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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ery High Temperature Gas Cooled Reactor (VHTR) has been selected as a high energy heat source for 
nuclear hydrogen generation, which can produce hydrogen from water or natural gas. A primary hot gas duct 
(HGD) as a coaxial double-tube type cross vessel is a key component connecting the reactor pressure vessel 
and the intermediate heat exchanger for the VHTR. In this study, structural sizing methodology for the 
primary HGD with a coaxial double-tube of the VHTR that produces heat at temperatures in the order of 
950℃ was suggested and a structural pre-sizing of it was carried out as an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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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초고온가스로(VHTR)의 초고온 열을 이용하여 

청정에너지인 수소를 생산하는 연구가 우리나라

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소생산 연구 프로그램인 원자력수

소시스템에서는 VHTR에서 얻어진 초고온(약 95
0℃) 헬륨기체와 열화학적 요오드 황산공정을 이

용하여 물을 분해함으로서 수소를 생산하는 개념

으로 고려하고 있다. 헬륨기체는 화학적 및 핵적

으로 안정적인 물질이어서 정상운전 중에 원자력

수소시스템의 1차 루프에 방사능 전달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기체 상태에서는 

상변화 및 물-금속간의 반응과 관련된 문제가 발

생되지 않아서 시스템의 안전성이 향상되는 장점

을 갖고 있다. 또한 브레이턴 사이클이 가능함으

로써 열효율과 경제성이 증가될 수 있는데, 브레

이턴 사이클을 이용한 설계에서는 1차 및 2차 루

프 사이의 연계가 되는 중간열교환기(Intermediate 
Heat Exchanger; IHX)에 의한 간접방식의 열교환 

방식이 필요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수소시스템에서 원자로와 

IHX 사이의 헬륨기체 이동통로인 1차 고온가스덕

트(Hot Gas Duct; HGD)를 수평 동심축 이중관

(Horizontal Coaxial Double-tube) 구조로 설계할 경

우에 초고온 및 고속의 헬륨기체 유동에 의한 1
차 HGD 구조물의 유동기인진동(Flow-induced 
Vibration; FIV) 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구조정

산방법론을 제안하고, 제안된 방법론을 200 MWt
급 원자력수소시스템의 1차 HGD 예비 구조정산

에 적용하여 얻어진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2. 원자력수소시스템의 개념

원자력수소시스템에서는 Fig. 1의 조감도에서 

보듯이 최소 두 개의 HGD와 한 개의 IHX가 필

요하다. 즉, 1차 HGD는 원자로와 IHX 사이에 위

치하며 2차 HGD는 IHX와 SO3 분해기 사이에 위

치해 있다. Figure 2와 같은 동심축 이중관 구조

가 1차 HGD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1,2,3] 이 

구조는 열팽창 및 구조강도관점에서 장점이 있어

서 원자력수소시스템에서도 이 구조를 1차 HGD
의 유력한 구조후보로 고려하고 있다. 한편 2차 

HGD는 중간열교환기와 수소 plant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필요함으로 인하여 열팽창이 중요한 설계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수소시스템의 2
차 HGD의 구조는 동심축 이중관 구조이외에 단

일관 구조도 고려하고 있다. Table 1에는 원자력

수소시스템의 전체적인 사양이 나타나있다[4]. 

Fig. 1 Nuclear hydrogen system

Fig. 2 Internal structural of the coaxial double-tube 
type HGD

Design Options
Power [MWth] ∼ 200
Pressure Boundary [MPa]
 -Primary loop ∼ 7.0

Inlet/Outlet Temperature [℃]
 - Primary loop ∼ 490/950

Table 1 Tentative design configuration

3. 축류에 의한 관의 유동기인진동

관의 길이 방향을 따라서 흐르는 축방향 난류 

유동(Parallel or Axial flow)에 의해서 관에 진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

가 여러 연구자[5-9]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축방향 

난류 유동으로 여기된 관의 진동에서 관의 최대 

진폭(Y)은 아래와 같은 준 경험식(semiempirical 
correlation)으로 표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10]  Eq. (1)에서 각 변수들의 지수는 Table 1에 

나타나 있다.
  

jhgecba fmDdVKY ζρ=                 (1)

여기서 K는 상수, 는 유체의 밀도, V는 축류의 

평균유속, d는 수력직경, D는 관의 직경, m은 부

가질량이 포함된 단위길이당 질량,  f는 고유진동

수, ζ 는 유체 감쇠(fluid damping)를 포함한 감쇠

를 나타낸다.

Correlation
Exponent of 

    V    d    D   m    f   ζ

Chen  1    2    0     1    0    -2     0

Paidoussis 0.8  2.6   0.8   2.2  -0.66  -1.6   0

Reavis   1   1.5   0.4   1.5   -1   -1.5   -0.5

Wambsganss   0   2    1.5   1.5    -1  -1.5   -0.5

Table 2 Comparisons of exponents in Eq. (1)

Eq. (1) 및 Table 2에서 보면 축방향 난류 유동

에 의한 관의 유동기인진동에서 최대진폭은 유체

의 속도(V), 유량(ρV), 동압(ρV2) 등과 밀접한 관

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심축 이중관 구조의 1
차 HGD에서 라이너관, 내부관 및 HGD 압력관 

등도 관 내부 및 외부를 따라 흐르는 초고온/고속



의 헬륨기체 유동에 의해서 유동기인진동이 야기

될 수 있으며 진동의 영향은 속도, 유량, 동압 등

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간편한 1차 HGD의 구조정산방법

4.1 유동질량 및 초고온 영역의 단면적 계산

원자력수소시스템의 1차 HGD는 Fig. 1과 Table 
1에서 보듯이 장기간 동안 초고온의 중압(7.0 
MPa)조건에서 운전되며 초고온(950℃) 및 저온

(490℃)의 헬륨기체 유동에 의한 열팽창과 온도 

및 압력주기 등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야 한다. 동심축 이중관 구조의 1차 HGD 내부 

구조는 Fig. 2와 같으며 초고온 영역으로 흐르는 

초고온 헬륨기체의 유동질량 및 평균속도 그리고 

초고온 영역의 단면적 및 라이너관의 내경(D1) 등
은 참조 발전소 자료와 Eq. (2)와 (3)의 열출력 관

계식 및 연속방정식으로부터 결정된다. Figure 3
에서는 뒤에서 다룰 열평형 모델(Heat Balance 
model)에 사용되는 설계변수를 나타낸 것으로 Di

와 Ti는 1차 HGD를 구성하는 각 구성부품들의 

치수(직경)과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Fig. 3 Cross-section of a primary HGD

** TCmQ P Δ= &                            (2)

VAm ρ=&                                (3)
여기서

Q* : 열출력

m& : 유동질량(mass flow rate)
Cp : 비열(specific heat)

*TΔ : 원자로 입출구에서 헬륨기체의 온도 차

ρ : 헬륨기체의 밀도

A : 유동 단면적

V : 헬륨의 평균유속

4.2 라이너관, 단열재 구조물, 내부관 구조정산

라이너관의 두께(t1)는 앞에서 구한 라이너관의 

내경(D1)과 열차폐재 압력(Po) 혹은 사고시의 압력

손실(P*)을 고려한 아래의 원주응력 관련식(Eq. 
(4) 참조)과 설계코드[11,12]에 기술된 응력한도로

부터 구한다.

 

 혹은  

                (4)

단열재 구조물이 현재 중국에서 운전되고 있는 

HTR-10[2]에서와 같이 Taper tube 구조로 된 경우

에는 HTR-10의 설계방법론에 따라 구조정산한다.
내부관의 두께(t4)는 앞에서 구한 단열관 구조물

의 외경(=내부관의 외경; D4)과 사고시의 압력손

실(P*)을 고려한 아래의 원주응력 관련식(Eq. (5) 
참조)과 설계코드[13]에 기술된 응력한도로부터 

구한다.

 

                                 (5)

4.3 환형부(Annulus)의 구조정산

저온(490 ℃)의 헬륨기체가 흐르는 환형부의 단

면적은 다음의 4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14]. 

4.3.1 등속(Constant Flow Velocity; CFV)모델

초고온 영역을 흐르는 헬륨기체의 평균유속과 

저온 영역으로 흐르는 헬륨기체의 평균유속이 같

도록 하여 환형부의 구조정산을 수행한다.  
 

coldhot VV =                                (6)

4.3.2 등유량(Constant Flow Rate; CFR)모델

초고온 영역을 흐르는 헬륨기체의 유량과 저온 

영역으로 흐르는 헬륨기체의 유량이 같도록 하여 

환형부의 구조정산을 수행한다.  
 

coldhot VV )()( ρρ =                         (7)



4.3.3 등수두(Constant Hydraulic Head; CFR)모델

초고온 영역을 흐르는 헬륨기체의 동압과 저온 

영역으로 흐르는 헬륨기체의 동압이 같도록 하면 

두 영역의 정압차이가 없을 경우에 수두(hydraulic 
head)가 같게 된다.

coldhot VV )()( 22 ρρ =                         (8) 

4.3.4 열평형 모델(Heat Balance model; HB)
Figure 3의 설계변수를 이용하여 1차 HGD 부품 

각 부위에서 온도 및 직경을 Eq. (9)의 열평형식

[15]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이때 환형부에서

의 열전달계수는 Eq. (10)와 같은 수정된 

Dittus-Boelter 모델[16]로부터 구한 값을 사용한다.

)(

)(
)ln(

2

)(
)ln(

2
)(

)(
)ln(

2

)(
)ln(

2

)(
)ln(

2
)(

77

76
67

2

65
56

.

544

43
34

32
23

1

21
12

101

7

airair

Insulation

tubepressHGD

ColdHe

tubeInner

Insulation

tubeLiner

HotHe

TTDh

TT
DD

k

TT
DD

k
TTDh

TT
DD

k

TT
DD

k

TT
DD

k
TTDh

DqQ

−•••=

−•=

−•=

−•••=

−•=

−•=

−•=

−•••=
••=

−

−

−

−

π

π

π
π

π

π

π
π

π

           (9)

여기서

Q : 단위길이당 열속(heat flux)
hHe-Hot : 라이너관 내면에서 열전달 계수

hHe-Cold : 내부관 외면에서 열전달 계수

hair : 차폐재-2의 외면에서 열전달 계수

kLiner tube : 라이너관의 연전도도

kInsulation-1 : 차폐재-1의 유효 열전도도

kInner tube : 내부관의 열전도도

kHGD press. tube : HGD 압력관의 열전도도

kInsulation-2 : 차폐재-2의 유효 열전도도

4.08.0 PrRe021.0=Nu             (10)

여기서 Nu, Re, Pr는 각각 Nusselt 수, Reynolds 
수 및 Prandtl 수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k
DhNu H=

                             (11)

μ
ρ HDV

=Re
                            (12)

k
CP μ=Pr

                              (13)

여기서

h : 열전달 계수(heat-transfer coefficient)
DH : 수력 직경(hydraulic diameter)
k : 열전도도(thermal conductivity)
μ : 동점성도(dynamic viscosity)

Eq. (3) 및 Eqs. (9)-(13)와 환형부에서 온도강하

(T4-T5)를 TΔ 로 놓고 정리하면 환형부에서 치수

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으로 정리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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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여기서 C0와 C1은 상수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51
0 )(

Q
CC π

=
, 

4.08.08.0
1 Pr021.0 −= μρkC

   
5. 조합된 1차 HGD의 환형부 

구조정산방법

4.3.1절, 4.3.2절 및 4.3.3절에서 소개된 3가지 구

조정산방법들은 열평형식을 만족하지 않는다 해

도 동심축 이중관 구조의 1차 HGD 구조물이 초

고온 및 고속의 헬륨기체 유동에 의한 유동기인

진동 현상에 둔감하도록 제안된 간단한 구조정산 

방법이다. 그런데 상기 3가지 구조정산방법과 

4.3.4절의 열평형 모델을 조합하면 열평형식을 만

족하면서 유동기인진동 현상에 둔감한 구조가 되

도록 환형부에 대한 구조정산이 가능하다. 본 절



에서는 이를 조합한 방법과 관련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5.1 등속 모델과 열평형 모델 조합(CFV+HB)
등속 모델과 열평형 모델을 조합한 경우에 환

형부의 치수 DH는 Eq. (3)의 연속방정식과 Eq. (6)
의 관계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데 Eq. (15)과 같

이 표시된다. 따라서 환형부의 구조정산에서는 

Eq. (14)와 Eq. (15)를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5.02
1

2
44 )( DDDD

cold

hot
H ρ

ρ
++−=

           (15)

5.2 등유량 모델과 열평형 모델 조합(CFR+HB)
등유량 모델과 열평형 모델을 조합한 경우에 

환형부의 치수 DH는 Eq. (3)의 연속방정식과 Eq. 
(7)의 관계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데 Eq. (16)과 

같이 표시된다. 따라서 환형부의 구조정산 결과는 

Eq. (14)와 Eq. (16)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5.02
1

2
44 )( DDDDH ++−=                 (16)

5.3 등수두 모델과 열평형 모델 조합(CHH+HB)
등수두 모델과 열평형 모델을 조합한 경우에 

환형부의 치수 DH는 Eq. (3)의 연속방정식과 Eq. 
(8)의 관계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데 Eq. (17)과 

같이 표시된다. 따라서 환형부의 구조정산 결과는 

Eq. (14)와 Eq. (17)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5.02
1

5.02
44 })({ DDDD

cold

hot
H ρ

ρ
++−=

       (17)

6. 1차 HGD의 구조정산 예

200MWt급 원자력수소시스템의 1차 HGD의 예

비제원은 600MWt급 GT-MHR[17] 및 참조원자로

의 자료[2,18]를 이용하여 결정하였고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200MWt급 원자력수소시스템의 

초고온 영역에서 유동질량, 단면적, 유속 등은 전

기의 참조 발전소 자료와 Eq. (2)와 (3)의 열출력 

및 연속방정식을 이용하여 정해진다. 2) HGD의 

라이너관(Liner tube; 재질은 Alloy 617 사용) 내경

을 결정하고 ASME B&P Code Sec. III의 

Subsection ND에 따른 강도평가를 통해 라이너관

의 두께를 결정한다. 3) 단열재 구조물에서 열전

달과 강도평가를 통해 단열재 구조물의 두께를 

결정한다. 그런데 단열재 구조물 전체의 두께는 

HTR-10의 설계자료[2]를 참조하여 120 mm로 가

정하였다. 4) 초고온 영역에서의 유동질량을 고려

하여 내부관(Inner tube; 재질은 Alloy 800H) 및 환

형관의 치수와 HGD 압력관(HGD pressure tube; 
재질은 Mod.9Cr-1Mo)의 제원을 4가지 모델과 강

도평가를 이용하여 결정한다. 여기서 단위길이당 

열속(heat flux) Q는 HTR-10자료와 200 MWt급 원

자력수소시스템의 라이너관 직경을 참조하여 

25.53 kW/m로 가정하였다[19]. 
Table 3은 본 구조정산 예를 위해 Eqs. (2)-(5)에 

사용된 값들을 나타낸 것으로 라이너관 내부로 

흐르는 초고온(950℃) 헬륨기체의 평균유속은 참

고문헌 17의 자료를 참조하여 65.43 m/s를 사용하

였다. 1차 HGD 구성부품들의 재질과 열전도도

[20,21,22]는 Table 4에 나타나 있고 초고온 및 저

온에서 헬륨기체의 물성치[23]는 Table 5에 나타

나 있다. 

Unit
Q* MW 200

△T* K 490

m& kg/s 83.767

Po MPa 0.03

P* MPa 0.2

Table 3 Input values of Eqs. (2)-(5)

(W/mK) Materials
k Liner tube 27.9 Alloy 617

k Insulation-1 0.47 Al2O3

k Inner tube 19.5 Alloy 800H

k HGD pree tube 26.3 Mod.9Cr-1Mo

Table 4 Thermal conductivity of HGD components



Unit 950℃ 490℃

Density kg/m3 5190.4 5188.8
Specific 

heat J/kg․K 2.7378 4.3679

Dynamic 
viscosity μPa․s 53.3 38.236

Thermal 
conductivity W/m․K 0.41849 0.30211

Table 5 Isobaric Properties for Helium at 7 MPa

Table 6은 동심축 이중관형 1차 HGD의 각 구

성부품에 대하여 열평형 모델로부터 구한 구조정

산 결과를 설계변수(직경 및 온도; Fig. 3 참조)별
로 나타낸 것이다.  

   

i Ti (℃) Di (mm) Thickness (mm) Remark

1 950 772

2 947 786 7 Liner tube

3 497 1026 120 Thermal insulation-1

4 493 1046 10 Inner tube

5 488 1316 135 Annulus

6 473 1456 70 HGD pressure tube

7  50 1686 120 Thermal insulation-2

Table 6 Design variables for each component of 
the primary HGD from a heat balance model

6.1 간편한 방법에 의한 구조정산 예

Table 7은 CFV 모델. CFR 모델, CHH 모델 및 

열평형(HB) 모델로부터 구한 구조정산 결과를 요

약한 것이며 Table 8은 강도평가를 요약한 것이

다. Table 8에서 보듯이 강도평가 결과는 모두 설

계기준을 만족하고 있다. Table 7에서 보면 1차 

HGD 구조물이 유동기인진동에 둔감해지도록 제

안된 간단한 구조정산 밥법론으로 결정한 치수는 

열평형 모델로부터 결정한 치수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구조정산 과정이 매우 간편하기 

때문에 초고온(약 950℃)에서 작동하는 동심축 이

중관형 1차 HGD의 구조정산에 예비적으로 이용

될 수 있다고 본다.

(ID/Thickness) CFV CFR CHH HB

Liner tube 772 (7) 772 (7) 772 (7) 772 (7)

Inner tube 1026 (10) 1026 (10) 1026 (10) 1026 (10)

Annulus
 ID
 OD

1046 
1211

1046
1300

1046
1252

1046
1316

HGD pressure tube 1211 (65) 1300 (70) 1252 (65) 1316 (70)

Table 7 Geometric dimensions of the primary 
HGD from four models (mm)

Stress limit CFV CFR CHH HB

14.0 (Liner tube) 11.03 11.03 11.03 11.03

165.0 (Inner tube) 10.26 10.26 10.26 10.26

72.0 (HGD pressure tube) 65.2 65.0 67.4 65.8

Table 8 Strength evaluation of the primary HGD 
from four models (MPa)

6.2 조합된 방법에 의한 구조정산 예

Table 9는 CFV 모델. CFR 모델, CHH 모델과  

열평형 모델을 조합하여 구한 구조정산 결과를 

요약한 것이며 Table 10은 강도평가 결과를 요약

한 것이다. Table 10에서 보듯이 강도평가 결과는 

모두 설계기준을 만족하고 있다. Table 9에서 보

면 3가지 모델에 열평형 모델을 만족할 경우 구

조정산 과정이 4절에서 논의한 간편한 방법에 비

해 다소간 복잡하나 좀 더 상세한 구조정산에 이

용될 수 있으며 모델들의 조합에 따라서는 해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Table 9에서 보면 CFV 모델과 HB 모델을 조합한 

경우에 Table 6의 온도조건을 만족하는 1차 HGD 
구조물의 치수(단열재 구조물과 내부관, 환형관 

및 HGD 압력관의 치수 등)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반면에 CFR 모델과 HB 모델을 조합

한 경우나 CHH 모델과 HB 모델을 조합한 경우

에는 해가 존재하며 단열재 구조물과 내부관, 환
형관 및 HGD 압력관의 치수 등이 HB 모델 및 

간편한 방법으로부터 구한 치수와 다소간 차이가 

있음을 Table 7과 Table 9에서 알 수 있다.



(ID/Thickness) CFV+HB CFR+HB CHH+HB HB

Liner tube 772 (7) 772 (7) 772 (7) 772 (7)

Inner tube N/A* 1009 (10) 826 (10) 1026 (10)

Annulus
 ID
 OD

N/A
N/A

1029
1286

 846
1090

1046
1316

HGD pressure tube N/A 1286 (65) 1090 (60) 1316 (70)

Table 9 Geometric dimensions of the primary 
HGD from combined models (mm)

*N/A: Not Applicable   

Stress limit CFV+HB CFR+HB CHH+HB HB

14.0 
 (Liner tube) 11.03 11.03 11.03 11.03

165.0
 (Inner tube)

N/A*
10.09 8.26 10.26

72.0
 (HGD pressure tube)

N/A 69.3 63.6 65.8

Table 10 Strength evaluation of the primary HGD 
from combined models (MPa)

*N/A: Not Applicable   

6. 결론

200MWt급 원자력수소시스템에서 동심축 이중

관 구조의 1차 HGD에 대하여 구조물의 유동기인

진동을 저감하기 위해 제시한 공학적 모델과 열

평형 모델을 이용하여 예비 구조정산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공학적 모델로부터 구조정산을 할 경우 열평

형 모델보다 비교적 쉽게 예비적인 치수를 결정

할 수 있다.
2. 공학적 모델과 열평형 모델을 조합한 경우에

는 유동기인진동에 둔감한 구조로 구조정산 할 

수 있으나 조금 복잡한 과정을 통해 치수를 결정

하게 된다.

후기

본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자력연구개발사

업인 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대과제) 초고온가

스로 요소기술개발(세부과제)의 일환으로 수행되

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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