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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연구결과를 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 보고서면수 899

□ 국내외 기술 리 력

○ GEN IV등 국내외 교차기술 추 력

○ ITER참여국간 기술 력 모색

○ TBM 시스템 공간 조정,설계 변경 등 국제 업무 력

□ TBM 시스템 설계 통합설계기술 개발

○ TBM 본체 블랑켓 차폐 핵설계,보조계통 구성부품 공학설계,성능·안 해석

○ 통합설계 체계 구축

□ TBM 제작 성능 검증 기술 개발

○ TBM 제작 기술 개발 검증

○ TBM 건 성 평가 장비 구축 검증 수행

□ 요소기술 개발 검증

○ 고온,고압 냉각재 실험 시설 구축 열수력 시험

○ 액체증식재 기술 개발

○ 삼 수소 추출/정제/침투방지 기술 개발

○ TBM 진단 계장 시스템 개발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ITER,TBM,블랑켓,액체증식재,구조재,목업,삼 수소증식

어
ITER,TBM,Blanket,LiquidBreeder,StructureMaterial,mock-up,

Tritium Br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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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제 목

□ ITER액체형 블랑켓 시험모듈(TBM)기술개발

Ⅱ.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 연구개발 목

○ ITER건조,운 사업의 주요 목 하나는 Neutronics,블랑켓 모듈,삼 수소

취 기술 차세 라즈마 기술 등을 시험하고,핵융합로용 블랑켓의 열추출,

삼 수소 증식 시험 등을 수행하는 것 임

○ 이를 해 타 참여국들은 DEMO와 련한 삼 수소 증식용 블랑켓들을 ITER

시험용 블랑켓인 TBM(TestBlanketModule)을 개발 에 있다.TBM의 설계는

ITER의 운 모드,안 성,부 시설 등과의 연계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ITER

장치가 DEMO블랑켓을 핵융합 환경 하에서 시험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임을 감안

하여 제한된 시험조건을 충분히 고려한 “Act-like"TBM을 개발하여 시험하여야 함

□ 연구개발 필요성

○ 본 과제를 통하여 확보되는 TBM의 설계 제조 기술, ITER를 이용한 시험

조사후 시험 결과,설계 도구의 검증 등은 향후 DEMO 실증로,한국형 핵융합로

개발로 이어지는 핵융합발 로 공학의 핵심기술 임

○ 따라서 TBM 개발 시험은 ITER DEMO의 핵심기술로,핵융합에 지 개발을

해서 아국이 반드시 참여해야 할 분야로 극 인 재원을 투자하여 다른 선진국

들이 수십 년 동안 노력해 온 기술을 하루빨리 따라잡는 노력이 필요 함

Ⅲ.연구개발의 내용 범

□ 본 과제의 최종 목

○ 액체형 TBM 참여 개념 선정 컨소시엄 구성

○ 개발 계획 수립,일정 비용 산정,기술 리



- ii -

○ 액체형 TBM 통합설계기술 개발 공학 설계

○ 액체형 TBM 요소기술 개발

○ 액체형 TBM 성능 검증시스템 제작 성능 검증

□ 연도별 과제 수행 목

○ 1차년도 (2008.02.01~2009.01.31)

◊ 액체형 TBM 컨소시엄 구성

◊ 개발 일정 비용 산정

◊ 통합설계기술 개발

◊ 액체형 TBM 공학 설계 안 해석

◊ 액체형 TBM 요소기술 개발 착수

◊ 액체형 TBM 성능 검증을 한 액체증식재 루 분석

○ 2차년도 (2009.02.01~2010.01.31)

◊ 주도 참여 TBM 개념 컨소시엄별 개발계획 작성

-주도 참여 컨소시엄별 개발 계획 수립

-개발에 따른 일정,비용 산정

◊ TBM 통합설계 기술 개발 TBM 시스템 공학설계

-통합설계 체계 보완 검증

▪ 핵자료 핵설계 체계 확립

▪ 열수력 액체증식재 해석도구 검증

▪ 통합설계 체계 검증,보완

-TBM 본체 보조 시스템 구성부품 공학설계

-안 성 분석 보고서 작성

◊ TBM 련 요소기술 개발 검증

-TBM 제작 기술 개발 검증

▪ TBM 일차벽 합기술 개발 검증

▪ TBM 구조물 제작 기술 개발 구조 건 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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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고압 냉각재 기술 개발

▪ 고온,고압 냉각재 실험 시설 구성,실험 해석/평가 기술 개발

▪ 고온,고압 냉각재 핵심부품 설계 실험 평가

-액체형 증식재 기술 개발

▪ 액체형 증식재 성능 검증 루 시스템 구축 완료

▪ 액체형 증식재 반응 실험 평가

▪ 액체형 증식재와 구조재간 부식 감기술 개발 착수

▪ 액체형 증식재 실험 해석 기술 개발 (MHD평가 핵심부품 개발 착수)

▪ 기능성 소재 련 기술 DB조사

-삼 수소 추출/정제/침투방지 기술 개발

▪ 삼 수소 추출/정제/침투 특성 조사

▪ 수소를 활용한 TBM 삼 수소 추출/정제/침투 특성 평가시스템 구성

▪ 수소를 활용한 TBM 삼 수소 추출/정제/침투 특성 평가 실험 착수

-TBM 진단 계장 시스템 개발 진행

▪ 핵심 진단 장비 조사 개발 착수 ( 성자 측정)

▪ 용 가능한 내방사선 계측 장비 개발 착수

○ 3차년도 (2010.02.01~2011.01.31)

◊ 국내외 기술 리 력

-GEN IV등 국내외 교차기술 추 력

-참여국간 기술 력 모색

-TBM 시스템 공간 조정,설계 변경 등 국제 업무 력

◊ TBM 시스템 설계 통합설계기술 개발

-TBM 시스템 구성부품 공학설계 성능,안 해석

-통합설계 체계 보완 구축

▪ 핵설계,냉각재 액체증식재 해석도구 보완,검증

▪ 삼 수소 해석도구 개발

▪ 통합설계 체계 검증,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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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M 제작 성능검증 기술 개발

-TBM 제작 기술 개발 검증

▪ 제작기술 개발 구조목업 제작

-TBM 건 성 평가 장비 구축 검증

▪ 성능검증장비 구축 부품별 시운

▪ 구조목업 성능 건 성 평가

◊ 요소기술 개발 검증

-고온,고압 냉각재 기술 개발

▪ 고온,고압 냉각재 실험 시설 구축 보완 열수력 시험

▪ 고온,고압 냉각재 핵심부품 설계기술 검증

▪ 냉각능 증진 방안 개발

-액체증식재 기술 개발

▪ 액체증식재 특성시험 구조재간 부식 감기술 개발,검증

▪ MHD평가 부품기술 개발

▪ 검증루 비설계

-삼 수소 추출/정제/침투방지 기술 개발

▪ 수소를 활용한 TBM 삼 수소 추출/정제/침투 특성 평가시스템 구축 완료

▪ 수소를 활용한 TBM 삼 수소 추출/정제/침투 특성 평가 실험

-TBM 진단 계장 시스템 개발 진행

▪ TBM 시험 로그램 개발

▪ TBM 진단장비 목록 개발 설계 입력자료 생산

○ 4차년도 (2011.02.01~2012.01.31)

◊ 국내외 기술 리 력

-GEN IV등 국내외 교차기술 추 력

-참여국간 기술 력 모색

-TBM 시스템 공간 조정,설계 변경 등 국제 업무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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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M 시스템 설계 통합설계기술 개발

-TBM 본체 블랑켓 차폐 핵설계,보조계통 구성부품 공학설계,성능,안 해석

-통합설계 체계 보완 구축

▪ 핵설계,냉각재 액체증식재 해석도구 보완,검증

▪ 삼 수소 해석도구 개발

▪ 통합설계 체계 검증,보완

◊ TBM 제작 성능검증 기술 개발

-TBM 제작 기술 개발 검증

▪ 제작기술 개발 구조목업 제작

-TBM 건 성 평가 장비 구축 검증

▪ 성능검증장비 구축 부품별 시운

▪ 구조목업 성능 건 성 평가

◊ 요소기술 개발 검증

-고온,고압 냉각재 기술 개발

▪ 고온,고압 냉각재 실험 시설 구축 보완 열수력 시험

▪ 고온,고압 냉각재 핵심부품 설계기술 검증

▪ 냉각능 증진 방안 개발

-액체증식재 기술 개발

▪ 액체증식재 특성시험 구조재간 부식 감기술 개발,검증

▪ MHD평가 부품기술 개발

▪ 검증루 비설계

-삼 수소 추출/정제/침투방지 기술 개발

▪ 수소를 활용한 TBM 삼 수소 추출/정제/침투 특성 평가시스템 구축 완료

▪ 수소를 활용한 TBM 삼 수소 추출/정제/침투 특성 평가 실험

-TBM 진단 계장 시스템 개발 진행

▪ TBM 시험 로그램 개발

▪ TBM 진단장비 목록 개발 설계 입력자료 생산



- vi -

Ⅳ.연구개발결과

□ 주도 참여 TBM 개념 컨소시엄별 개발계획 작성을 한 “기술 리 력”

노력

○ 국제 간 회의 워크샵 21회,참여국간 의 력 14건 등 타국과의 참여방안

의를 해 노력하 으며,참여방안 수립을 해 주 / 동기 간 워크샵을 개최

하는 등 력을 강화하 음.GEN-IV 등 교차기술분야에 참여하여,국내기술개발

황 련 정보를 수집하고,이를 TBM 기술개발계획 수립에 참조하 음.

□ 고유설계 체계 개발을 한 “통합설계기술 개발 TBM 공학설계”진행

○ 기 구축된 설계체계에서,검증이 필요한 냉각재 툴에 해서는 실험결과를 활용한

검증을 수행하 고(GAMMA코드의 냉각 해석능 검증 보완,~3MPa,0.03kg/sec),

개발이 필요한 증식재 툴에 해서는 물성치 기본상 식을 인코딩한 GAMMA

-FR을 개발하여,기본 문제 해석에 용하 음.

○ 개발된 제작기술을 토 로 제작용 설계안을 보완하고,보조계통별 핵심부품에 해

설계/해석/검증 작업을 진행하 으며,미국 DCLLTBM의 보조계통과 상호검증

(국제 력)을 통해 헬륨냉각보조계통 설계안을 갱신하 음.

□ 핵심기술 확보를 한 “액체형 TBM 요소기술 개발 진행”

○ 제작기술 개발

-FMS/FMS 합에 한 성능검증을 완료하 고,차폐재(Be,W/FMS 합)에 해

여러 합층을 용,일부 제작에 성공하 으며,그 결과를 기술보고서(2건)로

발간하 음.

-제작법 개발을 한 3종의 소형목업을 제작,성능시험을 수행하 고,제작성이

반 된 1/6규모의 일차벽 목업을 제작 완료함으로써,개발된 제작 차를 검증

하 음.

○ 고온고압헬륨냉각재기술 개발

-원연 내 고온가스로개발부의 형헬륨루 구축 핵심기술 분야에 참여하여,

취 기술을 습득하고,헬륨공 장비 설계·구축에 활용하여 비용 인력활용을

최소화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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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툴 검증을 한 추가실험을 수행하고,상용 CFD 코드 2종(CFX,FLUENT)

시스템 코드(MARS,GAMMA)에 한 낮은 Re수 역에 한 2차 검증을

수행하 음.

-자체 설계,제작된 열기,순환기 등의 핵심부품이 포함된 헬륨공 장비 구축을

완료(9MPa,0.5kg/sec,300-500℃)하 으며,높은 유량과 온도에서의 추가검증이

수행될 수 있도록 비하 음.

○ 액체증식재기술 개발

-원연 내 고속로개발부의 액체 속 냉각재 부품 루 구축 경험을 활용(타

부서 참여원 활용)하여,짧은 기간에 소형루 구축을 완료하여, 자펌 설계·

성능검증 실험,MHD평가 실험,동 부식 실험에 활용하 음.루 구축 시

운 완료에 따라 그 결과를 기술보고서(1건)로 정리하 음.

-MHD실험,부식실험에 해서는 일본(NIFS,Kondo교수 )과의 긴 한 력을

통해 결과를 공유,시험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 음.

-액체증식재의 부식 감법으로 Al기반의 코 법을 개발하 으며,정 부식시편에

이를 용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 음.

-MHD해석분야에서는 기 개발된 CFXMHD모듈에 한 검증을 수행하 으며,

다양한 기존 실험결과를 DB화하고, 표 인 해석 문제들을 선정,검증에 활용

하 음.

○ 삼 수소추출/정제/침투기술 개발

-문헌조사 DB구축,타 참여국의 개발 략 등을 참조하여,기-액 방식을

삼 수소추출방법으로 최종 선정하 으며,가장 많은 실험이 진행 인 EU의

MELODIE TRIEX의 설계변수들을 조사하여, 비추출율계산,추출장비설계

제작,핵심부품 구매를 진행하 음.

-다른 요소기술에 비해 기술수 이 낮음을 감안하여,취 과 추출,정제 등의 핵심

기술을 함께 개발하기 해,소형 증식재루 와 연결,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을 진행하 음.

-액체증식재 내 삼 수소농도를 측정하기 한 침투센서를 개발 검증 하 음

○ 진단 계장시스템 개발 진행

-TBM 시험계획이 수립된 이후 상세한 진단 계장시스템에 한 설계가 진행될

것이며, 재는 기 구축된 실험장비(헬륨루 액체증식재루 )들을 활용하여

여러 계측장비에 한 사양 용성 등을 평가,DB화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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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ITER 해당 국가/기 과의 국제 력을 통하여 국내 연구인력 능력의 배양,국제

공동 연구개발 능력 향상이 기 되고,ITERTBM 설계 제작 기술의 국내 기술

향상이 기 됨

□ TBM의 설계 시험을 통해 향후 DEMO 실증로의 설계에 반 할 수 있도록 하며,

실증로 개발에 한 국내 기반 기술을 구축할 수 있음

□ 본 과제를 통하여 확보되는 TBM 설계 기술 시험 계획은 핵융합발 로 공학의

핵심 기술로 향후 증식용 블랑켓의 본격 인 개발에 한 기반 기술이 될 것이며,

ITER다음단계의 DEMO실증로,한국형 핵융합로 개발에 극 활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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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Title

□ DevelopmentofLiquidTypeTBM TechnologyforITER

Ⅱ.PurposesandNecessities

□ Purposes

○ The majorobjectivesofthe ITER projectare to develop technologiesof

Neutronics,BlanketModule,Tritium Treatment,andPlasmaofnextgeneration

andtoinvestigateheatextractionfrom theBlanketmoduleoffusionreactor

andtritium extractionexperiments

○ InKorea,aHelium CooledMoltenLithium TestBlanketModule(HCMLTBM)

has been studied during the pastyears to develop a tritium breeding

technologyfortritium self-sufficiencyofnuclearfusionreactorandtheHCML

TBM,liquidtypebreederwithlithium orleadlithium,wasproposedtobe

testedinInternationalThermonuclearExperimentalReactor

□ Necessities

○ Expectedresearchoutputsofpresentprojectsuchasdesignandmanufacturing

technology ofTBM,radioactiveinvestigation ofthematerials,validation of

designcodesareveryimportantkeytechnologiesforDEMO researchactivities

andfutureKoreanfusionpowerreactortechnologies.

○ Todevelopfusionenergy,Koreahavetotakepartintheresearchfieldof

TBM becauseofthedevelopmentofand experimentofTBM isthecore

technology.

Ⅲ.ContentsandScopes

□ TheFinalobjectivesofthisproject

○ DevelopingplanforleadingandparticipatingliquidTBM concepts

○ Estimatingcostandscheduleaccordingtodevelopmentscheduleandmanaging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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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ingintegrateddesignsystem andcompletingtheengineeringdesignfor

liquidTBM

○ DevelopingthekeytechnologiesfortheliquidTBM

○ ConstructionofperformancetestsystemsforliquidTBM andverificationofthe

performance

□ TheObjectivesofthisprojectbyyear

○ 1styear(2008.02.01~2009.01.31)

◊ EstablishingthedevelopingplanforparticipatingTBM concepts

◊ Estimatingcostandscheduleaccordingtodevelopmentschedule

◊ Developingintegrateddesignsystem

◊ EngineeringdesignoftheTBM andsafetyanalysis

◊ StarttodevelopthekeytechnologiesfortheliquidTBM

◊ AnalyzingliquidbreederloopsforverificationoftheliquidTBM

○ 2ndyear(2009.02.01~2010.01.31)

◊ DevelopingplanforleadingandparticipatingTBM concepts

-EstablishingthedevelopingplanforleadingandparticipatingTBM concepts

-Estimatingcostandscheduleaccordingtodevelopmentschedule

◊ Developingintegrateddesignsystem andcompletingtheengineeringdesign

forliquidTBM

-Complementingandverifyingtheintegrateddesign

▪ Establishingtheneutronicdataanditsdesigntool

▪ verifyingthethermal-hydraulicandliquidbreederanalysistools

▪ verifyingtheintegrateddesignsystem andMARS-FR

-EngineeringdesignoftheTBM andcorecomponentsforauxiliarysystems

-Producingthesafetyanalysisreport

◊ DevelopingthekeytechnologiesfortheliquidT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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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ingandverifyingtheTBM fabricationtechnology

▪ DevelopingandverifyingthefabricationtechnologyofTBM firstwall

▪ DevelopingandverifyingfabricationtechnologyforTBM structure

-DevelopingthehightemperatureandpressureHecoolant

▪ Developingtestfacilityandanalysismethodsforhightemperatureand

pressurecoolant

▪ Designingand evaluatingkeycomponentsforhightemperatureand

pressurecoolant

-Developingtheliquidbreedertechnology

▪ Constructingtheliquidbreederloopforperformanceverification

▪ Developing the reactivity and corrosion reducing method between

liquidbreederandstructureforliquidbreeder

▪ Developingtheexperimentand analysismethodsforliquid breeder

(MHDevaluationandkeycomponentdevelopment)

▪ SurveyingDBforfunctionalmaterials

-Developingthetritium extraction/purification/permeationtechnology

▪ Surveyingthetritium extraction/purification/permeationmethods

▪ Constructing thetritium extraction/purification/permeation evaluation

system withhydrogen

-DevelopingthediagnosticandI&Csystem

▪ Surveyinganddevelopingthekeydiagnosticdevices

▪ Developingtheapplicableradiation-resistantI&Csystem

○ 3rdyear(2010.02.01~2011.01.31)

◊ Managementandcollaborationofthetechnologydevelopmentathomeand

abroad

-Trackingandcollaboratingthecross-technologyathomeandabroad

-CollaboratingwithITERparticipantsonkeytechnologies

-CollaboratingwithIOforthearrangementofspace,interfaceand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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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ingtheintegrateddesignsystem andengineeringdesignforTBM

system

-EngineeringdesignoftheTBM system andcorecomponents,performance

andsafetyanalysis

-Constructingtheintegrateddesignscheme

▪ Complementingandverifyingtheneutronic,coolant,andliquidbreeder

tools

▪ Developingthetritium analysistool

▪ Complementingandverifyingtheintegrateddesignscheme

◊ DevelopingandverifyingtheTBM fabricationtechnology

-DevelopingthefabricationtechnologyforTBM componentandperformance

test

-Constructingtheperformancetestfacilityandpre-testingwithcomponent

mockups

◊ DevelopingthekeytechnologiesfortheliquidTBM

-DevelopingandverifyingtheTBM fabricationtechnology

▪ Developing the fabrication technology for TBM component and

performancetest

▪ Constructing the performance test facility and pre-testing with

componentmockups

-DevelopingthehightemperatureandpressureHecoolant

▪ Complementingthetestfacilityandperformingthethermal-hydraulic

test

▪ Verifying the key componentsforhigh temperature and pressure

coolant

▪ Developingthecoolingenhancement

-Developingtheliquidbreedertechnology

▪ Performingtheliquidbreederandcompatibilitywithstructure

▪ Developingthecorrosionreducingmethodbetweenliquidbreederand

structureforliquidbree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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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aluatingtheMHDphenomenaanddevelopingthekeycomponents

▪ Preliminarydesignofthevalidationloop(1/2scale)

-Developingthetritium extraction/purification/permeationtechnology

▪ Constructing thetritium extraction/purification/permeation evaluation

system

▪ Performing thevalidation ofthetritium extraction / purification /

permeation

-DevelopingthediagnosticandI&Csystem

▪ DevelopingtheTBM testprogram accordingtotheITERscenario

▪ Developingthelistofthediagnosticequipmentsanddocumentingthe

inputdata

○ 4thyear(2011.02.01~2012.01.31)

◊ Managementandcollaborationofthetechnologydevelopmentathomeand

abroad

-Trackingandcollaboratingthecross-technologyathomeandabroad

-CollaboratingwithITERparticipantsonkeytechnologies

-CollaboratingwithIOforthearrangementofspace,interfaceandsoon

◊ Developingtheintegrateddesignsystem andengineeringdesignforTBM

system

-EngineeringdesignoftheTBM mainbodyand blanketshield auxiliarly

system anditscorecomponents,performanceandsafetyanalysis

-Constructingtheintegrateddesignscheme

▪ Complementingandverifyingtheneutronic,coolant,andliquidbreeder

tools

▪ Developingthetritium analysistool

▪ Complementingandverifyingtheintegrateddesignscheme

◊ DevelopingandverifyingtheTBM fabricationtechnology

-DevelopingthefabricationtechnologyforTBM componentandperformancetest



- xiv -

▪ Manufacturingamock-upoftheTBM structure

-Constructingtheperformancetestfacilityandverificationtest

▪ pre-testingwithcomponentmockups

▪ performanceandverificationtestforamock-upoftheTBM structure

◊ DevelopingthekeytechnologiesfortheliquidTBM

-DevelopingthehightemperatureandpressureHecoolant

▪ Complementingthetestfacilityandperformingthethermal-hydraulictest

▪ Verifying the key componentsforhigh temperature and pressure

coolant

▪ Developingthecoolingenhancement

-Developingtheliquidbreedertechnology

▪ Developingthecorrosionreducingmethodbetweenliquidbreederand

structureforliquidbreeder

▪ EvaluatingtheMHDphenomenaanddevelopingthekeycomponents

▪ Preliminarydesignofthevalidationloop

-Developingthetritium extraction/purification/permeationtechnology

▪ Constructing thetritium extraction/purification/permeation evaluation

system withhydrogengas

▪ Performing thevalidation ofthetritium extraction / purification /

permeationwithhydrogengas

-DevelopingthediagnosticandI&Csystem

▪ DevelopingtheTBM testprogram accordingtotheITERscenario

▪ Developingthelistofthediagnosticequipmentsanddocumentingthe

inputdata

Ⅳ.Results

□ Managementand collaboration ofthetechnologydevelopmentathomeand

ab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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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ckingandcollaboratingthecross-technologyathomeandabroad

○ CollaboratingwithITERparticipantsonkeytechnologies

○ CollaboratingwithIOforthearrangementofspace,interfaceandsoon

□ Developing theintegrated design system and engineering design forTBM

system

○ EngineeringdesignoftheTBM system andcorecomponents,performanceand

safetyanalysis

○ Constructingtheintegrateddesignscheme

-Complementingandverifyingtheneutronic,coolant,andliquidbreedertools

-Developingthetritium analysistool

-Complementingandverifyingtheintegrateddesignscheme

□ DevelopingandverifyingtheTBM fabricationtechnology

○ DevelopingthefabricationtechnologyforTBM componentand performance

test

○ Constructing the performance testfacility and pre-testing with component

mockups

□ DevelopingthekeytechnologiesfortheliquidTBM

○ DevelopingandverifyingtheTBM fabricationtechnology

-DevelopingthefabricationtechnologyforTBM componentandperformance

test

-Constructingtheperformancetestfacilityand pre-testingwithcomponent

mockups

○ DevelopingthehightemperatureandpressureHecoolant

-Complementingthetestfacilityandperformingthethermal-hydraulictest

-Verifyingthekeycomponentsforhightemperatureandpressurecoolant

-Developingthecoolingenh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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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ingtheliquidbreedertechnology

-Performingtheliquidbreederandcompatibilitywithstructure

-Developing the corrosion reducing method between liquid breederand

structureforliquidbreeder

-EvaluatingtheMHDphenomenaanddevelopingthekeycomponents

-Preliminarydesignofthevalidationloop(1/2scale)

○ Developingthetritium extraction/purification/permeationtechnology

-Constructingthetritium extraction/purification/permeationevaluationsystem

-Performingthevalidationofthetritium extraction/purification/permeation

○ DevelopingthediagnosticandI&Csystem

-DevelopingtheTBM testprogram accordingtotheITERscenario

-Developingthelistofthediagnosticequipmentsanddocumentingtheinput

data

Ⅴ.Applicationplanoftheresearchresults

□ Enhancing thedomestictechnology fordesign and fabrication ofITER TBM

through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breeding the domestic human

resources

□ ConstructingthedomestictechnologybaseforDEMO developmentthroughthe

design,keytechnologydevelopmentinthisTBM developmentproject

□ Obtainingthekeytechnologyofnuclearfusionreactorespeciallyonthebreeding

blanketthrough the presentprojectand these technologies willhelp the

constructionofKoreafusionDEMO reactorandthedevelopmentofcommercial

nuclearfusionreactorin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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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과제 개요

제1 목 필요성

ITER건조,운 사업의 주요 목 하나는 Neutronics,블랑켓 모듈,삼 수소 취

기술 차세 라즈마 기술 등을 시험하고,핵융합로용 블랑켓의 열추출,삼 수

소 증식 시험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이를 해 타 참여국들은 DEMO와 련한 삼 수

소 증식용 블랑켓들을 ITER시험용 블랑켓인 TBM(TestBlanketModule)을 개발 에 있

다.

TBM의 설계는 ITER의 운 모드,안 성,부 시설 등과의 연계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ITER장치가 DEMO 블랑켓을 핵융합 환경 하에서 시험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임

을 감안하여 제한된 시험조건을 충분히 고려한 “Act-like"TBM을 개발하여 시험하여야

한다.특히,어느 정도의 기술이 확립된 고체형 TBM과는 달리,많은 연구 개선 사항

들이 요구되는 액체 속형 TBM은 많은 나라들이 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고온까지

운 이 가능하여 발 로의 블랑켓 개념으로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한국에서 개발

인 HCML(Helium CooledMoltenLithium)TBM은 Reflector로 Graphite를 사용하여

안 성 가격 감의 효과를 가지는 독특한 개념을 가지는 것으로 많은 나라에서 심

을 보이고 있다.본 과제를 통하여 확보되는 TBM의 설계 제조 기술,ITER를 이용한

시험 조사후 시험 결과,설계 도구의 검증 등은 향후 DEMO실증로,한국형 핵융합로

개발로 이어지는 핵융합발 로 공학의 핵심기술이다.

따라서 TBM 개발 시험은 ITER DEMO의 핵심기술로,핵융합에 지 개발을

해서 아국이 반드시 참여해야 할 분야로 극 인 재원을 투자하여 다른 선진국들이 수

십 년 동안 노력해 온 기술을 하루빨리 따라잡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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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내용 범

본 과제의 최종 목 은 다음과 같다;

○ 액체형 TBM 참여 개념 선정 컨소시엄 구성

○ 개발 계획 수립,일정 비용 산정,기술 리

○ 액체형 TBM 통합설계기술 개발 공학 설계

○ 액체형 TBM 요소기술 개발

○ 액체형 TBM 성능 검증시스템 제작 성능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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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년도 (2008.02.01~2009.01.31)

-액체형 TBM 컨소시엄 구성

-개발 일정 비용 산정

-통합설계기술 개발

-액체형 TBM 공학 설계 안 해석

-액체형 TBM 요소기술 개발 착수

-액체형 TBM 성능 검증을 한 액체증식재 루 분석

○ 2차년도 (2009.02.01~2010.01.31)

-컨소시엄 구성 개발일정,기술 리

-통합설계기술 개발 진행

-액체형 TBM 공학설계 안 해석 진행

-액체형 TBM 요소기술 개발 진행

-액체형 TBM 성능 검증용 액체증식재 루 구축 진행

○ 3차년도 (2010.02.01~2011.01.31)

-주도 참여 TBM 개념 컨소시엄별 개발계획 작성

-통합설계기술 개발 TBM 시스템 공학설계 진행

-액체형 TBM 요소기술 개발 성능 검증 진행

○ 4차년도 (2011.02.01~2012.01.31)

-국내외 기술 리 력

-TBM 시스템 설계 통합설계기술 개발

-TBM 제작 성능 검증 기술 개발

-요소기술 개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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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제1 해외 기술개발 황

재,핵융합로 증식블랑켓 연구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곳은 EU이다.EU

는 16번 포트의 포트책임국이면서,16번 포트에 Helium CooledPebbleBed(HCPB)

Helium CooledLithium Lead(HCLL)TBM을 독자 으로 설치하여 검증할 정이다.

HCLLTBM은 액체형 블랑켓 가장 단기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상되는 방식으로

Lithium Lead가 증식재 증배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추가 인 증배재가 필요하지 않

다.HCLL은 랑스의 CEA 연구소를 심으로 개발되고 있으나,다양한 국가가 참여하

는 EU의 특성 상 이를 개발 평가하기 한 인 라는 여러 국가에 산재해 있다.

일본은 18번 포트의 포트책임국이며,18번 포트에서 고체형인 WaterCooledCeramic

Breeder(WCCB)TBM을 검증할 정이다.냉각재로서 가압경수를 사용하는 유일한 개념

으로,가압경수로 기술 경험을 활용할 수 있어 모든 TBM 개념 가장 단기에 달성

가능한 개념으로 상되고 있다.하지만,사고로 인한 냉각수 출 시 냉각수와 높은 반

응성을 가지는 Li세라믹 증식재 혹은 Be증배재가 냉각수와 하여 안 성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외에는 개념 주도를 주장하는 국가는 없으나,경수로 운 경험을

가진 나라들로부터 심을 받고 있다.

미국은 DualCooledLithium Lead(DCLL)이라는 TBM 개념을 제안하 으나, 재는

18번 포트의 IC로서만 활동할 뿐 TBM 개념주도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DCLL방식

은 EU의 HCLL방식과 상당 부분 유사하지만,일차벽과 같이 열부하가 큰 곳은 고속의

헬륨으로 냉각하되 열부하가 작은 곳은 증식재인 LiPb유동을 이용해 냉각시키는 이

다르다.미국은 비록 TBM 주도를 표명하지 않았으나 증식블랑켓 련 축 된 기술을 보

유하고 있다.

국은 2번 포트의 포트책임국이며,EU의 고체형 HCPB TBM과 비슷한 방식의

Helium CooledCeramicBreeder(HCCB)TBM을 설치하여 검증할 정이다. 국은 최

근 핵융합로 증식블랑켓에 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특히,재료 개발을

극 으로 수행하고 있어 국형 방사화 FM강인 CLAM (China Low Activation

Martensitic)과 증식/증배재 등 블랑켓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개발을 진행 이다.

인도는 2번 포트에 Lithium LeadCeramicBreeder(LLCB)TBM을 설치하여 검증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LLCBTBM은 일종의 액체형과 고체형의 충식으로,LiPb는 액체

형 증식재 증배재 역할을 하고 고체형 세라믹 Li을 추가함으로써 고성능을 추구하는

개념이다.하지만,액체형 고체형의 장 들이 오히려 희석될 수 있어,개념 검증의 성

공 여부가 불확실하다. 한,이 개념은 고체형 증식재 주변을 흐르는 액체형 증식재 유

동과 헬륨냉각재 유동 등으로 TBM 본체 내부 유로가 매우 복잡하여 제작에도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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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으로 상된다.인도는 정부(DepartmentofAtomicEnergy,DAE)의 강력한 지원

을 통해 TBM 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특히,원자력 분야의 경험과 다양한 재료 개발

연구 그룹을 보유하는 등 풍부한 인 자원을 바탕으로 TBM 증식블랑켓 개발에 주력

하고 있으나, 재까지는 타 핵융합 선진국에 비해 기술 수 격차가 있다.

ITER-EDA 시기부터 러시아가 제안한 개념은 SelfCooledLithium (SCLi)TBM으로

서,모든 TBM 개념 가장 도 인 개념이다.증식재인 액체 Li이 고속으로 흐르면서

독립 인 냉각재 없이 구조물을 냉각하는 방식이다.액체 Li의 높은 삼 수소 용해도로

인해 삼 수소 침투에 한 우려가 없어 직 사이클(DirectCycle)을 이용한 기 생산

이 가능하지만,액체 Li의 안 성,삼 수소 추출의 어려움,구조재 부식 문제 등이 해결

해야 할 문제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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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국내 기술개발 황

우리나라는 2003년 ITER참여 의지를 표명한 직후,2003년에 재 소집된 11차 TBWG

회의부터 참석하여 타 회원국의 증식블랑켓 TBM 연구에 한 정보를 수집하고,우리

나라 TBM 개발을 진행하면서 증식블랑켓에 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2003년부터

TBM 기술검토 원회의 고체형 TBM 주도 권고안이 나온 2007년 이 까지,우리나라는

Helium CooledSolidBreeder(HCSB)와 Helium CooledMoltenLithium (HCML)2개의

TBM 개념을 도출하고,설계 련 연구개발을 착수하 다.액체형인 HCMLTBM은

액체 Li을 증식재로 채택하여 침투로 인한 삼 수소의 출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Be

증배재 없이 흑연 반사재를 사용하는 방식이다.2006년부터 국가핵융합연구소(NFRI)와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을 심으로 각각 고체형 액체형 TBM으로 나뉘어 연구를

시작하면서,증식블랑켓에 한 본격 인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8년 문가회의에서 타국 TBM 개념에 참여만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이후 TBM

연구는 설계기술 개발 필수 핵심기술에 한 기반구축/개발에 을 두어 진행되어

왔다.즉,Partnership우선 상 상국들이 등한 기술 수 을 요구하고,‘상호이익’

논리에 따른 배타 입장을 상에서 내세움에 따라,TBM 개발을 한 필수 핵심기술을

도출하고 경쟁력 있는 분야의 기반 구축을 통해 참여방안에 따른 유연한 응이 가능하

도록 연구를 수행하 다. 재는 고체형 페블 특성평가시스템,1/3규모 헬륨 냉각재 루

,삼 수소 침투특성평가시스템,증식재 루 등 TBM 개발 평가에 필수 인 시설

기반이 구축되었고,이를 통한 필수 핵심기술 확보 타국과의 기술 력이 가능할 것으

로 기 하고 있다.

제작기술의 경우,ITER블랑켓 일차벽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TBM 일차벽 면재료

(Be)와 구조재(RAFM)와의 합,구조재 간의 합 기술을 개발 에 있으며,구조재간

합기술은 조사시험을 제외한 모든 평가시험을 마친 상태이다.한국원자력연구원 내 Be

취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면재와 련한 연구가 가능하며,흑연히터를 이용한 고열

유속(혹은 고열부하,HighHeatFlux,HHF)시험장치인 KoHLT-1 -2를 구축하여 건

성 냉각능 평가 시험에 활용하고 있다. 면 고열부하 시험 디버터 수 의 열부

하 인가를 해 자빔 장비가 새로이 구축 에 있으며,‘12년 완공 정이다.

냉각재 기술의 경우,8MPa,900℃의 헬륨냉각재를 사용하는 고온가스로 연구개발

사업과 연계하여,단기간에 고온고압 헬륨 취 기술을 습득하고,1/3규모의 냉각루 를

구축하여 DB구축 코드개발/검증에 활용하고 있다. 한,고온고압의 헬륨냉각재를

열,순환,냉각하기 한 핵심부품 설계기술을 확보하 으며,실제규모(Full-scale)의 검

증실험용 냉각루 구축을 비하고 있다.

블랑켓 삼 수소 침투특성을 평가하고 침투방지기술 개발을 한 침투특성평가시스템

을 구축하 으며,삼 수소 계통 개발 검증을 한 일럿 장비인 퍼지가스 루 구축

을 진행 이다.이들 장비는 재 삼 수소 신 수소 혹은 수소를 사용하는 장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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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차 후 삼 수소 실험이 필요할 경우,최근 한국수력원자력 앙연구원(KHNPCentral

ResearchInstitute,CRI)에서 구축 인 삼 수소 설비 KEPTL(40g-T취 가능)을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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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사업 수행내용 결과

제1 액체형 TBM 참여 방안 마련 기술 리

TBM 개발은 기본 인 설계툴의 개발,설계툴을 활용한 설계 안 해석 체계 개발,

본체 보조계통에 한 안 해석,구조재 소재 제작법 개발,냉각기술 개발,액체증

식재 취 핵심부품 기술,액체증식재로부터 삼 수소 추출,회수,정제 기술 등 범

한 분야가 포 으로 다룰 수 있는 종합 인 기술을 요구하고 있다.이를 해서는 국

내 유 기 의 긴 한 력은 물론,핵융합 선진국과의 교류를 통합 력 개발이 매우

요하다. 한,TBM을 설치하고 이를 운 하기 해 ITER국제기구와의 긴 한 조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본 에서는 국내외 력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TBM 개발을

해 진행한 ITER국제기구와의 정례회의,한일/한미/한 등 다자간 력 회의,국내

유 기 과의 력 워크 등 본 과제 수행을 해 진행한 회의들을 연도별로 정리하

으며,기술 개발 일정,체계,비용,국제기구 회의에 따른 요구조건이 반 된 개발 계획

등 기술 리를 해 수행된 다양한 회의 작성된 자료들을 정리하 다.

1.국내외 력을 통한 컨소시엄 구성 노력

본 에서는 TBM 개발을 해 수행된 ITER국제기구와의 정례회의,한일/한미/한

등 다자간 력 회의,국내 유 기 과의 력 워크 등 본 과제 수행을 해 진행한 회

의들을 연도별로 정리하 다.컨소시엄 구성을 하여 양자 간 혹은 국제기구를 통한 다

자간 회의를 진행하 으나,EU,일본,미국 등의 핵융합 선진국은 물론 우리와 같은 후발

주자인 국조차도 ‘상호이익’논리를 내세우며 기술 으로 많은 조건을 요구함으로써 타

국과의 기술 력에 폐쇄 인 입장을 확인하 다.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의 컨소시

엄 노력에 따른 결과를 문가 그룹에서 논의하여 주도 인 개발이 아니면 TBM 개발이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하 고, 재는 고체형 TBM 주도를 통해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이에 따라,액체형 TBM 개발은 증식블랑켓 개발 분야에서 다루어질 정이

다.



- 8 -

가.1차년도 (2008년)

19,20차 TBWG 회의1) 안 해석 심포지엄 참석,한일 블랑켓(2회) 핵융합재료

(1회) 련 워크 참석하여 액체형 TBM 컨소시엄 구성을 해 노력하 다.상기의 회의

자료들은 “제 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에 회의 종류별로 별도

정리하 다.

-3월 12월 개최된 TBWG-19/20 안 련 워크샵 참석하여,타국의 연구방향

련 자료 습득 (그림 3-1-1 6장 참조)

-3월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한일 블랭킷 워크샵 참석하여,한일 간 연구 내용 교

류 향후 력방안 모색 (그림 3-1-2 6장 참조)

-5월 제주에서 개최된 한일 핵융합재료 련 워크샵 참석하여,한일 간 연구 내용

교류 향후 력방안 모색 (그림 3-1-2 6장 참조)

-12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 블랭킷 워크샵 비 회의에 참석하여,한일 간 연구 내

용 교류 향후 력방안 모색 (그림 3-1-3 6장 참조)

1)미국,일본,EU,러시아 등 선진 4개국은 ITEREDA(EngineeringDesignActivity) 기부터 증

식블랑켓 검증 시험의 요성을 인식하여,1994년 각 회원국의 TBM 시험계획을 검토하고 조정을

의하기 한 TBWG를 구성하 다.이후,TBWG는 2001년까지 연장된 ITEREDA 기간 동안 10

번에 걸친 회의를 진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수행하 다.2003년 우리나라와 국이 ITER에 참

여하게 됨으로써 TBM 로그램을 재조정할 필요가 두되었다.이에 따라 TBWG가 재 소집되어

2003년 10월 TBWG-11을 시작으로 ITER-ITA(ITERTransitionalActivities)기간 동안 계속되었다.

우리나라는 한국의 TBM R&D계획안을 마련하고,포트의 공간 시간 사용 권리 확보를 해

TBWG-11(2003.10),TBWG-12(2004.03),TBWG-13(2004.07),TBWG-14(2004.12),TBWG-15(2005.07),

TBWG-16(2005.11)에 참여하 다.2005년 인도가 ITER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TBWG-17(2006.04)부

터 마지막 개최되었던 TBWG-20(2008.11)까지는 7개국이 회의를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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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국제기구 개최 회의 참석 (19&20차 TB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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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한일 워크 개최 참석을 통한 국제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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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한일 워크 개최 참석을 통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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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2차년도 (2009년)

참여국간 의(TBM program committee(TBM-PC)2)2회,PMG3)회의 2회)와 컨소시

엄 구성을 한 국제 의(한미,한 TBM 력회의 개최)를 통해 액체형 TBM 컨소시엄

구성을 하여 국제 력을 수행하 다. 한,세부기술검토회의(6/9,8/25)를 통해 세부기

술분류안 등을 작성,검토하 다. 한,핵융합과 원자력의 융합기술 련 워크 을 개최

하여,원자력분야 교차기술 활용을 한 기반을 마련하 다.상기의 회의 자료들은 “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에 회의 종류별로 별도 정리하 으며,첨

부 A-2009-3에는 국제 의 내용 결과를 상세하게 기술하 다.

-3월 9월 개최된 TBM-PC-1/2참석하여,아국 입장/ 안 표명 ,타국의 연구방

향, 련 자료 습득 (그림 3-1-4 6장 참조)

-7월 9월 개최된 TBM-PMG-18-1/2참석하여,국제기구 수행 업무,타국의 연구방

향 련 자료 습득 (그림 3-1-5 6장 참조)

-11월 12월 한미,한 력회의 개최를 통한 컨소시엄 구성 의,양구간 연구

내용 교류 향후 력방안 모색 (그림 3-1-6,6장,첨부 A-2009-3.1 3.2참조)

-3월 8월 개최된 TBM 문가회의를 통해 TBM 주도 참여방안 논의,국내 기

술 황 검 등을 수행 (그림 3-1-7,첨부 A-2009-1.1 1.3참조)

-6월 개최된 TBM 세부기술검토회의를 통해 TBM 주도 참여방안,국내 기술 황

등을 검토 받음 (그림 3-1-8 첨부 A-2009-1.2참조)

-10월 개최된 핵융합과 원자력의 융합기술 워크 을 통해 원자력분야 교차기술 활용

을 한 기반을 마련 (그림 3-1-9 6장 참조)

2)기술 사항을 주로 논의해 온 TBWG 회의의 한계성 때문에 제8차 ITER 비 원회(IPC-8,

2006.04)회의에서 제안된 바와 같이,기술 인 논의를 포함해서 추가비용 분담 방안,TBM

Partnership구성 방안,TBM 로그램을 한 법률 기반 마련 등 정책 인 문제를 해결하기

한 특별그룹(Ad'HocGroup,AHG)을 결성하여 다수의 회의를 개최하 으며,정책 문제에 한

각 회원국의 공식 인 입장을 표명할 회의의 필요성과 함께 기술 문제를 의․감독할 원회

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제3차 ITER이사회(2008.11)에서 TBM 로그램 원회(TBM-Program

Committee,TBM-PC)설립을 확정하 다.TBM-PC는 ITER이사회 산하에 설치되며,각 회원국별

로 원 문가로 구성되어 TBM 로그램 수행 일정 계획 등을 포함한 련 주요 안을

논의하고 있다.

3)각 참여국의 포트 할당이 마무리된 이후부터는 PortManagementGroup(PMG)회의를 신설,

각 포트별로 안문제만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회의가 변경되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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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국제기구 개최 회의 참석 (1&2차 TBM-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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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국제기구 개최 회의 참석 (1&2차 PMG-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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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국제 력 회의 (한 ,한미 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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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TBM 로그램 문가 회의 (3월 8월,2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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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TBM 세부기술 검토회의 (6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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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핵융합과 원자력의 융합기술 워크 (10월 원자력학회

기간 개최)

U 워크앙안내 

o lIII ~tl~ 연에엌 *tlJlfI 

‘셔 2α，연 IOW 28ij(.jo) 113:아←.，이 

.. δ .. ‘ -!i! lJ.lJi! 
‘’.lJ: ~W어야엉뼈m ‘ .. ，’，.연구‘l 
‘“잉 

籍줍 
에 • 

삐 S지 .. ‘101-4:21 ",a R&D.,‘ 
.. 8 ~ëiII 

""• 2'!:! 

’띠서. 

g끼히 P.!!!1'I‘잉‘ !!!!!.1!.!Il 
1f!llOl allè I~!!"얻캔 [양aæ-82!'/.O， D(T에""~.)<s 

u 

." 

.. ‘ 

없이찌 

양’‘.，ε에 



- 19 -

다.3차년도 (2010년)

액체형 TBM 기술 력을 해 참여국간 의(TBM PC2회,PMG회의 2회,ripple워

크 1회),참여국간 력(한일 워크 1회,상호방문· 의 4회,한미 회의 3회 설계

력 1건)를 수행하 으며,한미,한일,한 ,한-EU TBM 력회의 개최를 통하여 TBM

컨소시엄 안에 해 의 하 다. 한 주 / 동기 간 워크 을 1회 개최하여 액체형

TBM 참여방안을 의 하 고,이러한 활동을 바탕을 기술분류/비용/기술개발 략 등

련 자료를 생산하 다.상기의 회의 자료들은 “제 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

학기술정보”에 회의 종류별로 별도 정리하 으며,첨부 A-2010-1에는 주 / 동 기 간

력 워크 결과를 정리하 다.

-5월 10월 개최된 TBM-PC-3/4참석하여,아국 입장/ 안 표명 ,타국의 연구

방향, 련 자료 습득 (그림 3-1-10 6장 참조)

-4월 9월 개최된 TBM-PMG-18-3/4참석하여,국제기구 수행 업무,타국의 연구방

향 련 자료 습득 (그림 3-1-11 6장 참조)

-4월 개최된 TBM 설치에 따른 Ripple 향과 련한 워크 에 참가하여,국제기구

수행 업무, 향 정도 감소방안, 련 자료 습득 (그림 3-1-12 6장 참조)

-7월 12월 한일 핵융합(재료) 블랑켓 워크 개최를 통한 컨소시엄 구성 의,

양구간 연구 내용 교류 향후 력방안 모색 (그림 3-1-13,6장 참조)

-3월 일본 측 문가 학원생들의 국내 방문을 통해,아국 연구시설/ 황 견학

연구 내용 교류,향후 력방안 모색 (그림 3-1-14참조)

-12월 한국 측 문가들을 일본 교토 ,NIFS등에 견하여,일본 연구시설/ 황

견학 연구 내용 교류,향후 력방안 모색 (그림 3-1-14참조)

-2009년 한미 력회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상호간 냉각계통 검 교류가 있었으며,

고온고압헬륨냉각 계통 루 를 보유한 한국의 경험을 살려,미국 측 냉각계통 설계

안을 평가,수정하는 등의 력을 진행 (그림 3-1-15참조)

-5월 고체형 TBM 개발을 담당하는 주 기 인 국가핵융합연구소 ITER사업단과 액

체형 TBM 개발을 담당하는 동기 인 한국원자력연구원 간의 정보교류를 한

력 워크 개최 (그림 3-1-16 첨부 A-2010-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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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0.국제기구 개최 회의 참석 (3&4차 TBM-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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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국제기구 개최 회의 참석 (3&4차 P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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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국제기구 개최 회의 참석 (ripple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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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국제 력 회의 (한일 핵융합/블랑켓 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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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국제 력 업무 (한일 간 상호 방문,각국 시설 견학 력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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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5.국제 력 업무 (한미 력 회의에 따라 미국

보조계통 검토 수정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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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6.국내 유 기 력 (주 / 동 기 간 력

워크 개최)

주광 잊 협용 기관간 

한국형 T81\1 개알 진앵 현황 교류 Workshop 

잉샤 201Q,Q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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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4차년도 (2011년)

액체형 TBM 기술 력을 해 참여국간 의(PMG 회의 2회,TBM-PC1회) 참여

국간 력(한일 워크 1회,한-EU 화상회의 1회,CIS/CSS워크 )를 수행하 다. 한

주 / 동기 간 워크 (2회),재료개발 워크 (1회)을 개최하여 액체형 TBM 참여방안

을 의 하 다.국제 력 기반의 확 를 해 IEA(국제에 지기구) 정을 통해

NTFR(NuclearTechnologyforFusionReactor) FM (FusionMaterial)활동에 참여하

다.상기의 회의 자료들은 “제 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에 회

의 종류별로 별도 정리하 으며,첨부 A-2010-1에는 주 / 동 기 간 력 워크 결

과를 정리하 다.

한,2회의 기술검토 원회 개최를 통해 “고체형 TBM 주도” “액체형 TBM 력

추진”결과를 도출, 련한 자료 보고서를 생산하 다.

-5월 10월 개최된 TBM-PC-5/6참석하여,국제기구 수행 업무,타국의 연구방향

련 자료 습득 (그림 3-1-17 6장 참조)

-2월 9월 개최된 TBM-PMG-18-5/6참석하여,국제기구 수행 업무,타국의 연구방

향 련 자료 습득 (그림 3-1-18 6장 참조)

-6-7월 개최된 CIS/CSS워크 참가를 통해 국제기구 수행 업무,타국의 연구방향

련 자료 습득 (그림 3-1-19 6장 참조)

-11월 한일 ITER삼 수소/블랑켓 워크 개최를 통한 컨소시엄 구성 의,양국 간

연구 내용 교류 향후 력방안 모색 (그림 3-1-20 6장 참조)

-9월 IEA IA NTFR활동 개시:국내 활동 문가 선정,ISFNT학회기간 개최된 실

무회의 참가 (그림 3-1-21 6장 참조)

-5월 고체형 TBM 개발을 담당하는 주 기 인 국가핵융합연구소 ITER사업단과 액

체형 TBM 개발을 담당하는 동기 인 한국원자력연구원 간의 정보교류를 한

력 워크 개최 (그림 3-1-22 첨부 A-2011-1~2참조)

-3월 11월 개최된 TBM 기술검토 원회를 통해 주도 략 마련 (그림 3-1-23 첨

부 A-2011-4.1 4.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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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7.국제기구 개최 회의 참석 (5&6차 TBM-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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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8.국제기구 개최 회의 참석 (5&6차 P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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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9.국제기구 개최 워크 참석 (CIS/CSS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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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0.국제 력 활동 (한일 삼 수소/블랑켓 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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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국제 력 활동 (IEAIANTFR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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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국내 유 기 력 (주 / 동 기 간 기술교류 워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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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3.TBM 문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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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발 계획 수립,일정 비용 산정,기술 리

가.1차년도 (2008년)

TBM 개념 참여 방안(안)마련을 마련하여, 산 기술개발일정,TBM 검토 원회

등의 설명자료 보고 자료로 활용한 바 있으며,2011년까지의 연구개발일정을 담은

RFP(안)작성 기 습득된 자료 등을 통한 산안 수정안 등을 작성,과제 기획 결과

물로 활용하 다 (첨부 A-2008-1참조).

-2008년 TBM 개념 참여 방안 (안):그림 3-1-24 A-2008-1.1참조

-RFP갱신 (2008-2011):그림 3-1-25 A-2008-1.2참조

-사업비산정(rev.6):그림 3-1-26 A-2008-1.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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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4.작성된 TBM 개념 참여방안(안)-세부내용은 첨부

A-2008-1.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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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5.작성된 RFP개념 참여방안(안)-세부내용은

첨부 A-2008-1.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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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6.작성된 비용 산정 개정안 -세부내용은 첨부 A-2008-1.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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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2차년도 (2009년)

TBM 개념 참여 방안 수립을 해 3회의 문가 세부기술검토회의를 개최하고,이

를 반 한 TBM 로그램 참여방안(안-rev.8) 세부기술분류안(TRL)을 작성 참여국과의

기술수 비교 자료를 마련하 다.특히,타 분야 기술개발을 benchmarking하여 객

인 기술수 평가 자료를 확보하도록 노력하 다 (첨부 A-2009-2 A-2009-4참조).

-2009년 TBM 개념 참여 방안(안):그림 3-1-27 A-2009-2.1참조

-TBM실험을통한DB구축(안):그림 3-1-28 A-2009-2.2참조

-TBM 로그램시험항목(안):그림 3-1-29 A-2009-2.3참조

-TBM기술수 분석 분류안(안)작성:그림 3-1-30 A-2009-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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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7.작성된 TBM 로그램 참여방안(안)-

세부내용은 첨부 A-2009-2.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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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8.작성된 TBM 실험을 통한 DB구축(안)-

세부내용은 첨부 A-2009-2.2참조

TBM 실명을 홍만 DB 구축 

<fI'Ef{ f!-:':-사업얀，'1>>. 12 .,. 

1 에g 잊 Ii ll싱 

。 ‘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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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으S 사야녕 ""ψ닝￥ [I .e ~죄인 서a 앙유. 셰t!~;;t 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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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9.작성된 TBM 로그램 시험항목(안)-세부내용은

첨부 A-2009-2.3참조

TBM 프로그염 시엉 잉묵 
<rrER 4Y-t사업딩， '00. 12> 

1. 11111 잊 엄g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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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0.작성된 TBM 기술 분류(안)-세부내용은 첨부

A-2009-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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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차년도 (2010년)

TBM 개념 참여 방안 수립을 해 주 / 동 기 간 워크 ,국내 원자력 교차기술

활용을 한 련 회의 참석을 통해,세부기술분류안 갱신,기술개발일정 등의 보완을 통

해 기술개발일정을 포함하는 비용산정안을 마련하 다.특히,2009년 원자력 분야 교차기

술 활용을 해 고온가스로,소듐냉각고속로 분야에서 직 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들을

조사,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첨부 A-2010-2참조).

-2010년 TBM 사업비 재산정(안):그림 3-1-31 A-2010-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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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2010년 TBM 사업비 재산정(안)-세부내용은 첨부

A-2010-2참조

< 엑제영 TBM 비용 산갱 >

。 lT'" 웅영 갱닝 앙악 예갱잉 EM TBM‘ 에~ lI. }I • .，성기 • • “ 를‘fJV.ε1 툴 1객예 

에’‘역 n 
。 이용 산얘 우~ ~허 사잉 

익씨영 TSM-i 우 •• 아는 ，}경하에 월~언 기f 악성 잊 이용 산정 

잉 ~~I (내외끽F 써 건잉/의잉 영균q 시용) 찌 찌얀원 11 MY 

강경씨는 잉a씨잉 "‘ 신얘 연구앙률에 ‘ m!:tl겸비 + 
。객，. 잉경잊 1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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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4차년도 (2011년)

원자력 교차기술 분야 활용을 해 고온가스로 고속로 기술교차 분야 분석을 통해

추 체계를 구축하고,고온재료 분야와의 세부 력 방안을 마련,한국형 RAFM강 개발

계획을 수립하 다.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TBM 주도 략보고서 등의 련 자료를

생산하여,고체형 TBM 주도 계획을 수립하고,액체형 TBM 증식블랑켓 개발 계획을

수립하 다. 한,2회의 기술검토 원회 개최를 통해 “고체형 TBM 주도” “액체형

TBM 력 추진”결과를 도출, 련한 자료 보고서를 생산하 다.

-고온가스로 고속로 기술교차 분야 분석을 통한 추 체계 구축 (그림 3-1-32참

조)

-한국형 RAFM강 개발계획 수립 (그림 3-1-33참조)

- TBM 참여방안(안) 산산정 내역 타당성 평가 (그림 3-1-34 첨부

A-2011-5.1~5.2참조)

-8월 TBM 주도 략 보고서 작성 보고 (그림 3-1-35 첨부 A-2011-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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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2.국내 유 기 력 (원자력분야 교차기술 조사/분석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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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3.원자력분야 소재개발 기술을 활용한 한국형 RAFM강

소재 개발 계획 수립

-강도 l 
~ 싣소왜 l 

tI~lI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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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4.TBM 로그램 참여 방안(안) 산산정타당성 자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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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5.TBM 주도 략보고서 작성 보고

보고 작성 전략 보고서 도
 

즈
 

l 고체형 TBM 한국형 

20 11. 8. 19 

ITER TB fvI의 개널 주도를 위한 현황분석l 예산 잊 기술 개힐 일정， 주도 
전략 및 제껴|를 정리한 ·한국형 고치l형 TB fvI (HCS B) 개널 주도 전략(안r 

보고서 작성 걸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 

口 작 성 일 2011. 08 

口 작성 자· 

국가핵용할연구소 ITER 한국사업단 : 조승연， 안무영， 박이현， 욕인근 

。 한국원자력연구원 ‘ 이동원， 이야확， 김석권， 용재성 

15 

디 주요 작성 내용: 

O 배경 및 범위 

- 핵융합에너지의 상용화를 위해 증식을랑켓/실증로/핵융합로 설계 및 요소 

기슐의 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혁융합반응을 통해 잉성된 중성자를 열에 

너치르 변환하고 삼풍수스를 자가중식하는 풍식을랑켓의 연구가 시급할 

- ITE R T6M은 이러한 증식을람켓의 주 기능을 핵융합환경에서 종합적으로 

실증하는 프로그램으르， 므든 ITE R 호| 원극들은 혁융항에너지 개알 겨|획에 

있어 설증르르 이어지는 중요한 핵심경르르서 T6M을 흘용하고 있음-

- EU, 일본， 중극， 인드 등은 개념 주드를 전명학고 타국과의 기술협력에 

페쇄적인 입장을 표영하며 독자적인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르 수헝하고 있 

어l 선진극과의 기슐겪자를 릅히고 후발극의 기술역전에 대비하기 위한 

TBM 개념 주도 전략이 필요한 상황임-

- 우리나랴는 T6M 개발에드 짙여하여 고제헝 및 억치l형 T6M OII 대한 짙여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현재 고지|헝 개념 주도를 고려하고 있음 

- 본 브고서에서는 TBM 개념 주도를 통해 상기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극내외 현황블석l 주진일정 및 소요비용， SNOT 븐석을 통한 전략 및 제 

계 등을 수립하고 관턴 내응을 기슐하였음 

- lTER 운영단계에서의 시험 및 시험후 계획에 대해서드 루록을 통해 다루 
어l 항후 T6M 개념 주드를 위한 연구개발에 활용되드록 하였음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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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액체형 TBM 통합설계기술 개발 공학설계

1.통합설계기술 개발

TBM 설계를 해서는 모델링 이외에도 핵해석,열수력 구조해석, 자기 해석 등

을 포함한 성능해석과 사고해석을 포함하는 안 해석이 필요하다.이를 해서, 리 사

용되고 있는 산유체역학 (CFD,ComputationalFluidDynamics)코드 이외에 원자력

설계에 많이 사용되는 기존 개발 툴을 활용하여,그림 3-2-1과 같은 최 설계 과정을 정

립한 바 있다(2006-2007년).

TBM 설계에 참여하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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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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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HCML블랑켓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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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CARD계산을 통해 얻은 핵융합

로 조건에서의 핵반응단면 으로 체하여 HCMLTBM의 방사화 특성 차폐 성능 분

석을 수행하고 Plasmashut-down이후 시간에 따른 유도 방사능과 붕괴열을 역 구

성물질의 핵종별로 정리하 다.3D모델링은 CATIA V5를 이용하 으며,이는 ITER-O에

서 사용하는 툴이기도 하다.TBM 설계에 있어,기 설계된 ITER의 commonframe이나

제반 interface부분들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것도 주요 설계 제약 사항 하

나이기 때문에,기 설계에 사용된 툴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 다.열수력 해석 구조해

석, 자기 해석 등은 범용 산유체코드인 CFX-10 ANSYS-10을 이용하 다.CFX와

ANSYS코드의 통합에 따라,열수력 해석에 따른 모든 결과를 ANSYS-10에 직 활용할

수 있는 장 이 있을 뿐만 아니라,EU,일본, 국 등 부분의 참여국들이 사용하는 툴

이기 때문에,결과의 상호 비교가 원활한 장 을 가진다.냉각재의 사고 해석을 해서는

TBM 뿐만 아니라,He냉각재 계통을 함께 시스템으로 묶어 해석 할 수 있는 시스템 코

드가 필요하다.MARS-GCR은 본 연구원이 RELAP TRAC을 기반으로 개발한 MARS

코드를,헬륨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고온가스로 해석을 해 수정 개발한 코드이다.따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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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ulttree eventtree

를 분석하고,이에 따른 확률론 사고 시나리오 도출을 해 본 연구원에서 개발된

KIRAP/CONPAS코드가 이용되었다.ITER에서 요구하는 사고 시나리오 도출 기법은

FMEA로서,bottom-up방식의 사고 리스트를 먼 작성해야만 하는데,추후 이 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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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사고리스트를 참고로 PSA를 수행할 정이여,이 과정에서 KIRAP/CONPAS가 보다

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6년 정립된 최 설계 과정은 이후 코드의 개발 갱신 정도에 따라 보완되었다.

핵설계에 사용된 기존의 MCCARD외에 인허가를 비한 3DMCNP코드를 추가하여,3D

정 해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 고,모델링과 열수력/구조해석에 사용된 코드들도 최신

버 (CATIAV5R17,ANSYS-CFXver.11)으로 갱신함으로써,최 설계 과정을 보완하

다.

본 에서는 2007년까지 개발된 설계체계를 심으로 체 으로 수정된 설계체계

개별 설계툴의 개발 내용을 하 로 구분하여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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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핵융합로 설계를 한 고유 설계체계 기 안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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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계체계의 보완 개선

그림 3-2-2와 같이,설계체계 개발의 핵심목표인 “고유 설계툴 체계 개발“에 맞추

어,기존 개발 된 통합체계에 추가 인 해석툴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설계체계를 보완하

고,설계 툴 개발 검증 계획을 수립,진행하 다.

핵해석과 련하여,핵해석 문 그룹인 한국원자력연구원(원연)핵자료 개발 센터 소

속의 연구원이 참여하여 개발을 수행하여,TBM 자체의 핵해석뿐만 아니라,핵자료

3D 모델링을 통한 핵해석 입력자료 생성툴 등이 추가 으로 개발되도록 하 다.핵융합

고속 성자에 따른 핵자료 DB구축을 해 IAEAFENDEL3.0개발 업무에 참여하고 있

으며,CATIA3D모델을 직 MCNP등의 핵해석 코드에 용할 수 있는 ATILLA코드

활용 기술 개발,국방과제와 연계되어 개발된 한국 고유의 3D 모델 변환 로그램 용

성 평가 등이 수행되었다.3D 모델링을 한 CATIA 캐드툴,성능해석에 사용된

ANSYS-CFX -mechanical툴들은 새로운 버 이 나올 때마다 동일 일차벽 해석을 수

행,비교함으로써 높은 버 으로 문제없이 옮길 수 있도록 하 다.헬륨냉각재 해석을

하여 도입된 MARS-GCR코드를 검증하 고,GEN-IV고온가스로 개발 과정에서 개발된

한국 고유의 계통코드인 GAMMA 코드를 도입,설계 성능,안 해석을 수행하 다.

MARS-GCR과 함께 검증을 수행하 으며,핵융합 고유의 환경인 단방향 고열부하 인가,

극단 인 열 달 매우 높은 속도에 따른 Reynolds수 등을 고려하여 코드 수정에 필

요한 실험 DB를 확보하 다.액체증식재해석코드는 원연 고속로 개발 과정에서 개발된

MARS-LMR(LiquidMetalReactor)을 활용하여 액체증식재(Li,PbLi)물성치와 기본상

식을 인코딩 하여 고유코드(MARS-FR)개발을 완료하 다. 한,냉각재 액체증식재

내에서 계통으로 침투,이송되는 삼 수소의 거동 해석을 해 고온가스로에서 활용 인

TRITGO코드를 기반으로 MARS-T를 개발하고 있다.

개발된 냉각재 증식재,삼 수소거동용 개별 코드들을 통합하기 해 그림 3-2-3과

같이 통합 계획을 수립하고,향후 통합을 고려하여 개별 코드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

다.특히,MARS 계열과 GAMMA 계열을 독립 으로 개발하고,향후 통합툴도

MARS-FR과 GAMMA-FR2개의 독립 코드체계를 갖추도록 진행될 정이다.이는 인허

가 과정에서 인허가 기 이 필요로 하는 독립 인 계통코드를 제공하기 한 것으로 기

존 신형경수로 개발과정에서도 동일한 차를 통해 인허가 기 에 MARS코드 계열이

제공된 것을 참고하 다.

통합툴 개발체계가 보완된 최종 설계체계는 그림 3-2-4와 같다.액체증식재와 련해

서는 고자기장하에서 액체 속의 거동 해석이 요한 주제 하나이기 때문에,이러한

거동해석에 사용되기 해 최근에 개발된 상용툴의 검증도 추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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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설계 체계 보완 이에 따른 설계툴 개발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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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설계툴 통합을 통한 통합설계툴 개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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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최종 보완 된 설계 체계 개별설계코드 개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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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핵해석 코드 개발

2007년까지 핵해석에서는 서울 에서 개발된 MCCARD를 활용한 핵해석 안 해

석에 필요한 경계조건 해석이 수행되었다.그러나 향후 인허가 3D모델링의 직 인

변환을 고려한 계산을 해 MCNP를 도입,기존 결과와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1)MCNPX계산결과와 MC-CARD　계산결과 비교

2007년까지 최종 설계된 액체형 TBM 모델을 활용하여 nuclearheating값을 각각의

코드에 용,계산을 수행하 으며,그 결과는 그림 3-2-5와 같다.MCCARD 와 MCNPX

계산결과의 비교를 통해 나타난 차이 은,MCNPX의 계산결과에서는 FW 과 Grid 역

내에서 Powerdensity가 히 낮아지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과 Breeding 역에서 상

과 달리 Powerdensity가 크지 않은 것이었으며,이러한 두 가지 상을 설명하기 해

다음과 같은 추가 평가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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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최종 보완 된 설계 체계 개별설계코드 개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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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계산모델의 검증

그림 3-2-6과 같은 모델을 활용하여,FW,Breeder(natLi),Armor(Be)와 Coolant(He)

의 TBM　구설물질에 해 고유의 NuclearHeating값을 평가하고,MCNPX 코드에서

사용 가능한 NuclearHeating계산방법 5가지를 용하여 평가하여 그림 3-2-7에 도시하

다.평가결과,MCNPX내에서 사용되는 NuclearHeat계산방법은 핵자료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neutron-photoncoupled F6,Totalenergydeposit+F6,T-meshType1의

neutron-photoncoupledPedep,T-meshType3의 TotalEnergydeposit모두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F8을 이용한 Energydeposit의 계산의 경우,이상의 계산보다 다

소 낮은 값을 나타내었음.*F8은 Analyticmethod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신뢰도에

한계가 있어 MCNP계산에서 가능한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실제로 계산

결과도 다른 계산방식에 비해 다소 다른 값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MCNPX내 *F8을 제외한 계산방식에 따른 Nuclearheating결

과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 다.계산결과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Li에

서의 Nuclearheat은 다른 구조재 물질(FW 등)에 비해 상 으로 값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러나 이 값은 단 무게당의 값 [W/g]으로 이를 단 부피당[W/cc]으로

환산하면 작은 도값 때문에 powerdensity가 작아진 것으로 (그림 3-2-8),ITERTBM에

한 계산에서 Breeding 역에서의 Lidensity는 0.4756g/cm
3
,FW 역에서의 도는

7.8g/cm3을 용하고 있다.EU HCLL의 경우,90% enrichmentLiPbbreedermaterial

은 9.1g/cm3,미국의 DCLL의 경우,Pb-17Li가 9.3g/cm3의 도값을 가지고 있다.

그림 3-2-9와 같이 계산에 사용된 모델에서,MCNPX계산모델은 장치 내부의 냉각재

채 까지 모두 모사하 으며,NuclearHeating값이 낮아지는 부분과 냉각재채 의 치

가 일치함을 확인하 다. 한,냉각재(He)의 경우,1항에 나타낸 계산결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Nuclearheating 값이 다른 물질에 비해 작지는 않지만,TBM 장치 내

1.0×10
-10
g/cm

3
의 매우 작은 도값을 가지기 때문에,단 체 당 Nuclearheating값은

매우 작아지게 된다.이상을 근거로 냉각재 채 에 의해 Powerdensity가 낮아지는 효과

를 확인하기 해 기존 모델에서 냉각재채 을 없애고 추가로 계산을 수행하 다.그림

3-2-10~14의 계산결과와 같이,Powerdensity가 낮아지는 원인이 냉각재임을 확인하 으

며,계산결과를 통해 냉각재 채 이 없는 경우,Sidewall( 역 4,5)과 상하부 Cover

역( 경 9)에서 NuclearHeating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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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계산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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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Breeder(natLi),FW,Armor(Be),Coolant(He)내에서 14MeV 성자에 의한

Powerdensity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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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TBM 구성 물질 별 14MeV 성자에 의한 Powerdensity비교:[MeV/g]

vs[MeV/cm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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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TBM 모델 내 NuclearHeating계산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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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0. 역 1과 2에서의 NuclearHeating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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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 역 3,4와 5에서의 NuclearHeating비교 (region3의 coolant채 은

그 로 둔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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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 역 6과 7에서의 NuclearHeating비교

with coolant without coo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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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 역 8,9,10과 11에서의 NuclearHeating비교

with coolant without coo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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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4. 역 8,9,10과 11에서의 NucelarHeating비교

with coolant w ithout coo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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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IAEAFENDL3.0개발 참여

2010년 3월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된 FENDL-3CRP2차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핵자료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FENDL(FusionEvaluatedNuclearDataLibrary)은 핵융합용 평

가핵자료집으로서 기존 핵융합용 권장 라이 러리인 FENDL2.1의 개량과 더불어 핵융합

련 응용분야에 신뢰할만한 라이 러리를 제공하기 해 2008년부터 3년간 계획되었

다.첫 번째 연구 의 회의가 2008년 12월에 개최되었다.미국, 국,러시아, 랑스,네

덜란드 등 총 12개국에서 참여하고 있으며,ITER국제기구에서도 observer형식으로 참

여하여 3.0개발을 독려하고 있다.FENDL3.0은 성자 입사 일 뿐만 아니라,양성자,

양성 알 입사에 의한 평가 일을 포함할 것으로 상되며,원연에서는 실리콘 핵

종의 평가에 참여하고 있다.2011년 10월경 최종 목록이 배포될 것으로 상되고 있으며,

지속 인 참여와 기여를 통해 필요한 라이 러리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4)ATILLA활용 ITER40sectormodel해석

TBM의 핵해석을 해서는 국부 인 성자원을 고려하는 것도 요하지만,ITER내

부에서의 체 인 성자원 거동을 악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이를 해,미국 등의

핵융합선진국에서는 병렬 컴퓨터를 이용한 다양한 해석들을 장기간에 걸쳐 수행하고 있

다.그러나 복잡한 형상을 모두 모의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

다.이를 극복하기 해,ATILLA 코드를 활용한 3D CATIA 모델의 직 변환이 추진되

고 있으며,한국에서도 이러한 가능성 타진을 해 타 과제 수행을 해 도입된 상기의

코드를 시험 으로 용,그 가능성을 확인하 다. 국의 MCAM도 유사한 기능을 해

독자 개발되고 있는 을 감안하여, 재 국내에서 국방과제의 일환으로 개발된 캐드 변

환 툴을 도입,향후 활용할 계획이다.그림 3-2-15는 ATILLA를 활용하여 ITER40sector

모델을 MCNP입력자료로 변환한 결과이다.일부 모델에서는 수정해야 할 부분이 발견

되었으나,지속 으로 개발되고 있어, 재로서는 그 개발 과정을 추 하고,MCNP에

용해보는 업무만을 진행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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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5.MCNP해석을 한 3DCATIA모델 변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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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냉각재해석 코드 개발

앞서 설계체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냉각재해석용 코드로는 기존 고온가스로 개발

과정에서 개발된 MARS GAMMA코드를 기반으로 검증 수정을 통해 핵융합 환경

에 맞는 고유 코드 개발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한,성능해석에 사용된 상업용 코드

인 CFX가 실험 결과를 통한 결과와 비교를 통해 검증되었으며,이 과정에서 Fluent도 추

가 으로 검증되었다.

냉각재 기술 개발 분야에서 다시 언 되겠지만,실험은 고온가스로에서 개발된 소형

질소루 와 TBM 개발을 해 구축된 헬륨공 장비 고열부하 실험장비를 이용하여 수

행되었다. 기(2007-2009)에는 질소루 를 활용한 가스 열 달 실험이 진행되었고,이후

헬륨루 를 활용한 고열부하 시험이 본격 으로 진행되었다.TBM 설계 역을 해서는

고온고압의 헬륨 (300-500℃,8MPa)에 해 유속 50m/sec이상의 역에서 검증이 되

어야 하고,열부하 조건도 0.5MW/m2이상의 열유속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재까지는

상온 고압헬륨에 해 50m/sec까지,열부하는 0.3MW/m2수 까지 진행된 상태이다.

본 에서는 상업용 해석코드 개발 인 계통해석코드에 해 실험결과와의 비교

를 통해 수행된 검증과정을 정리하 다.

(1)실험용 목업의 비

TBM 일차벽과 동일한 재질4)의 RAFM강을 사용하 으며,일차벽이 가지는 형상 특징

을 그 로 반 하여,20mm x10mm의 사각 로 R5의 라운딩을 가지도록 제작되었다

(그림 3-2-16~17).유동 역 열 달 역이 충분히 발달할 수 있도록 (D/L>10이상),

754mm 길이를 가지며,벽면에서의 온도를 측정하기 해,유동 입구, 간,출구 역에

각 2-4개씩의 열 를 그림 3-2-18과 같이 삽입하 다.유체의 온도는 랜지 부 에 별

도로 측정이 가능하도록 홀 가공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기 질소루 활용 시에는 별도의 고열부하 장비에 연결하여 실험할 수 없었기 때문

에,그림 3-2-19와 같이 furnacetypeheater를 별도 제작하여 부착하 다.heater의 집

도 한계에 따라,이 때 수행된 실험은 0.1MW/m2이하의 열부하 조건에서만 진행되었

다.

헬륨루 실험은 고열부하 장비와 연결되어 있어,별도의 흑연히터를 제작하여,표면

에 열부하를 인가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었다 (그림 3-2-20).따라서 표면 근처의 벽면

까지 열 삽입이 가능하여 목업을 그림 3-2-21과 같이 수정하여 시험에 사용하 다.

4) TBM  계에 는 럽  RAFM강  Eurofer   계 및 해  진행 었 나, 

 당시 Eurofer  어 워, 본에  개발  RAFM강(F82H)  하여 사 하 다. 

재는 한  RAFM강  개발 에 , 후 개발  료 , 동  실험  새   업

 진행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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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6.열수력코드 검증용 목업 형상 (CATIA3D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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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7.열수력코드 검증용 목업 도면

」 26 
「→즉《 



- 75 -

그림 3-2-18.열수력코드 검증용 목업 내 온도측정용 열 삽입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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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9.일차벽 목업에 설치된 퍼니스 히터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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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0.헬륨루 실험용 일차벽 목업 설치기구(흑연히터,반사 목업,일차벽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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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헬륨루 실험을 한 목업 추가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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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해석 코드 검증을 한 입력자료

TBM 성능해석에는 ANSYS-CFX코드가 이용되었기 때문에 실험결과와의 비교를

해 별도의 입력자료를 생산하여,검증에 활용하 다.그림 3-2-22는 ICEM-CFD를 이용해

생성한 CFX 해석에 사용될 mesh를 나타낸다.고체 역은 123,541개,유체 역은

245,765개의 hexamesh를 생성하여 사용하 으며,k-e모델을 사용하 다.고체 역의 물

성치는 ITERMPH (MaterialPropertyHandbook)에서 제공하는 비열, 도 등의 자료를

사용하 으며,질소 He의 물성치는 isobaric조건에 해 NIST홈페이지에서 제공하

는 별도의 물성치를 활용하여 계산을 수행하 다.Fluent의 mesh는 gambit을 이용하여

생성하 으며,그 결과는 그림 3-2-23과 같다.고체 역과 유체 역은 각각 109,927개

259,373개이며,CFX와 마찬가지로 hexamesh를 이용하 다.물성치 등은 CFX와 동일하

게 사용되었다.

MARS GAMMA의 입력자료 생산을 해,열인가 역을 1D 3D로 각각 작성

하 으며,nodalization은 그림 3-2-24와 같다.3D 해석의 경우,가열되는 유체 역(F200)

을 기 으로 고체 역이 둘러싼 형태로 입력자료를 생산하여,한 면에만 열이 인가되는

핵융합 환경에 용할 수 있도록 하 다.각각의 입력자료는 text형태로 작성되었으며,

첨부 B에 첨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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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CFX용 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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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3.Fluent용 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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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4.MARS GAMMA검증용 입력 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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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코드검증 결과

(가)질소루 활용 실험을 통한 코드 검증

6MPa의 고온 질소를 공 할 수 있는 질소루 를 활용한 실험은 표 3-2-1과 같이 수

행되었다.압력은 11,20,30bar조건에서 유량 가열되는 벽면온도를 조 해가면서 다

양한 조건에서 실험이 수행되었다.낮은 집도의 가열장치를 이용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열부하를 인가하기 보다는 가열면의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하면서 열 달 정도를 측정하

다.

그림 3-2-25는 수행된 실험 case1~4까지의 결과를 도시한 것이며,이 case1에

해 모의된 Fleunt결과 온도 분포 결과를 도시한 것이다.Fluent와 함께 CFX도 함

께 모의하 으며 그 결과는 동일하 다.실험과 Fluent결과는 5℃ 이내에서 매우 잘

측되었으며,다양한 조건에서도 일 된 일치성을 보 다.MARS-GCR GAMMA의 경

우는 앞서 입력자료 생산부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단면 열 달 효과 검증을 해,유

체 역을 감싸는 가열면을 1D,2D,3D로 각각 모의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 다.그림

3-2-26에서 보는 바와 같이,1D의 경우는 벽면의 온도를 50℃ 이상 차이를 보 으나,2D

3D로 해석하는 경우는 비교 정확한 벽면 온도를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핵융합과 같이 단면 열부하가 주로 발생하는 블랑켓 벽면의 냉각을 모의할 때,기존의 경

수로 혹은 핵분열 원자로노심 평가와 같이,1D로 해석해서는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핵분열 원자로의 노심과도 같은 TBM 일차벽을 포함한 핵융합

로 블랑켓의 일차벽은 반드시 3D 해석을 통해 첨두 온도를 측해야만 정확한 안 해석

이 가능할 것이다.

그림 3-2-27은 수행된 모든 실험을 유량,압력 벽면 온도에 따라 종합 으로 도시

한 것이다.상기의 결론에 따라,GAMMA 코드는 3D로만 해석 했으며,온도,압력,유량

조건에 계없이 사용된 상용코드 계통코드 모두 비교 정확한 값을 측하 다.다

만,작동유체를 질소로 한정한 한계가 있는 만큼 헬륨공 장비 구축과 함께 헬륨에 한

평가를 추가 으로 수행하 으며,이 결과는 다음 에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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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ure

[bar]

Flow rate

[kg/min]

Heatedwalltemperature

[℃]

case1 11.11 0.63 160

case2 11.10 0.77 160

case3 11.11 1.02 120

case4 11.11 1.12 110

case5 19.71 1.04 110

case6 19.68 1.44 100

case7 19.69 1.89 100

case8 28.27 1.45 92

case9 29.51 1.54 92

case10 29.51 1.77 92

case11 29.49 2.01 73

case12 29.51 2.44 65

표 3-2-1.질소루 활용 검증시험 조건 결과



- 85 -

그림 3-2-25.Fluent해석 결과 실험 결과 (case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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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6.계통해석 코드 용성 평가 (1D,2D,3D 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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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7.냉각재 해석도구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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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헬륨루 활용 실험을 통한 코드 검증

9MPa의 고온고압 헬륨을 공 할 수 있는 헬륨루 를 활용한 실험은 표 3-2-2와 같

이 수행되고 있다.2011년 8월말 구축완료에 따라 시운 을 거쳐 재까지 단일채 을 활

용한 열 달 실험이 수행되고 있다.헬륨공 장비가 고열부하인가 장비 (KoHLT-2)에 연

결되어 있어,질소루 활용 실험과는 달리 균일 열부하를 목업에 인가하면서 실험이 진

행되고 있다.압력은 30,60,80bar조건에서 유량 (30,40,50,60,70m/sec) 인가 열

부하 (0.3,0.5MW/m
2
)를 조 해가면서 다양한 조건에서 실험이 수행되고 있다.12월

재까지,수행된 실험은 회색으로 처리된 역이다. 열기의 검에 따라,고온 헬륨실험

은 재 진행하지 않았으며,상온 고압 헬륨을 실험에 사용하고 있다.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목업 가열면 근처에 추가 인 열 를 삽입하고,목업 간 역에서 유체온도도

측정되도록 수정 가공하여 실험에 활용하고 있다.

그림 3-2-28은 수행된 실험 6case에 한 결과를 각각 도시한 것이다.열부하가

인가되는 가열면에서는 CFX 실험은 비교 일치하나 GAMMA가 다소 높은 온도를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흑연히터의 특성상 열손실이 어느 정도 감안되더라도

GAMMA가 3차원 인 열 달 해석에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그림 3-2-29는

열부하 조건에 따른 열 달계수를 추출하여 도시한 것으로 GAMMA가 낮은 열 달을

측함으로써 온도가 높게 계산되는 이유를 보여 다.이에 따라,내부에 사용된 모델

(modifiedDittus-Boelter상 식)의 제한사항인 벽면과 유체의 온도가 10
℃
이하인 경우

가 핵융합 환경에 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 다.따라서 기존 상 식 이러한

제한사항이 없는 실험 역에서 도출된 상 식(McEligot상 식)을 이용하여 열 달계수

를 재계산하 고,그림 3-2-30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기존 상 식보다 정확한 열 달계수

를 측함을 확인하 다.이에 따라,기존의 GAMMA 코드에 McEligot상 식을 인코딩

에 있으며,추후 수정된 GAMMA코드를 활용한 계산을 진행할 정이다.



- 89 -

표 3-2-2. 헬륨루  활용 검증시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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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8.헬륨루 활용 실험 결과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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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9.헬륨루 활용 실험 결과에 한 열 달 계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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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0.헬륨루 활용 실험 결과에 한 열 달 상 식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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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액체증식재해석 코드 개발

(1) MARS-FR 개발

MARS 코드는 현재까지 주로 수냉각로를 기준으로 개발되어온 이상 유체 계통 해석 

코드이다. 본 보고서는 MARS 코드를 이용해 Lithium 과 Lead Lithium의 물성치를 유도

하는 이론과 모델을 기술하고. 다음의 적용 범위에 따라 Lithium 및 Lead-Lithium의 물

성치를 도출하였다. Lithium 물성치의 경우 온도 500 ~ 3000 K, 압력 1.0 Pa ~ 9.0 MPa

이고, Lead Lithium 의 경우 온도 400 ~ 3000 K, 압력 1.0 Pa ~ 1.0 MPa 이다. MARS

Source 프로그램에서 “Envrl" 디렉토리에서 관련 subroutine인 eclock.f90, edate.f90,

stgli.f90, stglipb.f90 등이 새로 생성되거나 수정되었다. 유효 영역에서의 물성치를 도출하

여 기 측정된 실험값들과 비교 평가하였으며, 부록에 도출된 물성치들을 나열하였다. 개

발된 액체증식재 (Lithium 및 Lead-Lithium) 물성치들은 증식재 계통해석에 사용되기 위

해 개발될 MARS-FR에 활용될 예정이다. 생성된 물성치들은 첨부 C에 정리하였다.

(가) 물성치 생성을 위해 개발, 수정된 파일

Lithium :

- Envrl Directory : eclock.f90, edate.f90, stgli.f90

Lead Lithium :

- Envrl Directory : eclock.f90, edate.f90, stglipb.f90

(나) 상태방정식 모델

1977년 David A. Young은 당시 증식로의 열수력 해석을 위해 다양한 액체 금속에 

대한 Semi-empirical Soft-sphere 모델을 개발하여 상태 방정식에 이용하였다. 이 방법은 

일부 실험 자료를 이용하여 액체 금속의 열역학적 특성을 400 MPa, 7000 K까지 기술할 

수 있다.

Young의 상태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Hoover의 모델을 이용한다. 이 모델은 식 (1)에

서 제시한 입자와 Pair Potential의 상호 작용에 대한 Monte Carlo 계산에 근거한다. 이

를 이용하여 식 (2)의 Helmholtz free energy 식이 유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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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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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2)의 괄호 안 첫 번째 항은 운동에너지를 의미하여, 두 번째는 정적인 격자위치 에

너지, 세 번째는 열적 격자 에너지의 보정항을, 마지막 항은 인력의 위치에너지를 나타낸

다. 식 (2)의 마지막 항(Ecoh)은 응집에너지(Cohesive Energy)이며, l 는 deBroglie

wavelength ( 2h mkT ), r는 정규화된 에너지 (
3 2N V ), Q는 열용량에서 전기적 효과를 

설명하는 인자이다. 식 (2)를 이용하여 압력(식 (3))과 내부에너지(식 (4)) 엔트로피(식 (5))

등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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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기서, s , e , n , m , Q 등은 물질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실험 등을 통해 나온 엔

탈피, 비체적, 음속 등에 위의 상관식들을 Fitting 하여 구한다.

위의 식에서 기본적으로 응집에너지와 마델룽 상수( nC ) 등은 물질에 따라 다른 값을 

갖으며, 이들이 주어져야 한다. 그럴 경우, n , m , Q의 값들을 가정하면 s , e는 식 (3)과 

(4)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이 때 식 (3)은 용융 시 ( ), 0m mP V T = 이고, 식 (4)는 

( ),m m mE V T H= 이다. 여기서 첨자 m은 Melting을 의미하며, mH 은 용융 시 엔탈피를 나타

낸다.

(다) Li 물성치 생성

David A. Young은 Lithium에 대한 물성치를 계산할 때에 n=4 의 값을 이용하고 기

존 문헌을 참고하여 Lithium 물성치를 이용하였다.

1.2669 10nC =

72.303 10   ( / )cohE J kg=

61.034 10   ( / )mH J kg=

453.7  ( )mT K=

30.001876  ( / )mV m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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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수 값을 이용한 식 (3)-(5)외에 포화 방정식(식 (6)과 함께 상태 방정식 등을

구성한 후 기본 인 MARS코드에서 이용가능한 물성치 표를 구한다.

2 4
1 3 2

log log( )sat

c c
P c c T

T T
= + + +

(6)

C1=2.68969276612185x10

C2=-1.88223760013197x10̂4

C3=-5.02212908303790x10̂-1

C4=-3.65254468836982x10̂4

표면장력(SurfaceTension)

3[0.16(3550. ) 95.] 10Ts -= - - (7)

성도(Viscosity)

Liquid

3
10ln (3.4391 0.7368 log ( ) 253.1692 / ) 10T Th -= - ? (8)

Vapour

4 5 6 22.16867957522 10 6.72194914063 10 log 5.39196834628 10 (log )T Th - - -= ? ?

(9)

도도(Conductivity)

Liquid

240.1246 1.9037 10 ( 273.15)Tl -= + ? (10)

Vapour

3 3 10 27.56596756566 10 3.72286713291 10 8.97435897576 10T Tl - - -= ?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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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Lithium saturatedliquidspecific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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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2.Lithium saturatedvaporspecific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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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3.Lithium saturatedliquidspecificenthal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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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4.Lithium saturatedvaporspecificenthal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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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5.Lithium saturatedliquidspecificentr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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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6.Lithium saturatedvaporspecificentr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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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PbLi물성치 생성

량비를 이용해서 계산한다.Lithium의 량비는 0.7%이다.

10.951n =

1.048m =

0.853Q =

6.0718nC =

181.74885 10    ( / )J atome -=

3 30 32 9.196945 10    ( / )ss m atoms -=

61.096 10    ( / )cohE J kg=

의 상수 값을 이용한 식 (3)-(5)외에 포화 방정식(식 (12))과 함께 상태 방정식 등

을 구성한 후 기본 인 MARS코드에서 이용가능한 물성치 표를 구한다.

42.2380176 10
ln 22.692650sP

T

´
= -

(12)

표면장력(SurfaceTension)

60.533 1.35 10 Ts -= - 닝 (13)

성도(Viscosity)

Liquid

2 3 4 5
0 1 2 3 4 5e e T e T e T e T e Th= - + - + - (14)

1
0 0.35223808 10e -=

3
1 0.16621964 10e -=

6
2 0.33224657 10e -=

9
3 0.33907574 10e -=

12
4 0.17438602 10e -=

16
5 0.35841104 10e -=

Vapour

( )
23 4 50.216867957522 10 0.672194914063 10 log 0.539196834628 10 logT Th - - -= ? 닝 + 닝

(15)

도도(Con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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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quid

28.654 2.05 10k T-= + 닝 (16)

Vapour

2 4 9 20.756596736566 10 0.372286713291 10 0.897435897576 10k T T- - -= ? 닝 - 닝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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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7.Lithium-leadsaturate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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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8.Lithium-leadliquidspecificenthal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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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9.Lithium-leadliquidspecificentr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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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GAMMA-FR개발

MARS-FR에서 사용한 방법과 동일하게 물성치를 생성하고,Li과 PbLi를 모의할 수

있도록 GAMMA를 수정, GAMMA-FR을 개발하 다. 상기의 결과를 취합하여

“MARS-FR개발을 한 Lithium Lead-Lithium 물성치 개발 (KAER/TR-3734/2009)"

를 발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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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0.GAMMA-FR에 용된 액체증식재 모델

int ChkFind_Ga~(FILE *int , char *ID , int c heck‘ char * Q'a~_type) 

l 
it (~trcmp( Q'a~ type , '’ he" •• 0 ) return (He ) ; 
it ( ~trcmp ( Q'a~ type , "n2" •• 0 ) return (N2 ) ; 
it (~trcmp ( Q'a~ type , "02" •• 0 ) return (02 ); 
it ( ~trcmp (Q'a~ t ype , "co " .... 0 ) return (CO ); 
it ( :s trcmp (Q'a~ type , "c02 η .. - 0 ) return ‘C02) ; 
it ( :s trcmp( Q'a~ type , '’ h20" ) •• 0 ) return (H20); 
it (:s trcmp(영a~ type , "h2" ) ... 0 ) return (H2 ) ; 
it (:s trcmp (Q'a~ type , "air") •• 0 ) return (A ir ) ; 
it ( ~trcmp(명a~ type , "ch4" ) •• 0 ) return ( CH얘 ) , 
it (~t rcmp( Q'a~_type ， ’mix" ) ... 0 ) return (Hi x ) ; 
it ( ~trcmp (Q'a~ type , "h2om" ) •• 0 ) return (H2Om) ; 

‘--프~J=~뜨~'!~Lg_a:~YE:~_::'I'!.~:J __ ==_~L_~~t_~E_J쁘-ν--‘ 
it (~trcmp ( ga~_type ， "Ll"J ". 0 ) return (Li ) ; 

L-뜨_t:~뜨E!!IH~~~얀뜨~_.::~~난'J_.:_ELE::.1!~~J.~E!-.:ll.J " ‘ ~trcmp (ga~ typeι "PbBi" ) ". 0 ) return (Pb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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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HD모델의 용

개발된 두 코드(MARS-FR,GAMMA-FR)에 해 MHD를 모의할 수 있는 forceterm

을 momentum equation에 추가하고,기존에 구축된 DB와 결과를 비교,검증하 다.그림

3-2-41은 추가된 force term을 나타내며,이 식은 그림 3-2-42에 도시된 바와 같이,

Miyazaki해를 도입하여 풀어내도록 구성하 다.

일차 인 인코딩이 완료된 MARS-FR과 GAMMA-FR에 한 검증결과는 그림 3-2-43

그림 3-2-44와 같다.Pilot코드는 MARS코드의 base코드로,상 식은 동일하기 때문

에 편의상 실행 일을 만들기 에 검증을 수행하 다.두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MHD 모델인 인코딩된 두 시스템 코드 모두 매우 정확한 MHD 압력강하 상을 모의하

는 것으로 보이며,이는 성공 인 인코딩이 진행되었음을 보여 다.

향후,열 달까지 검증이 완료되고,자장방향 향을 외부 입력으로 제공하도록 수정

작업이 추가 으로 진행되면 최종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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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1.MHD모의 시스템코드 개발을 한 모멘텀식 추가

ι ζ띤띤낸앤I 

용(qR)+3Z(aAR) =r、 
ar (b-

융("，p，) +화'，p，끼 ) = -r. H", (T' - T) +H .. (T' - T, ) r . = • - " ，- τ←←' " ('- - " 

h. - h, 
/앤P낀으낀댄낀 

1)" θV" {Jp ~、
。시PvJfo、서도= 익흉-t- a， p，의 r .... v. - r" lv,‘ ” ’ \:'’Y 

θ，ι 8ι 8P _ r::‘、
익까강+익p，l'， 도=←Ü，흉 +0꺼q fn끼 μll'， κ) α J 

" fn요잉l 

앨ill+웅(이^U，끼) = -p풍+ij; +[뭘)아(T π야돼JH((T 지) 

견〔풍ι앨뽑Ì=_p용 P웅(익V‘ )+ι (원)이(r- ζ l - [되)아(T' - 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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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2.MHD모의 시스템코드 개발을 한 모멘텀식 추가 방법

Employing ’h. M’azaki Solution to MHD pre“ ure los‘ 
d%: _ K,.o ,USl 

Circular : K,. = C‘:C+I) Where C 되화권Z 
a κ +R,") 

Rectang 매 ar : K， ... C‘C+o l 3b + I) Where, c _으& 

App 끼 ng to the momentum equation‘ 

-F:,'--K,o,B‘" Substitute into momentum equation 

l:;: 파I[쉴H때(찌 찌 H 

… 1=(o ，p.， )jl ll.l +μ +ι씬 

m22 = (0꺼); I ll.I+μ+κ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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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3.MCNP해석을 한 3DCATIA모델 변환 결과

Pilot Vs Miyazaki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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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4.MCNP해석을 한 3DCATIA모델 변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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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삼 수소거동해석 코드 개발

MARS-FR GAMMA-FR에 삼 수소거동을 모의하기 한 모델 혹은 상 식 이입

을 해,미국(ORNL)에서 개발,활용 인 TRITGO를 분석,평가 에 있다.만 라인 이

하의 단순한 코드이기 때문에 인코딩은 바로 진행할 수 있으나,구조재의 산화에 따른

향이 무 단순하게 표 되어 부정확한 결과를 측하는 문제가 있다.이를 해결하기

해, 재는 산화막 정도에 따른 삼 수소 침투량에 한 상 식을 조사하여,보다 정확한

삼 수소거동해석 코드의 개발을 한 비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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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액체형 TBM 공학설계 안 해석

액체형 TBM은 2006-2007년 비단계 동안 설계 최 화를 통한 비개념설계가 완료

된 바 있다.이를 DDD(DesignDescriptionDocument)로 발간,ITER국제기구에 제출하

으며,지속 인 갱신을 통해 비안 성분석 결과까지 포함되어 있다.이후,우리나라는

참여만을 고려한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부분 인 설계 갱신 추가 인 안 해석,설

계툴 갱신에 따른 재해석 등이 주로 수행되었으며,반복 계산에 따른 동일 계산 결과가

도출된 부분은 본 보고서에서 다루지 않았다.

본 보고서에서는 아래와 같이,핵해석 툴의 변경에 따라 재수행된 핵해석,EM 해석

보완 TBM이 미치는 Ripple 향의 감방안,국제 력을 해 미국과의 냉각계통 상

호 검토,구조재 제작법 개발에 따른 일차벽 설계안 갱신, 열기/순환기 등 냉각핵심부

품 설계 해석,고체형 TBM 설계툴 개발 설계지원 내용을 다루었다.

가.MCNP를 이용한 핵해석

나.EM 해석 보완 (Ripple 향 평가 감방안 마련)

다.미국보조계통 검토 보완

라.구조재 제작법 개발에 따른 본체 일차벽 설계안 갱신

마. 열기,순환기 설계 비해석

바.고체형 TBM 설계툴 개발 력 설계

이 ,“마. 열기,순환기 설계 비해석” 은 3장 3 의 “나.헬륨공 장치 설

계·제작 기술 개발“에서 ”바.고체형 TBM 통합설계기술 개발 공학설계“ 은 3장 4

에서 자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본 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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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MCNP를 이용한 핵해석

2-나 에서 검증된 MCNP를 활용하여 재까지 설계된 TBM에 한 핵해석을 수행

하 다.이를 통해 성자속,nuclearheating에 의한 출력계산,운 inducedactivity,

정지 후의 inducedactivity decayheat,삼 수소 생산 등의 MoteCarlosimulation을

통해 수행되었다.

(1)계산 차 모델

FENDL2.1와 ENDF/B-VI.라이 러리,MCNPXver.2.5.fcode를 활용하여 계산을 수

행하 으며,그림 3-2-45와 같이 단순화한 모델을 활용하여 계산이 진행되었다.각 역의

크기는 그림 3-2-46과 같다.사용된 TBM 각 역에서의 물질 구성은 표 3-2-3에 정리하

다.일차벽에 인가되는 neutronwallloading은 0.78MW/m
2
으로 가정하 으며, 성자

에 지는 14 MeV, 이에 응되는 neutron current density는 3.4821ⅹ1013

neutrons/cm2·sec로 가정하 다.TBM이 운 되는 기간은 111FullPowerDay(FPD)로

하 으며,이후의 결과 값이 도출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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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5.MCNP계산 모델

그림 3-2-46.MCNP계산 모델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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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TBM 각 역의 물질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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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uclearheating

TBM 각 역별 Neutronflux와 spectra는 표 3-2-4 그림 3-2-47과 같다.그림

3-2-48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총 neutron flux와 고속 성자속은 0.1MeV 이상이다.

TBM 각 역별 출력과 반경 방향의 출력을 각각 계산하 으며,그 결과는 그림 3-2-49에

도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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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TBM 각 역에서의 nuclearheating에 의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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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7.TBM 각 역별 neutronspec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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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8.TBM 각 역별 총 성자속 고속 성자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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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9.반경 방향의 출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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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지후의 inducedactivity와 decayheat

Inducedactivity는 MCNP로부터 계산된 reactionrate와 아래의 식을 통해 계산되었

다.111FPD를 가정하여 계산되었으며,생산되는 핵종들도 추가 으로 도출하여 방사화

계산에 활용하 다.

정지 후 총 induced activity는 1.5439ⅹ105 Ci이며,이 구조재에서의 양은 약

9.8609ⅹ104Ci여TEk.가장 높은 inducedactivity는 일차벽(FW)에서 발생하 다.55Fe,

54Mn,51Cr핵종이 주로 발생하 다.장반감기를 고려할 때 수년 후에는 55Fe만이 요

한 핵종으로 남으며,55Fe와 60Co이 수십 년 후에도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방사화

수 은 1년 후에 5.7170ⅹ10
4
Ci,10년 후에 8.9851ⅹ10

3
Ci로 상된다. 부분의 핵종이

단반감기를 가지므로 방사화 핵종은 수년 내에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주요 계산

결과는 그림 3-2-50에 도시하 다.

정지 후 decayheat은 약 8.4369ⅹ10-4 MW이며,54Mn와 51Cr의 decayenergy가

1.377 0.753MeV이기 때문에 수년간 주요 선원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수십 년 후에

는 55Fe과 60Co가 주요 선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주요 결과는 그림 3-2-51에 도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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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0.TBM 각 역별 neutronspec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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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1.TBM 각 역별 neutronspec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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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삼 수소 생성

삼 수소 생성률과 증식률을 계산하 다.삼 수소는 Li을 포함하는 증식 역에서 다

음의 반응에 의해 생성된다;6Li(n,α)T,7Li(n,α)T.삼 수소는 Be차폐재에서도 생성되지

만 그 양은 미미하여 본 계산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다.삼 수소 생성률은 1FPD에서 수

g수 이며,삼 수소 증식률은 TBM에 입사되는 성자에 한 비율로 나타내었다. 상

되는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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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TBM 각 역별 neutronspec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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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EM 해석 보완 (Ripple 향 평가 감방안 마련)

(1)EM 해석 보완

2007년 Frame,vessel을 포함한 TBM의 3D모델에 한 자장 해석이 수행된 바 있

다.이 해석의 목 은 정상 운 상태에서의 라즈마 류가 disruption이 생겼을 경우,

TBM의 구조 안 성을 알아보기 한 것이다.TBM의 구조 안 성 해석을 해서 먼

라즈마 류의 시간에 따른 변화에 의해 TBM에 유도 되어지는 와 류를 구하고 이

와 류와 폴로이달,토로이달 코일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장, 라즈마 류,와 류 등

에 의한 자기장과의 작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로 츠 힘을 구한다.이 힘에 의한 TBM의

응력을 알아냄으로써 TBM의 구조 안 성을 검토하 다.

본 에서는 이후 수행된 FI(FerriticInsert)삽입에 따른 Ripple 향을 평가한 결과

를 정리하 다.이는 TBM 설치에 따라 라즈마에 미치는 향을 사 에 평가하고 완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TBM 시험에 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EM 해석과 연계하여

수행되었다.ITER국제기구에서 제안된 FI모델을 토 로 3가지 FI설치 방안에 해 평

가하여,ripple 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해 검토하 다.

(가) 자기 해석을 한 모델

해석에 상용 유한요소 해석 로그램인 ANSYS FEM CODE를 사용하 다.그림

3-2-52에서 해석에 사용된 유한 요소 모델을 보여 다.해석에 사용한 요소는 벡터포텐셜

이론을 사용한 SOLID 97번 요소를 사용하 으며,해석 도메인의 가장 바깥쪽은 무한

필드장의 향을 고려하고자 INFINITE요소인 INFIN 111번 요소를 사용하 다.

해석에 사용된 모델은 33,280개의 요소로 이루어졌다.물성은 3가지를 사용하 으며

해석의 간략화를 하여 선형으로 가정하 다.이러한 물성치 생성된 물성치 곡선은

표 3-2-6 그림 3-2-53과 그림 3-2-54에 도시하 다.

그림 3-2-55는 ITER국제기구에서 제시된 표 FI형상을 유한요소 모델로 생성한 것

이다.이를 바탕으로 3가지 FI형상에 한 해석 평가를 다음과 같이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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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2. 자기 해석을 한 진공용기를 포함한 section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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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EABILITY RESISTIVITY Re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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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 자기 해석에 사용된 물성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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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3. 자기 해석에 사용된 물성치 곡선 (BH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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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4. 자기 해석에 사용된 물성치 곡선 (NU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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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5. 자기 해석을 한 FI유한요소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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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FI형상에 따른 ripple 향 평가

그림 3-2-56~58은 해석에 사용된 FI형상 생성된 유한요소모델이다.type1은

ITER국제기구에서 제안된 FI실제 설치안이며,type2는 빈공간 체를 Ferriticmaterial

로 채우는 경우,type3는 반만 채우는 경우에 해 각각의 ripple 향을 평가하 다.그

림 3-2-59는 각 type별로 계산된 section모델에서의 magneticfluxdensity이다.type별

로 크게 차이 없이 비교 근사한 크기로 계산되었다.그림 3-2-60은 type별로 계산된

ripple 값이다.이 때 ripple은 아래의 식으로 계산하 으며, tB 는 평균 토로이달

magneticfield이다.

t t

t

B B
Ripple

B

-
=

ripple값을 토로이달 방향으로 추출하여 그림 3-2-61과 같이 도시하 다.첨두값을 나

타내는 반경 8m,높이 2.37m에서의 각 ripple크기는 그림에 함께 도시하 으며,그림

3-2-62와 같이 요약하 다.type1이 가장 은 ripple값을 나타내며,FI양이 크게 늘어

난다고 해서 ripple이 완화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단된다.TBM의 차나 FI삽입

치의 변경을 통해 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단되며,이에 따라 다음 에서 완

화 방안에 한 추가 인 연구를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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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6. 자기 해석을 한 FItype-1의 유한요소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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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7. 자기 해석을 한 FItype-2의 유한요소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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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8. 자기 해석을 한 FItype-3의 유한요소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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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9.FItype에 따른 magneticfluxdensity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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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0.FItype에 따른 ripple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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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1.FItype에 따른 ripple계산



- 142 -

그림 3-2-62.FItype에 따른 ripple해석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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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Ripple 감 방안

A.토로이달 자장 코일만에 의한 리 계산

ITER에는 18개의 토로이달 자장 코일이 20°의 등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으며,각 코

일은 D자형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그림 3-2-63은 ITER의 토로이달 자장 코일 폴로이

달(poloidal)자장 코일과 centralsolenoid로 이루어진 자장 계통을 보이고 있다.각각의

토로이달 자장 코일은 그림 3-2-6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34개의 원형 도 도체를 감아

놓은 것으로서,그 배치 단면은 사다리꼴 형태로 되어 있다.본 연구에서 2-D 코드를 이

용하여 ITER토로이달 자장 분포를 계산하기 해 ITER토카막의 간 단면(mid-plane)

을 그림 3-2-65와 같이 모델링하 으며,20°주기로 그 구조가 반복되므로 포트 #17 간

부터 포트 #1 간 사이의 40°섹터에 해 정자장(magnetostatic)계산을 수행하 다.

우선 토로이달 자장 코일만 있을 때의 자장 분포를 계산하기 해 토로이달 자장 코

일 단면 체에 균일하게 류가 흐르는 것으로 가정하 으며,진공용기와 토로이달 자장

코일의 case와 지지구조는 그 재질이 SS316L(relativepermeability1.02)이므로 진공과 같

이 취 하 다.자장 계산은 ITER의 기 류인,각 코일당 9.1MA･turn에 해 수행하

으며,그 결과는 그림 3-2-66과 같다.토로이달 자장 코일이 있는 0°와 20°에서 자장이

강하고 그 사이에서 약함을 알 수 있으며,이는 라즈마 최외각 표면(sepratrix)에서의

토로이달 자장 값을 나타내는 그림 3-2-67에서 확실히 알 수 있다.즉,토로이달 자장 코

일이 있는 각도에서 최 값을 나타내고,코일 사이에서 최소값을 보여 다.이로부터

라즈마 최외각 근처에서의 토로이달 자장 리 을 계산하면 그림 3-2-68과 같다. 라즈마

최외각에서 리 이 1.04%이며,그로부터 반경이 증가할수록 리 이 격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이러한 계산 결과는 다른 연구자들의 3-D 계산 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다. 라

즈마 내에서 최 리 이 1%이므로 요구 조건인 0.3%에 비해 무 높은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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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3.ITER magne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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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4.Cross-sectionalview ofthetoroidalmagneticfieldcoil;innerlegsection

(upper)andouterlegsection(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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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5.Cross-sectionalview oftheITERtokamakatthemid-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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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6.Calculatedmagneticfieldconfigurationatacoilcurrentof9.1MA‧turn

pereachc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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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7.Toroidalmagneticfieldprofileattheplasmaseparatrix

(R=8.28m)foracoilcurrentof9.1MA‧turnpereachc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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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8.Toroidalmagneticfieldrippleatacoilcurrentof9.1MA‧turnpereach

c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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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I에 의한 토로이달자장 리 감소 효과

ITER에서 토로이달 자장 리 을 이기 해 채택한 방안은 앞서 언 한 로 강자

성체(FI)를 히 설치하는 것이다.이를 해 outboard쪽 진공용기의 이 벽 안에,토로

이달 자장 코일 바로 안쪽에만 강자성체를 삽입하는 안을 확정하 다.진공용기의 이 벽

안에는 원래 그림 3-2-69에서 보는 바와 같이 ‘inwallshielding’이라는 차폐체가 들어가

있다.이 에서 outboard쪽에 일부를 FI로 교체하는 것이다.FI의 치별 두께에 한

최 화 연구는 진행 에 있다.Inwallshield FI의 두께는 진공용기 이 벽 내에서 냉

각수의 원활한 흐름을 고려하여 일정한 fillingfactor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ITER의

승인된 설계안에 의하면,FI의 재료는 SS430으로 되어 있으며,그 이유는 본 재료가 성

자에 한 방사화율이 낮고 열 도도가 좋기 때문이다.SS430은 약 1.5T의 포화 자속

도를 가지며,B-H 곡선을 그려보면 그림 3-2-70과 같다.

FI의 두께에 따른 토로이달 자장 리 의 감소 효과를 보기 해 FI의 여러 두께에

해 정자장 계산을 수행하 으며,이 때 두께의 변화는 FI의 바깥쪽 치는 고정하고 안쪽

으로 두께를 증가시켰다.본 계산에서 토로이달 자장 코일의 류는 9.1MA･turn으로 하

으며,FI의 두께 535mm에 해 자장 분포를 계산한 결과는 그림 3-2-71과 같다.그림

에서 볼 때 FI가 등자속 도 곡선을 바깥쪽으로 끌어당김으로서 라즈마 separatrix

(R=8.28m)에서 보다 원에 가까워짐을 알 수 있다.FI의 여러 두께에 해 R=8.28m에서

토로이달 자속 도 분포를 계산한 결과는 그림 3-2-72와 같다.두께를 증가시킴으로서 토

로이달 각도 0,20°에서의 최 값이 자 감소하고,-10,10,30°에서의 최소값은 증가함을

알 수 있다.따라서 토로이달 자장 리 을 구하는 (1)식의 분자 값이 차 감소하여 리

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그러나 FI의 두께가 600mm인 경우,그림에서 보듯이 0,20°에

서의 자장 값이 최 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최소가 되고 -5,5,15,25°에서 최 값

이 됨을 알 수 있다.즉,FI의 두께가 무 큰 경우,자장 분포를 지나치게 교정하여 도리

어 리 이 증가하게 된다.두께에 따른 리 을 계산한 결과는 그림 3-2-73과 같다.FI의

두께가 550mm인 경우 리 이 최소가 되며,그 값은 0.22%로서 ITER의 요구조건을 만

족하는 값이다.요구조건을 만족하는 FI의 두께 범 는 493～619mm이다.FI의 두께를

550mm보다 크게 하는 경우 리 은 다시 증가하게 되며,FI의 두께가 700mm일 때 리

은 0.57%가 된다.한편,앞서 언 한 바 로 진공용기 이 벽 내에서 FI의 두께는 최

허용 fillingfactor에 의해 제한되는데,그 값이 0.8이다.이는 냉각수의 흐름을 원활하

게 하기 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따라서 FI의 최 두께는 535mm가 되

며,이 경우 토로이달 자장 리 은 0.24%로서 여 히 요구조건을 만족한다.

FI의 두께를 결정하는데 있어 고려해야할 다른 요소는 ITER운 시나리오에 따

라 결정되는 자속 도 값이다.즉,어떤 경우에는 기 이 되는 자장 값보다 낮은 자장에

서 운 하게 되는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ITER운 시나리오 의 하나인 halffield운

의 경우에 해 리 을 조사하 다.즉,토로이달 자장 코일에 흐르는 류를 9.1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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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n의 1/2인 4.55MA･turn으로 하 을 때 동일한 계산을 수행하 다.자장 분포를 계산

한 결과는 그림 3-2-74와 같으며,리 은 그림 3-2-75와 같다.이 경우에는 FI의 두께가

350mm일 때 리 이 최소가 되며,그 값은 0.16%이다.낮은 자장일 때 FI에 의해 리

교정이 보다 얇은 두께로 가능함을 알 수 있다. 한 교정이 지나쳐서 리 이 다시 증가

하게 되는 두께도 보다 얇음을 알 수 있다.상기 두 가지 운 시나리오 모두에 해 리

이 0.3% 이하가 되는 두께는 얻을 수 없으며,423mm일 때 두 경우 모두 리 이

0.43%가 되었다.기 시나리오의 경우에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최소 FI두께인 493mm

일 때 halffield에서는 리 이 0.79%가 된다.리 의 에서 볼 때,두 경우 모두를

만족하는 FI의 두께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우선 기 이 되는 시나리오에 해 요구 조건

을 만족하는 두께를 정하고,그 외의 경우에 해서는 추가 연구를 통해 입자 손실량이

요구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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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9.Inwallshieldingarrangementfortheinboardregion(upper)andthe

outboardregion(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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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0.MagnetizationcurveforSS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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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1.Calculatedmagneticfieldconfigurationatacoilcurrentof9.1MA･turn

fortheFI'sthicknessof53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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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2.Toroidalmagneticfieldprofileattheplasmaseparatrix(R=8.28m)along

thetoroidalangleforvariousthicknessesoftheF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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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3.ToroidalrippleasafunctionoftheFIthicknessatacoilcurrentof9.1

MA･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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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4.Toroidalmagneticfieldprofileattheplasmaseparatrixwith

aTFcoilcurrentof4.55MA･turnforvariousthicknessesoftheF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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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5.ToroidalrippleasafunctionoftheFIthicknessatthecoilcurrentsof

9.1and4.55MA･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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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BM이 토로이달 자장 리 에 미치는 향

본 연구원에서 개발 인 HCML형 TBM을 ITER에 설치하 을 때 리 에 어떤 향

을 주는지 검토하 다.HCML형 TBM의 단면 형상은 그림 3-2-76의 왼쪽과 같다.여기서

토로이달 자장에 향을 주는 ferriticsteel부분만을 고려하여 자장 계산을 한 간단한

모형을 그림 3-2-76의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설계하 다.이 모형은 설계된 TBM과 같은 크

기의 외형을 가지며,ferriticsteel의 단면 한 실제 TBM과 같도록 하 다.

ITER에서 TBM은 각각 다른 형태로 2,16,18번 포트에 각각 2개씩 설치되는데,본

연구에서는 KoHCMLTBM 6개가 설치된다고 가정하고 토로이달 자장 계산을 수행하

다.본 계산에서 토로이달 자장 코일의 류는 9.1MA･turn으로 하 으며,FI의 두께는

535mm로 하 다.자장 분포를 계산한 결과는 그림 3-2-77과 같다.FI에 의해 교정된 자

장이 다시 TBM에 의해 왜곡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라즈마 최외각에서의 자장분포를

그림 3-2-78에 나타내었다.TBM이 설치된 10°근처에서 보다 심하게 왜곡된 것을 알 수

있다.즉,FI에 의해 최소 자장값을 상당히 증가시켜 리 을 으나,다시 TBM에 의해

최소 자장값이 격히 감소하 으며,2개의 최소 지 이 발생하 다.하여 토로이달 자장

리 은 처음에 토로이달 자장 코일만 있을 때 1.04%이었다가,FI에 의해 0.24%로 감소

했다가,다시 TBM에 의해 0.82%로 증가하 다.이 값은 요구 조건인 0.3%보다 훨씬

큰 값으로서 라즈마 성능에 지 한 악 향을 미칠 것이다. 한 TBM에 의한 자장 왜

곡은 TBM이 있는 세 곳에만 국부 으로 발생함으로 인해 보다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것

으로 상된다.고에 지 입자의 구속과 손실의 에서 재평가가 요구된다.어떤 경우

에도 0.82%는 무 큰 값이므로 리 을 감소시킬 책이 요구된다.

 

그림 3-2-76.Cross-sectionalview oftheKoreanHCMLTBM (left)andthesimpl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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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right)foramagnetostaticanalysis.

그림 3-2-77.CalculatedmagneticfieldconfigurationwithtwoTBMsatacoilcurrent

of9.1MA･turnfortheFI'sthicknessof53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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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8.ToroidalmagneticfieldprofileattheplasmaseparatrixwithaTFcoil

currentof9.1MA･turnwithTFconly,withFIs,andwithFIsandTB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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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토로이달 자장 리 감소 방안

앞서 언 한 로 TBM에 의한 리 증가에 한 책으로는 세 가지가 제시되어 있

는데,첫째로는 TBM 속에 포함되어 강자성체의 양을 이는 것이며,둘째는 TBM의

치를 라즈마로부터 반경 방향으로 더 멀리 떨어진 치에 설치하는 방안이며,셋째로는

TBM 속에 왜곡된 자장을 보정하는 코일을 설치하는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방

안에 해 그 효과를 평가하 으며,여러 가지 방법을 동시에 용했을 때의 효과에 해

서도 검토하 다.

D-1.TBM 속의 강자성체의 양이 리 에 미치는 향

액체형 TBM에는 구조제로서 강자성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체 양은 약 760kg이며,

강자성체가 차지하고 있는 단면 은 8.11×10
4
mm

2
이다.본 계산을 해 설계한 TBM 모

형은 이 단면 이 같도록 설계한 것이다.본 TBM에서 강자성체의 양을 이기 해서는

높이와 폭을 이는 방법도 강구될 수 있으나,이 경우 삼 수소 증식이라는 TBM의 본

래 목 을 반감시키므로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없다.따라서 강자성체가 차지하는 단면

을 이는 것이 의미 있는 방법이라 할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TBM 모형에서 TBM 외형

은 그 로 유지하고 사방 벽의 두께를 일정한 비율로 이는 방법으로 단면 감소를 모

사하 다.TBM의 벽 두께를 앞쪽은 7mm씩,양 은 5mm씩,뒤쪽은 4mm씩 감소시

키면서 계산을 수행하 으며,그 결과는 그림 3-2-79와 같다.토로이달 자장 리 이 강자

성체의 감소량에 거의 선형으로 비례하여 낮아짐을 알 수 있다.강자성체의 양을 52%

감소시켰을 때 라즈마 separatrix에서 토로이달 자장 리 은 0.51%이었다.강자성체의

양을 많이 음에도 리 이 폭 감소하지 않는 이유는 TBM이 그 목 상 라즈마에

상당히 가까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다.강자성체의 양을 이는 방안으로 리 을 이고

자 한다면,요구되는 기계 ,열 특성을 지닌 체 구조재를 확보해야 하며,TBM 체

의 열 구조 해석을 통해 건 성을 재확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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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9.TFrippleasafunctionofthereducedamountofaferromagnetic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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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TBM의 치에 따른 토로이달 자장 리

TBM의 치는 삼 수소 증식이라는 본래의 목 을 해서는 성자선속이 높은 안

쪽으로 설치하는 것이 유리하나,TBM에 의해 체 ITER장치에 미치는 안 성을 고려하

여 일차벽(firstwall)뒤쪽으로 약 30mm 들어가 있다.리 을 이는 두 번째 방안으로

TBM의 치를 라즈마로부터 보다 먼 치에 설치하는 것이다.이 효과를 살펴보기

해 TBM의 치를 원래의 치에서 반경 방향으로 10cm씩 이동하면서 리 을 계산하

으며,그 결과는 그림 3-2-80과 같다.TBM을 재 치에서 60cm 이동함으로서 리 을

1.05%에서 0.54%로 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하지만 이 방안으로도 요구되는 리

값 이하로 낮출 수는 없었다. 한 이 경우 TBM 본래의 목 을 반감시키게 되므로

neutronics계산을 통해 삼 수소 증식 효과를 재검토해야 한다.뿐 만 아니라 TBM을 이

동하여 설치하는 경우 포트내의 공간 문제도 같이 해결해야 할 것이다.

TBM에서 강자성체의 양을 이거나,TBM의 치를 이동하는 각각의 방법으로는 토

로이달 자장 리 을 요구되는 수 이하로 낮출 수 없음을 확인하 다.이에 두 가지 방

법을 동시에 용하는 경우에 해 동일한 계산을 수행하 으며,그 결과,TBM에서 강자

성체의 양을 52% 이고,TBM의 치를 바깥쪽으로 60cm 이동시켰을 때 토로이달 자

장 리 을 0.38%로 감소하 다.하지만 아직도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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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0.TFrippleasafunctionoftherecessdistancefrom thepositionofthe

current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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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보정코일에 의한 리 감소 효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TBM에서 강자성체를 사용하는 한 TBM 자체 으로는 토로이

달 자장 리 을 요구되는 수 이하로 낮출 수 없음을 확인하 다.따라서 TBM에 보정

코일(correctioncoil,CC)을 설치하여 보다 능동 으로 TBM에 의해 왜곡된 자장을 보정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본 연구에서는 TBM에 양쪽 portframe속에 보정 코일을 설치

하는 방안에 해 검토하 다.포트 임 속에는 복잡한 냉각 로가 내장되는데,이를

고려하여 그림 3-2-81과 같이 보정 코일을 설계하 다.보정 코일의 크기는 작을수록 설

치하기 유리하겠지만,자장 보정을 해 필요한 류를 흘릴 수 있기 해서는 일정한 크

기 이상이 되어야 한다.ITERELM 코일의 경우 냉각 등을 고려하여 기술 으로 가능한

3000A/cm
2
의 류 도로 설계되어 있다.본 자장 보정 코일의 경우 단면 이 500

mm×50mm이므로 ELM 코일과 동 으로 설계하는 경우 750kA까지 가능하다.TBM 사

이에 있는 보정 코일의 류 방향은 원리 으로 바깥쪽 토로이달 자장 코일의 류 방향

과 같아야 하며,바깥쪽의 보정 코일의 류 방향은 그 반 이다.즉, 앙의 코일은 그림

3-2-81에서 10°근처의 최소 자장 부분을 끌어 올리는 기능을 하며,양쪽의 두 보정 코일

은 최 가 되는 역의 자장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각 보정 코일에 흐르는 류가 200kA･turn일 때 토로이달 자장 분포를 계산한 결과

는 그림 3-2-82 그림 3-2-83과 같다.그림 3-2-82는 그림 3-2-83의 TBM 근처에서의 상

세 자장 분포이다.TBM 근처에서 보정 코일에 의해 자장이 미세하게 교정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류를 변화시키면서 동일한 계산을 수행하 으며, 라즈마 separatrix에서의

자장 분포는 그림 3-2-84와 같다. 류를 증가시킴에 따라 10°근처의 최소값은 차 증

가하고 0°와 20°근처의 최 값은 차 감소하여 리 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그러나

150kA･turn이상에서는 10°근처의 최소값이 증가하여 0°와 20°근처의 자장 값보다 커

지게 된다.따라서 리 이 다시 증가하게 되며,그러한 경향은 보정 코일의 류에 따른

리 을 나타내는 그림 3-2-85에 잘 나타나 있다.토로이달 자장 리 은 보정 코일의 류

가 150kA･turn일 때 최소가 되며,그 값은 0.49%이다. 류를 150kA･turn이상으로

증가시키면 리 은 다시 격히 증가하게 된다.결론 으로 재의 설계안으로는 보정 코

일만으로 ITER에서 요구하는 토로이달 자장 리 ,0.3% 이하로 낮출 수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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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1.Cross-sectionalview oftheripplecorrectioncoilsinstalledinsideTBM

portfr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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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2.CalculatedmagneticfieldconfigurationwithtwoTBMsandthecorrection

coilsataTFcoilcurrentof9.1MA･turnandacorrectioncoilcurrentof200kA･turn

fortheFI'sthicknessof53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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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3. Detail magnetic field configuration around the TB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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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4.Toroidalmagneticfieldprofilesattheplasmaseparatrix

(R=8.28m)forvariousCC(correctioncoil)cur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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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5.ToroidalmagneticfieldrippleforvariousCCcur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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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두 가지 이상의 방안을 동시에 용하는 경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토로이달 자장 리 을 이기 해 제시된 세 가지 방안 모

두 각각의 방법으로는 요구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 한 TBM 자체 으로 강자성체

의 양을 이고 동시에 반경 방향의 치를 이동하여도 원하는 수 이하로 어들지 않

았다.따라서 이와 함께 보정 코일을 추가해야 함을 알 수 있었으며,우선 TBM 내의 강

자성체의 양을 이면서 보정 코일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 검토하 다.강자성체의 양을

30% 는 52% 이고 보정 코일의 류를 변화시키면서 토로이달 자장 리 을 구하면

그림 3-2-86과 같다.TBM 내의 강자성체의 양을 30% 이는 경우,보정 코일을 이용하

여도 리 의 요구 조건인 0.3% 이하로 낮출 수가 없음을 알 수 있다.강자성체의 양을

52% 감소시킨 경우에는 보정 코일의 류 범 77～109kA･turn에서 리 을 0.3% 이

하로 낮출 수가 있다.리 의 최소값은 보정 코일 류 100kA･turn에서 0.28%이다.

TBM의 치를 변경하고 보정 코일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서도 동일한 계산을 수행

하 으며,TBM의 치를 반경 방향으로 15,30,60cm 이동하 을 때 보정 코일 류에

한 리 을 계산한 결과는 그림 3-2-87과 같다.TBM의 치를 15cm 이상 바깥쪽으로

이동해야만 보정 코일에 의해 리 을 0.3% 이하로 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이동 거

리가 15cm인 경우,리 의 최소값은 보정 코일 류 200kA･turn일 때 0.32%이다.

TBM의 재 치에서 30cm 바깥쪽으로 이동하여 설치하는 경우,보정 코일 류 250

kA･turn일 때 리 은 0.23%로 최소가 되며,보정 코일 류 165～315kA･turn의 비교

넓은 범 에서 0.3% 이하의 리 값을 가짐을 알 수 있다. 한 60cm 이동한 경우

에는 보정 코일 류 350～400kA･turn일 때 리 은 0.22%로 최소가 되며,보정 코일

류 190～490kA･turn의 넓은 범 에서 0.3% 이하의 리 값을 가짐을 알 수 있다.이

동시킨 거리가 30cm 이상에서는 최소 리 값이 0.22% 이하로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보정 코일의 류 범 만 늘어남을 알 수 있다.TBM의 치를 바깥쪽으로 멀리 이동할

수록 성자선속이 감소하므로 가능한 범 내에서 라즈마와 가까울수록 유리하다.따

라서 이 경우 TBM을 30cm 이동하고,보정 코일의 류를 250kA･turn로 운 한다면

토로이달 자장 리 을 요구 조건 이하로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재의 설계에

서 TBM을 30cm 이동하는 것은 기술 으로 실 하는데 있어 많은 난 이 있을 것으로

단되며,삼 수소 증식의 목 이 상당히 반감되리라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세 가지 방안을 모두 용하여 기술 으로 실 가능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TBM내의 강자성체의 양을 30% 이고,TBM의 치를 재의

설계안에서 반경 방향으로 15cm 이동하여 설치하는 것이며,이 때 토로이달 자장 리

은 그림 3-2-88과 같다.보정 코일 류 100～200kA･turn의 범 에서 0.3% 이하의 리

값을 가지며,175kA･turn근처에서 0.24%의 리 값을 가짐을 알 수 있다.따라서 이

경우가 가장 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단되며,필요한 보정 코일의 류 값도 작아서

코일의 크기도 상당히 일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보정 코일의 최 허용 류 도를

앞서 언 한 바 로 3000A/cm
2
로 한다면 그림 3-2-81 보정코일 크기를 1/4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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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 있으므로 제작,설치하기에도 용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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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6.ToroidalmagneticfieldrippleasafunctionoftheCCcurrentforvarious

amountsoftheferromagneticmaterialintheT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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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7.ToroidalmagneticfieldrippleasafunctionoftheCCcurrentforvarious

recessdistancesoftheT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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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8.ToroidalmagneticfieldrippleasafunctionoftheCCcurrentforthe

caseofthereducedamountoftheferromagneticmaterialof30% intheTBM and

therecessdistanceof+1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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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미국보조계통 검토 보완

2010년 5월 한미 력 방안의 일환으로 미국 측 의뢰에 따른 미국 TBM 헬륨냉각보

조계통에 한 검토 수정안을 마련하여 송부하 다. 기 미국 측 설계안은 그림

3-2-89과 같으나,핵심 부품의 배열과 련하여 효과 인 가열 순환기로의 유입되는

헬륨의 온도를 낮추기 해 순환기,유량계, 열기의 배열을 그림 3-2-90과 같이 제안하

다.이는 낮은 온도의 헬륨을 순환기에 유입시킴으로써 안 성 향상에 기여하고,유량

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한,우회 유로를 확보하도록 권고하여 안

정 인 보조계통 운 이 가능하도록 권고하 다.

압력 제어 계통과 련하여,불필요한 계통을 제거하도록 권고함으로써 계통의 단순

화 방안을 제안하 다.계산을 통해 압력 강하 값이 86bar정도로 상되었으며,이는

불필요하게 압력계통이 커서 체 계통 구축 비용 상승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되

었기 때문이다. 한, 열기의 경우,여유도 없이 설계되어 사고 시에 응하기 어려운

이 있어,1.5factor정도로 출력을 키우도록 최종 권고하 다.



- 178 -

그림 3-2-89.미국 헬륨냉각보조계통 설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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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0.미국 헬륨냉각보조계통 설계안 검토 결과에 따른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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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구조재 제작법 개발에 따른 본체 일차벽 설계안 갱신

그림 3-2-91은 액체형 TBM 일차벽의 설계안을 나타낸다. 기 제작법은 사각 직 을

구부려 U자형으로 만드는 것이었으나,반경 50mm를 확보할 경우,곡 부가 취약해져 일

차벽 설계기 을 과하는 문제가 발생하 다.EU 일본 등은 동일 방법을 사용하기

해 보다 큰 반경으로 설계를 수정하 으나,이 경우 성자 차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작법의 변경을 통해 극복 가능한 방법에 해 검토,이를 설계에 반

하 다.

그림 3-2-92는 단일 채 에 해 제작 원리를 검토한 것이다.사각 plate로부터 구부

림 없이 U자 형상을 가공하고,내부 채 을 기계가공한 후,내부 부품을 용 하여 압력

경계를 형성하도록 한다.이후 바깥 부품을 최종 HIP하여 건 성을 확보하는 것이 본

제작법의 핵심 과정이다.이는 ITER블랑켓 일차벽의 경우에 용된 제작법으로 ITER규

제 기 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상된다.

이러한 제작법을 TBM 본체 일차벽에 용하기 해서 8가지 방법에 해 검토하고,

CATIA를 활용한 virtual조립공정을 통해 가장 합한 방법을 도출하 다.

그림 3-2-93은 1-1안으로 일차벽 체를 하나의 plate로부터 가공하고,바깥부품도 하

나의 plate로부터 가공하는 안이다.그림 3-2-94는 1-2안으로 60개의 채 로 구성된 일차

벽 체를 6개의 그룹으로 나 고,1개의 일차벽부품이 10개의 채 을 가지도록 제작하는

방법이다.일차벽 내/외곽 부품 모두를 단일 plate로부터 가공하여,최종 제작된 6개의

부품을 용 혹은 HIP으로 합하는 방법이다.그림 3-2-95는 2-1안으로 각각의 단일채

을 가공 HIP을 통해 제작하고,단일 외곽부품에 합하는 안이다.그림 3-2-96은 2-2안

으로 6개의 부품으로 구분하여 단일 채 을 합한 후 최종 용 하는 안이다.그림

3-2-97은 3-1안으로 단일채 가공 후 단일채 별 외곽부품을 한번에 HIP하여 제작하는

안이다.그림 3-2-98은 3-1안과 동일하나 6개의 그룹부품으로 구분하여 최종 합하는 안

이다.그림 3-2-99는 4-1안으로 개별 채 을 모두 가공 HIP을 통해 합하고,60개의

채 을 한번에 HIP을 통해 제작하는 안이다.그림 3-2-100은 4-2안으로 3-1안과 동일한

방법으로 6개의 그룹 부품을 제작한 후 최종 합하는 안이다.

각각의 제작방법은 차의 복잡성 등을 고려해 표 3-2-7과 같이 요약하 다.외곽부품

(backplate)은 체 일차벽의 지지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 단일 plate로부터 가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체 60개 채 을 가공하는 것보다는 그룹으로 나 어 각각의 건 성을

평가한 후 최종 합하는 것이 건 성 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단된다. 한,냉각채 의

경우,각각의 단일 채 로부터 가공하는 것보다는 한 개의 plate로부터 가공하는 것이

차를 단순화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이러한 세 가지 기 으로부터 최종 1-2안이 선

정되었다.이러한 차를 확인하기 해,소형 목업을 제작하여 그 가능성을 확인하 으

며,1/6규모의 목업을 제작하여 최종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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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1.액체형 TBM 일차벽 설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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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2.TBM 일차벽 제작법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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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3.TBM 일차벽 제작안 1-1

(1) draft-1.1 

full-scale paπs preparation and only one HIP process : large HIP facility. risky for fabrication failure 

랴늠 
HIP 

c::그 
c::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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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4.TBM 일차벽 제작안 1-2

(1) draft-1.2 

one group (10 ch ) fabrication and then 6 groups HIP (or welding?) 

Welding 

야그 
HIP 

(welding) 

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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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5.TBM 일차벽 제작안 2-1

(1) draft-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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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6.TBM 일차벽 제작안 2-2

(1) draft-2.2 

야그 
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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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7.TBM 일차벽 제작안 3-1

(1) draft-3.1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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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8.TBM 일차벽 제작안 3-2

(1) draft-3.2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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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9.TBM 일차벽 제작안 4-1

(1) draft-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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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00.TBM 일차벽 제작안 4-2

(1) draft-4.2 



- 191 -

Back-plate Groupedcoolingchannel
Coolingchannel

fabrication

Forsolidstructure Foreasierassembling Forsimpleprocess

Draft-1.1 One-bodyback-plate Nogrouping(fullscale) Platemachining

Draft-1.2 One-bodyback-plate Grouping&assembling Platemachining

Draft-2.1 One-bodyback-plate Nogrouping(fullscale)Separatecoolingchannel

Draft-2.2 One-bodyback-plate Grouping&assembling Separatecoolingchannel

Draft-3.1 Separateback-plate Nogrouping(fullscale)Separatecoolingchannel

Draft-3.2 Separateback-plate Grouping&assembling Separatecoolingchannel

Draft-4.1 Separateback-plate Nogrouping(fullscale)Separatecoolingchannel

Draft-4.2 Separateback-plate Grouping&assembling Separatecoolingchannel

표 3-2-7.TBM 일차벽 제작안 비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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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액체형 TBM 요소기술 개발

1.일차벽 합기술 개발 합성 평가

ITER TBM 일차벽은 면재인 베릴륨 타일과 구조재인 FM강(Ferritic-Martensitic

Steel)의 합체로 이루어진다.베릴륨은 ITER의 블랑켓 일차벽 소재로 채택된 면재이

며,베릴륨과 구리합 의 합은 ITER개발 과정에서 기술 확보가 이루어졌다.베릴륨

면재는 TBM에도 동일하게 용되고 있으나,베릴륨과 FM강의 합은 기술 어려움이

상당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HIP(HotIsostaticPressing)공법을 기반으

로 건 한 합 계면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고유의 인터 이어를 개발하고,기계 합층

을 도입하여 성공 으로 Be/FM강의 합을 수행하 다. 한,핵융합 실증로의 면소재

로 활용이 크게 기 되는 텅스텐에 해서도 합성 연구가 수행되었다.특히 FM강의 요

구 물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한 온도 역에서 노말라이징 템퍼링 열처리가 수

반되어야 하며,열처리 조건을 고려한 최 합조건을 도출하고자 하 다.

가.베릴륨/FM강 합 기술

(1)코 인터 이어 용

코 인터 이어 만을 이용한 Be/FMS 합은 공정상으로 가장 단순하고 경제 인

장 이 있다.그러나 비록 합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강도가 낮은 단 이 있다.본 연구

은 코 인터 이어를 통한 합 기술 개발을 해 총 6차례의 인터 이어 개발

합 조건 설정의 연구를 수행하 다.코 은 원료 물질을 자빔을 이용하여 기화시키고,

베릴륨 표면으로 운반되어 물리 증착되도록 하는 E-Beam evaproratedPVD를 이용하

다.증착 속도는 1nm/sec이었으며,증착되는 막품질을 높이기 하여 아르곤 가스를

이용한 이온빔 조사(IBAD,Ion-Beam AssistedDeposition)를 동시에 수행하 다.IBAD의

공정 조건은 빔 류 20mA,빔 압 450V이었다.베릴륨은 질산계 용액으로 화학 으

로 표면의 오염이 제거된 후,진공 장비에 장착되어 아르곤 이온빔으로 물리 에칭된

후,원하는 소재와 두께로 증착이 진행되었다.

HIP 합을 하여,상기 코 된 베릴륨 타일은 같은 크기의 FM강 블록과 조립되어,

2mm 두께의 SS304 으로 둘러싸여져 모서리가 TIG welding방법으로 용 되어 비

되었다.FMS면은 degas처리하기 해 사용될 이 를 다시 용 하 다.Canning된

블록은 degas용 열처리로에 장입하고 canning내부에 10-4torr이하의 진공을 유지하며,

400℃에서 24시간동안 degas과정을 수행하 다.Degas과정이 끝난 후,He가스를 이용

한 출 시험을 수행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진공을 해 만든 이 도 압착 용

하여 잘라낸 후 HIP장치로 옮겨 HIP을 수행하 다.

표 3-3-1-1은 실험된 코 인터 이어에 한 구성과 합 조건을 나타낸다.배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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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Be/interface는 합되었으나,FMS쪽에서 분리되었다.HIP온도가 750°C인 경우

에는 FMS쪽에 확산층을 형성하면서 괴가 있었다.본 배치에서는 향후 합 가능성을

확인하 다고 할 수 있다.배치 2에서는 온도를 높이고 Cu인터 이어를 기본 으로 사

용하여 FMS와의 합성을 증진하고자 하 다.Cu는 Ti,Cr,Fe등의 가능한 인터 이어

소재보다 용융 이 낮기 때문에 합 계면의 젖음성이 우수하고 합면 형성에 유리할

것으로 기 된다. 배치에서는 복잡한 확산층을 형성하 으나 합은 성공 으로 이루

어졌다.Cr/Cu인터 이어의 경우에는 Cr이 Be확산을 효과 으로 지하여,Be/FMS

합이 가능할 수 있었다.반면에 Ti/Cu인터 이어의 경우에는 Be의 확산이 발생하고

복잡한 계면 확산층이 형성되었지만, Be-FMS의 취성의 합 간 화합물이 아닌

Be-Cu-Ti-Fe의 확산상이 형성되면서 합 강도가 높게 나타났다.4 굽힘 강도는 각각의

경우에 156MPa와 257MPa로 얻어졌다.본 배치에서는 확산을 제어함으로써 복잡한 확

산층이 형성되는 것을 피하여, 합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단되어 다음의 배치가

추가 으로 수행되었다.

배치 3에서는 베릴륨 타일과 FMS쪽에 동일한 코 을 수행하여,동종의 인터 이어

간에 합을 시도하 다.그러나 동종의 인터 이어 사이에서 오히려 합이 잘 이루어지

지 않았다.그림 3-3-1-1은 2.5+2.5μm Cr과 7.5+2.5μm Ti에 한 계면 미세구조 원

소분석 결과이다. 한,HIP시간을 변경하여 비교하 으나 시간에 따른 확산 정도의 차

이도 명확하지 않았다.동일 코 에 한 성공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단되었다.배치 4

에서는 합에 성공한 Cu인터 이어에 하여 낮은 온도에서 HIP을 수행하고 Cu의 두

께를 여서 복잡한 코 층을 피하고자 하 다.본 배치에서는 Cu의 확산으로 FMS쪽에

서 분리가 찰되었다.Cu인터 이어의 최 두께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

다.

배치 5에서는 기본 인 온도 조건을 FMS사용조건인 750°C로 설정하 다.일본의 연

구 이 합에 성공한 것으로 보고된 Cr1μm 인터 이어 조건에서는 합이 실패하

다.배치 2에서 합이 성공하 던 Cu인터 이어에 해서는 두께에 한 연구를 수행

하 다.확산방지를 목 으로 Cr혹은 Ti인터 이어를 사용하 고,Cu코 층은 5μm

정도에서 량 확산되는 것이 찰되었다.Be/1Cr/10Cu/FMS Be/10Ti/10Cu/FMS실

험의 경우 HIP이후 캔을 제거한 상태에서 합이 확인되었지만,시편 가공 단이

발생하 다.따라서 한 Cu인터 이어의 두께로 10μm정도가 제시되었다. 한 다

층(multi-layer)코 을 시도하 으며, 합은 실패하 으나 확산이 일정두께로 한정되는

등 합에 한 가능성을 확인하 다.최종 으로 배치 6에서는 온도 조건은 한 확산

이 나타나는 750°C로 설정하되,확산 정도를 제어하기 하여,HIP압력을 낮추고 공정

시간을 1시간과 2시간으로 달리 하 다.그림 3-3-1-2와 그림 3-3-1-3은 각각의 인터 이어

에 한 계면 미세구조 원소분석 결과이다.HIP 합 유지시간에 따라 합에 미치는

향은 없었다.상기 배치에서 FMS부 까지 Be의 확산층은 확인되지 않았으나,다층 코

층과 남아있는 Cu층 사이에서 부분의 단이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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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실험을 통하여 코 인터 이어만을 용하는 경우에는 Be/FMS 합이 어려

운 것을 확인하 다. 합이 성공한 인터 이어 코 층은 3μm Cr+10μm Cu 5μ

m Ti+15μm Cu이었다.다만,이 경우 HIP 합 온도가 850°C로 높았기 때문에 FMS

의 건 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따라서 Be/FMS 합 기술 개발은 기계 합층이

나 확산방지막을 도입하는 연구로 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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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ch Interlayer [단  μm] HIP condition Remarks

1

Be/1.5Ti/FMS

580°C, 100 MPa, 2 hBe/1.5Cr/FMS

Be/1.0Ti/1.0Cr/FMS

Be/1.5Ti/FMS

750°C, 100 MPa, 2 hBe/1.5Cr/FMS

Be/1.0Ti/1.0Cr/FMS

2

Be/1.5Cr/5Cu/FMS

850°C, 100 MPa, 2 hBe/3Cr/10Cu/FMS

Be/5Ti/15Cu/FMS

3

Be/2.5Cr//2.5Cr/FMS

750°C, 100 MPa, 30 min
Be/7.5Cr//7.5Cr/FMS

Be/2.5Ti//2.5Ti/FMS

Be/7.5Ti//7.5Ti/FMS

Be/2.5Cr//2.5Cr/FMS

750°C, 100 MPa, 3 h
Be/7.5Cr//7.5Cr/FMS

Be/2.5Ti//2.5Ti/FMS

Be/7.5Ti//7.5Ti/FMS

4 Be/3Ti/1.5Cu/FMS 580°C, 100 MPa, 2 h

5

Be/1Cr/FMS 750°C, 150 MPa, 2 h

Be/1Cr/10Cu/FMS

750°C, 150 MPa, 2 hBe/5Cr/5Cu/FMS

Be/5Cr/10Cu/FMS

Be/1Ti/10Cu/FMS
750°C, 150 MPa, 2 h

Be/10Ti/10Cu/FMS

Be/Cr/Ti/.../Cr/Ti/FMS
750°C, 150 MPa, 2 h

Be/Ti/Cr/.../Ti/Cr/FMS

6

Be/2Cr/2Ti/2Cr/10Cu/FMS
750°C, 100 MPa, 1 h

Be/2Ti/1Cr/1Ti/2Cr/10Cu/FMS

Be/2Cr/2Ti/2Cr/10Cu/FMS
750°C, 100 MPa, 2 h

Be/2Ti/1Cr/1Ti/2Cr/10Cu/FMS

표 3-3-1-1.Be/FMS 합 시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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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Cr/Cr( ) Ti/Ti(아래)코 인터 이어

Bc ‘’‘1. F“ s ‘i‘1. 

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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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2.Cr/Ti/Cr/Cu코 인터 이어: 합 유지시간 1시간 ( ) 2시간 (아래)



- 198 -

그림 3-3-1-3.Ti/Cr/Ti/Cr/Cu코 인터 이어: 합 유지시간 1시간 ( ) 2시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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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계 합법

베릴륨과 FMS의 확산 합은 Be-FMS확산층에서 취성의 합 간 화합물이 형성되어

합면이 쉽게 단 되는 문제를 갖고 있다.기계 합층의 개념은 FMS부분에 이미

강한 계면 합강도를 갖는 간층을 구비하여,Be원자의 확산이 일어나더라도 취화를

감쇄시키는 것이다. 컨 FMS에 구리 재를 미리 합하여,베릴륨의 합은 실질

으로 구리 재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이러한 방법은 제조 공정이나 비용 측면에

서는 불리하지만,실제 합은 Be/FMS간에 이루어지기 보다는 Be/ 간층에서 이루어진

다는 측면에서, 합의 품질은 매우 우수한 장 이 있다.

본 연구 과제에서는 기계 합을 해 HIP 합과 폭발 용 의 두 가지 공법을

용하 다.HIP 합은 FMS에 Be 합이 용이한 간층 물질을 1차로 HIP에 의해 합

하고,그 후에 2차로 베릴륨을 간층이 합된 FMS에 합하는 것이다.폭발 용 은 1

차 합에 HIP공정을 용하는 것이 아닌 폭발 용 을 통하여 간층을 합하는 것이

다르다.그림 3-3-1-4에 합의 모식도를 나타내었다.

두 차례의 HIP공정을 통한 기계 합층 도입은 간층으로 구리합 을 사용하

다.구리 합 은 ITER블랑켓 일차벽에서 냉각재로 사용되는 CuCrZr을 사용하 으며,베

릴륨과 CuCrZr간의 HIP 합은 이미 기술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Be/FMS의 합도 용

이할 것으로 단되었다.FMS와 CuCrZr합 의 1차 HIP 합은 100MPa와 1050°C에서

2시간 동안 수행하고, 합된 CuCrZr을 표면 가공하여 2μm Cr인터 이어가 코 된 베

릴륨과 580°C에서 2차 HIP 합을 수행하 다.그림 3-3-1-5는 합체의 Be/CuCrZr

계면 부 에 해당하는 미세조직 원소 분포를 나타낸다.Cr인터 이어 코 층을 통과

하는 Cu의 확산이 찰되었으나,Cr층은 확산 방지막으로서 형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한 특이한 계면상도 찰되지 않았다.그림 3-3-1-6은 Be/FMS 합체에 한 4 굽힘

시험 후 단면의 미세조직과 원소 분포를 나타낸다.4 굽힘 강도는 164MPa이었다.

단은 Cu와 Cr이 공존하는 계면 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폭발 용 에 의한 간층 합과 HIP을 통한 베릴륨과 간층의 합에는 간층으

로 타이타늄 재와 구리 재를 사용하 다.폭발 용 에는 합하고자 하는 소재를 포

개어 놓은 상태에서 암모늄 나이트 이트 분말로 폭속 2400-2700m/s가 되도록 한쪽 끝

으로부터 시폭하 다.그림 3-3-1-7은 폭발 용 된 타이타늄 재를 이용하여 Be/FMS

합을 한 시편의 미세조직이다.폭발 용 에 의해 형성된 Ti/FMS계면의 형 인 형

을 찰할 수 있다.베릴륨 타일은 2μm Cr인터 이어를 코 하여 HIP 합되었다.Cr

과 Ti는 베릴륨 부분으로 확산되었으나 본래의 화학 농도 분포는 유지하 다.Be/FMS

합에서 일반 인 인터 이어로는 Be확산에 의해 FMS부 의 취화가 유발되어 합의

실패가 다수 찰되었지만,폭발 용 에 의해 기계 으로 합된 Ti 간층은 Be확산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강한 합을 유지하게 하 다.

그림 3-3-1-8은 폭발 용 된 구리 재를 이용하여 합된 Be/FMS목업을 보여 다.

구리 재는 확산 합소재로 합하며,ITER블랑켓 일차벽 합에서 많은 경험이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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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선정되었다.폭발 용 에는 2mm 두께의 구리 재를 사용하 으며, 합 후에

500μm 두께가 되도록 표면 가공하 다.베릴륨에 한 코 인터 이어로는 각각 1μm

Ti+0.5μm Cr+5μm Cu 1μm Cr+5μm Cu를 용하 다. 합된 Be/FMS목

업은 감시 시편을 통하여 단 합강도가 평가되었다.Ti/Cr/Cu인터 이어를 사용한

경우에는 167MPa,Cr/Cu인터 이어인 경우에는 177MPa의 합 강도가 얻어졌다.두

목업은 0.5MW/m
2
의 열속에서 1000회 고열부하시험에 통과하 다.고열부하시험 후

음 탐상 검사에서는 Ti/Cr/Cu인터 이어를 사용한 경우에는 합면의 반 정도 부

에서 계면 분리가 찰되었다.그림 3-3-1-9는 고열부하시험 후에 취된 시편에서 합

부의 미세조직과 원소 분포를 나타낸다. 배율 사진에서는 FMS Cu,Be의 물리 계

면이 선명하 다. 한,Be/Cu의 확 사진에서는 베릴륨 부분으로 Cu의 확산이 찰되

었으나,Cr인터 이어 층은 유지되고 있었다.이는 Be의 확산이 수반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나,Cr인터 이어가 확산방지막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 으며,동시에 폭발 용 된

Cu의 기계 결속력이 Be확산에 의한 FMS취화를 극복하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기계 으로 합되는 간층을 이용하여 Be/FMS 합을 수행하 다.이러한 간층

은 FMS와 강한 합 계면을 형성하기 때문에 Be의 확산을 수용하여 취성 단을 방지하

는 효과가 있었다.특히,구리 합 이 간층으로 형성되는 경우에는 Be/FMS의 합은

실질 으로 Be/Cu의 합과 동일하게 수행되므로 HIP공정온도를 580°C 정도로 크게

낮출 수 있다.낮은 공정온도는 Be/FMS 합 강도 뿐만 아니라 FMS자체의 물성에도

큰 이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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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4.기계 합층 도입 개념:HIP( ) 폭발 용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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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5.Be/CuCrZr계면 미세조직 원소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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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CrZ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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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6.Be/FMS 단면 미세조직 원소 분포

Be side 

100m 

FMS side 

.~ .. ~ 

…
첼
 
ν
 ·
M채t

 r;πuii""õ 



- 204 -

그림 3-3-1-7.폭발 용 된 Ti를 이용한 Be/FMS 합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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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8.폭발 용 된 Cu를 이용한 Be/FMS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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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9.폭발 용 된 Cu를 이용한 Be/FMS 합 계면 미세구조

Fe 

FMS 
s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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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징 공법

이징(brazing)은 interlayer코 공정과 HIP공정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

상 이 이 많다.다만 이징에 필요한 필러(filler)소재가 한정 이며,Be/FMS시스템

에 용사례가 없다.본 실험에서는 가장 일반 인 필러재인 Ag-Cu-In을 사용하여 합

에 성공하 다.4- 굽힘 강도 한 259MPa로써 가장 우수한 합을 얻을 수 있었다.

Ag-Cu-In필러재 자체의 강도가 낮은 것을 감안할 때,필러재의 개발을 통하여 합강도

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그림 3-3-1-10은 이징된 단면을 보여 다.필

러재 내부에서 기공 등을 찰할 수 있는데,이는 합강도의 하를 가져온 원인의 하나

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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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0. 이징 된 Be/FMS 합체 계면 미세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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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확산방지막 도입

Be/FMS 합 과정 에 Be의 과도한 확산을 방지할 목 으로 고 도의 필름을 사용

하여 합을 시도하 다.필름은 코 인터 이어의 일부를 체하는 것으로,기계

합법에서 필요했던 두 단계의 합 공정이 반으로 감소하게 되는 이 이 있다. 한,

필름은 실제로 인터 이어로서 코 이 어려운 물질의 합성 평가 측면에서도 활용이 가

능한 이 이 있다.본 실험에서는 10μm의 Fe,Cu,Ni필름을 사용하여 합을 수행하

다.

그림 3-3-1-11과 그림 3-3-1-12는 Ni필름을 이용하여 Be/FMS 합을 수행한 경우의

계면 미세구조이다.베릴륨 표면의 코 인터 이어는 2μm Cr(그림 3-3-1-11)혹은 4μ

m Ti(그림 3-3-1-12)로 실시하 다.HIP은 750°C의 100MPa에서 수행되었다.Ni을 사용

한 경우에는 Be Ni의 확산이 발견되며, 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Cr Ti가 Ni을

통과하여 확산한 것을 볼 수 있다.HIP온도를 650°C로 낮추었을 경우에도 양상이 비슷

하 다.즉,Ni필름은 확산방지막으로서 작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단된다. 합체의

단은 Ni필름과 베릴륨 표면의 Cr코 층 사이에서 일어났다.

그림 3-3-1-13은 Fe필름을 이용하여 Be/FMS 합을 수행한 경우의 계면 미세구조이

다.Fe를 사용한 이유는 FMS와 동일 소재를 이용하여 합력을 높이고자 하 다.베릴륨

표면의 코 인터 이어는 2μm Cr을 사용하고,HIP은 750°C의 100MPa에서 수행되었

다.4 굽힘시험에 한 합 강도는 219MPa이었다.그림에서는 계면이 떨어진 것으로

찰되나,이는 미세조직 분석용 시편을 제작하면서 합면이 떨어진 것이다. 합 온도

를 650°C로 낮추었을 경우에는 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그림 3-3-1-14는 650°C에서

합한 Be/FMS의 단면 미세조직을 보여 다. 단은 베릴륨 표면의 Cr코 층과 Fe필

름 사이에서 일어났다.따라서 이 경우 합의 실패는 낮은 온도로 인하여 Fe의 확산 자

체가 작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되었다.

그림 3-3-1-15는 Cu필름을 이용하여 Be/FMS 합을 수행한 경우의 계면 미세구조

이다.베릴륨 표면의 코 인터 이어는 2μm Cr을 사용하고,HIP은 750°C의 100MPa

에서 2시간 동안 수행되었다.4 굽힘시험에 한 합 강도는 154MPa이었다.그림에

서는 계면이 떨어진 것으로 찰되나,이는 미세조직 분석용 시편을 제작하면서 합면이

떨어진 것이다.그림 3-3-1-16은 합 온도를 650°C로 낮추었을 경우에 계면의 미세조직

을 보여 다.이 경우 HIP은 150MPa에서 2시간 동안 수행되었다.계면은 균일하게

합된 양상을 보 으며,Cr코 인터 이어는 Cu필름층의 간에 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이는 HIP공정 에 원소간 확산속도의 차이로 치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단된다.그러나 상호 확산이 일어났음에 불구하고도 합 계면의 형상은 단순한 구조를

보 으며,4 굽힘시험에 한 합 강도도 182MPa로 높게 얻어졌다.그림 3-3-1-17은

해당 시편의 단면 미세조직과 원소 분포를 보여 다. 면은 Cr이 일부 포함된 Cu필

름층으로 찰되었다.

이상으로부터 확산방지막으로서의 성능이 우수하다고 단되는 Cu 필름에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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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P공정 조건을 변화시켜 합 강도를 높이고자 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HIP온도와

압력은 아래 표 3-3-1-2와 같이 변화되었으며, 표 인 합 강도를 함께 표시하 다.

( 합 강도는 4 굽힙시험에 의한 최소 3개 시편의 평균값이다.)각 조건별로 계면의 미

세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합강도는 HIP온도에 가장 민감하게 달라졌으며,온도

가 낮아질수록 강도가 높았다.그러나 HIP온도가 650°C보다 더 낮아지는 경우에는 확

산 자체가 어서 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반 로 HIP온도가 850°C보다 높아지면

확산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계면 취화로 합면 단이 발생하 다.

합 간층으로서 필름의 도입을 통하여,코 인터 이어만으로는 부족한 Be확산

방지 역할을 효과 으로 실 할 수 있었다.필름은 코 인터 이어에 비하여 같은 두께

의 성막을 한 시간과 비용의 감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막의 도도 더욱 높아서

확산 방지의 효과가 더욱 우수한 장 이 있다. 한,기계 합법에 비해서도 공정을

획기 으로 일 수 있는 이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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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oating

onBe

Diffusion

Barrier
HIPcondition

Joining

Strength

1 2μm Cr 10μm Cufoil 650°C,150MPa,2h 182MPa

2 2μm Cr 10μm Cufoil 650°C,100MPa,1.5h 196MPa

3 2μm Cr 10μm Cufoil 750°C,100MPa,2h 154MPa

표 3-3-1-2.Cu필름에 한 HIP공정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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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1.Ni필름을 사용한 Be/FMS 합:Cr코 인터 이어

F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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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2.Ni필름을 사용한 Be/FMS 합:Ti코 인터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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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3.Fe필름을 사용한 Be/FMS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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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4.Fe필름을 사용한 Be/FMS 합 단면

2Cr/10Fe(fllm) 

Be sid e FMSsi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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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5.Cu필름을 사용한 Be/FMS 합:HIP온도 75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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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6.Cu필름을 사용한 Be/FMS 합:HIP온도 650°C

F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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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7.Cu필름을 사용한 Be/FMS 합 단면

Be side 

FMS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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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텅스텐/FM강 합성 연구

(1)Cu확산 합 인터 이어

텅스텐과 FM강의 합을 하여 확산이 용이한 구리를 합 인터 이어 후보 소재로

선정하 다.확산은 개 용융 온도에 비례하는데,Cu의 용융 은 약 1084°C로서 FM강

이나 텅스텐에 비해 크게 낮다.따라서 합 시에 Cu인터 이어는 확산하여 텅스텐과

FM강 사이에서 확산 합층을 형성할 것으로 기 된다.그림 3-3-1-18은 5μm Ti+10μ

m Cu인터 이어를 활용한 합체의 계면 미세조직을 보여 다.Cu인터 이어는 필름

소재를 사용하 으며,인터 이어를 기 으로 확산층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다. 합강

도는 단응력으로 75MPa이 얻어졌다. 한,인터 이어의 조성을 변화시킨 2μm Cr+

50μm Cu의 경우에는 166MPa의 높은 단응력을 얻을 수 있었다.따라서 Cu를 사용

한 경우에는 확산 합으로 W/FMS의 합이 가능할 것으로 크게 기 되었다.

그러나 W/FMS의 합 목업 제작에서는 그림 3-3-1-19에서와 같이 합체의 가장자

리를 따라 계면이 분리되는 상이 찰되었다.이러한 문제는 열처리 후에 더욱 심각하

게 나타나는데,FM강의 물성 확보를 하여 템퍼링을 수행하면 목업은 그림 3-3-1-20과

같이 소재 탈락이 발생한다.이는 열응력이 계면에 집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W/FMS 합을 성공 으로 이루기 해서는 계면층에서 텅스텐과 FM강 사이

에서 유발되는 열팽창의 차이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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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8.Cu필름을 사용한 W/FMS 합 계면 미세조직

Diffusion Bonding (Cu film) 

W 

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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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9.W/FMS 합 목업:Cu인터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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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20.W/FMS 합 목업:템퍼링 열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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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Ti열팽창 완화 인터 이어

텅스텐과 FM강의 합은 두 소재간의 큰 열팽창 차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인터 이

어 소재를 필요로 한다.텅스텐의 열팽창 계수는 약 4.5μ/K이고,FM강의 열팽창 계수는

약 12.3μ/K이다.두 소재의 간 정도 열팽창 계수를 갖는 후보 소재로 타이타늄을 선

정하 다.타이타늄의 열팽창 계수는 약 8.4μ/K이다.그림 3-3-1-21은 50μm Ti필름을

사용하여 합한 W/FMS계면의 미세조직을 나타낸다.텅스텐,Ti인터 이어,FMS의

세 종류의 소재가 명확히 구분되며,Cu의 경우에서와 같은 확산 반응층은 형성되지 않았

다. 합강도는 단 응력 57MPa로 Cu인터 이어를 사용한 경우보다는 합 강도가

크게 낮았다. 단 시험에서 시편의 단은 텅스텐 내부에서 나타났으며,텅스텐의 입계

를 따라 단면이 형성되었다.그림 3-3-1-22에 시험에 사용한 단 시편의 형상과 시험

후 텅스텐 부분의 면을 나타내었다.그림 3-3-1-22에서 찰되는 입계 단면은 W/Ti

계면 부근에서 Ti원자가 텅스텐 입계로 확산하 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Ti인터

이어를 사용한 유사한 연구에서는 900°C를 기 으로 이 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확산이 부

족하여 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이 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상호 확산이 과도하게 발생

하여 취성의 합 간 화합물을 형성하여 합 특성이 하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합강도를 향상시킬 목 으로 Ti필름 인터 이어와 텅스텐 표면 코 을 병행하

다.인터 이어가 2μm Cr+50μm Tifilm인 경우 단 강도는 83MPa가 얻어졌고,2

μm Ti+50μm Tifilm인 경우 단 강도는 85MPa가 얻어졌다.강도는 다소 낮게 얻

어졌으나,Ti를 사용한 경우에는 목업 제조 후에 가장자리의 들뜸 상이 히 개선되

었다.그림 3-3-1-23은 상기 인터 이어를 사용하여 합된 W/FMS목업을 나타낸다.

한,그림 3-3-1-24는 해당 목업의 합 계면 미세조직을 보여 다.본 목업은 음 합

계면 비 괴 검사 후에 고열부하 열속성능 평가를 해 후가공이 진행 에 있다.

Ti인터 이어를 사용하여 제작한 W/FMS목업은 템퍼링 이후에도 강도의 큰 하

없이 합이 유지되었으나,일부 목업에서 가장자리 부분의 들뜸 상이 찰되었다.따

라서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고,재 성 있는 최 합 공정을 개발하기 한 후속 연구

가 다음 단계에서 수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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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21.Ti필름을 사용한 W/FMS 합 계면 미세조직

Thermal Expansion (Ti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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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22.W/FMS 합체 단 시험 시편 텅스텐 부분 면

Before Test 

Afte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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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23.W/FMS 합 목업:Cr+Ti(#101) Ti+Ti(#105)인터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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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24.W/FMS 합 계면 원소분포:Cr+Ti(#101) Ti+Ti(#105)인터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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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일차벽 합기술 검증 시험

(1)제작 성능 검증 평가용 열부하시험 장치 구축

고열부하 시험은 ITER블랑켓 일차벽 제조 검사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구축된 2차

KoreaHeatLoadTest(KoHLT-2)장비가 활용되었다.그림 3-3-1-25에서는 본 실험에 사

용된 KoHLT-2의 주요 component schematic을 도시하 다.이 설비는 700mm x100

mm의 형 mock-up에 해 0.46MW/m2의 열부하까지 인가할 수 있도록 80kW (DC

200V,400A) 원을 갖추고 있다. 한 120℃,3MPa의 고온 고압수를 공 할 수 있는

냉각수 공 장비가 별도로 구비되어 있다.chamber의 크기는 1.2m x1.2m x2.4m이

며,흑연히터를 보호하기 해 내부에 He가스를 충진하여 운 된다.mock-up시험 과

정 흑연히터 등의 온도 측정을 해,pyrometer와 IRcamera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내부의 진공압력도 별도의 진공게이지를 통해 측정한다.그림 3-3-1-26은 CCD camera로

측정한 내부 모습을 나타낸다.데이터 획득 장치로는 multifunctionmodule34901A

USB/GPIBinterfacecard82357B가 포함된 Agilent34980A가 사용되었고,히터 콘트롤을

해서 Agilent34970A를 독립 으로 사용하고 있다.모든 신호는 이러한 데이터 획득장

치를 거쳐 PC로 송되어 장 모니터하도록 구성되었다.KoHLT-2의 주요 설계 사양

은 표 3-3-1-3에 정리하 으며,기존에 사용하던 KoHLT-1시설과도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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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25.고열부하 시험 장비:KoHLT-2

.
，샤때
 
m 
”” 

헤
 이
 
” “ 

‘” 
。y 
g 

1 
CS 

M 



- 230 -

그림 3-3-1-26.고열부하 시험 장비:KoHLT-2내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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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3.고열부하 시험 장비 KoHLT-1 2의 주요 설계사양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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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FMS+FMS목업 제작 시험 (1.0MW/m
2
,1000사이클)

기 개발된 합법을 용하여 FMS-FMSmock-up제작 합 건 성 평가를 한

고열부하 시험조건 도출하고 시험을 수행하 다.

가열 실험을 해 80mm x80mm 역을 가열할 수 있는 흑연히터가 비되었다.

그림 3-3-1-27은 설치된 히터와 열량측정용 Cumock-up의 모습이다.Cumock-up은 히

터로부터 약 2mm 정도 떨어져 치하도록 설치되었다.3채 mock-up은 그림 3-3-1-

28과 같이 설치되었으며,히터와의 거리는 Cumock-up과 동일하게 2mm가 유지되도록

하 다.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일차벽 mock-up내벽온도를 측정하기 한 열 2개

냉각수 입출구 온도 측정을 한 열 2개 등 총 4개의 열 가 온도 측정에 사

용되었다.Cumock-up의 경우,내벽 온도용 3개,입출구 냉각수 온도 2개로 총 5개의

온도가 측정되었다.

Mock-up의 재질이나 표면 상태에 따라,흡수되는 열량,즉 인가되는 열부하가 달라

지므로, 류량을 증가시키면서 mock-up의 입출구 온도를 확인하 다.그림 3-3-1-29는

류량에 따라 mock-up에서 측정된 내벽 온도 냉각수의 입출구 온도,냉각수 입출구

온도로부터 계산된 열부하를 나타낸다.이때 인가된 류량은 50A,100A,150A,200

A,220A 이었으며,200A에서 220A 사이에서 mock-up에 입사된 열부하가 약 1.0

MW/m
2
가 됨을 확인하 다.이때,열량 측정용 Cumock-up에 입사된 열부하는 약 0.22

MW/m
2
다.측정된 열부하는 열손실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해석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인가된 열부하를 별도로 계산해 사용하고 있으며,다음의 에 그 과정 결과를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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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27.고열부하 시험 비:히터 Cumock-up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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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28.고열부하 시험 비:3채 mock-up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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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29.고열부하 시험 비:열부하 cal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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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된 3채 mock-up의 비해석과 동일한 조건 calibration된 원값을 이용하

여 고열부하 시험이 수행되었다.1.0,MW/m
2
의 열부하가 인가 되도록 약 215A의 류

를 인가하면서 매회 20cycle씩 실험을 진행하여 사이클이 1000회가 되도록 시험

이 진행되었다.표 3-3-1-4는 날짜별로 수행된 시험 사이클 수를 나타낸다.

mock-up에 인가되는 열부하에 의해 냉각수의 온도가 차 증가하기 때문에,한번의 shot

에 20-30cycle시험을 반복한 후 약 1시간가량 휴지기를 가지면서 시험을 진행하 고,

1000사이클까지는 총 8일이 소요되었다.그림 3-3-1-30은 1-20사이클 동안 측정된 온도

와 계산된 열부하를 나타내며,그림 3-3-1-31은 971-1000사이클 동안의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에서와 같이,최종 1000사이클 까지 아무런 이상 징후 없이 시험이 진행되었으며,

시험 종료 후 mock-up을 인출하여 육안검사를 수행하 다.그림 3-3-1-32는 시험 후 촬

한 mock-up의 사진으로 가열부에 남은 그을음 이외에는 이상이 없었다.8일간 수행된

모든 사이클 동안의 측정 온도와 열량은 부록 I에 첨부하 다.각각의 shot에 한 시험

결과보고서로 정리되었으며,시험 시의 특이 인가된 류 크기 등이 기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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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shot number cycle 수 누  cycle 수

2009.08.06 07 (10) 0

2009.08.07 08 20 20

2009.08.10

09 20

70

10 15

11 12

2009.08.11

12 20

180

13 30

14 30

15 30

2009.08.12

16 30

360

17 30

18 30

19 30

20 30

21 30

2009.08.13

22 30

570

23 30

24 30

25 30

26 30

27 30

28 30

2009.08.14

29 30

790

30 35

31 35

32 30

33 30

34 30

35 30

2009.08.17

36 30

1000

37 30

38 30

39 30

40 30

41 30

42 30

표 3-3-1-4.채 mock-up의 고열부하 시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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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30.채 mock-up의 고열부하 시험:1-20사이클 동안의

온도 열부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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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31.3채 mock-up의 고열부하 시험:971-1000사이클

동안의 온도 열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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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32.3채 mock-up의 고열부하 시험:1000사이클 후의 육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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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서 얻어진 온도 결과와 해석을 통한 결과를 비교하여,실제 인가된 열부하를

추정하는 데에 활용하 다.shot08 한 사이클의 온도 추이를 비교하 으며,열량측정

용 Cumock-up과 3채 mock-up에 해 각각 비교하여 그림 3-3-1-33과 그림 3-3-1-34

와 같이 도시하 다.Cumock-up의 경우,계산된 열부하는 0.22MW/m2에 불과했지만,

실제 계산과의 비교에서는 열부하가 0.6MW/m2인 경우에 해 온도 추이가 일치했다.

이는 실제 Cumock-up이 열손실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마찬가지 방법으로 3채

mock-up에 해 1MW/m
2
의 열부하를 인가하는 경우에 해 비교한 결과,측정된 열부

하와 일치하 으며,비교 열손실 없이 실험이 수행되었음을 보인다.다만,온도의 경우,

8mm 깊이를 가지는 열 가 원래 치를 이탈하여 다소 낮은 온도를 지시하는 것으

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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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33.모의결과와의 비교:Cumock-up시험 결과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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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34.모의결과와의 비교:3채 mock-up시험 결과와의

비교

Time “~J 

( 1.0 M‘ψ，，' ， 
-’∞1 
--，∞2 
•• Twin 



- 244 -

ITER에서 시험될 한국의 액체형 TBM의 제작법 개발을 해,구조재로 설계 제안된

FM강에 한 제작법 개발 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기 개발된 제작법 합법(HIP:

1050℃,100MPa2hr 후열처리)을 활용하여,mock-up 시편을 제작하고,고열부

하 시험을 통해 합 성능을 확인하 다.이는 ITER와 같이 고열부하가 인가되는 환경에

서 개발된 합법을 검증하기 한 것이다.

설계 변수를 활용한 비 해석을 통해 고열부하 시험 조건을 선정하고,KAERI에서

개발 운 인 KoHLT-2를 활용하여 고열부하 시험을 수행하 다.제작된 단일,2채

3채 mock-up 3채 mock-up에 해 80mm x80mm 흑연히터를 제작하여,

1.0MW/m
2
의 열부하에서 1000사이클 동안 시험을 수행하 다.이상 징후 없이 1000사

이클의 시험이 종료되었으며,시험 후 육안 검사를 통해 mock-up이 건 함을 확인하

다.이를 통해,기 개발된 합 조건 후열처리 조건은 TBM의 일차벽 제작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임을 검증하 으며,새로이 구축된 KoHLT-2의 안정 인 운 성능도 함께

검증되었다.

TBM 일차벽은 Be FM강으로 구성되어 있어,Be과 FM강 사이의 합 방법을 개

발 성능 검증은 다음 에서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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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e+FMS목업 제작 시험 (0.5MW/m
2
,1000사이클)

기 수행된 결과를 바탕으로 두 가지 Be+FMS목업 합 방법을 시도하여 성공하 고,

Be+FMS목업을 제작하여 고열부하 시험을 수행하 다.Be+FMS목업 고열부하 시험 후

Be타일이 이탈된 것이 확인되었으며,이는 UT,DT방법을 통해 분석되었고,이 결과는

향후 합조건 선정에 활용 할 계획이다.

(가)고열부하 시험 비 해석

3가지 합 조건에 따라,2가지 형상의 mock-up이 제작되었기 때문에,각각의 형상

에 따라 비해석을 별도로 수행하 다.본 에서는 그 과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기

술하 다.

① HIP 합된 Cu층 mock-up의 비해석

고열부하 시험 조건을 도출하기 해 ANSYS-CFX를 활용한 비해석이 수행되었다.

50mm 두께를 가지는 SS층과 합된 Be타일을 모의하 다.0.3mm의 두께를 가지는

Cu층은 별도로 모의하지 않았다.시험조건 선정을 한 일련의 비 해석은 선행된 블랑

켓 일차벽 개발과정에서 사용된 조건이 거의 동일하게 사용되었다.TBM이 사용될 운

조건을 고려한 시험보다는 합 건 성만을 평가하기 해,시험 장비인 KoHLT-1에서

가능한 냉각 조건과 가열 조건이 반 되도록 하 다.

고열부하 시험조건 선정을 해 그림 3-3-1-35와 같이,HIP 합된 Cu층 mock-up에

한 모델링을 CATIA를 활용하여 생성하 다.mock-up내부의 유동은 안정된 유동을

모의하기 해,입출구 부분을 충분히 길게 모델링하여 사용하 으며,입출구 반 편은

유동만 모의하 다.그림 3-3-1-36은 이러한 모델링을 이용해 생성한 mesh를 나타낸다.

모든 mesh는 hexa형태로 생성되었으며,고체 역과 유체 역은 각각 43,137개

66,717개의 element로 생성되었다.ANSYS-CFX입력 자료를 생산하기 해 사용된 SS의

물성치는 ITERMPH (MaterialPropertyHandbook)에 해 알려진 정보를 활용하 다.

생성된 mesh 물성치 정보를 활용하여 입력 자료를 생성하 다.그림 3-3-1-37은 입력

자료인 CFX-pre를 나타내며,모니터링 장을 해, 앙의 가열면에서의 온도(T

surface)와 열 가 삽입된 부분의 온도(TC01) 합면 바닥면의 온도가 추출되도

록 하 다. 한,측정 열량을 비교하기 해 냉각수 출구 온도도 별도로 추출할 수 있도

록 하 다.

모의된 조건은 표 3-3-1-5에 정리하 다.이 조건을 활용하여 HIP 합된 Cu층

mock-up모델에 한 transient해석이 수행되었으며, 사이클에 한 온도 상승 여

부를 찰하기 해 3cycle동안의 시험이 모의되었다.그림 3-3-1-38은 HIP 합된 Cu

층 mock-up에 한 해석 결과로,가열시의 centerplane에서의 온도 분포 3cycle동

안의 온도 추이를 도시한 것이다.3cycle동안 온도 추이가 반복되었으며,바닥면에서의

온도 상승이 되는 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가열면의 최 온도는 약 463℃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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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그림 3-3-1-39는 각 역별 세부 온도 분포를 나타낸다.Be타일의 온도는 앙부에

서 최 온도를 나타냈고,SS의 경우,최 온도가 424℃로 Be타일과는 40℃의 온도차

를 보 다.이러한 thermalfatigue실험에서는 된 열팽창에 따른 피로 (strain)값을

도출하고, 단에 이르는 cycle수를 구하여 실험 한계를 정해야 한다.이를 해서는 가

열시의 온도 분포 생성된 mesh를 구조해석용 코드인 ANSYS-mechanical로 import하

여,열팽창에 따른 구조해석이 수행되어야 하나,비교 낮은 열부하로 합 건 성만을

평가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 이기 때문에,별도의 구조해석 없이 1000사이클 동안의 열

부하 시험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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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35.HIP 합된 Cu층 mock-up의 비 해석:CATIA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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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36.HIP 합된 Cu층 mock-up의 비 해석:ICEM-CFDme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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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37.HIP 합된 Cu층 mock-up의 비 해석:CFX-pre

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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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Values

Heat flux 0.5 MW/m2

Water conditions

0.15 kg/sec

(0.77 m/sec)

0.1 MPa, 25 ℃

Heating conditions

30 sec heater-on

180 sec heating

30 heater-off

60 sec cooling

표 3-3-1-5.HIP 합된 Cu층 mock-up의 비 해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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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38.HIP 합된 Cu층 mock-up의 비 해석: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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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39.HIP 합된 Cu층 mock-up의 비

해석:세부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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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폭발 용 된 Cu층 mock-up의 비해석

HIP 합된 Cu층 mock-up과 동일한 방법으로 고열부하 시험 조건을 도출하기 해

ANSYS-CFX를 활용한 비해석이 수행되었다.25mm 두께를 가지는 FMS층과 합된

Be타일을 모의하 다.0.3mm의 두께를 가지는 Cu층은 별도로 모의하지 않았다.고열

부하 시험조건 선정을 해 그림 3-3-1-40과 같이,폭발 용 된 Cu층 mock-up에 한 모

델링을 CATIA를 활용하여 생성하 다.mock-up내부의 유동은 안정된 유동을 모의하기

해,입출구 부분을 충분히 길게 모델링하여 사용하 으며,입출구 반 편은 유동만 모

의하 다.그림 3-3-1-41은 이러한 모델링을 이용해 생성한 mesh를 나타낸다.모든 mesh

는 hexa형태로 생성되었으며,고체 역과 유체 역은 각각 46,310개 66,717개의

element로 생성되었다.ANSYS-CFX 입력 자료를 생산하기 해 사용된 SS의 물성치는

ITER MPH에 해 알려진 정보를 활용하 고,Eurofer를 기 으로 이용되었다.생성된

mesh 물성치 정보를 활용하여 입력 자료를 생성하 다.그림 3-3-1-42는 입력 자료인

CFX-pre를 나타내며,모니터링 장을 해, 앙의 가열면에서의 온도(Tsurface)와

열 가 삽입된 부분의 온도(TC01) 합면 바닥면의 온도가 추출되도록 하 다.

한,측정 열량을 비교하기 해 냉각수 출구 온도도 별도로 추출할 수 있도록 하 다.

모의된 조건은 HIP 합된 Cu층 mock-up과 동일하며,표 3-3-1-5에 정리하여 앞

에서 소개하 다.이 조건을 활용하여 폭발 용 된 Cu층 mock-up모델에 한 transient

해석이 수행되었으며, 사이클에 한 온도 상승 여부를 찰하기 해 3cycle동안

의 시험이 모의되었다.그림 3-3-1-43은 폭발 용 된 Cu층 mock-up에 한 해석 결과로,

가열시의 centerplane에서의 온도 분포 3cycle동안의 온도 추이를 도시한 것이다.3

cycle동안 온도 추이가 반복되었으며,바닥면에서의 온도 상승이 되는 상은 발견

되지 않았다.가열면의 최 온도는 약 387℃로 나타났다.그림 3-3-1-44는 각 역별 세

부 온도 분포를 나타낸다.Be타일의 온도는 앙부에서 최 온도를 나타냈고,FMS의

경우,최 온도가 350℃로 Be타일과는 37℃의 온도차를 보 다.HIP 합된 Cu층

mock-up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구조해석은 수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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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40.폭발 용 된 Cu층 mock-up의 비 해석:CATIA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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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41.폭발 용 된 Cu층 mock-up의 비 해석:ICEM-CFD

me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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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42.폭발 용 된 Cu층 mock-up의 비 해석:CFX-pre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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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43.폭발 용 된 Cu층 mock-up의 비 해석:온도

분포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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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44.폭발 용 된 Cu층 mock-up의 비 해석:세부

온도 분포

Temperature 
\1"'.1 flux) 

J I1 .3 

1$2.1 

118 . 1 

J ’3 ‘ 

‘68 . 8 

1<1 

1‘ ... 
…” ." 

”’· 

• • 

“ 

'" . 
• 

1‘ ·… ‘ ” M' 

” ‘ 

” 

”’ 

“’ m 

[ 3 c 

Temperature 
\1 .... 1 f1u~) 

J I1 . ] 

1$2.7 

171 . I 

m ‘ 

368 . 8 

1<, 

’‘·ν. 
’” ." 

"" 
M ' 

‘’ 

‘" • 
R 

’‘·… ‘” ~. 

” ’ 

” 

•• • 

“’ -

c c 

l ’ 1 

~ . 

m 

t 

i 

l ’ 1 

~. 

m 

r 

i 



- 259 -

(나)고열부하 시험 결과

본 에서는 시험에 사용된 장비,KoHLT-1의 개략 인 소개와 mock-up의 설치 과정

등을 기술하 다.이후,각 mock-up에 해 수행된 고열부하 시험 결과를 기술하고,이를

해석 결과와 비교하 다.

① 고열부하 시험 장비 (KoHLT-1) 시험 비

고열부하 시험에는 ITER블랑켓 일차벽 제조 검사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구축된 1

차 KoreaHeatLoadTest(KoHLT-1)장비가 활용되었다.그림 3-3-1-45에는 본 실험에

사용된 KoHLT-1의 주요 component를 도시하 다.이 설비는 80mm x80mm의 소형

mock-up에 해 0.7MW/m
2
이상의 열부하까지 인가할 수 있도록 60kW (DC 200V,

400A) 원을 갖추고 있다.별도의 고온 고압수공 계통이 없기 때문에, 기압 상온 조

건의 냉각수만을 공 할 수 있다.chamber의 크기는 118cm x29cm x32cm이며,흑

연히터를 보호하기 해 내부에 He가스를 충진하여 운 된다.mock-up시험 과정

흑연히터 등의 온도 측정을 해,pyrometer와 IRcamera등이 설치되어 있으며,내부의

진공압력도 별도의 진공게이지를 통해 측정한다.데이터 획득 장치로는 multifunction

module34901A USB/GPIBinterfacecard82357B가 포함된 Agilent34980A가 사용되

었고,히터 콘트롤을 해서 Agilent34970A를 독립 으로 사용하고 있다.모든 신호는

이러한 데이터 획득장치를 거쳐 PC로 송되어 장 모니터하도록 구성되었다.

그림 3-3-1-46과 같이,가열 실험을 해 80mm x80mm 역을 가열할 수 있는 흑

연히터가 비되었다.HIP 합된 Cu층 mock-up의 경우에는 반 편에 열량측정용 Cu

mock-up을 설치하여 사용하 다.이는 독립 인 열량 측정을 통해 인가된 열부하 계산에

참고할 뿐 아니라,히터로부터의 열이 외부로 반사,복사 등을 통해 손실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하기 함이다.Cumock-up은 히터로부터 약 2mm 정도 떨어져 치하도록 설

치되었으며,시험 mock-up도 같은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 다. 한,Cumock-up에는 내

벽 온도 측정용 열 3개와 입출구 냉각수 온도를 측정하기 한 열 2개를 이용

하여,총 5개의 온도가 측정되었다.폭발 용 된 Cu층 mock-up은 2개를 동시에 시험

하기 해,히터 양쪽에 2개의 mock-up을 히터와 2mm 간격으로 설치하여 시험하 으

며,별도의 열량 측정용 Cumock-up을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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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45.고열부하 시험 장비:KoHL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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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Spec. Remark

Graphite heater R8710

Power [kW] 60
200 V, 400 A

(after upgrade)

Max. heat flux 

[MW/m2]
0.7 or more  

smaller area generate

higher heat flux

Max. target area [m2] > 0.25 x 0.08

Coolant condition

0.1 MPa

room temperature
about 11 ℃

2.0 MPa

100 ℃
on updating

Chamber [cm] 118 x 29 x 32
with vacuum pump 

and He supply

Instrument
Agilent 34980A

Agilent 34970A

15 TCs

2 flowmeters

others installed in Be-controlled room

표 3-3-1-6.KoHLT-1의 주요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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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46.고열부하 시험 비:히터 Cumock-up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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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HIP 합된 Cu층 mock-up의 고열부하 시험

앞서 제작된 흑연 히터 Cumock-up에 그림 3-3-1-47과 같이 HIP 합된 Cu층

mock-up이 설치되었으며,선행된 비해석과 동일한 조건을 고열부하 시험이 수행되었

다.0.5MW/m2의 열부하에 도달하도록 류를 50A,100A,120A,150A,180A,210

A,240A로 증가시켜 가면서 열부하를 측정하는 calibration과정이 열부하 시험에 앞서

수행되었다.이 때,측정된 열부하는 0.07-0.5MW/m
2
으며,최종 으로 약 240A에서

시험이 수행되었다.그림 3-3-1-48은 이러한 calibration과정에서 측정된 온도 이 때

계산된 열부하를 나타낸다.그림 3-3-1-49는 마지막 calibrationshot 1-5사이클 동안

측정된 온도와 계산된 열부하를 나타내며,그림 3-3-1-50은 89-100사이클 동안의 결과를

나타낸다.모든 사이클 동안의 온도 열부하,시험 동안의 특이 사항 등은 부록 I에 시

험 보고서 형식으로 첨부하 다.그림에서와 같이,첫 5사이클 동안은 온도 상승 없이

Be타일의 온도가 약 420℃로 모의 결과와 유사하 다.그러나 시험이 반복될수록 온도

가 상승하면서 100사이클에 이르러서는 600℃까지 온도가 상승하 다.이는 Be타일의

일부가 delamination된 징후로 볼 수 있으며,이에 따라 시험을 종료하고 mock-up을

chamber로부터 인출하여 육안검사를 수행하 다.그림 3-3-1-51에서 보는 바와 같이,외

형상으로는 아무런 이상 징후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합면에서의 이상 유무를 별하기

해 음 를 활용한 비 괴 검사와, 합면에서 시편을 추출하여 괴검사를 수행하

고,그 결과는 4장에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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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47.HIP 합된 Cu층 mock-up의 고열부하 시험:히터 mock-up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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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shot number cycle 수 누  cycle 수

2009.10.05 256 (14) 0

2009.10.06

257 (1), 5

258 45 50

2009.10.07

259 35

260 3 88

2009.10.08

261 (2)

262 12 100

표 3-3-1-7.HIP 합된 Cu층 mock-up고열부하 시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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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48.HIP 합된 Cu층 mock-up의 고열부하 시험:

열부하 cal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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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49.HIP 합된 Cu층 mock-up의 고열부하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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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50.HIP 합된 Cu층 mock-up의 고열부하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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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51.HIP 합된 Cu층 mock-up의 고열부하 시험:시험 후

육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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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서 얻어진 온도 결과와 해석을 통한 결과를 비교하여,실제 인가된 열부하를

추정하는 데에 활용하 다.shot257 처음 4사이클의 온도 추이를 비교하여 그림

3-3-1-52와 같이 도시하 다.0.5MW/m
2
에 계산된 열부하에 해 실험 결과와 온도 추이

가 일치함을 확인하 다.그러나 앞서 실험 결과에서 언 한 바와 같이,사이클이 될

수록 측정된 온도는 600℃를 넘었으며,이는 모의 결과와도 일치하지 않는 값이다.따라

서 이는 mock-up내부의 이상 징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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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52.HIP 합된 Cu층 mock-up의 고열부하 시험:모의 결과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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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폭발 용 된 Cu층 mock-up의 고열부하 시험

앞서 제작된 흑연 히터 Cumock-up에 그림 3-3-1-53과 같이 폭발 용 된 Cu층

mock-up이 설치되었으며,선행된 비해석과 동일한 조건을 고열부하 시험이 수행되었

다.0.5MW/m2의 열부하에 도달하도록 류를 50A,100A,120A,150A,180A,210

A로 증가시켜 가면서 열부하를 측정하는 calibration과정을 수행하 다.이 때,측정된

열부하는 0.02-0.5MW/m
2
으며,최종 으로 약 210A에서 시험이 수행되었다.그림

3-3-1-54는 이러한 calibration과정 첫 2사이클 동안의 측정된 온도 이 때 계산된

열부하를 나타낸다.그림 3-3-1-55는 3-12사이클 동안 측정된 온도와 계산된 열부하를 나

타내며,그림 3-3-1-56은 951-1000사이클 동안의 결과를 나타낸다.모든 사이클 동안의

온도 열부하,시험 동안의 특이 사항 등은 부록 I에 시험 보고서 형식으로 첨부하

다.그림에서와 같이,첫 12사이클 동안 온도 상승 없이 Be타일의 온도가 약 320℃로

모의 결과와 유사하 으며,최종 목표인 1000사이클까지도 특이한 온도 상승은 없었다.

1000사이클에서 시험을 종료하고 mock-up을 chamber로부터 인출하여 육안검사를 수행

하 다.그림 3-3-1-57에서 보는 바와 같이,외형상으로도 아무런 이상 징후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합면에서의 이상 유무를 별하기 해 음 를 활용한 비 괴 검사와,

합면에서 시편을 추출하여 괴검사를 수행하 고,그 결과는 4장에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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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53.폭발 용 된 Cu층 mock-up의 고열부하 시험:히터 mock-up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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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shot number cycle 수 누  cycle 수

2009.10.22

263 (13), 2

264 10 12

2009.10.26

265 13

266 25

267 25 75

2009.10.27

268 50

269 50

270 50 225

2009.10.30

271 100

272 50 375

2009.10.31 273 75 450

2009.11.02

274 100

275 50 600

2009.11.03

276 69

277 2

278 29 700

2009.11.04

279 100

280 50 850

2009.11.05

281 100

282 50 1000

표 3-3-1-8.폭발 용 된 Cu층 mock-up고열부하 시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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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54.폭발 용 된 Cu층 mock-up의 고열부하 시험:

열부하 cal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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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55.폭발 용 된 Cu층 mock-up의 고열부하 시험:3-12

cycle

T"'''' ".,,_"""', 
o T8M o.JFMS.56 (cy<“ .3_12) 

o r r r 

o 

o 

o 
8 

8 

4 

2 

o 
、니 

애
 m 
m 
m 

〔U
」egeage 

E
-
-
-
-
띠
 

'" 끓o 
응응 o 
U:;; o 

3앵 

Time [‘"J 

T- · 2‘ 4 ‘• P?,-,Z@@· 

T8M BoIf MS .51 (cy<‘ U.121 

"'" "∞ 1500 2000 
Time [secl "∞ s∞ 

[J4oo 
~ ..... 
뚫였 
g§ιg‘ 

UE 100 
E 

끓3: 
:g o‘ 
ε 



- 277 -

그림 3-3-1-56.폭발 용 된 Cu층 mock-up의 고열부하 시험:

951-1000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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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57.폭발 용 된 Cu층 mock-up의 고열부하

시험:시험 후 육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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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서 얻어진 온도 결과와 해석을 통한 결과를 비교하여,실제 인가된 열부하를

추정하는 데에 활용하 다.shot264 처음 3사이클의 온도 추이를 비교하여 그림

3-3-1-58과 같이 도시하 다.0.50MW/m
2
에 계산된 열부하에 해 실험 결과와 온도 추

이가 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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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58.폭발 용 된 Cu층 mock-up의 고열부하 시험:모의 결과와의 비교

surface heat ftux: 0.5 M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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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괴 비 괴 검사를 통한 제작법 검증

① 비 괴 검사 결과

HIP 합된 Cu층 mock-up의 고열부하 시험 결과,시험 도 에 측정된 온도에서는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으나,시험 후 육안 검사에서는 아무런 이탈 부 를 발견할 수 없었

다.이에 따라,비 괴 검사를 다음과 같이 수행하여,Be타일 합면의 이탈 여부를 확

인하 다.비 괴 검사에 사용된 음 장비들은 블랑켓 일차벽 개발 단계에서 사용된

음 센서 스캐닝 시스템을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 다.그림 3-3-1-59와 같이,수조

내에 mock-up을 담그고,자동화된 scanner를 이용하여 검사가 진행되었다. 음 센서

는 주 수 10MHz,Size0.25inch로서 직경 3mm 합 불량 결함 탐지가 이미 검증된

것을 사용하 다.사용된 음 장치 구성으로서 펄스 리시버는 Panametrics-NDT사의

Model5800장치,AD 변환기로는 SonixSTR81G (샘 링 속도 1GHz), 음 신호 수

집 이미징 S/W는 Winspec를 사용하 고,Scanning장치는 3축 제어 가능한 수조 탱

크와 모타 제어 치정보 수집 장치인 Galil보드를 사용하 다.

그림 3-3-1-60과 그림 3-3-1-61에는 시험에 사용된 두 종류의 mock-up에 해 음

스캐닝 결과를 각각 도시하 다. 합면에서의 결함 탐지를 해,Betile표면에서 음

스캐닝을 수행하 으며, 의 그림들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 다.검사 결과,HIP 합

된 Cu층 mock-up에서는 우측 하단에 결함으로 보이는 상이 나타났으며,나머지 부분에

서는 이탈 징후가 없는 것으로 단되었다.그러나 시험 시 온도 측정 결과로 보면,상당

부분의 Be타일이 이탈되어 온도가 상승한 것으로 단되며, 괴 검사를 통해 실제

이탈 여부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폭발 합된 Cu층 mock-up의 검사 결과에서는

#56의 경우,우측 반쪽이 체 으로 이탈되었고,#57의 경우, 체 부 에서 타일이 이

탈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고열부하 시험 과정에서는 온도 상승이 미미하 기 때문

에,이 부분도 괴 검사를 통한 이탈 여부 단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단되었다.이에

따라,부분 으로 시편을 가공하여 육안 미세조직 확인하는 고 검사를 수행하 고,

그 결과를 다음 에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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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59.비 괴 검사:비 괴 검사 장비 검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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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60.비 괴 검사:HIP 합된 Cu층 mock-up의 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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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61비 괴 검사:폭발 용 된 Cu층 mock-up의 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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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괴 검사 결과

고열부하 시험 결과 비 괴 검사 결과 검증을 해 최종 으로 제작된 mock-up의

특정 부 에서 시편을 추출하여 육안 검사 미세 조직 검사를 수행하 다.그림

3-3-1-62는 HIP 합된 Cu층 mock-up의 비 괴 검사에서 상이한 결과를 보여 두 부

(innerpart,outerpart)를 지정하고,8mm x8mm 시편을 가공한 모습을 나타낸다.시

편 가공 후 육안 검사를 통해 innerpart는 완 히 분리된 것으로 확인하 고,outerpart

는 합된 상태가 유지되었음을 확인하 다.이는 비 괴 검사에서 제시한 결과와 완 히

반 되는 것이다. 한,outerpart의 경우도,외 상으로는 합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

으나,SEM 분석 결과 (그림 3-3-1-63),계면 합이 불완 한 것으로 명되었다.제조시

에는 shearstrength가 190MPa정도로 비교 합이 잘 이루어졌다고 단된 mock-up

임에도 불구하고,분리된 계면이 Be/ 간층 역이 아닌 Cu층/ 간층 역이었다.이는

고열부하 시험 에 온도 상승으로 인해 Be확산이 CuCrZr계면에서 취화층을 발생시켰

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폭발 용 된 Cu층 mock-up에 해서도 괴 시험을 수행하 다.

두 mock-up 비 괴 시험 시 합면의 반 정도가 이탈된 것으로 단되었던 #56

mock-up을 사용하 다.그림 3-3-1-64는 폭발 용 된 Cu층 mock-up#56의 비 괴 검사

에서 상이한 결과를 보여 두 부 (좌측,우측)를 지정하고,8mm x8mm 시편을 가

공한 모습을 나타낸다.시편 가공 후 육안 검사를 통해 좌측 부 는 완 히 분리된 것으

로 확인하 고,우측 부 는 합된 상태를 유지함을 확인하 다.이는 비 괴 검사에서

제시한 결과와 완 히 반 되는 것이다.SEM 분석 결과 (그림 3-3-1-65),계면 합에서

특이한 이탈은 발견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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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62. 괴 검사:HIP 합된 Cu층 mock-up의 시편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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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nnerpart

(b)outerpart

그림 3-3-1-63. 괴 검사:HIP 합된 Cu층 mock-up의 괴 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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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64. 괴 검사:폭발 용 된 Cu층 mock-up의 시편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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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우측 시편

(b)좌측 시편

그림 3-3-1-65. 괴 검사:폭발 용 된 Cu층 mock-up의 괴 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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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찰

비 괴 검사에서 제시된 결과와 반 인 결과를 괴 검사를 통해 확인하 다.이는

블랑켓 일차벽 개발 시 사용하지 않은 0.3mm의 Cu층에 의해 상차가 생긴 것으로

단되며,블랑켓 일차벽에서 사용한 상 역을 비교 두꺼운 Cu 간층을 사용하는 경

우에 직 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오히려,이러한 상차를 고려

해 반 로 해석하여 건 성 부 를 찾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괴 검사

를 수행하지 않은 폭발 용 된 Cu층 mock-up#57만이 고열부하 시험에도 불구하고 건

성을 유지한 것으로 단되며,나머지 두 mock-up은 시험 간 혹은 시험 종료 후에

이탈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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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결론

액체형 TBM 일차벽 제작법 개발을 해 Be/FMS 합방법 일부가 고열부하 시험

을 통해 검증되었다.0.3mm의 Cu층을 HIP(HotIsostaticPressing)혹은 폭발 용 을

통해 FMS에 합하고,1μm-Ti/0.5μm-Cr/5μm-Cu혹은 1μm-Cr/5μm-Cu으로 Be타일에

interlayer를 코 한 후,두 재료를 HIP 합하여 총 3개의 mock-up을 제작하 다.시험

에는 블랑켓 일차벽 제작법 개발 과정에서 개발된 KoHLT-1장비가 사용되었고,시험 조

건은 블랑켓 일차벽 개발과정에서 사용한 방법과 동일하게 도출되어, 기압 25℃ 냉각

수를 0.15kg/sec의 유량으로 흘리면서,0.5MW/m2의 열부하에서 1000사이클 동안 건

성을 유지하는 지 여부를 통해 합 건 성을 검증하 다. 이러한 조건들은

ANSYS-CFX해석을 통해 도출되었으며,시험 시 mock-up에서 측정된 온도와 비교하여

실험의 정확성을 확인하 다.

HIP 합된 Cu층 mock-up은 약 100회의 열부하 인가 후 온도 상승으로 시험을

단하 고,비 괴 괴 검사를 통해 합부 의 이탈을 확인하 다.폭발 합된 Cu

층 mock-up의 경우는 1000회의 열부하 인가를 수행하 으나,비 괴 괴 검사를 통

해 1μm-Ti/0.5μm-Cr/5μm-Cu 간층의 경우는 합면이 이탈되었고,1μm-Cr/5μm-Cu

간층은 합 건 성을 유지하 음을 확인하 다.

본 연구를 통해,Be/FMS 합 시 사용가능한 방법을 확인하 으며,블랑켓 일차벽에

용된 비 괴 검사법이 얇은 Cu층이 있는 구조물에 용될 때 상차를 고려해야 한다

는 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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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TBM 본체제작법 개발

가.소형 목업 제작 시험

ITERTBM FW의 제작 과정을 검증하기 하여 소형 목업(Mock-up)3종을 설계

제작하 고 이들의 제작성을 검증하 다.소형 목업은 단일 냉각 로를 가지는 직선형 구

조,이 냉각 로 가지는 직선형 목업 그리고 단일 냉각 로를 가지는 U-자형의 목업을

설계 제작하 다.각각의 소형 목업은 냉각 로를 갖는 면부, 면부의 덮개 그리고

지지구조 형태의 후면부의 3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소형 목업의 냉각 로의 크기

는 ITERTBM FW의 냉각 로와 동일한 형태인 20mm 폭을 가지며 10mm의 높이를

갖는 사각 로이다.소형 목업의 제작과정은 3개의 부품을 제작한 후, 면부와 덮개를

TIG용 한 후 용 한 면을 기계가공한 후 그 면과 후면부의 합은 HIP을 이용하여

합한다.U-자형 소형 목업의 제작과정의 순차도를 그림 3-3-2-1에 나타내었다.단일 냉각

로를 가지는 직선형 구조,이 냉각 로 가지는 직선형 목업 그리고 단일 냉각 로를

가지는 U-자형의 목업 제작을 한 설계도를 그림 3-3-2-2~그림 3-3-2-4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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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ding
(Front Plate + Cover plate)

Machining
(Three component)

Front plate

Cover plate

Back plate

Hip 
(Welded Plate + Back plate)

그림 3-3-2-1.U-자형 소형 목업의 제작 과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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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직선형 구조의 단일 냉각 로의 소형 목업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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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3.U-자형 구조의 단일 냉각 로의 소형 목업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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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4.직선형 구조의 이 냉각 로의 소형 목업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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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FMS(FerriticMatensiteSteel)재질의 속을 이용하여 소형 목업을

제작하 다.3종류의 소형 목업은 각각 3개의 부품을 기계 가공하여 제작한 후 TIG 용

HIP을 이용하여 제작하며,그림 3-3-2-5에 제작된 U-자형 소형목업의 부품들을 나

타내었다.소형목업 제작 과정에서 면부와 덮개를 용 한 후 용 의 건 성을 확인하기

해 헬륨(He) 설 시험을 수행하 다. 면부와 덮개가 용 된 상태는 냉각 로가 생성

되고 양 끝단은 개방된 상태이며,헬륨 설 시험을 수행하기 해 개방된 한 곳은 속

으로 폐하고 다른 한 곳은 헬륨 설 시험 장치에 부착한 후 용 부분에 헬륨가스

를 분사하면서 설 시험장치의 가스농도를 측정하여 설 여부를 측정한다.헬륨 설

시험을 하여 제작된 목업과 이를 이용하여 설 시험 인 사진을 그림 3-3-2-6과 그

림 3-3-2-7에 나타내었다.헬륨 설 시험 후 HIP 합을 수행하기 에 합체의 외부를

속 으로 감싸는 작업을 캐닝(canning)이라 하며, 면부와 덮개를 용 한 블록과 후면

부를 HIP 합하기 하여 캐닝하 으며 캐닝 된 한쪽 면에 합체와 캐닝 안의 가스

를 배출하기 한 1/8“의 튜 를 장착하 다.단일 냉각 로를 갖는 U-자형 목업이 캐

닝 된 사진을 그림 3-3-2-8에 나타내었다.HIP 합은 1050℃ 온도와 100Mpa압력에서

2시간 동안 수행되며, HIP 이후에 합체 물질의 특성을 되살리기 한 작업

(normalizingandtempering)을 수행하며 FMS재질의 소형목업의 HIP 합 조건을 그림

3-3-2-9에 나타내었다.HIP 합 후의 소형 목업 3종의 사진을 그림 3-3-2-10에 나타내었

고 HIP 합은 1/8”튜 의 하단이 압착된 모습으로 정상 으로 진행되었으리라 추측되

어지며 캐닝한 속체를 제거한 후 외형 검사 압력시험을 수행하여 합이 정상 으

로 이루어졌는지 결론을 내릴 것이다.디캐닝(Decanning)하여 제작이 완성된 소형 목업 3

종의 사진을 그림 3-3-2-11에 나타내었고,제작의 건 성을 확인하기 하여 압력시험을

수행하 다.소형 목업의 제작 건 성은 목업에 50bar이상의 수압으로 시험을 수행하

으며,3종의 소형 목업은 정상 으로 제작이 되었음을 확인하 다.U-자형 소형 목업에

하여 압력 시험을 수행하는 사진을 그림 3-3-2-12에 나타내었다.소형 목업이 제작되어

지는 부품 제작,용 ,헬륨 설 시험,기계가공,캐닝 작업,HIP 합,디캐닝 작업

성능 시험 등의 일련의 과정을 그림 3-3-2-13에 정리되어 보여주며,그림 3-3-2-14는 제작

완료된 U-자형 소형 목업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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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5.제작된 U-자형 구조의 소형 목업 부품



- 299 -

그림 3-3-2-6. 면부와 덮개가 용 된 상태의 U-자형 구조의 소형 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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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7.헬륨 설 시험 인 U-자형 구조의 소형 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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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8.캐닝된 U-자형 구조의 소형 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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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9.HIP 합의 온도 압력 조건

__ T.η.，.…· 

Pressure 

950 0C. 2 hι 

… 

• 
….cuum 

/.，끼쩌 

’‘ .• CUU'" 

normBliz#".‘1 
•• 

… .. ~nglot m.… .. ~어.썩 
·‘~ .. ur.∞@이 -

‘ #PP;‘g 



- 303 -

그림 3-3-2-10.HIP 합이 완료된 소형 목업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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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1.HIP 합된 목업을 기계 가공을 수행하여 완성된 소형 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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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2.제작된 소형 목업의 압력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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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3.소형 목업의 제작 과정도

Parts fabrication Welding He leak test Machining 

Water pressure test Decanning Hipping Cann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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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4.제작 완료된 U-자형 구조의 소형 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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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형 목업의 제작 시험

앞 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소형목업의 제작 검증을 통하여 목업의 제작 방법을

확인하 다.이를 토 로 TBM FW의 실제 크기의 1/6크기의 형 목업을 제작하 다.

1/6크기 목업(1/6-scalemock-up)은 TBM FW의 폭과 깊이는 동일하며 높이만 1/6크기

의 형상이며,목업은 폭(width)444mm,길이(length)435mm,높이(height)260mm 이

며 폭 20mm,높이 10mm 인 냉각 로가 10개인 구조로 되어 있다.1/6-scalemock-up

은 냉각 로를 갖는 면부, 면부의 덮개 그리고 지지구조 형태의 후면부의 3개의 부품

으로 구성되어 있다.1/6-scalemock-up의 제작과정은 소형 목업의 제작과정과 동일하게

3개의 부품을 제작한 후, 면부와 덮개를 TIG용 한 후 용 한 면을 기계가공한 후 그

면과 후면부의 합은 HIP을 이용하여 합한다.1/6-scalemock-up의 제작과정의 순차

도를 그림 3-3-2-15에 나타내었다.1/6-scalemock-up제작은 FMS블록의 구입에 어려움

이 있어 FMS와 물리 성질이 유사하고 국내구입이 가능한 SS316로 제작하 다.

1/6-scalemock-up제작은 실린더 형태의 블록을 구입한 후,이를 단조 가공하여 사각

블록의 형태로 가공한 후 1/6-scalemock-up제작을 한 면부, 면부 덮개,후면부

구조체의 3개의 부품을 가공한 후 TIG 용 과 HIP 합을 이용하여 제작하 다.

1/6-scalemock-up제작을 한 완성품 각 부품도에 하여 설계하 다.그림 3-3-2-

16은 1/6-scalemock-up의 제작도이고,그림 3-3-2-17은 10채 의 냉각 로가 있는 면

부이며 그림 3-3-2-18는 면부의 덮개 부분과 목업의 후면부룰 각각 나타내었다.각 부품

도의 설계 제작은 제작 후 후 표면 가공을 하여 1/6-scalemock-up완제품의 치수

보다 폭,길이,높이 부분을 각각 1mm,1mm,2mm 크게 설계 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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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ding
(Front Plate + Cover plate)

Machining
(Three component)

Front plate

Cover plate

Back plate

Hip 
(Welded Plate + Back plate)

그림 3-3-2-15.1/6-scalemock-up의 제작 과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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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6.1/6-scalemock-up의 설계도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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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7.1/6-scalemock-up 면부의 설계도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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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8.1/6-scalemock-up 면부 덮개 후면부의 설계도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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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scalemock-up의 면부와 후면부 제작은 SS316블록을 사용하며 블록 가공의

용이성과 가공의 오차를 이기 하여 와이어 단 공법을 이용하여 제작한다.그림

3-3-2-19에 1/6-scalemock-up의 면부와 후면부 가공을 한 블록의 형상을 나타내었으

며,사진은 면부의 뒷면 (냉각 로를 가공할 면)과 후면부의 앞면을 와이어 단으로

가공한 상태이다.그림 3-3-2-20은 목업 면부의 덮개를 가공한 부품을 나타내었다. 그

림 3-3-2-21에 목업의 면부에 10채 의 냉각 로를 가공한 사진과 면부에 면부 채

을 TIG 용 을 이용하여 합하는 과정의 사진을 나타내었다.그림 3-3-2-22에 목업의

면부에 냉각채 을 용 한 후 표면을 기계 가공을 하 고 면부와 덮개의 용 의 건

성을 검증하기 한 헬륨 설 시험을 한 포트를 장착하 다.헬륨 설 시험은

1x10-11mbar이하의 역에서 설 검증 시험을 수행하 고 그림 3-3-2-23에 헬륨 설

시험을 수행하는 장비와 과정을 나타내었다.1/6-scalemock-up의 면부, 면부 덮개

그리고 후면부 부품의 제작과정과 용 과 시험을 거쳐 목업에 제작되어지는 과정의 차

도를 그림 3-3-2-24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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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9.와이어 단으로 가공된 1/6-scalemock-up 면부와 후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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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0.제작된 1/6-scalemock-up 면부의 덮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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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1.제작된 면부와 TIG용 합 인 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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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2.TIG용 과 기계 가공이 수행된 1/6-scalemock-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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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3.헬륨 설 시험 인 1/6-scalemock-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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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4.1/6-scalemock-up의 제작 과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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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매니폴드의 제작 시험

1/6-scalemock-up의 유량 시험을 수행하기 해 매니폴더를 설계 제작하 다.매

니폴더는 하나의 입력 포트로 유체가 인입되어 10개의 출력 포트로 유체가 분배되는 구

조이며,입력 포트로 인입되는 유체가 출력단에 균등하게 분배되게 설계 제작하 다.

ANSYS-CFX를 이용하여 유체가 10개의 출력 포트에서의 유체의 분포가 균등하도록 설

계하 으며, 한 매니폴드의 구조가 실제 제작 가능하도록 매니폴드의 내부 구조를 설계

하 다.설계된 매니폴드는 입력 포트와 출력 포트 사이에 4개의 가로막이 있는 구조로

하나의 본체와 덮개의 형태로 구성되었다.그림 3-3-2-25에 설계된 매니폴드를 나타내었

다.매니폴드는 폭 26mm,높이 18mm인 입력 포트,폭 20mm,높이 10mm인 10개

의 출력 포트 4개의 가로벽이 있는 구조의 본체와 덮개로 구성되었다.매니폴드 본체

와 덮개는 TIG 용 으로 합하 고,제작된 매니폴드의 사진을 그림 3-3-2-26에 나타내

었다.CFX를 이용하여 입력 포트에 1.4m/sec의 속도로 유체가 인입될 때 출력 포트에

서의 유체 분포를 계산하 다.계산된 유체의 분포는 출력 포트의 바깥에서 보다 큰 유체

분포를 나타내었고 안쪽과의 편차는 5% 이내 이다.계산된 결과를 그림 3-3-2-27에 나타

내었다.제작된 매니폴드의 유체 분배 특성 시험을 수행하 다.유체 분배 시험 장치는

가압 물탱크,밸 시스템 그리고 10-채 의 투명 수조를 이용하여 구성하 고 시험 장치

를 그림 3-3-2-28에 나타내었다.유체 분배 시험은 입력 포트에 일정한 유속의 물을 인입

한 후 10개의 출력 채 에서 주어진 시간에서 유출되는 물의 양을 측정하여 측정된 결

과와 계산의 결과와 비교하 다.유체 분배 특성 실험은 매니폴드에 인입되는 유속은

16.2cm/sec의 조건에서 수행되었다.매니폴드는 목업의 입력단과 출력단의 양단에 부

착되어 지므로 이에 필요한 2개의 매니폴드를 제작하 고,유체 분배 시험도 2개의 매

니폴드에 해서 시험을 수행하 다.시험의 결과는 10-채 의 수조에 장된 유량으로

측정되며,결과를 비교하기 하여 측정된 유량의 값을 표 화(normalize)하 다.제작된

매니폴드-1과 매니폴드-2에 하여 유량 분배 시험의 결과와 계산의 결과를 그림 3-3-2-2

9,그림 3-3-2-30에 나타내었다.시험 결과는 모의 계산했던 결과와 비슷하게 매니폴드의

양단에서 많은 유량이 분배되어 짐을 나타내었으나 정량 인 값에 해서는 오차를 나타

내었다.오차의 원인은 매니폴드의 입력단과 출력단 간의 길이가 짧아 출력단에서 부하가

무 작아 인입되는 유속이 불안정할 때 생길 수 있으며,매니폴드 설치 시 매니폴드가

평형을 이루지 못 할 때 채 간 유량에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리라 추정된다.제작된 두

개의 매니폴드는 매우 유사한 시험 결과를 보임으로서 매니폴드는 설계도와 동일하게 정

상 으로 제작되었으리라고 추정된다. 제작된 매니폴드를 1/6-크기 목업(1/6-scale

mock-up)에 장착하여 유속 분배 시험을 수행하 다.1/6-scalemock-up과 매니폴드를 연

결하여 측정한 시험 결과는 매니폴드만 가지고 시험하 던 결과와 동일하게 매니폴드 양

단에서 많은 유량이 측정되었고,양단과 가운데 부분의 유량의 차이도 모의 계산 결과와

오차도 크지 않았다.1/6-scalemock-up과 매니폴드를 장착하여 측정한 유량 분배 시험

결과와 모의 계산의 결과를 그림 3-3-2-3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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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5.Designofthemanif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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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6.Photoofthefabricatedmanif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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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7.Expectedflow distributionbyCFXanalysis

v“∞" 
~-‘” 

” 

." 

h ‘ ’1 

0.072 

0.071 -h l 

0.07 

0.069 

α068 

0.067 

0.066 +에{ 

0.065 

2 3 4 5 6 1 8 9 • o 



- 324 -

그림 3-3-2-28.Anexperimentalloopforthefluiddistributiontestofamanif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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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9.Afluiddistributiontestwithmanif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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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30.Afluiddistributiontestwithmanif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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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31.Afluiddistributiontestwithmanif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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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온고압 헬륨 냉각재 기술 개발

TBM의 냉각재로는 고온고압의 헬륨이 사용되고 있다.보조계통의 설계,제작,운 을

해서는 고온고압의 헬륨을 공 할 장비의 핵심부품,운 경험,설계에 사용된 코드의

검증을 통한 측 결과의 신뢰성 확보,열 달 증진기술을 통한 운 여유도 확보 등이

필요하다.

본 에서는 고온고압 헬륨냉각재 기술 개발과 련하여 다음과 같이 수행된 내용을

정리하 다.

가.고온고압 가스 냉각재 취 기술 개발을 한 기 열수력 실험

(1)KAIST소형 헬륨 루 를 활용한 헬륨 냉각재 기술 개발

(2)KAERI소형 질소 형 헬륨 루 를 활용한 설계 운 기술 개발      

(3)질소루 를 활용한 설계툴 검증용 기 열수력 실험 수행

나.헬륨공 장치 구축을 통한 설계·제작 기술 개발

다.냉각능증진 기술 개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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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온고압 가스 냉각재 취 기술 개발을 한 기 열수력 실험

재 국내에서는 수소 생산과 연계된 고온 가스로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수소 생산을 해서는 고온 가스로는 냉각재로 9MPa,1000℃의 고온고압 헬륨가스

를 사용하며,이와 련한 연구를 루 구축을 심으로 진행하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시간,비용을 최소화하기 해 기 개발 인 원자력 기술,장비,인력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본 연구에서는 KAIST에서 구축 인 2MPaHeloop구축에 설계

단계부터 참여함으로써,설계 제작,시운 등에 참여한 바 있으며(2006-2007년, 비

단계),구축 완료 후인 2008년에는 열교환기를 활용한 실험 설계 검증을 력 수행하

여,본 과제를 한 헬륨루 구축에 직 으로 활용하 다. 한,KAERI에서는 He

loop구축 단계인 6MPa질소 loop을 구축해 놓은 상태이며,이 장치를 활용한 기

인 열수력 시험을 수행하 고,9MPa,1000℃ 형루 구축에 참여하여 핵심부품 설

계,제작을 공동으로 수행하 다.습득한 기술들은 본 과제를 해 구축된 고온고압헬륨

공 장치에 직 으로 활용되었다.

(1)KAIST소형 헬륨 루 를 활용한 헬륨 냉각재 기술 개발

기존 2.0MPaloop(KAIST)를 활용하여 PCHE형 열교환기 연구 수행하여 고온고압

헬륨 냉각 기술 열교환기 설계 기술 개발에 참여하여 연구를 수행하 다.2007년까지

수행된 비해석 결과를 바탕으로,2008년에 수행된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PCHE에 한

설계능력을 확보하 다.

그림 3-3-3-1은 2007년까지 구축된 2MPa소형 헬륨루 의 구축사진과 설계안이며,

그림 3-3-3-2는 2008년에 수행된 PCHE실험을 CATIA 모델로 구 한 것이다.헬륨과 헬

륨 사이의 열 달 헬륨과 냉각수 사이의 열 달에 해 각각 실험을 수행하 으며,

PCHE사이의 열 달 계수,압력 강하 등을 측정하여 CFX모의 결과와 비교하 다.그림

3-3-3-3은 2008년 수정된 PCHE해석용 CFX입력자료이다.hexamesh를 단일의 단 채

에 해 생성한 후,열 달 면 에 따라 transform하여 해석을 진행하 다(그림

3-3-3-4).해석 조건은 실험과 동일하게 사용하 으며,기/기 열 달 실험 21case와 기/

액 열 달 실험 21case에 한 해석을 수행하 다.그림 3-3-3-5는 최종 수행된 실험과

모의 결과를 모두 비교한 것으로 압력 강하 온도 모두 정확히 측할 수 있었다.이를

통해 향후 활용될 소형 열교환기로서 PCHE의 설계 해석능이 확보되었으며,2011년

구축 완료 된 1/3규모 헬륨공 장비의 열교환기로 설계,제작되어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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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KAIST소형 헬륨 루 설계 구축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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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2.KAIST소형 헬륨 루 활용 PCHE실험안 (기/기,기/액 열 달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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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3.KAIST소형 헬륨 루 활용 PCHE해석 입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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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4.KAIST소형 헬륨 루 활용 PCHE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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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5.KAIST소형 헬륨 루 활용 PCHE실험 해석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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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KAERI소형 질소 형 헬륨 루 를 활용한 설계 운 기술 개발      

상기 KAIST와의 업뿐만 아니라 KAERI의 고온가스 소형 루 실험 형루

설계 참여하여 고온고압 가스 루 의 취 설계기술 습득하 다 (그림 3-3-3-6~8).

형루 의 경우,2단계로 고압의 헬륨을 가열하도록 설계되었는데,이 때 1단 온가열장

치는 상온의 헬륨을 500℃까지 가열하고,2단계 가열장치에서 1000℃까지 가열하도록

구성되어 있다.1단계 가열장비들의 경우,압력 (9MPa) 온도 (500℃)조건이 TBM

헬륨냉각계통의 운 조건 (8MPa,300~500℃)과 동일하여,필요한 온 열기와 순환

기,가압기 등이 공동 설계,제작,활용되었다. 형루 는 2011년 12월 구축 완료되었으

며, 온 가열쪽만으로 구성된 본 과제의 헬륨공 장비는 2011년 8월 구축 완료되었다.

열기,순환기 등의 핵심부품에 한 비해석,제작,설치,루 구축 등은 다음 에

상세히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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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6.KAERI구축 소형 질소 루 설계안 (고온가스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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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7.KAERI구축 소형 질소 루 사진 (고온가스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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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8.KAERI구축 소형 질소 루 설계안 (CATIA,본 과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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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질소루 를 활용한 설계툴 검증용 기 열수력 실험 수행

TBM 일차벽 냉각채 내 열 달 실험 DB획득을 하여 단일채 목업을 제작하여

기 열수력 실험(12.5~35bar)을 수행하 다.이 실험 DB는 설계/안 해석코드 검증에

활용되었으며, 련한 검증 결과는 본 보고서의 “3장 2 다.냉각재해석 코드 개발“에서

이미 소개하 다.사용된 목업은 그림 3-3-3-9와 같으며,TBM 일차벽 형상이 그 로 반

되어 제작되었다.충분한 유동 열 달이 될 수 있도록 직경 비 길이 비율 (D/L)이

10이상 되도록 유의하 으며,가열을 해 별도의 heater를 제작,설치하여 실험에 활용

하 다.

실험은 상온의 헬륨과 고온의 헬륨에 해 압력,유량,벽면 온도를 변화시키면서 다

양하게 수행하 다.표 3-3-3-1은 실험 matrix를 나타낸다.20 36bar실험 결과를 발

췌하여 사용하 으며,이 때 유량은 0.75 0.92kg/min,벽면 온도는 230℃로 일정하

게 유지하면서 실험을 수행하 다.그림 3-3-3-10은 실험에서 획득된 raw data를 압력,차

압,유량에 한 시간 추이로 나타낸 것이다.일정 압력을 유지하는 루 에서,유량을

변화시켜가면서 saturation이 될 충분한 시간동안 유량을 유지하면서 실험을 진행하고,이

때의 data를 결과로 활용하 다.기 열수력 실험의 가장 큰 목 은 코드 검증에 있으므

로,모든 실험 경우에 해 CFX GAMMA,MARS해석을 수행하여 코드 검증에 활용

하 다.그림 3-3-3-11은 이 20bar,0.75kg/min(C1R2)이 사용된 실험에 한 모의

결과를 나타낸다.모든 실험결과와 해석 결과는 그림 3-3-3-12와 같이 비교하 으며,최종

코드 검증에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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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9.KAERI구축 소형 질소 루 활용 기 열 달 실험:목업 제작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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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Experiment

case
Pressure[bar]

Massflow rate

[kg/min]

Temperatureat

wall[℃]

case01 C1R2

20

0.75 230

case02 C1R3 0.92 230

case03 H2R1

36

0.75 230

case04 H2R2 0.92 230

표 3-3-3-1.KAERI구축 소형 질소 루 활용 기 열 달 실험:test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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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0.KAERI구축 소형 질소 루 활용 기 열 달 실험:실험 data추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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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1.KAERI구축 소형 질소 루 활용 기 열 달 실험결과 모의 (C1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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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2.KAERI구축 소형 질소 루 활용 기 열 달 실험결과 비교



- 345 -

나.헬륨공 장치 설계·제작 기술 개발

(1)헬륨공 장치 개요

TBM 냉각을 한 헬륨공 장치(Helium SupplyingSystem,HeSS)의 설계,제작

운 경험을 얻기 하여 2011년 재 기 으로 설계된 HCMLTBM의 운 조건(8MPa,

1.5kg/s,350~500℃)을 참고하여 헬륨유량 기 1/3규모(0.5kg/sec)의 헬륨공 장비를

구축하 다.이 헬륨공 장치는 최 550℃ 온도와 9MPa의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각

주요 구성요소( 열기,순환기,열교환기 등)가 설계/제작 되었으며,3인치 SCH160

STS-304Seamless배 으로 연결되어 최 0.5kg/sec의 헬륨 유량조건에서 실험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본 헬륨공 장치의 주요 제원과 P&ID 도면은 표 3-3-3-2와 그림

3-3-3-13에 정리되어 있다.

헬륨공 장치는 TBM 냉각채 등을 모사한 목업에 TBM 헬륨냉각 환경을 모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그 자체만으로는 폐루 (closedloop)를 구성할 수 없다.따라서 구

축 된 헬륨공 장치는 TBM 냉각 채 에 한 열수력 실험을 통한 실험데이터 획득

TBM 본체의 제작성 검사를 하여 기존의 고열부하장치인 KoHLT-2와 연결하여 루 를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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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y High Temperature and Pressure Helium Supplying System

Operation condition of helium cooling 

system for KO HCML TBM

Temperature: 350 - 500 ℃

Pressure: 8.0 MPa

Helium mass flow rate: 1.5 kg/s

Design parameters

Temperature: 550 ℃

Pressure: 9.0 MPa

Helium mass flow rate: 0.5 kg/s (1/3 scale downed)

Filling gas Helium gas

Heater power
Gas heater: 300 kW

KoHLT-2: 80kW

Test chamber (KoHLT-2)

Heat power: 80 kW (DC 200 V, 400 A)

Type: Box-type vacuum chamber

Size: 1.2 x 1.2 x 2.4 m
3

Cooling water (fresh water)

Inlet temperature: 20 ℃

Pressure: 0.1 - 0.5 MPa

Water mass flow rate: 5 kg/s

Specification of main pipe
3-inch STS-304 Seamless Pipe

(SMCS A312-T9304, 80A, SCH160)

표 3-3-3-2.고온 고압 헬륨공 장치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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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3.헬륨공 장치와 KoHLT-2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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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기 설계·해석·제작

고열부하장비와 연계한 헬륨공 장치에는 헬륨가스온도를 상온에서 500℃까지 올리는

열기가 필요하다. 열기는 그림 3-3-3-1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순환기에서 공 되는 80

기압 상온의 헬륨을 가열하여 고열부하장비로 유입되는 헬륨온도를 최 500℃까지 올려

주어야 한다.

속발열체 재질은 녹는 이 비교 높고 기계 으로 안정된 Inconel-600이 함이

조사되었고, 열기의 압력용기는 9MPa의 고압을 견뎌내야 하므로 스테인리스강으로

설계되었으며,고온의 가스와 최 850℃ 온도의 발열체에서 발생하는 복사열로 인한 압

력용기의 열응력 괴를 막기 하여 단열재로 압력용기 안쪽 면과 속발열체 사이를

단열하 다.내부단열키트의 속 (liner)은 800℃에 견딜 숭 lT는 Inconel-600으로 설계

되었으며, 속 과 압력용기 사이에 있는 단열재는 고온에 강한 Kaowool세라믹 이버

로 설계되었다.

헬륨 열기 설계를 한 기본 고려 사항은 압력,온도 분해 조립성이다.설계압력

90기압,압력용기의 최 허용 표면온도는 스테인리스강(304 는 316)을 사용할 경우

열기 압력용기의 열응력 방지 요건(압력용기의 최 표면온도 제한치<350℃,고압여유도

100℃ 고려)과 과도한 복사손실을 고려하여 300℃ 이내가 안 하나 보수 인 설계요건을

용하여 100℃ 이내로 설정하 다.압력용기의 외격은 내부단열재를 설치할 수 있는 공

간과 유동면 을 고려하여 6인치 Sch120사용 Seamless배 을 선정하 다.

압력용기 상·하부에는 랜지를 그림 3-3-3-14와 같이 두어 열기 내부구조물의 분해

조립을 용이하게 하 다.그림 3-3-3-15의 유동채 (압력용기 단면도)에 수록된 바와 같이

내부단열 두께는 라이 를 포함하여 16mm이다.3인치 입구노즐, 기단자 열

노즐이 있는 하부 래넘은 단열재를 설치하지 않았다. 기단자 와 발열체를 연결하는

니 단자 는 기 으로 서로 되지 않도록 설계 되었다.출구 노즐은 내부 단열을

고 고려하여 4인치 Sch 120Seamless배 을 선정하 다(그림 3-3-3-16).노즐 내부도

Kaowool단열재로 단열하 으며,라이 는 세라믹 계통의 알루미나를 사용하 다.열

노즐인 코낙스를 연결할 때의 실링재질은 테크론을 사용하 다.테크폰은 240℃ 이상

고온에서 견디지 못하므로,출구 열 노즐은 필요에 따라 단에 방열 혹은 냉각라

인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고려되었다.압력용기를 구성하는 랜지 노즐의 가스켓 설치

부분은 헬륨 설을 최소화하는 특수 속 가스켓을 설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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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4.헬륨 열기 개념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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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5.압력용기 단면도 유동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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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6. 열기 출구노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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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기의 발열체는 헬륨을 500℃까지 올리기 해 자체온도가 최고 850℃ 이상 상승

한다.따라서 이러한 작동환경을 한 발열체의 재질은 스테인리스강보다도 고온에서 기

계 인 특성이 우수한 인코넬 계열의 합 이 합하다.발열체 재질은 항치가 열기

력설계에 합한 인코넬-600으로 선정하 다.80기압에서 0.1kg/s유량의 헬륨을 50

0℃까지 가열하는데 필요한 력은 력여유도를 고려하여 300kW 으로 설정하고 얻은

발열체의 기하자료 배열은 다음과 같다

-재질:Inconel-600

-발열체 형식:직 발열 지형

-발열체 배열:그림 3-3-3-17참조

-발열체 길이 개수:4000mm,18개

-발열체 외경:Φ15.9mm (5/8",1.25t)

-발열체 출력:16.7kW/rod

- 기연결:3상 Y결선(그림 3-3-3-17),AC380V(최 압),500A(최 류)

간격체는 다발의 간격을 유지하고 500mm 마다 발열체에 설치하여 헬륨유동으로

다발이 심하게 진동하거나 형상이 흐트러지는 것을 막아주며,라이 와 다발간의

공간을 유지하여주고 기 으로 분리시켜주기 해 설계되었다.간격체는 기 연성이

우수하고 고온에 강한 BN(BoronNitride)계열 세라믹재료를 사용하여 제작되었다.BN은

열 도율이 매우 우수하여 열충격에도 열을 빨리 달시키므로 쉽게 깨지지 않는 장 이

있다.간격체는 M3몰리 덴나사로 발열체에 고정하고 축방향 두께를 15mm로 두껍게

하 다.간격체의 손을 방지하기 하여 간격체의 팽창을 확인하여 간격의 여유거리를

유지하도록 제작되었으며,내부원을 발열체 외경인 15.9mm보다 0.5mm크게 16.4mm로

가공하여 발열체의 열팽창으로 간격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 다.

고온용 연결부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열체와 같은 인코넬-600으

로 만들어야 열팽창으로 생기는 문제를 일 수 있으므로 안 하다.따라서 연결나사의

재질도 인코넬-600재질로 고온 연결부를 조립하 다.발열체는 기 으로 2개가 한조로

병렬 연결되도록 그림 3-3-3-18(a)측면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단자 를 발열체 튜 안쪽

으로 삽입,용 하고 발열체와 발열체사이는 직육면체 Inconelbar를 연결하여 나사로 체

결하 다.상부 연결나사는 굳이 머리가 없어도 속으로 십자를 내어 히터를 커넥터와 체

결 할 수 있다.그림 3-3-3-18(b)단면도에 3상 Y결선 한 가지 상에 한 결선방법을

도시하 다.한 가지 상에 한 상부단자 의 구체 인 결선방식은 다른 조와는 BNP

연체로 기 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하부커넥터 부품 설계개요는 그림 3-3-3-19에 도식화 되었다.하부커넥터의 재질

은 구리를 사용하여도 되지만 사고 시 하부온도가 구리가 녹는 500°C까지 상승할 수

있어 650°C의 고온에도 견디는 니 을 사용하 다.연결부는 기 으로 공유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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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넬 튜 2개를 하나로 묶어 연결하도록 하 고 후 시블 연결은 신축성 이 좋은 Cu

후 시블로 사용한다.발열체간 연결부와 지연결부는 필요에 따라 발열체를 하부로 내

려 발열체간 고도를 달리하므로 써 연결부간 기 인 을 방지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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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7.헬륨 열기 발열체 기결선도(3상 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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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8.상부 단자 연결부

(a) 측면도 (b)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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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9.하부 단자 연결부

연결도 1 

후렉시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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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륨 열기는 같이 15.9mm외경에 4,000mm 길이를 갖는 Inconel-600재질의 히터

18개를 집합하여 그림 3-3-3-20과 같이 3-D로 최종 설계되었다.설계 된 열기는

제작에 앞서,설계 검증을 하여 ANSYS-11를 통해 3-D 모델링 되었고,이를

ANSYS-CFX코드를 통한 열수력해석을 통한 비분석이 수행되었다.수행된 비 CFD

분석은 최 력이 사용되는 조건에서 이루어졌고,이와 련한 기 경계조건은 표

3-3-3-3에 잘 정리되어 있다.헬륨내열기 히터 다발은 표 3-3-3-4에 정리되어 있는 조건으

로 그림 3-3-3-21과 같이 격자를 구성하 고,이를 바탕으로 헬륨 열기의 열수력 분석을

수행하 다.

비해석 결과,히터 의 최 (표면)온도는 앞 에서 히터 의 설계기 이 된 온도

인 850℃와 인코넬-600의 UCT(uppercategorytemperature)보다 히 낮은 553℃로

계산되었으며(그림 3-3-3-22),이러한 계산결과를 근거로 최종 으로 헬륨 열기를 제작을

결정하 다.

앞서 기술한 세부설계에 따라 경기도 소재 (주)일진에 지에서 헬륨 열기가 제작되

었으며,인코넬-600히터와 스테인리스 압력용기부터 최종 납품까지 제작 과정은 그림

3-3-3-23에 요약되어 정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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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20.헬륨 열기 3-D설계

Inner vesse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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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Gasheater CFX-pre

Heflow rate[kg/sec] 0.5

Heaterpower[kW] 290(16.7kW/rod) 20.875MW/m
3

No.ofheaters[ea] 18

InletHetemp.[℃] 50

Material

Heater: Inconel600

Shell: SS316

Insulator: Kaowool

표 3-3-3-3.헬륨 열기 비해석을 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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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s No.ofelements Quality(min./avg.)

Fluid 2,462,899 0.15/0.91

Heater+supporter 2,396,140 0.52/0.87

Innershell 549,388 0.99/0.99

Insulator 706,580 0.97/0.98

Outershell 706,580 0.97/0.98

Total 6,821,587

표 3-3-3-4.헬륨 열기 비해석을 한 CFX매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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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21.헬륨 열기 비해석을 한 CFX격자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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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22.헬륨 열기 CFX 비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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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23.헬륨 열기 제작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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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환기 설계/제작

본 고열부하장비와 연계한 헬륨공 장치에서 헬륨순환을 일으키기 해서는 고온헬륨

순환기(Circulator)가 필요하다.순환기는 그림 3-3-3-1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열교환기에서

냉각된 상온(혹은 상온에 가까운)80기압의 헬륨 기체를 연속 으로 순환시킨다.본 장비

는 고온 헬륨가스를 순환시키기 하여 고속 유도기 모터와 AirFoilBearing기술이

용되었다.고속 유도기 모터는 고온의 헬륨가스에서도 감자 상이 발생하지 않으며,공기

베어링은 Oil-Free방식으로 순수한 헬륨을 순환시킬 수 있는 장 이 있다.제작하고자

하는 헬륨공 장치의 순환기 사양은 다음과 같다(표 3-3-3-5).

-헬륨 순환기 형식:공기베어링 터보순환기

-헬륨 입구온도:~50℃

-설계 압력:9MPa

-운 헬륨유량:0.5kg/s(40기압)

-압축비:1.04이상

고온 해당 압력 하에서도 결함과 변형이 없는 스테인리스 강 재질의 이싱

(casing)은 순환기 내부의 임펠러,모터,베어링 열교환기를 보호하며,고압의 헬륨이

새지 않도록 설계·제작하 다(그림 3-3-3-24).공기 베어링은 LeafFoilType으로 라디얼

베어링은 여러 장(9~11장)이 하나의 베어링 역할을 수행하고,스러스트 베어링은 스러스

트 러쉬를 양쪽에서 지지해 주는 구조로 헬륨기체 유막이 윤활제 기능을 수행하게 하

여 축이 고속 회 시 자가 부양하여 축과 마찰이 없는 구조로 설계하 다(그림 3-3-3-

25).재질은 인코넬 재질로써 표면 처리는 테크론으로 코 하여 고온 마찰에 잘 견딜

수 있도록 하 다.임펠라는 편 흡입 양 흡입 구조의 압축방식 용이 모두 가능하며,

스러스트 하 을 상쇄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 고,고속회 에서도 내구성을 유지할 수 있

도록 밸런싱(balancing)처리를 하도록 설계 하 다.임펠러의 재질은 고강도 열처리 알루

미늄으로 무게가 가벼워 회 체의 내구성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제작 되었다.그림

3-3-3-26은 임펠러 형상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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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24.순환기 이싱 구조

전력선 및 
센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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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25.공기베어링 작동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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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26.임펠라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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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기 모터의 고정자(stator)는 0.35t의 얇은 규소강 을 층하고 와인딩(Winding)하

여 제작하 다.와인딩은 고온에 견딜 수 있게 연등 H종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며,

진공 바니쉬 함침을 실시하 다.고정자에서 발생하는 열은 열 도율이 좋은 알루미늄 재

질의 열교환기를 설치하여 열을 빼앗아 가는 구조로 하 다(그림 3-3-3-27(a)).축(shaft)

과 로터(rotor)는 일체형 구조로 고속회 에도 강성을 유지하면서 휨 변형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따라서 축의 재질은 STS420J2로 제작하 고 로터는 0.35t규소강 을

층하고 알루미늄 바를 다이캐스 (die-casting)하여 제작하 다(그림 3-3-3-27(b)).축과

로터는 열박음을 실시하여 고속회 시 축과 로터의 이탈을 방지 할 수 있는 구조로 하

다.Airgap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과 으로 방출할 수 있도록 냉각팬을 결합하 으며,

한 베어링 지지면은 공기 베어링과의 마찰을 일 수 있고 공기막이 잘 형성될 수 있

도록 하기 해 폴리싱 처리를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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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고정자

(b)축 로터

그림 3-3-3-27.모터 고정자,축 로터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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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기 냉각부는 열교환기와 냉각기로 구분된다.열교환기는 이싱 내부에 설치되며,

1차로 모터를 냉각하고 2차로 순환기 내부의 온도를 낮추어 주요 구성품 베어링을 보

호한다.외부의 냉각기는 열교환기에서 흡수된 열을 기로 방출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냉각효과를 높이기 해여 펌 를 사용하여 작동유체인 오일을 강제 순환시켜 냉각시킨

다.

모터 냉각을 하여 모터에 열교환 장치를 설치하 다.열교환기는 고정자 외부에 바

로 설치하며,열 도율이 좋은 알루미늄 재질을 정 가공하여 사용하 다.열교환장치는

이싱 내부의 고압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히 제작하 으며,압력차에 의한 출이 발생

하지 않도록 제작하 다.그림 3-3-3-28은 모터 냉각부의 단면 도면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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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28.순환기 모터 냉각부 단면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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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술된 사양의 헬륨 순환기는 공기베어링 타입의 고압 헬륨 순환기로, 북

주 소재 고압 터보 블로워 문 제작 업체인 앤틀(AenTLCo.)에서 본 헬륨공 장치 구축

을 해 주문 설계/제작 되었다.제작 완료 된 헬륨 순환기의 최종 사양,도면 제품

사진은 표 3-3-3-5와 그림 3-3-3-29와 그림 3-3-3-30에 걸쳐 정리 도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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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규 격 형 식 비 고

(1)형 식 에어 베어링형 터보 블로워

(2)유 량 0.5kg/s

(3)설계압력 9,000kPa 용기 설계 압력

(4)흡입압력 4,000kPa 정격 압력

(5)토출압력 4,160kpa 정격 압력

(6) 압축비 1.04

(7)수 량 1

(8)동 력 39kW

(9) 원 380/440Vx3Φ x60Hz

(10)모터형식 고속 농형 유도기 모터

(11)구동방식 인버터 구동 회 수에 의해 가변 가능

(12)운 방법 수동 운

표 3-3-3-5.헬륨순환기 규격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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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29.헬륨순환기 기본구조 2-D,3-D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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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30.헬륨순환기 구성:순환기,제어 ,냉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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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PCHE(열교환기)설계/제작

순환기 입구의 헬륨온도는 알루미늄 합 으로 만들어진 임펠라와 테 론으로 코 된

공기베어링 본체의 건 성을 보장하기 하여 100℃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따라서

열기 고열부하장치를 거처 돌아온 고온의 헬륨을 상온으로 낮추기 하여 PCHE형 열

교환기를 본 헬륨공 장치에 설치하 다.

제작된 인쇄기 형 확산 합 열교환기(PrintedCircuitHeatExchanger,PCHE)는 그

림 3-3-3-3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헬륨공 장치에 설치되어,KoHLT-2에 설치된 목업을 통

과한 고온의 헬륨을 냉각시키기 한 고온냉각기능을 갖는 열교환장치이다.본 헬륨공

장치에 설치된 PCHE는 최 500℃의 고온의 운 환경을 견디기 하여 스테인리스 강

(316L)로 제작되었다.PCHE일차측 이차측 작동유체는 헬륨과 물이며,이차측 유체는

시험에 따라 질소 는 물을 선택 으로 활용 할 정이다.이에 따라 PCHE의 열 달

면 을 제외한 기본 설계사양은 다음과 같다.

-용량:1.0MW

-형태:PrintedCircuitHeatExchanger

-재료/유체:STS316L/헬륨·물

-일차측 설계온도/압력:500℃/9.0MPa

-이차측 설계온도/압력:20℃/3.0MPa

PCHE의 2차측은 별도의 냉각탑 없이,상수도를 이용한 물만을 이용하여 상온 5

kg/sec의 물 유량으로 약 1MWth의 열을 제거할 수 있다.

PCHE는 소재 열교환기 문 제작 업체인 이노 (InowillCo.)에 주문하여 설계

제작 되었다.제작 된 PCHE열교환기의 사양,도면 제품 사진은 표 3-3-3-6과 그림

3-3-3-32,그림 3-3-3-33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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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31.헬륨공 장치 구성도 1차-2차측 주요 온도

Water in 
1150 C, 4kg/sJ 

Water out 
1650 C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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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HE 
(C.∞le，) 

1.0 

c 

511" , 

AccumUlator 

Flow meter 1 

KoHLT 2 

Flow meter 2 

ore-Heater 
IM.x, 650 k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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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Specifications　

Type helium towaterheatexchanger

Hotside

workingfluid helium

flow rate[kg/s] 0.5

inlettemp.(℃) 500

Coldside

workingfluid water

flow rate[kg/s] 5

inlettemp.(℃) 20

Pressure

Design[MPa] 9.0

Tested[MPa] 10

Coredimension 210x205x470

Portsize(inlet/outlet) 3inch,SCH160

표 3-3-3-6.PCHE형 열교환기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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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32.PCHE형 열교환기 3-D도면

l ZlIl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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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33.PCHE형 열교환기 제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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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헬륨공 장치 구축

앞서 기술 된 헬륨공 장치의 P&ID를 바탕으로 헬륨공 장치의 주요 구성요소인

열기,순환기,PCHE와 고열부하장치인 KoHLT-2를 연결하여 TBM 일차벽 단일 목업(그

림 3-3-3-34)검증과 기 열수력실험을 한 헬륨루 (HeSS+KoHLT-2)를 그림 3-3-3-35

와 같이 구성하 다.

그림 3-3-3-36은 헬륨루 구조물 3층에 HeSS의 주요 구성요소인 헬륨 열기,순환기,

필터 등이 제작되어 설치된 사진을 보인다.순환기에서 토출 된 헬륨은 MainFeedLine

과 BypassLine으로 분기되며,순환기의 RPM을 조 하거나 MainFeedLine과 Bypass

Line사이에 설치된 제어벨 를 통해서 미리 정해진 헬륨 가스의 유량이 MainFeelLine

에 흐르게 된다.여기서 각 실험 조건으로 유량과 온도가 특정된 고온의 헬륨 가스는 그

림 3-3-3-37에 붉은색으로 나타난 선을 따라 KoHLT-2에 설치 된 목업의 채 로 흐르게

되고,KoHLT-2에서 나온 고온의 헬륨 가스는 바로 연결된 PCHE를 통해 상온으로 냉각

되어 헬륨공 장치가 있는 헬륨루 3층으로 흐르게 된다(녹색 선).여기서 냉각된 헬

륨가스는 그림 3-3-3-36에 도시 된 BypassLine에 흐르는 헬륨( 란 선)과 합쳐져 다시

헬륨순환기 입구로 흘러들어가는 과정으로 헬륨 폐루 가 완성된다.

이 헬륨루 실험장치를 통해 그림 3-3-3-38과 같이 기 열수력실험이 수행되어 TBM

단일 일차벽에 한 열수력 실험 DB가 구축되었으며,이 DB를 통해 KO TBM 운 조건

의 고온/고압 환경에서 CFX코드 해석기법 GAMMA 코드 검증이 수행되었다(그림

3-3-3-39). 한 1/6규모의 TBM 본체 목업에 한 제작성 검증과 열수력실험이 차 후

수행될 계획이다(그림 3-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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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34.단일채 목업의 사양,구성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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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35.헬륨공 장치 주요기기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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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36.헬륨공 장치 주요기기 구축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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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37.헬륨공 장치와 연결된 KoHLT-2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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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38.단일채 목업을 이용한 고열부하 열수력실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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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39.통합설계코드 검증을 한 단일채 목업 고열부하 열수력실험 데이터

. Temperature comparison . Nusselt number comparison 

• @ 

딩흐르딜흐.u 

1∞ 4 ‘ ‘ ‘ . 
‘ 

@ 

-uL 
·ss
-alg

• 

Exp....,""t(" __ 1 

• CFX.!! 1_"'…) 

. ~“M'" I""P"'…l 
。 E，.，....，ont(……)

CFX.!! ("""_.01 

‘ a “”“"' .<101 

‘ 
g @ R 

@ 

~100 1~200~X‘，. 

‘en~h 110m .nUance띠에 

‘r Results from GA MMA code shows 
good ag reement with ex perimenta l 
results and CFX-1 1.0 calculation results 

@ 

~1 다꿇딸펀 

,. 

ι Nusselt number was calcu lated using 
。 btained heat transfe r coefficient 

’ 



- 388 -

그림 3-3-3-40.1/6규모 형목업을 이용한 고열부하 열수력실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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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냉각능증진 기술 개발 평가

고열부하를 견뎌야 하는 핵융합 환경에서,일차벽의 열 달 증진은 설계 여유도를 확

보하는 핵심 방안 하나이다.TBM의 경우, 기 0.5MW/m
2
의 열부하 조건에서

ripple등을 고려해 라즈마로부터 다소 뒤로 떨어지게 되어,설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열부하가 더욱 낮아지고 있지만,여 히 냉각 측면에서는 매우 높은 열제거 역에 포함

된다.따라서 TBM 일차벽 채 에서의 열 달 증진을 한 연구가 다음의 두 가지 방향

으로 진행되었다.

(1)열 달 증진 기구의 설계,제작,평가:열 달 증진기구로는 hypervapotron과

twisted-tape이 내부에 삽입된 냉각 채 이 설계,제작,평가되었다.

(2)나노 입자를 활용한 열 달 증진 연구:나노입자를 활용해 냉각재 자체의 열 도

도를 높이는 방안에 한 평가가 진행되었다.

자의 경우는 원연에서 직 수행되었고,후자의 경우는 울산과학기술 의 탁과제

로 진행되었다.

(1)열 달 증진 기구의 설계,제작,평가

그림 3-3-3-41제작된 hyperavapotron twisted-tape삽입 냉각튜 와 내부 형상도

를 나타낸다.열 달 평가시험을 해 KoHLT-2가 이용되었으며,내부에 흑연히터를 별도

로 제작하여 열부하 인가에 활용하 다.두 목업에 해 열부하를 1.0MW/m
2
까지 늘려

가면서 열 달 증진 정도를 평가하 고,CFD 해석을 별도로 수행하여 해석능까지 평가

하 다.그림 3-3-3-42는 최 화된 hypervapotron이 도입된 사각채 과 일반 사각채 목

업을 각각 제작하여 평가시험을 수행한 사진이다.마찬가지로 열부하 인가를 해

KoHLT-2가 사용되었으며,목업 가열면에 열 를 삽입하여 실험시 온도를 측정하 다.

약 0.3MW/m
2
의 열부하에서 hypervapotron이 도입된 목업이 70~80℃ 정도 낮은 온

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충분한 열 달 증진을 기 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앞서 언

한 바와 같이,TBM의 설치 치 변경에 따라,인가열부하가 낮아짐에 따라,본 과제에

서는 더 이상 수행되지 않고 냉각능 증진 기구가 가지는 특성 평가 수 에서 마무리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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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41.열 달 증진기구 제작 평가:hypervapotron twistedtape비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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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42.열 달 증진기구 제작 평가:hypervapotron형상 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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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노 입자를 활용한 열 달 증진 연구

냉각능 증진기술은 표면개질을 이용하는 hypervapotron twist-tape,screw형이 주

요 기술로 확인되었으며,새로운 근 방법으로,기존 표면 개질의 수동 방법에 더하여,

유체에 열 도도가 우수한 고체 나노입자를 분산시킨 유체 개질(나노유체)방법을 통하

여,독자 인 냉각능 증진 기술 연구를 수행하 다.열 도도 성측정을 물성치가 확

인된 알루미나(분산성 우수)와 실리콘 카바이드(고온고압 재료)나노유체에 한 고열부

하 실험을 통하여 0.0001v%,0.001v%,0.01v% 농도에서 2-3배의 임계열유속 증진을 확

인하 다.나노코 으로 인한 변화는 surfacewettability에 향을 미쳐 고열부하 환경 하

에서 냉각성능을 유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러한 새로운 근 방법,즉,나노유체

이용기술에 더하여 표면개질을 동시에 이용하는 Hybrid개념이 완성이 되면 신 인 냉

각능 증진 기술의 독자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이러한 Hybrid개념을 확립시키기 해,

TBM 고열부하 환경을 상사하는 류열 달 실험장치를 설계,구축하여 Hybrid냉각능

증진 방안을 평가하 다.

열 도도 성도 물성치가 확인된 Al2O3나노유체를 기본 유체로 강제 류 실험장

치를 통해 입구 온도가 25°C에서 질량 유속별로 실험을 진행하 다.질량 유속이 500

kg/m
2
s인 경우에는 CHF값이 커서 testsection의 튜 가 터지는 상까지 발생하 다.

이 경우에는 기본 유체인 물에 비해 약 42% 정도 CHF값이 증가하 다.나노코 으로

인한 변화는 surfacewettability에 향을 미쳐 고열부하 환경 하에서 냉각성능을 유지시

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좀 더 구체 인 원인 악과 필요한 DB를 만들기 해서는 차

기년도에 다양한 나노유체와 고유속 조건에서 많은 실험을 할 것이며,twisttape line

staticmixer삽입의 CHF강화 효과와 나노유체와의 hybrid효과에 해 실험을 진행할

정이다.이러한 새로운 근 방법,즉,나노유체 이용기술에 더하여 표면개질을 동시에

이용하는 Hybrid개념이 완성이 되면 신 인 냉각능 증진 기술의 독자 확보가 가능

할 것이다.

(참조:연도별 탁과제보고서-울산과학기술 학교 탁 진행:2008-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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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액체증식재 취 기술 개발

액체 속 형태를 띠는 액체증식재는 국내에서 취 된 경험이 없다.액체형 TBM 설계

에서 고려되고 있는 PbLi Li에 한 냉각재 공기와의 반응 실험,냉각재와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Li에 한 반응 감 연구,핵융합 고유 환경인 고자장 하에서 액체 속이

보이는 MHD 상 해석 기술 개발,액체증식재 보조계통 설계 제작을 해 핵심부품

개발,부식평가,MHD 실험을 한 액체증식재 성능검증 루 구축 실험이 수행되었

다.

가.액체증식재 반응 실험 반응 감 연구

반응기를 제작하여,Li PbLi에 한 용융,장기운 시의 오염성 평가,사고시를 고

려한 냉각재 공기와의 반응성,나노입자를 활용한 반응 감 연구가 수행되었다.본

에서는 수행된 반응기의 제작,용융 반응 실험,개발된 감 방안에 해 정리하

다.

(1)반응기의 제작

반응기의 구조는 그림 3-3-4-1과 같다.반구 형태의 반응기는 하부에 가열장치가 치

하여 하부 체를 가열,액체증식재를 용융하도록 설계되었다.용융 반응정도를 찰

하기 한 가시창 2개가 양 면에 치하며,덮개 부 에 오염 방지를 한 Argas주

입구,온도 측정을 한 열 삽입구,물 공기를 주입하고 실험 액체증식재를 넣

기 한 주입구 등으로 구성된다.고압에 견디도록 충분한 두께 (20mm)를 확보하 고,

실험 후 내부 반응물 제거를 해 덮개 체가 열리도록 설계되었다.실험 시 고압 반응

에 비해 덮개 체는 나사로 고정되도록 설계,제작되었다.그림 3-3-4-2는 최종 설계된

반응기의 도면이며,그림 3-3-4-3은 최종 제작된 반응기 히터 컨트롤러의 사진이다.



- 394 -

그림 3-3-4-1.반응기 설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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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2.반응기 설계 도면 부 별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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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3.제작된 반응기 가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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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PbLi반응 장기운 시험

PbLi의 용융 반응 실험을 해,아래의 실험을 진행하 다.

A.루 실험 시 반복 용융,고화 특성 확인을 한 반복 용융/고화 실험

B.루 장기 운 시 오염도를 확인하기 해,하루 이상 지난 고화 PbLi의 용융,

고화 반복 실험

C.사고시를 비한 PbLi와 물의 반응 실험

A 실험을 해,373.62g의 PbLi가 사용되었으며,반응기 내부에 설치된 2개의 열

를 통해 반응기 벽면의 온도와 PbLi자체의 온도를 측정하 다.그림 3-3-4-4는 측정된

온도의 시간 추이를 나타낸다.PbLi의 용융,고화 온도는 각각 235.0℃와 234.7℃이었으

며,반복 인 용융과 고화의 반복에도 온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B실험을 해,A 실험에 사용된 PbLi를 하루 정도 Argas의 주입 없이 공기 에

노출시킨 후 동일한 용융,고화 반복실험을 수행하 으며,마찬가지로 설치된 열 를

통해 온도를 측정하 다.그림 3-3-4-5는 측정된 온도의 시간 추이를 나타낸다.용융

고화 온도의 최 차는 약 1.2℃ 정도 으며,약간의 PbLi조성이 오염에 의해 변화하

다.변화한 정도를 단하기 해,조성과 련한 아래의 상 식을 용하여 그 차이를

확인하 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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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Li조성 차이는 그림 3-3-4-6과 같다.사용된 PbLi는 235Pb와 15.7Li이었으나,공기

에 하루정도 노출된 PbLi는 236.4Pb와 16.15Li이었다.이 정도의 차이가 PbLi자체의

특성에 큰 변화를 주거나,부식 등에 향을 미칠 정도는 아닐 것으로 단되나,루 활

용한 부식 실험을 짧게는 3달,길게는 수년간 수행해야 하므로,오염을 방지하기 한 정

화계통,공기 유입을 막을 수 있는 가압시설 등이 루 설계에 반 될 필요가 있을 것으

로 보인다.이에 따라, “다“ 에서 소개될 PbLi루 (ELLI)의 설계,제작에는 가압 장비

가 추가 으로 구축되었다.

C실험을 해,용융된 PbLi에 물을 주입하는 실험을 수행하 다.그림 3-3-4-7은 물

주입 시 촬 된 반응 사진으로 고온의 PbLi에 물이 하지 못하고 튀어 오르기만 할

뿐 화학 인 반응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찰되었다.그림 3-3-4-8과 같이,측정된 벽면

온도 PbLi온도에서도 격한 온도상승은 찰되지 않았다.따라서 용융된 PbLi는 화

학 으로 매우 안정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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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4.PbLi에 한 용융 고화 반복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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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5.PbLi에 한 장기 용융 고화 반복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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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6.용융 온도를 통한 오염도 확인

든三코 
-소 王 • 표르圭투틀간느 ￡二 E긍 

쫓좋慧펀뽑훤t?壘 
료듀=Fi〈수←큐L 뉴ι수L;F 

三드윤늬k 퓨드퓨는주든극큰면 
• R 논프조4딛 

듀1、손「는츠둔든금 
그 二c!= 추 二.t=:-_._~:---+= ‘ ‘ • • 」

U썩ure Va1Le (23야 15.7)균 콰느l 

上 또듀τ륜날 
•]••• 4 --+-••-i:- • 

느그 
←「

」

주닫드륨는걱 

, ‘ 
는
 

‘,•• 
• 

.. :::t..:二 -• 

플흙흔 

-+• 

추=춘 

= 
+± 
? 

그
 
4 

「
’ 

240 

239 

238 

237 

236 

235 

u 
‘ 
g
E
ω」

234 

16.5 16.4 16.3 16.2 16.1 

Li, at % 
16.0 15.9 15.8 15.7 15.6 



- 401 -

그림 3-3-4-7.용융된 PbLi와 물 반응 실험 시 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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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8.용융된 PbLi와 물 반응 실험 시 측정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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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Li반응 반응 감 연구

PbLi반응 실험과 유사한 반응실험이 Li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수 g의 Li이 사용되

었으며,쉽게 산화되는 Li특성상 Argas로 가압된 용기에 보 ,추출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그림 3-3-4-9는 사용된 Li의 미세구조로,개개의 Ligranule은 비록 다양한 크기를

가지지만,산화막 등 오염부 는 찰되지 않았다.

Li용융 후,물을 주입하고 그 반응을 찰하 다.그림 3-3-4-10은 반응 시 촬 된 사

진으로 물 주입 직후 격렬한 화염과 함께 반응하는 것이 찰되었으며,이 반응은 모든

Li이 산화로 소진될 때가지 지속되었다.반응 시 측정된 Li 반응기 벽면의 온도는 그

림.3-3-4-11과 같다.물 주입시 반응기 Li의 온도는 격히 상승하여 각각 250oC

700
o
C에 이르 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속나노입자를 활용하는 경우,반응성이 하된다는 에 착안

하여,Ni 속의 나노입자를 크기별로 비하여 반응 실험에 활용하 다.그림 3-3-4-12는

나노입자의 TEM 사진으로 그 크기는 100nm와 20nm 이다.반응실험과 동일하게 용융

된 Li을 비한 후,나노입자를 물과 혼합한 후 반응기에 주입하 다.이 과 구분할 정

도로 반응이 에 띄게 지는 않았지만,측정된 벽면온도를 통해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3-3-4-13은 반응 감 실험 시 측정된 온도 추이로 나노입자

를 사용하는 경우,온도가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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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9.Li반응실험에 사용된 Li의 미세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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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10.Li과 물 반응 실험 시 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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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11.Li과 물 반응 실험시 측정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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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12.Li반응 감실험에 사용된 Ni나노입자 미세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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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13.Li과 물 반응 감 실험시 측정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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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MHD해석 기술 개발

MHD해석을 해 상용코드인 CFXEM 모듈을 사용한 바 있다.독일의 FZK에서 개

발된 상기 모듈은 비교 낮은 자기장 하에서는 검증이 이루어졌으나,ITER와 같이 5T

이상의 고자장 환경에는 아직 용된 바가 없어,실험 DB구축 구축된 DB를 통한 검

증을 수행하 다.우선,MHD와 련한 문헌 조사를 통해 다양한 DB를 구축하고,핵융합

환경을 표할 수 있는 benchmarking문제를 선정하여 CFXEM 모듈을 통해 해석된 결

과와 비교함으로써 검증을 수행하 다.열 달이 포함된 복합 인 문제에 바로 근하기

보다는 수력학 검증과 열수력학 검증을 분리하여 검증을 수행하 으며,검증된 코드

를 활용한 TBM 본체에서의 Li거동을 해석하 다.최종 검증 완료 후에는 시스템코드에

사용될 수 있는 상 식을 선정하여 시스템 코드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 다.

한,최근 개발된 모듈에 한 매뉴얼이 없어 사용에 어려움이 많아,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체 인 매뉴얼을 작성하 으며,첨부 D에 매뉴얼을 추가하 다.

(참조:연도별 탁과제보고서-포항공 탁 진행:2008-2011)

(1)MHD문헌 조사 DB구축

당해 연도에는 MHD 열 달 련의 선행 연구 조사를 수행하여 기본 인 열 달

상 MHD 향의 특이성을 이해하 다.그리고 선행 연구 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상

용코드의 MHD 열 달 계산 능력을 기 수행된 실험연구와의 BenchmarkingProblem을

통하여 비교 검증하 다.그리고 1차 년도에 이행한 수력학 측면의 검증 활용으로 소형

액체 속루 의 실험에 한 비해석을 이행하 다.이로써,실험 조건 그에 따른

비 결과를 제시하 다.그리고 TBM의 디자인을 간략화 하여 액체증식재 유동을 해

석을 진행함으로써 디자인 평가 타 기 의 TBM 디자인 해석 결과와 비교를 하여

유동 련의 검증 보완을 이행하 다.

선행 연구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그 리스트를 아래에 정리하

다.

1.MHDAnalyticSolution자료 [1∼13,41]

2.MHDNumericalAnalysis자료 [14∼39]

3.MHDExperimentalAnalysis자료 [40∼58]

4.TBM 내 MHD고찰 자료 [5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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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정리한 자료는 MHD 상자체를 물리 ,수학 으로 해석하고 유동

자기장에 한 측을 제시한 Analyticsolution자료이다.이 자료들은 MHD에 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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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으로 근한 문헌들로,액체 속유동의 특성 해석방법들을 기술하고 있다.본 과

제에 해당되는 특징 일반 인 상들을 살펴보기 해,다양한 MHD 상에 한 해

석이 수행된 의 논문들을 고찰하여 련 실험 수치해석 방법 등에 한 정보를 습

득하 다.특히 본 과제는 고자기장 하에서의 액체 속유동을 이해하고 해석 방법을 제시

하는 것이 주요 목 이므로,유동의 안정성과 과도한 압력강하에 한 이론 인 해석은

매우 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한,이러한 이론 자료는 수치해석 향후 수행될

실험에 한 기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정리한 자료는 MHD의 이론 정해 실험에 한 측,검증을 한

NumericalAnalysis연구 자료이다.이론 정해를 바탕으로 개발한 코드를 활용하여

MHD 유동을 해석한 자료와 이를 실험과 비교한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MHD 련

실험과의 비교를 통해 검증을 수행한 수치해석 련 논문은 MHD 상에 한 이해뿐만

아니라 검증과 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검증을 거친 신뢰도 있는 해석 코드는 추후

에 상 식 개발에 이용될 수 있으며,향후 수행될 해석 결과와 비교할 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부분의 자료가 In-HouseCode로 각자의 노하우 해석 기법이

들어있어 추후 진행될 해석에 코드 검증에 도움이 될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세 번째로 정리한 자료는 기 실험들을 진행한 ExperimentalAnalysis자료이다.이

실험 자료를 기 하여 실험 DB를 구축하 으며,향후 진행될 해석 코드의 검증 과정에서

비교자료로서 활용되었다.특히,MHD 상 핵융합 블랑켓 혹은 비슷한 실험 역을

가진 실험군을 선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이러한 실험군은 고자기장의 운 환

경과 높은 기 도성을 가지는 속액체가 작동 유체로 활용된 자료로 한정되었다.

한, 실험군들 일부 문제를 기 검증 평가 상용 기 실험 자료 (benchmarking

problem)로 선정하 으며,상용코드의 계산 신뢰도를 단하는 데에 직 활용하 다.

마지막으로 정리한 자료는 TBM 내에 일어나는 MHD 상에 하여 처 방안

다양한 해석 결과를 제시한 자료이다.이 자료들은 향후 수행될 실험 수치해석에 한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활용하 다.

(가)MHDAnalyticSolution자료

Analyticsolution자료에서는 간단한 구조에서의 압력강하 유속 뿐만 아니라,난

류 modeling 복잡한 구조에서의 이론 정해를 제시하고 있다.이 고자기장 고

도 액체 속의 경우와 같이 본 연구 역에 해당하는 특징을 고려하여 유동 외벽의

자기 물성 구조,자기장 크기 등으로 분류하고,사용 범 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

다.분류에 따라 집 으로 수집한 자료는 외벽이 기 도체로 구성되고 사각 채 구

조를 가지며,고자기장 역에 해 다루어진 것들이다.특히,본 과제에서는 MHD 향

에 따른 압력 강하에 심이 많기 때문에,이를 다루고 있는 이론 정해에 해 특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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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기울여 조사하 다.

Miyazaki et. al. (1989)[41]

이 논문에서는 그림 3-3-4-14 그림 3-3-4-15에서 도시된 것과 같은 사각 원형의

단면에서 유동과 수직방향으로 형성된 자기장에 해,PoissonEquation을 이용하여 기

치에 지의 분포 해를 구하 다.이 와 유도 류를 더한 단면에 흐르는 류

도가 자기장 방향으로 일정하다는 가정을 이용하여,압력강하의 이론 정해를 얻어냈다.

 


식.2.1

  식.2.2







 식.2.3

  식.2.4

 식.2.5

액체 속의 유동과 자기장에 의하여 생기는 와 유체 고체에서의 항의 크기

에 한 수식 근을 통하여 류 도를 계산하고,식 2.1과 같은 압력강하 식을 제시

하 다.이 식에 따르면,압력강하는 유체의 속도와 자기장의 제곱에 비례하며,그 계수는

물성치와 구조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식2.2와 식 2.3은 압력강하 식 2.1의 원

형 구조에 한 계수 결정 계식이며,식 2.4 식 2.5는 사각 구조에서의 계수 결정

계식이다.특히,식 2.3과 식 2.5의  는 WallConductionRatio로 유체 부분의 단면과

벽 쪽의 단면에 한 항의 비를 나타내는 변수로 압력강하를 결정하고 유동의 특성을

나타내는 요한 역할을 한다.보다

식 2.1에서와 같이,이 논문에서는 압력강하의 요인으로 오로지 자기력만을 고려하

고 있으나,이 가정을 만족시키기 해서는 실제 상에서 성력 등의 다른 힘에 비해

자기력이 상 으로 커야만 한다.이러한 로 츠 힘이 크기 해서 Ha수와 C값이

큰 경우에 해 보다 유효성을 가짐을 의미한다.

Hunt and Stewartson et. al. (1965)[72]

이 논문에서는 부분 으로 연되어 있는 사각 단면에서 2-D로 Navier Stoke

Equation과 ChargeConservation식을 풀이하여 이론 정해를 얻었다.이 두 편미방 방

정식을 풀기 하여,FourierSeries로 유도자기장 유속에 한 해를 구하 다.그리고

이 유속에 해 단면 으로 면 분을 통하여 Volumetricflow rate를 구하고,압력강하

를 계산하 다.

 





 식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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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2.7

식 2.6은 압력 손실에 한 무차원수로 호 안의 세 항은 각각 간 부분(Core),자

기장과 나란한 면 (Side),자기장에 수직한 면 (HartmannLayer)에서의 압력강하를

나타낸다.각 항들이 압력강하에 나란히 기여한다는 가정으로,세항의 합을 통하여 체

압력 손실이 식 2.6처럼 구해질 수 있다.

S. Smolentsev and M. Abdou[10]

이 논문은 일본 TBM 개념에 해 기 으로 연구한 것으로,액체증식재로 FLiBe를

사용하는 개념에 한 것이다.이 증식재는 낮은 기 도도에 따라 MHD 압력강하를

이는 장 이 있지만,이에 반해 삼 수소 증식을 고려한 증식재 역할이나 낮은 열 도

에 따른 냉각 성능 하 등의 단 을 가지고 있다.낮은 기 도도에 의해 자기력의

향을 게 받기 때문에,난류로의 천이가 잘 일어나게 된다.이 논문에서는 자기력의

향 하에서 유동의   난류 모델링을 제시하 다.

그 [72]

-FlatPlate에서의 Volumetricflow rate 압력강하 계산.






  


tanh
 tanh

식 2.8


≠






≠




 




tanh
 tanh

식 2.9

-Walker의 사각 단면에서 압력강하

Miyazakietal[41]과 동일한 압력강하 계식 (식 2.1)을 제시하 으나,압력강하에

한 무차원수인  이에 따른 상수,에 해 아래와 같이 제시하 다.그러나

Miyazakietal[41]에 따르면,아래의 압력강하는 실험군과의 비교에서 실험 결과와 잘 맞

지 않았다고 한다.

 


식 2.10

  식 2.11

 식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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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14.사각 단면 (Miyazaki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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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15.원형 단면 (Miyazaki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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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MHDNumericalAnalysis자료

제한 인 실험을 다룬 자료들에 비해 수치해석과 련한 자료들은 비교 다양한 목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다.기 수행된 실험 자료를 활용하여 개발 이거나 개발된

코드들을 검증하기 한 연구들이 많았으며[18],각 참여국들이 제안한 ITERTBM에

한 비 해석과 련한 연구들도 다수 있었다[17,30].다수의 논문들이 MHD의 난류

압력강하에 한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고,이와 련한 코드 개발을 다루고 있었다.

Sergey Smolentsev et. al. (2005)[18]

이 논문은 미국의 DCLLTBM에 을 맞추어,작동 유체 구조 등을 집 으로

다루었다.사각 채 구조에서 압력강하를 이기 해 FCI(flow channelinsert)를 이용

하는 방법을 제시하 고,형상 등 차이에 따라 MHD 압력강하가 얼마나 감소되는지 여

부를 고찰하 다.FCI가 없는 경우에 해 개발된 코드를 먼 모의하고,이론 정해와

비교함으로써 검증을 수행하 다.이후 FCI가 사용된 경우에 한 모의를 통해 DCLL

TBM내에서의 압력강하를 해석하 다.본 연구는 Ha(∼104)에서도 매우 높은 정확성을 보

다.

Hideo Arasaki et. al. (1994)[16]

본 과제와 유사성이 가장 많은 논문으로,액체 속 유동을 활용한 실험 결과를 수치

해석과 비교하 다.이 연구에서 벤치마킹한 실험은 ReedandLykoudisetal.(1978)에

의해 수행된 것으로 사각 채 구조에 수은을 작동 유체로 사용하 다.자기장은 수은 유

동에 수직방향으로 균일하게 작동하 으며,이 때 자기장에 의한 수은 유동의 MHD

향을 찰하 다.MHD유동에서 속도분포, 류 도,난류응력과 마찰계수에 해서 실

험군과 계산 결과를 비교하 다.이 논문은 실험 결과 해석뿐만 아니라,코드를 검증

하기 한 과정에 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L. Buhler (2007)[33]

본 과제에서 검증되어질 상용코드인 CFX로 MHD 해석을 수행한 논문으로,

Forschungzentrum Karlsruhe(FZK)연구소에서 진행된 SuddenExpansion과 같은 복잡

한 구조에 한 실험 결과를 활용하여,액체 속 유동을 모의하 다.복잡한 구조에서 와

류와 같은 정지 유동이 생기게 되면, 성자 조사에 의해 생성된 삼 수소가 체된 유동

에 의해 지속 으로 되어 추출이 어려울 수 있다.이러한 상을 규명하기 해 실험

수치해석이 수행되었으며,주로 유속 분포 흐름을 찰하여 와류 형성 여부를 고찰

하 다.이 논문에 따르면,강한 자기장에서의 유동은 와류가 형성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

행되고 있음을 확인하 으며,압력강하 계산 결과 Ha수가 1000 역까지 실험과 잘 맞

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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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다양한 수치해석 연구가 각 참여국 별로 제안된 TBM에 맞는 구조에서 진

행되었다.ITER참여국들은 각각의 TBM 개념에 맞게 액체증식재(Li,Pb-17Li,FLiBe),구

조(주로 사각 채 ,Bent),벽 조건(WallConduction)값을 토 로 수치해석을 수행하

다. 한,기본 인 구조에 한 해석뿐만 아니라 압력 강하를 방지하기 한 FCI혹은

코 재 사용 등의 방법에 해서도 수치해석을 수행하 다.각 참여국들로부터 제안된 다

양한 TBM 개념에 따라,다양한 수치해석 근이 시도되고 있었으며,상용 코드를 활용하

거나 자체 코드를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진행 인 것으로 악되었다.각국의 설계 보고

서 작성을 해 TBM 별 압력강하는 계산된 상태이며,세부 유동은 계산이 진행 인 것

으로 보인다.실제 TBM 본체를 활용한 실험으로는 유동 찰이 어렵기 때문에,제안된

TBM의 형상이 반 된 mock-up을 이용하여 실험 수치해석을 진행하고 있었다.

(다)MHDExperimentalAnalysis자료

1950년 이후,액체 속로 개발과 함께 자 유량계, 자 펌 발 기 등의 연

구가 진행되면서 많은 MHD 련 기 실험 자료들이 생산되었으며,1980년 이후로

핵융합과 련한 MHD 실험들이 시작되었다.다양한 실험 자료들이 존재하지만,핵융합

환경이 가지는 고자기장 하의 운 조건을 고려하여,사용가능한 자료들을 선별하 다.

표 3-3-4-1은 조사된 자료 선별된 실험 자료로서,testsection구조,작동유체,실험 조

건 등을 기 으로 정리하 다 [40-58].그리고 실험 조건 Re수나 Ha수 등은 간단한

구조에서 수행된 해석이 아니기 때문에 특성 길이 등의 변수를 간단하게 기술할 수 없기

때문에 공란으로 남겨놓았다.

핵융합로 블랑켓에서는 액체증식재는 삼 수소를 증식할 수 있는 Li계열의 액체 속

을 사용하고 있다.조사된 핵융합 분야의 MHD 련 논문들은 용융 이 비교 높고,폭

발성이 큰 Li을 작동 유체로 사용하기 보다는 비교 용융 이 낮고 안정 인 NaK혹은

KOH를 사용하 다.특히,상온에서도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 NaK를 사용한 실험이 많았

다.자기장의 크기 testsection구조 등을 히 조 하여 상사성을 유지할 수 있도

록 하 다.

고자기장을 구 하기 해서는 고용량의 자석 혹은 도 자석이 필요하나,실제

실험에서 필요한 역의 자기장을 구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핵융합로 블랑켓 환경에

서 자기장과 액체 속의 유동이 만들어내는 Ha수의 범 는 10,000이상으로 추정되지

만,실제로 이러한 역을 다루는 실험은 어려운 것으로 악된다. 재까지 조사된 실험

자료에서도 자기장의 크기는 최 2T정도 으며,Ha수의 경우도 최 5,000∼6,000정

도인 것으로 악되었다.조사된 실험 자료를 바탕으로 Re수와 Ha수를 기 으로 실험

범 를 그림 3-3-4-16과 같이 도시하 다.실험에서 다루어진 testsection의 구조는 부

분 간단한 사각채 이었으며,실제 모형을 다루기 해 EU의 HCLLTBM 련 실험에서

와 같이 SuddenExpansion구조 등도 다루어진 것으로 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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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16.조사된 선행 연구의 실험 범

실 험 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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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실험 건

동 체 Ha Re

duct _Area change L.Barleon (1989) NaK 1,500∼6,000

Circular Pipe Miyazaki (1989) NaK, Li 140∼4,150 9,000∼620,000

Rectangular Miyazaki (1989) NaK, Li 200∼2,100 500∼38,000

Round duct L. Barleon (1989) NaK 　

Round B. F Picologlou (1989) NaK 3,000∼6,000 600∼10,000

Bend L.Barleon (1990) NaK　 7,600 0.0017

Bend_multi channel J. Reimann (1995) Hg　 180∼360

U-Bend J. Reimann (1995) Hg　 ∼2,400 144

Rectangular duct Takahashi (1998) Li ∼1,080 2,430∼19,800

Channel S. Eckert  (2001) Na ∼3,000 8,000∼60,000

Pipe Zengyu Xu (2002) NaK 2,500∼3,500 5,000∼45,000

Toroidal duct B.Morely (2003) Ga

Nozzles in Duct Weishan Kang (2006) NaK

Rectangular duct B.Q.Li (2006) Ga ∼46 ∼3,000　

Duct Zengyu Xu (2006) NaK　 1,800∼3,200

Sudden expansion L.Buhler (2007) NaK　 5,000 638∼9,746

Pipe Junichi Takeuchi
 (2008) KOH　 20 11,300

Blanket_mock up C. Mistrangelo (2009) PbLi 3000

Blanket_mock up K.Strake (2009) NaK　 500∼4,000 424∼2,383

Flat duct L.Buhler (2009) NaK　 120∼1,250 ∼16,000

Rectangular Duct Xu. Zengyu(2009) NaK 1500∼4,150 650∼17,000

표 3-3-4-1.MHD실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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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선정 문제 해석을 통한 CFXEM 모듈의 검증

앞 (1)에서 수행된 MHD 련 자료 조사를 통해 상에 한 이해 연구 방향을

제시하 다.자료 조사는 선행되어진 실험 수치 해석 논문을 주로 진행하 으며,이

러한 선행 연구 자료를 토 로 실험 목 ,조건,작동유체 등으로 분류하여 실험 자료를

체계 인 DB로 구축하 다.본 연구에 맞는 역의 실험군이 선정되었으며,벤치마킹 수

치해석을 통하여 코드의 계산 신뢰도를 단하 다.선정된 실험 자료를 기 로 하여,압

력강하를 평가하고,이를 CFX모의 결과와 비교하 다. 한,이론 으로 구조 여러

조건 변수의 변화에 따라 압력강하 국소 속도 분포들의 정 해를 평가하 다. 를 들

어,사각 채 에서 가로 세로 길이의 비율 (aspectratio) 는 벽의 두께,물성치 등의

변화에 따라 압력강하의 이론 변화와 CFX모의 결과를 비교하 다.이론값과의 비교는

실험 자료의 제한성을 극복하고,CFX의 계산 수행 능력을 다양한 조건에서 용하는 데

에 활용될 수 있다.

해석된 상용코드 격자 생성 로그램,계산에 사용된 컴퓨터 사양 등은 아래와 같

다.

-CFX:ANSYSCFXEM moduleVER11.0

-ICEM :ANSYSICEM CFDVER 11.0

-Computer:Inter®Core™2QuadCPUQ9550@2.83GHz3.24GBRAM

(가)검증 상 실험군 선정 검증

검증 평가용 실험군은 한국형 TBM의 유동 조건을 기 으로 선정되었다.한국형

TBM에는 작동유체가 Li이며,유체가 흐르는 부분은 부분 사각 채 로 구성되어 있다.

외벽은 기 도성을 띤 FMS(FerriticMartensiticSteel)로 설계되었으며,설치될 부분의

자기장은 5T로 알려져 있다.유속은 수 mm/s로 매우 느리나 자기장이 매우 크기 때문

에 Ha수는 10,000이상이 된다.한국형 TBM의 설계 변수 운 조건을 고려하여,비

교 간단한 구조 고자기장 역에서 아래와 같이 실험군을 선정하 다.

1.MHD Pressuredrop and heattransferoflithium single-phaseflow in a

rectangularchannelundertransversemagneticfield Takahashiet.al.(1998)

FusionEng&Design[46]

2.MHD Pressuredropofliquid metalflow incircularand rectangularducts

undertransversemagneticfieldMiyazakiet.al.(1989)[41]

3.Experimentalinvestigationofliquid-metalflowsthroughasuddenexpansionat

fusion-relevantHartmann numbersL.Buhleret.al.(2007)Fusion Eng &

Design[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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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세 실험군에 한 실험 범 는 그림 3-3-4-17과 같다.선행된 조사를 통하여

얻은 실험 범 의 부분을 포함한다.가로축 Re수 역에서는 10,000이상에서 일반

으로 Laminar로 볼 수 있는 2,000미만의 역까지 폭넓게 다루도록 하 으며,Ha수로

는 1,000이상의 역까지 검증할 수 있도록 하 다.이 검증 범 에서 유속의 경우는 한

국형 TBM을 충분히 포함하지만,자기장과 련된 Ha수로는 비교 낮은 범 를 포함하

고 있다.이는 앞서 언 한 바와 같이,고자기장을 실험 으로 구 하는 데에 한계가 있

어,많은 실험들이 이 범 에서 실험되지 못했기 때문이다.실험군 1과 실험군 2는 간단

한 직 (원형 사각)에 한 실험 결과이며,실험군 3은 SuddenExpansion의 구조에

서 Ha수가 5,000인 역이다.

그림 3-3-4-18부터 그림 3-3-4-25까지는 각 실험군 별로 CFX해석 결과와 비교한 것으

로 매우 잘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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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17.검증 상 실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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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18.실험군 1:CFX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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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19.실험군 2.1:CFX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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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20.실험군 2.2:CFX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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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21.실험군 2.3:CFX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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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22.실험군 2.4:CFX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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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23.실험군 2.5:CFX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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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24.실험군 2.6:CFX결과

Case 6 (NaK, Rectangular,AR: 0.451 , Re : 3000-14000, Ha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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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25.실험군 3:CFX결과

Target 3 ( Sudden Expansion,NaK, Ha : 5000, E.R : 4 ) 
0.5 

• N : 2565 
0.0 

l ‘ • N : 5073 
X N : 19502 

(0.5) ..... :l: N : 39151 
~CFXN : 39152 

( 1.0) 축*‘ •• CFXN:19502 
• CFXN5073 

0. ( 1.5) 훌홍 •• CFXN:2565 

(2.0) 

(2.5) 

(3.0) 양앓i. 
(3.5) 

0.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X 



- 434 -

(3)액체형 TBM 본체 내부의 Li거동 해석

에 기술된 수력학 측면(압력강하)에서의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TBM 본체에 한

MHD 유동 해석을 수행하 다.이 검증 결과로부터,간단한 구조 Sudden

Expansion구조에서의 압력강하 측에 한 CFX계산 능력은 매우 신뢰할만하다는 결

론을 도출한 바 있으므로,EM 모듈의 수정 없이 액체형 TBM에 한 해석을 수행하 다.

TBM의 해석에서 살펴보아야할 사항으로는 우선 으로 압력강하의 크기이다.비자기

장일 경우와 자기장일 경우에서의 압력강하차이를 통해서 MHD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유동의 분포를 확인하고자 한다.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라즈마에서 생성되는

Neutron이 TBM 내의 Li과 반응하여 핵융합 반응의 원료인 Tritium을 생산하게 된다.하

지만 유동의 분포 에서 StagnationPoint라든지 Vortex의 구조가 생성되면 Tritium이

제 로 축출되지 못하고 TBM 내 구조에서 층되는 문제 을 야기하게 된다.

그림 3-3-4-26은 TBM의 구조 유동조건을 나타낸다.작동유체는 Li이며,액체 속

을 둘러싼 물질의 재질은 FM steel로 구성되어 있다.한국형 TBM내의 MHD 유동의 특

징으로는 매우 유속(2mm/s)라는 이다.그리하여 낮은 유속에 의하여 Re가

200~300의 매우 안정화된 층류형의 유동이 흐르게 될 것이지만,강한 성의 향력이

없기 때문에 외부 인 힘인 자기장 외에 력의 힘 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유동은

입구 단에서 들어와 Bottom 부분에서 세 갈래의 Manifold를 거쳐서 Firstwall쪽의 긴

사각 채 에서 다시 모여 흐르게 된다.First wall에서의 긴 사각 채 을 지나서 Top

쪽의 Manifold로 분지된 유동을 가지며 다시 Backwall쪽에서의 출구의 역으로 합치

게 되어 나가게 된다.사각 채 분지 이 의 SuddenExpansion에서의 검증은 1차

년도의 BenchmarkingProblem을 통하여 진행되었으나,각 부분들의 이어지는 역인

Bent Manifold의 구조에서는 CFX의 계산 이행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선행연

구조사를 통해서 Manifold에서의 타기 의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해석 결과를 신뢰도

여부를 단하고 유동을 찰 하고자 한다.외부의 자기장 방향은 모든 유동의 방향에

해서 수직으로 작용하고 있는 조건이다.

그림 3-3-4-27 표 3-3-4-2는 계산상에서의 경계 조건 기 조건을 나타낸다.입

구에서는 균일한 유속의 조건이며 출구에서는 0Pa압력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계산 결과

상의 입구에서의 압력이 곧 TBM을 지나가는 유동의 압력강하의 크기로 볼 수 있다.그

리고 간단구조의 해석이 아닌 체 Prototype의 해석이기 때문에 단 공간상의 Mesh

수가 제약받는다.본 수치해석의 이행에 이 진 Mesh통계는 FluidPart의 186,452개와

SolidPart는 430,135개로 나타난다.

그림 3-3-4-28은 TBM에서의 MHD유동의 자기장의 유무에 따른 압력강하를 보여 다.

자기장이 없을 때에는 1Pa미만의 매우 작은 압력강하를 나타내었다.수식 으로 근

해보더라도 낮은 유속을 통해서 매우 작은 압력강하의 측이 손쉽게 된다.즉,TBM에서

의 략 인 Re값은 200남짓의 값이다.그리하여 얻을 수 있는 Frictionfactor는 64/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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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략 으로 0.3정도의 값이다.여기서 식 2.21과 식 2.22에 따라서 구조내의 략 인

압력강하를 측해보게 되면 0.1Pa근처의 값이 나오게 된다.

∆  



 
식 2.21

∆  ×


××


  식 2.22

자기장이 있을 때에는 비 자기장의 압력강하 보다 1000~10000배 큰 2000Pa정도가

찰 된다.여 히 낮은 유속으로 인하여 압력강하 측면으로는 그다지 높은 압력강하가

찰되지 않는다.그리고 그림 3-3-4-29는 자기장이 걸린 경우의 치에 따른 압력강하 분

포를 보여 다.각 부분별로 압력강하의 크기가 다른 이유는 HydraulicDiameter의 차이

로 인한 유동에 향도 있지만,유동을 둘러싼 고체부분의 두께가 큰 차이를 야기한다.

고체의 두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C(ConductanceRatio)에 따라서 MHD압력강하

는 크게 향을 받게 된다.

그림 3-3-4-30은 TBM에서의 MHD 유동의 속도 분배를 보여 다.그리고 그림

3-3-4-31 그림 3-3-4-32는 비자기장에서의 유동에 비해서 MHD유동의 속도 분배가 상

당히 균일한 형태를 볼 수 있다.특히,Manifold에서의 유동 분지는 비자기장에서의 가운

데 채 로의 쏠림은 일어나지 않고 각 채 에 균일하게 흐름을 찰할 수 있다.이

는 MHD유동에서 LorentzForce에 의해서 Momentum 분산이 매우 잘 일어난다는 것을

찰 할 수 있다.우선 으로 고찰해야 할 은 Stagnationpoint라든지 vortex의 유무에

한 단이다.MHD 유동의 특징으로 단되는 것은 층류화 뿐만 아니라 속도 분배를

매우 잘 일으키는 것으로 찰되었다.

한국형 TBM의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타 기 에서의 TBM 수치해석 련 연구를 비

교함으로써 계산의 타당성 구조의 평가도 병행하 다.우선,Manifold 역에서 계

산을 이행한 N.B.Morley의 U.SDCLL의 해석결과에 따르면 매우 비슷한 경향의 분기

유동 결과를 보 다.그리고 입구와 분기 사이에 만나게 되는 suddenexpansion구조에

서는 1차년도의 검증 과정에 살펴본 L.Buhler의 논문과 비교 할 수 있다.FZK

(Forschungszenturm Kalsruhe)연구소 한 삼 수소의 충 열 달 측면에 한 염

려로 인하여 각 구조에서 수치해석 실험 연구를 진행하 으며 MHD effect로 인하

여 Momentum 분배가 매우 잘 일어나는 것을 찰 할 수 있다.

액체증식재의 유동에 MHD 효과는 높은 압력강하의 단 을 가지기도 하지만,유동의

균일한 분배의 장 을 가지기도 한다.이는 Lorentzforce는 유도의 속도에 비례하기 때

문에 유동 방향의 단면 을 찰할 시에 속도의 구배에 따른 Lorentzforce도 비슷하게

나타나게 된다.이는 속도 구배를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국부 속도 분배를

균일하게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압력강하의 고찰에서는 EU의 TBM 압력강하 해석의 결과와 비교를 이행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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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논문에서는 체의 Prototype에 해서 한번에 해석을 이행하여 압력강하를

측한 것이 아니라 각 부분별로 압력강하 상 식을 통해서 측하여 체의 압력강하

를 합쳐서 제시하 다.작동유체를 둘러싼 물질 구조 인 차이로 인해서 직 인 비

교를 이행 할 수는 없으나,그 계산 기법에 따라서 한국형 TBM에서도 압력강하 측의

방향으로 제시 될 수 가 있다.이는 추후 시스템 코드의 압력강하 계산 측면에서의 방법

론 개발에 방향을 제시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산이행에 있어서도 몇몇 한계 을 안고 수치해석을 이행 하 다.우선

으로 유동을 둘러싼 고체 부분의 정확한 표 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실제의 디자인 형

태에는 외부 고체 역에는 HelicalCoil을 통한 Helium Coolant가 매우 빠른 유속으로

흘러간다. 계산이행의 디자인에는 Helium의 HelicalCoilTube가 고려되지 않은

채 유도 류가 계산되어지도록 있다.이론 으로 근하여 문제를 간략히 살펴보게

되면,Helium의 Tube까지 유도 류가 흐르게 되어 있는 디자인 상태,즉 유도 류가

흘러가게 될 고체의 부분이 류의 흐름상 단면 으로 더 큰 상태이다.이는 고체 부분에

서의 류 항을 낮추게 되며,MiyazakiTheory에서의 C값이 더욱 크게 측된다.C값

의 증가는 압력강하에 증가로의 향을 끼치게 되므로 실제의 압력강하는 CFX의 값보다

조 못 미치는 값을 나타낼 것으로 상 된다.

그리고 계산에서는 수력학 인 측면의 검증 완료로 인하여 열 달 측면에서의 계

산 고려가 반 되지 못하 다.계산의 불이행에 있어서 온도 구배에 따른 물성치의 변

화를 고려하지 못한 채 계산이 이행되었다.실제의 핵융합 조건에서는 매우 높은 온도

온도 구배의 열 환경이 형성될 것이다.이러한 극한 상황에서는 물성치의 변화를 무시하

기에는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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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26.액체형 TBM 구조 자기장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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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27. 액체형 TBM 해석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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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s

velocity (m/sec) 0.002

magnetic field (T) 5 (uniform)

fluid density (kg/m3) 504

fluid viscosity (Pa s) 0.000452

fluid electric conductivity (m/Ώ) 3,100,000

solid electric conductivity (m/Ώ) 1,270,000

gravity

laminar Re: 170-330

표 3-3-4-2.액체형 TBM 해석 유동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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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28.액체형 TBM 해석 압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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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29.액체형 TBM 해석 압력강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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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30.액체형 TBM 해석 유동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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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31.액체형 TBM 해석 유동 분포 비자기장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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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32.액체형 TBM 해석 유동 분포 자기장 역 5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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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액체형 TBM 성능 검증시스템 제작 성능 검증

(1)액체형 증식재 실험용 루 설계 제작

(가)액체형 증식재 실험용 루 설치용 복층 데크(Deck)제작

실험용 복층 데크는 ITER액체형 TBM의 성능검증시스템 설치 일차벽 고열부하

시험장비의 설치,운 을 해 제작된 독립 구조물이다.액체형 증식재 실험용 루 의 주

요 부품인 액체 장용 탱크, 자석,EM 펌 련 제어장치와 배 작업이 설치되도

록 제작되어야 하며, 재 설치 인 고열부하 시험장비의 운 을 고려하여 제작되어야

한다.이와 같은 실험시설이 설치되어지기 해서는 구조물의 총 지지하 은 최소 10

Ton이상이며,실험 시 액체증식재의 drain을 고려하여 루 설치 는 각도 조 이 가능

한 plate로 제작되어야 한다.기존에 사용 인 실험장비들 로 제작되어야 함으로,안

동선을 고려하여 조립식으로 제작.설치되었으며 내부 바닥지지 용 작업은 하

다.복층데크는 3층의 구조로 제작되었으며 1층은 기존의 설치된 장비들이 새로이 제작되

는 복층 데크와 간섭을 피하도록 충분한 높이를 가지도록 제작되었으며,2층은 액체형 증

식재 실험용 루 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 으며 3층은 앞으로 새로이 구축되는 실험설비

ITER실험장비의 보 용으로 제작되었다.그림 3-3-4-33에 나타낸 것과 같이 3층 바닥

의 일부분은 개폐식 구조로 제작하여 2층에 설치되는 액체형 증식재 실험용 루 의 주요

부품들의 원활한 수송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 다.실험용 복층 데크의 주요 재원은 아

래와 같다.

-주요재료 :SS41H-Beam ,ㄷ형강 ,Pipe,Plate

-계단 :SS41CheckPlate

-Painting:Blue,방청2회

복층 데크의 개략도는 그림 3-3-4-33과 같으며,카티아를 이용하여 설계된 복층 데크

의 제작 가상도는 그림 3-3-4-3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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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33.Schematicdiagram oftestd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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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34.3-dimensionaldiagram oftestd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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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액체형 증식재 실험용 루 설계 제작

그림 3-3-4-35는 액체형 증식재 시험용 루 (ExperimentalLoopforLiquidBreeder:

ELLI)의 개략도로서, ELLI의 주요 품목은 장탱크(Sump Tank), 자 펌

(ElectromagneticPump:EM Pump),질량유량계, 자석(Magnet)로 구성되었다.실험용

루 는 3.0m x2.4m의 크기의 루 설치 에 설치되며,루 설치 에 2개의 유압

실린더를 설치하여 설치 를 최 15도 기울기를 가지도록 하 다.설치 에 설치된

실험용 루 는 삼각형태의 루 로 구성되며 루 설치 를 최 로 기울 을 때 액체 속

장고(Reservoir)가 최상단에 치하도록 하여 루 안에 있는 가스가 장고의 가스 배

출구를 통하여 외부로 배출되도록 설계하 다.ELLI는 15도의 경사를 가변 할 수 있는

실험용 루 지지 에 설치되어,실험을 한 PbLi의 루 로 공 실험 종료 후

PbLi의 Tank로 장 시 루 지지 를 기울여 공 회수를 하며 정상 실험 시에는

지지 를 기울이지 않은 상태로 실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 다.그림 3-3-4-36은 장탱

크에서 실험용 루 로 액체 속을 이송 회수 과정을 나타내었다.SumpTank에 장

되어 있는 PbLi의 실험루 로의 이송은 SumpTank를 Ar가스로 가압하여 Tank와 실험

루 와의 차 압력을 이용하여 Tank와 실험루 를 연결하는 SUS배 을 통하여 이송한

다.루 에 채워진 PbLi는 자펌 (ElectromagneticPump)에 의하여 루 에서 순환되

어지며 유량은 질량유량계 (MassFlowmeter)로써 측정한다.액체 속의 순환은 (1) 자펌

-(2) 자유량계-(4) 자석-(5) 장고(Reservoir)-(1) 자펌 의 순으로 진행된다.PbLi장

을 한 장탱크(SumpTank)는 루 지지 의 아래에 설치하 다. 장탱크는 167liter

용량의 액체 속을 장하도록 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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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35.Schematicdiagram ofanExperimentalLoopforliquidbreeder(EL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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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3-3-4-36.Conceptofthetiltingloopforeasiersupplyingandd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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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 속의 주요 순환 루 는 SUS304재질의 1.0inch(SCH40)로 제작하 으며 루

체의 길이는 약 8.2m 로 구성하 다.루 는 장탱크, 자펌 자석의 주요 구

성품목과 실험 수행 시 필요한 정보를 얻기 한 진단장치,루 를 가열하기 한 히터

가압과 진공장치를 한 구성된 보조장치로 구성되어 있다.액체형 증식재 시험용 루

의 개념도를 그림 3-3-4-37에 나타내었다.시험용 루 는 1"규격의 SUS 을 사용하며

시험에 사용되어지는 각종 진단장비의 설치를 용이하기 해 T자형 배 과 지 형태

로 제작하 다.루 내의 압력과 유량을 측정하기 한 장비로 2곳에 압력센서와 자장

에 의한 유량의 효과를 측정하기 하여 자석 양단에 차압센서를 설치하 으며 액체

속의 유량을 측정하기 하여 질량유량계(MassFlowmeter)를 설치하 다.액체 속에 의

한 부식 시험을 한 포트3개,루 내의 온도와 루 외벽의 온도 측정을 하여 열

(K-typeThermocouple)를 각각 5개씩 설치하 다.실험루 의 가열은 조립과 분해가 쉽

고 굴곡진 형태에도 쉽게 장착할 수 있는 구조인 Jackettype으로 제작하 다.루 에 장

착된 압력계,유량계 그리고 Jacket-type히터의 사진을 그림 3-3-4-38,그림 3-3-4-39,그림

3-3-4-40에 나타내었다.그림 3-3-4-41은 루 설치 를 기울 을 때 루 의 최상단에 치

하는 장고(Reservoir)로서 내경 200 mm,길이 300 mm (내부 용 :13.6 liter)로

SUS304로 제작하 다. 장고의 상부에는 가시창 (View Window)과 수 센서 (Level

Sensor)를 설치하기 한 랜지를 부착하 으며,CoverGas의 유입 유출을 하여

3/4inchSUS316Tube를 상부에 부착하여 액체 속에 의한 막힘을 배제하 다.제작된

수 센서의 사진을 그림 3-3-4-42에 나타내었다.액체형 증식재 실험용 루 의 설치

에 루 의 주요 구성품인 장탱크, 자석, 자펌 들과 진단을 한 유량계,압력계와

Jacket-type히터가 설치된 루 의 사진을 그림 3-3-4-4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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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37.Schematicdiagram oftheEL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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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38.Photoofthepressuretransm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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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39.Photoofthemassflow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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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40.Photooftheflexibleloopheaterj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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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41.PhotoofthefabricatedreservoirinEL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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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42.Photoofanlevelsensorofthe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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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43.PhotoofanExperimentalloopforliquidbree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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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펌 (EM pump)설계 제작

TBM 액체형 증식재 실험용 루 에서 사용 인 액체 속(PbLi)의 비 이 10정도이

므로 실험장치의 순환 루 는 압력손실이 최소화하면서 루 의 높이차가 작도록 설계해

야 하고,펌핑 기구는 가능한 큰 헤드를 낼 수 있는 사양을 선정해야 한다.원심펌 등

의 기계 인 펌 는 축에서의 실링 문제를 포함하여 임펠러(Impeller)의 끝부분에서의 속

도가 빠르므로,고온·고속의 PbLi환경에서 장기간 운 할 경우 심한 부식으로 성능에 심

각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상되어 자펌 를 펌핑 기구로 선택하 다.

그림 3-3-4-44는 본 연구에서 설계한 자펌 의 개략 치수를 나타낸 것이다. 자

펌 의 외부 코어 (Outer-Core)의 반경방향의 이동자계 B와 환단면에 유도된 원주방향의

류 J의 벡터 (JxB)에 의해 발생한 로 츠힘 (LorentzForce)에 의하여 액체 속을

이송시키며,그 원리는 선형유도 모터(LinearInductionMotor)와 동일하여 별도의 장치

가 없어도 기동 가능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자펌 는 실험장치 운 의 간온도인 50

0℃의 온도조건에서 기 등가회로 방법 (ElectricEquivalentMethod)을 이용하여 그림

3-3-4-45(a)와 같이 60lpm-4bar의 작동 (OperationPoint)을 갖도록 설계하 다.주요 설

계 조건 결과는 그림 3-3-4-45b)와 같이 길이 1212mm-직경 360mm 에서 부식과 압

력 손실을 고려하여 환단면의 유속이 최 60literperminute(lpm)(1.3m/s)가 되도록

설계하 다. 자펌 를 제작하기 한 각 부품의 형태와 필요한 수량을 도면화 하 고

이들의 부품들로 조립된 조립도를 그림 3-3-4-46 그림 3-3-4-47에 각각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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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44.DrawingoftheEM(Electromagnetic)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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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aracteristiccurve (b)majorspec.

그림 3-3-4-45.CharacteristiccurveofthedesignedEM pumpandmajors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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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ndplate (b)3ducts:innerduct,middleduct,outerduct

(c)Innercore (d)coilsupportandInsulator

(e)InnerandOuterreducers (f)Casingpipes:36ea

그림 3-3-4-46.DrawingsformanufacturingoftheEM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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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47.AssembleddrawingsoftheEM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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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48은 제작한 자펌 시스템을 나타낸 것이다. 자펌 의 코일 뭉치는

600℃이상의 고온에서 기계 ‧ 기 특성이 우수한 알루미나 분산강화동 (GLIDCOP,

AL-15)을 코일의 기 재료로,운모 실리콘을 주성분으로 하여 제조된 기 연재

로 구성하여 제작하 다. 한 외부 코어는 규소강 을 층하여 8개의 구조로 제작하

으며,펌 의 구조재는 자성이 없는 SUS316으로 제작하 다.코일과 외부덕트 사이의 열

달을 최소화하기 하여 코일을 외부덕트와 격리시키고,그 사이의 공간은 송풍기

압축공기로써 냉각하는 방식을 채택하 다. 자펌 는 24개의 코일뭉치를 2극의 기회

로로 구성하여 그림 3-3-4-49의 원공 장치 (SLIDAC,50kVA,3상-220V-60Hz)를 이용

하여 제어한다. 자펌 에 최 90A-380V의 원을 공 할 수 있도록 원공 장치의

내부는 냉각시스템을 설치하 다. 원공 장치는 자펌 의 각 부의 온도를 감시하기

한 온도표시기, 자펌 의 입력을 조 하기 한 up-down스 치, 력값을 표시하기

한 류 압표시기, 원을 순간 으로 차단하기 한 비상스 치가 설치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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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48.FabricatedanEM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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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3.BasicdesignedspecificationofanEM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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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49.FabricatedanEM pump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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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석의 설계 제작

실험루 에서 자장에 의한 Magneto-hydrodynamic(MHD)효과를 시험하기 하여

최 직류 류(150A)를 인가하 을 때 자석 채 사이에 최 자장 2.0T를 발생시키

는 자석을 설계 제작하 다.제작된 자석은 높이(H)820mm,폭(W)820mm,깊

이(D)611mm,채 간의 간격 30mm 이며 총 무게는 약 1,400Kg이다. 자석의 주요

사양을 Table3-2에 나태었고, 자석 치수를 나타낸 도면과 제작된 자석의 사진을 그

림 3-3-4-50 그림 3-3-4-51에 각각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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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4.BasicdesignedspecificationofaDCmagnet



- 470 -

그림 3-3-4-50.DrawingofaDCmagnet

• • • 

• 짧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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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51.FabricatedaDCma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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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장탱크(SumpTank)의 설계 제작

장탱크는 고체형태의 PbLi를 녹인 후 액체상태의 PbLi를 실험루 로 이송 실험

종료 후 액체 속을 회수하여 장하는 역할을 한다. 장탱크 (SumpTank)는 내경 488

mm,높이 866mm (내부 용 :163liter,두께 10mm의 SUS316L으로 제작하 다.고체

형 PbLi를 투입하기 한 투입구와 수 센서 (LevelSensor)를 설치하기 한 랜지를

부착하 으며,CoverGas의 유입 유출을 하여 3/4inchSUS316tube를 상부에 부

착하여 액체 속에 의한 막힘을 배제하 다.액체 속을 실험루 에 충 하기 한 배

은 장탱크의 부근에 설치하여 자유표면 부근의 액체 속이 루 내로 유입되지 않도

록 고려하 으며,액체 속을 회수하기 한 배 은 자유표면에서 일정 간격을 유지하도

록 구성하여 회수 시에 소리에 의한 흐름을 알 수 있도록 하 다.

탱크는 외벽에 2개의 Jacket-typeheater를 부착하고 약 단상-220V-30kW 수 의 용량

으로 가열하도록 구성하 다.탱크는 벽에 부착한 Sheath형 k-type열 와 제어반의

온도조 기로 일정수 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려하 으며,탱크 내에 2개의 열

를 삽입하여 액체 속의 온도와 Gas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하 다.

장탱크의 설계도 상부의 포트의 상세도를 그림 3-3-4-52에 나타내었다.설계된 3

차원 설계도 제작된 장탱크의 도면 사진을 그림 3-3-4-53에 나타내었다.



- 473 -

그림 3-3-4-52.Schematicdiagram ofsump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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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53.3-dimensionaldrawingandfabricatedsump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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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액체형 증식재 실험용 루 의 성능 시험

(가) 자석 성능 시험

제작한 자석의 특성 시험을 수행하 다. 자석의 직류 류를 가변하면서 자석

의 채 간의 지 에서 자기장계의 세기를 가우스미터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자석

의 류가 0-150A 인가하 을 때 자기장의 세기는 0-2.25T로 변화하 으며 인가

류가 약 100A 지 에서 자기장의 값은 2.25T로 수렴하는 상을 보 다. 자석의

류를 가변하면서 측정한 자기장과 압의 그래 를 그림 3-3-4-54에 나타내었다. 자석

채 에 FMS를 설치하기 과 FMS채 을 설치한 후의 채 간지 의 횡단면에서의

자기장을 측정한 후 상용 로그램인 FEM 코드의 계산 결과와 비교하 다.그림

3-3-4-55에 계산된 결과와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었고 두 개의 값은 일치함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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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54.Magneticfieldmeasuredwithagauss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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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55.CalculatedmagneticfieldstrengthacrosstheFM steel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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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루 의 온도 제어장치의 성능 시험

액체형 증식재 실험용 루 의 온도제어 시스템은 증식재 장고와 실험 루 에 각각

독립 인 제어 장치가 구성되어 있으며, 장고에는 상하 2곳에 자켓 형태의 히터가 설

치되어 있고 실험 루 에는 14개의 자킷 구조의 히터가 설치되 있다.루 의 온도를 측정

하기 한 열 가 루 의 표면과 루 안에 각각 5개 씩 설치되어 있어 루 의 표면온

도와 루 속에서 흐르는 유체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다. 온도제어 장치와 히터의 성능

시험을 수행하기 해 루 의 온도를 280℃ 설정한 후 루 의 온도를 측정하 다.루

의 온도는 각 히터의 특성에 따라 설정된 온도에 도달하는 시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온도

제어를 시작한 후 약 4시간 후에 설정한 값으로 도달하 고 측정한 루 에서의 온도 특

성 그래 를 그림 3-3-4-56에 나타내었다.실험 루 에 사용되는 증식재는 Pb-15.7Li, Li

is15.7at% (calledPbLihereafter),를 사용하며 증식재의 주요 특성을 표 3-3-4-5에 나타

내었다.고체형태의 PbLi바를 증식재 장고에 설치한 후 루 의 온도를 280℃ 까지

상승시켰다.고체 형태의 PbLi가 녹는 까지 도달하는 데에 약 2시간이 소요되었으며,2

시간이 경과한 후에 고체형태의 PbLi가 완 한 액체화되었다.그림 3-3-4-57,그림

3-3-4-58에 증식재 장고에서 측정한 온도와 도체 형태의 증식재가 시간 에 따라 녹는

과정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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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56.TemperaturecharacteristicsofELLI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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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57.MeltingstatusofPbLiinthesump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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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58.MeltingprocessofthePbLiinthesump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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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Equation Condition

Meltingpoint,Tm(K)

VolumeincreaseatTm,

(Vliquid–Vsolid)/Vsolid(%)

Latentheatoffusion,Δ 

Hf(kJkg-1)

Density,d(kgm-3)

Specificheat,Cp(kJkg-1m-1)

Thermalconductivity,k(W

m-1K-1)

Kinematicviscosity,ν (m2s-1)

Electricalresistivity,ρ (Ω cm-1)

Tm=508

(Vliquid–Vsolid)/Vsolid

=3.5

k=1.95+1.96x10-2T

Δ Hf=33.9

d=1.045x

104(1-1.6x10-4T)

Cp=0.195–9.116x10-6T

k=1.95+1.96x10-2T

508<T <625

K

508<T <800

K

508<T <625

K

521<T <993

K

508<T <933

K

표 3-3-4-5.MajorpropertiesofPbLi(temperature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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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EM(Electromagnetic)Pump성능 시험

EM 펌 의 성능 시험을 수행하기 에 증식재 장고와 루 의 온도를 증식재의 녹

는 이상 충분히 가열한 후,액체 상태의 PbLi를 실험루 로 이송시킨다. 치 장고

에서 실험루 로 PbLi의 이송은 장고에 Ar가스를 0.4MPa까지 가압한 후 장고와

루 의 압력차를 이용하여 루 로 이송한다.EM 펌 의 성능 시험은 그림 3-3-4-59의 실

험 루 에서 수행되었다.실험용 루 에 설치된 EM 펌 , 자석,유량계 등의 장비와

압력센서,열 들의 진단 장치들의 치는 그림 3-3-4-60의 개략도에 나타내었다.EM

펌 의 유량 토출의 특성을 시험하기 해 EP펌 의 압을 가변하면서 유속을 측정하

다.측정된 최 유량은 105Kg/min(11.1lpm)이며,이를 루 에서의 유속으로 변환

한 속도는 22cm/sec이다.이 때 EM 펌 에 인가한 류와 압은 각각 46A 와 250

V이다.유속은 인가되는 압에 선형 으로 변화하 고 측정된 유속 EM 펌 의

류값을 그림 3-3-4-61에 나타내었다.

그림 3-3-4-62는 측정한 유속과 루 에서의 압력(P1과 P2,그림 3-3-4-60)이며 P1과

P2지 에서 측정한 압력차는 이론식과 동일하게 유속의 제곱값에 비례하는 측정치를 나

타내었다.유속,EM 펌 의 압 그리고 P1,P2두 지 에서의 압력을 시간 역에서 측

정한 결과를 그림 3-3-4-63에 나타내었다.EM 펌 의 압을 0V에서 시작하여 서서히

250V로 증가시키고 다시 0V로 서서히 감소시키는 압의 형태로 몇 번의 반복 실험을

수행하 고,유량의 변화도 시간 지연 없이 증감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EM 펌 를 동

작하기 한 루 가열,EM 펌 동작 그리고 루 가열 원 OFF의 일련의 동작을 수

행하면 측정한 온도 특성을 그림 3-3-4-64에 나타내었다.EM 펌 의 동작은 루 가열

원을 가동한 후 3.5시간이 경과한 후에 시작되었고 루 의 온도는 5지 에서 열

센서를 이용해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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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59.ExperimentalloopofthePbLiliquidbree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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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60.Schematicdiagram oftheexperimental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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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61.Measuredflow rateandEM pumpcurrentwithvaryingEM pump

voltagesat0.48MPaoftheloop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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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62.Measuredpressuredifferencesbyincreasingtheflow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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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63.Measuredflow ratesandpressuresintheloopwithvaryingEM pump

vol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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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64.Measuredtemperaturesintheloopduringheatup,EM pump

operation,andshutdown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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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FM강 부식 특성 평가

한국의 액체형 TBM은 냉각재로 용융 PbLi를 사용하기 때문에 구조재인 FM강은 냉

각재와의 양립성이 검증되어야 한다.본 연구에서는 용융 PbLi분 기에서의 부식특성이

평가되었으며,부식방지막 코 에 해서도 성능 시험이 수행되었다.시험은 정 시험과

구축된 루 를 이용한 동 시험이 모두 수행되었다.

(가)정 부식 시험

시험에 사용된 FM강은 상용 Grade 91 제품으로 질량 분율로 8.29Cr,0.50Mn,

0.89Mo,0.08Ni,0.08Cu,0.25Si,0.21V,0.11C,0.0393N의 합 원소를 함유하고 있었다.

Pb-Li는 0.67wt% Li(15.7at% Li)로 구성된 공융 Pb-Li합 인고트(ingot)을 450°C에서

용해하여 사용하 다.부식 시험은 그림 3-3-4-65에 보여 진 형태의 용기에 시편을 걸어서

Pb-Li용탕에 잠입하는 것으로 실험하 다.시편은 5x10x3mm의 크기로 비되었다.부

식 시험은 최장 3000시간까지 수행하 으며,시험 후 시편은 C2H5OH +CH3COOH +

H2O2(1:1:1vol%)용액에서 세척되었다.그림 3-3-4-66에 1000시간 간격으로 얻어진 부식

시험 후 표면 미세조직을 나타내었다.부식은 FM강의 입계를 따라 우선 으로 발생하

다. 한 입내도 부식이 발생하 는데,이는 마르텐사이트 래쓰 경계에 해당하 다.이러

한 경향은 기존의 연구 결과와 잘 일치하는 것이다.

부식 방지막 성능 평가를 한 코 은 Al2O3를 PVD법으로 증착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Al2O3막은 일반 으로 화학기상증착을 통해 1200°C이상의 고온에서 상합성된다고

알려져 있다.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상온에서 비정질의 Al2O3를 성막하고,후열처리를

통하여 결정질의 Al2O3부식방지막을 형성시켰다.그림 3-3-4-67에 후열처리를 통해 결정

질의 Al2O3코 막이 형성된 결과를 제시하 다.후열처리는 FMS의 제조 공정 요건에

부합되도록 노말라이징 온도 역인 1050°C에서 2시간 결정화 열처리를 수행하고,추가

로 750°C에서 2시간 템퍼링 열처리를 수행하 다.

부식 방지막은 Pb-Li용탕으로부터 FM강을 보호하 다.그림 3-3-4-68에 따르면,2000

시간까지도 Al2O3부식 방지막은 내구성이 유지되며,FM강의 부식을 막아 주었다.그러

나 3000시간에서는 화학 구조가 결손되며,더 이상 부식 방지막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 다.본 실험은 기 에서 수행된 결과로 Pb-Li내에서 새롭게 생성되는 Li2O 산

화물에 의해 Al2O3부식 방지막에 화학 불안정성이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산소의 과도한 게재가 없는 실제 운 환경에서는 Al2O3의 부식 방지막으로서의

효과는 다소 기 된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부식방지막 코 에 해서는 세계 으로도

아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코 막 물성 향상이나 제조 공정 개발,새로운 소

재의 개발이 필요한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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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65.FM강 정 부식시험 용기 시편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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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66.FM강 정 부식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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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67.FM강 표면에 형성된 Al2O3부식 방지막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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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68.Al2O3부식 방지막 코 된 FM강의 정 부식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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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동 부식 시험

Pb-Li루 에서의 동 부식 시험은 그림 3-3-4-69에 제시된 재료시험 포트를 통해서

수행되었다.시편은 직경 10mm,두께 1mm의 튜 형이 되도록 FM강을 가공하여 비

하 다. 한 시험 무게를 측정하여,부식 시험 후 무게 감소량을 측정하 다.Pb-Li

루 는 350°C에서 약 5liter/min의 유속을 갖도록 유지되었다.시편은 100시간,150시간,

250시간에서 인출되어 분석되었다.시편의 질량 변화는 150시간 이후에는 크지 않았으며,

250시간 후에 약 0.02%의 질량 감소가 측정되었다.부식은 표면에서 부분 으로 진행되

었으며,이는 시편 가공과정에서 표면이 취약했던 부분에서 우선 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단된다. 한 부식이 되는 경우에는 입계가 드러나는 것이 찰되었다.이는 정 부식

시험과 일치하는 결과이다.그림 3-3-4-70은 기 시편의 형상 100시간,150시간 부식

시험 후의 표면 형상을 나타낸다.100시간 후에는 표면 형상에 큰 변화가 없으나,150시

간 후에는 부분 으로 부식에 의한 입계 노출이 찰된다.

이와는 별도로 시편의 치 유동 방향에 따른 부식 성능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

다.그러나 루 온도와 실험 시간이 짧았던 계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 다.부

식 시험이 완료된 시편은 표면에 수직 방향으로 단되어 원소 분석이 수행되었다.이는

표면에서 부식에 의한 합 원소의 변화가 있는지 악할 목 으로 수행되었다.그림

3-3-4-71은 100시간과 250시간에서 단면의 미세조직과 주요 합 원소 분포를 나타낸다.

100시간에서는 Mo,Cr,Fe등의 원소 함량의 변화가 없었던 반면에,250시간에서는 표면

근처에서 Mo농도의 감소가 찰되었다.Pb-Li분 기에서 FM강은 일반 으로 균일한

부식이 발생하지만,과도한 노출은 국부 으로 Cr,Mo,W,V등의 용해를 유발할 수 있

다는 이 의 보고와 잘 부합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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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69.FM강 동 부식시험 포트 시편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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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70.FM강 동 부식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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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71.FM강 동 부식시험 결과 표면 원소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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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삼 수소 추출/정제/침투방지 기술 개발

가.추출개념 선정 추출칼럼/루 설계안 작성 (기술보고서 2건 발간)

액체 PbLi내 포화되어있는 삼 수소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재까지 실험되거나 제

안된 방법은 모두 3가지이다.이 하나는 얇은 속격막을 사용하여 이를 침투한 삼

수소를 뽑아내는 방법으로,이 방법은 제안만 되어 있는 상태로 구체 인 실험은 이루어

지지 않았다.다른 방법은 게터를 이용하여 삼 수소를 모으는 방법으로 이 역시 재 구

체 으로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기액역류추출법으로 아르곤 등의 스트립 가스(strip

gas)를 수소가 함유 된 PbLi에 역뱡항 흐름(count-currentflow)방향으로 불어넣어 PbLi

에 녹은 삼 수소를 추출하는 원리로 유럽등지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본 연구에서

는 이 추출법을 채택하여 비실험장치를 연구하여 개념설계를 하 다(그림 3-3-5-1).

삼 수소추출을 한 칼럼 상부에는 수소가 포화 된 는 수소가 용해 된 PbLi가 칼

럼 내에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분배기가 필요하며,최 상부에는 추출된 수소와 스트

립 가스가 배출되는 노즐이 필요하다.분배기에서 나온 PbLi는 칼럼 내부에 채워진 충

재(packingmaterial)를 따라 칼럼 하부로 흐르게 되고,이와 반 로 칼럼 하부에 설치된

가스 스 져(gassparger)에서 분출되는 스트립 가스는 충 재를 따라 칼럼 하부에서 상

부로 이동하게 된다.이 과정에서 스트립 가스와 PbLi가 효과 으로 하게 되어 PbLi

에 용해되어 있는 수소가 추출된다.기-액(gas-liquid) 면 이 커지고 스트립 가스와

PbLi가 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수소 추출율이 증가하므로,가스 스 져는 구멍이 매

우 작은 다공성 으로 개념설계 되었고,칼럼 내부에 충 재를 설치하도록 설계 되었다.

한 PbLi유량,압력 등을 측정하기 한 측정기기가 조사·선정 되었다(그림 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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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1.국외 삼 수소추출 련 연구 황 조사 시스템 개념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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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2.액체형 TBM 진단 계장시스템 개념설계를 한 각종 계측기 사양서

개발 확정



- 502 -

나.추출칼럼 설계 제작

삼 수소추출 상에 한 이해와 HCMLTBM의 삼 수소증식에 한 운 경험 확보

를 하여 그림 3-3-5-3과 같이 삼 수소추출칼럼 개념설계가 이루어졌다.70년 부터 가

장 안정 인 납-리튬공정합 (leadlithium eutectic,LLE)인 Pb15.7Li가 추출 실험을 한

증식재로 선정되었다.설계 된 추출칼럼은 기액 식 추출원리를 기본으로 칼럼 본체

(column vesselbody)와,증식재 분배기(liquid breeder distributor),충 재(packing

materials) 가스 스 져(gassparger)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3-3-5-4).특히 가스 스 져

는 2μm 크기의 미세구멍을 갖는 다공성 (표 3-3-5-1)으로 설계되어,스트립가스와 액체

증식재와의 물질 달면 을 극 화하도록 설계되었고,스트립가스와 액체증식재와의

시간을 최 화시키기 하여 복잡한 구조의 충 재를 칼럼 내부에 설치하도록 설계·제

작 하 다(그림 3-3-5-5).

실험 액체증식재에 융해된 수소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추출된다.

1)수소가 포화된 Pb15.7Li액체증식재를 증식재분배기를 통해 추출칼럼 내부로 분배

2)칼럼 상부로 분배된 액체증식재는 충 재의 복잡한 형상에 따라 칼럼 하부로 흘러

내림.

3)이와 동시에,칼럼 하부에 설치된 가스 스 져에 의해 스트립가스인 아르곤 가스

가 극 화 된 상간 표면 을 갖는 작은 기포로 분출

4)충 재를 따라 상부로 이동하면서 액체증식재에 용해되어 있는 수소를 추출

이러한 상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하여,가스 스 져에 의해 생성되는 아르곤

기포의 거동 크기를 찰 측정하여야 하며,액체증식재에 녹아있는 수소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 개발이 선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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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Specificationof

thePorousDisc
PhotoofPorousDiscs

Model MOTTPorousdisc

Diameter 9.45”(240mm)

Thickness 0.062”(1.57mm)

Material StainlessSteel316

Porosity 35.8%

Microholesize ~2㎛ (mediagrade2.0)

표 3-3-5-1.기포생성장치에 쓰인 다공성 디스크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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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3.삼 수소추출칼럼 최종 개념설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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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4.삼 수소추출칼럼 3-D도면 주요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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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5.제작된 삼 수소추출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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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포 생성,거동 찰 크기 측정

앞서 기술하 듯이,액체증식재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실험을 수행하여 하여,추출칼

럼내의 기포의 거동 크기에 한 이해와 정보가 필요하다.이를 해서 그림 3-3-5-6와

같이 기포 측장치를 제작하 고,이 장치에 추출칼럼 본체에 사용될 가스 스 져를 미리

제작·설치하여 기포의 생성 상과 거동을 확인하 다.그 결과,가스 스 져 표면에서

균일한 분포로 기포가 생성됨이 찰되었으며(그림 3-3-5-6), 찰된 기포 거동 개략

인 기포 크기를 바탕으로 가스 스 져에 의해 분출 된 스트립 가스 기포의 크기를 측정

하기 한 실험장치가 제작되었다(그림 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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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6.기포생성 거동 찰을 한 기포 측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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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7.기포 크기 측정을 한 기포측정장치

앓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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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수소침투센서 개발

액체 속에 용해되어 있는 수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상용계측기는 재 무한 실정

이다.다만 액체증식재를 활용하여 삼 수소를 추출하는 실험을 주도 으로 수행하고 있

는 EU에서 최근 10여 년 간 수소의 침투 특성을 이용한 센서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들은 순철과 같이 수소침투력이 높은 얇은 속 으로 실린더를 만들어,그 실린더 안

으로 침투된 수소의 분압을 측정하여 액체증식재에 녹아있는 수소의 농도를 측정하 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특정 조건에서의 수소의 농도를 측정하는데 많은 시간(수 십

분~수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어 이에 한 개선이 본 연구에서 이루어졌다.

액체증식재에 용해되어 있는 수소의 농도를 빠르게 측정하기 해서는 다음 3가지 조

건이 최 한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최소 두께의 멤 인으로 제작

-최소한의 센서 내부 부피

-최 한의 수소침투 면

즉,침투센서의 멤 인의 두께가 얇을수록,센서 내부에 수소가 채워지는 부피가 작

을수록,그리고 센서의 수소침투 면 의 넓을수록 수소의 농도를 액체증식재에서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이 단축된다.

EU의 TRIEX(TRItium EXtraction)실험장치에서는 그림 3-3-5-8에서 도시된 것과 같

은 실린더 형 침투센서가 사용되었다.이러한 구조는 멤 인이 자체 으로 센서의 형상

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비 이 높은 액체증식재 내부에서 압력을 견디기 하여 특정

두께 이상의 멤 인이 사용되어야 하고, 한 센서의 형태도 단 부피당 면 이 최소

화되는 형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이는 침투센서 성능에 반하는 설계제약으로,본 연구

에서는 침투센서 내부에 다공성물질을 채워 침투센서 외부 압력을 지지하는 구조를 착안

하여,이와 같은 설계제약에서 벗어나 멤 인의 두께를 크게 일 수 있었으며, 한

기존 침투센서보다 단 부피당 면 을 극 화하여 획기 으로 반응속도를 개선 한 환형

구조의 침투센서와, 형구조 침투센서를 개발하 다(그림 3-3-5-8).제안 된 수소침투센서

의 성능검증을 하여 침투센서 성능검증장치(그림 3-3-5-9)를 제작하 으며, 재 센서

성능 시험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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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8.수소침투센서 디자인

Reference sensor 
(TRIEX hydrogen sens。이 

Design #1 
with porous annulus) 

Design #2 
(plate type with porous dis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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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9.수소침투센서 검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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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고체형 TBM 통합설계기술 개발 공학설계

1.시스템 설계 통합설계기술 개발

가.고체형 TBM 성자수송해석

TBM 장치는 삼 수소증식을 목 으로 개발되는 장치로,그 내부에 리튬(Li)이 주요

물질로 구성되는 삼 수소증식재(Breeder),베릴륨(Be)이 주요 물질로 구성되는 성자증

배재(Multiplier)와 장치 후방으로 설되는 성자를 보상해주는 성자반사체(Reflector)

를 심으로 그 외 냉각채 구조재 등으로 구성된다.특히,삼 수소증식재와 성자

증배재는 삼 수소생산율을 최 화 시킬 수 있도록,여러 개의 층으로 구성되고,각 층은

직경 1mm 내외의 페블(pebble)로 채워진다.탄소(C)를 주요 물질로 구성되는 성자반

사체는 장치 후방에 1개 층으로 구성되며,마찬가지로 페블로 채워진다.

이러한 복잡한 구조의 TBM 장치에 한 계산모델을 장치와 동일하게 구 하는 것

은,반복계산을 수행하여야 하는 설계과정의 단계에서는 비효율 일 것으로 단된다.설

계단계에서는 보다 단순한 계산모델을 사용하기 해,우선 으로 계산모델의 단순화에

따른 성자수송해석 평가결과의 차이를 정량 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

로,TBM 장치에 한 계산모델을 다음의 두 단계에 따라 평가 하 다.첫번째 단계에서

는,삼 수소증식재와 성자증배재의 페블구조에 따른 향 평가를 수행하 고,두 번째

단계에서는 실제 TBM 장치 설계구조를 동일하게 구 한 페블구조모델(PebbleModel),

TBM 장치 내부를 각 층별로 균질화한 경우,복층균질화모델(Multi-layeredModel)과

TBM 내부 체 역을 하나의 역으로 균질화한 경우,단층균질화모델(Homogenized

Model),로 구분하여 비교 평가를 수행하 다.

이상에 따라 TBM 계산모델을 수립하고,TBM 장치 내 각 역 별 구성 물질의

정 질량을 추정하기 해 단층균질화모델에 한 성자수송해석을 수행하 다.이에 따

른 평가결과를 근거로 각 역의 배열 형태 등을 결정하고 핵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발열

정보를 생산하기 한 상세설계를 진행하기 해 복층균질화모델을 용한 계산을 수행

하 다.

재 복층균질화모델을 용한 상세설계안 평가를 수행 에 있으며,이 평가 결과

로부터 최종설계안을 검증하기 해 페블구조모델을 사용하여 성자수송해석을 수행하

고,핵변환에 따른 삼 수소증식재의 손실 장치 방사화 등을 평가하고자 한다.최종

으로 ITERB-lite모델 내 TBM 장치 모델을 삽입하여 성자수송해석을 수행할 계획에

있다.

(1) 산코드 시스템 검증

기존의 TBM 설계안에 한 성자수송해석에는 MCNP5ver.1.30 과 FENDL2.1

핵자료라이 러리가 사용되었다.방사화 해석에는 ORIGEN ver.2.1이 사용되었고, 그

리고 운 주기 별 핵변환 방사화 평가에는 MonteBurn ver.1.0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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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eBurnsver.1.0은 삼 수소 생성의 원료물질인 Li등에서 요한 (n,t)반응과 같은

고에 지 성자에 한 핵반응과 감마선수송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이 연구기 인

KAIST에서 일부 핵반응을 추가하고,감마선수송모듈을 수정하여 'ModifiedMonteBurns'

코드를 개발하여 사용하 다.

그러나,MonteBurns코드가 ver.2.0으로 업데이트 되면서,ORIGEN ver.2.1외에

ORIGEN ver.2.2(ORIGEN ver.2.1의 업데이트)와 CINDER코드를 핵변환 방사화

평가 모듈로 선택 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핵융합장치 시설의 주요 방사선원은

DT반응에서 발생하는 약 14.1MeV의 성자이며,이 역의 고에 지 성자에 한

핵변환 방사화는 CINDER코드를 통해 계산이 가능하다.ORIGEN 코드는 핵분열반응

을 이용하는 원자로의 노심해석을 목 으로 하는 산코드로 수 MeV 이상의 고에 지

핵반응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이에 따라,향후 수행될 TBM 의 삼 수소증식 외에 장치

시설 반에 한 방사화 평가를 고려하여 CINDER코드를 방사화해석 코드로 선정

하 다. 한,MCNP5코드는 재 ver.1.60까지 업데이트 되었으나,1.50에서 감마선의

Broadningeffect모듈에 버그가 발견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따라서 재 다양한 분야

에서 사용되어,검증된 것으로 단되는 ver.1.40을 성자수송해석 코드로 선정하 다.

이에 따라,MCNP5ver1.40과 CINDER를 연계하여 수행되는 운 주기 별 핵변환

방사화해석에는 MonteBurnsver.2.0을 선정하 다.핵자료라이 러리는 핵융합로해석용

으로 평가,생산된 FENDL핵자료라이 러리를 선정하 다.FENDL핵자료라이 러리는

2011년 말에 ver.3.0이 생산,배포되어, 재까지 ver2.1을 그 로 사용하여 왔다.

FENDL3.0핵자료 라이 러리는 향후,벤치마킹 등을 통한 검증을 거쳐 본 과제에서 사

용될 정에 있다.

이상에 따라서,2011년 후로 TBM 성자수송해석에 사용된 산코드 시스템은 다

음과 같이 변경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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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야  2011  2011  후

수 MCNP5 ver 1.30 MCNP5 ver. 1.40

핵변 ORIGEN ver 2.1 CINDER 1.50

방사 Modified MonteBurns ver. 1.0 MonteBurns ver. 2.0

핵 료 FENDL ver. 2.1 FENDL ver 2.1

표 3-4-1. 산코드 시스템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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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NP version Codes TBR at Region 3 TBR at Region 5 Total TBR

MCNP ver. 1.30
(KAIST)

MCCARD 8.4006E-01 1.4012E-01 9.8018E-01

MCNP
(ENDF/B-VI.0) 8.3085E-01 1.3946E-01 9.7031E-01

MCNP
(FENDL 2.1) 1.2163E+00 1.4286E-01 1.3592E+00

Modified 
MonteBurns
(FENDL 2.1)

1.2133E+00 1.4328E-01 1.3566E+00

MCNP ver. 1.40
(KAERI)

MCNP
(FENDL 2.1) 1.2145E+00 1.4168E-01 1.3562E+00

표 3-4-2.TBM 기 모델에 한 산코드 별 TBR평가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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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TBM 기 모델 내 역 별 성자분포에 한 산코드 별 평가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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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삼 수소증식재 성자증배재의 페블구조에 따른 향

TBM 장치의 내부 역 ,삼 수소증식재, 성자 증배재 성자반사체는 각각,

Li4SiO4,Be,SiC페블로 채워진다.페블로 구성되는 역은 페블이 채워지는 형태에 따

라,SimpleCubic(SC),Body-Centered Cubic(BCC),Face-Centered Cubic(FCC)

HexagonalClosedPacking(HCP)등의 구조를 갖는다.TBM 장치 후방에 한 개 층으로

구성되는 성자반사체를 제외하고,삼 수소증식재 성자증배재에 해 페블구조를

계산모델에 반 하 을 때 페블구조에 따른 향을 평가 하 다.

먼 ,각 물질 별로 동일한 도를 갖는 페블들이 각 해당 역별로 각기 다른 페블

구조를 갖는 경우를 평가 하 다.이 경우,Li4SiO4은 이론 도,2.40g/cm
3
의 97

%,Be은 이론 도 1.76g/cm
3
의 95% 가 용되었다.계산모델의 구성은 그림

3-4-2에 나타낸 바와 같고,그림 3-4-2내 B-4 역은 자연 상태의 동 원소비를 갖는 리

튬을,그 외의 삼 수소증식재 역은 Li-6가 40%로 농축된 리튬을 용하 다.

평가 결과는 다음의 표와 그림에 정리하여 나타낸 바와 같다.이 평가에서는 각 페

블구조 별로 공극률에 따라 역별로 들어가는 물질의 총 질량이 달라진다.평가 결과,

성자 럭스 분포는 M- 역(multiplier)에서 최 29%,B- 역(Breeder)에서 최 41%

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M- 역에서의 성자증배율은 최 32% 의 차이를 보 다.총

삼 수소증식비율(TotalTBR)의 차이는 SC와 FCC구조의 차이가 23%,BCC와 FCC

구조의 차이가 5% 로 평가 되었다.FCC를 기 으로 볼 때, BCC보다 SC와의 차이

가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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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페블구조 향 평가를 한 TBM 장치 기 모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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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s in the Korea HCSB TBM

Pebble geometry types:
 SC
 BCC
 FCC

그림 3-4-3.동일 도의 페블 용 시,페블구조에 따른 TBM 장치 내 성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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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Pebble geometry type

SC BCC FCC

M-2 0.0129 0.0172 0.0189

M-6 0.1359 0.1789 0.1946

M-10 0.1061 0.1311 0.1386

M-14 0.0787 0.0877 0.0886

M-18 0.0431 0.0422 0.0403

표 3-4-3.동일 도의 페블 용 시,페블구조에 따른 역 별 성자 증배율,(n,2n)반

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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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Pebble geometry type

SC BCC FCC

B-4 0.0790 0.1168 0.1324

B-8 0.2471 0.3303 0.3595

B-12 0.2191 0.2728 0.2895

B-16 0.1826 0.2083 0.2135

B-20 0.1700 0.1782 0.1763

Total 0.8979 1.1064 1.1711

표 3-4-4.동일 도의 페블 용 시,페블구조에 따른 역 별 삼 수소 증식율,(n,t)반

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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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평가에서,페블구조 별 반응률의 차이는 주로 페블구조의 공극율(Packing

fraction)에 따른 질량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단된다.

이에 따라,공극율에 의한 질량 차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페블의 도를 조 하여,

성자수송해석 평가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평가 하 다.이를 해 각 페블구조를 유지

하면서, 역 별로 동일한 질량이 삽입되도록 페블의 도를 조정하 다.평가 결과,총질

량이 같지만,여 히 계산결과에는 페블구조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자

럭스는 SC와 FCC구조 간에 최 8.2%,BCC와 FCC구조 간에 1.5% 의 차이를

보 다.M- 역에서의 성자증배율은 SC와 FCC구조 간에 최 3.6%,BCC와 FCC

구조 간에 최 0.8의 차이를 보 다.총삼 수소증식비율은 SC 와 FCC 구조 사이에

7.8%,BCC와 FCC구조 사이에 1.5% 차이를 나타내었다.질량차이를 보정하 기 때문

에 앞서의 결과에서 페블구조 별 차이가 매우 감소하 으나,여 히 성자수송해석 결과

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부터,페블의 구조 자체에 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단하 다.

이상의 평가 결과는 다음의 표와 그림에 상세히 나타내었다.



- 524 -

M-2 B-4 M-6 B-8 M-10 B-12 M-14 B-16 M-18 B-20 R-22

5.0x10
-4

1.0x10
-3

1.5x10
-3

2.0x10
-3

2.5x10
-3

 

 

N
e

u
tr

o
n

 F
lu

x 
[n

e
u

tr
o

n
s
/c

m
2
/s

o
u

rc
e

 n
e

u
tr

o
n

]

Regions in the Korea HCSB TBM

Pebble geometry types:
 SC
 BCC
 FCC

그림 3-4-4. 역 별 동일 질량 용 시,페블구조에 따른 TBM 장치 내 성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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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Pebble geometry type

SC BCC FCC

M-2 0.0185 0.0188 0.0189

M-6 0.1885 0.1934 0.1946

M-10 0.1357 0.1381 0.1386

M-14 0.0918 0.0893 0.0886

M-18 0.0464 0.0416 0.0403

표 3-4-5. 역 별 동일 질량 용 시,페블구조에 따른 역 별 성자 증배율,(n,2n)

반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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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Pebble geometry type

SC BCC FCC

B-4 0.1231 0.1304 0.1324

B-8 0.3298 0.3541 0.3595

B-12 0.2648 0.2849 0.2895

B-16 0.1961 0.2104 0.2135

B-20 0.1656 0.1743 0.1763

Total 1.0793 1.1540 1.1711

표 3-4-6. 역 별 동일 질량 용 시,페블구조에 따른 역 별 성자 증배율,(n,t)반

응률



- 527 -

이상의 평가에서,질량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여도,페블 구조에 따라서

성자수송해석 평가 결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악되었고,그 차이가 공극률의 비율에 비례

할 것으로 추정하 다.이에 따라, 역 별로 동일한 질량을 가지며,동일한 페블구조를

갖는 경우,공극율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를 정량 으로 평가 하 다. 용한 페블구조는

공극율이 가장 높은 FCC를 기 으로 하 다.이상 인 FCC구조는 74% 의 공극율을

갖는다.이에 FCC구조를 유지하면서,공극율이 10%에서 70% 까지 10% 씩 증가시키

고,동시에 페블 도는 총질량을 유지하도록 증가시켜 가면서 성자수송해석을 수행하

다.평가 결과, 성자 럭스분포의 차이는 공극율이 50%인 경우와 70% 인 경우의

차이가 1.2% 로 나타났다.M- 역에서의 성자증배율 차이는 공극율이 50% 인 경우

와 70% 인 경우에서 최 3.1% 로 평가 되었고,총삼 수소증식비율은 공극율이 50%

인 경우와 70% 인 경우에서 1.5% 인 것으로 나타 났다.다음의 그림에 정리하여 나타

낸 평가 결과로부터 공극율에 따른 변화를 정량 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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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ing fraction in FCC ge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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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FCC페블구조에서,공극율(Packingfraction)별,TBM 장치 내 역 별

성자 분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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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6.FCC페블구조에서, 역 별로 공극율(Packingfraction)에 따른 TBM 장치

내 성자 분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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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s:

 M-2    M-6  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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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7.FCC페블구조에서,공극율(Packingfraction)에 따른 성자증배율,(n,2n)

반응율,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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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s:

 B-4  B-8  B-12  B-16  B-20  Total

그림 3-4-8.FCC페블구조에서,공극율(Packingfraction)에 따른 삼 수소증식율,(n,t)

반응율,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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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평가 결과에 따라,TBM 장치의 실재 형태를 구 하는 페블구조모델을 사용

하는 경우에도,내부 페블의 배치구조에 따라 성자수송해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페블구조의 공극율에 따른 질량 차이가 주요 원인이지만,페블구조 자체에 다른 향도

있는 것으로 단된다. 한,본 과제에서는 TBM 설계 단계에서 페블구조를 균질화한 단

순 모델을 사용한다.이를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페블 역을 균질화한,복층균질화모델을

사용하는 경우에 페블구조모델과의 차이를 정량 으로 평가하여 설계단계에서 반 하고

자 하 다.평가 결과 균질화에 따른 질량차를 보정해 경우,균질화에 따른 성자수송

해석의 차이는 TBR기 으로 약 2% 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평가에서는 BCC 구조를

용하 다.평가 결과, 성자 럭스는 최 1.9%,총삼 수소증식비율은 1.76% 의 차

이를 나타내었다.이 결과로부터,복층균질화모델을 설계과정에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함

을 확인하 고,설계과정에 총삼 수소증식비율 평가결과는 약 2% 과평가되는 것을 고

려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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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9.BCC페블구조모델과 복층균질화모델에 한 TBM 장치 내 성자 분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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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B-4 B-8 B-12 B-16 B-20 Total

ML 0.1190 0.3368 0.2783 0.2119 0.1802 1.1263 

BCC 0.1168 0.3303 0.2728 0.2083 0.1782 1.1064 

Difference, [%] 1.86 1.92 2.00 1.69 1.11 1.76 

표 3-4-7.BCC 페블구조모델과 복층균질화모델에 한 삼 수소증식율,(n,t)반응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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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계산모델 단순화에 따른 향 평가

삼 수소증식재 성자증배재의 배열 최 화를 한 반복 해석,평가를 수행하는

설계 단계에서는 복층균질화모델을 사용하여야 하지만,설계 기 단계에서의 정 삽입

물질의 양 추정 등의 기본 인 설계방향을 상하는 과정에서는 단층균질화모델을 사용

하고자 하 다.이에 따라,페블구조모델,복층균질화모델 단층균질화모델 사이에 성

자수송해석의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상하기 해 이상의 3가지 모델을 비교하 다.

평가결과 TBM 장치내 성자 럭스의 분포 주요 핵반응의 반응율 분포 등은 서로 다

른 형태를 보 다.따라서 이러한 평가 물리량은 설계과정에 참조하기 어려운 것으로

단하 다.그러나 총삼 수소증식비율은 성자증배재 삼 수소증식재의 총질량에 따

라 략 인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단되며,그 차이는 20% 내외 일 것으로 추정하

다.이에 따라,이후 단층균질화모델을 사용하여 삼 수소증식재 성자증배재 등의

물질에 해 TBM 내 삽입하는 양을 략 으로 상하고,이를 근거로 상세설계를 해

복층균질화모델을 사용하는 계산을 수행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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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0.페블구조모델(pebble),복층균질화모델(multi) 단층균질화모델(homo)에

한 TBM 장치 내 성자 분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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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1.페블구조모델(pebble),복층균질화모델(multi) 단층균질화모델(homo)에

한 TBM 장치 내 삼 수소생성 반응율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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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bble Multi-layer Homogeneous

TBR 0.839 0.925 1.02

표 3-4-8.페블구조모델(pebble),복층균질화모델(multi) 단층균질화모델(homo)에 한

TBM 장치 내 총삼 수소증식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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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층균질화모델을 사용한 역 별 물질 구성 비율 평가

설계 기 단계에서 정 삽입물질의 양 추정 등의 기본 인 설계방향을 상하기

해 단층균질화모델을 사용하여 성자수송해석 평가를 수행 하 다.TBM 장치의 략

인 설계형태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TBM 장치 내부에 삼 수소증식재(Breeder), 성자 증배재(Multiplier) 성자반

사체(Reflector)가 균질화되어 섞이는 것으로 가정하고,이 때 각각 삽입되는 물질의 비율

을 바꾸어 가면서 총삼 수소증식비율을 평가하 다.

먼 ,삼 수소증식재의 삽입량을 총 부피에 해 10%부터 90% 까지 10% 증가

시키고,각 경우에 나머지 부피를 성자증배재와 성자반사체가 1:9,2:8~9:1의 비율

로 나 어 삽입되는 경우를 고려하여,총 81가지 경우를 평가하 다.다음의 표와 그림

에 각 평가의 경우와 각 경우 별로 평가된 총삼 수소증식비율을 나타내었다.

평가 결과로부터,총삼 수소증식비율을 고려할 때, 성자증배재의 향이 가장 클

것으로 단된다.삼 수소증식재가 일정량 이상 삽입되면, 성자증배재의 비율을 높일

수록 총삼 수소증식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성자반사체의 경우 감속재로

서의 기능을 가늠하기 해 ( 성자의 에 지가 낮아질수록 (n,t)반응단면 이 커지기 때

문)함께 균질화시켰으나, 성자반사체를 함께 섞는 것은 효과 이지 못한 것으로 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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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2.TBM 장치의 단층균질화모델 구성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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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eder Vol. / 

Total Vol.l

  Multiplier Vol. / ( Multiplier Vol. + Reflector Vol.)

0.1 0.2 0.3 0.4 0.5 0.6 0.7 0.8 0.9

0.1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0.2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0.3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0.4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0.5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0.6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0.7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0.8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0.9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표 3-4-9.물질 별 삽입양의 비율을 달리한 평가의 각 경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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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eder Vol. / 

Total Vol.

 Multiplier Vol. / ( Multiplier Vol. + Reflector Vol.)

0.1 0.2 0.3 0.4 0.5 0.6 0.7 0.8 0.9

0.1 0.7429 0.8134 0.8830 0.9523 1.0201 1.0874 1.1529 1.2172 1.2801 

0.2 0.7925 0.8567 0.9200 0.9827 1.0441 1.1055 1.1652 1.2239 1.2816 

0.3 0.8147 0.8718 0.9273 0.9834 1.0379 1.0919 1.1450 1.1976 1.2493 

0.4 0.8273 0.8759 0.9239 0.9722 1.0194 1.0662 1.1121 1.1582 1.2031 

0.5 0.8353 0.8757 0.9157 0.9554 0.9955 1.0346 1.0736 1.1121 1.1501 

0.6 0.8403 0.8725 0.9043 0.9365 0.9683 1.0000 1.0314 1.0622 1.0932 

0.7 0.8433 0.8675 0.8913 0.9152 0.9390 0.9626 0.9863 1.0100 1.0335 

0.8 0.8446 0.8608 0.8768 0.8930 0.9087 0.9247 0.9402 0.9560 0.9716 

0.9 0.8441 0.8521 0.8603 0.8684 0.8766 0.8844 0.8925 0.9004 0.9084 

표 3-4-10.물질 별 삽입양의 비율을 달리한 평가의 각 경우 별로 평가된 삼 수소증식

비율(T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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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장치 후방에 설치되는 성자반사체의 양(혹은 두께)은 일정한 두께 이상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성자반사체의 정 두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단하 다.

앞서 표에 나타낸 ‘2-05‘의 경우를 기 으로 삼 수소증식재와 성자증배재를 동

일하게 유지하면서, 성자반사체만 빼버렸을 때,삼 수소증식비율은 1.0441에서 1.0436

으로 양 4% 가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평가된 4% 의 감소는 성자 감속에 의

한 효과로 상된다.이 경우에 장치 후방에 있는 manifold(stainlesssteel)도 빼버리면

TBR값은 0.90308로 낮아지며,이 경우의 계산모델은 장치 후방이 비어 있는 형태이다.

이에 먼 ,‘2-05‘(B:M:R=1:2:2)의 경우를 기 으로 성자반사체의 두께 별로 삼

수소증식비율의 변화를 평가하면서 동시에 장치 후방에 치한 Manifold의 향도 평가

하 다.평가결과는 다음의 표와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다.평가 결과로부터 장치후방에

치한 Manifold도 성자반사체로서의 효과를 어느 정도 나타내는 것으로 단된다.

Manifold가 고려된 경우, 성자반사체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총삼 수소증식비율이

증가되는 비율은 19.2cm 이상에서 0.5% 이하로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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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lector 두께 [cm]

without Manifold with Manifold

TBR TBR 증가율 TBR TBR 증가율

0.4800 0.9279 1.0606 

3.6000 0.9724 0.0457 1.0820 0.0198 

6.7200 1.0066 0.0340 1.0989 0.0154 

9.8400 1.0338 0.0264 1.1118 0.0115 

12.9600 1.0555 0.0205 1.1216 0.0087 

16.0800 1.0727 0.0161 1.1293 0.0068 

19.2000 1.0862 0.0124 1.1353 0.0053 

22.3200 1.0967 0.0096 1.1372 0.0016 

25.4400 1.1048 0.0073 1.1379 0.0006 

표 3-4-11. 성자반사체의 두께에 따른 삼 수소증식비율(TBR)의 변화



- 546 -

0 10 20 30

0.90

0.95

1.00

1.05

1.10

1.15

 

 
T

B
R

Reflector Thickness [cm]

 without Manifold
 with Manifold

그림 3-4-14. 성자반사체의 두께에 따른 총삼 수소증식비율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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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장치 후방에 설치되는 성자반사체의 정 두께를 측하고자 하 다.

앞서 ‘2-05’경우를 기 으로,삼 수소증배재와 성자증배재의 양을 동일하게 유지하면

서 성자반사체의 두께를 변화시키는 경우, 성자 반사체가 19.2cm 이상으로 증가하

면 삼 수소증식비율의 증가율이 0.5% 이하가 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그런데 실제상

황에서는, 성자반사체가 감소하면 그 부피만큼 삼 수소증식재나 성자증배재의 양이

증가하고, 성자반사체가 증가하면 그 부피만큼 삼 수소증식재나 성자증배재의 양이

감소하므로 이상의 3가지 물질의 비율을 동시에 고려하여 삼 수소증식비율을 평가 하

다.다음의 표 그림에 나타낸 평가 결과로부터,삼 수소증식재와 성자증배재의 비

율이 1:5.7인 경우에 삼 수소증식비율이 최 인 것으로 평가 되었다.



- 548 -

Reflector 

Thickness 

[cm]

 Breeder / (Breeder + Multiplier)

0.1 0.15 0.2 0.25 0.3 0.4 0.5 0.6 0.7 0.8 0.9

3 1.2340 1.2428 1.2361 1.2229 1.2033 1.1578 1.1084 1.0566 1.0030 0.9507 0.8982 

6 1.2150 1.2241 1.2184 1.2057 1.1873 1.1434 1.0956 1.0453 0.9934 0.9422 0.8915 

9 1.1906 1.2006 1.1961 1.1846 1.1672 1.1252 1.0794 1.0307 0.9805 0.9311 0.8819 

12 1.1607 1.1724 1.1688 1.1584 1.1423 1.1024 1.0587 1.0121 0.9642 0.9167 0.8691 

15 1.1252 1.1378 1.1357 1.1266 1.1121 1.0752 1.0337 0.9895 0.9439 0.8987 0.8533 

18 1.0835 1.0973 1.0970 1.0896 1.0766 1.0424 1.0040 0.9625 0.9198 0.8771 0.8340 

표 3-4-12. 성자반사체의 두께 별로,삼 수소증식재와 성자증배재의 비율에 따른 삼

수소증식비율(TBR)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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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5. 성자반사체의 두께 별로,삼 수소증식재와 성자증배재의 비율에 따른

삼 수소증식비율(TBR)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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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복층균질화모델을 사용한 삼 수소증식재, 성자증배재 성자반사체 배열

설계 평가

이상의 평가를 근거로,복층균질화모델을 사용하여 정한 역 별 두께 배열 형

태를 결정하는 상세설계를 수행하고자 하 다.먼 , 성자반사체의 두께는 12cm 와

15cm 의 두가지 경우를 고려하 고,삼 수소증식재와 성자증배재의 비율은 1:4가

이상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용되었다.이에 따라 다음의 표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

이 계산 형태를 구분하 다.

평가 결과,총삼 수소증식비율이 단층균질화모델에서 측된 값보다 약 20~30%

낮게 평가 되었다. 한,B-M-B-M 배열의 경우,총삼 수소증식비율의 경향은 단층균질

화모델평가와 유사하게 성자증배재가 많을수록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M-B-M-B배열

의 경우,이와는 반 로,Breeder가 많을수록 높은 TBR을 나타내었다.상세한 평가 결

과는 다음의 표들에 나타낸 바와 같다. 재 상세설계를 한 계산이 진행 으로,본 보

고서에는 이상의 일부 결과만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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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 방식 M-B-M-B-R 배열 B-M-B-M 배열

Reflector 께 12 cm 15 cm 12 cm 15 cm

Case MBR12 MBR15 BMR12 BMR15

표 3-4-13.복층균질화모델 계산을 한 경우 구분TBM 역 별 배열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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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6.복층균질화모델 계산을 한 TBM 역 별 배열 형태 (M-B-M-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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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7.복층균질화모델 계산을 한 TBM 역 별 배열 형태 (B-M-B-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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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 방식 M-B-M-B-R 배열 B-M-B-M 배열

Reflector 께 12 cm 15 cm 12 cm 15 cm

Case MBR12 MBR15 BMR12 BMR15

Total TBR 0.91621700 0.91664400 0.97632500 0.95043800

1st layer 0.00858092 0.00811555 0.46129400 0.43605100

2nd layer 0.65099500 0.63375700 0.00687216 0.00663061

3rd layer 0.00261896 0.00277161 0.50613600 0.50556400

4th layer 0.25402200 0.27200000 0.00202280 0.00219212

표 3-4-14.삼 수소증식재와 성자증배재의 비율이 2:8인 경우,총삼 수소증식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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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 방식 M-B-M-B-R 배열 B-M-B-M 배열

Reflector 께 12 cm 15 cm 12 cm 15 cm

Case MBR12 MBR15 BMR12 BMR15

Total TBR 0.96156854 0.95654826 0.97211615 0.94775466

1st layer 0.00786979 0.00741463 0.47928100 0.45346900

2nd layer 0.68225600 0.65989800 0.00563135 0.00546897

3rd layer 0.00241275 0.00254263 0.48556600 0.48702900

4th layer 0.26903000 0.28669300 0.00163780 0.00178769

표 3-4-15.삼 수소증식재와 성자증배재의 비율이 3:7인 경우,총삼 수소증식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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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 방식 M-B-M-B-R 배열 B-M-B-M 배열

Reflector 께 12 cm 15 cm 12 cm 15 cm

Case MBR12 MBR15 BMR12 BMR15

Total TBR 0.98774275 0.97807039 0.95529584 0.93257637

1st layer 0.00707108 0.00663623 0.48953800 0.46326800 

2nd layer 0.69802600 0.67131700 0.00451852 0.00441774 

3rd layer 0.00218067 0.00228716 0.45994000 0.46346200 

4th layer 0.28046500 0.29783000 0.00129932 0.00142863 

표 3-4-16.삼 수소증식재와 성자증배재의 비율이 4:6인 경우,총삼 수소증식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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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 방식 M-B-M-B-R 배열 B-M-B-M 배열

Reflector 께 12 cm 15 cm 12 cm 15 cm

Case MBR12 MBR15 BMR12 BMR15

Total TBR 0.99900548 0.98470566 0.93324947 0.91217414

1st layer 0.00617683 0.00577431 0.49606500 0.46944700 

2nd layer 0.70162900 0.67073800 0.00352496 0.00346850 

3rd layer 0.00191665 0.00200035 0.43265600 0.43814800 

4th layer 0.28928300 0.30619300 0.00100351 0.00111064 

표 3-4-17.삼 수소증식재와 성자증배재의 비율이 5:5인 경우,총삼 수소증식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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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목표 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제1 사업목표 계획 비 달성도

1.2008년도

가.사업목표의 달성도(2008)

목 표
달성도

(%)
내 용

∘참여개념 컨소시엄 구성,

개발 일정 수립 비용 산

정

95

-컨소시엄 구성과 련한 정보 구성안은 마

련되었으나,아국의 참여방안 결정 지연으로 컨

소시엄 구성 지연됨

-개발일정 비용 산정 완료

∘통합설계기술 개발 100

-설계 체계 보완 완료 련 코드 개발 방향

설정

-코드 검증,보완,개발 착수

∘액체형 TBM 보조시스

템 공학 설계 착수
100

-공학 설계안 보완

-안 해석 보완

∘액체형 TBM 요소 기술

개발 착수
100

-일차벽 합법,냉각기술,증식기술 등의 핵심

기술 일정에 따라 개발
∘액체형 TBM 성능 검증

시스템 설계
100 -루 설계안 보완 핵심부품( 자석)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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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평가의 착안 에 따른 목표달성도에 한 자체평가(2008)

평가의 착안 자 체 평 가

∘참여개념 컨소시엄 구성,

개발 일정 수립 비용 산

정

-아국 참여방안 결정 지연으로 컨소시엄 구성의 구체

인 안이 마련되지는 않았으나,컨소시엄 구성을 한 국

제 인 정보들은 기 획득되었음.

∘통합설계기술 개발

-가스로,고속로 등 GEN.IV 원자로의 개발방향을

benchmarking하고 기존 툴들을 최 한 활용하여 효과

인 통합설계체계를 마련하 음.

-기존 코드이외에도 핵융합 증식재를 한 고유코드개

발에 착수함

∘액체형 TBM 보조시스

템 공학 설계 착수

-공학설계안 안 해석 보완을 해,기 해석 내용을

보완하고,추가 인 안 해석을 수행함.

∘액체형 TBM 요소 기술

개발 착수

- 합법 개발 건 성 검증을 통한 제작법 개발을 진

행 함

-냉각재기술개발을 해 고온가스로 시설을 충분히 활

용하여 비용으로 효과 인 기술을 습득하도록 함

-증식재 기술은 핵심 기술인 MHD 해석 기술 증식

재 자체의 취 기술로 나 어 수행함. 한,취 기술은

Li반응 실험,양립성,삼 수소 추출 등 세부 인 아이

템으로 나 어 기술 개발 진행 임.

∘액체형 TBM 성능 검증

시스템 설계

-루 제작 에 연차별로 핵심부품을 구입하는 방식으

로 올해는 자석을 2T까지 구 할 수 있도록 설계,제

작함



- 560 -

2.2009년도

가.사업목표의 달성도(2009)

목 표
달성

도
수 행 내 용

∘컨소시엄 구성 개

발 일정,기술 리
90 %

-컨소시엄 구성과 련한 정보 구성안은 마련되었으

나,타 참여국과의 의 지연으로 컨소시엄 구성 지연됨

-개발일정 비용 산정 완료

-기술 비수 (TRL)마련 참여국 비교,평가

∘통합설계기술 개발 진

행
100%

-설계 체계 보완 완료 련 코드 개발 방향 수립

-코드 검증,보완,개발 진행

- 냉각재 해석도구 (ANSYS-CFX, MARS-GCR,

GAMMA)1차 검증 완료

-액체증식재 해석도구 (MARS-FR)개발:물성치 인코딩

상 식 코딩 진행

∘액체형 TBM 공학설계

안 해석 진행
90 %

-컨소시엄 구성 후 공학설계 진행 정

-핵심부품 설계 기술 개발 착수

∘액체형 TBM 요소기술

개발 진행
100%

-일차벽 Mock-up제작 건 성 평가 시험

-냉각재 취 기술 개발 냉각능 증진 방안 도출

-액체증식재 특성 평가

-증식재 내 삼 수소 추출 기술 개발 착수:기/액

방식 타당성 검토완료 실험안 도출

-액체형 TBM 진단 계장시스템 개념설계:각종 계측

기 사양서 개발 확정

∘액체형 TBM 성능 검

증시스템 제작 진행
100%

-루 구조물 제작 완료 (20톤 하 )

-루 설계 완료 제작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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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평가의 착안 에 따른 목표달성도에 한 자체평가(2009)

평가의 착안 자 체 평 가

∘검증 일정의 타당성

∘컨소시엄 구성안의 타당성

∘ 력안 력 정도

-타국과의 참여방안 의 지연으로 컨소시엄 구성의 구

체 인 안이 마련되지는 않았으나,컨소시엄 구성을 한

국제 인 정보들은 기 획득되었음.

- 한,기술수 (TRL)을 마련하여,구체 이고 정량 인

비교,개발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함

∘보완 검증 결과의 타당성

∘해석도구 개발안 검증결

과의 타당성

-가스로,고속로 등 GEN.IV 원자로의 개발방향을

benchmarking하고 기존 툴들을 최 한 활용하여 효과

인 통합설계체계를 마련하 음.

-기존 코드이외에도 핵융합 증식재를 한 고유코드개발

진행함

∘TBM 공학설계 검증 여부

∘따른 안 성 해석 갱신 여부

∘자료 생산 여부

-참여방안 마련이후 공학설계를 진행해야 하나,참여방

안 의 지연됨

-냉각계통 련 핵심부품 선정 설계 기술 개발 착수

∘일차벽 합 조건의 검증

차의 타당성

∘ 합성 성능

∘냉각재 련 기 실험 결

과,검증 결과의 차 그

타당성

∘열교환기 설계 기술의 타당

성

∘특성 평가 결과의 타당성

∘부식 감 기술 액체증식

재 거동 해석 결과의 타당성

∘삼 수소 추출,정제 기술

타당성

∘진단방법의 타당성

- 합법 개발 건 성 검증을 통한 제작법 개발을 진

행 함

-Be+FMS,FMS+FMS목업 모두 건 성 유지되어 성능

입증 됨

-냉각재기술개발을 해 고온가스로 시설을 충분히 활용

하여 비용으로 효과 인 기술을 습득하도록 함

-PCHE실험 결과를 활용한 CFD설계 기술 확보

-증식재 기술은 핵심 기술인 MHD해석 기술 증식재

자체의 취 기술로 나 어 수행함. 한,취 기술은 Li

반응 실험,양립성,삼 수소 추출 등 세부 인 아이템으

로 나 어 기술 개발 진행 임.

-기/액 방식 조사 타당성 입증

-액체증식재 루 에 활용 가능 한 계측장비 조사

∘루 설계 갱신 여부

∘부품 제작 진도 배 제

작 진행 정도

-루 구조물 제작 완료

-루 설계 완료 제작 진행,3가지 기능이 가능한 실

험루 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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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표 내용
달성

도
사 업 수 행 결 과

∘주도 참여 TBM 개념

컨소시엄별 개발계획 작성

90 %

-컨소시엄 구성

국제 력

∘국제 /참여국간 의

TBM-PC-3&4차 회의 2회 (5/20-21,10/22-23, 랑스)

PMG-3&4차 회의 2회 (4/16,9/1-2, 랑스)

Ripple워크샵 1회 참석 (4/13-15, 랑스)

∘참여국간 력:

한일 워크샵 1회 상호방문·회의 4회,

한미 회의 3회 설계 력 1건

한 ,한-EU 력은 계속 의
-비용산정 개발계획

수립

∘참여방안 수립:

주 / 동기 간 워크샵 1회,

기술분류/비용/기술개발 략 등 련 자료 생산

∘국내기술 력:

GEN-IV연계과제 참여 련 회의참석,자료수집,

TBM 기술개발 략 수립 등에 활용

∘상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각 참여국의 입장과

개발일정에 의해 컨소시엄 구성은 지연되고 있음.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도 여부에 한 재검토가

수행되었으며, 련한 비용,개발일정,기술분류

기술분류수 (TRL)자료들을 갱신하 음.
∘TBM 통합설계 기술

개발 TBM 시스템

공학설계

100%

-통합 툴/체계 검증

보완

∘GAMMA코드의 냉각 해석능 검증 보완

(~3MPa,0.03kg/sec,해석방법도출)

∘GAMMA-FR개발:

물성치(Li,PbLi) 기본 상 식 인코딩
-TBM 시스템 공학설계 ∘아래 결과에 따른 문서(설계,안 해석)내용 갱신

∘미국 DCLLTBM 보조계통 상호 검증(요청에 따른

국제 력) 한국 TBM 보조계통 설계안 갱신

3.2010년도

가.사업목표의 달성도(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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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표 내용
달성

도
사 업 수 행 결 과

∘구조재 제작법 개발에 따른 본체 일차벽 설계 갱신

∘헬륨냉각보조계통 핵심부품( 열기,순환기)에 한

설계 해석 진행

∘TBM 련 요소기술 개

발 검증

98 %

-TBM 제작 기술 개발

검증

∘FMS/FMS 합(후열처리포함)기술 개발 완료

(기술보고서 2건 발간)

∘Be/FMS 합 1차 완료,2차 W/FMS 합 진행

∘TBM 본체제작법 개발:

소형목업 3종 제작 검증 완료

일차벽 구조목업 1종 제작 비해석 완료(2011년 검증

정)

-고온,고압 냉각재 기술

개발

∘고온가스냉각재 취 /설계기술 개발 참여:고온가스로 개발

과제 형루 핵심부품 설계

∘헬륨공 장비 구축: 열기,순환기 설계/해석/제작 완료,

루 배치안 설계도면 작성 완료(9MPa,0.5kg/sec,

300-500℃ -2011년 3월말 구축완료 정-일정 일부 지연)

∘설계툴 검증용 추가 실험 수행(~3MPa,0.03kg/sec):소형

질소루 FM강 목업 사용

∘열 달증진기구 평가 증진안 도출( 탁)

-액체형 증식재 기술 개

발

∘액체증식재용 소형루 (ELLI)구축(‘09.7~’10.3) 시운

완료:용융,가열,유동 시험 완료 (기술보고서 1건)

∘ 자펌 성능시험 완료(~50kg/min),MHD시험 진행 (

자석성능확인 ~2.2T)

∘MHD평가 본체성능해석( 탁):사용 CFX코드의 MHD

모듈에 한 열수력 모델 검증완료

∘부식평가 감기술 개발:

정 부식(450℃,3000시간),

Al2O3코 의 부식 감 확인,

동 부식시험 진행(300℃,200시간)-2011년 계속

-삼 수소 추출/정제/침

투방지 기술 개발

∘추출개념 선정 추출칼럼/루 설계안 작성

(기술보고서 2건 발간)

∘패킹재 구매완료 추출칼럼 제작 진행

(‘11.01칼럼제작완료,’11.12루 구축완료)

-TBM 진단 계장 시스

템 개발 진행

∘고온가스실험 활용 고온용 계측기 성능검증

∘증식재실험 활용 고온,액체 속용 계측기 성능검증

∘삼 수소추출용 permeation센서조사 개발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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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착안 자 체 평 가

∘주도 참여 TBM 개념

컨소시엄별 개발계획 작성
-컨소시엄 구성 의 결과

타당성

∘타국과의 참여방안 의 지연으로 컨소시엄 구성의 구체 인 안이

마련되지는 않았으나,컨소시엄 구성을 한 국제 인 정보들을 련

회의들을 통해 수집하 음.

∘워크샵 혹은 방문 등을 통해,세부 연구내용 개발 략에 한

자료를 수집하고,실험결과 공유 등 력을 진행하여,컨소시엄

구성이 지연되더라도,기술개발은 가능하도록 조치하 음.

-주요 일정 비용안의

타당성

∘주 기 과의 긴 한 의를 통해,기술개발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토 로 비용 개발계획을 재작성하고,기 구축된

기술수 (TRL)을 갱신하여,구체 이고 정량 인 비교,개발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 음.

∘GEN-IV등 교차기술분야에 참여하여,국내기술개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기술개발계획 수립에 참조하 음.

∘TBM 통합설계 기술 개발

TBM 시스템 공학설계

-통합설계안의 타당성

-액체증식재 해석도구

개발용 자료 체계 개발

진도

∘가스로,고속로 등 GEN.IV원자로의 개발방향을

benchmarking하고 기존 툴들을 최 한 활용하여 효과 인

통합설계체계를 마련하 음.

∘기 구축된 설계체계에서,검증이 필요한 냉각재툴에 해서는

실험결과를 활용한 검증을 수행하 고,개발이 필요한 증식재툴에

해서는 상 식,모의방법론 등을 개발하여 설계체계를 지속 으로

개발하고 있음.

∘핵융합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필요한 검증루 등을

개발계획에 반 하여,향후 설계툴들의 검증에 비할 수 있도록

하 음.

-TBM 공학설계 결과

련 도면

∘가상설계기법이 활용되어 개발된 제작기술을 토 로,제작용

최종설계안을 마련하 으며,보조계통별 핵심부품에 해

설계/해석/검증 작업을 진행하 음.

-DDD갱신 안 해석

보고서 작성 여부

∘개발 인 요소기술 타국 설계안 추 결과 등을 반 하여 기

개발된 설계안을 갱신하 음.

∘TBM 련 요소기술개발

검증
-도출된 일차벽 합

조건을 활용한 fullscale목업

제작 여부

∘‘09년도 개발된 FMS/FMS 합에 한 성능검증을 성공 으로

완료하 으며,차폐체(Be,W)/FMS 합에 해 여러 합층을

시도하여 합조건 도출에 성공하 으며,최 화된 조건 도출을

진행하고 있음.개발된 합법은 본체 제작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차를 기술보고서 형태로 문서화하 음.

∘제작법 개발을 해,단일채 ,곡 형 채 ,다 채 등 3종의

소형목업을 제작하 고,가압시험을 통해 그 성능을 입증하 음.이를

토 로 fullscale목업의 제작성이 그 로 반 된 1/6규모의 일차벽

목업을 제작 완료함으로써,개발된 제작 차를 검증하 음.

나.평가의 착안 에 따른 목표달성도에 한 자체평가(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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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품의 합성능

건 성 여부

∘모든 제작된 목업에 해 고열부하장비(성능검증장비)를 활용한

건 성 평가를 수행하 으며, 수나 합면 이탈 등의 문제없이

성공 으로 시험이 완료되었음.

-He냉각재 련 실험

결과,검증 결과의 차 그

타당성

∘원연 내 고온가스로개발부의 루 구축 핵심기술 분야에

참여하여,취 기술 습득 헬륨공 장비 설계,구축에

활용함으로써,비용 인력활용을 최소화하 음.

∘제한 인 실험조건을 극복하기 해,실험결과 이외에 상용 CFD

코드 2종(CFX FLUENT)을 비교하 으며,이를 통해 검증이

진행된 시스템코드(MARS GAMMA)뿐만 아니라,설계에 사용된

상용코드까지 검증할 수 있도록 하 음.

∘헬륨공 장비 구축을 진행하여 제작된 목업 향후 TBM 본체

성능검증에 활용하도록 함.특히,고열부하 장비와 연계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하여 핵융합의 특수한 열부하환경이 구 되도록 함.

-구조재 부식 감 기술

액체증식재 거동 해석 결과의

타당성

∘원연 내 고속로개발부의 부품 루 구축 경험을 활용 (타부서

참여원 활용)하여,짧은 기간에 소형루 구축을 완료하 으며,

자펌 제작 부식 련 실험 경험자를 활용하여 정확한

실험결과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 음.

∘MHD실험,부식실험에 해서는 일본(NIFS,Kondo교수 )과의

긴 한 력을 통해,시편 제작 시험 내용에 한 상호간

교차검증을 진행하여,기 알려진 실험상의 문제를 최소화하 으며,

결과에 해서도 상호간 비교를 통해 그 타당성을 확인하 음.

∘액체증식재의 부식 감법으로 Al기반의 코 법을 용하 으며,

정 부식시편에 이를 용,그 효과를 확인하 음.

∘MHD해석분야에서는 기 개발된 CFXMHD모듈에 한 검증을

수행하 으며,다양한 기존 실험결과를 DB화하고,표 인 해석

문제들을 선정,검증에 활용하 음.

-삼 수소 추출,정제 기술

타당성

∘문헌조사 DB구축,타참여국의 개발 략 등을 참조하여,

기액 방식을 삼 수소추출방법으로 최종 선정하 으며,가장 많은

실험이 진행 인 EU의 MELODIE TRIEX의 설계변수들을

조사하여, 비추출율계산,추출장비설계,핵심부품 구매 등에

참고하 음.다른 요소기술에 비해 우리나라의 기술수 이 낮음을

고려하여,취 과 추출,정제 등의 핵심기술을 함께 개발하기 해,

소형 증식재루 와 연결,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진행하 음.

-조사된 진단방법의 타당성 ∘TBM 시험계획이 수립된 이후 상세한 진단 계장시스템에 한

설계가 진행될 것이며, 재는 기 구축된 실험장비(헬륨루

액체증식재루 )들을 활용하여 여러 계측장비에 한 사양 용성

등을 평가,DB화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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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달성도 수 행 내 용

∘국내외 기술 리 력

-GEN IV등 국내외 교차기술 추

력

-참여국간 기술 력 모색

-TBM 시스템 공간 조정,설계 변경 등

국제 업무 력

100%

-교차기술추 결과(기술수 비교표)작성여부

-워크샵 련회의개최2회이상

-PMG참석 결과보고서작성

∘TBM 시스템 설계 통합설계기술 개발

-TBM 본체 블랑켓 차폐 핵설계,

보조계통 구성부품 공학설계,성능,

안 해석

-통합설계 보완 구축

100%

-공학설계안갱신여부

-설계툴검증 갱신여부

-통합설계체계갱신여부

∘TBM 제작 성능검증 기술 개발

-TBM 제작 기술 개발 검증

-TBM 건 성 평가 장비 구축 검증

100%
-구조목업제작 검증시험결과

-건 성평가장비구축 시운 결과

∘요소기술 개발 검증

-고온,고압 냉각재 기술 개발

-액체증식재 기술 개발

-삼 수소 추출/정제/침투방지 기술

개발

-TBM 진단 계장 시스템 개발 진행

100%

-고온고압헬륨공 장비구축 운 결과

-ELLI활용실험결과

-삼 수소추출루 구축 시운 결과

-TBM시험계획(안)작성여부

4.2011년도

가.사업목표의 달성도(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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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평가의 착안 에 따른 목표달성도에 한 자체평가(2011)

평가의 착안 자 체 평 가
∘국내외 기술 리 력

-GEN IV등 국내외

교차기술 추 력

-참여국간 기술 력 모색

-TBM 시스템 공간 조정,

설계 변경 등 국제 업무

력

-아국 참여방안 결정 지연으로 컨소시엄 구성의 구체

인 안이 마련되지는 않았으나,컨소시엄 구성을 한 국

제 인 정보들은 기 획득되었음.

∘TBM 시스템 설계 통합설

계기술 개발

-TBM 본체 블랑켓 차폐

핵설계,보조계통 구성부품

공학설계,성능,안 해석

-통합설계 보완 구축

-가스로,고속로 등 GEN.IV 원자로의 개발방향을

benchmarking하고 기존 툴들을 최 한 활용하여 효과

인 통합설계체계를 마련하 음.

-기존 코드이외에도 핵융합 증식재를 한 고유코드개

발에 착수함

∘TBM 제작 성능검증 기술

개발

-TBM 제작 기술 개발

검증

-TBM 건 성 평가 장비 구축

검증

-공학설계안 안 해석 보완을 해,기 해석 내용을

보완하고,추가 인 안 해석을 수행함.

∘요소기술 개발 검증

-고온,고압 냉각재 기술

개발

-액체증식재 기술 개발

-삼 수소

추출/정제/침투방지 기술

개발

-TBM 진단 계장 시스템

개발 진행

- 합법 개발 건 성 검증을 통한 제작법 개발을 진

행 함

-냉각재기술개발을 해 고온가스로 시설을 충분히 활

용하여 비용으로 효과 인 기술을 습득하도록 함

-증식재 기술은 핵심 기술인 MHD 해석 기술 증식

재 자체의 취 기술로 나 어 수행함. 한,취 기술은

Li반응 실험,양립성,삼 수소 추출 등 세부 인 아이

템으로 나 어 기술 개발 진행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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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련분야에의 기여도

1.과학기술 측면

TBM 주도를 통한 기 효과는 TBM 기술개발과정,시험에 따른 검증결과,TBM을 통

한 증식블랑켓 기술 확보,증식블랑켓 기술을 통한 핵융합로 설계/건설 기반기술 확보

등의 단계별 효과를 기 할 수 있다.특히,TBM 개발 ITER에서의 시험을 통하여 검

증될 핵융합로 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술 도구들은 한국형 핵융합실증로 설계의 기반기

술로서 활용될 것이며,ITERTBM을 통해 개발된 요소 기술들은 핵융합 발 로용 증식블

랑켓의 기술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한,본 과제를 통해 개발된 증식

블랑켓 설계 기술은 우리나라 고유의 코드 개발을 기반으로 통합설계체계를 구축함으로

써,자체 설계기술을 통한 독자 인 핵융합로 개발은 물론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에도 기

여할 수 있다.핵융합 기술에 수반되는 첨단 원천기술의 국내 확보를 통하여 핵융합 기

연구 공학 수 의 세계화가 가능하며,핵융합로 개발을 한 정 인력 양성에도 기여

할 수 있다.아울러,핵융합장치로서는 최 로 원자력 인허가 차를 밟게 되는 ITER

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TBM 인허가 문서 작성 안 해석 수행 경험을 기반으로 향후

실증로 핵융합로 인허가 차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2.사회․문화 측면

ITER참여의 가장 큰 목표 하나인 증식 블랑켓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21세기 핵융

합 에 지 개발에 있어,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종속에서 탈피하여 주도 인 핵융합로 개

발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 한,ITER운 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TBM 시험에 주도

으로 참여함으로써,건설단계에서 보여 선진국들과의 등한 참여 역량이 운 단계에

서도 지속되어 국가 상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

3.경제․산업 측면

ITER에서 가장 가혹한 환경에서 작동하는 TBM을 직 설계,제작하기 해 개발 단

계에서 많은 인 ,기술 인 라가 구축될 정이며,TBM 시험을 통해 이러한 장비들을

통한 개발 기술이 검증됨으로써,향후,이와 연계된 극한기술 분야, 고온재료, 도,

고진공, 라즈마,수소에 지 생산 등의 고부가가치 연구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TBM 개발 시험을 통해 확보된 증식블랑켓 핵심기술 소재,부품 개발 결과는

특허 등의 형태로 지식재산화하여,한국형 핵융합로 개발에 직 으로 활용하고,향후

수출 산업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한,구축된 장비들은 극한 기술분야에 직 으로 활

용될 수 있으며,특히 증식블랑켓 일차벽 제작 성능검증 장비는 그동안 외국설비에 의

존하던 국내 내열부품 개발에 활용하여 외화 감 효과는 물론 외국 부품 시험을 통해 외

화 수입에도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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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타

TBM 기술개발을 통해 확보된 핵융합에 지 상용화 기술은 핵융합발 소 건설을

한 원천기술 보유국 지 확보에 기여하게 되고 향후 세계 핵융합발 소 건설 시장에 주

도 을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이는 녹색성장을 해 국가 으로 계획

인 에 지 로드맵 달성에도 직 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궁극 으로 핵융합

에 지 상용화에 기여함으로써,온실가스 배출량의 격한 감소로 환경 유지비용의 감

에도 기여할 수 있다.

ITER와 같은 형국제 력사업의 참여 운 단계에서의 효과 인 활용을 통해 핵

융합에 지 상용화에 기여함으로써,원천 인 안 성에 근거한 사회 수용성과 신뢰성

의 확보로 국민 신인도를 제고하고,21세기 국가의 에 지 안보 확보에 기여할 수 있으

며,핵융합에 지 개발 국가로서의 국민의 자 심 고취에도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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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2011년도에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에 고열부하 장비 3기,고온고압수공 장비 1기,

고온고압헬륨공 장비 1기,소형액체증식재루 1기,삼 수소추출칼럼 개별실험장비

4기가 구축되어 있음.당해연도에는 상기의 장비들을 활용한 TBM 냉각,제작,삼 수소

추출기술 등이 개발될 정이며,이는 2단계 후속 연구에 활용될 계획이다.

ITER사업 1단계에서는 액체형 TBM 개념 개발을 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이

설계툴 설계체계,고열부하 장비 제작/성능검증 기술,고온고압헬륨냉각기술 등

은 고체형 TBM과 공통기술임.2단계에서는 고체형 TBM 주도를 목표로 과제가 진행됨에

따라,상기의 연구를 고체형 TBM 주도를 한 기술개발에 활용하고,나머지 액체증식재

연구 삼 수소추출기술 개발 등의 액체형 TBM 고유 분야는 액체증식블랑켓 연구로

확장하여 타 사업에서 기술 개발을 추진할 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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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제1 ITER국제기구와의 회의

1.TBM-PC

가.1차 TBM-PC(2009.04.25-26)

아래의 회의 일정에 따라 발표된 ITER국제 각국 황 자료들(기울임체 표기)

을 입수하여 기술 황 분석 기술추 자료로 활용하 다.

1.Opening

2.AdoptionoftheAgenda

3.TermsofReference

4.TBM-PCDiscussion　

5.IOPresentations

5-1.StatusoftheITERProject

···················································“ITER_D_2MDF3K-5-1_DG_TBM-PC1_presentation“

5-2.IOFrameworkfortheImplementationoftheTBM Program　

·······················“ITER_D_2N6MTT-5-2_Chuyanov_Framework_Implementation_TBM”

5-3.Status/strategy ofTBS/ITERInterfaces

·································“ITER_D_2LVBZZ-5-3_Giancarli_TBM-ITERInterfacesStatus”

··························································“ITER_D_2ML6S2-RecordsofTBWG-20-final”

6.TBM PortAllocation,PartyTBM Leaders,PartyPortMasters

6-1.DiscussiononPresentProposals　

·························“ITER_D_27TYDH-IC-3/11CouncilDecisionontheEstablishment

oftheTestBlanketModule(TBM)Program“

·····································“ITER_D_2MH6BH-6-1_IN_Input_to_Discussion_TBM_PC1“

6-2.AgreementDocumentonproposal

6-3.Nomination ofpersonsforthepositionsofPortMastersand TBM

Leaders

7.TBM-relatedActivitiesandplanninginsupportoftheTBM Program

7-1.MembersPresentations,withreferencetoTBM Program milestonesand

expectedcommittedefforts

·······························“ITER_D_2MB37S-7-1_USTBM PCPresentationforItem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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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R_D_2MEP3D-7-1_JA_TBM_PC1_Presentation”

······························“ITER_D_2M5P7N-7-1_EU_TBM-PC1_presentation_Efforts_plan”

·····················································“ITER_D_2LVH8L-7-1_RF_TBM-PC1_Presentation”

····················································“ITER_D_2MARQJ-7-1_IN_TBM-PC1_Presentation”

······································“ITER_D_2LQS3B-7-1_KO_TBM-PC1_presentation_position”

7-2.Discussion

7-3.Conclusions

8.FirstdiscussionaboutthecontentoftheTBM-PCReport

9.Proposals/RequestsofTBM Partnerships

9-1.MembersPresentations

·······························“ITER_D_2N52XV-9-1_USTBM PCPresentationforItem9.1”

······················································“ITER_D_2N385F-9-1_JA_TBM_PC1_Presentation”

··························“ITER_D_2MA8EK-9-1_EU_TBM-PC1_presentation_Collaborations”

·····················································“ITER_D_2MU2TJ-9-1_RF_TBM-PC1_Presentation”

····················································“ITER_D_2N6TNX-9-1_IN_TBM-PC1_Presentation”

····································“ITER_D_2MS5Z5-9-1_KO_TBM-PC1_Presentation_Proposal”

9-2.TBM-PC Discussion on theprocedurefortheendorsementofTBM

Partnerships

9-3.Conclusion

10.IPRMatters

10-1.Statusofthediscussions

10-2.Conclusion

11.TechicalcoordinationoftheTBM Program (withinIOandParties)

11-1.Proposalofprocedure

·····························“ITER_D_2M5ZYV-11-1_Giancarli_TBM_Technical_Coordination”

11-2.Discussionandconclusion

12.Datesfornextmeetings

13.TBM-PCDiscussionsandReportDrafting

14.BriefingtoIOManagementonthemainconclusions

나.2차 TBM-PC(2009.04.25-26)

아래의 회의 일정에 따라 발표된 ITER국제 각국 황 자료들(기울임체 표기)

을 입수하여 기술 황 분석 기술추 자료로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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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Opening

2.AdoptionoftheAgenda

3.OutcomeoftheIC-4meetingforTBM Program

·······························································“ITER_D_2UY6VL-IC-4RecordofDecisions”

4.StatusofTBM-PCActions

·············································································“ITER_D_2V43JZ-TBM-PCActions”

5.TBM-PCDiscussion

6.IOPresentations

6-1.NewsontheITERProject

6-2PresentationoftherevisedIRP(includingTBM Program)

6-3DiscussiononTBM-relatedschedule

6-4PlanningofrequiredIOstaffforTBM Program

····································“ITER_D_2WZ7DU-6-3_Chuyanov_IO_staff_TBM_Program

7.RevisionofDutiesand ResponsibilitiesofPartyPortMastersand TBM

Leaders

7-1.Discussiononrevisedprinciples

····················“ITER_D_2V47ZB-IOproposalforrevisedPMs-TLsresponsibilities”

7-2.PreparationofthecorrespondingchapterintheChairReporttoIC

“ITER_D_2W9G59-Clarificationson therolesandresponsibilitiesforTBM

Program”

8.IOPresentations(continuation)

8-1.StatusoftheITER2009baseline

9.Progress/updateforTBM-relatedActivitiesandplanninginsupportofthe

TBM Program,includingProgressonTBM Partnerships

9-1MembersPresentations

················································“ITER_D_2WCC45-9-1_US_TBM-PC2_Presentation”

··············································“ITER_D_2WYVGV-9-1_RF_TBM-PC2_Presentation”

9-2.Discussion

9-3.InputupgradedIRP

9-4Conclusions

10.ToRfortheTBP-WG

··················································“ITER_D_2X3QAG-TBP-WGTermsOfReference”

10.1Discussion

10-2.Conclusions

11.FirstdiscussionaboutthecontentoftheTBM-PC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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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차 TBM-PC(2009.04.25-26)

아래의 회의 일정에 따라 발표된 ITER국제 각국 황 자료들(기울임체 표기)

을 입수하여 기술 황 분석 기술추 자료로 활용하 다.

1.Opening

2.AdoptionoftheAgenda

3.OutcomeoftheIC-5meetingforTBM Program

·······················································································"ITER_D_337R3U-IC-5RoD"

4.StatusofTBM-PCActions

···········································································"ITER_D_2V43JZ-TBM-PCActions"

5.TBM-PCDiscussion

6.IOPresentations

6-1.NewsontheITERProject

6-2.PresentationoftheITERBaseline

6-3ITERResearchPlan

7.OutcomeoftheWorkshoponTBM ImpactonITER plasmaphysicsand

potentialcountermeasures

7-1.Presentationoftheoutcomes

"ITER_D_34R2Z6-Reporton TBM Effectson ITER PlasmaPerformance

andMitigationStrategies"

7-2.Commentsanddiscussion

7-3.AgreementonFinalStatement

8.SharingofTBM Program AdditionalCost

8-1.ProposaltoMACandOutcomefrom MAC-8meeting

"ITER_D_35PXAU -MAC-8/5 Status Reportfrom the TestBlanket

Module Program Committee (TBM-PC) on the Sharing of the IO

AdditionalCostrelatedtotheTBM Program"

8-2.ItemstobeincludedintheAdditionalCost

8-3.ProposaltobepresentedtotheIC-6

9.Progress/updateforTBM-relatedActivitiesandplanninginsupportofthe

TBM Program,includingProgressonTBM Partnerships

9-1.MembersPresentations

10.FirstdiscussionaboutthecontentoftheTBM-PCReport

11.Informationfrom thePMG-16,PMG-18andPMG-02

11-1.MainActivitiesand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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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IPRMatters

12-1.StatusofthediscussionwithKO

12-2.DiscussionandConclusions

13.PreparationoftheTBM-Arrangements

13-1.Timescheduleforprepationandsignature

13-2.Discussionandconclusions

14.Datesfornextmeeting

15.PreliminaryListofTBM-PC-2Actions

16.TBM-PCDiscussionsandReportDrafting-FinallistofActions

17.BriefingtoIOManagementonthemainconclusions

라.4차 TBM-PC(2009.04.25-26)

아래의 회의 일정에 따라 발표된 ITER국제 각국 황 자료들(기울임체 표기)

을 입수하여 기술 황 분석 기술추 자료로 활용하 다.

1.Opening

2.AdoptionoftheAgenda

3.OutcomeoftheIC-6meetingforTBM Program

························································································"ITER_D_34Z334-IC-6RoD"

4.StatusofTBM-PCActions

······················································································"ITER_D_34Z334-IC-6RoD"

5.TBM-PCDiscussion

6.IOPresentations

6-1.StatusoftheITERProject

·····························"ITER_D_3XX4QQ-06-1_IO_TBM-PC-04_DG_Presentation"

6-2.Detailed planning of IO Activities for the TBM Program and

correspondingrequiredressources

···················"ITER_D_3VWHUM -Schedule_IO_Activities_for_TBM_Program"

···········"ITER_D_3VWZ7A-06-2_IO_TBM-PC-04_TBM_Program_Ressources"

6-3.EstimationofIOCostassociatedwiththeTBM Program

··············"ITER_D_3VX4MA-06-3_IO_TBM-PC-04_TBM_Program_IO_Cost"

6-4.IOProposaloftheGenericTBM Arrangement(procedureandcontents)

·······································"Input_Documents  https://user.iter.org/?uid=3TQZ77"

········"ITER_D_3WHPVP-06-4_IO_TBM-PC-04_Generic_TBM_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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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PresentationonITERRAMIStrategy

··································"ITER_D_3XLYBM -06-5_IO_TBM-PC-04_ITER_RAMI"

6-6.PresentationonexpectedHeatLoadsonTBM FirstWall

7.Progress/updateforTBM-relatedActivitiesandplanninginsupportofthe

TBM Program,StrategyforPipeForestmaintenance,VisitingResearchers,

ProgressonTBM Partnerships

7-1.MembersPresentations

········································"ITER_D_3XKJP4-07-1_US_TBM-PC-04_Presentation"

·····································"ITER_D_3XM47Q-07-1_EU_TBM-PC-04_Presentation"

·····································"ITER_D_3XU7M3-07-1_KO_TBM-PC-04_Presentation"

··········································"ITER_D_3XPX5L-07-1_IN_TBM-PC-04_Presentation"

8.FirstdiscussionaboutthecontentoftheTBM-PCReport

9.ExportControlissuesassociatedwiththeTBM program

10.Summaryon"GenericTBM Arrangement"

10-1.RevisedDocumentwithIntegrationofcommentsfrom Members

10-2.FurtherDiscussionsandConclusions

11.InformationonTBM Program Activities

11-1. Main Progresses of the IO TBM-Program Technical Activities

(includingPMGsOutcomes)

···········"ITER_D_3WJKKG-13-1_IO_TBM-PC-04_TBM_Program_Progresses"

12.Datesfornextmeeting

13.PreliminaryListofTBM-PC-4Actions

14.TBM-PCDiscussionsandReportDrafting-FinallistofActions

15.BriefingtoIOManagementonthemainconclusions

마.5차 TBM-PC(2009.04.25-26)

아래의 회의 일정에 따라 발표된 ITER국제 각국 황 자료들(기울임체 표기)

을 입수하여 기술 황 분석 기술추 자료로 활용하 다.

1.Opening

2.AdoptionoftheAgenda

3.OutcomeoftheIC-7meetingforTBM Program

·······························································"ITER_D_42RJDF-IC-7RecordofDecisions"

4.StatusofTBM-PC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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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R_D_2V43JZ-TBM-PCActions"

5.TBM-PCDiscussion

6.IOPresentations

6-1.StatusoftheITERProject

6-2.IO ProcurementResponsibilitiesfortheTBM Program andassociated

IOCostEstimation

"ITER_D_4ALB6J - Estimations of the Hardware Cost for ITER

OrganizationAssociatedwithTBM Program"

6-3.Common Understanding on theFinalVersion oftheGenericTBM

Arrangement(procedureandcontents)

"ITER_D_3T4H23-MQPProcedurefortheTBM Arrangement(TBMA)"

"ITER_D_3T4MDM -1-GenericTBM Arrangement-MainBody"

"ITER_D_3T4MDM -1-GenericTBM Arrangement-MainBody"

"ITER_D_3TA54C - 3 - Generic TBMA - Annex B - Technical

Specifications"

"ITER_D_3T9JHX-4-GenericTBMA-AnnexC-Milestones"

3-1.MainfeaturesoftheFinalVersion

3-2.Commentsfrom TBM-PCMembers(ifany)

3-3.DiscussionandConclusions

3-4. Presentation on the "Instrumentation for the ITER In-Vessel

Components"

3-5.Presentationon"ITERFuelCycleandtritium processing"

7.Progress/updateforTBM-relatedActivitiesandplanninginsupportofthe

TBM Program,ExpectationforTBM Arrangementsignature,Progresson

TBM Partnerships

7-1.MembersPresentations

7-2.Discussion

7-3.Conclusions

8.FirstdiscussionaboutthecontentoftheTBM-PCReport

9.ExportControlissuesassociatedwiththeTBM program

10.Preparationof specificTBM Arrangements

10-1.FurtherCommentsfrom TBM-PCMembers

10-2.Recallofmainsteps

10-3.Conclusions

11.InformationonTBM Program Activities

11-1. Main Progresses of the IO TBM-Program Technical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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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ingPMGsOutcomes)

12.Datesfornextmeeting

13.PreliminaryListofTBM-PC-5Actions

14.TBM-PCDiscussionsandReportDrafting-FinallistofActions

15.BriefingtoIOManagementonthemainconclusions

바.6차 TBM-PC(2009.04.25-26)

아래의 회의 일정에 따라 발표된 ITER국제 각국 황 자료들(기울임체 표기)

을 입수하여 기술 황 분석 기술추 자료로 활용하 다.

1.Opening

2.AdoptionoftheAgenda

3.OutcomeoftheIC-8meetingforTBM Program

····························································“ITER_D_4KYXWV-IC-8RecordofDecisions”

4.StatusofTBM-PCActions

··························································“ITER_D_4KYXWV-IC-8RecordofDecisions”

5.TBM-PCDiscussion

6.IOPresentations(firstpart)

6-1.StatusoftheITERProject

6-2.StatusofthediscussionsaboutIRP,liabilityandwastemanagement-

Informationonnuclearliabilityissue

6-3.StatusoftheTBM Program scheduleandexpenditure-Informationof

deferralproposalsconcerningtheTBM Program

6-4.Presentation on "Preliminary Estimation oftheamountofrad-waste

relatedwiththeTBM Program"

“ITER_D_64R24Z -Estimation oftherad-wasteweightgenerated within

theTBM Program”

6-5.PresentationoftheRad-wastestrategyinITER

6-6.Presentationonthe"InstallationplaninITER"

7.Proposalsofamendmentsby Members(ifany)on the GenericTBM

Arrangementdocuments

7-1.TBM-PCMemberspresentations

7-2.Agreedpreliminarylistofamendments(ifany)

8.Progress/updateforTBM-relatedActivities,PlanningandStatusfrom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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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s,Expectation for TBM Arrangement signature,Progress on TBM

Partnerships(FirstPart,itwillcontinueasitem 10)

8.1MembersPresentations

9.FirstdiscussionaboutthecontentoftheTBM-PCReport

10.Continuationofitem 8oftheagenda

10-1.MembersPresentations

11.IOPresentations(secondpart)

11-1. Main Progresses of the IO TBM-Program Technical Activities

(includingPMGsOutcomes)

12.FinalAgreedlistofamendementsfortheGenericTBM Arrangements

13.Datesfornextmeeting

14.PreliminaryListofTBM-PC-6Actions

15.TBM-PCDiscussionsandReportDrafting-FinallistofActions

16.BriefingtoIOManagementonthemainconclusions

2.TBWG PMG 회의

가.19차 TBWG(2008.03.04-06)

아래의 회의 일정에 따라 발표된 ITER국제 각국 황 자료들을 입수하여 기술

황 분석 기술추 자료로 활용하 다.

1-Openingremarks,objectivesofthemeetingandapprovaloftheagenda

2– Discussionandapprovaloftheminutesofthepreviousmeeting

3– Statusoftheactionsfrom thepreviousmeeting

4– IOreport

4.1– StatusoftheTBM Safetyactivities,reportfrom theMonday3rd

MarchSafetymeetingandfurtherrequiredactivities,presentcontentof

ITERPreliminarySafetyReport(ITER-RPrS)onTBM

4.2– Commentsfrom PartiesandConclusions

5 – General information from ITER: Design Review, TBM Program

documentsrequested by theSTAC,relevantshort-term milestonesfor

TBM TestProgram (e.g.:PlannedrelevantCommitteesMeetings,relevant

ITERdocumentsdelivery,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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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Oreport

6.1– TBM VerticalFrameandshielddesign,includingCorrectionCoils

6.2– Preliminary assessmentfrom Indiaofthepossibility to install3

indipendentTBMsperframe(ProposalmadeatthelastTBM Ad’Hoc

Groupmeeting)

6.3– Comments/presentationsfrom otherParties

6.4– Conclusions,requiredactions,preparationofaTBWG statementto

beaddressedtotheTBM-AHG

7– Overview oftheInterfacesGroupActivities(includingitems8,9,10,

and16)

8– IOreport

8.1– SpaceallocationforTBM CoolingSystemsinITERbuildings(based

on the assumption ofsimultaneoustesting ofsix independentTBMs

systems)

8.2– Comments/requirementsfrom ITERParties

8.3– Discussion and conclusions,preliminary preparation ofarelated

document

9– IOreport

9.1– TBM SystemsinTritium PlantBuilding(allocatedspacebasedon

theassumptionofsimultaneoustestingofsixindependentTBMssystems)

9.2– Comments/requirementsfrom ITERParties

9.3– Discussion and conclusions,preliminary preparation ofarelated

document

10– IOreport

10.1– TBM ControlSystem inControlBuilding(allocatedspacebasedon

theassumptionofsimultaneoustestingofsixindependentTBMssystems)

10.2– Comments/requirementsfrom ITERParties

10.3– Discussion and conclusions,preliminarypreparation ofarelated

document

11– IOreport

11.1– Presentationfrom IndiaontheLLCBTBM work(includinganalyses

underDEMO conditions)forTBWG considerations(actionrequestedby

IOPDDG,requestedstatementtobeaddressedtoTBM/AHG)

11.2– Comments/Discussions

11.3– PreparationofthestatementfortheTBM/AHG

12– Presentationfrom PartiesonupdatedTBM R&D planandpropos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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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inginterestofTBM leadership)

12.1– Presentationfrom US

12.2– Presentationfrom RF

12.3– Presentationfrom Korea

12.4– Presentationfrom Japan

12.5– Presentationfrom India

12.6– Presentationfrom EU

12.7– Presentationfrom China

12.8– SummaryofupdatedPartiesproposals(tobediscussedduringthe

DelegationHeadsdinner)

13– IOreport

13.1– Presentation ofthedocumenton theTBM R&D milestonesfor

distribution to STAC (draftdocumentcirculated atthe beginning of

February)

13.2– Commentsfrom ITERParties

13.3– Discussionandagreementonthereviseddraftdocument

14– IOreport

14.1– PresentationofthedocumentontheintegratedTBM TestProgram

forthefirst10yearsofITERoperation(includingplannedreplacements)

fordistributiontoSTAC (draftdocumentcirculatedatthebeginningof

February)

14.2– Commentsfrom ITERParties

14.3– Discussionandagreementonthereviseddraftdocument

15 – Presentation and approvalofthe documents on the ITER/TBM

Interfaces(points8,9,10)

16– IOreport

16.1– HotCellBuilding,maintenancestrategyforPortPlugandAncillary

EquipmentUnit,presentassumptionsonspaceallocations(basedonthe

assumptionofsimultaneoustestingofsixindependentTBMssystems)

16.2– Comments/requirementsfrom ITERParties

16.3– Discussionandconclusions,preparationandapprovalofarelated

document

17– PresentationandapprovaloftechnicalrecommendationsforTBM Port

allocation(reportfrom DelegationHeadsWorkingDinner)

18– NeedofmanpoweronITERsiteforTBM-relatedactivities– Possible

supportfrom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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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ConclusiveRemarks

-TimeframeforTBWGdocumentsdistribution

-Suggestedshort-term actionsforIOandforPartiesDelegations

-Finalstatementsfrom Parties(ifany)

나.20차 TBWG (2009.04.25-26)

아래의 회의 일정에 따라 발표된 ITER국제 각국 황 자료들(기울임체 표기)

을 입수하여 기술 황 분석 기술추 자료로 활용하 다.

1-Openingremarks,objectivesofthemeetingandapprovaloftheagenda

2– Discussionandapprovaloftheminutesofthepreviousmeeting

3– Statusoftheactionsfrom thepreviousmeeting

4– GeneralInformationfrom IOManagement– OutcomeofSTAC

meetingonTBM Programme-TBM ProgrammeImplementationinITER

5– StatusoftheTBM Safetyactivities,SafetyRequirements,TBM

AccidentalBoundaryConditions,Planning

5.1– DiscussionandConclusions

6 – Presentationsfrom IO ofthe oftheActivitieson the ITER/TBM

SystemsInterfaces

6.1 – Overview on ITER/TBM Systems Interfaces including TBM

Programmeplanning&TBM ActivitiesOrganisationwithinIO

6.2– StatusofTBM VerticalFramedesign,interfaceswithVV,TBMsand

shields

6.2.1– Commentsfrom Parties

6.2.2– Discussionandconclusions

6.3– TBM-relatedRemoteHandingActivities– RH ProposalforTBM &

AEUmaintenance/replacements

6.3.1– Commentsfrom Parties

6.3.2– Discussionandconclusions

6.4– TBM-relatedActivitiesinHotCell(e.g.,equipementdesign,parking

spaceforPPs,AEUs,…)

6.4.1– Commentsfrom Parties

6.4.2– Discussionandconclusions

6.5– SpaceallocationforTBM CoolingSystems-& Tritium Circuit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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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amakComplexwithConfigurationManagementModels

6.5.1– Commentsfrom Parties

6.5.2– Discussionandconclusions

6.6– TBM-relatedActivitiesinCODAC,CentralInterlockSystem,Central

SafetySystem

6.6.1– Commentsfrom Parties

6.6.2– Discussionandconclusions

6.7– HeatLoadsspecificationsforTBM &FrameFW

6.7.1– Commentsfrom PartiesandConclusions

6.8– UseofferromagneticmaterialsinTBM designs

6.8.1– NeedsofusingferromagneticstructuralmaterialforTBMs

6.8.2– PhysicsEffectsofTBMsonPlasmaOperationsinITER

6.8.3– Preliminarycalculationsandanalysesonrippleeffectandimpact

ofTBMs

6.8.4– Commentsfrom Parties

6.8.5– Discussionandconclusions

7– IntegrationoftheTBM ProgrammeintheITERResearchPlan

7.1– Commentsfrom Parties

7.2– DiscussionandConclusions

8– Presentationfrom PartiesonupdatedTBM Activities,R&D resultsand

plans,collaborationwithotherParties

8.1– Presentationfrom China

8.2– Presentationfrom EU

8.3– Presentationfrom India

8.4– Presentationfrom Japan

8.5– Presentationfrom Korea

8.6– Presentationfrom RF

8.7– Presentationfrom US

8.8– SummaryandConclusions

9– PresentationoftheTBM “UsefulnessCriteria”forTBM eligibilityin

ITERTesting

9.1– Discussionandconclusions

10– IOreport

10.1-ConclusiveRemarks

10.2 -TBM-related documents to be presented to ITER Councilon

November19-20,2008.



- 584 -

10.3-Summaryofshort-term actionsforIO andforPartiesDelegations

(includinginterfacesIO/Parties,preparationofSTAC-6meeting)

10.4-PotentialInterfaceswithITERDiagnosticsteam

다.1차 PMG-18 (2009.04.25-26)

아래의 회의 일정에 따라 발표된 ITER국제 각국 황 자료들(기울임체 표기)

을 입수하여 기술 황 분석 기술추 자료로 활용하 다.

1 – Introduction,objectives ofthe meeting,approvalofthe agenda,

ackowlegdment/commentson memo forKOM (inputdocument,IDM

link:ITER_D_2LYX2K -InputdocumentforthePMG-2,PMG-16and

PMG-18kick-offmeetings)

2– InformationonICDecisiononTBM PortAllocation– Nominationsof

PMsandTLs

3– InformationonCCB1/PCR-112approval(SpaceallocationforTBSs)

4– OrganisationoftheworkofthePMG-18(basedonchapter1ofthe

memoforKOM)

5– StatusontheactivitiesonTBM-inducedripples(assessmentincluding

DIII-D experiments,TBM correction coilsdesign,acceptable size and

recessionofTBMs,etc…)

6– HeatLoadsforTBM (seeinputdocument,IDM link:ITER_D_2LGNJK

- HeatLoadsonTBMs(May2009))

7– CommentsontheneedofTBM-FW Be-protection

8– RequiredinformationanddataforRPrS(discussiononavailabledata,

strategyand timescheduleforobtainingallrequired informationand

dataassoonaspossible,listofcomponents,SIC classification,zoning),

availablesafetyanalyses

9– ESP&ESPN matter,Codes&StandardsforTBM

10– IOreport

10.1– QASystem/Procedure,classifications(QA,safety,RH,vacuum,..)

10.2– ITERconfigurationandinterfacesmanagement

11– TBM Program integratedintheITERResearchPlan(inputdocument,

presentation to STAC-6, IDM link: ITER_D_2FB8AC -

IC-STAC-6-4-1_ITER-Research-Plan-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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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TBM Program milestones,choiceofdeliverydateandinstallationin

ITER

13– PresentationoftheWCCBTestBlanketSystem (includingshieldand

focusing on ancillary systems and associated requirements,dose-rate

estimation,operationsandcorrespondingconditionsoftheTBS,…)

14– PresentationoftheDCLLTestBlanketSystem (includingshieldand

focusing on ancillary systems and associated requirements,dose-rate

estimation,operationsandcorrespondingconditionsoftheTBS,…)

15– Framedesignandinterfaces(withshield)

16 – Presentation on integration issues (AEU,expected maintenance

operationsinPortCell18,inHCF,dose-ratesestimation,etc…)

17– RequiredoperationsinHotCellFacilityandavailablespace(including

zoningandRH support,requiredhands-onoperation)

18– RH requirementsforTBM PortPlug and AEU in Portcelland

corridors(includingzoning) -Requiredhands-onoperations

19– TBScoolingcircuits,pipesrouting,arrangementinTCWSVaultannex

(Tritium building,L4),interfaceswith ITER CWS components,access

matter,CATIAdrawings,…

20– TBSTritium circuits,pipesrouting,arrangementinTritium Plant(TR,

L2),fluidsflow-ratesandcomposition,accessmatter,CATIAdrawings,…

21– TBSsinterfaceswithbuildings(pipessupports,useofcranes,floor

loadings,captivecomponents,…

22 – Interfaces with CentralInterlock System,CentralSafety Systems

(functionalneeds,limits,instrumentation,feasibility,…)andCODAC

Subject(s)

23 – Interfaceswith otherPBSs(Powersupply,Assembly,Radiological

Protection,Waste,…)

24– ClarificationforSRD-56,InterfacesControlDocumentsandInterfaces

Sheetspreparation

25– TBSsDesignReviews,DDDspreparation

26– TBM Program Schedule

27– PlantBreakdownStructure,WorkingBreakdownStructureforPBS-56

28– Practicalorganizationoffuturework,homework,dateofnextmeeting,

exchangeoftechnicaldata,IDM tool,…



- 586 -

라.2차 PMG-18 (2009.04.25-26)

아래의 회의 일정에 따라 발표된 ITER국제 각국 황 자료들(기울임체 표기)

을 입수하여 기술 황 분석 기술추 자료로 활용하 다.

1– Introduction,objectivesofthemeeting,approvaloftheagenda

2– StatusofthePMG-18Actions

3 – Relevant agreements at TBM-PC-02 meeting (PMs roles, IPR,

publication,etc..),TBM-relevantnewsfrom IO

4 – Presentation ofthe document“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the

PMGs”asapprovedbyIOManagement

-Discussion,specificPMG-18organisationalissues

5– Informationrelevantofficialdocuments(PR,PD,SRD-56)

6– StatusofTBM ICDsand ISs– Documentsunderpreparation and

relevantquestions(e.g.,powersupply,CWS,services,others…)

7 – Dicussion on Interfaceswith CentralInterlock System and Central

SafetySystem:whichdatatomeasure,how,andwithwhichredundancies

8– OverallrevisedWCCB-TBSandDCLL-TBSplanninguptodeliveryon

ITER Site(only majormilestones),main planned required R&D (major

contents)

9– Progressontheframedesignandcorrespondingplanning(uptothe

ProcurementArrangement)– progressonthedummyTBM design

10– Designactivitiesforportcell/cryostatinterfacearea:integrationissues

(i.e.,AEU definition,Pipesforest,bioshield plug,operationssequence),

includingaccessissuesandTCWS-VaultAnnexarrangements

11– Overview ofinterfaceswithbuilidings

12– HotCellandmaintenanceissues

13– ESP&ESPN matter,classification,Codes&StandardsforTBM

14– PreliminarydiscussiononRPrS:recalloftherequirementsforTBSs(to

beincludedinRPrSandinitsannexes)

15– PresentationsofdataforWCCBTBSanddiscussions/clarifications

16– PresentationsofdataforDCLLTBSanddiscussions/clarifications

17– AgreementonthecontenttobewrittenontheRPrS,agreementon

required documents in supportofthe RPrS and corresponding

preparationplanning

18 – Nextmain generalITER Safety milestones(up to licensing)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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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ctedcontributionfrom TBM Leaders

19 – Strategy on countermeasures for reducing the impactof TBM

ferromagneticcharacterisicsontheplasmaperformences– Organisation

oftherelatedWorkshopinMarch-April2010

20– IODesignOfficeActivities/TBM PartiesCollaboration:

DCIF(DesignCollaborationImplementationForm),practicalorganization,

contactpeople

21– Shortterm IO/TBM plannedactivitiesandstaffing(2010)

22– Shortterm TBM Teamsplannedactivitiesandstaffing(2010)

23– PlantBreakdownStructure,WorkingBreakdownStructureforPBS-56

inIOandinJA/US– Isthereanylink?Whatistherequiredlink?

24– Practicalorganization offuturework,homework,recalloflistof

actions,dateofnextmeeting,

마.3차 PMG-18(2009.04.25-26)

아래의 회의 일정에 따라 발표된 ITER국제 각국 황 자료들(기울임체 표기)

을 입수하여 기술 황 분석 기술추 자료로 활용하 다.

1– Introduction,objectivesofthemeeting,approvaloftheagenda

2– StatusofthePMG-18Actions

3–TBM-relevantnewsfrom IO

4– StatusofTBM ICDsand ISs– Documentsunderpreparation and

relevantquestions

5– StatusofPBSandPFD(ProcessFlow Diagrams)

6– ProgressonWCCBTBM ancillarysystemsdesigndevelopment(cooling

system,coolingpurificationsystem,andTritium-removalsystem)

7 – Progress on DCLL TBM ancillary systems design development

(He-cooling system, LiPb system, cooling purification system,

Tritium-extractionsystem)

8 – Progress on drawings forTBSs atIO (including interfaces with

buildingsand TCWS and TBS interfacesand requirementswith CWS

(CHWSandCCWS)intheportcells

9– PreliminaryproposalsforPED andESPN componentsforWCBBand

DCLLTB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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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PressureandreliefvalvesfortheTBSs

10– TBM SafetyandITER/TBM PrSR

-SituationofTBM Program inITERPrSR

-Review oftheTBM PrSRtableofcontent

-Review ofproposedassumptions

-StatusoftheWCCBandDCLLPrSR(deadlineJune2010)

-PreliminarylistofTBSSiCComponents(IO)

11 – ITER Remote Handling Compatibility Procedure for ITER Plant

SystemsandconsequencesfortheTestBlanketSystemsactivities

12– RequiredTBSMaintenanceoperationinPortCellandinHotCell

13– StatusoftheTBSsplanning,majormilestones,intermediatemilestones

14– Practicalorganization offuturework,homework,recalloflistof

actions,dateofnextmeeting,

바.4차 PMG-18 (2009.04.25-26)

아래의 회의 일정에 따라 발표된 ITER국제 각국 황 자료들(기울임체 표기)

을 입수하여 기술 황 분석 기술추 자료로 활용하 다.

1– Introduction,objectivesofthemeeting,approvaloftheagenda

2 – TBM-relevant news from IO (including TBM-Ripple Workshop

recommendations, TBM-PC-03 recommendations and IC-6/IC-6-Extra

outcomes)

3– StatusofthePMG-18Actions

4– StatusofTBM ICDsandISs– RecallofthePBS-56

5– ProgressonWCCBTBM ancillarysystemsdesigndevelopment(cooling

system, cooling purification system, Tritium-extraction system) –

CorrespondingCATIAdrawings

6– ProgressonDCLLTBM ancillarysystemsdesigndevelopment(cooling

system,cooling purification system,LiPb system and Tritium-removal

system)– CorrespondingCATIAdrawings

7– Whyweneeddiagrams?

8– PresentationoftheProcessFlow DiagramsforTBS-3(WCCB)

9– PresentationoftheProcessFlow DiagramsforTBS-4(DC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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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Progressonframe/dummyTBM designandanalyses– Interaction

withTBM-Sets

-Discussion

11– StatusoftheDesignoftheAEU andPipeForestbyTBM Teamsand

PortMaster(includingexpectedpipethermalinsulatorsandAEU/PF

shield)-RequiredMaintenanceoperationsinPortCellandinHotCell

12– MaintenanceoperationsproposalfortheAEU andPipeForestinPort

#18 (including bio-shield)– Activity planned by IO and required

support

-Discussion (including IO position on re-useofpipeforest,ifany

constraint)

13– ProgressondrawingsforTBSsinterfacesatIO (includinginterfaces

withbuildingsandTCWSandTBSinterfaceswithCHWSandCCWS)

14– ITERRemoteHandlingCompatibilityProcedure:preparationofICDs,

ISsandotherdocuments– ContentsandTimeschedule

-Flowchartofrequiredmaintenance(includingRH)operationsinPort

Cell,andHotCell(andCVCSarea?)

15– Spaceavailability in HotCell(forAEU maintenance,PipeForest

maintenance,PPverticalmaintenance,etc…)

16– RecalloftheTBM SafetyRequirementDocumentsprepared byIO

(includingIOrequirementsforTBSaccidentalscenariosDBA/BDBA)

17 – Presentation ofthemain contentsoftheWCCB-TBM Preliminary

SafetyReport(Analyses,SIC classification,PED/ESPN classification,et

c…)List,locationandstrategyforthemeasurementstobeconnected

withCSS(CentralSafetySystem)

18– PresentationofthemaincontentsoftheDCLL-TBM PreliminarySafety

Report(Analyses,SIC classification,PED/ESPN classification,etc…)–

List,locationand strategyforthemeasurementstobeconnected with

CSS(CentralSafetySystem)

19– IO CommentsonthePED/ESPN Classification,onSICclassifications,

andotherclassifications

20– ListofItemsunderIO Responsibilities(includedintheIO Additional

Costs)aspresentedattheTBM-PC-03

21 – Main required milestones for the TBM Program (e.g., TBM

Arrangements,TBS-DDDs,CDRs,PDRs,FDRs)andIO/TBM shortterm

plannedactivities(2010/2011/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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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MainMilestonesuptoTBSDeliveryandshortterm plannedactivities

for2010/2011/2012(includingminormilestones,atleast,oneeach2-3

months)fortheWCCB-TBS

23– MainMilestonesuptoTBSDeliveryandshortterm plannedactivities

for2010/2011/2012(includingminormilestones,atleast,oneeach 2-3

months)fortheDCLL-TBS

24 – Organisation ofthe iterative work (CATIA drawings,Schematics,

others),possibilityofhostingVisitingResearchers(VRs)atIO

25– Agreedlistofactions,dateofnextmeeting

사.5차 PMG-18 (2009.04.25-26)

아래의 회의 일정에 따라 발표된 ITER국제 각국 황 자료들(기울임체 표기)

을 입수하여 기술 황 분석 기술추 자료로 활용하 다.

1– Introduction,objectivesofthemeeting,approvaloftheagenda

2– TBM-relevantnewsfrom IO (includingTBM-PC-04recommendations

andIC-7outcomes)

3– StatusofthePMG-18Actions

4– StatusofTBM ICDsandISs– RevisedProposalforPBS-56

5– DetailsoftheElectricalPowerSupplyrequirements(inrelationwith

thepreparationoftheIS-43-56-C5andIS-43-56-C6)

6– FinalIOProposaloftheProcessFlow DiagramsforTBS-3(WCCB)

-DetailedDiscussion,includingrequireddataandinterfaceswithother

IOSystems(forallITERStatus)andnextstep

7– FinalIOProposaloftheProcessFlow DiagramsforTBS-4(DCLL)

-DetailedDiscussion,includingrequireddataandinterfaceswithother

IOSystems(forallITERStatus)andnextstep

8– StatusoftheDesignoftheAEU,TBM BioshieldPlugandPipeForest

by TBM Teams and Port Master (including expected pipe thermal

insulatorsandAEU/PFshield)– Confirmationofnumberanddiameters

ofpipes(e.g.,documentonIDM).RequiredMaintenanceoperationsinPort

CellandinHotCell

9– Requirement,assumptionsand proposalsforIntegrationActivitiesin

PortCell#18forPipeForestand AEU,required equipment/tools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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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maintenancesteps.

-HeatreleaseandLACrequirements.

-Tritium releasemanagement

10– IntegrationofWCCB-TBSandofDCLL-TBSCoolingSystems

ComponentsinTCWSVaultAnnex

11– PossibleStrategy forTBM Shipping from HCF (including routing,

choiceofflasksize,…)

12– Preliminarydesignofconnectionpipesroutingandsupportsfrom Port

Cell#18toTCWSVaultAnnex– PreliminaryIntegrationofTBSCooling

SystemsComponents

13– Strategy/GuidelinesforPED/ESPN classification

14– Strategy/GuidelinesforSICclassification

15 – Presentation of the main revised contents of the WCCB-TBM

Preliminary Safety Report, such as Safety Analyses results, SIC

classification,PED/ESPN classification,QualityClassification,TBSWaste

Strategy,etc…

16 – Presentation of the main revised contents of the DCLL-TBM

Preliminary Safety Report, such as Safety Analyses results, SIC

classification,PED/ESPN classification,QualityClassification,TBSWaste

Strategy,etc…

-Comments,openissuesandfurtheractions

17– Discussiononpersonnelaccess/Tritium releaseconditionsinTBM Port

Cell,PipeForestareaandintheTCWSVaultAnnex(fordifferentITER

Status,includingshort-term maintenance),DetritiationSystem availabiliy

18– List,locationandstrategyforthemeasurementstobeconnectedwith

CIS(CentralInterlockSystem)andwithCSS(CentralSafetySystem)and

correspondingrequirements

19– UpdateonFrames/DummyTBMsrelatedactivities

-Additionofadoglegtotheframedesign

-PBS-56RemoteHandling Compatibility:preparation ofICD,ISsand

otherdocuments(forPortPlugsandothers)

20– Presentation ofmain details/itemsincluded in InterfaceSheetsof

WCCBandDCLLTBSswithBuildings(TokamakComplex,HotCell)

21 – Preliminary results/planning for Neutronics Analyses for Port

Plug/PortCell#18:shielding requirements and TBM-Setattachment

locationwith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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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MainPlannedActivitiesfortheWCCBTBSinthenextsixmonths

23– MainPlannedActivitiesfortheDCLLTBSinthenextsixmonths

24– List/contentofdocumentstobeprovidedfortheTBSCDR,Proposed

organization (TBM Teams work, IO work on Interfaces including

Frame/DummyTBMs)

25– Agreedlistofactions,possiblecontributedISFNT-10papers,dateof

nextmeeting

아.6차 PMG-18 (2009.04.25-26)

아래의 회의 일정에 따라 발표된 ITER국제 각국 황 자료들(기울임체 표기)

을 입수하여 기술 황 분석 기술추 자료로 활용하 다.

1– Introduction,objectivesofthemeeting,approvaloftheagenda

2– TBM-relevantnewsfrom IO (includingTBM-PC-05recommendations

andIC-8outcomes)

3– StatusofthePMG-18Actions

4– StatusofTBM ICDsandISs– Recallofapproved/on-goingPCRs

5– NeutronicAnalyses(shielding)ofthePort#2PortPlug(tobeextended

toPort#18)

-Shielding analysesand optimization ofthePortPlug geometry (e.g.,

doglegs,materials,…)

-DosesandWasteAssessmentinPipeForestregion

6– UpdateonFrames/DummyTBMsrelatedactivities

-Optimisation of Frame design (including dogleg optimization),

connectionsframewithPortextensionandDummyTBMs

-Planningofactivities(uptotheframe-CDR)

7 – RecallofthePipeRoutingTableinPipeForestandAEU area(n.of

pipes,diameters,materials,…)

8– ProgressontheIntegrationActivitiesinPortCell#18forPipeForest

and AEU, required equipment/tools and main maintenance steps,

preliminarydesignofmaintenancetools.

-Preliminaryproposalsforhandlingofheatreleaseand corresponding

LACrequirements.

-StatusoftheTritium releasemanagementand impacton Port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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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9– StatusoftheAEU designandassessmentofTBM BioshieldPlugand

Pipe Forest IO design proposals (including expected pipe thermal

insulatorsandAEU/PFshield)– Confirmationofnumberanddiameters

ofpipes(e.g.,documentonIDM).

10– Design ProposalforCoolantPipesrouting,supportsand segration

platesuptotheTCWSVaultAnnexAreaPreliminaryintegrationofTBS

components– cranesavailability

11– SummaryoftheinterfacesbetweenTBMSandBuildings,includingin

theTBSProcessRoom (Tritium Building)

12– ProgressontheWCCB-TBM PreliminarySafetyReport(Analyses,SIC

classification, PED/ESPN classification, etc…) – data on Tritium

release and Rad-Waste amountand classification (e.g.,TBM shield,

pipeforest,etc…)

13– Recallofthemain contentsoftheDCLL-TBM Preliminary Safety

Report(Analyses,SIC classification,PED/ESPN classification,etc…)as

included in the revised version distributed in June 2011 (underIO

review) - data on Tritium release and Rad-Waste amount and

classification(e.g.,TBM shield,pipeforest,etc…)

14 – IO Comments,open issuesand furtheractionsforTBSsSafety

AnalysesandClassification(e.g,TBM testingpressure,TBM ESP/ESPN

classification,boundaryofSIC/non-SICcomponents)

15– PresentationofthedocumentontheRad-wastegenerationfrom the

TBM Program – Requiredadditionalinputfrom TBM Teams

16– RequiredoperationsandtoolsinHotCellforTBM shipping

17– SummaryoftheWorkshopTBS-CIS-CSSinterfaces– Proposalon the

measurementstobeconnectedwithCIS(CentralInterlockSystem)and

withCSS(CentralSafetySystem)andcorrespondingrequirements

18– RecallofReviewsofIO DesignActivitiesplannedinDecember2011

andrequiredsupportfrom TBM Teams

19– IO PlanningoftheTBM Activities– Recallofmainmanagement

toolsandrequirementforTBM teams

20– Presentationofmilestones,planningandcostprofileforWCCBTBS

21– Presentationofmilestones,planningandcostprofileforDCLLTBS

22– Agreedlistofactions,dateofnext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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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타 국제기구 주최 워크

가.Ripple워크 (2009.04.25-26)

아래의 회의 일정에 따라 발표된 ITER국제 각국 황 자료들(기울임체 표기)

을 입수하여 기술 황 분석 기술추 자료로 활용하 다.

1– Welcome,Objectivesofthemeeting

2– OrganisationoftheWorkshop,approvaloftheAgenda

3–AssessmentoftheTBM ImpactonITERPlasmaOperation

4–TBM EffectMitigationStrategies

5– TheDIII-DTBM ErrorMock-up:FeaturesandLimitations

6– TBM Mock-upResults:H-modeThreshold,Confinement,ELM

Suppression

7– TBM Mock-upResults:ModeLocking,FastIons

8– DIII-DTBM mock-uperrorfieldcorrectionusingIPECandimplications

forITER

9– NumericalsimulationsofrippleeffectsinplasmasandASCOTforITER

10– Rippleandmodelingofdensitypump-out

11– WorkingGroup1onTBM ImpactonITERPlasmaPhysics

-PresentationofV.Chuyanov

-Shortpresentations from participants (including from TBM Teams

representatives)arewelcomed

12– PreparationofagreedrecommendationstoManagement

13– Overview ofthepotentialdesignmeasures

14– Impact/LimitationsofreductionofTBM ferromagneticmassandon

TBM recession from the main FW line on corresponding TBM Test

Program

14-1– Impact/LimitationsforHCLLandHCPBTestBlanketSystems

14-2– Impact/LimitationsforHCCBTestBlanketSystem

14-3– NeutronicresponsesofLLCB TBM duetoradialrecessionof

TBM andreductioninferromagneticmaterialfortestinginITER

14-4– Impact/LimitationsforWCCBTestBlanketSystem

14-5– AnAccountingofDCLLFerromagneticmass

15 – ImpactofTBM-Set(TBM+shield)recession on TF coils nuclear

shi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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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PreliminarydesignoftheTBM CorrectionCoilsandtheirintegration

intheTBM PortPlug

17– PreparationoftheAfternoonDiscussion

18– WorkingGroup2onacceptableTBM designparametersas

countermeasuresforreducinginducedripples

-shortpresentationsfrom participantsarewelcomed

-TBM Teamsfrom allsevenPartiesarewelcomedtomakesuggestions

19– PreparationofagreedrecommendationstoManagement

나.CIS/CSS워크 (2011.06.29-07.01)

아래의 회의 일정에 따라 발표된 ITER국제 각국 황 자료들(기울임체 표기)

을 입수하여 기술 황 분석 기술추 자료로 활용하 다.

1– IntroductionandproposedAgenda

2– BackgroundandObjectivesoftheWorkshop

3 – Structure,Functions and Operation Strategy ofthe ITER Central

InterlockSystem (CIS)

4– Presentationsfrom TBM Teamsontheproposedfunctionalrequirements

toCISfrom theTestBlanketSystems

···········································································“ProposalsforHCLLTBS(56.A1)”

·············································································“ProposalsforHCPBTBS(56.A2)“

············································································“ProposalsforWCCBTBS(56.B3)“

··············································································“ProposalsforDCLLTBS(56.B4)“

·············································································“ProposalsforHCCBTBS(56.C5)“

··············································································“ProposalsforLLCBTBS(56.C6)“

5– SummaryoftheTBSRequirementsforCIS,discussionandagreement

onapreliminarycommonlist

6– Structure,FunctionsandOperationStrategyoftheITERCentralSafety

System (CSS)

7– IO ProposalforSafetyFunctions,Systems,SignalDefinitionforI&C

CSSdesignforITERand,inparticular,forTBSs

8– Presentationsfrom TBM Teamsontheproposedfunctionalrequirements

toCSSfrom theTestBlanket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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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alsforHCLLTBS(56.A1)”

···············································································“ProposalsforHCPBTBS(56.A2)”

··············································································“ProposalsforWCCBTBS(56.B3)“

···············································································“ProposalsforDCLLTBS(56.B4)“

···············································································“ProposalsforHCCBTBS(56.C5)“

················································································“ProposalsforLLCBTBS(56.C6)“

9– SummaryoftheTBSRequirementsforCSS,discussionandagreement

onapreliminarycommonlist

10– SummaryoftheProposalsonTBSsFunctionalRequirementstoCIS

11– SummaryoftheProposalsonTBSsFunctionalRequirementstoCSS

12– ShortTerm FutureWorkandrequiredtime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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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국내외 력

1.한일블랑켓 워크

가.한일블랑켓 워크 /INTEC,KAERI,Korea(2008.01.30-31)

1-Openingremarks,objectivesofthemeetingandapprovaloftheagenda

2– Discussionandapprovaloftheminutesofthepreviousmeeting

3– Statusoftheactionsfrom thepreviousmeeting

4.IOPresentations

4.1– StatusoftheTBM Safetyactivities,reportfrom theMonday3rdMarch

Safety meeting and furtherrequired activities,presentcontentofITER

PreliminarySafetyReport(ITER-RPrS)onTBM

4.2– Commentsfrom PartiesandConclusions

5– Generalinformationfrom ITER:DesignReview,TBM Program documents

requested by the STAC,relevantshort-term milestonesforTBM Test

Program (e.g.:Planned relevant Committees Meetings,relevant ITER

documentsdelivery,etc…)

6.IOPresentations

6.1– TBM VerticalFrameandshielddesign,includingCorrectionCoils

6.2 – Preliminary assessmentfrom India ofthe possibility to install3

indipendentTBMsperframe(ProposalmadeatthelastTBM Ad’Hoc

Groupmeeting)

6.3– Comments/presentationsfrom otherParties

6.4– Conclusions,requiredactions,preparationofaTBWG statementtobe

addressedtotheTBM-AHG

7– Overview oftheInterfacesGroupActivities(includingitems8,9,10,

and16)

8.IOPresentations

8.1– SpaceallocationforTBM CoolingSystemsinITERbuildings(based

on theassumption ofsimultaneoustestingofsixindependentTBMs

systems)

8.2– Comments/requirementsfrom ITERParties

8.3 – Discussion and conclusions,preliminary preparation ofarelated

document

9.IOPresentations

9.1– TBM SystemsinTritium PlantBuilding(allocatedspacebasedonthe

assumptionofsimultaneoustestingofsixindependentTBMs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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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Comments/requirementsfrom ITERParties

9.3 – Discussion and conclusions,preliminary preparation ofarelated

document

10.IOPresentations

10.1– TBM ControlSystem inControlBuilding(allocatedspacebasedon

the assumption ofsimultaneous testing ofsix independentTBMs

systems)

10.2– Comments/requirementsfrom ITERParties

10.3– Discussion and conclusions,preliminary preparation ofarelated

document

11.IOPresentations

11.1– Presentationfrom IndiaontheLLCBTBM work(includinganalyses

underDEMO conditions)forTBWG considerations(actionrequested

byIOPDDG,requestedstatementtobeaddressedtoTBM/AHG)

11.2– Comments/Discussions

11.3– PreparationofthestatementfortheTBM/AHG

12– Presentationfrom PartiesonupdatedTBM R&D planandproposals

(includinginterestofTBM leadership)

12.1– Presentationfrom US

12.2– Presentationfrom RF

12.3– Presentationfrom Korea

12.4– Presentationfrom Japan

12.5– Presentationfrom India

12.6– Presentationfrom EU

12.7– Presentationfrom China

12.8– SummaryofupdatedPartiesproposals(tobediscussedduringthe

DelegationHeadsdinner)

13.IOPresentations

13.1– Presentation ofthedocumenton theTBM R&D milestonesfor

distributiontoSTAC (draftdocumentcirculated atthebeginningof

February)

13.2– Commentsfrom ITERParties

13.3– Discussionandagreementonthereviseddraftdocument

14.IOPresentations

14.1– PresentationofthedocumentontheintegratedTBM TestProgram

for the first 10 years of ITER operation (including plan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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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acements)fordistributiontoSTAC (draftdocumentcirculatedat

thebeginningofFebruary)

14.2– Commentsfrom ITERParties

14.3– Discussionandagreementonthereviseddraftdocument

15 – Presentation and approvalofthe documents on the ITER/TBM

Interfaces(points8,9,10)

16.IOPresentations

16.1– HotCellBuilding,maintenancestrategyforPortPlugandAncillary

EquipmentUnit,presentassumptionsonspaceallocations(basedonthe

assumptionofsimultaneoustestingofsixindependentTBMssystems)

16.2– Comments/requirementsfrom ITERParties

16.3– Discussionandconclusions,preparationandapprovalofarelated

document

17– PresentationandapprovaloftechnicalrecommendationsforTBM Port

allocation(reportfrom DelegationHeadsWorkingDinner)

18– NeedofmanpoweronITERsiteforTBM-relatedactivities– Possible

supportfrom Parties

19– ConclusiveRemarks

-TimeframeforTBWGdocumentsdistribution

-Suggestedshort-term actionsforIOandforPartiesDelegations

-Finalstatementsfrom Parties(ifany) 

나.한일블랑켓 워크 /Osaka,Japan(2008.03.25-26)

1.StatusofITERfirstwall/divertorprocurementinJA

2.StatusofITERfirstwallprocurementinKO

3.DesignandR&DactivitiesonJATBM inJAEA

4.DesignandR&DactivitiesonKOTBM inKAERI

5.RecentActivitiesinsafetyassessmentsofJAWCSBTBM

6.RecentactivitiesinjoiningtechnologydevelopmentforITERblanket

7.Tritium transferthroughLi2TiO3pebblebedofWCSBTBM

8.DevelopmentofKOTBM MaterialsandCollaborationStrategy

9.Planonfuturecollaboration

다.한일블랑켓 워크 /서울,한국 (2009.02.26-27)

1.Cleanfuelproductionbyhightemperatureheatfrom fusionblanket

2.R&DActivitiesforDEMOandBreedingBlanketin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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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PossibilityoffusionapplicaionsofcurrentmaterialsR&DforGEN-IV

nuclearenergysystemsinKAERI

4. Development of SiC composite IHX for high temperature

application(tentative)

5.Environmentalbehavioroftritium releasedfrom fusionfacility·····(tentative)

6.KOTBM heatgenerationandactivationanalysis

7.RecentStatusofTBM-relatedActivitiesinJAEA

8.RecentStatusofR&D ofSolid BreederTBM and ITER Procurementin

JAEA

9.DevelopmentofjoiningtechnologyforKOTBM

10.DevelopmentofLiPb-SiChightemperatureblanket(tentative)

11.EffectofheattreatmentonmechanicalpropertiesofCuCrZrandFerritic

MartensiticSteel

12.An overview ofmulti-scalemodeling approach toradiation effectson

materials

13.Tritium behaviorin liquid breeding materialsand thedevelopmentof

permeationbarriercoating&recoveryprocess(tentative)

14.Modelingandsimulationonirradiationdamageforfusionmaterials

15.RecentactivitiesofTritium TechnologyGroupatJAEA

16.Tritium behavioronstainlesssteelsurface

17.Durabilityoftritium storagematerials

18.Overview ofblanketandtritium activitiesinJapan

19.Chemicalstateanddiffusionbehavioroftritium inliquidLi17Pb83

20.FabricationanddestructivetestsofITERFirstWallqualificationmock-ups

21.FabriactionandhighheatfluxtestwiththeFW mock-upsfortheKO

HCMLTBM

22.Atomic-scalemodelingoftritium diffusivityandinventoryinLi2TiO3

23.C+andD2+Dualionimplantationeffectonhydrogenisotoperetentionin

tungsten

24.Gasloopprogram atKAERI

25.Fabricationandtestrunofaleadalloycorrosiontestloop(KPAL)

라.한일블랑켓 워크 /Naka(BA site),일본 (2011.11.08-11)-삼 수소제외..블랑켓

만..

1.CurrentstatusofRokkashoBASite

2.T1_KO_Overview ofthetritium chemicalexchangeandstorage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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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3.T1_JA_

4.T2_KO_Controllogicdevelopmentofmultiplebedsystem

5.T2_JA_Permeationbehaviorsoftritium throughatype316stainlesssteel

6.T3_KO_UnitprocessanalysisforfuelstorageanddeliveryinITER

7.T3_JA_Fabricationoftritium permeationbarriercoatingsonferriticsteelby

wet-chemicalmethods

8.T4_KO_DevelopmentofSDSmetalhydridebed and in-bed calorimetry

performance

9.T4_JA_

10.T5_KO_HYPERfacilityforpermeationexperiments

11.T5_JA_Modelingoftritium permeation/leakage/accumulationbehaviors

inmetals

12.T6_JA_Gasevolutionfrom Li2+xTiO3+ystoredinmoistair

13.T6_KO_Tritium calorimetryusingPeltierelements

14.T7_JA_Study on hydrogen solubility and　diffusion in oxidematerials

usingtritium tracermethod

            

2.한일 핵융합 워크

가.한일핵융합(재료)워크 ,제주컨벤션센터,2008.05.29-30

1.SessionD4

D4-1.CurrentstatusofNDTwiththeEmphasisonUTSandECTM

D4-2.Multi-scaleModelingofRadiationInducedMicrostructureEvolutionin

Ceramic

D4-3.StrategypreparationforDEMOdevelopment

2.SessionD5

D5-1.Fabricationofnearfull-scaleFirstWallofWater-CooledSolidBreeder
TestBlanketModuleinJAEA

D5-2.R&DActivitiesforDevelopmentofDEMOandBreedingBlanket

D5-3.Plasma-WallInteractioninFusionDevice

D5-4.CurrentR&DActivitiesonDCLLBlanketMaterialofFusionReactor

3.SessionD6

D6-1.ProgressinFlibecorrosionstudytowardmaterialresearchloopand
liquidbreederfusionblan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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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6-2.Crack-healingbehaviorandstrengthpropertiesofSiCceramics
accordingtoadditivesSiO2

D6-3.In-situobservationoffracturebehavioronSiC/SiCcompositesandits
joiningbyHVEM

D6-4.CharacterizationofSiCandSiC/SiCcompositematerialsbytheliquid
phasesintering

4.SessionD7

D7-1.EffectonSinteringAdditivesofSiC CeramicFabricationforFusion
BlanketMaterial

D7-2.StructuralDesignofSteelandOpen-TypeDetachedBreakwater

D7-3.TheEffectofShotVelocitybyShotPeeingonCrackPropagation
BehaviorforAluminum Alloys

5.Session5

5-1 Japanese activities on fusion material engineering toward next
generationoffusiondevices

5-2Koreanactivitiesonfusionmaterialengineeringtowardnextgeneration
offusiondevices

나.한일핵융합(재료)워크 ,서울 학교,2010.07.07-09

1.Overview

1-1.Japanesefusion research activitiesand recentresearch in Hokkaido

University

1-2.ActivityofCARFREandlinktoKOfusionprogram

2.ITERTBM

2-1.RecentStatusofWCCBTBM developmentinJAEA

2-2.RecentR&DActivitiesofKoreaTBM

3.PFCDevelopment

3-1.RecentActivitiesonthePFCDevelopmentinKAERI

3-2.Glow dischargeconditioningfortungstenplasmafacingmaterial

3-3.RecentactivitiesonplasmafacingcomponentsdevelopmentinJAEA

4.DEMOactivity

4-1.FusionengineeringresearchprojecttowardshelicaldemoinNIFS

4-2.A DraftStrategicPlanfortheFusionDemoDevelopmentProgram of

Korea

4-3HelicaldivertorinLHDexperimentsandFFHRdemodesign

4-4.StructuredHRDprogram forDEMO

5.ReactorMaterials

5-1.ResearchActivitiesofFusionStructureMaterialinDong-EuiUniversity　

　　 5-2.RecentprogressinliquidbreederblanketresearchinNI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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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Effectsofnanograinsizeontheirradiationdamageofferriticsteel

5-3.ToBeDetermined

5-4.Research Activities on Tritium Behaviorin Liquid Blanketin The

UniversityofTokyo

5-6.HydrogenpermeationresearchforfusionreactorinDankookUniversity

3.컨소시엄 구성 회의

가.한미 력 회의,서울,2009.11.23-24

1.DCLLDesignandAnalysis

2.CurrentUSR&DActivitiesforPbLiblankets

3.ritium andSafety

4.StructuralandFunctionalMaterials

5.CeramicBreederR&DandIntegratedModelling

6.Overview ofKOPlanforTBM andFNST

7.DesignandAnalysisofLiquidBlanket

8.SupportingR&DActivitiesforLiquidBlanket

9.DevelopmentofFabricationTechnology

10.DesignandAnalysisofSolidBlanket

11.SupportingR&DActivitiesforSolidBlanket

나.한 력 회의, ,2009.12.22-23

1.IntroductionofCN HCSBTBM

1-1.CN HCSBConcepts(ConfigurationandInterfaces)

1-2.R&DActivitiesandTestFacilities

1-3.WBSActivitiesandSchedulIntroductionofKOHCSBTBM

2.IntroductionofKOHCSBTBM

2-1.KOHCSBConcepts

2-2.R&DActivitiesandTestFacilities

2-3.WBSActivitiesandSchedule

3.DiscussiononTBM PartnershipItems

3-1.Sub-moduleorUnitCellType

3-2.InterestingAreaforthePartnership

3-3.SharingofIPRandCostforthePartnership

다.한일 력 회의,서울,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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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TBM 황 력 방안

-일본 TBM 황 력 방안

라.한EU 력 회의, (화상회의),2011.02.08

1.KO presentationonkeyKoreanactivities/competencesinthefieldofTBM

Systems

1-1.TBM design

1-2.Li/Graphitepebblesdevelopment&characterization

1-3.Developmentforpebblebedthermo-mechanics

1-4.TBM FW fabricationdevelopment

1-5.Hecoolingsystem development

1-6.LiquidTBM relatedR&Ds

2.EU presentationsonkeyEuropeanactivities/competencesinthefieldof

TBMsSystems:

2-1.TBM design

2-2.Li/Bepebblesdevelopment&characterization

2-3.Pebblebedthermo-mechanics&modelling

2-4.EUROFERprocurement

2-5.DiffusionweldingforTBM sub-componentsfabrication

2-6.FusionweldingforTBM boxassembly

2-7.Safety,accidentalanalyses

3.Discussionand summaryofrespectiveEU and KO potentialinterestin

collaborationarea

4.기타 국내외 력

가.핵융합과 원자력 융합기술 워크 ,2009.10.28

1.우리나라 핵융합에 지 기술정책

2.핵융합에 지 개발에서의 주요 R&DIssue

3.미래원자로 개발에서의 주요 R&DIssue

4.고온 원자력공학

5.핵융합과 4세 원자력시스템 액체 속 기술

6.핵융합/미래원자로재료 주요 R&DIssue

7.핵융합 실증로 개발 핵심 략과 략구상에 한 소고

8.핵융합 고속 성자 이용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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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일 력 로그램에 따른 일본 견,교토 /NIFS,2010.12.08-11

1.KO-JAworkshop(presentation)

1-1.Overview ofKOTBM development(S.K.Kim)

1-2.Overview ofJAactivitesfordevelopingliquidblanket(Konishi)

1-3.PbLiloopoperationanditsresults(J.S.Yoon)

1-4.PbLiloopoperationanditsapplications(T.Yuto)

1-5.EM pumpdesignanddevelopment(H.R.Kim)

1-6.SiCHXdevelopment(S.Tohihiro)

1-7.FMScorrosioninstaticPbLi(Y.I.Jung)

1-8.SiCcorrosionandPbLiflow effect(K.Ibano)

2.KO-JAworkshop(discussionandtour)

2-1.collaborationitemsintheframeworkofJCM

2-2.discussiononusingthetritium permeationtestfacility

2-3.facilitytour:

(1)PbLi-SiC-Heloop

(2)SiCHXfabricationfacility

(3)corrosionfacilityandmateriallab.

3.KO-JAworkshop(presentation)

3-1.Overview ofKOTBM development(S.K.Kim)

3-2.Overview ofNIFSactivitesfordevelopingliquidblanket(A.Sagara)

3-3.PbLiloopoperationandflow corrosionresults(J.S.Yoon)

3-4.PbLi/Flibe/Lo loop operation and theirflow corrosion resutls(M.

Kondo)

3-5.TBM/blanketFW development(Y.I.Jung)

3-6.HelicaldivertorinLHDexperments(S.Masuzkai)

4.KO-JAworkshop(discussionandtour)

4-1.collaborationitemsintheframeworkofJCM

4-2.discussiononusingthecorrosionrelatedfacilities

4-3.facilitytour:

(1)LHDtokamak

(2)Fusionengineeringlab.

다.IEAIANTFR회의,,2010.12.09-11

1.Information

1-1.Informationfrom ExCo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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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Informationfrom IA-FM andIA-ESEFP

1-3.Informationfrom IEAHeadquartersSecretariat

3.AmendmentN.1ofIAonNTFR

3-1.IntroductiontoAmendment

3-2.Voting

4.TBM Program

4-1.StatusoftheITERTBM Program

5.AnnexI:2011activitiesand2012WorkPlan

5-1.Subtask1:SolidBreederBlanket

5-2.Subtask2:LiquidBreederBlanket

5-3.Subtask3:Neutronics

5-4.Subtask4:Tritium Technology

6.AnnexII:2011activitiesand2012WorkPlan

6-1.Subtask1:SolidSurfacePFCs

6-2.Subtask3:PlasmaSurfaceInteraction

6-3.Preparation:AnnualReportsfor2011,WPsfor2012

7.New NTFRchair

7-1.Introduction

7-2.Voting

8.New Subtaskleaderfor“LiquidBreeders”

8-1.Introduction

8-2.Voting

9.Korea:New fullNTFRmember

9-1.Korea’sR&Dinnucleartechnology:statusandplans

10.OtherTopics

10-1.OtherTopics

10-2.NextMeeting(dateand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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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A.TBM 개념 참여 방안 련 작성 문서

[ 외비]로처리되는문서는목록혹은일부내용만첨부하 음.

A-2008-1.TBM 참여방안 작성 자료

A-2008-1.12008년 TBM 개념 참여 방안 (안)

A-2008-1.2.RFP갱신 (2008-2011)

A-2008-1.3.사업비산정(rev.6)[ 외비]

A-2009-1.2009년기술검토회의자료

A-2009-1.1제2차TBM 로그램 문가회의결과

A-2009-1.2제1차TBM세부기술검토회의

A-2009-1.3제3차TBM 로그램 문가회의결과

A-2009-2.TBM참여방안작성자료

A-2009-2.12009년 TBM 개념 참여 방안(안)

A-2009-2.2TBM실험을통한DB구축(안)

A-2009-2.3TBM 로그램시험항목(안)

A-2009-3.TBM컨소시엄구성 의

A-2009-3.1한미TBM 력회의

A-2009-3.2한 TBM 력회의

A-2009-3.3한일TBM 력회의

A-2009-4.TBM기술수 분석 분류안(안)작성

A-2010-1.제1차주 / 동기 간TBM기술교류워크 회의록

A-2010-2.액체형TBM주도논의[ 외비]

A-2011-1.제2차주 / 동기 간TBM기술교류워크 회의록

A-2011-2.주 / 동기 간TBM재료기술교류워크 회의록

A-2011-3.TBM주도 략보고서작성보고자료

A-2011-4.TBM기술검토회의자료

A-2011-4.1제2차TBM 로그램 문가회의결과

A-2011-4.2제1차TBM세부기술검토회의

A-2011-5.TBM 참여방안작성자료

A-2011-5.1TBM 로그램참여방안(안)[ 외비]

A-2011-5.2TBM 산산정내역타당성평가[ 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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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010-2.액체형TBM주도논의[ 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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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

첨부 B.냉각재해석 코드 검증용 입력 자료

B-1.MARS입력자료

=KO HCMLTBM &itsHCS

*byDongWonLEE(KAERI)

*********************************************************************

*geometrydescription

*********************************************************************

*

*Problem Type&Option(stdy-st/transnt)

*100 new transnt

100 new stdy-st

*

*InputCheckorRunOption

101 run

*

*UnitsSelection

102 si si

*

*CPUTimeRemaining

105 1.0 2.0

*

*noncondensiblegas

110 air

*noncondensiblegasmassfraction

115 1.0

120 100010000 0.0 he prm-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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472 n -1.0

*471 tempf 300010000 gesattemp 300010000 -11.11 l-1.0

*472 tempf 300010000 gesattemp 300010000 -11.11 l-1.0

501 time0.0 ge null0.0 0.0 n -1.0

*

***********************************************************

***** MinorEdi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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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1 p 100010000 5.0e6 1.0e7 1 1

302 p 200010000 5.0e6 1.0e7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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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flowgj125000000 0.0 2.0 2 3

309 mflowgj22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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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8 httemp 120001004 300. 900. 5 8

*349 httemp 120001008 300. 900. 5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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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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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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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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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drodynamics ******************************

***********************************************************

*

*

***Component100:TDV#1(inlet)

*

* Comp_Name Comp_Type

1000000 tmdpv tmdpvol

* Area Length Volume Azi Incl Elev W_Rough Hyd_Dia V_Flags

1000101 100.0 10.0 0.0 0.0 0.0 0.0 0.0 0.0 0000000

* Cntrl (Trip_No.)

1000200 003

* var Pressure(Pa) Temperature(C)

1000201 0.0 1.013333e5 373.0

*

*

***Component105:100to200

1050000 junc105 tmdpjun

1050101 100100002 200010001 0.0002 0.0 0.0 1000000 *1.54e-4

1050201 1 0.0 0.0 0.0

*

*

***Component200:FW mock-up

2000000 FW200 pipe

2000001 10

2000101 0.00020 10 *AreaA=0.02x0.01

2000301 0.06167 3 *inlet=0.185/3=0.061667

2000302 0.10000 7 *heating=0.400/4=0.10000

2000303 0.06167 10 *outlet=0.185/3=0.145

2000401 0.0 10

2000601 0.0 10 *horizontal

2000801 1.5e-4 0.0133333 10 *roughnessfrom GCR

2001001 0000000 10

2001101 0100000 9

2001201 003 8.0e6 573. 0.0 0.0 0.0 10 *P&T

2001300 1

2001301 0.0 1.0 0.0 9

*

***Component205:200to300

2050000 junc205 sngljun

2050101 200100002 300010001 0.0002 0.0 0.0 1000000 *1.54e-4

2050201 1 0.0 0.0 0.0

*

*

***Component300:TDV#2(outlet)

*

* Comp_Name Comp_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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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 tmdpv tmdpvol

* Area Length Volume Azi Incl Elev W_Rough Hyd_Dia V_Flags

3000101 100.0 10.0 0.0 0.0 0.0 0.0 0.0 0.0 0000000

* Cntrl (Trip_No.)

3000200 003

* var Pressure(Pa) Temperature(C)

3000201 0.0 1.013333e5 373.0

*

************************************************************

****** HEATSTRUCTURE*************************************

************************************************************

*

****HS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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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l1=FM steel

12000202 2 8 *matl2=Bearm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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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PhysicalProperties *******************************

************************************************************

**100:FM steel(AISI430)ITERMPH

*20100100 tbl/fctn 1 1 *conductivity

*20100101 293.0 24.57

*20100102 373.0 2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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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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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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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umeddensityof----kg/m3)

*20100151 293.0 4.365e6 *densityxspecifich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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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rmor(hotpressed)ITERM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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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08 673.0 116.26

*20100209 723.0 110.86

*20100210 773.0 106.04

*20100211 823.0 1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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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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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umeddensityof----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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ndof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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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GAMMA입력자료

*BEGIN Sol_Con

! Problem title

SC00 KAERITBM FW mock_uptest

SC00 GAMMA+Rev00/Mod07h

SC00 Rec.PipeModel

SC00 PreparedbyNam-ilTak(2009/08/24)

/

! init_time run_time deltime0 dt_scale

!Tak change80.000tohigherone(e.g.,200.0)

!Tak toensuresteady-statesoutput

SC10 0.0 2000.000 0.0056 0.90

! gen_inp rst_id rstfile

SC11 y

! testname dt_solid dt_scale relax

!SC12 none 0. 10.00 0.50

! Pres_eps Vel_eps max_oiter

!SC15 1.00e-006 1.00e+006 10

! = usertime max_dt plot output restart

SC30 200.0 0.1000 0.100 10.000 30000.000

!SC30 12000.0 0.1000 10.000 100.000 30000.000

/

/

! fluidmatrixsolver

! solver,f_bandfor'blu'

! solver,f_itolf_maxitf_eps for'bcg'&'cgs'

!SC40 blu 0

!SC41 bcg 1 2000 1.00e-008

! wallmatrixsolver

! solver,w_bandfor'blu'

! solver,w_itolw_maxitw_eps for'bcg'&'cgs'

!SC45 blu 0

!SC46 bcg 1 2000 1.00e-008

/

! SysID Ngas 1st 2nd 3rd 4th 5th 6th

!Tak he->n2

SC50 sys1 1 n2

! SysNo idifu imult isoret

!SC51 1 y m n

! SysNo icond iturb

!SC52 1 n 0

! SysNomod_eosmode_tpmode_md

!SC53 1 c t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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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Sol_Con

*BEGIN Fluid_1D

! **********************************

! inlet

! ----------------------------------

! ID Type fluid SysNo

!Tak he->n2

FB10 100 1-D n2 1

! #ofcells

FB20 10

! FluidVolume

FB25 0.00000e+000 10

! Flow Area

FB30 2.00000e-004 10

! Length

FB35 0.018700 10

! Height

FB40 0.000000 10

! Roughness Hyd.Dia

FB45 1.000e-005

0.013333 10

! shape Di/Doorporos

FB50 rect 0.500000

/

! Pressure(MPa)

FB60 1.00000401 11.00000386 21.00000371 31.00000357 41.00000342 51.00000327 6

1.00000313 71.00000298 81.00000283 91.00000268 10

! Temperature(C)

FB70 15.0000 115.0000 215.0000 315.0000 415.0000 515.0000 6

15.0000 715.0000 815.0000 915.0059 10

! Jform Kloss

FB90 s

0.0000 9

! Jz_flag flow (kg/s)

FB91 f

2.3422e-004 1 2.3423e-004 2 2.3423e-004 3 2.3423e-004 4 2.3423e-004 5 2.3424e-004 6

2.3424e-004 7 2.3424e-004 8 2.3424e-004 9

! **********************************

! HeatedFluid

! ----------------------------------

! ID Type fluid SysNo

!Tak he->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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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10 200 1-D n2 1

! #ofcells

FB20 20

! FluidVolume

FB25 0.00000e+000 20

! Flow Area

FB30 2.00000e-004 20

! Length

FB35 0.02 20

! Height

FB40 0.000000 20

! Roughness Hyd.Dia

FB45 1.000e-005

0.013333 20

! shape Di/Doorporos

FB50 rect 0.500000

/

! Pressure(MPa)

FB60 1.00000236 20

! Temperature(C)

FB70 15.0 20

! Jform Kloss

FB90 s

0.0000 19

! Jz_flag flow (kg/s)

FB91 f

2.3407e-004 19

! **********************************

! Outlet

! ----------------------------------

! ID Type fluid SysNo

!Tak he->n2

FB10 300 1-D n2 1

! #ofcells

FB20 10

! FluidVolume

FB25 0.00000e+000 10

! Flow Area

FB30 2.00000e-004 10

! Length

FB35 0.018700 10

! Height

FB40 0.000000 10

! Roughness Hyd.Dia

FB45 1.000e-005

0.01333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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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pe Di/Doorporos

FB50 rect 0.500000

/

! Pressure(MPa)

FB60 1.00000009 11.00000008 21.00000007 31.00000006 41.00000005 51.00000003 6

1.00000002 71.00000001 81.00000000 90.99999999 10

! Temperature(C)

FB70 15.0 115.0 215.0 315.0 415.0 515.0 6

15.0 715.0 815.0 915.0 10

! Jform Kloss

FB90 s

0.0000 9

! Jz_flag flow (kg/s)

FB91 f

2.3175e-004 1 2.3174e-004 2 2.3181e-004 3 2.3184e-004 4 2.3183e-004 5 2.3182e-004 6

2.3183e-004 7 2.3183e-004 8 2.3182e-004 9

*ENDFluid_1D

*BEGIN Bound_Vol

! ----------------------------------

! inlet/outletboundary

! ----------------------------------

! ID Type fluid SysNo

!Tak he->n2

BB10 50 in n2 1

! Pres(MPa) Temp(C) massfr.

!DWLee:Tak Fornew inlettemperature:300.000->new value

BB20 1.111 14.4 !dwlee (inletpressure/temperature)

! ID Type fluid SysNo

!Tak he->n2

BB10 70 ex n2 1

! Pres(MPa) Temp(C) massfr.

!Tak fornew operatingpressure:1.00000000->new value

BB20 2.0072 25.0

*ENDBound_Vol

*BEGIN Ext_Path

! ----------------------------------

! JunctionBV->100

! ----------------------------------

! JunID IUP.no IDN.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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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face/blk face1/blk

JB10 50 V 50 L 100

! flow bc

!Tak fornew inletvelocity25.0->new value

!JB15 v 25.0 0

!DWLee fornew massflow (kg/sec)->new value

JB15 f 0.01050 0 !dwlee (massflow)

! Jform Jun.area KFloss KRloss

JB20 s 0.0 0.000 0.000

!DWLee fornew massflow (kg/sec)->new value

! Jflag Jflow

JB25 f 0.01

! ----------------------------------

! Junction100->200

! ----------------------------------

! JunID IUP.no IDN.no

! ID face/blk face/blk

JB10 60 R 100 L 200

! Jform Jun.area KFloss KRloss

JB20 s 0.0 0.000 0.000

! Jflag Jflow

JB25 f 2.3425e-004

! ----------------------------------

! Junction200->300

! ----------------------------------

! JunID IUP.no IDN.no

! ID face/blk face/blk

JB10 70 R 200 L 300

! Jform Jun.area KFloss KRloss

JB20 s 0.0 0.000 0.000

! Jflag Jflow

JB25 f 2.3187e-004

! ----------------------------------

! Junction300->BV

! ----------------------------------

! JunID IUP.no IDN.no

! ID face/blk face/blk

JB10 80 R 300 V 70

! Jform Jun.area KFloss KRloss

JB20 s 0.0 0.000 0.000

! Jflag Jflow

JB25 f 2.3180e-004

*ENDExt_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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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GIN Wall_3D

! ********************************************

! RectPipe(MeasuringPlateMiddle)BLK1

! --------------------------------------------

! ID Type ixyz SysNo

WB10 510 3-D p 1

/

! x-dir z-dir y-dir(#ofmeshs)

! mi mj mk

WB60 8 20 10

! Xi Zi Yi Smult

WB61 0.0 0.0 0.0 1.0000

! subregion material

WB62 kr1 0.02 10

jr1 0.40 20

ir1 0.0065 2 n table10 20

ir2 0.0125 4 n table10 20

ir3 0.0145 5 n table10 20

ir4 0.0165 7 n table10 20

ir5 0.017 8 n table10 20

/

! west BC

! wbc js je ks ke

WB71 a 1 20 1 10

! ebc blk fsfe js je ks ke

WB72 c 200 1 20 1 20 1 10

! bottom BC

! bbc is ie ks ke

WB73 a 1 8 1 10

! top BC

! tbc is ie ks ke

WB74 a 1 8 1 10

! south BC

! sbc blk si sj is ie js je

WB75 m 530 1 1 1 8 1 20

! north BC

! nbc blk si sj is ie js je

WB76 m 520 1 1 1 8 1 20

! Temperature(C)

WB80 u 15.0

! west Temp.

WB81 u 15.0

! east surfaceTemp.

WB82 u 15.0



782

! bottom surfaceTemp.

WB83 u 15.0

! top surfaceTemp.

WB84 u 15.0

! south surfaceTemp.

WB85 u 15.0

! north surfaceTemp.

WB86 u 15.0

! ********************************************

! RectPipe(MeasuringPlateTop) BLK2

! --------------------------------------------

! ID Type ixyz SysNo

WB10 520 3-D p 1

/

! x-dir z-dir y-dir(#ofmeshs)

! mi mj mk

WB60 8 20 4

! Xi Zi Yi Smult

WB61 0.0 0.0 0.0 1.0000

! subregion material

WB62 kr1 0.003 4

jr1 0.40 20

ir1 0.0065 2 n table10 20

ir2 0.0125 4 n table10 20

ir3 0.0145 5 n table10 20

ir4 0.0165 7 n table10 20

ir5 0.017 8 n table10 20

/

! west BC

! wbc js je ks ke

WB71 a 1 20 1 4

! ebc blk sj sk js je ks ke

WB72 m 540 11 1 20 1 4

! bottom BC

! bbc is ie ks ke

WB73 a 1 8 1 4

! top BC

! tbc is ie ks ke

WB74 a 1 8 1 4

! south BC

! sbc blk si sj is ie js je

WB75 m 510 1 1 1 8 1 20

! north BC

! nbc is ie js je

WB76 a 1 8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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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mperature(C)

WB80 u 15.0

! west Temp.

WB81 u 15.0

! east surfaceTemp.

WB82 u 15.0

! bottom surfaceTemp.

WB83 u 15.0

! top surfaceTemp.

WB84 u 15.0

! south surfaceTemp.

WB85 u 15.0

! northsurfaceTemp.

WB86 u 15.0

! ********************************************

! RectPipe(MeasuringPlateBottom)BLK3

! --------------------------------------------

! ID Type ixyz SysNo

WB10 530 3-D p 1

/

! x-dir z-dir y-dir(#ofmeshs)

! mi mj mk

WB60 8 20 4

! Xi Zi Yi Smult

WB61 0.0 0.0 0.0 1.0000

! subregion material

WB62 kr1 0.003 4

jr1 0.40 20

ir1 0.0065 2 n table10 20

ir2 0.0125 4 n table10 20

ir3 0.0145 5 n table10 20

ir4 0.0165 7 n table10 20

ir5 0.017 8 n table10 20

/

! west BC

! wbc js je ks ke

WB71 a 1 20 1 4

! ebc blk ji ki js je ks ke

WB72 m 550 1 1 1 20 1 4

! bottom BC

! bbc is ie ks ke

WB73 a 1 8 1 4

! top BC

! tbc is ie ks ke

WB74 a 1 8 1 4

! south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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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c is ie js je

WB75 a 1 8 1 20

! north BC

! nbc blk ii ji is ie js je

WB76 m 510 1 1 1 8 1 20

! Temperature(C)

WB80 u 15.0

! west Temp.

WB81 u 15.0

! east surfaceTemp.

WB82 u 15.0

! bottom surfaceTemp.

WB83 u 15.0

! top surfaceTemp.

WB84 u 15.0

! south surfaceTemp.

WB85 u 15.0

! north surfaceTemp.

WB86 u 15.0

! ********************************************

! RectPipe(SidePlateTop)BLK4

! --------------------------------------------

! ID Type ixyz SysNo

WB10 540 3-D p 1

/

! x-dir z-dir y-dir(#ofmeshs)

! mi mj mk

WB60 10 20 4

! Xi Zi Yi Smult

WB61 0.0 0.0 0.0 1.0000

! subregion material

WB62 kr1 0.003 4

jr1 0.40 20

ir1 0.0005 1 n table10 20

ir2 0.0012 2 n table10 20

ir3 0.0086 8 n table10 20

ir4 0.0094 9 n table10 20

ir5 0.01 10 n table10 20

/

! west BC

! wbc blk ji ki js je ks ke

WB71 m 520 1 1 1 20 1 4

! ebc blk ji ki js je ks ke

WB72 m 560 1 1 1 20 1 4

! bottom BC

! bbc is ie ks 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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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73 a 1 10 1 4

! top BC

! tbc is ie ks ke

WB74 a 1 10 1 4

! south BC

! sbc blk fs fe is ie js je

WB75 c 200 1 20 1 10 1 20

! north BC

! nbc is ie js je

WB76 a 1 10 1 20

! Temperature(C)

WB80 u 15.0

! west Temp.

WB81 u 15.0

! east surfaceTemp.

WB82 u 15.0

! bottom surfaceTemp.

WB83 u 15.0

! top surfaceTemp.

WB84 u 15.0

! south surfaceTemp.

WB85 u 15.0

! north surfaceTemp.

WB86 u 15.0

! ********************************************

! RectPipe(SidePlateBottom)BLK5

! --------------------------------------------

! ID Type ixyz SysNo

WB10 550 3-D p 1

/

! x-dir z-dir y-dir(#ofmeshs)

! mi mj mk

WB60 10 20 4

! Xi Zi Yi Smult

WB61 0.0 0.0 0.0 1.0000

! subregion material

WB62 kr1 0.003 4

jr1 0.40 20

ir1 0.0005 1 n table10 20

ir2 0.0012 2 n table10 20

ir3 0.0086 8 n table10 20

ir4 0.0094 9 n table10 20

ir5 0.01 10 n table10 20

/

! west BC

! wbc blk ji ki js je ks 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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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71 m 530 1 1 1 20 1 4

! east BC

! ebc blk ji ki js je ks ke

WB72 m 570 1 1 1 20 1 4

! bottom BC

! bbc is ie ks ke

WB73 a 1 10 1 4

! top BC

! tbc is ie ks ke

WB74 a 1 10 1 4

! south BC

! sbc is ie js je

WB75 a 1 10 1 20

! north BC

! nbc blk fs fe is ie js je

WB76 c 200 1 20 1 10 1 20

! Temperature(C)

WB80 u 15.0

! west Temp.

WB81 u 15.0

! east surfaceTemp.

WB82 u 15.0

! bottom surfaceTemp.

WB83 u 15.0

! top surfaceTemp.

WB84 u 15.0

! south surfaceTemp.

WB85 u 15.0

! north surfaceTemp.

WB86 u 15.0

! ********************************************

! RectPipe(HeatingPlateTop)BLK6

! --------------------------------------------

! ID Type ixyz SysNo

WB10 560 3-D p 1

/

! x-dir z-dir y-dir(#ofmeshs)

! mi mj mk

WB60 5 20 4

! Xi Zi Yi Smult

WB61 0.0 0.0 0.0 1.0000

! subregion material

WB62 kr1 0.003 4

jr1 0.40 20

ir1 0.003 5 n table1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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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st BC

! wbc blk ji ki js je ks ke

WB71 m 540 1 1 1 20 1 4

! east BC

! ebc js je ks ke

!WB72 a 1 20 1 4

!Tak Fornew walltemperature:400.0->new value

! usebelow lineforfixedwalltemperature

WB72 f 160.0 1 20 1 4 !dwlee(wallTheated)

! bottom BC

! bbc is ie ks ke

WB73 a 1 5 1 4

! top BC

! tbc is ie ks ke

WB74 a 1 5 1 4

! south BC

! sbc blk si sj is ie js je

WB75 m 580 1 1 1 5 1 20

! north BC

! nbc is ie js je

WB76 a 1 5 1 20

! Temperature(C)

WB80 u 15.0

! west Temp.

WB81 u 15.0

! east surfaceTemp.

WB82 u 15.0

! bottom surfaceTemp.

WB83 u 15.0

! top surfaceTemp.

WB84 u 15.0

! south surfaceTemp.

WB85 u 15.0

! north surfaceTemp.

WB86 u 15.0

! ********************************************

! RectPipe(HeatingPlateBottom)BLK7

! --------------------------------------------

! ID Type ixyz SysNo

WB10 570 3-D p 1

/

! x-dir z-dir y-dir(#ofmeshs)

! mi mj mk

WB60 5 20 4

! Xi Zi Yi Sm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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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61 0.0 0.0 0.0 1.0000

! subregion material

WB62 kr1 0.003 4

jr1 0.40 20

ir1 0.003 5 n table10 20

/

! west BC

! wbc blk ji ki js je ks ke

WB71 m 550 1 1 1 20 1 4

! east BC

! ebc js je ks ke

!WB72 a 1 20 1 4

!Tak Fornew walltemperature:400.0->new value

! usebelow lineforfixedwalltemperature

WB72 f 160.0 1 20 1 4 !dwlee(wallTheated)

! bottom BC

! bbc is ie ks ke

WB73 a 1 5 1 4

! top BC

! tbc is ie ks ke

WB74 a 1 5 1 4

! south BC

! sbc is ie js je

WB75 a 1 5 1 20

! north BC

! nbc blk si sj is ie js je

WB76 m 580 1 1 1 5 1 20

! Temperature(C)

WB80 u 15.0

! west Temp.

WB81 u 15.0

! east surfaceTemp.

WB82 u 15.0

! bottom surfaceTemp.

WB83 u 15.0

! top surfaceTemp.

WB84 u 15.0

! south surfaceTemp.

WB85 u 15.0

! north surfaceTemp.

WB86 u 15.0

! ********************************************

! RectPipe(HeatingPlateMiddle)BLK8

! --------------------------------------------

! ID Type ixyz Sys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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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10 580 3-D p 1

/

! x-dir z-dir y-dir(#ofmeshs)

! mi mj mk

WB60 5 20 10

! Xi Zi Yi Smult

WB61 0.0 0.0 0.0 1.0000

! subregion material

WB62 kr1 0.020 10

jr1 0.40 20

ir1 0.003 5 n table 10 20

/

! west BC

! wbc blk fs fe js je ks ke

WB71 c 200 1 20 1 20 1 10

! east BC

! ebc temp js je ks ke

!Tak Fornew heatflux:50000.0->new value

!WB72 q 50000.0 1 20 1 10

!Tak Fornew walltemperature:400.0->new value

! usebelow lineforfixedwalltemperature

WB72 f 160.0 1 20 1 10 !dwlee(wallTheated)

! bottom BC

! bbc is ie ks ke

WB73 a 1 5 1 10

! top BC

! tbc is ie ks ke

WB74 a 1 5 1 10

! south BC

! sbc blk si sj is ie js je

WB75 m 570 1 1 1 5 1 20

! north BC

! nbc blk si sj is ie js je

WB76 m 560 1 1 1 5 1 20

! Temperature(C)

WB80 u 15.0

! west Temp.

WB81 u 15.0

! east surfaceTemp.

WB82 u 15.0

! bottom surfaceTemp.

WB83 u 15.0

! top surfaceTemp.

WB84 u 15.0

! south surfaceTemp.

WB85 u 15.0

! north surfaceT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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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86 u 15.0

*ENDWall_3D

*BEGIN Therm_Rad

! ---------------------------------

! ThermalRadiationbetWalls

! ---------------------------------

! RadID model

RM10 700 gda

! WBID face emis surfacegroupdomain

RM20 510 e 0.8000 1 10 1 1

!RM20 540 s 0.8000 1 10 1 1

!RM20 550 n 0.8000 1 10 1 1

RM20 580 w 0.8000 1 10 1 1

! inc_dir num inc

RM25 j 20 1

! View factormatrix

RM30 0.0 1.0

RM30 1.0 0.0

!RM30 0.00000000 0.10000000 0.80000000 0.10000000

!RM30 0.20000000 0.00000000 0.20000000 0.60

!RM30 0.80000000 0.10000000 0.00000000 0.10

!RM30 0.20000000 0.60000000 0.20000000 0.00000000

*ENDTherm_Rad

*BEGIN Gen_Table

! --------------------------------------

! rhoCpofFMS

! --------------------------------------

! Name ID

GT00 fms_rcp 10

GT10 temp wcp

! Videp Vdepe

GT20 573.15 4.364932E+06

GT20 623.15 4.555564E+06

GT20 673.15 4.767708E+06

GT20 723.15 5.010060E+06

GT20 773.15 5.288746E+06

! --------------------------------------

! conductivityofFM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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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ID

GT00 fms_thc 20

GT10 temp wk

! Videp Vdepe

GT20 573.15 25.23

GT20 623.15 25.30

GT20 673.15 25.36

GT20 723.15 25.41

GT20 773.15 25.45

*ENDGen_Table

*BEGIN Plot_Data

!DWLee

! ID Filename

PB10 1 ss_chk_C1R1

! Variable blkID Cellindex

PB20 Velj 50 0 0 0

PB20 Velj 60 1 0 0

PB20 Velj 80 0 0 0

PB20 Temp 200 1 0 0

PB20 Temp 200 10 0 0

PB20 Temp 200 20 0 0

PB20 Twall 510 4 10 5

PB20 Twall 540 5 10 2

PB20 Twall 580 1 10 5

PB20 Qconv_E 510 0 0 0

PB20 Qconv_S 540 0 0 0

PB20 Qconv_W 580 0 0 0

PB20 Twall 580 18 2 3

PB20 Twall 580 10 2 7

PB20 Twall 580 18 5 3

PB20 Twall 580 10 5 7

PB20 Twall 580 18 8 3

PB20 Twall 580 10 8 7

*ENDPlot_Data

*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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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C.MARS-FR개발로 생성된 Li/PbLi물성치표

C-1.Lithum PhysicalPropertiesandThermodynamicTables

Lithum에 한 열역학 물성치 표를 만들기 해 다음 46개의 온도 18개의 압력

지 에서 Soft-sphereModel을 이용하 다.

온도:

500. 510. 520. 530.540. 550. 560. 570. 580. 590. 600. 610.

620. 630.640. 650. 660. 670. 680. 690. 700. 710. 720. 730.

740. 750. 760. 770. 780. 790. 800. 810. 820. 830.840. 850.

860. 870. 880. 890. 900.1000.1500.2000.2500.3000.

압력:

1.00e+0 1.00e+1 1.00e+2 1.00e+3 1.00e+4 1.00e+5 2.00e+5 3.00e+5

5.00e+5 1.00e+61.50e+6 2.00e+6 2.50e+6 3.00e+6 4.00e+6 5.00e+6

6.00e+6 9.00e+6

C-2.LeadLithum PhysicalPropertiesandThermodynamicTables

LeadLithum에 한 열역학 물성치 표를 만들기 해 다음 52개의 온도 10개의

압력 지 에서 Soft-sphereModel을 이용하 다.

온도:

400. 450. 460. 470. 480. 490.500. 510. 520. 530. 540.

550. 560. 570. 580. 590. 600. 610. 620. 630. 640. 650.

660.670. 680. 690. 700. 710. 720. 730. 740. 750. 760.

770. 780. 790. 800. 810. 820. 830.840. 850. 860. 870.

880. 890. 900.1000.1500.2000.2500.3000.

압력:

1.00e+0 1.00e+1 1.00e+2 1.00e+3 1.00e+4 1.00e+5 2.00e+5 3.00e+5

5.00e+5 1.00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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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생성 물성치

Saturation properties of lithium (temperature v. pressure):

 temperature    pressure        state       specific      internal       thermal     isothermal     specific       entropy

                                             volume        energy       expansion     compress.       heat

 -----------   -----------   -----------   -----------   -----------   -----------   -----------   -----------   -----------

 5.00000E+02   8.19163E-07     liquid      1.94958E-03   1.23038E+06   2.11934E-04   1.07149E-10   4.19942E+03   5.11586E+03

                                vapor      7.31403E+11   2.39287E+07   2.00000E-03   1.22076E+06   2.99569E+03   5.13082E+04

 5.10000E+02   1.70640E-06     liquid      1.95371E-03   1.27232E+06   2.11634E-04   1.07783E-10   4.18987E+03   5.19893E+03

                                vapor      3.58134E+11   2.39467E+07   1.96078E-03   5.86027E+05   2.99569E+03   5.04881E+04

 5.20000E+02   3.45468E-06     liquid      1.95785E-03   1.31417E+06   2.11356E-04   1.08420E-10   4.18068E+03   5.28020E+03

                                vapor      1.80365E+11   2.39647E+07   1.92307E-03   2.89463E+05   2.99569E+03   4.97011E+04

 5.30000E+02   6.80850E-06     liquid      1.96199E-03   1.35594E+06   2.11098E-04   1.09060E-10   4.17184E+03   5.35975E+03

                                vapor      9.32786E+10   2.39826E+07   1.88679E-03   1.46875E+05   2.99569E+03   4.89452E+04

 5.40000E+02   1.30818E-05     liquid      1.96613E-03   1.39761E+06   2.10861E-04   1.09703E-10   4.16333E+03   5.43765E+03

                                vapor      4.94635E+10   2.40006E+07   1.85185E-03   7.64421E+04   2.99569E+03   4.82187E+04

 5.50000E+02   2.45391E-05     liquid      1.97028E-03   1.43920E+06   2.10642E-04   1.10351E-10   4.15514E+03   5.51397E+03

                                vapor      2.68573E+10   2.40186E+07   1.81818E-03   4.07512E+04   2.99569E+03   4.75199E+04

 5.60000E+02   4.49976E-05     liquid      1.97443E-03   1.48072E+06   2.10442E-04   1.11001E-10   4.14726E+03   5.58876E+03

                                vapor      1.49127E+10   2.40366E+07   1.78571E-03   2.22233E+04   2.99569E+03   4.68473E+04

 5.70000E+02   8.07570E-05     liquid      1.97859E-03   1.52215E+06   2.10260E-04   1.11656E-10   4.13967E+03   5.66210E+03

                                vapor      8.45774E+09   2.40545E+07   1.75438E-03   1.23828E+04   2.99569E+03   4.61995E+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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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0000E+02   1.42009E-04     liquid      1.98275E-03   1.56351E+06   2.10094E-04   1.12314E-10   4.13236E+03   5.73403E+03

                                vapor      4.89408E+09   2.40725E+07   1.72413E-03   7.04176E+03   2.99569E+03   4.55752E+04

 5.90000E+02   2.44936E-04     liquid      1.98692E-03   1.60480E+06   2.09946E-04   1.12976E-10   4.12532E+03   5.80461E+03

                                vapor      2.88643E+09   2.40905E+07   1.69490E-03   4.08267E+03   2.99569E+03   4.49733E+04

 6.00000E+02   4.14773E-04     liquid      1.99109E-03   1.64602E+06   2.09813E-04   1.13642E-10   4.11855E+03   5.87389E+03

                                vapor      1.73342E+09   2.41085E+07   1.66665E-03   2.41094E+03   2.99569E+03   4.43924E+04

 6.10000E+02   6.90214E-04     liquid      1.99528E-03   1.68717E+06   2.09696E-04   1.14312E-10   4.11203E+03   5.94191E+03

                                vapor      1.05904E+09   2.41264E+07   1.63932E-03   1.44881E+03   2.99570E+03   4.38317E+04

 6.20000E+02   1.12965E-03     liquid      1.99946E-03   1.72826E+06   2.09594E-04   1.14986E-10   4.10576E+03   6.00873E+03

                                vapor      6.57682E+08   2.41444E+07   1.61288E-03   8.85224E+02   2.99570E+03   4.32901E+04

 6.30000E+02   1.81983E-03     liquid      2.00366E-03   1.76929E+06   2.09507E-04   1.15664E-10   4.09972E+03   6.07437E+03

                                vapor      4.14837E+08   2.41624E+07   1.58727E-03   5.49494E+02   2.99570E+03   4.27666E+04

 6.40000E+02   2.88786E-03     liquid      2.00786E-03   1.81025E+06   2.09434E-04   1.16346E-10   4.09392E+03   6.13889E+03

                                vapor      2.65568E+08   2.41804E+07   1.56246E-03   3.46273E+02   2.99570E+03   4.22605E+04

 6.50000E+02   4.51729E-03     liquid      2.01207E-03   1.85116E+06   2.09374E-04   1.17032E-10   4.08833E+03   6.20232E+03

                                vapor      1.72429E+08   2.41983E+07   1.53841E-03   2.21368E+02   2.99571E+03   4.17708E+04

 6.60000E+02   6.96985E-03     liquid      2.01628E-03   1.89202E+06   2.09328E-04   1.17723E-10   4.08296E+03   6.26470E+03

                                vapor      1.13474E+08   2.42163E+07   1.51510E-03   1.43472E+02   2.99571E+03   4.12969E+04

 6.70000E+02   1.06141E-02     liquid      2.02051E-03   1.93282E+06   2.09295E-04   1.18418E-10   4.07779E+03   6.32606E+03

                                vapor      7.56441E+07   2.42343E+07   1.49247E-03   9.42123E+01   2.99572E+03   4.08379E+04

 6.80000E+02   1.59626E-02     liquid      2.02474E-03   1.97358E+06   2.09274E-04   1.19118E-10   4.07283E+03   6.38643E+03

                                vapor      5.10495E+07   2.42523E+07   1.47051E-03   6.26446E+01   2.99572E+03   4.03933E+04

 6.90000E+02   2.37207E-02     liquid      2.02898E-03   2.01428E+06   2.09266E-04   1.19822E-10   4.06806E+03   6.44586E+03

                                vapor      3.48588E+07   2.42703E+07   1.44919E-03   4.21558E+01   2.99573E+03   3.99624E+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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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000E+02   3.48480E-02     liquid      2.03323E-03   2.05494E+06   2.09270E-04   1.20531E-10   4.06348E+03   6.50436E+03

                                vapor      2.40723E+07   2.42882E+07   1.42847E-03   2.86949E+01   2.99574E+03   3.95446E+04

 7.10000E+02   5.06367E-02     liquid      2.03749E-03   2.09555E+06   2.09286E-04   1.21244E-10   4.05908E+03   6.56196E+03

                                vapor      1.68034E+07   2.43062E+07   1.40834E-03   1.97476E+01   2.99575E+03   3.91393E+04

 7.20000E+02   7.28098E-02     liquid      2.04176E-03   2.13612E+06   2.09313E-04   1.21962E-10   4.05486E+03   6.61871E+03

                                vapor      1.18510E+07   2.43242E+07   1.38876E-03   1.37337E+01   2.99576E+03   3.87460E+04

 7.30000E+02   1.03643E-01     liquid      2.04604E-03   2.17665E+06   2.09351E-04   1.22685E-10   4.05082E+03   6.67461E+03

                                vapor      8.44116E+06   2.43422E+07   1.36972E-03   9.64789E+00   2.99577E+03   3.83642E+04

1

 Saturation properties of lithium (temperature v. pressure):

 temperature    pressure        state       specific      internal       thermal     isothermal     specific       entropy

                                             volume        energy       expansion     compress.       heat

 -----------   -----------   -----------   -----------   -----------   -----------   -----------   -----------   -----------

 7.40000E+02   1.46115E-01     liquid      2.05033E-03   2.21714E+06   2.09400E-04   1.23413E-10   4.04694E+03   6.72970E+03

                                vapor      6.06969E+06   2.43602E+07   1.35119E-03   6.84343E+00   2.99579E+03   3.79934E+04

 7.50000E+02   2.04090E-01     liquid      2.05463E-03   2.25759E+06   2.09461E-04   1.24146E-10   4.04323E+03   6.78399E+03

                                vapor      4.40432E+06   2.43782E+07   1.33315E-03   4.89939E+00   2.99580E+03   3.76332E+04

 7.60000E+02   2.82541E-01     liquid      2.05894E-03   2.29800E+06   2.09531E-04   1.24884E-10   4.03968E+03   6.83752E+03

                                vapor      3.22391E+06   2.43962E+07   1.31558E-03   3.53898E+00   2.99582E+03   3.72831E+04

 7.70000E+02   3.87816E-01     liquid      2.06326E-03   2.33838E+06   2.09612E-04   1.25627E-10   4.03629E+03   6.89031E+03

                                vapor      2.37974E+06   2.44142E+07   1.29847E-03   2.57827E+00   2.99584E+03   3.69427E+04

 7.80000E+02   5.27956E-01     liquid      2.06759E-03   2.37873E+06   2.09703E-04   1.26375E-10   4.03305E+03   6.94237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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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por      1.77082E+06   2.44322E+07   1.28179E-03   1.89387E+00   2.99586E+03   3.66117E+04

 7.90000E+02   7.13073E-01     liquid      2.07193E-03   2.41904E+06   2.09804E-04   1.27129E-10   4.02996E+03   6.99373E+03

                                vapor      1.32796E+06   2.44502E+07   1.26554E-03   1.40219E+00   2.99589E+03   3.62897E+04

 8.00000E+02   9.55795E-01     liquid      2.07628E-03   2.45933E+06   2.09915E-04   1.27888E-10   4.02701E+03   7.04440E+03

                                vapor      1.00331E+06   2.44682E+07   1.24969E-03   1.04609E+00   2.99592E+03   3.59763E+04

 8.10000E+02   1.27178E+00     liquid      2.08064E-03   2.49959E+06   2.10035E-04   1.28653E-10   4.02421E+03   7.09441E+03

                                vapor      7.63486E+05   2.44862E+07   1.23422E-03   7.86166E-01   2.99595E+03   3.56712E+04

 8.20000E+02   1.68033E+00     liquid      2.08502E-03   2.53981E+06   2.10165E-04   1.29423E-10   4.02154E+03   7.14377E+03

                                vapor      5.85016E+05   2.45042E+07   1.21914E-03   5.95010E-01   2.99599E+03   3.53741E+04

 8.30000E+02   2.20507E+00     liquid      2.08941E-03   2.58002E+06   2.10304E-04   1.30198E-10   4.01901E+03   7.19250E+03

                                vapor      4.51259E+05   2.45222E+07   1.20441E-03   4.53406E-01   2.99603E+03   3.50847E+04

 8.40000E+02   2.87476E+00     liquid      2.09381E-03   2.62020E+06   2.10452E-04   1.30979E-10   4.01661E+03   7.24062E+03

                                vapor      3.50324E+05   2.45402E+07   1.19003E-03   3.47775E-01   2.99608E+03   3.48028E+04

 8.50000E+02   3.72422E+00     liquid      2.09822E-03   2.66035E+06   2.10609E-04   1.31766E-10   4.01435E+03   7.28814E+03

                                vapor      2.73654E+05   2.45582E+07   1.17599E-03   2.68445E-01   2.99613E+03   3.45279E+04

 8.60000E+02   4.79532E+00     liquid      2.10265E-03   2.70048E+06   2.10775E-04   1.32559E-10   4.01221E+03   7.33508E+03

                                vapor      2.15043E+05   2.45762E+07   1.16227E-03   2.08479E-01   2.99618E+03   3.42600E+04

 8.70000E+02   6.13820E+00     liquid      2.10709E-03   2.74059E+06   2.10950E-04   1.33358E-10   4.01019E+03   7.38145E+03

                                vapor      1.69962E+05   2.45943E+07   1.14886E-03   1.62865E-01   2.99625E+03   3.39987E+04

 8.80000E+02   7.81257E+00     liquid      2.11154E-03   2.78069E+06   2.11133E-04   1.34163E-10   4.00830E+03   7.42727E+03

                                vapor      1.35081E+05   2.46123E+07   1.13576E-03   1.27957E-01   2.99631E+03   3.37439E+04

 8.90000E+02   9.88916E+00     liquid      2.11600E-03   2.82076E+06   2.11325E-04   1.34974E-10   4.00653E+03   7.47255E+03

                                vapor      1.07936E+05   2.46303E+07   1.12295E-03   1.01084E-01   2.99639E+03   3.34952E+04

 9.00000E+02   1.24514E+01     liquid      2.12048E-03   2.86082E+06   2.11525E-04   1.35791E-10   4.00487E+03   7.51731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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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por      8.66954E+04   2.46483E+07   1.11042E-03   8.02809E-02   2.99647E+03   3.32525E+04

 1.00000E+03   9.64343E+01     liquid      2.16606E-03   3.26069E+06   2.13972E-04   1.44324E-10   3.99437E+03   7.93863E+03

                                vapor      1.24510E+04   2.48288E+07   9.98864E-04   1.03617E-02   2.99781E+03   3.11140E+04

 1.50000E+03   4.26017E+04     liquid      2.42293E-03   5.26951E+06   2.37462E-04   2.00373E-10   4.07506E+03   9.56657E+03

                                vapor      4.26335E+01   2.57199E+07   6.71427E-04   2.34636E-05   3.04239E+03   2.49959E+04

 2.00000E+03   8.55411E+05     liquid      2.75628E-03   7.36925E+06   2.83875E-04   2.97077E-10   4.36938E+03   1.07728E+04

                                vapor      2.79954E+00   2.64863E+07   5.39450E-04   1.19437E-06   3.21125E+03   2.21499E+04

 2.50000E+03   5.03939E+06     liquid      3.23620E-03   9.68472E+06   3.76896E-04   5.00061E-10   5.02630E+03   1.18042E+04

                                vapor      5.67892E-01   2.70041E+07   4.97701E-04   2.13620E-07   3.53729E+03   2.05074E+04

 3.00000E+03   1.61567E+07     liquid      4.07608E-03   1.24986E+07   6.36764E-04   1.15245E-09   6.89009E+03   1.28291E+04

                                vapor      1.98902E-01   2.72629E+07   4.99910E-04   7.17663E-08   4.01573E+03   1.94375E+04

1

 Saturation properties of lithium (pressure v. temperature):

  pressure     temperature      state       specific      internal       thermal     isothermal     specific       entropy

                                             volume        energy       expansion     compress.       heat

 -----------   -----------   -----------   -----------   -----------   -----------   -----------   -----------   -----------

 1.00000E+00   8.01566E+02     liquid      2.07696E-03   2.46564E+06   2.09933E-04   1.28007E-10   4.02656E+03   7.05227E+03

                                vapor      9.60844E+05   2.44710E+07   1.24724E-03   9.99847E-01   2.99593E+03   3.59280E+04

 1.00000E+01   8.90479E+02     liquid      2.11622E-03   2.82268E+06   2.11334E-04   1.35013E-10   4.00644E+03   7.47471E+03

                                vapor      1.06798E+05   2.46312E+07   1.12235E-03   9.99639E-02   2.99639E+03   3.34835E+04

 1.00000E+02   1.00198E+03     liquid      2.16698E-03   3.26859E+06   2.14028E-04   1.44500E-10   3.99427E+03   7.94652E+03

                                vapor      1.20311E+04   2.48324E+07   9.96881E-04   9.99214E-03   2.99785E+03   3.10764E+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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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0E+03   1.14605E+03     liquid      2.23558E-03   3.84398E+06   2.18910E-04   1.58118E-10   3.99655E+03   8.48306E+03

                                vapor      1.37935E+03   2.50927E+07   8.71117E-04   9.98534E-04   3.00255E+03   2.87157E+04

 1.00000E+04   1.33965E+03     liquid      2.33428E-03   4.62020E+06   2.27867E-04   1.79413E-10   4.02724E+03   9.10882E+03

                                vapor      1.61851E+02   2.54398E+07   7.46732E-04   9.98228E-05   3.01793E+03   2.64121E+04

 1.00000E+05   1.61422E+03     liquid      2.49065E-03   5.73747E+06   2.45638E-04   2.17636E-10   4.12168E+03   9.86722E+03

                                vapor      1.95510E+01   2.59118E+07   6.29468E-04   1.00199E-05   3.06789E+03   2.41751E+04

 2.00000E+05   1.72103E+03     liquid      2.55798E-03   6.18036E+06   2.54427E-04   2.35939E-10   4.17537E+03   1.01329E+04

                                vapor      1.04108E+01   2.60836E+07   5.97429E-04   5.02771E-06   3.09848E+03   2.35152E+04

 3.00000E+05   1.79051E+03     liquid      2.60411E-03   6.47172E+06   2.60811E-04   2.49168E-10   4.21596E+03   1.02988E+04

                                vapor      7.20965E+00   2.61906E+07   5.79810E-04   3.36202E-06   3.12204E+03   2.31319E+04

 5.00000E+05   1.88671E+03     liquid      2.67136E-03   6.88000E+06   2.70630E-04   2.69510E-10   4.28022E+03   1.05210E+04

                                vapor      4.54339E+00   2.63316E+07   5.59084E-04   2.02776E-06   3.15958E+03   2.26517E+04

 1.00000E+06   2.03563E+03     liquid      2.78440E-03   7.52523E+06   2.88468E-04   3.06693E-10   4.40079E+03   1.08501E+04

                                vapor      2.43223E+00   2.65322E+07   5.34224E-04   1.02449E-06   3.22919E+03   2.20044E+04

 1.50000E+06   2.13455E+03     liquid      2.86647E-03   7.96424E+06   3.02463E-04   3.36216E-10   4.49761E+03   1.10607E+04

                                vapor      1.68865E+00   2.66526E+07   5.21836E-04   6.88794E-07   3.28324E+03   2.16276E+04

 2.00000E+06   2.21097E+03     liquid      2.93434E-03   8.31009E+06   3.14705E-04   3.62352E-10   4.58334E+03   1.12200E+04

                                vapor      1.30371E+00   2.67384E+07   5.14200E-04   5.20410E-07   3.32930E+03   2.13610E+04

 2.50000E+06   2.27426E+03     liquid      2.99386E-03   8.60143E+06   3.25950E-04   3.86632E-10   4.66270E+03   1.13499E+04

                                vapor      1.06671E+00   2.68044E+07   5.09021E-04   4.19090E-07   3.37029E+03   2.11545E+04

 3.00000E+06   2.32882E+03     liquid      3.04784E-03   8.85656E+06   3.36569E-04   4.09810E-10   4.73803E+03   1.14608E+04

                                vapor      9.05434E-01   2.68578E+07   5.05317E-04   3.51366E-07   3.40768E+03   2.09860E+04

 4.00000E+06   2.42065E+03     liquid      3.14498E-03   9.29517E+06   3.56715E-04   4.54456E-10   4.88172E+03   1.16457E+04

                                vapor      6.99048E-01   2.69403E+07   5.00527E-04   2.66419E-07   3.47490E+03   2.07204E+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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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00E+06   2.49722E+03     liquid      3.23287E-03   9.67087E+06   3.76138E-04   4.98331E-10   5.02086E+03   1.17986E+04

                                vapor      5.71916E-01   2.70019E+07   4.97781E-04   2.15225E-07   3.53504E+03   2.05146E+04

 6.00000E+06   2.56361E+03     liquid      3.31497E-03   1.00050E+07   3.95362E-04   5.42540E-10   5.15892E+03   1.19309E+04

                                vapor      4.85375E-01   2.70504E+07   4.96221E-04   1.80957E-07   3.59014E+03   2.03466E+04

 9.00000E+06   2.72527E+03     liquid      3.54328E-03   1.08583E+07   4.54830E-04   6.83938E-10   5.58673E+03   1.22542E+04

                                vapor      3.36914E-01   2.71494E+07   4.95151E-04   1.23460E-07   3.73551E+03   1.99735E+04

1

 Thermodynamic properties of lithium:

  pressure     temperature      state       specific      internal       thermal     isothermal     specific       entropy

                                             volume        energy       expansion     compress.       heat

 -----------   -----------   -----------   -----------   -----------   -----------   -----------   -----------   -----------

 1.00000E+00   5.00000E+02     liquid      1.94958E-03   1.23038E+06   2.11934E-04   1.07149E-10   4.19942E+03   5.11586E+03

               5.10000E+02     liquid      1.95371E-03   1.27232E+06   2.11634E-04   1.07783E-10   4.18987E+03   5.19893E+03

               5.20000E+02     liquid      1.95785E-03   1.31417E+06   2.11356E-04   1.08420E-10   4.18068E+03   5.28020E+03

               5.30000E+02     liquid      1.96199E-03   1.35594E+06   2.11098E-04   1.09060E-10   4.17184E+03   5.35975E+03

               5.40000E+02     liquid      1.96613E-03   1.39761E+06   2.10861E-04   1.09703E-10   4.16333E+03   5.43765E+03

               5.50000E+02     liquid      1.97028E-03   1.43920E+06   2.10642E-04   1.10351E-10   4.15514E+03   5.51397E+03

               5.60000E+02     liquid      1.97443E-03   1.48072E+06   2.10442E-04   1.11001E-10   4.14726E+03   5.58876E+03

               5.70000E+02     liquid      1.97859E-03   1.52215E+06   2.10260E-04   1.11656E-10   4.13967E+03   5.66210E+03

               5.80000E+02     liquid      1.98275E-03   1.56351E+06   2.10094E-04   1.12314E-10   4.13236E+03   5.73403E+03

               5.90000E+02     liquid      1.98692E-03   1.60480E+06   2.09946E-04   1.12976E-10   4.12532E+03   5.80461E+03

               6.00000E+02     liquid      1.99109E-03   1.64602E+06   2.09813E-04   1.13642E-10   4.11855E+03   5.87389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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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000E+02     liquid      1.99528E-03   1.68717E+06   2.09696E-04   1.14312E-10   4.11203E+03   5.94191E+03

               6.20000E+02     liquid      1.99946E-03   1.72826E+06   2.09594E-04   1.14986E-10   4.10576E+03   6.00873E+03

               6.30000E+02     liquid      2.00366E-03   1.76929E+06   2.09507E-04   1.15664E-10   4.09972E+03   6.07437E+03

               6.40000E+02     liquid      2.00786E-03   1.81025E+06   2.09434E-04   1.16346E-10   4.09392E+03   6.13889E+03

               6.50000E+02     liquid      2.01207E-03   1.85116E+06   2.09374E-04   1.17032E-10   4.08833E+03   6.20232E+03

               6.60000E+02     liquid      2.01628E-03   1.89202E+06   2.09328E-04   1.17723E-10   4.08296E+03   6.26470E+03

               6.70000E+02     liquid      2.02051E-03   1.93282E+06   2.09295E-04   1.18418E-10   4.07779E+03   6.32606E+03

               6.80000E+02     liquid      2.02474E-03   1.97358E+06   2.09274E-04   1.19118E-10   4.07283E+03   6.38643E+03

               6.90000E+02     liquid      2.02898E-03   2.01428E+06   2.09266E-04   1.19822E-10   4.06806E+03   6.44586E+03

               7.00000E+02     liquid      2.03323E-03   2.05494E+06   2.09270E-04   1.20531E-10   4.06348E+03   6.50436E+03

               7.10000E+02     liquid      2.03749E-03   2.09555E+06   2.09286E-04   1.21244E-10   4.05908E+03   6.56196E+03

               7.20000E+02     liquid      2.04176E-03   2.13612E+06   2.09313E-04   1.21962E-10   4.05486E+03   6.61871E+03

               7.30000E+02     liquid      2.04604E-03   2.17665E+06   2.09351E-04   1.22685E-10   4.05082E+03   6.67461E+03

               7.40000E+02     liquid      2.05033E-03   2.21714E+06   2.09400E-04   1.23413E-10   4.04694E+03   6.72970E+03

               7.50000E+02     liquid      2.05463E-03   2.25759E+06   2.09461E-04   1.24146E-10   4.04323E+03   6.78399E+03

               7.60000E+02     liquid      2.05894E-03   2.29800E+06   2.09531E-04   1.24884E-10   4.03968E+03   6.83752E+03

               7.70000E+02     liquid      2.06326E-03   2.33838E+06   2.09612E-04   1.25627E-10   4.03629E+03   6.89031E+03

               7.80000E+02     liquid      2.06759E-03   2.37873E+06   2.09703E-04   1.26375E-10   4.03305E+03   6.94237E+03

               7.90000E+02     liquid      2.07193E-03   2.41904E+06   2.09804E-04   1.27129E-10   4.02996E+03   6.99373E+03

               8.00000E+02     liquid      2.07628E-03   2.45933E+06   2.09915E-04   1.27888E-10   4.02701E+03   7.04440E+03

               8.10000E+02      vapor      9.70951E+05   2.44861E+07   1.23426E-03   9.99848E-01   2.99592E+03   3.59593E+04

               8.20000E+02      vapor      9.82935E+05   2.45041E+07   1.21921E-03   9.99849E-01   2.99592E+03   3.59961E+04

               8.30000E+02      vapor      9.94919E+05   2.45221E+07   1.20452E-03   9.99850E-01   2.99592E+03   3.60324E+04

               8.40000E+02      vapor      1.00690E+06   2.45401E+07   1.19018E-03   9.99851E-01   2.99591E+03   3.60683E+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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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0000E+02      vapor      1.01889E+06   2.45580E+07   1.17618E-03   9.99853E-01   2.99591E+03   3.61037E+04

               8.60000E+02      vapor      1.03087E+06   2.45760E+07   1.16251E-03   9.99854E-01   2.99591E+03   3.61388E+04

               8.70000E+02      vapor      1.04285E+06   2.45940E+07   1.14915E-03   9.99855E-01   2.99591E+03   3.61734E+04

               8.80000E+02      vapor      1.05484E+06   2.46120E+07   1.13609E-03   9.99856E-01   2.99590E+03   3.62076E+04

               8.90000E+02      vapor      1.06682E+06   2.46299E+07   1.12333E-03   9.99857E-01   2.99590E+03   3.62415E+04

               9.00000E+02      vapor      1.07881E+06   2.46479E+07   1.11085E-03   9.99858E-01   2.99590E+03   3.62750E+04

               1.00000E+03      vapor      1.19864E+06   2.48277E+07   9.99778E-04   9.99868E-01   2.99588E+03   3.65906E+04

               1.50000E+03      vapor      1.79782E+06   2.57264E+07   6.66554E-04   9.99901E-01   2.99582E+03   3.78053E+04

               2.00000E+03      vapor      2.39699E+06   2.66251E+07   4.99931E-04   9.99919E-01   2.99579E+03   3.86672E+04

               2.50000E+03      vapor      2.99616E+06   2.75239E+07   3.99953E-04   9.99931E-01   2.99577E+03   3.93356E+04

               3.00000E+03      vapor      3.59532E+06   2.84226E+07   3.33299E-04   9.99940E-01   2.99576E+03   3.98818E+04

1

 Thermodynamic properties of lithium:

  pressure     temperature      state       specific      internal       thermal     isothermal     specific       entropy

                                             volume        energy       expansion     compress.       heat

 -----------   -----------   -----------   -----------   -----------   -----------   -----------   -----------   -----------

 1.00000E+01   5.00000E+02     liquid      1.94958E-03   1.23037E+06   2.11934E-04   1.07149E-10   4.19942E+03   5.11586E+03

               5.10000E+02     liquid      1.95371E-03   1.27232E+06   2.11634E-04   1.07783E-10   4.18987E+03   5.19893E+03

               5.20000E+02     liquid      1.95785E-03   1.31417E+06   2.11356E-04   1.08420E-10   4.18068E+03   5.28020E+03

               5.30000E+02     liquid      1.96199E-03   1.35594E+06   2.11098E-04   1.09060E-10   4.17184E+03   5.35975E+03

               5.40000E+02     liquid      1.96613E-03   1.39761E+06   2.10861E-04   1.09703E-10   4.16333E+03   5.43765E+03

               5.50000E+02     liquid      1.97028E-03   1.43920E+06   2.10642E-04   1.10351E-10   4.15514E+03   5.51397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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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0000E+02     liquid      1.97443E-03   1.48072E+06   2.10442E-04   1.11001E-10   4.14726E+03   5.58876E+03

               5.70000E+02     liquid      1.97859E-03   1.52215E+06   2.10260E-04   1.11656E-10   4.13967E+03   5.66210E+03

               5.80000E+02     liquid      1.98275E-03   1.56351E+06   2.10094E-04   1.12314E-10   4.13236E+03   5.73403E+03

               5.90000E+02     liquid      1.98692E-03   1.60480E+06   2.09946E-04   1.12976E-10   4.12532E+03   5.80461E+03

               6.00000E+02     liquid      1.99109E-03   1.64602E+06   2.09813E-04   1.13642E-10   4.11855E+03   5.87389E+03

               6.10000E+02     liquid      1.99528E-03   1.68717E+06   2.09696E-04   1.14312E-10   4.11203E+03   5.94191E+03

               6.20000E+02     liquid      1.99946E-03   1.72826E+06   2.09594E-04   1.14986E-10   4.10576E+03   6.00873E+03

               6.30000E+02     liquid      2.00366E-03   1.76929E+06   2.09507E-04   1.15664E-10   4.09972E+03   6.07437E+03

               6.40000E+02     liquid      2.00786E-03   1.81025E+06   2.09434E-04   1.16346E-10   4.09392E+03   6.13889E+03

               6.50000E+02     liquid      2.01207E-03   1.85116E+06   2.09374E-04   1.17032E-10   4.08833E+03   6.20232E+03

               6.60000E+02     liquid      2.01628E-03   1.89202E+06   2.09328E-04   1.17723E-10   4.08296E+03   6.26470E+03

               6.70000E+02     liquid      2.02051E-03   1.93282E+06   2.09295E-04   1.18418E-10   4.07779E+03   6.32606E+03

               6.80000E+02     liquid      2.02474E-03   1.97358E+06   2.09274E-04   1.19118E-10   4.07283E+03   6.38643E+03

               6.90000E+02     liquid      2.02898E-03   2.01428E+06   2.09266E-04   1.19822E-10   4.06806E+03   6.44586E+03

               7.00000E+02     liquid      2.03323E-03   2.05494E+06   2.09270E-04   1.20531E-10   4.06348E+03   6.50436E+03

               7.10000E+02     liquid      2.03749E-03   2.09555E+06   2.09286E-04   1.21244E-10   4.05908E+03   6.56196E+03

               7.20000E+02     liquid      2.04176E-03   2.13612E+06   2.09313E-04   1.21962E-10   4.05486E+03   6.61871E+03

               7.30000E+02     liquid      2.04604E-03   2.17665E+06   2.09351E-04   1.22685E-10   4.05082E+03   6.67461E+03

               7.40000E+02     liquid      2.05033E-03   2.21714E+06   2.09400E-04   1.23413E-10   4.04694E+03   6.72970E+03

               7.50000E+02     liquid      2.05463E-03   2.25759E+06   2.09461E-04   1.24146E-10   4.04323E+03   6.78399E+03

               7.60000E+02     liquid      2.05894E-03   2.29800E+06   2.09531E-04   1.24884E-10   4.03968E+03   6.83752E+03

               7.70000E+02     liquid      2.06326E-03   2.33838E+06   2.09612E-04   1.25627E-10   4.03629E+03   6.89031E+03

               7.80000E+02     liquid      2.06759E-03   2.37873E+06   2.09703E-04   1.26375E-10   4.03305E+03   6.94237E+03

               7.90000E+02     liquid      2.07193E-03   2.41904E+06   2.09804E-04   1.27129E-10   4.02996E+03   6.99373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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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000E+02     liquid      2.07628E-03   2.45933E+06   2.09915E-04   1.27888E-10   4.02701E+03   7.04440E+03

               8.10000E+02     liquid      2.08064E-03   2.49959E+06   2.10035E-04   1.28653E-10   4.02421E+03   7.09441E+03

               8.20000E+02     liquid      2.08502E-03   2.53981E+06   2.10165E-04   1.29423E-10   4.02154E+03   7.14377E+03

               8.30000E+02     liquid      2.08941E-03   2.58002E+06   2.10304E-04   1.30198E-10   4.01901E+03   7.19250E+03

               8.40000E+02     liquid      2.09381E-03   2.62020E+06   2.10452E-04   1.30979E-10   4.01661E+03   7.24062E+03

               8.50000E+02     liquid      2.09822E-03   2.66035E+06   2.10609E-04   1.31766E-10   4.01435E+03   7.28814E+03

               8.60000E+02     liquid      2.10265E-03   2.70048E+06   2.10775E-04   1.32559E-10   4.01221E+03   7.33508E+03

               8.70000E+02     liquid      2.10709E-03   2.74059E+06   2.10950E-04   1.33358E-10   4.01019E+03   7.38145E+03

               8.80000E+02     liquid      2.11154E-03   2.78069E+06   2.11133E-04   1.34163E-10   4.00830E+03   7.42727E+03

               8.90000E+02     liquid      2.11600E-03   2.82076E+06   2.11325E-04   1.34974E-10   4.00653E+03   7.47255E+03

               9.00000E+02      vapor      1.07939E+05   2.46483E+07   1.11047E-03   9.99641E-02   2.99638E+03   3.35153E+04

               1.00000E+03      vapor      1.19925E+05   2.48281E+07   9.99456E-04   9.99663E-02   2.99631E+03   3.38310E+04

               1.50000E+03      vapor      1.79852E+05   2.57269E+07   6.66377E-04   9.99738E-02   2.99610E+03   3.50459E+04

               2.00000E+03      vapor      2.39775E+05   2.66257E+07   4.99819E-04   9.99785E-02   2.99600E+03   3.59078E+04

               2.50000E+03      vapor      2.99697E+05   2.75244E+07   3.99875E-04   9.99816E-02   2.99594E+03   3.65763E+04

               3.00000E+03      vapor      3.59617E+05   2.84232E+07   3.33241E-04   9.99838E-02   2.99590E+03   3.71225E+04

1

 Thermodynamic properties of lithium:

  pressure     temperature      state       specific      internal       thermal     isothermal     specific       entropy

                                             volume        energy       expansion     compress.       heat

 -----------   -----------   -----------   -----------   -----------   -----------   -----------   -----------   -----------

 1.00000E+02   5.00000E+02     liquid      1.94958E-03   1.23037E+06   2.11934E-04   1.07149E-10   4.19942E+03   5.11586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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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000E+02     liquid      1.95371E-03   1.27232E+06   2.11634E-04   1.07783E-10   4.18987E+03   5.19893E+03

               5.20000E+02     liquid      1.95785E-03   1.31417E+06   2.11356E-04   1.08420E-10   4.18068E+03   5.28020E+03

               5.30000E+02     liquid      1.96199E-03   1.35594E+06   2.11098E-04   1.09060E-10   4.17184E+03   5.35975E+03

               5.40000E+02     liquid      1.96613E-03   1.39761E+06   2.10861E-04   1.09703E-10   4.16333E+03   5.43765E+03

               5.50000E+02     liquid      1.97028E-03   1.43920E+06   2.10642E-04   1.10351E-10   4.15514E+03   5.51397E+03

               5.60000E+02     liquid      1.97443E-03   1.48072E+06   2.10442E-04   1.11001E-10   4.14726E+03   5.58876E+03

               5.70000E+02     liquid      1.97859E-03   1.52215E+06   2.10260E-04   1.11656E-10   4.13967E+03   5.66210E+03

               5.80000E+02     liquid      1.98275E-03   1.56351E+06   2.10094E-04   1.12314E-10   4.13236E+03   5.73403E+03

               5.90000E+02     liquid      1.98692E-03   1.60480E+06   2.09946E-04   1.12976E-10   4.12532E+03   5.80461E+03

               6.00000E+02     liquid      1.99109E-03   1.64602E+06   2.09813E-04   1.13642E-10   4.11855E+03   5.87389E+03

               6.10000E+02     liquid      1.99528E-03   1.68717E+06   2.09696E-04   1.14312E-10   4.11203E+03   5.94191E+03

               6.20000E+02     liquid      1.99946E-03   1.72826E+06   2.09594E-04   1.14986E-10   4.10576E+03   6.00873E+03

               6.30000E+02     liquid      2.00366E-03   1.76929E+06   2.09507E-04   1.15664E-10   4.09972E+03   6.07437E+03

               6.40000E+02     liquid      2.00786E-03   1.81025E+06   2.09434E-04   1.16346E-10   4.09392E+03   6.13889E+03

               6.50000E+02     liquid      2.01207E-03   1.85116E+06   2.09374E-04   1.17032E-10   4.08833E+03   6.20232E+03

               6.60000E+02     liquid      2.01628E-03   1.89202E+06   2.09328E-04   1.17723E-10   4.08296E+03   6.26470E+03

               6.70000E+02     liquid      2.02051E-03   1.93282E+06   2.09295E-04   1.18418E-10   4.07779E+03   6.32606E+03

               6.80000E+02     liquid      2.02474E-03   1.97358E+06   2.09274E-04   1.19118E-10   4.07283E+03   6.38643E+03

               6.90000E+02     liquid      2.02898E-03   2.01428E+06   2.09266E-04   1.19822E-10   4.06806E+03   6.44586E+03

               7.00000E+02     liquid      2.03323E-03   2.05494E+06   2.09270E-04   1.20530E-10   4.06348E+03   6.50436E+03

               7.10000E+02     liquid      2.03749E-03   2.09555E+06   2.09286E-04   1.21244E-10   4.05908E+03   6.56196E+03

               7.20000E+02     liquid      2.04176E-03   2.13612E+06   2.09313E-04   1.21962E-10   4.05486E+03   6.61871E+03

               7.30000E+02     liquid      2.04604E-03   2.17665E+06   2.09351E-04   1.22685E-10   4.05082E+03   6.67461E+03

               7.40000E+02     liquid      2.05033E-03   2.21714E+06   2.09400E-04   1.23413E-10   4.04694E+03   6.72970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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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0000E+02     liquid      2.05463E-03   2.25759E+06   2.09461E-04   1.24146E-10   4.04323E+03   6.78399E+03

               7.60000E+02     liquid      2.05894E-03   2.29800E+06   2.09531E-04   1.24884E-10   4.03968E+03   6.83752E+03

               7.70000E+02     liquid      2.06326E-03   2.33838E+06   2.09612E-04   1.25627E-10   4.03629E+03   6.89031E+03

               7.80000E+02     liquid      2.06759E-03   2.37873E+06   2.09703E-04   1.26375E-10   4.03305E+03   6.94237E+03

               7.90000E+02     liquid      2.07193E-03   2.41904E+06   2.09804E-04   1.27129E-10   4.02996E+03   6.99373E+03

               8.00000E+02     liquid      2.07628E-03   2.45933E+06   2.09915E-04   1.27888E-10   4.02701E+03   7.04440E+03

               8.10000E+02     liquid      2.08064E-03   2.49959E+06   2.10035E-04   1.28653E-10   4.02421E+03   7.09441E+03

               8.20000E+02     liquid      2.08502E-03   2.53981E+06   2.10165E-04   1.29423E-10   4.02154E+03   7.14377E+03

               8.30000E+02     liquid      2.08941E-03   2.58002E+06   2.10304E-04   1.30198E-10   4.01901E+03   7.19250E+03

               8.40000E+02     liquid      2.09381E-03   2.62019E+06   2.10452E-04   1.30979E-10   4.01661E+03   7.24062E+03

               8.50000E+02     liquid      2.09822E-03   2.66035E+06   2.10609E-04   1.31766E-10   4.01435E+03   7.28814E+03

               8.60000E+02     liquid      2.10265E-03   2.70048E+06   2.10775E-04   1.32559E-10   4.01221E+03   7.33508E+03

               8.70000E+02     liquid      2.10709E-03   2.74059E+06   2.10950E-04   1.33358E-10   4.01019E+03   7.38145E+03

               8.80000E+02     liquid      2.11154E-03   2.78069E+06   2.11133E-04   1.34163E-10   4.00830E+03   7.42727E+03

               8.90000E+02     liquid      2.11600E-03   2.82076E+06   2.11325E-04   1.34974E-10   4.00653E+03   7.47255E+03

               9.00000E+02     liquid      2.12048E-03   2.86082E+06   2.11525E-04   1.35791E-10   4.00487E+03   7.51731E+03

               1.00000E+03     liquid      2.16606E-03   3.26069E+06   2.13972E-04   1.44324E-10   3.99437E+03   7.93863E+03

               1.50000E+03      vapor      1.80030E+04   2.57280E+07   6.65984E-04   9.99349E-03   2.99705E+03   3.22858E+04

               2.00000E+03      vapor      2.39974E+04   2.66270E+07   4.99552E-04   9.99448E-03   2.99668E+03   3.31480E+04

               2.50000E+03      vapor      2.99911E+04   2.75259E+07   3.99683E-04   9.99519E-03   2.99648E+03   3.38166E+04

               3.00000E+03      vapor      3.59844E+04   2.84248E+07   3.33096E-04   9.99573E-03   2.99634E+03   3.43629E+04

1

 Thermodynamic properties of lith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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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sure     temperature      state       specific      internal       thermal     isothermal     specific       entropy

                                             volume        energy       expansion     compress.       heat

 -----------   -----------   -----------   -----------   -----------   -----------   -----------   -----------   -----------

 1.00000E+03   5.00000E+02     liquid      1.94958E-03   1.23037E+06   2.11934E-04   1.07149E-10   4.19942E+03   5.11586E+03

               5.10000E+02     liquid      1.95371E-03   1.27232E+06   2.11634E-04   1.07783E-10   4.18987E+03   5.19893E+03

               5.20000E+02     liquid      1.95785E-03   1.31417E+06   2.11356E-04   1.08420E-10   4.18068E+03   5.28020E+03

               5.30000E+02     liquid      1.96199E-03   1.35594E+06   2.11098E-04   1.09060E-10   4.17184E+03   5.35975E+03

               5.40000E+02     liquid      1.96613E-03   1.39761E+06   2.10861E-04   1.09703E-10   4.16333E+03   5.43765E+03

               5.50000E+02     liquid      1.97028E-03   1.43920E+06   2.10642E-04   1.10351E-10   4.15514E+03   5.51397E+03

               5.60000E+02     liquid      1.97443E-03   1.48072E+06   2.10442E-04   1.11001E-10   4.14726E+03   5.58876E+03

               5.70000E+02     liquid      1.97859E-03   1.52215E+06   2.10260E-04   1.11656E-10   4.13967E+03   5.66210E+03

               5.80000E+02     liquid      1.98275E-03   1.56351E+06   2.10094E-04   1.12314E-10   4.13236E+03   5.73403E+03

               5.90000E+02     liquid      1.98692E-03   1.60480E+06   2.09946E-04   1.12976E-10   4.12532E+03   5.80461E+03

               6.00000E+02     liquid      1.99109E-03   1.64602E+06   2.09813E-04   1.13642E-10   4.11855E+03   5.87389E+03

               6.10000E+02     liquid      1.99528E-03   1.68717E+06   2.09696E-04   1.14312E-10   4.11203E+03   5.94191E+03

               6.20000E+02     liquid      1.99946E-03   1.72826E+06   2.09594E-04   1.14986E-10   4.10576E+03   6.00873E+03

               6.30000E+02     liquid      2.00366E-03   1.76929E+06   2.09507E-04   1.15664E-10   4.09972E+03   6.07437E+03

               6.40000E+02     liquid      2.00786E-03   1.81025E+06   2.09433E-04   1.16346E-10   4.09392E+03   6.13889E+03

               6.50000E+02     liquid      2.01207E-03   1.85116E+06   2.09374E-04   1.17032E-10   4.08833E+03   6.20232E+03

               6.60000E+02     liquid      2.01628E-03   1.89202E+06   2.09328E-04   1.17723E-10   4.08296E+03   6.26470E+03

               6.70000E+02     liquid      2.02051E-03   1.93282E+06   2.09295E-04   1.18418E-10   4.07779E+03   6.32606E+03

               6.80000E+02     liquid      2.02474E-03   1.97358E+06   2.09274E-04   1.19118E-10   4.07283E+03   6.38643E+03

               6.90000E+02     liquid      2.02898E-03   2.01428E+06   2.09266E-04   1.19822E-10   4.06806E+03   6.44586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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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000E+02     liquid      2.03323E-03   2.05494E+06   2.09270E-04   1.20530E-10   4.06348E+03   6.50436E+03

               7.10000E+02     liquid      2.03749E-03   2.09555E+06   2.09286E-04   1.21244E-10   4.05908E+03   6.56196E+03

               7.20000E+02     liquid      2.04176E-03   2.13612E+06   2.09313E-04   1.21962E-10   4.05486E+03   6.61871E+03

               7.30000E+02     liquid      2.04604E-03   2.17665E+06   2.09351E-04   1.22685E-10   4.05082E+03   6.67461E+03

               7.40000E+02     liquid      2.05033E-03   2.21714E+06   2.09400E-04   1.23413E-10   4.04694E+03   6.72970E+03

               7.50000E+02     liquid      2.05463E-03   2.25759E+06   2.09460E-04   1.24146E-10   4.04323E+03   6.78399E+03

               7.60000E+02     liquid      2.05894E-03   2.29800E+06   2.09531E-04   1.24884E-10   4.03968E+03   6.83752E+03

               7.70000E+02     liquid      2.06326E-03   2.33838E+06   2.09612E-04   1.25627E-10   4.03629E+03   6.89031E+03

               7.80000E+02     liquid      2.06759E-03   2.37873E+06   2.09703E-04   1.26375E-10   4.03305E+03   6.94237E+03

               7.90000E+02     liquid      2.07193E-03   2.41904E+06   2.09804E-04   1.27129E-10   4.02996E+03   6.99373E+03

               8.00000E+02     liquid      2.07628E-03   2.45933E+06   2.09915E-04   1.27888E-10   4.02701E+03   7.04440E+03

               8.10000E+02     liquid      2.08064E-03   2.49959E+06   2.10035E-04   1.28652E-10   4.02421E+03   7.09441E+03

               8.20000E+02     liquid      2.08502E-03   2.53981E+06   2.10165E-04   1.29422E-10   4.02154E+03   7.14377E+03

               8.30000E+02     liquid      2.08941E-03   2.58002E+06   2.10304E-04   1.30198E-10   4.01901E+03   7.19250E+03

               8.40000E+02     liquid      2.09381E-03   2.62019E+06   2.10452E-04   1.30979E-10   4.01661E+03   7.24062E+03

               8.50000E+02     liquid      2.09822E-03   2.66035E+06   2.10609E-04   1.31766E-10   4.01435E+03   7.28814E+03

               8.60000E+02     liquid      2.10265E-03   2.70048E+06   2.10775E-04   1.32559E-10   4.01221E+03   7.33508E+03

               8.70000E+02     liquid      2.10709E-03   2.74059E+06   2.10950E-04   1.33358E-10   4.01019E+03   7.38145E+03

               8.80000E+02     liquid      2.11154E-03   2.78069E+06   2.11133E-04   1.34163E-10   4.00830E+03   7.42727E+03

               8.90000E+02     liquid      2.11600E-03   2.82076E+06   2.11325E-04   1.34974E-10   4.00653E+03   7.47255E+03

               9.00000E+02     liquid      2.12048E-03   2.86082E+06   2.11525E-04   1.35791E-10   4.00487E+03   7.51731E+03

               1.00000E+03     liquid      2.16606E-03   3.26069E+06   2.13972E-04   1.44324E-10   3.99437E+03   7.93863E+03

               1.50000E+03      vapor      1.80447E+03   2.57299E+07   6.65383E-04   9.98572E-04   3.00056E+03   2.95235E+04

               2.00000E+03      vapor      2.40462E+03   2.66297E+07   4.99038E-04   9.98699E-04   2.99913E+03   3.03865E+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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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000E+03      vapor      3.00452E+03   2.75291E+07   3.99274E-04   9.98825E-04   2.99834E+03   3.10557E+04

               3.00000E+03      vapor      3.60427E+03   2.84284E+07   3.32769E-04   9.98932E-04   2.99785E+03   3.16023E+04

1

 Thermodynamic properties of lithium:

  pressure     temperature      state       specific      internal       thermal     isothermal     specific       entropy

                                             volume        energy       expansion     compress.       heat

 -----------   -----------   -----------   -----------   -----------   -----------   -----------   -----------   -----------

 1.00000E+04   5.00000E+02     liquid      1.94958E-03   1.23037E+06   2.11933E-04   1.07149E-10   4.19942E+03   5.11586E+03

               5.10000E+02     liquid      1.95371E-03   1.27232E+06   2.11633E-04   1.07782E-10   4.18987E+03   5.19892E+03

               5.20000E+02     liquid      1.95784E-03   1.31417E+06   2.11355E-04   1.08419E-10   4.18068E+03   5.28019E+03

               5.30000E+02     liquid      1.96198E-03   1.35593E+06   2.11098E-04   1.09059E-10   4.17184E+03   5.35974E+03

               5.40000E+02     liquid      1.96613E-03   1.39761E+06   2.10860E-04   1.09703E-10   4.16333E+03   5.43764E+03

               5.50000E+02     liquid      1.97028E-03   1.43920E+06   2.10641E-04   1.10350E-10   4.15514E+03   5.51396E+03

               5.60000E+02     liquid      1.97443E-03   1.48071E+06   2.10441E-04   1.11001E-10   4.14726E+03   5.58876E+03

               5.70000E+02     liquid      1.97859E-03   1.52215E+06   2.10259E-04   1.11655E-10   4.13967E+03   5.66210E+03

               5.80000E+02     liquid      1.98275E-03   1.56351E+06   2.10094E-04   1.12313E-10   4.13236E+03   5.73403E+03

               5.90000E+02     liquid      1.98692E-03   1.60480E+06   2.09945E-04   1.12975E-10   4.12532E+03   5.80461E+03

               6.00000E+02     liquid      1.99109E-03   1.64601E+06   2.09813E-04   1.13641E-10   4.11855E+03   5.87389E+03

               6.10000E+02     liquid      1.99527E-03   1.68717E+06   2.09696E-04   1.14311E-10   4.11203E+03   5.94191E+03

               6.20000E+02     liquid      1.99946E-03   1.72826E+06   2.09594E-04   1.14985E-10   4.10576E+03   6.00872E+03

               6.30000E+02     liquid      2.00365E-03   1.76928E+06   2.09506E-04   1.15663E-10   4.09972E+03   6.07437E+03

               6.40000E+02     liquid      2.00786E-03   1.81025E+06   2.09433E-04   1.16345E-10   4.09392E+03   6.13889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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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0000E+02     liquid      2.01207E-03   1.85116E+06   2.09373E-04   1.17032E-10   4.08833E+03   6.20231E+03

               6.60000E+02     liquid      2.01628E-03   1.89202E+06   2.09327E-04   1.17722E-10   4.08296E+03   6.26469E+03

               6.70000E+02     liquid      2.02051E-03   1.93282E+06   2.09294E-04   1.18417E-10   4.07779E+03   6.32605E+03

               6.80000E+02     liquid      2.02474E-03   1.97357E+06   2.09274E-04   1.19117E-10   4.07283E+03   6.38643E+03

               6.90000E+02     liquid      2.02898E-03   2.01428E+06   2.09265E-04   1.19821E-10   4.06806E+03   6.44585E+03

               7.00000E+02     liquid      2.03323E-03   2.05494E+06   2.09269E-04   1.20530E-10   4.06348E+03   6.50435E+03

               7.10000E+02     liquid      2.03749E-03   2.09555E+06   2.09285E-04   1.21243E-10   4.05908E+03   6.56196E+03

               7.20000E+02     liquid      2.04176E-03   2.13612E+06   2.09312E-04   1.21962E-10   4.05486E+03   6.61870E+03

               7.30000E+02     liquid      2.04604E-03   2.17665E+06   2.09350E-04   1.22685E-10   4.05082E+03   6.67460E+03

               7.40000E+02     liquid      2.05033E-03   2.21714E+06   2.09400E-04   1.23412E-10   4.04694E+03   6.72969E+03

               7.50000E+02     liquid      2.05463E-03   2.25759E+06   2.09460E-04   1.24145E-10   4.04323E+03   6.78399E+03

               7.60000E+02     liquid      2.05893E-03   2.29800E+06   2.09530E-04   1.24883E-10   4.03968E+03   6.83752E+03

               7.70000E+02     liquid      2.06325E-03   2.33838E+06   2.09611E-04   1.25626E-10   4.03629E+03   6.89030E+03

               7.80000E+02     liquid      2.06758E-03   2.37873E+06   2.09702E-04   1.26375E-10   4.03305E+03   6.94236E+03

               7.90000E+02     liquid      2.07193E-03   2.41904E+06   2.09803E-04   1.27128E-10   4.02996E+03   6.99372E+03

               8.00000E+02     liquid      2.07628E-03   2.45933E+06   2.09914E-04   1.27887E-10   4.02701E+03   7.04439E+03

               8.10000E+02     liquid      2.08064E-03   2.49958E+06   2.10034E-04   1.28652E-10   4.02421E+03   7.09440E+03

               8.20000E+02     liquid      2.08502E-03   2.53981E+06   2.10164E-04   1.29422E-10   4.02154E+03   7.14376E+03

               8.30000E+02     liquid      2.08941E-03   2.58001E+06   2.10303E-04   1.30197E-10   4.01901E+03   7.19249E+03

               8.40000E+02     liquid      2.09381E-03   2.62019E+06   2.10451E-04   1.30979E-10   4.01661E+03   7.24061E+03

               8.50000E+02     liquid      2.09822E-03   2.66035E+06   2.10608E-04   1.31766E-10   4.01435E+03   7.28813E+03

               8.60000E+02     liquid      2.10264E-03   2.70048E+06   2.10774E-04   1.32559E-10   4.01221E+03   7.33507E+03

               8.70000E+02     liquid      2.10708E-03   2.74059E+06   2.10949E-04   1.33357E-10   4.01019E+03   7.38145E+03

               8.80000E+02     liquid      2.11153E-03   2.78068E+06   2.11132E-04   1.34162E-10   4.00830E+03   7.42727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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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0000E+02     liquid      2.11600E-03   2.82076E+06   2.11324E-04   1.34973E-10   4.00652E+03   7.47255E+03

               9.00000E+02     liquid      2.12048E-03   2.86081E+06   2.11524E-04   1.35790E-10   4.00487E+03   7.51730E+03

               1.00000E+03     liquid      2.16606E-03   3.26069E+06   2.13971E-04   1.44323E-10   3.99437E+03   7.93862E+03

               1.50000E+03      vapor      1.81218E+02   2.57298E+07   6.66139E-04   9.97917E-05   3.01470E+03   2.67531E+04

               2.00000E+03      vapor      2.41501E+02   2.66326E+07   4.98733E-04   9.97552E-05   3.00860E+03   2.76194E+04

               2.50000E+03      vapor      3.01683E+02   2.75342E+07   3.98756E-04   9.97537E-05   3.00537E+03   2.82904E+04

               3.00000E+03      vapor      3.61808E+02   2.84351E+07   3.32241E-04   9.97623E-05   3.00339E+03   2.88381E+04

1

 Thermodynamic properties of lithium:

  pressure     temperature      state       specific      internal       thermal     isothermal     specific       entropy

                                             volume        energy       expansion     compress.       heat

 -----------   -----------   -----------   -----------   -----------   -----------   -----------   -----------   -----------

 1.00000E+05   5.00000E+02     liquid      1.94956E-03   1.23035E+06   2.11927E-04   1.07145E-10   4.19942E+03   5.11582E+03

               5.10000E+02     liquid      1.95369E-03   1.27230E+06   2.11628E-04   1.07778E-10   4.18987E+03   5.19889E+03

               5.20000E+02     liquid      1.95783E-03   1.31415E+06   2.11349E-04   1.08415E-10   4.18068E+03   5.28016E+03

               5.30000E+02     liquid      1.96197E-03   1.35591E+06   2.11092E-04   1.09055E-10   4.17184E+03   5.35971E+03

               5.40000E+02     liquid      1.96611E-03   1.39759E+06   2.10854E-04   1.09699E-10   4.16333E+03   5.43761E+03

               5.50000E+02     liquid      1.97026E-03   1.43918E+06   2.10636E-04   1.10346E-10   4.15514E+03   5.51392E+03

               5.60000E+02     liquid      1.97441E-03   1.48069E+06   2.10435E-04   1.10996E-10   4.14725E+03   5.58872E+03

               5.70000E+02     liquid      1.97857E-03   1.52213E+06   2.10253E-04   1.11651E-10   4.13966E+03   5.66206E+03

               5.80000E+02     liquid      1.98273E-03   1.56349E+06   2.10088E-04   1.12309E-10   4.13236E+03   5.73399E+03

               5.90000E+02     liquid      1.98690E-03   1.60477E+06   2.09939E-04   1.12971E-10   4.12532E+03   5.80457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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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00E+02     liquid      1.99107E-03   1.64599E+06   2.09807E-04   1.13637E-10   4.11855E+03   5.87385E+03

               6.10000E+02     liquid      1.99525E-03   1.68714E+06   2.09690E-04   1.14306E-10   4.11203E+03   5.94187E+03

               6.20000E+02     liquid      1.99944E-03   1.72823E+06   2.09587E-04   1.14980E-10   4.10576E+03   6.00868E+03

               6.30000E+02     liquid      2.00363E-03   1.76926E+06   2.09500E-04   1.15658E-10   4.09972E+03   6.07433E+03

               6.40000E+02     liquid      2.00784E-03   1.81023E+06   2.09427E-04   1.16340E-10   4.09391E+03   6.13885E+03

               6.50000E+02     liquid      2.01204E-03   1.85114E+06   2.09367E-04   1.17027E-10   4.08832E+03   6.20228E+03

               6.60000E+02     liquid      2.01626E-03   1.89199E+06   2.09321E-04   1.17717E-10   4.08295E+03   6.26465E+03

               6.70000E+02     liquid      2.02048E-03   1.93280E+06   2.09288E-04   1.18412E-10   4.07779E+03   6.32601E+03

               6.80000E+02     liquid      2.02472E-03   1.97355E+06   2.09267E-04   1.19112E-10   4.07282E+03   6.38639E+03

               6.90000E+02     liquid      2.02896E-03   2.01425E+06   2.09259E-04   1.19816E-10   4.06805E+03   6.44581E+03

               7.00000E+02     liquid      2.03321E-03   2.05491E+06   2.09263E-04   1.20525E-10   4.06347E+03   6.50431E+03

               7.10000E+02     liquid      2.03747E-03   2.09552E+06   2.09278E-04   1.21238E-10   4.05907E+03   6.56192E+03

               7.20000E+02     liquid      2.04174E-03   2.13609E+06   2.09306E-04   1.21956E-10   4.05486E+03   6.61866E+03

               7.30000E+02     liquid      2.04602E-03   2.17662E+06   2.09344E-04   1.22679E-10   4.05081E+03   6.67457E+03

               7.40000E+02     liquid      2.05030E-03   2.21711E+06   2.09393E-04   1.23407E-10   4.04694E+03   6.72965E+03

               7.50000E+02     liquid      2.05460E-03   2.25756E+06   2.09453E-04   1.24140E-10   4.04323E+03   6.78395E+03

               7.60000E+02     liquid      2.05891E-03   2.29797E+06   2.09524E-04   1.24878E-10   4.03968E+03   6.83748E+03

               7.70000E+02     liquid      2.06323E-03   2.33835E+06   2.09605E-04   1.25621E-10   4.03628E+03   6.89026E+03

               7.80000E+02     liquid      2.06756E-03   2.37870E+06   2.09696E-04   1.26369E-10   4.03304E+03   6.94233E+03

               7.90000E+02     liquid      2.07190E-03   2.41901E+06   2.09796E-04   1.27122E-10   4.02995E+03   6.99368E+03

               8.00000E+02     liquid      2.07625E-03   2.45929E+06   2.09907E-04   1.27881E-10   4.02700E+03   7.04436E+03

               8.10000E+02     liquid      2.08062E-03   2.49955E+06   2.10027E-04   1.28646E-10   4.02420E+03   7.09436E+03

               8.20000E+02     liquid      2.08499E-03   2.53978E+06   2.10157E-04   1.29416E-10   4.02153E+03   7.14372E+03

               8.30000E+02     liquid      2.08938E-03   2.57998E+06   2.10296E-04   1.30191E-10   4.01900E+03   7.19246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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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0000E+02     liquid      2.09378E-03   2.62016E+06   2.10444E-04   1.30972E-10   4.01660E+03   7.24057E+03

               8.50000E+02     liquid      2.09819E-03   2.66031E+06   2.10601E-04   1.31759E-10   4.01434E+03   7.28809E+03

               8.60000E+02     liquid      2.10262E-03   2.70044E+06   2.10767E-04   1.32552E-10   4.01220E+03   7.33503E+03

               8.70000E+02     liquid      2.10706E-03   2.74056E+06   2.10942E-04   1.33351E-10   4.01018E+03   7.38141E+03

               8.80000E+02     liquid      2.11151E-03   2.78065E+06   2.11125E-04   1.34156E-10   4.00829E+03   7.42723E+03

               8.90000E+02     liquid      2.11597E-03   2.82072E+06   2.11317E-04   1.34967E-10   4.00651E+03   7.47251E+03

               9.00000E+02     liquid      2.12045E-03   2.86078E+06   2.11517E-04   1.35784E-10   4.00486E+03   7.51726E+03

               1.00000E+03     liquid      2.16603E-03   3.26064E+06   2.13963E-04   1.44315E-10   3.99435E+03   7.93858E+03

               1.50000E+03     liquid      2.42290E-03   5.26946E+06   2.37454E-04   2.00363E-10   4.07503E+03   9.56653E+03

               2.00000E+03      vapor      2.42809E+01   2.66182E+07   5.03374E-04   9.98880E-06   3.04828E+03   2.48303E+04

               2.50000E+03      vapor      3.03750E+01   2.75290E+07   4.00327E-04   9.97073E-06   3.03394E+03   2.55088E+04

               3.00000E+03      vapor      3.64449E+01   2.84367E+07   3.32623E-04   9.96294E-06   3.02543E+03   2.60612E+04

1

 Thermodynamic properties of lithium:

  pressure     temperature      state       specific      internal       thermal     isothermal     specific       entropy

                                             volume        energy       expansion     compress.       heat

 -----------   -----------   -----------   -----------   -----------   -----------   -----------   -----------   -----------

 2.00000E+05   5.00000E+02     liquid      1.94954E-03   1.23033E+06   2.11921E-04   1.07140E-10   4.19942E+03   5.11578E+03

               5.10000E+02     liquid      1.95367E-03   1.27228E+06   2.11621E-04   1.07773E-10   4.18987E+03   5.19884E+03

               5.20000E+02     liquid      1.95780E-03   1.31413E+06   2.11343E-04   1.08410E-10   4.18068E+03   5.28011E+03

               5.30000E+02     liquid      1.96194E-03   1.35589E+06   2.11085E-04   1.09050E-10   4.17184E+03   5.35966E+03

               5.40000E+02     liquid      1.96609E-03   1.39757E+06   2.10848E-04   1.09694E-10   4.16333E+03   5.43756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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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0000E+02     liquid      1.97024E-03   1.43916E+06   2.10629E-04   1.10341E-10   4.15514E+03   5.51388E+03

               5.60000E+02     liquid      1.97439E-03   1.48067E+06   2.10429E-04   1.10991E-10   4.14725E+03   5.58868E+03

               5.70000E+02     liquid      1.97854E-03   1.52210E+06   2.10247E-04   1.11646E-10   4.13966E+03   5.66202E+03

               5.80000E+02     liquid      1.98271E-03   1.56346E+06   2.10081E-04   1.12304E-10   4.13235E+03   5.73395E+03

               5.90000E+02     liquid      1.98688E-03   1.60475E+06   2.09933E-04   1.12966E-10   4.12532E+03   5.80453E+03

               6.00000E+02     liquid      1.99105E-03   1.64597E+06   2.09800E-04   1.13631E-10   4.11855E+03   5.87381E+03

               6.10000E+02     liquid      1.99523E-03   1.68712E+06   2.09683E-04   1.14301E-10   4.11203E+03   5.94183E+03

               6.20000E+02     liquid      1.99942E-03   1.72821E+06   2.09581E-04   1.14975E-10   4.10575E+03   6.00864E+03

               6.30000E+02     liquid      2.00361E-03   1.76923E+06   2.09493E-04   1.15653E-10   4.09972E+03   6.07429E+03

               6.40000E+02     liquid      2.00781E-03   1.81020E+06   2.09420E-04   1.16335E-10   4.09391E+03   6.13881E+03

               6.50000E+02     liquid      2.01202E-03   1.85111E+06   2.09360E-04   1.17021E-10   4.08832E+03   6.20223E+03

               6.60000E+02     liquid      2.01624E-03   1.89197E+06   2.09314E-04   1.17712E-10   4.08295E+03   6.26461E+03

               6.70000E+02     liquid      2.02046E-03   1.93277E+06   2.09281E-04   1.18406E-10   4.07778E+03   6.32597E+03

               6.80000E+02     liquid      2.02469E-03   1.97352E+06   2.09260E-04   1.19106E-10   4.07281E+03   6.38635E+03

               6.90000E+02     liquid      2.02893E-03   2.01422E+06   2.09252E-04   1.19810E-10   4.06804E+03   6.44577E+03

               7.00000E+02     liquid      2.03318E-03   2.05488E+06   2.09256E-04   1.20519E-10   4.06346E+03   6.50427E+03

               7.10000E+02     liquid      2.03744E-03   2.09549E+06   2.09271E-04   1.21232E-10   4.05907E+03   6.56188E+03

               7.20000E+02     liquid      2.04171E-03   2.13606E+06   2.09298E-04   1.21950E-10   4.05485E+03   6.61862E+03

               7.30000E+02     liquid      2.04599E-03   2.17659E+06   2.09337E-04   1.22673E-10   4.05080E+03   6.67452E+03

               7.40000E+02     liquid      2.05028E-03   2.21707E+06   2.09386E-04   1.23401E-10   4.04693E+03   6.72961E+03

               7.50000E+02     liquid      2.05458E-03   2.25752E+06   2.09446E-04   1.24133E-10   4.04322E+03   6.78391E+03

               7.60000E+02     liquid      2.05889E-03   2.29794E+06   2.09516E-04   1.24871E-10   4.03967E+03   6.83744E+03

               7.70000E+02     liquid      2.06320E-03   2.33832E+06   2.09597E-04   1.25614E-10   4.03627E+03   6.89022E+03

               7.80000E+02     liquid      2.06753E-03   2.37866E+06   2.09688E-04   1.26362E-10   4.03303E+03   6.94228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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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0000E+02     liquid      2.07188E-03   2.41898E+06   2.09789E-04   1.27116E-10   4.02994E+03   6.99364E+03

               8.00000E+02     liquid      2.07623E-03   2.45926E+06   2.09900E-04   1.27875E-10   4.02699E+03   7.04431E+03

               8.10000E+02     liquid      2.08059E-03   2.49951E+06   2.10020E-04   1.28639E-10   4.02419E+03   7.09432E+03

               8.20000E+02     liquid      2.08497E-03   2.53974E+06   2.10149E-04   1.29409E-10   4.02152E+03   7.14368E+03

               8.30000E+02     liquid      2.08935E-03   2.57994E+06   2.10288E-04   1.30184E-10   4.01899E+03   7.19241E+03

               8.40000E+02     liquid      2.09375E-03   2.62012E+06   2.10436E-04   1.30965E-10   4.01659E+03   7.24053E+03

               8.50000E+02     liquid      2.09817E-03   2.66027E+06   2.10593E-04   1.31752E-10   4.01433E+03   7.28805E+03

               8.60000E+02     liquid      2.10259E-03   2.70041E+06   2.10759E-04   1.32545E-10   4.01218E+03   7.33499E+03

               8.70000E+02     liquid      2.10703E-03   2.74052E+06   2.10934E-04   1.33343E-10   4.01017E+03   7.38136E+03

               8.80000E+02     liquid      2.11148E-03   2.78061E+06   2.11117E-04   1.34148E-10   4.00828E+03   7.42718E+03

               8.90000E+02     liquid      2.11594E-03   2.82068E+06   2.11309E-04   1.34959E-10   4.00650E+03   7.47246E+03

               9.00000E+02     liquid      2.12042E-03   2.86074E+06   2.11509E-04   1.35776E-10   4.00485E+03   7.51722E+03

               1.00000E+03     liquid      2.16600E-03   3.26060E+06   2.13954E-04   1.44307E-10   3.99434E+03   7.93853E+03

               1.50000E+03     liquid      2.42286E-03   5.26937E+06   2.37440E-04   2.00346E-10   4.07499E+03   9.56648E+03

               2.00000E+03      vapor      1.21392E+01   2.65992E+07   5.08670E-04   5.00900E-06   3.07739E+03   2.39790E+04

               2.50000E+03      vapor      1.52131E+01   2.75168E+07   4.02651E-04   4.99141E-06   3.05448E+03   2.46630E+04

               3.00000E+03      vapor      1.82680E+01   2.84294E+07   3.33715E-04   4.98314E-06   3.04104E+03   2.52186E+04

1

 Thermodynamic properties of lithium:

  pressure     temperature      state       specific      internal       thermal     isothermal     specific       entropy

                                             volume        energy       expansion     compress.       heat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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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00E+05   5.00000E+02     liquid      1.94951E-03   1.23031E+06   2.11915E-04   1.07135E-10   4.19942E+03   5.11574E+03

               5.10000E+02     liquid      1.95365E-03   1.27226E+06   2.11615E-04   1.07769E-10   4.18987E+03   5.19880E+03

               5.20000E+02     liquid      1.95778E-03   1.31411E+06   2.11337E-04   1.08405E-10   4.18068E+03   5.28007E+03

               5.30000E+02     liquid      1.96192E-03   1.35587E+06   2.11079E-04   1.09045E-10   4.17184E+03   5.35962E+03

               5.40000E+02     liquid      1.96607E-03   1.39754E+06   2.10841E-04   1.09689E-10   4.16332E+03   5.43752E+03

               5.50000E+02     liquid      1.97021E-03   1.43914E+06   2.10623E-04   1.10336E-10   4.15513E+03   5.51384E+03

               5.60000E+02     liquid      1.97437E-03   1.48065E+06   2.10422E-04   1.10986E-10   4.14725E+03   5.58864E+03

               5.70000E+02     liquid      1.97852E-03   1.52208E+06   2.10240E-04   1.11640E-10   4.13966E+03   5.66198E+03

               5.80000E+02     liquid      1.98268E-03   1.56344E+06   2.10075E-04   1.12298E-10   4.13235E+03   5.73391E+03

               5.90000E+02     liquid      1.98685E-03   1.60472E+06   2.09926E-04   1.12960E-10   4.12531E+03   5.80449E+03

               6.00000E+02     liquid      1.99103E-03   1.64594E+06   2.09793E-04   1.13626E-10   4.11854E+03   5.87377E+03

               6.10000E+02     liquid      1.99521E-03   1.68709E+06   2.09676E-04   1.14296E-10   4.11202E+03   5.94179E+03

               6.20000E+02     liquid      1.99939E-03   1.72818E+06   2.09574E-04   1.14969E-10   4.10575E+03   6.00860E+03

               6.30000E+02     liquid      2.00359E-03   1.76921E+06   2.09486E-04   1.15647E-10   4.09971E+03   6.07425E+03

               6.40000E+02     liquid      2.00779E-03   1.81017E+06   2.09413E-04   1.16329E-10   4.09390E+03   6.13876E+03

               6.50000E+02     liquid      2.01200E-03   1.85108E+06   2.09353E-04   1.17015E-10   4.08831E+03   6.20219E+03

               6.60000E+02     liquid      2.01621E-03   1.89194E+06   2.09307E-04   1.17706E-10   4.08294E+03   6.26457E+03

               6.70000E+02     liquid      2.02044E-03   1.93274E+06   2.09274E-04   1.18401E-10   4.07777E+03   6.32593E+03

               6.80000E+02     liquid      2.02467E-03   1.97349E+06   2.09253E-04   1.19100E-10   4.07281E+03   6.38631E+03

               6.90000E+02     liquid      2.02891E-03   2.01419E+06   2.09245E-04   1.19804E-10   4.06804E+03   6.44573E+03

               7.00000E+02     liquid      2.03316E-03   2.05485E+06   2.09249E-04   1.20513E-10   4.06346E+03   6.50423E+03

               7.10000E+02     liquid      2.03742E-03   2.09546E+06   2.09264E-04   1.21226E-10   4.05906E+03   6.56184E+03

               7.20000E+02     liquid      2.04169E-03   2.13603E+06   2.09291E-04   1.21944E-10   4.05484E+03   6.61858E+03

               7.30000E+02     liquid      2.04597E-03   2.17656E+06   2.09329E-04   1.22667E-10   4.05080E+03   6.67448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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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0000E+02     liquid      2.05025E-03   2.21704E+06   2.09379E-04   1.23394E-10   4.04692E+03   6.72957E+03

               7.50000E+02     liquid      2.05455E-03   2.25749E+06   2.09438E-04   1.24127E-10   4.04321E+03   6.78386E+03

               7.60000E+02     liquid      2.05886E-03   2.29791E+06   2.09509E-04   1.24865E-10   4.03966E+03   6.83739E+03

               7.70000E+02     liquid      2.06318E-03   2.33828E+06   2.09590E-04   1.25608E-10   4.03627E+03   6.89018E+03

               7.80000E+02     liquid      2.06751E-03   2.37863E+06   2.09681E-04   1.26356E-10   4.03302E+03   6.94224E+03

               7.90000E+02     liquid      2.07185E-03   2.41894E+06   2.09781E-04   1.27109E-10   4.02993E+03   6.99360E+03

               8.00000E+02     liquid      2.07620E-03   2.45923E+06   2.09892E-04   1.27868E-10   4.02698E+03   7.04427E+03

               8.10000E+02     liquid      2.08056E-03   2.49948E+06   2.10012E-04   1.28632E-10   4.02418E+03   7.09428E+03

               8.20000E+02     liquid      2.08494E-03   2.53971E+06   2.10142E-04   1.29402E-10   4.02151E+03   7.14364E+03

               8.30000E+02     liquid      2.08933E-03   2.57991E+06   2.10280E-04   1.30177E-10   4.01898E+03   7.19237E+03

               8.40000E+02     liquid      2.09373E-03   2.62008E+06   2.10428E-04   1.30958E-10   4.01658E+03   7.24049E+03

               8.50000E+02     liquid      2.09814E-03   2.66024E+06   2.10585E-04   1.31745E-10   4.01431E+03   7.28801E+03

               8.60000E+02     liquid      2.10256E-03   2.70037E+06   2.10751E-04   1.32538E-10   4.01217E+03   7.33494E+03

               8.70000E+02     liquid      2.10700E-03   2.74048E+06   2.10926E-04   1.33336E-10   4.01016E+03   7.38132E+03

               8.80000E+02     liquid      2.11145E-03   2.78057E+06   2.11109E-04   1.34141E-10   4.00826E+03   7.42714E+03

               8.90000E+02     liquid      2.11592E-03   2.82064E+06   2.11300E-04   1.34951E-10   4.00649E+03   7.47242E+03

               9.00000E+02     liquid      2.12039E-03   2.86070E+06   2.11501E-04   1.35768E-10   4.00483E+03   7.51717E+03

               1.00000E+03     liquid      2.16597E-03   3.26055E+06   2.13945E-04   1.44298E-10   3.99432E+03   7.93849E+03

               1.50000E+03     liquid      2.42281E-03   5.26928E+06   2.37426E-04   2.00329E-10   4.07494E+03   9.56642E+03

               2.00000E+03      vapor      8.08225E+00   2.65806E+07   5.13714E-04   3.34949E-06   3.10197E+03   2.34762E+04

               2.50000E+03      vapor      1.01464E+01   2.75040E+07   4.04949E-04   3.33251E-06   3.07160E+03   2.41648E+04

               3.00000E+03      vapor      1.21939E+01   2.84208E+07   3.34868E-04   3.32430E-06   3.05394E+03   2.47231E+04

1

 Thermodynamic properties of lith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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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sure     temperature      state       specific      internal       thermal     isothermal     specific       entropy

                                             volume        energy       expansion     compress.       heat

 -----------   -----------   -----------   -----------   -----------   -----------   -----------   -----------   -----------

 5.00000E+05   5.00000E+02     liquid      1.94947E-03   1.23027E+06   2.11902E-04   1.07126E-10   4.19942E+03   5.11566E+03

               5.10000E+02     liquid      1.95361E-03   1.27222E+06   2.11602E-04   1.07759E-10   4.18986E+03   5.19872E+03

               5.20000E+02     liquid      1.95774E-03   1.31407E+06   2.11324E-04   1.08396E-10   4.18067E+03   5.27999E+03

               5.30000E+02     liquid      1.96188E-03   1.35583E+06   2.11066E-04   1.09035E-10   4.17183E+03   5.35954E+03

               5.40000E+02     liquid      1.96602E-03   1.39750E+06   2.10828E-04   1.09679E-10   4.16332E+03   5.43744E+03

               5.50000E+02     liquid      1.97017E-03   1.43909E+06   2.10610E-04   1.10326E-10   4.15513E+03   5.51376E+03

               5.60000E+02     liquid      1.97432E-03   1.48060E+06   2.10409E-04   1.10976E-10   4.14724E+03   5.58856E+03

               5.70000E+02     liquid      1.97848E-03   1.52203E+06   2.10227E-04   1.11630E-10   4.13965E+03   5.66189E+03

               5.80000E+02     liquid      1.98264E-03   1.56339E+06   2.10062E-04   1.12288E-10   4.13234E+03   5.73383E+03

               5.90000E+02     liquid      1.98681E-03   1.60467E+06   2.09913E-04   1.12950E-10   4.12531E+03   5.80440E+03

               6.00000E+02     liquid      1.99098E-03   1.64589E+06   2.09780E-04   1.13615E-10   4.11853E+03   5.87368E+03

               6.10000E+02     liquid      1.99516E-03   1.68704E+06   2.09663E-04   1.14285E-10   4.11201E+03   5.94170E+03

               6.20000E+02     liquid      1.99935E-03   1.72813E+06   2.09560E-04   1.14958E-10   4.10574E+03   6.00852E+03

               6.30000E+02     liquid      2.00354E-03   1.76915E+06   2.09473E-04   1.15636E-10   4.09970E+03   6.07416E+03

               6.40000E+02     liquid      2.00774E-03   1.81012E+06   2.09399E-04   1.16318E-10   4.09389E+03   6.13868E+03

               6.50000E+02     liquid      2.01195E-03   1.85103E+06   2.09340E-04   1.17004E-10   4.08830E+03   6.20211E+03

               6.60000E+02     liquid      2.01617E-03   1.89188E+06   2.09293E-04   1.17694E-10   4.08293E+03   6.26449E+03

               6.70000E+02     liquid      2.02039E-03   1.93268E+06   2.09260E-04   1.18389E-10   4.07776E+03   6.32584E+03

               6.80000E+02     liquid      2.02462E-03   1.97343E+06   2.09239E-04   1.19088E-10   4.07280E+03   6.38622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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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0000E+02     liquid      2.02886E-03   2.01414E+06   2.09231E-04   1.19792E-10   4.06803E+03   6.44564E+03

               7.00000E+02     liquid      2.03311E-03   2.05479E+06   2.09234E-04   1.20501E-10   4.06345E+03   6.50414E+03

               7.10000E+02     liquid      2.03737E-03   2.09540E+06   2.09250E-04   1.21214E-10   4.05905E+03   6.56175E+03

               7.20000E+02     liquid      2.04164E-03   2.13597E+06   2.09277E-04   1.21932E-10   4.05483E+03   6.61849E+03

               7.30000E+02     liquid      2.04592E-03   2.17649E+06   2.09315E-04   1.22654E-10   4.05078E+03   6.67439E+03

               7.40000E+02     liquid      2.05020E-03   2.21698E+06   2.09364E-04   1.23382E-10   4.04691E+03   6.72948E+03

               7.50000E+02     liquid      2.05450E-03   2.25743E+06   2.09424E-04   1.24114E-10   4.04320E+03   6.78378E+03

               7.60000E+02     liquid      2.05881E-03   2.29784E+06   2.09494E-04   1.24852E-10   4.03964E+03   6.83731E+03

               7.70000E+02     liquid      2.06313E-03   2.33822E+06   2.09575E-04   1.25595E-10   4.03625E+03   6.89009E+03

               7.80000E+02     liquid      2.06746E-03   2.37856E+06   2.09666E-04   1.26343E-10   4.03301E+03   6.94215E+03

               7.90000E+02     liquid      2.07180E-03   2.41887E+06   2.09766E-04   1.27096E-10   4.02991E+03   6.99351E+03

               8.00000E+02     liquid      2.07615E-03   2.45916E+06   2.09877E-04   1.27854E-10   4.02697E+03   7.04418E+03

               8.10000E+02     liquid      2.08051E-03   2.49941E+06   2.09997E-04   1.28618E-10   4.02416E+03   7.09419E+03

               8.20000E+02     liquid      2.08489E-03   2.53963E+06   2.10126E-04   1.29388E-10   4.02149E+03   7.14355E+03

               8.30000E+02     liquid      2.08927E-03   2.57983E+06   2.10265E-04   1.30163E-10   4.01896E+03   7.19228E+03

               8.40000E+02     liquid      2.09367E-03   2.62001E+06   2.10413E-04   1.30944E-10   4.01656E+03   7.24040E+03

               8.50000E+02     liquid      2.09808E-03   2.66016E+06   2.10569E-04   1.31731E-10   4.01429E+03   7.28792E+03

               8.60000E+02     liquid      2.10251E-03   2.70029E+06   2.10735E-04   1.32523E-10   4.01215E+03   7.33486E+03

               8.70000E+02     liquid      2.10694E-03   2.74040E+06   2.10910E-04   1.33321E-10   4.01013E+03   7.38123E+03

               8.80000E+02     liquid      2.11140E-03   2.78049E+06   2.11093E-04   1.34126E-10   4.00824E+03   7.42705E+03

               8.90000E+02     liquid      2.11586E-03   2.82056E+06   2.11284E-04   1.34936E-10   4.00647E+03   7.47233E+03

               9.00000E+02     liquid      2.12034E-03   2.86062E+06   2.11484E-04   1.35753E-10   4.00481E+03   7.51708E+03

               1.00000E+03     liquid      2.16591E-03   3.26046E+06   2.13928E-04   1.44281E-10   3.99429E+03   7.93840E+03

               1.50000E+03     liquid      2.42271E-03   5.26911E+06   2.37397E-04   2.00295E-10   4.07485E+03   9.56630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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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0E+03      vapor      4.83045E+00   2.65452E+07   5.23302E-04   2.02190E-06   3.14482E+03   2.28356E+04

               2.50000E+03      vapor      6.08415E+00   2.74786E+07   4.09386E-04   2.00580E-06   3.10096E+03   2.35321E+04

               3.00000E+03      vapor      7.32374E+00   2.84025E+07   3.37166E-04   1.99787E-06   3.07588E+03   2.40950E+04

1

 Thermodynamic properties of lithium:

  pressure     temperature      state       specific      internal       thermal     isothermal     specific       entropy

                                             volume        energy       expansion     compress.       heat

 -----------   -----------   -----------   -----------   -----------   -----------   -----------   -----------   -----------

 1.00000E+06   5.00000E+02     liquid      1.94937E-03   1.23017E+06   2.11871E-04   1.07102E-10   4.19941E+03   5.11545E+03

               5.10000E+02     liquid      1.95350E-03   1.27211E+06   2.11571E-04   1.07735E-10   4.18986E+03   5.19851E+03

               5.20000E+02     liquid      1.95763E-03   1.31396E+06   2.11292E-04   1.08372E-10   4.18066E+03   5.27978E+03

               5.30000E+02     liquid      1.96177E-03   1.35572E+06   2.11034E-04   1.09011E-10   4.17182E+03   5.35933E+03

               5.40000E+02     liquid      1.96592E-03   1.39739E+06   2.10796E-04   1.09654E-10   4.16331E+03   5.43723E+03

               5.50000E+02     liquid      1.97006E-03   1.43898E+06   2.10577E-04   1.10301E-10   4.15512E+03   5.51355E+03

               5.60000E+02     liquid      1.97421E-03   1.48048E+06   2.10377E-04   1.10951E-10   4.14723E+03   5.58835E+03

               5.70000E+02     liquid      1.97837E-03   1.52191E+06   2.10194E-04   1.11605E-10   4.13964E+03   5.66169E+03

               5.80000E+02     liquid      1.98253E-03   1.56327E+06   2.10029E-04   1.12262E-10   4.13233E+03   5.73362E+03

               5.90000E+02     liquid      1.98670E-03   1.60455E+06   2.09880E-04   1.12924E-10   4.12529E+03   5.80420E+03

               6.00000E+02     liquid      1.99087E-03   1.64577E+06   2.09747E-04   1.13589E-10   4.11851E+03   5.87347E+03

               6.10000E+02     liquid      1.99505E-03   1.68691E+06   2.09629E-04   1.14258E-10   4.11199E+03   5.94150E+03

               6.20000E+02     liquid      1.99923E-03   1.72800E+06   2.09527E-04   1.14931E-10   4.10572E+03   6.00831E+03

               6.30000E+02     liquid      2.00343E-03   1.76902E+06   2.09439E-04   1.15609E-10   4.09968E+03   6.07395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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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0000E+02     liquid      2.00763E-03   1.80998E+06   2.09365E-04   1.16290E-10   4.09387E+03   6.13847E+03

               6.50000E+02     liquid      2.01183E-03   1.85089E+06   2.09305E-04   1.16976E-10   4.08828E+03   6.20190E+03

               6.60000E+02     liquid      2.01605E-03   1.89174E+06   2.09259E-04   1.17666E-10   4.08290E+03   6.26427E+03

               6.70000E+02     liquid      2.02027E-03   1.93254E+06   2.09225E-04   1.18360E-10   4.07774E+03   6.32563E+03

               6.80000E+02     liquid      2.02450E-03   1.97329E+06   2.09204E-04   1.19059E-10   4.07277E+03   6.38601E+03

               6.90000E+02     liquid      2.02874E-03   2.01399E+06   2.09195E-04   1.19763E-10   4.06800E+03   6.44543E+03

               7.00000E+02     liquid      2.03299E-03   2.05464E+06   2.09199E-04   1.20471E-10   4.06341E+03   6.50393E+03

               7.10000E+02     liquid      2.03725E-03   2.09525E+06   2.09214E-04   1.21184E-10   4.05901E+03   6.56154E+03

               7.20000E+02     liquid      2.04151E-03   2.13581E+06   2.09241E-04   1.21901E-10   4.05479E+03   6.61828E+03

               7.30000E+02     liquid      2.04579E-03   2.17634E+06   2.09279E-04   1.22623E-10   4.05075E+03   6.67418E+03

               7.40000E+02     liquid      2.05008E-03   2.21682E+06   2.09327E-04   1.23350E-10   4.04687E+03   6.72927E+03

               7.50000E+02     liquid      2.05437E-03   2.25727E+06   2.09387E-04   1.24083E-10   4.04316E+03   6.78356E+03

               7.60000E+02     liquid      2.05868E-03   2.29768E+06   2.09457E-04   1.24820E-10   4.03960E+03   6.83709E+03

               7.70000E+02     liquid      2.06300E-03   2.33805E+06   2.09538E-04   1.25562E-10   4.03621E+03   6.88988E+03

               7.80000E+02     liquid      2.06733E-03   2.37839E+06   2.09628E-04   1.26310E-10   4.03296E+03   6.94193E+03

               7.90000E+02     liquid      2.07166E-03   2.41870E+06   2.09728E-04   1.27062E-10   4.02987E+03   6.99329E+03

               8.00000E+02     liquid      2.07601E-03   2.45898E+06   2.09839E-04   1.27821E-10   4.02692E+03   7.04396E+03

               8.10000E+02     liquid      2.08038E-03   2.49923E+06   2.09958E-04   1.28584E-10   4.02411E+03   7.09397E+03

               8.20000E+02     liquid      2.08475E-03   2.53946E+06   2.10088E-04   1.29353E-10   4.02144E+03   7.14333E+03

               8.30000E+02     liquid      2.08914E-03   2.57965E+06   2.10226E-04   1.30128E-10   4.01891E+03   7.19206E+03

               8.40000E+02     liquid      2.09353E-03   2.61983E+06   2.10373E-04   1.30909E-10   4.01651E+03   7.24018E+03

               8.50000E+02     liquid      2.09795E-03   2.65997E+06   2.10530E-04   1.31695E-10   4.01424E+03   7.28770E+03

               8.60000E+02     liquid      2.10237E-03   2.70010E+06   2.10695E-04   1.32487E-10   4.01210E+03   7.33463E+03

               8.70000E+02     liquid      2.10680E-03   2.74021E+06   2.10870E-04   1.33285E-10   4.01008E+03   7.38101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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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0000E+02     liquid      2.11125E-03   2.78029E+06   2.11052E-04   1.34089E-10   4.00818E+03   7.42682E+03

               8.90000E+02     liquid      2.11572E-03   2.82036E+06   2.11243E-04   1.34899E-10   4.00640E+03   7.47211E+03

               9.00000E+02     liquid      2.12019E-03   2.86041E+06   2.11443E-04   1.35715E-10   4.00475E+03   7.51686E+03

               1.00000E+03     liquid      2.16575E-03   3.26023E+06   2.13883E-04   1.44238E-10   3.99421E+03   7.93816E+03

               1.50000E+03     liquid      2.42247E-03   5.26868E+06   2.37327E-04   2.00210E-10   4.07463E+03   9.56602E+03

               2.00000E+03     liquid      2.75616E-03   7.36903E+06   2.83836E-04   2.97021E-10   4.36921E+03   1.07727E+04

               2.50000E+03      vapor      3.02847E+00   2.74183E+07   4.19810E-04   1.01096E-06   3.16178E+03   2.26605E+04

               3.00000E+03      vapor      3.65946E+00   2.83570E+07   3.42682E-04   1.00355E-06   3.12054E+03   2.32330E+04

1

 Thermodynamic properties of lithium:

  pressure     temperature      state       specific      internal       thermal     isothermal     specific       entropy

                                             volume        energy       expansion     compress.       heat

 -----------   -----------   -----------   -----------   -----------   -----------   -----------   -----------   -----------

 1.50000E+06   5.00000E+02     liquid      1.94926E-03   1.23007E+06   2.11839E-04   1.07079E-10   4.19940E+03   5.11524E+03

               5.10000E+02     liquid      1.95340E-03   1.27201E+06   2.11539E-04   1.07712E-10   4.18985E+03   5.19831E+03

               5.20000E+02     liquid      1.95753E-03   1.31385E+06   2.11260E-04   1.08348E-10   4.18066E+03   5.27958E+03

               5.30000E+02     liquid      1.96167E-03   1.35561E+06   2.11002E-04   1.08987E-10   4.17181E+03   5.35913E+03

               5.40000E+02     liquid      1.96581E-03   1.39728E+06   2.10764E-04   1.09630E-10   4.16330E+03   5.43703E+03

               5.50000E+02     liquid      1.96995E-03   1.43886E+06   2.10545E-04   1.10276E-10   4.15510E+03   5.51334E+03

               5.60000E+02     liquid      1.97410E-03   1.48037E+06   2.10344E-04   1.10926E-10   4.14721E+03   5.58814E+03

               5.70000E+02     liquid      1.97826E-03   1.52179E+06   2.10161E-04   1.11579E-10   4.13962E+03   5.66148E+03

               5.80000E+02     liquid      1.98242E-03   1.56315E+06   2.09996E-04   1.12237E-10   4.13231E+03   5.73341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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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0000E+02     liquid      1.98658E-03   1.60443E+06   2.09846E-04   1.12898E-10   4.12527E+03   5.80399E+03

               6.00000E+02     liquid      1.99076E-03   1.64564E+06   2.09713E-04   1.13562E-10   4.11850E+03   5.87326E+03

               6.10000E+02     liquid      1.99493E-03   1.68679E+06   2.09596E-04   1.14231E-10   4.11197E+03   5.94129E+03

               6.20000E+02     liquid      1.99912E-03   1.72787E+06   2.09493E-04   1.14904E-10   4.10570E+03   6.00810E+03

               6.30000E+02     liquid      2.00331E-03   1.76889E+06   2.09405E-04   1.15581E-10   4.09966E+03   6.07374E+03

               6.40000E+02     liquid      2.00751E-03   1.80985E+06   2.09331E-04   1.16262E-10   4.09385E+03   6.13826E+03

               6.50000E+02     liquid      2.01171E-03   1.85075E+06   2.09271E-04   1.16948E-10   4.08825E+03   6.20169E+03

               6.60000E+02     liquid      2.01593E-03   1.89160E+06   2.09224E-04   1.17638E-10   4.08288E+03   6.26406E+03

               6.70000E+02     liquid      2.02015E-03   1.93240E+06   2.09190E-04   1.18332E-10   4.07771E+03   6.32542E+03

               6.80000E+02     liquid      2.02438E-03   1.97315E+06   2.09169E-04   1.19030E-10   4.07274E+03   6.38580E+03

               6.90000E+02     liquid      2.02862E-03   2.01384E+06   2.09160E-04   1.19733E-10   4.06797E+03   6.44522E+03

               7.00000E+02     liquid      2.03287E-03   2.05449E+06   2.09163E-04   1.20441E-10   4.06338E+03   6.50372E+03

               7.10000E+02     liquid      2.03712E-03   2.09510E+06   2.09178E-04   1.21153E-10   4.05898E+03   6.56132E+03

               7.20000E+02     liquid      2.04139E-03   2.13566E+06   2.09205E-04   1.21870E-10   4.05476E+03   6.61807E+03

               7.30000E+02     liquid      2.04566E-03   2.17618E+06   2.09242E-04   1.22592E-10   4.05071E+03   6.67397E+03

               7.40000E+02     liquid      2.04995E-03   2.21666E+06   2.09291E-04   1.23319E-10   4.04683E+03   6.72905E+03

               7.50000E+02     liquid      2.05425E-03   2.25711E+06   2.09350E-04   1.24051E-10   4.04312E+03   6.78335E+03

               7.60000E+02     liquid      2.05855E-03   2.29751E+06   2.09420E-04   1.24788E-10   4.03956E+03   6.83688E+03

               7.70000E+02     liquid      2.06287E-03   2.33788E+06   2.09500E-04   1.25530E-10   4.03617E+03   6.88966E+03

               7.80000E+02     liquid      2.06719E-03   2.37822E+06   2.09591E-04   1.26277E-10   4.03292E+03   6.94172E+03

               7.90000E+02     liquid      2.07153E-03   2.41853E+06   2.09691E-04   1.27029E-10   4.02982E+03   6.99307E+03

               8.00000E+02     liquid      2.07588E-03   2.45881E+06   2.09801E-04   1.27787E-10   4.02687E+03   7.04375E+03

               8.10000E+02     liquid      2.08024E-03   2.49906E+06   2.09920E-04   1.28550E-10   4.02406E+03   7.09375E+03

               8.20000E+02     liquid      2.08462E-03   2.53928E+06   2.10049E-04   1.29319E-10   4.02139E+03   7.14311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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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0000E+02     liquid      2.08900E-03   2.57947E+06   2.10187E-04   1.30093E-10   4.01886E+03   7.19184E+03

               8.40000E+02     liquid      2.09340E-03   2.61964E+06   2.10334E-04   1.30873E-10   4.01646E+03   7.23996E+03

               8.50000E+02     liquid      2.09781E-03   2.65979E+06   2.10491E-04   1.31659E-10   4.01419E+03   7.28748E+03

               8.60000E+02     liquid      2.10223E-03   2.69991E+06   2.10656E-04   1.32450E-10   4.01204E+03   7.33441E+03

               8.70000E+02     liquid      2.10666E-03   2.74001E+06   2.10829E-04   1.33248E-10   4.01002E+03   7.38078E+03

               8.80000E+02     liquid      2.11111E-03   2.78010E+06   2.11012E-04   1.34051E-10   4.00812E+03   7.42660E+03

               8.90000E+02     liquid      2.11557E-03   2.82016E+06   2.11203E-04   1.34861E-10   4.00634E+03   7.47188E+03

               9.00000E+02     liquid      2.12005E-03   2.86021E+06   2.11402E-04   1.35677E-10   4.00468E+03   7.51664E+03

               1.00000E+03     liquid      2.16559E-03   3.26000E+06   2.13839E-04   1.44194E-10   3.99413E+03   7.93793E+03

               1.50000E+03     liquid      2.42223E-03   5.26825E+06   2.37256E-04   2.00125E-10   4.07441E+03   9.56573E+03

               2.00000E+03     liquid      2.75575E-03   7.36824E+06   2.83704E-04   2.96828E-10   4.36864E+03   1.07723E+04

               2.50000E+03      vapor      2.00697E+00   2.73614E+07   4.29698E-04   6.79319E-07   3.21458E+03   2.21408E+04

               3.00000E+03      vapor      2.43394E+00   2.83130E+07   3.47926E-04   6.72201E-07   3.15849E+03   2.27214E+04

1

 Thermodynamic properties of lithium:

  pressure     temperature      state       specific      internal       thermal     isothermal     specific       entropy

                                             volume        energy       expansion     compress.       heat

 -----------   -----------   -----------   -----------   -----------   -----------   -----------   -----------   -----------

 2.00000E+06   5.00000E+02     liquid      1.94916E-03   1.22996E+06   2.11807E-04   1.07056E-10   4.19940E+03   5.11504E+03

               5.10000E+02     liquid      1.95329E-03   1.27190E+06   2.11507E-04   1.07688E-10   4.18984E+03   5.19810E+03

               5.20000E+02     liquid      1.95742E-03   1.31374E+06   2.11228E-04   1.08324E-10   4.18065E+03   5.27937E+03

               5.30000E+02     liquid      1.96156E-03   1.35550E+06   2.10970E-04   1.08963E-10   4.17180E+03   5.35892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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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0000E+02     liquid      1.96570E-03   1.39716E+06   2.10732E-04   1.09605E-10   4.16329E+03   5.43682E+03

               5.50000E+02     liquid      1.96984E-03   1.43875E+06   2.10512E-04   1.10251E-10   4.15509E+03   5.51314E+03

               5.60000E+02     liquid      1.97399E-03   1.48025E+06   2.10312E-04   1.10901E-10   4.14720E+03   5.58793E+03

               5.70000E+02     liquid      1.97815E-03   1.52168E+06   2.10129E-04   1.11554E-10   4.13961E+03   5.66127E+03

               5.80000E+02     liquid      1.98231E-03   1.56303E+06   2.09963E-04   1.12211E-10   4.13229E+03   5.73320E+03

               5.90000E+02     liquid      1.98647E-03   1.60431E+06   2.09813E-04   1.12871E-10   4.12525E+03   5.80378E+03

               6.00000E+02     liquid      1.99064E-03   1.64552E+06   2.09680E-04   1.13536E-10   4.11848E+03   5.87306E+03

               6.10000E+02     liquid      1.99482E-03   1.68666E+06   2.09562E-04   1.14205E-10   4.11195E+03   5.94108E+03

               6.20000E+02     liquid      1.99900E-03   1.72774E+06   2.09459E-04   1.14877E-10   4.10568E+03   6.00789E+03

               6.30000E+02     liquid      2.00319E-03   1.76876E+06   2.09371E-04   1.15554E-10   4.09963E+03   6.07353E+03

               6.40000E+02     liquid      2.00739E-03   1.80972E+06   2.09297E-04   1.16235E-10   4.09382E+03   6.13805E+03

               6.50000E+02     liquid      2.01160E-03   1.85062E+06   2.09236E-04   1.16920E-10   4.08823E+03   6.20148E+03

               6.60000E+02     liquid      2.01581E-03   1.89146E+06   2.09189E-04   1.17609E-10   4.08285E+03   6.26385E+03

               6.70000E+02     liquid      2.02003E-03   1.93226E+06   2.09155E-04   1.18303E-10   4.07768E+03   6.32521E+03

               6.80000E+02     liquid      2.02426E-03   1.97300E+06   2.09134E-04   1.19001E-10   4.07271E+03   6.38559E+03

               6.90000E+02     liquid      2.02850E-03   2.01370E+06   2.09125E-04   1.19704E-10   4.06794E+03   6.44501E+03

               7.00000E+02     liquid      2.03274E-03   2.05434E+06   2.09128E-04   1.20411E-10   4.06335E+03   6.50351E+03

               7.10000E+02     liquid      2.03700E-03   2.09495E+06   2.09143E-04   1.21123E-10   4.05895E+03   6.56111E+03

               7.20000E+02     liquid      2.04126E-03   2.13551E+06   2.09169E-04   1.21840E-10   4.05472E+03   6.61785E+03

               7.30000E+02     liquid      2.04554E-03   2.17603E+06   2.09206E-04   1.22561E-10   4.05068E+03   6.67375E+03

               7.40000E+02     liquid      2.04982E-03   2.21650E+06   2.09255E-04   1.23288E-10   4.04680E+03   6.72884E+03

               7.50000E+02     liquid      2.05412E-03   2.25694E+06   2.09314E-04   1.24019E-10   4.04308E+03   6.78313E+03

               7.60000E+02     liquid      2.05842E-03   2.29735E+06   2.09383E-04   1.24756E-10   4.03952E+03   6.83666E+03

               7.70000E+02     liquid      2.06274E-03   2.33772E+06   2.09463E-04   1.25497E-10   4.03612E+03   6.88944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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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0000E+02     liquid      2.06706E-03   2.37805E+06   2.09553E-04   1.26244E-10   4.03288E+03   6.94150E+03

               7.90000E+02     liquid      2.07140E-03   2.41836E+06   2.09653E-04   1.26996E-10   4.02978E+03   6.99286E+03

               8.00000E+02     liquid      2.07575E-03   2.45863E+06   2.09763E-04   1.27753E-10   4.02683E+03   7.04353E+03

               8.10000E+02     liquid      2.08011E-03   2.49888E+06   2.09882E-04   1.28516E-10   4.02402E+03   7.09353E+03

               8.20000E+02     liquid      2.08448E-03   2.53910E+06   2.10010E-04   1.29284E-10   4.02135E+03   7.14289E+03

               8.30000E+02     liquid      2.08886E-03   2.57929E+06   2.10148E-04   1.30058E-10   4.01881E+03   7.19162E+03

               8.40000E+02     liquid      2.09326E-03   2.61946E+06   2.10295E-04   1.30838E-10   4.01641E+03   7.23974E+03

               8.50000E+02     liquid      2.09767E-03   2.65960E+06   2.10451E-04   1.31623E-10   4.01413E+03   7.28725E+03

               8.60000E+02     liquid      2.10209E-03   2.69972E+06   2.10616E-04   1.32414E-10   4.01198E+03   7.33419E+03

               8.70000E+02     liquid      2.10652E-03   2.73982E+06   2.10789E-04   1.33211E-10   4.00996E+03   7.38056E+03

               8.80000E+02     liquid      2.11097E-03   2.77990E+06   2.10972E-04   1.34014E-10   4.00806E+03   7.42638E+03

               8.90000E+02     liquid      2.11543E-03   2.81997E+06   2.11162E-04   1.34823E-10   4.00628E+03   7.47166E+03

               9.00000E+02     liquid      2.11990E-03   2.86001E+06   2.11361E-04   1.35639E-10   4.00462E+03   7.51641E+03

               1.00000E+03     liquid      2.16544E-03   3.25977E+06   2.13795E-04   1.44151E-10   3.99405E+03   7.93770E+03

               1.50000E+03     liquid      2.42198E-03   5.26782E+06   2.37185E-04   2.00040E-10   4.07418E+03   9.56544E+03

               2.00000E+03     liquid      2.75534E-03   7.36746E+06   2.83572E-04   2.96635E-10   4.36807E+03   1.07719E+04

               2.50000E+03      vapor      1.49540E+00   2.73071E+07   4.39322E-04   5.13475E-07   3.26351E+03   2.17658E+04

               3.00000E+03      vapor      1.81992E+00   2.82705E+07   3.52991E-04   5.06526E-07   3.19298E+03   2.23540E+04

1

 Thermodynamic properties of lithium:

  pressure     temperature      state       specific      internal       thermal     isothermal     specific       entropy

                                             volume        energy       expansion     compress.       heat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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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000E+06   5.00000E+02     liquid      1.94906E-03   1.22986E+06   2.11776E-04   1.07032E-10   4.19939E+03   5.11483E+03

               5.10000E+02     liquid      1.95318E-03   1.27179E+06   2.11475E-04   1.07664E-10   4.18983E+03   5.19789E+03

               5.20000E+02     liquid      1.95732E-03   1.31364E+06   2.11196E-04   1.08300E-10   4.18064E+03   5.27916E+03

               5.30000E+02     liquid      1.96145E-03   1.35539E+06   2.10938E-04   1.08938E-10   4.17179E+03   5.35871E+03

               5.40000E+02     liquid      1.96559E-03   1.39705E+06   2.10699E-04   1.09580E-10   4.16327E+03   5.43661E+03

               5.50000E+02     liquid      1.96974E-03   1.43863E+06   2.10480E-04   1.10226E-10   4.15508E+03   5.51293E+03

               5.60000E+02     liquid      1.97388E-03   1.48013E+06   2.10279E-04   1.10875E-10   4.14719E+03   5.58773E+03

               5.70000E+02     liquid      1.97804E-03   1.52156E+06   2.10096E-04   1.11528E-10   4.13959E+03   5.66106E+03

               5.80000E+02     liquid      1.98220E-03   1.56291E+06   2.09930E-04   1.12185E-10   4.13228E+03   5.73299E+03

               5.90000E+02     liquid      1.98636E-03   1.60418E+06   2.09780E-04   1.12845E-10   4.12524E+03   5.80357E+03

               6.00000E+02     liquid      1.99053E-03   1.64539E+06   2.09647E-04   1.13510E-10   4.11846E+03   5.87285E+03

               6.10000E+02     liquid      1.99471E-03   1.68653E+06   2.09528E-04   1.14178E-10   4.11193E+03   5.94087E+03

               6.20000E+02     liquid      1.99889E-03   1.72761E+06   2.09425E-04   1.14850E-10   4.10565E+03   6.00768E+03

               6.30000E+02     liquid      2.00308E-03   1.76863E+06   2.09337E-04   1.15526E-10   4.09961E+03   6.07332E+03

               6.40000E+02     liquid      2.00727E-03   1.80958E+06   2.09263E-04   1.16207E-10   4.09380E+03   6.13784E+03

               6.50000E+02     liquid      2.01148E-03   1.85048E+06   2.09202E-04   1.16892E-10   4.08820E+03   6.20127E+03

               6.60000E+02     liquid      2.01569E-03   1.89133E+06   2.09155E-04   1.17581E-10   4.08282E+03   6.26364E+03

               6.70000E+02     liquid      2.01991E-03   1.93212E+06   2.09121E-04   1.18274E-10   4.07765E+03   6.32500E+03

               6.80000E+02     liquid      2.02414E-03   1.97286E+06   2.09099E-04   1.18972E-10   4.07268E+03   6.38537E+03

               6.90000E+02     liquid      2.02838E-03   2.01355E+06   2.09090E-04   1.19674E-10   4.06790E+03   6.44479E+03

               7.00000E+02     liquid      2.03262E-03   2.05420E+06   2.09092E-04   1.20381E-10   4.06332E+03   6.50329E+03

               7.10000E+02     liquid      2.03688E-03   2.09480E+06   2.09107E-04   1.21093E-10   4.05891E+03   6.56090E+03

               7.20000E+02     liquid      2.04114E-03   2.13535E+06   2.09133E-04   1.21809E-10   4.05469E+03   6.61764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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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0000E+02     liquid      2.04541E-03   2.17587E+06   2.09170E-04   1.22530E-10   4.05064E+03   6.67354E+03

               7.40000E+02     liquid      2.04970E-03   2.21635E+06   2.09218E-04   1.23257E-10   4.04676E+03   6.72862E+03

               7.50000E+02     liquid      2.05399E-03   2.25678E+06   2.09277E-04   1.23988E-10   4.04304E+03   6.78292E+03

               7.60000E+02     liquid      2.05829E-03   2.29719E+06   2.09346E-04   1.24724E-10   4.03948E+03   6.83644E+03

               7.70000E+02     liquid      2.06261E-03   2.33755E+06   2.09426E-04   1.25465E-10   4.03608E+03   6.88923E+03

               7.80000E+02     liquid      2.06693E-03   2.37789E+06   2.09516E-04   1.26211E-10   4.03284E+03   6.94129E+03

               7.90000E+02     liquid      2.07127E-03   2.41819E+06   2.09615E-04   1.26963E-10   4.02974E+03   6.99264E+03

               8.00000E+02     liquid      2.07562E-03   2.45846E+06   2.09725E-04   1.27720E-10   4.02678E+03   7.04331E+03

               8.10000E+02     liquid      2.07998E-03   2.49870E+06   2.09844E-04   1.28482E-10   4.02397E+03   7.09332E+03

               8.20000E+02     liquid      2.08435E-03   2.53892E+06   2.09972E-04   1.29250E-10   4.02130E+03   7.14267E+03

               8.30000E+02     liquid      2.08873E-03   2.57911E+06   2.10109E-04   1.30023E-10   4.01876E+03   7.19140E+03

               8.40000E+02     liquid      2.09312E-03   2.61927E+06   2.10256E-04   1.30802E-10   4.01635E+03   7.23952E+03

               8.50000E+02     liquid      2.09753E-03   2.65941E+06   2.10412E-04   1.31587E-10   4.01408E+03   7.28703E+03

               8.60000E+02     liquid      2.10195E-03   2.69953E+06   2.10576E-04   1.32378E-10   4.01193E+03   7.33397E+03

               8.70000E+02     liquid      2.10638E-03   2.73963E+06   2.10749E-04   1.33175E-10   4.00991E+03   7.38034E+03

               8.80000E+02     liquid      2.11083E-03   2.77971E+06   2.10931E-04   1.33977E-10   4.00800E+03   7.42616E+03

               8.90000E+02     liquid      2.11529E-03   2.81977E+06   2.11122E-04   1.34786E-10   4.00622E+03   7.47144E+03

               9.00000E+02     liquid      2.11976E-03   2.85981E+06   2.11320E-04   1.35601E-10   4.00456E+03   7.51619E+03

               1.00000E+03     liquid      2.16528E-03   3.25953E+06   2.13750E-04   1.44108E-10   3.99397E+03   7.93747E+03

               1.50000E+03     liquid      2.42174E-03   5.26739E+06   2.37114E-04   1.99955E-10   4.07396E+03   9.56515E+03

               2.00000E+03     liquid      2.75493E-03   7.36668E+06   2.83441E-04   2.96443E-10   4.36750E+03   1.07715E+04

               2.50000E+03      vapor      1.18813E+00   2.72546E+07   4.48826E-04   4.13966E-07   3.31027E+03   2.14705E+04

               3.00000E+03      vapor      1.45096E+00   2.82293E+07   3.57936E-04   4.07114E-07   3.22532E+03   2.20658E+0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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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modynamic properties of lithium:

  pressure     temperature      state       specific      internal       thermal     isothermal     specific       entropy

                                             volume        energy       expansion     compress.       heat

 -----------   -----------   -----------   -----------   -----------   -----------   -----------   -----------   -----------

 3.00000E+06   5.00000E+02     liquid      1.94895E-03   1.22976E+06   2.11744E-04   1.07009E-10   4.19938E+03   5.11462E+03

               5.10000E+02     liquid      1.95308E-03   1.27169E+06   2.11444E-04   1.07640E-10   4.18982E+03   5.19769E+03

               5.20000E+02     liquid      1.95721E-03   1.31353E+06   2.11165E-04   1.08276E-10   4.18063E+03   5.27896E+03

               5.30000E+02     liquid      1.96135E-03   1.35528E+06   2.10906E-04   1.08914E-10   4.17178E+03   5.35851E+03

               5.40000E+02     liquid      1.96548E-03   1.39694E+06   2.10667E-04   1.09556E-10   4.16326E+03   5.43640E+03

               5.50000E+02     liquid      1.96963E-03   1.43852E+06   2.10448E-04   1.10201E-10   4.15506E+03   5.51272E+03

               5.60000E+02     liquid      1.97377E-03   1.48002E+06   2.10247E-04   1.10850E-10   4.14717E+03   5.58752E+03

               5.70000E+02     liquid      1.97793E-03   1.52144E+06   2.10063E-04   1.11503E-10   4.13957E+03   5.66085E+03

               5.80000E+02     liquid      1.98208E-03   1.56279E+06   2.09897E-04   1.12159E-10   4.13226E+03   5.73278E+03

               5.90000E+02     liquid      1.98625E-03   1.60406E+06   2.09747E-04   1.12819E-10   4.12522E+03   5.80336E+03

               6.00000E+02     liquid      1.99042E-03   1.64527E+06   2.09613E-04   1.13483E-10   4.11844E+03   5.87264E+03

               6.10000E+02     liquid      1.99459E-03   1.68641E+06   2.09495E-04   1.14151E-10   4.11191E+03   5.94066E+03

               6.20000E+02     liquid      1.99877E-03   1.72748E+06   2.09392E-04   1.14823E-10   4.10563E+03   6.00747E+03

               6.30000E+02     liquid      2.00296E-03   1.76849E+06   2.09303E-04   1.15499E-10   4.09959E+03   6.07311E+03

               6.40000E+02     liquid      2.00716E-03   1.80945E+06   2.09229E-04   1.16179E-10   4.09377E+03   6.13763E+03

               6.50000E+02     liquid      2.01136E-03   1.85034E+06   2.09168E-04   1.16864E-10   4.08818E+03   6.20106E+03

               6.60000E+02     liquid      2.01557E-03   1.89119E+06   2.09120E-04   1.17552E-10   4.08280E+03   6.26343E+03

               6.70000E+02     liquid      2.01979E-03   1.93198E+06   2.09086E-04   1.18245E-10   4.07762E+03   6.32479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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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0000E+02     liquid      2.02402E-03   1.97271E+06   2.09064E-04   1.18943E-10   4.07265E+03   6.38516E+03

               6.90000E+02     liquid      2.02825E-03   2.01340E+06   2.09054E-04   1.19645E-10   4.06787E+03   6.44458E+03

               7.00000E+02     liquid      2.03250E-03   2.05405E+06   2.09057E-04   1.20352E-10   4.06329E+03   6.50308E+03

               7.10000E+02     liquid      2.03675E-03   2.09465E+06   2.09071E-04   1.21063E-10   4.05888E+03   6.56069E+03

               7.20000E+02     liquid      2.04102E-03   2.13520E+06   2.09097E-04   1.21779E-10   4.05466E+03   6.61742E+03

               7.30000E+02     liquid      2.04529E-03   2.17571E+06   2.09134E-04   1.22500E-10   4.05060E+03   6.67332E+03

               7.40000E+02     liquid      2.04957E-03   2.21619E+06   2.09182E-04   1.23225E-10   4.04672E+03   6.72841E+03

               7.50000E+02     liquid      2.05386E-03   2.25662E+06   2.09240E-04   1.23956E-10   4.04300E+03   6.78270E+03

               7.60000E+02     liquid      2.05817E-03   2.29702E+06   2.09309E-04   1.24692E-10   4.03944E+03   6.83623E+03

               7.70000E+02     liquid      2.06248E-03   2.33739E+06   2.09389E-04   1.25432E-10   4.03604E+03   6.88901E+03

               7.80000E+02     liquid      2.06680E-03   2.37772E+06   2.09478E-04   1.26178E-10   4.03279E+03   6.94107E+03

               7.90000E+02     liquid      2.07114E-03   2.41802E+06   2.09578E-04   1.26929E-10   4.02969E+03   6.99242E+03

               8.00000E+02     liquid      2.07548E-03   2.45829E+06   2.09687E-04   1.27686E-10   4.02674E+03   7.04309E+03

               8.10000E+02     liquid      2.07984E-03   2.49853E+06   2.09805E-04   1.28448E-10   4.02392E+03   7.09310E+03

               8.20000E+02     liquid      2.08421E-03   2.53874E+06   2.09933E-04   1.29215E-10   4.02125E+03   7.14245E+03

               8.30000E+02     liquid      2.08859E-03   2.57892E+06   2.10071E-04   1.29988E-10   4.01871E+03   7.19118E+03

               8.40000E+02     liquid      2.09299E-03   2.61909E+06   2.10217E-04   1.30767E-10   4.01630E+03   7.23930E+03

               8.50000E+02     liquid      2.09739E-03   2.65922E+06   2.10372E-04   1.31552E-10   4.01402E+03   7.28681E+03

               8.60000E+02     liquid      2.10181E-03   2.69934E+06   2.10537E-04   1.32342E-10   4.01187E+03   7.33375E+03

               8.70000E+02     liquid      2.10624E-03   2.73944E+06   2.10710E-04   1.33138E-10   4.00985E+03   7.38012E+03

               8.80000E+02     liquid      2.11069E-03   2.77951E+06   2.10891E-04   1.33940E-10   4.00795E+03   7.42593E+03

               8.90000E+02     liquid      2.11515E-03   2.81957E+06   2.11081E-04   1.34748E-10   4.00616E+03   7.47121E+03

               9.00000E+02     liquid      2.11962E-03   2.85961E+06   2.11279E-04   1.35563E-10   4.00450E+03   7.51596E+03

               1.00000E+03     liquid      2.16513E-03   3.25930E+06   2.13706E-04   1.44065E-10   3.99389E+03   7.93724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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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00E+03     liquid      2.42150E-03   5.26696E+06   2.37044E-04   1.99871E-10   4.07374E+03   9.56487E+03

               2.00000E+03     liquid      2.75452E-03   7.36590E+06   2.83309E-04   2.96250E-10   4.36693E+03   1.07711E+04

               2.50000E+03      vapor      9.83132E-01   2.72034E+07   4.58297E-04   3.47639E-07   3.35574E+03   2.12258E+04

               3.00000E+03      vapor      1.20472E+00   2.81892E+07   3.62801E-04   3.40834E-07   3.25620E+03   2.18279E+04

1

 Thermodynamic properties of lithium:

  pressure     temperature      state       specific      internal       thermal     isothermal     specific       entropy

                                             volume        energy       expansion     compress.       heat

 -----------   -----------   -----------   -----------   -----------   -----------   -----------   -----------   -----------

 4.00000E+06   5.00000E+02     liquid      1.94874E-03   1.22955E+06   2.11681E-04   1.06962E-10   4.19937E+03   5.11421E+03

               5.10000E+02     liquid      1.95287E-03   1.27148E+06   2.11380E-04   1.07593E-10   4.18981E+03   5.19727E+03

               5.20000E+02     liquid      1.95700E-03   1.31332E+06   2.11101E-04   1.08228E-10   4.18061E+03   5.27854E+03

               5.30000E+02     liquid      1.96113E-03   1.35506E+06   2.10842E-04   1.08866E-10   4.17176E+03   5.35809E+03

               5.40000E+02     liquid      1.96527E-03   1.39672E+06   2.10603E-04   1.09507E-10   4.16324E+03   5.43599E+03

               5.50000E+02     liquid      1.96941E-03   1.43829E+06   2.10383E-04   1.10152E-10   4.15504E+03   5.51231E+03

               5.60000E+02     liquid      1.97356E-03   1.47979E+06   2.10181E-04   1.10800E-10   4.14715E+03   5.58710E+03

               5.70000E+02     liquid      1.97771E-03   1.52120E+06   2.09998E-04   1.11452E-10   4.13954E+03   5.66044E+03

               5.80000E+02     liquid      1.98186E-03   1.56255E+06   2.09831E-04   1.12108E-10   4.13223E+03   5.73237E+03

               5.90000E+02     liquid      1.98602E-03   1.60382E+06   2.09681E-04   1.12767E-10   4.12518E+03   5.80295E+03

               6.00000E+02     liquid      1.99019E-03   1.64502E+06   2.09547E-04   1.13430E-10   4.11840E+03   5.87222E+03

               6.10000E+02     liquid      1.99436E-03   1.68615E+06   2.09428E-04   1.14098E-10   4.11187E+03   5.94024E+03

               6.20000E+02     liquid      1.99854E-03   1.72722E+06   2.09324E-04   1.14769E-10   4.10559E+03   6.00705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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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0000E+02     liquid      2.00273E-03   1.76823E+06   2.09235E-04   1.15444E-10   4.09954E+03   6.07269E+03

               6.40000E+02     liquid      2.00693E-03   1.80918E+06   2.09160E-04   1.16124E-10   4.09373E+03   6.13721E+03

               6.50000E+02     liquid      2.01113E-03   1.85007E+06   2.09099E-04   1.16808E-10   4.08813E+03   6.20064E+03

               6.60000E+02     liquid      2.01534E-03   1.89091E+06   2.09051E-04   1.17496E-10   4.08275E+03   6.26301E+03

               6.70000E+02     liquid      2.01955E-03   1.93169E+06   2.09016E-04   1.18188E-10   4.07757E+03   6.32437E+03

               6.80000E+02     liquid      2.02378E-03   1.97243E+06   2.08994E-04   1.18885E-10   4.07259E+03   6.38474E+03

               6.90000E+02     liquid      2.02801E-03   2.01311E+06   2.08984E-04   1.19586E-10   4.06781E+03   6.44416E+03

               7.00000E+02     liquid      2.03225E-03   2.05375E+06   2.08986E-04   1.20292E-10   4.06322E+03   6.50266E+03

               7.10000E+02     liquid      2.03651E-03   2.09434E+06   2.09000E-04   1.21003E-10   4.05882E+03   6.56026E+03

               7.20000E+02     liquid      2.04077E-03   2.13489E+06   2.09025E-04   1.21718E-10   4.05459E+03   6.61700E+03

               7.30000E+02     liquid      2.04504E-03   2.17540E+06   2.09062E-04   1.22438E-10   4.05053E+03   6.67290E+03

               7.40000E+02     liquid      2.04932E-03   2.21587E+06   2.09109E-04   1.23163E-10   4.04665E+03   6.72798E+03

               7.50000E+02     liquid      2.05361E-03   2.25630E+06   2.09167E-04   1.23893E-10   4.04292E+03   6.78227E+03

               7.60000E+02     liquid      2.05791E-03   2.29670E+06   2.09236E-04   1.24628E-10   4.03936E+03   6.83580E+03

               7.70000E+02     liquid      2.06222E-03   2.33705E+06   2.09314E-04   1.25368E-10   4.03596E+03   6.88858E+03

               7.80000E+02     liquid      2.06654E-03   2.37738E+06   2.09403E-04   1.26113E-10   4.03271E+03   6.94064E+03

               7.90000E+02     liquid      2.07088E-03   2.41767E+06   2.09502E-04   1.26863E-10   4.02960E+03   6.99199E+03

               8.00000E+02     liquid      2.07522E-03   2.45794E+06   2.09611E-04   1.27619E-10   4.02664E+03   7.04266E+03

               8.10000E+02     liquid      2.07958E-03   2.49817E+06   2.09729E-04   1.28380E-10   4.02383E+03   7.09266E+03

               8.20000E+02     liquid      2.08394E-03   2.53838E+06   2.09856E-04   1.29147E-10   4.02115E+03   7.14202E+03

               8.30000E+02     liquid      2.08832E-03   2.57856E+06   2.09993E-04   1.29919E-10   4.01861E+03   7.19074E+03

               8.40000E+02     liquid      2.09271E-03   2.61872E+06   2.10139E-04   1.30697E-10   4.01620E+03   7.23886E+03

               8.50000E+02     liquid      2.09712E-03   2.65885E+06   2.10294E-04   1.31480E-10   4.01392E+03   7.28637E+03

               8.60000E+02     liquid      2.10153E-03   2.69896E+06   2.10457E-04   1.32270E-10   4.01176E+03   7.33331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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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000E+02     liquid      2.10596E-03   2.73905E+06   2.10630E-04   1.33065E-10   4.00974E+03   7.37967E+03

               8.80000E+02     liquid      2.11041E-03   2.77912E+06   2.10811E-04   1.33866E-10   4.00783E+03   7.42549E+03

               8.90000E+02     liquid      2.11486E-03   2.81917E+06   2.11000E-04   1.34673E-10   4.00604E+03   7.47077E+03

               9.00000E+02     liquid      2.11933E-03   2.85921E+06   2.11198E-04   1.35487E-10   4.00437E+03   7.51552E+03

               1.00000E+03     liquid      2.16481E-03   3.25884E+06   2.13618E-04   1.43979E-10   3.99373E+03   7.93678E+03

               1.50000E+03     liquid      2.42101E-03   5.26610E+06   2.36902E-04   1.99701E-10   4.07329E+03   9.56429E+03

               2.00000E+03     liquid      2.75371E-03   7.36435E+06   2.83046E-04   2.95867E-10   4.36580E+03   1.07703E+04

               2.50000E+03      vapor      7.26691E-01   2.71042E+07   4.77379E-04   2.64786E-07   3.44489E+03   2.08320E+04

               3.00000E+03      vapor      8.96551E-01   2.81114E+07   3.72389E-04   2.57979E-07   3.31512E+03   2.14474E+04

1

 Thermodynamic properties of lithium:

  pressure     temperature      state       specific      internal       thermal     isothermal     specific       entropy

                                             volume        energy       expansion     compress.       heat

 -----------   -----------   -----------   -----------   -----------   -----------   -----------   -----------   -----------

 5.00000E+06   5.00000E+02     liquid      1.94853E-03   1.22935E+06   2.11618E-04   1.06915E-10   4.19936E+03   5.11380E+03

               5.10000E+02     liquid      1.95266E-03   1.27127E+06   2.11317E-04   1.07546E-10   4.18979E+03   5.19686E+03

               5.20000E+02     liquid      1.95679E-03   1.31310E+06   2.11037E-04   1.08180E-10   4.18059E+03   5.27813E+03

               5.30000E+02     liquid      1.96092E-03   1.35484E+06   2.10778E-04   1.08817E-10   4.17174E+03   5.35768E+03

               5.40000E+02     liquid      1.96505E-03   1.39650E+06   2.10539E-04   1.09458E-10   4.16322E+03   5.43558E+03

               5.50000E+02     liquid      1.96919E-03   1.43807E+06   2.10318E-04   1.10102E-10   4.15501E+03   5.51189E+03

               5.60000E+02     liquid      1.97334E-03   1.47956E+06   2.10116E-04   1.10750E-10   4.14712E+03   5.58669E+03

               5.70000E+02     liquid      1.97749E-03   1.52097E+06   2.09932E-04   1.11401E-10   4.13952E+03   5.66002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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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0000E+02     liquid      1.98164E-03   1.56231E+06   2.09765E-04   1.12056E-10   4.13220E+03   5.73195E+03

               5.90000E+02     liquid      1.98580E-03   1.60357E+06   2.09615E-04   1.12715E-10   4.12515E+03   5.80253E+03

               6.00000E+02     liquid      1.98997E-03   1.64477E+06   2.09480E-04   1.13378E-10   4.11837E+03   5.87180E+03

               6.10000E+02     liquid      1.99414E-03   1.68590E+06   2.09361E-04   1.14044E-10   4.11183E+03   5.93982E+03

               6.20000E+02     liquid      1.99831E-03   1.72696E+06   2.09257E-04   1.14715E-10   4.10555E+03   6.00663E+03

               6.30000E+02     liquid      2.00250E-03   1.76797E+06   2.09168E-04   1.15390E-10   4.09950E+03   6.07228E+03

               6.40000E+02     liquid      2.00669E-03   1.80891E+06   2.09092E-04   1.16069E-10   4.09368E+03   6.13679E+03

               6.50000E+02     liquid      2.01089E-03   1.84980E+06   2.09031E-04   1.16752E-10   4.08808E+03   6.20022E+03

               6.60000E+02     liquid      2.01510E-03   1.89063E+06   2.08982E-04   1.17439E-10   4.08269E+03   6.26259E+03

               6.70000E+02     liquid      2.01931E-03   1.93141E+06   2.08947E-04   1.18131E-10   4.07751E+03   6.32394E+03

               6.80000E+02     liquid      2.02354E-03   1.97214E+06   2.08924E-04   1.18827E-10   4.07254E+03   6.38432E+03

               6.90000E+02     liquid      2.02777E-03   2.01282E+06   2.08914E-04   1.19527E-10   4.06775E+03   6.44374E+03

               7.00000E+02     liquid      2.03201E-03   2.05345E+06   2.08915E-04   1.20233E-10   4.06316E+03   6.50223E+03

               7.10000E+02     liquid      2.03626E-03   2.09404E+06   2.08929E-04   1.20942E-10   4.05875E+03   6.55983E+03

               7.20000E+02     liquid      2.04052E-03   2.13459E+06   2.08953E-04   1.21657E-10   4.05452E+03   6.61657E+03

               7.30000E+02     liquid      2.04479E-03   2.17509E+06   2.08989E-04   1.22376E-10   4.05046E+03   6.67247E+03

               7.40000E+02     liquid      2.04907E-03   2.21555E+06   2.09036E-04   1.23100E-10   4.04657E+03   6.72755E+03

               7.50000E+02     liquid      2.05335E-03   2.25598E+06   2.09094E-04   1.23830E-10   4.04285E+03   6.78184E+03

               7.60000E+02     liquid      2.05765E-03   2.29637E+06   2.09162E-04   1.24564E-10   4.03928E+03   6.83537E+03

               7.70000E+02     liquid      2.06196E-03   2.33672E+06   2.09240E-04   1.25303E-10   4.03588E+03   6.88815E+03

               7.80000E+02     liquid      2.06628E-03   2.37704E+06   2.09329E-04   1.26047E-10   4.03262E+03   6.94020E+03

               7.90000E+02     liquid      2.07061E-03   2.41733E+06   2.09427E-04   1.26797E-10   4.02951E+03   6.99155E+03

               8.00000E+02     liquid      2.07495E-03   2.45759E+06   2.09535E-04   1.27552E-10   4.02655E+03   7.04222E+03

               8.10000E+02     liquid      2.07931E-03   2.49782E+06   2.09652E-04   1.28312E-10   4.02373E+03   7.09222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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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000E+02     liquid      2.08367E-03   2.53802E+06   2.09779E-04   1.29078E-10   4.02105E+03   7.14158E+03

               8.30000E+02     liquid      2.08805E-03   2.57820E+06   2.09916E-04   1.29849E-10   4.01851E+03   7.19030E+03

               8.40000E+02     liquid      2.09244E-03   2.61835E+06   2.10061E-04   1.30626E-10   4.01609E+03   7.23842E+03

               8.50000E+02     liquid      2.09684E-03   2.65848E+06   2.10215E-04   1.31409E-10   4.01381E+03   7.28593E+03

               8.60000E+02     liquid      2.10126E-03   2.69858E+06   2.10378E-04   1.32197E-10   4.01165E+03   7.33286E+03

               8.70000E+02     liquid      2.10568E-03   2.73867E+06   2.10550E-04   1.32992E-10   4.00962E+03   7.37923E+03

               8.80000E+02     liquid      2.11012E-03   2.77873E+06   2.10730E-04   1.33792E-10   4.00771E+03   7.42504E+03

               8.90000E+02     liquid      2.11458E-03   2.81878E+06   2.10919E-04   1.34598E-10   4.00592E+03   7.47032E+03

               9.00000E+02     liquid      2.11904E-03   2.85881E+06   2.11116E-04   1.35411E-10   4.00425E+03   7.51507E+03

               1.00000E+03     liquid      2.16450E-03   3.25838E+06   2.13529E-04   1.43893E-10   3.99357E+03   7.93631E+03

               1.50000E+03     liquid      2.42053E-03   5.26524E+06   2.36762E-04   1.99532E-10   4.07285E+03   9.56372E+03

               2.00000E+03     liquid      2.75289E-03   7.36279E+06   2.82784E-04   2.95485E-10   4.36467E+03   1.07696E+04

               2.50000E+03      vapor      5.72708E-01   2.70078E+07   4.96918E-04   2.15170E-07   3.53377E+03   2.05186E+04

               3.00000E+03      vapor      7.11431E-01   2.80361E+07   3.81901E-04   2.08270E-07   3.37173E+03   2.11469E+04

1

 Thermodynamic properties of lithium:

  pressure     temperature      state       specific      internal       thermal     isothermal     specific       entropy

                                             volume        energy       expansion     compress.       heat

 -----------   -----------   -----------   -----------   -----------   -----------   -----------   -----------   -----------

 6.00000E+06   5.00000E+02     liquid      1.94833E-03   1.22914E+06   2.11556E-04   1.06868E-10   4.19934E+03   5.11339E+03

               5.10000E+02     liquid      1.95245E-03   1.27106E+06   2.11254E-04   1.07499E-10   4.18978E+03   5.19645E+03

               5.20000E+02     liquid      1.95658E-03   1.31289E+06   2.10974E-04   1.08132E-10   4.18057E+03   5.27772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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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0000E+02     liquid      1.96071E-03   1.35462E+06   2.10714E-04   1.08769E-10   4.17172E+03   5.35726E+03

               5.40000E+02     liquid      1.96484E-03   1.39627E+06   2.10474E-04   1.09409E-10   4.16319E+03   5.43516E+03

               5.50000E+02     liquid      1.96898E-03   1.43784E+06   2.10254E-04   1.10052E-10   4.15499E+03   5.51148E+03

               5.60000E+02     liquid      1.97312E-03   1.47933E+06   2.10052E-04   1.10700E-10   4.14709E+03   5.58627E+03

               5.70000E+02     liquid      1.97727E-03   1.52073E+06   2.09867E-04   1.11350E-10   4.13949E+03   5.65961E+03

               5.80000E+02     liquid      1.98142E-03   1.56207E+06   2.09700E-04   1.12005E-10   4.13216E+03   5.73154E+03

               5.90000E+02     liquid      1.98558E-03   1.60333E+06   2.09549E-04   1.12663E-10   4.12511E+03   5.80211E+03

               6.00000E+02     liquid      1.98974E-03   1.64452E+06   2.09414E-04   1.13325E-10   4.11833E+03   5.87139E+03

               6.10000E+02     liquid      1.99391E-03   1.68564E+06   2.09294E-04   1.13991E-10   4.11180E+03   5.93941E+03

               6.20000E+02     liquid      1.99809E-03   1.72671E+06   2.09190E-04   1.14661E-10   4.10551E+03   6.00622E+03

               6.30000E+02     liquid      2.00227E-03   1.76771E+06   2.09100E-04   1.15335E-10   4.09945E+03   6.07186E+03

               6.40000E+02     liquid      2.00646E-03   1.80865E+06   2.09024E-04   1.16013E-10   4.09363E+03   6.13637E+03

               6.50000E+02     liquid      2.01066E-03   1.84953E+06   2.08962E-04   1.16696E-10   4.08803E+03   6.19979E+03

               6.60000E+02     liquid      2.01486E-03   1.89036E+06   2.08913E-04   1.17382E-10   4.08264E+03   6.26217E+03

               6.70000E+02     liquid      2.01908E-03   1.93113E+06   2.08878E-04   1.18073E-10   4.07746E+03   6.32352E+03

               6.80000E+02     liquid      2.02330E-03   1.97186E+06   2.08854E-04   1.18769E-10   4.07248E+03   6.38389E+03

               6.90000E+02     liquid      2.02753E-03   2.01253E+06   2.08843E-04   1.19469E-10   4.06769E+03   6.44331E+03

               7.00000E+02     liquid      2.03177E-03   2.05316E+06   2.08845E-04   1.20173E-10   4.06310E+03   6.50181E+03

               7.10000E+02     liquid      2.03601E-03   2.09374E+06   2.08857E-04   1.20882E-10   4.05868E+03   6.55941E+03

               7.20000E+02     liquid      2.04027E-03   2.13428E+06   2.08882E-04   1.21596E-10   4.05445E+03   6.61615E+03

               7.30000E+02     liquid      2.04454E-03   2.17478E+06   2.08917E-04   1.22315E-10   4.05039E+03   6.67204E+03

               7.40000E+02     liquid      2.04881E-03   2.21524E+06   2.08964E-04   1.23038E-10   4.04650E+03   6.72712E+03

               7.50000E+02     liquid      2.05310E-03   2.25566E+06   2.09021E-04   1.23766E-10   4.04277E+03   6.78141E+03

               7.60000E+02     liquid      2.05740E-03   2.29604E+06   2.09088E-04   1.24500E-10   4.03920E+03   6.83494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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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0000E+02     liquid      2.06170E-03   2.33639E+06   2.09166E-04   1.25238E-10   4.03579E+03   6.88772E+03

               7.80000E+02     liquid      2.06602E-03   2.37671E+06   2.09254E-04   1.25982E-10   4.03253E+03   6.93977E+03

               7.90000E+02     liquid      2.07035E-03   2.41699E+06   2.09352E-04   1.26731E-10   4.02943E+03   6.99112E+03

               8.00000E+02     liquid      2.07469E-03   2.45725E+06   2.09459E-04   1.27485E-10   4.02646E+03   7.04179E+03

               8.10000E+02     liquid      2.07904E-03   2.49747E+06   2.09576E-04   1.28244E-10   4.02364E+03   7.09179E+03

               8.20000E+02     liquid      2.08340E-03   2.53767E+06   2.09703E-04   1.29009E-10   4.02095E+03   7.14114E+03

               8.30000E+02     liquid      2.08778E-03   2.57784E+06   2.09838E-04   1.29780E-10   4.01840E+03   7.18987E+03

               8.40000E+02     liquid      2.09217E-03   2.61798E+06   2.09983E-04   1.30556E-10   4.01599E+03   7.23798E+03

               8.50000E+02     liquid      2.09657E-03   2.65810E+06   2.10137E-04   1.31338E-10   4.01370E+03   7.28549E+03

               8.60000E+02     liquid      2.10098E-03   2.69820E+06   2.10299E-04   1.32125E-10   4.01154E+03   7.33242E+03

               8.70000E+02     liquid      2.10540E-03   2.73828E+06   2.10470E-04   1.32919E-10   4.00951E+03   7.37879E+03

               8.80000E+02     liquid      2.10984E-03   2.77834E+06   2.10650E-04   1.33718E-10   4.00760E+03   7.42460E+03

               8.90000E+02     liquid      2.11429E-03   2.81838E+06   2.10838E-04   1.34523E-10   4.00580E+03   7.46987E+03

               9.00000E+02     liquid      2.11876E-03   2.85840E+06   2.11035E-04   1.35335E-10   4.00413E+03   7.51462E+03

               1.00000E+03     liquid      2.16419E-03   3.25792E+06   2.13441E-04   1.43807E-10   3.99341E+03   7.93585E+03

               1.50000E+03     liquid      2.42005E-03   5.26439E+06   2.36621E-04   1.99364E-10   4.07241E+03   9.56315E+03

               2.00000E+03     liquid      2.75208E-03   7.36124E+06   2.82523E-04   2.95103E-10   4.36354E+03   1.07688E+04

               2.50000E+03     liquid      3.23465E-03   9.68180E+06   3.76284E-04   4.98954E-10   5.02301E+03   1.18030E+04

               3.00000E+03      vapor      5.87913E-01   2.79627E+07   3.91429E-04   1.75142E-07   3.42710E+03   2.08972E+04

1

 Thermodynamic properties of lithium:

  pressure     temperature      state       specific      internal       thermal     isothermal     specific       entropy

                                             volume        energy       expansion     compress.       h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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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9.00000E+06   5.00000E+02     liquid      1.94770E-03   1.22853E+06   2.11367E-04   1.06729E-10   4.19930E+03   5.11215E+03

               5.10000E+02     liquid      1.95182E-03   1.27044E+06   2.11065E-04   1.07357E-10   4.18973E+03   5.19521E+03

               5.20000E+02     liquid      1.95594E-03   1.31225E+06   2.10784E-04   1.07989E-10   4.18052E+03   5.27648E+03

               5.30000E+02     liquid      1.96007E-03   1.35397E+06   2.10523E-04   1.08624E-10   4.17166E+03   5.35603E+03

               5.40000E+02     liquid      1.96419E-03   1.39561E+06   2.10282E-04   1.09262E-10   4.16313E+03   5.43392E+03

               5.50000E+02     liquid      1.96833E-03   1.43716E+06   2.10060E-04   1.09904E-10   4.15491E+03   5.51024E+03

               5.60000E+02     liquid      1.97246E-03   1.47863E+06   2.09857E-04   1.10549E-10   4.14701E+03   5.58503E+03

               5.70000E+02     liquid      1.97661E-03   1.52003E+06   2.09671E-04   1.11198E-10   4.13940E+03   5.65836E+03

               5.80000E+02     liquid      1.98075E-03   1.56135E+06   2.09503E-04   1.11851E-10   4.13207E+03   5.73029E+03

               5.90000E+02     liquid      1.98491E-03   1.60260E+06   2.09351E-04   1.12507E-10   4.12501E+03   5.80087E+03

               6.00000E+02     liquid      1.98906E-03   1.64377E+06   2.09215E-04   1.13167E-10   4.11822E+03   5.87014E+03

               6.10000E+02     liquid      1.99323E-03   1.68489E+06   2.09094E-04   1.13832E-10   4.11168E+03   5.93816E+03

               6.20000E+02     liquid      1.99740E-03   1.72593E+06   2.08989E-04   1.14500E-10   4.10538E+03   6.00496E+03

               6.30000E+02     liquid      2.00158E-03   1.76692E+06   2.08897E-04   1.15172E-10   4.09932E+03   6.07060E+03

               6.40000E+02     liquid      2.00576E-03   1.80785E+06   2.08820E-04   1.15848E-10   4.09349E+03   6.13511E+03

               6.50000E+02     liquid      2.00995E-03   1.84871E+06   2.08757E-04   1.16528E-10   4.08788E+03   6.19854E+03

               6.60000E+02     liquid      2.01415E-03   1.88953E+06   2.08707E-04   1.17213E-10   4.08248E+03   6.26091E+03

               6.70000E+02     liquid      2.01836E-03   1.93029E+06   2.08670E-04   1.17902E-10   4.07729E+03   6.32226E+03

               6.80000E+02     liquid      2.02258E-03   1.97100E+06   2.08645E-04   1.18595E-10   4.07231E+03   6.38263E+03

               6.90000E+02     liquid      2.02680E-03   2.01166E+06   2.08633E-04   1.19293E-10   4.06751E+03   6.44204E+03

               7.00000E+02     liquid      2.03103E-03   2.05227E+06   2.08633E-04   1.19995E-10   4.06291E+03   6.50054E+03

               7.10000E+02     liquid      2.03528E-03   2.09284E+06   2.08644E-04   1.20702E-10   4.05849E+03   6.55813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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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000E+02     liquid      2.03953E-03   2.13337E+06   2.08667E-04   1.21414E-10   4.05424E+03   6.61487E+03

               7.30000E+02     liquid      2.04379E-03   2.17385E+06   2.08701E-04   1.22130E-10   4.05018E+03   6.67076E+03

               7.40000E+02     liquid      2.04806E-03   2.21430E+06   2.08746E-04   1.22852E-10   4.04628E+03   6.72584E+03

               7.50000E+02     liquid      2.05234E-03   2.25470E+06   2.08802E-04   1.23578E-10   4.04254E+03   6.78013E+03

               7.60000E+02     liquid      2.05663E-03   2.29507E+06   2.08868E-04   1.24309E-10   4.03897E+03   6.83365E+03

               7.70000E+02     liquid      2.06093E-03   2.33540E+06   2.08944E-04   1.25045E-10   4.03555E+03   6.88642E+03

               7.80000E+02     liquid      2.06524E-03   2.37570E+06   2.09030E-04   1.25786E-10   4.03228E+03   6.93847E+03

               7.90000E+02     liquid      2.06956E-03   2.41597E+06   2.09127E-04   1.26532E-10   4.02916E+03   6.98982E+03

               8.00000E+02     liquid      2.07390E-03   2.45621E+06   2.09233E-04   1.27284E-10   4.02619E+03   7.04049E+03

               8.10000E+02     liquid      2.07824E-03   2.49642E+06   2.09348E-04   1.28041E-10   4.02336E+03   7.09048E+03

               8.20000E+02     liquid      2.08260E-03   2.53660E+06   2.09473E-04   1.28804E-10   4.02066E+03   7.13983E+03

               8.30000E+02     liquid      2.08697E-03   2.57675E+06   2.09607E-04   1.29572E-10   4.01810E+03   7.18855E+03

               8.40000E+02     liquid      2.09135E-03   2.61688E+06   2.09750E-04   1.30345E-10   4.01568E+03   7.23666E+03

               8.50000E+02     liquid      2.09574E-03   2.65699E+06   2.09902E-04   1.31124E-10   4.01338E+03   7.28417E+03

               8.60000E+02     liquid      2.10015E-03   2.69707E+06   2.10062E-04   1.31909E-10   4.01121E+03   7.33110E+03

               8.70000E+02     liquid      2.10456E-03   2.73713E+06   2.10232E-04   1.32700E-10   4.00917E+03   7.37746E+03

               8.80000E+02     liquid      2.10900E-03   2.77718E+06   2.10410E-04   1.33497E-10   4.00725E+03   7.42327E+03

               8.90000E+02     liquid      2.11344E-03   2.81720E+06   2.10596E-04   1.34299E-10   4.00544E+03   7.46854E+03

               9.00000E+02     liquid      2.11790E-03   2.85720E+06   2.10791E-04   1.35108E-10   4.00376E+03   7.51328E+03

               1.00000E+03     liquid      2.16326E-03   3.25654E+06   2.13177E-04   1.43550E-10   3.99293E+03   7.93447E+03

               1.50000E+03     liquid      2.41860E-03   5.26182E+06   2.36201E-04   1.98860E-10   4.07109E+03   9.56143E+03

               2.00000E+03     liquid      2.74965E-03   7.35660E+06   2.81744E-04   2.93966E-10   4.36017E+03   1.07664E+04

               2.50000E+03     liquid      3.22983E-03   9.67274E+06   3.74388E-04   4.95533E-10   5.01284E+03   1.17994E+04

               3.00000E+03      vapor      3.81839E-01   2.77502E+07   4.20691E-04   1.20021E-07   3.59166E+03   2.03250E+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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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ation properties of lithium-lead (temperature v. pressure):

 temperature    pressure        state       specific      internal       thermal     isothermal     specific       entropy

                                             volume        energy       expansion     compress.       heat

 -----------   -----------   -----------   -----------   -----------   -----------   -----------   -----------   -----------

 4.00000E+02   3.60019E-15     liquid      1.08287E-04  -1.86388E+05   1.04005E-04   2.60634E-11   1.94742E+02   3.61553E+02

                                vapor      5.33367E+18   1.12480E+06   2.50000E-03   2.77763E+14   1.20014E+02   3.18417E+03

 4.50000E+02   1.80389E-12     liquid      1.08845E-04  -1.76745E+05   1.01739E-04   2.66830E-11   1.91101E+02   3.84273E+02

                                vapor      1.19755E+16   1.12840E+06   2.22222E-03   5.54357E+11   1.20014E+02   2.89987E+03

 4.60000E+02   5.31809E-12     liquid      1.08955E-04  -1.74837E+05   1.01338E-04   2.68072E-11   1.90447E+02   3.88466E+02

                                vapor      4.15234E+15   1.12912E+06   2.17391E-03   1.88037E+11   1.20014E+02   2.85061E+03

 4.70000E+02   1.49734E-11     liquid      1.09066E-04  -1.72936E+05   1.00953E-04   2.69315E-11   1.89815E+02   3.92555E+02

                                vapor      1.50685E+15   1.12984E+06   2.12766E-03   6.67851E+10   1.20014E+02   2.80350E+03

 4.80000E+02   4.03788E-11     liquid      1.09176E-04  -1.71040E+05   1.00583E-04   2.70560E-11   1.89203E+02   3.96545E+02

                                vapor      5.70663E+14   1.13056E+06   2.08333E-03   2.47655E+10   1.20014E+02   2.75840E+03

 4.90000E+02   1.04569E-10     liquid      1.09285E-04  -1.69151E+05   1.00227E-04   2.71806E-11   1.88611E+02   4.00440E+02

                                vapor      2.24950E+14   1.13128E+06   2.04082E-03   9.56311E+09   1.20014E+02   2.71520E+03

 5.00000E+02   2.60687E-10     liquid      1.09395E-04  -1.67268E+05   9.98838E-05   2.73053E-11   1.88038E+02   4.04245E+02

                                vapor      9.20752E+13   1.13200E+06   2.00000E-03   3.83602E+09   1.20014E+02   2.67377E+03

 5.10000E+02   6.27017E-10     liquid      1.09504E-04  -1.65391E+05   9.95536E-05   2.74302E-11   1.87483E+02   4.07963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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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por      3.90465E+13   1.13272E+06   1.96078E-03   1.59485E+09   1.20014E+02   2.63401E+03

 5.20000E+02   1.45807E-09     liquid      1.09613E-04  -1.63518E+05   9.92357E-05   2.75553E-11   1.86945E+02   4.11598E+02

                                vapor      1.71205E+13   1.13344E+06   1.92308E-03   6.85837E+08   1.20014E+02   2.59583E+03

 5.30000E+02   3.28435E-09     liquid      1.09721E-04  -1.61652E+05   9.89294E-05   2.76807E-11   1.86424E+02   4.15154E+02

                                vapor      7.74672E+12   1.13416E+06   1.88679E-03   3.04474E+08   1.20014E+02   2.55913E+03

 5.40000E+02   7.17889E-09     liquid      1.09830E-04  -1.59790E+05   9.86343E-05   2.78062E-11   1.85918E+02   4.18634E+02

                                vapor      3.61100E+12   1.13488E+06   1.85185E-03   1.39297E+08   1.20014E+02   2.52384E+03

 5.50000E+02   1.52516E-08     liquid      1.09938E-04  -1.57933E+05   9.83499E-05   2.79320E-11   1.85427E+02   4.22041E+02

                                vapor      1.73116E+12   1.13560E+06   1.81818E-03   6.55667E+07   1.20014E+02   2.48987E+03

 5.60000E+02   3.15419E-08     liquid      1.10046E-04  -1.56081E+05   9.80757E-05   2.80579E-11   1.84950E+02   4.25378E+02

                                vapor      8.52299E+11   1.13632E+06   1.78571E-03   3.17039E+07   1.20014E+02   2.45715E+03

 5.70000E+02   6.35896E-08     liquid      1.10154E-04  -1.54234E+05   9.78114E-05   2.81842E-11   1.84488E+02   4.28648E+02

                                vapor      4.30309E+11   1.13704E+06   1.75439E-03   1.57259E+07   1.20014E+02   2.42561E+03

 5.80000E+02   1.25137E-07     liquid      1.10262E-04  -1.52392E+05   9.75565E-05   2.83107E-11   1.84038E+02   4.31852E+02

                                vapor      2.22503E+11   1.13776E+06   1.72414E-03   7.99127E+06   1.20014E+02   2.39520E+03

 5.90000E+02   2.40667E-07     liquid      1.10369E-04  -1.50553E+05   9.73107E-05   2.84374E-11   1.83601E+02   4.34995E+02

                                vapor      1.17687E+11   1.13848E+06   1.69492E-03   4.15512E+06   1.20014E+02   2.36586E+03

 6.00000E+02   4.52878E-07     liquid      1.10476E-04  -1.48719E+05   9.70736E-05   2.85645E-11   1.83177E+02   4.38077E+02

                                vapor      6.36007E+10   1.13920E+06   1.66667E-03   2.20810E+06   1.20014E+02   2.33753E+03

 6.10000E+02   8.34725E-07     liquid      1.10583E-04  -1.46890E+05   9.68450E-05   2.86918E-11   1.82764E+02   4.41101E+02

                                vapor      3.50815E+10   1.13993E+06   1.63934E-03   1.19800E+06   1.20014E+02   2.31015E+03

 6.20000E+02   1.50848E-06     liquid      1.10691E-04  -1.45064E+05   9.66244E-05   2.88194E-11   1.82362E+02   4.44070E+02

                                vapor      1.97307E+10   1.14065E+06   1.61290E-03   6.62919E+05   1.20014E+02   2.28370E+03

 6.30000E+02   2.67533E-06     liquid      1.10797E-04  -1.43242E+05   9.64117E-05   2.89474E-11   1.81972E+02   4.46984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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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por      1.13046E+10   1.14137E+06   1.58730E-03   3.73786E+05   1.20014E+02   2.25811E+03

 6.40000E+02   4.66056E-06     liquid      1.10904E-04  -1.41425E+05   9.62064E-05   2.90756E-11   1.81592E+02   4.49847E+02

                                vapor      6.59224E+09   1.14209E+06   1.56250E-03   2.14567E+05   1.20014E+02   2.23336E+03

 6.50000E+02   7.98145E-06     liquid      1.11011E-04  -1.39611E+05   9.60085E-05   2.92042E-11   1.81222E+02   4.52660E+02

                                vapor      3.90951E+09   1.14281E+06   1.53846E-03   1.25290E+05   1.20014E+02   2.20939E+03

 6.60000E+02   1.34476E-05     liquid      1.11117E-04  -1.37800E+05   9.58175E-05   2.93331E-11   1.80861E+02   4.55424E+02

                                vapor      2.35608E+09   1.14353E+06   1.51515E-03   7.43625E+04   1.20014E+02   2.18618E+03

 6.70000E+02   2.23073E-05     liquid      1.11224E-04  -1.35993E+05   9.56334E-05   2.94623E-11   1.80511E+02   4.58141E+02

                                vapor      1.44185E+09   1.14425E+06   1.49254E-03   4.48284E+04   1.20014E+02   2.16369E+03

1

 Saturation properties of lithium-lead (temperature v. pressure):

 temperature    pressure        state       specific      internal       thermal     isothermal     specific       entropy

                                             volume        energy       expansion     compress.       heat

 -----------   -----------   -----------   -----------   -----------   -----------   -----------   -----------   -----------

 6.80000E+02   3.64571E-05     liquid      1.11330E-04  -1.34190E+05   9.54558E-05   2.95919E-11   1.80169E+02   4.60813E+02

                                vapor      8.95402E+08   1.14497E+06   1.47059E-03   2.74295E+04   1.20014E+02   2.14189E+03

 6.90000E+02   5.87401E-05     liquid      1.11436E-04  -1.32390E+05   9.52845E-05   2.97218E-11   1.79836E+02   4.63440E+02

                                vapor      5.63905E+08   1.14569E+06   1.44928E-03   1.70241E+04   1.20014E+02   2.12074E+03

 7.00000E+02   9.33616E-05     liquid      1.11542E-04  -1.30593E+05   9.51194E-05   2.98521E-11   1.79512E+02   4.66026E+02

                                vapor      3.59932E+08   1.14641E+06   1.42857E-03   1.07110E+04   1.20014E+02   2.10022E+03

 7.10000E+02   1.46465E-04     liquid      1.11648E-04  -1.28800E+05   9.49603E-05   2.99828E-11   1.79195E+02   4.68570E+02

                                vapor      2.32711E+08   1.14713E+06   1.40845E-03   6.82757E+03   1.20014E+02   2.08031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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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000E+02   2.26917E-04     liquid      1.11754E-04  -1.27009E+05   9.48069E-05   3.01139E-11   1.78887E+02   4.71074E+02

                                vapor      1.52320E+08   1.14785E+06   1.38889E-03   4.40690E+03   1.20014E+02   2.06097E+03

 7.30000E+02   3.47368E-04     liquid      1.11860E-04  -1.25222E+05   9.46591E-05   3.02453E-11   1.78587E+02   4.73539E+02

                                vapor      1.00884E+08   1.14857E+06   1.36986E-03   2.87879E+03   1.20014E+02   2.04218E+03

 7.40000E+02   5.25673E-04     liquid      1.11966E-04  -1.23438E+05   9.45167E-05   3.03772E-11   1.78294E+02   4.75967E+02

                                vapor      6.75783E+07   1.14929E+06   1.35135E-03   1.90232E+03   1.20014E+02   2.02393E+03

 7.50000E+02   7.86762E-04     liquid      1.12072E-04  -1.21656E+05   9.43796E-05   3.05094E-11   1.78008E+02   4.78358E+02

                                vapor      4.57625E+07   1.15001E+06   1.33333E-03   1.27103E+03   1.20014E+02   2.00618E+03

 7.60000E+02   1.16510E-03     liquid      1.12178E-04  -1.19877E+05   9.42477E-05   3.06421E-11   1.77730E+02   4.80714E+02

                                vapor      3.13143E+07   1.15073E+06   1.31579E-03   8.58297E+02   1.20014E+02   1.98892E+03

 7.70000E+02   1.70786E-03     liquid      1.12283E-04  -1.18101E+05   9.41207E-05   3.07752E-11   1.77458E+02   4.83036E+02

                                vapor      2.16436E+07   1.15145E+06   1.29870E-03   5.85528E+02   1.20014E+02   1.97213E+03

 7.80000E+02   2.47904E-03     liquid      1.12389E-04  -1.16328E+05   9.39985E-05   3.09087E-11   1.77193E+02   4.85324E+02

                                vapor      1.51044E+07   1.15217E+06   1.28205E-03   4.03382E+02   1.20014E+02   1.95579E+03

 7.90000E+02   3.56466E-03     liquid      1.12495E-04  -1.14558E+05   9.38810E-05   3.10426E-11   1.76934E+02   4.87580E+02

                                vapor      1.06390E+07   1.15289E+06   1.26582E-03   2.80532E+02   1.20014E+02   1.93989E+03

 8.00000E+02   5.07936E-03     liquid      1.12600E-04  -1.12789E+05   9.37681E-05   3.11770E-11   1.76681E+02   4.89804E+02

                                vapor      7.56088E+06   1.15361E+06   1.25000E-03   1.96875E+02   1.20014E+02   1.92440E+03

 8.10000E+02   7.17468E-03     liquid      1.12706E-04  -1.11024E+05   9.36597E-05   3.13118E-11   1.76435E+02   4.91997E+02

                                vapor      5.41968E+06   1.15433E+06   1.23457E-03   1.39379E+02   1.20014E+02   1.90931E+03

 8.20000E+02   1.00493E-02     liquid      1.12812E-04  -1.09261E+05   9.35556E-05   3.14471E-11   1.76195E+02   4.94160E+02

                                vapor      3.91712E+06   1.15505E+06   1.21951E-03   9.95089E+01   1.20014E+02   1.89460E+03

 8.30000E+02   1.39620E-02     liquid      1.12917E-04  -1.07500E+05   9.34557E-05   3.15828E-11   1.75960E+02   4.96295E+02

                                vapor      2.85379E+06   1.15577E+06   1.20482E-03   7.16231E+01   1.20014E+02   1.88027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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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0000E+02   1.92467E-02     liquid      1.13023E-04  -1.05742E+05   9.33600E-05   3.17190E-11   1.75731E+02   4.98400E+02

                                vapor      2.09515E+06   1.15649E+06   1.19048E-03   5.19570E+01   1.20014E+02   1.86630E+03

 8.50000E+02   2.63320E-02     liquid      1.13128E-04  -1.03985E+05   9.32682E-05   3.18557E-11   1.75507E+02   5.00479E+02

                                vapor      1.54962E+06   1.15721E+06   1.17647E-03   3.79765E+01   1.20014E+02   1.85267E+03

 8.60000E+02   3.57641E-02     liquid      1.13234E-04  -1.02231E+05   9.31804E-05   3.19929E-11   1.75289E+02   5.02530E+02

                                vapor      1.15436E+06   1.15793E+06   1.16279E-03   2.79610E+01   1.20014E+02   1.83938E+03

 8.70000E+02   4.82340E-02     liquid      1.13339E-04  -1.00480E+05   9.30964E-05   3.21305E-11   1.75076E+02   5.04556E+02

                                vapor      8.65879E+05   1.15865E+06   1.14943E-03   2.07322E+01   1.20014E+02   1.82641E+03

 8.80000E+02   6.46112E-02     liquid      1.13445E-04  -9.87298E+04   9.30162E-05   3.22687E-11   1.74868E+02   5.06555E+02

                                vapor      6.53833E+05   1.15937E+06   1.13636E-03   1.54772E+01   1.20014E+02   1.81375E+03

 8.90000E+02   8.59822E-02     liquid      1.13550E-04  -9.69822E+04   9.29396E-05   3.24073E-11   1.74664E+02   5.08530E+02

                                vapor      4.96905E+05   1.16009E+06   1.12360E-03   1.16303E+01   1.20014E+02   1.80139E+03

 9.00000E+02   1.13698E-01     liquid      1.13656E-04  -9.52365E+04   9.28665E-05   3.25465E-11   1.74466E+02   5.10480E+02

                                vapor      3.79999E+05   1.16081E+06   1.11111E-03   8.79525E+00   1.20014E+02   1.78931E+03

 1.00000E+03   1.36680E+00     liquid      1.14713E-04  -7.78805E+04   9.23163E-05   3.39676E-11   1.72723E+02   5.28768E+02

                                vapor      3.51225E+04   1.16801E+06   1.00000E-03   7.31635E-01   1.20014E+02   1.68258E+03

1

 Saturation properties of lithium-lead (temperature v. pressure):

 temperature    pressure        state       specific      internal       thermal     isothermal     specific       entropy

                                             volume        energy       expansion     compress.       heat

 -----------   -----------   -----------   -----------   -----------   -----------   -----------   -----------   -----------

 1.50000E+03   2.37448E+03     liquid      1.20130E-04   7.17646E+03   9.31073E-05   4.20833E-11   1.68522E+02   5.97801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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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por      3.03233E+01   1.20401E+06   6.66784E-04   4.21182E-04   1.20022E+02   1.37312E+03

 2.00000E+03   9.89690E+04     liquid      1.25990E-04   9.13855E+04   9.79998E-05   5.26117E-11   1.68917E+02   6.46250E+02

                                vapor      9.68184E-01   1.23982E+06   5.02019E-04   1.01241E-05   1.20212E+02   1.22849E+03

 2.50000E+03   9.27808E+05     liquid      1.32572E-04   1.76599E+05   1.06531E-04   6.69836E-11   1.72572E+02   6.84266E+02

                                vapor      1.27861E-01   1.27454E+06   4.09644E-04   1.09024E-06   1.21219E+02   1.14734E+03

  temperature .gt.    2600.00000000000     

 3.00000E+03   9.27808E+05     liquid      1.32572E-04   1.76599E+05   1.06531E-04   6.69836E-11   1.72572E+02   6.84266E+02

                                vapor      1.27861E-01   1.27454E+06   4.09644E-04   1.09024E-06   1.21219E+02   1.14734E+03

1

 Saturation properties of lithium-lead (pressure v. temperature):

  pressure     temperature      state       specific      internal       thermal     isothermal     specific       entropy

                                             volume        energy       expansion     compress.       heat

 -----------   -----------   -----------   -----------   -----------   -----------   -----------   -----------   -----------

 1.00000E+00   9.86230E+02     liquid      1.14567E-04  -8.02604E+04   9.23739E-05   3.37686E-11   1.72939E+02   5.26372E+02

                                vapor      4.73445E+04   1.16702E+06   1.01396E-03   1.00000E+00   1.20014E+02   1.69592E+03

 1.00000E+01   1.09760E+03     liquid      1.15749E-04  -6.10904E+04   9.20548E-05   3.54106E-11   1.71384E+02   5.44790E+02

                                vapor      5.26909E+03   1.17504E+06   9.11078E-04   1.00000E-01   1.20014E+02   1.59822E+03

 1.00000E+02   1.23733E+03     liquid      1.17247E-04  -3.72484E+04   9.20710E-05   3.75854E-11   1.69967E+02   5.65238E+02

                                vapor      5.93984E+02   1.18510E+06   8.08201E-04   1.00001E-02   1.20014E+02   1.50207E+03

 1.00000E+03   1.41782E+03     liquid      1.19217E-04  -6.68394E+03   9.26569E-05   4.06127E-11   1.68827E+02   5.88298E+02

                                vapor      6.80605E+01   1.19809E+06   7.05366E-04   1.00004E-03   1.20018E+02   1.40787E+03

 1.00000E+04   1.65997E+03     liquid      1.21944E-04   3.41072E+04   9.42818E-05   4.51345E-11   1.68254E+02   6.14861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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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por      7.96638E+00   1.21551E+06   6.02783E-04   1.00030E-04   1.20043E+02   1.31624E+03

 1.00000E+05   2.00185E+03     liquid      1.26013E-04   9.16986E+04   9.80245E-05   5.26568E-11   1.68925E+02   6.46406E+02

                                vapor      9.59075E-01   1.23995E+06   5.01571E-04   1.00199E-05   1.20214E+02   1.22810E+03

 2.00000E+05   2.13417E+03     liquid      1.27673E-04   1.14090E+05   9.99172E-05   5.60130E-11   1.69593E+02   6.57237E+02

                                vapor      5.10470E-01   1.24930E+06   4.71911E-04   5.01735E-06   1.20366E+02   1.20243E+03

 3.00000E+05   2.22001E+03     liquid      1.28779E-04   1.28667E+05   1.01282E-04   5.83482E-11   1.70142E+02   6.63934E+02

                                vapor      3.53532E-01   1.25532E+06   4.54899E-04   3.34929E-06   1.20502E+02   1.18763E+03

 5.00000E+05   2.33851E+03     liquid      1.30348E-04   1.48873E+05   1.03350E-04   6.17994E-11   1.71051E+02   6.72801E+02

                                vapor      2.22911E-01   1.26354E+06   4.33964E-04   2.01429E-06   1.20750E+02   1.16923E+03

 1.00000E+06   2.52110E+03     liquid      1.32870E-04   1.80241E+05   1.06980E-04   6.77064E-11   1.72796E+02   6.85717E+02

                                vapor      1.19551E-01   1.27595E+06   4.06793E-04   1.01222E-06   1.21293E+02   1.14472E+03

1

 Thermodynamic properties of lithium-lead:

  pressure     temperature      state       specific      internal       thermal     isothermal     specific       entropy

                                             volume        energy       expansion     compress.       heat

 -----------   -----------   -----------   -----------   -----------   -----------   -----------   -----------   -----------

 1.00000E+00   4.00000E+02     liquid      1.08287E-04  -1.86388E+05   1.04005E-04   2.60634E-11   1.94742E+02   3.61553E+02

               4.50000E+02     liquid      1.08845E-04  -1.76745E+05   1.01739E-04   2.66830E-11   1.91101E+02   3.84273E+02

               4.60000E+02     liquid      1.08955E-04  -1.74837E+05   1.01338E-04   2.68072E-11   1.90447E+02   3.88466E+02

               4.70000E+02     liquid      1.09066E-04  -1.72936E+05   1.00953E-04   2.69315E-11   1.89815E+02   3.92555E+02

               4.80000E+02     liquid      1.09176E-04  -1.71040E+05   1.00583E-04   2.70560E-11   1.89203E+02   3.96545E+02

               4.90000E+02     liquid      1.09285E-04  -1.69151E+05   1.00227E-04   2.71806E-11   1.88611E+02   4.00440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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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00E+02     liquid      1.09395E-04  -1.67268E+05   9.98838E-05   2.73053E-11   1.88038E+02   4.04245E+02

               5.10000E+02     liquid      1.09504E-04  -1.65391E+05   9.95536E-05   2.74302E-11   1.87483E+02   4.07963E+02

               5.20000E+02     liquid      1.09613E-04  -1.63518E+05   9.92357E-05   2.75553E-11   1.86945E+02   4.11598E+02

               5.30000E+02     liquid      1.09721E-04  -1.61652E+05   9.89294E-05   2.76807E-11   1.86424E+02   4.15154E+02

               5.40000E+02     liquid      1.09830E-04  -1.59790E+05   9.86343E-05   2.78062E-11   1.85918E+02   4.18634E+02

               5.50000E+02     liquid      1.09938E-04  -1.57933E+05   9.83499E-05   2.79320E-11   1.85427E+02   4.22041E+02

               5.60000E+02     liquid      1.10046E-04  -1.56081E+05   9.80757E-05   2.80579E-11   1.84950E+02   4.25378E+02

               5.70000E+02     liquid      1.10154E-04  -1.54234E+05   9.78114E-05   2.81842E-11   1.84488E+02   4.28648E+02

               5.80000E+02     liquid      1.10262E-04  -1.52392E+05   9.75565E-05   2.83107E-11   1.84038E+02   4.31852E+02

               5.90000E+02     liquid      1.10369E-04  -1.50553E+05   9.73107E-05   2.84374E-11   1.83601E+02   4.34995E+02

               6.00000E+02     liquid      1.10476E-04  -1.48719E+05   9.70736E-05   2.85645E-11   1.83177E+02   4.38077E+02

               6.10000E+02     liquid      1.10583E-04  -1.46890E+05   9.68450E-05   2.86918E-11   1.82764E+02   4.41101E+02

               6.20000E+02     liquid      1.10691E-04  -1.45064E+05   9.66244E-05   2.88194E-11   1.82362E+02   4.44070E+02

               6.30000E+02     liquid      1.10797E-04  -1.43242E+05   9.64117E-05   2.89474E-11   1.81972E+02   4.46984E+02

               6.40000E+02     liquid      1.10904E-04  -1.41425E+05   9.62064E-05   2.90756E-11   1.81592E+02   4.49847E+02

               6.50000E+02     liquid      1.11011E-04  -1.39611E+05   9.60085E-05   2.92042E-11   1.81222E+02   4.52660E+02

               6.60000E+02     liquid      1.11117E-04  -1.37800E+05   9.58175E-05   2.93331E-11   1.80861E+02   4.55424E+02

               6.70000E+02     liquid      1.11224E-04  -1.35993E+05   9.56334E-05   2.94623E-11   1.80511E+02   4.58141E+02

               6.80000E+02     liquid      1.11330E-04  -1.34190E+05   9.54558E-05   2.95919E-11   1.80169E+02   4.60813E+02

               6.90000E+02     liquid      1.11436E-04  -1.32390E+05   9.52845E-05   2.97218E-11   1.79836E+02   4.63440E+02

               7.00000E+02     liquid      1.11542E-04  -1.30593E+05   9.51194E-05   2.98521E-11   1.79512E+02   4.66026E+02

               7.10000E+02     liquid      1.11648E-04  -1.28800E+05   9.49603E-05   2.99828E-11   1.79195E+02   4.68570E+02

               7.20000E+02     liquid      1.11754E-04  -1.27009E+05   9.48069E-05   3.01139E-11   1.78887E+02   4.71074E+02

               7.30000E+02     liquid      1.11860E-04  -1.25222E+05   9.46591E-05   3.02453E-11   1.78587E+02   4.73539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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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0000E+02     liquid      1.11966E-04  -1.23438E+05   9.45167E-05   3.03772E-11   1.78294E+02   4.75967E+02

               7.50000E+02     liquid      1.12072E-04  -1.21656E+05   9.43796E-05   3.05094E-11   1.78008E+02   4.78358E+02

               7.60000E+02     liquid      1.12178E-04  -1.19877E+05   9.42477E-05   3.06421E-11   1.77730E+02   4.80714E+02

               7.70000E+02     liquid      1.12283E-04  -1.18101E+05   9.41207E-05   3.07752E-11   1.77458E+02   4.83036E+02

               7.80000E+02     liquid      1.12389E-04  -1.16328E+05   9.39985E-05   3.09087E-11   1.77193E+02   4.85324E+02

               7.90000E+02     liquid      1.12495E-04  -1.14558E+05   9.38810E-05   3.10426E-11   1.76934E+02   4.87580E+02

               8.00000E+02     liquid      1.12600E-04  -1.12789E+05   9.37681E-05   3.11770E-11   1.76681E+02   4.89804E+02

               8.10000E+02     liquid      1.12706E-04  -1.11024E+05   9.36597E-05   3.13118E-11   1.76435E+02   4.91997E+02

               8.20000E+02     liquid      1.12812E-04  -1.09261E+05   9.35556E-05   3.14471E-11   1.76195E+02   4.94160E+02

               8.30000E+02     liquid      1.12917E-04  -1.07500E+05   9.34557E-05   3.15828E-11   1.75960E+02   4.96295E+02

               8.40000E+02     liquid      1.13023E-04  -1.05742E+05   9.33600E-05   3.17190E-11   1.75731E+02   4.98400E+02

               8.50000E+02     liquid      1.13128E-04  -1.03985E+05   9.32682E-05   3.18557E-11   1.75507E+02   5.00479E+02

               8.60000E+02     liquid      1.13234E-04  -1.02231E+05   9.31804E-05   3.19929E-11   1.75289E+02   5.02530E+02

               8.70000E+02     liquid      1.13339E-04  -1.00480E+05   9.30964E-05   3.21305E-11   1.75076E+02   5.04556E+02

               8.80000E+02     liquid      1.13445E-04  -9.87298E+04   9.30162E-05   3.22687E-11   1.74868E+02   5.06555E+02

               8.90000E+02     liquid      1.13550E-04  -9.69822E+04   9.29396E-05   3.24073E-11   1.74664E+02   5.08530E+02

               9.00000E+02     liquid      1.13656E-04  -9.52365E+04   9.28665E-05   3.25465E-11   1.74466E+02   5.10480E+02

               1.00000E+03      vapor      4.80055E+04   1.16801E+06   1.00000E-03   1.00000E+00   1.20014E+02   1.69758E+03

1

 Thermodynamic properties of lithium-lead:

  pressure     temperature      state       specific      internal       thermal     isothermal     specific       entropy

                                             volume        energy       expansion     compress.       heat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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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0E+00   1.50000E+03      vapor      7.20083E+04   1.20401E+06   6.66667E-04   1.00000E+00   1.20014E+02   1.74625E+03

               2.00000E+03      vapor      9.60111E+04   1.24002E+06   5.00000E-04   1.00000E+00   1.20014E+02   1.78077E+03

               2.50000E+03      vapor      1.20014E+05   1.27602E+06   4.00000E-04   1.00000E+00   1.20014E+02   1.80755E+03

  temperature .gt.    2600.00000000000     

               3.00000E+03      vapor      1.20014E+05   1.27602E+06   4.00000E-04   1.00000E+00   1.20014E+02   1.80755E+03

1

 Thermodynamic properties of lithium-lead:

  pressure     temperature      state       specific      internal       thermal     isothermal     specific       entropy

                                             volume        energy       expansion     compress.       heat

 -----------   -----------   -----------   -----------   -----------   -----------   -----------   -----------   -----------

 1.00000E+01   4.00000E+02     liquid      1.08287E-04  -1.86388E+05   1.04005E-04   2.60634E-11   1.94742E+02   3.61553E+02

               4.50000E+02     liquid      1.08845E-04  -1.76745E+05   1.01739E-04   2.66830E-11   1.91101E+02   3.84273E+02

               4.60000E+02     liquid      1.08955E-04  -1.74837E+05   1.01338E-04   2.68072E-11   1.90447E+02   3.88466E+02

               4.70000E+02     liquid      1.09066E-04  -1.72936E+05   1.00953E-04   2.69315E-11   1.89815E+02   3.92555E+02

               4.80000E+02     liquid      1.09176E-04  -1.71040E+05   1.00583E-04   2.70560E-11   1.89203E+02   3.96545E+02

               4.90000E+02     liquid      1.09285E-04  -1.69151E+05   1.00227E-04   2.71806E-11   1.88611E+02   4.00440E+02

               5.00000E+02     liquid      1.09395E-04  -1.67268E+05   9.98838E-05   2.73053E-11   1.88038E+02   4.04245E+02

               5.10000E+02     liquid      1.09504E-04  -1.65391E+05   9.95536E-05   2.74302E-11   1.87483E+02   4.07963E+02

               5.20000E+02     liquid      1.09613E-04  -1.63518E+05   9.92357E-05   2.75553E-11   1.86945E+02   4.11598E+02

               5.30000E+02     liquid      1.09721E-04  -1.61652E+05   9.89294E-05   2.76807E-11   1.86424E+02   4.15154E+02

               5.40000E+02     liquid      1.09830E-04  -1.59790E+05   9.86343E-05   2.78062E-11   1.85918E+02   4.18634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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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0000E+02     liquid      1.09938E-04  -1.57933E+05   9.83499E-05   2.79320E-11   1.85427E+02   4.22041E+02

               5.60000E+02     liquid      1.10046E-04  -1.56081E+05   9.80757E-05   2.80579E-11   1.84950E+02   4.25378E+02

               5.70000E+02     liquid      1.10154E-04  -1.54234E+05   9.78114E-05   2.81842E-11   1.84488E+02   4.28648E+02

               5.80000E+02     liquid      1.10262E-04  -1.52392E+05   9.75565E-05   2.83107E-11   1.84038E+02   4.31852E+02

               5.90000E+02     liquid      1.10369E-04  -1.50553E+05   9.73107E-05   2.84374E-11   1.83601E+02   4.34995E+02

               6.00000E+02     liquid      1.10476E-04  -1.48719E+05   9.70736E-05   2.85645E-11   1.83177E+02   4.38077E+02

               6.10000E+02     liquid      1.10583E-04  -1.46890E+05   9.68450E-05   2.86918E-11   1.82764E+02   4.41101E+02

               6.20000E+02     liquid      1.10691E-04  -1.45064E+05   9.66244E-05   2.88194E-11   1.82362E+02   4.44070E+02

               6.30000E+02     liquid      1.10797E-04  -1.43242E+05   9.64117E-05   2.89474E-11   1.81972E+02   4.46984E+02

               6.40000E+02     liquid      1.10904E-04  -1.41425E+05   9.62064E-05   2.90756E-11   1.81592E+02   4.49847E+02

               6.50000E+02     liquid      1.11011E-04  -1.39611E+05   9.60085E-05   2.92042E-11   1.81222E+02   4.52660E+02

               6.60000E+02     liquid      1.11117E-04  -1.37800E+05   9.58175E-05   2.93331E-11   1.80861E+02   4.55424E+02

               6.70000E+02     liquid      1.11224E-04  -1.35993E+05   9.56334E-05   2.94623E-11   1.80511E+02   4.58141E+02

               6.80000E+02     liquid      1.11330E-04  -1.34190E+05   9.54558E-05   2.95919E-11   1.80169E+02   4.60813E+02

               6.90000E+02     liquid      1.11436E-04  -1.32390E+05   9.52845E-05   2.97218E-11   1.79836E+02   4.63440E+02

               7.00000E+02     liquid      1.11542E-04  -1.30593E+05   9.51194E-05   2.98521E-11   1.79512E+02   4.66026E+02

               7.10000E+02     liquid      1.11648E-04  -1.28800E+05   9.49603E-05   2.99828E-11   1.79195E+02   4.68570E+02

               7.20000E+02     liquid      1.11754E-04  -1.27009E+05   9.48069E-05   3.01139E-11   1.78887E+02   4.71074E+02

               7.30000E+02     liquid      1.11860E-04  -1.25222E+05   9.46591E-05   3.02453E-11   1.78587E+02   4.73539E+02

               7.40000E+02     liquid      1.11966E-04  -1.23438E+05   9.45167E-05   3.03772E-11   1.78294E+02   4.75967E+02

               7.50000E+02     liquid      1.12072E-04  -1.21656E+05   9.43796E-05   3.05094E-11   1.78008E+02   4.78358E+02

               7.60000E+02     liquid      1.12178E-04  -1.19877E+05   9.42477E-05   3.06421E-11   1.77730E+02   4.80714E+02

               7.70000E+02     liquid      1.12283E-04  -1.18101E+05   9.41207E-05   3.07752E-11   1.77458E+02   4.83036E+02

               7.80000E+02     liquid      1.12389E-04  -1.16328E+05   9.39985E-05   3.09087E-11   1.77193E+02   4.85324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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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0000E+02     liquid      1.12495E-04  -1.14558E+05   9.38810E-05   3.10426E-11   1.76934E+02   4.87580E+02

               8.00000E+02     liquid      1.12600E-04  -1.12789E+05   9.37681E-05   3.11770E-11   1.76681E+02   4.89804E+02

               8.10000E+02     liquid      1.12706E-04  -1.11024E+05   9.36597E-05   3.13118E-11   1.76435E+02   4.91997E+02

               8.20000E+02     liquid      1.12812E-04  -1.09261E+05   9.35556E-05   3.14471E-11   1.76195E+02   4.94160E+02

               8.30000E+02     liquid      1.12917E-04  -1.07500E+05   9.34557E-05   3.15828E-11   1.75960E+02   4.96295E+02

               8.40000E+02     liquid      1.13023E-04  -1.05742E+05   9.33600E-05   3.17190E-11   1.75731E+02   4.98400E+02

               8.50000E+02     liquid      1.13128E-04  -1.03985E+05   9.32682E-05   3.18557E-11   1.75507E+02   5.00479E+02

               8.60000E+02     liquid      1.13234E-04  -1.02231E+05   9.31804E-05   3.19929E-11   1.75289E+02   5.02530E+02

               8.70000E+02     liquid      1.13339E-04  -1.00480E+05   9.30964E-05   3.21305E-11   1.75076E+02   5.04556E+02

               8.80000E+02     liquid      1.13445E-04  -9.87298E+04   9.30162E-05   3.22687E-11   1.74868E+02   5.06555E+02

               8.90000E+02     liquid      1.13550E-04  -9.69822E+04   9.29396E-05   3.24073E-11   1.74664E+02   5.08530E+02

               9.00000E+02     liquid      1.13656E-04  -9.52365E+04   9.28665E-05   3.25465E-11   1.74466E+02   5.10480E+02

               1.00000E+03     liquid      1.14713E-04  -7.78805E+04   9.23163E-05   3.39676E-11   1.72723E+02   5.28768E+02

1

 Thermodynamic properties of lithium-lead:

  pressure     temperature      state       specific      internal       thermal     isothermal     specific       entropy

                                             volume        energy       expansion     compress.       heat

 -----------   -----------   -----------   -----------   -----------   -----------   -----------   -----------   -----------

 1.00000E+01   1.50000E+03      vapor      7.20083E+03   1.20401E+06   6.66667E-04   1.00000E-01   1.20014E+02   1.63571E+03

               2.00000E+03      vapor      9.60111E+03   1.24002E+06   5.00000E-04   1.00000E-01   1.20014E+02   1.67023E+03

               2.50000E+03      vapor      1.20014E+04   1.27602E+06   4.00000E-04   1.00000E-01   1.20014E+02   1.69701E+03

  temperature .gt.    2600.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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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00E+03      vapor      1.20014E+04   1.27602E+06   4.00000E-04   1.00000E-01   1.20014E+02   1.69701E+03

1

 Thermodynamic properties of lithium-lead:

  pressure     temperature      state       specific      internal       thermal     isothermal     specific       entropy

                                             volume        energy       expansion     compress.       heat

 -----------   -----------   -----------   -----------   -----------   -----------   -----------   -----------   -----------

 1.00000E+02   4.00000E+02     liquid      1.08287E-04  -1.86388E+05   1.04005E-04   2.60634E-11   1.94742E+02   3.61553E+02

               4.50000E+02     liquid      1.08845E-04  -1.76745E+05   1.01739E-04   2.66830E-11   1.91101E+02   3.84273E+02

               4.60000E+02     liquid      1.08955E-04  -1.74837E+05   1.01338E-04   2.68072E-11   1.90447E+02   3.88466E+02

               4.70000E+02     liquid      1.09066E-04  -1.72936E+05   1.00953E-04   2.69315E-11   1.89815E+02   3.92555E+02

               4.80000E+02     liquid      1.09176E-04  -1.71040E+05   1.00583E-04   2.70560E-11   1.89203E+02   3.96545E+02

               4.90000E+02     liquid      1.09285E-04  -1.69151E+05   1.00227E-04   2.71806E-11   1.88611E+02   4.00440E+02

               5.00000E+02     liquid      1.09395E-04  -1.67268E+05   9.98838E-05   2.73053E-11   1.88038E+02   4.04245E+02

               5.10000E+02     liquid      1.09504E-04  -1.65391E+05   9.95536E-05   2.74302E-11   1.87483E+02   4.07963E+02

               5.20000E+02     liquid      1.09613E-04  -1.63518E+05   9.92357E-05   2.75553E-11   1.86945E+02   4.11598E+02

               5.30000E+02     liquid      1.09721E-04  -1.61652E+05   9.89294E-05   2.76807E-11   1.86424E+02   4.15154E+02

               5.40000E+02     liquid      1.09830E-04  -1.59790E+05   9.86343E-05   2.78062E-11   1.85918E+02   4.18634E+02

               5.50000E+02     liquid      1.09938E-04  -1.57933E+05   9.83499E-05   2.79320E-11   1.85427E+02   4.22041E+02

               5.60000E+02     liquid      1.10046E-04  -1.56081E+05   9.80757E-05   2.80579E-11   1.84950E+02   4.25378E+02

               5.70000E+02     liquid      1.10154E-04  -1.54234E+05   9.78114E-05   2.81842E-11   1.84488E+02   4.28648E+02

               5.80000E+02     liquid      1.10262E-04  -1.52392E+05   9.75565E-05   2.83107E-11   1.84038E+02   4.31852E+02

               5.90000E+02     liquid      1.10369E-04  -1.50553E+05   9.73107E-05   2.84374E-11   1.83601E+02   4.34995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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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00E+02     liquid      1.10476E-04  -1.48719E+05   9.70736E-05   2.85645E-11   1.83177E+02   4.38077E+02

               6.10000E+02     liquid      1.10583E-04  -1.46890E+05   9.68450E-05   2.86918E-11   1.82764E+02   4.41101E+02

               6.20000E+02     liquid      1.10691E-04  -1.45064E+05   9.66244E-05   2.88194E-11   1.82362E+02   4.44070E+02

               6.30000E+02     liquid      1.10797E-04  -1.43242E+05   9.64117E-05   2.89474E-11   1.81972E+02   4.46984E+02

               6.40000E+02     liquid      1.10904E-04  -1.41425E+05   9.62064E-05   2.90756E-11   1.81592E+02   4.49847E+02

               6.50000E+02     liquid      1.11011E-04  -1.39611E+05   9.60085E-05   2.92042E-11   1.81222E+02   4.52660E+02

               6.60000E+02     liquid      1.11117E-04  -1.37800E+05   9.58175E-05   2.93331E-11   1.80861E+02   4.55424E+02

               6.70000E+02     liquid      1.11224E-04  -1.35993E+05   9.56334E-05   2.94623E-11   1.80511E+02   4.58141E+02

               6.80000E+02     liquid      1.11330E-04  -1.34190E+05   9.54558E-05   2.95919E-11   1.80169E+02   4.60813E+02

               6.90000E+02     liquid      1.11436E-04  -1.32390E+05   9.52845E-05   2.97218E-11   1.79836E+02   4.63440E+02

               7.00000E+02     liquid      1.11542E-04  -1.30593E+05   9.51194E-05   2.98521E-11   1.79512E+02   4.66026E+02

               7.10000E+02     liquid      1.11648E-04  -1.28800E+05   9.49603E-05   2.99828E-11   1.79195E+02   4.68570E+02

               7.20000E+02     liquid      1.11754E-04  -1.27009E+05   9.48069E-05   3.01139E-11   1.78887E+02   4.71074E+02

               7.30000E+02     liquid      1.11860E-04  -1.25222E+05   9.46591E-05   3.02453E-11   1.78587E+02   4.73539E+02

               7.40000E+02     liquid      1.11966E-04  -1.23438E+05   9.45167E-05   3.03772E-11   1.78294E+02   4.75967E+02

               7.50000E+02     liquid      1.12072E-04  -1.21656E+05   9.43796E-05   3.05094E-11   1.78008E+02   4.78358E+02

               7.60000E+02     liquid      1.12178E-04  -1.19877E+05   9.42477E-05   3.06421E-11   1.77730E+02   4.80714E+02

               7.70000E+02     liquid      1.12283E-04  -1.18101E+05   9.41207E-05   3.07752E-11   1.77458E+02   4.83036E+02

               7.80000E+02     liquid      1.12389E-04  -1.16328E+05   9.39985E-05   3.09087E-11   1.77193E+02   4.85324E+02

               7.90000E+02     liquid      1.12495E-04  -1.14558E+05   9.38810E-05   3.10426E-11   1.76934E+02   4.87580E+02

               8.00000E+02     liquid      1.12600E-04  -1.12789E+05   9.37681E-05   3.11770E-11   1.76681E+02   4.89804E+02

               8.10000E+02     liquid      1.12706E-04  -1.11024E+05   9.36597E-05   3.13118E-11   1.76435E+02   4.91997E+02

               8.20000E+02     liquid      1.12812E-04  -1.09261E+05   9.35556E-05   3.14471E-11   1.76195E+02   4.94160E+02

               8.30000E+02     liquid      1.12917E-04  -1.07500E+05   9.34557E-05   3.15828E-11   1.75960E+02   4.96295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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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0000E+02     liquid      1.13023E-04  -1.05742E+05   9.33600E-05   3.17190E-11   1.75731E+02   4.98400E+02

               8.50000E+02     liquid      1.13128E-04  -1.03985E+05   9.32682E-05   3.18557E-11   1.75507E+02   5.00479E+02

               8.60000E+02     liquid      1.13234E-04  -1.02231E+05   9.31804E-05   3.19929E-11   1.75289E+02   5.02530E+02

               8.70000E+02     liquid      1.13339E-04  -1.00480E+05   9.30964E-05   3.21305E-11   1.75076E+02   5.04556E+02

               8.80000E+02     liquid      1.13445E-04  -9.87298E+04   9.30162E-05   3.22687E-11   1.74868E+02   5.06555E+02

               8.90000E+02     liquid      1.13550E-04  -9.69822E+04   9.29396E-05   3.24073E-11   1.74664E+02   5.08530E+02

               9.00000E+02     liquid      1.13656E-04  -9.52365E+04   9.28665E-05   3.25465E-11   1.74466E+02   5.10480E+02

               1.00000E+03     liquid      1.14713E-04  -7.78805E+04   9.23163E-05   3.39676E-11   1.72723E+02   5.28768E+02

1

 Thermodynamic properties of lithium-lead:

  pressure     temperature      state       specific      internal       thermal     isothermal     specific       entropy

                                             volume        energy       expansion     compress.       heat

 -----------   -----------   -----------   -----------   -----------   -----------   -----------   -----------   -----------

 1.00000E+02   1.50000E+03      vapor      7.20081E+02   1.20401E+06   6.66672E-04   1.00000E-02   1.20014E+02   1.52517E+03

               2.00000E+03      vapor      9.60109E+02   1.24002E+06   5.00002E-04   1.00000E-02   1.20014E+02   1.55970E+03

               2.50000E+03      vapor      1.20014E+03   1.27602E+06   4.00001E-04   1.00000E-02   1.20014E+02   1.58648E+03

  temperature .gt.    2600.00000000000     

               3.00000E+03      vapor      1.20014E+03   1.27602E+06   4.00001E-04   1.00000E-02   1.20014E+02   1.58648E+03

1

 Thermodynamic properties of lithium-lead:

  pressure     temperature      state       specific      internal       thermal     isothermal     specific       entr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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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ume        energy       expansion     compress.       heat

 -----------   -----------   -----------   -----------   -----------   -----------   -----------   -----------   -----------

 1.00000E+03   4.00000E+02     liquid      1.08287E-04  -1.86388E+05   1.04005E-04   2.60634E-11   1.94742E+02   3.61553E+02

               4.50000E+02     liquid      1.08845E-04  -1.76745E+05   1.01739E-04   2.66830E-11   1.91101E+02   3.84273E+02

               4.60000E+02     liquid      1.08955E-04  -1.74837E+05   1.01338E-04   2.68072E-11   1.90447E+02   3.88466E+02

               4.70000E+02     liquid      1.09066E-04  -1.72936E+05   1.00953E-04   2.69315E-11   1.89815E+02   3.92555E+02

               4.80000E+02     liquid      1.09176E-04  -1.71040E+05   1.00583E-04   2.70560E-11   1.89203E+02   3.96545E+02

               4.90000E+02     liquid      1.09285E-04  -1.69151E+05   1.00227E-04   2.71805E-11   1.88611E+02   4.00440E+02

               5.00000E+02     liquid      1.09395E-04  -1.67268E+05   9.98838E-05   2.73053E-11   1.88038E+02   4.04245E+02

               5.10000E+02     liquid      1.09504E-04  -1.65391E+05   9.95536E-05   2.74302E-11   1.87483E+02   4.07963E+02

               5.20000E+02     liquid      1.09613E-04  -1.63518E+05   9.92357E-05   2.75553E-11   1.86945E+02   4.11598E+02

               5.30000E+02     liquid      1.09721E-04  -1.61652E+05   9.89294E-05   2.76807E-11   1.86424E+02   4.15154E+02

               5.40000E+02     liquid      1.09830E-04  -1.59790E+05   9.86343E-05   2.78062E-11   1.85918E+02   4.18634E+02

               5.50000E+02     liquid      1.09938E-04  -1.57933E+05   9.83499E-05   2.79320E-11   1.85427E+02   4.22041E+02

               5.60000E+02     liquid      1.10046E-04  -1.56081E+05   9.80757E-05   2.80579E-11   1.84950E+02   4.25378E+02

               5.70000E+02     liquid      1.10154E-04  -1.54234E+05   9.78114E-05   2.81842E-11   1.84488E+02   4.28648E+02

               5.80000E+02     liquid      1.10262E-04  -1.52392E+05   9.75565E-05   2.83107E-11   1.84038E+02   4.31852E+02

               5.90000E+02     liquid      1.10369E-04  -1.50553E+05   9.73107E-05   2.84374E-11   1.83601E+02   4.34995E+02

               6.00000E+02     liquid      1.10476E-04  -1.48719E+05   9.70736E-05   2.85645E-11   1.83177E+02   4.38077E+02

               6.10000E+02     liquid      1.10583E-04  -1.46890E+05   9.68450E-05   2.86918E-11   1.82764E+02   4.41101E+02

               6.20000E+02     liquid      1.10691E-04  -1.45064E+05   9.66244E-05   2.88194E-11   1.82362E+02   4.44070E+02

               6.30000E+02     liquid      1.10797E-04  -1.43242E+05   9.64117E-05   2.89474E-11   1.81972E+02   4.46984E+02

               6.40000E+02     liquid      1.10904E-04  -1.41425E+05   9.62064E-05   2.90756E-11   1.81592E+02   4.49847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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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0000E+02     liquid      1.11011E-04  -1.39611E+05   9.60085E-05   2.92042E-11   1.81222E+02   4.52660E+02

               6.60000E+02     liquid      1.11117E-04  -1.37800E+05   9.58175E-05   2.93331E-11   1.80861E+02   4.55424E+02

               6.70000E+02     liquid      1.11224E-04  -1.35993E+05   9.56334E-05   2.94623E-11   1.80511E+02   4.58141E+02

               6.80000E+02     liquid      1.11330E-04  -1.34190E+05   9.54558E-05   2.95919E-11   1.80169E+02   4.60813E+02

               6.90000E+02     liquid      1.11436E-04  -1.32390E+05   9.52845E-05   2.97218E-11   1.79836E+02   4.63440E+02

               7.00000E+02     liquid      1.11542E-04  -1.30593E+05   9.51194E-05   2.98521E-11   1.79512E+02   4.66026E+02

               7.10000E+02     liquid      1.11648E-04  -1.28800E+05   9.49603E-05   2.99828E-11   1.79195E+02   4.68570E+02

               7.20000E+02     liquid      1.11754E-04  -1.27009E+05   9.48069E-05   3.01139E-11   1.78887E+02   4.71074E+02

               7.30000E+02     liquid      1.11860E-04  -1.25222E+05   9.46591E-05   3.02453E-11   1.78587E+02   4.73539E+02

               7.40000E+02     liquid      1.11966E-04  -1.23438E+05   9.45167E-05   3.03772E-11   1.78294E+02   4.75967E+02

               7.50000E+02     liquid      1.12072E-04  -1.21656E+05   9.43796E-05   3.05094E-11   1.78008E+02   4.78358E+02

               7.60000E+02     liquid      1.12178E-04  -1.19877E+05   9.42477E-05   3.06421E-11   1.77730E+02   4.80714E+02

               7.70000E+02     liquid      1.12283E-04  -1.18101E+05   9.41206E-05   3.07751E-11   1.77458E+02   4.83036E+02

               7.80000E+02     liquid      1.12389E-04  -1.16328E+05   9.39985E-05   3.09087E-11   1.77193E+02   4.85324E+02

               7.90000E+02     liquid      1.12495E-04  -1.14558E+05   9.38810E-05   3.10426E-11   1.76934E+02   4.87580E+02

               8.00000E+02     liquid      1.12600E-04  -1.12789E+05   9.37681E-05   3.11770E-11   1.76681E+02   4.89804E+02

               8.10000E+02     liquid      1.12706E-04  -1.11024E+05   9.36597E-05   3.13118E-11   1.76435E+02   4.91997E+02

               8.20000E+02     liquid      1.12812E-04  -1.09261E+05   9.35556E-05   3.14471E-11   1.76195E+02   4.94160E+02

               8.30000E+02     liquid      1.12917E-04  -1.07500E+05   9.34557E-05   3.15828E-11   1.75960E+02   4.96295E+02

               8.40000E+02     liquid      1.13023E-04  -1.05742E+05   9.33599E-05   3.17190E-11   1.75731E+02   4.98400E+02

               8.50000E+02     liquid      1.13128E-04  -1.03985E+05   9.32682E-05   3.18557E-11   1.75507E+02   5.00479E+02

               8.60000E+02     liquid      1.13234E-04  -1.02231E+05   9.31804E-05   3.19929E-11   1.75289E+02   5.02530E+02

               8.70000E+02     liquid      1.13339E-04  -1.00480E+05   9.30964E-05   3.21305E-11   1.75076E+02   5.04556E+02

               8.80000E+02     liquid      1.13445E-04  -9.87298E+04   9.30162E-05   3.22687E-11   1.74868E+02   5.06555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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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0000E+02     liquid      1.13550E-04  -9.69822E+04   9.29396E-05   3.24073E-11   1.74664E+02   5.08530E+02

               9.00000E+02     liquid      1.13656E-04  -9.52365E+04   9.28665E-05   3.25465E-11   1.74466E+02   5.10480E+02

               1.00000E+03     liquid      1.14713E-04  -7.78806E+04   9.23163E-05   3.39676E-11   1.72723E+02   5.28768E+02

1

 Thermodynamic properties of lithium-lead:

  pressure     temperature      state       specific      internal       thermal     isothermal     specific       entropy

                                             volume        energy       expansion     compress.       heat

 -----------   -----------   -----------   -----------   -----------   -----------   -----------   -----------   -----------

 1.00000E+03   1.50000E+03      vapor      7.20057E+01   1.20401E+06   6.66716E-04   1.00004E-03   1.20017E+02   1.41463E+03

               2.00000E+03      vapor      9.60091E+01   1.24001E+06   5.00021E-04   1.00002E-03   1.20016E+02   1.44916E+03

               2.50000E+03      vapor      1.20012E+02   1.27602E+06   4.00011E-04   1.00001E-03   1.20015E+02   1.47594E+03

  temperature .gt.    2600.00000000000     

               3.00000E+03      vapor      1.20012E+02   1.27602E+06   4.00011E-04   1.00001E-03   1.20015E+02   1.47594E+03

1

 Thermodynamic properties of lithium-lead:

  pressure     temperature      state       specific      internal       thermal     isothermal     specific       entropy

                                             volume        energy       expansion     compress.       heat

 -----------   -----------   -----------   -----------   -----------   -----------   -----------   -----------   -----------

 1.00000E+04   4.00000E+02     liquid      1.08287E-04  -1.86388E+05   1.04005E-04   2.60634E-11   1.94742E+02   3.61553E+02

               4.50000E+02     liquid      1.08845E-04  -1.76745E+05   1.01739E-04   2.66830E-11   1.91101E+02   3.84273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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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0000E+02     liquid      1.08955E-04  -1.74837E+05   1.01338E-04   2.68072E-11   1.90447E+02   3.88466E+02

               4.70000E+02     liquid      1.09066E-04  -1.72936E+05   1.00953E-04   2.69315E-11   1.89815E+02   3.92555E+02

               4.80000E+02     liquid      1.09176E-04  -1.71041E+05   1.00583E-04   2.70559E-11   1.89203E+02   3.96545E+02

               4.90000E+02     liquid      1.09285E-04  -1.69151E+05   1.00227E-04   2.71805E-11   1.88611E+02   4.00440E+02

               5.00000E+02     liquid      1.09395E-04  -1.67268E+05   9.98837E-05   2.73053E-11   1.88038E+02   4.04245E+02

               5.10000E+02     liquid      1.09504E-04  -1.65391E+05   9.95535E-05   2.74302E-11   1.87483E+02   4.07963E+02

               5.20000E+02     liquid      1.09613E-04  -1.63519E+05   9.92356E-05   2.75553E-11   1.86945E+02   4.11598E+02

               5.30000E+02     liquid      1.09721E-04  -1.61652E+05   9.89293E-05   2.76806E-11   1.86424E+02   4.15154E+02

               5.40000E+02     liquid      1.09830E-04  -1.59790E+05   9.86342E-05   2.78061E-11   1.85918E+02   4.18634E+02

               5.50000E+02     liquid      1.09938E-04  -1.57933E+05   9.83498E-05   2.79319E-11   1.85427E+02   4.22041E+02

               5.60000E+02     liquid      1.10046E-04  -1.56081E+05   9.80756E-05   2.80579E-11   1.84950E+02   4.25378E+02

               5.70000E+02     liquid      1.10154E-04  -1.54234E+05   9.78113E-05   2.81841E-11   1.84488E+02   4.28647E+02

               5.80000E+02     liquid      1.10261E-04  -1.52392E+05   9.75564E-05   2.83106E-11   1.84038E+02   4.31852E+02

               5.90000E+02     liquid      1.10369E-04  -1.50553E+05   9.73106E-05   2.84374E-11   1.83601E+02   4.34994E+02

               6.00000E+02     liquid      1.10476E-04  -1.48720E+05   9.70735E-05   2.85644E-11   1.83177E+02   4.38077E+02

               6.10000E+02     liquid      1.10583E-04  -1.46890E+05   9.68449E-05   2.86918E-11   1.82764E+02   4.41101E+02

               6.20000E+02     liquid      1.10690E-04  -1.45064E+05   9.66243E-05   2.88194E-11   1.82362E+02   4.44070E+02

               6.30000E+02     liquid      1.10797E-04  -1.43243E+05   9.64115E-05   2.89473E-11   1.81972E+02   4.46984E+02

               6.40000E+02     liquid      1.10904E-04  -1.41425E+05   9.62063E-05   2.90755E-11   1.81592E+02   4.49847E+02

               6.50000E+02     liquid      1.11011E-04  -1.39611E+05   9.60084E-05   2.92041E-11   1.81222E+02   4.52660E+02

               6.60000E+02     liquid      1.11117E-04  -1.37800E+05   9.58174E-05   2.93330E-11   1.80861E+02   4.55424E+02

               6.70000E+02     liquid      1.11224E-04  -1.35993E+05   9.56333E-05   2.94622E-11   1.80511E+02   4.58141E+02

               6.80000E+02     liquid      1.11330E-04  -1.34190E+05   9.54557E-05   2.95918E-11   1.80169E+02   4.60813E+02

               6.90000E+02     liquid      1.11436E-04  -1.32390E+05   9.52844E-05   2.97218E-11   1.79836E+02   4.63440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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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000E+02     liquid      1.11542E-04  -1.30593E+05   9.51193E-05   2.98521E-11   1.79512E+02   4.66026E+02

               7.10000E+02     liquid      1.11648E-04  -1.28800E+05   9.49602E-05   2.99828E-11   1.79195E+02   4.68570E+02

               7.20000E+02     liquid      1.11754E-04  -1.27009E+05   9.48068E-05   3.01138E-11   1.78887E+02   4.71074E+02

               7.30000E+02     liquid      1.11860E-04  -1.25222E+05   9.46590E-05   3.02453E-11   1.78587E+02   4.73539E+02

               7.40000E+02     liquid      1.11966E-04  -1.23438E+05   9.45166E-05   3.03771E-11   1.78294E+02   4.75967E+02

               7.50000E+02     liquid      1.12072E-04  -1.21656E+05   9.43795E-05   3.05094E-11   1.78008E+02   4.78358E+02

               7.60000E+02     liquid      1.12178E-04  -1.19877E+05   9.42475E-05   3.06420E-11   1.77730E+02   4.80714E+02

               7.70000E+02     liquid      1.12283E-04  -1.18101E+05   9.41205E-05   3.07751E-11   1.77458E+02   4.83036E+02

               7.80000E+02     liquid      1.12389E-04  -1.16328E+05   9.39984E-05   3.09086E-11   1.77193E+02   4.85324E+02

               7.90000E+02     liquid      1.12495E-04  -1.14558E+05   9.38809E-05   3.10425E-11   1.76934E+02   4.87579E+02

               8.00000E+02     liquid      1.12600E-04  -1.12790E+05   9.37680E-05   3.11769E-11   1.76681E+02   4.89803E+02

               8.10000E+02     liquid      1.12706E-04  -1.11024E+05   9.36595E-05   3.13117E-11   1.76435E+02   4.91997E+02

               8.20000E+02     liquid      1.12811E-04  -1.09261E+05   9.35554E-05   3.14470E-11   1.76195E+02   4.94160E+02

               8.30000E+02     liquid      1.12917E-04  -1.07500E+05   9.34556E-05   3.15828E-11   1.75960E+02   4.96294E+02

               8.40000E+02     liquid      1.13023E-04  -1.05742E+05   9.33598E-05   3.17190E-11   1.75731E+02   4.98400E+02

               8.50000E+02     liquid      1.13128E-04  -1.03985E+05   9.32681E-05   3.18556E-11   1.75507E+02   5.00479E+02

               8.60000E+02     liquid      1.13234E-04  -1.02231E+05   9.31803E-05   3.19928E-11   1.75289E+02   5.02530E+02

               8.70000E+02     liquid      1.13339E-04  -1.00480E+05   9.30963E-05   3.21305E-11   1.75076E+02   5.04555E+02

               8.80000E+02     liquid      1.13445E-04  -9.87299E+04   9.30160E-05   3.22686E-11   1.74868E+02   5.06555E+02

               8.90000E+02     liquid      1.13550E-04  -9.69823E+04   9.29394E-05   3.24073E-11   1.74664E+02   5.08530E+02

               9.00000E+02     liquid      1.13656E-04  -9.52366E+04   9.28664E-05   3.25464E-11   1.74466E+02   5.10480E+02

               1.00000E+03     liquid      1.14713E-04  -7.78807E+04   9.23162E-05   3.39675E-11   1.72723E+02   5.28768E+02

1

 Thermodynamic properties of lithium-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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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sure     temperature      state       specific      internal       thermal     isothermal     specific       entropy

                                             volume        energy       expansion     compress.       heat

 -----------   -----------   -----------   -----------   -----------   -----------   -----------   -----------   -----------

 1.00000E+04   1.50000E+03     liquid      1.20130E-04   7.17633E+03   9.31071E-05   4.20832E-11   1.68522E+02   5.97801E+02

               2.00000E+03      vapor      9.59914E+00   1.24000E+06   5.00206E-04   1.00020E-04   1.20034E+02   1.33861E+03

               2.50000E+03      vapor      1.19998E+01   1.27600E+06   4.00105E-04   1.00013E-04   1.20027E+02   1.36540E+03

  temperature .gt.    2600.00000000000     

               3.00000E+03      vapor      1.19998E+01   1.27600E+06   4.00105E-04   1.00013E-04   1.20027E+02   1.36540E+03

1

 Thermodynamic properties of lithium-lead:

  pressure     temperature      state       specific      internal       thermal     isothermal     specific       entropy

                                             volume        energy       expansion     compress.       heat

 -----------   -----------   -----------   -----------   -----------   -----------   -----------   -----------   -----------

 1.00000E+05   4.00000E+02     liquid      1.08286E-04  -1.86388E+05   1.04004E-04   2.60630E-11   1.94742E+02   3.61552E+02

               4.50000E+02     liquid      1.08844E-04  -1.76745E+05   1.01738E-04   2.66826E-11   1.91101E+02   3.84272E+02

               4.60000E+02     liquid      1.08955E-04  -1.74837E+05   1.01337E-04   2.68068E-11   1.90447E+02   3.88465E+02

               4.70000E+02     liquid      1.09065E-04  -1.72936E+05   1.00952E-04   2.69310E-11   1.89815E+02   3.92554E+02

               4.80000E+02     liquid      1.09175E-04  -1.71041E+05   1.00582E-04   2.70555E-11   1.89203E+02   3.96544E+02

               4.90000E+02     liquid      1.09285E-04  -1.69152E+05   1.00225E-04   2.71801E-11   1.88611E+02   4.00439E+02

               5.00000E+02     liquid      1.09394E-04  -1.67269E+05   9.98825E-05   2.73048E-11   1.88038E+02   4.04244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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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000E+02     liquid      1.09503E-04  -1.65391E+05   9.95524E-05   2.74297E-11   1.87483E+02   4.07962E+02

               5.20000E+02     liquid      1.09612E-04  -1.63519E+05   9.92345E-05   2.75548E-11   1.86945E+02   4.11597E+02

               5.30000E+02     liquid      1.09721E-04  -1.61652E+05   9.89282E-05   2.76802E-11   1.86424E+02   4.15153E+02

               5.40000E+02     liquid      1.09829E-04  -1.59791E+05   9.86331E-05   2.78057E-11   1.85918E+02   4.18633E+02

               5.50000E+02     liquid      1.09938E-04  -1.57934E+05   9.83486E-05   2.79314E-11   1.85427E+02   4.22040E+02

               5.60000E+02     liquid      1.10046E-04  -1.56082E+05   9.80745E-05   2.80574E-11   1.84951E+02   4.25377E+02

               5.70000E+02     liquid      1.10154E-04  -1.54235E+05   9.78101E-05   2.81837E-11   1.84488E+02   4.28647E+02

               5.80000E+02     liquid      1.10261E-04  -1.52392E+05   9.75552E-05   2.83101E-11   1.84038E+02   4.31851E+02

               5.90000E+02     liquid      1.10369E-04  -1.50554E+05   9.73094E-05   2.84369E-11   1.83602E+02   4.34993E+02

               6.00000E+02     liquid      1.10476E-04  -1.48720E+05   9.70724E-05   2.85639E-11   1.83177E+02   4.38076E+02

               6.10000E+02     liquid      1.10583E-04  -1.46890E+05   9.68437E-05   2.86913E-11   1.82764E+02   4.41100E+02

               6.20000E+02     liquid      1.10690E-04  -1.45065E+05   9.66231E-05   2.88189E-11   1.82363E+02   4.44069E+02

               6.30000E+02     liquid      1.10797E-04  -1.43243E+05   9.64104E-05   2.89468E-11   1.81972E+02   4.46983E+02

               6.40000E+02     liquid      1.10904E-04  -1.41425E+05   9.62052E-05   2.90750E-11   1.81592E+02   4.49846E+02

               6.50000E+02     liquid      1.11010E-04  -1.39611E+05   9.60072E-05   2.92036E-11   1.81222E+02   4.52659E+02

               6.60000E+02     liquid      1.11117E-04  -1.37801E+05   9.58163E-05   2.93325E-11   1.80861E+02   4.55423E+02

               6.70000E+02     liquid      1.11223E-04  -1.35994E+05   9.56321E-05   2.94617E-11   1.80511E+02   4.58140E+02

               6.80000E+02     liquid      1.11330E-04  -1.34191E+05   9.54545E-05   2.95913E-11   1.80169E+02   4.60812E+02

               6.90000E+02     liquid      1.11436E-04  -1.32391E+05   9.52832E-05   2.97212E-11   1.79836E+02   4.63439E+02

               7.00000E+02     liquid      1.11542E-04  -1.30594E+05   9.51181E-05   2.98515E-11   1.79512E+02   4.66025E+02

               7.10000E+02     liquid      1.11648E-04  -1.28800E+05   9.49590E-05   2.99822E-11   1.79195E+02   4.68569E+02

               7.20000E+02     liquid      1.11754E-04  -1.27010E+05   9.48056E-05   3.01133E-11   1.78887E+02   4.71073E+02

               7.30000E+02     liquid      1.11860E-04  -1.25223E+05   9.46578E-05   3.02447E-11   1.78587E+02   4.73538E+02

               7.40000E+02     liquid      1.11966E-04  -1.23438E+05   9.45154E-05   3.03766E-11   1.78294E+02   4.75966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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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0000E+02     liquid      1.12072E-04  -1.21657E+05   9.43783E-05   3.05088E-11   1.78008E+02   4.78357E+02

               7.60000E+02     liquid      1.12177E-04  -1.19878E+05   9.42463E-05   3.06415E-11   1.77730E+02   4.80713E+02

               7.70000E+02     liquid      1.12283E-04  -1.18102E+05   9.41193E-05   3.07745E-11   1.77458E+02   4.83035E+02

               7.80000E+02     liquid      1.12389E-04  -1.16329E+05   9.39971E-05   3.09080E-11   1.77193E+02   4.85323E+02

               7.90000E+02     liquid      1.12494E-04  -1.14558E+05   9.38797E-05   3.10420E-11   1.76934E+02   4.87578E+02

               8.00000E+02     liquid      1.12600E-04  -1.12790E+05   9.37668E-05   3.11763E-11   1.76681E+02   4.89802E+02

               8.10000E+02     liquid      1.12706E-04  -1.11025E+05   9.36583E-05   3.13111E-11   1.76435E+02   4.91996E+02

               8.20000E+02     liquid      1.12811E-04  -1.09262E+05   9.35542E-05   3.14464E-11   1.76195E+02   4.94159E+02

               8.30000E+02     liquid      1.12917E-04  -1.07501E+05   9.34543E-05   3.15822E-11   1.75960E+02   4.96293E+02

               8.40000E+02     liquid      1.13022E-04  -1.05742E+05   9.33586E-05   3.17184E-11   1.75731E+02   4.98399E+02

               8.50000E+02     liquid      1.13128E-04  -1.03986E+05   9.32668E-05   3.18550E-11   1.75507E+02   5.00478E+02

               8.60000E+02     liquid      1.13233E-04  -1.02232E+05   9.31790E-05   3.19922E-11   1.75289E+02   5.02529E+02

               8.70000E+02     liquid      1.13339E-04  -1.00480E+05   9.30950E-05   3.21298E-11   1.75076E+02   5.04554E+02

               8.80000E+02     liquid      1.13444E-04  -9.87308E+04   9.30148E-05   3.22680E-11   1.74868E+02   5.06554E+02

               8.90000E+02     liquid      1.13550E-04  -9.69831E+04   9.29382E-05   3.24066E-11   1.74664E+02   5.08529E+02

               9.00000E+02     liquid      1.13655E-04  -9.52375E+04   9.28652E-05   3.25458E-11   1.74466E+02   5.10479E+02

               1.00000E+03     liquid      1.14712E-04  -7.78816E+04   9.23149E-05   3.39668E-11   1.72723E+02   5.28767E+02

1

 Thermodynamic properties of lithium-lead:

  pressure     temperature      state       specific      internal       thermal     isothermal     specific       entropy

                                             volume        energy       expansion     compress.       heat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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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0E+05   1.50000E+03     liquid      1.20130E-04   7.17482E+03   9.31055E-05   4.20822E-11   1.68521E+02   5.97800E+02

               2.00000E+03     liquid      1.25990E-04   9.13854E+04   9.79997E-05   5.26117E-11   1.68917E+02   6.46250E+02

               2.50000E+03      vapor      1.19861E+00   1.27586E+06   4.01038E-04   1.00126E-05   1.20141E+02   1.25480E+03

  temperature .gt.    2600.00000000000     

               3.00000E+03      vapor      1.19861E+00   1.27586E+06   4.01038E-04   1.00126E-05   1.20141E+02   1.25480E+03

1

 Thermodynamic properties of lithium-lead:

  pressure     temperature      state       specific      internal       thermal     isothermal     specific       entropy

                                             volume        energy       expansion     compress.       heat

 -----------   -----------   -----------   -----------   -----------   -----------   -----------   -----------   -----------

 2.00000E+05   4.00000E+02     liquid      1.08286E-04  -1.86389E+05   1.04002E-04   2.60625E-11   1.94742E+02   3.61551E+02

               4.50000E+02     liquid      1.08844E-04  -1.76746E+05   1.01736E-04   2.66821E-11   1.91101E+02   3.84271E+02

               4.60000E+02     liquid      1.08955E-04  -1.74838E+05   1.01336E-04   2.68063E-11   1.90447E+02   3.88464E+02

               4.70000E+02     liquid      1.09065E-04  -1.72937E+05   1.00951E-04   2.69306E-11   1.89815E+02   3.92553E+02

               4.80000E+02     liquid      1.09175E-04  -1.71042E+05   1.00581E-04   2.70550E-11   1.89203E+02   3.96543E+02

               4.90000E+02     liquid      1.09285E-04  -1.69152E+05   1.00224E-04   2.71796E-11   1.88612E+02   4.00438E+02

               5.00000E+02     liquid      1.09394E-04  -1.67269E+05   9.98813E-05   2.73043E-11   1.88039E+02   4.04243E+02

               5.10000E+02     liquid      1.09503E-04  -1.65392E+05   9.95511E-05   2.74292E-11   1.87483E+02   4.07961E+02

               5.20000E+02     liquid      1.09612E-04  -1.63520E+05   9.92332E-05   2.75543E-11   1.86946E+02   4.11596E+02

               5.30000E+02     liquid      1.09721E-04  -1.61653E+05   9.89269E-05   2.76796E-11   1.86424E+02   4.15152E+02

               5.40000E+02     liquid      1.09829E-04  -1.59791E+05   9.86318E-05   2.78052E-11   1.85918E+02   4.18632E+02

               5.50000E+02     liquid      1.09937E-04  -1.57934E+05   9.83474E-05   2.79309E-11   1.85427E+02   4.22039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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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0000E+02     liquid      1.10045E-04  -1.56083E+05   9.80732E-05   2.80569E-11   1.84951E+02   4.25376E+02

               5.70000E+02     liquid      1.10153E-04  -1.54235E+05   9.78089E-05   2.81831E-11   1.84488E+02   4.28645E+02

               5.80000E+02     liquid      1.10261E-04  -1.52393E+05   9.75540E-05   2.83096E-11   1.84038E+02   4.31850E+02

               5.90000E+02     liquid      1.10368E-04  -1.50555E+05   9.73082E-05   2.84364E-11   1.83602E+02   4.34992E+02

               6.00000E+02     liquid      1.10476E-04  -1.48721E+05   9.70711E-05   2.85634E-11   1.83177E+02   4.38075E+02

               6.10000E+02     liquid      1.10583E-04  -1.46891E+05   9.68424E-05   2.86907E-11   1.82764E+02   4.41099E+02

               6.20000E+02     liquid      1.10690E-04  -1.45065E+05   9.66219E-05   2.88183E-11   1.82363E+02   4.44068E+02

               6.30000E+02     liquid      1.10797E-04  -1.43244E+05   9.64091E-05   2.89462E-11   1.81972E+02   4.46982E+02

               6.40000E+02     liquid      1.10904E-04  -1.41426E+05   9.62039E-05   2.90745E-11   1.81592E+02   4.49845E+02

               6.50000E+02     liquid      1.11010E-04  -1.39612E+05   9.60059E-05   2.92030E-11   1.81222E+02   4.52658E+02

               6.60000E+02     liquid      1.11117E-04  -1.37802E+05   9.58150E-05   2.93319E-11   1.80862E+02   4.55422E+02

               6.70000E+02     liquid      1.11223E-04  -1.35995E+05   9.56308E-05   2.94611E-11   1.80511E+02   4.58139E+02

               6.80000E+02     liquid      1.11329E-04  -1.34191E+05   9.54532E-05   2.95907E-11   1.80169E+02   4.60811E+02

               6.90000E+02     liquid      1.11436E-04  -1.32391E+05   9.52819E-05   2.97206E-11   1.79836E+02   4.63438E+02

               7.00000E+02     liquid      1.11542E-04  -1.30595E+05   9.51168E-05   2.98509E-11   1.79512E+02   4.66024E+02

               7.10000E+02     liquid      1.11648E-04  -1.28801E+05   9.49577E-05   2.99816E-11   1.79196E+02   4.68568E+02

               7.20000E+02     liquid      1.11754E-04  -1.27011E+05   9.48043E-05   3.01127E-11   1.78887E+02   4.71072E+02

               7.30000E+02     liquid      1.11860E-04  -1.25223E+05   9.46565E-05   3.02441E-11   1.78587E+02   4.73537E+02

               7.40000E+02     liquid      1.11966E-04  -1.23439E+05   9.45141E-05   3.03759E-11   1.78294E+02   4.75965E+02

               7.50000E+02     liquid      1.12071E-04  -1.21658E+05   9.43770E-05   3.05082E-11   1.78008E+02   4.78356E+02

               7.60000E+02     liquid      1.12177E-04  -1.19879E+05   9.42450E-05   3.06408E-11   1.77730E+02   4.80712E+02

               7.70000E+02     liquid      1.12283E-04  -1.18103E+05   9.41180E-05   3.07739E-11   1.77458E+02   4.83034E+02

               7.80000E+02     liquid      1.12388E-04  -1.16330E+05   9.39958E-05   3.09074E-11   1.77193E+02   4.85322E+02

               7.90000E+02     liquid      1.12494E-04  -1.14559E+05   9.38783E-05   3.10413E-11   1.76934E+02   4.87577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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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000E+02     liquid      1.12600E-04  -1.12791E+05   9.37654E-05   3.11757E-11   1.76681E+02   4.89801E+02

               8.10000E+02     liquid      1.12705E-04  -1.11026E+05   9.36570E-05   3.13105E-11   1.76435E+02   4.91995E+02

               8.20000E+02     liquid      1.12811E-04  -1.09262E+05   9.35529E-05   3.14458E-11   1.76195E+02   4.94158E+02

               8.30000E+02     liquid      1.12916E-04  -1.07502E+05   9.34530E-05   3.15815E-11   1.75960E+02   4.96292E+02

               8.40000E+02     liquid      1.13022E-04  -1.05743E+05   9.33572E-05   3.17177E-11   1.75731E+02   4.98398E+02

               8.50000E+02     liquid      1.13127E-04  -1.03987E+05   9.32655E-05   3.18544E-11   1.75507E+02   5.00477E+02

               8.60000E+02     liquid      1.13233E-04  -1.02233E+05   9.31777E-05   3.19915E-11   1.75289E+02   5.02528E+02

               8.70000E+02     liquid      1.13338E-04  -1.00481E+05   9.30937E-05   3.21292E-11   1.75076E+02   5.04553E+02

               8.80000E+02     liquid      1.13444E-04  -9.87317E+04   9.30134E-05   3.22673E-11   1.74868E+02   5.06553E+02

               8.90000E+02     liquid      1.13549E-04  -9.69841E+04   9.29368E-05   3.24059E-11   1.74664E+02   5.08528E+02

               9.00000E+02     liquid      1.13655E-04  -9.52384E+04   9.28638E-05   3.25451E-11   1.74466E+02   5.10478E+02

               1.00000E+03     liquid      1.14712E-04  -7.78827E+04   9.23134E-05   3.39660E-11   1.72723E+02   5.28766E+02

1

 Thermodynamic properties of lithium-lead:

  pressure     temperature      state       specific      internal       thermal     isothermal     specific       entropy

                                             volume        energy       expansion     compress.       heat

 -----------   -----------   -----------   -----------   -----------   -----------   -----------   -----------   -----------

 2.00000E+05   1.50000E+03     liquid      1.20129E-04   7.17314E+03   9.31036E-05   4.20810E-11   1.68521E+02   5.97799E+02

               2.00000E+03     liquid      1.25989E-04   9.13830E+04   9.79973E-05   5.26098E-11   1.68917E+02   6.46248E+02

               2.50000E+03      vapor      5.98549E-01   1.27570E+06   4.02068E-04   5.01254E-06   1.20269E+02   1.22147E+03

  temperature .gt.    2600.00000000000     

               3.00000E+03      vapor      5.98549E-01   1.27570E+06   4.02068E-04   5.01254E-06   1.20269E+02   1.22147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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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rmodynamic properties of lithium-lead:

  pressure     temperature      state       specific      internal       thermal     isothermal     specific       entropy

                                             volume        energy       expansion     compress.       heat

 -----------   -----------   -----------   -----------   -----------   -----------   -----------   -----------   -----------

 3.00000E+05   4.00000E+02     liquid      1.08286E-04  -1.86389E+05   1.04001E-04   2.60621E-11   1.94742E+02   3.61549E+02

               4.50000E+02     liquid      1.08844E-04  -1.76746E+05   1.01735E-04   2.66816E-11   1.91101E+02   3.84270E+02

               4.60000E+02     liquid      1.08954E-04  -1.74838E+05   1.01335E-04   2.68058E-11   1.90447E+02   3.88463E+02

               4.70000E+02     liquid      1.09065E-04  -1.72937E+05   1.00950E-04   2.69301E-11   1.89815E+02   3.92552E+02

               4.80000E+02     liquid      1.09175E-04  -1.71042E+05   1.00579E-04   2.70545E-11   1.89203E+02   3.96542E+02

               4.90000E+02     liquid      1.09284E-04  -1.69153E+05   1.00223E-04   2.71791E-11   1.88612E+02   4.00437E+02

               5.00000E+02     liquid      1.09394E-04  -1.67270E+05   9.98800E-05   2.73038E-11   1.88039E+02   4.04242E+02

               5.10000E+02     liquid      1.09503E-04  -1.65392E+05   9.95499E-05   2.74287E-11   1.87484E+02   4.07960E+02

               5.20000E+02     liquid      1.09612E-04  -1.63520E+05   9.92319E-05   2.75538E-11   1.86946E+02   4.11595E+02

               5.30000E+02     liquid      1.09720E-04  -1.61653E+05   9.89257E-05   2.76791E-11   1.86424E+02   4.15151E+02

               5.40000E+02     liquid      1.09829E-04  -1.59792E+05   9.86305E-05   2.78047E-11   1.85918E+02   4.18631E+02

               5.50000E+02     liquid      1.09937E-04  -1.57935E+05   9.83461E-05   2.79304E-11   1.85427E+02   4.22038E+02

               5.60000E+02     liquid      1.10045E-04  -1.56083E+05   9.80719E-05   2.80564E-11   1.84951E+02   4.25375E+02

               5.70000E+02     liquid      1.10153E-04  -1.54236E+05   9.78076E-05   2.81826E-11   1.84488E+02   4.28644E+02

               5.80000E+02     liquid      1.10261E-04  -1.52393E+05   9.75527E-05   2.83091E-11   1.84039E+02   4.31849E+02

               5.90000E+02     liquid      1.10368E-04  -1.50555E+05   9.73069E-05   2.84358E-11   1.83602E+02   4.34991E+02

               6.00000E+02     liquid      1.10475E-04  -1.48721E+05   9.70698E-05   2.85629E-11   1.83177E+02   4.38074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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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000E+02     liquid      1.10583E-04  -1.46892E+05   9.68412E-05   2.86902E-11   1.82764E+02   4.41098E+02

               6.20000E+02     liquid      1.10690E-04  -1.45066E+05   9.66206E-05   2.88178E-11   1.82363E+02   4.44066E+02

               6.30000E+02     liquid      1.10796E-04  -1.43245E+05   9.64078E-05   2.89457E-11   1.81972E+02   4.46981E+02

               6.40000E+02     liquid      1.10903E-04  -1.41427E+05   9.62026E-05   2.90739E-11   1.81592E+02   4.49844E+02

               6.50000E+02     liquid      1.11010E-04  -1.39613E+05   9.60046E-05   2.92025E-11   1.81222E+02   4.52657E+02

               6.60000E+02     liquid      1.11116E-04  -1.37802E+05   9.58137E-05   2.93313E-11   1.80862E+02   4.55421E+02

               6.70000E+02     liquid      1.11223E-04  -1.35995E+05   9.56295E-05   2.94606E-11   1.80511E+02   4.58138E+02

               6.80000E+02     liquid      1.11329E-04  -1.34192E+05   9.54519E-05   2.95901E-11   1.80169E+02   4.60809E+02

               6.90000E+02     liquid      1.11435E-04  -1.32392E+05   9.52806E-05   2.97201E-11   1.79836E+02   4.63437E+02

               7.00000E+02     liquid      1.11541E-04  -1.30595E+05   9.51155E-05   2.98504E-11   1.79512E+02   4.66023E+02

               7.10000E+02     liquid      1.11647E-04  -1.28802E+05   9.49564E-05   2.99810E-11   1.79196E+02   4.68567E+02

               7.20000E+02     liquid      1.11753E-04  -1.27012E+05   9.48030E-05   3.01121E-11   1.78887E+02   4.71071E+02

               7.30000E+02     liquid      1.11859E-04  -1.25224E+05   9.46552E-05   3.02435E-11   1.78587E+02   4.73536E+02

               7.40000E+02     liquid      1.11965E-04  -1.23440E+05   9.45128E-05   3.03753E-11   1.78294E+02   4.75964E+02

               7.50000E+02     liquid      1.12071E-04  -1.21658E+05   9.43757E-05   3.05076E-11   1.78008E+02   4.78355E+02

               7.60000E+02     liquid      1.12177E-04  -1.19880E+05   9.42437E-05   3.06402E-11   1.77730E+02   4.80711E+02

               7.70000E+02     liquid      1.12282E-04  -1.18104E+05   9.41167E-05   3.07733E-11   1.77458E+02   4.83033E+02

               7.80000E+02     liquid      1.12388E-04  -1.16331E+05   9.39945E-05   3.09068E-11   1.77193E+02   4.85321E+02

               7.90000E+02     liquid      1.12494E-04  -1.14560E+05   9.38770E-05   3.10407E-11   1.76934E+02   4.87576E+02

               8.00000E+02     liquid      1.12599E-04  -1.12792E+05   9.37641E-05   3.11750E-11   1.76681E+02   4.89800E+02

               8.10000E+02     liquid      1.12705E-04  -1.11026E+05   9.36556E-05   3.13098E-11   1.76435E+02   4.91994E+02

               8.20000E+02     liquid      1.12810E-04  -1.09263E+05   9.35515E-05   3.14451E-11   1.76195E+02   4.94157E+02

               8.30000E+02     liquid      1.12916E-04  -1.07503E+05   9.34516E-05   3.15808E-11   1.75960E+02   4.96291E+02

               8.40000E+02     liquid      1.13021E-04  -1.05744E+05   9.33559E-05   3.17170E-11   1.75731E+02   4.98397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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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0000E+02     liquid      1.13127E-04  -1.03988E+05   9.32641E-05   3.18537E-11   1.75507E+02   5.00476E+02

               8.60000E+02     liquid      1.13233E-04  -1.02234E+05   9.31763E-05   3.19908E-11   1.75289E+02   5.02527E+02

               8.70000E+02     liquid      1.13338E-04  -1.00482E+05   9.30923E-05   3.21285E-11   1.75076E+02   5.04552E+02

               8.80000E+02     liquid      1.13444E-04  -9.87326E+04   9.30120E-05   3.22666E-11   1.74868E+02   5.06552E+02

               8.90000E+02     liquid      1.13549E-04  -9.69850E+04   9.29354E-05   3.24052E-11   1.74664E+02   5.08527E+02

               9.00000E+02     liquid      1.13655E-04  -9.52394E+04   9.28624E-05   3.25444E-11   1.74466E+02   5.10477E+02

               1.00000E+03     liquid      1.14711E-04  -7.78837E+04   9.23120E-05   3.39653E-11   1.72723E+02   5.28765E+02

1

 Thermodynamic properties of lithium-lead:

  pressure     temperature      state       specific      internal       thermal     isothermal     specific       entropy

                                             volume        energy       expansion     compress.       heat

 -----------   -----------   -----------   -----------   -----------   -----------   -----------   -----------   -----------

 3.00000E+05   1.50000E+03     liquid      1.20129E-04   7.17147E+03   9.31018E-05   4.20798E-11   1.68521E+02   5.97798E+02

               2.00000E+03     liquid      1.25989E-04   9.13805E+04   9.79949E-05   5.26080E-11   1.68916E+02   6.46247E+02

               2.50000E+03      vapor      3.98534E-01   1.27554E+06   4.03098E-04   3.34582E-06   1.20397E+02   1.20194E+03

  temperature .gt.    2600.00000000000     

               3.00000E+03      vapor      3.98534E-01   1.27554E+06   4.03098E-04   3.34582E-06   1.20397E+02   1.20194E+03

1

 Thermodynamic properties of lithium-lead:

  pressure     temperature      state       specific      internal       thermal     isothermal     specific       entropy

                                             volume        energy       expansion     compress.       h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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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5.00000E+05   4.00000E+02     liquid      1.08285E-04  -1.86390E+05   1.03999E-04   2.60612E-11   1.94742E+02   3.61547E+02

               4.50000E+02     liquid      1.08843E-04  -1.76747E+05   1.01733E-04   2.66807E-11   1.91102E+02   3.84268E+02

               4.60000E+02     liquid      1.08954E-04  -1.74839E+05   1.01332E-04   2.68048E-11   1.90448E+02   3.88461E+02

               4.70000E+02     liquid      1.09064E-04  -1.72938E+05   1.00947E-04   2.69291E-11   1.89815E+02   3.92550E+02

               4.80000E+02     liquid      1.09174E-04  -1.71043E+05   1.00577E-04   2.70535E-11   1.89204E+02   3.96540E+02

               4.90000E+02     liquid      1.09284E-04  -1.69154E+05   1.00220E-04   2.71781E-11   1.88612E+02   4.00435E+02

               5.00000E+02     liquid      1.09393E-04  -1.67271E+05   9.98775E-05   2.73028E-11   1.88039E+02   4.04240E+02

               5.10000E+02     liquid      1.09502E-04  -1.65393E+05   9.95474E-05   2.74277E-11   1.87484E+02   4.07958E+02

               5.20000E+02     liquid      1.09611E-04  -1.63521E+05   9.92294E-05   2.75528E-11   1.86946E+02   4.11593E+02

               5.30000E+02     liquid      1.09720E-04  -1.61654E+05   9.89232E-05   2.76781E-11   1.86424E+02   4.15149E+02

               5.40000E+02     liquid      1.09828E-04  -1.59793E+05   9.86280E-05   2.78036E-11   1.85918E+02   4.18629E+02

               5.50000E+02     liquid      1.09936E-04  -1.57936E+05   9.83436E-05   2.79294E-11   1.85428E+02   4.22036E+02

               5.60000E+02     liquid      1.10044E-04  -1.56084E+05   9.80694E-05   2.80553E-11   1.84951E+02   4.25373E+02

               5.70000E+02     liquid      1.10152E-04  -1.54237E+05   9.78051E-05   2.81815E-11   1.84488E+02   4.28642E+02

               5.80000E+02     liquid      1.10260E-04  -1.52395E+05   9.75502E-05   2.83080E-11   1.84039E+02   4.31847E+02

               5.90000E+02     liquid      1.10367E-04  -1.50557E+05   9.73044E-05   2.84348E-11   1.83602E+02   4.34989E+02

               6.00000E+02     liquid      1.10475E-04  -1.48723E+05   9.70673E-05   2.85618E-11   1.83177E+02   4.38071E+02

               6.10000E+02     liquid      1.10582E-04  -1.46893E+05   9.68386E-05   2.86891E-11   1.82764E+02   4.41096E+02

               6.20000E+02     liquid      1.10689E-04  -1.45067E+05   9.66180E-05   2.88167E-11   1.82363E+02   4.44064E+02

               6.30000E+02     liquid      1.10796E-04  -1.43246E+05   9.64053E-05   2.89446E-11   1.81972E+02   4.46979E+02

               6.40000E+02     liquid      1.10903E-04  -1.41428E+05   9.62000E-05   2.90728E-11   1.81592E+02   4.49842E+02

               6.50000E+02     liquid      1.11009E-04  -1.39614E+05   9.60020E-05   2.92013E-11   1.81222E+02   4.52654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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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0000E+02     liquid      1.11116E-04  -1.37804E+05   9.58111E-05   2.93302E-11   1.80862E+02   4.55418E+02

               6.70000E+02     liquid      1.11222E-04  -1.35997E+05   9.56269E-05   2.94594E-11   1.80511E+02   4.58136E+02

               6.80000E+02     liquid      1.11328E-04  -1.34194E+05   9.54493E-05   2.95890E-11   1.80169E+02   4.60807E+02

               6.90000E+02     liquid      1.11435E-04  -1.32394E+05   9.52780E-05   2.97189E-11   1.79836E+02   4.63435E+02

               7.00000E+02     liquid      1.11541E-04  -1.30597E+05   9.51129E-05   2.98492E-11   1.79512E+02   4.66020E+02

               7.10000E+02     liquid      1.11647E-04  -1.28803E+05   9.49537E-05   2.99798E-11   1.79196E+02   4.68564E+02

               7.20000E+02     liquid      1.11753E-04  -1.27013E+05   9.48003E-05   3.01109E-11   1.78888E+02   4.71069E+02

               7.30000E+02     liquid      1.11859E-04  -1.25226E+05   9.46525E-05   3.02423E-11   1.78587E+02   4.73534E+02

               7.40000E+02     liquid      1.11965E-04  -1.23441E+05   9.45101E-05   3.03741E-11   1.78294E+02   4.75962E+02

               7.50000E+02     liquid      1.12070E-04  -1.21660E+05   9.43730E-05   3.05063E-11   1.78008E+02   4.78353E+02

               7.60000E+02     liquid      1.12176E-04  -1.19881E+05   9.42410E-05   3.06390E-11   1.77730E+02   4.80709E+02

               7.70000E+02     liquid      1.12282E-04  -1.18105E+05   9.41140E-05   3.07720E-11   1.77458E+02   4.83031E+02

               7.80000E+02     liquid      1.12387E-04  -1.16332E+05   9.39918E-05   3.09055E-11   1.77193E+02   4.85319E+02

               7.90000E+02     liquid      1.12493E-04  -1.14562E+05   9.38743E-05   3.10394E-11   1.76934E+02   4.87574E+02

               8.00000E+02     liquid      1.12599E-04  -1.12794E+05   9.37614E-05   3.11737E-11   1.76681E+02   4.89798E+02

               8.10000E+02     liquid      1.12704E-04  -1.11028E+05   9.36529E-05   3.13085E-11   1.76435E+02   4.91992E+02

               8.20000E+02     liquid      1.12810E-04  -1.09265E+05   9.35488E-05   3.14438E-11   1.76195E+02   4.94155E+02

               8.30000E+02     liquid      1.12915E-04  -1.07504E+05   9.34489E-05   3.15795E-11   1.75960E+02   4.96289E+02

               8.40000E+02     liquid      1.13021E-04  -1.05746E+05   9.33531E-05   3.17157E-11   1.75731E+02   4.98395E+02

               8.50000E+02     liquid      1.13126E-04  -1.03990E+05   9.32614E-05   3.18523E-11   1.75507E+02   5.00474E+02

               8.60000E+02     liquid      1.13232E-04  -1.02236E+05   9.31735E-05   3.19895E-11   1.75289E+02   5.02525E+02

               8.70000E+02     liquid      1.13337E-04  -1.00484E+05   9.30895E-05   3.21271E-11   1.75076E+02   5.04550E+02

               8.80000E+02     liquid      1.13443E-04  -9.87345E+04   9.30093E-05   3.22652E-11   1.74868E+02   5.06550E+02

               8.90000E+02     liquid      1.13548E-04  -9.69869E+04   9.29326E-05   3.24038E-11   1.74664E+02   5.08525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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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000E+02     liquid      1.13654E-04  -9.52413E+04   9.28596E-05   3.25430E-11   1.74466E+02   5.10475E+02

               1.00000E+03     liquid      1.14711E-04  -7.78858E+04   9.23091E-05   3.39637E-11   1.72723E+02   5.28763E+02

1

 Thermodynamic properties of lithium-lead:

  pressure     temperature      state       specific      internal       thermal     isothermal     specific       entropy

                                             volume        energy       expansion     compress.       heat

 -----------   -----------   -----------   -----------   -----------   -----------   -----------   -----------   -----------

 5.00000E+05   1.50000E+03     liquid      1.20128E-04   7.16811E+03   9.30982E-05   4.20774E-11   1.68520E+02   5.97796E+02

               2.00000E+03     liquid      1.25987E-04   9.13756E+04   9.79900E-05   5.26043E-11   1.68915E+02   6.46245E+02

               2.50000E+03      vapor      2.38526E-01   1.27522E+06   4.05165E-04   2.01243E-06   1.20656E+02   1.17729E+03

  temperature .gt.    2600.00000000000     

               3.00000E+03      vapor      2.38526E-01   1.27522E+06   4.05165E-04   2.01243E-06   1.20656E+02   1.17729E+03

1

 Thermodynamic properties of lithium-lead:

  pressure     temperature      state       specific      internal       thermal     isothermal     specific       entropy

                                             volume        energy       expansion     compress.       heat

 -----------   -----------   -----------   -----------   -----------   -----------   -----------   -----------   -----------

 1.00000E+06   4.00000E+02     liquid      1.08284E-04  -1.86392E+05   1.03993E-04   2.60589E-11   1.94743E+02   3.61542E+02

               4.50000E+02     liquid      1.08842E-04  -1.76750E+05   1.01727E-04   2.66783E-11   1.91102E+02   3.84262E+02

               4.60000E+02     liquid      1.08952E-04  -1.74842E+05   1.01326E-04   2.68024E-11   1.90448E+02   3.88455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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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0000E+02     liquid      1.09063E-04  -1.72941E+05   1.00941E-04   2.69267E-11   1.89816E+02   3.92544E+02

               4.80000E+02     liquid      1.09173E-04  -1.71046E+05   1.00571E-04   2.70511E-11   1.89204E+02   3.96534E+02

               4.90000E+02     liquid      1.09282E-04  -1.69157E+05   1.00214E-04   2.71756E-11   1.88613E+02   4.00429E+02

               5.00000E+02     liquid      1.09392E-04  -1.67274E+05   9.98713E-05   2.73003E-11   1.88040E+02   4.04234E+02

               5.10000E+02     liquid      1.09501E-04  -1.65396E+05   9.95411E-05   2.74252E-11   1.87484E+02   4.07952E+02

               5.20000E+02     liquid      1.09610E-04  -1.63524E+05   9.92232E-05   2.75503E-11   1.86947E+02   4.11588E+02

               5.30000E+02     liquid      1.09718E-04  -1.61657E+05   9.89169E-05   2.76756E-11   1.86425E+02   4.15144E+02

               5.40000E+02     liquid      1.09827E-04  -1.59796E+05   9.86217E-05   2.78011E-11   1.85919E+02   4.18624E+02

               5.50000E+02     liquid      1.09935E-04  -1.57939E+05   9.83373E-05   2.79268E-11   1.85428E+02   4.22031E+02

               5.60000E+02     liquid      1.10043E-04  -1.56087E+05   9.80631E-05   2.80527E-11   1.84952E+02   4.25367E+02

               5.70000E+02     liquid      1.10151E-04  -1.54240E+05   9.77988E-05   2.81789E-11   1.84489E+02   4.28637E+02

               5.80000E+02     liquid      1.10258E-04  -1.52398E+05   9.75438E-05   2.83054E-11   1.84039E+02   4.31841E+02

               5.90000E+02     liquid      1.10366E-04  -1.50560E+05   9.72980E-05   2.84321E-11   1.83602E+02   4.34984E+02

               6.00000E+02     liquid      1.10473E-04  -1.48726E+05   9.70609E-05   2.85591E-11   1.83178E+02   4.38066E+02

               6.10000E+02     liquid      1.10580E-04  -1.46896E+05   9.68322E-05   2.86863E-11   1.82765E+02   4.41090E+02

               6.20000E+02     liquid      1.10687E-04  -1.45071E+05   9.66116E-05   2.88139E-11   1.82363E+02   4.44059E+02

               6.30000E+02     liquid      1.10794E-04  -1.43249E+05   9.63989E-05   2.89418E-11   1.81973E+02   4.46974E+02

               6.40000E+02     liquid      1.10901E-04  -1.41432E+05   9.61936E-05   2.90700E-11   1.81592E+02   4.49837E+02

               6.50000E+02     liquid      1.11008E-04  -1.39618E+05   9.59956E-05   2.91985E-11   1.81222E+02   4.52649E+02

               6.60000E+02     liquid      1.11114E-04  -1.37807E+05   9.58046E-05   2.93273E-11   1.80862E+02   4.55413E+02

               6.70000E+02     liquid      1.11220E-04  -1.36000E+05   9.56205E-05   2.94565E-11   1.80511E+02   4.58130E+02

               6.80000E+02     liquid      1.11327E-04  -1.34197E+05   9.54428E-05   2.95861E-11   1.80170E+02   4.60802E+02

               6.90000E+02     liquid      1.11433E-04  -1.32397E+05   9.52715E-05   2.97159E-11   1.79837E+02   4.63430E+02

               7.00000E+02     liquid      1.11539E-04  -1.30601E+05   9.51064E-05   2.98462E-11   1.79512E+02   4.66015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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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0000E+02     liquid      1.11645E-04  -1.28807E+05   9.49472E-05   2.99768E-11   1.79196E+02   4.68559E+02

               7.20000E+02     liquid      1.11751E-04  -1.27017E+05   9.47938E-05   3.01078E-11   1.78888E+02   4.71063E+02

               7.30000E+02     liquid      1.11857E-04  -1.25230E+05   9.46459E-05   3.02392E-11   1.78587E+02   4.73529E+02

               7.40000E+02     liquid      1.11963E-04  -1.23445E+05   9.45035E-05   3.03710E-11   1.78294E+02   4.75956E+02

               7.50000E+02     liquid      1.12069E-04  -1.21664E+05   9.43664E-05   3.05032E-11   1.78009E+02   4.78348E+02

               7.60000E+02     liquid      1.12174E-04  -1.19885E+05   9.42344E-05   3.06358E-11   1.77730E+02   4.80704E+02

               7.70000E+02     liquid      1.12280E-04  -1.18110E+05   9.41073E-05   3.07689E-11   1.77458E+02   4.83025E+02

               7.80000E+02     liquid      1.12386E-04  -1.16336E+05   9.39851E-05   3.09023E-11   1.77193E+02   4.85313E+02

               7.90000E+02     liquid      1.12491E-04  -1.14566E+05   9.38676E-05   3.10362E-11   1.76934E+02   4.87569E+02

               8.00000E+02     liquid      1.12597E-04  -1.12798E+05   9.37547E-05   3.11705E-11   1.76682E+02   4.89793E+02

               8.10000E+02     liquid      1.12702E-04  -1.11032E+05   9.36462E-05   3.13053E-11   1.76435E+02   4.91986E+02

               8.20000E+02     liquid      1.12808E-04  -1.09269E+05   9.35420E-05   3.14405E-11   1.76195E+02   4.94150E+02

               8.30000E+02     liquid      1.12913E-04  -1.07509E+05   9.34421E-05   3.15762E-11   1.75960E+02   4.96284E+02

               8.40000E+02     liquid      1.13019E-04  -1.05750E+05   9.33463E-05   3.17123E-11   1.75731E+02   4.98390E+02

               8.50000E+02     liquid      1.13124E-04  -1.03994E+05   9.32545E-05   3.18490E-11   1.75507E+02   5.00468E+02

               8.60000E+02     liquid      1.13230E-04  -1.02240E+05   9.31667E-05   3.19861E-11   1.75289E+02   5.02520E+02

               8.70000E+02     liquid      1.13335E-04  -1.00489E+05   9.30826E-05   3.21237E-11   1.75076E+02   5.04545E+02

               8.80000E+02     liquid      1.13441E-04  -9.87391E+04   9.30023E-05   3.22618E-11   1.74868E+02   5.06545E+02

               8.90000E+02     liquid      1.13546E-04  -9.69916E+04   9.29257E-05   3.24004E-11   1.74664E+02   5.08519E+02

               9.00000E+02     liquid      1.13652E-04  -9.52460E+04   9.28526E-05   3.25395E-11   1.74466E+02   5.10470E+02

               1.00000E+03     liquid      1.14709E-04  -7.78911E+04   9.23018E-05   3.39599E-11   1.72723E+02   5.28758E+02

1

 Thermodynamic properties of lithium-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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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sure     temperature      state       specific      internal       thermal     isothermal     specific       entropy

                                             volume        energy       expansion     compress.       heat

 -----------   -----------   -----------   -----------   -----------   -----------   -----------   -----------   -----------

 1.00000E+06   1.50000E+03     liquid      1.20125E-04   7.15973E+03   9.30890E-05   4.20715E-11   1.68519E+02   5.97790E+02

               2.00000E+03     liquid      1.25984E-04   9.13632E+04   9.79779E-05   5.25950E-11   1.68912E+02   6.46238E+02

               2.50000E+03     liquid      1.32571E-04   1.76597E+05   1.06529E-04   6.69814E-11   1.72571E+02   6.84265E+02

  temperature .gt.    2600.00000000000     

               3.00000E+03     liquid      1.32571E-04   1.76597E+05   1.06529E-04   6.69814E-11   1.72571E+02   6.84265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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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D.CFXEM 모듈 매뉴얼

1.개요

기본 으로 CFX는 유체역학 열역학을 풀어내는 로그램이다.그림 D-1의

왼쪽의 흐름은 CFX가 기본 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이며,유체역학에 련된 내용

이다.하지만 본 과제에서 찰하는 MHD 상은 자기학의 목으로 인한 열 유

체역학 상이다.그럼으로 기본 CFX에서 그림 D-1의 오른쪽 흐름인 자기학에

련한 지배방정식이 첨가 된다.이는 기본 CFX에서는 구 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

며,이를 EM module을 통하여 MHD 상을 구 하게 된다.EM module의 형태는

CFXLibrary로,이는 Fortran으로 Compiling되어진 UserFortranRoutine(UFR)이

다.이러한 UFR는 자기학의 지배방정식 구 에 기능하게 된다.

UFR은 Fortran으로 Compiling되어진 명령어 체계인 mhd_modul.lib과 CFX사

이를 연결하는 다리이며,UDF(UserDefinedFunction)는 mhd_modul.lib에 여진

명령어를 호출하며 이용하는 기능체계이다.UDF를 통하여 불러진 함수는 그림 D-1

의 오른쪽에 있는 자기학의 지배방정식의 구 에 이용된다.

본 부록에서는 그림 D-1의 문제를 풀어 보기로 한다.외부의 구조체는 SUS316

이며,내부 유동은 Li로 지정하 다.그리고 각 도메인에 한 조건 비는 표

D-1과 같다.

그리고 이 모사에 필요한 사항은 형상에 한 mesh 일과 FortranRoutines인

mhd_modul.lib가 들어 있는 폴더 mhd_modu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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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D-1CFXEM module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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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D-2 시 문항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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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D-1 시 문항 조건

동 역

Fluid Thermal Energy, Laminar

Inlet ( ) 0.5 m/s, 25C

Outlet( ) Static Pressure 0 Pa

Symmetry_Fluid Symmetry

Interface_Fluid No Slip

고체 역

Solid Stationary

Cut Adiabatic

Wall Adiabatic

Inteface_Solid No Slip

Symmetry_Solid Sym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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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FXPre

2.1meshimport

우선 meshfile을 통하여 형상을 구성한다.그림 D-3과 같이 Outline의 Tree에

서 mesh에 Import를 이행한다.그림 D-4와 같이 Import창이 뜨게 되면 FileType

을 ICEM으로 바꾸고,Size를 지정하여 해당하는 mesh 일을 선택한다.

2.2MaterialPropertiesInsert

주어진 형상에 Fluid와 Solid에 해당하는 물질을 각각 제정해야 한다.여기서는

Fluid는 Lithium을,Solid는 SUS316을 각각 넣으려 한다.CFX에서 새로운 Material

을 만드는 것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Panel을 이용하는 방법과 Text(Editin

CommandEditor)을 통한 추가 기입 방식이 있다.이러한 추가 기입 방식으로

두 Material을 추가할 수는 있으나,물성치는 열유체 인 특성만을 기입한다.기본

CFX는 열유체학에 한 해석 로그램이므로, 의 기본 인 Material추가 방식에

서는 자기학에 한 물성치( 기 도도,자기장유 율)는 넣을 수 없다.이는 뒤에

Expression을 통해서 기입하게 된다.

그림 D-5와 같이 Panel을 통한 추가 기입 방식이 있으며,그림 D-6과 같이 Text

형식으로 기입하는 방식이 있다.

2.3EM modulerelevantParameterInsert

본 에서는 MHD의 지배방정식의 구 에 바탕을 비하는 과정을 다룬다.

우선 으로 지배방정식에서 이용될 몇몇 함수들을 불러내는 UDF와 UFR을 비한

다.Outline의 하단에 있는 UFR을 통하여 표 와 같이 비하고,그 에 UDF를 통

하여 표 와 같이 비 한다.

그리고 MHD의 지배방정식을 세울 때에 이용되는 자기 련 변수를 설정한다.

외부의 자기장,유도되는 자기장, 등의 자기에 련된 변수를 표 D-4와 같이

설정한다.

그리고 Expression을 통하여 변수의 크기 Material의 물성치를 결정한다.

그리고 그림 D-7과 같이 User라는 Tree를 형성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넣어야

한다.이는 Solver의 EditinCommanderEditor를 통하여,맨 아래에 그림 D-7과

같은 내용으로 새롭게 넣으면 된다.

2.4DomainSetting

1.3을 통하여 비된 MHD 련 변수 함수들을 통하여 지배방정식을 기입해

야 한다.그 에 지배 방정식이 놓여 질 유체 고체 에 하여 각각 도메인을

비해야 한다.그림 D-8과 같은 방식으로 표 D-1처럼 입력한다.지배방정식 기입의

비가 된 상태는 그림 D-9와 같은 상태로,해석에 련된 모든 도메인의 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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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이다.그리고 각 비된 Fluid,FluidSub,Solid,SolidSub에 표 D-6에서 D-9

까지와 같이 변수 방정식을 기입한다.방정식의 구 에서 rotA,EPotSource,

gradPhi의 함수는 앞서 지정했던 UDF를 통하여 구 되는 것이며,각각 자기장포

텐셜, 기장포텐셜에 향을 끼치게 된다.

2.5Boundary,InitialconditionsInsert

앞 에서는 각 해석 역에서의 자기 련의 지배방정식을 제정하 다.본

에서는 식의 풀이에 필요한 기 경계 조건을 표 D-10과 같이 입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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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D-3meshIm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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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D-4meshIm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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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D-5MaterialInsertwith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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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D-6MaterialInsertwithEditinCommand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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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D-2UserFortranRoutines

User Function User Routine Name Arguments Units Result Units

rotA rotA

m/m, m/m

T

Spatial component material

gradPhi gradPhi

m/m, m/m

V/m

Spatial component material

EPotSource EPotSource

T

V kg/(s m^3)

Dummy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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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D-3UserDefinedFunctions

User Routine Option Library Name Calling Name Path

rotA User CEL Function mhd rota …

gradPhi User CEL Function mhd gradPhi …

EPotSource User CEL Function mhd epot_sour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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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D-4 Additional Variables

Additional Variable Content Type Units Tensor Type

B Magnetic Induction Unspecified T Vector

BI Magnetic Induction by Current Unspecified T Vector

B0 External Magnetic Induction Unspecified T Vector

Phi Electrical Potential Specified V Scalar

Ax, Ay, Az Magnetic Potential Specified Tm Scalar

i Current Unspecified A/m^2 Vector

iB Induced Current Unspecified A/m^2 Vector

Sh Resistive Heating Unspecified W/m^3 Scalar

fL Lorentz Force Unspecified N/m^3 V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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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D-5 Expression            

 

Expression Value Units Contents

Bext 0.7 [T] 외부에서 걸어준 자기장

VelInlet 0.25 [m/s] 입구에서의 속도

factorA 1 [kg m^-1 s^-1] 자기장 포텐셜의 Kinematic diffusitivity

factorPhi 1 [kg^2 m^2 s^-4 A^-2] 전기장 포텐셜의 Kinematic diffusitivity

mu0 4*pi*1e-7 [V s A^-1 m^1] 자기장 유도율

sigmaLi 3.1e6 [A V-1 m^-1] Li의 전기 전도도 (액체)

sigmaSS 1.39e6 [A V^-1 m^-1] Sus의 전기 전도도(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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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D-7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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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D-8DomainSetting

| 잃 CFX-Pre : V050B05_cas섭""잉et2_re visi띠， 

E'e ~dIt ，ι”’ !nse<t 10 01< ~ 

’‘잉 " g 

e~， 

’ :JI [>or X Delete 

~.c에d 

~"' Cα"여 



890

그림 D-9DomainSetting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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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D-6FluidDomain

Additional Variable Option Equation

B Algebraic Vector Equation

0.*BI_x+B0_x

0.*BI_y+B0_y

0.*BI_z+B0_z

BI Algebraic Vector Equation

rotA(1,1)

rotA(2,1)

rotA(3,1)

B0 Algebraic Vector Equation

0[T]

Bext

0[T]

i Algebraic Vector Equation

-sigmaLi*gradPhi(1.,1.)+iB_x

-sigmaLi*gradPhi(2.,1.)+iB_y

-sigmaLi*gradPhi(3.,1.)+iB_z

iB Algebraic Vector Equation

sigmaLi*(v*B_z-w*B_y)

sigmaLi*(w*B_x-u*B_z)

sigmaLi*(u*B_y-v*B_x)

Sh Algebraic Equation (i_x^2+i_y^2+i_z^2)/sigmaLi

fL Algebraic Vector Equation

i_y*B_z-i_z*B_y

i_z*B_x-i_x*B_z

i_x*B_y-i_y*B_x

Additional Variable Option Kinematic Diffusivity

Phi Diffusive Transport Equation sigmaLi/density*factorPhi

Ax, Ay, Az
Diffusive Transport Equation

factorA/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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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D-7FluidSubDomain

Additional Variable Option Value

General Momentum 
Source

Cartesian Components
fL_x
fL_y
fL_z

Additional Variable 
Source

Ax

Ay

Az
Phi

Energy

mu0*i_x*factorA

mu0*i_x*factorA

mu0*i_x*factorA

EpotSource(1.0[T])

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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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D-8Solid

Additional Variable Option Equation

Ax, Ay, Az Poisson Equation

Sh Algebraic Equation (i_x^2+i_y^2+i_z^2)/sigmaSS

i Algebraic Vector Equation

-sigmaSS*gradPhi(1.,2.)

-sigmaSS*gradPhi(2.,2.)

-sigmaSS*gradPhi(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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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al Variable Option Value

Energy Source Sh

표 D-9SolidSub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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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D-10BoundaryConditions

Domain Additional Variable Conditions

Cut

Ax, Ay, Az ZeroFlux

Phi ZeroFlux

Wall

Ax, Ay, Az ZeroFlux

Phi ZeroFlux

Interface1.2

Ax, Ay, Az Conservative Flux

Phi Conservative Flux

Inlet

Ax, Ay, Az Value : 0

Phi ZeroFlux

Outlet

Ax, Ay, Az ZeroFlux

Phi ZeroF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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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FXSolver

본 경우에서는 Running시에 입구와 출구에서의 압력을 모니터링하면서 살펴보았다.

그림 D-10은 본 계산의 수렴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빨간색 선은 입구단의 압력이며,

록색 선이 출구단의 압력이다.출구조건으로는 0Pa을 주었기 때문에 출구에서의 압력

은 일정하게 0으로의 수렴함을 나타낸다.



897

그림 D-10CFXSo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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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FXPost

일반 으로 사용되는 CFX-post기능을 그 로 활용하면 된다.그림 D-11은 단면에

한 velocityprofile을 일례로 도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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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D-11CFXPOST,Velocity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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