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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산화물 핵연료는 현재 원자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핵연료 형 

태이다. 원자로 가동동안에 산화물핵연료 내에서 피복관과의 상호작용， 열 

팽창 차이， 그리고 핵분열생성물에 의해 야기된 부피변화 둥에 의해 웅력 

이 발달된다. 연소도에 따른 반경방향의 응력성분의 중가는 피복관에 높은 

원주용력올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연료-피복관 상호작용은 소성변형을 상 

당히 야기시켜 피복관의 파손올 유도할 수 있어 연료봉의 수명올 제한시킨 

다. 따라서， 산화물 핵연료의 크릴특성은 연료봉의 성능올 결정하는 데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중 하나이다. 

본 보고서에는 일차적으로， 산화물 핵연료중에서 현재 가장 많이 핵연 

료로 사용되고 있는 UOz 의 크릴기구와 크람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륙 응력， 온도， 결정립 크기， 밀도， O!U 비， 연료형상 그리고 첨가제에 대 

하여 검토， 고찰하였다. 또한 분석 · 토의한 내용올 토대로 산화물핵연료에 

있어서 핵연료성능 개선안올 강구하고자 하며， 향후 계속적으로 수행‘될 혼 

합핵연료 및 기타 관련 산화물핵연료의 크람거동에 대한 참고자료로 사용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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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산화물 핵연료는 원자로 가동중에 다양한 웅력， 즉 핵분열생성물에 의 

한 팽창(swelling)으로 부터 야기되는 내부웅력， 열웅력 그리고 열팽창 차 

이둥으로 인하여 핵연료봉내에서 산화물 핵연료와 금속피복관간의 상호작 

용(Pellet-Clad버ng Interaction, PCI)에 대 한 옹력 올 받게 된다. 이 러 한 작 

용웅력에 대한 산화물 핵연료의 대웅에 따라 전반적으로 핵연료봉의 성능 

이 좌우된다. 이러한 웅력중에 특히 중요한 것은 연료의 부피변화에 의해 

피복관에 전달되는 웅력이다. 이 용력올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는 

연료봉내에 void volume 을 만드는 것으로， 연료의 팽창올 내부적으로 수 

용하여 피복관 변형올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 방법의 성공여부는 산화물 

핵연료가 연료팽창과 일관된 속도로 void volume 속으로 변형될 수 있는 

가에 달려있다. 이 void volume 이 중공펠렛(annular pellet)에서의 중앙공 

(central hole)의 형태 또는 펠렛상하부에 dish 형태일 때 일어나는 거시적 

변형은 본질적으로 크람에 기인된다. 

크림과 같은 기계적 성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온도， 웅력， 조성， 기 

공도 그리고 결정립 크기 퉁이 있으며 이러한 인자 이외에도 본 보고서에 

직접적으로 기술하지는 않았지만 조사효과 퉁이 있다. 산화물 핵연료는 특 

히 다결정인 경우， 본질적으로 상온에서는 취성올 갖고 있지만 고온에서는 

상당한 소성올 보여주므로 다양한 기계적 거동이 관찰될 수 있다. 

산화물핵연료의 고온크람에 대한 특성과 거동이 핵연료개발 초기부터 

연구되어 왔고， 따라서 이에 관련된 자료는 무척 방대하다. 본 보고서는 일 

차적으로， 여러 산화물 핵연료 중에서 단일 연료 및 혼합핵연료(mixed 

oxide)로 현재 원자력발전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U02 및 이와 

관련된 단일상의 소성 및 크림변형에 있어서 그 이론과 모텔， 그리고 앞에 

서 언급한 인자들이 미치는 영향 둥에 대하여 기폰에 보고된 자료들올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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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이들올 종합하고 분석하여 향후 계속적으로 수행될 혼합핵연료 및 기 

타 관련 산화물핵연료의 크림거동 분석 및 고온 기계적 성질의 연구에 대 

한 용용의 기본자료로 삼고자하였다. 

II. 소생변형 

일반적으로 산화물세라믹은 파단이전에 거의 소성변형없이 파손되는 취 

성거동올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산화물도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될 경 

우 재료에 항복이 일어나 소성적으로 변형될 수 있으며 때로는 광범위하게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다. 즉，1) 단결정형태에서 산화물은 적당한 온도에 

서 쉽게 변형된다(예를 들면 MgO 는 실온이하의 온도에서도 변형된다). 

2) 다결정 산화물은 독립적인 slip system 의 수에 대하여 어떤 기준 

(Taylor-von Mises 기준)이 만족된다면 고온에서 소성변형올 보일 수 있 

다. 3) 소성변형은 인장웅력이 최소이고 전단웅력이 항복올 야기할 만큼 

충분한 웅력조건인 경우에는 취성거동올 보이는 온도에서도 일어날 수 있 

다. 이러한 소성조건과 관련하여 산화물 핵연료인 U02 와 Th02 의 소성변 

형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U02 와 ThÜz 의 결정은 fluorite 구조를 가지며， 이 구조는 Fig. 1 에 

도시한 바와 같이 양이온이 fcc 격자에 위치하고 음이온은 동퉁한 

tetr따ledra1 interstitia1 site 에 채워져 있는 구조이다. Fluorite 구조를 갖는 

화합물에 서 결정 학적 slip mode 를 조사한 결과 slip 방향은 <110> 으로 

나타났으며 이 는 fluorite 구조에 서 가장 짧은 translation vector 인 % 

<110> 과 관련된다. 주 slip system 은 {lOO}<110> 이며 고온인 경우에는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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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도 active slip plane 이 된다. 

Rapperport 와 Huntress[l]는 온도 700-190(fC 에서 UÜz 단결정압축에 

의한 변형 mode 를 조사하였다. 단결정은 압축방향과 평행한 2 개의 교차 

하는 plane 표면을 갖는다. 결정의 결정방위는 X-ray 로 구하였다. 변형후 

2 개의 연마된 표변에서 slip trace 의 방위는 active slip plane 올 정하는 

결정의 방위와 관련되며， 일부의 경우에 slip trace 의 시험온도의 모든 구 

간에서 {100}<110> 에 서 관찰되 었다. Slip 은 700 0C 의 온도에서 는 {110}이 

가능하게 나타났으며 12750C 이상의 온도에서는 {110} 과 {111} 에서 관찰 

되었다. {111} 에서 slip 은 wavy 하게 나타났으며 이 wavy slip 은 미세 

규모에서 {100} 과 {1lO} 의 조합이라고 보고하였다. 결과적으로 UOz 의 

주요 slip plane 은 {100} 과 {110} 이며 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111} 이 

active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보고하였다. 

Edington 과 Klein[2]은 ThOz 단결정의 slip 변형올 조사하였다. 즉 etch 

pit technique 을 이용하여 9(X)
O

C에서 압축 또는 실온-9(X)
O

C 구간에서 

hardness indentation 에 의해 변형된 단결정의 {111} c1eavage 에서 slip 

line trace 를 조사한 결과 slip 이 {100} 변에서 일어남올 관찰하였다. 또한 

c1eavage 에 의해 만들어진 thin foil 에서 slip band 를 전자현미경으로 관 

찰한 결과 slip 방향은 <110> 으로 나타났다. 

단결정이 소성변형을 보이는 온도에서도 다결정 시료는 취성으로 파괴 

될 수 있다. 다결정 시료가 소성변형하면서 입자사이에 연속성을 유지하려 

면 적어도 5 개의 독립적인 slip system 이 필요하다. Groves 와 Kelly[3] 

는 fluorite 구조에 서 slip system 을 분석 한 결과 slip system 의 

{100}<110> family 가 3 개의 독립적 slip system 을， 그리고 {1lO}<110> 

family 가 2 개의 독립적 slip system 을 제공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fluorite 구조를 갖는 다결정 시료는 {100} slip 면이 active 한 온도에서는 

취성으로 파괴되며， 파괴는 입계에서의 분리에 의해 시작된다. 온도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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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1l0} slip 면이 active 하게 되면 소성은 Taylor-von Mises 기준이 

만족될 수 있으므로 일어날 수 있다. 

Tott1e[4]은 다결정 U02 를 25~1900.C 의 온도에서 4 -point bend 시험 

한 결과 1250 ~ 15OO"C 사이에서 취성-연성 천이가 일어난다고 보고하였다. 

이 온도구간에서의 천이는 단결정 U02 에서 1275.C 이상의 온도에서 

{1l0} 과 {111} slip 면에서 slip 이 일어난다는 보고와 일치하는 것으로 사 

료된다. 

Yust 와 Poteat[5]는 Th02 를 llOO~ 1900.C 에서 압축시험한 결과 취성 

-연성 천이가 15OO .C 에서 일어난다고 보고하였다. Gilbert[6]는 실온에서 

시 험 한 W -5Re-2.2Th02 의 파단면에 서 취 출한 작은 판상의 Th02 를 1600 

℃ 에서 시험한 결과 {111} 과 {110} 에서 slip 이 일어난다고 보고한 것과 

유사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Th02 인 경우에 15OO .C 는 대략 0.5 

Tm(Tm二3260.C) 이다. U02 인 경우 0.5T m(=1260.C , T m=2800.C)과 비교하 

면 다결정 U02 와 Th02 모두 거의 동일한 hornologous 온도(T/Tm) 에서 

취성-연성 천이가 일어남을 보여준다. 따라서 uniaxia1 testing 조건에서 다 

결정 U02 와 ThÜz 는 0.5Tm 이하의 온도에서는 취하고 그 이상의 온도에 

서는 연성을 보인다. 재료가 연성을 보이는 온도에서는 flow property 는 

flow stress, 가공경화속도 그리고 항복거동의 형태(지속적인 항복 또는 항 

복점 강하) 둥에 의해 특성화될 수 있다. 연성은 확산속도가 현저해지는 

온도(0.5Tm 이상) 에서나 관찰되는 것은 회복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즉 

가공경화가 작다는 것일 것이다. 

111. U02 및 관련상에서의 크렵 

산화물핵연료의 크립특성은 연료봉의 크립특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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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중의 하나로 고려되고 있다. 원자로 가동동안에 용력 및 변형은 피복 

관과의 상호작용， 열팽창차이 그리고 핵분열생성물에 의해 야기된 부피변 

화의 결과 둥으로 언하여 산화물 연료내에서 발달된다. 연소도에 따른 연 

료의 팽창은 피복관에 높은 원주옹력을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연료-피복관 

의 상호작용은 피복관에 상당한 변형올 유도할 수도 있으며 원자로내에서 

연료봉의 수명을 제한시킬 수 있다. 따라서 원자로 노심의 수명동안에 피 

복관의 변형올 최소화하는 연료의 설계기준올 수립하기 위하여 산화물연료 

의 열적 크림대옹에 대한 정량적인 데이터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산화물 연료는 순간적인 소성변형(ins떠ntaneous 미as디city) 이 

거의 없으므로 대부분의 소성변형은 고온에서 크림올 통하여 일어난다‘ 다 

음에 현재 원자력발전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UÜz 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산화물 핵연료의 크림거동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1. 크램이론 

고온에서 일정한 하중 또는 용력의 조건하에서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 

영구변형으로 되는 time-dependent 변형 인 크람은 Fig.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용력(또는 하중)올 가하면 elas디c-plastic 변형에 기인하는 순간적인 

변형 (ins없ntaneous str뻐1， êO)이 일어난 후에 크림곡선은 3 개의 다른 구 

간 또는 단계를 보인다. 첫 번째 구간은 primary 또는 transient creep 이 

라하며 이 구간에서의 주요 특정은 일정웅력하에서 시간에 따라 변형속도 

가 감소하는 것이다. 두 번째 구간은 secondary creep 이라 하며 변형속도 

가 일정하거나 또는 최소로 되므로 이 때의 크림변형속도를 steady-state 

creep rate 또는 minimum creep rate 라 한다. 세 번째 구간은 terti따y 

creep 이라 하며 이 구간에서는 크림변형속도가 시간에 따라 가속화되는 

것이 특정이다‘ 이 구간올 지나면 시료는 파손(fracture)된다.O.5Tm 이하의 

R 
u 



저온에서 크림독선은 기울기가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감소하는 transìent 

거동만 보인다. 

일반적으로 산화물의 고온크량은 열적으로 활성화된 과정이므로 다음과 

같이 Arrhenìus 관계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갇 = A 1 (Jn exp( - Qc/Rη (1) 

여기서 E 는 크림변형속도， A1 는 채료에 의존하는 상수 (J 는 작용용 

력 n 는 옹력지수 그리고 Qc 는 크림활성화에너지이다. 산화물 연료의 

크림거동에 대한 연구의 주목적의 하냐가 parameter 인 Ab n 그리고 Qc 

를 재료변수의 함수로써 구하는 것이며， 또한 이렇게 찾은 parameter 가 

적용되는 용력과 온도구간올 구하는 것이다. A 1 와 % 과 같은 parameter 

는 변형과정올 지배하는 기구에 강하게 의폰되므로， 이러한 parameter 는 

변형기구변화에 따라 크게 영향올 받는다. 고온크람에서 크람활성화에너지 

는 변형기구의 변화에는 영향을 덜 받지만 좀 더 느리게 확산하는 원소 

(specìes) 의 자기확산 활성화에너지와 유사할 것으로 보여진다. 

일반적으로 단상다결정 산화물의 크림변형은 3 가지 형태의 변형 - 1) 

stress-directed dìffusìona1 creep, 2) 확산제어 회복과정에 지배되는 전위 

이 동(dìslocation motion) 그리 고 3) 입 계 활주(graìn boundary sli버ng) 퉁과 

같은 과정이 동시에 수반되는 복잡한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은 열적 활성 

화과정이므로 대략 0.5 T m 이상의 온도에서 일어냐게 되며 재료의 전반적 

인 변형에 모두 기여하고 그 정도에 따라 식(1)의 parameter 값이 결정된 

다. 위에서 언급한 3 개의 변형과정 모두가 어느 정도까지는 동시에 일어 

날 수 있으므로 어느 기구가 율속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온도， 옹력， 멀 

도， 결정립 크기 그리고 불순물함량 둥과 같은 인자가 직접적으로 영향올 

미치므로 이틀의 효과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어야 한다. 다음은 이들의 변 

형기구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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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확산크량 (Di한USIOß떠 Creep) 

금속인 경우 확산크엎은 일반적으로 저용력 • 고온(용융점 근처의 온 

도)에서 나타나는 반면에 산화물인 경우 폭넓은 범위의 용력과 온도에서 

관찰된다. 이 차이는 부분적으로는 산화물에서는 독립적인 슬립계가 충분 

하지 못하므로 전위의 immobility 가 전위이동에 의한 크림올 제한하고 확 

산크혈올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확산크림에서 변형속도는 웅력 (stress) 에 

선형적으로 비례하며 확산경로(diffusion path)에 따라 결청립 크기의 제곱 

또는 3 숭에 반비례한다. Stress-enhanced 확산에 근거한 크림거동은 다음 

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N abarro-Herring 크뭘 

Nabaπo-Herring 크엎은 Fig.3에 개략적으로 도시한 바와 같이 결정 

립내에서 존재하는 공공(vacancy)은 인장받는 계면에서 압축받는 계면으로 

이동하고， 원자는 공공의 이동방향과는 상반된 방향으로 이동하여 형태의 

변화 또는 각각의 결정립의 변형올 초래한다. 따라서 격자확산에 의한 크 

림변형속도， 낭J 는 확산경로가 결정립 전체를 통하므로， 격자확산(lattice 

dilfusion) 또는 부피 확잔(volume diffusion) 이 라 하며 , 변형 속도는 결정 립 

경의 제곱에 반비례하여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7]. 

타 = (A 2 Qa/tf' k1)D i (2) 

여기서 A 2 는 상수로 둥축 결정 (equiaxed grain)~ 경우 -10 이다.Q 는 

원자부피， d 는 결청립 크기， 그리고 α 은 느리거나 율속원자의 격자확산 

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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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ble 크립 

Coble[8]은 앞에서 언급한 격자확산 또는 부피확산에 근거한 

Nabaπo-Herring 크립기구와는 달리 입계확산에 근거한 기구를 제안하였 

으며， 이 입계확산에서는 입계활주를 수반한다. 확산이 결정립계를 따라 일 

어나는 경우 즉 확산경로가 입계인 경우， 크립변형속도는 결정립 크기， d 

의 3 승에 반비례하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양b = (펠)(빼냈kT)Dgb (3) 

여기서 κ 는 입계폭이고 Dgt 는 입계자기확산계수이다. 

3) 기타 

일반적으로 크립시험결과는 결정립 크기 및 옹력에 정확한 의존성올 

보이며 자기확산에너지와 거의 비슷한 활성화에너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확산계수는 계산치가 측정치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크립변형에 입계활 

주 빛 porosity 효과 둥과 같은 부가적인 인자가 기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앞에서 언급한 N abarro-Herring 크립이론은 크립곡선에서 

primary region 올 고려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primary region 은 관찰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에서 정상상태 크립변형속도 관계식은 

Nabarro-Herring 크립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것은 크립변형시 확산크 

립이외에 다른 기구가 기여함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Ashby[9]는 Nab따ro-HeπlOg 과 Coble 크립을 병 합하여 다음과 같은 

Newtonian viscous equation 올 유도하였다. 

(JQ 1 π8Dgb 
ê = 14 ~~ ~? DvO 十 」二二쁘) kT d "l. πD， 

(4) 

여기서 D , 와 Dgt 는 각각 부피와 입계확산계수， d 는 결정립 크기， 8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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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크링올 위한 업계의 유효단면적 ， Q 는 원자부피， σ 는 용력 k 는 

Boltzman 상수 그리고 T 는 절대온도이다. 한편， Harper 와 Dom[lO]은 

Al 에서 다른 형태의 확산크링올 관찰하였다. 즉， 고온 및 저용력에서 크림 

변형속도는 Nabarro-Herring( Coble creep 은 별로 관찰되지 않음)크림에서 

예상하였던 것보다 1000배 이상 크게 나타난 결과로 부터 이 구간에서 크 

람은 전위상승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Le May[ll]는 이 

들의 개념올 확장시켜 이 구간에서의 크림기구는 source 와 sink 간 전위 

상숭에 의한 공공확산이라고 제안하였으며 확산경로는 Nabaπo-Herring 

크림의 것보다 훨씬 짧다고 보고하였다. 

나. 전위 이 동(Dislocation Motion) 

단결정이나 조대한 결정립을 갖는 다결정 산화물에서는 power-law 

웅력의존성올 갖는 정상상태 크림변형이 관찰되며， 용력지수는 보통 4-5 

사이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웅력구간에서 크림변형은 융속 

인 확산제어과정올 갖는 전위이동에 의해 일어난다. 이 기구는 저응력 · 고 

온에서 단순히 전위상승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Harper-Dom 크링기구와는 

다르다. 이러한 용력지수를 갖는 정상상태 크림변형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개의 확산제어에 의한 전위이동기구가 제안되었으며 다음에 이들 기구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1) 전위 쌍숭(Dislocation-Climb) 

Weertm없1[12]은 fcc 금속의 정상상태 크림변형속도를 나타내는 식에 

서 전위상승에 의한 기구로 해석하여 용력지수가 4.5 임올 예상하였다. 전 

위상숭모텔에서 Weertman 은 평행한 슬립면상에서 인접 전위원의 pile-up 

으로 부터 강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전위발생원(generator)으로 부터 나온 

전위가 저지되어 pile-up 되는 경우률 고려하였으며 크림변형속도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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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12= 
A3Ds0'4.5 

b1!2핍72장.5kT (5) 

= (A3~/kTGn-l)Ds (5)' 

여기서 A3 는 상수로 -0.2 이며 Ds 는 자기확산계수 b 는 Burgers 

vector, λ 은 전위원 그리고 G 는 전단계수이다. 

Weertman 모델은， Weertman 자신이 직접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다음에 

언급할 회복-크람이론과 유사하게 정상상태는 가공청화와 회복속도가 같 

올 때 도달한다고 가정하였다. 즉 전위의 상승 및 소멸은 회복과정이고， 

pi1e-up 에서 전위 loop 의 지속적인 확장은 가공경화과정이다. 회복-크림 

의 물리적 기술과 유사하게 첫 번째 과정은 전위양(content)올 감소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 과정은 중가시키는 과정이다. 윗 식에서 단점은 웅력지수 

4.5 를 얻기 위해서는 용력에 따른 가능한 1ý 의 변화를 무시하여야 한다. 

사실 λ 온 웅력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Motion of Jogged Screw Dislocation 

나사전위(screw dislocation)의 jog 은 향상 어ge jog 이다. 나사전위가 

움직이면 이러한 Jog 들은 자신의 슬립면에서 활주(glide)에 의해 제위치를 

유지할 수 없다. 이것은 jog climb 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Jog 은 2 

가지 형 태 - 공공방출(vacancy emitting) jog 와 공공홉수(vacancy 

absorbing) jog - 로 분류된다. Hirsh 와 Warrington[13], Raymond 와 

Dom[14] 그리고 Barrett 와 Nix[15] 는 고온 정상상태 크림변형의 윷속기 

구로서 열적으로 활성화된 jogged 나사전위의 이동이라고 주장하였다. 공 

공방출 Jog 를 함유한 나사전위가 작용용력에 따라 이동할 때 ]og 은 공공 

방출에 의해서만 전위를 수반한다. 결과적으로 국부적 공공농도는 중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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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Jog 근처에서 국부적 공공농도는 전위속도와 공공이 Jog 으로 부 

터 확산해버리거나( Ve ) , jog 로 확산해 들어가는 속도( Va ) 에 의해 제어 

된다. 

일반적으로 작은 작용용력( Ve늑 Va) 을 제외하고는 V" > Va 이다. 이것 

은 공공홉수 Jog 가 공공방출 jog 뒤로 꿀려 온다는 것올 뭇한다. 그러나 

이 효과는 보다 큰 bowing -out 의 결과로 꽁꽁홉수 Jog 에 전달될 중가 

하는 힘에 의해 보상되므로 두가지 형태의 jog 은 동일한 속도로 이동한 

다. Jog 의 두 형태의 수가 같을 경우 크림변형속도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15]. 

ab2 Z 
ê = A4DsPS바1 iT (6) 

여기서 A4 는 상수로 -20 이고 p 는 이동전위밀도， Ds 는 자기확산계수 

그리고 t 은 Jog 간의 거리이다. 이 모텔의 단점은 이동전위밀도의 불확 

실성이 크며 jog 간의 거리에 대한 용력의존성올 고려하지 않았다. 

3) 회복-크렐 (llecovery-Creep) 모탤 

모든 회복-크량이론의 기본은 가열동안에 재료가 strain 에 따라 경화 

되고 시간에 따라 연화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 과정이， 고온크람에서 처 

럼， 동시에 일어날 때 변행은 일어난다. 이러한 idea 는 Bailey[16]와 

Orowan[17]이 처음 제안하였으며， 후에 Cottrell 과 Ayte피n[18]， Mott[19], 

McLean[20], Lagneborg[21] 그리고 Gittus[22]둥이 정립하였다. 이들 이론 

에 따르면 가공경화와 회복간에 균형이 secon없Iγ creep 단계에서 폰재하 

며 이 때 만들어지는 크림변형속도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Aπ; , " aπ; 
ê =(-걷강)/(경낱) 

n 



=서h (7) 

여기서 (흐브A= 7 로 회복소도이 11 J.르므El h 로 가공경화계수 그리고 (ðt) -, -= -,,-,-....1- -1-'-'-’ (ðê) -

(J, 는 가공경화로 인한 내부옹력이다. 작용옹력 6는 내부옹력 (athermal 

stress), 아 와 유효응력 (therma1 stress), 하 로 구성된다. 동시에 일어나는 

가공경화와 회복과정이 물리적 배경을 갖지만 회복과정은 현상학적으로 간 

주되기도 하는 데 이는 활주과정에서 회복이 작동되는 기구에 대해 자주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다. 회복-크립모텔은 원칙적으로 열적으로 활성화된 

활주과정이다. 따라서 회복-크립이론은 앞의 두 이론 - 전위상숭이론과 

jogged screw dislcation 이 론- 과는 잘 맞지 않는다. 실제로 앞에 서 지 적 

한대로， Weertman 의 전위상숭이론은 본질적으로 가공경화와 회복간의 균 

형올 포함한 것이므로 회복-크립모렐로 고려될 수도 있다. 초기 회복-크립 

모텔은 상세한 변형과정올 기술하지는 않았지만 McLean[20]과 

Lagneborg[21]는 상세하게 이 기구를 다루었다. 이들은， 직접적인 관찰과 

일치하게， 전위가 3차원 망상으로 배열된 것으로 가정하였다. 크립과정은 

회복과 가공경화의 연속이다. 강도는 방상(network)의 attractive 와 

repulsive junction 에 의해 나타난다. 이러한 junction 의 일부는 thermal 

fluctuation 의 결과로 bre밟 되며 가장 긴 전위와 연결된 junction 들은 자 

주 bre밟 된다. 방출된(released) 전위는 어느 정도 거리를 이동하여 방상 

에 의해 arrest 되어 확장전위가 그 길이를 중가시켜 전위밀도를 증가시키 

므로 strain incrennent 와 내부응력(즉 가공경화)의 증가를 야기시킴과 동 

시에 보다 큰 nnesh 의 점진적 성장과 보다 작은 nnesh 의 수축이 일어날 

경우 전위방상의 회복이 일어난다. 회복과정에서 전위이동은 업자성장과 

유사하게 curved 전위 nnesh 의 line tension 으로 인한 구동력에 의해 일 

어나는 것으로 제안되었다. 회복과정은 망상의 평균 mesh size 증가 즉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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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밀도를 감소시킨다. 궁극적으로 일부 1i파‘ 는 junction 이 너무 길어 

thermal fluctuation 과 작용응력의 영향하에서 break 되어 회복과 가공경 

화가 연속적으로 반복된다. 동일하게 transient 또는 primary 크립동안에 

일어나는 과정올 고려하여 보자. 크립시험 초기에 웅력올 걸면 어떤 전위 

밀도에 대응하는 즉각적인 소성변형이 일어난다. 형성된 전위방상에서 U파‘ 

일부는 작은 fluctuation 의 영향하에서 break 되어 자유롭게 되어 크립변 

형속도는 초기에 아주 높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쉽게 활성화된 link 수는 

점차로 고갈되고 시간에 따라 보다 강한 파lk 반이 존재할 것이다. 이것이 

크립속도를 저하시키고 저하된 속도에서 크립변형을 상승시킨다. 이 구간 

에서 가공경화는 주도적이 되고 전위밀도는 보다 더 크게 된다. 궁극적으 

로 회복과 가공경화가 균형화되는 곳에 도달할 것이다. 2 개의 과정은 서 

로 균형화되어 전위밀도와 크립속도는 일정하게 남는다. 

McLean[2이은 고전적인 Arrhenius 식올 이용하여 이 과정을 정량화하 

였다. 

s= bB(hs - rt) o exp [- VLJ \'kT (8) 

여기서 &。 는 초기크립속도이고 B 는 활성화면적 h 는 가콩경화계수， 

그리고 y 은 회복속도이다. bB(hs- rt)는 활주과정의 어 떤 시간에서의 

활성화에너지이다. (hs- rt)) 는 가공경화( hé)에 의한 내부옹력 중가와 

회복( r t) 에 의한 내부웅력 감소의 조합효과 때문에 어느 주어진 순간에 

활주에 역행하는 내부응력의 순수 중가분(net increase)이다. 

위의 식 (8)을 적분하면 다음 식과 같다. 

kt • r So h _ "bArl" ,. So h s= 효h In[---=구- exp(~화~) + 1- 캉:: ] (9) 

η
 ω 



식 (9)는 장기간 동안에는 크립속도가 r/ h 임을 나타낸다. h 와 y 을 단 

순화하여 상수로 보면， 증가하는 전위밀도에서 감소하는 mesh size 는 점 

차로 회복의 보다 큰 구동력을 제공하므로 primary 단계에서 7 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반 소성변형과 유사하게 가공경화계수는 primary 

단계에서 중가하는 전위밀도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Lagneborg[21]는 독립 변수인 응력 빛 온도와 함께 주요변수로 실제 

(actuaD 전위밀도를 고려하였다. 크립속도를 나타냈지만 전위밀도의 시간 

의존성에 대한 해석이 요구된다. Lagneborg 모델의 2 개의 기본식은 다음 

과같다. 

4강11 _ :.. . ~ .. ~ r _ JJi.4J aGbp( t) 1/2 - 0'1 {1/' ~O. exp [- O.fil aG'oPkt -,- - 0'1 ] (10) 

...!lE!i!l = -L- . ..J웰p- - 2MíP(t)2 (11) dt bL dt L.,. .... ~ 

식(10)은 McLean 이 다룬 식과 같다. aGbp1/2 은 전위밀도， p (t) 에 의 

해 만들어진 평균 내부응력이다. (aGbpl!2- 0' ) 는 열적활성화에 의해 극복 

되어야 할 내부응력 b닮rier 의 높이이다. 식 (11)은 어느 순간에서 전위의 

순수 생산(net production) 이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전위밀도의 중분은 가 

공증분， ck = bLdp 를 준다. 여기서 L 은 전위이동의 평균 자유행로이다. 

어느 벼형속도.-.1:.슐 에서 처위생사으 _1_ • .-.1:.흐 (=2M í p (tf 으로 mesh dt -". I l...! I I 0 l...! '-- bL dt 

성장에 의한 회복으로 인한 전위밀도 감소를 나타내는 항임) 이다. 

평균 mesh size, R m 의 성장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dRm >1 í 
11‘’ • ---

dt ‘’ Rm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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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r/ Rm 은 전위 line tension 에 의해 야기된 상숭과정에서 구동력 

이고， r M 은 상승전위의 이동도로 즉， 자기확산계수로 볼 수 있으므로， 

Rmα P -112 에 따라 Rm 을 p 로 치환하면 2Mr p2 이 된다. 정상상태 

동안에 전위밀도는 일정하므로 정상상태 크립변형속도는 식(12)로 부터 다 

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s = 2 bLA4r Ps2 (13) 

회복크립이론은 transient 와 정상상태 크립구간을 예상하며 더욱이 

secondary 크립구간에서 전위밀도는 일정하고 pnmary 단계에서 전위멀도 

가 점차로 증가하는 것올 예상하였다. 그러나 pre-expαlentia1 factor, êO 

는 불확실한 이동전위밀도에 지배된다. 또한 작용응력에서 atherma1 과 

therma1 성분간의 구별은 없다. 

다. 업 계 활주(Grain Boundary Sliding) 

다결정 산화물에서 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 세 번째 과정으로 업계활 

주 (gr，떠n boundary sliding)가 있다. 입계는 lattice registry 가 약하고 전 

위멀도가 높으므로 복잡한 변형거동을 야기한다. 업계가 크립변형동안에 

그 형태를 변하기 위해서 확산이나 전위이동 기구없이 입계활주는 입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연속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다. 그렇지만 입계활주는 

다른 변형기구와 연계될 경우 전체적인 크립변형속도를 증가할 뿐만 아니 

라 다른 기구에 부과된 기하학적 제한을 줄이는 효과를 준다. 

2. UOz 및 관련상에셔의 크렵활성화에너지 

퍼
 



소성변형에서 윷속기구를 규명하는 가장 유용한 수단의 하나가 활성화 

에너지와 활성화면적의 측정이다. 전체 과정의 측정치와 특정 기구의 평가 

치를 비교하므로써 작용되는 기구를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중에서 

크립활성화에너지 대해 간략히 기술하였다. 

소성변형에서 윷속과정의 참활성화에너지 Qc.tnæ 는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 % = - k (-----트=+\) a (I / n I <1. structun 
(14) 

위의 식 (14)에서 참활성화에너지 Qc.true 는 일정한 작용웅력 및 일정한 

구조에서 주어진 온도변화에서의 변형속도 변화를 나타낸다. 일정한 구조 

의 요구사항올 수행하기 위해 변형속도 대웅은 단일 시료에서 동시적으로 

온도변화를 측정하여야 한다. 크렵조건하에서 이러한 실험은 고온과 급격 

한 회복으로 언한 전위구조의 부분적 변화 때문에 특정문제를 야기한다. 

하지만 특별한 방법으로 전위구조가 불변하도록 충분히 급격하게 온도를 

cyc1e 시 키 면 가능하다. 

온도에 따른 참활성화에 너지 ( Qc.tnæ) 변화는 일반적으로 Fig. 4 에 도시 

한 바와 같은 과정을 따르며， 3 개의 다른 구간으로 구별될 수 있다. 저온 

구간인 경우 (T/Tm 드 0.25 으로 region I)에서 Qc.truε 는 온도에 따라 급 

격하게 증가한다. 여기서 크렵변형의 기구는 활주하는 전위와 forest 전위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윷속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소 높은 온도(0.25 :5: 

T/Tm드0.5Tm 으로 region II)에서는 나사전위의 cross-slip 이 윷속인 것으 

로 나타난다. 구간 m 즉 T/Tm능0.5 이 우리의 주관심사인 고온크립구간 

이다. 여기서 활성화에너지는 대략 온도에 따라 일정하다. 구간 m 에서 온 
도에 따라 Qc.tnæ 의 미미한 증가는 전적으로 온도에 따른 탄성율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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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인되는 것이다. 또한 이 rn 구간에서 독특한 성질은 활성화에너지가 
용력(또는 인장시험에서 변형속도)에 무관하다는 것이다. 용력의 유일한 효 

과는 구간 m 를 연장하는 것이다. 저용력은 구간올 폭넓게 만들며 높은 
용력은 구간올 좁게 만든다. 그러나 이것은 보다 낮은 온도에서 활성화에 

너지의 웅력의폰성만올 반영한다. 

구간 rn 의 일정한 수준온 자기확산 활성화에너지에 해당된다. 고온크 
립의 활성화에너지와 자기확산간의 상관관계는 거의 모든 순금속 및 고용 

체에서 정립되었다. 고온구간에서 활성화에너지가 온도 및 작용옹력에 대 

해 무관하다는 사실올 셜명하는 유일한 합리적인 방법은 thennal stress 

가 대략 0 이어서 작용웅력은 ath얹mal stress 와 같다는 것이다. 활성화에 

너지 ， Qc. 1nκ 는 6 와 T 에 무관하므로 이는 glide 를 방해하는 장애물의 

총활성화에너지인 Qo 와 같올 것이다. 고온 저웅력구간에서는 작용웅력이 

내부용력과 거의 동일하다((1늑(1 j). 이것은 Qc_true 가 자기확산 활성화에너 

지와 동일하다는 사실과 함께 glide 과정이 확산제어라는 결론올 유도하고 

있다. Jog-dislocation 이론도 이러한 확산제어 glide 를 포함하고 있다. 

참활성화에너지 이외에 겉보기 크립활성화에너지 Qc 는 다음 식(15)와 

같이 정의된다. 

dln ë. 
Qc = - k(二:二~)dO! t) (15) 

따라서 변화하는 온도 및 일정한 작용웅력하에서 Qc 는 정상상태 크립속 

도로 부터 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일정한 전위구조의 요구사항이 일반적 

경우에서 수행될 수 있다고는 예상할 수 없다. 이것은 활주(glide) 과정의 

활성화에너지와 관련되는 것올 뭇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적절 

성에도 불구하고 곁보기 활성화에너지의 측정치는 아주 일관성이 있으며 

η
 



보통 자기확산 활성화에너지와 잘 일치한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크립변형 

속도는 자기확산 계수의 변화에 직선적으로 비례하여 변화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이러한 결과에 대한 합리적 해석은 전체의 크립과정이 확산제 

어됨올 뭇하는 것이다. 곁보기 활성화에너지의 해석은 어느 범위까지는 

recovery-creep rnodel 로 셜 명 될 수 있다. 

(d ln -1/，트，$ 'T\ )". = ( -11파~)". + 2 (-:효보p;..) dO/ 1) J". - 'dO/ 1) J". , '" dO/ η 

Qc . n / dlnps - ì/ + 2(파괴휴)". (16) 

여기서 M 은 상숭천위의 rnobility 로 자기확산계수， Ds 에 비례한다. Qc 

는 활성화에너지이다. 분명하게 정상상태 전위밀도가 온도에 무관하지 않 

는 한 곁보기 활성화에너지는 자기확산 활성화에너지와 같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참 활성화에너지가 Qo 일 때 존재한다. 왜냐하면 전위밀도와 관련 

있는 내부용력， (11 ((1‘ = aGbp~) 가 작용웅력(1 와 같기 때문이다. 따 

라서 이러한 조건하에서 전위밀도는 작용웅력((1)에만 의폰하므로 온도에 

는 무관할 것이다. 위에서 지적한대로 6 늑 (1j 조건은 저옹력 고온구간에서 

관찰된다. 마찬가지로 전위구조(substructure)는 일반적으로 주로 웅력에 

의폰하며 온도에는 아주 영향올 받지 않는다. 이러한 실험자료로 부터 

Recovery-creep rnodel 은 곁보기활성화에너지가 자기확산 활성화에너지가 

같다는 것올 시사해준다. 더욱이 Recovery-creep rnodel 이 받아들여진다 

면 곁보기활성화에너지는 저웅력에서 물리적으로 크립에서 회복과정에 관 

련된다. 고로 참과 겉보기활성화에너지에 대한 데이터는 glide 와 recovery 

process 모두가 고온크립동안에 확산제어됨올 시사해준다. 

가. 자기확산 활성화에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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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에 U02 의 자기확산계수(self-버ffusivity)와 자기확산 활성화 

에너지에 대한 여러 연구자의 실험치를 수록하였다[23， 25-321 UOz 의 고 

온크립이 확산에 의해 제어된다면 보다 느리게 확산하는 원자가 가능한 확 

산경로를 고려할 때 율속이 될 것이다. Table 1 에 수록한 바와 같이 우라 

늄의 확산 kinetics 와 비교할 때 산소확산인 경우 확산계수는 보다 크고 

자기확산 활성화에너지는 보다 작으므로 우라늄 이온에 의한 확산이 율속 

이 된다. Stoichiometric U02 에서 여러 연구자들이 보고한 자기확산 활성 

화에너지가 70-108 kcaVmole 로 그 범위가 넓은 것은 확산에 대한 입계 

기여 [23] ， 결함농도와 관련 확산속도에 대한 불순물과 nonstoichiomeσy 영 

향[24] 둥에 기인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Hyperstoichiometric U02 인 

경우 우라늄의 자기확산계수는 x2 에 비례한다고 보고되고 있다[25-271 이 

x2 의존성은 Lidiard[24]가 양이온이 우라늄 sublattice 에서 공공올 통하여 

lf+ 로 확산하는 U02+x 에서 우라늄 확산인 경우에 예상하였다. Lay[33]는 

초기 소결속도로 부터 측정한 결과에서 우라늄 확산계수가 0.03<x<0.16 구 

간에서는 산소의 침입형 ac피찌ty 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보고하였으며 

x=0.08 에서 우라늄확산 활성화에너지는 또kcaν'mole 이라고 보고하였다. 

반면에 Hawkins 와 A1cock[25]은 X 가 0.01 에서 0.1 로 증가할 때 우라늄 

확산 활성화에너지도 89 에서 105kcaVmole 로 중가한다고 보고하였다. 결 

과적으로 UOz+x 의 고온크립은 우라늄 부피확산이 포함된 process 에 제어 

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냐. 크렵활생화에녀지 

1) Stoichiometric U02 

Scott 둥[34]은 UOz 소결체(소결밀도 95%T.D., 결청립크기 

2-10때1)를 3-point bend 크립시킨 결과 크립활성화에너지는 95kcaνmole 

보다 크다고 보고하였다. Armstrong [35J퉁도 또한 UOz 소결체(소결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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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T.D., 결정립크기 6때J)를 3-point bend (용력 10，α뼈si， 온도 

1250-1450.C) 크립시험한 결과 크립 활성화에너지는 91 :t 8kcaVmole 이라 

고 보고하였다. Poteat 와 Yust[36]는 UOz 소결체(소결밀도 96.3%T.D., 

결정립크기 10때)를 압축크립시험(용력 2，아)()-11 ，α%φsi， 온도 

1430-1670t)한 결과 크립활성화에너지는 pre-transition 구간(3，α)()psi)과 

post-transition 구간(10，α)()psi)에 서 각각 84 와 90kc머/mole 이 라고 보고하 

였다. 앞 절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고온크립에서는 크립활성화에너지는 

용력에 무관하므로 이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에 

Bohaboy 둥[37]은 U02 소결체 (소결밀도 92-98%T.D., 결정 립 크기 

4-35때J)를 압축크립시험(용력 ; 1，α)()-15，'α)()psi， 온도 ; 1440-1700.C)한 결 

과 크립활성화에너지는 pre-transition 구간(드3，α뼈si)과 post-transition 

구간에서 각각 90kcaνmole 와 132kc머/mole 이라고 보고하였다. Se1tzer 

둥[38]은 U02 단결정올 압축크립시험(용력 10，α)()PSi， 온도 1100-1300 

.C)한 결과 크립활성화에너지는 1않kcaVmole 이라고 보고하였다. Wolfe 

와 Kaufman[39] 또한 UOz 소결체(소결밀도 ; 97.5%T.D., 결정립크기 ; 18 

때J)를 재소결시켜(밀도 ; 98.5%T.D., 결정립크기 ; 55Jß1l) 압축크립시험(온도 

1600-2000.C , 용력 1 ，α)()-7，당)()psi) 한 결과 크립 활성화에너지는 

71kcaVmole 이라고 보고하였다. Seltzer 와 Bohaboy 퉁의 결과를 제외하 

고는 크립활성화에너지는 71-118kcaVmole 의 범위내로 들어옴올 보여준 

다. Table 2 에 산화물 핵연료의 크립활성화 에너지에 대한 여러 연구자의 

실험치를 수록하였다.UOz 인 경우 크립 활성화에너지는 우라늄 자기확산 

활성화에너지 (Table 1 참조 ; 70-108kc외/mole)와 거의 일치함을 보여준다. 

Seltzer 퉁[38]은 우라늄확산 활성화에너지와 크립활성화에너지간의 차 

이가 나는 것은 보다 낮은 O!U level 이 크립과정에서 얻어지거나 일부 부 

가적인 에너지 term 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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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yperstoichiometric U02 

Selαer 둥[38]온 UÛz+x(O.αX)1 <x<0.062)단결정 및 UÛz+x (0.001< x 

< 0.10)다결정올 압축크림시험하여 활성화에너지를 측정한 결과 x, 즉 

O!U 비가 증가할수록 활성화에너지는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예를 들어 

U02+x 단결정 에 서는 x=0.OOO1 에 서 는 크림활성화에 너지가 134 kcaνmole 

이나 x;:;;0.062 에서는 55-60kcal/mole 에 도달하고， 다결정에서는 x 가 

0.001 , 0.01 그리고 0.10 에서 크량활성화에너지는 각각 117, 75 그리고 54 

kcal/mole 이라고 보고하였다(Table 2 와 Fig. 5 참조). 이들은 단결정과 

다결정 U02+x 간에 크림활성화에너지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것은 동일 

크림기구가 두 경우에 작동， 즉， 단결정은 입계가 없으므로 고용력 구간에 

서 크량은 우라늄 부피확산에 의해 제어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Annstrong 과 Ervine[40]은 U02+x (O.02<x<0.25) 소결체(소결밀도 ; 

96% T.D., 결정 립 크기 6따1)를 온도 975-1350t , 웅력 5，αx)-7，α)()psi 구간 

에서 3-point bend 크람시험을 하여 활성화에너지를 구한 결과 x<0.08 에 

서는 활성화에너지가 55.7+많\:caVmole， x=0.16 에서는 63 :t 8kcaVmole 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O!U 비가 증가할수록 크림 활성화에 

너지가 낮아지는 것은 크림을 제어하는 결합형성 에너지가 체거되는 것으 

로 셜명된다. Hyperstoichiometric UÛz 의 크림활성화 에너지 실험치는 대 

략 55 - 6OkcaVmole 로 이 는 공공농도가 온도에 무관하게 고정 된 조건하 

에서 우라늄 공공의 migration 앉암lalpy 만을 나타내는 것 이 다. 

3) U02-doped with various additives 

Annstrong 과 Irvine[41]은 zrOz, y 203 , CaO 그리고 Si02 를 U02 

에 각각 0.5 또는 1.0 mole% 를 첨가시켜 만든 소결체를 3-point bend 크 

림시험(응력 10，α)()psi， 온도 12oo-1450
0

C)하여 크량활성화에너지를 측 

정하였으며 이들의 결과는 Table 2 에 소결밀도 및 결정립크기를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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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수록하였다. Table 2 에 수록한 바와 같이 U02, UOz-0.5rn/oZr02, 

U02-0.5rn/o Y zÜ3, U02-0.5rn/oCaO 그리고 U02-1.Orn!oSi02 에서 크립활성 

화에너지는 각각 98, 105, 121, 127 그리고 130kc려/mole 로 첨가물이 첨가 

될 경우 순수 U02 의 크립 활성화에너지보다도 크게 나타났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UOz 와 UOz~x 의 크립활성화에너지는 우라늄의 자기확 

산 활성화에너지와 관련있지만 첨가물이 첨가된 U02 에서는 우라늄 자기 

확산에 대한 첨가물의 첨가효과를 알 수 없으므로 비교할 수 없다. 그러나 

각각의 산화물에서 Zr 또는 Y 의 자기확산 활성화에너지는 아주 낮은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은 첨가물이 첨가될 경우 크립속도는 감소하 

므로 크립활성화에너지 중가와 일관성은 었으나 이러한 높은 활성화에너지 

를 가져야 하는 가에 대한 해석은 거의 보고되고 있지 않다. 

4) Zr02-U02 

Wolfe 와 Kaufman[39]은 30wt%(소결밀도 ; 99.4%T.D., 결정립크기 

; 15따1)와 41wt% U02 (소결밀도 ; 99.7%T.D., 결정립크기 ; 1OJ1Il1)의 조성 

을 갖는 Zr02-UOz 를 압축크립시험하였다. 이 2원계 산화물인 경우 조성 

과 온도에 따라 다상구조가 가농하므로 평형상태도를 고려하여야 한다[42]. 

Z야2-3Owt%U02 인 경우에는 단상의 tetragonal 구조를 가지며Z야z-

41wt%U02 는 matrix 가 tetragona1 phase 인 2 상 구조를 갖는다. 그러 나 

이러한 상태도와는 관계없이 크립활성화에너지는 두 시료 모두 102 

kcal/mole 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5) ThOz 

Poteat 와 Yust[43]는 ThOz 소결체(소결밀도 97.5%T.D., 결정립 

크기 1OJ1Il1)를 압축크립 시 험 (온도 1430-1790t , 웅력 2，α)()-15，α)()psi) 

한 결과 크립활성화에너지는 112:t7 kcaνmole 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들은 

m “ 



Th02 의 양이용 자기확산 활성화에너지는 보고된 바는 없지만 UÜz 의 것 

과 비슷한 것으로 예상하였다. 따라서 Th02 (용융점 ; 326<)"C)와 UÜz (용 

융점 ; 28OOt)의 용융점의 비가 1.16이고 stoichiometric UÜz 에서 양이온 

자기확산 활성화에너지가 약 90kc떠/mole 임올 고려할 때 위에서 측정된 

활성화에너지는 양이용 자기확산활성화에너지의 예상값(약 104kcal/mole) 

과 잘 일치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확산에 관한 data 가 없더라도 Th02 의 

고온 정상상태 크람은 양이온 자기확산에 의해 제어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3. 천이웅력 

일반적으로 산화물의 크링변형거동은 용력에 따라 다음과 같이 2개의 

구간으로 분류된다. 처용력인 경우 크링변형속도는 옹력에 따라 선형적으 

로 비 례 하며 ( 흔 。c~. n= l) Nabarro-Herring 또는 Coble 크람 에 의 한 확산 

이 율속기구인 반면에 고웅력에서 크링변형속도는 웅력의 power-law 관계 

를 가지며( 늄α 안• n=4-5) 전위이동이 율속기구이다. 이와 같이， 율속과 

정이 확산크람에서 전위이동기루로 변하는 지점의 웅력올 천이웅력 (J/ 라 

정의한다. 

Langdon[ 44]은 확산청로에 따른 천이용력의 의폰성올 그림 Fig. 6 과 

같이 2 가지 경우를 도식화하여 설명하였다. 첫 번째 경우로 처웅력언 경 

우 크링은 격자를 통해서만 크람이 일어나고(격자확산크링) 고웅력에서는 

전위상숭이 율속기구라면 크림변형속도는 용력에 따라 각각 식 (2)와 식 (5)' 

로 나타낼 수 있으며 용력에 따른 크림변형속도의 의폰성은 Fig. 6 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온도 Tl 올 우선 고려하여 보면， 저용력에서 크림변형 

속도는 기울기가 1인 직선 AA 를 따르며 고웅력인 경우에는 전위상승기 

구가 율속이라면 기울기가 4.5언 직선 BB 를 따른다. 이 때 율속기구가 확 

산크람에서 전위상숭기구로 바뀌는 지점에서의 천이용력온 (Jx 이다. 또한 

” 
ω
 



일련의 시험올 온도 T 2 (>T1 )에서 수행할 경우， 동일한 두 개의 크립기구 

가 크립거동올 지배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크립변형속도 는 각각 line 

CC 와 DD 를 따르며 이 때의 천이용력은 Gy 이다. 식 (5)'에서 용도감소에 

따라 전단계수가 증가하므로 띠 는 G" 보다 크다( T2 > T 1 • 아 > G,,). 

따라서 고옹력에서 크립변형속도 변화(L1 강)는 저용력에서의 것(L1 낭，.) 보 

다 크다(L1 강 >L1 낭，). 

식 (5)' 와 식 (2)로 부터 다음과 같은 식(17)로 나타낼 수 있다. 

G( T2) , n-l 
x = [---4-] 4 ε (17) 

G( T1) J T\) 자 } 

여기서 G(Tl) 과 G(T2) 는 각각 온도 T 1 과 T 2 에서의 전단계수이다. 따 

라서 천이용력은 다옴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G,,/G( T1))n-l = B Q/Ad2 = (Gy/G( T2))n-l (18) 

가 되며 결과적으로 따 = [G( T1 )!G( 좌)] G} (19) 

가된다. 

두 번째 경우로 저용력에서 격자확산뻗만 아니라 어느 정도 입계확산이 

일어냐는 경우이다. 이 경우 업계확산의 활성화에너지는 보다 낮기 때문 

에， 크립속도의 변화는 작으므로(L1 ε" < L1 ε，) 크립변형속도는 line C'C' 

를 따르며 크립율속기구가 바뀌는 지점에서의 천이용력은 따 로 따 보다 

크게 된다(G% > 띠). 따라서 저용력구간에서 확산경로는 고저용력에서 식 

(17) 올 이용하여 크립변형속도의 변화(L1 능)와 식(18)에서 온도에 따른 전 

단계수의 변화를 보상한 천이용력의 비교로 부터 구할 수 있다. 

다음에 결정립크기， O/U 비 그리고 온도에 따른 천이용력과의 상관관계 

를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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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결정렵 크기와 천이용력 

Wolfe 와 Kaufman[39]은 압축크립시험에서 결정립크기와 천이용력 

간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결정립크기가 중가할수록 천이용력은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즉 결정립크기가 10, 18 그리고 55때 인 경우에 천이용력은 각 

각 약 6，α)()， 약 3，αm 그리고 <2，α)()psi 라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결정 

립 크기중가에 따라 천이용력이 감소하는 것온 결정립 크기중가에 따른 확 

산에 의한 크립변형속도가 감소하고 전위이동에 의한 크립변형속도가 중가 

하여 천이용력 감소에 기여한다고 셜명하였다. 

반면에 Armstrong 퉁[35]은 bending 크립시험결과 천이용력은 결정립 

크기에 무관하게 일정하다고 보고 하였다. 다음 F핑.7 은 Seltzer 퉁[45]이 

Wolfe 와 Kaufman[39], Bohaboy 퉁[37] 그리고 Armstrong 퉁[35]의 실험 

결과를 요약하여 결정립 크기와 천이용력간의 상관관계를 도시한 것이다. 

Fig.7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압축크립시험에서는 결정립크기가 중가할수록 

천이용력은 감소( ðt α d-o.61, d ; 결정립 크기)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bendir땅 크립시험에서는 결정립 크기에 무관하게 일정하게 나타났다. 따라 

서 이와 같은 차이는 크립시험방법의 특성에 기언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Landgdon[4어은 Fig.7 로 부터 어떤 온도 및 결정립 크기에서 천이 

옹력올 예상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식 (2)와 식(5)' 로 부터 다음과 같은 

식 (20)올 유도할 수 있다. 

ðt!G( η =A’ d[2f(n- 1)] (20) 

여기서 A' 는 상수이다. 따라서 모든 온도에서 동일한 전위기구가 지배적 

이고 저용력구간에서 공공의 확산이 입계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격자를 통 

해서만 일어날 경우 ðt!(G( η 대 d 로 pl야 하면 기울기가 -[2/(n-1)] 이 

된다. 일반적으로 % 값은 4-5 의 범위에 있으므로 위의 식 (20)에서 이론 

적인 기울기는 -0.67 에서 -0.50 이 되므로 Fig.7 의 기울기 결과는 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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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다. 

나.0/0 비와 천이용력 

Seltzer 퉁[46]은 감손 이산화우라늄 분말올 hot pressing(온도 ; 

14oo 0C, 압력 96.5MPa 하에서 30분 유지)하여 만든 시료(밀도 

95%T.D., 결정립 크기 6.때J)를 온도 1100 과 13oo 0C, 웅력 1.03-

165.36MPa 구간에서 X 를 변화시켜 (0.001 ， 0.01 그리고 0.05) 압축크립시험 

하였다. 크립시험은 COICÜz 채스를 불어주면서 원하는 산소분압을 유지시 

켜 크립시료를 평형화한 후 수행한 결과 x 증가에 따라 천이용력이 감소 

한다고 보고하였다. 예를 들면 x 가 0.001, 0.01 그리고 0.05 에서 천이웅력 

은 각각 138, 69 그리고 38MPa 로 나타났다. 

다. 크렵시혐온도와 천여용력 

Bohaboy 둥[37]은 천연 이산화우라늄 성형체를 온도 1690t , 수소 

분위기하에서 4시간 소결시킨 시료(밀도 95%, 결정립 크기 ; 14때)를 온 

도 1450-1750t , 용력 1500-앉)()()Psi 구간에서 수소를 불어주면서 압축크립 

시험올 수행하여 그 결과를 F핑. 8 에 도시하였다. Fig. 8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립시험온도 증가에 따라 천이웅력은 감소하는 경향올 보여주고 있 

다. 

반면에 Wolfe 와 Kaufman[39]은 천이용력은 결정립 크기에 크게 영향 

올 받지만 크립시험온도에는 그다지 영향올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예를 들면 온도 1430-1670 0C 에서 결정립 크기가 10, 18 그리고 55때1 인 

UOz 를 압축크립시험한 결과 온도에 관계없이 천이용력은 각각 약 6，α)()， 

3000 그리고 <2α)()psi 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4. U02 크랩에서의 여러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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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물핵연료중 현재 가장 많이 원자력발전의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U02 의 고온크립특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시협조건 및 시험방법(압축 또 

는 bending)에 대해서 수행되어왔다. 시험방법중에서는 일반적으로 원자로 

가동조건하에서 핵분열생성물 swelling 과 열팽창차리는 피복관과 연료구 

속(restraint)에 의해 반대되는 반경방향의 힘올 초래하므로 이와같은 가장 

유사한 조건으로는 bending 시 험 보다는 압축(compression)시 험조건이 나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다음에 이들 핵연료의 크립특성에 대해서 기술하였 

다. 

가. 크렵기구와 용력의존성 

M.S. Selter 둥[38， 45]둥은 O끼I 비가 2.0(x=0)인 고밀도(>95%T.D.) 

U02 의 정상상태 크립변형속도의 용력의폰성올 압축시험 [36， 37, 39]과 

bending[35] 실험결과를 요약하여 용력에 따른 크립변형속도를 각각 Fig. 

9 와 10 에 도시하였다. Fig. 9 와 10 에 도시한 바와 같이， 크립시험방법 

과는 무관하게 어떤 값올 갖는 웅력 즉， 천이용력 (transition stress) , 이， 올 

기준으로 하여 기울기가 다른 2 개의 직선이 나타남올 알 수 있다. 천이용 

력보다 작은 저용력구간에서는( l1t> 0) 크립변형속도는 용력에 선형적으로 

비례하고( 강 α cI', n= l) 천이용력보다 큰 고옹력구간에서는( l1t < 0) 크립변형 

속도는 옹력에 대해 power-law ( 갇 α cI', n=4-5) 관계를 보인다. Table 1 

에 여러 연구저자틀이 구한 용력에 따른 용력지수를 수록하였다. Table 1 

에 수록한 바와 같이 용력구간에 따라 옹력지수가 다르므로 결과적으로 각 

각의 용력구간에서 율속하는 크립변형기구는 다를 것올 시사해준다. 저옹 

력하에서( l1t> 0) 용력지수가 1 이라는 의미는 크립변형이 격자를 통하거나 

(N abarro-Herring mechanism), 결정 립 계 를 따르거 나(Coble mechanism) 

앙
 



또는 입계활주를 결합시킨(Ashby-Verral mech없lÌsm) 공공의 stress

e따13nced 확산과 같은 확산크립 (diffusiona1 creep)이 울속이며[35-39， 

47-53] 고용력하에서는( (Jt < 0) power-law 관계를 보이므로 전위이동기구 

가 율속이라고 보고되고 있다[36-39， 41, 53, 54]. Table 3 에 UOz 의 정상 

상태크립속도의 옹력의폰성을 수록하였다. 

한편， Mohamed 와 Soliman[55]은 용력 구간이， Fig. 11 에 도시 한 바와 

같이， 3개의 구간으로 분류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져웅력과 중간 옹력구간 

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용력지수가 각각 1과 4.5 로 나타났지만， 

고용력구간에서는 UCh 에서 이제까지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크립변형영역 

이 폰재한다고 보고하였다. Fig. 1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용력구간에서 

용력지수는 용력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한다. 이와 같은 유사한 거동이 금 

속계에서도 판찰되며 power-law 의 breakdown 으로 알려져 있다. 금속인 

경우 크립의 power-law 의 breakdown 은 상숭속도에 서 선형 (power-law 

크립영역 이상)으로 부터 용력의 지수함수로의 천이나 격자확산에 의해 제 

어된 상숭거동으로 부터 전위 core 확산(저온전위크립)으로의 천이에 기인 

되는 것으로 설명되는 것으로 이는 UÜz 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 

였다. 

냐. 온도에 따른 크렵 변형 

일반적으로 온도가 증가하면 단결청 및 다결정 UOz 의 크립변형속 

도는 증가한다[35， 37, 41, 44, 45, 52, 54, 56]. 이것은 식 (2)-(5)에서와 같이 

크립변형속도는 온도， 확산계수 그리고 전단캉도의 함수이므로 온도가 증 

가하고， 전단캉도는 감소(G = Go - L1G 1 , Go 는 절대온도 OK 에서의 G 

값이고， G 는 온도 T 에서의 전단계수)하기 때문에 크립변형속도는 중가 

한다. 또한 확산계수는 온도의 함수이다. Reynolds 와 Burton[47]은 

stoichiometric UOz(밀도 -96%T.D., 결정립 크기 7때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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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ìo-tracer method 를 이용하여 온도에 따른 우라늄이온의 확산계수를 

측정한 결과 온도가 중가하면 우라늄이온의 확산계수는 중가한다고 보고하 

였다. 다음에 온도에 따른 크립변형거통올 일예로 예시하였다. 

Bohaboy 퉁[37]은 stoichiometri UOz (소결밀도 95%T.D., 결정 립 크 

기 ; 14/1J1l)를 온도 1450-1750 oC , 용력 1，α)()-10，α)()psi 구간에서 수소분위기 

하에서 압축크립시험올 수행하여 그 결과를 Fig. 12 에 도시하였다. Fig. 

1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립변형속도는 온도중가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올 

보여준다. 

다. 컬청렵 크기에 따른 크렵변형 

결청립 크기는 일반적으로 저옹력구간， 옹력의폰성이 선형적인 구간 

에서는 크립변형속도에 영향올 미치지만 고용력， 용력의존성이 power-law 

인 구간에서는 영향올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저웅력구칸 

에서 결정립 크기가 작올 경우에는 크립변형속도는 결정립 크기， d 의 세 

제곱에 반비례( 갇α d- 3)하지만 결정립크기가 클 경우에는 d 의 제곱에 반 

비 례 ( 승 oc d-2 )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34， 36, 37-39, 411. Fig. 11 온 

Mohmed 와 Soliman[55]이 다른 저자들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도시한 것 

으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정립 크기가 중가하면 크립변형속도는 

감소합올 보여준다. 

Bohaboy 둥[37]은 결정립 크기 7-25때 를 갖는 stoichiometric U02 

(소결밀도 ; 95%T.D.)를 온도 165Ot , 웅력 1，α)()-1O，α)()psi 로 수소분위 기 

하에서 압축크립시험한 결과를 Fig. 13 에 도시한 것으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정립 크기가 증가할수록 크립변형속도는 감소하는 경향올 보 

여준다. 또한 3，α)()psi 이하의 옹력에서 정상상태 크립변형속도는 결정립 

크기， d, 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반면에 높은 웅력 (>8，α)()psi) 하에서 결쩡 

립 크기는 크립변형속도에 영향올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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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 과 Davies[ 43, 52]는 다양한 mil파19 처리를 하여 만든 분말올 

성형한 후 수소분위기하에서 온도 1773-1873K 로 소결시켰다(밀도 

95-97%T.D., 결정 립 크기 2-10때). 압축크립 시 협 은 lOHνlH20(steam， 

vol%) 의 혼합개스를 불어주면서 1673K 의 온도， 웅력 18MPa 에서 결정 

립 크기가 크립변형에 미치는 영향올 조사하였다. 그 결과， Fig~ 14 에 도 

시한 바와 같이， 보다 큰 결정립 크기(6-10.때)에서는 결정립 크기의 제곱 

에 반비례하나( 갇 α d- 2
) 작은 결정립 크기(<4때)에서는 결정립크기의 세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보고하였다( 강 α d- 3). 또한 이들은 F핑. 15 에 도시 

한 바와 같이 결정립 크기가 감소하면 크립활성화에너지는 점진적으로 감 

소한다고 보고하였다. 예를 들면 결정립 크기가 10.때 인 경우 크립활성화 

에너지는 34많J/mol 인 반면에 결정립 크기가 2때 인 경우에 크립활성화 

에너지는 249kJ/mol 로 나타났다. 

라. 밀도가 크렵특성애 미칙는 영향 

Bohaboy 둥[37]은 일정한 온도(1650t)에서 밀도변화(92， 95 그리고 

97%T.D.)에 따른 UÜz 소결체(결정립 크기 10때)를 수소분위기， 웅력 

700-1()()()()psi 구간에서 압축크립시험올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16 

과 17 에 도시하였다. Fig. 16 은 웅력에 따른 크립변형속도를 도시한 것으 

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결밀도가 중가할수록 크립변형속도는 감소 

하는 경향올 보여주며， 또한 크립변형속도는 밀도차이에 따라 일정하게 중 

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올 보여준다. Fig. 17 은 일정한 웅력인 1000 과 

8α)()psi 에서 밀도의 함수로 크립변형속도를 도시한 것으로， 크립변형속도 

는 웅력에 관계없이 밀도변화에 따라 유사한 경향올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마. 미세구조가 크렵특성애 미칙는 영향 

크립에 의한 미세구조변화는 압축[36] 및 bend[35, 40., 41] 크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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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에서 관찰되었다. Poteat 와 Yust[36]는 저웅력구간에서 업계에서 기공 

(pore)의 형성과 연쇄성장에 의해 입계 void 가 생성됨을 관찰하였으며 또 

한 업계활주가 일어남올 관찰하였다. 반면에 고웅력구간에서는 소성변형이 

덜 얼어났으며 기공보다는 입계균열올 갖는 구조가 많이 관찰되었다고 보 

고하였다. Annstrong 둥[35]은 be뼈ng 크립시 입계분리가 관찰되었으며， 

이러한 입계분리는 주로 bending 의 중립축(neutral axis)의 인장측서 웅력 

방향에 수직하여 놓여있는 입계를 따라 일어남올 관찰하였으며 또한 입계 

활주도 관찰된다고 보고하였다. 

후에 Annstrong 과 Irvine[40]은 stoichiometric UÜz 와 non

stoichiometric U02 의 bending 크립실험한 결과 stoichiometric U02 인 경 

우 0.6% 변형후에 인장측에서 입계균열올 관찰한 반면에 UÜz.015 에서는 

2.0% 변형후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UÜz.O잉 에서 입계분리가 관찰되었 

지만 업계균열로는 발달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업계활주은 O/U 비에 

관계없이 모두 나타난 것으로 관찰되었다. 후에 dopant 첨가에 의한 크립 

변형효과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CaO, Y20 3 또는 SiÜz 를 첨가할 경우 

입계균열이 나타나는 청향은 중가하였다[41]. 결과적으로 업계활주는 다결 

정 UÜz 를 크립변형시킬 경우에는 일어나며 입계균열로 인한 파손은 첨가 

제에 관계없이 고용력하에는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사료된다고 이들 

은 보고하였다. 

바.O!U 벼가 크렵특생에 미쳐는 영향 

앞에서 언급한 용력， 온도 그리고 미세구조와 같은 인자이외에도 

U02+x 의 크립거동은 nonstoichiometry, x(>O) , 에 영향올 받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 UÜz(여기서 UÜz 는 일반적인 의미로 반드시 stoichiometry 

를 뭇하는 것은 아니다)는 보다 높은 온도에서 fluorite 구조를 유지하면서 

상당량의 잉 여 산소를 홉수할 수 있다.F핑. 18 에 개 략적 인 우라늄-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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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상태도를 도시하였다[57]. Fig. 18 에 도시한 바와 같이 UÜz 에서 우 

라늄은 다양한 원자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라늄산화물의 phase 

behavior 가 다른 금속산화물보다 복잡하다. 우라늄산화물은 넓은 

stoichiometry 영역을 가지며 단일상이면서 O!U 비는 2.00 에서 벗어나 있 

는 MaÛb 형태의 화합물올 다양하게 형성한다. 

안정 된 산화물은 O!U=2.00 에 서 UÜz 이 며 O!U=2.25 에서 U40 9, 

O!U=2.6 에서 U5013 이 형성되며 더 높은 O!U 비에서 U308, U03 퉁이 형 

성 된다. 상태 도에 서 안정 된 단일상인 nonstoichiometric U02:tx 와 U40 9- y 

의 영역올 볼 수 있다. Hypostoichiometric UÜz-x 상은 고온에서만 폰채하 

며 저온에서는 UOz.oo 과 금속우라늄의 혼합물이 된다. 따라서 고온에서는 

U02-x 상올 급냉하면 미세한 금속 우라늄이 결정립계에 석출될 수도 있다. 

일정한 온도에서 2상 혼합물에 대한 평형산소 분압은 O!U 비에 무관하다. 

2 상의 혼합물에서 평균 O!U 비는 각 화합물의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반 

면에 단일상의 고용체에서는 산소분압에 따라 O!U 비가 민감하게 변하여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U02+x 인 경우 단상구간의 범위가 존재한다. 

즉， 영여산소가 fluorite 구조를 갖는 U02 에 첨업형으로 들어가 

nonstoichiometry 가 된다. Fig. 1 에 도시한 바와 같이 UÜz 의 결정구조 

는 우라늄 이옹의 단순입방격자형태로 위치하고 있으며 가장 큰 open 

space 는 8개의 산소이온에 의해 형성되는 단순입방격자의 중심인 (~，~， 

~)의 oc않hedral interstitia1 hole 이다. 그러나 UÜz+x 의 중성자회절에 의 

하면 침입형 산소이온이 이 공간에 들어가지 않고 Fig. 19 와 같이 2 가지 

형 태 의 침 업 형 자리 (interstitia1 site)로 들어 간다. Fig. 19 에 서 (a) 의 자리 

는 산소격자의 변 중섬과 격자중앙올 지나는 <110>방향의 6개 대각선상에 

서 중간지점이다. 이 침입형 자리는 각 cube 에 12개가 폰채하며 fluorite 

unit cell 에 4개 의 cube 가 존재하므로 하나의 unit cell 은 48개 의 (a) 침 

입형자리가 존재하고 하나의 우라늄 이온당 12개의 자리가 존재한다. (b) 

% 

ι
 



의 첨입형 자리는 격자의 욕지점에서 <111>방향으로 연결된 4개의 대각선 

상에서 격자중앙과 격자꼭지점 사이에 각각 폰째한다. 이 자리는 unit cell 

당 16개， 우라늄이온당 4개 존재한다. 우라늄 이온은 침입형 자리에 산소이 

온이 들어오더라도 (0,0,0) , (~，~，O) ， (~，O，~)， (O，~，~)의 자리를 유지한다. 

즉， UÜz+x 결청구조에서 우라늄의 자리는 비교적 안쩡하며， 침입형 자리에 

우라늄이온이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나 산소이온은 비교적 쉽게 Fig. 19 에 

도시한 침입형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결과적으로 hypostoichiometric 

(oxygen deficient) 조성은 고온에서만 가능하므로 대부분의 크림거동특성 

은 앞에서 언급한 stoichiometric UÜz[35, 39, 48]와 다음에 언급할 

nonstoichiometric UÜz (=UOz+x, x>O)[34, 38, 40]의 구간에 서 수행 되 어 왔 

다. 

Scott 둥[34]은 x=O.06-0.16 언 hyperstoichiometric UÜz(>95%T.D.)를 

800-1000.C 온도구간에서 5000psi 의 용력으로 불활성개스(Ar 및 질소) 

및 진공분위기하에서 bend 크람변형시켰다. 그 결과 시험분위기는 크힐변 

형속도에 명향올 미치지 않았으며， x>O 인 경우 약 8OO .C 에서 소성변형 

이 일어난 반면에 x=O 즉， stoichiometric UÜz 에서는 1600t 에서 크림 

변형이 일어난다고 보고하였다. 포한 x=O.06과 x=0.16 간에는 통일한 크람 

변형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약 100.C 의 차이가 었다고 보고하였다. 이것 

은 x 증가에 따라 격자의 결합에너지가 감소되어， 결과적으로 우라늄이온 

의 자기확산 활성화에너지 감소에 따른 크림활성화에너지를 감소시켜 소성 

변형이 쉽게 일어나는 것으로 셜명하였다(Table 2 참조). Marin 과 

Contamin[58]은 hyp앙-stoichiometric UÜz+x 를 온도 1275-1많O.C 구간에서 

x(0.OO5드X드0.217)변화에 따른 우라늄 자기확산계수를 alpha spectrum 

degradation method 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통일한 온도에서 x 가 증가 

할수록 우라늄 자기확산계수는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Fig. 20 참초). 

Annstrong 과 Irvine[40]온 1많O.C ， 수소분위기하에서 2시간 소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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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ichiometric U02(밀도 96%T.D., 결정립 크기 ; 6.때1)를 equilibration 

technique (충분한 U잉8 분말올 칭량하여 시료밑에 놓은 다음 Ar gas 를 

불어주면서 기기를 130<rc로 약 1시간 유지시켜 U잉8 분말로 부터 시료로 

산소 천이 (transfer)가 일어나게 하여 원하는 OIU 비를 조정)올 이용하여 

조정 된 x 를 갖는 nonstoichiomeσic UÛ2 를 온도 975-1350 0C, 용력 1()()()-

7000psi 구간에서 bend 크립변형시켰다. 그 결과 크립곡선은 x 에 관계없 

이 유사한 형태를 보이며 , X 가 중가할수록( O.02<x<O.08) 동일한 웅력하 

에서 크립변형속도는 선형적으로 중가하는 경향(n = 1)올 보이는 반면에 

보다 높은 OIU 비 조성범위 (x>0.08)에서는 크립변형속도는 급격히 변한다 

고( η > 1) 보고하였다. 또환 크립활성화에너지를 측정한 결과 x<0.08 에 

서는 55.7+않c외/mol 그리고 x=0.16 에서는 63 :1: 8k!떠Vmol 로 

stoichiometric UÛ2 의 것보다 작게 (Table 2 참조) 나타난 것으로， 이 는 

가장 느리게 확산하는 U+4 이온의 자기확산 활성화에너지 감소에 기인되는 

것으로 셜명하였으며， 이 실험구간에서는 입계활주가 active creep mode 

로 용력지수， n 은 1 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1750 0C, 수소분위 

기하에서 40시간 소결한 또 다른 뱃치의 소결체(밀도 ; 97.2%T.D., 결정립 

크기 ; 30때)를 동일한 방법으로 X 를 조정하여 x 변화에 따른 크립시험후 

의 미세조직의 업계변형거동을 조사하였다. 모든 시료에서 입계변형은 관 

찰되었지만 업계균열은 stoichiometric U02 에서 관찰된 반면에 

nonstoichiometric UÛ2 에서 는 거의 관찰되 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업 계 균 

열은 입계활주가 제한받는 입계의 어느 지점에서 생성된다. 따라서 크립변 

형속도는 활주를 제한하는 장애물에서 떨어진 입계의 이주속도에 의해 제 

어되며 잉여산소가 폰채할 경우 업계이주는 쉽게 일어나서 입계활주는 이 

러한 장애물에 제한받지 않으므로 균열형성 경향없이 크립변형속도를 중가 

시키는 것으로 셜명하였다. 

Burton 콰 Reynolds[50]는 stoichiometric UÛ2(밀도 ; 97%T.D., 결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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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7때ü 에서 x (0드X드 0.2)를 변화시켜 온도 1잉0-1400t ， 용력 

4-40MPa 의 구간에서 압축크립시험을 수행하였다.X 조절은 CO/COz 혼 

합개스를 이용하여 구하였으며 산소분압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켰다. 또한 

크립시료는 시험옹도 빛 선정한 CO/COz 혼합개스 분위기에서 용력을 가 

하기 전에 구조를 평형시키기 위하여 약 하루정도 annealing 시켰다.X 변 

화에 따른 크립활성화에너지와 우라늄이용의 확산계수를 구하여 각각 F핑. 

21 과 22 에 도시하였다. Fig. 21 은 x 변화에 따른 크립활성화에너지를 

Seltzer[ 46] 풍의 실험결과와 함께 도시한 것으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 

이 x 가 증가할수록 크립활성화에너지는 갑소함올 보여준다. Fig. 22 는 X 

변화에 따른 우라늄 확산계수， Dc 를 Matzke[27]가 계산한 우라늄 확산계 

수， DT 와 함께 도시 한 것으로， X 증가에 따라 우라늄 확산계수가 증가함 

올 보여준다. 

Seltzer 퉁[46]은 농축 U02(24.4% U235
) 분말을 137.8 MPa 로 성형하 

여 dry 수소를 불어주면서 1700.C 에서 1시간 소결한 시료(밀도 ; 97.8::!: 

0.5%T.D., 결정립 크기 ; 27t血) 를 온도 1100 과 1300.C , 용력 1.03-70MPa 

구간에서 x(0.001, 0.01 그리고 0.1)를 변화시켜 압축크립시험하였다. 크립 

시험은 CO/COz 개스를 불어주면서 원하는 산소분압을 유지시켜 크립시료 

를 평형화한 후 수행하였다. 온도 1100 과 1300t 에서 x 변화에 따른 크 

립변형속도를 Fig. 23 에 도시하였다.F:핑.23 에 도시한 바와 같이， x 중 

가에 따라 이 온도 구간에서는 X 증가에 따라 크립변형속도가 중가하는 

경향올 보여준다. 저용력 즉， 용력의존성이 선형인 구간에서 크립변형속도 

는 X 에 선형적으로 중가(È oc x)하는 반면에 power law 크립구간인 고 

용력구간에서는 xm(1.75<m<2) 에 비례하여 중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크립활성화에너지를 측정한 결과 x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정향을 보여준 

다고 보고하였다(Table 2, Fig. 5 와 Fig. 23 참조J. Lidi따d[24]는 X 중가에 

따른 크립활성화에너지 감소는 우라늄이 vacancy mechanism 올 통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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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늄의 부피확산에서 x 증가에 따라 우라늄 공공의 형성에너지감소에 기 

인되는 것으로 설명하였지만 이들은 크립변형이 업계확산에 의해 제어되기 

때문에 크립활성화에너지가 낮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사. 연료형상이 U02+x 의 크럽에 며쳐는 영향 

산화물 연료에서 high-flux in-pile 크립과 관련된 주요 문제중의 

하나가 연료가 극심한 온도구배를 받는 것이다. 온도구배를 감소시키는 방 

법중의 하나가 발생된 열을 외부로 전도시키기 위해 중공이면서 원통형인 

시편에 금속 간격체 (spacer) 로 분리시키는 형태로 적충시키면 길이방향의 

온도구배가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크립특성이 washer 의 

short gage-length 와 nondefonning metallic washer 의 억 제효과에 어 떻 

게 영향을 받는가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어 이들은 다읍과 같은 방법 

으로 실험을 하였다[38]. 

1) 단일 washer 사용 

두께 50 mils (O.050 인치 (=1.27mm)) 외 경 0.25 인치 (=6.35mm) 그리 

고 내경 0.15 인치 (=3.81mm) 인 washer 형태의 시료(농축 UÜz 로 결정립 

크기 27 f1JIl, 밀도는 97.8%T.DJ 를 11(X)"C , CO/C(객 혼합분위기하에서 크 

립변형시켜 그 결과를 Fig. 24 에 도시하였다. 또한 비교하기 위하여 동일 

한 특성을 갖는 원통형 시료(LID -2)의 결과도 예시하였다. Fig. 24 에서 

실선은 원통형 시료의 크립거동이고， open circle 은 단일 washer 형태의 

시료이다. OIU 비가 2.001 에서는 원통형 시료보다 washer 형태 시료의 

curve 가 위에 있는 반면에 OIU 비가 2.10 에서는 밑에 있지만 시료형태 

에는 거의 관계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에서 번호는 크립실험동안에 웅 

력변화에 따라 구한 크립변형속도를 순서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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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asher 형태의 시료와 간격체를 교대로 적충할 경우 

Washer 형 태 (외경 ; 6.35mm, 내 경 ; 3.81mm)의 시 료(농축 U02 로 

두께 1.27mm) 와 간격체(W-2w/OTh02 로 두께 O.밍4mm)를 교대로 적충 

하여 llOO "C, 수소분위기하에서 크립변형을 시켜 앞의 Fig. 24 에 같이 예 

시하였다(그림에서 검은 원). 수소분위기하에서 실험올 한 것은 O/U 

=2.001 인 경우 산소압 P02 늑 10-12 에서도 CO/C02 혼합분위기하에서는 

W-2wt% ThOz washer 가 빠르게 완전히 산화하기 때문이다. 장전 

(Ioading) 동안에 적충시킨 시료의 alignment 가 중요하므로 이를 유지하기 

위해 스프링이 들어 있는 Jlg 로 적충올 단단하게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적충시킨 시료의 외부는 Duco 시멘트로 도포시켜 적충올 결합시켰다. 

Duco 시멘트는 온도를 상숭시키면 소각되어 적충은 깨끗해진다. Fig. 2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point 1-5 까지는 시료가 크립변행동안에 자리잡는 

효과(sea마19 effect)에 기인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Point 6-10 까지는 

0 /U=2.001 의 curve 밑에 위 치 즉， stoichiometric U02 의 수소분위 기 하에 

서의 크립실험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이는 크립변형에 좀 더 저항성이 있 

는 것으로 사료된다. 통일한 조성， 웅력 그리고 온도에서 washer 형태와 

원통형 시료간에 크립변형속도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 차이는 웅력， 온 

도 그리고 조성이 미치는 영향에 비해서 매우 작으므로 시료의 형상이 크 

립변형속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고 하였다. U02 washer 와 간 

격체 washer 간의 상대 크립변형속도는， 실험 후 각각의 washer 에 대해 

표면조사를 한 결과 UOz 가 W-Th02 로 들어간 혼적은 없으며 오허려 

W-π10z 시료표변에 있는 scratch 가 UOz 의 표면에 나타났다. 결과적으 

로 W-π10z 가 UOz 시료보다 크립저항성이 컸으며， gage-length 도 

W-Th02 가 UOz 보다 더 작으므로 크립변형속도는 단지 UOz washer 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이들은 보고하였다. 

꺼
 
이
 



아. Dopant 가 크렵특성에 마쳐는 영향 

현재의 경수로 연료설계에서는 연료봉이 급격한 출력변화를 받올 때 

성능여유도(perlormance margin)7} 작다. 출력급변(power ramp)시 연료봉 

파손의 가능성올 줄이기 위하여 즉， 원자로 가동동안에 가능한 한 연료/피 

복관 접촉올 지연시키고자 연료봉 제조시에 연료봉안에 예압올 가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연료봉 내압이 연료연소시 방출되는 핵분열 기체생성물 

에 의하여 증가하므로 연료수명동안에 연료봉내 충전압력과 냉각수 압력을 

균형시키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핵분열 

개스를 연료내에 견지시킬 수 있는 연료설계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수행되 

었으며， 이러한 방법중의 하나로 조대결정립올 갖는 연료에 대해 연구가 

수행되었다. 결정립을 조대화시키는 방법의 하나로 첨가제 사용이 강구되 

었다. 챔가제 사용에 의한 결정립 조대화는 핵분열생성 개스방출올 줄일 

뿔만 아니라 연료의 가소성(plasticity )에도 현저하게 영향올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었다. 연료의 가소성온 연료/피복관 접촉시에 연료성능에 부가적 

인 이점올 가질 수 있다. 즉， 출력급변동안에 연료펠렛의 열팽창에 의해 야 

기된 피복관에서 웅력 level 은 중가시킨 크립속도를 갖는 연료사용에 의 

해 감소시킬 수 있다[59]. 그러나 Dopant 가 UCh 에 미치는 효과는 연료특 

성에 따라 이로울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었다. 일예로 niobia-doped UOz 

인 경우 Nb 의 원자가 상태와 결정립 크기에 따라 소성올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조사실험이 원자로 조건하에서 out-of-file 

experience 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또한 원자로에서 연소도가 상당 

히 경과된 경우에 연료의 중앙부는 산소가 풍부하여 Nb 이온은 5가 상태 

로 유지되나 이러한 산화성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은 곳에서는 Nb 첨가에 

의해 형성된 대업경이 소업경올 갖는 순수 UCh 에 비해 기계적으로 더 단 

단하게 될 수 있으므로 초기 원자로수명에서는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 

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과적으로 PCI 를 개량하는데 do야d-UCh 의 거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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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복잡하므로 dopant 없이 순수 UOz 의 PCI 거동올 개선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여러 가지 dopant 가 크립거동에 

미치는 영향올 조사하였다. 

Christie 와 W피i없ns[60]는 yttria(YzÛ3) 를 ex-ADU UÜz 에 각각 0.5 

와 1.0 wt% 를 첨가하여 stoichiomeσic UOz 와 nonstoichiomeσic UÜz 

(=UÜz+x)를 제조하였다(Table 4 참조). Nonstoichiometric UOz 는 140<)"C , 

Ar 분위기하에서 2시간 소결하였으며， stoichiomeσic UOz 는14OO
0

C ， Ar 분 

위기에서 nonstoichiometric 으로 한 것올 그 온도에서 수소로 바꾸어 1시 

간 유지한 후 냉각시켜 제조하였다. creep-in-bend 시험은 온도 940 0C 

(O.4T m Tm 용융점(=28oot)) ， 압력 5000 psi 하에서， nonstoichiometric 

시료는 Ar 분위기 그리고 stoichiometric 시료는 수소분위기하에서 수행하 

였다. 그 결과 stoichiomeσic UÜz 에서는 yttria 를 첨가할 청우 크립변형 

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은 y+3 와 같은 3가 이온이 

양이온자리에 들어가면 음이온자리에 결합， 즉 defec피ve 많lÏon lattice 가 

폰재하며 결과적으로 많lÏon mobility 가 증가하지만 이러한 anion defect 

는 stoichiometric 시료에서는 영향올 미치지 않고 가장 느리게 확산하는 

원자종 즉 양이온의 확산속도에 크립변형속도가 영향올 받는 것으로 설명 

하였다. 그러나 stoichiomeσlC 시료에서 크립이 거의 일어나지 않은 것은 

우선적으로 크립시험온도가 낮아(O.4Tm) 확산에 의한 크립이 일어나기 어 

려운 것으로 추측되며， 이 온도에서 크립이 얄어나더라도 nσia 를 첨가할 

경우， 이들은 시료의 O/U 비가 2.00 미만으로 나타난 것올 온도변동에 의 

한 것으로 셜명하였지만， hypostoichiometric 이 되어， 우라늄확산계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크립변형은 거의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Scott 

퉁[31] 은 stoichiomeσic UÜz 를 800-1000 0C 의 온도구간에 서 5000psi 의 

압력으로 bend 크립시험한 결과 소성변형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 

다. 한편， 이들은 UOz+x 에 yttria 를 첨가할 경우 크립변형속도는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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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또한 그 캠가량이 증가할수록 크립변형속도는 더욱 더 감소한다고 보 

고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셜명하였다. 즉 anion defect 의 수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미세조직관찰 결과 yttria 를 첨가할 경우 결정립 크기가 크게 증가 

(5-10배)하여 크립변형에 영향올 미쳤거나 우라늄 자리에 치환된 ytσla 와 

의 이온크기차이 또는 폰재하는 이온의 이동도의 역효과에 의하여 전위이 

동이 방해되므로써 크립변형속도를 저하시킨 것으로 셜명하였다. 

Annstrong 과 lrvine[41]은 여 러 종류의 dopant 즉， 가용성 인 

calcia(CaO), πtria(Y z(3), zirconÌa(Zz{)z) 그리 고 불용성 인 silica(SiOz) 를 

각각 0.1-1.0 mol % 첨가시켜 만든 성형체를 1750 0C, 수소분위기에서 43 

시간 소결시킨 펠렛(Table 2 와 5 참조)올 온도 1200-1450 'C, 압력 

2，000-16，α)()psi 수소분위기하에서 bend 크립시켰다. 실험 결과 가용성 물 

질(CaO， YzÛ3 또는 Z!Ûz)올 첨가한 경우 순수 UOz 보다 정상상태 크립변 

형속도는 감소하였으며 또한 첨가량이 중가할수록 정상상태 크립변형속도 

는 감소하는 경향올 보였다. 가용성물질에 따른 크렵변형속도 감소효과를 

고려할 때 Zz{)z 를 첨가한 경우가 매우 컸으며， CaO 를 캠가한 경우에는 

거의 없었고 YZ03 를 첨가한 경우에는 중간 정도로 나타났으며(감소효과 ; 

Zz{)z > YzÛ3 > CaO) , 이들은 이러한 현상올 anion defect 효과가 아닌 

solid-solution hardening effect 에 기인된다고 설명하였다. 가용성 첨가물 

질 이 없lÌon defect 를 만든다면 즉 따lÌon defect 로 볼 때 zirconia(Zr +4) 를 

첨가할 경우 크렵속도에 영향올 미치지 않아야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크립속도감소는 Ca+Z<y+3<Zr+4 의 순으로 되므로 anion defect 에 기 

인되는 것은 아니고 Table 2 에 수록한 바와 같이 UÜz 에 이러한 가용 

성 물질올 캠가할 경우 크립활성화에너지는 순수 UOz 의 것보다는 더 크 

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이것은 solid solutìon hardening effect 를 반영하 

는 것으로 추측되며， 이러한 관점에서 가용성 첨가물의 양이온의 이온반경 

은 U+4(0.97 A), Ca+z(O.99A), y+3(O.93A) 그리 고 Zr+4(O.80A)으로 이 러 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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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 첨가물이 크립속도에 미치는 영향은 degree of ionic misfit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이들은 1400 0C 에서 순수 U02 와 doped U02 크 

립변형속도의 웅력의폰성올 조사한 결과 저웅력에서 정상상태 크립변형속 

도는 웅력증가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높은 웅력에서는 좀 더 

현저한 웅력의폰성이 관찰된다고 보고하였다. 

반면에 불용성물질인 Si02 를 첨가한 경우에는 첨가량이 적올 경우(::; 

0.1 nv'o) 에는 정상상태 크립변형속도가 증가하다가 첨가량이 중가할 경우 

(> 0.1 nv'o) 에는 다시 감소하는 경향올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순수 U02 

의 경우 보다 정상상태 크립변형속도는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은 불 

용성 Si02 를 첨가한 시료인 경우 제 2 상인 둥근 형태의 silica 입자 

(glassy phase)7} 주로 입 계 에 존재함올 관찰하였으며 , 이 것 이 입 계 이동올 

용이하게 하여 크립변형속도를 중가시킨다고 설명하였다. 

Seltzer 퉁[38]은 동일한 온도， 옹력 ， O!U 비 그리고 결정립 크기에서 

크립변형속도가 다른 연구자틀의 것 [36， 37, 39]에 비해 크게 나타난 것은 

시료에 Si 함량이 그들의 컷에 비해 많이 폰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하 

였다. 이들은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Si 를 함유한 소량의 어떤 상이 

입 계 에 존재하였다. 이 것 이 SiÜz 와 같은 glassy phase 로써 존재 한다면 

시료를 현저하게 약화시킬 것이다. 이들은[61] 또한 농축 U02 에서 Si 가 

함유되어 있는 경우 고웅력구간( 갇α 0-4)과 저용력구간( Eα 0)에서 크립변 

형속도는 각각 10배와 2배 중가한다고 보고하였다. Solomon 퉁[61]은 

glassy phase 가 전위이동올 방해하는 solid solution hardening 원소의 

getter Y. scavenger 로 작용할 뿔만 아니라 점도가 낮아 입계활주에 대 

한 저항이 작아 크립변형속도가 증가한다고 설명하였다. Goodyear 퉁[62] 

도 농축 U02 에 Si 가 들어있는 경우에 크립변형속도는 100배 증가하며 

이는 결정입계에 존재하는 Si 이 크립변형에 현저하게 영향올 미치는 것으 

로 보고하였다. Hill 퉁은 Si 첨가에 의해 UÜz 의 소성이 증가한다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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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서 특허 [63]를 통하여 glass former 인 SiOz, KzOs 그리 고 TiOz 를 UÜz 

에 100-3000ppm 올 첨가하면 입 계 slipping 이 증가한다고 하였으며 SiÜz 

를 첨가할 경우 방사선 조사하에서 개량된 성농의 최적량온 3()()ppm 이라 

고 주장하였다. 

Sawbridge 둥[64]은 NbzOs 가 소량(0.1-1.0 mol%) 첨가된 UOz 를 온 

도 1422-1573K 에서 웅력 0.5-90 MPa 에 서 Ar 분위 기하에 서 압축크립 변 

형 시 켰다(Table 6 과 Fig. 25 참조). Fig. 25 는 온도 1523K, 웅력 20MPa 

하에서 NbzOs 첨가량에 따른 크립변형속도를 도시한 것이다. 그립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소량의 NbzOs (르0.25 mol%)를 첨가할 경우 크립변형속도는 

급격히 중가하지만 그 이상의 첨가량에서는 청가량에 관계없이(0.25-

0.8mol%) 크립변형속도는 거의 일정함올 보여준다. 또한 NbzOs 를 UÜz 에 

첨가할 경우 첨가량에 관계없이 순수 UÜz 에 비해 크립변형속도는 중가함 

올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결정립 크기가 중가하면 크립변형속도는 감소하는 경향올 

보여준다. 또한 NbzOs 를 UÜz 에 첨가할 경우 Table 6 에 수록한 바와 같 

이 결정렵 크기는 크게 증가한다. 따라서 NbzOs 가 첨가된 UÜz 의 크렵변 

형속도는 UÜz 의 것에 비해 크게 감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들의 실험결 

과는 반대경향올 보여주고 었으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크립시험올 Ar 분위기하에서 수행할 경우 그 분위기가 비록 불활성이지만 

다소의 산소분압이 폰재하여 Nb 이온은 Nb+
s 로 유지되어 lfs 이온의 생 

성을 억제시켜 결청립 크기가 크게 성장하여도 크립변형속도는 중가하며， 

반면에 강한 환원성 분위기 즉 수소분위기하에서 크립시협올 수행할 경우 

Nb 이온은 Nb+
4 로 환원되어 크렵변형속도는 결정립 크기 중가에 따라 순 

수 UOz 의 것보다 크게 작아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크립변형속도에 대한 

웅력의폰성올 조사한 결과 저용력과 고옹력간에 천이거동이 나타나며 저용 

력에서는 선형적인 용력의폰성(diffusiona1 creep)올 보이는 반면에 고옹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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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강한 용력의폰성 (dislocation-controlled creep)이 나타났다고 보고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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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론 

산화물핵연료의 크람특성에 영향올 미치는 크림기구와 변수를 일차적으 

로 U02 및 관련상에 대하여 여러 문헌을 통하여 현황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올 얻었다. 

1) 산화물핵연료의 크람거동은 확산크림 전위상숭 그리고 업계활주기구 

에 의해 복합적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기구중에서 주가 되는 크림기구 

에 의해 율속된다. 

2) 크림특성은 작용웅력， 온도， 결정립 크기， 밀도， O!U 비， 첨가제 그리 

고 연료형상 둥의 크림변수에 의해 영향올 받는다. 

3) 크람기구와 크람변수가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본 보고서를 통하여 정 

확히 이해하고 정립하므로써 핵연료의 성능올 향상시킬 수 있는 개량 

된 핵연료를 제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4) 또한 UÜz 및 관련상에서의 크립특성올 분석하여 축적된 자료는 향후 

계속적으로 수행될 혼합핵연료의 크립거동에 대한 참고자료로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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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usìvity and activation energy for self-diffusion in oxide fuels. 

h\ material diffusivity 
activation 

temperature 

CC) (cm2,!sec) 
energy references 

양pe composítíon (kcaVmole) 

U02.001 1370-1480 69 28 
single 

U02.01 1200-1400 30 28 
crystal 

U02.03 1240-1370 23 28 
Oxygen 

UÜz.OOO 780-1250 0.26 59.3 32 
diffusion 

poly- UÜzα껑 또0-700 1.2X 10-3 65.3 29 

CIγstalline UOz.OO4 450-600 7X 10-6 29.7 29 

UOz.αE 320-당m 2.06X10-Ú 29.7 29 
single 

U02.00 
crvstal 

1200-1앉U 110:!:7 27 

UOz.OOO 1450-1785 4.3X lO-4 88:!:11 30 

UOz.OOO 1450-1700 4X 10-7 70:!:8 23 

UÜz;αm 1450-1700 4X 10-2 70 23 

UÜz.OOO 1450-1700 1.2 108 23 
Uranium 

UÜz.OOO 1900-2150 5.82X 10-3 72.7 31 
diffusion poly-

UOz.OOO 1275-1650 0.13 x2 85:!:7 26 
crystalline 

UOz.OOO 1620-2010 6.8X lO-5 98.3 ::t9.7 32 

U02.01 1350-1650 2.04X lO-3 89:!:2 25 

U02.03 1350-1650 2.79X 10-2 95:!:3.5 25 
U02.10 1350-1650 1.09 105:!:7 25 

U02.15 1350-1650 6.79X 10-3 8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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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ctivation energy for creep in oxide fuels(single crystal) 

material 
activation 

gram test atmos- temperature stress refer-

composítion 
density 

s1Ze type phere CC) (psi) 
energy 

type 
(kcaνmole) 

ences 
(%T.DJ 

(때J) 

UOz.OO > 99 - 4-point bend dry H2 1잃0-1685 3,600-8,000 117 i:10 54 

g U02.때l 100 - compresSlOn H2 1100-1300 10,000 134 38 

single U02.oo1 100 - compresSlOn CO/C02 1100-1400 10,000 115 38 

crystal U02.oo3 100 compresslon CO/C02 1100-1300 10,000 63.5 38 

U02.0없 100 - compresSlOn CO/C02 1250-1400 3,000 131 38 

U02.062 100 - compresslon CO/COz 1100-1300 10,000 57.5 38 



CJ1 
』‘

Table 2. Activation energy for creep in oxide fuels(polycrystalline) 

material 
gram test atmos-

compositíon 
density 

slze type phere type 
(%T.D.) 

(um) 

U02.oo 96.1 6 3-point bend dry H2 

U02.00 95 2-10 3-point bend H2 

U02.oo 98.5 55 compresslon -
U02.00 97.5 10 compresslon 

U02.oo 97.5 10 compresslon 따y H2 

poly-
U02.oo 97.7 24 3-point bend fuJHzO 

U02.oo01 92-98 4-35 compreSSlOn H2 
crystalline 

UOz.0001 92-98 4-35 compresslOn H2 

U02.oo1 97.8 27 compress lOn CO/COz 

U02.oo1 95 7 compresslon CO/Cα 

U02.oo1 95 7; compresslOn CO/COz 

U02.01 97.8 27 compresslon CO/COz 

U02.01 95 7 compress lOn CO/C02 

actívation 
temperature stress refer-

CC) (psi) 
energy 

(kcal/mole) 
ences 

1250-1400 10,000 91 :t 8 35 
1000-1650 5,000 > 95 34 

1600-2000 3,000 71 39 
1430-1666 3,000 84 36 
1430-1666 10,000 90 36 
1220-1400 10,000 98 :t7 40 
1440-1760 7,000 ‘ 15,000 132 37 
1440-1760 1,000-4,000 90 37 
1100-1300 8,000 117 38,56 
1100-1300 15,000 108 38 

1100-1300 2,000 68.5 38 
1100-1300 6,000 75 38,56 
1100-1300 2,000 55 38 



υ1 
N 

Table 2. Activation energy for creep in oxide fuels(polycrystalline, continued) 

material 

gram test atmos- temperature 
density type phere CC) type composítíon slze 
(%T.D.) 

(때) 

U02.02-2.08 96.0 6 3-point bend Ar+02 975-1350 

U02.05 95 7 compresSlOn CO/C02 1100-1300 

U02.06 95 2-10 3-point bend Ar 850-1000 

U02.l0 97.8 27 compress lOn CO/C(갱 1100-1300 

U02.l6 96.0 6 3-point bend Ar+02 975-1300 

U02.l6 95 2-10 3-point bend Ar 800-1000 

poly- U02.oo-0.5m1o Zr02 97.2 26 3-point bend drylli 1325-1450 

crystalline U02.oo-0.5m1o Y203 96 19 3-point bend dry H2 1325-1400 

UÛ2.oo-0.5m1o CaO 97.3 25 3-point bend drylli 1300-1425 

UÛ2.00-1.0mlO SiÛ2 99 10 3-point bend drylli 1잉0-1400 

Th02 97.5 10 compresslOn 11 1430-1790 

Th02-10w/o U02 97 120 compresslOn 11 1600-2100 

Zr02-30w/o U02 99.4 15 compress lOn 11 1600-1950 

Zr02-41 w/o U02 99.7 10 compresslOn ’ 1600-1900 

actlvatlOn 
stress refer-

(psi) 
energy 

(kcaVmole) 
ences 

5,000 56 :t5 40 

2,000 45 38 

5,000 72 34 
4,000 54 38,56 

5,000 63 :t8 40 

5,000 65 34 

10,000 121 :t8 41 

10,000 127:t13 41 

10,000 130:t 11 41 

10,000 105 :t10 41 

2,000-15,000 112 43 

1,000-7,500 120 39 

1,000-10,000 102 39 

1,000-10,000 102 39 



Table 3. Stress dependence of steady-state creep in oxide fuels 

materia1 stress 
gram test atmos- temperature stress refer-

compositíon 
density 

slze type phere ('t ) 
range 

type (psi) 
exponent ences 

(%T.D.) 
(tlII1) 

U02.oo01 100 compresslon H2 1100 16,000-24,000 7 38 
1300 1 ” 

UÛ2.oo1 100 compresslon CO/C(객 1100 12,000-18,000 13 ” single 
U02.CXl3 100 compresslOn CO/CÛ2 1100 12，α)()-14，000 17 ” crystal 
UÛ2.01 100 compress lOn CO/CÛ2 1100 7,000-12,000 17 /1 

1때O 3, 0()()-5, 0()() 1 ” 
ill U02.062 100 - compresslOn CO/C02 1100 5,000-10,000 17 ” 

U02.0001 92-98 4-35 compresslOn H2 1440-1760 7,000-15,000 4.5 ~ 

1440-1760 1,000-4,000 1 /1 

UÛ2.001 97.8 27 compresslOn CO/C02 1100-1300 7,000-10,000 7 38 

95 7 1100-1300 7,000-10,000 4 ” poly-
95 7 1100-1300 1,250-5,000 1 ” crysta1line 

UÛ2.01 97.8 27 compresslOn CO/C02 1100-1300 6,000-9,000 7 ” 
95 7 1100-1300 350-4,000 1 ” 

U02.05 95 7 compresslOn CO/C02 1100-1300 200-5,000 1 11 

U02.10 97.8 27 compre5s뼈1- CO/CÛ2 1100-1300 2,000-5,000 7 ” 



Table 4. Properties of urania-yttria s이id solutions[60] 

Y써3 분말특성 properties of sintered pellets 

함량 비표면적 O/U 밀도 O/U defection rate(25.4JL1l11분 ) 
(wt%) (m2/g) 비 

분위기 
(g/cc) 비 평균 최대 최소 

0 2.55 2.25 Ar 10.93 2.18 0.135 0.143 0.126 

0.5 6.85 2.28 Ar 10.93 2.21 0.050 0.082 0.036 

Hz 10.54 1.997 0.001 0.003 nil 

1.0 6.90 2.26 Ar 10.85 2.18 0.047 0.0또 0.042 

Hz 10.58 1.99 nil nil nil 

Table 5.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intered pellet[ 41] 

Addition Sintered density 
Average 

(mole %) (g/cc) 
gram Slze Remarks 

(JlIn) 

0 10.68 24 

ZrQz 0.1 10.68 26 
* Sintered for 43 hours at 1700 'C 

0.5 10.63 26 
머1 other compacts were sintered 

1.0 10.61 31 
for 43hours at 1725-1750 oC. 

Y2Û3 0.1 10.64 20 

0.25 20 

0.5 10.52 19 

1.0 10.59 23 

CaO 0.1 10.66 

0.5 10.64 25 

1.0 10.55 

SiOz 0.01 27 

0.1 10.73‘ 16 

1.0 10.8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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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intered pellet with 

various Nbz05 contents[65J 

Nb:ρ'5 content Sintered density A verage grain size 

(mol%) (g/cc) (JIlll) 

0 -7 

0.25 10.76 27::!::3 

0.4 10.74 30::!:: 2 

0.5 43 

0.6 10.76 30::!::2 

0.8 10.76 30::!::2 

띠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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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Unit cell of fluorite structure. 

()pen circ1es are cation(U or Th), 

solid circ1es are anion (Oxyge띠 때d 

open sqmπes are holes in the fluorit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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