDING IMPURITIES (1000 KG)

  INP     -1  1  -1  -1  1  1

  TIT     IRRADIATION OF ONE METRIC TON OF PWR FUEL

  MOV     -1 1 0 1.0

  PCH     1  1  1

  HED     1                                                 CHARGE

  BUP

  IRF     10.0  2.66230E+14   1   2   4  2

  IRF     20.0  2.66230E+14   2   3   4  0

  IRF     30.0  2.66230E+14   3   4   4  0

  IRF     40.0  2.66230E+14   4   5   4  0

  IRF     50.0  2.66230E+14   5   6   4  0

  IRF     60.0  2.66230E+14   6   7   4  0

  IRF     70.0  2.66230E+14   7   8   4  0

  IRF     80.0  2.66230E+14   8   9   4  0

  IRF     90.0  2.66230E+14   9  10   4  0

  IRF    111.0  2.66230E+14  10  11   4  0

<표 3.2.3> 일차격벽 방사화 계산을 한 ORIGEN 입력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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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P

  HED      -1   FUEL CHG

  HED      11   FUEL DIS

  MOV      11   2   0   1.0

  RDA     ***** DECAY MODULE *****

  DEC     1.0   2   4   4   2

  DEC     2.0   4   3   4   0

  DEC     5.0   3   4   5   0

  DEC    10.0   4   5   5   0

  DEC    20.0   5   6   5   0

  DEC    40.0   6   7   5   0

  DEC    50.0   7   8   5   0

  DEC   100.0   8   9   5   0

  OPTL      4*8  7  8  7  8  7  8 8*8  5*7  8

  OPTA      4*8  7  8  7  8  7  8 8*8  5*7  8

  OPTF      4*8  7  8  7  8  7  8 8*8  5*7  8

  OUT      9    1     -1    0

  END

  4 230510 2.50309E+02 240500 4.70582E+02 240520 9.42791E+03

  4 240530 1.09010E+03 240540 2.76592E+02 250550 5.00619E+02

  4 260540 6.31781E+03 260560 1.02840E+05 260570 2.41799E+03

  4 260580 3.27905E+02 741820 3.29157E+02 741830 1.77720E+02

  4 741840 3.84225E+02 741860 3.60446E+02 0 0.0

  0

<표 3.2.3> 일차격벽 방사화 계산을 한 ORIGEN 입력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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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방 사 화  특 성  해 석  결 과

    한국형 HCML ITER TBM 모델의 방사화 특성 해석은 

NWL(Neutron Wall Loading)을 0.78 MW/  로 설정하여 111일간 노출

시키는 조건으로 100년까지의 방사능(Activity)과 붕괴열(Decay Heat)을 

계산하 다. ORIGEN 계산에는 일차 격벽(First Wall), 증식 역

(Breeder), 일차 반사체(Front Reflector), 이차 반사체(Back Reflector), 상

/하  덮개(Top&Bottom Cover), 후미 지지구조물(Back Wall), 일차 격

자 벽면(First Grid Plate), 이차 격자 벽면(Second Grid Plate) 그리고 삼

차 격자 벽면(Third Gird Plate)등 10개의 구조물을 고려하 다.  

MCCARD 계산 모델 cell  일부는 균질화 하여 사용하 다. 상 와 하

 부분의 냉각 채 을 구성하는 toe와 manifold 부분은 각각 인 한 덮개

와 같이 계산을 하 고, 분리 벽면(Seperation Plate)은 반사체 역과 같

이 계산하 다. 단, 지지 격자(Common Frame)는 TBM 방사화 특성 해석

에서 제외 시켰다. 표 3.2.4는 ORIGEN 계산을 수행한 역을 MCCARD

의 Cell 이름으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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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EN 계산에서의

TBM 역
MCCARD Cell

f i r s t  w a l l first wall 

b a c k  w a l l back wall 

s i d e  w a l l  side wall1, side wall2 

t o p & b o t t o m  c o v e r
side wall3, top toe, top manifold, side wall4

 bottom toe, bottom manifold

b r e e d e r first breeder1, second breeder

g r i d  p l a t e 1 grid plate1

g r i d  p l a t e 2 grid plate2

g r i d  p l a t e 3 grid plate3

r e f l e c t o r 1 reflector1, seperation plate front

r e f l e c t o r 2 reflector2, seperation plate back

<표 3.2.4> ORIGEN 계산에서 TBM 역을 구성하는 MCCARD Cell

  가 . 방 사 능  ( A c t i v i t y )

    표 3.2.5와 그림 3.2.2는 각 역에서의 Plasma Shutdown 이후 100년

까지의 방사능의 추이를 표시하 다. Plasma Shutdown 직후 체 방사능

의 양은 3.10×10(Curie) 이다. 이  일차 격벽 역에서의 방사능은 

1.22×10(Cuire)로 TBM 체 역  방사능의 양이 가장 많다. 그 외의 

역에서의 방사능의 양은 좌우격벽(Side wall), 상 /하  덮개(Top & 

Bottom Cover), 격자 벽면(Grid Plate), 후미 지지 격자(Back Wall), 반사

체(Reflector) 그리고 증식 역(Breeder)의 순서이다. Plasma Shutdown 

이후 100년까지는, Shutdown 직후 같은 감소율을 유지하며 감소하는 추

이를 보인다. 단 증식 역에서는 Shutdown 이후 방사능 값이 격히 0

으로 수렴해서, 2일 이후의 방사능의 값은 0(Curie)을 나타내고, 반사체 

역에서는 50년 이후 다른 역에 비해 감소율이 어드는 모습을 보인다. 



- 433 -

이는 방사화 역을 계산한 다른 역이 모두 같은 물질인 Eurofer 구조

재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반사체 역은 분리 벽면(Separation Plate)과 

Graphite 반사체를 균질화한 물질로 이루어 져 있기 때문이다. Graphite 

반사체의 방사능은 방사화 해석 기에는 크지 않지만, 비교  오래 지속

되기 때문에 50년 이후의 방사능 감소 추이에 향을 다.

    주요 핵종별 방사능의 추이는 표 3.2.6과 그림 3.2.3에 나타내었다. 

Shutdown 직후에는 Fe-55, Cr-51, W-185 핵종에 의한 방사능의 양이 크

며, Li-8과 C-14 핵종의 방사능의 양이 작다. 반감기가 수개월 이내인 

Cr-51, W-185 핵종에 의한 방사능은 5∼10년 이내에 사라지며, Mn-54에 

의한 방사능은 50년 이내에 사라진다. 한 반감기가 수년인 Fe-55, 

Co-60에 의한 방사능은 100년까지 지속된다. C-14는 반감기가 5730년으

로 다른 핵종에 비해 크기 때문에, 방사능 양 자체는 작지만 오래 지속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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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Region
0 2.0DY 5.0YR 10.0YR 20.0YR 40.0YR 50.0YR 100.0YR

first wall 1.22E+05 9.53E+04 1.10E+04 2.89E+03 2.01E+02 9.73E-01 6.77E-02 3.43E-07

back wall 1.43E+04 7.45E+03 3.11E+02 8.20E+01 5.70E+00 2.76E-02 1.92E-03 4.61E-08

side wall 8.05E+04 4.77E+04 3.27E+03 8.63E+02 6.00E+01 2.91E-01 2.03E-02 2.93E-07

top&bottom 1.61E+04 9.51E+03 6.52E+02 1.72E+02 1.20E+01 5.79E-02 4.03E-03 5.67E-08

breeder 1.54E+03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grid plate1 2.65E+04 1.58E+04 1.11E+03 2.94E+02 2.04E+01 9.89E-02 6.91E-03 1.25E-07

grid plate2 2.43E+04 1.44E+04 1.02E+03 2.69E+02 1.87E+01 9.05E-02 6.31E-03 9.85E-08

grid plate3 6.56E+03 3.88E+03 2.74E+02 7.22E+01 5.02E+00 2.43E-02 1.69E-03 1.96E-08

reflector1 8.54E+03 5.06E+03 3.58E+02 9.44E+01 6.56E+00 3.18E-02 2.25E-03 2.72E-05

reflector2 9.60E+03 5.68E+03 4.01E+02 1.06E+02 7.36E+00 3.56E-02 2.51E-03 2.74E-05

total 3.10E+05 2.05E+05 1.84E+04 4.85E+03 3.37E+02 1.63E+00 1.14E-01 5.55E-05

<표 3.2.5> 각 역별 생성된 Induced Activity (curie)

1 10 100
10-10

10-9

10-8

10-7

10-6

1x10-5

1x10-4

10-3

10-2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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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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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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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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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
]

Time [year]

 first wall
 back wall
 side wall
 top&bottom wall
 grid plate 1+2+3
 reflector 1+2
 total

<그림 3.2.2> 각 역별 생성된 유도 방사능의 시간에 따른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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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Isotope
0 2.0DY 5.0YR 10.0YR 20.0YR 40.0YR 50.0YR 100.0YR

Cr-51 9.42E+04 8.96E+04 1.36E-15 1.96E-35 0.00E+00 0.00E+00 0.00E+00 0.00E+00

Mn-54 5.44E-01 5.41E-01 9.47E-03 1.65E-04 4.99E-08 4.59E-15 1.39E-18 3.56E-36

Fe-55 6.97E+04 6.96E+04 1.84E+04 4.85E+03 3.37E+02 1.63E+00 1.13E-01 1.84E-07

Co-60 1.66E-01 1.66E-01 8.61E-02 4.46E-02 1.20E-02 8.62E-04 2.31E-04 3.22E-07

W-185 8.64E+03 8.48E+03 4.13E-04 1.98E-11 4.52E-26 0.00E+00 0.00E+00 0.00E+00

C-14 2.80E-05 2.80E-05 2.80E-05 2.79E-05 2.79E-05 2.78E-05 2.78E-05 2.76E-05

Li-8 7.72E+02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표 3.2.6> 각 핵종에 의해 생성된 유도 방사능 (Curie)

1E-3 0.01 0.1 1 10 100
1E-15

1E-11

1E-7

1E-3

10

100000

 Cr-51
 Mn-54
 Fe-55
 Co-60
 W-185
 C-14

A
ct

iv
ity

 [c
ur

i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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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핵종 별 유도 방사능의 시간에 따른 추이 (Curie)

    ORIGEN 계산에 사용된 핵반응단면  라이 러리의 종류에 따라 두 

가지 경우로 나 어 방사능의 추이를 비교해 보았다. 첫 번째 경우(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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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는 주요 핵종에 해 MCCARD의 미시단면  결과로 보정한 핵반응단

면 ('fftfc’)를 사용한 경우이다. 두 번째 경우(Case 2)는 ‘fftfc’를 그 로 

사용한 경우이다. 추가로 JAERI에서 계산한 JAERI 설계 TBM에 한 유

도 방사능 계산 결과[10]의 경우에 해서도 표시하 다. JAERI 설계 

TBM은 베릴륨(Be)를 성자 증식재(Multiplier)로 LiTiO를 증식재

(Breeder)로 사용하며, 구조재 물질은 F82H를 사용한다. 각 유도 방사능

(Induced Activity)의 단 는 Bq/ton 으로, 각 역의 물질 질량이 1 ton일 

경우 생성되는 Activity 양을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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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일차 격벽(First Wall)의 유도 방사능 (Bq/Ton)

    그림 3.2.4는 일차격벽(First Wall)의 방사능의 추이를 나타내었고, 그

림 3.2.5는 후미 지지 격자(Back Wall)의 방사능의 추이를 나타내었다. 일

차 격벽의 경우 핵반응단면 을 보정한 첫 번째 경우(Case 1)가 보정하지 

않은 두 번째 경우(Case 2)보다 10 정도 큰 유도 방사능 값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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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첫 번째 경우 계산이 JAERI의 결과에 보다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후미 

지지 격자의 경우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의 방사능 값의 차이는 10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 첫 번째 경우가 두 번째 경우보다 

JAERI의 결과에 더 유사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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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후미 지지 격자(Back Wall)의 유도 

방사능(Bq/Ton)

  나 . 붕 괴 열  ( D e c a y  H e a t )

    표 3.2.7은 각 역에서의 plasma shutdown 이후 100년까지의 붕괴열

의 추이를 표시하 다. plasma shutdown 직후 붕괴열은 좌우격벽(Side 

wall)과 일차격벽(First Wall) 역에서 가장 크다. 체 6.38×10(Watt)의 

붕괴열  약 50%정도가 좌우격벽과 일차격벽 역에서 발산된다. 붕괴열

은 shutdown 이후 시간의 추이에 따라 각 역에서는 같은 비율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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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Plasma shutdown 2일 후에는 1.89×10(Watt), 10년 후에는 1.58×

10


(Watt) 그리고 100년 후에는 7.24×10


(Watt)를 발산한다. 주요 핵

종에 의해 생성된 붕괴열은 방사능의 추이와 동일하다.

       Time

Region

0 2.0DY 5.0YR 10.0YR 20.0YR 40.0YR 50.0YR 100.0YR

first wall 1.67E+02 5.53E+01 3.71E-01 9.80E-02 6.86E-03 3.70E-05 3.40E-06 3.59E-09

back wall 4.41E+01 1.34E+01 1.05E-02 2.78E-03 1.96E-04 1.17E-06 1.30E-07 6.61E-10

side wall 2.07E+02 6.23E+01 1.11E-01 2.94E-02 2.08E-03 1.33E-05 1.61E-06 4.00E-09

top&bottom 4.13E+01 1.24E+01 2.21E-02 5.84E-03 4.13E-04 2.58E-06 3.03E-07 7.71E-10

breeder 2.92E+01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grid plate1 2.22E+01 6.78E+00 1.22E-02 3.22E-03 2.31E-04 1.73E-06 2.66E-07 2.06E-08

grid plate2 6.32E+01 1.94E+01 3.46E-02 9.16E-03 6.52E-04 4.50E-06 6.00E-07 1.36E-09

grid plate3 1.71E+01 5.23E+00 9.26E-03 2.45E-03 1.71E-04 9.24E-07 8.52E-08 2.60E-10

reflector1 2.22E+01 6.78E+00 1.22E-02 3.22E-03 2.31E-04 1.73E-06 2.66E-07 2.06E-08

reflector2 2.50E+01 7.64E+00 1.36E-02 3.60E-03 2.54E-04 1.58E-06 2.01E-07 2.07E-08

total 6.38E+02 1.89E+02 5.97E-01 1.58E-01 1.11E-02 6.45E-05 6.86E-06 7.24E-08

<표 3.2.7> 각 역 별 생성된 붕괴열 (W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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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각 역 별 생성된 붕괴열의 시간에 따른 추이

      Time

Isotope
0 2.0DY 5.0YR 10.0YR 20.0YR 40.0YR 50.0YR 100.0YR

Cr-51 2.02E+01 1.92E+01 2.92E-19 4.20E-39 0.00E+00 0.00E+00 0.00E+00 0.00E+00

Mn-54 2.71E-03 2.69E-03 4.71E-05 8.20E-07 2.49E-10 2.28E-17 6.92E-21 1.77E-38

Fe-55 2.35E+00 2.35E+00 6.21E-01 1.64E-01 1.14E-02 5.51E-05 3.83E-06 6.22E-12

Co-60 2.56E-03 2.56E-03 1.33E-03 6.87E-04 1.85E-04 1.33E-05 3.57E-06 4.97E-09

W-185 6.50E+00 6.38E+00 3.11E-07 1.49E-14 3.40E-29 0.00E+00 0.00E+00 0.00E+00

C-14 8.20E-09 8.20E-09 8.20E-09 8.19E-09 8.18E-09 8.16E-09 8.15E-09 8.11E-09

Li-8 2.88E+01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표 3.2.8> 각 핵종에 의해 생성된 붕괴열 (W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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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각 핵종에 의해 생성된 붕괴열의 시간에 따른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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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노 물 리  계 산 을  한  M C C A R D  방 법 론

1 . 노 물 리  성 능 인 자

    삼 수소 증식 블랑켓의 노물리 성능 최 화를 수행하기 해서는 블

랑켓의 노물리 설계 성능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필수 이다. 본 

연구에서는 블랑켓의 성능을 보다 정량 으로 평가하기 해서, 핵심 인 

노물리 성능 인자를 정의하고 몬테칼로 계산을 통해서 이를 평가할 것이

다. 한, 반복 인 몬테칼로 계산에 기반하여 이러한 노물리 성능 인자에 

부여되는 제한 조건에 한 검증이 수행될 것이다. 이 에서는 주요한 노

물리 성능인자로서 삼 수소 증식율 (TBR, Tritium Breeding Ratio), 에

지 증식율 (EMF, Energy Multiplication Factor), 그리고 방사선에 의한 

손상율(DPA, Displacement Per Atom)이 정의되고, 몬테칼로 성자/감마

선 수송 계산에 합한 형태로 수식화 된다.

  가 . 삼 수 소  증 식 율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삼 수소 자기 증식조건은 핵융합로의 가능

성을 결정짓는 필수  조건이다. 따라서 블랑켓의 노물리 성능을 검증할 

때에는 삼 수소 자기증식조건(tritium self sufficiency)의 성취 가능성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일반 으로 설계된 블랑켓의 삼

수소 증식능(tritium breeding capacity)은 삼 수소 증식율에 의해 정량화

되며, 다음의 식과 같이 표 될 수 있다.

,N
N

+

−Λ =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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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N+은 블랑켓 역에서 생성되는 삼 수소의 생성율을 나타내

며, N-는 라즈마 역에서 연소되는 삼 수소의 소비율을 나타낸다. 일

반 으로 수소-삼 수소(Deuterium-Tritium) 핵융합 반응에서는 하나의 

성자와 하나의 알  입자가 생성되기 때문에, 삼 수소 소비율은 라즈

마 역에서 방출되는 성자의 개수와 일치하게 된다.

    블랑켓 역에서 삼 수소는 6Li와 7Li의 증식 반응으로부터 생성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식 (3.3.2)에 정의된 바와 같이 삼 수소 증식율은 6Li와 

7Li에 의한 생성율의 합과 라즈마 역에서 방출되는 성자의 수로서 

표 될 수 있다.[11]

( )6 7
1 ,Li LiT T
N − −Λ = +

   (3.3.2)

-6 -6( , )

-7 -7( , ' )

,

,

.

Li Li n TV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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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N number of  neutrons emitted  from the plasma

          T dEdV

          T dEdV

α

α

φ

φ

=

= ×Σ

= ×Σ

∫ ∫
∫ ∫

    MCCARD 계산에서 6Li와 7Li에 의한 삼 수소 생성량이 각각 모든 

삼 수소 증식 역(tritium breeder)에서의 생성량의 합으로 계산되며, 아

래의 식과 같이 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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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t

i

where
          W=particle weight,

T =track length(cm),
          σ =microcopic cross-section of reaction t(barn),

N =number density of isotope i(#/barn-cm).

  나 . 핵 반 응 에  의한  에 지  달 율

    블랑켓에서의 에 지 증식율을 계산하기 해서는 블랑켓의 각 요소

에 달되는 에 지의 양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에서

는 에 지 달율을 계산하기 해서 MCCARD에 구 된 방법론에 하

여 기술할 것이다. 일반 으로 핵분열을 포함하여 다양한 핵반응이 발생하

는 매질에서 에 지 달량은 다음의 식으로 정의된다.

/ ( ) ( , , ) ,a V t E
F m H E r E t dEdtdVρ= Φ∫ ∫ ∫ (3.3.4)

a

where
          ρ =atom density(atoms/barn-cm),
          m=cell mass(grams),
          H(E)=heating response(summed over nuclides in a material).

    에 지 달량 계산을 한 비행 거리 계산법(track length estimate 

tally)은 다음의 식에 의해 표 되며, 성자와 감마선에 의한 에 지 달

량은 각각의 heating response에 따라서 계산될 수 있다.

1,2 ( ) ( ) / ,l T avg aF W T E H E mσ ρ= × × × ×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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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T

avg

where
          W=particle weight,

T =track length(cm),
          σ (E)=total neutron or photon cross-section(barns),

H (E)=average heating number (MeV/collisions).

    의 식에서 F1과 F2는 각각 성자와 감마선의 에 지 달량을 나

타낸다. 핵융합로의 블랑켓 요소와 같은 비핵분열성 물질(non-fissionable 

materials)에서 체 에 지 달량은 성자와 감마선에 의한 에 지 

달량의 합으로 계산된다.

    성자 는 감마선이 물질과 일으키는 핵반응의 종류에 따라서 

average heating number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성자에 의한 에 지 

달량의 average heating number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out p
i iavg i i

i
H E E p E E E E E Q⎡ ⎤= +⎢ ⎥⎣ ⎦∑

   (3.3.6)

i
out
i

i
p
i

where
          E=incident neutron energy,

p (E)=probability of reaction i,

E (E)=average energy of secondary neutrons,
Q =Q-value of reaction i,

E (E)=average energy of secondary photons.

    MCCARD 계산에서는 감마선이 물질과 반응하여 일으키는 반응 에

서 네 가지 반응만이 고려되며, 여기에서 간섭  산란(coherent 

scattering)을 제외한 비간섭  산란(incoherent scattering), 생성(pair 

production), 그리고 효과(photoelectric capture) 등이 반응을 통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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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달한다. 그러므로 감마선에 의한 에 지 달량의 average 

heating number는 다음과 같이 표 될 수 있다.[12]

( ) ( ) - ,outavg i
i

H E p E E E⎡ ⎤= ⎣ ⎦∑
  (3.3.7)

2
out 0

where
          i=1: incoherent(Compton) scattering with form factors,

i=2: pair production, E =1.022 MeV(=2m c ),
i=3: photoelectric capture.

  다 . 방 사 선  조 사 에  의한  손 상 율

    방사선 조사에 의해 발생되는 물질 손상은 핵융합로 시스템과 같은 

심각한 핵  조건(severe nuclear condition)에서는 매우 요한 설계 고려

사항이다. 방사선은 물질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계  는 재료  손상을 

일으킨다. 를 들면, 방사선 조사에 의해서 과도한 열생성, 기체 생성(수

소 는 헬륨), 그리고 격자 손상(lattice defects) 등이 발생하며 이는 핵

융합로 요소들의 유효 수명을 제한하게 된다. 일반 으로 

DPA(Displacement Per Atom)는 방사선 조사가 발생시키는 여러 물리  

는 화학  효과들을 종합 으로 나타내는 인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사

선에 의한 물질 손상율을 정량화 하는데 활용되어져 왔다.

    DPA는 주어진 성자속에 하여 원자가 원래의 치에서 이탈되는 

개수로서 정의된다. 조사된 성자는 에 지를 모두 잃을 때까지 매질의 

원자와 충돌하기 때문에, 이탈된 원자의 개수는 격자 내에서 원자를 이탈

시키는 데에 사용된 체 에 지(Ea)와 특정 원자의 이탈을 한 평균

인 문턱 에 지(Ed)에 따라서 결정된다. DPA는 다음의 식으로부터 계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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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1 ( ) ( ) ,
2 2

a
DXt E

d d

EDPA E E dEdt
E E

σ φ= = ∫ ∫ (3.3.8)

a

d

DX

where
          E =total available energy,
          E =average threshold displacement energy,
          σ (E)=damage energy production cross-section (eV-barns).

    일반 으로 특정 원자의 이탈을 한 평균 인 문턱 에 지(Ed)는 

속 원소에 하여 실험 으로 결정된다. 표 3.3.1는 일반 으로 리 활용

되며 MCCARD 계산에 사용된 이탈 에 지 값을 나타낸다.

Element Ed(eV) Element Ed(eV)

Be 31 Co 40

C 31 Ni 40

Mg 25 Cu 40

Al 27 Zr 40

Si 25 Nb 40

Ca 40 Mo 60

Ti 40 Ag 60

V 40 Ta 90

Cr 40 W 90

Mn 40 Au 30

Fe 40 Pb 25

<표 3.3.1> DPA 계산에서 사용되는 속 원자의 이탈 에 지[13]

2 . 기 하 학  근 사



- 447 -

    몬테칼로 계산은 핵융합로 요소와 같은 복잡하고 비정규 인 구조물

을 모사할 수 있고 핵융합로의 핵  조건에 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블랑켓의 노물리 해석 계산에 종종 활용되어져 왔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몬테칼로 계산은 매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최 화 연구에서는 모든 블랑켓 요소들은 세부 으로 구 하는 것

은 매우 비효율 이다. 한, 이러한 블랑켓 요소들을 모두 고려할 때에는 

몬테칼로 계산에 필요한 산 시간이 최종 인 결과를 얻는데 커다란 장

애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최 화 연구를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해

서는 핵융합로 요소들의 기하하  구조를 히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하

다.

    그림 3.3.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블랑켓 모듈은 크게 두 부분 - 안

쪽 부분(inboad)과 바깥쪽 부분(outboard) - 으로 나뉜다. 안쪽 블랑켓은 

앙 솔 노이드(central solenoid)를 향해 장착된 부분을 나타내고 바깥쪽 

블랑켓은 폴로이달 자석이 감겨진 역을 향해 장착된 부분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블랑켓 요소들이 일차 격벽(first wall), 삼 수소 증식 역

(breeder), 차폐 역(shield), 진공 용기(vacuum vessel), 그리고 기타 구

조물(structure materials)로 단순화된다. 본 최 화 연구에서는 계산 효율

성을 하여 디버터와 블랑켓 모듈의 간극은 고려되지 않는다. 그 신에 

삼 수소 증식율의 여유도를 고려함으로서 이러한 요소들이 증식율에 미

치는 향을 최 화 계산결과에 반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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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ITER 토카막의 반경 방향 단면 [14]

    많은 연구에서는 노물리 해석 계산을 용이하게 하기 하여 단순화된 

기하학  모델이 활용되어져 왔으며, 이러한 기하학  근사가 내포하고 있

는 문제 이 계산 결과와 함께 제시되어져 왔다. 최근의 최 화 연구에서

는 다섯 가지 블랑켓 모델이 도입되었으며, 블랑켓의 성능을 평가하기 

해 활용되어져 왔다. 사용된 다섯 가지 블랑켓 모델은 일차원 구조(slab 

geometry), 원통형 단일 블랑켓(single-board cylinder), 원통형 이  블랑

켓(double-boards cylinder), 원형 토러스(circular torus), D형 토러스

(D-shape torus)이다. 기존의 DEMO 블랑켓에 한 핵설계 계산에서는 

원통형 이  블랑켓 모델이 사용되었다.[7]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인 핵융합로 블랑켓 설계와 가장 유사하고 블랑켓의 성능에 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D형 토러스(D-shape torus)가 노물리 해석 계산을 

한 참조 모델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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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3차원 D형 토러스 구조의 기하학  단면

    의 그림은 3차원 D형 토러스의 도식  구조를 나타낸 것이며, 이는 

ITER 토카막의 제원을 단순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토러스 모델에

서 토러스의 주 반경(major radius)은 623cm이고, 부 반경(minor radius)

은 217cm이다. D형 토러스 내부의 회색 역은 라즈마로부터 방출되는 

핵융합 성자에 한 체 소(volumetric source)를 나타낸다. 다음 장에서

는 반사체(spectral shifter)를 갖는 3차원 D형 토러스 모델에 의해 DEMO 

블랑켓의 노물리 성능  차폐 성능이 평가될 것이다.

3 . 최 화  계 산 과 정

    일반 으로 블랑켓 시스템에 한 최 화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형태

로 나뉠 수 있다. 첫 번째 형태에서는 고정된 블랑켓의 성능을 가정하고 

핵융합로 시스템의 성능 지수(figure of merit)가 라즈마 조건의 함수로

서 최 화된다. 두 번째 형태에서는 반 로 고정된 라즈마 조건을 가정

하고 핵융합로 시스템의 성능 지수가 블랑켓 설계 변수들의 함수로서 최

화된다. 본 연구는 최 화 계산이 라즈마 조건과 상 없이 독립 으로 

수행되고 블랑켓의 설계 변수가 최 화 계산을 한 필수 인 인자로 정

의되기 때문에, 두 번째 형태와 유사한 최 화 방법론을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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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블 랑 켓 의 성 능  지 수

    블랑켓에 한 최 화 연구의 목 은 주어진 제한 조건 내에서 최고

의 성능을 제공하는 설계 변수의 조합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해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져 왔으나, 아직까지 만족스러운 결

과가 성취되지는 못했다. 이것은 다양한 설계 변수들이 체계 으로 고려되

지 못했고 블랑켓 성능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항상 어느 정도의 불확실

성이 수반되었기 때문이다. 블랑켓 설계에 한 최 화 계산에서는 하나의 

설계 변수가 블랑켓의 반 인 성능에 상반되는 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소간 복잡한 성격을 띠게 된다. 왜냐하면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블랑

켓의 성능 인자가 몇 가지 설계 인자의 함수 형태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최 화된 블랑켓 설계를 얻기 해서는 이러한 설계 변수들이 

동시에 고려되고 설계 제한치 내에서 체계 으로 충되어야 한다.

    최 화 연구에서는 성능 지수(FOM, Figure of Merit)가 설계 목 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 기 생산 비용(cost of electricity) 최소화, 원자

로 크기 최소화, 그리고 원자로 방사화 정도의 최소화 등등이 설계 목 이 

될 수 있으며 각각의 설계 목 은 서로 다른 성능 인자(figure of merit)를 

갖게 된다. 삼 수소 증식 요건(tritium breeding requirement)이 증식 블

랑켓의 성공 인 운 을 한 가장 필수 인 조건이기 때문에, 본 최 화 

연구에서는 삼 수소 자기만족 조건(tritium self-sufficiency)의 성취 여부

를 가장 주요한 성능 인자(figure of merit)로 선택하 다. 삼 수소 증식

율(TBR) 이외에 블랑켓의 차폐 성능, 핵반응에 의한 에 지 생성, 에 지 

증식율(EMF), 그리고 성자 증식율(NMF) 등이 부가 인 블랑켓 성능 

인자로서 고려된다. 이러한 여타 성능 인자들은 삼 수소 증식율이 심각하

게 하되지 않는 범  내에서 최 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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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체(spectral shifter)를 갖는 블랑켓 개념에서는 블랑켓의 노물리 

성능이 반사체의 기하학  구조, 물질 조성, 배열, 두께, 그리고 삼 수소 

증식 역에서의 치 등에 크게 향을 받는다. 부가 으로 6Li와 7Li의 삼

수소 증식 특성이 증식 역에서의 성자 스펙트럼에 의존 이기 때문

에, 이러한 노물리 성능은 삼 수소 증식재에서 6Li와 7Li의 비율, 즉 6Li 

농축도에 의해 향을 받는다.

  나 . 최 화  계 산 의 다 섯  단 계

    본 최 화 연구는 두 가지 단계로 수행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통

인 블랑켓 설계 개념의 노물리 성능이 분석되고 그 한계  한 지 된

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러한 한계 을 극복하기 해 새로운 블랑켓 개

념이 도입되고 해당 블랑켓의 노물리 성능이 최 화된다. 본 연구에서는 

블랑켓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해서 반사체 개념이 도입된다. 반사체 개념

은 삼 수소 증식 역에서의 성자 스펙트럼을 변화시킴으로서, 블랑켓

의 노물리 성능과 차폐 성능을 향상시키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반사체에 

한 한 기하학  구조와 물질 조성을 결정하는 것이 최 화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필수 인 과정이 된다.

    삼 수소 자기 만족조건(tritium self sufficiency)을 만족하는 블랑켓 

개념이 도입되고, 그 이후에 블랑켓의 노물리 성능을 극 화하기 한 최

화 과정이 수행된다. 노물리 성능과 차폐 성능에 련된 몇가지 설계 변

수들이 설계 제한치 내에서 고려되며, 최 화 과정은 최 화된 해를 탐색

하기 한 반복 인 MCCARD 계산과정으로 구성된다. 간단하게 최 화 

과정은 아래와 같은 필수 인 다섯 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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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통 인 는 참조형 블랑켓 설계에 한 노물리 특성의 평가와 분석

나. 노물리 성능을 향상시키기 한 반사체 개념의 도입

다. 주요 노물리 설계 변수에 한 설계 제한치 설정

라. 보다 향상된 성능 인자를 얻기 한 설계 변수 조합 부근에서의 최

화 반복 계산

마. 최종 인 블랑켓 설계에 한 노물리 성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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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헬 륨 냉 각  액 체 속  블 랑 켓  최 화  연구

1 . 액 체 속  증 식  블 랑 켓 의 특 성

    일반 으로 액체 속 증식 블랑켓은 몇 가지 바람직한 특성을 갖는다. 

액체 속은 방사선 손상을 상 으로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삼 수소 

증식 블랑켓에 반 구 으로 사용될 수 있다. 액체 속은 성자 증식재

(neutron multiplier)와 높은 리튬 농축도를 갖는 삼 수소 증식재(tritium 

breeder) 없이도 삼 수소 자기 만족조건을 상 으로 쉽게 성취 할 수 

있다. 한 액체 속형 삼 수소 증식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삼 수소 추

출과정이 블랑켓 외부에서 수행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블랑켓 설계가 보다 

단순화 될 수 있다. 액체 속형 블랑켓은 잠재 으로 높은 온도에서 운

될 수 있으며, 리튬 증식재의 순환 회로가 냉각재 상실사고 시에 부가 인 

냉각 회로로 사용될 수 있다.

    액체 속 블랑켓 에서 개별 냉각 방식의 블랑켓(separately cooled 

blanket)은 통상 으로 헬륨이나 물을 냉각재로 사용하며, 액체 속형 삼

수소 증식재는 삼 수소 추출을 하여 매우 느린 속도로 순환하게 된

다. 에 언 된 특성 외에도, 헬륨냉각 액체형 리튬(HCML, He-cooled 

Molten Li) 블랑켓 개념은 보다 매력 인 특성을 갖는다. 냉각 시스템으로

의 삼 수소 침투 상에 한 우려가 없으며, 불활성 기체 환경에서 리튬 

화재의 가능성이 매우 낮고, 여러 재료 물질의 호환성 문제가 고, 삼

수소 증식재(리튬)의 흐름이 매우 느리기 때문에 MHD(Magneto-Hydro 

Dynamics) 효과에 한 우려가 그다지 크지 않다.

    많은 액체 속 증식 블랑켓 개념에서, 높은 농축도를 갖는 리튬 증식

재가 삼 수소 증식율을 강화하기 해서 채택되었고 베릴륨이 매우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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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n) 반응 단면 을 갖기 때문에 통상 으로 성자 증식재로 활용된다. 

그러나  베릴륨은 매우 독성이 강하고 그 부존자원이 매우 제한 이며 더

욱이 장시간의 성자 조사에 의해 부풀림(swelling) 상이 발생할 가능

성이 존재한다. 한 리튬의 자원 효용성 에서 높은 리튬 농축도를 갖

는 삼 수소 증식재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성자 증식재(베릴륨)를 사용하지 않는 헬륨냉각 액체형 리

튬(HCML, He-cooled Molten Li) 블랑켓을 제안하며, 노물리 성능을 향상

시키고 높은 리튬 농축도를 갖는 삼 수소 증식재의 사용을 피하기 한 

방안으로 반사체 개념을 도입한다.

2 . 헬 륨 냉 각  액 체 속  블 랑 켓 의 모 델  설 명

  가 . 참 조 형  헬 륨 냉 각  액 체 속  블 랑 켓

    이 에서는 헬륨냉각 액체형 리튬(HCML) 블랑켓의 노물리 특성을 

정량화하기 해서, 반사체(spectral shifter, moderator와 reflector를 포함)

를 갖지 않는 통 인 개념의 블랑켓 모델을 참조형 블랑켓으로 삼고 참

조형 블랑켓 모델의 노물리 성능과 차폐 성능을 먼  분석하고, 그 이후에 

반사체를 갖는 블랑켓 모델의 성능과 비교하기로 한다. 그림 3.4.1은 참조

형 헬륨냉각 액체형 리튬 블랑켓의 반경 방향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참조형 헬륨냉각 액체 속 블랑켓 개념에서는 자연 상태의 리튬을 삼

수소 증식재로 사용하고 헬륨을 냉각재로 활용한다. Ferritic steel(FS, 

Eurofer)과 Borated FS(BFS)이 진공 용기(VV), 일차 격벽(FW), 그리고 

고온(HT)/ 온(LT) 차폐재를 포함하여 구조재 물질로 사용된다. 참조형 

블랑켓의 다층 인 기하학  구조는 그림 3.3.2의 3차원 D형 토러스 구조

로 모사되며, 아래의 그림에서 모사된 바와 같이 안쪽 블랑켓과 바깥쪽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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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켓은 동일한 반경 방향 배열을 갖는 것으로 가정된다.

Plasma

R=405 cm

VV filler 
(90% BFS, 10% He)

Outer shield

Vacuum 
Vessel 

Inner (LT) shield Inner (HT) shield

Back wall
(80% FS, 20% He)

Breeder

First 
WallGap

Plasma

R=84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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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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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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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board

Outboard

Plasma

R=405 cm

VV filler 
(90% BFS, 10% He)

Outer shield

Vacuum 
Vessel 

Inner (LT) shield Inner (HT) shield

Back wall
(80% FS, 20% He)

Breeder

First 
WallGap

Plasma

R=84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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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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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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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board

Outboard

<그림 3.4.1> 참조형 헬륨냉각 액체 속 블랑켓의 안쪽(Inboard)  

바깥쪽(Outboard) 반경방향 배열

  나 . 반 사 체 형  헬 륨 냉 각  액 체 속  블 랑 켓

    그림 3.4.2는 참조형 블랑켓과 반사체형 블랑켓의 바깥쪽(Outboard) 

반경방향 배열을 비교한 것이며, 여기에서 반사체는 삼 수소 증식 역내

로 삽입되고 삽입된 정도에 따라서 고온 차폐재(HT shield)가 제거된다

(model b). 감소된 차폐능을 보완하기 해서, 온 차폐재(LT shield)가 

부분 으로 WC와 B4C 차폐재로 체된다(model c). 삼 수소 증식 역으

로부터 설되는 성자는 차폐 역에서 감속되고 흡수된다. 삼 수소 증

식 역에서의 성자 스펙트럼이 블랑켓의 반 인 기하학  구조와 물

질 조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최상의 노물리 성능을 보이는 최 화된 

블랑켓 구조와 조성을 찾아내는 것이 필수 이다. 반사체에 한 보다 세

부 인 최 화를 해서 반사체의 두께와 배후 격벽(back wall)으로부터 

거리를 각각 x와 y로 표시하고 변수로 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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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체를 갖는 블랑켓 모델(model b와 model c)에서 안쪽 블랑켓(IB, 

Inboard)과 바깥쪽 블랑켓(OB, Outboard)이 참조형 블랑켓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반경 방향 구조를 갖도록 모사된다. 한, 성자 원은 14.06MeV

의 단일 에 지를 갖고 발생되며 3차원 타원형 내부 토러스의 체 소로부

터 등방성으로 방출된다. 반사체형 블랑켓 모델도 참조형 블랑켓 모델과 

마찬가지로 그림 3.3.2의 3차원 D형 토러스 구조로 모사된다.

VV filler Back ShieldVV

Reflector

Breeder1
FW (R=840 cm)

Breeder2

0.5               40-y               x          y      6   (1)       60-x          (2)  3      10      3  (2)     5

Plasma

Thick, cm

Back Wall
(83% Nat. Li, 10% He, 7% FS)

Plas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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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eder Back Wall HT Shield (85% FS, 10% W, 5% He)

LT Shield (95% BFS, 5% He)a) Reference HCML Model

b) Reflected HCML Model with a single shield

(90% BFS, 10% He)

(95% B4C, 5% He)

Reflector

Breeder1 Breeder2

0.5              40-y                x          y      6   (1)     50-x   3   7   (2) 3      10      3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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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ck, cm
(95% WC, 5% He) (95% BFS, 5% He)

Back Wall

c) Reflected HCML Model with three shields

VV filler Back ShieldVV

Reflector

Breeder1
FW (R=840 cm)

Breeder2

0.5               40-y               x          y      6   (1)       60-x          (2)  3      10      3  (2)     5

Plasma

Thick, cm

Back Wall
(83% Nat. Li, 10% He, 7% FS)

Plas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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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eder Back Wall HT Shield (85% FS, 10% W, 5% He)

LT Shield (95% BFS, 5% He)a) Reference HCML Model

b) Reflected HCML Model with a single shield

(90% BFS, 10% He)

(95% B4C, 5%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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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eder1 Breeder2

0.5              40-y                x          y      6   (1)     50-x   3   7   (2) 3      10      3  (2)    5

Plasma

Thick, cm
(95% WC, 5% He) (95% BFS, 5% He)

Back Wall

c) Reflected HCML Model with three shields

<그림 3.4.2> 참조형  반사체형 헬륨냉각 액체 속 블랑켓의 

바깥쪽(Outboard) 반경방향 배열 비교

  다 . 반 사 체  물 질 의 노 물 리  성 능 에  한  비 교

    반사체형 블랑켓의 노물리 성능을 향상하기 해서, 삼 수소 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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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부터의 성자 설이 가능한 최소화되어야 하고 반사체는 심각한 

성자 흡수나 과도한 성자 소멸 없이 핵융합 성자를 안정 으로 감

속해야 한다. 네 가지 잠재 인 반사체 후보 물질(Be, 11B4C, graphite, 

TiC)의 노물리 성능을 비교하기 해서 의 그림에서 세 번째 블랑켓 모

델(model c)에 하여 반사체와 두 번째 증식재(breeder2)의 두께를 변화

시켜가면서 삼 수소 증식율을 평가하게 된다.

    표 3.4.1에서는 반사체 두께(x)는 25cm로 고정되며 두 번째 증식재 두

께(y)의 증가는 첫 번째 증식재(breeder1) 두께의 감소에 의해 상쇄된다. 

Be 반사체는 다른 여타 물질에 비해 높은 삼 수소 증식율을 성취할 수 

있다. 11B4C 반사체는 graphite 반사체에 비해 약간 향상된 삼 수소 증식

능을 보여주며, 이는 TiC 반사체 보다는 두드러지게 향상된 값을 나타낸

다. 11B4C, graphite, 그리고 TiC 반사체를 갖는 블랑켓의 삼 수소 증식율

은 두 번째 증식재의 두께가 매우 작을 때(3∼4cm) 극 화되며, Be 반사

체는 일차 격벽에 가까워질수록 삼 수소 증식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

낸다. 이는 고속 성자속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Be의 (n,2n) 반응율과 성

자 증식능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 로 다른 반사체의 성자 증

식능은 상 으로 성자 스펙트럼에 덜 민감하다. 한, Be의 높은 성

자 증식능과 Ti의 발열 포획반응(exothermic capture reaction)으로 인해 

Be과 TiC 반사체는 상 으로 큰 에 지 증식율을 나타낸다.

    표 3.4.2에서는 두 번째 증식재 두께(y)는 5cm로 고정되며 반사체 두

께(x)의 증가는 WC 차폐재 두께의 감소에 의해 상쇄된다. Be 반사체는 

가장 높은 삼 수소 증식율을 보여주며 TiC 반사체는 가장 낮은 증식율을 

갖는다. TiC 반사체를 제외하고 여타 반사체의 삼 수소 증식율은 반사체 

두께가  40cm 정도일 때 극 화된다. Be 반사체의 성자 증식율은 반사

체 두께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여타 반사체는 (n,2n) 반응율이 그다지 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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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기 때문에 성자 증식율은 반사체 두께에 따라서 약간 감소한다. 한, 

Be과 TiC 반사체의 에 지 증식율은 반사체 두께의 증가에 따라서 향상

되지만 11B4C와 graphite 반사체는 반 의 경향성을 보여 다. Be과 TiC 

반사체의 에 지 증식율 증가는 Be의 (n,2n) 반응에 의한 성자 증식과 

Ti의 (n,r) 반응에 의한 에 지 생성에서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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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tium Breeding Ratio (TBR)

y(cm) Be 11B4C Graphite TiC

0.0 1.354 1.238 1.181 1.116

1.0 1.549 1.352 1.277 1.130

3.0 1.583 1.355 1.288 1.131

5.0 1.601 1.346 1.284 1.123

10.0 1.638 1.314 1.258 1.086

Neutron Multiplication Factor (NMF)

y(cm) Be
11B4C Graphite TiC

0.0 1.427 1.135 1.141 1.158

1.0 1.438 1.134 1.141 1.159

3.0 1.460 1.132 1.139 1.160

5.0 1.484 1.131 1.137 1.160

10.0 1.552 1.125 1.132 1.163

Energy Multiplication Factor (EMF)

y(cm) Be 11B4C Graphite TiC

0.0 1.293 1.172 1.168 1.224

1.0 1.258 1.147 1.148 1.221

3.0 1.261 1.143 1.142 1.219

5.0 1.268 1.141 1.139 1.219

10.0 1.288 1.136 1.131 1.221

*x=Thickness of Reflector

 y=Thickness of Breeder 2

<표 3.4.1> 반사체형 헬륨냉각 액체 속 블랑켓의 노물리 성능 

비교 (x=25cm, D형 토러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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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tium Breeding Ratio (TBR)

x(cm) Be 11B4C Graphite TiC

20.0 1.554 1.332 1.254 1.141

25.0 1.601 1.346 1.284 1.123

30.0 1.623 1.349 1.305 1.105

40.0 1.629 1.337 1.326 1.078

50.0 1.604 1.320 1.327 1.065

Neutron Multiplication Factor (NMF)

x(cm) Be 11B4C Graphite TiC

20.0 1.460 1.133 1.142 1.162

25.0 1.484 1.131 1.137 1.160

30.0 1.501 1.129 1.133 1.160

40.0 1.521 1.129 1.129 1.159

50.0 1.529 1.128 1.127 1.159

Energy Multiplication Factor (EMF)

x(cm) Be 11B4C Graphite TiC

20.0 1.262 1.146 1.146 1.210

25.0 1.268 1.141 1.139 1.219

30.0 1.272 1.138 1.134 1.226

40.0 1.279 1.134 1.127 1.236

50.0 1.284 1.132 1.121 1.240

*x=Thickness of Reflector

 y=Thickness of Breeder 2

<표 3.4.2> 반사체형 헬륨냉각 액체 속 블랑켓의 노물리 성능 

비교 (y=5cm, D형 토러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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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과 11B4C 반사체의 노물리 성능이 graphite나 TiC 반사체에 비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Be과 11B4C는 몇가지 제한된 재료  특성으로 인해 

실제 인 블랑켓 설계에서는 사용되기 어렵다. Be 반사체는 매우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제작ㆍ처리 비용이 많이 든다. 그리고 일부 사고 조건에서

는 산화반응에 의해 수소를 생성하게 된다. 부가 으로 Be 증식재의 최  

운  가능 온도는 통상 으로 ∼900°C 이하로 제한된다. 11B4C 반사체의 

경우에는 10B 불순물의 매우 높은 성자 흡수율로 인해 극단 으로 높은 

11B 농축도(99.99% 이상)를 필요로 한다.

    네 가지 잠재 인 반사체 후보 물질 에서 graphite가 비교  합한 

물성을 갖고 있으며 상 으로 비용이 렴하다. graphite 반사체의 잠재

인 장 은 graphite가 매우 높은 열용량(heat capacity)을 갖기 때문에 

냉각재 상실사고의 경우에 열 흡수체(heat sink)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

며 이로 인해 반사체형 헬륨냉각 액체 속 블랑켓의 안  특성이 보다 강

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가 으로 graphite 반사체는 매우 높은 온도 조

건과 심각한 방사화 환경에서도 안 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다음 에서의 최 화 계산은 graphite 반사체를 갖는 헬륨냉각 액체

속 블랑켓에 하여 수행될 것이다.

3 . 반 사 체 형  블 랑 켓 의 노 물 리  성 능

    반사체는 삼 수소 증식 역에서 성자 스펙트럼을 변화시키는 역할

을 수행하기 때문에, 블랑켓의 노물리 성능과 차폐 성능에 매우 큰 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블랑켓의 성능을 극 화하기 해서는 한 성

자 스펙트럼을 제공하는 최 화된 블랑켓의 기하학  구조와 물질 조성을 

찾아내는 것이 필수 이다. 이 에서는 헬륨냉각 액체 속 블랑켓의 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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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와 련된 설계 변수를 변화시켜 가면서 최 화 계산이 수행되며, 최종

인 계산 결과가 함께 제시될 것이다. 이 의 모든 블랑켓 노물리 성능 

계산에는 그림 3.3.2의 3차원 D형 토러스 모델이 활용되었다.

  가 . 반 사 체 형  블 랑 켓 의 설 계  변 수  최 화

    에서 언 된 바와 같이, 삼 수소 증식능 에서 6Li는 속 성

자 스펙트럼을 그리고 7Li은 고속 성자 스펙트럼을 선호하기 때문에 삼

수소 증식율은 성자 스펙트럼에 의해 결정된다. 한 성자 스펙트럼

을 제공하는 최 화된 블랑켓 구조를 도출하기 해서, 흑연 반사체의 두

께와 치에 한 최 화 계산이 수행된다. 삼 수소 증식 역의 체 두

께는 40cm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블랑켓 체의 두께를 항상 106.5cm로 

일정하게 유지하기 해서 반사체 두께의 변화는 차폐 역의 두께의 변

화로 상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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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 흑연 반사체형 블랑켓에서 반사체 두께에 따른 

삼 수소 증식율의 추이 (D형 토러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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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4.3에서 삼 수소 증식율은 반사체 두께의 증가에 따라서 향상

되며, 서로 다른 두께의 반사체를 갖는 블랑켓에 하여 두 번째 삼 수소 

증식재(breeder2)의 최 화된 두께가 존재한다. 최 화된 두께는 매우 작

으며(3∼4cm), 보다 두꺼운 반사체의 경우에 하여 더욱 작아지게 된다. 

만일 두 번째 증식재의 두께가 최 화된 두께보다 크게 되면, 7Li 기여분

의 감소로 인해서 삼 수소 증식율은 차 으로 어들게 된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삼 수소 증식율은 반사체두께가 40cm 정도일 때 

제일 크며, 반사체 두께를 그 이상 늘리더라도 증식율은 그다지 개선이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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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 흑연 반사체형 블랑켓에서 6Li와 7Li에 의한 

삼 수소 증식율의 기여도 추이 (D형 토러스 모델)

   그림 3.4.4 는 6Li와 7Li에 의한 삼 수소 증식율 기여분을 반사체를 갖

는 블랑켓에 하여 개별 으로 나타낸 것이다. 두 번째 증식재가 보다 두

꺼워짐에 따라서, 7Li의 삼 수소 생성율이 차 으로 감소하고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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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Li의 삼 수소 증식율은 격하게 증가하 다가 어느 정도 수 에서 수렴

한다. 두 번째 삼 수소 증식재가 매우 얇을 경우에는(3cm 이하), 6Li 기

여분이 체 삼 수소 증식율을 증가시킨다. 이와 반 로 두 번째 증식재

가 두꺼울 때에는, 체 삼 수소 증식율이 7Li 기여분의 감소로 인해 보

다 작아지게 된다.

    참조형 블랑켓의 삼 수소 증식율은 ∼1.074 정도이고, 체 삼 수소 

증식율의 64.6%가 6Li의 반응에 의해 생성된다.[7] 30cm 두께의 흑연 반사

체를 갖는 블랑켓은 1.310 정도의 최  삼 수소 증식율을 보여주고, 체 

삼 수소 증식율의 70.6%가 6Li의 반응에서 나머지는 7Li의 반응에서 생성

된다. 여기에서 6Li 기여분의 차이가 참조형 블랑켓과 흑연 반사체형 블랑

켓 간의 삼 수소 증식율의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음이 지 되어야 한다.

  나 . 블 랑 켓  내 부 에 서 의 성 자 속  분 포

    이 에서는 흑연 반사체의 노물리 특성을 규명하기 해서 삼 수소 

증식 역에서의 성자 스펙트럼의 변화를 분석하 다. 그림 3.4.5는 삼

수소 증식 역에서의 성자 스펙트럼의 거동을 보여 다. 고속 성자의 

비율이 일차격벽과 첫 번째 증식재 사이의 경계(black line)에서 보다 높으

며, 속 성자의 비율은 상 으로 반사체 부근(green and blue lines)에

서 높다. 속 성자는 
6

Li의 삼 수소 증식을 해 증식 역에서 흡수되

기 때문에, 오히려 배후 격벽(back wall) 부근에서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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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 흑연 반사체형 블랑켓의 삼 수소 증식 역에서의 

성자속 분포 (D형 토러스 모델)

    그림 3.4.6은 체 블랑켓 역에서의 성자 스펙트럼의 거동을 나타

낸다. 고속 성자(E>0.1MeV)의 비율이 첫 번째 증식재(breeder1)에서 높

으며, 속 성자의 비율은 반사체와 두 번째 증식재(breeder2)에서 상

으로 높다. 의 그림에서부터 반사체를 갖는 블랑켓과 차폐 역에서 

성자속이 거의 10
-4 정도로 감소하 음을 알 수 있다. 흑연 반사체형 블

랑켓에서 진공용기에 한 고속 성자의 향을 평가하기 해서는 보다 

정량 인 분석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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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6> 흑연 반사체형 블랑켓의 바깥쪽 역에서 

성자속 거동 (D형 토러스 모델)

  다 . 1 1 B 4 C  반 사 체 에 서  1 0 B  불 순 물 의 삼 수 소  증 식 율 에  한  향

    11B4C 반사체를 갖는 블랑켓이 흑연이나 TiC 반사체를 갖는 블랑켓에 

비해 보다 뛰어난 삼 수소 증식율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10B 불순물로 인

해서 
11B4C 반사체는 실 인 안이 될 수 없다. 이 에서는 10B 불순

물이 삼 수소 증식율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해서, 11B 농축도가 

99%에서 99.99999%까지 변화되었다. 표 3.4.3은 11
B4C 반사체를 갖는 블랑

켓에서 다양한 11B 농축도에 따른 삼 수소 증식율의 추이를 보여 다. 다

음의 표에서 10B 불순물이  없는 블랑켓에 상응하는 삼 수소 증식율

을 얻기 해서는 99.9999% 이상의 11B 농축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11B 농축도를 극단 으로 높이는 비용과 기술  어려움을 고려해 볼 때, 

11B4C는 실 으로 반사체 물질로서 선택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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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B 
Fraction 

(wt%)

Reflector Thickness

x=20cm x=25cm x=30cm x=40cm x=50cm

 99 0.909 0.900 0.896 0.892 0.890

 99.9 1.048 1.025 1.012 1.000 0.996

 99.99 1.159 1.124 1.099 1.074 1.065

 99.999 1.277 1.259 1.234 1.192 1.167

 99.9999 1.325 1.334 1.330 1.309 1.286

 99.99999 1.332 1.345 1.347 1.334 1.316

11B 100% 1.332 1.347 1.349 1.337 1.320

*Thickness of Breeder 2 (y) = 5cm

<표 3.4.3> 11B4C 반사체형 블랑켓에서 10B 불순물이 삼 수소 증식율에 

미치는 향

  라 . 반 사 체  도 의 삼 수 소  증 식 율 에  한  향

    앞 의 반사체 설계 변수에 한 최 화 계산에서는 1.76gm/cm3의 

도를 갖는 원자력 등  흑연(nuclear-grade graphite)이 반사체 물질로

서 사용되었다. 충분한 수 의 삼 수소 증식율 확보에 필요한 반사체의 

두께를 최소화하기 해서는 가능한 높은 도를 갖는 반사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재의 기술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보다 높은 도의 흑

연 반사체의 사용이 가능하리라 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반사체 

도에 따른 삼 수소 증식율의 추이를 조사하기 해서 반사체의 도를 

1.64gm/cm3에서 2.00gm/cm3까지 변화시키면 삼 수소 증식율을 계산하

다.

    그림 3.4.7에서 고 도 반사체를 갖는 블랑켓이 보다 향상된 삼 수소 

증식율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한 바와 같이 고 도 반사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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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체 두께의 증가와 마찬가지로 삼 수소 증식율에 정 인 향을 미

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cm 두께의 반사체를 갖는 블랑켓의 경우에는 

고 도 반사체가 체 삼 수소 증식율을 더 이상 향상시키지 못한다. 만

일 고 도 반사체가 블랑켓에 사용될 수 있다면, 삼 수소 자기 만족조건

은 보다 얇은 두께의 블랑켓 구조에서 성취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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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7> 흑연 반사체형 블랑켓에서 반사체 도가 

삼 수소 증식율에 미치는 향 (y=5cm, D형 토러스 모델)

  마 . 6 L i  농 축 도 의 삼 수 소  증 식 율 에  한  향

    삼 수소 증식재의 물질 조성이 블랑켓의 노물리 특성에 미치는 향

을 조사하기 해서, 삼 수소 증식율이 두 번째 증식재(breeder2)와 반사

체의 두께에 따라서 6Li 농축도의 함수 형태로 평가된다. 아래의 그림은 

6Li 농축도가 8∼12 wt% 일 때, 삼 수소 증식율이 최 값에 도달함을 보

여 다. 흥미롭게도 최 화된 6Li 농축도는 자연상태의 조성(6.58wt%)에 

근 하며 삼 수소 증식율은 8∼12 wt% 역에서 6Li 농축도에 그리 민

감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약간 높은 농축도를 갖는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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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증식재가 물질 조성에 한 보정없이 매우 장시간 사용 가능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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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8> 흑연 반사체형 블랑켓에서 6Li 농축도와 증식재의 두께가 

삼 수소 증식율에 미치는 향 (x=25cm, D형 토러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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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9> 흑연 반사체형 블랑켓에서 6Li 농축도와 반사체의 두께가 

삼 수소 증식율에 미치는 향 (y=3cm, D형 토러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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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4.8과 그림 3.4.9에서의 삼 수소 증식율 곡선이 그림 3.4.3의 

것과 경향 으로 일치하고 있음이 지 되어야 한다. 그림 3.4.8에서는 3cm 

두께의 두 번째 증식재(breeder2)를 갖는 블랑켓 모델이 가장 좋은 삼 수

소 증식율을 보여 다. 그림 3.4.9에서는 반사체 두께가 40cm 이상일 때에 

그림 3.4.3과 마찬가지로 삼 수소 증식율이 수렴된 거동을 보여주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바 . 베 릴 륨  반 사 체 형  블 랑 켓 의 노 물 리  특 성

    에서 언 된 바와 같이 베릴륨이 많은 재료  문제 을 가지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노물리 성능 에서 베릴륨 반사체는 매우 매력 인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다른 연구에서는 베릴륨이 성자 증

식재(multiplier) 는 반사체(reflector)로 종종 활용되어져 왔다. 이 에

서는 베릴륨 반사체의 노물리 에서의 잠재성을 평가하기 해서, 베릴

륨 반사체를 갖는 헬륨냉각 액체 속 블랑켓의 노물리 설계 변수 최 화

가 수행된다. 이러한 최 화 계산은 앞 에서와 동일하게 그림 3.4.2에서

의 블랑켓 구조에 하여 반복 으로 시행되며, 검증을 해서 흑연 반사

체를 갖는 블랑켓의 노물리 성능과 비교된다.

    그림 3.4.10은 베릴륨 반사체와 두 번째 증식재의 두께 증가에 따른 

삼 수소 증식율의 거동을 나타낸 것이다. 두 번째 증식재의 두께가 증가

함에 따라서, 삼 수소 증식율은 계속 증가한다. 베릴륨의 (n,2n) 반응이 

∼1.9MeV 정도의 문턱 에 지를 갖기 때문에, 두 번째 증식재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서 베릴륨 반사체의 성자 증식율이 강화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베릴륨 반사체가 40cm 이상으로 두꺼워지면 삼 수소 증식율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베릴륨 반사체가 일차 격벽에 가까워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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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성자의 증식과 감속이 보다 강화되고, 이에 따라서 6Li의 삼 수소 

증식율이 계속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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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0> 베릴륨 반사체형 블랑켓에서 두 번째 증식재와 

반사체의 두께에 따른 삼 수소 증식율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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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1> 베릴륨 반사체형 블랑켓에서 6Li와 7Li에 의한 

삼 수소 생성율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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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4.11은 20cm와 40cm 두께의 베릴륨 반사체를 갖는 블랑켓에 

하여 6Li와 7Li에 의한 삼 수소 증식율을 나타낸 것이다. 7Li의 삼 수

소 증식율은 반사체 두께의 변화에 심각하게 향을 받지 않으며, 두 번째 

증식재 두께의 증가에 하여 약간 감소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와는 반

로, 6Li의 삼 수소 증식율은 반사체와 두 번째 증식재 두께의 증가에 따

라서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4.12는 베릴륨 반사체와 두 번째 증식재의 두께에 따른 성자 

증식율(NMF)의 거동을 보여 다. 반사체와 두 번째 증식재가 두꺼워짐에 

따라서 성자 증식율이 증가한다. 두 번째 증식재 두께의 증가는 베릴륨 

반사체가 일차 격벽에 가깝게 근함을 의미한다. 고속 성자(E>1.9MeV)

가 주로 베릴륨의 (n,2n) 반응에 기여하기 때문에, 성자 증식율은 베릴

륨 반사체가 두꺼워지거나 는 일차 격벽에 가까워짐에 따라서 계속 증

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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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2> 베릴륨 반사체형 블랑켓에서 반사체와 두 번째 

증식재의 두께에 따른 성자 증식율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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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4.1과 그림 3.4.9를 비교해 보면, 삼 수소 증식율이 흑연 반사

체를 갖는 블랑켓에서는 2차함수 인 거동을 보여주며 두 번째 증식재의 

두께가 3-4cm 정도일 때 최 값을 나타낸다. 반면에 베릴륨 반사체를 갖

는 블랑켓의 삼 수소 증식율은 두 번째 증식재의 두께에 따라서 계속 증

가한다. 이는 체 삼 수소 증식율에 한 6Li와 7Li의 기여분이 그림 

3.4.2와 그림 3.4.10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매우 다른 거동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두 번째 증식재의 두께가 5cm 이상일 경우에, 흑연 반사체를 

갖는 블랑켓의 삼 수소 증식율은 7Li의 기여분에서의 감소로 인해 보다 

작아지게 된다. 베릴륨 반사체를 갖는 블랑켓은 에 지 증식율의 증가로 

인해서 두 번째 증식재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서 보다 높은 삼 수소 증

식율을 나타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경우 모두에서 반사체 

두께가 40cm 이상일 때에는 삼 수소 증식율이 두드러지게 향상되지는 

않는다.

4 . 반 사 체 형  블 랑 켓 의 차 폐  성 능

    앞 에서 반사체를 갖는 헬륨냉각 액체 속 블랑켓이 도입되었으며, 

해당 블랑켓의 노물리 성능이 분석되었다. 반사체의 도입이 노물리 성능의 

향상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반사체형 헬륨냉각 액체 속 블랑켓이 차폐 

역의 어든 두께로 인해서 충분한 차폐 성능을 보장할 수 있을지 여부

는 확실하지가 않다. 그러므로 이 에서는 반사체형 헬륨냉각 액체 속 

블랑켓에서 진공용기(Vacuum Vessel)와 도 자석(S/C Magnet)의 

차폐 성능 에서 설계 요건의 만족 여부를 분석하기로 한다.

  가 . 헬 륨 냉 각  액 체 속  블 랑 켓 의 차 폐  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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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으로 블랑켓 차폐의 목 은 진공용기와 도 자석을 성

자와 이차 인 감마선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블랑켓의 각 요소는 성

자속을 가능한 낮은 수 으로 감속해야 하며 진공용기에서의 헬륨 생성이 

구조물의 재용 성(re-weldability)을 보장하기 한 제한 조건 이하로 유

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도 자석의 건 성을 유지하기 해서는 고속

성자를 효율 으로 차폐하고 도 자석으로의 에 지 달을 최소

화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반사체형 헬륨냉각 액체 속 블랑켓에서 차폐 역은 그림 3.4.1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안쪽 차폐재(inner shield)와 바깥쪽 차폐재(outer 

shield)로 구분된다. 안쪽 차폐재는 세 개의 역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물

질은 WC, B4C, 그리고 BFS(Borated Ferritic Steel)으로 이루어진다. 세 

개의 차폐 역 에서 WC 차폐재는 가장 안쪽에 배치되며, 주로 고속

성자를 차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바깥쪽 차폐재는 40% Pb, 40% 

B4C, 그리고 20% FS으로 구성되며, 이는 도 자석을 보호하기 해

서 성자와 이차 인 감마선을 흡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3.4.13에

서 도 자석은 토로이달 방향의 자석을 나타내며, 이는 47% 

316SS, 12% Cu, 17.2% He, 13.3% R-class epoxy, 3% Nb3Sn, 그리고 

7.5% Bronze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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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3> 참조형과 반사체형 헬륨냉각 액체 속 블랑켓의 반경방향 

차폐 설계 비교

    아래에서는 반사체형 헬륨냉각 액체 속 블랑켓의 차폐 성능을 주요 

반사체 물질에 하여 그 두께를 변화시키면서 분석하고, 참조형 모델의 

차폐 성능과 비교한다. 블랑켓 요소  차폐 역에서의 성자속 감소율

(NFA, Neutron Flux Attenuation)과 진공용기에서의 헬륨 생성량을 반사

체형 블랑켓 별로 정량화한다. 에 지 달율, 고속 성자속(0.1MeV 이

상), 그리고 도 자석의 방사선에 의한 손상율(DPA, radiation 

damage)이 계산되고 설계 요건과 비교된다. 이러한 분석 계산에서 해당 

핵융합로 시스템은 2GWe의 출력을 갖는 것으로 가정한다.

  나 . 블 랑 켓  요소   차 폐  역 에 서  성 자 속  감 소 율

    반사체형 블랑켓의 차폐 성능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삼 수소 증식 

역에서 차폐 역으로부터의 성자 설이 최소화되어야 하고, 구조재 

물질에서의 감마선 생성이 가능한 낮은 수 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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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여러 후보 반사체 물질(Be, 11B4C, graphite, 그리고 TiC)의 차폐 성

능이 비교되고, 그림 3.4.2와 그림 3.4.13의 블랑켓 모델에 의해서 모든 계

산이 수행된다. 앞 에서의 설계 변수 최 화 계산과 마찬가지로, 반사체 

두께의 변화는 차폐재 두께의 변화를 수반한다. 다  차폐재(WC, B4C, 그

리고 BFS 차폐재)를 갖는 블랑켓에서 반사체 두께의 증가는 WC 차폐재 

두께의 감소를 동반한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표 3.4.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반사체형 블랑켓

(단일 차폐재와 다  차폐재를 갖는 경우 모두)이 참조형 블랑켓에 비하

여 뛰어난 성자속 감소율을 보여 다. 특히 11B4C와 TiC 반사체를 갖는 

블랑켓이 상 으로 뛰어난 성자속 감소율을 나타내며, 11B4C 반사체는 

높은 성자 감속능으로 인해 가장 좋은 차폐 성능을 보여 다. TiC는 후

보 반사체 물질 에서 가장 낮은 성자 감속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Ti의 높은 성자 흡수율 때문에 뛰어난 성자속 감소율을 갖는다. Be은 

(n,2n) 반응으로 인해 많은 이차 성자를 생산하기 때문에, 낮은 성자속 

감소율을 보여 다. 단일 차폐재 블랑켓과 다  차폐재 블랑켓을 비교해 

보면, WC 차폐재의 뛰어난 성자 흡수율로 인해 다  차폐재 블랑켓이 

훨씬 뛰어난 성자속 감소율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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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Reflector

Thickness

Blankets with a single shield

Graphite 11B4C TiC Be

9.872E-03

x=20cm 7.539E-03 4.072E-03 5.394E-03 7.396E-03

x=25cm 7.467E-03 3.365E-03 4.764E-03 7.071E-03

x=30cm 7.384E-03 2.737E-03 4.122E-03 6.738E-03

x=40cm 7.124E-03 1.813E-03 3.068E-03 5.826E-03

x=50cm 6.774E-03 1.144E-03 2.287E-03 4.966E-03

Reflector

Thickness

Blankets with three shields

Graphite
11

B4C TiC Be

x=20cm 3.254E-04 1.706E-04 1.985E-04 3.042E-04

x=25cm 4.978E-04 2.195E-04 2.607E-04 4.481E-04

x=30cm 7.938E-04 2.765E-04 3.328E-04 7.005E-04

x=40cm 1.968E-03 4.763E-04 6.355E-04 1.574E-03

x=50cm 4.434E-03 7.286E-04 1.245E-03 3.160E-03

<표 3.4.4> 반사체형 헬륨냉각 액체 속 블랑켓의 차폐 역에서의 

성자속 감소율

    단일 차폐재 블랑켓은 반사체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서 보다 향상된 

차폐 성능을 보여주고, 다  차폐재 블랑켓은 반 의 경향성을 갖는다. 단

일 차폐재 블랑켓에서 반사체 두께의 증가는 BFS 차폐재 두께의 감소에 

비하여 성자속 감소율에 보다 강한 향을 미치게 된다. 다  차폐재 블

랑켓에서는 반 로 반사체 두께의 증가는 WC 차폐재 두께의 감소를 동반

한다. WC는 매우 강력한 성자 흡수체이기 때문에, 보다 감소된 두께의 

차폐 역은 다  차폐재 블랑켓의 성자속 감소율을 하시킨다. 그림 

3.4.14와 그림 3.4.15는 단일 차폐재 블랑켓과 다  차폐재 블랑켓에서 

성자속 감소율의 거동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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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4> 단일 차폐재를 갖는 반사체형 블랑켓의 진공용기 

내벽에서 성자속 감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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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5> 다  차폐재를 갖는 반사체형 블랑켓의 진공용기 

내벽에서 성자속 감소율

  다 . 진 공 용 기  내 벽 에 서 의 헬 륨  생 성 량



- 480 -

    표 3.4.5는 진공용기 내벽에서의 헬륨 생성량을 나타낸다. 진공용기의 

재용 성(re-weldability)을 보장하기 해서, 헬륨 생성량은 운 기간 동

안 1 appm 이하로 제한된다. 진공용기 내벽에서, 부분의 헬륨은 

56Fe(n,He) 반응에 의해 생성되며, 이것은 주로 고속 성자(3.5MeV 이상)

에 의해 일어난다. 그러므로 진공용기 내벽에서의 헬륨 생성량은 진공용기

에서 고속 성자의 비율에 직 으로 연 된다.

Reference
Reflector

Thickness

Blankets with a single shield

Graphite 11B4C TiC 9Be

1.587E-03

x=20cm 6.092E-03 2.770E-03 2.814E-03 5.399E-03

x=25cm 8.165E-03 2.794E-03 3.174E-03 6.861E-03

x=30cm 1.125E-02 3.022E-03 3.837E-03 9.099E-03

x=40cm 2.149E-02 3.567E-03 4.897E-03 1.703E-02

x=50cm 4.325E-02 4.370E-03 6.579E-03 2.955E-02

Reflector

Thickness

Blankets with three shields

Graphite
11

B4C TiC
9

Be

x=20cm 2.110E-03 9.155E-04 1.094E-03 2.088E-03

x=25cm 3.666E-03 1.171E-03 1.562E-03 2.924E-03

x=30cm 5.639E-03 1.551E-03 1.991E-03 4.879E-03

x=40cm 1.573E-02 2.391E-03 3.513E-03 1.230E-02

x=50cm 4.598E-02 4.557E-03 7.053E-03 3.131E-02

<표 3.4.5> 반사체형 헬륨냉각 액체 속 블랑켓의 진공용기 내벽에서 

헬륨 생성량 (appm for 1year)

    단일 차폐재 블랑켓은 다  차폐재 블랑켓에 비하여 높은 헬륨 생성

량을 보여 다. 11B4C과 TiC 반사체는 Be과 graphite 반사체에 비하여 보

다 은 생성량을 갖으며, BFS 는 WC 차폐재 두께의 감소로 인한 반

사체 두께의 증가에 따라서 그 차이는 보다 커지게 된다. 진공용기의 수명

은 충분히 길게 유지되어야 하며, 핵융합 시스템의 효율  운 을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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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도 40년 이상 사용가능해야 한다. 의 결과에 의하면 11B4C와 

TiC 반사체의 경우에는 진공용기의 설계 수명 확보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년 정도의 진공용기 수명을 

확보하기 해서는 Be과 graphite 반사체의 두께가 40cm 이하가 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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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6> 단일 차폐재를 갖는 반사체형 블랑켓의 진공용기 

내벽에서 헬륨 생성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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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7> 다  차폐재를 갖는 반사체형 블랑켓의 진공용기 

내벽에서 헬륨 생성량

    앞 에서 성자속 감소율의 추이와 마찬가지로, 다  차폐재 블랑켓

은 단일 차폐재 블랑켓에 비하여 보다 낮은 헬륨 생성량을 보여 다. 단일 

차폐재 블랑켓은 반사체 두께의 증가에 따라서 약간 증가된 성자속 감

소율을 보여주는 데에 반해서, 헬륨 생성량은 고속 성자의 투과효과로 인

해서 속히 증가한다. 다  차폐재 블랑켓의 헬륨 생성량은 단일 차폐재 

블랑켓과 동일한 경향을 보여 다. 그림 3.4.16과 그림 3.4.17은 단일 차폐

재 블랑켓과 다  차폐재 블랑켓에서 헬륨 생성량의 거동을 보여 다.

  라 . 반 사 체  도 의 진 공 용 기  차 폐  성 능 에  한  향

    에서 언 된 바와 같이, 반사체형 블랑켓에서 반사체의 도는 노물

리 성능과 차폐 성능 두가지 모두에 향을 미치는 주요 설계변수 의 

하나이며, 블랑켓의 차폐 성능은 핵융합로 진공 용기의 수명과 성능에 직

인 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반사체 도가 블랑켓의 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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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차폐 성능에 미치는 향을 정량화하기 하여, 서로 다른 흑연 도

를 갖는 반사체형 블랑켓에 하여 블랑켓 요소  차폐 역에서의 성

자속 감소율과 진공용기 내벽에서의 헬륨 생성량을 평가하 다. 여기에서 

흑연 반사체의 도는 1.64gm/cm3에서 2.00gm/cm3까지 변화된다. 그림 

3.4.18과 그림 3.4.19는 다  차폐재를 갖는 흑연 반사체형 블랑켓에서 

성자속 감소율과 진공 용기 내벽에서의 헬륨 생성량을 나타낸다.

    상된 바와 같이, 반사체가 매우 두꺼울 때(50cm 정도) 고 도 반사

체는 하게 차폐 성능을 향상시키며 그에 따라서 진공용기의 유효 수

명이 거의 두 배 정도 연장될 수 있다. 이에 반해서 보다 얇은 반사체를 

갖는 블랑켓의 차폐 성능은 그리 하게 향상되지는 않는다. 이 계산에

서는 반사체형 블랑켓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성자속 감소율과 헬륨 생성

량은 거의 동일한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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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8> 흑연 반사체의 도에 따른 반사체형 블랑켓의 

진공용기 내벽에서 성자속 감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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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9> 흑연 반사체의 도에 따른 반사체형 블랑켓의 

진공용기 내벽에서 헬륨 생성율

  마 . 도  자 석 에 서 의 차 폐  성 능

    반사체형 헬륨냉각 액체 속 블랑켓의 차폐 성능을 정량화하기 해

서, 도 자석에서 에 지 달율(nuclear heating rate), 고속 성자속

의 비율(E>0.1MeV), 방사선에 의한 손상율(DPA, radiation damage) 등이 

평가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도 자석에 한 몇 가지의 차폐 설계 요

건이 도입되었으며, 반사체형 블랑켓의 차폐 성능을 검증하는 데에 사용되

었다. 도 자석에서의 에 지 달율은 2mW/cm3 이하로 제한되며, 

고속 성자속과 방사선에 의한 손상율에 한 설계 요건이 1년의 운 기

간 동안 각각 1019n/cm2와 6x10-3dpa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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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Reflector

Thickness

Blankets with three shields

Graphite
11

B4C TiC Be

1.504E+00

x=20cm 8.976E-02 6.126E-02 7.545E-02 8.530E-02

x=25cm 1.185E-01 6.983E-02 8.230E-02 1.069E-01

x=30cm 1.678E-01 7.624E-02 9.750E-02 1.468E-01

x=40cm 3.906E-01 1.109E-01 1.435E-01 3.068E-01

x=50cm 1.005E+00 1.846E-01 2.545E-01 7.115E-01

*Design Requirement : 2 mW/cm
3

<표 3.4.6> 반사체형 헬륨냉각 액체 속 블랑켓의 도 자석에서 

에 지 달율 (mW/cm3)

Reference
Reflector

Thickness

Blankets with three shields

Graphite 11B4C TiC Be

9.009E+17

x=20cm 7.571E+16 4.772E+16 5.137E+16 7.203E+16

x=25cm 1.029E+17 5.328E+16 5.942E+16 9.488E+16

x=30cm 1.504E+17 6.392E+16 7.081E+16 1.355E+17

x=40cm 4.062E+17 1.031E+17 1.160E+17 3.112E+17

x=50cm 1.233E+18 1.996E+17 2.421E+17 8.369E+17

*Design Requirement : 1019 n/cm2

<표 3.4.7> 반사체형 헬륨냉각 액체 속 블랑켓의 도 자석에서 

고속 성자속 (n/cm2 for 1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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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Reflector

Thickness

Blankets with three shields

Graphite
11

B4C TiC Be

4.602E-04

x=20cm 4.576E-05 2.972E-05 3.205E-05 4.363E-05

x=25cm 6.034E-05 3.297E-05 3.619E-05 5.549E-05

x=30cm 8.497E-05 3.829E-05 4.208E-05 7.685E-05

x=40cm 2.197E-04 5.780E-05 6.565E-05 1.689E-04

x=50cm 6.506E-04 1.069E-04 1.302E-04 4.417E-04

*Design Requirement : 6x10
-3

 dpa

<표 3.4.8> 반사체형 헬륨냉각 액체 속 블랑켓의 도 자석에서 

방사선에 의한 손상율 (dpa for 1year)

    표 3.4.6은 다  차폐재 블랑켓과 참조형 블랑켓의 도 자석에서

의 에 지 달율을 나타낸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에 지 달율에 한 

설계 제한치(2mW/cm3)가 만족되지만, 매우 두꺼운 반사체를 갖는 블랑켓

은 상 으로 높은 값을 보여 다. 한, 다  차폐재 블랑켓은 참조형 

블랑켓에 비해 보다 낮은 에 지 달율을 갖는 것으로 찰된다. 11B4C와 

TiC 반사체를 갖는 블랑켓은 Be과 graphite 반사체의 경우에 비해 보다 

낮은 에 지 달율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표 3.4.7과 표 3.4.8은 도 자석에서의 고속 성자속과 방사선에 

의한 손상율을 나타낸다. 참조형 블랑켓은 도 자석 차폐 에서 

10∼13년 정도의 수명을 보장한다. 반면에 반사체형 블랑켓은 50cm 두께

의 반사체를 갖는 블랑켓을 제외하고는, 참조형 블랑켓에 비해 보다 긴 운

 수명을 보여 다. 고속 성자속과 방사선에 의한 손상율의 에서, 

11B4C와 TiC 반사체를 갖는 블랑켓은 상 으로 높은 차폐 성능을 보여

주며, 보다 두꺼운 반사체를 갖는 블랑켓은 표 3.4.8에서의 에 지 달율

과 마찬가지로 상 으로 뛰어난 차폐 성능을 제공한다. 그림 3.4.2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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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2까지 에 지 달율, 고속 성자속, 그리고 방사선에 의한 손상

율의 거동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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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0> 다  차폐재를 갖는 반사체형 블랑켓의 도 

자석에서 에 지 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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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1> 다  차폐재를 갖는 반사체형 블랑켓의 도 

자석에서 고속 성자속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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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2> 다  차폐재를 갖는 반사체형 블랑켓의 도 

자석에서 방사선에 의한 손상율

  바 . 블 랑 켓  역 에 서  성 자  스 펙 트 럼 의 거 동

    그림 3.4.23부터 그림 3.4.26까지 다  차폐재를 갖는 헬륨냉각 액체

속 블랑켓에 하여 블랑켓 요소들 사이 간극에서의 성자 스펙트럼 분

포를 나타내고 있다. gap1, gap2, gap3, 그리고 gap4는 그림 3.4.13의 두 

번째 블랑켓 모델에서 각각 후미 격벽(back wall), 안쪽 차폐재(inner 

shield), 진공용기(vacuum vessel), 바깥쪽 차폐재(outer shield), 그리고 

도 자석(S/C magnet) 사이의 경계를 나타낸다. 그림 3.4.23과 그림 

3.4.24는 흑연 반사체형 블랑켓에서 성자속의 거동을 나타내며, 그림 

3.4.25와 그림 3.4.26은 
11

B4C 반사체형 블랑켓에서 성자속의 거동을 나

타낸다.

    그림 3.4.23과 그림 3.4.24를 비교해 보면, gap1에서는 20cm 두께의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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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반사체형 블랑켓의 성자 스펙트럼이 상 으로 경화되어 있다. 다른 

간극에서는 50cm 두께의 흑연 반사체형 블랑켓의 성자속 스펙트럼이 

WC 차폐재 두께의 감소로 인해 보다 경화되어 있다. 바깥쪽 차폐재는 고

속 성자를 차폐하고 이차 인 감마선을 흡수하기 해서 Pb, B4C, 그리

고 Eurofer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gap4에서는 Pb의 (n,2n) 반응과 B4C의 

성자 감속효과로 인해 속 성자속의 비율이 증가한다.

10-9 10-8 10-7 10-6 10-5 10-4 10-3 10-2 10-1 100 101 102
10-16

10-15

10-14

10-13

10-12

10-11

10-10

10-9

10-8

10-7

10-6

 First Wall
 Gap1
 Gap2
 Gap3
 Gap4

N
eu

tro
n 

Fl
ux

 (p
er

 s
ou

rc
e 

ne
ut

ro
n)

Neutron Energy (MeV)

 

 

 

<그림 3.4.23> 20cm 두께의 흑연 반사체형 헬륨냉각 액체 속 

블랑켓에서의 성자 스펙트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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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4> 50cm 두께의 흑연 반사체형 헬륨냉각 액체 속 

블랑켓에서의 성자 스펙트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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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5> 20cm 두께의 11B4C 반사체형 헬륨냉각 액체 속 

블랑켓의 성자 스펙트럼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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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6> 50cm 두께의 11B4C 반사체형 헬륨냉각 액체 속 

블랑켓의 성자 스펙트럼 거동

    그림 3.4.25와 그림 3.4.26은 20cm 는 50cm 두께의 11B4C 반사체를 

갖는 블랑켓에서 성자 스펙트럼의 거동을 보여 다. 흑연 반사체를 갖는 

블랑켓과 동일한 경향성이 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 3.4.23과 그

림 3.4.24 는 그림 3.4.25와 그림 3.4.26을 비교해 보면 앞 에서 찰된 

바와 같이 11B4C 반사체를 갖는 블랑켓이 동일한 두께의 흑연 반사체를 

갖는 블랑켓에 비하여 보다 향상된 차폐 성능을 제공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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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달성도  외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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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열핵융합로(ITER)에 설치될 한국형 헬륨냉각 액체 속(HCML) 검증용 

블랑켓 모듈(TBM)을 몬테칼로 산코드를 사용하여 노물리 성능과 방사

화  차폐 성능을 해석하 다. 한 DEMO 핵융합로의 HCML 블랑켓 

노물리 계산을 한 몬테칼로 성자/감마선 수송계산 방법론을 정리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헬륨냉각 액체 속 블랑켓에 한 노물리 최 화 연

구를 수행하고 도출된 블랑켓의 설계 성능을 평가하 다. 이를 해 서울

학교의 성자/감마선 수송계산코드인 MCCARD과 ORNL의 방사화 특

성 해석 코드인 ORIGEN을 활용하 다.

   세부 으로 한국형 ITER HCML TBM 블랑켓의 핵특성 분석을 해

서는 삼 수소증식 특성, 에 지 생성특성, 그리고 공간에 따른 성자속 

분포를 해석하 다. 삼 수소증식의 특성을 나타내는 삼 수소 증식률

(Tritium Breeder Ratio)과 에 지 생성특성을 나타내는 에 지 증식률

(Energy Multiplication Factor)을 계산함으로써, 설계모형의 핵특성 분석

을 성공 으로 수행하 다. 한 HCML TBM 블랑켓 방사화  차폐 성

능 분석을 해서, 고속로용 핵반응단면 을 MCCARD의 계산을 통해 생

성된 핵반응단면 으로 보정하여 ORIGEN 계산을 수행하 다. 그 결과 

Plasma Shutdown 이후 시간에 따른 방사능(radioactivity)과 붕괴열

(decay heat)을 역  구성물질의 핵종별로 정리함으로써 방사화 분석 

 차폐 성능 분석을 완료했다. DEMO 핵융합로의 HCML TBM 블랑켓

의 노물리 특성 분석을 해서 먼  노물리 계산을 한 방법론을 정리하

고, 이를 바탕으로 블랑켓 성능을 분석함으로써 효율 이고 합한 분석이 

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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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과제를 통해서 MCCARD를 통한 핵융합 시스템에 하여 핵특성 

분석  노물리 최 화 계산능을 확인하 고, 연구에서 제시된 노물리 해

석  설계 최 화 방법론은 한국형 ITER TBM과 DEMO 블랑켓 뿐만 

아니라 향후 다양한 핵융합 블랑켓의 노물리 설계 최 화 작업에 유용하

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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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

   이 과제는 국제열핵융합로(ITER)에 장착될 한국형 헬륨냉각 액체 속

(HCML) 검증용 블랑켓 모듈(TBM)에 한 방사화 특성과 차폐 성능을 

포함하는 세부 인 핵설계 특성 해석  노물리 설계 해석을 목 으로 한

다. 한 이 과제에서는 ITER의 다음 단계인 DEMO 핵융합로에 합한 

형태의 HCML 블랑켓에 한 핵설계 개념을 제시하고 다양한 설계 인자

를 반 하여 노물리 설계를 수행하 다. 이를 해서 몬테칼로 수송계산 

방법론을 도입하여 노물리 성능인자를 수식화하 으며, 노물리 성능을 평

가하기 해 서울 학교의 성자  감마선 수송계산코드인 MCCARD를 

활용하 다. 그리고 HCML TBM의 방사화  차폐 성능 계산을 수행하

기 해서 ORNL에서 개발한 ORIGEN 코드를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 MCCARD를 통해 생산된 헬륨냉각 액체 속 블랑켓에 

한 수치실험 결과는 향후 블랑켓의 최 화된 노물리 설계모형 도출을 

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 ORIGEN을 통해 얻은 방사화 

특성  차폐 성능 분석 결과는 블랑켓의 재료 설계  열수력 설계 그리

고 핵융합 사고 해석을 한 기 자료가 될 것이다. 재 ITER의 다음 단

계로서 DEMO 핵융합로에 한 개념 설계가 다양하게 진행 에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헬륨냉각 액체 속 블랑켓 한 후보 개념 의 하나

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노물리 해석 결과는 향후 DEMO 핵융합로의 블랑

켓 모형을 결정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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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

부 록  A . 한 국 형  H C M L  T B M  해 석 계 산 을  한  M C C A R D  입 력

Title (

   D-shape Torus Model for 

   Korean ITER HCML (He-Cooled Molten Li Breeder) TBM

);

Cell (

   CEL  plasma  hevac    { +ply00  AND -ply001 AND +plz00 AND -plz15 AND +plx00 AND 

-plx15 }

   CEL  cfa11   beryl    { +ply001 AND -ply01  AND +plz00 AND -plz15 AND +plx00 AND 

-plx01 }  // Common Frame Armor 1/4

   CEL  cfa12   beryl    { +ply001 AND -ply01  AND +plz00 AND -plz15 AND +plx14 AND 

-plx15 }  // Common Frame Armor 2/4

   CEL  cfa21   beryl    { +ply001 AND -ply01  AND +plz00 AND -plz01 AND +plx01 AND 

-plx14 }  // Common Frame Armor 3/4

   CEL  cfa22   beryl    { +ply001 AND -ply01  AND +plz14 AND -plz15 AND +plx01 AND 

-plx14 }  // Common Frame Armor 4/4

   CEL  cfr11   ppgmat   { +ply01  AND -ply19  AND +plz00 AND -plz15 AND +plx00 AND 

-plx01 }  // Common Frame Left

   CEL  cfr12   ppgmat   { +ply01  AND -ply19  AND +plz00 AND -plz15 AND +plx14 AND 

-plx15 }  // Common Frame Right

   CEL  cfr21   ppgmat   { +ply01  AND -ply19  AND +plz00 AND -plz01 AND +plx01 AND 

-plx14 }  // Common Frame Top

   CEL  cfr22   ppgmat   { +ply01  AND -ply19  AND +plz14 AND -plz15 AND +plx01 AND 

-plx14 }  // Common Frame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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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x13 }  // First Wall Arm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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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x13 }  // First Wall 1/3

   CEL  ftw12   cch1mat  { +ply04  AND -ply05  AND +plz02 AND -plz13 AND +plx02 AND 

-plx13 }  // First Wall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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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x13 }  // First Wall 3/3

   CEL  bdr11   linat    { +ply06  AND -ply061 AND +plz05 AND -plz10 AND +plx05 AND 

-plx10 }  // First Breeder 1/6

   CEL  bdr12   linat    { +ply061 AND -ply062 AND +plz05 AND -plz10 AND +plx05 AND 

-plx10 }  // First Breeder 2/6

   CEL  bdr13   linat    { +ply062 AND -ply063 AND +plz05 AND -plz10 AND +plx05 AND 

-plx10 }  // First Breeder 3/6

   CEL  bdr14   linat    { +ply063 AND -ply064 AND +plz05 AND -plz10 AND +plx05 AND 

-plx10 }  // First Breeder 4/6

   CEL  bdr15   linat    { +ply064 AND -ply065 AND +plz05 AND -plz10 AND +plx05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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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x10 }  // First Breeder 5/6

   CEL  bdr16   linat    { +ply065 AND -ply07  AND +plz05 AND -plz10 AND +plx05 AND 

-plx10 }  // First Breeder 6/6

   CEL  bdr21   linat    { +ply16  AND -ply161 AND +plz05 AND -plz10 AND +plx05 AND 

-plx10 }  // Second Breeder 1/3

   CEL  bdr22   linat    { +ply161 AND -ply162 AND +plz05 AND -plz10 AND +plx05 AND 

-plx10 }  // Second Breeder 2/3

   CEL  bdr23   linat    { +ply162 AND -ply17  AND +plz05 AND -plz10 AND +plx05 AND 

-plx10 }  // Second Breeder 3/3

   CEL  spp11   eurofer  { +ply10  AND -ply11  AND +plz07 AND -plz08 AND +plx06 AND 

-plx07 }  // Seperation Plate Front 1/3

   CEL  spp12   cch2mat  { +ply10  AND -ply11  AND +plz07 AND -plz08 AND +plx07 AND 

-plx08 }  // Seperation Plate Front 2/3

   CEL  spp13   eurofer  { +ply10  AND -ply11  AND +plz07 AND -plz08 AND +plx08 AND 

-plx09 }  // Seperation Plate Front 3/3

   CEL  spp21   eurofer  { +ply12  AND -ply13  AND +plz07 AND -plz08 AND +plx06 AND 

-plx07 }  // Seperation Plate Back 1/3

   CEL  spp22   cch3mat  { +ply12  AND -ply13  AND +plz07 AND -plz08 AND +plx07 AND 

-plx08 }  // Seperation Plate Back 2/3

   CEL  spp23   eurofer  { +ply12  AND -ply13  AND +plz07 AND -plz08 AND +plx08 AND 

-plx09 }  // Seperation Plate Back 3/3

   CEL  grp11   eurofer  { +ply07  AND -ply08  AND +plz07 AND -plz08 AND +plx05 AND 

-plx10 }  // First Grid Plate 1/3

   CEL  grp12   cch2mat  { +ply08  AND -ply09  AND +plz07 AND -plz08 AND +plx05 AND 

-plx10 }  // First Grid Plate 2/3

   CEL  grp13   eurofer  { +ply09  AND -ply10  AND +plz07 AND -plz08 AND +plx05 AND 

-plx10 }  // First Grid Plate 3/3

   CEL  grp21   eurofer  { +ply11  AND -ply111 AND +plz07 AND -plz08 AND +plx05 AND 

-plx10 }  // Second Grid Plate 1/3

   CEL  grp22   cch3mat  { +ply111 AND -ply112 AND +plz07 AND -plz08 AND +plx05 AND 

-plx10 }  // Second Grid Plate 2/3

   CEL  grp23   eurofer  { +ply112 AND -ply12  AND +plz07 AND -plz08 AND +plx05 AND 

-plx10 }  // Second Grid Plate 3/3

   CEL  grp31   eurofer  { +ply13  AND -ply14  AND +plz07 AND -plz08 AND +plx05 AND 

-plx10 }  // Third Grid Plate 1/3

   CEL  grp32   cch3mat  { +ply14  AND -ply15  AND +plz07 AND -plz08 AND +plx05 AND 

-plx10 }  // Third Grid Plate 2/3

   CEL  grp33   eurofer  { +ply15  AND -ply16  AND +plz07 AND -plz08 AND +plx05 AND 

-plx10 }  // Third Grid Plate 3/3

   CEL  ref11   graph    { +ply10  AND -ply101 AND +plz07 AND -plz08 AND +plx05 AND 

-plx06 }  // First Reflector Left 1/5

   CEL  ref12   graph    { +ply101 AND -ply102 AND +plz07 AND -plz08 AND +plx05 AND 

-plx06 }  // First Reflector Left 2/5

   CEL  ref13   graph    { +ply102 AND -ply103 AND +plz07 AND -plz08 AND +plx05 AND 

-plx06 }  // First Reflector Left 3/5

   CEL  ref14   graph    { +ply103 AND -ply104 AND +plz07 AND -plz08 AND +plx05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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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x06 }  // First Reflector Left 4/5

   CEL  ref15   graph    { +ply104 AND -ply11  AND +plz07 AND -plz08 AND +plx05 AND 

-plx06 }  // First Reflector Left 5/5

   CEL  ref21   graph    { +ply10  AND -ply101 AND +plz07 AND -plz08 AND +plx09 AND 

-plx10 }  // First Reflector Right 1/5

   CEL  ref22   graph    { +ply101 AND -ply102 AND +plz07 AND -plz08 AND +plx09 AND 

-plx10 }  // First Reflector Right 2/5

   CEL  ref23   graph    { +ply102 AND -ply103 AND +plz07 AND -plz08 AND +plx09 AND 

-plx10 }  // First Reflector Right 3/5

   CEL  ref24   graph    { +ply103 AND -ply104 AND +plz07 AND -plz08 AND +plx09 AND 

-plx10 }  // First Reflector Right 3/5

   CEL  ref25   graph    { +ply104 AND -ply11  AND +plz07 AND -plz08 AND +plx09 AND 

-plx10 }  // First Reflector Right 3/5

   CEL  ref30   graph    { +ply12  AND -ply121 AND +plz07 AND -plz08 AND +plx05 AND 

-plx06 }  // Second Reflector Left 1/10

   CEL  ref31   graph    { +ply121 AND -ply122 AND +plz07 AND -plz08 AND +plx05 AND 

-plx06 }  // Second Reflector Left 2/10

   CEL  ref32   graph    { +ply122 AND -ply123 AND +plz07 AND -plz08 AND +plx05 AND 

-plx06 }  // Second Reflector Left 3/10

   CEL  ref33   graph    { +ply123 AND -ply124 AND +plz07 AND -plz08 AND +plx05 AND 

-plx06 }  // Second Reflector Left 4/10

   CEL  ref34   graph    { +ply124 AND -ply125 AND +plz07 AND -plz08 AND +plx05 AND 

-plx06 }  // Second Reflector Left 5/10

   CEL  ref35   graph    { +ply125 AND -ply126 AND +plz07 AND -plz08 AND +plx05 AND 

-plx06 }  // Second Reflector Left 6/10

   CEL  ref36   graph    { +ply126 AND -ply127 AND +plz07 AND -plz08 AND +plx05 AND 

-plx06 }  // Second Reflector Left 7/10

   CEL  ref37   graph    { +ply127 AND -ply128 AND +plz07 AND -plz08 AND +plx05 AND 

-plx06 }  // Second Reflector Left 8/10

   CEL  ref38   graph    { +ply128 AND -ply129 AND +plz07 AND -plz08 AND +plx05 AND 

-plx06 }  // Second Reflector Left 9/10

   CEL  ref39   graph    { +ply129 AND -ply13  AND +plz07 AND -plz08 AND +plx05 AND 

-plx06 }  // Second Reflector Left 10/10

   CEL  ref40   graph    { +ply12  AND -ply121 AND +plz07 AND -plz08 AND +plx09 AND 

-plx10 }  // Second Reflector Right 1/10

   CEL  ref41   graph    { +ply121 AND -ply122 AND +plz07 AND -plz08 AND +plx09 AND 

-plx10 }  // Second Reflector Right 2/10

   CEL  ref42   graph    { +ply122 AND -ply123 AND +plz07 AND -plz08 AND +plx09 AND 

-plx10 }  // Second Reflector Right 3/10

   CEL  ref43   graph    { +ply123 AND -ply124 AND +plz07 AND -plz08 AND +plx09 AND 

-plx10 }  // Second Reflector Right 4/10

   CEL  ref44   graph    { +ply124 AND -ply125 AND +plz07 AND -plz08 AND +plx09 AND 

-plx10 }  // Second Reflector Right 5/10

   CEL  ref45   graph    { +ply125 AND -ply126 AND +plz07 AND -plz08 AND +plx09 AND 

-plx10 }  // Second Reflector Right 6/10

   CEL  ref46   graph    { +ply126 AND -ply127 AND +plz07 AND -plz08 AND +plx09 AND 

-plx10 }  // Second Reflector Right 7/10

   CEL  ref47   graph    { +ply127 AND -ply128 AND +plz07 AND -plz08 AND +plx09 AND 

-plx10 }  // Second Reflector Right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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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L  ref48   graph    { +ply128 AND -ply129 AND +plz07 AND -plz08 AND +plx09 AND 

-plx10 }  // Second Reflector Right 9/10

   CEL  ref49   graph    { +ply129 AND -ply13  AND +plz07 AND -plz08 AND +plx09 AND 

-plx10 }  // Second Reflector Right 10/10

   CEL  man102  manmat   { +ply07  AND -ply10  AND +plz05 AND -plz07 AND +plx05 AND 

-plx10 }  // Manifold Top 2/20

   CEL  man103  manmat   { +ply10  AND -ply101 AND +plz05 AND -plz07 AND +plx05 AND 

-plx10 }  // Manifold Top 3/20

   CEL  man104  manmat   { +ply101 AND -ply102 AND +plz05 AND -plz07 AND +plx05 AND 

-plx10 }  // Manifold Top 4/20

   CEL  man105  manmat   { +ply102 AND -ply103 AND +plz05 AND -plz07 AND +plx05 AND 

-plx10 }  // Manifold Top 5/20

   CEL  man106  manmat   { +ply103 AND -ply104 AND +plz05 AND -plz07 AND +plx05 AND 

-plx10 }  // Manifold Top 6/20

   CEL  man107  manmat   { +ply104 AND -ply11  AND +plz05 AND -plz07 AND +plx05 AND 

-plx10 }  // Manifold Top 7/20

   CEL  man108  manmat   { +ply11  AND -ply12  AND +plz05 AND -plz07 AND +plx05 AND 

-plx10 }  // Manifold Top 8/20

   CEL  man109  manmat   { +ply12  AND -ply121 AND +plz05 AND -plz07 AND +plx05 AND 

-plx10 }  // Manifold Top 9/20

   CEL  man110  manmat   { +ply121 AND -ply122 AND +plz05 AND -plz07 AND +plx05 AND 

-plx10 }  // Manifold Top 10/20

   CEL  man111  manmat   { +ply122 AND -ply123 AND +plz05 AND -plz07 AND +plx05 AND 

-plx10 }  // Manifold Top 11/20

   CEL  man112  manmat   { +ply123 AND -ply124 AND +plz05 AND -plz07 AND +plx05 AND 

-plx10 }  // Manifold Top 12/20

   CEL  man113  manmat   { +ply124 AND -ply125 AND +plz05 AND -plz07 AND +plx05 AND 

-plx10 }  // Manifold Top 13/20

   CEL  man114  manmat   { +ply125 AND -ply126 AND +plz05 AND -plz07 AND +plx05 AND 

-plx10 }  // Manifold Top 14/20

   CEL  man115  manmat   { +ply126 AND -ply127 AND +plz05 AND -plz07 AND +plx05 AND 

-plx10 }  // Manifold Top 15/20

   CEL  man116  manmat   { +ply127 AND -ply128 AND +plz05 AND -plz07 AND +plx05 AND 

-plx10 }  // Manifold Top 16/20

   CEL  man117  manmat   { +ply128 AND -ply129 AND +plz05 AND -plz07 AND +plx05 AND 

-plx10 }  // Manifold Top 17/20

   CEL  man118  manmat   { +ply129 AND -ply13  AND +plz05 AND -plz07 AND +plx05 AND 

-plx10 }  // Manifold Top 18/20

   CEL  man119  manmat   { +ply13  AND -ply16  AND +plz05 AND -plz07 AND +plx05 AND 

-plx10 }  // Manifold Top 19/20

   CEL  man202  manmat   { +ply07  AND -ply10  AND +plz08 AND -plz10 AND +plx05 AND 

-plx10 }  // Manifold Bottom 2/20

   CEL  man203  manmat   { +ply10  AND -ply101 AND +plz08 AND -plz10 AND +plx05 AND 

-plx10 }  // Manifold Bottom 3/20

   CEL  man204  manmat   { +ply101 AND -ply102 AND +plz08 AND -plz10 AND +plx05 AND 

-plx10 }  // Manifold Bottom 4/20

   CEL  man205  manmat   { +ply102 AND -ply103 AND +plz08 AND -plz10 AND +plx05 AND 

-plx10 }  // Manifold Bottom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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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L  man206  manmat   { +ply103 AND -ply104 AND +plz08 AND -plz10 AND +plx05 AND 

-plx10 }  // Manifold Bottom 6/20

   CEL  man207  manmat   { +ply104 AND -ply11  AND +plz08 AND -plz10 AND +plx05 AND 

-plx10 }  // Manifold Bottom 7/20

   CEL  man208  manmat   { +ply11  AND -ply12  AND +plz08 AND -plz10 AND +plx05 AND 

-plx10 }  // Manifold Bottom 8/20

   CEL  man209  manmat   { +ply12  AND -ply121 AND +plz08 AND -plz10 AND +plx05 AND 

-plx10 }  // Manifold Bottom 9/20

   CEL  man210  manmat   { +ply121 AND -ply122 AND +plz08 AND -plz10 AND +plx05 AND 

-plx10 }  // Manifold Bottom 10/20

   CEL  man211  manmat   { +ply122 AND -ply123 AND +plz08 AND -plz10 AND +plx05 AND 

-plx10 }  // Manifold Bottom 11/20

   CEL  man212  manmat   { +ply123 AND -ply124 AND +plz08 AND -plz10 AND +plx05 AND 

-plx10 }  // Manifold Bottom 12/20

   CEL  man213  manmat   { +ply124 AND -ply125 AND +plz08 AND -plz10 AND +plx05 AND 

-plx10 }  // Manifold Bottom 13/20

   CEL  man214  manmat   { +ply125 AND -ply126 AND +plz08 AND -plz10 AND +plx05 AND 

-plx10 }  // Manifold Bottom 14/20

   CEL  man215  manmat   { +ply126 AND -ply127 AND +plz08 AND -plz10 AND +plx05 AND 

-plx10 }  // Manifold Bottom 15/20

   CEL  man216  manmat   { +ply127 AND -ply128 AND +plz08 AND -plz10 AND +plx05 AND 

-plx10 }  // Manifold Bottom 16/20

   CEL  man217  manmat   { +ply128 AND -ply129 AND +plz08 AND -plz10 AND +plx05 AND 

-plx10 }  // Manifold Bottom 17/20

   CEL  man218  manmat   { +ply129 AND -ply13  AND +plz08 AND -plz10 AND +plx05 AND 

-plx10 }  // Manifold Bottom 18/20

   CEL  man219  manmat   { +ply13  AND -ply16  AND +plz08 AND -plz10 AND +plx05 AND 

-plx10 }  // Manifold Bottom 19/20

   CEL  sdw101  sdwmat   { +ply06  AND -ply07  AND +plz02 AND -plz13 AND +plx02 AND 

-plx05 }  // Side Wall Left 1/20

   CEL  sdw102  sdwmat   { +ply07  AND -ply10  AND +plz02 AND -plz13 AND +plx02 AND 

-plx05 }  // Side Wall Left 2/20

   CEL  sdw103  sdwmat   { +ply10  AND -ply101 AND +plz02 AND -plz13 AND +plx02 AND 

-plx05 }  // Side Wall Left 3/20

   CEL  sdw104  sdwmat   { +ply101 AND -ply102 AND +plz02 AND -plz13 AND +plx02 AND 

-plx05 }  // Side Wall Left 4/20

   CEL  sdw105  sdwmat   { +ply102 AND -ply103 AND +plz02 AND -plz13 AND +plx02 AND 

-plx05 }  // Side Wall Left 5/20

   CEL  sdw106  sdwmat   { +ply103 AND -ply104 AND +plz02 AND -plz13 AND +plx02 AND 

-plx05 }  // Side Wall Left 6/20

   CEL  sdw107  sdwmat   { +ply104 AND -ply11  AND +plz02 AND -plz13 AND +plx02 AND 

-plx05 }  // Side Wall Left 7/20

   CEL  sdw108  sdwmat   { +ply11  AND -ply12  AND +plz02 AND -plz13 AND +plx02 AND 

-plx05 }  // Side Wall Left 8/20

   CEL  sdw109  sdwmat   { +ply12  AND -ply121 AND +plz02 AND -plz13 AND +plx02 AND 

-plx05 }  // Side Wall Left 9/20

   CEL  sdw110  sdwmat   { +ply121 AND -ply122 AND +plz02 AND -plz13 AND +plx02 AND 

-plx05 }  // Side Wall Left 10/20

   CEL  sdw111  sdwmat   { +ply122 AND -ply123 AND +plz02 AND -plz13 AND +plx02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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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x05 }  // Side Wall Left 11/20

   CEL  sdw112  sdwmat   { +ply123 AND -ply124 AND +plz02 AND -plz13 AND +plx02 AND 

-plx05 }  // Side Wall Left 12/20

   CEL  sdw113  sdwmat   { +ply124 AND -ply125 AND +plz02 AND -plz13 AND +plx02 AND 

-plx05 }  // Side Wall Left 13/20

   CEL  sdw114  sdwmat   { +ply125 AND -ply126 AND +plz02 AND -plz13 AND +plx02 AND 

-plx05 }  // Side Wall Left 14/20

   CEL  sdw115  sdwmat   { +ply126 AND -ply127 AND +plz02 AND -plz13 AND +plx02 AND 

-plx05 }  // Side Wall Left 15/20

   CEL  sdw116  sdwmat   { +ply127 AND -ply128 AND +plz02 AND -plz13 AND +plx02 AND 

-plx05 }  // Side Wall Left 16/20

   CEL  sdw117  sdwmat   { +ply128 AND -ply129 AND +plz02 AND -plz13 AND +plx02 AND 

-plx05 }  // Side Wall Left 17/20

   CEL  sdw118  sdwmat   { +ply129 AND -ply13  AND +plz02 AND -plz13 AND +plx02 AND 

-plx05 }  // Side Wall Left 18/20

   CEL  sdw119  sdwmat   { +ply13  AND -ply16  AND +plz02 AND -plz13 AND +plx02 AND 

-plx05 }  // Side Wall Left 19/20

   CEL  sdw120  sdwmat   { +ply16  AND -ply17  AND +plz02 AND -plz13 AND +plx02 AND 

-plx05 }  // Side Wall Left 20/20

   CEL  sdw201  sdwmat   { +ply06  AND -ply07  AND +plz02 AND -plz13 AND +plx10 AND 

-plx13 }  // Side Wall Right 1/20

   CEL  sdw202  sdwmat   { +ply07  AND -ply10  AND +plz02 AND -plz13 AND +plx10 AND 

-plx13 }  // Side Wall Right 2/20

   CEL  sdw203  sdwmat   { +ply10  AND -ply101 AND +plz02 AND -plz13 AND +plx10 AND 

-plx13 }  // Side Wall Right 3/20

   CEL  sdw204  sdwmat   { +ply101 AND -ply102 AND +plz02 AND -plz13 AND +plx10 AND 

-plx13 }  // Side Wall Right 4/20

   CEL  sdw205  sdwmat   { +ply102 AND -ply103 AND +plz02 AND -plz13 AND +plx10 AND 

-plx13 }  // Side Wall Right 5/20

   CEL  sdw206  sdwmat   { +ply103 AND -ply104 AND +plz02 AND -plz13 AND +plx10 AND 

-plx13 }  // Side Wall Right 6/20

   CEL  sdw207  sdwmat   { +ply104 AND -ply11  AND +plz02 AND -plz13 AND +plx10 AND 

-plx13 }  // Side Wall Right 7/20

   CEL  sdw208  sdwmat   { +ply11  AND -ply12  AND +plz02 AND -plz13 AND +plx10 AND 

-plx13 }  // Side Wall Right 8/20

   CEL  sdw209  sdwmat   { +ply12  AND -ply121 AND +plz02 AND -plz13 AND +plx10 AND 

-plx13 }  // Side Wall Right 9/20

   CEL  sdw210  sdwmat   { +ply121 AND -ply122 AND +plz02 AND -plz13 AND +plx10 AND 

-plx13 }  // Side Wall Right 10/20

   CEL  sdw211  sdwmat   { +ply122 AND -ply123 AND +plz02 AND -plz13 AND +plx10 AND 

-plx13 }  // Side Wall Right 11/20

   CEL  sdw212  sdwmat   { +ply123 AND -ply124 AND +plz02 AND -plz13 AND +plx10 AND 

-plx13 }  // Side Wall Right 12/20

   CEL  sdw213  sdwmat   { +ply124 AND -ply125 AND +plz02 AND -plz13 AND +plx10 AND 

-plx13 }  // Side Wall Right 13/20

   CEL  sdw214  sdwmat   { +ply125 AND -ply126 AND +plz02 AND -plz13 AND +plx10 AND 

-plx13 }  // Side Wall Right 14/20

   CEL  sdw215  sdwmat   { +ply126 AND -ply127 AND +plz02 AND -plz13 AND +plx10 AND 

-plx13 }  // Side Wall Right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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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L  sdw216  sdwmat   { +ply127 AND -ply128 AND +plz02 AND -plz13 AND +plx10 AND 

-plx13 }  // Side Wall Right 16/20

   CEL  sdw217  sdwmat   { +ply128 AND -ply129 AND +plz02 AND -plz13 AND +plx10 AND 

-plx13 }  // Side Wall Right 17/20

   CEL  sdw218  sdwmat   { +ply129 AND -ply13  AND +plz02 AND -plz13 AND +plx10 AND 

-plx13 }  // Side Wall Right 18/20

   CEL  sdw219  sdwmat   { +ply13  AND -ply16  AND +plz02 AND -plz13 AND +plx10 AND 

-plx13 }  // Side Wall Right 19/20

   CEL  sdw220  sdwmat   { +ply16  AND -ply17  AND +plz02 AND -plz13 AND +plx10 AND 

-plx13 }  // Side Wall Right 20/20

   CEL  sdw301  sdwmat   { +ply06  AND -ply07  AND +plz02 AND -plz05 AND +plx05 AND 

-plx10 }  // Side Wall Top 1/20

   CEL  sdw302  sdwmat   { +ply07  AND -ply10  AND +plz02 AND -plz05 AND +plx05 AND 

-plx10 }  // Side Wall Top 2/20

   CEL  sdw303  sdwmat   { +ply10  AND -ply101 AND +plz02 AND -plz05 AND +plx05 AND 

-plx10 }  // Side Wall Top 3/20

   CEL  sdw304  sdwmat   { +ply101 AND -ply102 AND +plz02 AND -plz05 AND +plx05 AND 

-plx10 }  // Side Wall Top 4/20

   CEL  sdw305  sdwmat   { +ply102 AND -ply103 AND +plz02 AND -plz05 AND +plx05 AND 

-plx10 }  // Side Wall Top 5/20

   CEL  sdw306  sdwmat   { +ply103 AND -ply104 AND +plz02 AND -plz05 AND +plx05 AND 

-plx10 }  // Side Wall Top 6/20

   CEL  sdw307  sdwmat   { +ply104 AND -ply11  AND +plz02 AND -plz05 AND +plx05 AND 

-plx10 }  // Side Wall Top 7/20

   CEL  sdw308  sdwmat   { +ply11  AND -ply12  AND +plz02 AND -plz05 AND +plx05 AND 

-plx10 }  // Side Wall Top 8/20

   CEL  sdw309  sdwmat   { +ply12  AND -ply121 AND +plz02 AND -plz05 AND +plx05 AND 

-plx10 }  // Side Wall Top 9/20

   CEL  sdw310  sdwmat   { +ply121 AND -ply122 AND +plz02 AND -plz05 AND +plx05 AND 

-plx10 }  // Side Wall Top 10/20

   CEL  sdw311  sdwmat   { +ply122 AND -ply123 AND +plz02 AND -plz05 AND +plx05 AND 

-plx10 }  // Side Wall Top 11/20

   CEL  sdw312  sdwmat   { +ply123 AND -ply124 AND +plz02 AND -plz05 AND +plx05 AND 

-plx10 }  // Side Wall Top 12/20

   CEL  sdw313  sdwmat   { +ply124 AND -ply125 AND +plz02 AND -plz05 AND +plx05 AND 

-plx10 }  // Side Wall Top 13/20

   CEL  sdw314  sdwmat   { +ply125 AND -ply126 AND +plz02 AND -plz05 AND +plx05 AND 

-plx10 }  // Side Wall Top 14/20

   CEL  sdw315  sdwmat   { +ply126 AND -ply127 AND +plz02 AND -plz05 AND +plx05 AND 

-plx10 }  // Side Wall Top 15/20

   CEL  sdw316  sdwmat   { +ply127 AND -ply128 AND +plz02 AND -plz05 AND +plx05 AND 

-plx10 }  // Side Wall Top 16/20

   CEL  sdw317  sdwmat   { +ply128 AND -ply129 AND +plz02 AND -plz05 AND +plx05 AND 

-plx10 }  // Side Wall Top 17/20

   CEL  sdw318  sdwmat   { +ply129 AND -ply13  AND +plz02 AND -plz05 AND +plx05 AND 

-plx10 }  // Side Wall Top 18/20

   CEL  sdw319  sdwmat   { +ply13  AND -ply16  AND +plz02 AND -plz05 AND +plx05 AND 

-plx10 }  // Side Wall Top 19/20

   CEL  sdw320  sdwmat   { +ply16  AND -ply17  AND +plz02 AND -plz05 AND +plx05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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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x10 }  // Side Wall Top 20/20

   CEL  sdw401  sdwmat   { +ply06  AND -ply07  AND +plz10 AND -plz13 AND +plx05 AND 

-plx10 }  // Side Wall Bottom 1/20

   CEL  sdw402  sdwmat   { +ply07  AND -ply10  AND +plz10 AND -plz13 AND +plx05 AND 

-plx10 }  // Side Wall Bottom 2/20

   CEL  sdw403  sdwmat   { +ply10  AND -ply101 AND +plz10 AND -plz13 AND +plx05 AND 

-plx10 }  // Side Wall Bottom 3/20

   CEL  sdw404  sdwmat   { +ply101 AND -ply102 AND +plz10 AND -plz13 AND +plx05 AND 

-plx10 }  // Side Wall Bottom 4/20

   CEL  sdw405  sdwmat   { +ply102 AND -ply103 AND +plz10 AND -plz13 AND +plx05 AND 

-plx10 }  // Side Wall Bottom 5/20

   CEL  sdw406  sdwmat   { +ply103 AND -ply104 AND +plz10 AND -plz13 AND +plx05 AND 

-plx10 }  // Side Wall Bottom 6/20

   CEL  sdw407  sdwmat   { +ply104 AND -ply11  AND +plz10 AND -plz13 AND +plx05 AND 

-plx10 }  // Side Wall Bottom 7/20

   CEL  sdw408  sdwmat   { +ply11  AND -ply12  AND +plz10 AND -plz13 AND +plx05 AND 

-plx10 }  // Side Wall Bottom 8/20

   CEL  sdw409  sdwmat   { +ply12  AND -ply121 AND +plz10 AND -plz13 AND +plx05 AND 

-plx10 }  // Side Wall Bottom 9/20

   CEL  sdw410  sdwmat   { +ply121 AND -ply122 AND +plz10 AND -plz13 AND +plx05 AND 

-plx10 }  // Side Wall Bottom 10/20

   CEL  sdw411  sdwmat   { +ply122 AND -ply123 AND +plz10 AND -plz13 AND +plx05 AND 

-plx10 }  // Side Wall Bottom 11/20

   CEL  sdw412  sdwmat   { +ply123 AND -ply124 AND +plz10 AND -plz13 AND +plx05 AND 

-plx10 }  // Side Wall Bottom 12/20

   CEL  sdw413  sdwmat   { +ply124 AND -ply125 AND +plz10 AND -plz13 AND +plx05 AND 

-plx10 }  // Side Wall Bottom 13/20

   CEL  sdw414  sdwmat   { +ply125 AND -ply126 AND +plz10 AND -plz13 AND +plx05 AND 

-plx10 }  // Side Wall Bottom 14/20

   CEL  sdw415  sdwmat   { +ply126 AND -ply127 AND +plz10 AND -plz13 AND +plx05 AND 

-plx10 }  // Side Wall Bottom 15/20

   CEL  sdw416  sdwmat   { +ply127 AND -ply128 AND +plz10 AND -plz13 AND +plx05 AND 

-plx10 }  // Side Wall Bottom 16/20

   CEL  sdw417  sdwmat   { +ply128 AND -ply129 AND +plz10 AND -plz13 AND +plx05 AND 

-plx10 }  // Side Wall Bottom 17/20

   CEL  sdw418  sdwmat   { +ply129 AND -ply13  AND +plz10 AND -plz13 AND +plx05 AND 

-plx10 }  // Side Wall Bottom 18/20

   CEL  sdw419  sdwmat   { +ply13  AND -ply16  AND +plz10 AND -plz13 AND +plx05 AND 

-plx10 }  // Side Wall Bottom 19/20

   CEL  sdw420  sdwmat   { +ply16  AND -ply17  AND +plz10 AND -plz13 AND +plx05 AND 

-plx10 }  // Side Wall Bottom 20/20

   CEL  bwall   bwlmat   { +ply17  AND -ply18  AND +plz02 AND -plz13 AND +plx02 AND 

-plx13 }  // Back Wall

                                              

   CEL  gap11   hevac    { +ply001 AND -ply02  AND +plz01 AND -plz14 AND +plx01 AND 

-plx14 }

   CEL  gap12   hevac    { +ply18  AND -ply19  AND +plz01 AND -plz14 AND +plx01 AND 

-plx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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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L  gap21   hevac    { +ply02  AND -ply18  AND +plz01 AND -plz14 AND +plx01 AND 

-plx02 }

   CEL  gap22   hevac    { +ply02  AND -ply18  AND +plz01 AND -plz14 AND +plx13 AND 

-plx14 }

   CEL  gap31   hevac    { +ply02  AND -ply18  AND +plz01 AND -plz02 AND +plx02 AND 

-plx13 }

   CEL  gap32   hevac    { +ply02  AND -ply18  AND +plz13 AND -plz14 AND +plx02 AND 

-plx13 }

                                              

   CEL  splug   ppgmat   { +ply19  AND -ply20 AND +plz00 AND -plz15 AND +plx00 AND 

-plx15 }   // Shield Flug

   CEL  sphere  VOID     { -outsp AND ( -ply00 OR +ply20 OR -plz00 OR +plz15 OR -plx00 OR 

+plx15 ) }

);

Surface (

  RSUR  plz00  PZ    0.0

   SUR  plz01  PZ   11.5

   SUR  plz02  PZ   15.5

   SUR  plz03  PZ   16.0

   SUR  plz04  PZ   18.0

   SUR  plz05  PZ   18.5

   SUR  plz06  PZ   21.0

   SUR  plz07  PZ   21.5

   SUR  plz08  PZ  171.5

   SUR  plz09  PZ  172.0

   SUR  plz10  PZ  174.5

   SUR  plz11  PZ  175.0

   SUR  plz12  PZ  177.0

   SUR  plz13  PZ  177.5

   SUR  plz14  PZ  181.5

  RSUR  plz15  PZ  193.0

       

  RSUR  plx00  PX    0.0

   SUR  plx01  PX   11.5

   SUR  plx02  PX   15.5

   SUR  plx03  PX   15.8

   SUR  plx04  PX   16.8

   SUR  plx05  PX   18.5

   SUR  plx051 PX   26.5

   SUR  plx052 PX   27.0

   SUR  plx053 PX   28.0

   SUR  plx054 PX   28.5

   SUR  plx06  PX   36.7

   SUR  plx07  PX   37.2

   SUR  plx08  PX   38.2

   SUR  plx09  PX   38.7

   SUR  plx091 PX   46.9

   SUR  plx092 PX   47.4

   SUR  plx093 PX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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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  plx094 PX   48.9

   SUR  plx10  PX   56.9

   SUR  plx11  PX   58.6

   SUR  plx12  PX   59.6

   SUR  plx13  PX   59.9

   SUR  plx14  PX   63.9

  RSUR  plx15  PX   73.9

  RSUR  ply00  PY    0.0

   SUR  ply001 PY  232.0

   SUR  ply01  PY  232.5

   SUR  ply02  PY  242.5

   SUR  ply03  PY  243.0

   SUR  ply04  PY  243.3

   SUR  ply05  PY  244.3

   SUR  ply06  PY  246.0

   SUR  ply061 PY  246.5

   SUR  ply062 PY  247.0

   SUR  ply063 PY  247.5

   SUR  ply064 PY  248.0

   SUR  ply065 PY  248.5

   SUR  ply07  PY  249.0

   SUR  ply08  PY  249.5

   SUR  ply09  PY  250.5

   SUR  ply10  PY  251.0

   SUR  ply101 PY  253.0

   SUR  ply102 PY  255.0

   SUR  ply103 PY  257.0

   SUR  ply104 PY  259.0

   SUR  ply11  PY  261.0

   SUR  ply111 PY  261.5

   SUR  ply112 PY  262.5

   SUR  ply12  PY  263.0

   SUR  ply121 PY  265.0

   SUR  ply122 PY  267.0

   SUR  ply123 PY  269.0

   SUR  ply124 PY  271.0

   SUR  ply125 PY  273.0

   SUR  ply126 PY  275.0

   SUR  ply127 PY  277.0

   SUR  ply128 PY  279.0

   SUR  ply129 PY  281.0

   SUR  ply13  PY  283.0

   SUR  ply14  PY  283.5

   SUR  ply15  PY  284.5

   SUR  ply16  PY  285.0

   SUR  ply161 PY  285.5

   SUR  ply162 PY  286.0

   SUR  ply17  PY  286.5

   SUR  ply18  PY  306.5



- 508 -

   SUR  ply19  PY  311.5

   SUR  ply20  PY  411.5

   SUR  outsp  SO  5000.

);

// Source card division for source mode calculation

S_Source (

   Cell    plasma

   Energy  PNT  14.06

   Shape   BOX (36.95, 100.0, 96.5) EXT (73.9, 200.0, 193.0)

   Direction ISO

);

Material (

   hevac    -1.e-10

           0  2004   -1.00000     2004.21c + 2000.02p

   graph      -1.44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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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ph-sic  -1.44585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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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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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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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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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at    -0.4756 

           0  3006   -0.06578     3006.21c + 3000.02p

           0  3007   -0.93420     3007.21c + 3000.02p

   li30     -0.4756 

           0  3006   -0.30000     3006.21c + 3000.02p

           0  3007   -0.70000     3007.21c + 3000.02p

   li60     -0.4756 

           0  3006   -0.60000     3006.21c + 3000.02p

           0  3007   -0.40000     3007.21c + 3000.02p

   li90     -0.4756 

           0  3006   -0.90000     3006.21c + 3000.02p

           0  3007   -0.10000     3007.21c + 3000.02p

   beryl    -1.8032

           0  4009   -1.00000     4009.21c + 4000.02p

   eurofer  -7.800  

          -1 23000   -0.00200    23000.21c + 23000.02p

          -1 24050   -0.00376    24050.21c + 24000.02p

          -1 24052   -0.07533    24052.21c + 24000.02p

          -1 24053   -0.00871    24053.21c + 24000.02p

          -1 24054   -0.00221    24054.21c + 24000.02p

          -1 25055   -0.00400    25055.21c + 25000.02p

          -1 26054   -0.05048    26054.21c + 26000.02p

          -1 26056   -0.82170    26056.21c + 26000.02p

          -1 26057   -0.01932    26057.21c + 26000.02p

          -1 26058   -0.00262    26058.21c + 26000.0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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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4184   -0.00307    74184.21c + 74000.02p

          -1 74186   -0.00288    74186.21c + 74000.02p

   cch1mat  -1.800    

          -1 23000   -0.00200    23000.21c + 23000.02p

          -1 24050   -0.00376    24050.21c + 24000.02p

          -1 24052   -0.07533    24052.21c + 24000.02p

          -1 24053   -0.00871    24053.21c + 24000.02p

          -1 24054   -0.00221    24054.21c + 24000.02p

          -1 25055   -0.00400    25055.21c + 25000.02p

          -1 26054   -0.05048    26054.21c + 26000.02p

          -1 26056   -0.82170    26056.21c + 26000.02p

          -1 26057   -0.01932    26057.21c + 26000.02p

          -1 26058   -0.00262    26058.21c + 26000.02p

          -1 74182   -0.00263    74182.21c + 74000.02p

          -1 74183   -0.00142    74183.21c + 74000.02p

          -1 74184   -0.00307    74184.21c + 74000.02p

          -1 74186   -0.00288    74186.21c + 74000.02p

   cch2mat  -1.560    

          -1 23000   -0.00200    23000.21c + 23000.02p

          -1 24050   -0.00376    24050.21c + 24000.02p

          -1 24052   -0.07533    24052.21c + 24000.02p

          -1 24053   -0.00871    24053.21c + 24000.02p

          -1 24054   -0.00221    24054.21c + 24000.02p

          -1 25055   -0.00400    25055.21c + 25000.02p

          -1 26054   -0.05048    26054.21c + 26000.02p

          -1 26056   -0.82170    26056.21c + 26000.02p

          -1 26057   -0.01932    26057.21c + 26000.02p

          -1 26058   -0.00262    26058.21c + 26000.02p

          -1 74182   -0.00263    74182.21c + 74000.02p

          -1 74183   -0.00142    74183.21c + 74000.02p

          -1 74184   -0.00307    74184.21c + 74000.02p

          -1 74186   -0.00288    74186.21c + 74000.02p

   cch3mat  -4.680    

          -1 23000   -0.00200    23000.21c + 23000.02p

          -1 24050   -0.00376    24050.21c + 24000.02p

          -1 24052   -0.07533    24052.21c + 24000.02p

          -1 24053   -0.00871    24053.21c + 24000.02p

          -1 24054   -0.00221    24054.21c + 24000.02p

          -1 25055   -0.00400    25055.21c + 25000.02p

          -1 26054   -0.05048    26054.21c + 26000.02p

          -1 26056   -0.82170    26056.21c + 26000.02p

          -1 26057   -0.01932    26057.21c + 26000.02p

          -1 26058   -0.00262    26058.21c + 26000.02p

          -1 74182   -0.00263    74182.21c + 74000.02p

          -1 74183   -0.00142    74183.21c + 74000.02p

          -1 74184   -0.00307    74184.21c + 74000.02p

          -1 74186   -0.00288    74186.21c + 74000.02p

   sdwmat   -5.800    

          -1 23000   -0.00200    23000.21c + 23000.0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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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4050   -0.00376    24050.21c + 24000.02p

          -1 24052   -0.07533    24052.21c + 24000.02p

          -1 24053   -0.00871    24053.21c + 24000.02p

          -1 24054   -0.00221    24054.21c + 24000.02p

          -1 25055   -0.00400    25055.21c + 25000.02p

          -1 26054   -0.05048    26054.21c + 26000.02p

          -1 26056   -0.82170    26056.21c + 26000.02p

          -1 26057   -0.01932    26057.21c + 26000.02p

          -1 26058   -0.00262    26058.21c + 26000.02p

          -1 74182   -0.00263    74182.21c + 74000.02p

          -1 74183   -0.00142    74183.21c + 74000.02p

          -1 74184   -0.00307    74184.21c + 74000.02p

          -1 74186   -0.00288    74186.21c + 74000.02p

   manmat   -1.839

           0  3006   -0.00113     3006.21c + 3000.02p

           0  3007   -0.01600     3007.21c + 3000.02p

          -1 23000   -0.00200    23000.21c + 23000.02p

          -1 24050   -0.00376    24050.21c + 24000.02p

          -1 24052   -0.07533    24052.21c + 24000.02p

          -1 24053   -0.00871    24053.21c + 24000.02p

          -1 24054   -0.00221    24054.21c + 24000.02p

          -1 25055   -0.00400    25055.21c + 25000.02p

          -1 26054   -0.05048    26054.21c + 26000.02p

          -1 26056   -0.82170    26056.21c + 26000.02p

          -1 26057   -0.01932    26057.21c + 26000.02p

          -1 26058   -0.00262    26058.21c + 26000.02p

          -1 74182   -0.00263    74182.21c + 74000.02p

          -1 74183   -0.00142    74183.21c + 74000.02p

          -1 74184   -0.00307    74184.21c + 74000.02p

          -1 74186   -0.00288    74186.21c + 74000.02p

   bwlmat   -1.776

          -1 23000   -0.00200    23000.21c + 23000.02p

          -1 24050   -0.00376    24050.21c + 24000.02p

          -1 24052   -0.07533    24052.21c + 24000.02p

          -1 24053   -0.00871    24053.21c + 24000.02p

          -1 24054   -0.00221    24054.21c + 24000.02p

          -1 25055   -0.00400    25055.21c + 25000.02p

          -1 26054   -0.05048    26054.21c + 26000.02p

          -1 26056   -0.82170    26056.21c + 26000.02p

          -1 26057   -0.01932    26057.21c + 26000.02p

          -1 26058   -0.00262    26058.21c + 26000.02p

          -1 74182   -0.00263    74182.21c + 74000.02p

          -1 74183   -0.00142    74183.21c + 74000.02p

          -1 74184   -0.00307    74184.21c + 74000.02p

          -1 74186   -0.00288    74186.21c + 74000.02p

   ppgmat   -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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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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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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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6058   -1.86643E-03    26058.21c + 26000.0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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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4050   -7.30395E-03    24050.21c + 24000.02p

          -1 24052   -1.46474E-01    24052.21c + 24000.02p

          -1 24053   -1.69288E-02    24053.21c + 24000.02p

          -1 24054   -4.29339E-03    24054.21c + 24000.02p

          -1 42092   -3.55436E-03    42092.21c + 42000.02p

          -1 42094   -2.26366E-03    42094.21c + 42000.02p

          -1 42095   -3.93746E-03    42095.21c + 42000.02p

          -1 42096   -4.16884E-03    42096.21c + 42000.02p

          -1 42097   -2.41176E-03    42097.21c + 42000.02p

          -1 42098   -6.15664E-03    42098.21c + 42000.02p

          -1 42100   -2.50729E-03    42100.21c + 42000.02p

          -1 14028   -6.89051E-03    14028.21c + 14000.02p

          -1 14029   -3.61361E-04    14029.21c + 14000.02p

          -1 14030   -2.48132E-04    14030.21c + 14000.02p

          -1 25055   -1.95000E-02    25055.21c + 25000.02p

          -1 28058   -9.07170E-02    28058.21c + 28000.02p

          -1 28060   -3.61474E-02    28060.21c + 28000.02p

          -1 28061   -1.59767E-03    28061.21c + 28000.02p

          -1 28062   -5.17630E-03    28062.21c + 28000.02p

          -1 28064   -1.36159E-03    28064.21c + 28000.02p

          -1  8016   -3.04399E-02     8016.21c + 8000.02p

          -1  1001   -3.83598E-03     1001.21c + 1000.02p

);

// Use 5000000 Photon histories

Data (

   NPS 5000000

   PHOTON

);

// Parallel Card division for parallel calculation

Parallel (

   NCPU 12                 // use for 12 cluster

   Apportion SUPERV 30     // Apportion option

);

// Tally Card division for Flux, Power, Cross-section tally

Tally (

   Flux

   cfa11 cfa12 cfa21 cfa22 cfr11 cfr12 cfr21 cfr22 armor ftw11 ftw12 ftw13

   bdr11 bdr12 bdr13 bdr14 bdr15 bdr16 bdr21 bdr22 bdr23 spp11 spp12 spp13 spp21 spp22 

spp23

   grp11 grp12 grp13 grp21 grp22 grp23 grp31 grp32 grp33 ref11 ref12 ref13 ref14 ref15 ref21 

ref22 ref23 ref24 ref25

   ref30 ref31 ref32 ref33 ref34 ref35 ref36 ref37 ref38 ref39 ref40 ref41 ref42 ref43 ref44 ref45 

ref46 ref47 ref48 ref49

   man102 man103 man104 man105 man106 man107 man108 man109 man110 man111 

man112 man113 man114 man115 man116 man117 man118 man119  man202 man203 man204 

man205 man206 man207 man208 man209 man210 man211 man212 man213 man214 man215 

man216 man217 man218 man219  sdw101 sdw102 sdw103 sdw104 sdw105 sdw106 sdw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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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w108 sdw109 sdw110 sdw111 sdw112 sdw113 sdw114 sdw115 sdw116 sdw117 sdw118 

sdw119 sdw120   sdw201 sdw202 sdw203 sdw204 sdw205 sdw206 sdw207 sdw208 sdw209 

sdw210 sdw211 sdw212 sdw213 sdw214 sdw215 sdw216 sdw217 sdw218 sdw219 sdw220  

sdw301 sdw302 sdw303 sdw304 sdw305 sdw306 sdw307 sdw308 sdw309 sdw310 sdw311 

sdw312 sdw313 sdw314 sdw315 sdw316 sdw317 sdw318 sdw319 sdw320  sdw401 sdw402 

sdw403 sdw404 sdw405 sdw406 sdw407 sdw408 sdw409 sdw410 sdw411 sdw412 sdw413 

sdw414 sdw415 sdw416 sdw417 sdw418 sdw419 sdw420

   bwall splug

   SPECT 0.1

   Power

   cfa11 cfa12 cfa21 cfa22 cfr11 cfr12 cfr21 cfr22 armor ftw11 ftw12 ftw13

   bdr11 bdr12 bdr13 bdr14 bdr15 bdr16 bdr21 bdr22 bdr23 spp11 spp12 spp13 spp21 spp22 

spp23

   grp11 grp12 grp13 grp21 grp22 grp23 grp31 grp32 grp33 ref11 ref12 ref13 ref14 ref15 ref21 

ref22 ref23 ref24 ref25

   ref30 ref31 ref32 ref33 ref34 ref35 ref36 ref37 ref38 ref39 ref40 ref41 ref42 ref43 ref44 ref45 

ref46 ref47 ref48 ref49

   man102 man103 man104 man105 man106 man107 man108 man109 man110 man111 

man112 man113 man114 man115 man116 man117 man118 man119 man202 man203 man204 

man205 man206 man207 man208 man209 man210 man211 man212 man213 man214 man215 

man216 man217 man218 man219  sdw101 sdw102 sdw103 sdw104 sdw105 sdw106 sdw107 

sdw108 sdw109 sdw110 sdw111 sdw112 sdw113 sdw114 sdw115 sdw116 sdw117 sdw118 

sdw119 sdw120 sdw201 sdw202 sdw203 sdw204 sdw205 sdw206 sdw207 sdw208 sdw209 

sdw210 sdw211 sdw212 sdw213 sdw214 sdw215 sdw216 sdw217 sdw218 sdw219 sdw220 

sdw301 sdw302 sdw303 sdw304 sdw305 sdw306 sdw307 sdw308 sdw309 sdw310 sdw311 

sdw312 sdw313 sdw314 sdw315 sdw316 sdw317 sdw318 sdw319 sdw320 sdw401 sdw402 

sdw403 sdw404 sdw405 sdw406 sdw407 sdw408 sdw409 sdw410 sdw411 sdw412 sdw413 

sdw414 sdw415 sdw416 sdw417 sdw418 sdw419 sdw420

   bwall splug

   CX

   cfa11 cfa12 cfa21 cfa22 cfr11 cfr12 cfr21 cfr22 armor ftw11 ftw12 ftw13

   bdr11 bdr12 bdr13 bdr14 bdr15 bdr16 bdr21 bdr22 bdr23 spp11 spp12 spp13 spp21 spp22 

spp23

   grp11 grp12 grp13 grp21 grp22 grp23 grp31 grp32 grp33 ref11 ref12 ref13 ref14 ref15 ref21 

ref22 ref23 ref24 ref25

   ref30 ref31 ref32 ref33 ref34 ref35 ref36 ref37 ref38 ref39 ref40 ref41 ref42 ref43 ref44 ref45 

ref46 ref47 ref48 ref49

   man102 man103 man104 man105 man106 man107 man108 man109 man110 man111 

man112 man113 man114 man115 man116 man117 man118 man119 man202 man203 man204 

man205 man206 man207 man208 man209 man210 man211 man212 man213 man214 man215 

man216 man217 man218 man219 sdw101 sdw102 sdw103 sdw104 sdw105 sdw106 sdw107 

sdw108 sdw109 sdw110 sdw111 sdw112 sdw113 sdw114 sdw115 sdw116 sdw117 sdw118 

sdw119 sdw120 sdw201 sdw202 sdw203 sdw204 sdw205 sdw206 sdw207 sdw208 sdw209 

sdw210 sdw211 sdw212 sdw213 sdw214 sdw215 sdw216 sdw217 sdw218 sdw219 sdw220  

sdw301 sdw302 sdw303 sdw304 sdw305 sdw306 sdw307 sdw308 sdw309 sdw310 sdw311 

sdw312 sdw313 sdw314 sdw315 sdw316 sdw317 sdw318 sdw319 sdw320  sdw401 sdw402 

sdw403 sdw404 sdw405 sdw406 sdw407 sdw408 sdw409 sdw410 sdw411 sdw412 sdw413 

sdw414 sdw415 sdw416 sdw417 sdw418 sdw419 sdw420

   bwall splug

   Pho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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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fa11 cfa12 cfa21 cfa22 cfr11 cfr12 cfr21 cfr22 armor ftw11 ftw12 ftw13

   bdr11 bdr12 bdr13 bdr14 bdr15 bdr16 bdr21 bdr22 bdr23 spp11 spp12 spp13 spp21 spp22 

spp23

   grp11 grp12 grp13 grp21 grp22 grp23 grp31 grp32 grp33 ref11 ref12 ref13 ref14 ref15 ref21 

ref22 ref23 ref24 ref25

   ref30 ref31 ref32 ref33 ref34 ref35 ref36 ref37 ref38 ref39 ref40 ref41 ref42 ref43 ref44 ref45 

ref46 ref47 ref48 ref49

   man102 man103 man104 man105 man106 man107 man108 man109 man110 man111 

man112 man113 man114 man115 man116 man117 man118 man119  man202 man203 man204 

man205 man206 man207 man208 man209 man210 man211 man212 man213 man214 man215 

man216 man217 man218 man219  sdw101 sdw102 sdw103 sdw104 sdw105 sdw106 sdw107 

sdw108 sdw109 sdw110 sdw111 sdw112 sdw113 sdw114 sdw115 sdw116 sdw117 sdw118 

sdw119 sdw120 sdw201 sdw202 sdw203 sdw204 sdw205 sdw206 sdw207 sdw208 sdw209 

sdw210 sdw211 sdw212 sdw213 sdw214 sdw215 sdw216 sdw217 sdw218 sdw219 sdw220 

sdw301 sdw302 sdw303 sdw304 sdw305 sdw306 sdw307 sdw308 sdw309 sdw310 sdw311 

sdw312 sdw313 sdw314 sdw315 sdw316 sdw317 sdw318 sdw319 sdw320 sdw401 sdw402 

sdw403 sdw404 sdw405 sdw406 sdw407 sdw408 sdw409 sdw410 sdw411 sdw412 sdw413 

sdw414 sdw415 sdw416 sdw417 sdw418 sdw419 sdw420

   bwall splu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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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B . 방 사 화  계 산 을  한  O R I G E N  C r o s s - s e c t i o n  l i b r a r y  

1. First Wall

 381        ACTIVATION PRODUCT XSEC LIBRARY-- FFTF-PU/U  CORE REGION            

 381   10010 1.550E-04 0.0       0.0       0.0       0.0       0.0         -1.0 

 381   10020 3.100E-07 6.757E-04 0.0       0.0       0.0       0.0         -1.0 

 381   10030 3.510E-09 0.0       0.0       0.0       0.0       0.0         -1.0 

 381   20030 3.107E 00 0.0       0.0       3.255E 00 0.0       0.0         -1.0 

 381   30060 1.638E-05 0.0       4.466E-01 7.184E-04 0.0       0.0         -1.0 

 381   30070 9.100E-06 0.0       4.481E-03 0.0       0.0       0.0         -1.0 

 381   40090 5.200E-06 3.738E-02 2.168E-02 0.0       0.0       0.0         -1.0 

 381   40100 5.850E-07 0.0       0.0       0.0       0.0       0.0         -1.0 

 381   50100 2.925E-04 0.0       2.114E 00 1.566E-03 0.0       0.0         -1.0 

 381   50110 3.071E-05 6.503E-07 8.573E-06 8.093E-08 0.0       0.0         -1.0 

 381   60120 3.018E-06 0.0       2.189E-04 4.895E-08 0.0       0.0         -1.0 

 381   60130 1.690E-06 0.0       4.516E-04 0.0       0.0       0.0         -1.0 

 381   60140 5.850E-10 0.0       0.0       0.0       0.0       0.0         -1.0 

 381   70140 4.926E-05 3.198E-07 1.500E-02 1.533E-02 0.0       0.0         -1.0 

 381   70150 1.315E-05 8.713E-06 2.426E-05 5.091E-06 0.0       0.0         -1.0 

 381   80160 3.446E-06 0.000E+00 3.056E-02 0.000E+00 0.000E+00 0.00E+00    -1.0 

 381   80170 7.341E-05 9.378E-06 3.639E-02 3.310E-06 0.0       0.0         -1.0

 381   80180 1.053E-06 0.0       2.605E-04 0.0       0.0       0.0         -1.0 

 381   90190 2.288E-05 0.0       2.975E-03 2.729E-04 0.0       0.0         -1.0 

 381  100200 2.164E-05 0.0       3.474E-03 0.0       0.0       0.0         -1.0 

 381  100210 4.048E-04 0.0       8.775E-04 0.0       0.0       0.0         -1.0 

 381  100220 2.808E-05 0.0       0.0       0.0       0.0       0.0         -1.0 

 381  110220 2.080E 02 0.0       0.0       0.0       0.0       0.0         -1.0 

 381  110230 1.200E-03 1.285E-06 1.227E-04 2.423E-04 3.055E-04 0.0         -1.0 

 381  120240 3.900E-05 0.0       2.607E-04 2.274E-04 0.0       0.0         -1.0 

 381  120250 1.443E-04 0.0       2.953E-03 3.465E-04 0.0       0.0         -1.0 

 381  120260 3.250E-05 0.0       5.211E-04 0.0       0.0       0.0         -1.0 

 381  120270 2.340E-05 0.0       0.0       0.0       0.0       0.0         -1.0 

 381  130270 2.210E-04 0.0       1.127E-04 5.386E-04 0.0       0.0         -1.0 

 381  140280 1.014E-04 0.0       1.284E-04 6.950E-04 0.0       0.0         -1.0 

 381  140290 1.638E-04 0.0       1.111E-03 4.695E-04 0.0       0.0         -1.0 

 381  140300 1.378E-04 0.0       1.737E-05 6.865E-07 0.0       0.0         -1.0 

 381  140310 2.808E-04 0.0       0.0       0.0       0.0       0.0         -1.0 

 381  150310 1.040E-04 0.0       2.244E-04 5.386E-03 0.0       0.0         -1.0 

 381  160320 3.100E-04 0.0       2.432E-03 1.042E-02 0.0       0.0         -1.0 

 381  160330 0.0       1.356E-06 8.190E-05 1.170E-06 0.0       0.0         -1.0 

 381  160340 1.404E-04 0.0       4.344E-04 1.093E-04 0.0       0.0         -1.0 

 381  160360 8.775E-05 0.0       0.0       0.0       0.0       0.0         -1.0 

 381  170350 2.210E-02 0.0       1.060E-03 3.258E-03 0.0       0.0         -1.0 

 381  170360 5.850E-03 0.0       0.0       0.0       0.0       0.0         -1.0 

 381  170370 3.978E-04 0.0       2.084E-04 4.177E-05 5.200E-06 0.0         -1.0 

 381  180360 3.250E-03 0.0       6.729E-03 1.238E-02 0.0       0.0         -1.0 

 381  180380 5.200E-04 0.0       0.0       0.0       0.0       0.0         -1.0 

 381  180390 3.510E-01 0.0       0.0       0.0       0.0       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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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1  180400 5.330E-04 0.0       3.685E-04 0.0       0.0       0.0         -1.0 

 381  180410 2.925E-04 0.0       0.0       0.0       0.0       0.0         -1.0 

 381  190390 1.170E-03 0.0       2.971E-03 1.249E-02 0.0       0.0         -1.0 

 381  190400 1.755E-02 0.0       2.279E-04 2.575E-03 0.0       0.0         -1.0 

 381  190410 1.846E-03 0.0       0.0       0.0       0.0       0.0         -1.0 

 381  200400 2.340E-04 0.0       1.167E-03 8.162E-03 0.0       0.0         -1.0 

 381  200420 3.770E-04 0.0       4.165E-03 3.649E-03 0.0       0.0         -1.0 

 381  200430 7.150E-03 0.0       1.459E-03 5.902E-04 0.0       0.0         -1.0 

 381  200440 7.280E-04 1.998E-08 6.073E-06 1.388E-05 0.0       0.0         -1.0 

 381  200460 4.160E-04 0.0       0.0       0.0       0.0       0.0         -1.0 

 381  200480 6.435E-04 0.0       0.0       0.0       0.0       0.0         -1.0 

 381  210450 9.368E-03 0.0       6.462E-06 1.438E-05 5.322E-03 0.0         -1.0 

 381  210460 4.680E-03 0.0       0.0       0.0       0.0       0.0         -1.0 

 381  220460 1.619E-02 2.125E-03 1.620E-02 0.000E+00 8.128E-11 0.00E+00    -1.0 

 381  220470 5.804E-02 4.217E-02 1.374E-02 0.000E+00 2.325E-06 0.00E+00    -1.0 

 381  220480 1.490E-01 6.733E-02 5.388E-03 0.000E+00 7.176E-12 0.00E+00    -1.0 

 381  220490 3.736E-02 1.428E-01 3.648E-03 0.000E+00 6.923E-07 0.00E+00    -1.0 

 381  220500 3.885E-03 1.318E-01 1.169E-03 0.000E+00 0.000E+00 0.00E+00    -1.0 

 381  230500 8.710E-02 0.0       0.0       0.0       0.0       0.0         -1.0 

 381  230510 3.510E-03 0.0       6.142E-07 1.746E-05 0.0       0.0         -1.0 

 381  240500 3.035E-01 1.383E-03 1.691E-02 0.000E+00 0.000E+00 0.00E+00    -1.0

 381  240510 4.680E-04 0.0       0.0       0.0       0.0       0.0         -1.0 

 381  240520 1.807E-02 4.071E-02 5.135E-03 0.000E+00 0.000E+00 0.00E+00    -1.0 

 381  240530 3.390E-01 1.505E-01 4.729E-03 0.000E+00 0.000E+00 0.00E+00    -1.0 

 381  240540 9.027E-03 1.517E-01 1.875E-03 0.000E+00 0.000E+00 0.00E+00    -1.0 

 381  250540 5.850E-03 0.0       0.0       0.0       0.0       0.0         -1.0 

 381  250550 3.737E-01 1.159E-01 4.703E-03 0.000E+00 1.356E-04 0.00E+00    -1.0 

 381  260540 4.877E-02 3.992E-04 1.500E-02 0.000E+00 0.000E+00 0.00E+00    -1.0 

 381  260560 4.980E-02 6.431E-02 7.002E-03 0.000E+00 5.565E-07 0.00E+00    -1.0 

 381  260570 5.810E-02 1.749E-01 5.763E-03 0.000E+00 0.000E+00 0.00E+00    -1.0 

 381  260580 4.736E-02 1.467E-01 3.410E-03 0.000E+00 0.000E+00 0.00E+00    -1.0 

 381  270581 7.956E 01 0.0       0.0       0.0       0.0       0.0         -1.0 

 381  270580 8.957E 00 0.0       0.0       0.0       0.0       0.0         -1.0 

 381  270590 2.208E+00 1.106E-01 5.119E-03 0.000E+00 3.842E-05 0.00E+00    -1.0 

 381  270600 5.590E-03 0.0       0.0       0.0       0.0       0.0         -1.0 

 381  270601 2.990E-01 0.0       0.0       0.0       0.0       0.0         -1.0 

 381  280580 9.330E-02 3.588E-03 1.815E-02 0.000E+00 1.131E-06 0.00E+00    -1.0 

 381  280590 1.794E-01 0.0       7.020E-03 0.0       0.0       0.0         -1.0 

 381  280600 5.935E-02 5.837E-02 1.063E-02 0.000E+00 2.964E-08 0.00E+00    -1.0 

 381  280610 6.374E-02 1.265E-01 8.877E-03 0.000E+00 0.000E+00 0.00E+00    -1.0 

 381  280620 2.576E-01 1.161E-01 2.672E-03 0.000E+00 0.000E+00 0.00E+00    -1.0 

 381  280630 1.345E-02 0.0       0.0       0.0       0.0       0.0         -1.0 

 381  280640 1.430E-03 0.0       0.0       0.0       0.0       0.0         -1.0 

 381  280650 1.430E-02 0.0       0.0       0.0       0.0       0.0         -1.0 

 381  290630 1.835E-01 6.986E-02 7.613E-03 0.000E+00 0.000E+00 0.00E+00    -1.0 

 381  290650 8.072E-02 1.451E-01 1.625E-03 0.000E+00 5.254E-06 0.00E+00    -1.0 

 381  290660 7.897E-02 0.0       0.0       0.0       0.0       0.0         -1.0 

 381  300640 1.820E-03 0.0       8.670E-09 0.0       0.0       0.0         -1.0 

 381  300660 1.040E-03 0.0       1.193E-08 0.0       0.0       0.0         -1.0 

 381  300670 2.600E-02 0.0       3.512E-09 0.0       0.0       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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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1  300680 4.001E-03 0.0       1.192E-08 0.0       2.883E-04 0.0         -1.0 

 381  300700 4.855E-05 0.0       0.0       0.0       5.091E-06 0.0         -1.0 

 381  310690 2.028E-02 0.0       0.0       0.0       0.0       0.0         -1.0 

 381  310710 3.931E-02 0.0       0.0       0.0       1.253E-03 0.0         -1.0 

 381  320700 2.865E-03 0.0       0.0       0.0       2.545E-04 0.0         -1.0 

 381  320720 4.716E-02 0.0       0.0       0.0       0.0       0.0         -1.0 

 381  320730 2.426E-01 0.0       0.0       0.0       0.0       0.0         -1.0 

 381  320740 2.742E-02 0.0       0.0       0.0       2.088E-04 0.0         -1.0 

 381  320750 2.632E-03 0.0       0.0       0.0       0.0       0.0         -1.0 

 381  320760 1.517E-02 0.0       0.0       0.0       1.683E-03 0.0         -1.0 

 381  330750 2.792E-01 0.0       0.0       0.0       0.0       0.0         -1.0 

 381  340740 7.345E-01 0.0       0.0       0.0       0.0       0.0         -1.0 

 381  340760 1.238E-01 0.0       0.0       0.0       1.417E-02 0.0         -1.0 

 381  340770 2.811E-01 0.0       0.0       0.0       0.0       0.0         -1.0 

 381  340780 5.009E-02 0.0       0.0       0.0       5.070E-03 0.0         -1.0 

 381  340790 2.080E-03 0.0       0.0       0.0       0.0       0.0         -1.0 

 381  340800 4.550E-02 0.0       0.0       0.0       2.860E-04 0.0         -1.0 

 381  340820 8.785E-03 0.0       0.0       0.0       3.394E-06 0.0         -1.0 

 381  350790 4.969E-01 0.0       0.0       0.0       4.485E-02 0.0         -1.0 

 381  350810 2.760E-01 0.0       0.0       0.0       5.989E-02 0.0         -1.0 

 381  360780 6.583E-03 0.0       0.0       0.0       3.073E-04 0.0         -1.0 

 381  360800 1.493E-01 3.902E-05 7.287E-06 6.394E-05 2.370E-02 0.0         -1.0 

 381  360820 1.225E-01 7.405E-05 2.230E-06 1.502E-05 1.155E-01 0.0         -1.0 

 381  360830 4.023E-01 1.024E-03 2.180E-06 4.168E-05 0.0       0.0         -1.0 

 381  360840 3.712E-02 1.155E-04 1.378E-05 2.355E-06 2.393E-03 0.0         -1.0 

 381  360850 2.949E-02 0.0       0.0       0.0       0.0       0.0         -1.0 

 381  360860 3.108E-03 1.549E-04 8.645E-06 2.062E-07 0.0       0.0         -1.0 

 381  360870 3.510E-01 0.0       0.0       0.0       0.0       0.0         -1.0 

 381  370850 1.659E-01 0.0       0.0       0.0       1.060E-03 0.0         -1.0 

 381  370860 1.177E-01 0.0       0.0       0.0       0.0       0.0         -1.0 

 381  370870 1.107E-02 0.0       0.0       0.0       0.0       0.0         -1.0 

 381  370880 5.850E-04 0.0       0.0       0.0       0.0       0.0         -1.0 

 381  380840 4.424E-03 0.0       0.0       0.0       9.356E-03 0.0         -1.0 

 381  380860 5.493E-02 0.0       0.0       0.0       5.200E-03 0.0         -1.0 

 381  380870 8.081E-02 0.0       0.0       0.0       0.0       0.0         -1.0 

 381  380880 1.151E-03 0.0       0.0       0.0       0.0       0.0         -1.0 

 381  380890 1.750E-02 0.0       0.0       0.0       0.0       0.0         -1.0 

 381  380900 1.198E-02 0.0       0.0       0.0       0.0       0.0         -1.0 

 381  390890 1.979E-02 0.0       0.0       0.0       1.014E-06 0.0         -1.0 

 381  390900 1.019E-01 0.0       0.0       0.0       9.100E-04 0.0         -1.0 

 381  390910 3.256E-02 0.0       0.0       0.0       0.0       0.0         -1.0 

 381  400900 2.011E-02 0.0       6.281E-07 1.564E-04 0.0       0.0         -1.0 

 381  400910 6.204E-02 0.0       2.607E-04 4.855E-05 0.0       0.0         -1.0 

 381  400920 3.177E-02 0.0       1.284E-05 2.781E-05 0.0       0.0         -1.0 

 381  400930 6.473E-02 0.0       8.685E-06 0.0       0.0       0.0         -1.0 

 381  400940 1.739E-02 0.0       2.430E-06 1.739E-06 0.0       0.0         -1.0 

 381  400950 1.205E-01 0.0       0.0       0.0       0.0       0.0         -1.0 

 381  400960 3.544E-02 0.0       5.216E-08 6.943E-08 0.0       0.0         -1.0 

 381  410930 3.153E-01 2.239E-01 1.253E-03 0.000E+00 0.000E+00 0.00E+00    -1.0 

 381  410940 1.758E-01 0.0       0.0       0.0       0.0       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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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1  410950 2.701E-01 0.0       0.0       0.0       0.0       0.0         -1.0 

 381  420920 4.176E-02 2.340E-02 3.589E-03 0.000E+00 8.822E-10 0.00E+00    -1.0 

 381  420940 6.773E-02 1.825E-01 3.220E-03 0.000E+00 2.419E-06 0.00E+00    -1.0 

 381  420950 2.830E+00 2.281E-01 2.637E-03 0.000E+00 1.258E-05 0.00E+00    -1.0 

 381  420960 4.698E-01 2.143E-01 1.655E-03 0.000E+00 7.602E-07 0.00E+00    -1.0 

 381  420970 5.534E-01 2.424E-01 1.150E-03 0.000E+00 2.407E-06 0.00E+00    -1.0 

 381  420980 1.947E-01 2.238E-01 8.285E-04 0.000E+00 4.480E-07 0.00E+00    -1.0 

 381  420990 3.791E-01 0.0       0.0       0.0       0.0       0.0         -1.0 

 381  421000 1.257E-01 2.344E-01 3.828E-04 0.000E+00 2.066E-07 0.00E+00    -1.0 

 381  430990 3.704E-01 3.413E-04 0.0       0.0       0.0       0.0         -1.0 

 381  440960 8.580E-03 0.0       0.0       0.0       0.0       0.0         -1.0 

 381  440980 4.680E-03 0.0       0.0       0.0       0.0       0.0         -1.0 

 381  440990 3.746E-01 0.0       0.0       0.0       0.0       0.0         -1.0 

 381  441000 1.254E-01 0.0       0.0       0.0       0.0       0.0         -1.0 

 381  441010 4.183E-01 0.0       0.0       0.0       0.0       0.0         -1.0 

 381  441020 1.528E-01 0.0       0.0       0.0       0.0       0.0         -1.0 

 381  441030 3.414E-01 0.0       0.0       0.0       0.0       0.0         -1.0 

 381  441040 1.072E-01 0.0       0.0       0.0       0.0       0.0         -1.0 

 381  441050 2.764E-01 0.0       0.0       0.0       0.0       0.0         -1.0 

 381  441060 6.139E-02 0.0       0.0       0.0       0.0       0.0         -1.0 

 381  451030 5.488E-01 1.292E-04 0.0       0.0       1.048E-01 0.0         -1.0 

 381  451040 2.340E-02 0.0       0.0       0.0       0.0       0.0         -1.0 

 381  451041 4.680E-01 0.0       0.0       0.0       0.0       0.0         -1.0 

 381  451050 5.091E-01 0.0       0.0       0.0       6.035E 00 0.0         -1.0 

 381  461020 2.808E-03 0.0       0.0       0.0       0.0       0.0         -1.0 

 381  461040 2.146E-01 0.0       0.0       0.0       0.0       0.0         -1.0 

 381  461050 6.528E-01 0.0       0.0       0.0       0.0       0.0         -1.0 

 381  461060 1.285E-01 0.0       0.0       0.0       3.173E-04 0.0         -1.0 

 381  461070 4.560E-01 0.0       0.0       0.0       0.0       0.0         -1.0 

 381  461080 1.430E-01 0.0       0.0       0.0       5.330E-03 0.0         -1.0 

 381  461100 1.089E-01 0.0       0.0       0.0       2.028E-03 0.0         -1.0 

 381  471070 5.489E-01 2.704E-04 1.513E-05 1.347E-05 9.849E-03 0.0         -1.0 

 381  471090 3.956E-01 2.838E-04 1.141E-05 1.473E-05 9.074E-02 0.0         -1.0 

 381  471100 4.797E-02 0.0       0.0       0.0       5.850E-24 0.0         -1.0 

 381  471101 4.797E-02 0.0       0.0       0.0       4.797E-02 0.0         -1.0 

 381  471110 4.697E-01 0.0       0.0       0.0       0.0       0.0         -1.0 

 381  481060 5.850E-04 0.0       0.0       0.0       0.0       0.0         -1.0 

 381  481080 1.682E-01 0.0       0.0       0.0       0.0       0.0         -1.0 

 381  481090 3.802E-01 0.0       0.0       0.0       0.0       0.0         -1.0 

 381  481100 2.163E-01 0.0       0.0       0.0       4.732E-04 0.0         -1.0 

 381  481110 3.241E-01 0.0       0.0       0.0       0.0       0.0         -1.0 

 381  481120 1.925E-01 0.0       0.0       0.0       1.690E-02 0.0         -1.0 

 381  481130 2.943E-01 7.661E-04 1.062E-07 2.526E-06 0.0       0.0         -1.0 

 381  481140 2.315E-01 0.0       0.0       0.0       2.785E-03 0.0         -1.0 

 381  481151 4.487E-01 0.0       0.0       0.0       0.0       0.0         -1.0 

 381  481160 9.172E-02 0.0       0.0       0.0       9.572E-05 0.0         -1.0 

 381  491130 5.106E-01 0.0       0.0       0.0       2.411E-01 0.0         -1.0 

 381  491150 3.854E-01 0.0       0.0       0.0       3.334E 00 0.0         -1.0 

 381  491170 2.925E-03 0.0       0.0       0.0       2.925E-03 0.0         -1.0 

 381  491171 2.925E-03 0.0       0.0       0.0       2.925E-03 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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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1  491190 2.340E-04 0.0       0.0       0.0       3.510E-04 0.0         -1.0 

 381  491191 2.340E-04 0.0       0.0       0.0       3.510E-04 0.0         -1.0 

 381  491200 7.800E-05 0.0       0.0       0.0       0.0       0.0         -1.0 

 381  491201 7.800E-05 0.0       0.0       0.0       0.0       0.0         -1.0 

 381  501120 2.441E-02 0.0       0.0       0.0       1.068E-02 0.0         -1.0 

 381  501140 1.560E-03 0.0       3.325E-06 5.209E-05 0.0       0.0         -1.0 

 381  501150 3.612E-02 0.0       5.043E-05 5.206E-05 0.0       0.0         -1.0 

 381  501160 4.861E-02 0.0       3.620E-07 8.688E-06 1.430E-02 0.0         -1.0 

 381  501170 1.600E-01 0.0       9.380E-06 1.563E-05 0.0       0.0         -1.0 

 381  501180 9.514E-02 0.0       3.543E-08 1.736E-06 9.100E-03 0.0         -1.0 

 381  501190 4.125E-02 0.0       1.510E-06 3.474E-06 0.0       0.0         -1.0 

 381  501200 3.485E-02 0.0       3.474E-07 0.0       1.384E-05 0.0         -1.0 

 381  501220 1.980E-02 0.0       6.948E-08 0.0       4.290E-06 0.0         -1.0 

 381  501230 8.842E-02 0.0       0.0       0.0       0.0       0.0         -1.0 

 381  501240 2.503E-02 0.0       1.737E-08 0.0       8.702E-03 0.0         -1.0 

 381  501250 1.899E-01 0.0       0.0       0.0       0.0       0.0         -1.0 

 381  511210 3.817E-01 0.0       0.0       0.0       2.288E-03 0.0         -1.0 

 381  511230 2.104E-01 0.0       0.0       0.0       4.550E-04 0.0         -1.0 

 381  511240 5.283E-01 0.0       0.0       0.0       0.0       0.0         -1.0 

 381  511250 2.237E-01 0.0       0.0       0.0       4.030E-04 0.0         -1.0 

 381  511260 3.148E-01 0.0       0.0       0.0       0.0       0.0         -1.0 

 381  521200 1.170E-03 0.0       0.0       0.0       1.989E-04 0.0         -1.0 

 381  521220 2.731E-01 0.0       0.0       0.0       4.086E-02 0.0         -1.0 

 381  521230 4.480E-01 0.0       0.0       0.0       0.0       0.0         -1.0 

 381  521240 2.004E-01 0.0       0.0       0.0       5.330E-05 0.0         -1.0 

 381  521250 2.665E-01 0.0       0.0       0.0       0.0       0.0         -1.0 

 381  521260 8.324E-02 0.0       0.0       0.0       1.695E-03 0.0         -1.0 

 381  521271 2.801E-01 0.0       0.0       0.0       0.0       0.0         -1.0 

 381  521280 8.155E-02 0.0       0.0       0.0       1.362E-04 0.0         -1.0 

 381  521291 8.865E-02 0.0       0.0       0.0       0.0       0.0         -1.0 

 381  521300 1.233E-02 0.0       0.0       0.0       5.472E-05 0.0         -1.0 

 381  531250 1.785E 01 0.0       0.0       0.0       0.0       0.0         -1.0 

 381  531260 5.278E 01 0.0       0.0       0.0       0.0       0.0         -1.0 

 381  531270 4.153E-01 0.0       0.0       0.0       0.0       0.0         -1.0 

 381  531290 2.891E-01 0.0       0.0       0.0       3.120E-02 0.0         -1.0 

 381  531300 3.851E-01 0.0       0.0       0.0       0.0       0.0         -1.0 

 381  531310 1.010E-01 0.0       0.0       0.0       0.0       0.0         -1.0 

 381  541240 3.875E 00 0.0       0.0       0.0       8.044E-01 0.0         -1.0 

 381  541250 3.276E 00 0.0       0.0       0.0       0.0       0.0         -1.0 

 381  541260 4.619E-02 0.0       0.0       0.0       3.211E-03 0.0         -1.0 

 381  541280 1.359E-01 2.796E-04 3.608E-07 6.469E-07 1.048E-03 0.0         -1.0 

 381  541290 3.151E-01 2.031E-03 2.437E-06 1.719E-06 0.0       0.0         -1.0 

 381  541300 9.558E-02 3.874E-04 1.405E-07 1.578E-06 1.196E-03 0.0         -1.0 

 381  541310 1.867E-01 2.980E-03 8.789E-07 2.232E-06 0.0       0.0         -1.0 

 381  541320 5.702E-02 5.601E-04 4.651E-08 4.106E-07 6.750E-05 0.0         -1.0 

 381  541330 8.894E-02 0.0       0.0       0.0       0.0       0.0         -1.0 

 381  541340 2.860E-02 7.470E-04 2.437E-08 4.033E-07 4.950E-06 0.0         -1.0 

 381  541350 3.001E-02 0.0       0.0       0.0       0.0       0.0         -1.0 

 381  541360 2.354E-03 9.036E-04 1.424E-08 1.541E-08 0.0       0.0         -1.0 

 381  551330 3.775E-01 4.347E-04 6.499E-07 4.435E-05 4.651E-02 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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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1  551340 3.906E-01 0.0       0.0       0.0       4.290E-02 0.0         -1.0 

 381  551341 7.605E-04 0.0       0.0       0.0       7.605E-04 0.0         -1.0 

 381  551350 5.162E-02 0.0       0.0       0.0       0.0       0.0         -1.0 

 381  551360 1.906E-01 0.0       0.0       0.0       0.0       0.0         -1.0 

 381  551370 9.633E-03 0.0       0.0       0.0       0.0       0.0         -1.0 

 381  561300 1.589E-01 0.0       0.0       0.0       3.611E-02 0.0         -1.0 

 381  561320 4.972E-03 0.0       0.0       0.0       3.979E-04 0.0         -1.0 

 381  561340 8.923E-02 0.0       0.0       0.0       2.362E-03 0.0         -1.0 

 381  561350 2.574E-01 0.0       0.0       0.0       3.120E-04 0.0         -1.0 

 381  561360 3.778E-02 0.0       0.0       0.0       4.225E-05 0.0         -1.0 

 381  561370 4.209E-02 0.0       0.0       0.0       0.0       0.0         -1.0 

 381  561380 6.171E-03 0.0       0.0       0.0       0.0       0.0         -1.0 

 381  561390 3.510E-03 0.0       0.0       0.0       0.0       0.0         -1.0 

 381  561400 2.820E-02 0.0       0.0       0.0       0.0       0.0         -1.0 

 381  571380 5.369E-01 0.0       0.0       0.0       0.0       0.0         -1.0 

 381  571390 3.095E-02 0.0       0.0       0.0       0.0       0.0         -1.0 

 381  571400 2.099E-01 0.0       0.0       0.0       0.0       0.0         -1.0 

 381  581360 7.908E-02 0.0       0.0       0.0       1.192E-02 0.0         -1.0 

 381  581380 6.435E-04 0.0       0.0       0.0       8.804E-06 0.0         -1.0 

 381  581400 1.619E-02 0.0       0.0       0.0       0.0       0.0         -1.0 

 381  581410 1.094E-01 0.0       0.0       0.0       0.0       0.0         -1.0 

 381  581420 2.929E-02 0.0       0.0       0.0       0.0       0.0         -1.0 

 381  581430 1.723E-01 0.0       0.0       0.0       0.0       0.0         -1.0 

 381  581440 3.865E-02 0.0       0.0       0.0       0.0       0.0         -1.0 

 381  591410 1.139E-01 3.376E-04 2.500E-06 2.444E-06 4.931E-03 0.0         -1.0 

 381  591420 2.950E-01 0.0       0.0       0.0       0.0       0.0         -1.0 

 381  591430 2.669E-01 0.0       0.0       0.0       0.0       0.0         -1.0 

 381  601420 3.357E-02 0.0       0.0       0.0       0.0       0.0         -1.0 

 381  601430 2.297E-01 4.172E-03 2.954E-05 1.949E-06 0.0       0.0         -1.0 

 381  601440 8.015E-02 0.0       0.0       0.0       0.0       0.0         -1.0 

 381  601450 2.573E-01 5.326E-03 1.030E-05 6.911E-07 0.0       0.0         -1.0 

 381  601460 1.080E-01 1.665E-03 1.536E-06 1.120E-07 0.0       0.0         -1.0 

 381  601470 5.068E-01 0.0       0.0       0.0       0.0       0.0         -1.0 

 381  601480 1.542E-01 1.823E-03 5.374E-07 4.090E-08 0.0       0.0         -1.0 

 381  601500 1.809E-01 1.812E-03 1.624E-07 2.630E-08 0.0       0.0         -1.0 

 381  611470 9.675E-01 1.576E-03 3.604E-06 1.253E-06 1.334E 00 0.0         -1.0 

 381  611480 2.837E 00 0.0       0.0       0.0       0.0       0.0         -1.0 

 381  611481 2.859E 00 0.0       0.0       0.0       0.0       0.0         -1.0 

 381  611490 2.390E 00 0.0       0.0       0.0       0.0       0.0         -1.0 

 381  611510 6.437E-02 0.0       0.0       0.0       0.0       0.0         -1.0 

 381  621440 4.095E-04 0.0       0.0       0.0       0.0       0.0         -1.0 

 381  621450 6.435E-02 0.0       0.0       0.0       0.0       0.0         -1.0 

 381  621470 6.314E-01 3.350E-03 3.634E-05 3.069E-06 0.0       0.0         -1.0 

 381  621480 2.898E-01 0.0       0.0       0.0       0.0       0.0         -1.0 

 381  621490 1.094E 00 2.210E-03 2.367E-05 2.367E-05 0.0       0.0         -1.0 

 381  621500 3.368E-01 0.0       0.0       0.0       0.0       0.0         -1.0 

 381  621510 1.663E 00 7.278E-03 5.352E-06 7.010E-07 0.0       0.0         -1.0 

 381  621520 3.725E-01 9.769E-04 4.439E-07 1.134E-07 0.0       0.0         -1.0 

 381  621530 9.130E-02 0.0       0.0       0.0       0.0       0.0         -1.0 

 381  621540 1.656E-01 0.0       0.0       0.0       0.0       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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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1  631510 2.736E 00 6.428E-04 2.926E-05 1.418E-05 1.540E 00 0.0         -1.0 

 381  631520 3.517E 00 2.102E-03 3.581E-05 3.955E-05 0.0       0.0         -1.0 

 381  631530 1.751E 00 9.451E-04 4.453E-05 3.574E-06 0.0       0.0         -1.0 

 381  631540 2.083E 00 1.452E-03 5.302E-05 6.864E-05 0.0       0.0         -1.0 

 381  631550 1.941E 00 1.222E-03 3.571E-07 3.057E-07 0.0       0.0         -1.0 

 381  631560 6.827E-02 0.0       0.0       0.0       0.0       0.0         -1.0 

 381  641520 3.900E 00 0.0       4.118E-06 0.0       0.0       0.0         -1.0 

 381  641540 7.700E-01 0.0       0.0       0.0       1.621E-04 0.0         -1.0 

 381  641550 1.510E 00 0.0       5.206E-08 0.0       0.0       0.0         -1.0 

 381  641560 3.555E-01 0.0       0.0       0.0       0.0       0.0         -1.0 

 381  641570 2.423E 00 0.0       3.217E-07 0.0       0.0       0.0         -1.0 

 381  641580 2.198E-01 0.0       0.0       0.0       0.0       0.0         -1.0 

 381  641600 1.639E-01 0.0       0.0       0.0       0.0       0.0         -1.0 

 381  641610 1.813E 01 0.0       0.0       0.0       0.0       0.0         -1.0 

 381  651590 1.019E 00 0.0       0.0       1.170E-02 0.0       0.0         -1.0 

 381  651600 1.177E-01 0.0       0.0       0.0       0.0       0.0         -1.0 

 381  661560 1.248E 00 0.0       5.214E-06 0.0       0.0       0.0         -1.0 

 381  661580 1.560E-01 0.0       3.522E-06 0.0       0.0       0.0         -1.0 

 381  661600 1.540E 00 0.0       1.749E-07 0.0       0.0       0.0         -1.0 

 381  661610 1.551E 00 0.0       1.745E-08 0.0       0.0       0.0         -1.0 

 381  661620 7.038E-01 0.0       0.0       0.0       0.0       0.0         -1.0 

 381  661630 6.918E-01 0.0       1.141E-08 0.0       0.0       0.0         -1.0 

 381  661640 2.115E-01 1.207E-03 3.298E-05 3.819E-06 3.086E-01 0.0         -1.0 

 381  661650 2.860E 01 0.0       0.0       0.0       0.0       0.0         -1.0 

 381  671650 1.120E 00 0.0       1.170E-08 1.016E-02 4.784E-02 0.0         -1.0 

 381  681620 6.240E-01 0.0       6.453E-06 0.0       0.0       0.0         -1.0 

 381  681640 1.365E-01 0.0       6.997E-07 0.0       0.0       0.0         -1.0 

 381  681660 3.551E-01 0.0       4.095E-08 0.0       5.572E-02 0.0         -1.0 

 381  681670 1.062E 00 0.0       3.919E-08 0.0       0.0       0.0         -1.0 

 381  681680 4.680E-02 0.0       5.247E-08 0.0       0.0       0.0         -1.0 

 381  681700 2.600E-02 0.0       0.0       0.0       0.0       0.0         -1.0 

 381  681710 1.638E-01 0.0       0.0       0.0       0.0       0.0         -1.0 

 381  691690 2.088E 00 0.0       5.850E-09 0.0       1.485E-01 0.0         -1.0 

 381  691700 5.980E-01 0.0       0.0       0.0       0.0       0.0         -1.0 

 381  691710 1.534E-01 0.0       0.0       0.0       0.0       0.0         -1.0 

 381  701680 4.030E 01 0.0       2.233E-06 0.0       0.0       0.0         -1.0 

 381  701700 3.900E-01 0.0       2.340E-08 0.0       0.0       0.0         -1.0 

 381  701710 4.316E-01 0.0       2.340E-08 0.0       0.0       0.0         -1.0 

 381  701720 3.250E-02 0.0       1.749E-08 0.0       0.0       0.0         -1.0 

 381  701730 5.070E-01 0.0       0.0       0.0       0.0       0.0         -1.0 

 381  701740 1.254E-02 0.0       1.179E-08 0.0       3.035E-02 0.0         -1.0 

 381  701760 7.800E-03 0.0       0.0       0.0       0.0       0.0         -1.0 

 381  711750 3.461E-01 0.0       3.559E-08 0.0       8.109E-01 0.0         -1.0 

 381  711760 1.503E 00 0.0       1.167E-06 0.0       4.976E-03 0.0         -1.0 

 381  721740 6.045E-01 0.0       0.0       0.0       0.0       0.0         -1.0 

 381  721760 9.100E-01 0.0       0.0       0.0       0.0       0.0         -1.0 

 381  721770 9.409E 00 0.0       0.0       0.0       2.831E-02 0.0         -1.0 

 381  721780 9.727E-01 0.0       0.0       0.0       1.563E 00 0.0         -1.0 

 381  721790 7.740E-01 0.0       0.0       0.0       5.928E-03 0.0         -1.0 

 381  721800 5.590E-02 0.0       0.0       0.0       0.0       0.0         -1.0 



- 521 -

 381  721810 2.340E-02 0.0       0.0       0.0       0.0       0.0         -1.0 

 381  731800 7.800E-01 0.0       0.0       0.0       0.0       0.0         -1.0 

 381  731810 9.226E-01 0.0       0.0       0.0       4.523E-04 0.0         -1.0 

 381  731820 1.300E 00 0.0       0.0       0.0       0.0       0.0         -1.0 

 381  741800 2.600E-01 0.0       0.0       0.0       0.0       0.0         -1.0 

 381  741820 8.005E+00 3.387E-01 1.755E-04 0.000E+00 0.000E+00 0.00E+00    -1.0 

 381  741830 7.091E+00 3.567E-01 1.755E-04 0.000E+00 0.000E+00 0.00E+00    -1.0 

 381  741840 4.855E-01 3.467E-01 1.009E-04 0.000E+00 0.000E+00 0.00E+00    -1.0 

 381  741860 6.357E+00 3.409E-01 5.790E-05 0.000E+00 0.000E+00 0.00E+00    -1.0 

 381  741870 3.588E 00 0.0       0.0       0.0       0.0       0.0         -1.0 

 381  751850 2.249E 00 0.0       0.0       0.0       0.0       0.0         -1.0 

 381  751870 8.346E-03 0.0       0.0       0.0       3.817E-01 0.0         -1.0 

 381  751880 1.170E-03 0.0       0.0       0.0       0.0       0.0         -1.0 

 381  761840 1.755E 00 0.0       5.791E-06 0.0       0.0       0.0         -1.0 

 381  761860 0.0       0.0       5.850E-08 0.0       0.0       0.0         -1.0 

 381  761870 1.157E 00 0.0       5.897E-08 0.0       0.0       0.0         -1.0 

 381  761880 1.755E-01 0.0       1.761E-08 0.0       0.0       0.0         -1.0 

 381  761890 9.750E-01 0.0       5.786E-09 0.0       1.072E-05 0.0         -1.0 

 381  761900 1.131E-02 0.0       1.141E-08 0.0       2.639E-02 0.0         -1.0 

 381  761920 6.968E-03 0.0       5.891E-09 0.0       5.200E-05 0.0         -1.0 

 381  761930 9.009E-01 0.0       0.0       0.0       0.0       0.0         -1.0 

 381  771910 4.872E 00 0.0       0.0       0.0       1.998E-03 0.0         -1.0 

 381  771920 6.435E-01 0.0       0.0       0.0       0.0       0.0         -1.0 

 381  771930 1.667E 00 0.0       0.0       0.0       8.788E-02 0.0         -1.0 

 381  781900 8.775E-02 0.0       4.651E-06 0.0       0.0       0.0         -1.0 

 381  781920 9.095E-02 0.0       1.147E-07 0.0       1.695E-02 0.0         -1.0 

 381  781940 4.810E-03 0.0       2.948E-09 0.0       3.900E-04 0.0         -1.0 

 381  781950 4.615E-01 0.0       3.001E-09 0.0       0.0       0.0         -1.0 

 381  781960 9.697E-03 0.0       0.0       0.0       7.030E-04 0.0         -1.0 

 381  781980 7.227E-02 0.0       0.0       0.0       5.314E-04 0.0         -1.0 

 381  791970 2.028E 00 0.0       0.0       0.0       0.0       0.0         -1.0 

 381  791980 1.509E 01 0.0       0.0       0.0       0.0       0.0         -1.0 

 381  791990 1.755E-02 0.0       0.0       0.0       0.0       0.0         -1.0 

 381  801960 5.369E-01 0.0       0.0       0.0       7.657E-02 0.0         -1.0 

 381  801980 9.013E-02 0.0       0.0       0.0       8.645E-04 0.0         -1.0 

 381  801990 1.989E-01 0.0       0.0       0.0       0.0       0.0         -1.0 

 381  802000 3.510E-02 0.0       0.0       0.0       0.0       0.0         -1.0 

 381  802010 3.510E-02 0.0       0.0       0.0       0.0       0.0         -1.0 

 381  802020 6.370E-03 0.0       0.0       0.0       0.0       0.0         -1.0 

 381  802040 2.515E-04 0.0       0.0       0.0       0.0       0.0         -1.0 

 381  812030 5.135E-02 0.0       0.0       0.0       0.0       0.0         -1.0 

 381  812040 1.118E-01 0.0       0.0       0.0       0.0       0.0         -1.0 

 381  812050 9.100E-04 0.0       0.0       0.0       0.0       0.0         -1.0 

 381  822040 2.210E-03 0.0       0.0       0.0       0.0       0.0         -1.0 

 381  822060 2.600E-04 0.0       0.0       0.0       0.0       0.0         -1.0 

 381  822070 5.200E-04 0.0       0.0       0.0       0.0       0.0         -1.0 

 381  822080 2.849E-07 0.0       0.0       0.0       0.0       0.0         -1.0 

 381  832090 1.422E-04 3.290E-04 0.0       9.901E-07 1.048E-04 0.0         -1.0 

 381  832100 3.159E-05 0.0       0.0       0.0       0.0       0.0         -1.0 

 381  842100 1.755E-05 0.0       0.0       0.0       2.926E-07 0.0         -1.0 



- 522 -

  -1                                                                            

2. Back Wall

 381        ACTIVATION PRODUCT XSEC LIBRARY-- FFTF-PU/U  CORE REGION            

 381   10010 1.550E-04 0.0       0.0       0.0       0.0       0.0         -1.0 

 381   10020 3.100E-07 6.757E-04 0.0       0.0       0.0       0.0         -1.0 

 381   10030 3.510E-09 0.0       0.0       0.0       0.0       0.0         -1.0 

 381   20030 3.107E 00 0.0       0.0       3.255E 00 0.0       0.0         -1.0 

 381   30060 1.638E-05 0.0       4.466E-01 7.184E-04 0.0       0.0         -1.0 

 381   30070 9.100E-06 0.0       4.481E-03 0.0       0.0       0.0         -1.0 

 381   40090 5.200E-06 3.738E-02 2.168E-02 0.0       0.0       0.0         -1.0 

 381   40100 5.850E-07 0.0       0.0       0.0       0.0       0.0         -1.0 

 381   50100 2.925E-04 0.0       2.114E 00 1.566E-03 0.0       0.0         -1.0 

 381   50110 3.071E-05 6.503E-07 8.573E-06 8.093E-08 0.0       0.0         -1.0 

 381   60120 3.018E-06 0.0       2.189E-04 4.895E-08 0.0       0.0         -1.0 

 381   60130 1.690E-06 0.0       4.516E-04 0.0       0.0       0.0         -1.0 

 381   60140 5.850E-10 0.0       0.0       0.0       0.0       0.0         -1.0 

 381   70140 4.926E-05 3.198E-07 1.500E-02 1.533E-02 0.0       0.0         -1.0 

 381   70150 1.315E-05 8.713E-06 2.426E-05 5.091E-06 0.0       0.0         -1.0 

 381   80160 4.949E-06 0.000E+00 5.086E-03 0.000E+00 0.000E+00 0.00E+00    -1.0 

 381   80170 7.341E-05 9.378E-06 3.639E-02 3.310E-06 0.0       0.0         -1.0 

 381   80180 1.053E-06 0.0       2.605E-04 0.0       0.0       0.0         -1.0 

 381   90190 2.288E-05 0.0       2.975E-03 2.729E-04 0.0       0.0         -1.0 

 381  100200 2.164E-05 0.0       3.474E-03 0.0       0.0       0.0         -1.0 

 381  100210 4.048E-04 0.0       8.775E-04 0.0       0.0       0.0         -1.0 

 381  100220 2.808E-05 0.0       0.0       0.0       0.0       0.0         -1.0 

 381  110220 2.080E 02 0.0       0.0       0.0       0.0       0.0         -1.0 

 381  110230 1.200E-03 1.285E-06 1.227E-04 2.423E-04 3.055E-04 0.0         -1.0 

 381  120240 3.900E-05 0.0       2.607E-04 2.274E-04 0.0       0.0         -1.0 

 381  120250 1.443E-04 0.0       2.953E-03 3.465E-04 0.0       0.0         -1.0 

 381  120260 3.250E-05 0.0       5.211E-04 0.0       0.0       0.0         -1.0 

 381  120270 2.340E-05 0.0       0.0       0.0       0.0       0.0         -1.0 

 381  130270 2.210E-04 0.0       1.127E-04 5.386E-04 0.0       0.0         -1.0 

 381  140280 1.014E-04 0.0       1.284E-04 6.950E-04 0.0       0.0         -1.0 

 381  140290 1.638E-04 0.0       1.111E-03 4.695E-04 0.0       0.0         -1.0 

 381  140300 1.378E-04 0.0       1.737E-05 6.865E-07 0.0       0.0         -1.0 

 381  140310 2.808E-04 0.0       0.0       0.0       0.0       0.0         -1.0 

 381  150310 1.040E-04 0.0       2.244E-04 5.386E-03 0.0       0.0         -1.0 

 381  160320 3.100E-04 0.0       2.432E-03 1.042E-02 0.0       0.0         -1.0 

 381  160330 0.0       1.356E-06 8.190E-05 1.170E-06 0.0       0.0         -1.0 

 381  160340 1.404E-04 0.0       4.344E-04 1.093E-04 0.0       0.0         -1.0 

 381  160360 8.775E-05 0.0       0.0       0.0       0.0       0.0         -1.0 

 381  170350 2.210E-02 0.0       1.060E-03 3.258E-03 0.0       0.0         -1.0 

 381  170360 5.850E-03 0.0       0.0       0.0       0.0       0.0         -1.0 

 381  170370 3.978E-04 0.0       2.084E-04 4.177E-05 5.200E-06 0.0         -1.0 

 381  180360 3.250E-03 0.0       6.729E-03 1.238E-02 0.0       0.0         -1.0 

 381  180380 5.200E-04 0.0       0.0       0.0       0.0       0.0         -1.0 

 381  180390 3.510E-01 0.0       0.0       0.0       0.0       0.0         -1.0 

 381  180400 5.330E-04 0.0       3.685E-04 0.0       0.0       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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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1  180410 2.925E-04 0.0       0.0       0.0       0.0       0.0         -1.0 

 381  190390 1.170E-03 0.0       2.971E-03 1.249E-02 0.0       0.0         -1.0 

 381  190400 1.755E-02 0.0       2.279E-04 2.575E-03 0.0       0.0         -1.0 

 381  190410 1.846E-03 0.0       0.0       0.0       0.0       0.0         -1.0 

 381  200400 2.340E-04 0.0       1.167E-03 8.162E-03 0.0       0.0         -1.0 

 381  200420 3.770E-04 0.0       4.165E-03 3.649E-03 0.0       0.0         -1.0 

 381  200430 7.150E-03 0.0       1.459E-03 5.902E-04 0.0       0.0         -1.0 

 381  200440 7.280E-04 1.998E-08 6.073E-06 1.388E-05 0.0       0.0         -1.0 

 381  200460 4.160E-04 0.0       0.0       0.0       0.0       0.0         -1.0 

 381  200480 6.435E-04 0.0       0.0       0.0       0.0       0.0         -1.0 

 381  210450 9.368E-03 0.0       6.462E-06 1.438E-05 5.322E-03 0.0         -1.0 

 381  210460 4.680E-03 0.0       0.0       0.0       0.0       0.0         -1.0 

 381  220460 2.104E-02 1.239E-04 2.062E-03 0.000E+00 2.200E-12 0.00E+00    -1.0 

 381  220470 8.850E-02 4.414E-03 1.989E-03 0.000E+00 1.572E-07 0.00E+00    -1.0 

 381  220480 2.140E-01 5.919E-03 5.663E-04 0.000E+00 1.942E-13 0.00E+00    -1.0 

 381  220490 5.262E-02 1.551E-02 4.425E-04 0.000E+00 3.944E-08 0.00E+00    -1.0 

 381  220500 5.261E-03 1.251E-02 1.124E-04 0.000E+00 0.000E+00 0.00E+00    -1.0 

 381  230500 8.710E-02 0.0       0.0       0.0       0.0       0.0         -1.0 

 381  230510 3.510E-03 0.0       6.142E-07 1.746E-05 0.0       0.0         -1.0 

 381  240500 4.367E-01 7.954E-05 2.500E-03 0.000E+00 0.000E+00 0.00E+00    -1.0

 381  240510 4.680E-04 0.0       0.0       0.0       0.0       0.0         -1.0 

 381  240520 2.636E-02 3.287E-03 6.214E-04 0.000E+00 0.000E+00 0.00E+00    -1.0

 381  240530 4.880E-01 1.674E-02 6.211E-04 0.000E+00 0.000E+00 0.00E+00    -1.0 

 381  240540 1.213E-02 1.587E-02 2.230E-04 0.000E+00 0.000E+00 0.00E+00    -1.0 

 381  250540 5.850E-03 0.0       0.0       0.0       0.0       0.0         -1.0 

 381  250550 5.865E-01 1.166E-02 5.513E-04 0.000E+00 1.176E-05 0.00E+00    -1.0 

 381  260540 6.746E-02 2.215E-05 1.896E-03 0.000E+00 0.000E+00 0.00E+00    -1.0 

 381  260560 6.990E-02 5.878E-03 8.513E-04 0.000E+00 4.295E-08 0.00E+00    -1.0 

 381  260570 8.398E-02 2.001E-02 7.724E-04 0.000E+00 0.000E+00 0.00E+00    -1.0 

 381  260580 7.908E-02 1.505E-02 4.057E-04 0.000E+00 0.000E+00 0.00E+00    -1.0 

 381  270581 7.956E 01 0.0       0.0       0.0       0.0       0.0         -1.0 

 381  270580 8.957E 00 0.0       0.0       0.0       0.0       0.0         -1.0 

 381  270590 4.416E+00 1.095E-02 6.167E-04 0.000E+00 3.094E-06 0.00E+00    -1.0 

 381  270600 5.590E-03 0.0       0.0       0.0       0.0       0.0         -1.0 

 381  270601 2.990E-01 0.0       0.0       0.0       0.0       0.0         -1.0 

 381  280580 1.301E-01 2.768E-04 2.802E-03 0.000E+00 6.757E-08 0.00E+00    -1.0 

 381  280590 1.794E-01 0.0       7.020E-03 0.0       0.0       0.0         -1.0 

 381  280600 8.299E-02 5.122E-03 1.427E-03 0.000E+00 9.505E-10 0.00E+00    -1.0 

 381  280610 8.619E-02 1.434E-02 1.309E-03 0.000E+00 0.000E+00 0.00E+00    -1.0 

 381  280620 3.590E-01 1.150E-02 2.966E-04 0.000E+00 0.000E+00 0.00E+00    -1.0 

 381  280630 1.345E-02 0.0       0.0       0.0       0.0       0.0         -1.0 

 381  280640 1.430E-03 0.0       0.0       0.0       0.0       0.0         -1.0 

 381  280650 1.430E-02 0.0       0.0       0.0       0.0       0.0         -1.0 

 381  290630 3.060E-01 6.471E-03 1.009E-03 0.000E+00 0.000E+00 0.00E+00    -1.0 

 381  290650 1.357E-01 1.488E-02 1.678E-04 0.000E+00 5.100E-07 0.00E+00    -1.0 

 381  290660 7.897E-02 0.0       0.0       0.0       0.0       0.0         -1.0 

 381  300640 1.820E-03 0.0       8.670E-09 0.0       0.0       0.0         -1.0 

 381  300660 1.040E-03 0.0       1.193E-08 0.0       0.0       0.0         -1.0 

 381  300670 2.600E-02 0.0       3.512E-09 0.0       0.0       0.0         -1.0 

 381  300680 4.001E-03 0.0       1.192E-08 0.0       2.883E-04 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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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1  300700 4.855E-05 0.0       0.0       0.0       5.091E-06 0.0         -1.0 

 381  310690 2.028E-02 0.0       0.0       0.0       0.0       0.0         -1.0 

 381  310710 3.931E-02 0.0       0.0       0.0       1.253E-03 0.0         -1.0 

 381  320700 2.865E-03 0.0       0.0       0.0       2.545E-04 0.0         -1.0 

 381  320720 4.716E-02 0.0       0.0       0.0       0.0       0.0         -1.0 

 381  320730 2.426E-01 0.0       0.0       0.0       0.0       0.0         -1.0 

 381  320740 2.742E-02 0.0       0.0       0.0       2.088E-04 0.0         -1.0 

 381  320750 2.632E-03 0.0       0.0       0.0       0.0       0.0         -1.0 

 381  320760 1.517E-02 0.0       0.0       0.0       1.683E-03 0.0         -1.0 

 381  330750 2.792E-01 0.0       0.0       0.0       0.0       0.0         -1.0 

 381  340740 7.345E-01 0.0       0.0       0.0       0.0       0.0         -1.0 

 381  340760 1.238E-01 0.0       0.0       0.0       1.417E-02 0.0         -1.0 

 381  340770 2.811E-01 0.0       0.0       0.0       0.0       0.0         -1.0 

 381  340780 5.009E-02 0.0       0.0       0.0       5.070E-03 0.0         -1.0 

 381  340790 2.080E-03 0.0       0.0       0.0       0.0       0.0         -1.0 

 381  340800 4.550E-02 0.0       0.0       0.0       2.860E-04 0.0         -1.0 

 381  340820 8.785E-03 0.0       0.0       0.0       3.394E-06 0.0         -1.0 

 381  350790 4.969E-01 0.0       0.0       0.0       4.485E-02 0.0         -1.0 

 381  350810 2.760E-01 0.0       0.0       0.0       5.989E-02 0.0         -1.0 

 381  360780 6.583E-03 0.0       0.0       0.0       3.073E-04 0.0         -1.0 

 381  360800 1.493E-01 3.902E-05 7.287E-06 6.394E-05 2.370E-02 0.0         -1.0 

 381  360820 1.225E-01 7.405E-05 2.230E-06 1.502E-05 1.155E-01 0.0         -1.0 

 381  360830 4.023E-01 1.024E-03 2.180E-06 4.168E-05 0.0       0.0         -1.0 

 381  360840 3.712E-02 1.155E-04 1.378E-05 2.355E-06 2.393E-03 0.0         -1.0 

 381  360850 2.949E-02 0.0       0.0       0.0       0.0       0.0         -1.0 

 381  360860 3.108E-03 1.549E-04 8.645E-06 2.062E-07 0.0       0.0         -1.0 

 381  360870 3.510E-01 0.0       0.0       0.0       0.0       0.0         -1.0 

 381  370850 1.659E-01 0.0       0.0       0.0       1.060E-03 0.0         -1.0 

 381  370860 1.177E-01 0.0       0.0       0.0       0.0       0.0         -1.0 

 381  370870 1.107E-02 0.0       0.0       0.0       0.0       0.0         -1.0 

 381  370880 5.850E-04 0.0       0.0       0.0       0.0       0.0         -1.0 

 381  380840 4.424E-03 0.0       0.0       0.0       9.356E-03 0.0         -1.0 

 381  380860 5.493E-02 0.0       0.0       0.0       5.200E-03 0.0         -1.0 

 381  380870 8.081E-02 0.0       0.0       0.0       0.0       0.0         -1.0 

 381  380880 1.151E-03 0.0       0.0       0.0       0.0       0.0         -1.0 

 381  380890 1.750E-02 0.0       0.0       0.0       0.0       0.0         -1.0 

 381  380900 1.198E-02 0.0       0.0       0.0       0.0       0.0         -1.0 

 381  390890 1.979E-02 0.0       0.0       0.0       1.014E-06 0.0         -1.0 

 381  390900 1.019E-01 0.0       0.0       0.0       9.100E-04 0.0         -1.0 

 381  390910 3.256E-02 0.0       0.0       0.0       0.0       0.0         -1.0 

 381  400900 2.011E-02 0.0       6.281E-07 1.564E-04 0.0       0.0         -1.0 

 381  400910 6.204E-02 0.0       2.607E-04 4.855E-05 0.0       0.0         -1.0 

 381  400920 3.177E-02 0.0       1.284E-05 2.781E-05 0.0       0.0         -1.0 

 381  400930 6.473E-02 0.0       8.685E-06 0.0       0.0       0.0         -1.0 

 381  400940 1.739E-02 0.0       2.430E-06 1.739E-06 0.0       0.0         -1.0 

 381  400950 1.205E-01 0.0       0.0       0.0       0.0       0.0         -1.0 

 381  400960 3.544E-02 0.0       5.216E-08 6.943E-08 0.0       0.0         -1.0 

 381  410930 5.786E-01 2.527E-02 1.498E-04 0.000E+00 0.000E+00 0.00E+00    -1.0 

 381  410940 1.758E-01 0.0       0.0       0.0       0.0       0.0         -1.0 

 381  410950 2.701E-01 0.0       0.0       0.0       0.0       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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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1  420920 5.672E-02 1.730E-03 3.989E-04 0.000E+00 3.991E-11 0.00E+00    -1.0 

 381  420940 9.767E-02 1.937E-02 4.582E-04 0.000E+00 1.522E-07 0.00E+00    -1.0 

 381  420950 5.985E+00 2.655E-02 4.657E-04 0.000E+00 8.768E-07 0.00E+00    -1.0 

 381  420960 1.019E+00 2.356E-02 1.950E-04 0.000E+00 4.494E-08 0.00E+00    -1.0 

 381  420970 1.057E+00 2.916E-02 1.279E-04 0.000E+00 1.550E-07 0.00E+00    -1.0 

 381  420980 3.642E-01 2.535E-02 8.472E-05 0.000E+00 2.609E-08 0.00E+00    -1.0 

 381  420990 3.791E-01 0.0       0.0       0.0       0.0       0.0         -1.0 

 381  421000 2.239E-01 2.694E-02 3.649E-05 0.000E+00 1.177E-08 0.00E+00    -1.0 

 381  430990 3.704E-01 3.413E-04 0.0       0.0       0.0       0.0         -1.0 

 381  440960 8.580E-03 0.0       0.0       0.0       0.0       0.0         -1.0 

 381  440980 4.680E-03 0.0       0.0       0.0       0.0       0.0         -1.0 

 381  440990 3.746E-01 0.0       0.0       0.0       0.0       0.0         -1.0 

 381  441000 1.254E-01 0.0       0.0       0.0       0.0       0.0         -1.0 

 381  441010 4.183E-01 0.0       0.0       0.0       0.0       0.0         -1.0 

 381  441020 1.528E-01 0.0       0.0       0.0       0.0       0.0         -1.0 

 381  441030 3.414E-01 0.0       0.0       0.0       0.0       0.0         -1.0 

 381  441040 1.072E-01 0.0       0.0       0.0       0.0       0.0         -1.0 

 381  441050 2.764E-01 0.0       0.0       0.0       0.0       0.0         -1.0 

 381  441060 6.139E-02 0.0       0.0       0.0       0.0       0.0         -1.0 

 381  451030 5.488E-01 1.292E-04 0.0       0.0       1.048E-01 0.0         -1.0 

 381  451040 2.340E-02 0.0       0.0       0.0       0.0       0.0         -1.0 

 381  451041 4.680E-01 0.0       0.0       0.0       0.0       0.0         -1.0 

 381  451050 5.091E-01 0.0       0.0       0.0       6.035E 00 0.0         -1.0 

 381  461020 2.808E-03 0.0       0.0       0.0       0.0       0.0         -1.0 

 381  461040 2.146E-01 0.0       0.0       0.0       0.0       0.0         -1.0 

 381  461050 6.528E-01 0.0       0.0       0.0       0.0       0.0         -1.0 

 381  461060 1.285E-01 0.0       0.0       0.0       3.173E-04 0.0         -1.0 

 381  461070 4.560E-01 0.0       0.0       0.0       0.0       0.0         -1.0 

 381  461080 1.430E-01 0.0       0.0       0.0       5.330E-03 0.0         -1.0 

 381  461100 1.089E-01 0.0       0.0       0.0       2.028E-03 0.0         -1.0 

 381  471070 5.489E-01 2.704E-04 1.513E-05 1.347E-05 9.849E-03 0.0         -1.0 

 381  471090 3.956E-01 2.838E-04 1.141E-05 1.473E-05 9.074E-02 0.0         -1.0 

 381  471100 4.797E-02 0.0       0.0       0.0       5.850E-24 0.0         -1.0 

 381  471101 4.797E-02 0.0       0.0       0.0       4.797E-02 0.0         -1.0 

 381  471110 4.697E-01 0.0       0.0       0.0       0.0       0.0         -1.0 

 381  481060 5.850E-04 0.0       0.0       0.0       0.0       0.0         -1.0 

 381  481080 1.682E-01 0.0       0.0       0.0       0.0       0.0         -1.0 

 381  481090 3.802E-01 0.0       0.0       0.0       0.0       0.0         -1.0 

 381  481100 2.163E-01 0.0       0.0       0.0       4.732E-04 0.0         -1.0 

 381  481110 3.241E-01 0.0       0.0       0.0       0.0       0.0         -1.0 

 381  481120 1.925E-01 0.0       0.0       0.0       1.690E-02 0.0         -1.0 

 381  481130 2.943E-01 7.661E-04 1.062E-07 2.526E-06 0.0       0.0         -1.0 

 381  481140 2.315E-01 0.0       0.0       0.0       2.785E-03 0.0         -1.0 

 381  481151 4.487E-01 0.0       0.0       0.0       0.0       0.0         -1.0 

 381  481160 9.172E-02 0.0       0.0       0.0       9.572E-05 0.0         -1.0 

 381  491130 5.106E-01 0.0       0.0       0.0       2.411E-01 0.0         -1.0 

 381  491150 3.854E-01 0.0       0.0       0.0       3.334E 00 0.0         -1.0 

 381  491170 2.925E-03 0.0       0.0       0.0       2.925E-03 0.0         -1.0 

 381  491171 2.925E-03 0.0       0.0       0.0       2.925E-03 0.0         -1.0 

 381  491190 2.340E-04 0.0       0.0       0.0       3.510E-04 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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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1  491191 2.340E-04 0.0       0.0       0.0       3.510E-04 0.0         -1.0 

 381  491200 7.800E-05 0.0       0.0       0.0       0.0       0.0         -1.0 

 381  491201 7.800E-05 0.0       0.0       0.0       0.0       0.0         -1.0 

 381  501120 2.441E-02 0.0       0.0       0.0       1.068E-02 0.0         -1.0 

 381  501140 1.560E-03 0.0       3.325E-06 5.209E-05 0.0       0.0         -1.0 

 381  501150 3.612E-02 0.0       5.043E-05 5.206E-05 0.0       0.0         -1.0 

 381  501160 4.861E-02 0.0       3.620E-07 8.688E-06 1.430E-02 0.0         -1.0 

 381  501170 1.600E-01 0.0       9.380E-06 1.563E-05 0.0       0.0         -1.0 

 381  501180 9.514E-02 0.0       3.543E-08 1.736E-06 9.100E-03 0.0         -1.0 

 381  501190 4.125E-02 0.0       1.510E-06 3.474E-06 0.0       0.0         -1.0 

 381  501200 3.485E-02 0.0       3.474E-07 0.0       1.384E-05 0.0         -1.0 

 381  501220 1.980E-02 0.0       6.948E-08 0.0       4.290E-06 0.0         -1.0 

 381  501230 8.842E-02 0.0       0.0       0.0       0.0       0.0         -1.0 

 381  501240 2.503E-02 0.0       1.737E-08 0.0       8.702E-03 0.0         -1.0 

 381  501250 1.899E-01 0.0       0.0       0.0       0.0       0.0         -1.0 

 381  511210 3.817E-01 0.0       0.0       0.0       2.288E-03 0.0         -1.0 

 381  511230 2.104E-01 0.0       0.0       0.0       4.550E-04 0.0         -1.0 

 381  511240 5.283E-01 0.0       0.0       0.0       0.0       0.0         -1.0 

 381  511250 2.237E-01 0.0       0.0       0.0       4.030E-04 0.0         -1.0 

 381  511260 3.148E-01 0.0       0.0       0.0       0.0       0.0         -1.0 

 381  521200 1.170E-03 0.0       0.0       0.0       1.989E-04 0.0         -1.0 

 381  521220 2.731E-01 0.0       0.0       0.0       4.086E-02 0.0         -1.0 

 381  521230 4.480E-01 0.0       0.0       0.0       0.0       0.0         -1.0 

 381  521240 2.004E-01 0.0       0.0       0.0       5.330E-05 0.0         -1.0 

 381  521250 2.665E-01 0.0       0.0       0.0       0.0       0.0         -1.0 

 381  521260 8.324E-02 0.0       0.0       0.0       1.695E-03 0.0         -1.0 

 381  521271 2.801E-01 0.0       0.0       0.0       0.0       0.0         -1.0 

 381  521280 8.155E-02 0.0       0.0       0.0       1.362E-04 0.0         -1.0 

 381  521291 8.865E-02 0.0       0.0       0.0       0.0       0.0         -1.0 

 381  521300 1.233E-02 0.0       0.0       0.0       5.472E-05 0.0         -1.0 

 381  531250 1.785E 01 0.0       0.0       0.0       0.0       0.0         -1.0 

 381  531260 5.278E 01 0.0       0.0       0.0       0.0       0.0         -1.0 

 381  531270 4.153E-01 0.0       0.0       0.0       0.0       0.0         -1.0 

 381  531290 2.891E-01 0.0       0.0       0.0       3.120E-02 0.0         -1.0 

 381  531300 3.851E-01 0.0       0.0       0.0       0.0       0.0         -1.0 

 381  531310 1.010E-01 0.0       0.0       0.0       0.0       0.0         -1.0 

 381  541240 3.875E 00 0.0       0.0       0.0       8.044E-01 0.0         -1.0 

 381  541250 3.276E 00 0.0       0.0       0.0       0.0       0.0         -1.0 

 381  541260 4.619E-02 0.0       0.0       0.0       3.211E-03 0.0         -1.0 

 381  541280 1.359E-01 2.796E-04 3.608E-07 6.469E-07 1.048E-03 0.0         -1.0 

 381  541290 3.151E-01 2.031E-03 2.437E-06 1.719E-06 0.0       0.0         -1.0 

 381  541300 9.558E-02 3.874E-04 1.405E-07 1.578E-06 1.196E-03 0.0         -1.0 

 381  541310 1.867E-01 2.980E-03 8.789E-07 2.232E-06 0.0       0.0         -1.0 

 381  541320 5.702E-02 5.601E-04 4.651E-08 4.106E-07 6.750E-05 0.0         -1.0 

 381  541330 8.894E-02 0.0       0.0       0.0       0.0       0.0         -1.0 

 381  541340 2.860E-02 7.470E-04 2.437E-08 4.033E-07 4.950E-06 0.0         -1.0 

 381  541350 3.001E-02 0.0       0.0       0.0       0.0       0.0         -1.0 

 381  541360 2.354E-03 9.036E-04 1.424E-08 1.541E-08 0.0       0.0         -1.0 

 381  551330 3.775E-01 4.347E-04 6.499E-07 4.435E-05 4.651E-02 0.0         -1.0 

 381  551340 3.906E-01 0.0       0.0       0.0       4.290E-02 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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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1  551341 7.605E-04 0.0       0.0       0.0       7.605E-04 0.0         -1.0 

 381  551350 5.162E-02 0.0       0.0       0.0       0.0       0.0         -1.0 

 381  551360 1.906E-01 0.0       0.0       0.0       0.0       0.0         -1.0 

 381  551370 9.633E-03 0.0       0.0       0.0       0.0       0.0         -1.0 

 381  561300 1.589E-01 0.0       0.0       0.0       3.611E-02 0.0         -1.0 

 381  561320 4.972E-03 0.0       0.0       0.0       3.979E-04 0.0         -1.0 

 381  561340 8.923E-02 0.0       0.0       0.0       2.362E-03 0.0         -1.0 

 381  561350 2.574E-01 0.0       0.0       0.0       3.120E-04 0.0         -1.0 

 381  561360 3.778E-02 0.0       0.0       0.0       4.225E-05 0.0         -1.0 

 381  561370 4.209E-02 0.0       0.0       0.0       0.0       0.0         -1.0 

 381  561380 6.171E-03 0.0       0.0       0.0       0.0       0.0         -1.0 

 381  561390 3.510E-03 0.0       0.0       0.0       0.0       0.0         -1.0 

 381  561400 2.820E-02 0.0       0.0       0.0       0.0       0.0         -1.0 

 381  571380 5.369E-01 0.0       0.0       0.0       0.0       0.0         -1.0 

 381  571390 3.095E-02 0.0       0.0       0.0       0.0       0.0         -1.0 

 381  571400 2.099E-01 0.0       0.0       0.0       0.0       0.0         -1.0 

 381  581360 7.908E-02 0.0       0.0       0.0       1.192E-02 0.0         -1.0 

 381  581380 6.435E-04 0.0       0.0       0.0       8.804E-06 0.0         -1.0 

 381  581400 1.619E-02 0.0       0.0       0.0       0.0       0.0         -1.0 

 381  581410 1.094E-01 0.0       0.0       0.0       0.0       0.0         -1.0 

 381  581420 2.929E-02 0.0       0.0       0.0       0.0       0.0         -1.0 

 381  581430 1.723E-01 0.0       0.0       0.0       0.0       0.0         -1.0 

 381  581440 3.865E-02 0.0       0.0       0.0       0.0       0.0         -1.0 

 381  591410 1.139E-01 3.376E-04 2.500E-06 2.444E-06 4.931E-03 0.0         -1.0 

 381  591420 2.950E-01 0.0       0.0       0.0       0.0       0.0         -1.0 

 381  591430 2.669E-01 0.0       0.0       0.0       0.0       0.0         -1.0 

 381  601420 3.357E-02 0.0       0.0       0.0       0.0       0.0         -1.0 

 381  601430 2.297E-01 4.172E-03 2.954E-05 1.949E-06 0.0       0.0         -1.0 

 381  601440 8.015E-02 0.0       0.0       0.0       0.0       0.0         -1.0 

 381  601450 2.573E-01 5.326E-03 1.030E-05 6.911E-07 0.0       0.0         -1.0 

 381  601460 1.080E-01 1.665E-03 1.536E-06 1.120E-07 0.0       0.0         -1.0 

 381  601470 5.068E-01 0.0       0.0       0.0       0.0       0.0         -1.0 

 381  601480 1.542E-01 1.823E-03 5.374E-07 4.090E-08 0.0       0.0         -1.0 

 381  601500 1.809E-01 1.812E-03 1.624E-07 2.630E-08 0.0       0.0         -1.0 

 381  611470 9.675E-01 1.576E-03 3.604E-06 1.253E-06 1.334E 00 0.0         -1.0 

 381  611480 2.837E 00 0.0       0.0       0.0       0.0       0.0         -1.0 

 381  611481 2.859E 00 0.0       0.0       0.0       0.0       0.0         -1.0 

 381  611490 2.390E 00 0.0       0.0       0.0       0.0       0.0         -1.0 

 381  611510 6.437E-02 0.0       0.0       0.0       0.0       0.0         -1.0 

 381  621440 4.095E-04 0.0       0.0       0.0       0.0       0.0         -1.0 

 381  621450 6.435E-02 0.0       0.0       0.0       0.0       0.0         -1.0 

 381  621470 6.314E-01 3.350E-03 3.634E-05 3.069E-06 0.0       0.0         -1.0 

 381  621480 2.898E-01 0.0       0.0       0.0       0.0       0.0         -1.0 

 381  621490 1.094E 00 2.210E-03 2.367E-05 2.367E-05 0.0       0.0         -1.0 

 381  621500 3.368E-01 0.0       0.0       0.0       0.0       0.0         -1.0 

 381  621510 1.663E 00 7.278E-03 5.352E-06 7.010E-07 0.0       0.0         -1.0 

 381  621520 3.725E-01 9.769E-04 4.439E-07 1.134E-07 0.0       0.0         -1.0 

 381  621530 9.130E-02 0.0       0.0       0.0       0.0       0.0         -1.0 

 381  621540 1.656E-01 0.0       0.0       0.0       0.0       0.0         -1.0 

 381  631510 2.736E 00 6.428E-04 2.926E-05 1.418E-05 1.540E 00 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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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1  631520 3.517E 00 2.102E-03 3.581E-05 3.955E-05 0.0       0.0         -1.0 

 381  631530 1.751E 00 9.451E-04 4.453E-05 3.574E-06 0.0       0.0         -1.0 

 381  631540 2.083E 00 1.452E-03 5.302E-05 6.864E-05 0.0       0.0         -1.0 

 381  631550 1.941E 00 1.222E-03 3.571E-07 3.057E-07 0.0       0.0         -1.0 

 381  631560 6.827E-02 0.0       0.0       0.0       0.0       0.0         -1.0 

 381  641520 3.900E 00 0.0       4.118E-06 0.0       0.0       0.0         -1.0 

 381  641540 7.700E-01 0.0       0.0       0.0       1.621E-04 0.0         -1.0 

 381  641550 1.510E 00 0.0       5.206E-08 0.0       0.0       0.0         -1.0 

 381  641560 3.555E-01 0.0       0.0       0.0       0.0       0.0         -1.0 

 381  641570 2.423E 00 0.0       3.217E-07 0.0       0.0       0.0         -1.0 

 381  641580 2.198E-01 0.0       0.0       0.0       0.0       0.0         -1.0 

 381  641600 1.639E-01 0.0       0.0       0.0       0.0       0.0         -1.0 

 381  641610 1.813E 01 0.0       0.0       0.0       0.0       0.0         -1.0 

 381  651590 1.019E 00 0.0       0.0       1.170E-02 0.0       0.0         -1.0 

 381  651600 1.177E-01 0.0       0.0       0.0       0.0       0.0         -1.0 

 381  661560 1.248E 00 0.0       5.214E-06 0.0       0.0       0.0         -1.0 

 381  661580 1.560E-01 0.0       3.522E-06 0.0       0.0       0.0         -1.0 

 381  661600 1.540E 00 0.0       1.749E-07 0.0       0.0       0.0         -1.0 

 381  661610 1.551E 00 0.0       1.745E-08 0.0       0.0       0.0         -1.0 

 381  661620 7.038E-01 0.0       0.0       0.0       0.0       0.0         -1.0 

 381  661630 6.918E-01 0.0       1.141E-08 0.0       0.0       0.0         -1.0 

 381  661640 2.115E-01 1.207E-03 3.298E-05 3.819E-06 3.086E-01 0.0         -1.0 

 381  661650 2.860E 01 0.0       0.0       0.0       0.0       0.0         -1.0 

 381  671650 1.120E 00 0.0       1.170E-08 1.016E-02 4.784E-02 0.0         -1.0 

 381  681620 6.240E-01 0.0       6.453E-06 0.0       0.0       0.0         -1.0 

 381  681640 1.365E-01 0.0       6.997E-07 0.0       0.0       0.0         -1.0 

 381  681660 3.551E-01 0.0       4.095E-08 0.0       5.572E-02 0.0         -1.0 

 381  681670 1.062E 00 0.0       3.919E-08 0.0       0.0       0.0         -1.0 

 381  681680 4.680E-02 0.0       5.247E-08 0.0       0.0       0.0         -1.0 

 381  681700 2.600E-02 0.0       0.0       0.0       0.0       0.0         -1.0 

 381  681710 1.638E-01 0.0       0.0       0.0       0.0       0.0         -1.0 

 381  691690 2.088E 00 0.0       5.850E-09 0.0       1.485E-01 0.0         -1.0 

 381  691700 5.980E-01 0.0       0.0       0.0       0.0       0.0         -1.0 

 381  691710 1.534E-01 0.0       0.0       0.0       0.0       0.0         -1.0 

 381  701680 4.030E 01 0.0       2.233E-06 0.0       0.0       0.0         -1.0 

 381  701700 3.900E-01 0.0       2.340E-08 0.0       0.0       0.0         -1.0 

 381  701710 4.316E-01 0.0       2.340E-08 0.0       0.0       0.0         -1.0 

 381  701720 3.250E-02 0.0       1.749E-08 0.0       0.0       0.0         -1.0 

 381  701730 5.070E-01 0.0       0.0       0.0       0.0       0.0         -1.0 

 381  701740 1.254E-02 0.0       1.179E-08 0.0       3.035E-02 0.0         -1.0 

 381  701760 7.800E-03 0.0       0.0       0.0       0.0       0.0         -1.0 

 381  711750 3.461E-01 0.0       3.559E-08 0.0       8.109E-01 0.0         -1.0 

 381  711760 1.503E 00 0.0       1.167E-06 0.0       4.976E-03 0.0         -1.0 

 381  721740 6.045E-01 0.0       0.0       0.0       0.0       0.0         -1.0 

 381  721760 9.100E-01 0.0       0.0       0.0       0.0       0.0         -1.0 

 381  721770 9.409E 00 0.0       0.0       0.0       2.831E-02 0.0         -1.0 

 381  721780 9.727E-01 0.0       0.0       0.0       1.563E 00 0.0         -1.0 

 381  721790 7.740E-01 0.0       0.0       0.0       5.928E-03 0.0         -1.0 

 381  721800 5.590E-02 0.0       0.0       0.0       0.0       0.0         -1.0 

 381  721810 2.340E-02 0.0       0.0       0.0       0.0       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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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1  731800 7.800E-01 0.0       0.0       0.0       0.0       0.0         -1.0 

 381  731810 9.226E-01 0.0       0.0       0.0       4.523E-04 0.0         -1.0 

 381  731820 1.300E 00 0.0       0.0       0.0       0.0       0.0         -1.0 

 381  741800 2.600E-01 0.0       0.0       0.0       0.0       0.0         -1.0 

 381  741820 1.403E+01 3.954E-02 1.444E-05 0.000E+00 0.000E+00 0.00E+00    -1.0 

 381  741830 1.464E+01 4.634E-02 1.444E-05 0.000E+00 0.000E+00 0.00E+00    -1.0 

 381  741840 9.005E-01 4.254E-02 8.305E-06 0.000E+00 0.000E+00 0.00E+00    -1.0 

 381  741860 9.358E+00 4.307E-02 4.766E-06 0.000E+00 0.000E+00 0.00E+00    -1.0 

 381  741870 3.588E 00 0.0       0.0       0.0       0.0       0.0         -1.0 

 381  751850 2.249E 00 0.0       0.0       0.0       0.0       0.0         -1.0 

 381  751870 8.346E-03 0.0       0.0       0.0       3.817E-01 0.0         -1.0 

 381  751880 1.170E-03 0.0       0.0       0.0       0.0       0.0         -1.0 

 381  761840 1.755E 00 0.0       5.791E-06 0.0       0.0       0.0         -1.0 

 381  761860 0.0       0.0       5.850E-08 0.0       0.0       0.0         -1.0 

 381  761870 1.157E 00 0.0       5.897E-08 0.0       0.0       0.0         -1.0 

 381  761880 1.755E-01 0.0       1.761E-08 0.0       0.0       0.0         -1.0 

 381  761890 9.750E-01 0.0       5.786E-09 0.0       1.072E-05 0.0         -1.0 

 381  761900 1.131E-02 0.0       1.141E-08 0.0       2.639E-02 0.0         -1.0 

 381  761920 6.968E-03 0.0       5.891E-09 0.0       5.200E-05 0.0         -1.0 

 381  761930 9.009E-01 0.0       0.0       0.0       0.0       0.0         -1.0 

 381  771910 4.872E 00 0.0       0.0       0.0       1.998E-03 0.0         -1.0 

 381  771920 6.435E-01 0.0       0.0       0.0       0.0       0.0         -1.0 

 381  771930 1.667E 00 0.0       0.0       0.0       8.788E-02 0.0         -1.0 

 381  781900 8.775E-02 0.0       4.651E-06 0.0       0.0       0.0         -1.0 

 381  781920 9.095E-02 0.0       1.147E-07 0.0       1.695E-02 0.0         -1.0 

 381  781940 4.810E-03 0.0       2.948E-09 0.0       3.900E-04 0.0         -1.0 

 381  781950 4.615E-01 0.0       3.001E-09 0.0       0.0       0.0         -1.0 

 381  781960 9.697E-03 0.0       0.0       0.0       7.030E-04 0.0         -1.0 

 381  781980 7.227E-02 0.0       0.0       0.0       5.314E-04 0.0         -1.0 

 381  791970 2.028E 00 0.0       0.0       0.0       0.0       0.0         -1.0 

 381  791980 1.509E 01 0.0       0.0       0.0       0.0       0.0         -1.0 

 381  791990 1.755E-02 0.0       0.0       0.0       0.0       0.0         -1.0 

 381  801960 5.369E-01 0.0       0.0       0.0       7.657E-02 0.0         -1.0 

 381  801980 9.013E-02 0.0       0.0       0.0       8.645E-04 0.0         -1.0 

 381  801990 1.989E-01 0.0       0.0       0.0       0.0       0.0         -1.0 

 381  802000 3.510E-02 0.0       0.0       0.0       0.0       0.0         -1.0 

 381  802010 3.510E-02 0.0       0.0       0.0       0.0       0.0         -1.0 

 381  802020 6.370E-03 0.0       0.0       0.0       0.0       0.0         -1.0 

 381  802040 2.515E-04 0.0       0.0       0.0       0.0       0.0         -1.0 

 381  812030 5.135E-02 0.0       0.0       0.0       0.0       0.0         -1.0 

 381  812040 1.118E-01 0.0       0.0       0.0       0.0       0.0         -1.0 

 381  812050 9.100E-04 0.0       0.0       0.0       0.0       0.0         -1.0 

 381  822040 2.210E-03 0.0       0.0       0.0       0.0       0.0         -1.0 

 381  822060 2.600E-04 0.0       0.0       0.0       0.0       0.0         -1.0 

 381  822070 5.200E-04 0.0       0.0       0.0       0.0       0.0         -1.0 

 381  822080 2.849E-07 0.0       0.0       0.0       0.0       0.0         -1.0 

 381  832090 1.422E-04 3.290E-04 0.0       9.901E-07 1.048E-04 0.0         -1.0 

 381  832100 3.159E-05 0.0       0.0       0.0       0.0       0.0         -1.0 

 381  842100 1.755E-05 0.0       0.0       0.0       2.926E-07 0.0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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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ide Wall

 381        ACTIVATION PRODUCT XSEC LIBRARY-- FFTF-PU/U  CORE REGION            

 381   10010 1.550E-04 0.0       0.0       0.0       0.0       0.0         -1.0 

 381   10020 3.100E-07 6.757E-04 0.0       0.0       0.0       0.0         -1.0 

 381   10030 3.510E-09 0.0       0.0       0.0       0.0       0.0         -1.0 

 381   20030 3.107E 00 0.0       0.0       3.255E 00 0.0       0.0         -1.0 

 381   30060 1.638E-05 0.0       4.466E-01 7.184E-04 0.0       0.0         -1.0 

 381   30070 9.100E-06 0.0       4.481E-03 0.0       0.0       0.0         -1.0 

 381   40090 5.200E-06 3.738E-02 2.168E-02 0.0       0.0       0.0         -1.0 

 381   40100 5.850E-07 0.0       0.0       0.0       0.0       0.0         -1.0 

 381   50100 2.925E-04 0.0       2.114E 00 1.566E-03 0.0       0.0         -1.0 

 381   50110 3.071E-05 6.503E-07 8.573E-06 8.093E-08 0.0       0.0         -1.0 

 381   60120 3.018E-06 0.0       2.189E-04 4.895E-08 0.0       0.0         -1.0 

 381   60130 1.690E-06 0.0       4.516E-04 0.0       0.0       0.0         -1.0 

 381   60140 5.850E-10 0.0       0.0       0.0       0.0       0.0         -1.0 

 381   70140 4.926E-05 3.198E-07 1.500E-02 1.533E-02 0.0       0.0         -1.0 

 381   70150 1.315E-05 8.713E-06 2.426E-05 5.091E-06 0.0       0.0         -1.0 

 381   80160 6.300E-06 0.000E+00 1.183E-02 0.000E+00 0.000E+00 0.00E+00    -1.0 

 381   80170 7.341E-05 9.378E-06 3.639E-02 3.310E-06 0.0       0.0         -1.0 

 381   80180 1.053E-06 0.0       2.605E-04 0.0       0.0       0.0         -1.0 

 381   90190 2.288E-05 0.0       2.975E-03 2.729E-04 0.0       0.0         -1.0 

 381  100200 2.164E-05 0.0       3.474E-03 0.0       0.0       0.0         -1.0 

 381  100210 4.048E-04 0.0       8.775E-04 0.0       0.0       0.0         -1.0 

 381  100220 2.808E-05 0.0       0.0       0.0       0.0       0.0         -1.0 

 381  110220 2.080E 02 0.0       0.0       0.0       0.0       0.0         -1.0 

 381  110230 1.200E-03 1.285E-06 1.227E-04 2.423E-04 3.055E-04 0.0         -1.0 

 381  120240 3.900E-05 0.0       2.607E-04 2.274E-04 0.0       0.0         -1.0 

 381  120250 1.443E-04 0.0       2.953E-03 3.465E-04 0.0       0.0         -1.0 

 381  120260 3.250E-05 0.0       5.211E-04 0.0       0.0       0.0         -1.0 

 381  120270 2.340E-05 0.0       0.0       0.0       0.0       0.0         -1.0 

 381  130270 2.210E-04 0.0       1.127E-04 5.386E-04 0.0       0.0         -1.0 

 381  140280 1.014E-04 0.0       1.284E-04 6.950E-04 0.0       0.0         -1.0 

 381  140290 1.638E-04 0.0       1.111E-03 4.695E-04 0.0       0.0         -1.0 

 381  140300 1.378E-04 0.0       1.737E-05 6.865E-07 0.0       0.0         -1.0 

 381  140310 2.808E-04 0.0       0.0       0.0       0.0       0.0         -1.0 

 381  150310 1.040E-04 0.0       2.244E-04 5.386E-03 0.0       0.0         -1.0 

 381  160320 3.100E-04 0.0       2.432E-03 1.042E-02 0.0       0.0         -1.0 

 381  160330 0.0       1.356E-06 8.190E-05 1.170E-06 0.0       0.0         -1.0 

 381  160340 1.404E-04 0.0       4.344E-04 1.093E-04 0.0       0.0         -1.0 

 381  160360 8.775E-05 0.0       0.0       0.0       0.0       0.0         -1.0 

 381  170350 2.210E-02 0.0       1.060E-03 3.258E-03 0.0       0.0         -1.0 

 381  170360 5.850E-03 0.0       0.0       0.0       0.0       0.0         -1.0 

 381  170370 3.978E-04 0.0       2.084E-04 4.177E-05 5.200E-06 0.0         -1.0 

 381  180360 3.250E-03 0.0       6.729E-03 1.238E-02 0.0       0.0         -1.0 

 381  180380 5.200E-04 0.0       0.0       0.0       0.0       0.0         -1.0 

 381  180390 3.510E-01 0.0       0.0       0.0       0.0       0.0         -1.0 

 381  180400 5.330E-04 0.0       3.685E-04 0.0       0.0       0.0         -1.0 

 381  180410 2.925E-04 0.0       0.0       0.0       0.0       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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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1  190390 1.170E-03 0.0       2.971E-03 1.249E-02 0.0       0.0         -1.0 

 381  190400 1.755E-02 0.0       2.279E-04 2.575E-03 0.0       0.0         -1.0 

 381  190410 1.846E-03 0.0       0.0       0.0       0.0       0.0         -1.0 

 381  200400 2.340E-04 0.0       1.167E-03 8.162E-03 0.0       0.0         -1.0 

 381  200420 3.770E-04 0.0       4.165E-03 3.649E-03 0.0       0.0         -1.0 

 381  200430 7.150E-03 0.0       1.459E-03 5.902E-04 0.0       0.0         -1.0 

 381  200440 7.280E-04 1.998E-08 6.073E-06 1.388E-05 0.0       0.0         -1.0 

 381  200460 4.160E-04 0.0       0.0       0.0       0.0       0.0         -1.0 

 381  200480 6.435E-04 0.0       0.0       0.0       0.0       0.0         -1.0 

 381  210450 9.368E-03 0.0       6.462E-06 1.438E-05 5.322E-03 0.0         -1.0 

 381  210460 4.680E-03 0.0       0.0       0.0       0.0       0.0         -1.0 

 381  220460 2.502E-02 6.165E-04 5.668E-03 0.000E+00 1.943E-11 0.00E+00    -1.0 

 381  220470 9.054E-02 1.392E-02 5.051E-03 0.000E+00 6.872E-07 0.00E+00    -1.0 

 381  220480 2.681E-01 2.126E-02 1.781E-03 0.000E+00 1.716E-12 0.00E+00    -1.0 

 381  220490 6.505E-02 4.764E-02 1.258E-03 0.000E+00 1.942E-07 0.00E+00    -1.0 

 381  220500 6.534E-03 4.238E-02 3.771E-04 0.000E+00 0.000E+00 0.00E+00    -1.0 

 381  230500 8.710E-02 0.0       0.0       0.0       0.0       0.0         -1.0 

 381  230510 3.510E-03 0.0       6.142E-07 1.746E-05 0.0       0.0         -1.0 

 381  240500 5.460E-01 4.007E-04 6.252E-03 0.000E+00 0.000E+00 0.00E+00    -1.0 

 381  240510 4.680E-04 0.0       0.0       0.0       0.0       0.0         -1.0 

 381  240520 2.999E-02 1.261E-02 1.768E-03 0.000E+00 0.000E+00 0.00E+00    -1.0 

 381  240530 6.132E-01 5.052E-02 1.681E-03 0.000E+00 0.000E+00 0.00E+00    -1.0 

 381  240540 1.459E-02 5.004E-02 6.417E-04 0.000E+00 0.000E+00 0.00E+00    -1.0 

 381  250540 5.850E-03 0.0       0.0       0.0       0.0       0.0         -1.0 

 381  250550 6.090E-01 3.781E-02 1.603E-03 0.000E+00 4.271E-05 0.00E+00    -1.0 

 381  260540 8.323E-02 1.156E-04 5.238E-03 0.000E+00 0.000E+00 0.00E+00    -1.0 

 381  260560 8.814E-02 2.048E-02 2.414E-03 0.000E+00 1.683E-07 0.00E+00    -1.0 

 381  260570 9.791E-02 5.921E-02 2.061E-03 0.000E+00 0.000E+00 0.00E+00    -1.0 

 381  260580 7.253E-02 4.812E-02 1.167E-03 0.000E+00 0.000E+00 0.00E+00    -1.0 

 381  270581 7.956E 01 0.0       0.0       0.0       0.0       0.0         -1.0 

 381  270580 8.957E 00 0.0       0.0       0.0       0.0       0.0         -1.0 

 381  270590 3.611E+00 3.594E-02 1.759E-03 0.000E+00 1.189E-05 0.00E+00    -1.0 

 381  270600 5.590E-03 0.0       0.0       0.0       0.0       0.0         -1.0 

 381  270601 2.990E-01 0.0       0.0       0.0       0.0       0.0         -1.0 

 381  280580 1.627E-01 1.102E-03 6.850E-03 0.000E+00 3.310E-07 0.00E+00    -1.0 

 381  280590 1.794E-01 0.0       7.020E-03 0.0       0.0       0.0         -1.0 

 381  280600 1.014E-01 1.842E-02 3.792E-03 0.000E+00 7.542E-09 0.00E+00    -1.0 

 381  280610 1.030E-01 4.271E-02 3.290E-03 0.000E+00 0.000E+00 0.00E+00    -1.0 

 381  280620 4.660E-01 3.771E-02 8.961E-04 0.000E+00 0.000E+00 0.00E+00    -1.0 

 381  280630 1.345E-02 0.0       0.0       0.0       0.0       0.0         -1.0 

 381  280640 1.430E-03 0.0       0.0       0.0       0.0       0.0         -1.0 

 381  280650 1.430E-02 0.0       0.0       0.0       0.0       0.0         -1.0 

 381  290630 2.853E-01 2.231E-02 2.700E-03 0.000E+00 0.000E+00 0.00E+00    -1.0 

 381  290650 1.298E-01 4.760E-02 5.344E-04 0.000E+00 1.699E-06 0.00E+00    -1.0 

 381  290660 7.897E-02 0.0       0.0       0.0       0.0       0.0         -1.0 

 381  300640 1.820E-03 0.0       8.670E-09 0.0       0.0       0.0         -1.0 

 381  300660 1.040E-03 0.0       1.193E-08 0.0       0.0       0.0         -1.0 

 381  300670 2.600E-02 0.0       3.512E-09 0.0       0.0       0.0         -1.0 

 381  300680 4.001E-03 0.0       1.192E-08 0.0       2.883E-04 0.0         -1.0 

 381  300700 4.855E-05 0.0       0.0       0.0       5.091E-06 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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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1  310690 2.028E-02 0.0       0.0       0.0       0.0       0.0         -1.0 

 381  310710 3.931E-02 0.0       0.0       0.0       1.253E-03 0.0         -1.0 

 381  320700 2.865E-03 0.0       0.0       0.0       2.545E-04 0.0         -1.0 

 381  320720 4.716E-02 0.0       0.0       0.0       0.0       0.0         -1.0 

 381  320730 2.426E-01 0.0       0.0       0.0       0.0       0.0         -1.0 

 381  320740 2.742E-02 0.0       0.0       0.0       2.088E-04 0.0         -1.0 

 381  320750 2.632E-03 0.0       0.0       0.0       0.0       0.0         -1.0 

 381  320760 1.517E-02 0.0       0.0       0.0       1.683E-03 0.0         -1.0 

 381  330750 2.792E-01 0.0       0.0       0.0       0.0       0.0         -1.0 

 381  340740 7.345E-01 0.0       0.0       0.0       0.0       0.0         -1.0 

 381  340760 1.238E-01 0.0       0.0       0.0       1.417E-02 0.0         -1.0 

 381  340770 2.811E-01 0.0       0.0       0.0       0.0       0.0         -1.0 

 381  340780 5.009E-02 0.0       0.0       0.0       5.070E-03 0.0         -1.0 

 381  340790 2.080E-03 0.0       0.0       0.0       0.0       0.0         -1.0 

 381  340800 4.550E-02 0.0       0.0       0.0       2.860E-04 0.0         -1.0 

 381  340820 8.785E-03 0.0       0.0       0.0       3.394E-06 0.0         -1.0 

 381  350790 4.969E-01 0.0       0.0       0.0       4.485E-02 0.0         -1.0 

 381  350810 2.760E-01 0.0       0.0       0.0       5.989E-02 0.0         -1.0 

 381  360780 6.583E-03 0.0       0.0       0.0       3.073E-04 0.0         -1.0 

 381  360800 1.493E-01 3.902E-05 7.287E-06 6.394E-05 2.370E-02 0.0         -1.0 

 381  360820 1.225E-01 7.405E-05 2.230E-06 1.502E-05 1.155E-01 0.0         -1.0 

 381  360830 4.023E-01 1.024E-03 2.180E-06 4.168E-05 0.0       0.0         -1.0 

 381  360840 3.712E-02 1.155E-04 1.378E-05 2.355E-06 2.393E-03 0.0         -1.0 

 381  360850 2.949E-02 0.0       0.0       0.0       0.0       0.0         -1.0 

 381  360860 3.108E-03 1.549E-04 8.645E-06 2.062E-07 0.0       0.0         -1.0 

 381  360870 3.510E-01 0.0       0.0       0.0       0.0       0.0         -1.0 

 381  370850 1.659E-01 0.0       0.0       0.0       1.060E-03 0.0         -1.0 

 381  370860 1.177E-01 0.0       0.0       0.0       0.0       0.0         -1.0 

 381  370870 1.107E-02 0.0       0.0       0.0       0.0       0.0         -1.0 

 381  370880 5.850E-04 0.0       0.0       0.0       0.0       0.0         -1.0 

 381  380840 4.424E-03 0.0       0.0       0.0       9.356E-03 0.0         -1.0 

 381  380860 5.493E-02 0.0       0.0       0.0       5.200E-03 0.0         -1.0 

 381  380870 8.081E-02 0.0       0.0       0.0       0.0       0.0         -1.0 

 381  380880 1.151E-03 0.0       0.0       0.0       0.0       0.0         -1.0 

 381  380890 1.750E-02 0.0       0.0       0.0       0.0       0.0         -1.0 

 381  380900 1.198E-02 0.0       0.0       0.0       0.0       0.0         -1.0 

 381  390890 1.979E-02 0.0       0.0       0.0       1.014E-06 0.0         -1.0 

 381  390900 1.019E-01 0.0       0.0       0.0       9.100E-04 0.0         -1.0 

 381  390910 3.256E-02 0.0       0.0       0.0       0.0       0.0         -1.0 

 381  400900 2.011E-02 0.0       6.281E-07 1.564E-04 0.0       0.0         -1.0 

 381  400910 6.204E-02 0.0       2.607E-04 4.855E-05 0.0       0.0         -1.0 

 381  400920 3.177E-02 0.0       1.284E-05 2.781E-05 0.0       0.0         -1.0 

 381  400930 6.473E-02 0.0       8.685E-06 0.0       0.0       0.0         -1.0 

 381  400940 1.739E-02 0.0       2.430E-06 1.739E-06 0.0       0.0         -1.0 

 381  400950 1.205E-01 0.0       0.0       0.0       0.0       0.0         -1.0 

 381  400960 3.544E-02 0.0       5.216E-08 6.943E-08 0.0       0.0         -1.0 

 381  410930 4.440E-01 7.556E-02 4.305E-04 0.000E+00 0.000E+00 0.00E+00    -1.0 

 381  410940 1.758E-01 0.0       0.0       0.0       0.0       0.0         -1.0 

 381  410950 2.701E-01 0.0       0.0       0.0       0.0       0.0         -1.0 

 381  420920 4.738E-02 7.125E-03 1.206E-03 0.000E+00 2.438E-10 0.00E+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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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1  420940 8.006E-02 6.046E-02 1.180E-03 0.000E+00 7.140E-07 0.00E+00    -1.0 

 381  420950 4.137E+00 7.762E-02 1.055E-03 0.000E+00 3.787E-06 0.00E+00    -1.0 

 381  420960 6.623E-01 7.176E-02 5.658E-04 0.000E+00 2.217E-07 0.00E+00    -1.0 

 381  420970 8.060E-01 8.326E-02 3.874E-04 0.000E+00 7.134E-07 0.00E+00    -1.0 

 381  420980 2.733E-01 7.560E-02 2.719E-04 0.000E+00 1.303E-07 0.00E+00    -1.0 

 381  420990 3.791E-01 0.0       0.0       0.0       0.0       0.0         -1.0 

 381  421000 1.641E-01 7.949E-02 1.233E-04 0.000E+00 5.979E-08 0.00E+00    -1.0 

 381  430990 3.704E-01 3.413E-04 0.0       0.0       0.0       0.0         -1.0 

 381  440960 8.580E-03 0.0       0.0       0.0       0.0       0.0         -1.0 

 381  440980 4.680E-03 0.0       0.0       0.0       0.0       0.0         -1.0 

 381  440990 3.746E-01 0.0       0.0       0.0       0.0       0.0         -1.0 

 381  441000 1.254E-01 0.0       0.0       0.0       0.0       0.0         -1.0 

 381  441010 4.183E-01 0.0       0.0       0.0       0.0       0.0         -1.0 

 381  441020 1.528E-01 0.0       0.0       0.0       0.0       0.0         -1.0 

 381  441030 3.414E-01 0.0       0.0       0.0       0.0       0.0         -1.0 

 381  441040 1.072E-01 0.0       0.0       0.0       0.0       0.0         -1.0 

 381  441050 2.764E-01 0.0       0.0       0.0       0.0       0.0         -1.0 

 381  441060 6.139E-02 0.0       0.0       0.0       0.0       0.0         -1.0 

 381  451030 5.488E-01 1.292E-04 0.0       0.0       1.048E-01 0.0         -1.0 

 381  451040 2.340E-02 0.0       0.0       0.0       0.0       0.0         -1.0 

 381  451041 4.680E-01 0.0       0.0       0.0       0.0       0.0         -1.0 

 381  451050 5.091E-01 0.0       0.0       0.0       6.035E 00 0.0         -1.0 

 381  461020 2.808E-03 0.0       0.0       0.0       0.0       0.0         -1.0 

 381  461040 2.146E-01 0.0       0.0       0.0       0.0       0.0         -1.0 

 381  461050 6.528E-01 0.0       0.0       0.0       0.0       0.0         -1.0 

 381  461060 1.285E-01 0.0       0.0       0.0       3.173E-04 0.0         -1.0 

 381  461070 4.560E-01 0.0       0.0       0.0       0.0       0.0         -1.0 

 381  461080 1.430E-01 0.0       0.0       0.0       5.330E-03 0.0         -1.0 

 381  461100 1.089E-01 0.0       0.0       0.0       2.028E-03 0.0         -1.0 

 381  471070 5.489E-01 2.704E-04 1.513E-05 1.347E-05 9.849E-03 0.0         -1.0 

 381  471090 3.956E-01 2.838E-04 1.141E-05 1.473E-05 9.074E-02 0.0         -1.0 

 381  471100 4.797E-02 0.0       0.0       0.0       5.850E-24 0.0         -1.0 

 381  471101 4.797E-02 0.0       0.0       0.0       4.797E-02 0.0         -1.0 

 381  471110 4.697E-01 0.0       0.0       0.0       0.0       0.0         -1.0 

 381  481060 5.850E-04 0.0       0.0       0.0       0.0       0.0         -1.0 

 381  481080 1.682E-01 0.0       0.0       0.0       0.0       0.0         -1.0 

 381  481090 3.802E-01 0.0       0.0       0.0       0.0       0.0         -1.0 

 381  481100 2.163E-01 0.0       0.0       0.0       4.732E-04 0.0         -1.0 

 381  481110 3.241E-01 0.0       0.0       0.0       0.0       0.0         -1.0 

 381  481120 1.925E-01 0.0       0.0       0.0       1.690E-02 0.0         -1.0 

 381  481130 2.943E-01 7.661E-04 1.062E-07 2.526E-06 0.0       0.0         -1.0 

 381  481140 2.315E-01 0.0       0.0       0.0       2.785E-03 0.0         -1.0 

 381  481151 4.487E-01 0.0       0.0       0.0       0.0       0.0         -1.0 

 381  481160 9.172E-02 0.0       0.0       0.0       9.572E-05 0.0         -1.0 

 381  491130 5.106E-01 0.0       0.0       0.0       2.411E-01 0.0         -1.0 

 381  491150 3.854E-01 0.0       0.0       0.0       3.334E 00 0.0         -1.0 

 381  491170 2.925E-03 0.0       0.0       0.0       2.925E-03 0.0         -1.0 

 381  491171 2.925E-03 0.0       0.0       0.0       2.925E-03 0.0         -1.0 

 381  491190 2.340E-04 0.0       0.0       0.0       3.510E-04 0.0         -1.0 

 381  491191 2.340E-04 0.0       0.0       0.0       3.510E-04 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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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1  491200 7.800E-05 0.0       0.0       0.0       0.0       0.0         -1.0 

 381  491201 7.800E-05 0.0       0.0       0.0       0.0       0.0         -1.0 

 381  501120 2.441E-02 0.0       0.0       0.0       1.068E-02 0.0         -1.0 

 381  501140 1.560E-03 0.0       3.325E-06 5.209E-05 0.0       0.0         -1.0 

 381  501150 3.612E-02 0.0       5.043E-05 5.206E-05 0.0       0.0         -1.0 

 381  501160 4.861E-02 0.0       3.620E-07 8.688E-06 1.430E-02 0.0         -1.0 

 381  501170 1.600E-01 0.0       9.380E-06 1.563E-05 0.0       0.0         -1.0 

 381  501180 9.514E-02 0.0       3.543E-08 1.736E-06 9.100E-03 0.0         -1.0 

 381  501190 4.125E-02 0.0       1.510E-06 3.474E-06 0.0       0.0         -1.0 

 381  501200 3.485E-02 0.0       3.474E-07 0.0       1.384E-05 0.0         -1.0 

 381  501220 1.980E-02 0.0       6.948E-08 0.0       4.290E-06 0.0         -1.0 

 381  501230 8.842E-02 0.0       0.0       0.0       0.0       0.0         -1.0 

 381  501240 2.503E-02 0.0       1.737E-08 0.0       8.702E-03 0.0         -1.0 

 381  501250 1.899E-01 0.0       0.0       0.0       0.0       0.0         -1.0 

 381  511210 3.817E-01 0.0       0.0       0.0       2.288E-03 0.0         -1.0 

 381  511230 2.104E-01 0.0       0.0       0.0       4.550E-04 0.0         -1.0 

 381  511240 5.283E-01 0.0       0.0       0.0       0.0       0.0         -1.0 

 381  511250 2.237E-01 0.0       0.0       0.0       4.030E-04 0.0         -1.0 

 381  511260 3.148E-01 0.0       0.0       0.0       0.0       0.0         -1.0 

 381  521200 1.170E-03 0.0       0.0       0.0       1.989E-04 0.0         -1.0 

 381  521220 2.731E-01 0.0       0.0       0.0       4.086E-02 0.0         -1.0 

 381  521230 4.480E-01 0.0       0.0       0.0       0.0       0.0         -1.0 

 381  521240 2.004E-01 0.0       0.0       0.0       5.330E-05 0.0         -1.0 

 381  521250 2.665E-01 0.0       0.0       0.0       0.0       0.0         -1.0 

 381  521260 8.324E-02 0.0       0.0       0.0       1.695E-03 0.0         -1.0 

 381  521271 2.801E-01 0.0       0.0       0.0       0.0       0.0         -1.0 

 381  521280 8.155E-02 0.0       0.0       0.0       1.362E-04 0.0         -1.0 

 381  521291 8.865E-02 0.0       0.0       0.0       0.0       0.0         -1.0 

 381  521300 1.233E-02 0.0       0.0       0.0       5.472E-05 0.0         -1.0 

 381  531250 1.785E 01 0.0       0.0       0.0       0.0       0.0         -1.0 

 381  531260 5.278E 01 0.0       0.0       0.0       0.0       0.0         -1.0 

 381  531270 4.153E-01 0.0       0.0       0.0       0.0       0.0         -1.0 

 381  531290 2.891E-01 0.0       0.0       0.0       3.120E-02 0.0         -1.0 

 381  531300 3.851E-01 0.0       0.0       0.0       0.0       0.0         -1.0 

 381  531310 1.010E-01 0.0       0.0       0.0       0.0       0.0         -1.0 

 381  541240 3.875E 00 0.0       0.0       0.0       8.044E-01 0.0         -1.0 

 381  541250 3.276E 00 0.0       0.0       0.0       0.0       0.0         -1.0 

 381  541260 4.619E-02 0.0       0.0       0.0       3.211E-03 0.0         -1.0 

 381  541280 1.359E-01 2.796E-04 3.608E-07 6.469E-07 1.048E-03 0.0         -1.0 

 381  541290 3.151E-01 2.031E-03 2.437E-06 1.719E-06 0.0       0.0         -1.0 

 381  541300 9.558E-02 3.874E-04 1.405E-07 1.578E-06 1.196E-03 0.0         -1.0 

 381  541310 1.867E-01 2.980E-03 8.789E-07 2.232E-06 0.0       0.0         -1.0 

 381  541320 5.702E-02 5.601E-04 4.651E-08 4.106E-07 6.750E-05 0.0         -1.0 

 381  541330 8.894E-02 0.0       0.0       0.0       0.0       0.0         -1.0 

 381  541340 2.860E-02 7.470E-04 2.437E-08 4.033E-07 4.950E-06 0.0         -1.0 

 381  541350 3.001E-02 0.0       0.0       0.0       0.0       0.0         -1.0 

 381  541360 2.354E-03 9.036E-04 1.424E-08 1.541E-08 0.0       0.0         -1.0 

 381  551330 3.775E-01 4.347E-04 6.499E-07 4.435E-05 4.651E-02 0.0         -1.0 

 381  551340 3.906E-01 0.0       0.0       0.0       4.290E-02 0.0         -1.0 

 381  551341 7.605E-04 0.0       0.0       0.0       7.605E-04 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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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1  551350 5.162E-02 0.0       0.0       0.0       0.0       0.0         -1.0 

 381  551360 1.906E-01 0.0       0.0       0.0       0.0       0.0         -1.0 

 381  551370 9.633E-03 0.0       0.0       0.0       0.0       0.0         -1.0 

 381  561300 1.589E-01 0.0       0.0       0.0       3.611E-02 0.0         -1.0 

 381  561320 4.972E-03 0.0       0.0       0.0       3.979E-04 0.0         -1.0 

 381  561340 8.923E-02 0.0       0.0       0.0       2.362E-03 0.0         -1.0 

 381  561350 2.574E-01 0.0       0.0       0.0       3.120E-04 0.0         -1.0 

 381  561360 3.778E-02 0.0       0.0       0.0       4.225E-05 0.0         -1.0 

 381  561370 4.209E-02 0.0       0.0       0.0       0.0       0.0         -1.0 

 381  561380 6.171E-03 0.0       0.0       0.0       0.0       0.0         -1.0 

 381  561390 3.510E-03 0.0       0.0       0.0       0.0       0.0         -1.0 

 381  561400 2.820E-02 0.0       0.0       0.0       0.0       0.0         -1.0 

 381  571380 5.369E-01 0.0       0.0       0.0       0.0       0.0         -1.0 

 381  571390 3.095E-02 0.0       0.0       0.0       0.0       0.0         -1.0 

 381  571400 2.099E-01 0.0       0.0       0.0       0.0       0.0         -1.0 

 381  581360 7.908E-02 0.0       0.0       0.0       1.192E-02 0.0         -1.0 

 381  581380 6.435E-04 0.0       0.0       0.0       8.804E-06 0.0         -1.0 

 381  581400 1.619E-02 0.0       0.0       0.0       0.0       0.0         -1.0 

 381  581410 1.094E-01 0.0       0.0       0.0       0.0       0.0         -1.0 

 381  581420 2.929E-02 0.0       0.0       0.0       0.0       0.0         -1.0 

 381  581430 1.723E-01 0.0       0.0       0.0       0.0       0.0         -1.0 

 381  581440 3.865E-02 0.0       0.0       0.0       0.0       0.0         -1.0 

 381  591410 1.139E-01 3.376E-04 2.500E-06 2.444E-06 4.931E-03 0.0         -1.0 

 381  591420 2.950E-01 0.0       0.0       0.0       0.0       0.0         -1.0 

 381  591430 2.669E-01 0.0       0.0       0.0       0.0       0.0         -1.0 

 381  601420 3.357E-02 0.0       0.0       0.0       0.0       0.0         -1.0 

 381  601430 2.297E-01 4.172E-03 2.954E-05 1.949E-06 0.0       0.0         -1.0 

 381  601440 8.015E-02 0.0       0.0       0.0       0.0       0.0         -1.0 

 381  601450 2.573E-01 5.326E-03 1.030E-05 6.911E-07 0.0       0.0         -1.0 

 381  601460 1.080E-01 1.665E-03 1.536E-06 1.120E-07 0.0       0.0         -1.0 

 381  601470 5.068E-01 0.0       0.0       0.0       0.0       0.0         -1.0 

 381  601480 1.542E-01 1.823E-03 5.374E-07 4.090E-08 0.0       0.0         -1.0 

 381  601500 1.809E-01 1.812E-03 1.624E-07 2.630E-08 0.0       0.0         -1.0 

 381  611470 9.675E-01 1.576E-03 3.604E-06 1.253E-06 1.334E 00 0.0         -1.0 

 381  611480 2.837E 00 0.0       0.0       0.0       0.0       0.0         -1.0 

 381  611481 2.859E 00 0.0       0.0       0.0       0.0       0.0         -1.0 

 381  611490 2.390E 00 0.0       0.0       0.0       0.0       0.0         -1.0 

 381  611510 6.437E-02 0.0       0.0       0.0       0.0       0.0         -1.0 

 381  621440 4.095E-04 0.0       0.0       0.0       0.0       0.0         -1.0 

 381  621450 6.435E-02 0.0       0.0       0.0       0.0       0.0         -1.0 

 381  621470 6.314E-01 3.350E-03 3.634E-05 3.069E-06 0.0       0.0         -1.0 

 381  621480 2.898E-01 0.0       0.0       0.0       0.0       0.0         -1.0 

 381  621490 1.094E 00 2.210E-03 2.367E-05 2.367E-05 0.0       0.0         -1.0 

 381  621500 3.368E-01 0.0       0.0       0.0       0.0       0.0         -1.0 

 381  621510 1.663E 00 7.278E-03 5.352E-06 7.010E-07 0.0       0.0         -1.0 

 381  621520 3.725E-01 9.769E-04 4.439E-07 1.134E-07 0.0       0.0         -1.0 

 381  621530 9.130E-02 0.0       0.0       0.0       0.0       0.0         -1.0 

 381  621540 1.656E-01 0.0       0.0       0.0       0.0       0.0         -1.0 

 381  631510 2.736E 00 6.428E-04 2.926E-05 1.418E-05 1.540E 00 0.0         -1.0 

 381  631520 3.517E 00 2.102E-03 3.581E-05 3.955E-05 0.0       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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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1  631530 1.751E 00 9.451E-04 4.453E-05 3.574E-06 0.0       0.0         -1.0 

 381  631540 2.083E 00 1.452E-03 5.302E-05 6.864E-05 0.0       0.0         -1.0 

 381  631550 1.941E 00 1.222E-03 3.571E-07 3.057E-07 0.0       0.0         -1.0 

 381  631560 6.827E-02 0.0       0.0       0.0       0.0       0.0         -1.0 

 381  641520 3.900E 00 0.0       4.118E-06 0.0       0.0       0.0         -1.0 

 381  641540 7.700E-01 0.0       0.0       0.0       1.621E-04 0.0         -1.0 

 381  641550 1.510E 00 0.0       5.206E-08 0.0       0.0       0.0         -1.0 

 381  641560 3.555E-01 0.0       0.0       0.0       0.0       0.0         -1.0 

 381  641570 2.423E 00 0.0       3.217E-07 0.0       0.0       0.0         -1.0 

 381  641580 2.198E-01 0.0       0.0       0.0       0.0       0.0         -1.0 

 381  641600 1.639E-01 0.0       0.0       0.0       0.0       0.0         -1.0 

 381  641610 1.813E 01 0.0       0.0       0.0       0.0       0.0         -1.0 

 381  651590 1.019E 00 0.0       0.0       1.170E-02 0.0       0.0         -1.0 

 381  651600 1.177E-01 0.0       0.0       0.0       0.0       0.0         -1.0 

 381  661560 1.248E 00 0.0       5.214E-06 0.0       0.0       0.0         -1.0 

 381  661580 1.560E-01 0.0       3.522E-06 0.0       0.0       0.0         -1.0 

 381  661600 1.540E 00 0.0       1.749E-07 0.0       0.0       0.0         -1.0 

 381  661610 1.551E 00 0.0       1.745E-08 0.0       0.0       0.0         -1.0 

 381  661620 7.038E-01 0.0       0.0       0.0       0.0       0.0         -1.0 

 381  661630 6.918E-01 0.0       1.141E-08 0.0       0.0       0.0         -1.0 

 381  661640 2.115E-01 1.207E-03 3.298E-05 3.819E-06 3.086E-01 0.0         -1.0 

 381  661650 2.860E 01 0.0       0.0       0.0       0.0       0.0         -1.0 

 381  671650 1.120E 00 0.0       1.170E-08 1.016E-02 4.784E-02 0.0         -1.0 

 381  681620 6.240E-01 0.0       6.453E-06 0.0       0.0       0.0         -1.0 

 381  681640 1.365E-01 0.0       6.997E-07 0.0       0.0       0.0         -1.0 

 381  681660 3.551E-01 0.0       4.095E-08 0.0       5.572E-02 0.0         -1.0 

 381  681670 1.062E 00 0.0       3.919E-08 0.0       0.0       0.0         -1.0 

 381  681680 4.680E-02 0.0       5.247E-08 0.0       0.0       0.0         -1.0 

 381  681700 2.600E-02 0.0       0.0       0.0       0.0       0.0         -1.0 

 381  681710 1.638E-01 0.0       0.0       0.0       0.0       0.0         -1.0 

 381  691690 2.088E 00 0.0       5.850E-09 0.0       1.485E-01 0.0         -1.0 

 381  691700 5.980E-01 0.0       0.0       0.0       0.0       0.0         -1.0 

 381  691710 1.534E-01 0.0       0.0       0.0       0.0       0.0         -1.0 

 381  701680 4.030E 01 0.0       2.233E-06 0.0       0.0       0.0         -1.0 

 381  701700 3.900E-01 0.0       2.340E-08 0.0       0.0       0.0         -1.0 

 381  701710 4.316E-01 0.0       2.340E-08 0.0       0.0       0.0         -1.0 

 381  701720 3.250E-02 0.0       1.749E-08 0.0       0.0       0.0         -1.0 

 381  701730 5.070E-01 0.0       0.0       0.0       0.0       0.0         -1.0 

 381  701740 1.254E-02 0.0       1.179E-08 0.0       3.035E-02 0.0         -1.0 

 381  701760 7.800E-03 0.0       0.0       0.0       0.0       0.0         -1.0 

 381  711750 3.461E-01 0.0       3.559E-08 0.0       8.109E-01 0.0         -1.0 

 381  711760 1.503E 00 0.0       1.167E-06 0.0       4.976E-03 0.0         -1.0 

 381  721740 6.045E-01 0.0       0.0       0.0       0.0       0.0         -1.0 

 381  721760 9.100E-01 0.0       0.0       0.0       0.0       0.0         -1.0 

 381  721770 9.409E 00 0.0       0.0       0.0       2.831E-02 0.0         -1.0 

 381  721780 9.727E-01 0.0       0.0       0.0       1.563E 00 0.0         -1.0 

 381  721790 7.740E-01 0.0       0.0       0.0       5.928E-03 0.0         -1.0 

 381  721800 5.590E-02 0.0       0.0       0.0       0.0       0.0         -1.0 

 381  721810 2.340E-02 0.0       0.0       0.0       0.0       0.0         -1.0 

 381  731800 7.800E-01 0.0       0.0       0.0       0.0       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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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1  731810 9.226E-01 0.0       0.0       0.0       4.523E-04 0.0         -1.0 

 381  731820 1.300E 00 0.0       0.0       0.0       0.0       0.0         -1.0 

 381  741800 2.600E-01 0.0       0.0       0.0       0.0       0.0         -1.0 

 381  741820 1.416E+01 1.154E-01 5.453E-05 0.000E+00 0.000E+00 0.00E+00    -1.0 

 381  741830 1.170E+01 1.255E-01 5.453E-05 0.000E+00 0.000E+00 0.00E+00    -1.0 

 381  741840 6.993E-01 1.198E-01 3.136E-05 0.000E+00 0.000E+00 0.00E+00    -1.0 

 381  741860 1.073E+01 1.188E-01 1.799E-05 0.000E+00 0.000E+00 0.00E+00    -1.0 

 381  741870 3.588E 00 0.0       0.0       0.0       0.0       0.0         -1.0 

 381  751850 2.249E 00 0.0       0.0       0.0       0.0       0.0         -1.0 

 381  751870 8.346E-03 0.0       0.0       0.0       3.817E-01 0.0         -1.0 

 381  751880 1.170E-03 0.0       0.0       0.0       0.0       0.0         -1.0 

 381  761840 1.755E 00 0.0       5.791E-06 0.0       0.0       0.0         -1.0 

 381  761860 0.0       0.0       5.850E-08 0.0       0.0       0.0         -1.0 

 381  761870 1.157E 00 0.0       5.897E-08 0.0       0.0       0.0         -1.0 

 381  761880 1.755E-01 0.0       1.761E-08 0.0       0.0       0.0         -1.0 

 381  761890 9.750E-01 0.0       5.786E-09 0.0       1.072E-05 0.0         -1.0 

 381  761900 1.131E-02 0.0       1.141E-08 0.0       2.639E-02 0.0         -1.0 

 381  761920 6.968E-03 0.0       5.891E-09 0.0       5.200E-05 0.0         -1.0 

 381  761930 9.009E-01 0.0       0.0       0.0       0.0       0.0         -1.0 

 381  771910 4.872E 00 0.0       0.0       0.0       1.998E-03 0.0         -1.0 

 381  771920 6.435E-01 0.0       0.0       0.0       0.0       0.0         -1.0 

 381  771930 1.667E 00 0.0       0.0       0.0       8.788E-02 0.0         -1.0 

 381  781900 8.775E-02 0.0       4.651E-06 0.0       0.0       0.0         -1.0 

 381  781920 9.095E-02 0.0       1.147E-07 0.0       1.695E-02 0.0         -1.0 

 381  781940 4.810E-03 0.0       2.948E-09 0.0       3.900E-04 0.0         -1.0 

 381  781950 4.615E-01 0.0       3.001E-09 0.0       0.0       0.0         -1.0 

 381  781960 9.697E-03 0.0       0.0       0.0       7.030E-04 0.0         -1.0 

 381  781980 7.227E-02 0.0       0.0       0.0       5.314E-04 0.0         -1.0 

 381  791970 2.028E 00 0.0       0.0       0.0       0.0       0.0         -1.0 

 381  791980 1.509E 01 0.0       0.0       0.0       0.0       0.0         -1.0 

 381  791990 1.755E-02 0.0       0.0       0.0       0.0       0.0         -1.0 

 381  801960 5.369E-01 0.0       0.0       0.0       7.657E-02 0.0         -1.0 

 381  801980 9.013E-02 0.0       0.0       0.0       8.645E-04 0.0         -1.0 

 381  801990 1.989E-01 0.0       0.0       0.0       0.0       0.0         -1.0 

 381  802000 3.510E-02 0.0       0.0       0.0       0.0       0.0         -1.0 

 381  802010 3.510E-02 0.0       0.0       0.0       0.0       0.0         -1.0 

 381  802020 6.370E-03 0.0       0.0       0.0       0.0       0.0         -1.0 

 381  802040 2.515E-04 0.0       0.0       0.0       0.0       0.0         -1.0 

 381  812030 5.135E-02 0.0       0.0       0.0       0.0       0.0         -1.0 

 381  812040 1.118E-01 0.0       0.0       0.0       0.0       0.0         -1.0 

 381  812050 9.100E-04 0.0       0.0       0.0       0.0       0.0         -1.0 

 381  822040 2.210E-03 0.0       0.0       0.0       0.0       0.0         -1.0 

 381  822060 2.600E-04 0.0       0.0       0.0       0.0       0.0         -1.0 

 381  822070 5.200E-04 0.0       0.0       0.0       0.0       0.0         -1.0 

 381  822080 2.849E-07 0.0       0.0       0.0       0.0       0.0         -1.0 

 381  832090 1.422E-04 3.290E-04 0.0       9.901E-07 1.048E-04 0.0         -1.0 

 381  832100 3.159E-05 0.0       0.0       0.0       0.0       0.0         -1.0 

 381  842100 1.755E-05 0.0       0.0       0.0       2.926E-07 0.0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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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reeder

 381        ACTIVATION PRODUCT XSEC LIBRARY-- FFTF-PU/U  CORE REGION            

 381   10010 1.550E-04 0.0       0.0       0.0       0.0       0.0         -1.0 

 381   10020 3.100E-07 6.757E-04 0.0       0.0       0.0       0.0         -1.0 

 381   10030 3.510E-09 0.0       0.0       0.0       0.0       0.0         -1.0 

 381   20030 3.107E 00 0.0       0.0       3.255E 00 0.0       0.0         -1.0 

 381   30060 1.502E-04 0.000E+00 0.000E+00 0.000E+00 3.818E+00 0.00E+00    -1.0 

 381   30070 1.756E-04 3.510E-03 0.000E+00 0.000E+00 4.331E-02 0.00E+00    -1.0 

 381   40090 5.200E-06 3.738E-02 2.168E-02 0.0       0.0       0.0         -1.0 

 381   40100 5.850E-07 0.0       0.0       0.0       0.0       0.0         -1.0 

 381   50100 2.925E-04 0.0       2.114E 00 1.566E-03 0.0       0.0         -1.0 

 381   50110 3.071E-05 6.503E-07 8.573E-06 8.093E-08 0.0       0.0         -1.0 

 381   60120 3.018E-06 0.0       2.189E-04 4.895E-08 0.0       0.0         -1.0 

 381   60130 1.690E-06 0.0       4.516E-04 0.0       0.0       0.0         -1.0 

 381   60140 5.850E-10 0.0       0.0       0.0       0.0       0.0         -1.0 

 381   70140 4.926E-05 3.198E-07 1.500E-02 1.533E-02 0.0       0.0         -1.0 

 381   70150 1.315E-05 8.713E-06 2.426E-05 5.091E-06 0.0       0.0         -1.0 

 381   80160 1.041E-07 0.0       1.364E-03 5.538E-06 0.0       0.0         -1.0 

 381   80170 7.341E-05 9.378E-06 3.639E-02 3.310E-06 0.0       0.0         -1.0 

 381   80180 1.053E-06 0.0       2.605E-04 0.0       0.0       0.0         -1.0 

 381   90190 2.288E-05 0.0       2.975E-03 2.729E-04 0.0       0.0         -1.0 

 381  100200 2.164E-05 0.0       3.474E-03 0.0       0.0       0.0         -1.0 

 381  100210 4.048E-04 0.0       8.775E-04 0.0       0.0       0.0         -1.0 

 381  100220 2.808E-05 0.0       0.0       0.0       0.0       0.0         -1.0 

 381  110220 2.080E 02 0.0       0.0       0.0       0.0       0.0         -1.0 

 381  110230 1.200E-03 1.285E-06 1.227E-04 2.423E-04 3.055E-04 0.0         -1.0 

 381  120240 3.900E-05 0.0       2.607E-04 2.274E-04 0.0       0.0         -1.0 

 381  120250 1.443E-04 0.0       2.953E-03 3.465E-04 0.0       0.0         -1.0 

 381  120260 3.250E-05 0.0       5.211E-04 0.0       0.0       0.0         -1.0 

 381  120270 2.340E-05 0.0       0.0       0.0       0.0       0.0         -1.0 

 381  130270 2.210E-04 0.0       1.127E-04 5.386E-04 0.0       0.0         -1.0 

 381  140280 1.014E-04 0.0       1.284E-04 6.950E-04 0.0       0.0         -1.0 

 381  140290 1.638E-04 0.0       1.111E-03 4.695E-04 0.0       0.0         -1.0 

 381  140300 1.378E-04 0.0       1.737E-05 6.865E-07 0.0       0.0         -1.0 

 381  140310 2.808E-04 0.0       0.0       0.0       0.0       0.0         -1.0 

 381  150310 1.040E-04 0.0       2.244E-04 5.386E-03 0.0       0.0         -1.0 

 381  160320 3.100E-04 0.0       2.432E-03 1.042E-02 0.0       0.0         -1.0 

 381  160330 0.0       1.356E-06 8.190E-05 1.170E-06 0.0       0.0         -1.0 

 381  160340 1.404E-04 0.0       4.344E-04 1.093E-04 0.0       0.0         -1.0 

 381  160360 8.775E-05 0.0       0.0       0.0       0.0       0.0         -1.0 

 381  170350 2.210E-02 0.0       1.060E-03 3.258E-03 0.0       0.0         -1.0 

 381  170360 5.850E-03 0.0       0.0       0.0       0.0       0.0         -1.0 

 381  170370 3.978E-04 0.0       2.084E-04 4.177E-05 5.200E-06 0.0         -1.0 

 381  180360 3.250E-03 0.0       6.729E-03 1.238E-02 0.0       0.0         -1.0 

 381  180380 5.200E-04 0.0       0.0       0.0       0.0       0.0         -1.0 

 381  180390 3.510E-01 0.0       0.0       0.0       0.0       0.0         -1.0 

 381  180400 5.330E-04 0.0       3.685E-04 0.0       0.0       0.0         -1.0 

 381  180410 2.925E-04 0.0       0.0       0.0       0.0       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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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1  190390 1.170E-03 0.0       2.971E-03 1.249E-02 0.0       0.0         -1.0 

 381  190400 1.755E-02 0.0       2.279E-04 2.575E-03 0.0       0.0         -1.0 

 381  190410 1.846E-03 0.0       0.0       0.0       0.0       0.0         -1.0 

 381  200400 2.340E-04 0.0       1.167E-03 8.162E-03 0.0       0.0         -1.0 

 381  200420 3.770E-04 0.0       4.165E-03 3.649E-03 0.0       0.0         -1.0 

 381  200430 7.150E-03 0.0       1.459E-03 5.902E-04 0.0       0.0         -1.0 

 381  200440 7.280E-04 1.998E-08 6.073E-06 1.388E-05 0.0       0.0         -1.0 

 381  200460 4.160E-04 0.0       0.0       0.0       0.0       0.0         -1.0 

 381  200480 6.435E-04 0.0       0.0       0.0       0.0       0.0         -1.0 

 381  210450 9.368E-03 0.0       6.462E-06 1.438E-05 5.322E-03 0.0         -1.0 

 381  210460 4.680E-03 0.0       0.0       0.0       0.0       0.0         -1.0 

 381  220460 5.200E-04 0.0       1.149E-04 2.230E-03 0.0       0.0         -1.0 

 381  220470 2.340E-03 0.0       9.553E-04 3.821E-03 0.0       0.0         -1.0 

 381  220480 4.810E-03 0.0       1.919E-06 3.646E-05 0.0       0.0         -1.0 

 381  220490 1.950E-03 0.0       1.405E-04 3.997E-04 0.0       0.0         -1.0 

 381  220500 1.534E-04 0.0       7.004E-08 8.685E-06 0.0       0.0         -1.0 

 381  230500 8.710E-02 0.0       0.0       0.0       0.0       0.0         -1.0 

 381  230510 3.510E-03 0.0       6.142E-07 1.746E-05 0.0       0.0         -1.0 

 381  240500 9.880E-03 0.0       1.129E-04 4.403E-03 0.0       0.0         -1.0 

 381  240510 4.680E-04 0.0       0.0       0.0       0.0       0.0         -1.0 

 381  240520 7.800E-04 0.0       1.274E-05 1.389E-04 0.0       0.0         -1.0 

 381  240530 1.150E-02 0.0       5.213E-04 1.723E-05 0.0       0.0         -1.0 

 381  240540 2.340E-04 0.0       7.990E-06 6.948E-07 0.0       0.0         -1.0 

 381  250540 5.850E-03 0.0       0.0       0.0       0.0       0.0         -1.0 

 381  250550 4.388E-02 5.761E-05 2.574E-05 1.041E-04 0.0       0.0         -1.0 

 381  260540 1.560E-03 0.0       4.164E-04 1.148E-02 0.0       0.0         -1.0 

 381  260560 1.820E-03 0.0       6.060E-05 1.513E-04 0.0       0.0         -1.0 

 381  260570 1.690E-03 0.0       6.076E-04 6.978E-05 0.0       0.0         -1.0 

 381  260580 1.547E-03 0.0       1.737E-06 1.737E-06 0.0       0.0         -1.0 

 381  270581 7.956E 01 0.0       0.0       0.0       0.0       0.0         -1.0 

 381  270580 8.957E 00 0.0       0.0       0.0       0.0       0.0         -1.0 

 381  270590 3.788E-02 5.302E-05 2.697E-05 2.417E-04 5.305E-02 0.0         -1.0 

 381  270600 5.590E-03 0.0       0.0       0.0       0.0       0.0         -1.0 

 381  270601 2.990E-01 0.0       0.0       0.0       0.0       0.0         -1.0 

 381  280580 2.860E-03 0.0       3.931E-05 1.942E-02 0.0       0.0         -1.0 

 381  280590 1.794E-01 0.0       7.020E-03 0.0       0.0       0.0         -1.0 

 381  280600 1.950E-03 0.0       1.391E-04 3.472E-04 0.0       0.0         -1.0 

 381  280610 2.080E-03 0.0       6.701E-04 2.955E-04 0.0       0.0         -1.0 

 381  280620 8.840E-03 0.0       1.129E-05 1.737E-05 0.0       0.0         -1.0 

 381  280630 1.345E-02 0.0       0.0       0.0       0.0       0.0         -1.0 

 381  280640 1.430E-03 0.0       0.0       0.0       0.0       0.0         -1.0 

 381  280650 1.430E-02 0.0       0.0       0.0       0.0       0.0         -1.0 

 381  290630 6.370E-03 0.0       1.249E-04 1.563E-03 0.0       0.0         -1.0 

 381  290650 3.120E-03 1.231E-04 2.607E-05 6.272E-05 0.0       0.0         -1.0 

 381  290660 7.897E-02 0.0       0.0       0.0       0.0       0.0         -1.0 

 381  300640 1.820E-03 0.0       8.670E-09 0.0       0.0       0.0         -1.0 

 381  300660 1.040E-03 0.0       1.193E-08 0.0       0.0       0.0         -1.0 

 381  300670 2.600E-02 0.0       3.512E-09 0.0       0.0       0.0         -1.0 

 381  300680 4.001E-03 0.0       1.192E-08 0.0       2.883E-04 0.0         -1.0 

 381  300700 4.855E-05 0.0       0.0       0.0       5.091E-06 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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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1  310690 2.028E-02 0.0       0.0       0.0       0.0       0.0         -1.0 

 381  310710 3.931E-02 0.0       0.0       0.0       1.253E-03 0.0         -1.0 

 381  320700 2.865E-03 0.0       0.0       0.0       2.545E-04 0.0         -1.0 

 381  320720 4.716E-02 0.0       0.0       0.0       0.0       0.0         -1.0 

 381  320730 2.426E-01 0.0       0.0       0.0       0.0       0.0         -1.0 

 381  320740 2.742E-02 0.0       0.0       0.0       2.088E-04 0.0         -1.0 

 381  320750 2.632E-03 0.0       0.0       0.0       0.0       0.0         -1.0 

 381  320760 1.517E-02 0.0       0.0       0.0       1.683E-03 0.0         -1.0 

 381  330750 2.792E-01 0.0       0.0       0.0       0.0       0.0         -1.0 

 381  340740 7.345E-01 0.0       0.0       0.0       0.0       0.0         -1.0 

 381  340760 1.238E-01 0.0       0.0       0.0       1.417E-02 0.0         -1.0 

 381  340770 2.811E-01 0.0       0.0       0.0       0.0       0.0         -1.0 

 381  340780 5.009E-02 0.0       0.0       0.0       5.070E-03 0.0         -1.0 

 381  340790 2.080E-03 0.0       0.0       0.0       0.0       0.0         -1.0 

 381  340800 4.550E-02 0.0       0.0       0.0       2.860E-04 0.0         -1.0 

 381  340820 8.785E-03 0.0       0.0       0.0       3.394E-06 0.0         -1.0 

 381  350790 4.969E-01 0.0       0.0       0.0       4.485E-02 0.0         -1.0 

 381  350810 2.760E-01 0.0       0.0       0.0       5.989E-02 0.0         -1.0 

 381  360780 6.583E-03 0.0       0.0       0.0       3.073E-04 0.0         -1.0 

 381  360800 1.493E-01 3.902E-05 7.287E-06 6.394E-05 2.370E-02 0.0         -1.0 

 381  360820 1.225E-01 7.405E-05 2.230E-06 1.502E-05 1.155E-01 0.0         -1.0 

 381  360830 4.023E-01 1.024E-03 2.180E-06 4.168E-05 0.0       0.0         -1.0 

 381  360840 3.712E-02 1.155E-04 1.378E-05 2.355E-06 2.393E-03 0.0         -1.0 

 381  360850 2.949E-02 0.0       0.0       0.0       0.0       0.0         -1.0 

 381  360860 3.108E-03 1.549E-04 8.645E-06 2.062E-07 0.0       0.0         -1.0 

 381  360870 3.510E-01 0.0       0.0       0.0       0.0       0.0         -1.0 

 381  370850 1.659E-01 0.0       0.0       0.0       1.060E-03 0.0         -1.0 

 381  370860 1.177E-01 0.0       0.0       0.0       0.0       0.0         -1.0 

 381  370870 1.107E-02 0.0       0.0       0.0       0.0       0.0         -1.0 

 381  370880 5.850E-04 0.0       0.0       0.0       0.0       0.0         -1.0 

 381  380840 4.424E-03 0.0       0.0       0.0       9.356E-03 0.0         -1.0 

 381  380860 5.493E-02 0.0       0.0       0.0       5.200E-03 0.0         -1.0 

 381  380870 8.081E-02 0.0       0.0       0.0       0.0       0.0         -1.0 

 381  380880 1.151E-03 0.0       0.0       0.0       0.0       0.0         -1.0 

 381  380890 1.750E-02 0.0       0.0       0.0       0.0       0.0         -1.0 

 381  380900 1.198E-02 0.0       0.0       0.0       0.0       0.0         -1.0 

 381  390890 1.979E-02 0.0       0.0       0.0       1.014E-06 0.0         -1.0 

 381  390900 1.019E-01 0.0       0.0       0.0       9.100E-04 0.0         -1.0 

 381  390910 3.256E-02 0.0       0.0       0.0       0.0       0.0         -1.0 

 381  400900 2.011E-02 0.0       6.281E-07 1.564E-04 0.0       0.0         -1.0 

 381  400910 6.204E-02 0.0       2.607E-04 4.855E-05 0.0       0.0         -1.0 

 381  400920 3.177E-02 0.0       1.284E-05 2.781E-05 0.0       0.0         -1.0 

 381  400930 6.473E-02 0.0       8.685E-06 0.0       0.0       0.0         -1.0 

 381  400940 1.739E-02 0.0       2.430E-06 1.739E-06 0.0       0.0         -1.0 

 381  400950 1.205E-01 0.0       0.0       0.0       0.0       0.0         -1.0 

 381  400960 3.544E-02 0.0       5.216E-08 6.943E-08 0.0       0.0         -1.0 

 381  410930 1.622E-01 2.604E-04 1.035E-05 9.146E-05 6.435E-04 0.0         -1.0 

 381  410940 1.758E-01 0.0       0.0       0.0       0.0       0.0         -1.0 

 381  410950 2.701E-01 0.0       0.0       0.0       0.0       0.0         -1.0 

 381  420920 6.760E-04 0.0       5.411E-06 1.077E-03 3.510E-06 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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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1  420940 4.103E-02 0.0       1.147E-04 1.442E-04 0.0       0.0         -1.0 

 381  420950 2.290E-01 0.0       6.427E-04 2.262E-05 0.0       0.0         -1.0 

 381  420960 4.635E-02 0.0       5.209E-05 3.302E-05 0.0       0.0         -1.0 

 381  420970 2.154E-01 0.0       2.258E-04 2.260E-05 0.0       0.0         -1.0 

 381  420980 8.217E-02 0.0       1.147E-05 1.388E-06 0.0       0.0         -1.0 

 381  420990 3.791E-01 0.0       0.0       0.0       0.0       0.0         -1.0 

 381  421000 6.098E-02 0.0       6.604E-07 1.734E-07 0.0       0.0         -1.0 

 381  430990 3.704E-01 3.413E-04 0.0       0.0       0.0       0.0         -1.0 

 381  440960 8.580E-03 0.0       0.0       0.0       0.0       0.0         -1.0 

 381  440980 4.680E-03 0.0       0.0       0.0       0.0       0.0         -1.0 

 381  440990 3.746E-01 0.0       0.0       0.0       0.0       0.0         -1.0 

 381  441000 1.254E-01 0.0       0.0       0.0       0.0       0.0         -1.0 

 381  441010 4.183E-01 0.0       0.0       0.0       0.0       0.0         -1.0 

 381  441020 1.528E-01 0.0       0.0       0.0       0.0       0.0         -1.0 

 381  441030 3.414E-01 0.0       0.0       0.0       0.0       0.0         -1.0 

 381  441040 1.072E-01 0.0       0.0       0.0       0.0       0.0         -1.0 

 381  441050 2.764E-01 0.0       0.0       0.0       0.0       0.0         -1.0 

 381  441060 6.139E-02 0.0       0.0       0.0       0.0       0.0         -1.0 

 381  451030 5.488E-01 1.292E-04 0.0       0.0       1.048E-01 0.0         -1.0 

 381  451040 2.340E-02 0.0       0.0       0.0       0.0       0.0         -1.0 

 381  451041 4.680E-01 0.0       0.0       0.0       0.0       0.0         -1.0 

 381  451050 5.091E-01 0.0       0.0       0.0       6.035E 00 0.0         -1.0 

 381  461020 2.808E-03 0.0       0.0       0.0       0.0       0.0         -1.0 

 381  461040 2.146E-01 0.0       0.0       0.0       0.0       0.0         -1.0 

 381  461050 6.528E-01 0.0       0.0       0.0       0.0       0.0         -1.0 

 381  461060 1.285E-01 0.0       0.0       0.0       3.173E-04 0.0         -1.0 

 381  461070 4.560E-01 0.0       0.0       0.0       0.0       0.0         -1.0 

 381  461080 1.430E-01 0.0       0.0       0.0       5.330E-03 0.0         -1.0 

 381  461100 1.089E-01 0.0       0.0       0.0       2.028E-03 0.0         -1.0 

 381  471070 5.489E-01 2.704E-04 1.513E-05 1.347E-05 9.849E-03 0.0         -1.0 

 381  471090 3.956E-01 2.838E-04 1.141E-05 1.473E-05 9.074E-02 0.0         -1.0 

 381  471100 4.797E-02 0.0       0.0       0.0       5.850E-24 0.0         -1.0 

 381  471101 4.797E-02 0.0       0.0       0.0       4.797E-02 0.0         -1.0 

 381  471110 4.697E-01 0.0       0.0       0.0       0.0       0.0         -1.0 

 381  481060 5.850E-04 0.0       0.0       0.0       0.0       0.0         -1.0 

 381  481080 1.682E-01 0.0       0.0       0.0       0.0       0.0         -1.0 

 381  481090 3.802E-01 0.0       0.0       0.0       0.0       0.0         -1.0 

 381  481100 2.163E-01 0.0       0.0       0.0       4.732E-04 0.0         -1.0 

 381  481110 3.241E-01 0.0       0.0       0.0       0.0       0.0         -1.0 

 381  481120 1.925E-01 0.0       0.0       0.0       1.690E-02 0.0         -1.0 

 381  481130 2.943E-01 7.661E-04 1.062E-07 2.526E-06 0.0       0.0         -1.0 

 381  481140 2.315E-01 0.0       0.0       0.0       2.785E-03 0.0         -1.0 

 381  481151 4.487E-01 0.0       0.0       0.0       0.0       0.0         -1.0 

 381  481160 9.172E-02 0.0       0.0       0.0       9.572E-05 0.0         -1.0 

 381  491130 5.106E-01 0.0       0.0       0.0       2.411E-01 0.0         -1.0 

 381  491150 3.854E-01 0.0       0.0       0.0       3.334E 00 0.0         -1.0 

 381  491170 2.925E-03 0.0       0.0       0.0       2.925E-03 0.0         -1.0 

 381  491171 2.925E-03 0.0       0.0       0.0       2.925E-03 0.0         -1.0 

 381  491190 2.340E-04 0.0       0.0       0.0       3.510E-04 0.0         -1.0 

 381  491191 2.340E-04 0.0       0.0       0.0       3.510E-04 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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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1  491200 7.800E-05 0.0       0.0       0.0       0.0       0.0         -1.0 

 381  491201 7.800E-05 0.0       0.0       0.0       0.0       0.0         -1.0 

 381  501120 2.441E-02 0.0       0.0       0.0       1.068E-02 0.0         -1.0 

 381  501140 1.560E-03 0.0       3.325E-06 5.209E-05 0.0       0.0         -1.0 

 381  501150 3.612E-02 0.0       5.043E-05 5.206E-05 0.0       0.0         -1.0 

 381  501160 4.861E-02 0.0       3.620E-07 8.688E-06 1.430E-02 0.0         -1.0 

 381  501170 1.600E-01 0.0       9.380E-06 1.563E-05 0.0       0.0         -1.0 

 381  501180 9.514E-02 0.0       3.543E-08 1.736E-06 9.100E-03 0.0         -1.0 

 381  501190 4.125E-02 0.0       1.510E-06 3.474E-06 0.0       0.0         -1.0 

 381  501200 3.485E-02 0.0       3.474E-07 0.0       1.384E-05 0.0         -1.0 

 381  501220 1.980E-02 0.0       6.948E-08 0.0       4.290E-06 0.0         -1.0 

 381  501230 8.842E-02 0.0       0.0       0.0       0.0       0.0         -1.0 

 381  501240 2.503E-02 0.0       1.737E-08 0.0       8.702E-03 0.0         -1.0 

 381  501250 1.899E-01 0.0       0.0       0.0       0.0       0.0         -1.0 

 381  511210 3.817E-01 0.0       0.0       0.0       2.288E-03 0.0         -1.0 

 381  511230 2.104E-01 0.0       0.0       0.0       4.550E-04 0.0         -1.0 

 381  511240 5.283E-01 0.0       0.0       0.0       0.0       0.0         -1.0 

 381  511250 2.237E-01 0.0       0.0       0.0       4.030E-04 0.0         -1.0 

 381  511260 3.148E-01 0.0       0.0       0.0       0.0       0.0         -1.0 

 381  521200 1.170E-03 0.0       0.0       0.0       1.989E-04 0.0         -1.0 

 381  521220 2.731E-01 0.0       0.0       0.0       4.086E-02 0.0         -1.0 

 381  521230 4.480E-01 0.0       0.0       0.0       0.0       0.0         -1.0 

 381  521240 2.004E-01 0.0       0.0       0.0       5.330E-05 0.0         -1.0 

 381  521250 2.665E-01 0.0       0.0       0.0       0.0       0.0         -1.0 

 381  521260 8.324E-02 0.0       0.0       0.0       1.695E-03 0.0         -1.0 

 381  521271 2.801E-01 0.0       0.0       0.0       0.0       0.0         -1.0 

 381  521280 8.155E-02 0.0       0.0       0.0       1.362E-04 0.0         -1.0 

 381  521291 8.865E-02 0.0       0.0       0.0       0.0       0.0         -1.0 

 381  521300 1.233E-02 0.0       0.0       0.0       5.472E-05 0.0         -1.0 

 381  531250 1.785E 01 0.0       0.0       0.0       0.0       0.0         -1.0 

 381  531260 5.278E 01 0.0       0.0       0.0       0.0       0.0         -1.0 

 381  531270 4.153E-01 0.0       0.0       0.0       0.0       0.0         -1.0 

 381  531290 2.891E-01 0.0       0.0       0.0       3.120E-02 0.0         -1.0 

 381  531300 3.851E-01 0.0       0.0       0.0       0.0       0.0         -1.0 

 381  531310 1.010E-01 0.0       0.0       0.0       0.0       0.0         -1.0 

 381  541240 3.875E 00 0.0       0.0       0.0       8.044E-01 0.0         -1.0 

 381  541250 3.276E 00 0.0       0.0       0.0       0.0       0.0         -1.0 

 381  541260 4.619E-02 0.0       0.0       0.0       3.211E-03 0.0         -1.0 

 381  541280 1.359E-01 2.796E-04 3.608E-07 6.469E-07 1.048E-03 0.0         -1.0 

 381  541290 3.151E-01 2.031E-03 2.437E-06 1.719E-06 0.0       0.0         -1.0 

 381  541300 9.558E-02 3.874E-04 1.405E-07 1.578E-06 1.196E-03 0.0         -1.0 

 381  541310 1.867E-01 2.980E-03 8.789E-07 2.232E-06 0.0       0.0         -1.0 

 381  541320 5.702E-02 5.601E-04 4.651E-08 4.106E-07 6.750E-05 0.0         -1.0 

 381  541330 8.894E-02 0.0       0.0       0.0       0.0       0.0         -1.0 

 381  541340 2.860E-02 7.470E-04 2.437E-08 4.033E-07 4.950E-06 0.0         -1.0 

 381  541350 3.001E-02 0.0       0.0       0.0       0.0       0.0         -1.0 

 381  541360 2.354E-03 9.036E-04 1.424E-08 1.541E-08 0.0       0.0         -1.0 

 381  551330 3.775E-01 4.347E-04 6.499E-07 4.435E-05 4.651E-02 0.0         -1.0 

 381  551340 3.906E-01 0.0       0.0       0.0       4.290E-02 0.0         -1.0 

 381  551341 7.605E-04 0.0       0.0       0.0       7.605E-04 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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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1  551350 5.162E-02 0.0       0.0       0.0       0.0       0.0         -1.0 

 381  551360 1.906E-01 0.0       0.0       0.0       0.0       0.0         -1.0 

 381  551370 9.633E-03 0.0       0.0       0.0       0.0       0.0         -1.0 

 381  561300 1.589E-01 0.0       0.0       0.0       3.611E-02 0.0         -1.0 

 381  561320 4.972E-03 0.0       0.0       0.0       3.979E-04 0.0         -1.0 

 381  561340 8.923E-02 0.0       0.0       0.0       2.362E-03 0.0         -1.0 

 381  561350 2.574E-01 0.0       0.0       0.0       3.120E-04 0.0         -1.0 

 381  561360 3.778E-02 0.0       0.0       0.0       4.225E-05 0.0         -1.0 

 381  561370 4.209E-02 0.0       0.0       0.0       0.0       0.0         -1.0 

 381  561380 6.171E-03 0.0       0.0       0.0       0.0       0.0         -1.0 

 381  561390 3.510E-03 0.0       0.0       0.0       0.0       0.0         -1.0 

 381  561400 2.820E-02 0.0       0.0       0.0       0.0       0.0         -1.0 

 381  571380 5.369E-01 0.0       0.0       0.0       0.0       0.0         -1.0 

 381  571390 3.095E-02 0.0       0.0       0.0       0.0       0.0         -1.0 

 381  571400 2.099E-01 0.0       0.0       0.0       0.0       0.0         -1.0 

 381  581360 7.908E-02 0.0       0.0       0.0       1.192E-02 0.0         -1.0 

 381  581380 6.435E-04 0.0       0.0       0.0       8.804E-06 0.0         -1.0 

 381  581400 1.619E-02 0.0       0.0       0.0       0.0       0.0         -1.0 

 381  581410 1.094E-01 0.0       0.0       0.0       0.0       0.0         -1.0 

 381  581420 2.929E-02 0.0       0.0       0.0       0.0       0.0         -1.0 

 381  581430 1.723E-01 0.0       0.0       0.0       0.0       0.0         -1.0 

 381  581440 3.865E-02 0.0       0.0       0.0       0.0       0.0         -1.0 

 381  591410 1.139E-01 3.376E-04 2.500E-06 2.444E-06 4.931E-03 0.0         -1.0 

 381  591420 2.950E-01 0.0       0.0       0.0       0.0       0.0         -1.0 

 381  591430 2.669E-01 0.0       0.0       0.0       0.0       0.0         -1.0 

 381  601420 3.357E-02 0.0       0.0       0.0       0.0       0.0         -1.0 

 381  601430 2.297E-01 4.172E-03 2.954E-05 1.949E-06 0.0       0.0         -1.0 

 381  601440 8.015E-02 0.0       0.0       0.0       0.0       0.0         -1.0 

 381  601450 2.573E-01 5.326E-03 1.030E-05 6.911E-07 0.0       0.0         -1.0 

 381  601460 1.080E-01 1.665E-03 1.536E-06 1.120E-07 0.0       0.0         -1.0 

 381  601470 5.068E-01 0.0       0.0       0.0       0.0       0.0         -1.0 

 381  601480 1.542E-01 1.823E-03 5.374E-07 4.090E-08 0.0       0.0         -1.0 

 381  601500 1.809E-01 1.812E-03 1.624E-07 2.630E-08 0.0       0.0         -1.0 

 381  611470 9.675E-01 1.576E-03 3.604E-06 1.253E-06 1.334E 00 0.0         -1.0 

 381  611480 2.837E 00 0.0       0.0       0.0       0.0       0.0         -1.0 

 381  611481 2.859E 00 0.0       0.0       0.0       0.0       0.0         -1.0 

 381  611490 2.390E 00 0.0       0.0       0.0       0.0       0.0         -1.0 

 381  611510 6.437E-02 0.0       0.0       0.0       0.0       0.0         -1.0 

 381  621440 4.095E-04 0.0       0.0       0.0       0.0       0.0         -1.0 

 381  621450 6.435E-02 0.0       0.0       0.0       0.0       0.0         -1.0 

 381  621470 6.314E-01 3.350E-03 3.634E-05 3.069E-06 0.0       0.0         -1.0 

 381  621480 2.898E-01 0.0       0.0       0.0       0.0       0.0         -1.0 

 381  621490 1.094E 00 2.210E-03 2.367E-05 2.367E-05 0.0       0.0         -1.0 

 381  621500 3.368E-01 0.0       0.0       0.0       0.0       0.0         -1.0 

 381  621510 1.663E 00 7.278E-03 5.352E-06 7.010E-07 0.0       0.0         -1.0 

 381  621520 3.725E-01 9.769E-04 4.439E-07 1.134E-07 0.0       0.0         -1.0 

 381  621530 9.130E-02 0.0       0.0       0.0       0.0       0.0         -1.0 

 381  621540 1.656E-01 0.0       0.0       0.0       0.0       0.0         -1.0 

 381  631510 2.736E 00 6.428E-04 2.926E-05 1.418E-05 1.540E 00 0.0         -1.0 

 381  631520 3.517E 00 2.102E-03 3.581E-05 3.955E-05 0.0       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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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1  631530 1.751E 00 9.451E-04 4.453E-05 3.574E-06 0.0       0.0         -1.0 

 381  631540 2.083E 00 1.452E-03 5.302E-05 6.864E-05 0.0       0.0         -1.0 

 381  631550 1.941E 00 1.222E-03 3.571E-07 3.057E-07 0.0       0.0         -1.0 

 381  631560 6.827E-02 0.0       0.0       0.0       0.0       0.0         -1.0 

 381  641520 3.900E 00 0.0       4.118E-06 0.0       0.0       0.0         -1.0 

 381  641540 7.700E-01 0.0       0.0       0.0       1.621E-04 0.0         -1.0 

 381  641550 1.510E 00 0.0       5.206E-08 0.0       0.0       0.0         -1.0 

 381  641560 3.555E-01 0.0       0.0       0.0       0.0       0.0         -1.0 

 381  641570 2.423E 00 0.0       3.217E-07 0.0       0.0       0.0         -1.0 

 381  641580 2.198E-01 0.0       0.0       0.0       0.0       0.0         -1.0 

 381  641600 1.639E-01 0.0       0.0       0.0       0.0       0.0         -1.0 

 381  641610 1.813E 01 0.0       0.0       0.0       0.0       0.0         -1.0 

 381  651590 1.019E 00 0.0       0.0       1.170E-02 0.0       0.0         -1.0 

 381  651600 1.177E-01 0.0       0.0       0.0       0.0       0.0         -1.0 

 381  661560 1.248E 00 0.0       5.214E-06 0.0       0.0       0.0         -1.0 

 381  661580 1.560E-01 0.0       3.522E-06 0.0       0.0       0.0         -1.0 

 381  661600 1.540E 00 0.0       1.749E-07 0.0       0.0       0.0         -1.0 

 381  661610 1.551E 00 0.0       1.745E-08 0.0       0.0       0.0         -1.0 

 381  661620 7.038E-01 0.0       0.0       0.0       0.0       0.0         -1.0 

 381  661630 6.918E-01 0.0       1.141E-08 0.0       0.0       0.0         -1.0 

 381  661640 2.115E-01 1.207E-03 3.298E-05 3.819E-06 3.086E-01 0.0         -1.0 

 381  661650 2.860E 01 0.0       0.0       0.0       0.0       0.0         -1.0 

 381  671650 1.120E 00 0.0       1.170E-08 1.016E-02 4.784E-02 0.0         -1.0 

 381  681620 6.240E-01 0.0       6.453E-06 0.0       0.0       0.0         -1.0 

 381  681640 1.365E-01 0.0       6.997E-07 0.0       0.0       0.0         -1.0 

 381  681660 3.551E-01 0.0       4.095E-08 0.0       5.572E-02 0.0         -1.0 

 381  681670 1.062E 00 0.0       3.919E-08 0.0       0.0       0.0         -1.0 

 381  681680 4.680E-02 0.0       5.247E-08 0.0       0.0       0.0         -1.0 

 381  681700 2.600E-02 0.0       0.0       0.0       0.0       0.0         -1.0 

 381  681710 1.638E-01 0.0       0.0       0.0       0.0       0.0         -1.0 

 381  691690 2.088E 00 0.0       5.850E-09 0.0       1.485E-01 0.0         -1.0 

 381  691700 5.980E-01 0.0       0.0       0.0       0.0       0.0         -1.0 

 381  691710 1.534E-01 0.0       0.0       0.0       0.0       0.0         -1.0 

 381  701680 4.030E 01 0.0       2.233E-06 0.0       0.0       0.0         -1.0 

 381  701700 3.900E-01 0.0       2.340E-08 0.0       0.0       0.0         -1.0 

 381  701710 4.316E-01 0.0       2.340E-08 0.0       0.0       0.0         -1.0 

 381  701720 3.250E-02 0.0       1.749E-08 0.0       0.0       0.0         -1.0 

 381  701730 5.070E-01 0.0       0.0       0.0       0.0       0.0         -1.0 

 381  701740 1.254E-02 0.0       1.179E-08 0.0       3.035E-02 0.0         -1.0 

 381  701760 7.800E-03 0.0       0.0       0.0       0.0       0.0         -1.0 

 381  711750 3.461E-01 0.0       3.559E-08 0.0       8.109E-01 0.0         -1.0 

 381  711760 1.503E 00 0.0       1.167E-06 0.0       4.976E-03 0.0         -1.0 

 381  721740 6.045E-01 0.0       0.0       0.0       0.0       0.0         -1.0 

 381  721760 9.100E-01 0.0       0.0       0.0       0.0       0.0         -1.0 

 381  721770 9.409E 00 0.0       0.0       0.0       2.831E-02 0.0         -1.0 

 381  721780 9.727E-01 0.0       0.0       0.0       1.563E 00 0.0         -1.0 

 381  721790 7.740E-01 0.0       0.0       0.0       5.928E-03 0.0         -1.0 

 381  721800 5.590E-02 0.0       0.0       0.0       0.0       0.0         -1.0 

 381  721810 2.340E-02 0.0       0.0       0.0       0.0       0.0         -1.0 

 381  731800 7.800E-01 0.0       0.0       0.0       0.0       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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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1  731810 9.226E-01 0.0       0.0       0.0       4.523E-04 0.0         -1.0 

 381  731820 1.300E 00 0.0       0.0       0.0       0.0       0.0         -1.0 

 381  741800 2.600E-01 0.0       0.0       0.0       0.0       0.0         -1.0 

 381  741820 7.670E-01 0.0       0.0       0.0       2.906E-04 0.0         -1.0 

 381  741830 4.485E-01 0.0       0.0       0.0       0.0       0.0         -1.0 

 381  741840 1.817E-02 0.0       0.0       0.0       2.002E-05 0.0         -1.0 

 381  741860 6.500E-01 0.0       0.0       0.0       0.0       0.0         -1.0 

 381  741870 3.588E 00 0.0       0.0       0.0       0.0       0.0         -1.0 

 381  751850 2.249E 00 0.0       0.0       0.0       0.0       0.0         -1.0 

 381  751870 8.346E-03 0.0       0.0       0.0       3.817E-01 0.0         -1.0 

 381  751880 1.170E-03 0.0       0.0       0.0       0.0       0.0         -1.0 

 381  761840 1.755E 00 0.0       5.791E-06 0.0       0.0       0.0         -1.0 

 381  761860 0.0       0.0       5.850E-08 0.0       0.0       0.0         -1.0 

 381  761870 1.157E 00 0.0       5.897E-08 0.0       0.0       0.0         -1.0 

 381  761880 1.755E-01 0.0       1.761E-08 0.0       0.0       0.0         -1.0 

 381  761890 9.750E-01 0.0       5.786E-09 0.0       1.072E-05 0.0         -1.0 

 381  761900 1.131E-02 0.0       1.141E-08 0.0       2.639E-02 0.0         -1.0 

 381  761920 6.968E-03 0.0       5.891E-09 0.0       5.200E-05 0.0         -1.0 

 381  761930 9.009E-01 0.0       0.0       0.0       0.0       0.0         -1.0 

 381  771910 4.872E 00 0.0       0.0       0.0       1.998E-03 0.0         -1.0 

 381  771920 6.435E-01 0.0       0.0       0.0       0.0       0.0         -1.0 

 381  771930 1.667E 00 0.0       0.0       0.0       8.788E-02 0.0         -1.0 

 381  781900 8.775E-02 0.0       4.651E-06 0.0       0.0       0.0         -1.0 

 381  781920 9.095E-02 0.0       1.147E-07 0.0       1.695E-02 0.0         -1.0 

 381  781940 4.810E-03 0.0       2.948E-09 0.0       3.900E-04 0.0         -1.0 

 381  781950 4.615E-01 0.0       3.001E-09 0.0       0.0       0.0         -1.0 

 381  781960 9.697E-03 0.0       0.0       0.0       7.030E-04 0.0         -1.0 

 381  781980 7.227E-02 0.0       0.0       0.0       5.314E-04 0.0         -1.0 

 381  791970 2.028E 00 0.0       0.0       0.0       0.0       0.0         -1.0 

 381  791980 1.509E 01 0.0       0.0       0.0       0.0       0.0         -1.0 

 381  791990 1.755E-02 0.0       0.0       0.0       0.0       0.0         -1.0 

 381  801960 5.369E-01 0.0       0.0       0.0       7.657E-02 0.0         -1.0 

 381  801980 9.013E-02 0.0       0.0       0.0       8.645E-04 0.0         -1.0 

 381  801990 1.989E-01 0.0       0.0       0.0       0.0       0.0         -1.0 

 381  802000 3.510E-02 0.0       0.0       0.0       0.0       0.0         -1.0 

 381  802010 3.510E-02 0.0       0.0       0.0       0.0       0.0         -1.0 

 381  802020 6.370E-03 0.0       0.0       0.0       0.0       0.0         -1.0 

 381  802040 2.515E-04 0.0       0.0       0.0       0.0       0.0         -1.0 

 381  812030 5.135E-02 0.0       0.0       0.0       0.0       0.0         -1.0 

 381  812040 1.118E-01 0.0       0.0       0.0       0.0       0.0         -1.0 

 381  812050 9.100E-04 0.0       0.0       0.0       0.0       0.0         -1.0 

 381  822040 2.210E-03 0.0       0.0       0.0       0.0       0.0         -1.0 

 381  822060 2.600E-04 0.0       0.0       0.0       0.0       0.0         -1.0 

 381  822070 5.200E-04 0.0       0.0       0.0       0.0       0.0         -1.0 

 381  822080 2.849E-07 0.0       0.0       0.0       0.0       0.0         -1.0 

 381  832090 1.422E-04 3.290E-04 0.0       9.901E-07 1.048E-04 0.0         -1.0 

 381  832100 3.159E-05 0.0       0.0       0.0       0.0       0.0         -1.0 

 381  842100 1.755E-05 0.0       0.0       0.0       2.926E-07 0.0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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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eflector 

 381        ACTIVATION PRODUCT XSEC LIBRARY-- FFTF-PU/U  CORE REGION            

 381   10010 1.550E-04 0.0       0.0       0.0       0.0       0.0         -1.0 

 381   10020 3.100E-07 6.757E-04 0.0       0.0       0.0       0.0         -1.0 

 381   10030 3.510E-09 0.0       0.0       0.0       0.0       0.0         -1.0 

 381   20030 3.107E 00 0.0       0.0       3.255E 00 0.0       0.0         -1.0 

 381   30060 1.638E-05 0.0       4.466E-01 7.184E-04 0.0       0.0         -1.0 

 381   30070 9.100E-06 0.0       4.481E-03 0.0       0.0       0.0         -1.0 

 381   40090 5.200E-06 3.738E-02 2.168E-02 0.0       0.0       0.0         -1.0 

 381   40100 5.850E-07 0.0       0.0       0.0       0.0       0.0         -1.0 

 381   50100 2.925E-04 0.0       2.114E 00 1.566E-03 0.0       0.0         -1.0 

 381   50110 3.071E-05 6.503E-07 8.573E-06 8.093E-08 0.0       0.0         -1.0 

 381   60120 7.787E-05 0.000E+00 6.647E-03 0.000E+00 0.000E+00 0.00E+00    -1.0 

 381   60130 1.690E-06 0.0       4.516E-04 0.0       0.0       0.0         -1.0 

 381   60140 5.850E-10 0.0       0.0       0.0       0.0       0.0         -1.0 

 381   70140 4.926E-05 3.198E-07 1.500E-02 1.533E-02 0.0       0.0         -1.0 

 381   70150 1.315E-05 8.713E-06 2.426E-05 5.091E-06 0.0       0.0         -1.0 

 381   80160 1.041E-07 0.0       1.364E-03 5.538E-06 0.0       0.0         -1.0 

 381   80170 7.341E-05 9.378E-06 3.639E-02 3.310E-06 0.0       0.0         -1.0 

 381   80180 1.053E-06 0.0       2.605E-04 0.0       0.0       0.0         -1.0 

 381   90190 2.288E-05 0.0       2.975E-03 2.729E-04 0.0       0.0         -1.0 

 381  100200 2.164E-05 0.0       3.474E-03 0.0       0.0       0.0         -1.0 

 381  100210 4.048E-04 0.0       8.775E-04 0.0       0.0       0.0         -1.0 

 381  100220 2.808E-05 0.0       0.0       0.0       0.0       0.0         -1.0 

 381  110220 2.080E 02 0.0       0.0       0.0       0.0       0.0         -1.0 

 381  110230 1.200E-03 1.285E-06 1.227E-04 2.423E-04 3.055E-04 0.0         -1.0 

 381  120240 3.900E-05 0.0       2.607E-04 2.274E-04 0.0       0.0         -1.0 

 381  120250 1.443E-04 0.0       2.953E-03 3.465E-04 0.0       0.0         -1.0 

 381  120260 3.250E-05 0.0       5.211E-04 0.0       0.0       0.0         -1.0 

 381  120270 2.340E-05 0.0       0.0       0.0       0.0       0.0         -1.0 

 381  130270 2.210E-04 0.0       1.127E-04 5.386E-04 0.0       0.0         -1.0 

 381  140280 1.014E-04 0.0       1.284E-04 6.950E-04 0.0       0.0         -1.0 

 381  140290 1.638E-04 0.0       1.111E-03 4.695E-04 0.0       0.0         -1.0 

 381  140300 1.378E-04 0.0       1.737E-05 6.865E-07 0.0       0.0         -1.0 

 381  140310 2.808E-04 0.0       0.0       0.0       0.0       0.0         -1.0 

 381  150310 1.040E-04 0.0       2.244E-04 5.386E-03 0.0       0.0         -1.0 

 381  160320 3.100E-04 0.0       2.432E-03 1.042E-02 0.0       0.0         -1.0 

 381  160330 0.0       1.356E-06 8.190E-05 1.170E-06 0.0       0.0         -1.0 

 381  160340 1.404E-04 0.0       4.344E-04 1.093E-04 0.0       0.0         -1.0 

 381  160360 8.775E-05 0.0       0.0       0.0       0.0       0.0         -1.0 

 381  170350 2.210E-02 0.0       1.060E-03 3.258E-03 0.0       0.0         -1.0 

 381  170360 5.850E-03 0.0       0.0       0.0       0.0       0.0         -1.0 

 381  170370 3.978E-04 0.0       2.084E-04 4.177E-05 5.200E-06 0.0         -1.0 

 381  180360 3.250E-03 0.0       6.729E-03 1.238E-02 0.0       0.0         -1.0 

 381  180380 5.200E-04 0.0       0.0       0.0       0.0       0.0         -1.0 

 381  180390 3.510E-01 0.0       0.0       0.0       0.0       0.0         -1.0 

 381  180400 5.330E-04 0.0       3.685E-04 0.0       0.0       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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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1  180410 2.925E-04 0.0       0.0       0.0       0.0       0.0         -1.0 

 381  190390 1.170E-03 0.0       2.971E-03 1.249E-02 0.0       0.0         -1.0 

 381  190400 1.755E-02 0.0       2.279E-04 2.575E-03 0.0       0.0         -1.0 

 381  190410 1.846E-03 0.0       0.0       0.0       0.0       0.0         -1.0 

 381  200400 2.340E-04 0.0       1.167E-03 8.162E-03 0.0       0.0         -1.0 

 381  200420 3.770E-04 0.0       4.165E-03 3.649E-03 0.0       0.0         -1.0 

 381  200430 7.150E-03 0.0       1.459E-03 5.902E-04 0.0       0.0         -1.0 

 381  200440 7.280E-04 1.998E-08 6.073E-06 1.388E-05 0.0       0.0         -1.0 

 381  200460 4.160E-04 0.0       0.0       0.0       0.0       0.0         -1.0 

 381  200480 6.435E-04 0.0       0.0       0.0       0.0       0.0         -1.0 

 381  210450 9.368E-03 0.0       6.462E-06 1.438E-05 5.322E-03 0.0         -1.0 

 381  210460 4.680E-03 0.0       0.0       0.0       0.0       0.0         -1.0 

 381  220460 5.200E-04 0.0       1.149E-04 2.230E-03 0.0       0.0         -1.0 

 381  220470 2.340E-03 0.0       9.553E-04 3.821E-03 0.0       0.0         -1.0 

 381  220480 4.810E-03 0.0       1.919E-06 3.646E-05 0.0       0.0         -1.0 

 381  220490 1.950E-03 0.0       1.405E-04 3.997E-04 0.0       0.0         -1.0 

 381  220500 1.534E-04 0.0       7.004E-08 8.685E-06 0.0       0.0         -1.0 

 381  230500 8.710E-02 0.0       0.0       0.0       0.0       0.0         -1.0 

 381  230510 3.510E-03 0.0       6.142E-07 1.746E-05 0.0       0.0         -1.0 

 381  240500 9.880E-03 0.0       1.129E-04 4.403E-03 0.0       0.0         -1.0 

 381  240510 4.680E-04 0.0       0.0       0.0       0.0       0.0         -1.0 

 381  240520 7.800E-04 0.0       1.274E-05 1.389E-04 0.0       0.0         -1.0 

 381  240530 1.150E-02 0.0       5.213E-04 1.723E-05 0.0       0.0         -1.0 

 381  240540 2.340E-04 0.0       7.990E-06 6.948E-07 0.0       0.0         -1.0 

 381  250540 5.850E-03 0.0       0.0       0.0       0.0       0.0         -1.0 

 381  250550 4.388E-02 5.761E-05 2.574E-05 1.041E-04 0.0       0.0         -1.0 

 381  260540 1.560E-03 0.0       4.164E-04 1.148E-02 0.0       0.0         -1.0 

 381  260560 1.820E-03 0.0       6.060E-05 1.513E-04 0.0       0.0         -1.0 

 381  260570 1.690E-03 0.0       6.076E-04 6.978E-05 0.0       0.0         -1.0 

 381  260580 1.547E-03 0.0       1.737E-06 1.737E-06 0.0       0.0         -1.0 

 381  270581 7.956E 01 0.0       0.0       0.0       0.0       0.0         -1.0 

 381  270580 8.957E 00 0.0       0.0       0.0       0.0       0.0         -1.0 

 381  270590 3.788E-02 5.302E-05 2.697E-05 2.417E-04 5.305E-02 0.0         -1.0 

 381  270600 5.590E-03 0.0       0.0       0.0       0.0       0.0         -1.0 

 381  270601 2.990E-01 0.0       0.0       0.0       0.0       0.0         -1.0 

 381  280580 2.860E-03 0.0       3.931E-05 1.942E-02 0.0       0.0         -1.0 

 381  280590 1.794E-01 0.0       7.020E-03 0.0       0.0       0.0         -1.0 

 381  280600 1.950E-03 0.0       1.391E-04 3.472E-04 0.0       0.0         -1.0 

 381  280610 2.080E-03 0.0       6.701E-04 2.955E-04 0.0       0.0         -1.0 

 381  280620 8.840E-03 0.0       1.129E-05 1.737E-05 0.0       0.0         -1.0 

 381  280630 1.345E-02 0.0       0.0       0.0       0.0       0.0         -1.0 

 381  280640 1.430E-03 0.0       0.0       0.0       0.0       0.0         -1.0 

 381  280650 1.430E-02 0.0       0.0       0.0       0.0       0.0         -1.0 

 381  290630 6.370E-03 0.0       1.249E-04 1.563E-03 0.0       0.0         -1.0 

 381  290650 3.120E-03 1.231E-04 2.607E-05 6.272E-05 0.0       0.0         -1.0 

 381  290660 7.897E-02 0.0       0.0       0.0       0.0       0.0         -1.0 

 381  300640 1.820E-03 0.0       8.670E-09 0.0       0.0       0.0         -1.0 

 381  300660 1.040E-03 0.0       1.193E-08 0.0       0.0       0.0         -1.0 

 381  300670 2.600E-02 0.0       3.512E-09 0.0       0.0       0.0         -1.0 

 381  300680 4.001E-03 0.0       1.192E-08 0.0       2.883E-04 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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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1  300700 4.855E-05 0.0       0.0       0.0       5.091E-06 0.0         -1.0 

 381  310690 2.028E-02 0.0       0.0       0.0       0.0       0.0         -1.0 

 381  310710 3.931E-02 0.0       0.0       0.0       1.253E-03 0.0         -1.0 

 381  320700 2.865E-03 0.0       0.0       0.0       2.545E-04 0.0         -1.0 

 381  320720 4.716E-02 0.0       0.0       0.0       0.0       0.0         -1.0 

 381  320730 2.426E-01 0.0       0.0       0.0       0.0       0.0         -1.0 

 381  320740 2.742E-02 0.0       0.0       0.0       2.088E-04 0.0         -1.0 

 381  320750 2.632E-03 0.0       0.0       0.0       0.0       0.0         -1.0 

 381  320760 1.517E-02 0.0       0.0       0.0       1.683E-03 0.0         -1.0 

 381  330750 2.792E-01 0.0       0.0       0.0       0.0       0.0         -1.0 

 381  340740 7.345E-01 0.0       0.0       0.0       0.0       0.0         -1.0 

 381  340760 1.238E-01 0.0       0.0       0.0       1.417E-02 0.0         -1.0 

 381  340770 2.811E-01 0.0       0.0       0.0       0.0       0.0         -1.0 

 381  340780 5.009E-02 0.0       0.0       0.0       5.070E-03 0.0         -1.0 

 381  340790 2.080E-03 0.0       0.0       0.0       0.0       0.0         -1.0 

 381  340800 4.550E-02 0.0       0.0       0.0       2.860E-04 0.0         -1.0 

 381  340820 8.785E-03 0.0       0.0       0.0       3.394E-06 0.0         -1.0 

 381  350790 4.969E-01 0.0       0.0       0.0       4.485E-02 0.0         -1.0 

 381  350810 2.760E-01 0.0       0.0       0.0       5.989E-02 0.0         -1.0 

 381  360780 6.583E-03 0.0       0.0       0.0       3.073E-04 0.0         -1.0 

 381  360800 1.493E-01 3.902E-05 7.287E-06 6.394E-05 2.370E-02 0.0         -1.0 

 381  360820 1.225E-01 7.405E-05 2.230E-06 1.502E-05 1.155E-01 0.0         -1.0 

 381  360830 4.023E-01 1.024E-03 2.180E-06 4.168E-05 0.0       0.0         -1.0 

 381  360840 3.712E-02 1.155E-04 1.378E-05 2.355E-06 2.393E-03 0.0         -1.0 

 381  360850 2.949E-02 0.0       0.0       0.0       0.0       0.0         -1.0 

 381  360860 3.108E-03 1.549E-04 8.645E-06 2.062E-07 0.0       0.0         -1.0 

 381  360870 3.510E-01 0.0       0.0       0.0       0.0       0.0         -1.0 

 381  370850 1.659E-01 0.0       0.0       0.0       1.060E-03 0.0         -1.0 

 381  370860 1.177E-01 0.0       0.0       0.0       0.0       0.0         -1.0 

 381  370870 1.107E-02 0.0       0.0       0.0       0.0       0.0         -1.0 

 381  370880 5.850E-04 0.0       0.0       0.0       0.0       0.0         -1.0 

 381  380840 4.424E-03 0.0       0.0       0.0       9.356E-03 0.0         -1.0 

 381  380860 5.493E-02 0.0       0.0       0.0       5.200E-03 0.0         -1.0 

 381  380870 8.081E-02 0.0       0.0       0.0       0.0       0.0         -1.0 

 381  380880 1.151E-03 0.0       0.0       0.0       0.0       0.0         -1.0 

 381  380890 1.750E-02 0.0       0.0       0.0       0.0       0.0         -1.0 

 381  380900 1.198E-02 0.0       0.0       0.0       0.0       0.0         -1.0 

 381  390890 1.979E-02 0.0       0.0       0.0       1.014E-06 0.0         -1.0 

 381  390900 1.019E-01 0.0       0.0       0.0       9.100E-04 0.0         -1.0 

 381  390910 3.256E-02 0.0       0.0       0.0       0.0       0.0         -1.0 

 381  400900 2.011E-02 0.0       6.281E-07 1.564E-04 0.0       0.0         -1.0 

 381  400910 6.204E-02 0.0       2.607E-04 4.855E-05 0.0       0.0         -1.0 

 381  400920 3.177E-02 0.0       1.284E-05 2.781E-05 0.0       0.0         -1.0 

 381  400930 6.473E-02 0.0       8.685E-06 0.0       0.0       0.0         -1.0 

 381  400940 1.739E-02 0.0       2.430E-06 1.739E-06 0.0       0.0         -1.0 

 381  400950 1.205E-01 0.0       0.0       0.0       0.0       0.0         -1.0 

 381  400960 3.544E-02 0.0       5.216E-08 6.943E-08 0.0       0.0         -1.0 

 381  410930 1.622E-01 2.604E-04 1.035E-05 9.146E-05 6.435E-04 0.0         -1.0 

 381  410940 1.758E-01 0.0       0.0       0.0       0.0       0.0         -1.0 

 381  410950 2.701E-01 0.0       0.0       0.0       0.0       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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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1  420920 6.760E-04 0.0       5.411E-06 1.077E-03 3.510E-06 0.0         -1.0 

 381  420940 4.103E-02 0.0       1.147E-04 1.442E-04 0.0       0.0         -1.0 

 381  420950 2.290E-01 0.0       6.427E-04 2.262E-05 0.0       0.0         -1.0 

 381  420960 4.635E-02 0.0       5.209E-05 3.302E-05 0.0       0.0         -1.0 

 381  420970 2.154E-01 0.0       2.258E-04 2.260E-05 0.0       0.0         -1.0 

 381  420980 8.217E-02 0.0       1.147E-05 1.388E-06 0.0       0.0         -1.0 

 381  420990 3.791E-01 0.0       0.0       0.0       0.0       0.0         -1.0 

 381  421000 6.098E-02 0.0       6.604E-07 1.734E-07 0.0       0.0         -1.0 

 381  430990 3.704E-01 3.413E-04 0.0       0.0       0.0       0.0         -1.0 

 381  440960 8.580E-03 0.0       0.0       0.0       0.0       0.0         -1.0 

 381  440980 4.680E-03 0.0       0.0       0.0       0.0       0.0         -1.0 

 381  440990 3.746E-01 0.0       0.0       0.0       0.0       0.0         -1.0 

 381  441000 1.254E-01 0.0       0.0       0.0       0.0       0.0         -1.0 

 381  441010 4.183E-01 0.0       0.0       0.0       0.0       0.0         -1.0 

 381  441020 1.528E-01 0.0       0.0       0.0       0.0       0.0         -1.0 

 381  441030 3.414E-01 0.0       0.0       0.0       0.0       0.0         -1.0 

 381  441040 1.072E-01 0.0       0.0       0.0       0.0       0.0         -1.0 

 381  441050 2.764E-01 0.0       0.0       0.0       0.0       0.0         -1.0 

 381  441060 6.139E-02 0.0       0.0       0.0       0.0       0.0         -1.0 

 381  451030 5.488E-01 1.292E-04 0.0       0.0       1.048E-01 0.0         -1.0 

 381  451040 2.340E-02 0.0       0.0       0.0       0.0       0.0         -1.0 

 381  451041 4.680E-01 0.0       0.0       0.0       0.0       0.0         -1.0 

 381  451050 5.091E-01 0.0       0.0       0.0       6.035E 00 0.0         -1.0 

 381  461020 2.808E-03 0.0       0.0       0.0       0.0       0.0         -1.0 

 381  461040 2.146E-01 0.0       0.0       0.0       0.0       0.0         -1.0 

 381  461050 6.528E-01 0.0       0.0       0.0       0.0       0.0         -1.0 

 381  461060 1.285E-01 0.0       0.0       0.0       3.173E-04 0.0         -1.0 

 381  461070 4.560E-01 0.0       0.0       0.0       0.0       0.0         -1.0 

 381  461080 1.430E-01 0.0       0.0       0.0       5.330E-03 0.0         -1.0 

 381  461100 1.089E-01 0.0       0.0       0.0       2.028E-03 0.0         -1.0 

 381  471070 5.489E-01 2.704E-04 1.513E-05 1.347E-05 9.849E-03 0.0         -1.0 

 381  471090 3.956E-01 2.838E-04 1.141E-05 1.473E-05 9.074E-02 0.0         -1.0 

 381  471100 4.797E-02 0.0       0.0       0.0       5.850E-24 0.0         -1.0 

 381  471101 4.797E-02 0.0       0.0       0.0       4.797E-02 0.0         -1.0 

 381  471110 4.697E-01 0.0       0.0       0.0       0.0       0.0         -1.0 

 381  481060 5.850E-04 0.0       0.0       0.0       0.0       0.0         -1.0 

 381  481080 1.682E-01 0.0       0.0       0.0       0.0       0.0         -1.0 

 381  481090 3.802E-01 0.0       0.0       0.0       0.0       0.0         -1.0 

 381  481100 2.163E-01 0.0       0.0       0.0       4.732E-04 0.0         -1.0 

 381  481110 3.241E-01 0.0       0.0       0.0       0.0       0.0         -1.0 

 381  481120 1.925E-01 0.0       0.0       0.0       1.690E-02 0.0         -1.0 

 381  481130 2.943E-01 7.661E-04 1.062E-07 2.526E-06 0.0       0.0         -1.0 

 381  481140 2.315E-01 0.0       0.0       0.0       2.785E-03 0.0         -1.0 

 381  481151 4.487E-01 0.0       0.0       0.0       0.0       0.0         -1.0 

 381  481160 9.172E-02 0.0       0.0       0.0       9.572E-05 0.0         -1.0 

 381  491130 5.106E-01 0.0       0.0       0.0       2.411E-01 0.0         -1.0 

 381  491150 3.854E-01 0.0       0.0       0.0       3.334E 00 0.0         -1.0 

 381  491170 2.925E-03 0.0       0.0       0.0       2.925E-03 0.0         -1.0 

 381  491171 2.925E-03 0.0       0.0       0.0       2.925E-03 0.0         -1.0 

 381  491190 2.340E-04 0.0       0.0       0.0       3.510E-04 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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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1  491191 2.340E-04 0.0       0.0       0.0       3.510E-04 0.0         -1.0 

 381  491200 7.800E-05 0.0       0.0       0.0       0.0       0.0         -1.0 

 381  491201 7.800E-05 0.0       0.0       0.0       0.0       0.0         -1.0 

 381  501120 2.441E-02 0.0       0.0       0.0       1.068E-02 0.0         -1.0 

 381  501140 1.560E-03 0.0       3.325E-06 5.209E-05 0.0       0.0         -1.0 

 381  501150 3.612E-02 0.0       5.043E-05 5.206E-05 0.0       0.0         -1.0 

 381  501160 4.861E-02 0.0       3.620E-07 8.688E-06 1.430E-02 0.0         -1.0 

 381  501170 1.600E-01 0.0       9.380E-06 1.563E-05 0.0       0.0         -1.0 

 381  501180 9.514E-02 0.0       3.543E-08 1.736E-06 9.100E-03 0.0         -1.0 

 381  501190 4.125E-02 0.0       1.510E-06 3.474E-06 0.0       0.0         -1.0 

 381  501200 3.485E-02 0.0       3.474E-07 0.0       1.384E-05 0.0         -1.0 

 381  501220 1.980E-02 0.0       6.948E-08 0.0       4.290E-06 0.0         -1.0 

 381  501230 8.842E-02 0.0       0.0       0.0       0.0       0.0         -1.0 

 381  501240 2.503E-02 0.0       1.737E-08 0.0       8.702E-03 0.0         -1.0 

 381  501250 1.899E-01 0.0       0.0       0.0       0.0       0.0         -1.0 

 381  511210 3.817E-01 0.0       0.0       0.0       2.288E-03 0.0         -1.0 

 381  511230 2.104E-01 0.0       0.0       0.0       4.550E-04 0.0         -1.0 

 381  511240 5.283E-01 0.0       0.0       0.0       0.0       0.0         -1.0 

 381  511250 2.237E-01 0.0       0.0       0.0       4.030E-04 0.0         -1.0 

 381  511260 3.148E-01 0.0       0.0       0.0       0.0       0.0         -1.0 

 381  521200 1.170E-03 0.0       0.0       0.0       1.989E-04 0.0         -1.0 

 381  521220 2.731E-01 0.0       0.0       0.0       4.086E-02 0.0         -1.0 

 381  521230 4.480E-01 0.0       0.0       0.0       0.0       0.0         -1.0 

 381  521240 2.004E-01 0.0       0.0       0.0       5.330E-05 0.0         -1.0 

 381  521250 2.665E-01 0.0       0.0       0.0       0.0       0.0         -1.0 

 381  521260 8.324E-02 0.0       0.0       0.0       1.695E-03 0.0         -1.0 

 381  521271 2.801E-01 0.0       0.0       0.0       0.0       0.0         -1.0 

 381  521280 8.155E-02 0.0       0.0       0.0       1.362E-04 0.0         -1.0 

 381  521291 8.865E-02 0.0       0.0       0.0       0.0       0.0         -1.0 

 381  521300 1.233E-02 0.0       0.0       0.0       5.472E-05 0.0         -1.0 

 381  531250 1.785E 01 0.0       0.0       0.0       0.0       0.0         -1.0 

 381  531260 5.278E 01 0.0       0.0       0.0       0.0       0.0         -1.0 

 381  531270 4.153E-01 0.0       0.0       0.0       0.0       0.0         -1.0 

 381  531290 2.891E-01 0.0       0.0       0.0       3.120E-02 0.0         -1.0 

 381  531300 3.851E-01 0.0       0.0       0.0       0.0       0.0         -1.0 

 381  531310 1.010E-01 0.0       0.0       0.0       0.0       0.0         -1.0 

 381  541240 3.875E 00 0.0       0.0       0.0       8.044E-01 0.0         -1.0 

 381  541250 3.276E 00 0.0       0.0       0.0       0.0       0.0         -1.0 

 381  541260 4.619E-02 0.0       0.0       0.0       3.211E-03 0.0         -1.0 

 381  541280 1.359E-01 2.796E-04 3.608E-07 6.469E-07 1.048E-03 0.0         -1.0 

 381  541290 3.151E-01 2.031E-03 2.437E-06 1.719E-06 0.0       0.0         -1.0 

 381  541300 9.558E-02 3.874E-04 1.405E-07 1.578E-06 1.196E-03 0.0         -1.0 

 381  541310 1.867E-01 2.980E-03 8.789E-07 2.232E-06 0.0       0.0         -1.0 

 381  541320 5.702E-02 5.601E-04 4.651E-08 4.106E-07 6.750E-05 0.0         -1.0 

 381  541330 8.894E-02 0.0       0.0       0.0       0.0       0.0         -1.0 

 381  541340 2.860E-02 7.470E-04 2.437E-08 4.033E-07 4.950E-06 0.0         -1.0 

 381  541350 3.001E-02 0.0       0.0       0.0       0.0       0.0         -1.0 

 381  541360 2.354E-03 9.036E-04 1.424E-08 1.541E-08 0.0       0.0         -1.0 

 381  551330 3.775E-01 4.347E-04 6.499E-07 4.435E-05 4.651E-02 0.0         -1.0 

 381  551340 3.906E-01 0.0       0.0       0.0       4.290E-02 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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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1  551341 7.605E-04 0.0       0.0       0.0       7.605E-04 0.0         -1.0 

 381  551350 5.162E-02 0.0       0.0       0.0       0.0       0.0         -1.0 

 381  551360 1.906E-01 0.0       0.0       0.0       0.0       0.0         -1.0 

 381  551370 9.633E-03 0.0       0.0       0.0       0.0       0.0         -1.0 

 381  561300 1.589E-01 0.0       0.0       0.0       3.611E-02 0.0         -1.0 

 381  561320 4.972E-03 0.0       0.0       0.0       3.979E-04 0.0         -1.0 

 381  561340 8.923E-02 0.0       0.0       0.0       2.362E-03 0.0         -1.0 

 381  561350 2.574E-01 0.0       0.0       0.0       3.120E-04 0.0         -1.0 

 381  561360 3.778E-02 0.0       0.0       0.0       4.225E-05 0.0         -1.0 

 381  561370 4.209E-02 0.0       0.0       0.0       0.0       0.0         -1.0 

 381  561380 6.171E-03 0.0       0.0       0.0       0.0       0.0         -1.0 

 381  561390 3.510E-03 0.0       0.0       0.0       0.0       0.0         -1.0 

 381  561400 2.820E-02 0.0       0.0       0.0       0.0       0.0         -1.0 

 381  571380 5.369E-01 0.0       0.0       0.0       0.0       0.0         -1.0 

 381  571390 3.095E-02 0.0       0.0       0.0       0.0       0.0         -1.0 

 381  571400 2.099E-01 0.0       0.0       0.0       0.0       0.0         -1.0 

 381  581360 7.908E-02 0.0       0.0       0.0       1.192E-02 0.0         -1.0 

 381  581380 6.435E-04 0.0       0.0       0.0       8.804E-06 0.0         -1.0 

 381  581400 1.619E-02 0.0       0.0       0.0       0.0       0.0         -1.0 

 381  581410 1.094E-01 0.0       0.0       0.0       0.0       0.0         -1.0 

 381  581420 2.929E-02 0.0       0.0       0.0       0.0       0.0         -1.0 

 381  581430 1.723E-01 0.0       0.0       0.0       0.0       0.0         -1.0 

 381  581440 3.865E-02 0.0       0.0       0.0       0.0       0.0         -1.0 

 381  591410 1.139E-01 3.376E-04 2.500E-06 2.444E-06 4.931E-03 0.0         -1.0 

 381  591420 2.950E-01 0.0       0.0       0.0       0.0       0.0         -1.0 

 381  591430 2.669E-01 0.0       0.0       0.0       0.0       0.0         -1.0 

 381  601420 3.357E-02 0.0       0.0       0.0       0.0       0.0         -1.0 

 381  601430 2.297E-01 4.172E-03 2.954E-05 1.949E-06 0.0       0.0         -1.0 

 381  601440 8.015E-02 0.0       0.0       0.0       0.0       0.0         -1.0 

 381  601450 2.573E-01 5.326E-03 1.030E-05 6.911E-07 0.0       0.0         -1.0 

 381  601460 1.080E-01 1.665E-03 1.536E-06 1.120E-07 0.0       0.0         -1.0 

 381  601470 5.068E-01 0.0       0.0       0.0       0.0       0.0         -1.0 

 381  601480 1.542E-01 1.823E-03 5.374E-07 4.090E-08 0.0       0.0         -1.0 

 381  601500 1.809E-01 1.812E-03 1.624E-07 2.630E-08 0.0       0.0         -1.0 

 381  611470 9.675E-01 1.576E-03 3.604E-06 1.253E-06 1.334E 00 0.0         -1.0 

 381  611480 2.837E 00 0.0       0.0       0.0       0.0       0.0         -1.0 

 381  611481 2.859E 00 0.0       0.0       0.0       0.0       0.0         -1.0 

 381  611490 2.390E 00 0.0       0.0       0.0       0.0       0.0         -1.0 

 381  611510 6.437E-02 0.0       0.0       0.0       0.0       0.0         -1.0 

 381  621440 4.095E-04 0.0       0.0       0.0       0.0       0.0         -1.0 

 381  621450 6.435E-02 0.0       0.0       0.0       0.0       0.0         -1.0 

 381  621470 6.314E-01 3.350E-03 3.634E-05 3.069E-06 0.0       0.0         -1.0 

 381  621480 2.898E-01 0.0       0.0       0.0       0.0       0.0         -1.0 

 381  621490 1.094E 00 2.210E-03 2.367E-05 2.367E-05 0.0       0.0         -1.0 

 381  621500 3.368E-01 0.0       0.0       0.0       0.0       0.0         -1.0 

 381  621510 1.663E 00 7.278E-03 5.352E-06 7.010E-07 0.0       0.0         -1.0 

 381  621520 3.725E-01 9.769E-04 4.439E-07 1.134E-07 0.0       0.0         -1.0 

 381  621530 9.130E-02 0.0       0.0       0.0       0.0       0.0         -1.0 

 381  621540 1.656E-01 0.0       0.0       0.0       0.0       0.0         -1.0 

 381  631510 2.736E 00 6.428E-04 2.926E-05 1.418E-05 1.540E 00 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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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1  631520 3.517E 00 2.102E-03 3.581E-05 3.955E-05 0.0       0.0         -1.0 

 381  631530 1.751E 00 9.451E-04 4.453E-05 3.574E-06 0.0       0.0         -1.0 

 381  631540 2.083E 00 1.452E-03 5.302E-05 6.864E-05 0.0       0.0         -1.0 

 381  631550 1.941E 00 1.222E-03 3.571E-07 3.057E-07 0.0       0.0         -1.0 

 381  631560 6.827E-02 0.0       0.0       0.0       0.0       0.0         -1.0 

 381  641520 3.900E 00 0.0       4.118E-06 0.0       0.0       0.0         -1.0 

 381  641540 7.700E-01 0.0       0.0       0.0       1.621E-04 0.0         -1.0 

 381  641550 1.510E 00 0.0       5.206E-08 0.0       0.0       0.0         -1.0 

 381  641560 3.555E-01 0.0       0.0       0.0       0.0       0.0         -1.0 

 381  641570 2.423E 00 0.0       3.217E-07 0.0       0.0       0.0         -1.0 

 381  641580 2.198E-01 0.0       0.0       0.0       0.0       0.0         -1.0 

 381  641600 1.639E-01 0.0       0.0       0.0       0.0       0.0         -1.0 

 381  641610 1.813E 01 0.0       0.0       0.0       0.0       0.0         -1.0 

 381  651590 1.019E 00 0.0       0.0       1.170E-02 0.0       0.0         -1.0 

 381  651600 1.177E-01 0.0       0.0       0.0       0.0       0.0         -1.0 

 381  661560 1.248E 00 0.0       5.214E-06 0.0       0.0       0.0         -1.0 

 381  661580 1.560E-01 0.0       3.522E-06 0.0       0.0       0.0         -1.0 

 381  661600 1.540E 00 0.0       1.749E-07 0.0       0.0       0.0         -1.0 

 381  661610 1.551E 00 0.0       1.745E-08 0.0       0.0       0.0         -1.0 

 381  661620 7.038E-01 0.0       0.0       0.0       0.0       0.0         -1.0 

 381  661630 6.918E-01 0.0       1.141E-08 0.0       0.0       0.0         -1.0 

 381  661640 2.115E-01 1.207E-03 3.298E-05 3.819E-06 3.086E-01 0.0         -1.0 

 381  661650 2.860E 01 0.0       0.0       0.0       0.0       0.0         -1.0 

 381  671650 1.120E 00 0.0       1.170E-08 1.016E-02 4.784E-02 0.0         -1.0 

 381  681620 6.240E-01 0.0       6.453E-06 0.0       0.0       0.0         -1.0 

 381  681640 1.365E-01 0.0       6.997E-07 0.0       0.0       0.0         -1.0 

 381  681660 3.551E-01 0.0       4.095E-08 0.0       5.572E-02 0.0         -1.0 

 381  681670 1.062E 00 0.0       3.919E-08 0.0       0.0       0.0         -1.0 

 381  681680 4.680E-02 0.0       5.247E-08 0.0       0.0       0.0         -1.0 

 381  681700 2.600E-02 0.0       0.0       0.0       0.0       0.0         -1.0 

 381  681710 1.638E-01 0.0       0.0       0.0       0.0       0.0         -1.0 

 381  691690 2.088E 00 0.0       5.850E-09 0.0       1.485E-01 0.0         -1.0 

 381  691700 5.980E-01 0.0       0.0       0.0       0.0       0.0         -1.0 

 381  691710 1.534E-01 0.0       0.0       0.0       0.0       0.0         -1.0 

 381  701680 4.030E 01 0.0       2.233E-06 0.0       0.0       0.0         -1.0 

 381  701700 3.900E-01 0.0       2.340E-08 0.0       0.0       0.0         -1.0 

 381  701710 4.316E-01 0.0       2.340E-08 0.0       0.0       0.0         -1.0 

 381  701720 3.250E-02 0.0       1.749E-08 0.0       0.0       0.0         -1.0 

 381  701730 5.070E-01 0.0       0.0       0.0       0.0       0.0         -1.0 

 381  701740 1.254E-02 0.0       1.179E-08 0.0       3.035E-02 0.0         -1.0 

 381  701760 7.800E-03 0.0       0.0       0.0       0.0       0.0         -1.0 

 381  711750 3.461E-01 0.0       3.559E-08 0.0       8.109E-01 0.0         -1.0 

 381  711760 1.503E 00 0.0       1.167E-06 0.0       4.976E-03 0.0         -1.0 

 381  721740 6.045E-01 0.0       0.0       0.0       0.0       0.0         -1.0 

 381  721760 9.100E-01 0.0       0.0       0.0       0.0       0.0         -1.0 

 381  721770 9.409E 00 0.0       0.0       0.0       2.831E-02 0.0         -1.0 

 381  721780 9.727E-01 0.0       0.0       0.0       1.563E 00 0.0         -1.0 

 381  721790 7.740E-01 0.0       0.0       0.0       5.928E-03 0.0         -1.0 

 381  721800 5.590E-02 0.0       0.0       0.0       0.0       0.0         -1.0 

 381  721810 2.340E-02 0.0       0.0       0.0       0.0       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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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1  731800 7.800E-01 0.0       0.0       0.0       0.0       0.0         -1.0 

 381  731810 9.226E-01 0.0       0.0       0.0       4.523E-04 0.0         -1.0 

 381  731820 1.300E 00 0.0       0.0       0.0       0.0       0.0         -1.0 

 381  741800 2.600E-01 0.0       0.0       0.0       0.0       0.0         -1.0 

 381  741820 7.670E-01 0.0       0.0       0.0       2.906E-04 0.0         -1.0 

 381  741830 4.485E-01 0.0       0.0       0.0       0.0       0.0         -1.0 

 381  741840 1.817E-02 0.0       0.0       0.0       2.002E-05 0.0         -1.0 

 381  741860 6.500E-01 0.0       0.0       0.0       0.0       0.0         -1.0 

 381  741870 3.588E 00 0.0       0.0       0.0       0.0       0.0         -1.0 

 381  751850 2.249E 00 0.0       0.0       0.0       0.0       0.0         -1.0 

 381  751870 8.346E-03 0.0       0.0       0.0       3.817E-01 0.0         -1.0 

 381  751880 1.170E-03 0.0       0.0       0.0       0.0       0.0         -1.0 

 381  761840 1.755E 00 0.0       5.791E-06 0.0       0.0       0.0         -1.0 

 381  761860 0.0       0.0       5.850E-08 0.0       0.0       0.0         -1.0 

 381  761870 1.157E 00 0.0       5.897E-08 0.0       0.0       0.0         -1.0 

 381  761880 1.755E-01 0.0       1.761E-08 0.0       0.0       0.0         -1.0 

 381  761890 9.750E-01 0.0       5.786E-09 0.0       1.072E-05 0.0         -1.0 

 381  761900 1.131E-02 0.0       1.141E-08 0.0       2.639E-02 0.0         -1.0 

 381  761920 6.968E-03 0.0       5.891E-09 0.0       5.200E-05 0.0         -1.0 

 381  761930 9.009E-01 0.0       0.0       0.0       0.0       0.0         -1.0 

 381  771910 4.872E 00 0.0       0.0       0.0       1.998E-03 0.0         -1.0 

 381  771920 6.435E-01 0.0       0.0       0.0       0.0       0.0         -1.0 

 381  771930 1.667E 00 0.0       0.0       0.0       8.788E-02 0.0         -1.0 

 381  781900 8.775E-02 0.0       4.651E-06 0.0       0.0       0.0         -1.0 

 381  781920 9.095E-02 0.0       1.147E-07 0.0       1.695E-02 0.0         -1.0 

 381  781940 4.810E-03 0.0       2.948E-09 0.0       3.900E-04 0.0         -1.0 

 381  781950 4.615E-01 0.0       3.001E-09 0.0       0.0       0.0         -1.0 

 381  781960 9.697E-03 0.0       0.0       0.0       7.030E-04 0.0         -1.0 

 381  781980 7.227E-02 0.0       0.0       0.0       5.314E-04 0.0         -1.0 

 381  791970 2.028E 00 0.0       0.0       0.0       0.0       0.0         -1.0 

 381  791980 1.509E 01 0.0       0.0       0.0       0.0       0.0         -1.0 

 381  791990 1.755E-02 0.0       0.0       0.0       0.0       0.0         -1.0 

 381  801960 5.369E-01 0.0       0.0       0.0       7.657E-02 0.0         -1.0 

 381  801980 9.013E-02 0.0       0.0       0.0       8.645E-04 0.0         -1.0 

 381  801990 1.989E-01 0.0       0.0       0.0       0.0       0.0         -1.0 

 381  802000 3.510E-02 0.0       0.0       0.0       0.0       0.0         -1.0 

 381  802010 3.510E-02 0.0       0.0       0.0       0.0       0.0         -1.0 

 381  802020 6.370E-03 0.0       0.0       0.0       0.0       0.0         -1.0 

 381  802040 2.515E-04 0.0       0.0       0.0       0.0       0.0         -1.0 

 381  812030 5.135E-02 0.0       0.0       0.0       0.0       0.0         -1.0 

 381  812040 1.118E-01 0.0       0.0       0.0       0.0       0.0         -1.0 

 381  812050 9.100E-04 0.0       0.0       0.0       0.0       0.0         -1.0 

 381  822040 2.210E-03 0.0       0.0       0.0       0.0       0.0         -1.0 

 381  822060 2.600E-04 0.0       0.0       0.0       0.0       0.0         -1.0 

 381  822070 5.200E-04 0.0       0.0       0.0       0.0       0.0         -1.0 

 381  822080 2.849E-07 0.0       0.0       0.0       0.0       0.0         -1.0 

 381  832090 1.422E-04 3.290E-04 0.0       9.901E-07 1.048E-04 0.0         -1.0 

 381  832100 3.159E-05 0.0       0.0       0.0       0.0       0.0         -1.0 

 381  842100 1.755E-05 0.0       0.0       0.0       2.926E-07 0.0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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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  822060 2.600E-04 0.0       0.0       0.0       0.0       0.0         -1.0 

 382  822070 5.200E-04 0.0       0.0       0.0       0.0       0.0         -1.0 

 382  822080 2.849E-07 0.0       0.0       0.0       0.0       0.0         -1.0 

 382  822100 2.925E-04 0.0       0.0       0.0       0.0       0.0         -1.0 

 382  832090 1.422E-04 3.290E-04 0.0       9.901E-07 1.048E-04 0.0         -1.0 

 382  832100 3.159E-05 0.0       0.0       0.0       0.0       0.0         -1.0 

 382  842100 1.755E-05 0.0       0.0       0.0       2.926E-07 0.0         -1.0 

 382  862200 1.170E-04 0.0       0.0       0.0       0.0       0.0         -1.0 

 382  862220 4.212E-04 0.0       0.0       0.0       0.0       0.0         -1.0 

 382  882230 7.605E-02 0.0       0.0       4.095E-04 0.0       0.0         -1.0 

 382  882240 7.020E-03 0.0       0.0       0.0       0.0       0.0         -1.0 

 382  882260 2.886E-01 0.0       0.0       5.850E-08 0.0       0.0         -1.0 

 382  882280 2.106E-02 0.0       0.0       1.170E-03 0.0       0.0         -1.0 

 382  892270 3.013E-01 0.0       0.0       1.170E-06 0.0       0.0         -1.0 

 382  902270 0.0       0.0       0.0       1.170E-01 0.0       0.0         -1.0 

 382  902280 1.317E 00 0.0       0.0       1.755E-04 0.0       0.0         -1.0 

 382  902290 1.300E 00 0.0       0.0       6.032E-01 0.0       0.0         -1.0 

 382  902300 1.477E-01 2.938E-03 7.659E-06 4.129E-02 0.0       0.0         -1.0 

 382  902320 3.043E-01 2.837E-03 3.393E-05 1.433E-02 0.0       0.0         -1.0 

 382  902330 5.200E-01 0.0       0.0       8.775E-03 0.0       0.0         -1.0 

 382  902340 1.053E-03 0.0       0.0       5.850E-06 0.0       0.0         -1.0 

 382  912310 2.404E 00 1.985E-03 3.420E-06 3.230E-01 0.0       0.0         -1.0 

 382  912320 4.446E-01 0.0       0.0       4.095E-01 0.0       0.0         -1.0 

 382  912330 4.054E-01 8.229E-04 1.311E-05 9.170E-02 4.054E-01 0.0         -1.0 

 382  912341 1.163E 00 0.0       0.0       2.925E-01 0.0       0.0         -1.0 

 382  912340 0.0       0.0       0.0       2.925E 00 0.0       0.0         -1.0 

 382  922300 0.0       0.0       0.0       1.462E-02 0.0       0.0         -1.0 

 382  922310 0.0       0.0       0.0       2.340E-01 0.0       0.0         -1.0 

 382  922320 5.329E-01 1.510E-03 7.681E-06 2.203E 00 0.0       0.0         -1.0 

 382  922330 2.284E-01 9.478E-04 3.550E-07 2.507E 00 0.0       0.0         -1.0 

 382  922340 5.017E-01 3.016E-04 5.305E-06 4.301E-01 0.0       0.0         -1.0 

 382  922350 4.518E-01 1.326E-03 1.556E-06 1.714E 00 0.0       0.0         -1.0 

 382  922360 4.599E-01 1.475E-03 2.529E-05 1.400E-01 0.0       0.0         -1.0 

 382  922370 3.661E-01 3.986E-03 5.062E-05 6.297E-01 0.0       0.0         -1.0 

 382  922380 2.946E-01 2.731E-03 2.132E-05 5.971E-02 0.0       0.0         -1.0 

 382  922390 1.287E-02 0.0       0.0       8.190E-03 0.0       0.0         -1.0 

 382  922400 5.850E-04 0.0       0.0       0.0       0.0       0.0         -1.0 

 382  932350 1.076E-01 0.0       0.0       0.0       9.360E-01 0.0         -1.0 

 382  932360 0.0       0.0       0.0       1.770E 00 0.0       0.0         -1.0 

 382  932370 1.189E 00 1.556E-04 3.158E-06 4.405E-01 0.0       4.464E-04   -1.0 

 382  932380 5.626E-02 0.0       0.0       3.800E-01 0.0       0.0         -1.0 

 382  932390 5.395E-01 0.0       0.0       1.899E-01 1.813E-02 0.0         -1.0 

 382  942360 3.027E-01 5.924E-04 1.073E-05 1.524E 00 0.0       0.0         -1.0 

 382  942370 1.570E-01 4.060E-04 5.585E-06 3.472E 00 0.0       0.0         -1.0 

 382  942380 5.905E-01 8.643E-04 1.977E-05 1.211E 00 0.0       0.0         -1.0 

 382  942390 3.858E-01 5.668E-04 1.162E-06 1.773E 00 0.0       0.0         -1.0 

 382  942400 4.459E-01 2.731E-04 3.329E-06 4.705E-01 0.0       0.0         -1.0 

 382  942410 3.745E-01 3.441E-03 7.237E-06 2.255E 00 0.0       0.0         -1.0 

 382  942420 3.744E-01 1.161E-03 1.200E-05 3.470E-01 0.0       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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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  942430 2.954E-01 8.399E-03 8.036E-05 7.941E-01 0.0       0.0         -1.0 

 382  942440 1.595E-01 3.610E-03 2.894E-05 2.933E-01 0.0       0.0         -1.0 

 382  942450 2.860E-01 0.0       0.0       0.0       0.0       0.0         -1.0 

 382  952410 1.133E 00 2.251E-04 3.421E-06 3.900E-01 2.831E-01 0.0         -1.0 

 382  952421 2.853E-01 2.019E-03 1.456E-05 3.513E 00 0.0       0.0         -1.0 

 382  952420 5.010E-02 3.213E-03 3.300E-05 3.382E-01 0.0       0.0         -1.0 

 382  952430 4.088E-02 1.446E-04 2.042E-06 3.096E-01 7.768E-01 0.0         -1.0 

 382  952441 0.0       0.0       0.0       9.360E-01 0.0       0.0         -1.0 

 382  952440 0.0       0.0       0.0       1.345E 00 0.0       0.0         -1.0 

 382  962420 2.376E-01 3.342E-05 8.397E-08 2.266E-01 0.0       0.0         -1.0 

 382  962430 1.867E-01 1.896E-03 3.076E-06 2.416E 00 0.0       0.0         -1.0 

 382  962440 6.850E-01 7.005E-04 1.693E-05 5.424E-01 0.0       0.0         -1.0 

 382  962450 2.558E-01 3.402E-03 1.989E-05 2.451E 00 0.0       0.0         -1.0 

 382  962460 1.860E-01 9.512E-04 4.538E-05 3.646E-01 0.0       0.0         -1.0 

 382  962470 2.518E-01 5.080E-03 3.838E-05 1.946E 00 0.0       0.0         -1.0 

 382  962480 1.993E-01 1.170E-03 4.720E-05 4.007E-01 0.0       0.0         -1.0 

 382  962490 9.360E-04 0.0       0.0       2.925E-02 0.0       0.0         -1.0 

 382  962500 1.170E-03 0.0       0.0       0.0       0.0       0.0         -1.0 

 382  972490 6.689E-01 3.634E-03 6.236E-05 2.149E-01 0.0       0.0         -1.0 

 382  972500 5.616E-01 0.0       0.0       1.755E 00 0.0       0.0         -1.0 

 382  982490 2.880E-01 3.661E-03 4.039E-05 2.368E 00 0.0       0.0         -1.0 

 382  982500 3.211E-01 1.923E-03 2.901E-05 1.233E 00 0.0       0.0         -1.0 

 382  982510 2.573E-01 5.990E-03 4.144E-05 2.169E 00 0.0       0.0         -1.0 

 382  982520 2.357E-01 1.470E-03 2.300E-05 7.746E-01 0.0       0.0         -1.0 

 382  982530 1.210E-01 0.0       0.0       4.467E-01 0.0       0.0         -1.0 

 382  982540 2.145E 00 0.0       0.0       0.0       0.0       0.0         -1.0 

 382  992530 9.692E-02 0.0       0.0       0.0       6.735E-02 0.0         -1.0 

 382  992541 7.605E-04 0.0       0.0       1.076E 00 0.0       0.0         -1.0 

 382  992540 2.340E-02 0.0       0.0       2.847E 00 0.0       0.0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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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I. DDD for the KO HCML TBM 

 본 부록은 한국이 제안한 TBM 설계  해석 결과, 그리고 향후 계획에 해 

국제 의 TBWG에 제출한 보고서로서, 설계 내용과 결과, 황 등을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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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Summary 
One of the key missions of the ITER is to validate the design concepts of tritium breeding 
blankets relevant to a power producing reactor like a DEMO. The ITER should demonstrate the 
feasibility of the breeding blanket concepts that would lead to a tritium self-sufficiency and the 
extraction of a high grade heat, suitable for an electricity generation in a fusion reactor. To 
accomplish these goals, three horizontal ports are available in the ITER to test the Test Blanket 
Modules (TBMs).  

Korea (KO) proposed a He Cooled Molten Lithium (HCML) blanket as one of the options for a 
DEMO relevant blanket concept and its tritium breeding capability and heat removal capability 
will be tested in the ITER as a TBM. In designing the TBM, we used an engineering scaling that 
lead to an “act-alike” TBM since the testing conditions in the ITER such as the neutron wall 
load, neutron fluence, surface heat flux etc. are less than those in a DEMO. Tests in the ITER 
are expected to demonstrate elementary functions and provide sufficient information for a 
DEMO relevant HCML blanket.  

This Design Description Document of the HCML TBM includes the functions and requirements, 
the design description, the test plans, and the performance analyses to support its design, 
including ancillary systems.  

The HCML TBM uses He as a coolant at an inlet temperature of 300 °C and an outlet 
temperature up to 443 °C and Li is used as a tritium breeder. Ferritic/Martensitic Steel (FMS) is 
used as a structural material and graphite is used as a reflector in the breeder zone to increase 
the Tritium Breeding Ratio (TBR) and the shielding performances. Based on the neutronics 
analysis, the graphite reflector is placed such that the TBR is maximized: a thick front region 
and a thin back breeder. In the ITER, the Li inventory is limited due to the safety requirements 
and the amount of Li in the HCML TBM is about 28 liters. The 6Li enrichment in the current 
design is 12 wt%, corresponding to an optimal value in terms of the TBR.  

The potential advantages of the HCML TBM design that lead to a DEMO blanket design are as 
follows: virtually no concern for a T permeation into the coolant system; simplified high-
performance system with a He-direct cycle; alleviated material problems due to a very slow Li 
flow speed; no concern for a Li fire in an inert gas environment; marginal MHD (Magneto-
Hydro-Dynamics) effects due to a very slow Li flow; no Po-210 & Hg-204 generation; Li loop 
as a redundant cooling circuit in the case of a He loss accident. With two layer of a graphite 
reflector inserted in the breeder zone, the TBR and the shielding performances can be increased. 
A sensitivity study has been carried out to optimize the graphite reflector thickness and 6Li 
enrichment (optimum is found for a natural enrichment). In a DEMO with a graphite-reflected 
HCML blanket, a self-sufficient TBR can be achieved without any special neutron multiplier.  

To assess the performance of the DEMO relevant blanket concepts in the ITER, HCML TBM 
will be tested from a day-one operation of the ITER in one-half of a designated test port, if its 
acceptability for an installation is proved by positive R&D results from its technical feasibility 
and safety validation. The tests in the ITER include the simultaneous function of all subsystems 
including the TBM as well as its ancillary system. They must meet all applicable ITER 
shielding blanket requirements, including a heat removal, a shielding protection for the vacuum 
vessel (VV) welds and toroidal field (TF) coils, and a reduction of a neutron streaming.  

International collaboration on the R&D and the testing of the TBMs is important due to a 
shortage of testing space in the ITER and KO supports a coordinated test program for spac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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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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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1.1 DEMO concept 
One of the key missions of the ITER is to validate the design concepts of tritium breeding 
blankets relevant to a power producing reactor like a DEMO. The ITER should demonstrate the 
feasibility of the breeding blanket concepts that would lead to a tritium self-sufficiency and the 
extraction of a high grade heat, suitable for an electricity generation in a fusion reactor. 

KO has defined a nuclear technology roadmap of fusion, as shown in Fig. 1.1-1 [1.1-1]. The 
development strategy consists of several major programs: KSTAR for the study of a long-pulse, 
advanced tokamak operation, ITER for the burning plasma experiment, DEMO for the 
demonstration of producing a net electricity from a fusion reactor, and a commercial fusion 
reactor. Material testing and integral testing of the fusion reactor components needs to be 
performed using IFMIF and CTR (Component Test Reactor). To accomplish the mission of each 
program, not only plasma physics and fusion engineering for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facilities, but also the fusion reactor technologies need to be developed in parallel, by making 
use of the expertise existing in the KO fission program which shares key technologies with a 
fusion reactor. In addition to an electricity production, the fusion technology developed through 
this strategy is expected to support applications such as a transmutation of a high-level nuclear 
waste and a hydrogen production.  

DEMO is regarded as the last step before the development of a commercial fusion reactor and 
the major requirements of a DEMO are:  

 It should demonstrate a net electric power generation.  
 It should demonstrate a tritium self sufficiency. 

 
The blanket system should have a reasonably high thermal efficiency to demonstrate an 
extraction of a high-grade heat and positive evidence of a low cost for an electricity generation.  

It should demonstrate the safety aspect of a power plant and it should be licensable as a power 
plant, i.e., even in the case of the worst accident, no evacuation plan is necessary.  

With the above requirements and by taking into account the prospects for the development of 
physics and technologies in the future, various DEMO concepts can be defined depending on 
the breeding blanket concept and the mission of a DEMO. Detailed studies on the scope of the 
technical parameters of a DEMO are underway [1.1-2], but the major technical parameters of a 
DEMO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usion power is about 2 GW for a net electricity generation  
 Neutron wall loading is above 2 MW/m2 
 Maximum FW heat flux is less than 1.0 MW/m2 
 Low-activation structural material is used  
 Thermal efficiency is above 30 % 

 
The breeding blanket concept has to be defined as a priority in any DEMO study since it is 
essential for characterizing a DEMO. Breeding blankets proposed for testing in the ITER should 
demonstrate the key functions of a DEMO blanket and provide sufficient information which 
validates the design concepts and the operational feasibility for a DEMO blanket. KO proposes 
a Helium Cooled Molten Lithium (HCML) blanket for testing in the 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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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elium Cooled Solid Breeder (HCSB) blanket uses helium as a coolant, Beryllium as a 
neutron multiplier, and Ferritic/Martensitic Steel (FMS) as a structural material. The ceramic 
breeder is a Li-based compound, Li2SiO4 in a pebble-bed form and Be is also used in a pebble-
bed form. The helium coolant is at a static pressure of 8 MPa with an inlet temperature of 300°C 
and an outlet temperature up to 500°C depending on the operating conditions. Helium with 1% 
hydrogen is used as a purge gas for the tritium extraction from the lithium containing ceramic 
(Li2SiO4).  

The Helium Cooled Molten Lithium (HCML) blanket uses helium as a coolant at an inlet 
temperature of 250-350°C and an outlet temperature up to 550°C and Li is used as a tritium 
breeder. Its potential advantages are as follows: virtually no concern for a tritium permeation 
into the coolant system; simplified high-performance system with a helium-direct cycle; 
alleviated material problems due to a very slow Li flow speed; no concern for a Li fire in an 
inert gas environment; marginal MHD (Magneto-Hydro-Dynamics) effects due to a very slow 
Li flow; no Po-210 & Hg-204 generation; Li loop as a redundant cooling circuit in the case of 
the helium loss accident. With one or two layer(s) of a graphite reflector inserted in the breeder 
zone, the TBR and the shielding performances can be increased. The graphite reflector thickness 
and 6Li enrichment need to be optimized for a self-sufficient TBR [1.1-3]. 

To assess the performance of the DEMO relevant blanket concepts in the ITER, the KO HCML 
TBM will be tested from a day-one operation of the ITER, if its acceptability for an installation 
is proved by positive R&D results from its technical feasibility and safety validation.  

KO also has interest in the R&D progresses of other TBM families and want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ose TBMs, since the blanket concept as well as the DEMO concepts need 
to be continuously updated based on recent R&D achievements.  

 

 

Fig. 1.1-1 The technology roadmap of fusion in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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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Functions and Requirements  

1.2.1 Functions 

The function of the HCML TBM is to test design concepts of tritium breeding blankets relevant 
to a DEMO and a power producing reactor. The test blanket system shall be designed to:  

 Demonstrate a tritium breeding and a tritium extraction capability,  
 Demonstrate a high grade heat removal capability for an efficient electricity generation, 
 Demonstrate the integrity of a blanket system under thermal, coolant pressure and 

electromagnetic loads,  
 Protect the superconducting coils, in combination with a vacuum vessel, from an 

excessive nuclear heating and radiation damage,  
 Contribute to the passive stabilization of a plasma, and 
 Provide enough experimental data for design codes’ validation and their improvement 

for a future fusion reactor design.  
 

1.2.2 Design Requirements 

The design requirements of all ITER components are described in the General Design 
Requirement Document (GDRD). The following description is a summary of the related 
requirements for the KO HCML TBM designs. 

 

1.2.2.1 General Requirements  

The system must be designed for the power requirements set for the ITER   

 Maximum Nominal Fusion Power   0.5 GW  
 Maximum Fusion Power Excursions  20 %  
 Duration of Excursion Time   ~ 10 s  
 Pulse Duration     > 400 s  
 Pulse Repetition time   > 1800 s  

 
The primary wall of the test blanket shall provide a vacuum tight, cooled barrier between the 
plasma and the underlying blanket/shield structure capable of removing a surface heat flux (~ 
0.5 MW/m2) and a nuclear heating.   

The test blanket shall be designed for a maximum neutron fluence of 0.1 MWa/m2 for the first 
10-year period, and > 0.3 MWa/m2 for 20 years.  

The test blanket system shall provide an adequate neutron shielding protection to the vacuum 
vessel and magnets.  

The test blanket system shall be designed for an installation, routine maintenance, and removal 
by remote handling equipment through horizontal test ports in the cryostat and vacuum vessel. 
The time required by these operations shall be minimized.  

The test blanket system design, R&D, procurement, manufacture, test, installation, and 
operation will be to high quality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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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est blanket system will be designed according to the test blanket program standards and to 
the applicable codes, manuals, and guidelines specified. The system shall be designed in 
compliance with the applicable structural design criteria.  

System and component reliability requirements are TBD depending on the outcome of the 
FMEA, reliability, and other system engineering studies. 

1.2.2.2 Vacuum Requirements  

A double barrier with a intermediate leak detection may be used as the primary tritium 
containment boundary at vulnerable locations (i.e. flanges, bellows, etc.). For the test blanket 
system, this boundary will be established at a nominal vacuum vessel. 

The leak rate inside the primary vacuum must be < 10-7 Pa m3s-1. The test blanket system should 
have a leak rate < 10-8 Pa m3 s-1.  

The test blanket system will have to undergo both hot and cold vacuum leak tests before and 
after an installation. The possibility of repair work shall be foreseen.  

Materials, design, tolerances and surface finishes must be consistent with the generation and 
maintenance of a high quality vacuum and with the ITER outgassing requirements.  

The design of the test blanket system shall enable a bake-out of the TBM structures at 240°C 
before (to avoid a plasma pollution) and after an operation period (to avoid the risk of a 
hydrogen embrittlement in the test blanket structure).  

1.2.2.3 Structural Requirements  

The test blanket system shall be designed according to the project Structural Design Criteria 
(SDC). It shall be designed to withstand the following conditions:  

 The external pressure inside the vessel (10-6 Pa during normal operation, 0.5 MPa for 
off-normal conditions, and 0.1 MPa for maintenance).  

 The pressure of the cooling helium during a normal operation. The pressures during 
off-normal and system tests are 120% of normal.  

 The pressure of Li (0.5 MPa (TBD)) during a normal operation.  
 Electromagnetic loads.  
 Heat loads at maximum power conditions as defined in 1.2.5 and the resulting thermal 

stresses.  
 

The shield structure must accommodate the loads resulting from the cooling pressure, the 
external pressure within the vacuum vessel, and a full range of electromagnetic loads.  

The test blanket system structure must react to a range of axisymmetric radial and poloidal loads 
on the components that it supports. The weight, net vertical, and net toroidal loads will be 
transmitted to the vacuum vessel port extension structure.  

1.2.2.4 Electromagnetic Requirements  

The test blanket system must be designed to withstand the electromagnetic loads resulting from 
the interaction of the magnetic fields and eddy currents induced in the system during plasma 
transient conditions. The combination of these currents and fields existing in a device may result 
in radial, toroidal, and/or poloidal pressures on different faces of the modules. The direc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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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nitude of these loads must be determined based on design dependent factors such as: 
location, electrical characteristics, size, segmentation, and a connection to other components. 
The loads at all positions must be calculated for:  

 normal operation, including a start-up and a shut-down  
 centered plasma disruptions and vertical displacement events (VDE's) with the 

parameters described in ITER GDRD and for the number of disruptions specified. 
 

The equipment located in the areas surrounding a vacuum vessel is subject to a strong poloidal 
field in the tokamak. Electrical equipment shall be checked for its compatibility. 

To limit the effect of a ferromagnetic material on the ripple and the magnetic field, the total 
amount of ferromagnetic steel will be limited to a specified value (TBD). 

1.2.2.5 Thermal-hydraulic Requirements  

System requirements are at a nominal power of 500 MW. Power deposition at TBM is defined 
by the average surface heat flux 0.3 MW/m2 (to be used as a design value for coolant system 
design), and peak value 0.5 MW/m2 during 10 sec (to be used as localized value for the first 
wall design).  

Maximum neutron wall loading in the test port area is 0.78 MW/m2. The power caused by the 
neutron wall load in the TBM and port plug is removed by the test blanket primary coolant 
subsystem. The total power shall be refined for the specific design based upon the materials 
used and their specific application.  

The test blanket system first wall and blanket will be cooled with helium. The shielding, and 
support structures will be cooled with low-temperature coolants, e.g., the same materials as the 
ITER blanket coolant and/or the ITER vacuum vessel coolant. The coolants flow and their 
temperature control systems shall be designed for the following parameters, as shown in Table 
1.2-1:  

Table 1.2-1 Thermal hydraulic requirements 

During a normal operation 

Inlet temperature 476 °C (He) 

Inlet pressure 8 MPa (He) 

Flow rate TBD kg/s 

Tritium concentrations 

Inlet TBD 

Outlet TBD 

During a system baking 

Inlet temperature ~ 240°C 

Inlet pressure 4 MPa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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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BM will be designed to operate at elevated temperatures relative to the shield blanket 
systems. This will allow a test blanket to demonstrate its tritium breeding capability and 
generation of a high grade heat. The maximum temperatures for the coolant helium will be 
500 °C, structural material up to 550 °C. 

The TBM power shall be dissipated through an intermediate heat transfer loop to a low pressure, 
low temperature cooling loop provided by the ITER HRS with inlet/outlet temperatures of 
35/75 °C. 

1.2.2.6 Mechanical Requirements  

The TBM with its frame will be attached to the vacuum vessel port extension. All the blanket 
static and dynamic loads are transmitted to the vacuum vessel. The coolant and breeder pipe 
work as well as the eventual gas ducts, electrical wires or diagnostic cables will be routed 
through the horizontal test port and will be designed to cope with movements during thermal 
transients. If vacuum-tight flexible connections such a bellows are required for the VV plug 
penetration, they should provide a double containment with a leak detection at an interface (see 
section on vacuum requirements). 

Welds in contact with water and in high fluence and/or stress level regions, such as near the first 
wall, are subject to irradiation assisted stress corrosion cracking and should be avoided. 

 The first wall shall be bakeable to 240°C.  
 The test blanket system shall be designed to be removable (RH Class 1) by a remote 

handling through horizontal test ports.  
 The test blanket system structural connections shall use remote handling compatible 

connectors, and be accessible from the back side.  
 

1.2.2.7 Electrical Requirements 

The in-vessel portion of the test blanket system shall contribute to meeting the requirements that 
the combined toroidal resistance of the blanket in-vessel structures and the vacuum vessel must 
be large enough to aid in a plasma’s vertical stability. 

The TBM should be electrically connected to the frame by means of an electrical connector, by 
taking into account the presence of pipes (coolant, purge, etc.). The resistance of the pipes 
should be TBD. 

Mechanical attachments need to be insulated.  

1.2.2.8 Nuclear Requirements  

The test blanket system shall provide a neutron protection for the vacuum vessel and magnets to 
reduce the neutron load at the superconducting coils and at the vacuum vessel boundary to allow 
for hands-on access from outside the vacuum vessel boundary.  

The vacuum vessel shall be designed so that the nuclear responses for at least 0.3 MWa/m2 at 
the first wall are limited to a helium production of < 1 appm at all components that may need to 
be rewelded, such as the vacuum vessel, blanket components, or piping. 

The test blanket system, in combination with the vacuum vessel and divertor, shall be designed 
so that the power dissipated by the attenuated radiation in the cryogenic toroidal magnet 
remains within the limits specified in the ITER GDRD. The peak insulator dose shall be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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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a specified value (TBD) rad with a neutron fluence of 0.3 MW a/ m2 at the first wall. 

Provisions shall be provided to breed tritium in the test blankets during the D-D and D-T phases 
with a tritium breeding ratio from which a self-sufficiency in the power reactors can be foreseen. 
Bred tritium will be extracted in-situ from the test blankets. 

1.2.2.9 Remote Handling Requirements  

The test blanket system and its supporting subsystems shall be designed in complete compliance 
with the remote handling requirements applicable to their respective remote handling 
classification. The TBM is to be considered as Class 1, the PP is RH Class 1. 

The TBM shall be designed for a full remote replacement.  

The weight of the integrated structure consisting of the TBM/frame/shield plug to be carried in a 
transfer cask and installed on the machine must be limited to 40 t.  

The Test Blanket System and its supporting in-vessel subsystems must be capable of an 
insertion/removal through the equatorial test ports by use of horizontal remote handling 
equipment. 

Welded joints within the plasma chamber and the vacuum vessel extensions shall be done, 
repaired, and leak tested remotely. Remote coolant draining shall be possible (TBD).  

As the time available for the replacement of TBMs during a scheduled maintenance time is one 
month every year, the time for a replacement of a single TBM should be compatible with this 
requirement. 

At prescribed intervals (TBD) and after a significant off-normal period, including 
electromagnetic, events it shall be possible, using existing in-vessel inspection equipment, to: 

 inspect/verify a module’s position, 
 inspect/verify the first wall’s integrity, 
 conduct all specified pre-operational tests (list TBD). 

 

Assembly and maintenance tools shall be provided for a structural attachment of the TBM, and 
for a joining, cutting and leak testing of the coolant and Li lines 

Other in-vessel requirements include: 

 Gripping points must be provided on all replaceable components or assemblies, 
capable of supporting their full weight over the full range of motions required for an 
installation and removal.  

 The structural supports, coolant line joints, instrumentation, and all other interfaces 
necessary for an (dis)assembly must be compatible with the capability of the remotely 
operated tools. 

 Sufficient space for the insertion and removal of tools must be assured. 
 All liquid and gas pressure bearing joints must be capable of being leak detected by a 

remote means. 
 Mechanical guides should be provided to aid the transporter for a final positioning and 

alignment and to protect adjacent components from damage due to coll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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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orter Requirements: The size and mass of the test blanket article and the transportable 
support equipment will be within the transporter envelope. Maximum transported mass will be 
specified (TBD). Afterheat removal of the test module must be assumed during the transport 
time from the test port to the storage room and the hot cell. Remote surveillance may be 
required (TBD). 

1.2.2.10 Chemical Requirements  

The test blanket system and its supporting subsystems, in particular its breeder and cooling 
systems, have to be compatible with the materials with which they are in contact. The coolant 
chemistry shall be defined to limit the corrosion, electrochemical, and neutronic effects to 
acceptable levels over the system’s lifetime.  

Special system for the impurities and admixtures (N, O, Ca etc.) control in Li loop will be 
required for a corrosion mitigation.  

Chemical reactions between the coolant, air and breeder material shall be limited.  

1.2.2.11 Seismic Requirements  

The earthquake resistance of the test blanket system and subsystems shall be consistent with the 
specifications adopted for the ITER building. The test blanket system shall in particular 
contribute to an efficient confinement of radioactive material and chemicals during an 
earthquake so that the allowable release limit will not be exceeded. 

1.2.2.12 Manufacturing Requirements  

All the elements of the test blanket system and its supporting subsystems shall be manufactured 
per all applicable technical drawings, specifications, and procedures.  

Manufacturing tolerances shall be clearly stated in the drawing, and shall be consistent with 
achieving the overall installation tolerances defined in DRG1, by taking into account the 
inaccuracies resulting from an installation and the tolerances of matching components. 

The modules shall pass all acceptance tests prior to their shipment. The test specifications, 
acceptance criteria, and documentation requirements shall be clearly stated as part of the QA 
plan.  

1.2.2.13 Construction Requirements  

Construction requirements are TBD; however, it is anticipated that specific requirements will be 
applied to the transportation, handling, storing and dismantling of the various components of the 
system.  

1.2.2.14 Assembly Requirements  

The primary wall of the ITER blanket shall be installed within ± 10 mm of the corresponding 
magnetic surface, as defined in DRG1 (including ripples) at its operating temperature. To help 
protect the first wall of the TBM, it shall be recessed 50 mm from the first wall of the basic 
machine and, thus, will not have an explicit requirement for an alignment to a magnetic surface.  

The test blanket system will also have the requirement to minimize any gap to adjacent modules 
in order to minimize a neutron streaming.  

The test blanket system shall be installed from the horizontal test port using remote hand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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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pment. The structural support elements will be attached to the shielding blanket backplate 
or a vacuum vessel extension. Provisions are to be provided to react to design basis shear loads.  

All assembly techniques must be compatible with maintaining the vacuum requirements on the 
system. Handling, cleaning, limits on the use of potential contaminants, etc. must be in 
compliance with the vacuum specifications.  

1.2.2.15 Testing Requirements  

The test blanket system must pass both a hot and cold leak test after a completion of its 
assembly within the vacuum vessel and prior to a start of its operation. This will be used instead 
of the test blanket system test in the Hot Cell prior to installing it in the ITER device.  

 Leak tests 
 Internal pressure      TBD MPa with He 
 External pressure      1 Pa 
 Component temperature cold/hot    20°C / 500°C (TBD) 
 Leak rate acceptance level into plasma chamber  10-8Pa m3 s-1 

 

The system must be pressure tested with an operational coolant at specified times (TBD, 
depending on code requirements) and a normal operating pressure after a welding of the 
complete circuit inside the vacuum vessel to demonstrate its ability to withstand the design 
pressure. Each flow circuit must be flow tested to demonstrate the required flow rate after a 
welding of the complete cooling circuit.  

1.2.2.16 Instrument & Control Requirements  

The test blanket system must provide independent instrumentation with data connections 
through a local controller to the CODAC system. Sensors should monitor the system 
temperatures, flow rates, pressure, and stresses/deflections to insure that they are within the 
prescribed values. The following minimum parameter set is mandatory:  

 Coolant inlet and outlet temperature.  
 Coolant flow rate.  
 Temperatures inside the test module. 
 Inlet and outlet temperature and pressure in Li lines  

 

Additional instrumentation to signal an acceptability to operate or to shut down:  

 Strain gauges.  
 Position detectors.  
 Temperatures at critical points inside the test module.  
 Pressure in Li circuits 

 

1.2.2.17 Decommissioning Requirements  

The test blanket system shall be designed to minimize its disposal rating. Since this rating 
criteria are site specific, the specific criteria are T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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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8 Electrical Connections/Earthing/Insulation Requirements  

The grounding requirements are TBD.  

1.2.2.19 Material Requirements  

The materials of the in-vessel components will be chosen according to the test blanket 
requirements, the compatibility between materials, their outgassing requirements and the 
physics requirements with the objective of limiting the impurity level inside a machine.  

The materials of the in-vessel components have to be consistent with the generation and 
maintenance of a high quality vacuum.  

Materials shall be used with well characterized mechanical and structural properties for their 
respective service conditions (temperature, stress, nuclear, etc.) in order to obtain a high degree 
of confidence in their performance capability.  

The materials used in the TBM are anticipated to be the following Table 1.2-2: 

 

Table 1.2-2 Materials for the TBM 

TBM 

Structural material martensitic steel (TBD) 

First wall protection Beryllium (grade TBD) 

Breeder material Liquid Lithium 

Pipes  SS steel 

Coolant Helium  

Port plug 

Structural material SS steel 

Shielding  SS steel 

Pipes  SS steel 

Coolant  Water  

IP 

Structural material 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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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0 HVAC Requirements  

Not directly applicable.  

1.2.2.21 Layout Requirements  

Structural and leak tight welds shall be removed as far away as possible from high neutron flux 
locations.  

Special attention shall be given to gaps between modules. Radiation streaming shall be 
minimized by the design.  

Welds shall be isolated from gaps whenever possible. Field welds shall be protected by a 
sufficient shielding to allow for a rewelding.  

The design shall minimize the gaps between the TBM and frame/shield with a goal of less than 
40 mm. The test blanket system shall be sized for an insertion and removal through a horizontal 
mid-plane test port and the transporter shall be sized to accommodate the test blanket system. 

Wherever a structural welding is required, the arrangement shall include a proper space adjacent 
to welds or inside the pipes for a remote welding/cutting equipment. This layout must include an 
unobstructed route, of this cross-sectional size, between the weld and the point of entry for the 
welding equipment.  

1.2.3 Safety Requirements 

The safety requirements for the TBM System are derived from the ITER General Safety and 
Environmental Design Criteria (GSEDC), the General Design Requirements Document 
(GDRD), the Plant Safety Requirements (PSR), and functional safety requirements 
(confinement, fusion power shutdown, decay heat removal, monitoring, and control of chemical 
energies) which are generally necessary for the ITER. All criteria and requirements build upon 
the fundamental safety principles stated below: 

 Design, construction, operation, and decommissioning shall meet radiological dose and 
radioactivity release limits for the public and site personnel based on recommendations 
by international bodies such as the IAEA and ICRP. 

 During a normal operation, including maintenance and decommissioning, radiation 
exposure of site personnel and the public shall remain below the prescribed limits and 
be kept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ALARA). 

 ITER shall make maximum use of favorable safety characteristics which are inherent 
to fusion. Uncertainties of plasma physics shall not have an effect on public safety. 

 The defense in depth concept shall be applied to all safety activities so that multiple 
levels of protection are provided to prevent or minimize the consequences of accidents. 

 Special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a passive safety. 
 The design shall minimize the amounts of radioactive and toxic materials and the 

hazards associated with their handling. 
 All conventional (non-nuclear) safety and environmental impacts from a construction, 

operation, and decommissioning shall meet common industrial standards for a 
industrial practice. This includes chemical toxins and electromagnetic haz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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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Safety Functions 

The test blanket system may contain "experimental" components to which no safety function 
will be assigned. The test blanket system may, however, support a safety function "fusion power 
shutdown" in off-normal situations by a passive or active action. 

1.2.3.2 Component classification  

Systems and components are categorized as a Safety Importance Class (SIC) by their 
importance for the personnel or public safety. SIC are identified in the PSR. Unless otherwise 
specified, components are “not safety classified” (non-SIC). The test blanket system equipment 
shall be basically non-SIC, according to the PSR and the associated rules.  

1.2.3.3 Safety design limits and analysis requirements  

The safety limits shall be determined by iterating deterministic and probabilistic safety analyses 
with the design of the test blanket system. The safety analyses shall use the process adopted by 
the project which aims at a systematic identification, modeling, and analysis of the 
representative event sequences. Depending on the required degree of detail, this process will be 
graded from a qualitative analysis up to detailed simulations and calculations. Accident 
initiating events will be identified through a Failure Modes and Effects Analysis (FMEA) and 
then grouped into Postulated Initiating Event (PIE) categories. The PIE’s will be supplemented 
by the related accident source terms (tritium, activation products), determined in a conservative 
manner. Particularly, a detailed fault analysis shall be performed where there is a potential for 
challenging the confinement barriers.  

Special safety design requirements for the test blanket are as follows: 

 The test blanket assembly has a confinement function.  
 Chemical reactions between a coolant, air and breeder material shall be limited so that 

the confinement function is not threatened. Self-sustaining chemical reactions shall be 
precluded by designing for a sufficient heat transfer to colder parts of a machine.  

 All ex-vessel parts of a cooling and other auxiliary systems are part of the first 
confinement barrier. 

 Test blanket port cells shall enhance the confinement function for radiological 
inventories.  

 Limit the potential hydrogen production to 2.5 kg for each independent module by 
limiting the liquid Li to less than 35 liters and limiting the Beryllium of the first wall to 
less than 10 kg.  

 Special consideration for Li fires in a local test module confinement shall be made. 
 Intermediate cooling loops are necessary for a liquid Li system. 
 Decay heat removal should be achieved by a thermal radiation to a basic machine.  

 

1.2.3.4 Safety Analysis 

The safety analyses for the TBM will include  

 Plasma disturbances (such as disruptions, VDEs, power excursions) resulting in an 
overload of the T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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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ver-pressure in the vacuum vessel from helium FW LOCAs. 
 Temperature/pressure transients of the test blanket due to LOFAs or in-/ex-vessel 

LOCAs. 
 Pressure and temperature transients and related chemical reactions at the FW surface 

due to an air or water ingress into the vacuum vessel. 
 Loss of Heat Sink Accident. 
 Mechanical loads to the TBM from magnet accidents and disruptions. 
 Others (TBD) 

 

1.2.3.5 Test blanket system safety requirements 

The design basis for the test blanket system shall take into account the initiating events and 
potential loads due to accidents as identified by the safety analyses.  

The design of the test blanket module support structure shall react to a large portion of a load 
acting on the modules thus minimizing the load on the vacuum vessel, the first radioactivity 
confinement barrier.  

The test blanket system shall not significantly contribute to the ITER source term; all test 
blanket parameters should be chosen accordingly. 

The design should minimize the volume of liquid spills from the test blanket into the vacuum 
vessel.  

The design should limit the long term (several hours after shutdown) decay heat driven first wall 
temperatures to avoid H2 concentrations in the vacuum vessel which are prone to a 
deflagration/detonation if an air ingress into the vacuum vessel cannot be excluded. 

Off-normal heat removal should be as passive as possible. 

In general, the design should limit: 

 the inventory of radioactive, chemically reactive, or toxic dust inside the vacuum 
vessel 

 the mobilizable tritium inventory inside the test blanket system 
 the tritium concentration in the test blanket system coolant system 
 the corrosion products in the test blanket system cooling/breeding loops 
 the activation products in the involved materials 

 

Monitoring shall be provided to indicate whether the above requirements are being met  

The design of the decontamination, shielding, remote operation, and flask transfer functions 
should minimize the dose to personnel during the course of a maintenance and 
decommissioning. 

Amounts and radio-toxicity of a radioactive waste from an operation and decommissioning of 
the test blanket system equipment should be minimized within the limits set by the applicable 
material. 

The experimental nature of the TBM leads to the design requirement for a vacuum vessel, where 
failures of the in-vessel part of the TBM should not cause rupture of the vessel which is the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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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activity confinement barrier. 

1.2.4 Interfacing Systems  

In order to successfully complete all the test objectives, the test blanket system must work in 
cooperation with many of the other ITER systems and facilities. These interrelationships are 
many and complex, involving both geometric and functional requirements. 

1.2.4.1 Vacuum Vessel 

The vacuum vessel system is to provide 18 horizontal ports for the systems to access the plasma 
chamber. Specifically, this involves ports or access chambers of a particular size and structural 
capability to properly accommodate the port systems, including ancillary equipment, and the 
associated remote handling equipment.  

The unique requirements imposed by the test blanket system will involve the mounting 
configuration onto the vacuum vessel wall, the structural requirement during an operation and 
maintenance periods, the thermal conditions of the shield and ancillary equipment, and 
accommodation for a routing of the plumbing lines. The main interface requirements are: 

 Number of test ports required 
 Port size/geometry 
 Load support requirements 
 Thermal requirements 
 Coolant plumbing requirements 
 Size/location 
 Mechanical loads and displacements 
 Special seal requirements 
 Penetration requirements 

 

1.2.4.2 Shielding Blanket 

The test blanket system will work in close co-operation with this system. 

There must be a high level of geometric synergism between these two systems to meet the ITER 
requirements for a neutronic streaming and these two systems should not have contract for a 
load transfer between systems modules. 

In order to provide a limited protection from a direct plasma ion impingement on the test 
blanket first wall, the Test blanket will be recessed behind the general contour of the 
surrounding shielding blanket first wall. This will impose additional surface heating 
requirements on the adjacent shielding blanket first wall components. The temperatures and 
surface conditions (emissivity, absorptivity, and surface area) of the interfacing surfaces will 
have to be determined to estimate the anticipated heat load.  

1.2.4.3 Remote Handling Equipment 

Remote handling equipment will be required to install, inspect, and maintain the diagnostic, 
plasma heating, maintenance, test blanket modules, and shield port systems through a horizontal 
access port. The specific interface requirements for the test blanket system will involve unique 
geometry, weight, positioning, and thermal constraints. The geometry will involve not onl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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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blanket, which may be separated into two elements, but will also include the ancillary 
equipment that will be positioned behind the blanket in the vacuum vessel extension area. The 
supply of special-use end effectors will be the responsibility of the test blanket system. Some of 
the interface requirements are listed below: 

 Maximum supported weight 
 Positioning accuracy 
 Kinematics requirements 
 Inspection requirements 
 Accommodation of special end effectors 
 Accommodation of special materials and coolants 

 

1.2.4.4 Cryostat 

The unique requirements imposed by the test blanket system will involve unique geometry 
constraints and special maintenance requirements. Plumbing lines shall be accommodated in the 
port areas. Main requirements are: 

 Number of test ports required 
 Horizontal port size/geometry 
 Thermal requirements 
 Coolant plumbing requirements  
 Size/location 
 Mechanical loads and displacements 
 Seal requirements 
 Penetration requirements 

 

1.2.4.5 Primary Heat Transport System 

This system is to provide water coolant to remove the heat generated in the test blanket system. 
Main requirements are: 

 Number of loops 
 Inlet and outlet temperature for each loop 
 Flow rate for each loop 

 

1.2.4.6 Vacuum Pumping System 

The test blanket system is partially contained within the primary vacuum boundary and effects 
the volume being pumped by the vacuum pumping system. As a result, the emissions from the 
surfaces and the leaks from the blanket system must be within the capability of the pumping 
system. In addition, the vacuum pumping system may include specific components, such as 
tracer gas sources, for a remote leak detetion. These components must be permanently mounted 
on the blanket components near high potential leak sources. Interface requirements are: 

 Outgassing requirement 
 Leakag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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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 Tritium Plant 

The use of unique materials will affect the tritium plant system involving possible airborne 
elements. 

1.2.4.8 Tokamak Operations and Control 

The test blanket system instrumentation needs shall be integrated into the tokamak operations 
and control system. 

1.2.4.9 Building 

The building space external to the cryostat and biological shield shall accommodate the test 
blanket system maintenance scheme. Space and support services shall be provided for the 
operational support equipment near the horizontal test ports. Radial space must be provided to 
remove the modules form the mid-plane maintenance ports and transport them to the hot cells. 
Main interface requirements are related to: 

 Location and size of needed space 
 Support services (electrical, I&C, fluids) 

 

1.2.4.10 Waste Treatment and Storage 

The test blanket system will impose some additional requirements on the waste treatment and 
storage system. This will evolve from the use of different materials and coolants. 

1.2.4.11 General Testing Equipment 

The test blanket system will impose some additional requirements on the general testing 
equipment system. This will evolve from the use of different materials and coolants. 

1.2.4.12 Hot Cell  

The test blanket system should be designed in such a way that the following operations can be 
performed in hot cells:  

 to replace the TBM in the Port Plug: 
 to perform a cutting of the TBM and probes of the structure for investigations at the 

end of the irradiation time foreseen for the HCML TBM: 
 to perform repairs: 

 

1.2.5 Other Requirements 

1.2.5.1 R&D Requirements  

The R&D requirements for the test blanket development are concept dependent. The associated 
R&D is regularly revised to adjust the priorities and efforts, and to account for the latest 
technical progress in the different fields of R&D. This program is closely linked to the 
development of a blanket for a DEMO reactor for which a test blanket should be a 
representative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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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 Codes and Standards 

The test blanket system shall be designed according to the project ITER Structural Design 
Criteria, (SDC). 

Using the rules specified in the SDC, stresses and other applicable quantities shall be calculated 
for different load calculations for nominal and accidental situations and shall be material 
allowable for the applicable conditions. For materials not included in the ITER SDC, additional 
codes and standards shall be emplo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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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Proposed Test Plan in the ITER  

1.3.1 Test Program 

The ITER provides a unique opportunity for a blanket testing in a fusion environment although 
the load conditions on the TBM are much less than those of a DEMO blanket. Main purpose of 
the TBM test in the ITER is a validation of the design concepts of the tritium breeding blankets 
of a DEMO that would lead to a tritium self-sufficiency and the extraction of a high grade heat, 
suitable for an electricity generation in a fusion reactor. 

For the first 10 years of the ITER operation, testing of 3 types of “act like” TBMs is planned 
corresponding to different ITER phases:   

 EM TBM: Electromagnetic TBM (H-H phase), 
 NT/TM TBM: Neutronic/Thermomechanical TBM (D-D and low duty D-T phases), 
 PI TBM: Plant Integral TBM (low duty D-T and high duty D-T phases). 

 

By this approach, it is possible to adapt each TBM and the relevant instrumentation to the ITER 
parameters at each phase. A preliminary proposal for a testing program based on three different 
TBMs for the first 10 years operation of the ITER is summarized in Fig. 1.3-1.  

1.3.1.1 Electromagnetic TBM 

The EM-TBM will be installed before Day-1 of the ITER operation and tested during the H-H 
phase. The main objectives are:  

 Measure the ITER magnetic field (normal and transient) topography inside the TBM 
elements  

 Investigate the magnetohydrodynamic (MHD) and hydraulic characteristics of a 
module  

 Validate the structural integrity of the test blanket system against electrodynamic loads, 
and a high heat flux  

 Assess the impact of ferromagnetic steel on the plasma stability.  
 Check-out the overall functioning of the system, both in the TBM and in the ancillary 

equipment for the helium circuits and Li system. 
 

The EM TBM will use the same design, fabrication technology, and materials as the successive 
TBMs. So, a testing during the H-H phase will allow us to validate the calculation codes (EM 
forces, thermo-mechanic, MHD) for the subsequent tests.  

1.3.1.2 Neutronic/Thermomechanic TBM 

The main objectives of this test are  

 Validate the capability of the neutronic codes and nuclear data in predicting a 
neutronics response including the tritium production rate, nuclear heating, induced 
radioactivity, decay heat and shielding effects.  

 Measure the thermo-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the TBM under a neutron flux.  
 Evaluate the tritium generation/extraction/recovery perform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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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aluate the heat generation/removal performances.  
 Investigate thermal, mechanical and hydraulics behaviors under thermal (surface heat 

flux and nuclear heating) and electromagnetic loads.  
 

Based on the test results, the TBM could be modified and improved, including the structural 
materials if successful R&D results are obtained. 

Instrumentation will include a measurement system for the neutrons, temperature, thermal-
hydraulic, tritium, etc.   

1.3.1.3 Plant Integral TBM 

The main objectives of the test are  

 to demonstrate a reliable and controlled operation of the KO HCML TBM and the 
ancillary equipment with the most acceptable options of the design, chosen during 
previous test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neutron fluence on a blanket’s performance, e.g., due to 
irradiation damage of the materials 

 

There is a possibility of changing the currently used modules to improved modules by 
incorporating new technologies which will be developed in parallel. The PI TBM should 
perform parametric studies related to a thermal response, to prove the thermal and mechanical 
predictions, to demonstrate a tritium handling capability, and to provide general experience for 
system improvements.  

1.3.2 Extrapolation to DEMO blanket 

Testing of the TBMs in the ITER should fulfill their functions as a DEMO blanket but most 
device parameters of the ITER are lower than those of a DEMO and ways to extrapolate a TBM 
performance to a DEMO blanket performance are needed.  

To simulate the breeder temperatures in a DEMO blanket and to demonstrate a tritium release 
from breeder materials, the developed test module should be designed as an "act-alike" module, 
by modifying the coolant channel arrangement and the thickness of the breeder and reflector 
regions.  

Heat removal performance and thermal-hydraulic characteristics can be investigated and 
demonstrated with some supplementary analyses by taking into account the overall dimensional 
difference between a TBM and a DEMO blanket.  

Shielding performance of a DEMO blanket can be predicted accurately enough once analysis 
methods are established and data on its nuclear responses are obtained through TBM tests in the 
ITER.  

The structural integrity of the TBM against thermal, mechanical and electromagnetic loads can 
be investigated with a "act-alike" design, through a modification of the material thickness and 
cooling conditions.  

Irradiation effects on the materials properties of a blanket and its performance need to be 
evaluated through a separate R&D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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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1 Testing program for the first 10 years operation of the 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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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ngineering Description  

2.1 Overall Description 

2.1.1 General 

The HCML TBM is designed to investigate and validate the technologies of a tritium breeding 
in the ITER and its main characteristics are as follows; it is cooled by a helium coolant alone 
and the molten Li is only used as a tritium breeder. With two layers of a graphite reflector 
inserted in the breeder zone, the tritium breeding ration (TBR) and the shielding performances 
can be increased. A sensitivity study has been carried out to optimize the graphite reflector 
thickness and 6Li enrichment. The optimum amount is attained for a natural enrichment. In a 
graphite-reflected HCML blanket, a self-sufficient TBR can be achieved without any special 
neutron multiplier. 

Its potential advantages are; 

 virtually no concern for a T permeation into the coolant system, 
 simplified high-performance system with a He-direct cycle, 
 alleviated material problems due to a very slow Li flow speed; no concern for a Li fire 

in an inert gas environment; marginal MHD(Magneto-Hydro-Dynamics) effects due to 
a very slow Li flow, 

 no Po-210 & Hg-204 generation, and 
 the Li loop as a redundant cooling circuit in the case of a helium loss accident. 

 
The KO HCML TBM is designed to be installed in a half section of the equatorial test port for 
the TBMs and the size of each TBM should be designed according to the common frame in the 
test port. The dimensions of the common frame is 2160 mm in height and 1708 mm in width 
including dog legs, as shown in Fig. 2.1-1. In the KO HCML TBM design, the gap between the 
common frame and the TBM itself is designed to be 40 mm by considering the margin for 
thermal expansion and the final dimensions of it is 1620 mm in height and 444 mm in width. 
Considering the first wall (FW) including the side wall (SW), breeding zone (BZ), and back 
wall (BW), the depth of the KO HCML TBM is 490 mm, as shown in Fig. 2.1-2.  

Figure 2.1-3 depicts the 3-D exploded view of the designed KO HCML TBM concept. The U-
shaped FW and SW in which have a U-shaped Helium (He) gas bundle is essentially formed, 
there is a Ferrite Martensite (FM) steel box with the function of a Li flow path and a graphite 
container. It is closed at the rear by a multi-shell Back-plate acting also as a helium collector and 
a distributor from a helium supply system to the FW, and top- and bottom-covers.  

In the KO HCML TBM, Li is only used for a breeding material not a coolant. Therefore, there is 
only one helium coolant circuit which cools the FW and breeding zone with a pressure of 8 MPa. 
Figure 2.1-4 shows the overall flow path and flow rate in the KO HCML TBM. The coolant 
enters from the helium auxiliary system to the back plate through a concentric pipe and flows 
into the FW cooling channels. The coolant enters the module at 300oC and exits the module at 
406oC. Once outside the transfer cask, the concentric pipe is changed into two pipes and 
connected to a heat exchanger located in the TCWS vault. Here, the helium gas removes the 
nuclear heat from the TBM structure to the water in the heat exchanger.  

The Li flowing scheme is shown in Fig. 2.1-5. A relatively low-pressure Li of around 1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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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s the breeder zone with a very slow velocity (a few mm/sec). The Li flows out to the Li 
auxiliary system and the nuclear heat is transferred to the helium gas in the heat exchanger. 

 

 

Fig. 2.1-1 Dimensions of the common frame and KO HCML TBM 

 

 

        

Fig. 2.1-2 KO HCML TBM assembly installed in one half of the test 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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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3 3-D Structural view of the KO HCML TBM 

 

Fig. 2.1-4 Helium coolant flow scheme in the KO HCML T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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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5 Liquid Li breeder flow scheme in the KO HCML T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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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Design Parameters 

The main characteristics and design parameters of the KO HCML TBM are summarized in 
Table 2.1-1. In the design stage, Eurofer was considered as a structural material but it can be 
changed to F82H depending on their feasibilities. Main coolant is helium and molten lithium is 
not used for a coolant even though it can be helpful for a cooling in the case of an accident. In 
the design and performance analysis, the surface heat fluxes are considered to be 0.3 and 0.5 
MW/ m2 for normal and peak cases, respectively. Since the neutron wall loading is considered 
to be 0.78 MW/m2, the total heat deposition is obtained as 0.675 MW for a normal surface heat 
flux. In this design, the tritium production rate is 0.029 g/FPD (full power day) and the local 
tritium breeding ratio (TBR) is 0.36. Through the performance analysis with the thermal 
hydraulic analysis, the coolant temperatures and mass flow rates are obtained, as shown in Table 
2.1-1. In order to avoid a magnetrohydrodynamic (MHD) pressure drop, the speed of the 
breeder (Li) is designed to be as low as possible.  

 

Table 2.1-1 Design parameters of the KO HCML TBM 

Parameters   

Structural material Eurofer (or F82H) 

Coolant He gas 

Reflector Graphite 

Surface heat flux [MW/m2] 
(average/peak flux) 0.3/ 0.5 

Neutron wall loading, [MW/m2] 0.78 

First wall area [m2] 0.444 x 1.620 

Heat deposition [MW] 
(at average SHF) 0.675 

Tritium production rate [g/FPD] 0.029 

Local TBR 0.36 

Coolant temperature [oC]  
(inlet/FWoutlet/BZoutlet) 300/363/406 

Cooling system pressure [MPa] 8.0 

Coolant mass flow rate [kg/sec] 1.22 

Breeder speed [mm/sec]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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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Component Description 

The KO HCML TBM consists of the FW, BZ, covers, manifolds, and the BW. The detail 
descriptions for each component are described in this section. 

 

2.1.3.1 First Wall 

The FW is designed to withstand the heat flux from the plasma chamber and to maintain the 
TBM structure temperature below the allowable limits. Figure 2.1-6 shows the U-shaped FW 
structure and the internal helium coolant channels of the KO HCML TBM, which are designed 
to be made of Eurofer. 

The height in the poloidal direction of the FW is 1560 mm and the width in the toroidal 
direction is 444 mm, which is designed to have a 40 mm gap from the common frame, as shown 
in Fig. 2.1-6. The radial depth of it is 435 mm. The front part of the FW has 5 mm of Be armor 
and the thickness of the FW itself is 3 mm. The rear part of the FW has 17 mm of a thickness. 
The FW is cooled by helium gas with a speed of 50 m/sec in order to maintain the TBM 
structure temperature below the allowable limits and to maximize a heat removal. There are 60 
channels in the FW, which dimensions are 20 mm long and 10 mm wide, and whose pitch is 26 
mm. All the channels are designed as 6 groups. One half of the helium from the inlet flows into 
the first group (10 channels) and returns to the back wall. And then, it flows into the next 10 
channels and so on, as shown in Fig. 2.1-7. The maximum temperature in the FW is below 550 
oC from the CFX code simulation. The main dimensiosn of the FW are summarized in Table 
2.1-2.  

 

 

 

 

 

Fig. 2.1-6 FW structure with helium coolant channels in the KO HCML T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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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7 Helium coolant flow scheme in the FW  

 

 

Table 2.1-2 Main dimensions of the FW in the KO HCML TBM 

Location  Dimension [mm] 

FW thickness 30 

Be armor thickness  5 

Coolant channel dimension 
(height x width) 20 (H) x 10 (W) 

Coolant channel pitch 25 

Front layer wall thickness  3 

Rear layer wall thickness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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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 Breeding Zone 

The BZ in the KO HCML TBM consists of the flow path for the Li breeder, which is located 
between the BZ structure and the FW/BW, four spaces for a graphite reflector, and a BZ 
structure with helium cooling channels, as shown in Fig. 2.1-8. Molten Li flows in the Li 
breeder zone, as shown in Fig. 2.1-5. In the ITER, the Li inventory is limited due to safety 
reasons, so the amount of Li in the KO HCML TBM is designed to be about 28 liters, which 
satisfies the Li amount limit of the ITER. The Li-6 enrichment in the current design is 12 wt%, 
corresponding to an optimal value in terms of the TBR. Figures 2.1-9 and 2.1-10 show the 
cross-section of the BZ and a schematic of the BZ structure. Based on a neutronic analysis, the 
graphite reflector is placed such that the TBR is maximized: a thin front region and a thick back 
breeder from the plasma side. The thicknesses of them are 100 mm and 200 mm, respectively. 
For an efficient cooling, the front region of the BZ structure has more channels than the rear 
region. The pitches between the cooling channels in the front and rear regions are 25 mm and 50 
mm, respectively.  

 

 

 

 

 

 

 

 

Fig. 2.1-8 Internal structure in the BZ 



 

 

589 

 

Fig. 2.1-9 Helium coolant channels in the BZ structure 

   

Fig. 2.1-10 Schematic of the BZ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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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 Manifolds and Covers 

In order that the helium coolant flows to the breeding zone, two covers and two manifolds were 
installed in the top and bottom regions, respectively. From the backwall, helium coolant flows 
into the top and bottom covers and then, into the top and bottom manifolds, which means the 
helium coolant is distributed to the breeding zone uniformly. Figures 2.1-11 and 2.1-12 show the 
schematics of the manifolds and covers, respectively. The design for a more uniform flow in the 
BZ should be performed by consider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Fig. 2.1-11 Manifold structure in the BZ 

 

Fig. 2.1-12 Cover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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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4 Backwalls 

In order that the helium coolant flows to the top and bottom covers for a BZ cooling, and to 
assemble it with auxiliary pipes from the auxiliary system, the backwall consists of three parts; 
(1), (2), and (3), as shown in Fig. 2.1.13. Parts (1) and (2) are designed to distribute the helium 
coolant and Li breeder from their auxiliary systems to the KO HCML TBM. Part (3) is for the 
assembles with a common frame and pipes from the auxiliary systems. The design analysis for a 
more uniform flow to the FW should be performed by consider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Fig. 2.1-13 Schematic of the backwall structure  

 

Fig. 2.1-14 Function for a coolant distribution of the back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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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5 Helium flow scheme 

As mentioned before, the supplied He from its auxiliary system flows into the backwall. From 
the backwall, a half of the coolant flows into first two groups respectively which are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first wall and then it flows into each of the next two-groups, as shown in Fig. 
2.1-7. After cooling of the first wall, a half of coolant flows into the top cover and then it cools 
the channels in the front breeding zone. Another coolant flows into the bottom cover and then it 
cools the channels in the rear breeding zone. The He coolants are collected in each cover and 
then returned to the backwall and to the He auxiliary system for a temperature recovery. The 
coolant conditions such as the mass flow rate and velocities at the relevant regions are 
determined not to exceed 550 oC as the maximum temperature of the structural material. Figure 
2.1-4 shows the helium coolant flow scheme in the KO HCML TBM and it also describes the 
mass flow rate and the speed at each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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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Helium Cooling System 

2.2.1 System Description 

Design parameters of the helium cooling system for the KO HCML TBM are summarized in 
Table2.2-1. The main design specifications of the helium cooling system for the KO HCML 
TBM are defined considering the heat load condition of the ITER with 0.3 MW/m2 of an 
average surface heat flux and 0.78 MW/m2 of a neutron wall loading. The helium coolant 
conditions in the TBM are 300ºC at an inlet and 406ºC at an outlet, respectively, and the 
operating pressure is 8 MPa. During the KO HCML TBM test, the helium as a primary coolant 
should remove the whole thermal power of 0.675 MW. Therefore, the mass flow rate of the 
helium coolant is designed to be 1.22 kg/s.  

The flow diagram of the helium cooling systems for the KO HCML TBM is shown in Fig. 2.2-1. 
This system consists of the primary heat transport loop for cooling the TBM itself such as the 
FW and BZ structures using helium. And this loop is connected to the secondary helium to 
water loop, which is considered to be a part of the ITER tokomak cooling water system (TCWS). 
The secondary heat removal system has been designed to supply cold water with a temperature 
of 35ºC and accept hot water with a temperature of 70 ºC. 

The main components and units of the cooling system are described as follows; heat exchanger 
to the TCWS cooling water, recuperator for an efficient cooling system, pressurizer for a 
pressure control, helium purification unit, circulator, storage tank, electrical heater, valves, 
filters, sensors, and so on.  

The helium cooling system is designed to directly remove the heat generated from the TBM and 
its flow scheme is as follows; the cold helium gas is supplied by the circulator and heated to 300 
ºC through the recuperator and preheater which consists of an electric heater. The preheater is 
operated in accordance with the mode of a reactor operation in order to heat the helium and 
adjust the inlet temperature of the helium coolant. Then the helium flows to the backwall of the 
TBM to remove the heat generated from the TBM. After cooling the TBM, the outlet 
temperature of the helium reaches 406 ºC and this hot helium flows into the recuperator which 
enhances the efficiency of this system. And the hot helium flows into the heat exchanger to be 
cooled and the temperature of the helium recovers 300 ºC via a pressurizer which controls the 
system pressure to be 8 MPa. In this system, filters are used to remove possible particulate 
impurities that result in an erosion of the components. Then the cold helium flows into the 
circulator inlet.  

The primary cooling loop will be connected to the TCWS secondary water cooled system in the 
ITER. The secondary heat removal system is considered to be a part of the ITER cooling system 
and provides a steady water flow with an inlet temperature of 35ºC at the secondary side of the 
helium/water heat exchanger. For the primary cooling loop, the outlet temperature of the water 
is 45ºC.  

All cooling system components have control and measurement devices such as flow meters, 
pressure and temperature sensors and valves including safety, control and check valves. The 
valves allow for an isolation of the cooling system and a heating/cooling of the system so as to 
ensure a proper operation at a start-up, shut-down and maintenance. The sensors for the 
different purposes such as a pressure and temperature measurement are used to monitor the 
operation of the system. The sizes of the components are summarized in Table 2.2.2.  

The helium cooling systems for the KO HCML TBM are to be located in the TCWS vault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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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R. The location of the TCWS vault is shown in Fig. 2.2-2 and the dimensions of the rooms 
for the helium cooling system are assumed as shown in Fig. 2.2-3. According to the rooms, the 
arrangement of the main components of the helium cooling system in the TCWS vault is shown 
in Fig. 2.2-4. More detail description for each component is in section 2.2.2. 

 

 

 

 

 

 

 

 

 

Table 2.2-1 Design parameters for the helium cooling system  

Parameters  

Primary side (TBM) 

Primary coolant He 

Average/peak surface heat flux, MW/m2 0.3/0.5 

Average neutron wall load, MW/ m2 0.78 

Total thermal power to be removed,（MW） 0.675 

Temperature at module in/out,  ºC 300/406 

Coolant pressure, MPa 8 

Mass flow rate, kg/s 1.22 

Secondary side (ITER circuit) 

Secondary coolant  Water 

Temperature HX in/out (°C) 35/70 

Pressure, MPa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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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1 The flow diagram of the helium cooling system 

 

Table 2.2-2 Dimensions of the components in the He cooling system 

Components  number Diameter [mm] Length [mm] 

Heat exchanger 1 150 1500 

Recuperator 1  5 

Circulator  1 200 430 

Preheater 1 100 940 

Pressurizer  1 200 1150 

Valve TBD   

Filter  1 200 900 

Pipes TBD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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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2 ITER auxiliary system rooms 

 

 

Fig. 2.2-3 ITER auxiliary system rooms for the HCS 



 

 

597 

 

 

Fig. 2.2-4 Schematic of the HCS for the KO HCML TBM 

 

2.2.2 Component Description 

The main components and units of the cooling system consist of a heat exchanger to the TCWS 
cooling water, a recuperator for an efficient cooling system, a pressurizer for a pressure control, 
a helium purification unit, a circulator, a storage tank, an electrical heater, valves, filters, sensors, 
and so on. Their detailed description is as follows; 

 

2.2.2.1 Heat exchanger  

The heat exchanger of the cooling system for the KO HCML TBM is designed to be a printed 
circuit heat exchanger (PCHE). As a critical component of energy related plants including a 
fusion reactor, a size compaction and efficiency improvement are crucial for a plant cost 
reduction. The PCHE is categorized as a plate-fin type heat exchanger and based mainly on the 
two technologies of a chemical etching and a diffusion bonding. Flow channels are etched 
chemically on the metal plates. Etched plates are stacked to produce one block by a diffusion 
bonding. In contrast to typical plate-fin heat exchangers, such a small flow channel pattern can 
be made because its hydraulic diameter is a few millimeters. 

In the designed PCHE, the primary circuit helium coolant flows inside the small flow channel 
whose dimension is indicated in Fig. 2.2-5. The whole pitch is 60 and the number of channels is 
1280. The flow conditions are as follows; pressure is 8 MPa, inlet helium temperature is 400ºC, 
and the outlet helium temperature is below 300ºC. In secondary side, the low pressure 
demineralized water with a pressure of 1 MPa flows into another channels (dimension and 
channel number are the same as the primary side) and the inlet and outlet temperatures are 35 ºC 
and 70 ºC, respectively. The design specifications for the heat exchanger are listed in Table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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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core dimension of the PCHE is a length of 896 mm, a width of 150 mm and a thickness 
of 144 mm. The overall size including the outer canning is dependent on the pressure and 
temperature conditions, and it is currently being designed.  

 

 

Fig. 2.2-5 Schematic of the PCHE single channel 

 

Table 2.2-3 Design specification of the PCHE as a heat exchanger 

parameters Unit Primary side Secondary side 

Type   Small channel Small channel 

Working fluid  He Water  

Overall HX width × length mm 150 x 896　 150 x 896 

Channel size (diam) mm 1.51 1.51 

Free flow area  m2 0.001155 0.001155 

Passage hydraulic diameter mm 0.922 0.922 

Tube length mm 896 896 

Number of tubes   1280 1280 

Pressure MPa 8 1 

Temperature in/out ºC 400/300 35/70 

Mass flow rate  kg/s 1.22 4.26 

Pressure drop (approx.) MPa TBD T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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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Recuperator 

The recuperator of the cooling system for the KO HCML TBM is designed to be a PCHE, 
which is the same type as the heat exchanger but the working fluid in the secondary side is 
helium. Table 2.2-4 shows the main parameters of the recuperator and its design parameters are 
currently being evaluated.  

 

Table 2.2-4 Design specification of the PCHE as a recuperator 

parameters Unit Primary side Secondary side 

Type   Small channel Small channel 

Working fluid  He He  

Overall HX width × length mm 150 x 896　 150 x 896 

Channel size (diam) mm 1.51 1.51 

Free flow area  m2 0.001155 0.001155 

Passage hydraulic diameter mm 0.922 0.922 

Tube length mm 896 896 

Number of tubes   1280 1280 

Pressure MPa 8 8 

Temperature in/out ºC 400/300 TBD 

Mass flow rate  kg/s 1.22 1.22 

Pressure drop (approx.) MPa TBD TBD 

 

2.2.2.3 Circulator 

Since the mass flow rate of the primary system of the KO HCML TBM is relatively small and 
the required pressure rise is quite high, a single-stage centrifugal compressor is chosen as the 
helium circulator, which is driven by an electric motor. The circulator is vertically installed in 
front of the recuperator. More specific requirements and design including its dimension are 
currelty being evaluated.  

The current design specifications are listed in Table 2.2-5. The rated pressure is 8 MPa with 
approximately a 10% margin in the case of overpressure. The mass flow rate is 1.32 kg/s, by 
considering a 10% margin, at a rated speed. The rotation speed is assumed to be 5000 rpm in 
accordance with the rotation speed of the motor, and an adjustment to the speed range needs to 
be decided in the future. The motor power is approximately 165 kWe. The overall size of the 
circulator is currently being designed and evalu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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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5 Design specification of the circulator 

parameters Unit Primary side 

Circulator orientation  vertical 

Impeller type  Single-stage 
centrifugal 

Drive type  Electric motor 

Bearing type  Grease 
lubricated 

Pressure MPa 8 

Temperature  oC ~ 250 

Mass flow rate kg/sec 1.32 

Pressure rise kPa TBD 

Rotational speed rpm Up to 5000 

Drive power kWe 165 

Dimension   TBD 
 

2.2.2.4 Electrical heater 

The electrical heater as an ancillary heating element for the KO HCML TBM is located in front 
of the pipes to the KO HCML TBM in the helium coolant loop. The electrical power for the 
electrical heater is estimated to be below 100 kW. The electrical heater heats the helium coolant 
up to the operational temperature of 300 ºC at an inlet of the TBM. More specific requirements 
and design including its dimensions are currently being evaluated.  

 

2.2.2.5 Pressurizer  

Pressurizer including a pressure control unit is designed to evacuate and supply the helium 
coolant, and to control the pressure in the HCS. It consists of a main pressurizer, a helium 
storage tank, a compressor, a pressure regulator, and so on. More specific requirements and 
design including its dimensions are currently being evaluated.  

 

2.2.2.6 Pipes and valves 

TBD 

 

2.2.2.7 Filter and Helium purification unit 

T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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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Li auxiliary system  

2.3.1. Breeder Materials 

Breeder materials can be distinguished into two classes, solids and liquids. Liquid breeders are 
essentially the alloy Pb–17Li (Pb with 17 at% Li, melting point 235°C) and pure Li (melting 
point 177°C) [2.3-1]. KO has proposed a HCML blanket with ferritic steel (FS) as a structural 
material in the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ITER) program [2.3-2]. 
However, a TBM based on Pb-17Li is also being being considered. 

 

2.3.2. Lithium Breeder  

2.3.2.1. Design Characteristics 

KO has developed a Pb-Bi loop related to the transmutation technology for long-lived 
radionuclides. This loop can be utilized for the testing of liquid lithium, as well as PbLi. Basic 
experimentations that can be undertaken with this loop are the thermal hydraulic characteristics 
of a lithium loop and MHD experiments. Sodium loop technology of KAERI will also be 
applied to a liquid lithium facility design.   

Salient features of the liquid lithium loop design with the RF design as a reference are: 

 Li inlet temperature 250−450°C  
 Li outlet temperature 350−550°C  
 Inlet pressure < 0.5 MPa  

 
Besides the above basic features, there are some detailed features:  

 The loop pipes are to be sloped by about 15 degrees or so for a gravitational fall-down 
of the liquid lithium when an operating phase is ceased. 

 Valves for the loop should endure a high temperature (up to 600℃). Special type of 
commercial valves are available for this purpose. This kind of valve has a long ‘neck’ 
or stem between the main section of the valve and the ‘handle’ section. 

 Melting of the solidified lithium should be started from the upper side of the lithium 
level to avoid an expansion of the lower part of the bulk lithium.  

 

2.3.2.2. Liquid Lithium Loop 

According to Nakamura, et al., AISI 316 stainless steel can be used for the IFMIF Li loop and 
reduced-activation ferritic martensitic (RAFM) steel can be used for the back wall [2.3-3].  
Also, according to Katsuta, et al. [2.3-4], SS 304 showed excellent performance as a lithium 
loop material at IFMIF conditions. Our test loop initiation should refer to these works.   

However, for the case of AISI 316 or any other stainless steel with their anticorrosion action by 
an oxide formation on their surfaces, there exists the possibility that their surface oxide film can 
be destroyed by a strong reductive action of the liquid lithium.   

Our experience shows that the use of carbon steel as a structural material for a liquid lithium 



 

 

602 

container for other processes provided satisfactory results. So carbon steel can be an attractive 
choice for the structural material for the liquid lithium loop. 

For the circulation of the liquid lithium in the loop, an electromagnetic pump has to be used. A 
simple laboratory version of an electromagnetic pump is introduced in the book by Addison 
[2.3-5, p 21: See Figure 2.3-1].    

.    

 

 

 

 

 

 

 

 

 

 

  

 

Fig. 2.3-1 Laboratory version of an electromagnetic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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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Liquid Lithium 

The main design parameters of the Li system in the KO HCML TBM are summarized in the 
Table 2.3-2.  Average tritium generation rate (gm/day) in the table was calculated based on an 
operational scenario: plasma on for 450 s, plasma off for 1800 s and an overall 25% availability. 
The increase of the tritium concentration in the Li flowing out of the TBM was calculated from 
a simple material balance. 

Last four figures in the Table 2.3-1 shows the duty of the tritium recovery system. 

 

 

Table 2.3-1 Design Parameters of the Korea TBM Li System 

 

 

2.3.3.1. Liquid Lithium and Related Compounds 

2.3.3.1.1. Properties of Lithium and its Compounds 

Liquid Lithium is a soft, silver white metal. Lithium reacts with oxygen from the air to form 
white lithium oxide (Li2O) [Source : Wikipedia]. Solid Li does not burn spontaneously in air, 
but liquid Li is (very) reactive with air, water, concrete, carbon dioxide, and nitrogen. In a 
Li/water reaction, most of the hydrogen is bound to the liquid metal as LiH. The hydride is 
decomposed when temperature exceeds 600°C [2.3-6].   

Actually, commercially available lithium is delivered without a covering oil. Usually lithium 
metals purchased from the suppliers are heavily contaminated with oxides, and a removal of 
these oxides is necessary before its use. The removal of these oxides is accomplished with the 
addition of LiCl and then heating the mixture at 650℃, according to our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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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1.2. Purification of Lithium  

2.3.3.1.2.1. IFMIF method 

Molten lithium will suffer from a contamination from various sources. For example, lithium is 
very likely to form lithium nitride when it meets nitrogen. It is certain that a purification of 
liquid lithium will be a concern when the TBM module operates normally in the ITER site.  
Lithium is also easily contaminated with carbon and oxygen. 

In this respect, IFMIF (International Fusion Materials Irradiation Facility) results are a good 
reference for a lithium purification. The IFMIF is an accelerator-based D-Li neutron source to 
produce intense high-energy neutrons for testing the candidate materials and components used 
in the ITER and DEMO [2.3-6, 2.3-7]. In the IFMIF, major functions of the lithium target 
system are to provide a stable lithium jet for the production of intense neutrons. Major 
impurities in the lithium loop of the IFMIF are protium, deuterium, tritium, 7Be, and other 
species (C, N, O). For a removal of these impurities, its purification system consists of a cold 
trap, a titanium hot trap for a nitrogen trapping, an yttrium hot trap for a tritium trapping and on-
line/off-line monitors. The cold trap will remove C and a hot trap with a titanium getter will 
remove O and N. Conceptual diagram of a purification system for a liquid lithium is shown in 
Fig. 2.3-2. There is another scheme where tritium is removed by a cold trap after a hydrogen 
swamping, and this will be described later for a tritium extraction system. 

 

  

 

Fig. 2.3-2 Concept of the purification system for the liquid lithium based on Nakamura, et 
al. (2004) and Katsuta, et al.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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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1.2.2. Elimination of Lithium Oxide from Metallic Lithium   

Our purification method is generally applicable when Li metal is heavily contaminated with 
lithium oxide [2.3-8]. It relies on the high solubility of Li2O in LiCl (8.7 wt% at 650℃) as well 
as the extremely low solubility of Li metal at the same temperature (ppm order).   

The procedure is that we dissolve lithium containing lithium oxide in LiCl at 650℃ for about 3-
4 hours. Then cooling the mixture to 200℃ will result in dissolved Li2O in the LiCl which is a 
sticky, paste form on the surface of the reaction vessel. Pure lithium remains in the liquid phase 
and can be transferred to another metal container. The purified Li metal shows a metallic shiny 
color. 

For the analysis of the lithium oxide in the lithium metal, samples are taken with a quartz tube 
from the molten salt (LiCl + Li2O) to analyze the Li2O content in the LiCl. Samples are weighed 
and dissolved with distilled water.   

 

Li2O + H2O  2LiOH 

 

Titration is made with standardized 0.1 N HCl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action:   

 

LiOH + HCl  LiCl + H2O 

 

From the above titration result we can estimate the amount of Li2O in a Li sample. 

 

2.3.3.2. Cover Gas and the Globe Box Design 

Works related to lithium metal should be made in a globe box with an argon gas atmosphere at a 
positive pressure to suppress any intrusion of oxygen from the outside. Impurities such as 
oxygen and water in the argon gas should be eliminated [2.3-5]. 

A) Moisture  

Molecular sieve is used as a drying agent for the cover gas.  An example is a 1m X 20mm glass 
U-tube containing a Union Carbide Grade 4A molecular sieve. The sieve is previously activated 
by being heated for 24 h at 300℃ and 10-5 torr. 

B) Oxygen and Nitrogen  

Oxygen and nitrogen can be removed by passing the gas through a column of calcium turnings 
or titanium granules. The reaction becomes more efficient at high temperatures, and the metals 
are therefore contained in a stainless steel tube and heated to 700℃. 
C) Globe Box 

Compartment for a sample introduction or retrieving should have a vacuuming function to 
suppress any intrusion of the outside atmosphere. Vacuums should also have a compensating 
action in accordance with a globe mani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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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Tritium auxiliary system 

2.4.1. Tritium Permeation  

Tritium permeation from where it should be to other components of the TBM or other areas 
must be suppressed. One major method is coating the container surfaces with impermeable 
coatings against a tritium permeation. Details of this work are currently being evaluated. 

 

2.4.2. Coolant Purification 

Processes in the TBM are generally accompanied with protium, and an isolation of tritium from 
the swamp of protium has to be made. Coolant purification will be necessary at various stages, 
and this entails a tritium extraction process. 

An example process is utilizing an electrochemical (EC) pump as reported by the Japanese 
HCSB work group [2.4-1]. The pump utilizes a proton conductor membrane and extracts 
gaseous hydrogen from a blanket’s sweeping gas. EC pump would be applicable for a 
purification or separation of tritium gases for various process steps. But this process needs to be 
developed. 

Another coolant purification design is that of China [2.4-2], in which tritium in the helium 
coolant is removed by a catalysis oxidation and a molecular sieve absorption. Q2O in the 
molecular sieve is further treated by a water gas shift reaction, and then separated by a Pd-Ag 
membrane.  

KO will conduct basic research on a coolant purification for the TBM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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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Remote handling equipment (TBD) 



 

 

608 

2.6 Hot cell equipment (T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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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Procurement Package (TBD) 

2.7.1 Design Description 

2.7.2 Materials 

2.7.3 Manufacturing 

2.7.4 Testing, Inspection and Assembly at a site 

2.7.5 Key Items in the Procurement Package 

2.7.6 Timescale for Proc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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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erformance Analyses 

3.1 Overall procedure of design and performance analysis 
Figure 3.1-1 shows the overall procedure for the design and performance analysis of the KO 
HCML TBM including its safety analysis. A 3-D Monte Carlo analysis was implemented with 
the MCCARD code and MCNP to find the optimum design in terms of neutronics such as TBR, 
number of graphite reflectors, and their array and then, ae 3-D modeling was performed with 
CATIA V5. Thermal-hydraulic analysis was performed in order to calculate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of the first wall and the breeding zone by using the CFD code, CFX-10. Using the 
CFD model for a thermal hydraulic analysis, a finite element model for a thermo-mechanical 
analysis was created by ANSYS Version 10.0, in which the boundary conditions were 
determined from the results of the CFX-10 analysis. For the safety analysis, an Origen code was 
used for an activation, decay heat, nuclear waste and so on. For the accident analysis, CFX-10 
and MARS-GCR codes were used. More detail results and procedures are introduced in the 
following sections;  

 

 

 

 

 

 

 

 

Fig. 3.1-1 Overall procedure of the design and analysis for the KO HCML T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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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Nuclear Analysis  
The nuclear analysis for the KO HCML TBM in the ITER has been performed by MCCARD 
(Monte Carlo Code for Advanced Reactor Design). In the first step, neutron flux and power 
generation from a nuclear heating for each component in the KO HCML TBM were evaluated 
to analyze the irradiation load of the TBM materials with a neutron wall loading of 0.78 MW/m2. 
The important design parameters, TBR (Tritium Breeding Ratio) and NEM (Neutron Energy 
Multiplication factor) were also estimated. In the next step, induced activities and decay heat 
from an operation were evaluated. From the calculated radioactive inventories, radioactive a 
waste assessment was performed by the estimation of a waste disposal rating (WDR).  

 

3.2.1 Code and modeling 

MCCARD is a Monte Carlo code for neutron transport calculations developed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Korea. It has integrated a depletion calculation module and a neutronic analysis 
module. In addition, MCCARD has a photon transport module and a nuclear parameter analysis 
module derived from photon behaviors, e.g., photon flux and photon heating. Because of these 
capabilities, MCCARD is used as an analysis tool for an adequate neutronic design of a fusion 
blanket. It is being applied not only for evaluating the nuclear characteristics of the KO HCML 
TBM but also for developing the blanket concept of a DEMO fusion reactor which considered 
as the next step of the ITER. 

Figure 3.2-1 shows the KO HCML TBM model to be used in the neutronics calculation. All 
components including the common frames in the TBM were considered in this calculation 
model. The dimensions of the TBM are shown in Fig. 3.2-2 and the materials’ compositions 
shown in Table 3.1-1 for each component of the TBM which were employed in the calculation 
model. 

 

Fig. 3.2-1 The cross sectional views of the calculation model for the KO HCML TBM by 
using the MCNPX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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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orizontal cross section 

 

b) vertical cross section 

Fig. 3.2-2 Dimensions of the TBM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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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1 Material composition for each component of the KO HCML TBM 

Composition 
Component Material Density [g/cm3]

Element Weight fraction [%]
Coolant He 1.0ⅹ10-10 He 100.000 

Reflector C 1.44 C 100.000 
Li-6 6.578 

Breeder Li 0.4756 
Li-7 93.420 

Armor Be 1.8032 Be 100.000 
Structure Eurofer 97 7.8 C 0.105 

   Mn 0.400 
   P 0.005 
   S 0.005 
   Si 0.050 
   Ni 0.005 
   Cr 9.000 
   Mo 0.005 
   V 0.200 
   Ta 0.070 
   W 1.100 
   Ti 0.010 
   Cu 0.005 
   Nb 0.001 
   Al 0.010 
   N 0.030 
   B 0.001 
   Co 0.005 
   O 0.010 
   As+Sn+Sb+Zr 0.050 
   Fe 56.872 

Common frame - 4.828 Fe 63.495 
   Cr 17.491 
   Mo 2.496 
   Si 0.749 
   Mn 1.950 
   Ni 16.923 
   O 3.043 
   H 0.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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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Tritium breeding 

To evaluate the tritium self sufficiency for the KO HCML TBM, the tritium production rate and 
tritium breeding ratio were estimated. Tritium is produced mainly in the breeding region 
containing Li from the following reactions; 6Li(n,α)T and 7Li(n,α)T. Tritium is also produced in 
the Be armor as a little amount. The tritium produced in the structure was not considered in this 
estimation. 

Table 3.2-2 shows the tritium breeding characteristics of the KO HCML TBM. Lithium with a 
natural abundance was considered as a breeder material. An estimated value of the TBR in the 
breeding region was 0.135 which means a daily production rate of 2.16 ppm. 

 

Table 3.2-2 Tritium breeding amount for each component in the KO HCML TBM 

Graphite Reflector 
region 

6Li 7Li 6Li + 7Li 

First Breeder1 1.924E-02 2.307E-03 2.155E-02 

First Breeder2 1.544E-02 2.248E-03 1.769E-02 

First Breeder3 1.424E-02 2.185E-03 1.643E-02 

First Breeder4 1.410E-02 2.120E-03 1.622E-02 

First Breeder5 1.492E-02 2.056E-03 1.698E-02 

First Breeder6 1.804E-02 1.992E-03 2.003E-02 

Second Breeder1 8.491E-03 8.958E-05 8.580E-03 

Second Breeder2 6.259E-03 8.801E-05 6.347E-03 

Second Breeder3 6.139E-03 8.574E-05 6.225E-03 

others 5.074E-03 9.058E-05 5.165E-03 

total 1.220E-01 1.326E-02 1.352E-01 

Tritium Breeding Ratio  1.352E-01 

T Production(#/day)  5.769E+21 

T after 1day irradiation(gm)  2.897E-02 

T Concentration(ppm)  2.216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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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Power generation from nuclear heating  

In addition to the TBR, a neutron energy multiplication factor (NEM) is also an important 
parameter in a nuclear fusion reactor. The NEM which is a ratio of the source neutron energy (~ 
14.06 MeV) to the energy deposited in a blanket was evaluated by accounting for both a neutron 
and gamma-ray heating. Figure 3.2-3 shows the total neutron flux including the fast flux (over 
0.1 MeV) according the distance from the plasma side. The value of each neutron flux means 
the neutron flux in each region contributed to by one neutron source. Neutron flux was 
decreased to 10-1 while passing the blanket and the reflector was the main contributor to this. 
But the breeder did not affect this decrease of the neutron flux.    

Figure 3.2-4 shows the power density or nuclear heating at each internal component according 
to its radial distance from the FW. Neutron is the main contributor for producing energy in the 
breeder regions but it is gamma-ray in the reflector and other structural materials. The power 
density or nuclear heating increased at the interfaces between the breeders and reflectors, as 
shown in Fig. 3.2-5. The reason is as follows; since the cross-section of the reaction for 
6Li(n,a)T decreased according to the energy decrease, the energy was produced by thermal 
neutron in the reflector region but fast neutron contributed to it in the breeder region.  

Table 3.2-3 shows the power generation at each component by a neutron and gamma-ray 
heating. 19.15 MeV of energy was produced due to a fusion neutron of 14.06 MeV and 
therefore, the NEM was 1.362. In order to be used in a thermal analysis as a power density, 
these values were converted to power densities at each component according to their distance 
from the plasma side, as shown in Fig. 3.3-2 in section 3.3.1 

 

 

Fig. 3.2-3 Neutron flux in the KO HCML T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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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 Power density for each component 

 

 

Fig. 3.2-5 Power density for the breeding zone 

 



 

 

617 

 

 

Table 3.2-3 Power generation for each component in the KO HCML TBM 

 

Reference Model Neutron heating 

(MeV/gm) 
Photon heating 

(MeV/gm) Total 

 CF - Horizontal  2.155E+00 7.676E+00 9.831E+00 

 CF - Vertical 6.018E-01 2.122E+00 2.724E+00 

 First Wall 4.277E-01 1.202E+00 1.630E+00 

 Breeder       

  -Front Left 3.380E-01 2.227E-02 3.603E-01 

  -Front Right 3.219E-01 2.177E-02 3.437E-01 

  -Rear Left  5.955E-02 1.646E-03 6.119E-02 

  -Rear Right 4.698E-02 1.633E-03 4.862E-02 

 Reflector       

  -Front Left 1.990E-01 1.524E-01 3.515E-01 

  -Front Right 2.006E-01 1.533E-01 3.539E-01 

  -Rear Left  1.112E-01 1.401E-01 2.525E-01 

  -Rear Right 1.124E-01 1.401E-01 2.525E-01 

 Separation Plate 1.745E-02 1.936E-01 2.110E-01 

 Grid Plate 1 4.827E-02 3.308E-01 3.791E-01 

 Grid Plate 2 2.207E-02 2.607E-01 2.828E-01 

 Grid Plate 3 3.885E-03 9.123E-02 9.511E-02 

 Top Wall 1.724E-02 9.098E-02 1.082E-01 

 Bottom Wall 1.733E-02 9.106E-02 1.084E-01 

 Side Wall 7.271E-02 8.820E-01 9.548E-01 

 Back Wall 8.676E-03 2.222E-01 2.309E-01 

 Shield Plug 5.221E-02 5.867E-01 6.389E-01 

Total 4.775E+00 1.438E+01 1.915E+01 

NEM     1.362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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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Induced activity and decay heat after shutdown 

For an improved accuracy of the MCCARD results for the activation characteristics and the 
shielding performances, a fast reactor version of the cross-section library of ORIGEN was 
modified. The induced activities and the decay heats are presented both region-wise and 
isotope-wise. It is shown that, 2 days after a plasma shutdown, the total induced activity drops 
to 66 % of the initial value and the decay heat drops to 30 % of the initial amount and that after 
10 years, the induced activity drops to 1.5 % and the decay heat drops to 0.02 %. More detail 
results are as follows; 

In the calculation, the neutron wall loading was assumed to be 0.78 MW/m2 for 111 days 
operation and then, the results such as the activity and decay heat were obtained for up to 100 
years after a shutdown. 

Total induced activity after a shutdown was estimated as 3.10x105 Ci with a contribution of 
1.22x105 Ci from the FW. Of the radionuclides, 55Fe, 51Cr and 185W were mainly produced, but 
8Li and 14C were produced as a little amount. 51Cr and 185W decay rapidly from 5 to 10 years 
after a shutdown and 54Mn also remains as a little amount at 50 years after a shutdown. However, 
55Fe and 60Co are expected to be a significant radionuclide after a few tens of years from a 
shutdown because of their long half-lives and they remain mainly after 100 years from a 
shutdown. The inventories of the activation products decline rapidly after a few years because 
of the half-lives of the activation products. The estimated results are shown in Figures 3.2-6 and 
3.2-7. 

Decay heat is the main reason for the radiation exposure or high temperature in the equipments. 
At a shutdown, the total decay heat was about 638 W and the main contributors were the FW 
structures. At 100 years after a shutdown, the total decay heat decreased to 7.24x10-8 W. 54Mn 
and 51Cr are significant sources of the decay heat a few years after a shutdown because of their 
high decay energy, 1.377 and 0.753 MeV, respectively. But, 55Fe and 60Co will be significant 
after a few tens of years because of their half-lives. The estimated results are shown in Figures 
3.2-8 and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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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6 Induced activity at each region after a shutdown with an operation during 111-
FPD 

 

Fig. 3.2-7 Induced activity in each radionuclide after a shutdown with an operation during 
111-F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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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8 Decay heat at each region after a shutdown with an operation during 111-FPD 

 

 

 

Fig. 3.2-9 Decay heat from each radionuclide after a shutdown with an operation during 
111-F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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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Waste analysis (T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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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Dose rate etc. (T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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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Thermal hydraulic Analyses  

3.3.1 Boundary conditions and code 

By a neutronic analysis, as shown in section 3.2, a power of 0.675 MW is deposited on the KO 
HCML TBM of which 0.398 MW is on the FW and 0.276 MW is on BZ including structural 
material, graphite reflector, and molten lithium. With a given surface heat flux (SHF) of 0.3 
MW/m2 and a neutron wall loading of 0.78 MW/m2, the nuclear power deposited on the various 
regions is summarized in Table 3.3-1. Here, the components are named like this: the FW 
consists of a front FW and two side walls (SW). Cooling channels in the BZ consist of a three 
grid channel which is parallel to the plasma side and one separation channel which is 
perpendicular to the plasma side. Lithium consists of the front and back regions. Graphite 
reflector also consists of front and rear regions, as shown in Fig. 3.3-1. Since the power at each 
component is strongly dependent on the distance from the plasma side, as shown in Fig. 3.3-2, a 
variance of a power density according to its distance from the plasma side is considered in the 
thermal hydraulic (TH) analysis.  

The temperature limits of the inlet helium temperature and the maximum structural material 
temperature are assumed to be 300 oC and 550 oC , respectively, for the following reasons; the 
helium inlet temperature is fixed by the embrittlement of Eurofer under an irradiation. The 
increase of the DBTT (Ductile Brittle Transition Temperature) can become a concern if the 
irradiation temperature is lower than 300 oC. The strength of a steel such as Eurofer drops 
sharper above 550 oC and its creep strength is sharply reduced for T>600 oC. As a compromise, 
550 oC is fixed as the maximum temperature limit for the structural material [3.3-1].  

In order to supply the enough cooling to the FW with a surface heat flux of 0.3 MW/m2 and the 
resultant deposited energy without exceeding 550 oC for the structural material, a helium 
coolant velocity of about 50 m/sec is needed in the design of the KO HCML TBM, thus, the 
mass flow rate becomes 1.22 kg/sec. As mentioned in section 2.1.3.5, the helium coolant flows 
to the backwall at first and then, a half of the coolant flows into the first two groups respectively 
which are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first wall and then it flows into each the next two-groups. 
After cooling the first wall, a half of the coolant flows into the top cover and then it cools the 
channels in the front breeding zone (filled 19 channels in Fig. 3.3-10). Another coolant flows 
into the bottom cover and then it cools the channels in the rear breeding zone (hollow 16 
channels in Fig. 3.3-10). These He coolants are collected in each cover and then returned to the 
backwall. Finally, they flow into the helium auxiliary system for a temperature recovery (see Fig. 
2.1-17).  

Physical properties of each component including the helium coolant are used as shown in Table 
3.3-2. Since most of them are strongly dependent on a temperature variance, their characteristics 
are considered in this thermal hydraulic analysis and a future thermo mechanical analysis.  

CFD code, CFX-10 was used to evaluate the thermal performance of the KO HCML TBM [3.3-
2]. The modeling by CATIA was performed and the meshes were generated for each component 
with ICEM CF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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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1 Power density for each component in the KO HCML TBM 

 

 

 

 



 

 

625 

 

Fig. 3.3-1 Cross-sectional view of the KO HCML TBM and its components 

 

 

Fig. 3.3-2 Power density distribution for each component according to its distance from 
the plasma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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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2 Physical properties of each component in the KO HCML T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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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Thermal hydraulic analysis for a single FW 

The calculation model for the single FW with a U-shape helium gas flow channel including the 
Be armor is shown in Fig. 3.3-3. The mesh was carefully generated near the wall by considering 
Y-plus for a wall friction. Finally, the generated mesh for the single FW is shown in Fig. 3.3-4 
and the total number of elements is 35,723 with a minimum quality of 0.83. The FW consists of 
60 single channels and 10 channels is one group, as mentioned before. Therefore, the analysis 
for the single FW was iterated three times to evaluate the whole FW temperature distribution. 
The inlet helium temperature was assumed to be 300 oC with a static pressure of 8 MPa. So as 
not to exceed the maximum temperature of the structural material of 550 oC, the used coolant 
flow rate and velocity were 50 m/sec and 1.22 kg/sec, respectively. The normal and peak surface 
heat fluxes from the plasma are assumed to be 0.3 and 0.5 MW/m2, respectively, and heat fluxes 
were applied to the surface of the Be armor. Figures 3.3-5 and 3.3-6 show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for the single FW for each group with both heat fluxes conditions. The maximum 
temperatures for the whole FW are shown in the Be armor. Also, the maximum temperatures in 
the FW except for the Be armor are shown at the interface of the Be armor and the FW structure. 
The outlet helium gas temperatures and the maximum temperature in the FW are shown in Fig. 
3.3-7. The maximum temperatures were predicted to be 503.5 and 517.9 oC at the FW channel 
and the Be armor, respectively, at a normal heat flux for the third group. And the maximum 
temperatures were predicted to be 613.9 and 637.6 oC at the FW channel and the Be armor, 
respectively at a peak heat flux for the third group. The pressure drop of the coolant in the single 
FW channel was predicted to be 8.2 kPa.  

 

 

 

 

 

 

 

Fig. 3.3-3 Modeling and checking mesh for the single FW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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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 Generated mesh for the single FW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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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 Temperature distribution at a normal heat flux (0.3 MW/m2) for a single F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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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6 Temperature distribution at a peak heat flux (0.5 MW/m2) for a single F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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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7 Temperature distribution at normal and peak heat fluxes for an entire F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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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Thermal hydraulic analysis for the BZ combined with the FW 

In order to perform the thermal hydraulic analysis for the BZ combined with the whole FW 
including the Be armor with the CFX-10 code, the meshes were generated separately and then 
combined. Figure 3.3-8 shows the meshes for the whole FW; FW structure, 60 FW channels, 60 
FW fluids, and the Be armor. The total number of elements for the fluid and structure were 
722,131 and 1,080,800, respectively, with a minimum quality of 0.80, as shown in Table 3.3-3. 
Figure 3.3-9 shows the meshes for the BZ; fluid in the BZ, graphite reflector, Li breeder and BZ 
structure including the grid, separation plate, and manifold. Here, the Li breeder was modeled as 
a solid and the flow analysis including the MHD effect was performed separately. The total 
number of elements for the fluid and structure were 1,275,359 and 502,709, respectively, with a 
minimum quality of 0.80, as shown in Table 3.3-3. 

Since the backwall and covers as a manifold were not simulated, the inlet helium conditions for 
the BZ and FW were assumed to be the values from the previous FW analysis in section 3.3.2. 
The inlet helium temperature of the BZ channels was assumed to be 360 oC with a static 
pressure of 8 MPa. The inlet velocities of the BZ channels were assumed to be 26 m/sec and 31 
m/sec at the front and rear channels, respectively, by a mass balance. Figure 3.3-10 shows the 
cross-sectional view of the BZ channels and the number of channels (front and rear region) was 
considered in this mass balance. The normal surface heat flux from the plasma was assumed to 
be 0.3 MW/m2 and a heat flux was applied to the surface of the Be armor in the same way as the 
FW analysis.  

Figure 3.3-11 shows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at the plane 5 mm from the top manifold and 
the maximum temperature was obtained as 535 oC in the front graphite reflector. Figures 3.3-12 
and 3.3-13 show more detailed temperature profiles for lines 1 to 6. Lines 1 to 3 are located in 
the BZ including the reflector and breeder, and lines 4 to 5 are in the grid plate to establish the 
temperature of the structure. It shows that the maximum temperature of the structural materials 
does not exceed 550 oC. In the same way, Figure 3.3-14 shows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at 
the plane 5 mm from the bottom manifold and the maximum temperature was obtained as 541.4 
oC in the front graphite reflector. Figures 3.3-15 and 3.3-16 show more detailed temperature 
profiles according to lines 1 to 6. It also shows that the maximum temperature of the structural 
materials does not exceed 550 oC. The pressure drops of the coolant in the BZ channels were 
predicted to be 4.6 kPa and 6.2 kPa for the front and rear regions, respectively.   

Figure 3.3-17 shows the temperature distributions at the Be surface and the interface between 
the Be armor and FW structure, which is the maximum temperature for the FW structure. The 
maximum temperatures for the Be armor and FW structure were 525 oC and 510 oC, respectively, 
which are slightly higher than the single FW analysis results due to the heat from the B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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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8 Meshes for the whole FW (fluid + structure)  

 

 

 

 
Fig. 3.3-9 Meshes for the BZ (fluid + structure)  

 



 

 

634 

 

 

 

Table 3.3-3 Generated meshes for the TH analysis in the KO HCML TBM 

 

 

 

 

 

 

Fig. 3.3-10 Coolant inlet boundary conditions for the B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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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1 Temperature distribution at a plane with a distance of 5 mm from the bottom of  
the BZ  

 

 

Fig. 3.3-12 Temperature profile in the radial direction with a distance of 5 mm from the 
bottom of the B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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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3 Temperature profile in the toroidal direction with a distance of 5 mm from the 
bottom of the BZ  

 

Fig. 3.3-14 Temperature distribution at a plane with a distance of 5 mm from the top of the 
B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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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5 Temperature profile in the radial direction with a distance of 5 mm from the 
top of the BZ  

 

Fig. 3.3-16 Temperature profile in the toroidal direction with a distance of 5 mm from the 
top of the B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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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7 Temperature distribution at the Be surface and the interface between the FW 
structure and Be arm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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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Flow distribution analysis for the helium coolant 

In order to design the manifolds, covers, and backwall as coolant distributors, several flow 
analyses were performed. A group of the FW coolant channels consists of 10 channels and 
helium coolant flows from the backwall. A uniform distribution at the FW channels was 
evaluated with a model for all the FW channels and backwall, as shown in Fig. 3.3-18, in which 
only the fluid with constant physical conditions such as a temperature of 400 oC and a pressure 
of 8 MPa were considered. And also, there was no structure for a heat source. The total number 
of elements for the fluid and structure were 1,181,485 with a minimum quality of 0.45. Figure 
3.3-19 shows the velocity distribution at the BW and FW channels and the flow distribution 
seems to be uniform of which the mass flow rates were 9.6 % to 11.0 % at each channel, as 
shown in Table 3.3-4.    

The flow model for the flows from the covers to the manifolds and BZ channels was modeled as 
shown in Fig. 3.3-20. The total number of elements for the fluid and structure were 1,570,354 
with a minimum quality of 0.45. The evaluation results are being prepared.  

 

 

 

 

  

Fig. 3.3-18 CFX-pre and meshes for flow distribution analysis for the BW to the F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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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9 Flow distribution at the BW to the FW 

 

Table 3.3-4 Flow distribution for the all FW chann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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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0 Flow distribution model for the BW to the BZ  

 

 

Fig. 3.3-21 Flow distribution results for the manifold to the B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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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MHD analysis for the molten lithium 

Pressure drop, flow redistribution, velocity profile and heat transfer by MHD effects are 
important issues in the KO HCML TBM design. Even though the lithium velocity was designed 
to be below a few mm/sec to reduce the MHD effect, it should be evaluated in terms of a 
pressure drop and velocity profile. Here, a heat transfer was not considered, but the CFX-10 
code with a newly adopted electro-magnetic module has been used for this analysis.  

A commercial code, CFD-ACE, which has an electro-magnetic module, was used for the 
preliminary analysis for the MHD effect without heat transfer. Figure 3.3-22 shows the model 
and mesh for the MHD analysis and the simple boundary conditions. The B field was assumed 
to be constant, 5 T, in the toroidal direction and the inlet lithium velocity to be 1 mm/sec at the 
bottom side. The flow model had the same geometry as the designed one. Two cases were 
compared to find the B field effect; one had no B field and the other had a B field of 5 T, as 
shown in Table 3.3-5.  

The velocity profiles of the lithium flow in the KO HCML TBM at the inlet region are shown in 
Fig. 3.3-23. Different from the no B field case, the lithium flow is recirculated near the manifold 
region, which is a role of the wall in this lithium flow and causes large pressure drop by the 
MHD effect. The velocity profiles of the lithium flow at the front and rear regions are shown in 
Fig. 3.3-24. Different from the no B field case, the lithium flows uniformly in the main channel. 
The overall pressure drops, and average and maximum velocities for both cases are summarized 
in Table 3.3-5.  

 

 

Fig. 3.3-22 Model/mesh and boundary conditions for the MHD analysis 



 

 

643 

 

 

 

 

 Without B field    with B field (5T) 

Fig. 3.3-23 Velocity profiles for the inlet region 

 

Table 3.3-5 Flow distribution in the KO HCML TBM 

 Without B field With B field (5T) 

Pressure difference [Pa] 0.037 0.062 

Max. velocity [mm/sec] 2.2 3.5 

Avg. velocity in front region 
[mm/sec] ~0.5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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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4 Velocity profiles for the front and rear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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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Thermo-mechanical Analysis  

3.4.1 Thermo-mechanical analysis for the single FW 

Using the CFD model of the first wall for the KO HCML TBM, a finite element model for a 
thermal analysis was created by ANSYS Version 10.0. The boundary conditions such as  the 
temperature distributions were directly imported from the results of the CFX-10 analysis. In the 
case of the average heat flux condition, the maximum deformation of the first wall was 1.3 mm 
and the maximum von Mises equivalent stress of it was 2540 MPa, as shown in Figures 3.4-1 
and 3.4-2, respectively. However, these value are too large and the analysis and design are being 
modified. Similarly, in the case of the peak heat flux condition, the maximum deformation of 
the first wall was 1.74 mm and the maximum von Mises equivalent stress of it was 1390 MPa, 
as shown in Figures 3.4-3 and 3.4-4,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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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 Deformation distribution for the single FW at a normal heat flux (0.3 MW/m2) 

 

 

Fig. 3.4-2 von Mises stress distribution for the single FW at a normal heat flux (0.3 
MW/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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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 Deformation distribution for the single FW at a peak heat flux (0.5 MW/m2) 

 

 

Fig. 3.4-4 von Mises stress distribution for the single FW at a peak heat flux (0.5 MW/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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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Thermo-mechanical analysis for the whole HCML TBM 

T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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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Tritium Management Analyses 

3.5.1 Getter Utilization 

Tritium should be well contained without a leakage for the whole process of an experimentation.  
Before any tritium treatment is made, provisions should be made for a safe containment of 
tritium. A safe way of containing tritium is storing it in getter material. Getters for hydrogen 
isotopes generally create metal hydrides. 

Some of the known metal hydrides with a hydrogen capacity are shown in Table 3.5-1 [3.5-1]: 

 

Table 3.5-1 Storage Capability of Some Hydrides and Related Compounds 

UH3 120 moles/liter 

LaNi5H6 59 moles/liter 

PdH0.7 37 moles/liter 

Liquid hydrogen at 20 K 35 moles/liter 

Water 56 moles/liter 

 

As can be seen from the table, a metal hydride can hold more hydrogen in a given volume than 
liquid hydrogen. Therefore, an isotope separation using a metal hydride is a high density 
operation. Very large storage capacity of UH3 is required, and work with this material needs be 
performed carefully.  

According to Penzhorn, metal tritides are produc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action [3.5-2]: 

 

M(s) + 
2
x

Q2(g) = MQx(s)     Q =( H, D, T)         (3.5-1) 

 

This reaction is proposed for the safe and high density storage of tritium gas during the 
operation of fusion machines, and is exothermic and usually spontaneous at room temperature, 
particularly when the metal is in a powder form. In principle, because of the reversible character 
of this reaction, the immobilized tritium can be recovered by a thermal treatment. 

KAERI has been performing an experimentation on Ti and Zr-Co getters for a tritium container 
design [3.5-3]. Results with these materials will be utilized to the storage of tritium arising from 
various facets of a tritium experimentation, e.g. tritium extraction from a breeder material or a 
purification of tritium-contaminated air. An example utilization of a getter material is storing 
hydrogen isotopes and then extracting these isotopes when they are needed for our own 
experiments or ITER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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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Other Items 

T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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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lectromagnetic Analyses  

3.6.1 Introduction 

Electromagnetic analysis of a TBM that is realized and modified with a vacuum vessel as a 2-D 
and 3-D ANSYS model is performed. The objective of the analysis is to investigate, in the case 
where the plasma of a normal operation abruptly generates a disruption, the structural safety of a 
TBM. For the structural safety analysis of a TBM, the inductive current of the TBM needs to be 
achieved first according to the plasma current transient during a disruption, where the Lorentz 
force is solved from the inductive current of the TBM by a toroidal magnetic field, a poloidal 
magnetic field and a self consistent magnetic field. With the acknowledgement of the TBM 
stress by the Lorentz force, the structural safety of the TBM is examined. 

 

3.6.2 Reference disruption 

According to the ITER classifications for load specifications, a central disruption (CD) of type 2 
(upset worst case fast disruption) is used [3.6-1]. The plasma current, starting from the operation 
value of 15 MA, first peaks at up to ~ 16.5 MA and then decreases linearly to zero in 40 ms. The 
curves of the plasma height and radius provide the plasma center movement during a disruption, 
as shown in Fig. 3.6-1. 

Due to the plasma current transient, in the plasma near conductive structures, inductive currents 
occur, which on the other hand produce Lorentz forces in a given electromagnetic field of the 
toroidal and poloidal coils. In this work, these time dependant loadings for the TBM are under 
investigation. 

 

 

Fig. 3.6-1 Central plasma disruption (MD40msLC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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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The 3D Model of EM analysis 

With the ANSYS FEM code, a 10 degree slice of a sphere containing a local model is built, as 
shown in Fig. 3.6-2. Using the vector potential theory (SOLID97 8-nodes brick elements) the 
whole area surrounding the structures of the conductive parts has to be modeled, as shown in 
Fig.3.6-3. The red elements are infinitive elements (INFIN111). Figures 3.6-4 and 3.6-5 show a 
common frame containing a TBM and a detailed TBM modeling, respectively. 

The analysis model consists of 355,132 elements and 172,711 nodes. The structural safety 
evaluation of the TBM is the main objective according to the induced eddy current of the TBM 
and the Lorentz force due to the applied current. A conductive structural part that is affected by 
the distribution of a magnetic field and the magnitude of an inductive current is configured by a 
hexahedron element with dense meshes. The other parts are modeled by tetrahedron elements. 
The vessel parts of the conductive structures are applied with the material property of AISI 
316LN and the other parts of the TBM and the common frame are applied with the material 
property of AISI 430. The geometry of the TBM part is simplified for the efficiency of an 
analysis and also the material properties of the TBM are assumed to be identical. The material 
properties are assumed to be constant for all the changes of the operation temperature. Three 
material types are used, as shown in Table 3.6-1. For a simplification of the analysis, physical 
properties are assumed to be linear.  

 

 

 

   

 

Fig. 3.6-2 3D model including a VV for the EM analysis 



 

 

653 

 

 

 

Fig. 3.6-3 3D model of the conductive model parts for the EM analysis  

 

Fig. 3.6-4 3D model of the common frame and KO HCML TBM for the EM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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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5 3D model of the KO HCML TBM for the EM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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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1 Material property 

 PERMEABILITY RESISTIVITY MODULUS POISSON RATIO

AIR 1    

AISI 316LN 1.02 80E-8 186E9 0.277 

AISI 430 BH Curve* 92.5E-8 174E9 0.3 

 

 

Fig. 3.6-6 BH curve 

 

 

Fig. 3.6-7 NU curve 



 

 

656 

3.6.4 Result 

3.6.4.1 The Induced Eddy Current 

Figures 3.6-8 through 3.6-11 show the distribution of the magnetic fields in the vacuum vessel, 
conductive parts, the common frame of the TBM, and the TBM itself, respectively. Here, the 
generated magnetic fields occur in 20 msec after the disruption is generated. The maximum 
induced magnetic flux density is shown in the lower part of the center line in the common frame 
and its value is about 2 Tesla, as shown in Fig. 3.6-10 

Figures 3.6-12 through 3.6-15 show the induced currents in the vacuum vessel, conductive parts, 
the common frame of the TBM, and the TBM itself, respectively. Also, Figure 3.6-16 shows the 
cross-sectional distribution of the induced current in the KO HCML TBM. The induced eddy 
current flows in a reverse direction in the right and left areas of the cross section in the TBM. 
Also, it is foreseeable that the Lorentz force operates in the opposite direction on the area of  
the cross section of the TBM. The maximum magnitude of the eddy current is shown in the right 
and left areas of the cross section of the TBM. 

Figures 3.6-17 and 3.6-18 show the evolution of the maximum magnetic flux density and the 
maximum eddy current in the KO HCML TBM. The maximum current density is 4 MA/m2 at 
37 msec after the disruption is generated. 

 

 

 

 

Fig. 3.6-8 Magnetic field distribution for the vacuum vessel 

 



 

 

657 

 

Fig. 3.6-9 Magnetic field distribution for the conductive parts 

 

Fig. 3.6-10 Magnetic field distribution for the common frame of T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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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11 Magnetic field distribution for the T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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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12 Inductive current for the vacuum vessel 

 

 

Fig. 3.6-13 Inductive current for the conductive 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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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14 Inductive current for the TBM frame 

 

 

Fig. 3.6-15 Inductive current for the KO HCML T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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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16 Induced current for the cross section of the KO HCML TBM 

 

 

 

Fig. 3.6-17 Magnetic flux density in the TBM according to th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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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18 Inductive current density in the TBM according to th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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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2 Lorents Force 

Figure 3.6-19 presents the directional sum of the Lorentz force vs time by the toroidal field coil 
by considering the effect of the magnetic field. Figure 3.6-20 shows the directional force of the 
reaction at the fixed node. Due to the good agreement between the above two graph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static structural finite element analysis of the TBM is performed successfully. 

 

 

Fig. 3.6-19 Directional sum of the Lorents force 

 

 

Fig. 3.6-20 Direction force of the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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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Structural Analysis 

The result for the structural analysis is based on the condition that the connecting part of the 
TBM is a constraint for the TBM’s frame. As a boundary condition of analysis, the connecting 
part of the TBM is constraint for all DOFs (degree of freedom). Force load is applied from the 
Lorentz force. Figure 3.6-21 presents the directional stress and Von Mises stress and Figure 3.6-
22 is that for the directional displacement. The maximum stress is presented about 11 MPa at 
the connecting part of the TBM and the other stresses are less than 5 MPa. The displacement of 
the TBM is about 0.2 mm. 

 

 

 

 

 

 

 

 

Fig. 3.6-21 Stress distribution for the KO HCML T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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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22 Displacement distribution for the KO HCML TBM 

 

3.6.6 Summary 

Accordingly as the plasma current is transiently decayed during a disruption, the Lorentz force 
is examined by using the inductive current of the TBM by toroidal magnetic field, poloidal 
magnetic field and self consistent magnetic field. As an acknowledgement of the TBM’s stress 
and displacement by the Lorentz force, the structural safety of the TBM is evaluated. Therefore, 
a stress value of less than 11 MPa is examined from the electromagnetic and structur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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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Safety Analysis  
The designed TBM should not adversely affect the safety of the ITER and its operation. General 
safety requiremen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3.7-1];  

 

 All ex-vessel parts of a cooling and other auxiliary system are part of the first 
confinement barrier. 

 Decay heat removal should be achieved by a thermal radiation to a basic component. 
 Chemical reactions between a coolant, air and breeder/multiplier material shall be 

limited so that a confinement function is not threatened. Self-sustaining chemical 
reactions shall be precluded by designing for a sufficient heat transfer to colder parts of 
the ITER. The 2.5 kg limit for an additional hydrogen production should not be 
exceeded. 

 Special consideration for Li fires in a local test module confinement shall be made. 
 Intermediate cooling loops are necessary for the liquid Li system. 
 Limit the potential hydrogen production to 2.5 kg for each independent module (no 

common cause failure).  
 Liquid Li shall be limited to less than 35 liters. 
 Beryllium of the first wall of the test module should be limited to 10 kg (in addition to 

breeder multiplier inventory potentially producing hydrogen). 
 Potential beryllium-steam reactions in the pebble-bed breeder designs need to be 

addressed (Hydrogen, Heat of reaction etc.). 
 Test blanket port cells shall enhance a confinement function for radiological 

inventories. 
 The test blanket assembly cask (which stays in place during operation) should have a 

confinement function.  
 Test blanket module shall be recessed by 50 mm from the first wall of a basic 

component. 
 Deviations from these assumptions must be justified by a detailed accident analysis 

and agree with the ITER requirement. 
 

According to the above safety requirements and guidelines, the following safety related analyses 
were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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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Activation products (TBD) 

 

3.7.2 Potential release (TBD) 

 

3.7.3 Dose rate estimation (TBD) 

 

3.7.4 Waste amount (T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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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Accident analyses 

The safety assessments related to accidents such as a loss of coolant accident (LOCA) were 
performed with the following three postulated events; in-vessel LOCA, in-box LOCA, and ex-
vessel LOCA. The objectives of these analyses were to evaluate the temperature evolution at the 
TBM and to demonstrate that the TBM does not adversely affect the ITER. A more specific 
procedure to determine the postulated initiated events (PIEs) is being performed but here, the 
preliminary analyses results are introduced.  

3.7.5.1 Codes and models 

In order to evaluate the temperature at each accident condition, the MARS-GCR code was used 
for system analysis, which was developed for a gas cooled reactor at KAERI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in Korea and CFX-10 was used to obtain a specific temperature 
distribution at the KO HCML TBM.  

Figures 3.7-1 and 3.7-2 show the nodalizations for the KO HCML TBM and its helium cooling 
system, respectively. In order to validate the generated input for the MARS-GCR code, the 
results for the temperatures at a steady-operation by MASR-GCR are shown in Fig. 3.7-3. Table 
3.7-1 shows a comparison of the simulation conditions and temperatures by CFX-10 and 
MARS-GCR. Figure 3.7-4 shows the models and meshes for the transient analysis by CFX-10. 
For the FW, a 3D model and meshes were generated to obtain a detailed temperature 
distribution, but for the BZ including the FW, a 2D model and meshes were generated.   

 

 

 

 

Fig. 3.7-1 Nodalization of the KO HCML T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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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2 Nodalization of the HCS for the KO HCML TBM 

 

 

Fig. 3.7-3 Temperature distribution at the BZ in the KO HCML TBM by MARS-G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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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7-1 Comparison of conditions and temperature results by CFX-10 and MARS-
GCR 

 

 

 

 

 

Fig. 3.7-4 Models and meshes for the transient analysis by CFX-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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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2 Boundary conditions 

Boundary conditions used in the accident analyses are summarized in Table 3.7-2. At a normal 
operation, the surface heat flux was assumed to be 0.5 MW/m2 for a conservatism and previous 
nuclear heating results were used, which were introduced in section 3.3.2.   

 

 

Table 3.7-2 Boundary conditions used for the accident analyses 

Normal operation 0.5 
Surface heat flux 

[MW/m2] 
Plasma disruption 

(for 100 ms) 5.5 

Nuclear heating at normal operation From steady analysis 
(see Fig. 3.3-2) 

Decay heat after plasma shutdown From neutronic analysis 
(see Fig. 3.2-8) 

FW surface after plasma shutdown Natural convection & radiation 
(HTC = 2 W/m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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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3 LOCA analyses and their results 

A safety analysis related to postulated accidents is essential for both a licensing and acceptance 
for an installation in the ITER. For the safety assessment, three groups of accidents such as (1) 
in-vessel TBM Loss-of-coolant-accident (LOCA), (2) in-TBM breeder box LOCA, and (3) ex-
vessel TBM LOCA should be investigated to cover all the relevant accident scenarios to address 
the behavior of the TBM under hypothetical accident scenarios and to assess the ultimate safety 
margins of the TBM.  

 

3.7.5.3.1 In-vessel LOCA 

Coolant from the break pipes is spilled into the vacuum vessel, by assuming a guillotine break 
of all TBM FW channels and that a plasma disruption occurs. A loss of offsite power is assumed 
to occur coincidently with the initiation of the accident. And the pump and circulator for the 
ITER and the TBM ancillary cooling loops are coasted down. VV cooling system is in the 
natural convection mode, for maintaining the VV inner surface temperature at about 135 oC. The 
scenario for an in-vessel LOCA is summarized in Table 3.7-3.   

In this accident, VV pressurization and temperature evolution at the FW were investigated; 

VV pressurization is caused by the helium coolant in the KO HCML TBM and its helium 
cooling system, by not considering a pressurization by steam in the secondary side. Since a 
relatively smaller volume when compared to that of the VV. The VV pressurization caused by 
the helium ingress is about 15 kPa by assuming a plasma volume of 1150 m3, which is much 
lower than the limitation of the VV pressure, 0.2 MPa. 

Figure 3.7-5 shows the temperature evolution during 1 hour for the in-vessel LOCA. The Be 
temperature reaches 902 oC at 0.1 sec due to the large thermal load on the armor, and then 
decreases gradually to 485 oC after 1 hour. The FW temperatures are 795 oC at 0.1 sec and 485 
oC after 1 hour.  

 

 

 

 

 

 

Table 3.7-3 Scenario and boundary conditions for the in-vessel L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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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5 Temperature evolution for the Be armor and FW in the in-vessel LOCA 

 

3.7.5.3.2 Ex-vessel LOCA 

A guillotine break in the helium cooling system for the KO HCML TBM is postulated. By a loss 
of coolant in the TBM, the cooling ability of the TBM is decreased. If the accident can be 
detected in time and the plasma shuts down immediately, and only a decay heat remains, the 
TBM will not melt. If no active plasma shutdown is assumed, then a plasma burn is supposed to 
be passively terminated once the FW has reached the melting temperature of the Be protection 
layer (~1100 oC). As a consequence, a disruption is postulated to further damage the TBM FW. 
The deposition energy by the nuclear heat and surface heat disappears after a plasma disruption, 
and only decay heat remains. A loss of offsite power is assumed to occur coincidently with the 
initiation of the accident. And the pump and circulator for the ITER and the TBM ancillary 
cooling loops are coasted down. VV cooling system is in the natural convection mode, for 
maintaining the VV inner surface temperature at about 135 oC.  

For the ex-vessel LOCA, the following two cases were considered; 

(1) active plasma shut-down after a delayed accident detection with a disruption and 

(2) no active plasma shut-down. 

For case (1), the KO HCML TBM behavior has been assessed by assuming that the accident can 
be detected only after 10 seconds due to a failure of detection. Then, the plasma is disrupted and 
the surface heat flux reaches 5.5 MW/m2 during 100 ms. During the transient, 13.1 seconds, the 
nuclear heating remains at nominal values and the decay heat is not taken into account after this 
time. The scenario and test conditions are summarized in Table 3.7-4. Figure 3.7-6 shows the 
temperature evolutions for the FW and BZ, respectively. 

Be armor and first wall temperatures reach 900 oC and 800 oC, respectively. And their 
temperatures are recovered after 1000 sec. Similarly, the temperature evolution at the BZ is 
shown in Fig. 3.7-7. The temperatures of all the components in the BZ remain below 500 oC. 
Figure 3.7-8 shows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at each time in the BZ including the F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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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7-4 Scenario and boundary conditions for the ex-vessel LOCA: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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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6 Temperature evolution for the Be armor and FW in the ex-vessel LOCA: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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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7 Temperature evolution for the BZ in the ex-vessel LOCA: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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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8 Temperature distribution for the BZ in the ex-vessel LOCA: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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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 assumes that the accident remains undetected and the plasma continues to burn with a 
peak surface heat of 0.5 MW/m2 until the first wall reaches a temperature of 1100 oC. At this 
temperature, the beryllium layer starts to sublimate into the plasma and stops operation so that 
the surface heat flux drops to zero. In order to establish when the Be temperature reaches this 
temperature, an evaluation was performed as shown in Table 3.7-5 and Fig. 3.7-9. The 
performed calculations indicate that the first wall temperature reaches this temperature at about 
34 sec after the beginning of the accident. In the same way as in the previous case (1), the 
plasma is disrupted and the surface heat flux reaches 5.5 MW/m2 during 100 ms, the nuclear 
heating remains at nominal values and the decay heat is not taken into account after this time. 
The scenario and test conditions are summarized in Table 3.7-6.  

Figure 3.7-10 shows the temperature evolutions for the FW and the BZ, respectively. Be armor 
and first wall temperatures reach 1350 oC and 1250 oC, respectively. And their temperatures 
reach 580 oC after 10000 sec. Similarly, the temperature evolution at the BZ is shown in Fig. 
3.7-11. The temperatures of all the components in the BZ remain below 550 oC. Figure 3.7-12 
shows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at each time in the BZ including the FW.  

 

 

 

 

 

 

 

 

 

Table 3.7-5 Scenario and boundary conditions to establish the Be melting time in the ex-
vessel LOCA: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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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9 Temperature evolution for the FW in the ex-vessel LOCA: case (2) 

 

 

 

Table 3.7-6 Scenario and boundary conditions for the ex-vessel LOCA: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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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10 Temperature evolution for the Be armor and FW in the ex-vessel LOCA: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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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11 Temperature evolution for the BZ in the ex-vessel LOCA: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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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12 Temperature distribution for the BZ in the ex-vessel LOCA: case (2) 



 

   

683  

3.7.5.3.3 in-TBM LOCA  

A guillotine break in the helium cooling system for the KO HCML TBM is postulated. By a loss 
of coolant in the TBM, the cooling ability of the TBM is decreased. Except for a pressurization 
of the TCWS vault, the scenarios are almost the same as the ex-vessel LOCA, which were 
discussed in section 3.7.5.3.2.  

 



 

   DDD for the KO HCML T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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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elivery and Required R&D prior to the ITER 
Since the ITER is the only machine to test a tritium breeding blanket before the Korean DEMO 
construction, a demonstration and validation of the KO HCML TBM in the ITER is very 
important. For a successful delivery of the KO HCML TBM itself and further the preparations, 
the following are essential; 

 

 joining and fabrication technology for its structural material, 
 graphite reflector technology with the shape of a pebble or a block, 
 lithium flow related technology; MHD analysis and experiment, 
 helium technology, especially for a high temperature and a high pressure, 
 tritium extraction and control, 
 and other items to be validated: instrumentation, remote handling, and so on.  

 

The overall R&D plan is shown in Fig. 4.1-1. In the following sections, the status and plans for 
the items above are descri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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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1 Overall R&D plan for the KO HCML T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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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Joining and fabrication technology for a structural material 
Eurofer and F82H are considered to be the candidate structural materials as a candidate for the 
KO HCML TBM and Eurofer was used in the design and performance analyses. In order to 
develop the joining and fabrication technology, general FM steel (FMS) is being used.  

The following items are currently being performed or considered; 

 Optimum HIP conditions for a joining of FMS/FMS and of Be/FMS  
 Conditions for a post HIP heat treatment (PHHT) 
 Mock-up fabrication and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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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Thermal fluid MHD 
Pressure drop, flow redistribution, velocity profile and heat transfer by MHD effects are 
important issues in the KO HCML TBM design. Even though the lithium velocity was designed 
to be below a few mm/sec to reduce the MHD effect, it should be evaluated in terms of a 
pressure drop and velocity profile. So far, a heat transfer has not been considered in the MHD 
analysis with CFD-ACE code but the CFX-10 with a newly adopted electro-magnetic module 
has been used for this analysis. The CFX-10 with the new module is known to be validated for 
several MHD related problems, but there has been no application to nuclear fusion. Therefore, a 
benchmark problem is selected and used for its validation, as shown in Fig. 4.2-1. Figure 4.2-2 
shows the model and meshes for the MHD analysis and the boundary conditions, which will be 
performed after the validation process.  

 

 

 

 

 

 

 

 

 

 

Fig. 4.2-1 Benchmarking problem for the MHD analysis with ANSYS-CFX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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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2 Meshes and boundary conditions for the MHD analysis of the KO HCML TBM 
with ANSYS-CFX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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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R&D related to the Helium Coolant  
In order to validate the design parameters for the helium cooling system such as the mass flow 
rate, temperature, pressure drop, and heat transfer, a helium loop is essential. We have a plan to 
construct a helium loop, which can be used for a prototype test, and now the preliminary design 
is being performed. Before a large-scale test facility, a small-scale test facility was constructed 
with the following objectives; 

 PCHE test as a recuperator and heat exchanger 
 Basic test with a TBM FW mock-up 

 
The design parameters of the small-scale test loop are summarized and compared in Table 4.3-1. 
The operation pressure is lower and the temperature is higher than the TBM design ones. In 
terms of the mass flow rate, a single FW can be tested with a full velocity. And other 
components such as a cooler and preheater were also prepared. Figures 4.3-1 and 4.3-2 show the 
schematics of the PCHE related experimen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CHE as a recuperator 
and heat exchanger will be tested, respectively. Figure 4.3-3 shows the main components and 
measurement devices. The construction has been completed.  

 

 

 

 

 

 

 

 

 

Table 4.3-1 Design specification of the He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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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1 He loop for the PCHE (He/He) 

 

 

Fig. 4.3-2 He loop for the PCHE (He/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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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3 Components for the He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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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Tritium Extraction 
The main function of the Tritium Extraction System (TES) for the KO HCML TBM is to 
recover the tritium produced in the liquid Li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actions [4.4-1]: 

 

6Li + n = 3T + 4He 

and  

7Li + n = 3T + 4He + n 

 

Thus, the reaction product will be equal amounts of tritium and helium. Tritium will be born in 
the liquid phase and will ultimately be recovered as a gas.   

As other countries, tritium extraction equipment have to be installed in the TCWS building [4.4-
1].  

 

4.4.1. Hydrogen in Metals and Tritium Extraction 

According to Baird [4.4-2], hydrogen either forms a stable hydride with or dissolves in most 
metals in the periodic chart.  When a hydrogen molecule dissolves, it dissociates into two 
atoms, which are incorporated into a bulk solid by a diffusion through interstitial sites in a metal 
crystal lattice (Sieverts' Law). Experiment shows that the diffusion coefficients of the three 
hydrogen isotopes, H, D, T, are not equal. This can be the basis for a hydrogen isotope 
separation, and a further work will be performed in this area. 

For the case of hydrogen isotopes in lithium, when the concentration is not high, hydrogen may 
be in a dissolved state. However, when we extract supersaturated hydrogen isotopes from 
lithium, they have to be collected as hydrides.   

 

4.4.2. Cold Trap Method 

Presently, some options are being considered for the extraction of tritium from the KO HCML 
TBM. The most viable one is the cold trap method devised by Sze, et. al [4.4-3]. The cold trap 
process to recover tritium from molten lithium has been proposed under the ITER activities 
[4.4-4]. The proposal suggests adding protium to lithium so that, while the tritium concentration 
is only 1 appm, the total hydrogen concentration will be above the saturated concentration level 
at 200℃. On cooling down the lithium side stream, the tritium will be deposited out together 
with the added protium. The LiH and LiT precipitated out can be heated up to 600℃ for a 
tritium recovery. The hydrogen isotopes have to be separated by the cryogenic distillation 
process in the ISS. The cost associated with H/T is rather modest. The Li(T+H) can be separated 
from the liquid lithium by gravitational force in a “meshless cold trap”. Presentation by Prof. 
Abdou described the general schematic for the cold trap method for the tritium extraction well; 
conceptual drawing is shown in Fig.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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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1 Concept of Liquid Lithium Loop for the Cold Trap Experiment (Based on Prof. 
Abdou’s Presentation [Abdou-2004]) 

 

We are planning to construct a simple reactor system which will enable a LiH(T) formation as 
well as cold trap experiments. There are some conditions for the reactor: 

 Structural material: SUS 316 or Carbon Steel 
 Proper measure for the purification of liquid lithium 
 Hydrogen isotopes: any of H, D and T according to the progress   
 Instrumentation such as heating, temperature, and pressure measurements 

 

Procedure for the Li-H(T) hydride formation and cold trap experiment can be: 

1. Purification of the lithium, possibly by a yttrium getter addition or LiCl treatment which 
is our own expertise 
2. Temperature control of the reaction vessel 
3. Introduction of hydrogen (as 4% H2 in argon) into the reaction vessel, long enough for a 
complete reaction 
4. Confirmation of the hydride formation and separation of liquid lithium from metal 
hydrides. 
5. Decomposition of the hydrides to lithium and hydrogen isotopes 
6. Lithium metal to be drained, and the hydrogen isotopes to be collected or measured for 
their pressure. 

 

4.4.3. Extraction by a Yttrium Getter  

The recovery of tritium from neutron-irradiated Li by Y plate was investigated by Fukada [4.4-
5]. The molar fraction of tritium included in neutron-irradiated Li ranged from 0.007 to 0.04 
ppm. The Y plate at 400–500℃ successfully recovered a low concentration of tritium dissolved 
in Li.   

Difficulty in recovering tritium is that Li is also active with nitrogen or oxygen and, ther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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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high possibility that impurities such as nitrogen and oxygen heavily inhibits a tritium 
absorption in Li. For this case, it was found that Y worked as a good oxygen getter as well as a 
tritium getter. Based on the work of Fukada, we will undertake work on an extraction of H(T) 
from molten lithium or Pb-17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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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I. Design optimization procedure of the KO HCML 
TBM  

I.1 Overall procedure for a design optimization 
Considering the common frame and the gap between the frame and TBM, the initial sizes were 
designed. And then, the internal structures such as breeder and reflector were arrayed with a 
certain thickness by considering the TBR and total power. In order to supply enough cooling so 
as not to exceed the temperature of structural material of 550 oC, the cooling channels in the 
breeding zone and first wall were designed including the mass flow rate of the coolant and its 
bypass amount. Finally, 3D modeling with CATIA was developed for each case and detailed 
flow and temperature distributions were evaluated with the CFX code. We have developed the 
several models to reach the optimum design, as shown in Table A.1-1 and Figures A.1-1 through 
A.1-3. In this document, the current version (case 04) was introduced but the safety analysis 
results were from case 02. Therefore, the design procedure and results for each design case are 
introduc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three cases (see bold ones in Table A.1-1); 

 

Table A.1-1 Design optimization procedure 

 

 

Fig. A.1-1 Schematic of the internal structure and flow scheme for case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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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A.1-2 Schematic of the internal structure and flow scheme for case 02 

 

 

Fig. A.1-3 Schematic of the internal structure and flow scheme for case 04 (current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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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 Design and performance of case 01  
Figure A.1-4 depicts the KO HCML TBM concept. The whole TBM is cooled only by the He 
coolant and the molten Li is used as the T breeder. It is well known that liquid Li is compatible 
with steel up to 550 oC. Due to the low speed of the molten Li, there are no serious MHD and 
material corrosion issues. With the KO HCML TBM concept, the heat exchanger design is 
relatively simple since the liquid Li is not involved in the heat removal. 

As in the HCSB concept, a graphite reflector is also used in this TBM concept in order to 
minimize the neutron leakage from the TBM. Based on the neutronics analysis, the graphite 
reflector is placed such that the TBR is maximized: a thick front region and a thin back breeder. 
In the ITER, the Li inventory is limited due to safety reasons, the amount of Li in the KO 
HCML TBM is about 28 liters, which satisfies the Li limit. The Li-6 enrichment in the current 
design is 12 wt%, corresponding to an optimal value in terms of the TBR. It is expected that the 
Li speed will be very slow, less than a few mm/sec for the design. Graphite is used as a reflector. 

For the model in Fig. A.1-5, a 3-D Monte Carlo analysis was done with the MCCARD code. 
The design data and nuclear performance of the KO HCML TBM are given in Table A.1-2 and 
the heat generation rate of each component is shown in the Fig. A.1-5. The total heat deposition 
is substantially lower than in the HCSB case since the KO HCML TBM does not contain any 
neutron multiplier. Also, the TBR of the TBM is less than unity. This is mainly because the Li 
inventory is limited in the ITER design. In the actual DEMO-like design, the front Li breeder 
region could be significantly expanded for a higher value of the TBR. However, a low TBR 
does not matter in the TBM because the main purpose of the TBM is to confirm the first 
principle of the proposed TBM. As a result, the T production rate is relatively small, too. 

Thermal-hydraulic analysis was also performed in order to calculate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of the first wall and the breeding zone using the CFD code, CFX-5.7. Figure A.1-6 shows the 
He flow paths in the entire KO HCML TBM and the first wall. The helium coolant flows 
through the first wall and then a half of the inlet He flows to the breeding zone in a poloidal 
direction at a static pressure of 8 MPa. When the inlet temperature is assumed to be 300 oC, the 
He temperature is 338.1 oC at the first wall exit. The coolant flow rate for the KO HCML TBM 
with a thermal power of 0.77 MW and a coolant velocity of 45 m/sec is 2.41 kg/s. The thermal-
hydraulic design parameters of the KO HCML TBM are summarized in Table A.1-2.  

The temperature distributions of the KO HCML TBM were calculated using a 3D model of the 
first wall and breeding zone separately. an average surface heat flux of 0.3 MW/m2 from a 
plasma is applied to the surface of the beryllium armor. The helium coolant temperatures used in 
this analysis are 325.4 oC and 338.1 oC in the first wall channel and the breeding channels, 
respectively. Figures A.1-7 and A.1-8 show the predicted temperature distributions at each 
region. The peak temperatures were predicted to be 508.7 oC in the first wall contacting the Be 
armor and 700 oC in the front graphite reflector of the breeding zone, respectively. The pressure 
drop of the coolant in the KO HCML TBM should be evaluated in the future. 

Using the CFD model of the first wall for the KO HCML TBM, a finite element model for the 
thermal analysis was created by ANSYS Version 9.0. The boundary conditions are determined 
from the results of the CFX-5 analysis. Figure A.1-9 shows the calculated thermal deformation 
and stress distributions. The maximum von Mises equivalent stress of the first wall showed at 
123 MPa and the maximum deformation of it was 3.73 mm. This result from the preliminary 
thermo-mechanical analysis is lower than the maximum allowable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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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A.1-4 The KO HCML TBM concept for case 01 

 

Table A.1-2 Design data and nuclear performance for case 01 

Structural material Eurofer 

Coolant He gas 

Reflector Graphite 

SHF (avg.), MW/m2 0.3 

NWL, MW/m2 0.78 

FW area, m2 0.514x1.72 

Heat deposition, MW 0.793 

T production rate, g/FPD 0.038 

Local TBR 0.45 

Thermal power [MW] 0.793 
Coolant temperature [OC] 
(inlet/FW outlet/outlet) 300/338/393 

Cooling system pressure [MPa] 8.0 

Coolant mass flow rate [kg/s]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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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A.1-5 Heat Generation rate for each component for case 01 

 

 

 

  

Fig. A.1-6 He flow scheme and its temperature at each position for case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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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A.1-7 Computational model and temperature distribution for the first wall for case 01 

 

 

  

Fig. A.1-8 Calculated temperature distribution for case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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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A.1-9 Thermal deformation and stress distributions for the first wall for case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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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3 Design and performance of case 02  
The KO HCML TBM is cooled by the He coolant alone and the molten Li is only used as the 
tritium breeder. Its potential advantages are as follows: virtually no concern for a T permeation 
into the coolant system; simplified high-performance system with a He-direct cycle; alleviated 
material problems due to a very slow Li flow speed; no concern for a Li fire in an inert gas 
environment; marginal MHD (Magneto-Hydro-Dynamics) effects due to a very slow Li flow; 
no Po-210 & Hg-204 generation; Li loop as a redundant cooling circuit in the case of a He loss 
accident. With two layer of a graphite reflector inserted in the breeder zone, the TBR and the 
shielding performances can be increased. A sensitivity study has been carried out to optimize the 
graphite reflector thickness and 6Li enrichment (optimum is found for a natural enrichment). In 
a graphite-reflected KO HCML TBM, a self-sufficient TBR can be achieved without any special 
neutron multiplier. 

Figure A.1-10 depicts the schematic and breeding zone of the KO HCML TBM concept. The 
KO HCML TBM is a box of a rectangular shape with a faceted first wall designed to match the 
surface of the ITER shielding blanket. The front surface of the module box is 444 mm in width, 
1620 mm in height, and 484 mm in depth. In the FW, there are 60 channels for a cooling and 
one group consists of 10 channels. From the backwall, a half of coolant flows into the first two 
groups respectively which are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FW and then flows into each of the 
next two-groups, as shown in Fig. A.1-11. After cooling the FW, a half of the coolant flows into 
the top cover and then it cools the channels in the breeding zone. Another coolant flows into the 
bottom cover and then it is bypassed. The coolant conditions such as the mass flow rate and 
velocities at these regions are determined so as not to exceed 550 oC which is the maximum 
temperature of the structural material. And more, it is well known that liquid Li is compatible 
with steel up to 550 oC. Due to the low speed of the molten Li, there are no serious MHD and 
material corrosion issues. With the KO HCML TBM concept, the heat exchanger design is 
relatively simple since the liquid Li is not involved in the heat removal. A graphite reflector is 
used in this TBM concept in order to minimize the neutron leakage from the TBM. Based on the 
neutronics analysis, the graphite reflector is placed such that the TBR is maximized: a thick 
front region and a thin back breeder. In the ITER, the Li inventory is limited due to safety 
reasons, the amount of Li in the KO HCML TBM is about 28 liters, which satisfies the Li limit. 
The Li-6 enrichment in the current design is 12 wt%, corresponding to an optimal value in terms 
of the TBR. It is expected that the Li speed will be very slow, less than a few mm/sec for the 
design. 

For the model in Fig. A.1-10, a 3-D Monte Carlo analysis is implemented with the MCCARD 
code [3]. The design data and nuclear performance of the KO HCML TBM are given in Table 
A.1-3. The total heat deposition of the KO HCML TBM is substantially lower than that of  the 
HCSB (1.17 MW) since the KO HCML TBM does not contain any neutron multiplier, i.e. Be. 
Also, the TBR of this TBM is less than unity. This is mainly because the Li inventory is limited 
in the ITER design. In the actual DEMO-like design, the front Li breeder region could be 
significantly expanded for a higher value of the TBR. However, a low TBR does not matter in 
the TBM because the main purpose of the TBM is to confirm the first principle of the proposed 
TBM. As a result, the tritium production rate is relatively small, too. 

Thermal-hydraulic analysis is also performed in order to calculate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of the first wall and the breeding zone by using the CFD code, CFX-10 [5]. Figure A.1-11 
shows the He flow paths for the entire KO HCML TBM and the first wall. The helium coolant 
flows through the first wall and then a half of the inlet He flows into the breeding zone in a 



 

   

705  

poloidal direction at a static pressure of 8 MPa. When the inlet temperature is assumed to be 300 
oC, the He temperature is 331.5 oC at the first wall exit. The coolant flow rate and the coolant 
velocity are 45 m/sec and 2.2 kg/s, respectively for the KO HCML TBM with a thermal power 
of 0.739 MW. The thermal-hydraulic design parameters of the KO HCML TBM are summarized 
in Table A.1-3.  

The temperature distributions of the KO HCML TBM are calculated by using a 3D model of the 
first wall and the breeding zone, separately. The average and highest surface heat fluxes from 
the plasma are assumed to be of 0.3 and 0.5 MW/m2, respectively, and they are applied to the 
surface of the Be armor. The helium coolant temperatures used in this analysis are 321 oC and 
330 oC in the first wall channel inlet for each surface’s heat flux. Figure A.1-12 shows the 
predicted temperature distributions at the first wall. The maximum temperatures are predicted to 
be 466.2 and 486.7 oC at the FW channel and the Be armor, respectively at a normal heat flux. 
Similarly, the maximum temperatures are predicted to be 559.3 and 592.7 oC at the first wall 
channel and Be armor, respectively at a peak heat flux. In the breeding zone, the inlet velocity is 
assumed to be 11.5 m/sec by a mass balance and the maximum temperature is obtained as 613.4 
oC in the front graphite reflector as shown in Fig. A.1-13. It shows that the maximum 
temperature of the structural materials does not exceed 550 oC. The pressure drops of the 
coolant in the KO HCML TBM are 6788 and 263 Pa for each single channel of the first wall and 
the breeding zone, respectively.  

Using the CFD model of the first wall for the KO HCML TBM, a finite element model for the 
thermal analysis is created by ANSYS Version 10.0. The boundary conditions are determined 
from the results of the CFX-10 analysis. The maximum von Mises equivalent stress of the first 
wall is 123 MPa and the maximum deformation of it is 3.73 mm, which is lower than the 
maximum allowable stress. Usually, a maximum allowable stress represents a yield strength. 
Here, the minimum yield strength of Eurofer is used for a conservatism, the value is about 134 
MPa at 500 oC. 

From the TH analysis, the flow distribution is assumed to be a uniform velocity at every first 
wall channel. However, the actual flow should be investigated through an analysis and the CFX-
10 code is used in this study. Figure A.1-14 shows a flow distribution from the backwall 
manifold to the first wall channels in one back wall module and two groups of the first wall. The 
mass flow difference for each channel is -4.0 % to 10.0 % and it shows that the flow is 
relatively uniform so as not to affect the first wall temperature. Also, the flows from the top-
cover to the breeding zone and from the backwall manifold to the top-cover are currently being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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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A.1-10 The cross-section view and 3D model for case 02 

 

Table A.1-3 Design data and nuclear performance for case 02 

Structural material Eurofer 

Coolant He gas 

Reflector Graphite 

SHF (avg. & peak), MW/m2 0.3, 0.5 

NWL, MW/m2 0.78 

FW area, m2 0.444 x 1.62 

Heat deposition, MW (at avg. SHF) 0.739 

T production rate, g/FPD 0.038 

Local TBR 0.45 

Coolant temperature [OC] 
(inlet/FW outlet/outlet) 300/334/376 

Cooling system pressure [MPa] 8.0 

Coolant mass flow rate [kg/s]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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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 wall

FW

6 groups
2 paths

Cover (top)

Grid plate

Cover 
(bottom)

Back wall

2.20kg/sec 
45 m/sec

Qbypass=1.10kg/sec 

QBZ=1.10kg/sec 
8.2 m/sec

    

1 Group : 10 channel
total 6 groups, 60 chs

(normal heat flux)

THe=300.0
(inlet)

THe=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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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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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FW,max=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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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A.1-11 He flow scheme and its temperature at each position 

 

 

 

Fig. A.1-12 Computational model and temperature distribution for the first wall for case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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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A.1-13 Calculated temperature distribution for case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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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A.1-14 Flow distribution at the backwall to the FW for case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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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II. He 냉각계통 해석을 한 MARS-GCR 입력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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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 HCML TBM & its HCS                                                                   
       
* by Dong Won LEE (KAERI)                                                                 
      
*********************************************************************                           
* geomtry description                                                                         
  
*                                                                                           
    
*********************************************************************                           
*                                                                                           
    
* Problem Type & Option (stdy-st/transnt)                                                       
*100   new   transnt                                                                         
   
100   new   stdy-st                                                                          
   
*                                                                                           
    
* Input Check or Run Option                                                                  
   
101   run                                                                                   
    
*                                                                                           
    
* Units Selection                                                                             
  
102   si    si                                                                               
   
*                                                                                           
    
* CPU Time Remaining                                                                       
     
105   1.0   2.0                                                                              
   
*                                                                                           
    
* noncondensible gas                                                                         
   
110     air                                                                                  
   
* noncondensible gas mass fraction                                                            
  
115     1.0                                                                                  
   
120  100010000   0.0     he        prm-side
121  650010000   0.0     h2o       sec-side
*
*     end    dtmin   dtreq  flags   mined   majed   restart                                     
*201   1000.  1.0-7   0.10   019     100    500     20000   * minor,major,restart 
201    500.   1.0e-7   0.10    3     50    500     1000              
*         
*605   -505      and   -505     n      0.0
*505   time        0    gt    timeof   510     0.0         n   -1.0
*510   time        0    gt    null       0     1.0e6       l   -1.0
*501   time        0    gt    timeof   477     8.55        n   -1.0
*477   time    0   gt  timeof   711     0.00    l   -1.0
*711   471    or 472   n   -1.0
*471   tempf  300010000  ge sattemp  300010000  -11.11   l  -1.0
*472   tempf  300010000  ge sattemp  300010000  -11.11   l  -1.0
501   time 0.0  ge  null 0.0   0.0   n   -1.0 
*                                                                                      
*                                                                                           
    
***********************************************************                                     
*****   Minor Edit  ***************************************                                     
***********************************************************                                     
*                                           
*   
301   p       100010000   5.0e6  1.0e7   1   1                                               
   
302   p       200010000   5.0e6  1.0e7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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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p       120100000   5.0e6  1.0e7   1   3                                               
   
304   p       140050000   5.0e6  1.0e7   1   4                                               
   
305   p       240050000   5.0e6  1.0e7   1   5                                               
   
*                                             
308   mflowgj  125000000   0.0    2.0     2   3                                               
   
309   mflowgj  225000000   0.0    2.0     2   4 
*                                                                                           
    
315   velg    120010000  20.0   60.0     3   1                                                
  
316   velg    220010000  20.0   60.0     3   2                                                
  
317   velg    140060000  20.0   60.0     3   3                                                
  
318   velg    240060000  20.0   60.0     3   4                                                
  
*                                                                                           
    
*321   tempg   100010000  500.   900.     4   1                                              
    
*322   tempg   100100000  500.   900.     4   2                                              
    
*323   tempg   200010000  500.   900.     4   3                                              
    
*324   tempg   200100000  500.   900.     4   4                                              
    
*325   tempg   310010000  500.   900.     4   5                                              
    
*326   tempg   310050000  500.   900.     4   6                                              
    
*327   tempg   410010000  500.   900.     4   7                                              
    
*328   tempg   410050000  500.   900.     4   8                                              
    
*329   tempg   300010000  500.   900.     4   9                                              
    
*330   tempg   300060000  500.   900.     4  10                                              
    
*331   tempg   400010000  500.   900.     4  11                                              
    
*332   tempg   400060000  500.   900.     4  12                                              
    
*333   tempg   320010000  500.   900.     4  13                                              
    
*334   tempg   320050000  500.   900.     4  14                                              
    
*335   tempg   420010000  500.   900.     4  15                                              
    
*336   tempg   420050000  500.   900.     4  16
*337   tempf   650010000  290.   700.     4  17 
*338   tempf   660010000  290.   700.     4  18 
*339   tempg   740050000  290.   700.     4  19 
*340   tempg   750010000  290.   700.     4  20                                              
     
**                                                                                           
    
*341   httemp  100001001  300.   900.     5   1                                              
    
*342   httemp  100001004  300.   900.     5   2                                              
    
*343   httemp  100001008  300.   900.     5   3                                              
    
*344   httemp  110001001  300.   900.     5   4                                              
    
*345   httemp  110001004  300.   900.     5   5                                              
    
*346   httemp  110001008  300.   900.     5   6                                              
    
*347   httemp  120001001  300.   900.     5   7                                              



- 713 -

    
*348   httemp  120001004  300.   900.     5   8                                              
    
*349   httemp  120001008  300.   900.     5   9                                              
    
**                                                                                           
    
*351   httemp  200001001  300.   900.     6   1                                              
    
*352   httemp  200001004  300.   900.     6   2                                              
    
*353   httemp  200001008  300.   900.     6   3                                              
    
*354   httemp  210001001  300.   900.     6   4                                              
    
*355   httemp  210001004  300.   900.     6   5                                              
    
*356   httemp  210001008  300.   900.     6   6                                              
    
*357   httemp  220001001  300.   900.     6   7                                              
    
*358   httemp  220001004  300.   900.     6   8                                              
    
*359   httemp  220001008  300.   900.     6   9                                              
    
**                                                                                           
    
*361   httemp  100000101  300.   900.     7   1                                              
    
*362   httemp  100000104  300.   900.     7   2                                              
    
*363   httemp  100000108  300.   900.     7   3                                              
    
*364   httemp  110000101  300.   900.     7   4                                              
    
*365   httemp  110000104  300.   900.     7   5                                              
    
*366   httemp  110000108  300.   900.     7   6                                              
    
*367   httemp  120000101  300.   900.     7   7                                              
    
*368   httemp  120000104  300.   900.     7   8                                              
    
*369   httemp  120000108  300.   900.     7   9                                              
    
**                                                                                           
    
*371   httemp  200000101  300.   900.     8   1                                              
    
*372   httemp  200000104  300.   900.     8   2                                              
    
*373   httemp  200000108  300.   900.     8   3                                              
    
*374   httemp  210000101  300.   900.     8   4                                              
    
*375   httemp  210000104  300.   900.     8   5                                              
    
*376   httemp  210000108  300.   900.     8   6                                              
    
*377   httemp  220000101  300.   900.     8   7                                              
    
*378   httemp  220000104  300.   900.     8   8                                              
    
*379   httemp  220000108  300.   900.     8   9                                              
    
**                                                                                           
    
*381   httemp  300000601  300.   900.     9   1                                              
    
*382   httemp  300000604  300.   900.     9   2                                              
    
*383   httemp  300000608  300.   900.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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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httemp  310000501  300.   900.     9   4                                              
    
*385   httemp  310000504  300.   900.     9   5                                              
    
*387   httemp  320000501  300.   900.     9   6                                              
    
*388   httemp  320000504  300.   900.     9   7                                              
    
**                                                                                           
    
*391   httemp  400000601  300.   900.    10   1                                              
    
*392   httemp  400000604  300.   900.    10   2                                              
    
*393   httemp  400000608  300.   900.    10   3                                              
    
*394   httemp  410000501  300.   900.    10   4                                              
    
*395   httemp  410000504  300.   900.    10   5                                              
    
*397   httemp  420000501  300.   900.    10   6                                              
    
*398   httemp  420000504  300.   900.    10   7                                              
    
*                                                                                           
                   
*                                                                                           
    
***********************************************************
*****   Hydrodynamics  ************************************
***********************************************************
*
*
***** HCML TBM (100s & 200s)
*
*** Component 100 : FW+SW
1000000   FW100     pipe
1000001   10
1000101   0.002     10             *Area A=0.02x0.01x10 chs
1000301   0.145      3             *SW=0.435/3=0.145
1000302   0.111      7             *FW=0.444/4=0.111
1000303   0.145     10             *SW=0.435/3=0.145
1000401   0.0       10
1000601   0.0       10             * horizontal
1000801   1.5e-4    0.0133333    10       * roughness from GCR
1001001   0000000   10
1001101   0100000    9
1001201   003    8.0e6  573.   0.0   0.0   0.0   10
1001300   1
1001301   0.0       1.0       0.0    9
*
*** Component 105 : 100 to 110
1050000   junc105       sngljun
1050101   100100002   110010001   0.002    0.0       0.0        1000000   *1.54e-4
1050201   1        0.0       0.0        0.0
*
*** Component 110 : FW+SW
1100000   FW110     pipe
1100001   10
1100101   0.002     10             *Area A=0.02x0.01x10 chs
1100301   0.145      3             *SW=0.435/3=0.145
1100302   0.111      7             *FW=0.444/4=0.111
1100303   0.145     10             *SW=0.435/3=0.145
1100401   0.0       10
1100601   0.0       10             * horizontal
1100801   1.5e-4    0.0133333    10       * roughness from GCR
1101001   0000000   10
1101101   0100000    9
1101201   003    8.0e6  573.   0.0   0.0   0.0   10
1101300   1
1101301   0.0       1.0       0.0    9
*
*** Component 115 : 110 to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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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000   junc115       sngljun
1150101   110100002   120010001   0.002    0.0       0.0        1000000   *1.54e-4
1150201   1        0.0       0.0        0.0
*
*** Component 120 : FW+SW
1200000   FW120     pipe
1200001   10
1200101   0.002     10             *Area A=0.02x0.01x10 chs
1200301   0.145      3             *SW=0.435/3=0.145
1200302   0.111      7             *FW=0.444/4=0.111
1200303   0.145     10             *SW=0.435/3=0.145
1200401   0.0       10
1200601   0.0       10             * horizontal
1200801   1.5e-4    0.0133333    10       * roughness from GCR
1201001   0000000   10
1201101   0100000    9
1201201   003    8.0e6  573.   0.0   0.0   0.0   10
1201300   1
1201301   0.0       1.0       0.0    9
*
*** Component 200 : FW+SW
2000000   FW200     pipe
2000001   10
2000101   0.002     10             *Area A=0.02x0.01x10 chs
2000301   0.145      3             *SW=0.435/3=0.145
2000302   0.111      7             *FW=0.444/4=0.111
2000303   0.145     10             *SW=0.435/3=0.145
2000401   0.0       10
2000601   0.0       10             * horizontal
2000801   1.5e-4    0.0133333    10       * roughness from GCR
2001001   0000000   10
2001101   0100000    9
2001201   003    8.0e6  573.   0.0   0.0   0.0   10
2001300   1
2001301   0.0       1.0       0.0    9
*
*** Component 205 : 200 to 210
2050000   junc205       sngljun
2050101   200100002   210010001   0.002    0.0       0.0        1000000   *1.54e-4
2050201   1        0.0       0.0        0.0
*
*** Component 210 : FW+SW
2100000   FW210     pipe
2100001   10
2100101   0.002     10             *Area A=0.02x0.01x10 chs
2100301   0.145      3             *SW=0.435/3=0.145
2100302   0.111      7             *FW=0.444/4=0.111
2100303   0.145     10             *SW=0.435/3=0.145
2100401   0.0       10
2100601   0.0       10             * horizontal
2100801   1.5e-4    0.0133333    10       * roughness from GCR
2101001   0000000   10
2101101   0100000    9
2101201   003    8.0e6  573.   0.0   0.0   0.0   10
2101300   1
2101301   0.0       1.0       0.0    9
*
*** Component 215 : 210 to 220
2150000   junc215       sngljun
2150101   210100002   220010001   0.002    0.0       0.0        1000000   *1.54e-4
2150201   1        0.0       0.0        0.0
*
*** Component 220 : FW+SW
2200000   FW220     pipe
2200001   10
2200101   0.002     10             *Area A=0.02x0.01x10 chs
2200301   0.145      3             *SW=0.435/3=0.145
2200302   0.111      7             *FW=0.444/4=0.111
2200303   0.145     10             *SW=0.435/3=0.145
2200401   0.0       10
2200601   0.0       10             * horizontal
2200801   1.5e-4    0.0133333    10       * roughness from GCR
2201001   00000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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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01   0100000    9
2201201   003    8.0e6  573.   0.0   0.0   0.0   10
2201300   1
2201301   0.0       1.0       0.0    9
*                                                                                           
  
*                                                                                           
    
* BZ from here!                                            
*** Component 125 : FW(120) to FTcover(130)
1250000   junc125     sngljun                                                                 
1250101   120100002   130010001   0.0038    0.0       0.0        1000000   * 
0.02x0.01x19ch=0.00
1250201   1        0.0       0.0        0.0                                                   
  
*                                                                                           
*** Component 130 : FTcover                                                             
1300000   ftcover    pipe                                                                     
  
1300001   5                                                                                 
    
1300101   0.00868   5             * 0.434x0.02 =0.00868                                       
  
1300301   0.035     5             * height=0.175/5=0.035                                       
 
1300401   0.0       5                                                                        
   
1300601   0.0       5             * horizontal                                                 
 
1300801   1.5e-4    0.03824   5   * roughness from GCR                                      
    
1301001   0000000   5                                                                       
    
1301101   0100000   4                                                                       
    
1301201   003    8.0e6  573.   0.0   0.0   0.0   5                                             
 
1301300   1                                                                                 
    
1301301   0.0       1.0       0.0    4                                                        
  
*                                                                                           
    
*** Component 135 : 130 to BZ(140)                                                           
  
1350000   junc135     sngljun                                                                 
  
1350101   130050002   140010001   0.002    0.0       0.0        1000000   *1.54e-4            
  
1350201   1        0.0       0.0        0.0                                                   
  
*                                                                                           
    
*** Component 140 : front BZ                                                                 
   
1400000   FBZ       pipe                                                                    
   
1400001   6                                                                                 
    
1400101   0.0038    6              * 0.02x0.01x19ch=0.0038                                    
  
1400301   0.260     6              * height=1.560/6=0.260                                      
 
1400401   0.0       6                                                                        
   
1400601   90.0      6             * vertical                                                   
 
1400801   1.5e-4    0.013333    6      * roughness from GCR                                 
         
1401001   0000000   6                                                                       
    
1401101   010000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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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201   003    8.0e6  573.   0.0   0.0   0.0   6                                             
 
1401300   1                                                                                 
    
1401301   0.0       1.0       0.0    5                                                        
  
*                                                                                           
    
*** Component 145 : FBZ to FBcover(150)
1450000   junc145     sngljun                                                                 
  
1450101   140060002   150010001   0.002    0.0       0.0        1000000   *1.54e-4            
  
1450201   1        0.0       0.0        0.0                                                   
  
*                                                                                           
    
*** Component 150 : FBcover                                                             
1500000   fbcover    pipe                                                                    
   
1500001   5                                                                                 
    
1500101   0.00868   5             * 0.434x0.02 =0.00868                                       
  
1500301   0.035     5             * height=0.175/5=0.035                                       
 
1500401   0.0       5                                                                        
   
1500601   0.0       5              * horizontal                                                
  
1500801   1.5e-4    0.03824    5      * roughness from GCR                                  
        
1501001   0000000   5                                                                       
    
1501101   0100000   4                                                                       
    
1501201   003    8.0e6  573.   0.0   0.0   0.0   5                                             
 
1501300   1                                                                                 
    
1501301   0.0       1.0       0.0    4                                                        
  
*
*** Component 225 : FW(220) to RBcover(230)                                                  
             
2250000   junc225     sngljun                                                                 
2250101   220100002   230010001   0.0032    0.0       0.0        1000000   * 
0.02x0.01x16ch=0.00
2250201   1        0.0       0.0        0.0                                                   
  
*                                                                                           
     
*** Component 230 : RBcover                                                             
2300000   brcover    pipe                                                                    
   
2300001   5                                                                                 
    
2300101   0.00428   5             * 0.214x0.02 =0.00428                                       
  
2300301   0.0504    5             * height=0.252/5=0.0504                                      
 
2300401   0.0       5                                                                        
   
2300601   0.0       5             * horizontal                                                 
 
2300801   1.5e-4    0.03658    5      * roughness from GCR                                  
        
2301001   0000000   5                                                                       
    
2301101   0100000   4                                                                       
    
2301201   003    8.0e6  573.   0.0   0.0   0.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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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0   1                                                                                 
    
2301301   0.0       1.0       0.0    4                                                        
  
*                                                                                           
    
*** Component 235 : 230 to BZ02(240)
2350000   junc411     sngljun                                                                 
  
2350101   230050002   240010001   0.002    0.0       0.0        1000000   *1.54e-4            
  
2350201   1        0.0       0.0        0.0                                                   
  
*                                                                                           
    
*** Component 240 : rear BZ                                                                  
   
2400000   BZ02       pipe                                                                   
    
2400001   6                                                                                 
    
2400101   0.0032    6              * 0.02x0.01x16ch=0.0032                                    
  
2400301   0.260     6              * height=1.560/6=0.260                                      
 
2400401   0.0       6                                                                        
   
2400601   90.0      6             * vertical                                                   
 
2400801   1.5e-4    0.013333    6      * roughness from GCR                                 
         
2401001   0000000   6                                                                       
    
2401101   0100000   5                                                                       
    
2401201   003    8.0e6  573.   0.0   0.0   0.0   6                                             
 
2401300   1                                                                                 
    
2401301   0.0       1.0       0.0    5                                                        
  
*                                                                                           
    
*** Component 245 : 240 to RTcover(250)                                                      
   
2450000   junc412     sngljun                                                                 
  
2450101   240060002   250010001   0.002    0.0       0.0        1000000   *1.54e-4            
  
2450201   1        0.0       0.0        0.0                                                   
  
*                                                                                           
    
*** Component 250 : RTcover                                                             
2500000   rtcover    pipe                                                                     
  
2500001   5                                                                                 
    
2500101   0.00428   5             * 0.214x0.02 =0.00428                                       
  
2500301   0.0504    5            * height=0.252/5=0.0504                                       
2500401   0.0       5                                                                        
   
2500601   0.0       5              * horizontal                                                
  
2500801   1.5e-4    0.03658    5      * roughness from GCR                                  
        
2501001   0000000   5                                                                       
    
2501101   0100000   4                                                                       
    
2501201   003    8.0e6  573.   0.0   0.0   0.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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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300   1                                                                                 
    
2501301   0.0       1.0       0.0    4 
*
*
***** secondary loop (water cooling)
*
*  component 610: TCWS cold tank (supply)
*
6100000   sga_ecfw   tmdpvol
6100101   10.0       10.0  0.0   0.0   0.0   0.0     0.0       0.0       0000000
6100200   003
6100201   0.0    1.0e6   303.15  * 35C=303.15
*
*  component 611: junction from TCWS to pipes
*
6110000   sga_ecj    tmdpjun
6110101   610000000  630010001   0.0006158   * Dinner:0.028, Ainner:0.0006158
6110200   1  
*         var.   Wflow   Sflow  Int_vel 
6110201   0.0    4.51     0.0    0.0
*                ***inlet flow control
*
*  component 620: cold pipe
*
6200000   sga_ris    pipe              
6200001   5                            
6200101   0.0006158  5       * Dinner:0.028 
6200301   2.0        5       * H:10/5=2.0m          
6200401   0.0        5                 
6200601   90.0       5       * vertical           
*         W_Rough    Hyd_Dia     Vol.#                          
6200801   0.00005    0.0         5   * roughness, Dh, vol.#       
6201001   000000     5                                          
6201101   000000     4                                          
*         Cntrl  Pres.   Temp.    0.0   0.0   0.0   Vol.#        
6201201   003    1.0e6   293.0    0.0   0.0   0.0   5              
6201300   1                                                     
*         Liq.Flow  Vap.Flow   *      Junc.#                    
6201301   0.0       0.0        0.0    4         
*
*  component 680: TCWS hot tank (recover)
*
6800000   sga_ecfw   tmdpvol
6800101   10.0       10.0  0.0    0.0   0.0    0.0  0.0       0.0       0000000
6800200   003
6800201   0.0    1.0e6   303.15  * 75C=343.15
*
*  component 681: junction from HX to TCWS
*
6810000   sga_ecj    sngljun
6810101   695000000  680000000   0.0006158   0.0       0.0        1000000       * Dinner:0.028, 
Ainner:0.0006158
*         Cntrl   Liq.Flow   Vap.Flow    *
6810201   1       0.0        0.0        0.0
*
*  component 650: HX outer
*
6500000   sga_ris    pipe              
6500001   5                            
6500101   0.008416   5       * D=0.145m, Aflow=0.008416m2, 
6500301   0.3        5       * H:1.5/5=0.3m          
6500401   0.0        5                 
6500601   0.0        5       * vertical           
*         W_Rough    Hyd_Dia     Vol.#                          
6500801   0.00005    0.0         5   * roughness, Dh, vol.#       
6501001   000000     5                                          
6501101   000000     4                                          
*         Cntrl  Pres.   Temp.    0.0   0.0   0.0   Vol.#        
6501201   003    1.0e6   293.0    0.0   0.0   0.0   5              
6501300   1                                                     
*         Liq.Flow  Vap.Flow   *      Junc.#                    
6501301   0.0       0.0        0.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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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at Exchanger
*
*  component 650: HX outer
*
6500000   sga_ris    pipe              
6500001   5                            
6500101   0.008416   5       * D=0.145m, Aflow=0.008416m2, 
6500301   0.3        5       * H:1.5/5=0.3m          
6500401   0.0        5                 
6500601   0.0       5       * vertical           
*         W_Rough    Hyd_Dia     Vol.#                          
6500801   0.00005    0.0         5   * roughness, Dh, vol.#       
6501001   000000     5                                          
6501101   000000     4                                          
*         Cntrl  Pres.   Temp.    0.0   0.0   0.0   Vol.#        
6501201   003    1.0e6   293.0    0.0   0.0   0.0   5              
6501300   1                                                     
*         Liq.Flow  Vap.Flow   *      Junc.#                    
6501301   0.0       0.0        0.0    4                         
*                       
*  component 660: dome  
*                       
6600000   sga_sep   branch
6600001   2         1   
*         area      length   volume         incl.  ele.change
6600101   0.008416  0.1       0.0      0.0   0.0   0.0
*         roughness Dh         flag
6600102   0.00005   0.0        00000
6600200   003       1.0e6      293.0
*                                area       Re      Re      flag    void limit
6601101   650050002  660010001   0.07854   0.711   0.581   001000  0.2
6602101   660010002  695000000   0.07854   2.226   2.526   001000
*         Dh
6601110   0.0    0.0   1.0   1.0
6602110   0.0    0.0   1.0   1.0
**        L.flow   v.flow
6601201   0.0      0.0     0.0
6602201   0.0      0.0    0.0
*
*   component 695: steam line
*
6950000   sga_sl     snglvol
*         area       length      volume
6950101   0.008416   0.5         0.0     0.0    0.0   0.0
*         roughness  Dh          flag
6950102   0.00007    0.0         00000
6950200   003        1.0e6       293.0
*                 
*                              
******** HX internal            
* 
*
****  component 701: SG outlet plenum
*
7010000   sga_sep   branch
7010001   2         1
7010101   0.006899  0.5      0.0      0.0   0.0   0.0
7010102   1.5e-4    0.0      00000
7010200   003       8.0e6      573.0
7011101   150050002  701000000   0.006893    0.0385  0.7667   001000
7012101   701000000  700000000   0.006893    0.0385  0.7667   001000
7011110   0.0    0.0   1.0   1.0
7012110   0.0    0.0   1.0   1.0
**        L.flow   v.flow
7011201   0.0      0.0    0.0
7012201   0.0      0.0    0.0
*
****  component 702: SG outlet plenum
*
7020000   sga_sep   branch
7020001   2         1
7020101   0.006899  0.5      0.0      0.0   0.0   0.0



- 721 -

7020102   1.5e-4    0.0      00000
7020200   003       8.0e6      573.0
7021101   250050002  702000000   0.006893    0.0385  0.7667   001000
7022101   702000000  700000000   0.006893    0.0385  0.7667   001000
7021110   0.0    0.0   1.0   1.0
7022110   0.0    0.0   1.0   1.0
**        L.flow   v.flow
7021201   0.0      0.0    0.0
7022201   0.0      0.0    0.0
*
*
***  Component 700 : hot leg adjacent RV (including RV outlet nozzle)  
*
7000000   hota-r     pipe 
7000001   2
7000101   0.06899    2
7000301   1.0        2
7000401   0.0        2
7000601   0.0        2
7000801   0.0004     0.0      2
7000901   0.0        0.0      1
7001001   000000     2
7001101   000000     1
*                  
7001201   003        8.0e6   573.0      0.0     0.0    0.0    2
*
7001300   1
7001301   0.0      0.0       0.0         1
*
***  component 710: hot leg connecting pressurizer surge line
*
7100000   hota-p     branch
7100001   3          1
7100101   0.06899   0.5        0.0     0.0     0.0    0.0
7100102   1.5e-4     0.0        00000
*
7100200   003        8.0e6       573.0
7101101   700010000  710000000   0.006899    0.0     0.0    001000
7102101   710010000  720000000   0.006899    0.0     0.0    001000
7103101   710010000  500010001   0.006899    0.0     0.0    001000
*
7101110   0.0      0.0         1.0   1.0
7102110   0.0      0.0         1.0   1.0
7103110   0.0      0.0         1.0   1.0
*
7101201   0.0    0.0         0.0
7102201   0.0    0.0         0.0
7103201   0.0    0.0         0.0
*
***  component 720: hot leg connected to SG inlet plenum      
*                                                             
7200000   hota-s     branch                                   
7200001   1          1                                        
7200101   0.06899   0.5         0.0    0.0     0.0    0.0    
7200102   1.5e-4     0.0         00000                         
*
7200200   003        8.0e6      573.0 
7201101   720000000  740010001  0.006899    0.0     0.0    001000
7201110   0.0      0.0         1.0   1.0
7201201   0.0    0.0         0.0
*
*                
****  component 740: HX tube 
*
7400000   tube       pipe              
7400001   5                            
7400101   0.006899   5      * D:0.012, #:61, Atotal:0.000113m2
7400301   0.3        5      * H:4.5/5=0.3m           
7400401   0.0        5                 
7400601   0.0        5      * horizontal           
*         W_Rough    Hyd_Dia     Vol.#                          
7400801   1.5e-4     0.093723         5   * roughness, Dh, vol.#       
7401001   00000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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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1101   000000     4                                          
*         Cntrl  P       T     0.0   0.0   0.0   Vol.#        
7401201   003    8.0e6   573.0   0.0   0.0   0.0   5              
7401300   1                                                     
*         Liq.Flow  Vap.Flow   *      Junc.#                    
7401301   0.0       0.0        0.0    4               
*   
****  component 750: SG outlet plenum
*
7500000   sga_sep   branch
7500001   2         1
7500101   0.06899  0.5      0.0      0.0   0.0   0.0
7500102   1.5e-4    0.0      00000
7500200   003       8.0e6      573.0
7501101   740050002  750010000   0.06893    0.4534  0.2925   001000
7502101   750010000  760000000   0.06893    0.0385  0.7667   001000
7501110   0.0    0.0   1.0   1.0
7502110   0.0    0.0   1.0   1.0
**        L.flow   v.flow
7501201   0.0      0.0     0.0
7502201   0.0      0.0    0.0
*
***  component 760: suction leg a-1
*
7600000   sleg-a1    pipe
7600001   3
7600101   0.06899 3    * area   (1 inchDia.)
*
7600301   2.06        1
7600302   0.2        3
*
7600401   0.0        3
*
7600601   -90.0     1
7600602   0.0       3
*
7600801   0.0003     0.0        3
7601001   000000     3
7601101   000000     2
*
7601201   003        8.0e6      573.0   0.0   0.0   0.0   3
*
7601300   1
7601301   0.0     0.0      0.0      2
*
***  component 770: rcp-a1
*
7700000   rcp-a1     pump
*         area       length      volume           incl.  ele.change
7700101   0.06899    0.0         0.5      0.0     90.0   0.5   00000
*         from       area        Re.      Re.     flag
7700108   760010000  0.06899    0.05     8.1     001000
7700109   780000000  0.06899    0.05     8.1     001000
*         in.area  CCFL
7700110   0.05   0.0   1.0   1.0
*
7700200   003        8.0e6       573.0
*         1=massflow liquid      vapor
7700201   1          0.0         0.0         0.0
7700202   1          0.0         0.0         0.0
*
7700301   0     0    0      0    -1    501   0
*         vel.   ratio  flow     head      torque     moment
7700302   1000.  1.0    1.32     1000.     10.       100.   * head adjusting
*         density    mototorque
7700303   6.1    0.0    0.0    0.0    0.0    0.0
*
***  component 780: discharge leg a-1 connected to reactor vessel
*
7800000   cla1-r      branch
7800001   2           1
7800101   0.06899    0.5        0.0    0.0   0.0   0.0
7800102   0.0003      0.7620     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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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00200   003        8.0e6       573.0
7801101   780010000  100010001   0.0630812    1.4926   1.6245   001001
7802101   780010000  200010001   0.0630812    1.4926   1.6245   001001
7801110   0.0   0.0   1.0   1.0
7802110   0.0   0.0   1.0   1.0
7801201   0.0     0.0    0.0
7802201   0.0     0.0    0.0
*
*
*
******* Pressurizer 
*
***  component 500: pressurizer surge line
*
5000000   surgel      pipe
5000001   5
*
5000101   0.00050671  5  * area   (1 inchDia.)
5000301   0.5         5  * length
*
5000401   0.0         5  * volume
*
5000601   90.0        1
5000602   0.0         4
5000603   90.0        5
*         rougness    Dh
5000801   0.000013    0.0         5
5001001   000000      5
5001101   000000      4
*
5001201   003         8.0e6      573.0    0.0   0.0   0.0   5
*
5001300   1
5001301   0.0   0.0   0.0   4
*
*** component 505: junction from surge line to pressurizer
*
5050000   suprz       sngljun
5050101   500050002   510000000   0.00050671   1.111   0.659   000100
5050110   0.257251    0.0   1.0  1.0
5050201   1     0.0   0.0   0.0
*
*** component 510: pressurizer
*
5100000   pzr        pipe
5100001   10
5100101   0.0017672  10   * D=0.15m, Aflow=0.0017672m2,
*
5100301   0.2        10   *length
5100401   0.0        10
*
5100601   90.0       10
5100801   0.00012    0.0        10
5100901   0.0        0.0        9
5101001   000000     10
5101101   001000     9
*
5101201   003        8.0e6      573.0     0.0   0.0   0.0   10
*
5101300   1
5101301   0.0    0.0    0.0     9
*
**** component 520: pressurizer head
**
*5200000   pzr_h      branch
*5200001   1      
**         area        length      volume      incl.   ele.change 
*5200101   0.5         0.1         0.0   0.0    90.0   0.1
*5200102   0.00012     1.9909      00000
*5200200   003         8.0e6       573.0
*5201101   51010000   530000000   0.5   0.0   0.0     001000
*5201201   0.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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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50000   pzr_evj1    sngljun
5250101   510000000   530000000    0.00050671     1.339  1.339  000000
5250110   0.0         0.0   1.0    1.0
5250201   1           0.0   0.0    0.0
**
5300000   pzr_head   tmdpvol
5300101   10.0       0.0   100.   0.0   0.0   0.0
5300102   0.0        0.0   00011
5300200   003
5300201   0.0        8.0e6      573.0
*
*   
*
************************************************************
******  HEAT STRUCTURE *************************************
************************************************************
**
**   heat structure 740-0: steam generator a; u-tubes
**                       rectangular
*17400000    5    3      1      1    0.0    0 
*17400100    0    1
*17400101    2    0.001
*17400201    11   2
*17400301    0.   2
**
*17400400    0
*17400401    673.0  3
** left B.C.                              HT area
*17400501    740010000   10000   143   1  0.747385   5    * 3.736924/5=0.747385
** right B.C.
*17400601    650010000   10000   1     1  0.747385   5
**                 
*17400701   0     0.0   0.0   0.0   5
*17400801   0.0  10.0  10.0  10.0  10.0   0.0   0.0   1.0   5
*17400901   0.0  10.0  10.0  10.0  10.0   0.0   0.0   1.0   5
**
**
**** HS 100
*11000000  10       9        1    0      0.0   
*11000100   0       1
*11000101   4       0.010       * FMS(0.010)
*11000102   4       0.015       * Be (0.005)
*11000201   1       4           * matl 1 = FM steel  
*11000202   2       8           * matl 2 = Be armour 
*11000301   0.192      1        
*11000302   0.192      2        
*11000303   0.201      3        
*11000304   0.251      4        
*11000305   0.041      8        
*11000400   0
*11000401   573.0    9
*11000501   100010000   10000     143     1    0.0870     3   *(0.06)x0.435/3x10=0.0870
*11000502   100040000   10000     143     1    0.0666     7   *(0.06)x0.444/4x10=0.0666
*11000503   100080000   10000     143     1    0.0870    10   *(0.06)x0.435/3x10=0.0870
*11000601   0           0           0     1    0.0870     3
*11000602   0           0        2960     1    0.0666     7
*11000603   0           0           0     1    0.0870    10
*11000701   101     0.3333   0.0   0.0   3
*11000702   100     0.2500   0.0   0.0   7
*11000703   101     0.3333   0.0   0.0  10
*11000801   0.0  10.0  10.0  10.0  10.0   0.0   0.0   1.0   10
*11000901   0.0  10.0  10.0  10.0  10.0   0.0   0.0   1.0   10
**
**** HS 110
*11100000  10       9        1    0      0.0   
*11100100   0       1
*11100101   4       0.010       * FMS(0.010)
*11100102   4       0.015       * Be (0.005)
*11100201   1       4           * matl 1 = FM steel  
*11100202   2       8           * matl 2 = Be armour 
*11100301   0.192      1        
*11100302   0.19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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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0303   0.201      3        
*11100304   0.251      4        
*11100305   0.041      8        
*11100400   0
*11100401   573.0    9
*11100501   110010000   10000     143     1    0.0870     3   *(0.06)x0.435/3x10=0.0870
*11100502   110040000   10000     143     1    0.0666     7   *(0.06)x0.444/4x10=0.0666
*11100503   110080000   10000     143     1    0.0870    10   *(0.06)x0.435/3x10=0.0870
*11100601   0           0           0     1    0.0870     3
*11100602   0           0        2960     1    0.0666     7
*11100603   0           0           0     1    0.0870    10
*11100701   101     0.3333   0.0   0.0   3
*11100702   100     0.2500   0.0   0.0   7
*11100703   101     0.3333   0.0   0.0  10
*11100801   0.0  10.0  10.0  10.0  10.0   0.0   0.0   1.0   10
*11100901   0.0  10.0  10.0  10.0  10.0   0.0   0.0   1.0   10
**
**** HS 120
*11200000  10       9        1    0      0.0   
*11200100   0       1
*11200101   4       0.010       * FMS(0.010)
*11200102   4       0.015       * Be (0.005)
*11200201   1       4           * matl 1 = FM steel  
*11200202   2       8           * matl 2 = Be armour 
*11200301   0.192      1        
*11200302   0.192      2        
*11200303   0.201      3        
*11200304   0.251      4        
*11200305   0.041      8        
*11200400   0
*11200401   573.0    9
*11200501   120010000   10000     143     1    0.0870     3   *(0.06)x0.435/3x10=0.0870
*11200502   120040000   10000     143     1    0.0666     7   *(0.06)x0.444/4x10=0.0666
*11200503   120080000   10000     143     1    0.0870    10   *(0.06)x0.435/3x10=0.0870
*11200601   0           0           0     1    0.0870     3
*11200602   0           0        2960     1    0.0666     7
*11200603   0           0           0     1    0.0870    10
*11200701   101     0.3333   0.0   0.0   3
*11200702   100     0.2500   0.0   0.0   7
*11200703   101     0.3333   0.0   0.0  10
*11200801   0.0  10.0  10.0  10.0  10.0   0.0   0.0   1.0   10
*11200901   0.0  10.0  10.0  10.0  10.0   0.0   0.0   1.0   10
**
**** HS 200
*12000000  10       9        1    0      0.0   
*12000100   0       1
*12000101   4       0.010       * FMS(0.010)
*12000102   4       0.015       * Be (0.005)
*12000201   1       4           * matl 1 = FM steel  
*12000202   2       8           * matl 2 = Be armour 
*12000301   0.192      1        
*12000302   0.192      2        
*12000303   0.201      3        
*12000304   0.251      4        
*12000305   0.041      8        
*12000400   0
*12000401   573.0    9
*12000501   200010000   10000     143     1    0.0870     3   *(0.06)x0.435/3x10=0.0870
*12000502   200040000   10000     143     1    0.0666     7   *(0.06)x0.444/4x10=0.0666
*12000503   200080000   10000     143     1    0.0870    10   *(0.06)x0.435/3x10=0.0870
*12000601   0           0           0     1    0.0870     3
*12000602   0           0        2960     1    0.0666     7
*12000603   0           0           0     1    0.0870    10
*12000701   101     0.3333   0.0   0.0   3
*12000702   100     0.2500   0.0   0.0   7
*12000703   101     0.3333   0.0   0.0  10
*12000801   0.0  10.0  10.0  10.0  10.0   0.0   0.0   1.0   10
*12000901   0.0  10.0  10.0  10.0  10.0   0.0   0.0   1.0   10
**
**** HS 210
*12100000  10       9        1    0      0.0   
*12100100   0       1
*12100101   4       0.010       * FMS(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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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0102   4       0.015       * Be (0.005)
*12100201   1       4           * matl 1 = FM steel  
*12100202   2       8           * matl 2 = Be armour 
*12100301   0.192      1        
*12100302   0.192      2        
*12100303   0.201      3        
*12100304   0.251      4        
*12100305   0.041      8        
*12100400   0
*12100401   573.0    9
*12100501   210010000   10000     143     1    0.0870     3   *(0.06)x0.435/3x10=0.0870
*12100502   210040000   10000     143     1    0.0666     7   *(0.06)x0.444/4x10=0.0666
*12100503   210080000   10000     143     1    0.0870    10   *(0.06)x0.435/3x10=0.0870
*12100601   0           0           0     1    0.0870     3
*12100602   0           0        2960     1    0.0666     7
*12100603   0           0           0     1    0.0870    10
*12100701   101     0.3333   0.0   0.0   3
*12100702   100     0.2500   0.0   0.0   7
*12100703   101     0.3333   0.0   0.0  10
*12100801   0.0  10.0  10.0  10.0  10.0   0.0   0.0   1.0   10
*12100901   0.0  10.0  10.0  10.0  10.0   0.0   0.0   1.0   10
**
**** HS 220
*12200000  10       9        1    0      0.0   
*12200100   0       1
*12200101   4       0.010       * FMS(0.010)
*12200102   4       0.015       * Be (0.005)
*12200201   1       4           * matl 1 = FM steel  
*12200202   2       8           * matl 2 = Be armour 
*12200301   0.192      1        
*12200302   0.192      2        
*12200303   0.201      3        
*12200304   0.251      4        
*12200305   0.041      8        
*12200400   0
*12200401   573.0    9
*12200501   220010000   10000     143     1    0.0870     3   *(0.06)x0.435/3x10=0.0870
*12200502   220040000   10000     143     1    0.0666     7   *(0.06)x0.444/4x10=0.0666
*12200503   220080000   10000     143     1    0.0870    10   *(0.06)x0.435/3x10=0.0870
*12200601   0           0           0     1    0.0870     3
*12200602   0           0        2960     1    0.0666     7
*12200603   0           0           0     1    0.0870    10
*12200701   101     0.3333   0.0   0.0   3
*12200702   100     0.2500   0.0   0.0   7
*12200703   101     0.3333   0.0   0.0  10
*12200801   0.0  10.0  10.0  10.0  10.0   0.0   0.0   1.0   10
*12200901   0.0  10.0  10.0  10.0  10.0   0.0   0.0   1.0   10
**
**                                                                                           
    
**** HS 130                                                                                  
    
*11300000   5        4        1    0      0.0                                                
    
*11300100   0        1                                                                      
     
*11300101   3        0.01         * Grid(0.01)                                                 
  
*11300201   1        3            * matl 1 = FM steel                                        
    
*11300301   1.0      3            *1.0 means existing of heat source                           
  
*11300400   0                                                                               
     
*11300401   573.0    4                                                                       
    
*11300501   130010000   10000     143     1    0.03178    5   *(0.434+0.02)x2x0.175/5=0.03178   
 
*11300601   0           0           0     1    0.03178    5                                  
    
*11300701   104     0.2   0.0   0.0  5                                                        
   
*11300801   0.0  10.0  10.0  10.0  10.0   0.0   0.0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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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S 150                                                                                  
    
*11500000   5        4        1    0      0.0                                                
    
*11500100   0        1                                                                      
     
*11500101   3        0.01         * Grid(0.01)                                                 
  
*11500201   1        3            * matl 1 = FM steel                                        
    
*11500301   1.0      3            *1.0 means existing of heat source                           
  
*11500400   0                                                                               
     
*11500401   573.0    4                                                                       
    
*11500501   150010000   10000     143     1    0.03178    5   *(0.434+0.02)x2x0.175/5=0.03178   
 
*11500601   0           0           0     1    0.03178    5                                  
    
*11500701   104     0.2   0.0   0.0  5                                                        
   
*11500801   0.0  10.0  10.0  10.0  10.0   0.0   0.0   1.0   5                                   
 
**                                                                                           
    
**** HS 230                                                                                  
    
*12300000   5        4        1    0      0.0                                                
    
*12300100   0        1                                                                      
     
*12300101   3        0.01         * Grid(0.01)                                                 
  
*12300201   1        3            * matl 1 = FM steel                                        
    
*12300301   1.0      3            *1.0 means existing of heat source                           
  
*12300400   0                                                                               
     
*12300401   573.0    4                                                                       
    
*12300501   230010000   10000     143     1    0.02359    5   *(0.214+0.02)x2x0.252/5=0.02359   
 
*12300601   0           0           0     1    0.02359    5                                  
    
*12300701   105     0.2   0.0   0.0  5                                                        
   
*12300801   0.0  10.0  10.0  10.0  10.0   0.0   0.0   1.0   5                                   
 
**                                                                                           
    
**** HS 250                                                                                  
    
*12500000   5        4        1    0      0.0                                                
    
*12500100   0        1                                                                      
     
*12500101   3        0.01         * Grid(0.01)                                                 
  
*12500201   1        3            * matl 1 = FM steel                                        
    
*12500301   1.0      3            *1.0 means existing of heat source                           
  
*12500400   0                                                                               
     
*12500401   573.0    4                                                                       
    
*12500501   250010000   10000     143     1    0.02359    5   *(0.214+0.02)x2x0.252/5=0.0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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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0601   0           0           0     1    0.02359    5                                  
    
*12500701   105     0.2   0.0   0.0  5                                                        
   
*12500801   0.0  10.0  10.0  10.0  10.0   0.0   0.0   1.0   5                                   
 
**                                                                                           
    
**** HS 140                                                                                  
    
*11400000   6        9        1    0      0.0                                                
    
*11400100   0        1                                                                      
     
*11400101   2        0.03         * Li(0.03)+Grid(0.01)+Graphite(0.1)=0.14                       
*11400102   2        0.04                                                                    
    
*11400103   4        0.14                                                                    
    
*11400201   1        2                                                                      
     
*11400202   4        4                                                                      
     
*11400203   3        8            * matl 1 = FM steel                                        
    
*11400301   0.373    2            *1.0 means existing of heat source                           
  
*11400302   0.216    4                                                                       
    
*11400303   0.374    8                                                                       
    
*11400400   0                                                                               
     
*11400401   573.0    9                                                                       
    
*11400501   300010000   10000     143     1    0.29964    6   *(0.06)x1.650/6*19=0.29964  
*0.0156
**13000601   0           0           0     1    0.29964    6
*11400601   120040000   10000     143     1    0.29964    1
*11400602   110040000   10000     143     1    0.29964    2
*11400603   100040000   10000     143     1    0.29964    3
*11400604   200040000   10000     143     1    0.29964    4
*11400605   210040000   10000     143     1    0.29964    5
*11400606   220040000   10000     143     1    0.29964    6                                  
    
*11400701   102     0.16667   0.0   0.0  6                                                    
   
*11400801   0.0  10.0  10.0  10.0  10.0   0.0   0.0   1.0   6     
*11400901   0.0  10.0  10.0  10.0  10.0   0.0   0.0   1.0   6                                
**                                                                                           
    
**** HS 240                                                                                  
    
*12400000   6        9        1    0      0.0                                                
    
*12400100   0        1                                                                      
     
*12400101   2        0.015         * Li(0.015)+Grid(0.01)+Graphite(0.2)=0.225                    
*12400102   2        0.025                                                                   
    
*12400103   4        0.225                                                                   
    
*12400201   1        2                                                                      
     
*12400202   4        4                                                                      
     
*12400203   3        8            * matl 1 = FM steel                                        
    
*12400301   0.099    2            *1.0 means existing of heat source                           
  
*12400302   0.447    4                                                                       
    
*12400303   0.45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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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0400   0                                                                               
     
*12400401   573.0    9                                                                       
    
*12400501   240010000   10000     143     1    0.2496    6   *(0.06)x1.650/6*16=0.2496  *0.0156  
*12400601   140010000   10000     143     1    0.2496    6                                   
    
*12400701   103     0.16667   0.0   0.0  6                                                    
   
*12400801   0.0  10.0  10.0  10.0  10.0   0.0   0.0   1.0   6
*12400901   0.0  10.0  10.0  10.0  10.0   0.0   0.0   1.0   6      
**
**
************************************************************                                     
****** General Tables   ************************************                                     
************************************************************                                     
**----------------------------------------------------------                              
       
**---- from total power data (USED!!)                                                          
  
** total FW power = 107900 W -> /6 = 17893.3                                                 
    
** total SW power =  75370 W -> /6 =  6275.0                                                 
    
** total Be power =  21060 W -> /6 =  3510.0  => 0.0132 MW/m2                               
     
**-----------------------------------------------------------                             
       
** total Li01 power   =  55640 W                                                              
   
** total Li02 power   =   8557 W                                                              
   
** total Gr01 power   =  55770 W                                                             
    
** total Gr02 power   =  39450 W                                                             
    
** total Grid01 power =  31620 W                                                             
    
** total Grid02 power =  23470 W                                                             
    
** total Grid03 power =   7799 W                                                             
    
** total sep01 power  =   6015 W                                                             
    
** total sep02 power  =   7515 W                                                             
    
** BZ01 : Li01+Gr01+Grid01+sep01        = 149045 ->                                          
    
** frac.  0.373 0.374 0.212 0.040                                                               
 
** BZ02 : Li02+Gr02+Grid02+Grid03+sep02 =  86791 ->                                          
    
** frac. 0.099 0.455 0.270 0.090 0.087                                                          
 
** tcover + tmanifold = 8011+3041 = 11052 -> /2 = 5751                                         
  
** bcover + bmanifold = 8037+3055 = 11092 -> /2 = 5546                                        
   
** total Q = 257980 W -> del T = Q/(mCp) = 40.7 C (out T = 613K)                             
    
**----------------------------------------------------------                              
       
**                                                                                           
    
**                                                                                           
    
**** FW power      FW + Be power                                                          
       
**          17893.3 + 3510 = 21403.3                                                          
   
*20210000  power  0.0  1.0  21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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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001  0.0   1.0                                                                         
    
**                                                                                           
    
**** SW power      SW power                                                                
      
*20210100  power  0.0  1.0  6275.0                                                            
   
*20210101  0.0   1.0                                                                         
    
**                                                                                           
    
**** SHF from plasma                                                                        
     
*20296000  htrnrate                                                                           
   
*20296001  0.0  -0.13e6  * 0.3 MW/m2, SHF=0.13e6 for A=0.0266 =>Q=3463.2 WW                
      
**                                                                                           
    
**** BZ01 power                                                                              
    
*20210200  power  0.0  1.0  149045.                                                           
   
*20210201  0.0   1.0                                                                         
    
**                                                                                           
    
**** BZ02 power                                                                              
    
*20210300  power  0.0  1.0  86791.                                                            
   
*20210301  0.0   1.0                                                                         
    
**                                                                                           
    
**** Tcover power                                                                            
    
*20210400  power  0.0  1.0  5751.                                                             
   
*20210401  0.0   1.0                                                                         
    
**                                                                                           
    
**** Bcover power                                                                            
    
*20210500  power  0.0  1.0  5546.                                                             
   
*20210501  0.0   1.0                                                                         
    
**
**
************************************************************                                     
****** Physical Properties   *******************************                                     
************************************************************                                     
** 100 : FM steel (AISI 430) ITER MPH                                                        
    
*20100100   tbl/fctn  1  1   *conductivity                                                       
*20100101    293.0   24.57                                                                   
    
*20100102    373.0   24.82                                                                   
    
*20100103    423.0   24.94                                                                   
    
*20100104    473.0   25.05                                                                   
    
*20100105    523.0   25.15                                                                   
    
*20100106    573.0   25.23                                                                   
    
*20100107    623.0   25.30                                                                   
    
*20100108    673.0   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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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9    723.0   25.41                                                                   
    
*20100110    773.0   25.45                                                                   
    
*20100111    823.0   25.50                                                                   
    
*20100112    873.0   25.54                                                                   
    
*20100113    923.0   25.58                                                                   
    
*20100114    973.0   25.62                                                                   
    
*20100115   1023.0   25.66                                                                   
    
*20100116   1073.0   25.72                                                                   
    
*20100117   3000.0   25.80                                                                   
    
** (assumed density of ---- kg/m3)                                                            
   
*20100151    293.0   4.365e6   *density x specific heat                                          
*20100152    373.0   4.556e6                                                                 
    
*20100153    423.0   4.768e6                                                                 
    
*20100154    473.0   5.010e6                                                                 
    
*20100155    523.0   5.289e6                                                                 
    
*20100156    573.0   5.566e6                                                                 
    
*20100157    623.0   5.843e6                                                                 
    
*20100158    673.0   6.118e6                                                                 
    
*20100159    723.0   6.393e6                                                                 
    
*20100160    773.0   6.666e6                                                                 
    
*20100161    823.0   6.939e6                                                                 
    
*20100162    873.0   7.210e6                                                                 
    
*20100163    923.0   7.480e6                                                                 
    
*20100164    973.0   7.749e6                                                                 
    
*20100165   1023.0   8.017e6                                                                 
    
*20100166   1073.0   8.284e6                                                                 
    
*20100167   3000.0   8.500e6                                                                 
    
**                                                                                           
    
** 200 : Be armor (hot pressed) ITER MPH                                                     
    
*20100200   tbl/fctn  1  1                                                                     
  
*20100201    293.0    184.51                                                                 
    
*20100202    373.0    165.3                                                                  
    
*20100203    423.0    154.77                                                                 
    
*20100204    473.0    145.28                                                                 
    
*20100205    523.0    136.76                                                                 
    
*20100206    573.0    129.14                                                                 
    
*20100207    623.0    1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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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8    673.0    116.26                                                                 
    
*20100209    723.0    110.86                                                                 
    
*20100210    773.0    106.04                                                                 
    
*20100211    823.0    101.74                                                                 
    
*20100212    873.0    97.88                                                                  
    
*20100213    923.0    94.38                                                                  
    
*20100214    973.0    91.17                                                                  
    
*20100215   1023.0    88.16                                                                  
    
*20100216   1073.0    85.29                                                                  
    
*20100217   3000.0    84.00                                                                  
    
** (assumed density of ---- kg/m3)                                                            
   
*20100251    293.0    3.292e6                                                                
    
*20100252    373.0    3.715e6                                                                
    
*20100253    423.0    3.944e6                                                                
    
*20100254    473.0    4.150e6                                                                
    
*20100255    523.0    4.333e6                                                                
    
*20100256    573.0    4.496e6                                                                
    
*20100257    623.0    4.641e6                                                                
    
*20100258    673.0    4.768e6                                                                
    
*20100259    723.0    4.881e6                                                                
    
*20100260    773.0    4.981e6                                                                
    
*20100261    823.0    5.069e6                                                                
    
*20100262    873.0    5.147e6                                                                
    
*20100263    923.0    5.217e6                                                                
    
*20100264    973.0    5.282e6                                                                
    
*20100265   1023.0    5.342e6                                                                
    
*20100266   1073.0    5.399e6                                                                
    
*20100267   3000.0    5.500e6                                                                
    
**                                                                                           
    
** 300 : Graphite (??) ITER MPH                                                              
    
*20100300   tbl/fctn  1  1                                                                     
  
*20100301   10.                                                                              
    
** (assumed density of ---- kg/m3)                                                            
   
*20100351    1.778e6                                                                         
    
**                                                                                           
    
** 400 : Li (liquid) ITER M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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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0   tbl/fctn  1  1                                                                     
  
*20100401    293.0    35.863                                                                 
    
*20100402    373.0    39.201                                                                 
    
*20100403    423.0    41.206                                                                 
    
*20100404    473.0    43.149                                                                 
    
*20100405    523.0    45.030                                                                 
    
*20100406    573.0    46.849                                                                 
    
*20100407    623.0    48.606                                                                 
    
*20100408    673.0    50.300                                                                 
    
*20100409    723.0    51.932                                                                 
    
*20100410    773.0    53.503                                                                 
    
*20100411    823.0    55.011                                                                 
    
*20100412    873.0    56.457                                                                 
    
*20100413    923.0    57.841                                                                 
    
*20100414    973.0    59.162                                                                 
    
*20100415   1023.0    60.422                                                                 
    
*20100416   1073.0    61.619                                                                 
    
*20100417   3000.0    65.787                                                                 
    
** (assumed density of ---- kg/m3)                                                            
   
*20100451    293.0    1.895e6                                                                
    
*20100452    373.0    2.045e6                                                                
    
*20100453    423.0    2.132e6                                                                
    
*20100454    473.0    2.214e6                                                                
    
*20100455    523.0    2.291e6                                                                
    
*20100456    573.0    2.363e6                                                                
    
*20100457    623.0    2.431e6                                                                
    
*20100458    673.0    2.493e6                                                                
    
*20100459    723.0    2.551e6                                                                
    
*20100460    773.0    2.605e6                                                                
    
*20100461    823.0    2.654e6                                                                
    
*20100462    873.0    2.699e6                                                                
    
*20100463    923.0    2.739e6                                                                
    
*20100464    973.0    2.775e6                                                                
    
*20100465   1023.0    2.834e6                                                                
    
*20100466   1073.0    2.877e6                                                                
    
*20100467   3000.0    2.905e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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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inless steel for ITER SS-316LN(IG)
**
*20101100   tbl/fctn  1  1         
*20101101    293.0    13.94        
*20101102    373.0    15.09  
*20101103    423.0    15.80
*20101104    473.0    16.52
*20101105    523.0    17.24
*20101106    573.0    17.95
*20101107    623.0    18.67
*20101108    673.0    19.39
*20101109    723.0    20.10
*20101110    773.0    20.82
*20101111    823.0    21.54
*20101112    873.0    22.26
*20101113    923.0    22.97
*20101114    973.0    23.69
*20101115   1023.0    24.41
*20101116   1073.0    25.12
**20101117   3000.0    56.67
** (assumed density of ---- kg/m3) 
*20101151    293.0    3.740e6    
*20101152    373.0    3.859e6
*20101153    423.0    3.932e6
*20101154    473.0    4.005e6
*20101155    523.0    4.077e6
*20101156    573.0    4.149e6
*20101157    623.0    4.220e6
*20101158    673.0    4.291e6
*20101159    723.0    4.361e6
*20101160    773.0    4.431e6
*20101161    823.0    4.500e6
*20101162    873.0    4.568e6
*20101163    923.0    4.636e6
*20101164    973.0    4.703e6
*20101165   1023.0    4.770e6
*20101166   1073.0    4.835e6  
**20101167   3000.0    6.471e6       
**
** 
**
********************************************************************
*
*           Reactor Coolant Pump Data
*
********************************************************************
*
*                 curve type         curve regime   han
*
7701100           1                  1
*                 v/a                h/a2
7701101           0.0                1.3
7701102           0.1                1.3
7701103           0.2                1.29
7701104           0.3                1.28
7701105           0.4                1.27
7701106           0.5                1.24
7701107           0.6                1.21
7701108           0.7                1.17
7701109           0.8                1.12
7701110           0.9                1.08
7701111           1.0                1.00
*
*                 type               regime         ban
*
7701200           2                  1
*                 v/a                b/a2
7701201           0.0                0.68
7701202           0.1                0.71
7701203           0.2                0.73
7701204           0.3                0.76
7701205           0.4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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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1206           0.5                0.83
7701207           0.6                0.86
7701208           0.7                0.89
7701209           0.8                0.92
7701210           0.9                0.96
7701211           1.0                1.00
*
*                 type               regime         hvn
*
7701300           1                  2
*                 a/v                h/v2
7701301           0.0               -1.08
7701302           0.1               -0.92
7701303           0.2               -0.75
7701304           0.3               -0.56
7701305           0.4               -0.36
7701306           0.5               -0.17
7701307           0.6                0.06
7701308           0.7                0.27
7701309           0.8                0.50
7701310           0.9                0.76
7701311           1.0                1.0
*
*                 type               regime         bvn
*
7701400           2                  2
*                 a/v                b/v2
7701401           0.0               -0.82
7701402           0.1               -0.58
7701403           0.2               -0.40
7701404           0.3               -0.24
7701405           0.4               -0.08
7701406           0.5                0.08
7701407           0.6                0.26
7701408           0.7                0.44
7701409           0.8                0.62
7701410           0.9                0.80
7701411           1.0                1.00
*
*                 type               regime         had
*
7701500           1                  3
*                 v/a                h/a2
7701501           -1.0               3.72
7701502           -0.9               3.40
7701503           -0.8               3.10
7701504           -0.7               2.80
7701505           -0.6               2.52
7701506           -0.5               2.24
7701507           -0.4               1.98
7701508           -0.3               1.75
7701509           -0.2               1.56
7701510           -0.1               1.38
7701511            0.0               1.30
*
*                 type               regime         bad
*
7701600           2                  3
*                 v/a                b/a2
7701601           -1.0               3.32
7701602           -0.9               2.98
7701603           -0.8               2.66
7701604           -0.7               2.34
7701605           -0.6               2.06
7701606           -0.5               1.76
7701607           -0.4               1.48
7701608           -0.3               1.23
7701609           -0.2               1.00
7701610           -0.1               0.82
7701611            0.0               0.68
*
*                 type               regime         hv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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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1700           1                  4
*                 a/v                h/v2
7701701           -1.0               3.72
7701702           -0.9               3.30
7701703           -0.8               2.70
7701704           -0.7               2.52
7701705           -0.6               2.40
7701706           -0.5               2.32
7701707           -0.4               2.24
7701708           -0.3               2.16
7701709           -0.2               2.08
7701710           -0.1               1.94
7701711            0.0               1.77
*
*                 type               regime         bvd
*
7701800           2                  4
*                 a/v                b/v2
7701801           -1.0               3.32
7701802           -0.9               3.04
7701803           -0.8               2.80
7701804           -0.7               2.58
7701805           -0.6               2.39
7701806           -0.5               2.24
7701807           -0.4               2.20
7701808           -0.3               2.19
7701809           -0.2               2.12
7701810           -0.1               1.99
7701811            0.0               1.78
*
*                 type               regime         hat
*
7701900           1                  5
*                 v/a                h/a2
7701901           0.0                0.29
7701902           0.1                0.30
7701903           0.2                0.31
7701904           0.3                0.34
7701905           0.4                0.35
7701906           0.5                0.40
7701907           0.6                0.48
7701908           0.7                0.58
7701909           0.8                0.69
7701910           0.9                0.87
7701911           1.0                1.08
*
*                 type               regime         bat
*
7702000           2                  5
*                 a/v                b/v2
7702001           0.0               -1.34
7702002           0.1               -1.14
7702003           0.2               -0.95
7702004           0.3               -0.74
7702005           0.4               -0.54
7702006           0.5               -0.37
7702007           0.6               -0.20
7702008           0.7               -0.02
7702009           0.8                0.16
7702010           0.9                0.34
7702011           1.0                0.52
*
*                 type               regime         hvt
*
7702100           1                  6
*                 v/a                h/a2
7702101           0.0                1.77
7702102           0.1                1.58
7702103           0.2                1.40
7702104           0.3                1.26
7702105           0.4                1.19
7702106           0.5                1.14
7702107           0.6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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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2108           0.7                1.07
7702109           0.8                1.05
7702110           0.9                1.06
7702111           1.0                1.08
*
*                 type               regime         bvt
*
7702200           2                  6
*                 a/v                b/v2
7702201           0.0                1.78
7702202           0.1                1.58
7702203           0.2                1.42
7702204           0.3                1.30
7702205           0.4                1.20
7702206           0.5                1.12
7702207           0.6                1.06
7702208           0.7                0.86
7702209           0.8                0.84
7702210           0.9                0.70
7702211           1.0                0.52
*
*                 type               regime         har
*
7702300           1                  7
*                 a/v                h/v2
7702301           -1.0              -1.207
7702302           -0.9              -0.907
7702303           -0.8              -0.60
7702304           -0.7              -0.41
7702305           -0.6              -0.168
7702306           -0.5               0.00
7702307           -0.4               0.13
7702308           -0.3               0.20
7702309           -0.2               0.26
7702310           -0.1               0.28
7702311            0.0               0.29
*
*                 type               regime         bar
*
7702400           2                  7
*                 v/a                b/a2
7702401           -1.0              -4.51
7702402           -0.9              -4.10
7702403           -0.8              -3.74
7702404           -0.7              -3.36
7702405           -0.6              -3.03
7702406           -0.5              -2.70
7702407           -0.4              -2.42
7702408           -0.3              -2.09
7702409           -0.2              -1.82
7702410           -0.1              -1.54
7702411            0.0              -1.34
*
*                 type               regime         hvr
*
7702500           1                  8
*                 a/v                h/v2
7702501           -1.0              -1.207
7702502           -0.9              -1.26
7702503           -0.8              -1.31
7702504           -0.7              -1.35
7702505           -0.6              -1.36
7702506           -0.5              -1.35
7702507           -0.4              -1.34
7702508           -0.3              -1.32
7702509           -0.2              -1.26
7702510           -0.1              -1.18
7702511            0.0              -1.08
*
*                 type               regime         bvr
*
7702600           2                  8
*                 a/v                b/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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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2601           -1.0              -4.51
7702602           -0.9              -3.97
7702603           -0.8              -3.50
7702604           -0.7              -3.07
7702605           -0.6              -2.70
7702606           -0.5              -2.33
7702607           -0.4              -2.00
7702608           -0.3              -1.68
7702609           -0.2              -1.38
7702610           -0.1              -1.07
7702611            0.0              -0.82
*
********************************************************
*  Reactor Coolant Pump Data  (Based on CENPD-137)
*
*-------------------------------------------------------------------
*                 extrap indic
*-------------------------------------------------------------------
*
7703000           0
*                 void fraction      head mult.
7703001           0.0                0.0
7703002           0.1                0.0
7703003           0.15               0.05
7703004           0.24               0.8
7703005           0.3                0.96
7703006           0.4                0.98
7703007           0.6                0.97
7703008           0.8                0.9
7703009           0.9                0.8
7703010           0.96               0.5
7703011           1.0                0.0
*
*                     extrap.indic
*
7703100           0
*                 void               torque mult.
7703101           0.0                0.0
7703102           1.0                0.0
*
*----------------------------------------------------------------
*    two-phase head and torque differnce curve
*----------------------------------------------------------------
*
*                 curve type         curve regime   han
*
7704100           1                  1
*                 v/a                h/a2
7704101           0.0                0.000
7704102           0.1                0.833
7704103           0.2                1.089
7704104           0.3                1.098
7704105           0.4                1.048
7704106           0.5                1.017
7704107           0.6                1.014
7704108           0.7                1.012
7704109           0.8                0.983
7704110           0.9                0.940
7704111           1.0                1.000
*
*                 type               regime         hvn
*
7704200           1                  2
*                 v/a                h/a2
7704201           0.0                0.000
7704202           0.1               -0.040
7704203           0.2                0.003
7704204           0.3                0.095
7704205           0.4                0.210
7704206           0.5                0.331
7704207           0.6                0.449
7704208           0.7                0.560
7704209           0.8                0.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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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4210           0.9                0.804
7704211           1.0                1.000
*
*                 type               regime         had
*
7704300           1                  3
*                 a/v                h/v2
7704301          -1.0               -1.111
7704302          -0.9               -1.242
7704303          -0.8               -1.773
7704304          -0.7               -2.360
7704305          -0.6               -2.786
7704306          -0.5               -2.909
7704307          -0.4               -2.667
7704308          -0.3               -2.090
7704309          -0.2               -1.295
7704310          -0.1               -0.495
7704311           0.0                0.000
*
*                type               regime         hvd
*
7704400           1                  4
*                 a/v                b/v2
7704401          -1.0               -1.111
7704402          -0.9               -0.776
7704403          -0.8               -0.501
7704404          -0.7               -0.307
7704405          -0.6               -0.174
7704406          -0.5               -0.084
7704407          -0.4               -0.023
7704408          -0.3                0.020
7704409          -0.2                0.054
7704410          -0.1                0.083
7704411           0.0                0.110
*
*                type               regime            hat
*
7704500           1                  5
*                 v/a                v/a2
7704501           0.0                0.000
7704502           0.1               -0.178
7704503           0.2               -0.345
7704504           0.3               -0.504
7704505           0.4               -0.652
7704506           0.5               -0.792
7704507           0.6               -0.927
7704508           0.7               -1.058
7704509           0.8               -1.188
7704510           0.9               -1.323
7704511           1.0               -1.468
*
*                type               regime            hvt
*
7704600           1                  6
*                 v/a               h/a2
7704601           0.0                0.110
7704602           0.1                0.134
7704603           0.2                0.151
7704604           0.3                0.152
7704605           0.4                0.130
7704606           0.5                0.071
7704607           0.6               -0.043
7704608           0.7               -0.230
7704609           0.8               -0.512
7704610           0.9               -0.915
7704611           1.0               -1.467
*
*                type                regime           har
*
7704700           1                   7
*                v/a                 b/a2
7704701          -1.0                0.000
7704702          -0.9                0.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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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4703          -0.8                0.811
7704704          -0.7                0.785
7704705          -0.6                0.761
7704706          -0.5                0.734
7704707          -0.4                0.701
7704708          -0.3                0.655
7704709          -0.2                0.591
7704710          -0.1                0.502
7704711           0.0                0.380
*
*                type                regime            hvr
*
7704800           1                   8
*                 v/a                 v/a2
7704801          -1.0                0.000
7704802          -0.9               -0.043
7704803          -0.8               -0.066
7704804          -0.7               -0.071
7704805          -0.6               -0.058
7704806          -0.5               -0.027
7704807          -0.4                0.021
7704808          -0.3                0.086
7704809          -0.2                0.168
7704810          -0.1                0.266
7704811           0.0                0.380
*
*
*                 type               regime         ban
*
7704900           2                  1
*                 v/a                b/a2
7704901           0.0                0.68
7704902           0.1                0.71
7704903           0.2                0.73
7704904           0.3                0.76
7704905           0.4                0.8
7704906           0.5                0.83
7704907           0.6                0.86
7704908           0.7                0.89
7704909           0.8                0.92
7704910           0.9                0.96
7704911           1.0                1.0
*
*                 type               regime         bvn
*
7705000           2                  2
*                 a/v                b/v2
7705001           0.0               -0.82
7705002           0.1               -0.58
7705003           0.2               -0.4
7705004           0.3               -0.24
7705005           0.4               -0.08
7705006           0.5                0.08
7705007           0.6                0.26
7705008           0.7                0.44
7705009           0.8                0.62
7705010           0.9                0.8
7705011           1.0                1.0
*
*                 type               regime         bad
*
7705100           2                  3
*                 v/a                b/a2
7705101           -1.0               3.32
7705102           -0.9               2.98
7705103           -0.8               2.66
7705104           -0.7               2.34
7705105           -0.6               2.06
7705106           -0.5               1.76
7705107           -0.4               1.48
7705108           -0.3               1.23
7705109           -0.2               1.0
7705110           -0.1               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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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5111            0.0               0.68
*
*                 type               regime         bvd
*
7705200           2                  4
*                 a/v                b/v2
7705201           -1.0               3.32
7705202           -0.9               3.04
7705203           -0.8               2.8
7705204           -0.7               2.58
7705205           -0.6               2.39
7705206           -0.5               2.24
7705207           -0.4               2.2
7705208           -0.3               2.19
7705209           -0.2               2.12
7705210           -0.1               1.99
7705211            0.0               1.78
*
*                 type               regime         bat
*
7705300           2                  5
*                 a/v                b/v2
7705301           0.0                0.001
7705302           0.1                0.001
7705303           0.2                0.001
7705304           0.3                0.001
7705305           0.4                0.001
7705306           0.5                0.001
7705307           0.6                0.001
7705308           0.7                0.001
7705309           0.8                0.001
7705310           0.9                0.001
7705311           1.0                0.001
*
*                 type               regime         bvt
*
7705400           2                  6
*                 a/v                b/v2
7705401           0.0                1.78
7705402           0.1                1.58
7705403           0.2                1.42
7705404           0.3                1.3
7705405           0.4                1.2
7705406           0.5                1.12
7705407           0.6                1.06
7705408           0.7                0.86
7705409           0.8                0.84
7705410           0.9                0.7
7705411           1.0                0.52
*
*                 type               regime         bar
*
7705500           2                  7
*                 v/a                b/a2
7705501           -1.0              -4.51
7705502           -0.9              -4.1
7705503           -0.8              -3.74
7705504           -0.7              -3.36
7705505           -0.6              -3.03
7705506           -0.5              -2.7
7705507           -0.4              -2.42
7705508           -0.3              -2.09
7705509           -0.2              -1.82
7705510           -0.1              -1.54
7705511            0.0              -1.34
*
*                 type               regime         bvr
*
7705600           2                  8
*                 a/v                b/v2
7705601           -1.0              -4.51
7705602           -0.9              -3.97
7705603           -0.8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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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5604           -0.7              -3.07
7705605           -0.6              -2.7
7705606           -0.5              -2.33
7705607           -0.4              -2.0
7705608           -0.3              -1.68
7705609           -0.2              -1.38
7705610           -0.1              -1.07
7705611            0.0              -0.82
*
* relative pump motor torque data
*
7706001           -50.265            1.14
7706002            25.133            1.23
7706003            62.832            1.3
7706004            75.398            1.37
7706005            87.965            1.56
7706006           100.531            1.9
7706007           113.097            2.32
7706008           115.611            2.41
7706009           117.37             2.45
7706010           119.381            2.34
7706011           120.637            2.2
7706012           121.894            1.93
7706013           123.15             1.5
7706014           124.407            0.82
7706015           124.621            0.6
7706016           125.664            0.0
7706017           126.707           -0.6
7706018           126.92            -0.82
7706019           128.177           -1.5
7706020           129.434           -1.93
7706021           130.69            -2.2
7706022           131.947           -2.34
7706023           133.958           -2.45
7706024           135.717           -2.41
7706025           138.23            -2.32
7706026           150.796           -1.9
7706027           163.363           -1.56
7706028           175.929           -1.37
7706029           188.496           -1.3
7706030           226.195           -1.23
7706031           301.593           -1.14
*                                       
*                                                                                           
    
. End of file       



서   지   정  보  양   식     

 수행기 보고서번호  탁기 보고서번호    표 보고서번호     INIS 주제코드

  KAERI/RR-2892/2007

    제목 / 부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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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15-20 내외)

  ITER 건조, 운  사업의 주요 목   하나는 DEMO와 련한 삼 수소 증식용 블랑켓을 시험

하는 것이며, 이러한 시험 장치를 블랑켓 시험모듈(Test Blanket Module, TBM)이라 한다. TBM 

개발  시험은 다른 선진국들이 수십 년 동안 노력해 온 기술로, ITER  DEMO의 핵심기술이

며,  핵융합에 지 개발을 한 필수 분야이다. 본 보고서는 아국이 제안한 두 가지 TBM 사양  

액체증식형 TBM에 한 연구  개발 내용을 다루었다. 

  본 과제 수행을 해,  1차년도(2006년)에는 액체 속형 TBM의 개념설계  비안 성 분석 

수행을 통해, 노해석, 열수력, 구조해석 수행  설계 최 화 과정을 정립하고, 안 련 해석을 수

행하 으며, 비안 성분석보고서 작성하 다. 한, TBM의 보조계통 설계를 수행하여, He 냉각

계통  Li 증식재 계통 설계  해석하 고, 삼 수소 시스템을 설계하기 한 여러 방법들을 조

사, 분석하 다. ITER 시험 계획에 맞춘 TBM의 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설계  안 해석, 

시험 계획 등을 ITER-O에서 요구하는 설계문서인 DDD(Design Description Document)를 통해 

정리하 다. TBM은 타 참여국과의 력 연구가 많은 부분에서 필요하며, 이에 따라, 련 회의에 

참석하여 타국과의 연구 력 방안도 함께 수립히 다. 

  2차년도(2007년)에는 기 수행된 액체 속형 TBM과 보조계통 설계 보완을 수행하여, 기본 설계 

보완 활동  TBM 시스템의 설계를 마무리하 고, 안 성분석 보완  인허가 문서를 생산하

다. 한, ITER 일정 변경에 따른 시험계획을 수정 보완하 고, DDD 안을 완성하여 ITER-O에 

제출하 다. TBM 제작을 해서는 조달자격 검증용 TBM 제작기술 개발이 필수 이며, 이를 

해 구조재로 채택된 FM강 (Ferrite Martensite) 가공  합 방법을 개발하고, Be과 FM강으로 

이루어진 일차벽에 한 합기술을 개발하여, 비 조건을 도출하 다. 고온, 고압의 He 냉각재

를 사용하는 개념에 맞게 냉각재와 련한 기술을 개발하기 해, 련 실험 장치의 설계, 제작, 

실험에 참여하 다. 액체 속 증식재 기술 개발을 해 성능 검증용 설계루 를 설계하고, 액체증

식재의 MHD 상을 이론 으로 해석하는 작업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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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5-20 Lines)

The objectives of the ITER project for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are to perform the test related to the 

neutronics, blanket module, tritium treatment technology, advanced plasma technology, and to test the heat 

extraction and tritium breeding in the test blanket for the fusion reactor. Other parties have been 

developing the Test Blanket Module (TBM) for testing in the ITER for these purposes. Through this 

project, we can secure the TBM design and related technology, which will be used as the core technology 

for the DEMO construction, our own fusion reactor development. 

 In 1st year, the optimized design procedure was established with the existing tools, which have been used 

in nuclear reactor design, and the optimized HCML TBM design was obtained through iteration method 

according to the developed design procedure. He cooling system as a TBM auxiliary system was designed 

considering the final design of the KO HCML TBM such as coolant capacity and operation pressure. 

Layout for this system was prepared to be installed in the ITER TCWS vault. MHD effect of liquid Li 

breeder by magnetic flux in ITER such as much higher pressure drop was evaluated with CFD-ACE and 

it was concluded that the Li breeder should have a slow velocity to reduce this effect. Most results were 

arranged in the form of DDD including preliminary safety analysis report. 

 In 2nd year, the optimized design procedure was complemented and updated. In performance analysis on 

thermal-hydraulic and thermo-mechanical one, full 3D meshes were generated and used in this analysis in 

order to obtain the more exact temperature, deformation, and stress solution. For liquid Li breeder system, 

design parameters were induced before the detailed design of the system and were used in the design of 

the liquid Li test loop. LOCA analysis, activation analysis in LOCA, EM analysis were performed as a 

preliminary safety analysis. In order to develop the manufacturing technology, Be+FMS and FMS to FMS 

joining conditions were developed. Since He cooling technology with such a high temperature and pressure 

conditions (500 ℃ and 8 MPa) has been developed in the Gas Cooled Reactor (GCR) field. Since pressure 

drop by MHD effect is one of most important problem in liquid type TBM, this problem was evaluated 

with the CFX code and its EM module, which was newly adopted. In order to validate this module, a 

benchmarking problem was selected and the input data for the KO HCML TBM was prepared. In order to 

develop the Li technology, the test loop was designed schematically and design parameters were obtained. 

Main components such as EM pump and sump tank were designed specifically and fabr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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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1. 이 보고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

개발사업의 연구사업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 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 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외 으로 발표 는 공개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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