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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국제열핵융합실험로(ITER)의 일차벽을 개발하기 위해 그라파이트 히터를 이용한 고열부하 시험 
시설 KoHLT-1(Korea Heat Load Test facility-1)을 구축하였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KoHLT-1의 주목적은 
Be-CuCrZr-SS의 이종 금속이 HIP 방법에 의해 접합된 ITER 일차벽 mockup의 접합 건전성을 확인하는데 있다. KoHLT-1
은 판형 그라파이트 히터, 냉각 jacket이 부착된 상자형 시험용기, 직류 전원, 냉각계통, He 기체 공급계통과 각종 진단계통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모든 시설은 Be 처리가 가능한 특수 정화계통이 설치된 실험실에 설치되었다. 그라파이트 히터는 두 
개의 시험 대상물 사이에 설치되며, 시험대상물과의 거리는 2~3 mm이다. 시험 대상물의 크기와 요구되는 열유속에 따라 여
러 가지의 그라파이트 히터를 설계, 제작하였으며, 전기 저항은 고온 운전 중에 0.2~0.5 Ω이 되도록 하였다. 히터는 100 
V/400 A의 직류전원에 연결되어 있으며, PC와 multi function module로 구성된 전류 조정계통에 의해 미리 프로그램되어 
있는 패턴으로 전류를 자동 조절하게 된다. 두 시험대상물에 인가되는 열유속은 calorimetry법에 의해 냉각수의 입, 출구 온
도와 유량을 측정하여 얻게 된다. 여러 가지 형태의 ITER 일차벽 Be mockups에 대해 고열부하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시험을 
통하여 KoHLT-1 고열부하 시험 시설의 성능이 확인되었고, 24시간 이상의 연속 운전에 있어서도 그 신뢰성이 입증되었다. 

주제어 : 고열부하 시험, KoHLT-1, ITER 일차벽

I. 서  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러시아, 미국, 유럽연합, 인도, 일

본, 중국의 선진 7개국이 참여하는 국제핵융합실험로
(ITER,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프로젝트 [1]는 차세대 에너지원인 핵융합에너지
의 상용화를 위한 공학적 검증을 목표로 하는 사상 초유의 
거대 국제협력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ITER 블랑켓
(blanket) 등 여러 부품에 대한 조달의 책임을 지고 있으
며, 추후 상용 핵융합로를 위한 핵심 기술 중의 하나인 
TBM(Test Blanket Module) 기술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
다. 블랑켓이나 TBM은 초고온의 플라즈마와 접하는 부품
들로서 고열부하 환경에서 장시간 견디도록 설계, 제작되
어야 한다. 핵융합 관련 부품들이 받는 열부하 값은 플라즈
마 붕괴(disruption)나 ELM(edge localized mode)이 발생
하는 경우 아주 짧은 시간동안 GW/m2 이상의 열부하를 받
게 된다. 한편 정상운전시 장시간 가해지는 열부하는 ITER 

일차벽(first wall)의 경우 0.5 MW/m2, 디버터(divertor)
의 경우 30 MW/m2 정도이다 [2,3].

이러한 부품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기 위해
서는 고온에서의 내열 특성 및 높은 열부하에서의 냉각능
력이 우수해야 하며, 이를 실험적으로 검증해야 함은 마땅
하다. 또한 이종 금속으로 구성된 일차벽의 경우, 이종 금
속간의 접합부에 대한 건전성 확인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블랑켓 일차벽 사업의 경
우, 검증용 mockup(FWQM, First Wall Qualification 
Mockup) [4]을 제작하여 공동 시험을 통과해야 본제품 조
달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공동 시험의 경우, 
EU의 고열부하시험 시설인 BESTH(체코) [5]/JUDITH-Ⅱ
(독일) [6]와 미국의 EB-1200 [7]에서 각각 1개씩 2개를 
시험해야 하며, 이러한 시험에는 고가의 비용이 요구된다. 
또한 추후 일차벽의 semi proto-type, proto-type 등도 
제작, 시험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접합기술의 개발 및 제
품의 건전성 확인을 위해 고열부하 시험에 대한 수요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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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수요에 비해 우리나라는 
고열부하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하였으며, 러
시아, 독일 등의 외국 시설을 이용하여 왔다 [8-10]. 외국 
시설을 이용할 경우, 시험을 위한 소요 기간이 길고, 막대
한 비용이 요구되어 지극히 비효율적이다. 이에 본 연구원
에서는 가용한 기존의 시설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최
대 열부하 1.8 MW/m2까지 시험할 수 있는 고열부하 시험 
시설을 구축하였으며, 그 명칭은 KoHLT-1(Korea Heat 
Load Test facility-1)이다. KoHLT-1의 경우, ITER 일차
벽과 같이 독성이 있는 Be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편을 시험
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으며, 이를 위해 Be 취급이 가능한 
실험실에 설치되었다. 구축된 KoHLT-1을 이용하여 세 가
지 다른 형태의 mockup 14개에 대해 고열부하 시험을 수
행하였다. 80×80×10 mm3 크기의 Be-tile이 3개 접합되
어 있는 검증용 mockup(FWQM) 2개, FWQM과 같은 크기
의 Be-tile이 1개 접합되어 있는 mockup(S881) 6개, 
35.5×35.5×10mm3 크기의 Be-tile이 3개 접합되어 있는 
mockup(P333) 6개가 그것이다. FWQM에 대한 고열부하 
시험은 위에서 언급한 조달 자격 획득을 위한 시험과 병행
하여 외국 기관에서의 시험과 비교하기 위함이며, S881 및 
P333 mockup에 대한 시험은 다양한 접합 조건을 도출하
기 위함이다. 

II. 고열부하 시험 시설 KoHLT-1 구축
1. KoHLT-1 개요 

KoHLT-1 열부하시험시설은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
이, box형 시험용기 내에 두 개의 mockup이 서로 마주보
고 있으며, 그 사이에 판형 그라파이트(graphite) 히터를 
설치하여 동시에 두 개의 mockup에 열부하를 가하는 방식
으로 되어 있다. KoHLT-1 시설의 구성은 그라파이트 히터
가 들어있는 시험용기, 냉각계통, DC 전원, 진공펌프 계
통, He 기체 공급계통, 각종 진단계통, DAS(Data 
Acquisition System) 및 PC로 되어있다. 이러한 모든 시
설은 Be 취급이 가능하도록 공식적으로 허가된 실험실에 
설치되어 있으며, 본 실험실은 Be 분진 등의 처리가 가능
한 특수 환기계통 및 관련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두 개의 
시험대상물에서 열을 제거하는 냉각계통에는 열유량계 계

통이 장착되어 있어 흡수된 총 열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
였다. 또한 시험용기 내벽에 흡수되는 열을 제거하기 위한 
냉각계통이 있으며, 시험용기 외벽에 부착된 water jacket
을 통해 열을 제거하게 된다. 그라파이트 히터를 가열하여 
열부하 시험을 수행할 때에는 그라파이트의 산화를 방지하
기 위해 시험용기 내부를 불활성 기체로 충진해야 하며, 
KoHLT-1에서는 그라파이트 히터와 시험 대상물 사이의 
열전도를 고려하여 열전도 특성이 좋은 He 기체로 충진하
였다. EU의 유사 시설인 BESTH [5]가 FWQM의 시험만을 
위해 구축된 반면, KoHLT-1은 다양한 형태의 부품 시험이 
가능하도록 설계, 구축되었다. 

Figure 1. Schematic diagram of the KoHLT-1 heat 
load test facility.

2. 그라파이트 히터의 설계 및 제작 

열부하원으로는 판형 그라파이트를 사용하였으며, 시험
하고자 하는 mockup의 크기에 따라 유효 발열 면적이 다
른 히터를 설계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그라파이트를 발열
체로 선택한 이유는 그라파이트 재질의 녹는 온도가 3600℃ 

정도로 매우 높고, 고온에서의 화학적, 기계적 특성이 우수
하고, 판형 등 원하는 형상으로 제작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텅스텐의 경우 1500℃ 이상에서 재결정화되어 grain 크기
가 증가하여 취성이 생기는 반면, 그라파이트는 고온에서 
매우 안정적이어서 장시간 운전이 가능하다. 또한 그라파
이트는 고온에서의 전기 저항 변화가 적어 정밀 온도 조절
이 용이하다 [11]. 

그라파이트 히터는 복사에 의해 열부하를 가하게 되는
데, 그 복사량은 Stefan-Boltzman 법칙에 의해 온도의 4
승에 비례하며, 그라파이트 히터의 온도, Tg는 히터에 가해
지는 전류와 전기저항에 의해 결정되므로 그 관계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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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 같이 주어진다. 여기서 Pe는 공급되는 전력이며, I는 전
류 R은 히터의 저항이다. 등식의 우측 첫 항은 그라파이트 
히터 자체의 온도를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단위 시간당 열
량(전력)이며, Cg는 히터의 비열, Mg은 히터의 질량이다. 
두 번째 항 Prad은 복사열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시험대
상물에 가해지는 열부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세 번째 항
은 히터를 지지하는 구조물을 통한 전도에 의한 열손실량
이며, KoHLT-1에서는 세라믹 절연체를 중간에 삽입하여 
히터를 지지함으로써 열 손실을 가능한 한 감소시켰다. 마
지막 항은 He 기체의 대류를 통한 열손실 양이다. 

그라파이트의 전기 저항 R은 저항체의 비저항 ρ, 길이 
L, 단면적 S에 의해


     (2)

와 같이 결정되는데, 여기서 L과 S는 히터의 모양에 의해 
결정되므로 상수이다. 그라파이트의 비저항은 온도의 함수
인데, 다른 재질과 달리 매우 특이한 경향을 보인다. 즉, 도
체의 경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비저항은 증가하고, 반도
체의 경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비저항은 감소하게 되지
만 그라파이트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어느 온도까지는 
감소하다가 그 이후에는 다시 증가하는 특성을 보인다. 
KoHLT-1 시험시설에서는 독일 SGL Carbon Group 
(www.sglcarbon.com)사의 R8710 그라파이트를 사용하였
는데, 비저항은 Fig. 2와 같다. 상온에서는 ρ=13.0 μΩ‧m
이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여 약 900℃에서 최소
값을 나타내며 그 값은 상온의 약 65 %이다. 그 이후에는 
서서히 증가하여 2000 ℃에서는 ρ=9.6 μΩ‧m이 된다. 실
제 히터로서 그라파이트를 사용하는 경우 1000 ℃ 이상에
서 사용하게 되므로 비저항 값의 온도에 따른 변화는 비교
적 작다고 할 수 있다. 운전하게 될 온도에서의 저항 값을 
(2)식으로 구하여, (1)식의 미분방정식을 풀면 시간에 따른 
히터의 온도를 알 수 있으며, 그 온도로부터 방사되는 열부
하를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히터에 흐르는 전류가 상수
인 경우 비교적 쉽게 (1)식으로부터 온도 변화를 알 수 있으
나, 그라파이트 히터의 경우, 전류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
킬 때 일정한 시간을 두고 서서히 조정하게 된다. 이는 그

라파이트 히터에 가해지는 열 충격을 완화하여 수명을 늘
리기 위함이다. ITER 일차벽 검증용 mockup의 경우, 고열
부하 시험을 위한 전류 조정 패턴이 Fig. 3과 같고 [12], 
mockup에 가해지는 열부하 패턴이 전류의 패턴에 의해 좌
우되는 바, ITER의 시험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시험하기 
위해 KoHLT-1에서도 Fig. 3과 같은 전류 조정 패턴을 적
용하였다. 전류 값이 구간에 따라 다르므로 (1)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류의 변화 패턴에 따라 각 구간별로 나
누어 계산하였다. Fig. 3의 시간에 따른 전류 조정 곡선에
서 일정한 전류로 가열하는 시간을 180초로 둔 것은 그 이
상의 시간동안 가열하여도 mockup의 온도가 더 이상 상승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열 시간은 mockup의 크기 
및 열유속에 따라 설정을 달리해야 한다. 즉, 열유속이 높
을수록 온도가 포화되는데 시간이 짧으므로 가열시간을 줄
일 수 있다. 냉각 시간을 60초로 한 것은 그 시간이면 
mockup의 온도가 충분히 감소하여 온도 변화에 따른 열응
력을 충분히 인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라파이트의 비열 
또한 온도의 함수이며, 일반적으로 Fig. 4와 같다. 

Figure 2. Resistivity of the R8710 graphite. 

 Figure 3. Current control profile for a high heat flux 
test of the ITER FWQ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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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ypical specific heat of artificial graphite.

(1)식의 우측 두 번째 항은 복사에 의한 열전달 양을 나
타내며, 바로 이 항 속에 시험 대상물에 가해지는 열유속이 
포함된다. 즉, 그라파이트 히터로부터 방출되는 복사열은 
대부분 히터 양쪽에 인접해 있는 두 mockup에 흡수되지만 
일부는 유실되어 시험용기 내벽에 흡수되거나 시험대상물
에서 열부하의 인가 대상이 아닌 부분에 흡수될 수도 있다. 
복사에 의한 열전달은 복사열 방사체와 대상물의 상호 관
계에 의해 결정되는데, KoHLT-1에서는 대부분의 열이 
mockup에 흡수되고 나머지는 궁극적으로 시험용기의 냉
각에 의해 복사열이 제거되므로

 

















 





















    (3) 

와 같이 주어진다 [13]. 여기서 σ는 Stefan-Boltzmann 상
수(=5.669×10-8 W‧m-2 ‧K-4)이며, A는 표면적, T는 온
도, ε은 방사계수이다. 첨자 g, m, w는 각각 그라파이트 
히터, mockup, 시험용기 벽을 나타낸다. 또한 Fgm은 그라
파이터 히터에서 mockup을 바라보는 형상계수(view 
factor)이며, Fgw은 히터가 시험용기 내벽을 바라보는 형상
계수이다. KoHLT-1에서 mockup을 시험하는 경우, 그라
파이트의 온도가 mockup이나 시험용기 벽에 비해 온도에 
비해 매우 높고(Tg≫Tm), 그라파이트 히터의 구조와 복사
열이 도달하는 대상물인 mockup과 시험용기의 구조가 복

잡하여 복사열 항을 

  
     (4)

와 같이 단순화하였다. 그라파이트의 방사율은 표면 상태, 
온도에 따라 변하지만 여기서는 그라파이트 제작사가 제공
한 값 εg =0.9를 사용하였다. (1)식에서 전도와 대류에 의
한 열손실을 무시하고, (1), (4)식을 이용하여 Fig. 3과 같
은 전류 분포에 대해 그라파이트 히터의 온도를 계산할 수 
있다. 

(4)식으로 나타낸 복사열 중에 거의 대부분이 mockup에 
흡수되는데 그 비율을 열전달 효율(heat transfer efficiency) 
e로 나타내면, 흡수된 복사열은

    
     (5)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흡수된 복사열은 주로 
mockup 내부를 순환해 나가는 냉각수에 의해 제거되며, 
나머지는 mockup의 온도 상승, 전도에 의한 손실로 분배
된다. 그 관계식은 (1)식과 유사하며,

 


   (6)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첨자 m, c는 각각 mockup
과 냉각수를 나타내며, Q는 질량유속이다. (6)식의 우측 세 
번째 항은 mockup으로부터 지지구조물을 통해 전도에 의
한 열 손실을 나타내며, KoHLT-1에서는 FWQM의 경우, 
세라믹 링을 중간에 삽입하여 지지하였으며, 여타 mockup
의 경우 폴리에틸렌 계열의 절연체를 이용하여 지지 구조
물로의 열손실을 억제하였다. 네 번째 항은 He 기체를 통
한 대류에 의한 열 손실을 나타낸다. 전도와 대류에 의한 
열손실을 무시하면 mockup에 흡수되는 열량을 실험적으
로 쉽게 구할 수 있는데, (6)식에서 mockup의 온도가 포화
되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때, 즉, dTm/dt=0가 되었을 
때에는

∞                         (7)

가 되어 흡수된 열량이 모두 냉각수에 의해 제거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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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Design of a graphite heater for the FWQM 
testing.

서 장펄스 운전을 실시하여 mockup의 온도가 더 이상 증
가하지 않을 때의 냉각수의 입, 출구 온도와 질량유속을 측
정하면 (7)식으로부터 흡수되는 총열량을 구할 수 있다. 또
한 장펄스 운전의 경우 그라파이트의 온도도 더 이상 증가
하지 않고 포화되므로, (1)식에서 투입되는 전력이 복사열
과 같게 되므로,

  
 ∞     (8)

와 같다. (7), (8)식으로부터 복사열 중에서 mockup으로 
전달되는 비율인 열전달 효율 e는 

 

     (9)

와 같이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구한 열전달 효율을 이용하
면 (5)식으로부터 mockup에 흡수되는 열을 구할 수 있으
며, 이 값으로부터 mockup이 히터를 바라보는 면적으로 
나누면 열유속을 구할 수 있다. 실제 고열부하 시험의 경우 
(7)식에 의해 흡수된 열량을 구하여 시험대상물의 면적을 
나누어 열유속을 구하는데 있어, 시간에 따른 열유속이나, 
유량의 변화가 큰 경우 측정한 값이 바로 그 순간의 값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즉, 가해진 복사열이 냉각수의 온도 
상승에 기여하는 데에는 일정한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이
다. 따라서 (7)식은 열유속 값이 일정하고, 냉각수의 유량
에도 변동이 없을 때 유효하다. 

일차벽 검증용 mockup(FWQM)을 시험하기 위해, 유효 

발열 면적이 FWQM의 Be-tile쪽 표면적과 같은 244×80 
mm2인 그라파이트 히터를 Fig. 5와 같이 설계하였다. 발
열부의 폭(9.18 mm)과 두께(6.5 mm)는 본 히터의 고온 운
전시 전체 저항이 0.25 Ω이 되도록 설계한 것이다. 이 값
은 유사시설인 EU의 BESTH [5]에서의 값 1 Ω보다 상당히 
작은데, 이는 동일한 열유속을 내기 위해 전압, 전류의 조
합에 있어 가능한 한 전압 값을 낮추어 방전에 의한 히터의 
파손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이다. 

그라파이트 히터의 온도가 1750℃(이 온도는 FWQM 시
험시 그라파이트의 온도임)일 때 Fig. 5의 그라파이터 히터
의 경우 전기저항은 (2)식에 의해 0.24 Ω이 되며, 비열은 
2.1 Joule/(g ‧℃)이다. 이 값을 이용하여 그라파이트 히
터의 온도를 I0=200～400 A에 대해 계산하면 Fig. 6과 같
다. 그라파이트의 최대 온도는 1270～1910 ℃이었으며, 
최대 온도에 도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을 알 수 있
다. 즉, 전류가 최대값인 I0에 도달한 후 30～90초 정도 지
나야 원하는 온도에 도달함을 알 수 있다. 온도가 포화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전류가 낮을수록 더 장시간이 요구되었다. 

열전달 효율은 (9)식을 이용하여 실험적으로 구할 수 있
는데, KoHLT-1의 경우 시험 대상물의 크기에 따라 대략 
e=0.7～0.85이다 [14]. FWQM의 경우 열전달 효율은 약 
0.8 정도인데, 이 값을 이용하여 FWQM이 흡수하는 열유
속을 계산하면 Fig. 7과 같다. KoHLT-1에 설치된 전원의 
최대전류인 I0 =400 A(V=96 V)일 때, 그라파이트 히터 양
쪽에 설치된 두 FWQM에 가해지는 열유속은 q0=0.79 
MW/m2임을 알 수 있으며, 전류 인가 시작 후 최대 열유속
의 90 %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52.3초이다. 또한 이
때의 그라파이트 히터의 온도는 1910℃이다. 

정상상태에서 최대 전류 값에 따른 FWQM에 흡수되는 
열유속과 그라파이트 히터의 온도 및 반응 시간을 Fig. 8에 
나타내었다. ITER FWQM의 시험 조건인 0.625 MW/m2의 
열유속 [12]을 얻기 위해서는 그라파이트 히터에 357 A의 
전류를 인가해야 하며, 요구되는 열부하의 90 %에 도달하
는데 걸리는 시간은 58.1초이다. 또한 히터의 최대 온도는 
1790 ℃로서, 계산을 위해 그라파이트의 비저항 및 비열 
값의 기준 온도인 1750 ℃와 큰 차이가 없다. 만약 계산한 
온도와 처음에 가정한 온도의 차이가 클 경우, 비저항과 비
열의 값을 새로운 값으로 하여 위의 계산 과정대로 재계산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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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Design of a graphite heater for the S881 
mockup.

Figure 6. Temperature response of the graphite heater 
for a high heat flux test of the FWQM. 

Figure 7. Heat flux response of the graphite heater 
for the FWQMs.

Figure 8. Absorbed heat flux, graphite temperature, 
and rising time of the heat flux of the 
graphite heater for the FWQMs.

S881 mockup에 대한 고열부하 시험에서 목표로 하는 
열유속은 1.5 MW/m2이며, thermal cycle 수는 1,000 
cycles이다. 이는 ITER 검증용 mockup의 시험 조건과 대
등한 시험 조건이며 [15], 시험 시간을 단축하여 가속 시험
을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열유속을 인가할 수 있도록 설계
한 그라파이트 히터는 Fig. 9와 같다. 설계된 히터의 유효 
발열 면적은 80.5×80 mm2이며, 발열부의 두께는 4.5 
mm이다. S881 mockup을 1.5 MW/m2의 열유속에서 시험
하는 경우, mockup의 온도가 포화되는 시간이 짧아서, 전
류 조정시 최대 전류 유지시간을 FWQM의 경우 180초였던 
것을 120초로 줄였다. 또한 본 히터에 대해서는 2250 ℃에
서의 비저항 값 ρ=9.9 μΩ‧m와 비열값 2.2 Joule/(g‧℃)
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히터의 저항값은 R=0.328 Ω이 된
다. 이러한 값들을 이용하여 전류에 따른 그라파이트 히터
의 온도를 계산하면 Fig. 10과 같다. 그라파이트 히터의 전
류가 I0 =300 A(V=98.4 V)일 때, 히터의 온도가 거의 
2500 ℃가 됨을 알 수 있다. 열전달 효율을 실험으로부터 
얻은 e =0.8 [14]로 하였을 때 S881 mockup이 받는 열부
하를 계산하면 Fig. 11과 같다. 전류가 I0 =300 A일 때 열
유속은 1.84 MW/m2이다. 전류에 따른 mockup이 받는 열
유속과 히터의 온도, 열유속이 최대값의 90%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면 Fig. 12와 같다. 요구되는 열유
속 q0=1.5 MW/m2를 얻기 위해서는 I0 =271 A의 전류가 필
요함을 알 수 있으며, 이 때 그라파이트 히터의 온도는 
2354 ℃이고, 원하는 열유속의 90 %에 도달하는 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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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Design of a graphite heater for the P333 
mockup.

34.2초이다. 그림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히터의 전류를 
300 A 이상 인가하면 1.8 MW/m2 이상의 열유속을 얻을 
수 있으나, 이 경우 히터의 온도가 2500 ℃ 이상이 된다. 
그라파이트의 녹는 온도는 3600 ℃로서 매우 높지만, 그라
파이트의 증발(evaporation)에 따른 수명 단축을 고려하면 
2700～2800 ℃까지는 안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6]. 따라서 계산과 실제와의 차이 및 안전계수
를 고려하면 2500 ℃ 정도가 그라파이트 히터의 운전 온도
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그라파이트 히터에 300 
A 이하의 전류에서 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KoHLT-1에 설치된 전원의 최대 출력 전압이 100 V이므로 
300 A 이상 인가할 경우, 이 한계를 넘어서게 되므로 운전
이 불가능하다. 

Figure 10. Temperature response of the graphite 
heater for a high heat flux test of the 
S881 mockup. 

Figure 11. Heat flux response of the graphite 
heater for the S881 mockup.

Figure 12. Absorbed heat flux, graphite temperature, 
and rising time of the heat flux of the 
graphite heater for the S881 mockup.

P333 mockup에 대한 고열부하 시험에서 목표로 하는 
열유속은 1.5 MW/m2이며, 이를 위해 설계한 그라파이트 
히터는 Fig. 13과 같다. 설계된 히터의 유효 발열 면적은 
110.5×36 mm2이며, 히터의 두께는 5.0 mm이다. S881 
mockup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류 조정시 최대 전류 유
지시간을 120초로 하였다. 또한 본 히터에 대해서는 2250 ℃
에서의 비저항 값 ρ=9.9 μΩ‧m와 비열값 2.2 Joule/(g‧℃)
를 사용하였으며, 히터의 저항값은 R=0.203 Ω이다. 이러
한 값들을 이용하여 전류에 따른 그라파이트 히터의 온도
를 계산하면 Fig. 14와 같다. 그라파이트 히터의 전류가 
I0=300 A(V=60.9 V)일 때, 히터의 온도가 거의 2500 ℃가 
됨을 알 수 있다.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본 히터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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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Temperature response of the graphite 
heater for a high heat flux test of the P333 
mockup. 

Figure 15. Heat flux response of the graphite heater 
for the P333 mockup.

Figure 16. Absorbed heat flux, graphite temperature, 
and rising time of the heat flux of the 
graphite heater for the P333 mockup.

우가 앞선 두 경우에 비해 열전달 효율이 낮은데 그 이유는 
본 mockup이 히터를 바라보는 형상계수(view factor)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본 계산에서는 실험으로부터 
(9)식을 이용하여 구한 열전달 효율 값인 e=0.7 [14]을 이
용하였으며, P333 mockup이 받는 열부하를 계산하면 
Fig. 15와 같다. 전류가 I0=300 A일 때 열유속은 1.63 
MW/m2이다. 전류에 따른 mockup이 받는 열유속과 히터
의 온도, 열유속이 최대값의 90 %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
간을 계산하면 Fig. 16과 같다. 요구되는 열유속 q0=1.5 
MW/m2를 얻기 위해서는 I0=288 A의 전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이 때 그라파이트 히터의 온도는 2421 ℃이고, 

원하는 열유속의 90 %에 도달하는 시간은 34.6초이다. 그
림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히터의 전류를 310 A 이상 인가
하면 1.7 MW/m2 이상의 열유속을 얻을 수 있으나, 이 경
우 히터의 온도가 2500 ℃ 이상이 되므로 더 이상은 증가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경우에는 전원의 최대 
출력에 의해서는 제한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설계 및 계산을 바탕으로 Fig. 17과 같이 세 
가지의 그라파이트 히터를 제작하였으며, KoHLT-1에 설
치하여 고열부하 시험에 사용하였다. 

Figure 17. Fabricated graphite heaters for the KoHL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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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Photograph of the KoHLT-1 in operation.

3. KoHLT-1의 주요 구성 
KoHLT-1 고열부하 시험시설은, Be 분진을 처리할 수 

있는 특수환기계통 및 관련 취급 시설을 완비하여 노동부
로부터 Be 취급 허가를 받은 실험실에 설치되었으며, 동작 
중인 KoHLT-1은 Fig. 18과 같다. KoHLT-1의 주요 구성
은 Figs. 1,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자형 시험용기, 냉각
계통, 직류전원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자형 시험용
기는 내부 공간의 크기가 0.3 m×0.3 m×1.2 m이며, 진공
이 가능한 구조로서 누설검사 [17]를 통해 기밀을 확인하였
다. 좌우 양쪽 면을 제외하고 넓은 네 면에는 냉각을 위한 
water jacket이 용접되어 있다. 앞면은 도어형으로 완전 
개방이 가능하고, 직경 120 mm의 시창구 2개가 있다. 시
험용기의 우측에는 4개의 냉각수 입‧출구가 설치되어 있으
며, 4개의 냉각수 배관에는 냉각수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
도록 K-type 열전대가 각각 1개씩 설치되어 있다. 시험용
기의 상단에는 모두 6개의 소형 포트가 있으며, 2개는 전류 
공급용 feedthrough, 2개는 열전대용, 나머지는 각각 진
공게이지용 및 기체 배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기체배기
용 플랜지에는 압력계와 90도 앵글밸브가 장착되어 있다. 
시험용기 하부에는 진공펌프와 He 기체 공급계통이 연결
되어 있다.

KoHLT-1의 냉각계통은 독립된 3개의 라인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냉각수는 순환식이 아니라 수돗물에서 냉각수
를 공급받는 one-way식으로 구성하였다. 3개의 냉각계통
은 두 개의 시험대상물과 시험용기를 냉각하도록 되어 있
다. 시험대상물용 2개의 냉각계통에는 각각 유량조절 밸
브, 정밀 질량유량계와 입‧출구에는 냉각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열전대가 설치되어 있다. 냉각수의 입‧출구의 온
도 차이와 유량으로부터 (7)식을 이용하여 흡수되는 열량
을 측정할 수 있다. 시험용기의 열을 제거하기 위한 냉각계
통에는 유량조절 밸브와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추가
로 유량스위치를 장착하여 사고나 단수로 인한 냉각수 공
급 중단시 그라파이트 히터에 전류 공급을 중단하도록 하
는 interlock 계통을 구동하도록 하였다. 2개의 시험 대상
물을 위한 냉각수 유량은 각각 8～9 kg/min이며, 시험용
기용 냉각수 유량은 4～5 kg/min이다. 

그라파이트 히터에 전류를 공급하기 위한 전원으로는 
SCR제어 방식의 대전류 전원이다. 최대 출력은 100 V, 
400 A이며, 정전류 또는 정전압 모드 전환이 가능하다. 

KoHLT-1에서는 PC에 의해 전류를 조정하며, 정해진 파형
을 주어진 횟수만큼 반복하도록 하고 있다. 수동 전류 조정 
또한 가능하며, 시험 대상물 설치 후 낮은 전류에서 히터를 
가열하여 히터와 mockup 표면의 이물질과 수분을 제거하
는 진공 베이킹(baking)을 실시하거나 전류의 임의 조정이 
필요할 때에 사용한다. 전원의 전류 제어는 Agilent사의 
34970A Data Acquisition/Switch Unit를 통해 PC에서 
이루어지며, 제어 프로그램은 VEE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고열부하 시험중 시험대상물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K-type 열전대를 이용하며, ITER 검증용 mockup의 경우 
각각 3개씩을 장착하였다. 열전대에 의한 mockup의 온도 
측정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열전대와 mockup과의 접촉
을 확실히 하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 이를 위해 Fig. 19와 
같이 스프링의 인장력을 이용하는 구조로 열전대를 설치하
였다. 

자료수집계통은 USB data acquisition module을 이용
하여 구축하였으며, 온도의 경우 16 channels, 전압신호의 
경우 24 channels에 대한 자료수집이 가능하다. 두 개의 
FWQM을 시험하는 경우, mockup의 온도 6개, 냉각수 온
도 4개, 전원의 전압, 전류, 유량 2개의 신호를 처리하여 
총 14개의 자료를 수집하게 된다. 

KoHLT-1 고열부하 시험시설은 시험대상물의 교체, 유
지보수 기간을 제외하면 24시간 운전하게 되며, 약 8～12
시간을 주기로 시험을 실시한다. 시험 주기 사이에는 시험 자
료의 수집, 정리와 시험 시설의 운전변수를 점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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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Typical variations of the heater current and 
the heat flux measured by calorimetric 
method during the FWQM test.

Figure 19. Three thermocouples mounted on a FWQM 
and their detail mounting scheme.

III. 다양한 Be Mockup에 대한 고열부하 시험
일반적으로 고열부하 시험은 목적에 따라 반복 열부하에 

의한 열피로 시험, 냉각 능력 검증 시험, 열 충격에 대한 내
구성 시험으로 나눌 수 있으며, KoHLT-1에서의 Be 
mockup에 대한 고열부하 시험은 열피로에 대한 Be-to- 
Cu alloy간의 접합 건전성을 확인하는데 있다. KoHLT-1
를 구축한 후, dummy mockup을 이용한 첫 고열부하 시험
을 수행하였으며, 약 3개월간 성능 시험 및 장치 보완과정
을 거친 후 Be이 포함된 mockup인 FWQM에 대해 본격적
인 고열부하 시험을 개시하였다. 본격적인 시험 개시 후 약 
7개월 동안 ITER 일차벽 검증용 mockup (FWQM) 2개, 

S881 mockup 6개, P333 mockup 6개에 대해 고열부하 시
험을 수행하였다. 이로서 총 14개의 mockup에 대해 고열
부하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총 test number는 254, 총 
cycle수는 31,263 cycle‧mockup이다. 2개의 FWQM의 경
우, ITER 일차벽 mockup에 대한 시험 조건인 0.625 
MW/m2 이상의 열유속에서 12,690/12,020 cycles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총 시험시간은 1,029시간이다. 이와 같은 
시험 결과 2개의 FWQM 모두 Be-tile의 접합 건전성이 입
증되었다. 6개의 S881 mockup에 대해서는 1.5 MW/m2의 
열유속에서 1,100 cycle을 목표로 시험을 수행하였으나, 
모두 목표치를 넘기기 못하고 Be-tile이 이탈되었다. 이러
한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Be-to-CuCrZr의 HIP 접합을 위
한 interlayer에 대한 귀중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었다. 6
개의 P333 mockup에 대해서는 1.5 MW/m2의 열유속에서 
1,100 cycle을 목표로 시험을 수행하여, 4개는 목표 cycle 
수를 견뎠으며, 다른 1개는 862 cycle까지 시험하였다. 나
머지 1개는 예비 시험 단계에서 Be-tile이 이탈되었다. 
Be-tile의 이탈없이 고열부하 시험을 통과한 mockup에 대
해서는, 시험 전후의 초음파 검사를 통하여 Be-to-Cu 
alloy간의 접합 건전성을 재확인하였다. 

시험시의 열유속은 계산치와 잘 일치하였는데, FWQM
의 경우 357 A로 0.625 MW/m2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였는 
바, 실험에서는 Fig.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368 A를 인가
하여 0.66 MW/m2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림에서 열유속 값
은 냉각수의 온도 차이에 의해 구한 값으로서, 실제 열유속 
값은 정상 상태가 되었을 때 (7)식에 의해 구해진다. 냉각
수의 온도 차이를 이용하여 구한 열유속 값이 정상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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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Fig. 8의 예측에 비해 훨씬 더 
걸리는 이유는 mockup의 표면에 가해진 열부하가 냉각수
로 전달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S881 
mockup의 경우에는 271 A로 1.5 MW/m2를 얻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실험에서는 275 A를 인가하여 1.53 MW/m2

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P333 mockup의 경우에는 288 A
로 1.5 MW/m2를 얻을 것으로 계산되었데, 실험에서는 287 
A를 인가하여 1.55 MW/m2를 얻을 수 있었다.

IV. 결  론
본 연구를 통하여 핵융합로에서의 플라즈마 대향 부품, 

로켓의 엔진, 고온원자로 등 고열부하가 가해지는 부품에 
대해 내열 특성을 검증할 수 있는 고열부하 시험시설 
KoHLT-1을 구축하였으며, 다양한 형태의 ITER 일차벽 
mockup에 대한 고열부하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KoHLT-1에서 열원으로는 판형 그라파이트를 사용하였으
며, 시험 대상물에 따라 그 크기와 저항 값을 다르게 설계, 
제작하였다. 그라파이트 히터는 마주보고 있는 2개의 시험 
대상물 사이에 위치하며, 최대 400 A의 전류를 공급 받도
록 하였다. 이를 통해 시험 대상물의 크기에 따라 0.5～1.8 
MW/m2의 열유속을 인가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KoHLT- 
1에서 총 14개의 Be mockup에 대해 고열부하 시험을 수행
하였으며, 총 test number는 254, 총 cycle수는 31,263 
cycle‧mockup이다. 이로서 KoHLT-1의 장시간 운전 가능
성 및 시설의 신뢰성이 입증되었으며, 핵융합로 부품을 비
롯하여 여타 고열부하 부품의 시험에 활용이 가능함을 확
인하였다. 추후 대형 부품에 대한 고열부하 시험이 가능한 
KoHLT-2를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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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a High Heat Load Test Facility KoHLT-1

for a Testing of Nuclear Fusion Reactor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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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igh heat flux test facility using a graphite heating panel was constructed and is presently 
in operation at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which is called KoHLT-1. Its major 
purpose is to carry out a thermal cycle test to verify the integrity of a HIP (hot isostatic 
pressing) bonded Be mockups which were fabricated for developing HIP joining technology 
to bond different metals, i.e., Be-to-CuCrZr and CuCrZr-to-SS316L, for the ITER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first wall. The KoHLT-1 consists of a 
graphite heating panel, a box-type test chamber with water-cooling jackets, an electrical DC 
power supply, a water-cooling system, an evacuation system, an He gas system, and some 
diagnostics, which are equipped in an authorized laboratory with a special ventilation system 
for the Be treatment. The graphite heater is placed between two mockups, and the gap distance 
between the heater and the mockup is adjusted to 2~3 mm. We designed and fabricated 
several graphite heating panels to have various heating areas depending on the tested mockups, 
and to have the electrical resistances of 0.2~0.5 ohms during high temperature operation. 
The heater is connected to an electrical DC power supply of 100 V/400 A. The heat flux 
is easily controlled by the pre-programmed control system which consists of a personal 
computer and a multi function module. The heat fluxes on the two mockups are deduced 
from the flow rate and the coolant inlet/out temperatures by a calorimetric method. We have 
carried out the thermal cycle tests of various Be mockups, and the reliability of the KoHLT-1 
for long time operation at a high heat flux was verified, and its broad applicability is 
prom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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