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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로 부품에 대한 고열유속 시험조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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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부하 환경에 노출되는 핵융합로의 플라즈마 대향부품은 주로 낮은 원자번호 물질열전도-
가 좋은 물질 구조체의 순으로 다층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 간의 우수한 접합성은 부품의- ,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이러한 플라즈마 대향부품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고열.
속의 열부하를 반복적으로 인가하는 시험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본 연구원에서는, KoHLT-1,
의 시험시설을 운용하고 있다 본 시설에서는 열부하원으로서 그라파이터 히터를 사용하며2 . ,
히터는 두 개의 시험 대상부품 사이에 설치되고 히터에 고전류를 인가하여 복사열에 의해 시험,
부품에 열부하를 가하게 된다 고열부하 환경에서 열피로 시험을 위해 히터에 인가되는 전류를.
시간에 따라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적으로 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고열부하ON-OFF .
시험을 수행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 논의하 다 우선 인가하는 열유속.

값은 일차적으로 시험시설의 최대 출력에 의해 좌우되며 시험대상물의 운전조건 및(heat flux) ,
열부하 반복횟수에 의해 결정된다 열부하 반복횟수는 주어진 열유속 값에 대해 이. total strain
파단에 이르는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열부하를 인가하는 시간은 히터에 전류를 인가했을 때.
요구되는 온도로 상승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시험대상물의 온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데

걸리는 시간에 의해 좌우된다 냉각시간은 길수록 시험대상물의 온도가 냉각수의 온도에 접근하.
게 되나 너무 길어지면 시험시간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므로 온도 감소 곡선을 검토하여 적절한,
시간을 정하게 된다 열유속 측정은 냉각수의 온도 상승값과 유량으로부터 계산하게 되며 정확. ,
한 측정을 위해서는 열부하를 인가하는 시간이 충분히 길어야 한다 또한 시험대상 부품에서.
열부하가 인가되는 면적을 정확히 정의해야 하며 냉각관로에 열부하가 인가되어서는 않된다, .
또한 시험대상부품을 지지하는 지지구조체를 통한 열손실을 최소화해야 정확한 열유속을 측정

할 수 있다 시험대상부품을 설치할 때 히터와의 간격 또한 결정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며 간격이. ,
좁을수록 최대 열유속 값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너무 가까운 경우 히터의 열변형에 의한 접촉,
및 아크 방전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히터와 시험대상부품의 손상을 가져오게 된다 시험대, .
상물이 국제열핵융합로 의 일차벽과 같이 베릴륨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방전에 의한 손상(ITER)
은 인체에 유해한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순간적인 방전은 고가의 고전류전원의 고장을.
유발할 수도 있다 열부하 시험 중 시험대상물의 온도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온도. ,
변화 곡선으로부터 시험대상물의 건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변화를 가장 잘 탐지.
할 수 있는 위치에 온도 센서를 설치하는 것이 관건이며 이는 사전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