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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삼중수소(트리튬) 증식재인 PbLi의 용해특성을 실험하였다. 예상한 바와 같이,
용해한 PbLi는 물과 섞였을 때 반응성을 보이지 않고 단지 물에 의하여 냉각될 뿐
이고, 조성의 변화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용해한 PbLi가 공기와
접촉하더라도 별다른 반응성을 보이지 않으며, 역시 크게 화학조성의 변화를 초래
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PbLi는 조성중의 Li가 화학반
응을 하여 산화물이나 탄산염으로 변하는 것이 확인되어, PbLi를 아르곤같은 불활
성기체중에 보관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삼중수소 증식재인 PbLi 합금중에 용해하는 수소의 평형 분포데이터에 관한 자
료들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들을 정리하였다. 이 평형분포 자료들은 큰 편차를 보이
는데, 이 편차의 원인은 수소가 침투에 의하여 기벽을 통하여 손실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삼중수소 추출장치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조재에
알루미나 코팅 또는 텅스텐코팅을 하여 삼중수소의 침투에 의한 손실을 최대한 억
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삼중수소 추출을 위한 예비단계로서 앞으로 우리가 착수할 관련장치의 기초데
이터로 삼기 위하여, 각국에서 이루어진 삼중수소추출 시험장치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정리하였다. 이를 토대로, 여러 가능한 추출방법 중에서 역류추출법
을 우리가 착수할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이 장치를 설계하기 위하여 충전재, 다공성
의 개스공급용 스파저, 배기계통, 수소농도 측정용 압력계 또는 전기화학적 센서,
수소를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는, 철 박막으로 이루어진 실린더 등의 구체적인 설계
에 착수하였다. 역류추출법을 구현하기 위하여 충전재를 쓰는데, 충전재 선정을 위
하여 미국측 DDD와 EU 측 DDD를 참고하여 물리적 상수 및 운전변수들을 정리하
였으며, 이들을 토대로 추출에 필요한 헬륨유량, 추출효율 등을 계산하였다.

아울러, 삼중수소분리 및 리튬동위원소 분리를 위한 관련기술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였다.



SUMMARY

Melting characteristics of Pb-15.7Li, which is a eutectic metal for the tritium

breeding, is experimented. As expected, molten Pb-15.7Li, hereafter called PbLi,

did not show any reactivity when mixed with water but only cooled by water

addition. Composition also is found not to be changed by the water addition.

Molten PbLi also was found not to show any reactivity when in the air

atmosphere or change in composition. However, as PbLi can change its

composition in the air atmosphere in the long term period by the reactivity of

lithium, it would be safe to store PbLi in an inert atmosphere like argon gas.

Literature data on hydrogen distribution equilibrium in PbLi is collected and

compared. This literature data shows large discrepancies with 20 times in values

between the data. This discrepancies are thought be coming from the permeation

of hydrogen through wall of the reaction chambers. Thus it is concluded that

hydrogen permeation through the walls should be suppressed by coating the

walls of the PbLi container with alumina or tungsten.

Various methods for the tritium extraction is surveyed, and one of them,

countercurrent extraction, is chosen as our preference. Parts for the

accomplishment of this method are: structured packing, porous metal sparger,

evacuation system, hydrogen gas pressure measurements. Basic design of the

counter-current extraction and necessary parts for it is performed.

A brief introduction on the tritium separation and lithium isotope separation

is also gi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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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설명 
 

a: 헬륨기포 하나의 표면적,  

A : 충전관 내부에 존재하는 전체 헬륨기포 표면적 

CT : 액체 PbLi중에 녹아있는 삼중수소의 농도  

d: 헬륨기포의 평균직경 

g: 중력가속도상수 

KG: Permeability Coefficient ,  

KL: 기체 및 액체 사이의 삼중수소이동은 물질이동계수,   

ng: 기체상에 존재하는 수소(또는 삼중수소)의 몰 수  

nh: 정상상태에서 PbLi 관 단위높이(m)당 기포 수   

nl : PbLi에 존재하는 원자수 

N : 단위면적(1m2)당 전체 기공수, 

R: 기체상수 

sd: 기포와 기포 사이의 평균거리(여기에서 d는 헬륨기포의 평균직경) 

T: 절대온도  

υT: 액체중에서 기체의 종말속도 

v: 헬륨기포 하나의 부피  

Vg: PbLi와 평형을 이루는 삼중수소 부피  

Vl: PbLi부피  

VT : 다공성디스크 전체부피  

VV: 다공성디스크에서 빈 공간의 부피 

Φ: Porosity, 

 ρl: 액체 밀도 ρg: 기체 밀도  µ: Dynamic Viscosity 

σ: 액체의 표면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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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핵융합반응은 석탄, 기름 또는 개스를 태우는 화학반응에 비하여 약 400만배 더 

에너지가 많이 나온다. 1000 MW 석탄발전소가 1년에 270만톤의 석탄을 필요로 하는 

것에 비하여, 금세기 후반에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는 핵융합발전소는 1년에 250kg의 

연료가 필요하며, 여기에서 반은 중수소, 반은 삼중수소이다.  

ITER는 20년 동안의 가동기간에 필요로 하는 삼중수소를 구매한다. 그러나 

DEMO에서는 800MW의 전력생산을 위하여 매일 300g 의 삼중수소을 필요로 한다. 

삼중수소가 자연계에 존재하는 양이 극히 적으므로, 삼중수소를 증식해야 한다. 이들 

삼중수소의 거의 모두가 수소화물로 저장되어 취급될 것이다 [Hayashi-2008]. 많은 

수소화물이 있지만, 적절한 온도에서 삼중수소를 회수하고 공급할 매력적인 특성을 가진 

물질은 한정되어 있다. 우라늄(U)은 공급과 회수의 관점(유용한 평형압력등온곡선, 

재료안정성 등)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유망하다. 이런 이유로, 핵융합기술을 위한 많은 

삼중수소 시설에서 우라늄이 사용돼 왔다. 그러나 산소와 높은 발화성을 보이고, 질소와 

높은 반응성을 갖고, 미세분말화하며, 열화된 경우라도 통제를 받는 핵물질 (일본-

한국도 해당)이라는 점 같은 안전관점의 불리함이 있다. 다른 한편, 금속간 화합물인 

지르코늄-코발트(ZrCo)는 약 20년간 JAEA의 삼중수소 공정실험실 (TPL)과 FzK의 

TLK (Tritium Laboratory Karlsruhe)에서 삼중수소 저장재료로서 연구되고 

실증되었다. ZrCo는 산소와 질소와 낮은 반응성, 유사한 평형압력등온선 같은 안전의 

관점에서 매력적인 특성들이 있다. ZrCo의 가장 큰 불리점은 수소동위원소의 높은 

부분압에서 불균형화 (disproportionation)하는 것이지만, 이는 제어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ITER와 관련하여 고체 및 액체 증식재를 쓴 TBM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연구원은 액체증식재를 연구개발하고 있는데, 초기에 금속리튬 

증식재를 고려하여 기초연구를 하였고 현재는 PbLi를 쓴 증식재를 연구하고 있다. 현재 

PbLi와 구조재의 건전성을 시험하고 자기장에 의한 MHD효과를 실험하기 위하여 

ELLI (Experimental Loop for Liquid Lithium)을 제작하여 특성시험을 하고 있다. 

이 장치에서 순환시킬 PbLi의 용융특성을 미리 파악하고 최적의 장치가동 조건을 

구하여 장치의 효율적 운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반응기를 써서 PbLi의 

용융특성을 시험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액체리튬이 물 및 공기와 반응하는 특성을 

구한 결과 및 PbLi이 용융/응고하는 특성 및 역시 물 및 공기와 접촉한 조건에서 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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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성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아울러, 삼중수소의 추출을 위한 기술현황을 소개하고 

우리 연구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삼중수소 추출 장치의 개념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ITER건설에 있어서, 삼중수소 증식을 검증하기 위하여 TBM을 설치한다. 리튬은 

삼중수소증식을 위한 재료물질인데, 다음의 반응에 의하여 삼중수소를 증식한다.  

6Li + n → t + α + 4.78MeV                                        (1) 

7Li + n → t + α + n - 2.47MeV                                    (2) 

삼중수소를 증식하기 위한 리튬의 형태는 액체형과 고체형이다. KAERI에서는 

Pb-15.7Li (이하 PbLi라고 부르기로 함)를 400 kg 구매하여 이를 액체증식재로 

쓰기 위한 예비용융실험 및 루프 구축을 수행하였다. PbLi의 용융-응고 특성 및 물과의 

반응성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이 결과는 ELLI를 운전할 때 기본 자료로서 활용되고 

있다.   

삼중수소 추출을 위한 방법으로 몇 가지가 제안되거나 실험이 이루어졌는데, 게터를 

이용하는 방법, 얇은 금속박막을 이용한 침투법, 기-액 역류법이 있다. 이 중에서 

역류법이 가장 많이 실험이 이루어지고 실현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이 방법을 선택, 

구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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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PbLi 구매 및 용융특성 

제1절 PbLi 구매정보 및 특성 

삼중수소를 추출하기 위하여, PbLi를 쓰는 경우, PbLi의 물리적 특성을 알아야 하므로, 

아래의 표 1에 PbLi의 물리적 특성을 나타내었다.   

Table 1. PbLi의 물리적 성질(Source: Moriyama-1995) 

 

 

위의 표에서, Kinematic Viscosity(ν) 는 Dynamic viscosity(μ) 를 밀도로 나눈 값이다. 한

편, 서균열이 발표한 PbLi의 물리적 성질을 표2에 나타내었다.  

 
Table 2. PbLi의 물리적 성질(출처: 서균열-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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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Li의 유속에 미치는 MHD효과 (Magneto-hydrodynamic Effect) 및 PbLi

가 구조재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기 위한 장치에 쓰일 PbLi를 독일 제조회사 (GMH 

Jost-Hinrich Stachow GmbH) 에서 구매(400kg, 2009년 하반기)했으며, 연락처

와 조성은 아래와 같다.   

 

PbLi 공급자 연락처:  

Klaus Krämer (k.Kraemer@stachow-metall.de) 

GMH Jost-Hinrich Stachow GmbH 

Rosentorstraße 15 

DE - 38640 Goslar 

 

구매한 PbLi 조성: 

max. impurities in %: 

Ag <0,001 

Bi <0,004 

Cu <0,0005 

Fe <0,0005 

Si <0,001 

Zn <0,0005 

 

Small ingots with 70-72 mm diameter and max. 150 mm length, packed in 

foil under argon 

 

Our Purchased PbLi: The Li-content in the finished Pb/Li alloy is 0.62 

weight%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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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Pb 밀도: 11.34 g·cm−3  

Pb 원자량: 207.2 g·mol-1 

Li 원자량: 6.941 g·mol-1 

 

이상의 조성으로부터 산출한, PbLi의 몇가지 특성:  

Pb:Li 몰 비 = (99.38/207.2):(0.62/6.941) = 0.4796:0.08932  

Pb 원자 개수 비 = 0.4796/(0.4796+0.03892) = 0.843 

Li 원자 개수 비 = 0.08932/(0.04796+0.08932) = 0.157 

따라서, 우리가 구한 PbLi 의 정확한 조성은 Pb-15.7Li 이고, 이는 문헌

[Hubbersey-1992]에 발표된 조성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Pb-

15.7Li의 분자량을 구하면, 0.843 207.2 + 0.157 6.941 = 175.759 gm/mole 이

다.  

 

 

제2절 용융특성실험 

여러 번 PbLi를 용융-응고할 때, PbLi가 매번 일정한 용융-응고온도를 보이는지

를 확인하고 아울러 물 또는 공기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여러 조건에 

대하여 실험하였다.  

(1) 동일한 PbLi를 여러 날에 걸쳐 용융/응고했을 때 용융점/응고점이 일정한 값을 보

이는지 실험.   

(2) 서로 다른 PbLi샘플 세개를 취하여 이들의 용융/응고점을 측정, 같은 세개의 샘플

이 같은 결과를 주는지 실험. 

(3) 물을 첨가했을 때, PbLi의 특성변화 여부 실험. 

(4) 용융 PbLi에 대한 공기의 영향 실험. 

(5) 용융점으로부터 PbLi의 조성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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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 PbLi샘플의 용융/응고 반복실험  

동일 샘플의 PbLi 용융-응고 실험결과를 Table 1 및 Figure 1 에 나타내었다. 이 

결과에 따르면, 3차에 걸친 용융-응고 결과 PbLi의 용융-응고온도는 크게 변화하지 않

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첫번째 용융-응고온도가 두번째-세번째의 그것과 다른 이유로서

는 온도측정에 사용된 열전대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Table 3. Measurement result of melting point and solidifying temperature of 

one PbLi sample (Sample #2, Work done Mar 3~8, 2010)  

Date MP SP Heating 

Cycles 

Probe Remarks 

Mar 03 235.7, 

235.7 

235.8, 235.8, 

235.8 

3 TC1  

Mar 04 235.1, 234.9 234.7, 234.6 2 TC3  

Mar 08 235.1 234.6 1 TC3  

Mar 17 235.1 234.3 1 TC3 Water added after MP

Mar 26 235.1  1 TC3 After Water Addition

 

 

 

Figure 1.  PbLi 단일 샘플의 5회에 걸친 용융-응고결과 얻어진 PbLi의 용융-응고온

도.(Sample #2; 373.62 gm; Work done on Mar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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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러 PbLi샘플의 용융/응고 실험 

두 개의 서로 다른 PbLi 덩어리에 대한 녹는 점 측정결과는 아래 Table 4 와 같다. 

이 표를 보면, 서로 다른 PbLi덩어리들은 녹는 점들이 같다고 볼 수 있다.  

Table 4. Measurement result of melting and solidifying temperature of two 

PbLi samples (Before water addition)   

Sample No Date MP Remark 

2 Mar 03, 2010 235.8 Average of 5 data (MP and SP)

2 Mar 04, 2010 234.8 Average of 4 data (MP and SP)

2 Mar 08, 2010 234.9 Average of 2 data (MP and SP)

3 April 2, 2010 234.3  

 

 

3.  용융 PbLi에 대한 물의 영향 

PbLi 덩어리를 취하여 무게를 구하고, 반응기에 넣어 용융점 측정, 물첨가에 의한 

온도상승실험, 및 응고점 측정의 일련의 실험을 실시하였다.(사진 1, Figures 2, 3) 

Figure 2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물을 넣었을 때 PbLi 의 온도가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용융한 PbLi에 물을 부었을 때 PbLi가 물과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냉각되

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PbLi루프의 안전한 운전을 위하여 좋은 것이다. 이 결

과는 금속리튬의 경우와 반대이다. 즉, 금속 리튬의 경우 물과 접촉하면 반응에 의하여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 1. 용융한 PbLi에 물을 넣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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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bLi의 용융, 물첨가, 및 응고 특성(샘플#1; PbLi: 454.04 gm) 

 

 

 

 

 

 

 

 

 

 
Figure 3. PbLi 용융, 물첨가 및 응고 실험결과 (Sample #2; PbLi taken: 373.62 

gm) 

 

위의 Figure 2 및 3을 보면, 물을 첨가하더라도 응고점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

단된다. 특히, Figure 3에서 보듯이, 여러 번 용융, 응고한 PbLi샘플도 조성변화가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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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없이 상당히 안정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어떤 경우, 용융-응고 실험한 후 4

개월이 경과한 PbLi는 녹는 점이 무려 약 520°C를 나타내었다. 이는 여러 달에 걸쳐 

PbLi중의 Li이 선택적으로 산화되어, 합금 조성이 변화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

다.  

Table 5에 PbLi에 물을 첨가한 경우 용융-응고 특성을 보였다. 이 표를 보면, 물

을 첨가한 후에도 샘플에 따라 PbLi의 용융점은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5. PbLi 에 물을 첨가한 후 용융/응고 결과  

Sample Date MP(°C) SP(°C) Probe 

S1 Feb 09  236.4 TC1 

S1 Feb 23  234.0 TC2 

S2 Mar 17  234.3 TC3 

S2 Mar 23 235.0  TC3 

S2 Mar 26 235.1  TC3 

S3 Apr 5  234.2 TC3 

S3 Apr 6 234.0 234.0 TC3 

 

 

4. 용융 PbLi에 대한 공기의 영향 

공기중에서 및 아르곤 분위기에서 PbLi를 용융 및 응고한 결과를 Figure 4 및 

Table 6에 보였다. 이 결과를 보면, 공기중에서 PbLi를 용융 및 응고하더라도 녹는 점 

및 응고점은 변화가 없다. 즉, 단기적으로는, 공기중의 산소가 PbLi의 조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PbLi가 장기적으로 조성변화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항상 아르곤 분위기에서 작업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언급했듯

이, 용융-응고 실험 후 4개월 경과한 PbLi는 용융점이 Eutectic 온도보다 무려 200

도 정도 상승한 520°C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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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공기중에서 PbLi의 용해/응고 특성 

 

Table 6. 공기중에서 PbLi 의 용융/응고 

Sample 

No. 

Date MP(°C) SP(°C) Probe 

1 Feb 09  236.4 TC1 

1 Feb 23 232 233 TC1(MP), TC2(SP) 

2 Mar 23 235.0  TC3 

2 Mar 26 235.1  TC3 

3 April 6 234.0 234.0 TC3 

 

5. 용융점(응고점)으로부터 PbLi의 조성산출 

이상의 결과로부터 PbLi의 조성을 아래의 Figure 5 와 같이 구하였다. 아래 그림

에서 거의 직선인 곡선은 앞의 PbLi의 상태도에서 공융점 부근에 해당한다. 

Hubberstey(1992)는 PbLi의 조성과 녹는 점(응고점)사이에 다음과 같은 경험식을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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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327.47 4.75  XL%  0.0723 XL%                                           (3) 

위의 관계식으로부터 PbLi의 녹는 점 또는 응고점을 알면 그 조성을 구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응고온도가 236.4°C 이면, 이 값과 위의 관계식을 써서 PbLi의 조성, 15.5%

를 산출할 수 있다. 산출은 그림 6과 같이 그래프의 도움으로 쉽게 구할 수 있다.  

 

 

 
 

Figure 5. PbLi의 녹는 점(또는 응고점: 그림에서, 246.4°C)으로부터 PbLi의 조성(그

림에서 15.51%)을 구하는 보기.(Sample #1; PbLi = 454.04 gm) 

 

 

6.  PbLi용융/응고 결과정리 

PbLi의 용해실험으로부터 다음의 결과 및 결론을 얻었다. 

1. 물을 투입하면, 반응기의 물주입구를 통하여 수증기가 나온다. 즉, PbLi는 물과 반

응하지 않는다.  

2. 용해한 PbLi의 표면이 두껍게 고체상의 물질로 덮여 있으나, 이는 불순물이 아니고 

뚜껑을 열었을 때 표면의 온도강하 때문에 고체로 변한 PbLi로 판단됨.  

3. 냉각곡선에서 녹는 점을 구할 수 있다 (실험값 = 236.4°C; 문헌값= 235°C) 

4. 문헌의 상태도 데이터로부터, PbLi의 Eutectic Point(공융점) 값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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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 Hubberstey, 1992).  

 

7. Li금속과 비교 

   PbLi의 용융특성은 Li 의 용융특성과 대조적이다. PbLi는 물, 공기중에서 반응성이 

아주 적어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쓰는 ‘땜납’정도의 안정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

되었다. 사실, 땜납도 PbLi와 유사한 점이 있다. 즉, 땜납은 납과 주석을 혼합하여 낮

은 온도에서 녹을 수 있도록 (즉, eutectic) 만든 것이며, PbLi는 리튬을 납과 섞어서 

만든 것으로서 역시 Eutectic 이어서 녹는 점이 Pb나 Li보다 낮다.  

결과적으로, PbLi는 Li과 달리 물과의 반응성이 극히 적어서 용융한 PbLi를 물과 접

촉시킨 후에도 PbLi의 조성은 변하지 않아서 물과 접촉된 PbLi일지라도 계속 PbLi의 

용융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용융한 PbLi는 공기중에 노출되더라도 거

의 조성변화가 없이 안정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용융한 PbLi가 공기중에 노출된 

후에도 원래의 PbLi와 조성은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장시간 공기중에 노출하면 PbLi의 조성이 변하여 녹는 점이 많이 올라가는 것

이 관찰되었다. 예를 들어, 약 3개월간 공기중에 노출한 PbLi는 녹는 점이 200°C 정

도 상승하여 520°에서 녹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PbLi는 아르곤 같은 불활성기체

중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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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삼중수소 추출 

제1절 PbLi에 의한 삼중수소 추출 

1. 삼중수소추출 개요 

가. 삼중수소 추출 

Farabolini(2006)에 의하면, 4250MWth 핵융합로를 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삼

중수소는 650g/day 이다. 이 양은 0.00249mole/s에 해당한다. HCLL형의 블랭킷에

서, 이 삼중수소는 액체Pb-17Li 에서 생산된다. 삼중수소는 Pb-17Li에 대한 용해도

가 매우 낮기 때문에 상당히 큰 부분압을 초래한다. 환경으로 방출되는 삼중수소를 허용

한도인 3mg/day 이하로 낮추기 위하여 특별한 주의와 충분한 완화대책이 요구된다. 용

융한 PbLi로부터 트리튬을 추출하기 위하여, 흔히 carrier gas 로서(He+1%H2)를 쓴

다.  현재 원자력연구원에서는 주로 미국 DDD에 따라 삼중수소 추출에 관한 기초설계

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삼중수소 추출장치 계통도는 그림 Figure 6와 

같다.  

 

Figure 6. DCLL삼중수소 추출장치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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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M에서 삼중수소의 평균생성속도는 1.05 X 10-7gm/s인데, 미국 DDD에 이 삼

중수소를 추출하지 않고 100일간 누적시키는 경우, 삼중수소의 부분압을 계산한 결과가 

있다 [Figure 7].   

 

Figure 7. Tritium partial pressure variation in time. 

 

위 그림에서, 삼중수소의 압력은 시간에 대해서 제곱의 크기로 증가한다. 이는 

Sievert 관계식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유도할 수 있다: 

C  KS√P  (Sievert 관계식)                                                    (4) 

위 식을 시간에 대하여 미분하면,  

dCdt  KS · 12 · P · dPdt  Constant  RT    
와 같이 된다. 여기에서, RT는 삼중수소의 생성속도이다. 따라서, 

P dP 2 · 1KS · RT · dt C · dt 
양변을 적분하면, 

1√P dP C d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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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부터,  

2√P C · t  이고, 다시 이로부터,  

P  C4 · t  14 · 4KS · RT · t  RTKS · t  

을 얻는다. 즉, 압력은 시간이 감에 따라 제곱의 비례로 증가한다.  

 

나. Sievert 법칙 

PBLi에 대한 삼중수소의 용해도를 측정하기 위한 전단계로, 많은 저자들이 수소의 

해당 용해도를 구하였다. Aiello 등 [2006]은 SOLE 라는 장치를 써서 PbLi중에서 

수소의 용해도를 구하였다. SOLE는 밀폐된 용기로 생각하여 그 안에 수소가 포함되지 

않은 납-리튬을 넣어 순간적으로 일정량의 수소와 접촉시킨다. 그러면 수소가 

액체금속에 용해하여 쳄버 내부의 압력이 점차 감소하고, 결국 Sievert 법칙에 의하여 

주어지는 평형값에 다달은다. 이때에, PbLi중의 수소농도는 Sievert 의 법칙에 따라,  

                                                             

와 같이 주어진다. 여기서 P  는 실험의 끝에서 기체상태의 수소압력이다. 

SOLE장치에서 구한 Ks 값은 다음과 같다 [Aiello-2006].  

K 0.237 e RT mol m Pa .                                            (5) 

저자에 따라 Sievert 상수를 몰농도로 표시한 경우도 있고, 원자분율(또는 분자분

율)로 나타낸 경우도 있으므로, 이 데이터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두 표현들 사이에 

환산식이 필요하다. 우선, PbLi중에서, 수소의 몰 분율을 x, 몰 농도(mole/m3)를 C, 

PbLi의 분자량을 MPL, 비중을 ρ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 

x  CC MPL                                                                    (6) 

여기에서, ρ는 1.045x104(1 – 1.6 x 10-4T)(여기에서 508 < T < 625K), MPL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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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Li의 분자량으로, 0.1758 kg/mole 이며, C값에 비하여 PM 의 값이 매우 크므로 x  C·MPL                                                                    (7) 

가 된다 [Aiello-2007].  

 

 

2. 삼중수소용해 

가. Sievert 상수 자료 

문헌에 나타나는 Sievert 상수 자료는 저자에 따라 다른데, 우선 Reiter(1991)의 

시버트 관계식은, 삼중수소에 대하여,    

H KS · 2.32 · 10 exp 1350⁄                                     (8) 

로 주어진다. 여기에서 그들은 용해도 SH를 원자(몰)분율로 나타내었다. 여기에서 

2.32·10-8 exp(-1350/RT)이 시버트상수이다. 시버트상수를 SI단위로 나타내기 위해

서는 위의 몰분율과 몰농도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구한다. 즉, 위의 KS(MF)를 몰

농도로 표시한 Sievert 상수, KS(SI)로 바꾸기 위해서는 ρ/MPL을 곱해주면 된다:   

K SI MPL K MF  .  .  . 2.32 10 exp 1350 RT⁄              

1.25  10  exp 1350 RT⁄  

와 같이 주어진다. 여기에서, 밀도 ρ 의 값은 508 < T < 625K에서 두 끝 온도의 중간

인 값에서 구하였다.  

한편, Sharpe(2007)이 구한 Sievert 상수는 역시 몰분률, KS(MF)로  

Ks = 2.77∙10-7 ∙exp(-15415/RT)                                         (9) 

와 같이 주어졌는데, 이 값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SI단위로 환산하면  

K SI  ρMPL 2.77 10 exp 15415 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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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5 10 1 1.6 10 5670.1758 2.77 10 exp 15415 RT⁄  

1.497  10  exp 15415 RT⁄  을 얻는다.  

한편, Caorlin 등(1988)은 원자분율로서 삼중수소의 PbLi에 대한 용해도, Ks(SI)값은 

5.4x10-7 at.fr./Pa1/2와 같다. 이 값을 역시 SI단위로 표시하면,  

KS SI  ρMPL K MF  1.045 10 1 1.6 10 7130.1758 5.4 10 0.0284 

을 얻는다. 이상의 결과들과 문헌에 나타나는 시버트상수 데이터를 아래 표 7에 보였다.  

 

Table 7. 수소, H(또는 삼중수소, T)가 PbLi에 용해할 때의 시버트 상수 문헌값들. 

구분(H, T) 시버트 상수 값, / ⁄ 자료 

H . ⁄
TRIEX(Aiello-2007) 

H .  Sharpe-INL(2007) 

H . ⁄ (H) SOLE(Aiello-2006) 

T .  Reiter(1991) 

T 0.0284 (T) Caorlin, et al.(1988) 

 

이상의 시버트상수 값들을 아래의 Figure 8에 나타내었다. 참고로, Aiello[2006]이 

구한 시버트상수 그래프를 Figure 9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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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여러 저자들이 구한, PbLi중에 수소(H) 및 삼중수소(T)의 용해도를 나타낸 

시버트상수. 

 

 

Figure 9. Aiello(2006)이 구한, PbLi 중에 수소가 용해하는 과정의 온도변화에 따른 

Sievert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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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삼중수소의 기-액 평형분포 

한편, 평형에서 삼중수소가 기체상과 PbLi상에 분포하는 몰(원자)비율을 Sievert 상수

로부터 구할 수 있다. 이때 기체상에 존재하는 삼중수소의 몰 수를 ng, PbLi에 존재하

는 원자수를 nl, 기체부피를 Vg, PbLi부피를 Vl이라고 하면, 이상기체를 가정하여,   

 PVRTK ·√P·V  √PKS·RT · VV                                         (10) 

와 같이 된다. 이 식에 따르면, 기체압력이 클수록 기체상태에 추출되는 양이 많고, 

Sievert 상수가 클수록 추출이 안된다. V V , p = 100Pa, 온도=440°C(713K), KS 

= 5.27 X 10-4(for tritium)이라고 하면, ng/nl = 3.2를 얻는다. 즉, 기체상의 삼중수

소가 액체상보다 3.2배 더 많다.  

 

3. 삼중수소 함량측정 

가. 삼중수소분압 

앞에서 구하였듯이, PbLi중에 생성되는 삼중수소의 농도는 1.24 x 10-7 mol/m3 

과 같이 주어진다. PbLi 전체 부피가 0.28m3인데, 개스상태가 이 부피의 1/10, 즉, 

0.028m3 만큼 차지한다고 하면, 삼중수소의 부분압은 6.84x10-3Pa이다.  

ITER의 운전조건은 2000초당 400초의 운전이며, 이는 Duty factor로서 0.25에 

해당한다. 400초의 ITER 운전중에 삼중수소 추출장치를 가동하지 않으면 생성되는 삼

중수소가 PbLi에 쌓이게 되는데, 400초의 운전 후에 쌓인 삼중수소의 농도는 

1.87x10-10 x 400 = 7.49 x 10-8mol/m3이다. PbLi의 양을 0.28m3이라고 하면, 삼

중수소의 전체 양은 7.49 x 10-8 x 0.28 mole 이다. 이 양의 삼중수소 전체가 

0.28m3의 부피에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이상기체를 가정하여, PV = nRT로부터,  

P  .     .   .    . 4.04 x 10 Pa 

을 얻는다. 이 압력은 TBM장치의 내압, 20MPa 에 비하여 무시할 수 있다. 이상의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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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소를 20,000초(5.6시간)동안 추출하지 않더라도 같은 부피(0.28m3)에서 삼중수소

의 최종압력은 4.04x10-3Pa 에 불과하다. 이 크기의 압력도 일반적인 진공압력계, 예

를 들어 용량식 진공계로서는 가장 낮은 압력을 측정하는 모델에 해당한다. 따라서 삼중

수소의 측정 자체는 이온화쳄버를 쓴 방사능측정 등의 방법을 써야 할 것이다.  

 

나. 수소분압 측정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TBM중에서 삼중수소의 생성량은 압력계를 써서 측정할 

수 있는 정도로 많은 양은 아니므로, 방사능계측 방법을 써서 측정해야 한다. 아울러, 

삼중수소를 추출하기 위하여 수소를 써서 PbLi를 퍼지하기 때문에 수소함량을 측정하

는 방법이 중요하다. PbLi중의 수소함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투과막을 통하여 투과한 

수소를 압력계를 써서 측정하는 방법과, 이온전도성 무기막을 통하여 전기화학적 방법으

로 수소의 양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 투과방식을 쓴 수소측정은, Ciampichetti 등 

[2004] 이 연구한 결과가 있다. 이들은 수소투과센서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제

약조건들을 아래같이 열거하였다: 

(a) 센서는 수소농도의 변화에 빠르게 감응해야 한다.  이는 수소캡슐이 높은 투과율을 

가져야 함을 뜻한다.  

(b) 같은 투과율을 갖는 재료중에서, 높은 확산성(Diffusivity)을 갖고 낮은 Sievert 

상수를 갖는 것이 적합하다.  

(c) 캡슐재료는 화학적으로 안정해야 한다.  

(d) 액체금속에 비하여 센서의 수소인벤토리는 무시할 정도가 되어야 하므로, 캡슐부피

를 작게 해야 한다.  

(e) 캡슐과 액체금속 사이의 수소 평형압력을 이루기 위한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침

투센서의 “dead volume”을 가능한 한 작게 해야 한다.   

(a)-(c)에 따라, Nb, Ta 및 V가 그들의 높은 Sievert 상수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수소확산성을 갖고 있어서 침투 캡슐 쳄버 벽으로서 적합한 물질로 판단되었다. 

특히 용접 및 가공용이성으로 순수 철(Fe Armco)도 가능한 재료이다.  

Ciampichetti [2004] 등은 일반적인 침투모델에 따라 다음의 구조를 갖는 센서에 

대하여 침투거동을 모사했다: 

 캡슐 외부직경: 1.3cm 

 캡슐 두께: 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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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슐 높이: 3cm 

 튜브 높이: 3cm 

 튜브 외경: 1.3cm 

 튜브 두께: 1.5mm 

 

니오븀과 Armco 철의 침투관련 상수들은 다음과 같다: 

KS (Nb, 500°C) =25 mol m-3 Pa-0.5 

D (Nb, 500°C) =7 x 10-9 m2 s-1 

Kr (Nb, 500°C)=1 x 10-29 m4 s-1 

KS (Fe, 500°C)=10-2 mol m-3 Pa-0.5 

D (Fe, 500°C)=1.5 x 10-8 m2 s-1 

Kr (Fe, 500°C)=1 x 10-25 m4 s-1 

Ciampichetti 등[2004]이 설계한 침투센서를 Figure 7에 보였다.  

  

 

Figure 10. 수소침투 센서 [Source: Ciampichetti-2004] 

 

 

 



 

제2절 삼중수소 추출

1. 역류추출법 

PbLi중의 삼중수소를 추출하는

두 세 가지인데, 하나는 얇은

다. 이 방법은 제안된 상태이고

를 써서 삼중수소를 모으는 

마지막으로, 기액역류법에 의하여

아내는 것이다. 이 방법은 이태리에서

역류추출법을 채택하여 예비실험장치를

Figure 11과 같다.   

 

 

Figure 11. Schematic design 

 

위 장치에서 중요한 부분의

화 하기 위한 것이다. 충전재를

데, 특히 유량, 밀도, 점도, 

의 물리적 성질을 실었다.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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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 예비실험장치 설계 

추출하는 방법으로서 현재까지 실험되거나 

얇은 금속격막을 써서 배기에 의하여 삼중수소를

상태이고, 구체적인 실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것이다. 이 방법도 현재 실제 실험이 이루어진

의하여 헬륨개스를 용융PbLi에 불어넣어주어

이태리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과제에서는

예비실험장치를 만들기로 하였는데, 이 장치의

Figure 11. Schematic design for hydrogen extraction from PbLi.

부분의 하나는 충전재인데, 이 충전재는 기액 

충전재를 선정하기 위하여, 기체 및 액체의 특성

, 표면장력 등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위의 장치에서 쓰일 구조충전재의 통로는 

 제안된 방법은 모

삼중수소를 뽑아내는 것이

 다른 하나는 게터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불어넣어주어 삼중수소를 뽑

연구과제에서는 기액

장치의 개요는 아래 

 

for hydrogen extraction from PbLi. 

 접촉 면적을 극대

특성 데이터가 필요한

관련, 표 1에 PbLi

 수평에 대해 45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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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도를 이루도록 되어 있으며, Figure 12의 모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층별로 방향이 바

뀌도록 되어 있다 (MacCabe-이화영, 1995).  

Figure 12. 기-액 추출장치 충전재 구조(출처: MacCabe-이화영, 1995). 

충전관에 채울 충전재를 공급하는 회사는 한국내에 Sulzer Chemtek과 Koch-

Glitsch 사가 있다. Sulzer사의 한국지사장인 이석우님 이 2010년 

6월 14일(월), 오후 2시에 우리 연구실을 방문하여 기술세미나를 하였다. 아울러, 

2010년 6월 21일(월) 2시에는 Koch-Glitsch사 (02-3276-7500; 7511)의 영업부

(팀장:김상도, 사원:정인욱)이 우리 연구실을 방문, 기술세미나를 하였다. 한편, 배기를 

위한 진공펌프는 TMP 및 RP조합을 사용한다.  

2. 다공성 디스크

액체금속에 헬륨기포를 통과시키기 위하여 금속으로 만들어진 다공성디스크를 쓰는

데, 이 디스크에서 기체방울이 가능한 한 작은 직경으로, 단위면적당 많이 생성될수록 

삼중수소의 추출이 용이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PbLi중에서 퍼지개스 방울의 직

경을 d라고 하고, 기포와 기포 사이의 거리를 sd라고 하면 PbLi 단위 체적당 기포 갯

수는 1/(sd)3이다. 따라서 기포 하나의 표면적을 a라고 하면 기포 전체 표면적 A는  

A a 1sd 4π d2  1sd  πs d
와 같다. 삼중수소의 추출효율을 크게 하기 위하여, 헬륨기포의 전체 표면적을 크게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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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가능한 한 s나 d를 작게 해야 한다. 특히 Ab는 s의 세제곱에 

역비례 하므로 s, 즉 기포간 거리를 작게 해야 한다. 다시 말하여 디스크 표면적 당 가

능한 한 많은 수의 기포를 발생시켜야 한다.  

금속으로 만들어진 다공성 디스크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Federal Mogul 에서 

생산하는 Poral 디스크와 Mott 사에서 생산하는 디스크가 있다. 이 회사들 중에서 

Mott 사의 한국대리점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Coniko International (Mott사 다공성 디스크 취급) - 담당자: 김병화, 02-786-4335/6 

상기 회사에 문의한 결과, 기공이 2μm인 디스크(직경 9cm)의 샘플이 있다고 하

였다. 우리가 원하는 디스크의 기공크기가 1~10μm이므로, 2μm를 예비계산의 기준으

로 정하였다. Mott사의 기공크기가 2μm인 디스크의 경우, 투과성(Porosity)은 35.8%

이고 Darcy Value로 나타낸 Permeability는 0.666이다. 여기에서 Porosity, Φ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Φ  VVVT  

위에서 VV 는 빈 공간의 부피, VT는 전체부피이다. 따라서 디스크 표면의 35.8%가 기

공이라고 하면, 단위면적(1m2)당 전체 기공수, N는 

N  0.358mπ 10 m 1.14  10  개/m  

이다.  

 

3. 헬륨  

가. 헬륨상승시간 

액체 PbLi 중에서, 헬륨개스 방울이 머무는 시간동안 액체금속중의 삼중수소가 계속 헬

륨개스쪽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헬륨이 액체 PbLi중에서 상승하는 속도를 알면 개스가 

액체금속중에 머무는 시간을 알 수 있고, 이 시간동안 추출되는 삼중수소의 양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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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헬륨개스가 PbLi중에서 종말속도로 상승한다고 가정한다. 일반적으로, 액체중에

서 기체의 종말속도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Celata-2007]: 

vT  ·   ∆ ·                                (11) 

여기에서, Δρ는 ρl - ρg, ρl은 액체 밀도, ρg는 기체 밀도, σ는 액체의 표면장력, d는 방

울직경(2μm), g는 중력가속도상수(9.81m/s2)이다. 위 식에 해당 값들을 대응하면, 

vT  2 0.4509300 2 10   9260 0.189260 9.81 x 2 102 48.4 

을 얻는다. 이로부터, vT = 6.96m/s을 얻는다. 따라서, 1m 높이의 PbLi 에 대하여 헬

륨개스의 상승시간은 0.14초이다.  

 

나. 헬륨의 점성도  

한편, RISO-2234에 따르면, 헬륨개스의 Dynamic Viscosity는 다음과 같이 주어

진다: 

µ 3.674 · 10 T .                                                            (12) 

여기서 T 는 절대온도이다. 이상의 관계식에 따라, 440°C에서, 헬륨의 Dynamic 

Viscosity로서 3.65x10-5kg/m∙s(=Pa∙s) 를 얻는다. 이는 0.0365cP에 해당한다. 한

편, 서울대 원자력 하계강좌(장상구-2010)에 의하면, 헬륨의 점성도는 0.018cP(STP) 

또는 0.031cP(~300°C)이다.  

 

다. 헬륨 유량계산  

미국 DDD에 따르면, 충전관에 존재하는 PbLi 부피는 0.125m3이므로, 충전관 높이를 

1m라고 가정하면, 충전관의 내부 단면적은 0.125m2또는 직경 0.399m이다.  이 단면

적에 존재하는 기공의 수는 0.125 x 1.14 x 1011 = 1.43 x 1010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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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Mott사에서 발행한, 단위면적당 통과하는 공기부피의 양에 의하여 초래하는 압력

강하를 나타낸 그래프는, 기공의 크기 2μm, 두께 3.2mm 인 디스크의 경우 아래 그림 

13과 같다. 이 디스크의 Permeability Coefficient, KG는 22이며, 개스의 경우 압력

강하, psid는 

psid  KG Flux, acfm/ft Visc, cp Thck, inch  

와 같이 주어진다. 여기에서, acfm은 actual cubic feet per minute 이다. 그림 13에

서 헬륨의 유속을 200acfm/ft2으로 가정하면, 헬륨의 점성도는 앞에서 주어진 0.0365 

cP 이므로, psid = 22 x 200 x 0.0365 x 0.125 = 20.1(psid) 를 얻는다. 1 

acfm/ft2은 0.00508m3/m2∙s이므로, 200 acfm/ft2은 1.02m3/m2∙s에 해당한다. 즉, 

디스크 단위면적(1m2)에 대하여 초당 1.02m3의 헬륨개스를 통과하면 20.1psid의 압

력강하가 생기는데, 이는 1.40 x 105 Pa의 압력강하, 즉 1.39기압에 해당한다.  

 

Figure 13. Mott사의 media grade 2, Pressed Disk, 316L SS, Thickness 

0.125inch인 다공성 디스크의 단위면적당 단위시간에 흐르는 공기부피에 대한 압력강

하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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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1m인 액체 PbLi에 의한 압력, p는 

p  ρgh     .  1m .  P P  1 atm  0.897 atm      

이다. 출구, 즉 PbLi액주의 상단에서의 압력을 1기압이라고 하면, PbLi하단, 즉 입구

에서의 압력은 1.90기압이 된다. 여기에 디스크에서의 압력강하, 1.39기압을 더한 

3.29기압의 헬륨을 디스크를 통하여 흘려 주어야 한다. 즉, 디스크 단위면적(1m2) 당 

3.29 기압의 헬륨을 초당 1.02m3의 부피만큼 흘려 주어야 한다. 헬륨이 이상기체라고 

가정하면, 이 양은 디스크 1m2에 대하여  

n  PVRT  3.29 1.01 10 1.028.314472 x 713 57.2 몰 , 
즉 초당 57.2몰의 헬륨에 해당한다. 부피 0.125 m3이고 높이 1 m인 PbLi 관의 단면

적은 0.125 m2이므로, 이 단면적에 흘려 주어야 하는 헬륨의 양은 초당 57.2 X 

0.125 = 7.15 몰이다. 이는  

7.15moles   4.00gmmole   3600s1h 103kg/h  
에 해당한다. 참고로, US-DDD의 경우 삼중수소 추출장치의 헬륨 질량유속은 

1.514kg/s인데, 이는 5450kg/h에 해당된다. 또한 TRIEX 설계치의 경우, 아르곤개

스를 쓴 퍼지속도가 180kg/h 이다.   

 

라. 헬륨 기포 표면적 

앞에서, 1m의 PbLi관에서 헬륨 방울 하나의 상승속도는 0.14초이고 초당 7.15몰의 

헬륨이 통과하므로 PbLi관에 존재하는 헬륨의 양은 정상상태에서 1.00몰이다. 

PbLi관의 평균압력을 PbLi 액주의 중간에서의 값, 1  .  1.45 atm 으로 가정하면, 

1.00몰의 헬륨의 부피는 

V  nRTP  1.00 8.314472 7131.45 1.01 10 0.00405 m  

이다. 헬륨기포 하나의 부피를 v라고 하고, 정상상태에서 단위높이(m)당 nh개의 기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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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고 하면, 0.125m2 의 단면적에 존재하는 기공의 수는 1.43 x 1010개이므로,  

v n  1.43  10 0.0405 

이 된다. 따라서, 직경 2μm의 기포를 가정하면, nh = 6.76 X 105(개/m)를 얻는다. 내

부 단면적 0.125m2에 존재하는 기공의 수는 1.43 x 1010개이므로, 충전관 내부에 존

재하는 헬륨의 전체 기포 표면적(A)은, 기포 하나의 표면적을 a라고 할 때, 

A a n  1.43  10  4 π 10 6.76 10 1.43 10 1.21 10 m  

이다.  

 

4. 물질이동계수 및 추출효율  

기체 및 액체 사이의 삼중수소이동은 다음과 같이 물질이동계수,   

KL  CT  A∆C                                                                   (13) 

로 표시할 수 있다. 여기에서, A는 기-액 접촉면적, ΔC는 계면에서 추출되는 물질의 

농도차이, dCT/dt는 단위시간당 물질 이동량이다.  

액체 PbLi중에 녹아있는 삼중수소의 농도를 CT, 헬륨기포 전체의 표면적을 A, ΔC 

= CT, 및 PbLi 부피를 Vl라고 하면,  

CT KL  A  CT                                                          (14) 

을 얻는다. Terai 등은 트리튬과 PbLi의 기-액 접촉계에서 물질이동계수 KL을 구했는

데 [Terai, 1991], 그 값은 아래와 같다: 

kL/ms-l = 2.5×10-3×exp(-30.7[kJ mol-1]/RT)                            (15) 

위 식에서, R = 8.314472  JK·  이다. 부록 3에 보인 미국측 DDD 냉각재 

설계치로부터, PbLi 운전온도를 Out(440°C)값으로 취하면, kL = 1.41 x 10-5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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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서,  

CT 1.41 10  1.21 10   CT 1.71  CT                             

이로부터, 초기의 삼중수소 농도를 CT 라고 하면,  

lnCT lnCT  1.71t  

을 얻는다. 이 관계식으로부터, 가령 90%의 추출율, 즉 CT 0.1CT 를 얻기 위하여, 

t=1.35초가 필요하다.  

 

 

5. 유량데이터 및 물리적 상수 

이상의 결과에 따라, 헬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물리적 상수 및 유속을 결정하였다:  

Vapor(He): 

Vapor Rate [kg/hr]: 103kg/hr 

Density [kg/m3]: 0.1786 

Viscosity [cP]: 0.0365(440°C) 

 

한편, 미국측 DDD의 열수력학적 조건(부록 3), 서균열 자료(2009)및 

Moriyama의 자료(1995)로부터, PbLi에 대하여 다음의 상수 및 운전조건들을 구하였

다:  

 

Liquid (PbLi)*: 

Liquid Rate [Kg/hr]: 259,200a 

Density [Kg/m3]: 9260 (@ 713K)a 

Surface Tension [mN/m]: 450 (@ 663K)b 

Kinematic Viscosity (ν) : 1.58 x 10-7m2/s (@663K) c 

(또는, 밀도를 ρ라고 할 때, Dynamic viscosity, μ=ρν 이므로, μ=9300 x 1.58 

x 10-7(kg/m∙s) = 1.47x10-3kg/m∙s = 1.47cP이다.) 



- 33 - 

 

*: PbLi에 녹아 있을 수 있는 개스성분으로는 헬륨, 수소(H) 및 삼중수소(T)이다.  

a: 부록 2(Data from US-DDD) 

b: 표 2(출처: 서균열-2009) 

c: Moriyama-1995 

 

 

제3절 TRIEX 의 유체조건 계산 

앞 절에서 산출한 삼중수소추출 시험장치의 기본 설계치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

하여, TRIEX장치의 설계치 값들로부터 우리의 방법으로 계산하고자 하였다. 먼저, 

TRIEX 에서 추출관 높이는 80cm이고 직경은 12.8cm, 운전온도는 723K이다.  

 

1) 디스크 표면의 기공 수 

Mott사의 기공크기가 2μm를 채택한다고 가정하면, 단위면적(1m2)당 전체 기공수, 

NP는 1.14  10  개/m 이다. TRIEX의 추출관 직경은 12.8cm이고, 이는 단면적, 

0.0129m2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단면적에 존재하는 기공의 수는 0.0129 1.14 10 1.47 10 이다. 

 

2) 압력강하 

충전관 높이가 80cm 이므로, 액체 PbLi에 의한 압력, p는 

p  ρgh     .  0.8m .  P P  1 atm  0.717 atm      

이다. 디스크에 의한 압력강하는 우리의 경우와 같이, 1.39기압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충전관 상부의 압력을 우리 장치의 경우와 같이 1기압으로 가정하면, PbLi 하단부에서 

가해주어야 하는 헬륨의 압력은 1 + 0.717 + 1.39 = 3.11기압이다. Mott사의 기공크

기가 2μm를 채택한다고 가정하면, 단위초(s)에 디스크 단면적(1m2)에 흘려야 하는 헬



- 34 - 

 

륨의 부피 1.02m3이므로, 몰수는  

n  PVRT  3.11 1.01 10 1.028.314472 x 723 53.3 몰 , 
이다. 따라서 단면적 0.0129m2에 흘려주어야 하는 헬륨의 유량은, 초당 0.0129 x 

53.3 = 0.688몰이다. 이는  

0.688moles   4.00gmmole   3600s1h 9.91kg/h 

이 된다.  

그런데, TRIEX에서는 충전관의 하단에서 3.5기압의 압력이 가해지는데, 이를 기준

으로 계산하면, 단위초(s)당 디스크 단면적(1m2)에 흘리는 헬륨의 양은 

n  PVRT  3.5 1.01 10 1.028.314472 x 723 60.0 몰 , 
이다. 따라서 단면적 0.0129m2에 흘려주어야 하는 헬륨의 유량은, 초당 0.0129 x 

60.0 = 0.774몰이다. 이는  

0.774moles   4.00gmmole   3600s1h 11.1kg/h 

이 된다. 위의 두 결과는, TRIEX에서 보인 헬륨의 유속, 180kg/h보다 훨씬 작은데, 

이는 추출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계산값보다 큰 유속을 채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US-DDD에 대하여 우리가 계산한 헬륨의 유속은 103kg/h인데, US-DDD에서는 

추출관의 단면적이 0.125m2으로서 TRIEX의 충전관 단면적, 0.0129m2과 비교하여 

9.69배 더 넓다. 따라서 TRIEX 조건에 대하여 우리가 계산한 값, 11.16kg/h의 

9.69배로서 108kg/h 가 얻어지는데, 이는 우리가 US-DDD의 경우에 구한 유속, 

103kg/h과 비슷한 값을 가진다.  

TRIEX의 충전관 단면적이 US-DDD의 경우보다 9.69배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헬륨유속은 180kg/h에 달하는데, 이는 US-DDD의 단면적으로 환산하면 1744 kg/h

에 달하여, 대단히 큰 유속을 갖는다. TRIEX가 충전재를 채운 상태에서 이와 같이 큰 

헬륨유속을 적용하는 것은 추출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겠지만 장치의 가동에 큰 부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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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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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삼중수소 분리 및 리튬동위원소 분리기술 

제1절 삼중수소 분리기술 

1. 팔라듐 분말법 

프로튬과 트리튬을 분리하기 위한 방법중의 하나는 팔라듐 분말을 이용한 수소동위원소

의 분리이다. 이 방법에서는, 팔라듐 분말에 흡수되는 수소의 동위원소가 프로튬의 경우 

더 잘 흡수되어, 트리튬의 경우 흡수되지 못하고 기체상태로 남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Figure 13). 이때 분리인자(σ)는 

 

σ T H PT PH                                                             (16) 

 

아래의 그림에서 측정된 수평지점으로부터, 분리인자 σ T H  = 2.72를 얻는다.  

 

 

Figure 14. 팔라듐분말에 의한 수소동위원소 분리의 원리(자료:Walters-Lee, 1991)  

 

2. Pd/Ag막에 의한 분리 

팔라듐과 Pd/Ag 합금(23%Ag)를 통한 수소동위원소의 투과는 매우 선택적이다

(Murdoch-2007).  실제적으로 수소 이외에 다른 금속은 400°C(670K)의 온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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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Ag막(보통 두께 100μm)을 투과하지 못한다. 팔라듐에 은을 섞으면 수소의 투과

성에 영향을 주지만 수소화물 안정도 영역을 크게 줄인다.  따라서 높은 수소압력에서, 

특히 낮은 온도에서, 투과막의 부스러짐을 회피할 수 있다.     

 

3. 제올라이트에 의한 분리 

수소는 액체질소온도에서 합성제올라이트에 효과적으로 흡착한다. 이때, 동위원소에 따

라 흡착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수소동위원소를 분리할 수 있다 [Kohto-

2005].  

 

 

제2절 리튬 동위원소 분리기술현황 

7Li은 열중성자 흡수단면적이 작아서 핵분열로에서 pH조절제로 쓰인다. 6Li는 핵융

합로에서 트리튬증식재로 쓰인다 [Zenzai-2008]. 따라서 리튬의 동위원소를 분리하는 

기술이 중요한데, 여기에 몇가지 관심이 가는 리튬동위원소 분리기술들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였다.   

 

1. 아말감법 

현재까지, 대량의 리튬 동위원소분리에 적용된 유일한 방법은 아말감법이다 [Palko-

1976]. 이 방법에서는, 리튬을 아말감상과 수용성 또는 유기전해질 용액상에 분포시키

고, 리튬동위원소분리는 두 상 사이의 리튬동위원소 교환반응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17) 

여기에서, ALiHg와 ALi+
sol은 각각 아말감상에서 수은원자와 전해질상에서 용매에 의하

여 둘러 싸인 동위원소 A를 나타낸다.  6Li에 대한 7Li의 단일 단계 분리인자, S는 다

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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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7Li/6Li)Sol /(7Li/6Li)Hg                                                                         (18) 

 

리튬아말감을 리튬을 포함하는 다른 수용액상 또는 유기상과 평형시킨다 [Zenzai-

2008]. 이때, 동위원소교환반응은 매우 빠르며, 6Li은 아말감상에 농축됨. 2상으로서, 

LiCl (ethylenediamine) vs Li(amalgam) 및 LiCl(propylenediamine) vs 

Li(amalgam)을 쓴다. 

  

 

Figure 15. Cell for study of the aqueous-amalgam system 

 

반응 (20)은 원리적으로 중성리튬원자와 1가리튬이온사이의 산화환원반응이다.  리튬의 

산화환원반응의 매질로서 독성이 없거나 덜 독성인 물질들이 시도되었다.  수은의 가능

한 대체물질로서, 주석(Yanase-2000), 흑연(Yanase-2003) 및 금속산화물(Mouri-

2007)이 연구되었다.  

 

2. 전기분해법  

이 방법에서는 탄산에틸렌(EC) 및 탄산메틸에틸(MEC)에 녹인 1M 과염소산리튬 또는 

DMSO 에 녹인 1M 염화리튬을 전기분해하여 갈륨전극에 투입시켜, 리튬동위원소를 분

리한다 [Zenzai-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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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기막을 이용한 분리 

리튬이온 전도성 페로브스카이트형 산화물, La Li □ TiO  을 분리막으로 써서 

전기분해하여 리튬이온을 회수한다(Kunugi-1999). La Li □ TiO  는 리튬이

온들에 대하여 선택적 투과성을 갖는다. 전기분해시, 6Li는 7Li보다 더 많이 회수된다. 

 

Fig. 16. A principle of the electrochemical recovery for lithium ions by electrolysis. 

 

 

Fig. 17. Schematic diagram of the experimental equipment of electro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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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기막을 이용한 분리 

유기막을 이용한 리튬동위원소분리의 자료로서, 14th ICFRM(International 

Conference on Fusion Reactor Materials, Sep 7~12, 2009, Sapporo, Papan)

에서 발표된 자료를 여기에 소개한다.    

발표자: Tsuyoshi Hoshino(hoshino.tsuyoshi@jaea.go.jp) and Takayuki Terai 

내용: 리튬이온이 함유된 수용액을 이온성액체(ionic liquid )를 함침(impregnated)

시킨 유기막으로 통과시킴.(아래 그림 참조)  

 

 

Figure 18. 유기막을 이용한 리튬동위원소 분리(By Tsuyoshi 

Hoshino(hoshino.tsuyoshi@jaea.go.jp) and Takayuki Ter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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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I. US-DDD 자료 

부록 I-1. 삼중수소 회수 설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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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2.  PbLi유체계통 설계치  

 

 

부록 I-3:  PbLi의 열수력학적 설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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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4. 냉각재 설계치 

 

 

부록 I-5. 삼중수소 추출 설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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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I. 용량식 압력계 정밀도 

부록 II-1. Peiffer-Vacuum 사 모델 

모델 명 측정범위 (mbar) 측정범위(Pa) 

CMR 371 1000   ~    0.1 100000 ~ 10 

CMR 372 100   ~    0.01 10000 ~ 1 

CMR 373 10   ~    0.001 1000 ~ 0.1 

CMR 374 1    ~   0.0001 100 ~ 0.01 

CMR 375 0.1  ~  0.00001 10 ~ 0.001 

 

 

부록 II-2. Lesker 사 (한국 대리점: 태원과학, 02-747-7350, 유동균) 

모델 측정범위(Pa) 

MKS 627 628 (0.25Torr FS) 33 ~ 0.013 

MKS 626 627 628 (0.1 Torr FS) 13 ~ 6.7 x 10-3 

MKS627 628 (0.05Torr FS) 6.7 ~ 3.3 x 10-3 

MKS 627 (0.02 Torr FS) 2.7 ~ 1.3 x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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