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기계학회논문집 A권, 제34권 제9호, pp. 1241~1248, 2010 
 

 

1241 

<응용논문>                      DOI:10.3795/KSME-A.2010.34.9.1241                       ISSN 1226-4873 
 

헬륨가스루프 시험용 공정열교환기에 대한 고온구조해석 모델링 (I) § 
 

송기남*†
 · 이형연*

· 김용완*
· 홍성덕*

· 박홍윤** 

* 한국원자력연구원, ** AD Solution 
 

High-Temperature Structural-Analysis Model of Process Heat Exchanger for 

Helium Gas Loop (I) 
 

Kee Nam Song
*†
, Heong Yeon Lee

*
, Yong Wan Kim

*
, Seong Duk Hong

* 
and Hong Yoon Park

**
 

*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 AD Solution 

 

(Received May 4, 2010 ; Revised June 22, 2010 ; Accepted June 23, 2010) 

 

2. 서 론 

초고온가스로(Very High Temperature Reactor; 

VHTR)에서 생산된 초고온 열을 이용하여 청정에너지 

인 수소를 경제적이며 대량으로 생산하려는 연구가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행되고 

있다.(1~4) 우리나라의 원자력수소생산 시스템에서는 

VHTR 에서 얻어진 초고온(약 950℃)의 헬륨 기체와 

열화학적 요오드 황산공정을 이용하여 물을 

분해함으로써 수소를 생산하는 개념(Fig. 1 참조)을 

고려하고 있다.(5) 이 시스템에서는 Fig. 1 에서 보듯이 

고온가스덕트(Hot Gas Duct; HGD), 중간열교환기 

(Intermediate Heat Exchanger; IHX) 및 공정열교환기 

(Process Heat Exchanger; PHE)가 반드시 필요하다. 

PHE 의 대표적인 예로는 수소생산 plant 에 있는 

삼산화황 분해용 열교환기를 들 수 있고 이 PHE에서는 

부식성이 강한 유체가 흐름에 따라 일반적으로 

내부식성이 강한 재질로 제작되고 있다. 

Key Words : Process Heat Exchanger(공정열교환기), Helium Gas Loop(헬륨가스루프), High-Temperature Structural 

Analysis(고온 구조해석), Very High Temperature Reactor(VHTR; 초고온가스로) 

초록: 초고온가스로에서 생성된 950℃ 정도의 초고온 열을 이용하여 수소를 경제적이며 또한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한 시스템이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이며, 공정열교환기는 초고온 열과 황-요오드 공정을 통해 수소를 생산하는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에서의 핵심 기기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초고온가스로에 사용될 기기에 대한 

성능시험을 위해 최대 작동 설계온도 1000℃인 헬륨가스루프를 구축하고 있으며 공정열교환기를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축중인 헬륨가스루프에서 성능시험을 수행할 예정으로 설계된 공정열교환기에 대한 고온 

구조건전성을 미리 평가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고온구조해석 모델링, 열해석 및 열팽창 해석을 수행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해석결과를 이용하여 설계된 공정열교환기의 구조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1 차 및 2 차 열매체의 

유입/유출 파이프라인에서의 적절한 구속조건을 결정하였으며 이를 향후 제작될 공정열교환기 시제품의 성능시험 

장치 설계에 반영할 것이다. 

Abstract: In large-scale production of hydrogen, a PHE (Process Heat Exchanger) is a key component because the heat required 

to carry out the Sulfur-Iodine chemical reaction that yields hydrogen is transferred from a VHTR (Very High Temperature 

Reactor) by the P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established a helium gas loop for conducting performance test of 

components that are used in the VHTR. In this study, as a part of high-temperature structural-integrity evaluation of a designed 

PHE prototype that is scheduled to be tested in the helium gas loop, we carried out high-temperature structural-analysis modeling, 

thermal analysis, and thermal-expansion analysis for the designed PHE prototype. An appropriate constraint condition is 

proposed at the end of the in-flow and out-flow pipelines of the primary and secondary coolants and the proposed constraint 

condition will be applied to the design of the performance-test loop setup for the designed PHE prototype. 

§ 이 논문은 2010년도 대한기계학회 재료 및 파괴부문 춘계학술 

대회(2010. 4. 22.-23., 라데나콘도) 발표논문임. 
† Corresponding Author, knsong@kaeri.re.kr 

© 2010 The Kore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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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에서는 최대 작동 설계 

온도 1000℃인 헬륨가스루프를 구축하고 이 헬륨가스 

루프에서 성능시험을 수행할 PHE 를 확산접합공정 

(diffusion bonding process)을 이용하여 설계/제작하려 

하고 있다.(6) 본 연구는 헬륨가스 루프를 본격적으로 

시운전 하기 전에 설계된 PHE 에 대한 거시적인 

고온구조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선행연구 로서 설계된 

PHE 의 고온구조해석 유한요소모델링 작업을 수행한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3. 고온구조해석용 FE모델링 

3.5 시험용 PHE 의 구조 

KAERI 에서 설계/제작 예정인 PHE 의 개략적인 

형상은 Fig. 2와 같다.(7) 초고온용 재료인Hastelloy-X 

합금으로 제작중이며 1 차측 초고온(약 950℃의 

He 기체) 유체가 흐르는 유로판 표면은 직경 1.0 

 

 
Fig. 1 Nuclear hydrogen system 

 

 
Fig. 2 Process heat exchanger 

mm의 groove 가 etching 혹은 기계가공에 의해 형

성되어 있으며, 2 차측 저온(약 500℃의 SO3 기체) 

유체가 흐르는 유로 채널은 물결모양의 유로가 

bending 에 의해 형성되어 있다(Fig. 2 참조).(8) 이 

PHE 는 Fig. 2에서 보듯이 1차측 고온 유체용 유

로판과 2 차측 저온 유체용 유로 채널이 교대로 

적층되어 있으며 모서리 부위는 확산접합되어 있다.(9) 
 

3.6 FE 모델링 

Figure 3 은 설계된 PHE 를 구성하는 각 부품들

을 3D CAD 모델링한 뒤 조립하는 절차를 나타낸 

것이며 Fig. 4 는 조립된 PHE 형상에 대한 유한요

소모델과 작동 유체의 유입/유출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Figure 4의 유한요소모델링은 I-DEAS/TMG 

Ver. 6.1(10)을 사용하였으며 열전달 및 열팽창/구조

해석은 ABAQUS Ver. 6.8(11)을 사용하였다. 1차 및 

2 차 측 유동의 열적 접촉조건을 부여하기 위해 

443,170 개의 2D Linear Quadrilateral Shell Elements

와 863,217개의 3D Linear Solid Elements로 구성되 

어 있으며 총 node 수는 1,043,200 이다. 3D Linear 

Solid Elements 는 Brick Elements 776,959개, Wedge 

Elements 85,894 및 Tetrahedron Elements 364개로 구

성되어 있다. 설계된 PHE 는 Fig. 4 에서 보듯이  
 

 
Fig. 3 Parts of PHE and their assembling 

 
Fig. 4 FE model of P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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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In-flow of primary coolant 

 

 
Fig. 6 Out-flow of primary coolant 

 

 
Fig. 7 In-flow of secondary coolant 

 

 
Fig. 8 Out-flow of secondary coolant 

Table 1 Thermal boundary conditions for heat transfer 
analysis on the primary and secondary flow plate 

 

상단부에 2 개의 유체 유입구와 하단부에 2 개의 

유체 유출구를 갖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상단

부 2 개의 유체 유입구로 유입된 초고온 유체와 

저온 유체가 서로 역방향으로 흐르면서 PHE 내부

에서 열교환이 이루어진 뒤 하단부에 있는 2 개의 

유체 유출구를 통해 유출된다. 
 

3.7 1차측 고온 유체의 흐름 

유입구를 통하여 PHE 내부로 들어간 고온의 1 차 

유체(primary coolant)는 Fig. 5 와 같이 2 개의 유로판 

사이의 폭 방향 공간으로 퍼지게 되고 길이방향의 

groove 를 따라 흘러가게 되며, groove 를 통해 열교환 

이 이루어진 뒤 온도가 낮아진 1 차 유체는 Fig. 6 과 

같이 다시 유로판 사이의 공간을 통해 1 차 유체의 

유출구로 흘러나가게 된다. 
 

3.8 2차측 저온 유체의 흐름 

  유입구를 통하여 PHE 내부로 들어간 저온의 

2 차 유체(secondary coolant)는 Fig. 7 과 같이 

manifold 내부 공간으로 퍼지게 되고 길이방향의 

물결 모양 유로를 따라 흘러 들어가서 열교환이 

이루어져서 온도가 높아진 뒤 Fig. 8 에서와 같이  

다시 manifold 내부공간을 통해 2 차 유체의 

유출구로 흘러나가게 된다. 
 

3.9 유로판 내부에서의 온도 및 대류상수 

유로판 내부에서 열교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유로판 

내부의 각 요소에서의 온도 및 대류상수가 달라지게 

된다. Figure 9는 1차 및 2차 유로판을 동시에 나타낸 

것이고 Figs. 10 및 11은 열전달 해석을 위한 1차 및 

2 차 측 유로판에서 유체의 온도 및 대류상수를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 유로 채널에서 얻어진 1 차 및 

2 차 열매체의 온도분포자료를(7) 이용하였는데 1 차 및 

2차 측 유체의 유입/유출구에서의 온도 및 대류상수를 

일정하게 하고 유로판 내부에서 유체의 온도 및 

대류상수는 참고문헌 7 에서의 값이 있는 위치가 

유한요소모델의 node 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선형 보간을 이용한 mapping 기법을 이용하여 추출된 

값을 적용하였다. Table 1은 열전달 해석에 사용된 1차  

Location Primary flow plate Secondary flow plate 

X=0 

(inlet) 

950℃ 

376.06 W/m2 

500℃ 

31.19 W/m2 

X=L 

(outlet) 

832.14℃ 

346.79 W/m2 

765.19℃ 

50.21 W/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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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low Plate for primary    (b) Flow channel for  
flow                      secondary flow 

Fig. 9 FE model of primary and secondary flow plate 

 

 
Fig. 10 FE model of primary flow plate 

 

 
Fig. 11 FE model of secondary flow plate 

 

 

 
 

Fig. 12 Thermal boundary condition of primary channel 

 

 
 

Fig. 13 Thermal boundary condition of secondary channel 

 
 

및 2 차 유로판 입구 및 출구에서의 유체의 온도 및 

대류상수를 정리한 것이다. 

Figures 12 와 13 은 1 차 및 2 차 유로 채널에서의 

유체의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2.6 구조해석용 압력경계조건 

PHE 의 1 차 및 2 차 측 유체의 유입/유출 온도 

및 압력은 잠정적으로 각각 950/834.14℃ (7MPa)와 

500/765.19℃ (4MPa)를 사용하였다. 
 

3. 해석모델링의 타당성 검사 

3.1 열전달 해석 

Figure 14 는  PHE 전체  구조에 대한  열전달 

해석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Fig. 15 는 내부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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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에서의 온도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Figure 

14 에서 보면 PHE 상단부 온도분포는 1 차 유체  

유입구 부위로부터 2 차 유체 유입구까지 온도구배 

가 급하게 발달되어 있는 반면에 PHE 하단부에서는 

1 차 유체 유출구 부위로부터 2 차 유체 유출구까지 

온도구배가 비교적 완만하게 발달되어 있다. 또한 

Fig. 15에서 PHE 내부에서 온도 구배를 살펴보면 각 

section 별로 유체의 유입구부터 유출구까지 온도구배 

가 급하게(section 6 및 7) 혹은 완만하게(section 1 및 

2) 발달되어 있다. 

 

3.2 열팽창 해석 

열전달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PHE 전체 구조에 

대한 열팽창해석을 수행하였다. Table 2 는 Hastelloy- 

 

 
 

Fig. 14 Temperature distribution of PHE outside 

 

 
 

Fig. 15 Temperature distribution of PHE inside 

X 의 물성치를 나타낸 것이다. 고온 상태에서 

열팽창에 의한 응력 및 변형을 예측하기 위한 구조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변위 구속조건을 

설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PHE 열팽창 

해석에서는 Fig. 16에 표시한 바와 같은 1차 및 2차 

유체의 유입/유출 파이프라인 양단부위에서의 변위 

구속조건을 적절하게 선정하는 함으로서 구조물에 

열응력 및 구조응력이 재료의 허용응력 범위 내에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현재 설계된 PHE 를 

헬륨가스 루프에서 시험할 경우에 있어서 외부장치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위 구속조건을 적용하여 적절한 변위 구속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 중에 하나이다. 

 

Table 2 Material properties of Hastelloy-X 

 
 

 
Fig. 16 Locations of applying displacement constraint 
 

 
Fig. 17 Structural analysis result for full constra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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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Structural analysis result for partial constraints 

 

 

3.2.1 완전 구속조건 적용 

  PHE 상·하단부에 있는 1 차 및 2 차 유체 유입/ 

유출용 파이프라인 양단부(Fig. 16 참조)의 변위를 

완전 구속한 경우에 대하여 열팽창 해석을 수행하

였다. 열팽창 해석 결과 Fig. 17 에서와 같이 압력

경계부위에서 약 7.5 GPa 정도의 최대응력이 발생

하였고 1차 측 유로판 상부에서는 6.0 GPa 정도의 

최대응력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재료의 항복응력

(291 MPa at 500℃, 145 MPa at 922℃)을(12) 훨씬 상회

하는 큰 응력이다. 따라서 완전 구속조건은 PHE 

구조해석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2.2 부분 구속조건 적용 

PHE 하단부에 있는 1 차 유체 유출용 파이프라

인 단부에서만 변위를 완전 구속하고 나머지 파이

프라인의 단부의 변위는 구속하지 않는 경우에 대

하여 열팽창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결과 Fig. 

18 에서와 같이 압력경계부위에서 약 10.1 GPa 정

도의 최대응력이 발생하였고 1 차 측 유로판 상부

에서는 194.1 MPa 정도의 최대응력이 발생하였다. 

1 차 측 유로판 상부에서의 응력은 크게 감소하였

으나 압력경계부위에서 발생한 응력은 재료의 항

복응력(207 MPa at 830℃)을(12) 훨씬 상회하는 큰 

응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부분 구속조건도 PHE 

구조해석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2.3 스프링 강성 구속조건 적용 

  위의 두가지 조건 이외에 파이프라인 양단부에 

대칭조건 적용 및 일부 구속조건 적용 등에 대해 

해석을 수행하였으나 역시 재료의 허용치를 크게 

초과하는 응력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 구속조건

들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새

로운 조건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다

루는 PHE 는 Fig. 14 에서 보듯이 고온에서 위치  

Table 3 Effects of spring stiffness on the maximum stress 

Length 

of pipeline (m) 

Spring stiffness 

(N/mm) 

Maximum stress 

(N/mm2) 

1.0 

2.0 

3.0 

4.0 

5.0 

6.0 

7.0 

14,617 

7,309 

 4,872 

 3,654 

 2,923 

 2,436 

2,088 

866.5 

598.9 

463.8 

381.4 

325.8 

285.8 

255.6 

 

 

Table 4 Stress linearization results 

 

 
및 형상에 따라 대칭적인 온도분포를 나타내고 있

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열팽창과 함께 비틀림이 동

시에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현상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 양단의 경계조건을 설정해

야 할 것이며 보인다. 이를 위해 Fig. 19 와 같이 

파이프라인 양단에서 일정한 거리의 지점에 구속

점을 생성하고 스프링 요소를 사용하여 연결하는 

경계조건을 고려하였다. 

스프링 요소의 강성에 의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파이프라인 길이를 1 m에서 7 m까지 1m 간

격으로 변화시켜 가면서 PHE 의 구조해석을 수행

하였고 최대응력이 발생한 부위에 대하여 두께방

향으로 응력 선형화 (stress linearization)로 평가한 

응력이 Table 3 에 나타나 있다. 스프링 요소의 강

성에 의한 영향을 분석하는 해석에서는 ASME 

draft 설계코드에 재료의 물성들 등재되어 있는 고

온 재료인 Inconel 617를 적용하였다. Table 2에서 

보면 파이프라인 길이 5 m에 상당하는 스프링 요

소 강성(2,923 N/mm)에서 압력경계부에서의 응력 

선형화 값은 Inconel 617 재료의 허용치(3Sm=338 

MPa  at 672℃)를(13) 초과하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Hastelloy-X 로 제작될 PHE 에 

대한 열팽창 해석은 파이프라인 길이 5 m에 해당

되는 스프링 요소 강성(2,900 N/mm)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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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Boundary condition with spring stiffness 

 

 
Fig. 20 Structural analysis results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ure 20은 파이프 라인 길이

5 m에 상당하는 스프링 강성을 부과하여 열/구조

해석을 수행하여 전체 구조물 중 최대응력이 발생

한 부위를 나타낸 것으로 국부적으로 비교적 큰 

응력(555.6 MPa)이 2 차 유체 유입구 주변에서 발

생하였고 이를 응력 선형화를 하면 289.6 MPa 정

도이다. Table 4는 Fig. 20에서 최대 응력이 발생한 

부위에 대하여 두께방향으로 응력 선형화로 평가

한 응력을 나타낸 것으로 응력 선형화로 평가한 

응력은 재료의 항복응력(291 MPa at 500℃)(11)보다 

작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4. 결 언 

 KAERI 에서 설계한 원자력수소생산용 PHE 에 

대한 고온 구조건전성을 파악하기 위한 유한요소

모델링, 고온 열전달 해석 및 적절한 구속 경계조

건 모색을 위해 여러 가지 구속 경계조건을 적용

한 열팽창 해석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여러 구속 경계조건 중에서 스프링 요소 강

성 구속조건이 PHE 의 고온 구조 건전성을 유지

에 유의한 현실적인 구속 경계조건으로 보인다. 

(2) 스프링 요소 강성 구속조건을 적용할 경우

에는 파이프라인 길이가 약 5m 이상에 상당하는 

스프링 요소 강성 구속조건이 PHE 의 구조 건전

성을 유지할 수 있는 즉, 현실적으로 매우 유의한 

값으로 보인다. 따라서 PHE 를 헬륨가스루프에서 

성능시험 할 때 PHE 연결부는 파이프라인 길이 

약 5 m 이상의 스프링 강성에 상당하는 유연한 연

결부로 연결해야만 PHE 의 고온구조건전성이 유

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설계된 PHE 에서 고온 구조 건전성 평가시 

유의해야 할 부위는 2 차 유체 유입구 부위로 보

인다. 

후 기 

본 논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자력연구개발프

로그램의 지원하에 수행되고 있는 원자력수소 핵

심기술 개발(대과제) 초고온가스로 요소기술개발

(세부과제)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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