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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목 : 세라믹 핵연료 가공기술 개발

Ⅱ. 연구 개발의 목   필요성

    원자력 발 소를 가동하고 있는 세계 여러나라는 재 원자력발 의 

안 성 제고와 함께, 비용 감에 따르는 경제성 제고를 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발 이 차지하는 발 비

율은 체 발 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향후 산업 , 경제   사회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지속 인 발 량의 제고와 함께 원자력발 이 

유할 발 비율은 차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재 국내의 국

산화된 핵연료 련 기술과 선진국의 핵연료 기술 개발동향을 바탕으로, 

여러모로 보다 진보된 핵연료의 개발은 앞으로 차세   신형원자로 개

발 뿐만 아니라 기존의 가동 인 원자로의 안 성  경제성 제고를 

하여 우리 원자력 분야에 있어서 수행해야 할 필수 인 과제이다.

   이에 부응하는 핵연료 기술로 혼합핵연료 기술을 들 수 있다. 이 기술

은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므로써 자원의 효율 인 이용을 도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의 에 지 정책과 련하여 핵연료 주기기술의 확립

에 일역을 담당하므로써 에 지의 자립을 이룩할 수 있는, 특히, 부존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필연 으로 개발되어야 할 기술이다.

   이 혼합핵연료 가공기술 개발에 있어서는 특히, 재료 인 측면이나 가

공방법의 다양성, 이들의 이용가능성  핵연료 취 기술 등, 그 상 분

야가 범 하므로, 이용가능한 여러 기술들에 한 연구와 원자력 선진

국에서 시시각각으로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나 추세 한 부단히 검토, 분

석되어야 한다. 한, 재 국내의 원료물질의 미확보에 따른 난 을 극

복하기 한 략과 이를 수행하기 한 구체 인 수행방법이 모색되어

야 한다.

   상기 요성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 달성되어야 할 세라믹 핵연료 

가공기술 개발의 최종목 은 경수로용 혼합핵연료 가공기술을 확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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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련된 핵연료 취 기술을 확보하는 것으로 본 단계(2000.4.～2003. 

3.)의 연구목표는 혼합핵연료 가공기술의 고유화로  단계에서 개발된 

여러 요소기술과 이를 확인하기 하여 시험핵연료 소결체시편을 제조한 

경험을 토 로 독자 인 기술을 확립하는 것이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본 연구개발은 국내에서 상용생산 인 경수로핵연료  수로핵연

료 국산화기술 경험을 최 로 활용하여, 장기 으로 원자력 선진국 목표

에 부응하는 혼합핵연료 가공에 한 기반기술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를 

하여 본 단계에서는  단계에서 수행된 최 공정 도출  이 도출된 

기술을 활용하고 실제로 PuO2 를 사용하여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한 혼합

핵연료 시험핵연료 소결체를 제조한 경험, 한, 이 국제공동연구를 통하

여 시험핵연료 제조업무를 수행하므로써 혼합핵연료 소결체 가공에 련

된 기반기술의 확립을 토 로 본 단계에서는 혼합핵연료 소결체 가공기

술의 국내 토착화  고유화를 목표로, 개발된 단 공정 별 기술을 보다 

범 하게 각 단 공정별로 그 기술을 공정 기술화하여 단 공정 기술 

간의 여러 제조 라메타들을 연계하고, 이 단 공정 기술들을 집 하여 

하나의 독자 인 혼합핵연료 소결체 공정기술을 확립함과 동시에, 련 

산업체와의 보다 긴 한 조로 개발된 공정기술을 산업체에 이 하는 

비작업을 수행하 다. 한, 특성이 개량된 모의 혼합핵연료 소결체 가

공시험을 수행하여 그 제조기술에 한 기본기술을 개발하 으며, 이들의 

열충격 거동  열 도도 특성, creep 특성에 한 연구  data들을 정

립하 다. 본 단계의 세부 연구내용  범 는 다음과 같다. 

 가. 시험핵연료 소결체 특성분석  개량 가공공정 도출

    - 혼합핵연료 시험소결체 특성분석

    - 윤활제/기공형성제의 첨가방법/단계 연구

    - attrition milling 개선방안 도출  개량

    - 모의 산화소결체의 재소결성 거동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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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혼합핵연료 소결체 제조 공정기술  제조공정 개량 연구

    - 윤활제/기공형성제의 첨가  링에 따른 조직변화 연구

    - 첨가제를 이용한 소결체의 도  미세구조 제어 연구

    - M3O8 scrap 회수  재활용기술 연구

    - M3O8  MO2 scrap 분말 첨가에 따른 소결체 미세구조 비교연구

    - 분말처리조건과 소결공정과의 연계

 다. 혼합핵연료 소결체 개량 제조공정기술 확립

    - 소결 도  미세구조 제어 공정기술 확립

    - 독자 인 혼합핵연료 제조공정 체제 확립

 라. 혼합핵연료 소결체 재료특성 연구

    - 소결체의 열충격에 따른 경도  굽힘강도 특성 분석

    - 소결체 크립거동 연구

    - 고연소도 혼합핵연료 소결체 특성개량 방안도출

    - 혼합핵연료 소결체 재료특성 개량 연구

    - 모의 조사 혼합핵연료 소결체 재료특성 연구

Ⅳ. 연구개발 결과 

 가.  시험핵연료 소결체 특성분석  개량 가공공정 도출

    조사시험용 Pu-MOX 소결체 제조를 해 KAERI-PSI 공동연구과제

를 1998년 3월부터 약 2년간 수행한 바 있으며, 2000년 5월부터 재까지 

IFE Halden에서 조사시험 에 있다. 소결체의 특성 , 소결체의 육안검

사, 도, 치수, 미세조직 찰, O/M비 등 기본 인 특성은 제조과정에서 

측정 는 분석되었으며, 국제공동연구기 인 PSI에서 당해단계 기에 

수행된 내용으로는 ceramography, 기공분포 분석, 열  안정성실험,      

불순물분석 등이며, PSI/ITU 간에 계약으로 수행계획이었던 열 도도 측

정도 완료되었다.

   소결체 제조공정  재료특성 개량방안 연구와 련하여서는 기존에 

활용하던  단계에서 개발된 attrition mill을 공정기술 개발을 목 으

로 2 단계에서 1단계로 단순화하고, 이의 성능을 확인하 으며, 첨가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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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활제와 기공형성의 첨가방법과 단계를 변화시키므로써 도의 감소  

기공분포의 변화 등을 연구하여 혼합핵연료의 소결체 제조공정과 재료특

성의 개량을 시도하 다. 모의 MOX 분말을 이용한 산화소결체의 재소결

거동 분석에 있어서는 환원  산화소결후 환원처리한 소결체를 환원분

기에서 재소결했을 때의 재소결거동을 비교, 찰하 으며, 산화소결된 

소결체의 재소결후의 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혼합핵연료 소결체 제조 공정기술  제조공정 개량 연구

   제조 공정기술은 공정기술 개발을 제로 개선된 attrition mill을 활용

하여 첨가제의 혼합방법을 연구하 으며, 이때 변화하는 소결 도  소

결체의 미세구조를 찰하여 기존의 실험결과와 비교, 분석하 다. 한편, 

소결첨가제를 이용한 소결체 미세구조 제어 연구에서는 속산화물(Li2O, 

V2O5, Ta2O5)를 첨가하여 소결 도 변화와 결정립크기 변화, 기공분포의 

변화 등을 찰하 다. Scrap 회수기술과 련하여서는 불량소결체의 분

말화 방법으로 소결체의 산화에 의한 M3O8 제조  기계 인 방법에 의

한 MO2(chamotte) 제조를 선택하고 이를 UO2-5wt%CeO2 혼합분말에 혼

합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혼합방법도 기계 인 단순 혼합과 분쇄에 의

한 혼합방법으로 실험을 수행한 결과, 제조하고자 하는 소결체의 특성에 

따라 이를 복합 으로 활용하여 원하는 소결체 특성을 갖는 제조공정을 

개발할 수 있었다.

 다. 혼합핵연료 소결체 개량 제조공정기술 확립

   혼합핵연료의 소결 도  미세구조 제어기술 개발에서는 윤활제  

기공형성제(3 종류) 의 첨가와 소결첨가제(15 종류)의 혼합방법(첨가제 

양, 첨가방법)에 따른 혼합분말의 소결성  소결 도, 결정립크기  기

공크기 분포의 변화에 하여 연구하 다. 이에 따라, plasticity 가 우수

한 특성이 개량된 조 결정립의 모의 혼합핵연료 소결체 제조의 조건이 

정립되고, 이를 통해 특성이 개량된 소결체 제조에 한 기 기술이 확립

되었다. 한, 이 실험들의 결과분석을 통하여 소결체 제조기술의 

database가 정립되었으며, 다음 단계에 선택된 조건들을 상으로 일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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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실험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수 소결공정의 개발을 하여, 

마크로  가열을 이용한 소결공정 개발도 수행되었다.

   독자 인 혼합핵연료 소결체 제조공정 체제 확립을 하여서는 우선, 

scrap 회수공정을 포함하고 그 동안 개발된 단 공정을 연계하여 독자

인 총 10개의 단 공정으로 구성된 소결체 기 제조공정의 체 흐름도

가 작성되었다. 한, 이 기  제조공정에서 단 공정별 주요변수  요

구특성을 도출하여 이들의 연계성  공정 data feedback system도 설

계되었다.

 라. 혼합핵연료 소결체 재료특성 연구

      소결체의 열충격거동 연구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소결체 시편에 

열충격을 가하고, 이들의 경도  fracure toughness, fracture strength, 

미세구조 변화에 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기체 냉각에 의한 열충격 

실험으로부터 소결체 시편의 열 도도 특성 분석방법이 개발되었다. 이

를 통해, 소결체시편의 열 도도특성도 분석되었다. 소결체의 고온 크립

거동 분석에서는 온도구간 1500～1700℃, 응력구간 2～60 MPa에서 다양

한 소결체 시편( 도, 결정립크기, CeO2 함량 등의 변화)의 크립거동과 

크립 활성화에 지가 분석되었으며, 혼합핵연료 소결체 재료특성 개량 

연구에서는 plasticity가 우수하고 조 결정립의 소결체시편에 한 연구

가 수행되었다. 이 연구결과로 plasticity가 우수하고 조 결정립의 소결

체시편은 creep rate가 기존의 소결체 시편에 비해 5 배 이상 증가됨이 

찰되었다.

   안정한 속 fission product들의 산화물 첨가를 이용하여 모의된 조

사 혼합핵연료 소결체의 특성 분석에서는, 조사후 비교  한량이 많은 

12 종류의 속 fission product를 선정하여 이들의 산화물을 

UO2-5wt%CeO2 혼합분말에 분쇄 혼합하여 모의 조사 소결체를 제조하

고, 이들의 조사량(연소도)에 따른 특성변화를 연구하 다. 이 연구에서

는 열 도도변화, thurfalf도 변화  경도, fracture toughness, fracture 

strength 등의 기계 인 특성변화도 고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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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기술의 향후 망

    개발된 혼합핵연료 가공기술들은 국제공동연구를 통하여 수행된 혼

합핵연료 시험소결체의 성공 인 제조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며, 이를 원자

로에서 조사시험 하므로써 그 성능  거동이 입증될 수 있다. 이 게 입

증되는 기술은 련 산업체로 이 되어 이 산업체로 하여  혼합핵연료

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여야 한다. 

   재까지 본 연구에서 개발된 혼합핵연료 가공 련 기술은 이 기술에 

있어서 필수 으로 요구되는, UO2 분말과 PuO2 분말의 혼합에 기인하는 

분말처리기술과 소결체의 미세구조 제어 기술로서, 이 두 요소기술의 개발

은 실지로 PuO2 분말을 사용하여 시험핵연료를 제조하므로써 그 기술의 

실험실 규모로서는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개발된 기술을 

산업체에 이 하기 하여서는 련 산업체의 성격을 고려한 공정기술들

이 개발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재까지 개발된 실험실규모의 기술은 보

다 큰 규모의 혼합핵연료 소결체 제조공정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당해 단계의 본 과제에서는,  따라서, 그동안 개발된 각 단 공정의 

요소기술들을 공정기술화하고 하나의 공정 기술로 집 하므로써 독자

으로 개발된 각 단 공정을 연계하여 독자 인 혼합핵연료 소결체의 가

공공정기술을 확립하고 이를 고유기술화는 것을 그 목 으로 하 다. 이

게 개발된 독자 인 혼합핵연료 소결체의 제조공정기술은 차기단계에

서 그 개발이 확인되므로써 개발의 완벽성을 기할 수 있으며, 한편, 이러

한 공정기술의 개발에 있어 련 산업체와의 력을 보다 긴 히 하므로

써 개발된 기술의 이 은 보다 효율 으로 조속히 실 될 수 있을 것으

로 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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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Title : Development of Fabrication Technology for the Future 

            Nuclear Fuel

Ⅱ. Objectives and Importance

    Advanced nuclear fuel technologies are currently being 

developed worldwide in order to improve the fuel performance in 

power reactor and to reduce the fuel cycle cost which has a 

significant portion in nuclear power production.

    Currently, sixteen nuclear power plants are in operation in 

Korea with more than 40% of nuclear share in its total electricity 

generation, and both the total electricity generation and its nuclear 

share will grow continuously with the changes of industrial 

capability and economical situation in the future.

    In the development of fabrication technologies, in particular, for 

such nuclear fuels, various aspects of technology should be 

considered ;   availability of fabrication techniques, fuel materials 

aspect and  fuel handling techniques.

   It is, therefore, urgently required to do the developmental works 

for the nuclear fuel technology of more advanced concept, based 

upon the fuel technologies established, in order to prepare for the 

fuel technologies not only relevant to the innovative reactors for 

next generation but also for currently operating nuclear reactors in 

Korea.

   One of the nuclear fuel cycle technologies being considered in 

this respect  is the MOX fuel technology which can not only at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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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al for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energy resources by reuse of 

spent nuclear fuels, but establish the nuclear fuel cycle technology 

as a whole, in particular, for Korea, a country which has little 

energy resources.

   In the regard of such importance, the ultimate purpose of the 

project will be the establishment of MOX fuel fabrication technology 

and the accumulation of fundamental technology of fuel fabrication 

in the provision for the nuclear reactors in the next century. The 

objectives of the study in this  stage(2000. 4. ～ 2003. 3.) with 

above-mentioned ultimate purpose include the development and 

establishment of indigenous technology for MOX fuel fabrication and 

its process technology based upon the fundamental technologies 

developed and the experience gained from the preparation of MOX 

fuel pellet specimens through an international collaboration in view 

of the research on its in-reactor behavior in order to confirm the 

development of fundamental technologies for MOX fuel fabrication 

performed in the previous stage.

Ⅲ. Scope and contents

    The researches carried out during the last stage(1997. 4. ～ 

2000. 3.) mainly consisted of ; study of MOX pellet fabrication 

technology for application and development of characterization 

technology for the aim of confirming the development of powder 

treatment technology and sintering technology and of the 

optimization of the above technologies and fabrication of Pu-MOX 

pellet specimens through an internatioal joint collaboration between 

KAERI and PSI based on the fundamental technologies developed in 

KAERI. 

   Based on the studies carried out and the results obtained during 

the last stage, more extensive studies for the process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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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unit processes were performed, in this year, for the purpose of 

development of indigenous overall MOX pellet fabrication process 

technology, relating process parameters among the unit processes and 

integrating these unit process technologies. Furthermore, for the 

preparation of transfer of relevant technologies to the industries, a 

feasibility study was performed on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technology developed in KAERI with the relevant industry in close 

collaboration. More detailed research items carried out in this stage are 

as follows;

 a. Characterization of Pu-MOX pellet specimens and identification      

 of improved MOX pellet fabrication process 

  - characterization of Pu-MOX pellet specimens 

  - study on the addition method and step of lubricant/poreformer

  - improvement of 2-stage continuous attrition mill

  - analysis of resintering behavior of simulated MOX sintered in      

    oxiding atmosphere

 b. Study on the improvement of fabrication process and the process   

    technology

  - study on the microstructure modification with lubricant/            

 poreformer addition and milling condition

  - study on the control of sintered density and microstructure by     

  use of sintering additives

  - study on the M3O8 scrap recovery and reuse

  - comparative study on the pellet microstructure modification with    

    M3O8 and MO2 scrap addition

 c. Establishment of improved fabrication process technology of MOX   

    pellet 

  - establishment of process technology for pellet density and          

    microstructure control

  - establishment of indigenous fabrication process system for M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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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llet

 d. Study on the MOX pellet material properties

  - analysis of behavior against thermal shock and the thermal     

      conductivity of pellet specimens

  - study on the creep behavior of simulated MOX pellet

  -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ellet materials property

  - study on the materials property of simulated irradiated MOX   

       pellet

Ⅳ. Result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a. Characterization of Pu-MOX pellet specimens and identification

    of improved MOX pellet fabrication process 

    Regarding the characterization of Pu-MOX pellet specimens, 

the basic characteristics such as visual inspection, densities, 

microstructure were characterized during the preparation of 

Pu-MOX specimens in PSI and at the beginning of this stage, 

ceramography, pore and its size distribution, thermal stability and 

impurity contents were characterized. Also, thermal conductivity 

measurement was conducted at the ITU, Germany under the 

contract between PSI and ITU.

   For the study on the identification of improved MOX pellet 

fabrication process, the attrition mill developed in the previous 

stage has been improved for the development of pellet process 

technology development and for the study on the control of pellet 

density and pore distribution, the addition method, such as 

mechanical mixing and milling and various addition step were 

attempted in the experiment in order to observe the improvement 

of material properties and fabrication process. In addi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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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resintering behavior of oxidatively sintered simulated Ce-MOX 

pellet when resintered in reducing atmosphere was performed to compare 

with the test results obtained with Pu-MOX pellet specimens, which 

showed the density decrease after resintering.

 b. Study on the improvement of fabrication process and the process     

 technology

  For the study on the microstructure modification with lubricant/ 

poreformer addition and milling condition, the attrition mill improved for 

the purpose of the process technology development was used for the 

powder treatment experiment and the changes in density and 

microstructure were observed and compared with those previously 

obtained with the 2-stage continuous mill. Regarding the study on the 

control of microstructure of pellet, 3 different kinds of metal oxides(Li2O, 

V2O5, Ta2O5) were used for doping the UO2-5wt%CeO2 powder mixture 

and pellet density, grain size and pore size distribution were observed. 

In the scrap recovery study, 2 different kinds of pellet pulverization 

methods were employed; pulverization via oxidation of pellet and 

mechanical crushing and grinding. The former gave M3O8 powder and 

the latter MO2.These two different scrap powders were added to the 

powder mixtures in varying amount with different mixing methods to 

see the modification of density and microstructure in the pellet. It was 

found that with varying amount of the two differnt type of scrap and 

different mixing methods, the various specification of pellets could be 

obtained.

 c. Establishment of improved fabrication process technology of MOX    

  pellet 

   In order to establish the process technology for pellet density 

and microstructure control, 3 different kinds of lubricants an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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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of 15 different kinds of metal oxides were used and the 

resultant powder sinterability, pellet density, average grain size and 

pore size distribution were observed From these experiments, plastic 

and large grain size simulated MOX pellet could be obtained and 

improvement of pellet properties was attained. Also, this extensive 

experiment could give the detailed databas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cess technology and material properties. Another 

sintering tehnique, sintering by microwave heating was studied as 

well to see any possibility of improvement of pellet fabrication 

process and material properties.

  For establishment of indigenous fabrication process system for 

MOX  pellet independently of other countries with their own 

technologies, an overall flow sheet of the reference process with the 

scrap recovery process included was prepared from the unit process 

technology developed in the previous stage which consisted of a 

total of 10 unit fabrication steps. In this connection, process 

parameters and required properties of the materials for each unit 

step were identified and related each other and process data 

feedback system was designed in order to build up the indigenous 

MOX fabrication process system.

 d. Study on the MOX pellet material properties

  Analysis of hardness and fracture strength of pellet with thermal 

shock was performed together with the behavior against thermal 

shock of the pellet specimens with different properties and from the 

cooling curves of the pellet during thermal shock experiment with 

Ar gas, the thermal conductivity of the pellet specimens was 

deduced. Creep behavior of the simulated MOX pellet specimens 

with various properties(depending on the density, average grain size, 

CeO2 content) was analyzed in terms of the stress applied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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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and the activation energies for the various specimens 

were compared. In the study of improved pellet properties, creep 

behavior of plastic pellet specimens with large grain revealed that 

their creep rate was enhanced by more than 5 times as that of normal 

pellets.

  The change of material properties of simulated irradiated MOX 

pellet upon burnup were investigated by adding the stable oxides of 

12 different metallic fission products into UO2-5wt%CeO2 sintered 

pellets. The material properties investigated so far were density, 

microstructure, Vickers hardness, fracture toughness and fracture 

strength of the simulated irradiated Ce-MOX pellets.

 Ⅴ. Utilization of the Results and prospect of technology outcome.

    The technologies for MOX fuel pellet fabrication developed until 

this stage have seen confirmed by the successful fabrication of 

Pu-MOX pellet specimens through an International Joiner R&D 

program between KAERI and PSI. The performance and in-pile 

behavior of these specimens will be verified by the end of their 

irradiation test in reactor. Based upon these developed technologies, 

the indigenous MOX pellet fabrication process technology in Korea has 

been established in this R and D stage. The technologies thus 

established shall then be transferred to the relevant industries, which 

shall have a capability for MOX fuel technologies.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works for the next stage (2003. 4～

2006. 2), therefore, will be devoted to the verification of the 

established indigenous MOX pellet fabrication and its process 

technology prior to the whole technology transfer which shall be 

implemented in close collaboration with the relevant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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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우리나라는 재 16기의 원자력 발 소가 가동 에 있으며, 원자력 

발 이 담당하는 발  비율은 체 발 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1-1]. 계획에 따르면, 이러한 원자력 발 소의 수는 증할 정으로 있

고, 우리나라의 산업 , 경제   사회 인 여러 여건을 감안하면 원자

력 발 이 담당해야 할 발  비율은 차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원자력 발 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요한 요소는 발 에 사용되는 핵

연료이다. 재 세계 으로 상용로에 사용되는 핵연료는 각각의 노형에 

합하게 그 기술이 확립되어 있고, 이들 부분은 지구상에 매장되어 있

는 핵분열성 원소인 우라늄에 기 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 발 소의 지

속 인 가동과 함께, 여기서 사용되어진 사용후 핵연료의 축 , 발 비용 

감을 한 경제성 제고, 자원의 효율  이용 등을 고려하여 재 선진

국에서는 원자력 발  분야의 요한 비 을 차지하는 핵연료 주기비의 

경제성을 고려한 여러 형태의 개량  미래지향 인 핵연료의 개발을 부

단히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핵연료 기술개발의 꾸 한 노력의 표 인 로서, 선진국에서

는 자원의 효율  에서 사용후 핵연료로부터 얻어지는 Pu를 핵연료 

물질로 재사용 하는, 이른바 혼합핵연료 기술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미 그 기술은 확립된 상태에 있다.

   Pu를 이용한 혼합핵연료의 가장 이상 인 발 로 형태는 고속증식로이

다. 그러나 1980 년 에 이르러, 세계 으로 고속증식로 개발  계획의 지

연과 함께 사용후 핵연료의 장문제, 핵연료 물질의 시장성 변화 등으로 

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 혼합핵연료를 기존하는 열 성자로에 이용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히 랑스, 독일, 국, 벨지움  일본 등의 

주요 혼합핵연료 기술 보유국에서는 이를 이미 상용화 하 거나 상용화를 

서두르고 있다.

   한 최근 들어, 동서진 의 비군축화와 함께 핵무기 해체에서 유래되

는 핵물질의 소모를 하여 warhead Pu의 사용과 이들을 가  조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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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핵연료에 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재까지 알려진 바로, 미국과 러시아는 2년여에 걸쳐 잉여 루토늄 처

분의 구체 인 스 쥴, 재원 조달 방안 등에 한 의를 하 고, 2000년 

8월 잉여 루토늄 리 정에 서명하 다. 이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 

양국은 각각 최소한 34톤의 핵무기  루토늄을 처분하며, 향후 잉여로 

신고되는 추가의 핵물질은 본 정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 다.

   잉여 루토늄의 처분은 MOX로 환하여 연소시키거나 유리‧고정화하여 

처분하되, 러시아는 량을 MOX 핵연료로 제조하여 BN-600, VVER-1000에 

사용할 정이고, VVER-1000에는 MOX 조사시험을 한 LTA (Lead Test 

Assembly) 3개가 RIAR에서 MIMAS 공정에 따라 제조될 정으로 있다. 

VVER-1000노심의 1/3을 MOX로, BN-600에는 약 25%를 MOX로 사용할 경

우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이에 한 기존 계통의 설계 변경, 비용 등에 한 

연구를 진행 에 있다.

   미국은 25.57톤을 MOX 핵연료로 제조하고 나머지는 유리화하여 

처분할 계획을 수립하 으나, 미국 DOE 산하 NNSA(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의 John Gordon 청장은 2002년 4월 19일자 

보를 통해 잉여 루토늄 처분 로그램을 수정하겠다고 발표하

다. 이에 따르면,  보다 경제 으로 효과 인 방안을 제안코자 잉여 

루토늄 처리를 한 방안들을 검토하여, 미국이 선호하는 방안으로는 

34톤 량을 MOX로 소모하는 방법으로 수정되었다. 잉여 루토늄을 

MOX 핵연료로 연소하는 방안은 MOX 핵연료를 원자로에서 연소하는 

서비스와 MOX 핵연료 제조공장의 설계, 인허가, 건설, 운 , 폐기 등

을 수행하는 핵연료 제조 서비스를 포함하며, 1999년 3월 미국 DOE는 

상기 서비스를 수행할 주체로 Cogema가 이끄는 DCS 콘소시움(Duke 

발 회사, Cogema, Stone&Webster)과 혼합핵연료 제조시설을 설계/건

설하여 혼합핵연료를 제조하고 미국 내의 발 소에서 연소시키는 계약

을 체결하 다. 환공장은 2009년까지 건설완료하고, MOX 핵연료 가

공공장은 Savannah River Site에 건설할 정이며 2007년에 시설의 가

동을 목표로 하여, 재 MOX 핵연료 검증을 한 MOX LTA(Lead 

Test Assembly) Project를 수행 에 있다.



- 3 -

   재 세계 으로 가동하고 있거나 계획 인 혼합핵연료 가공시설의 

황을 살펴보면(제2장 표 2-2 참조), 부분의 보유국인 구라  제국들은 가

공 상용시설을 건설, Commissioning 에 있어서 상용화를 서두르고 있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랑스 COGEMA의 MELOX 시설은 재 

125tonHM/yr의 용량으로 가동 이며, 국 BNFL은 MFD를 37tonHM/yr 

용량으로 가동 , SMP는 100tonHM/yr의 용량으로 가동을 인가받은 상태

에 있다. BN의 Dessel plant는 Po가 35 ton/yr 규모로 가동 에 있으나 

수요증가의 추이에 따라 P1을 비하여  그 용량을 70 ton/yr 까지 증가시

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선진국의 기술개발 추이를 찰할 때,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기술을 개발, 확립하여 본격 인 기술개발  상용화에 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재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혼합핵연료 가공기술 련 연구는, 원

자력 장기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1992년 이래 꾸 히 지속되어 왔다. 

기 연구에서는 우선 이 기술의 국내․외 기술 황분석과 아울러 국내 기

술개발의 타당성이 검토되고, 1990년  반에 이르러 본격 인 기 기술 

 가공요소기술이 개발, 확립되었다. 이 같은 연구는 Pu를 확보하지 못

한 상황에서 PuO2와 그 성질이 유사한 체물질을 이용하여 수행되었으

며, 한 이와 련하여, 가공기술개발 시 필수 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재료특성에 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이 게 개발된 가공요소 기술은 본 

연구의 지난 단계인 1990년  후반에 이르러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시험

핵연료 소결체를 제조하여 시험로에서 연소하므로써 개발된 기술이 확인

되었다.

   본 단계에서는  단계에서 개발된 기 기술과 가공요소기술  이를 

응용하여 개발한 시험핵연료 소결체 가공기술을 토 로 보다 범 하게 

각 단 공정별로 그 기술을 공정 기술화하여 단 공정 기술 간의 여러 

제조 라메타들을 연계하고, 이 단 공정 기술들을 집 하여 하나의 독

자 인 혼합핵연료 소결체 공정기술을 확립함과 동시에, 련 산업체와의 

보다 긴 한 조로 개발된 공정기술을 산업체에 이 하는 비작업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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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혼합핵연료 소결체 가공기술 개발의 특성

   혼합핵연료의 소결체 가공기술은 개발된 나라에 따라 특색이 있으며, 

이는 그 나라의 사용후 핵연료 처리정책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즉, 자국

에서 재처리를 할 경우, 혼합핵연료의 원료분말인 UO2-PuO2 혼합분말을 

제조하는 기술에 훨씬 더 다양성을 가질 수 있어, 를 들어 독일의 경우, 

자국의 재처리 시설을 이용한 혼합핵연료 원료분말의 변환기술로 

A(U-Pu)C 공정을 개발하 으며, 일본의 경우 MHD(Microwave Heating 

Denitration)방법을 개발하 다. 한 최근 들어 스 스나 인도 등지에서는 

분말을 microsphere 화하는 sol-gel  공정을 이용한 변환방법을 혼합핵연

료 가공기술에 채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랑스나 국과 같이 재처

리를 자체에서 수행하는 나라에서도 일단 분리, 정제된 uranyl nitrate  

plutonium nitrate 를 따로 산화물로 변환하여 이들을 핵연료물질의 

한 조성비로 기계 인 분말혼합 방법을 채택하기도 한다.

   우라늄핵연료의 가공에 있어서, 핵연료 을 집합체로 조립하는 경우에 

그 사용 로형에 따라 조립되는 형태가 다르나, 핵연료 에 장입되는 핵연

료 소결체를 제조하는 방법으로는, UO2 분말을 일정한 크기로 성형하여 

이를 소결하여 고 화 시키는 소 , 통상 인 요업제조 공정을 따른다. 즉, 

한 U-235의 함량(농축도)을 가진 UO2 분말로 변환하여 이 분말의 특

성에 맞추어 UO2 소결체 제조공정을 수립한다.

   혼합핵연료의 제조에 있어서 (U-Pu)O2 혼합핵연료 소결체 가공기술은, 

이 같은 UO2 소결체 가공기술 이외에도, 근본 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소기술의 추가 인 개발이 요구된다. 그 첫째는 우라늄 화합물과 루토

늄 화합물을 혼합하는 것으로, 이는 두 화합물이 용액상태 혹은 분말상태

에서 이루어진다. 용액상태에서 혼합할 경우, 이를 다시 혼합분말로 변환

하여 혼합핵연료 소결체로 가공하며, 분말상태로 혼합할 경우 이는 주로 

기계 인 분말 혼합방법에 의한다. 일반 으로 액체상태의 혼합방법이 혼

합균질성 에서 더 우수하며, 기계 인 분말혼합방법의 경우에는 부가

으로 균질성을 높이기 한 분말의 분쇄방법이 요구된다. 둘째로, 소결

단계에서 순수 UO2 소결과는 달리, PuO2와 UO2가 혼합된 상태에서 소결



- 5 -

한 경우 (U-Pu)O2 소결체의 미세구조 제어문제이다. 일반 으로 순수 

UO2의 경우 온도 약 1700℃, 환원성 분 기에서 소결하는 것이 재 상용

화된 기술이며, 이 때 노내 거동에 있어서 안정되고 한 소결 도와 결

정립 크기, 기공크기  분포 등을 갖게 된다. 그러나 혼합핵연료 소결체

의 경우, PuO2가 UO2와 완 고용체를 형성하여야 하며 한 이들이 

한 소결 도와 결정립 크기  기공의 분포를 가져야 하므로 순수 UO2의 

소결에 비하여 훨씬 복잡하고 따라서 더 까다로운 소결조건의 제어가 요

구된다.

  혼합핵연료 소결체 가공에 있어서, 이 같은 두 요소기술이 개발되어야 

하는 근본 인 원인은 UO2에 PuO2를 첨가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두 요소기술의 개발은 어디까지나, 이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얼마만큼 재 

상용화 기술이 확립되어 있는 UO2 소결체의 물성과 노내거동 등에 근

하게 혼합핵연료 소결체를 가공 할 수 있는가 하는데 그 촛 을 모으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두 요소기술을 개발함에 있어서 기본 으로, 범

한 Nonstoichiometry를 갖는 UO2  PuO2 분말과 stoichiometric 

condition에 따른 UO2 소결체의 결함구조(defect structure)가 연구되어야 

하고, PuO2나 다른 첨가물이 UO2에 첨가 되었을 때 고온에서 형성되는 

결함구조에 하여 상세히 분석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UO2 자체가 

stoichiometric condition에 따라서 그 재료물성이 크게 변하고 이 첨가물

들이 첨가되었을 경우, 이들의 화학  성질에 따라 형성되는 결함구조가 

크게 달라져 혼합핵연료 소결체 재료물성이 변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혼합핵연료 소결체의 핵연료성능상에 향을 주는 재료물성인 열  성질

과, 기계 물리 성질, 특히 노내에서의 핵연료 소결체 거동에 계되는 재

료물성들이 상세히 악, 규명되어야 한다.

제 2   연구개발의 필요성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혼합핵연료 가공기술은 가공되어지는 핵연료

의 특성으로 미루어보아 우라늄을 기 로 하는 핵연료 가공공정에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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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까다로운 공정기술에 의하여 가공되어야 한다. 이 까다로운 공정기술

은 근본 으로, 핵분열성물질로 PuO2 분말을 UO2 분말에 첨가, 혼합하여 

사용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러한 공정기술은 선진국에서는 각국의 기존에 

확립된 UO2 소결체 가공기술을 바탕으로, 사용가능한 원료물질의 형태나 

종류에 따라 독특한 가공기술로 개발되었다.

   혼합핵연료 소결체 가공기술에서 가장 요한 요소는 가공되어지는 소

결체의 미세구조이다. 이 미세구조는 소결체가 핵연료로서 노내에서 연소

할 때의 성능에 큰 향을 미치며, 한 연소후 사용후 핵연료를 다시 재

처리하기 하여 질산용액에 녹일때 질산용액에서의 소결체의 용해도가 

큰 문제가 된다.

   핵연료의 성능은 소결체의 미세구조  주로 결정립의 크기분포와 기

공의 크기분포에 주로 향을 받으며, 이들 결정립과 기공들은 혼합분말의 

소결시 PuO2의 함량과 소결온도, 소결분 기의 종류에 따라 고용체의 형

성 여하에 크게 좌우된다. 사용후 핵연료의 용해도는 형성된 (U-Pu)O2 고

용체의 UO2 기지상에서의 균일한 분포여하에 향을 받으며, 이러한 혼합

균질성은 주로 분말의 혼합과정에서 확보된다.

   재 혼합핵연료 기술 보유국에서는 이러한 에 촛 을 맞추어 혼

합핵연료 소결체 가공공정을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다. 재까지 개발된 

선진국의 기술을 살펴보면, 혼합기술은 주로 건식방법에 바탕을 두고 있

다. 즉, 나라별로 조 씩의 차이는 있으나, 두 분말을 기계 인 분쇄  혼

합방법에 의하여 혼합된 분말의 균질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게 개발된 선진국의 혼합핵연료 가공기술도  상황에서는 

완벽하다고 할 수 없다. 를 들어, 최근 벨지움의 MIMAS(MIcron- 

ization-MASterblending) 공정이나, 랑스의 COCA(CObroyage à 

CAdara- che) 공정으로 가공되어진 소결체의 미세구조를 살펴보면 기술

상으로 거의 필수 인 결정립이나 기공의 균질성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이 같은 미세구조는 소결이 거의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확인되고 있다. 이

러한 에서 보면, 재 확립된 혼합핵연료 소결체의 가공기술도 완벽하

다고 볼 수 없다. 몇 나라에서는 각기 개발된 공정으로부터 시범핵연료

(Demonstration Fuel Assembly)들을 실험로와 상용로에 장 , 조사시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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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써 가공된 핵연료들의 건 성을 입증하고 있으나 이에 한 상세한 

분석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핵연료 가공기술은 1980년  국산화 과제 수행으로 그 기

술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 그 역사가 짧고 원숙한 단계에 이

르지 못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확립된 기술을 보다 원숙하게 하고 나아가

서 핵연료에 련된 기 지식과 기술이 얻어질 때, 보다 진보된 기술을 

개발할 수 있고 보다 근본 인 문제해결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혼합핵

연료 가공기술에 한 기 기술의 개발은 이러한 핵연료 가공기술에 

한 기본 이고 필수 인 핵연료 가공 기 의 토 를 마련하기 하여 수

행되어야 할 필수 인 과제로,  단계에서는 이런 기 기술과 요소기술

을 개발하 고, 이와 더불어 본 단계에서 경수로용 혼합핵연료 제조기술

의 고유화를 목표로,  단계에서 개발된 요소기술과 특히, 개발된 혼합

핵연료 소결체 가공 요소기술들을 확인하기 하여 국제 공동연구를 통

하여 실제 조사시험용 시험소결체를 제조하고 제조된 혼합핵연료 시험핵

연료 소결체의 특성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독자 인 혼합핵연료 제

조기술과 이에 련되는 공정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장차 개발된 기술을 

련 산업체에 이 하는 에서 보면, 앞서 수행되어야 할 필수 인 과

제라 할 수 있다.

제 3   연구개발의 내용  범

   본 연구의 최종목표는  경수로용 혼합핵연료 가공기술의 개발과 2000

년  이후 후속원자로 노형에 비한 핵연료 가공기술에 한 기반기술 

축 을 그 목표로 하여 기술 인 면으로는 순환핵연료 주기에 한 가공

기술 확보와 기존의 확립된 핵연료 가공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고 이에 

련된 반 인 핵연료 특성을 분석, 안 성과 성능에 계되는 재료물성

을 악, 이용하는 database 를 구축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단계에서는 기존의  분석된 혼합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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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가공기술의 개발 황과 선진국의 기확립된 가공기술의 확립 상태  

수  이와 련된 재료특성 연구 황을 토 로 가공요소기술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한 문제  해결  기술개발의 기 실험을 수행하는 한

편, 혼합핵연료 취 기술의 기 기술개발과 이에 한 조사분석을 수행하

다. 한, 가공응용성연구  시험기술개발이라는 목표하에, 가공요소 기

술인 분말처리  소결체 미세 구조제어 기술을 확립하고 이를 확인하기 

하여 체물질을 이용하여 최 가공조건을 도출함과 동시에 국제공동연

구를 통하여 실지로 Pu를 사용하고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여 시험핵연료를 

제조하므로써 개발된 기술을 확인하 다. 한 소결체 Scrap 회수기술을 

개발, Scrap첨가에 따른 소결체미세구조 제어기술을 확보하고, 동시에 시

험기술로 열충격거동  소결체 괴인성 측정 시험기술을 확립하 다. 핵

연료 취 기술개발의 일환으로 폐기술에 한 요건  분석과 폐방법

의 개선이 수행되어, 폐장치의 시제품이 제작되었으며, 혼합 핵연료 

련 보장조치기술의 황분석  추 이 수행되었다. 

   본 단계에서는,  단계에서 수행된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한 혼합핵연

료 소결체 가공기술의 국내 토착화  고유화를 목표로, 개발된 단 공정 

별 기술을 보다 범 하게 각 단 공정별로 그 기술을 공정 기술화하여 

단 공정 기술 간의 여러 제조 라메타들을 연계하고, 이 단 공정 기술

들을 집 하여 하나의 독자 인 혼합핵연료 소결체 공정기술을 확립함과 

동시에, 련 산업체와의 보다 긴 한 조로 개발된 공정기술을 산업체에 

이 하는 비작업을 수행하 다. 한, 특성이 개량된 모의 혼합핵연료 

소결체 가공시험을 수행하여 그 제조기술에 한 기본기술을 개발하 으

며, 이들의 열충격 거동  열 도도 특성, creep 특성에 한 연구  

data들을 정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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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제 1   개 요

   세계 으로 에 지 이용의 효율성에 한 부단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 시 에서 신형핵연료 제조기술 개발과 기존 원자로에 사용되는 핵

연료를 높은 신뢰성과 효율성으로 제조하기 한 혼합핵연료 가공기술의 

개발은 에 지 자원을 다변화하고 에 지 난을 해소하며, 에 지를 안정

으로 공 하는 확실한 방법 의 하나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에 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한 상업 인 

이용도 부분 으로 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국내에서는 이에 련된 국

부 인 연구만 수행되어 왔을 뿐 체계 인 연구는 수행된 이 없다. 국내

의 에 지 기를 극복하고 에 지 자립을 해서는 혼합핵연료 제조기술 

개발이 매우 요하고 이를 해서는 혼합핵연료 가공기술 개발 과제 수

행은 타 기술에 비해 선행되어야 할 선무라고 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과정에서 추출되는 Pu은 U과 마찬가지로 핵분

열을 하므로 원자력발 의 핵연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1950 년 부터 Pu

을 원자력발 소의 핵연료로 이용하기 한 연구가 미국, 벨지움 등에서 

시작되었으며, 경수로용 핵연료로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UO2와 PuO2 분말

을 혼합하여 만든 혼합 산화물핵연료(Mixed Oxide)가 1963 년에 벨지움

의 BR3 PWR에서 조사되어 그 이용 가능성이 입증되었다. Nitride, 

Carbide 등의 혼합핵연료도 연구되고 있으나, (U,Pu)O2 산화물이 집  개

발되었다. 이것은 원자력발 소에서 우라늄산화물이 주로 이용되어 왔으므

로, 원자로에 장입되는 UO2 의 일부를 같은 산화물인 PuO2로 체가 

가능하 기 때문이다. 

   혼합핵연료의 개발은 미국, 벨지움, 국, 독일, 랑스 등에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된 계로, 그 개발규모  과정에 유사한 이 많다. 

즉, 1950～60 년 에는 실험실  시험공장 시설에서 개발경험을 쌓았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1970～80 년 에는 제조공정의 개발이 거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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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시설도 상용규모로 확장이 되었다(표 2-1 참조). 각 나라의 혼합핵

연료 개발목   배경은 자국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다. 국이나 랑

스처럼 기에 FBR 용 혼합핵연료 제조에 념하다가 그 후, LWR용 혼

합핵연료 제조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독일, 벨지움과 같이 처음

부터 두 가지 핵연료를 함께 개발해 온 나라도 있다. 혼합핵연료를 고속증

식로에서 이용할 경우에 기의 핵분열물질(U, Pu)이 노내에서 소모되는 

양보다 U-238의 성자조사로 인해 생성된 Pu 양이 더 많다. 즉, Pu을 가

장 효율 으로 이용할 수 있는 원자로가 고속증식로이기 때문에 개발이 

먼  시도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고속증식로의 안 성  경제성 문제로 

인하여 재에는 거의 모든 국가가 잉여 Pu의 활용  소모를 해 경수

로용 혼합핵연료 제조에 집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LWR, FBR 뿐

만 아니라 Pu의 이용 효율이 높은 신형 환로(Fugen)에도 혼합핵연료를 

이용하여 왔다.

   이와 같이, 많은 나라에서 혼합핵연료 제조공정이 이미 상용화되어 있

는 상황에서 우리 나라가 제조공정 개발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라늄자원이 부족한 우리 나라는 우라늄 고갈  가격상승, 자

원무기화 등에 비하여 지속 인 연료공 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원  수의 증가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증가  장

시설 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셋째, 핵연료주기기술 확립의 필요성 등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국외의 혼합핵연료 개발에 련되는 연구동

향을 비교하기 하여 국내의 기술수   선진국의 련기술 개발경험, 

공정  시설 등을 조사 분석하 다.

제 2   국내의 경우

   경수로핵연료  수로핵연료의 제조개발과 양산으로 핵연료 가공기

술에 한 양산기술을 확보하여 재 국내 경수로  수로형 원자력발

소에 량 핵연료를 공 하고 있으며, 혼합핵연료 가공기술에 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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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제를 수행하므로써 그 기술을 개발, 축  에 있다.

   본 과제에서는 1990 년  기 혼합핵연료 가공기술에 하여 기술

황 분석과 함께 그 타당성을 분석한 바 있고, 반에 가공요소기술 개발과 

이에 한 소결체의 재료물성을 연구하 으며, 본 연구의  단계에서, 개

발된 기술의 확인을 하여 국내에서 개발된 분말처리 장치와 소결기술 

등을 이용한 국제공동연구를 통하여 Pu를 실지로 사용, 조사시험용 혼합

핵연료 소결체 시험시편을 제조하 다. 이 국제공동연구는 스 스의 Paul 

Scherrer Institut를 공동 연구기 으로 하여 이 기 의 Pu 취 시설을 활

용하고 Pu 핵연료물질은 임 하는 형식을 취하 다. 한, 이 국제공동연

구를 수행하는 동안 원자력연구소의 연구원이 견, 상주하여 그 연구를 

수행하므로서 우리 나라에서 Pu를 취 할 수 있는 인력의 배양  기술 

경험축 에도 일조할 수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장차 도래할 Pu의 국내 

확보에 비하여 혼합핵연료 취 련 기 기술의 개발과 혼합핵연료 

련 보장조치기술의 황분석  추 도 함께 수행되었다. 취  련 기

기술로서 폐장치(glove box)의 폐방법 개선  이를 이용한 폐장치

의 시제품 제작을 수행하고 이를 실험실에 직  활용, 소결체 가공실험에 

사용되는 일부 기기 장치들을 폐장치 내에 설치하여 사용 에 있다. 본 

단계에서는 이러한 혼합핵연료 소결체 가공기술을 국내기술로 토착화하여 

고유공정을 수립하고, 일련의 실험을 통하여 기 인 공정기술을 확인한 

바 있다. 이 고유 공정기술을 체계화하여 공정흐름도와 단 공정 간의 연

계성 등, 구체 인 소결체 가공 공정기술을 확립하 다.

제 3   외국의 경우

1. 혼합핵연료(MOX) 개발 황

   혼합핵연료의 가공기술 개발은 1950 년에 실헙실 규모에서 시작된 후, 

1960 년 에는 시험공장 규모로, 그리고 1970～1980 년 에는 상용규모로 

생산되기 시작하여, 유럽에서는 1998 년까지 30 개의 원자로에서 약 400 

톤의 U이 혼합핵연료로 장입되었다. 표. 2-2는 각국의 혼합핵연료 가공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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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나타낸 것이다.

  가. 벨 지 움[2-1 ～ 2-6]

   1957년에 창설된 Belgonucleaire(BN)는 국립원자력연구소(SCK /CEN)

가 치한 Mol-Dessel 단지 내에 설립되었으며 벨지움 력기술 개발의 

심역할을 하고 있다. 1959 년 미국 HEDL이 경수로에서의 Pu 사용에 

한 타당성을 조사하 고, 1963 년에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혼합핵연료 집합

체를 BR3 PWR에서 조사하 다.

   1960 년  반까지 MOX 핵연료제조에 한 R&D 경험을 축 하 고, 

1967 년에는 시험공장시설에서 상용시설 운 에 필요한 경험을 쌓았다. 시

험공장 공정은 당시까지 확립되어 있던 UO2 핵연료 제조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개발되었으며, 이 공정에서는 유동성이 좋지 않은 UO2를 이용하 다. 

실험실  시험공장에서의 제조경험을 바탕으로 1969 년에는 상용규모 공

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하 고, 1973 년에는 Dessel plant의 가동을 시작하

다. Dessel plant에서는 유동성이 좋은 ex-AUC UO2와 PuO2를 혼합하므로

서 granulation 단계가 생략된 reference process로 MOX 연료를 생산하

다. 그 이후, 1985 년까지 LWR 뿐만 아니라 FBR에서도 이 공정으로 제조

된 혼합핵연료가 시험,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공정으로 제조된 MOX 핵

연료를 노내에서 조사할 경우, 핵연료의 노내 성능은 우수하 으나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 할 때 Pu이 질산용액에 모두 다 녹지는 않고 residue로 

남아 있게 되는 문제 이 발생하 다. 특히, 고속증식로보다 burnup이 낮

은 경수로에서 핵연료가 조사될 경우 질산 내 Pu 용해도가 매우 낮게 나

타났다. 재처리 요건을 만족하기 해서는 99% 이상의 Pu이 질산용액에 

녹아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 BN은 1980년에는 sol-gel 방법을 

이용한 COGEPEL 공정을, 1984 년에는 micronization단계를 이용한 

MIGRA (Micronization precompaction granulation), 

MIMAS(Micronization Master Blend) 공정을 개발하게 되었다. 1984 년에 

BR3 PWR에서 MIMAS 핵연료의 조사를 시작으로 1987 년에는 많은 양의 

MIMAS 핵연료가 PWR에 장 되었고, 이를 통하여 MIMAS 핵연료의 노

내성능 뿐만 아니라 재처리시 Pu의 용해도 한 우수함이 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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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X 핵연료의 상용화를 해 BN은 1984 년에 랑스 COGEMA와 합작

으로 COMMOX를 설립하 으며, 재는 COMMOX 그룹, 국의 BNFL, 독

일의 Siemens사와 합작 투자하여 경수로용 혼합핵연료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나.  랑 스[2-7～2-9]

   랑스의 원자력을 주도하는 기 은 원자력청인 CEA와 력회사인 

EdF이며 기술 으로 선정된 여러 정책  략은 이 두 기 의 상호 조 

혹은 독립 으로 추진, 수행되고 있다. Pu에 여하는 제반 활동, 즉, 사용

후 LWR 핵연료의 재처리, 취 , 장, 수송  사용후 MOX 핵연료의 재

처리 등 모두를 핵연료 주기사업 련 국 회사인 COGEMA에서 장하

고 있다. 랑스는 고속증식로용 MOX 제조기술 개발에만 념하여 1962

년 Cadarache(CFCa)에 0.5 톤/년 규모의 MOX 가공시설(Rapsodie line)을 

갖추고 Rapsodie 실증고속증식로에 소요되는 MOX를 제작하 다.  

Rapsodie line과 Phenix line(4 톤/년, 1970 년말 가동)에서 얻은 경험을 토

로 상용시설인 Superphenix line(20 톤/년,1981 년말 가동)을 당시 CEA

의 CFCa plant에 추가 설치함으로써 1984 년까지  Super phenix의 기노

심 장 용 MOX를 제조하 다. 고속증식로가 경제성 문제로 증설계획이 

지연됨에 따라 Pu을 경수로에 이용하기 해 1984 년 COGEMA와 BN이 

COMMOX를 설립하 다. 경수로 이용 기에는 BN의 Dessel plant에서 

제조한 MOX 집합체를 St. Laurent B1 경수로에 1987 년 11 월에 장 , 

연소하므로써 그 안 성을 확인하 다. 1989 년 고속로용 MOX 제조에서 

얻은 경험과 MIMAS 공정을 바탕으로 COGEMA로 소속이 변경된 CFCa

에 15 톤/년 규모의 경수로용 MOX 제조시설을 갖춘 후, COCA 공정으로 

MOX를 제조하게 되었다. COCA 공정이란 FRAGEMA의 설계시방에 합

한 경수로용 MOX 제조를 해 Cadarache에서 확립된 가공공정이다.  

   그 외에 COMMOX 그룹은 1998 년에 120 톤/년 규모의 MELOX를 건설하

으며, 재는 그 용량을 200 톤/년 이상으로 증가할 정으로 있다. 이 시설

에서는 MIMAS 공정을 이용하여 MOX 연료를 제조할 계획이며, 이 공정에서 

생성되는 scrap을 재순환하기 해 NITROX 공정을 이용할 계획이다.

  다. 독 일[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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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3 년 창설된  Alkem은 고속증식로 개발계획에 따라서 혼합핵연료 

가공에 한 연구를 시작하 다. 그러나, 고속증식로의 개발계획이 지연되

고 한 잉여 Pu이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독일은 Pu을 경수로에 활용하기 

한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하 다. 1965년에는 RBU의 AUC-UO2 핵연료 

제조공정을 바탕으로 하여 MOX를 제조하는 standard process를 개발하

는데, 이 공정에서는 유동성이 좋은 UO2 분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granulation 단계가 필요 없이 PuO2 분말과 직  혼합하여 펠렛을 만들 수 

있었다. 용도에 따라서 PuO2 함량을 약 3wt%(경수로용) 는 30wt%(고속

증식로용)로 만들 수 있다. 1966 년에 이 공정에 의해 만든 All-MOX 연료

 집합체를 Kahl BWR에 조사한 결과 노내 거동이 우수함이 명되었다. 

1971 년까지는 Kfk 시설에서 MOX를 제조하 으나, 1972 년부터는 MOX 

제조시설을 Hanau BEW1으로 옮겨서 생산하 으며, 이 때부터 많은 양의 

MOX 핵연료가 LWR에 장입되어 1977 년까지 약 20 톤의 MOX 핵연료가 

standard process에 의해 제조되어 조사되었다. 그 후, 이 핵연료들을 조사

후 시험한 결과 노내 성능은 우수하 으나 재처리 단계에서 Pu 용해도가 

문제 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즉, 조사  펠렛을 질산용액에서 재처리한 결

과 70～80 %의 용해도를 나타내었고, 조사후 펠렛은 95% 까지 용해되었으

나 이 정도로는 재처리 요건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 이와 같은 문제 을 극

복하기 해 Alkem은 AUPuC와 OCOM 공정을 개발하 다. 해외에서 재처

리가 수행되어 Pu가 PuO2 분말의 형태로 공 될 때에는 OCOM 공정을 택

하게 된다. 이 공정에서는 20～30 wt% PuO2와 UO2 분말을 milling 공정으

로 혼합, 분쇄하여 masterblend를 만든 다음 유동성이 우수한 UO2를 첨가

하여 Pu 농도를 조 하게 된다. 그러나, 자국의 시설에서 재처리되어 U-Pu 

nitrate로 공 될 경우에는 AUC 공정을 응용하여 개발된 공정, 즉, U-Pu 

질산용액을 AUPuC인 간 물질단계를 거쳐 U와 Pu가 균일하게 혼합된 

U-Pu 혼합결정을 만든 다음 이를 최종 으로 산화물 형태로 변환하는 공

정을 이용한다. 이것을 AUPuC 공정이라 한다. 1981 년 AUPuC-MOX  

OCOM-MOX 핵연료를 PWR에 장입한 결과 두 경우 모두 노내성능이 우수

할 뿐만 아니라 질산용액에서 조사  펠렛의 Pu 용해도 한 99.5% 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sol-gel 공정을 이용한 SGMP 공정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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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년에 개량형 PHWR 핵연료용으로 ThO2-2%UO2 핵연료를 개발하 다. 

1991 년까지 OCOM 공정으로는 130 톤, AUPuC 공정으로는 17 톤의 MOX 핵

연료를 생산하 다. 재까지 Alkem에서 제조된 MOX 핵연료의 조사결과를 

표. 2-3  표. 2-4에 나타내었다.  

   1980 년  말까지, 독일의 Pu 활용 계획은 외국( 랑스, 국)과의 재처

리 계약  자체 재처리시설인 WAK에서 나오는 Pu 양에 좌우되었으나, 

1990 년 에 이르러 국내재처리 시설의 가동 지로 재처리는 모두 외국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재 Pu recycling program에서는 PWR에만 이용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으며, 국내에서 제조가 불가능하여 MOX 조달은 모두 외

국에 의존하고 있다.

  라.  국[2-16]

   BNFL은 1963 년부터 1969 년까지 wet binder route에 의해 3 톤의 MOX 

핵연료를 제조하 으며 이를 PWR, BWR, GCR에 조사함으로써 LWR에서 Pu의 

재순환 가능성을 입증하 다. LWR보다는 고속로에서 Pu 이용의 경제성이 

우수하다는 단으로 1970 년부터는 고속로용 MOX 제조에 념하 다. 

1970～1975 년에는 coprecipitation route로 FBR용 MOX 핵연료를 제조하

으나, 1975 년 이후에는 coprecipitation route 신에 wet binder 

route, binderless route, gel precipitated route를 이용하여 제조하

다. Gel precipitated route로 제조한 MOX 핵연료를 vibropacking 기술로 

핵연료 에 장  후 조사 시험한 결과 노내성능 상에 문제 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85～1988 년까지 FBR MOX 제조시설인 FACET를 건설하 으

며 이 시설에서는 binder route와 binderless route를 이용하여 제조하게 되

어 있었다. 그러나, FBR 이용계획의 지연으로 인해 LWR MOX 이용으로 

방향 환하게 되어 1992 년 FACET을 5 톤/년 규모의 LWR MOX 생산시

설인 MDF로 변경하 으며, 이 시설에서는 attritor mill과 spheroidizer를 이

용한 short binderless route로 MOX 연료를 제조하게 된다. 즉, UO2 분말

과 PuO2 분말을 attritor mill에서 혼합, 분쇄하여 spheroidizer로 

granulation 후 펠렛을 성형, 소결하는 공정이다. 120 톤/년 규모의 LWR 

MOX 가공시설인 SMP(Sellafield MOX Plant)를 1998 년에 건설하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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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설 역시 short binderless route를 이용하게 되어있다.

   국의 Pu 재활용 기술은 고속증식로용 혼합핵연료 개발로 성공 으로 

추진되었으며, Sellafield에 치한 BNFL 시설에서 약 17 톤의 MOX를 제조

하여 이를 Dounreay에 있는 PFR에 공 하 다. 그러나, 재는 European 

Collaboration으로 PFR용 MOX 소결체  핵연료 을 랑스 Cadarache에

서 제조하고 집합체 조립만 Sellafield에서 하고 있다. UKAEA의 PFR용 Pu 

활용에 한 활동과는 별도로 재 국의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미래의 원

자로를 해 회수된 Pu을 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양은 불확실하다. 그

것은 상용고속증식로의 가동 시 의 결정뿐만 아니라 원자로  재처리 시

설의 설계와 채택되는 핵연료주기의 특성에도 의존하기 때문이다. Magnox

에서 조사된 사용후핵연료가 계속 재처리되고 한 AGR 사용후핵연료가 계

속 늘어나기 때문에 국의 Pu 장양은  늘어날 망이다. 국 

Central Electricity Generating Board(CEGB)는 이런 에서 thermal 

reactor에서 Pu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 으며 이와 련하여 기

술 타당성과 경제성 검토가 CEGB에 의해 수행되었고, 그 결과 AGR 용 보

다는 PWR 용으로서의 MOX가 더 경제 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최근까지 

Pu의 Thermal Recycling은 BNFL, BN  COGEMA가 joint R&D Program

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에는 경수로용 MOX 핵연료와 련하여 범 한 

로그램을 수립, 이의 상용화를 서두르고 있다. 

  마. 일 본[2-17～2-20]

   일본의 Pu 활용 체계의 확립은 원자력의 장기 목표로서, 소  

"Reprocessing /Recycling Line"인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회수된 우라늄과 

Pu의 활용에 근거하여 단계 으로 일 되게 개발되고 있다.

   일본의 Pu 활용에 한 근방법을 보면, 원칙 으로 Pu는 고속증식로

에 활용될 것이나 일본의 고속증식로 계획은 시간이 걸리고, 따라서 련되

는 기술은 PWR이나 ATR(Advanced Thermal Reactor)의 핵연료를 개발하

면서 기  기술을 습득한다는 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련하여 Pu 핵

연료의 LWR  ATR에 한 demonstration program이 순조로이 수행되고 

있는 등, 일본의 Pu 활용에 한 략은 FBR, ATR  LWR 체에 걸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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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NC에는 MOX 핵연료 제조시설인 PFFF(Plutonium Fuel Fabrication 

Facility)와 PFPF (Plutonium Fuel Production Facility)가 있으며, PFFF는 

Joyo(FBR)와 Fugen(ATR)을 개발하기 해 여러가지 실험을 지원할 목

으로 1965 년 실험실 규모로 출발하 고, 1972 년에는 이 시설이 확장되어 

많은 MOX 핵연료가 제조되었다. 이와 같이 PNC는 1966 년부터 1988 년

까지 PFFF에서 Fugen 용으로 74 톤, Joyo용으로 5 톤, 다른 조사계획을 

해 13 톤의 MOX 핵연료를 제조하 다. 이 때 이용된 공정은 UO2와 

PuO2 를 혼합한 후 granulation 단계를 거쳐 펠렛을 제조하는 과정으로 되

어 있다. 1987 년에는 Monju(원형 FBR)와 Joyo에 공 할 MOX 제조를 

해 PFPF가 설치되었으며, 1988 년 이후에는 Joyo 용 핵연료들이 이 시설

에서 생산되었다. 생산용량은 5 톤/년 규모이지만, demonstration FBR을 

한 핵연료 제조를 고려하여 설계되어 추가장치를 설치하면 15 톤/년까지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한, demonstration ATR 핵연료 제조시설의 

건설이 진행 이며 40 톤/년 규모이다.  

   PNC는 1983 년 Pu conversion 시설인 PCDF(Plutonium Conversion 

Development Facility)를 건설 완료하 으며, 이 때 coconversion 기술로서 

microwave heating denitration process를 이용하게 되었다. 이 공정은 

(U,Pu)질산을 microwave heating을 이용하여 (U,Pu)O2 분말로 만드는 공

정으로서, 이 공정으로 1988 년까지 2.7 톤의 MOX 분말을 제조하 다. 이

게 제조된 MOX 분말은 PFFF와 PFPF에 이송되어 Fugen, Joyo, Monju

에 공 될 펠렛으로 제조된다. 

   이와 같이 일본은 혼합핵연료를 고속증식로뿐만 아니라, 1979 년에 가

동한 신형 환로(Fugen)에도 Pu을 2～5 % 함유한 혼합핵연료를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열 성자로에도 Pu을 4～6 % 함유한 혼합핵연료를 이용

할 목 으로 6 개의 집합체를 제조하여 BWR에 2 개를 장 하여 조사 실

험을 완료하 고, 미병 1 호기(PWR)에 4 개를 장 하여 조사 에 있

다. 앞으로, 열 성자로에 혼합핵연료를 이용하기 하여 경수로에서 조사

된 사용후 핵연료를 유럽( 랑스  벨지움)에 보내 재처리하여 경수로용 

혼합핵연료 집합체로 제조한 후, 일본으로 가져와 경수로에서 조사 시험할 



- 18 -

정이며 유럽의 각 국들과도 력하여 경수로에 혼합핵연료를 이용하기 

한 연구에 박차를 가할 정이다.

  바. 미 국[2-21]

   USAEC는 상용로에 Pu을 이용하기 한 기본기술을 개발하기 해 

1956년 부터 PNL(Pacific Northwest Laboratories)의 PUP(Pu Utilization 

Program)을 지원하 다. PUP는 1957 년에 시작되어 1972 년에 종료되었으

며, 연구범 로는 Pu 연료 개발연구, Pu 농축시스템의 physics evaluation, 

화학재처리 연구, Pu-fueled reactor와 Pu 연료주기의 기술  경제  최

화 연구 등이 포함된다. 이 계획의 실행동안에 Materials Test Reactor 

(MTR), Engineering Test Reactor(ETR)와 같은 시험시설에서 여러개의 

test capsule과 prototype element를 조사시험하 으나 여러가지 형의 Pu 

함유 element를 조사시험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다양한 조사시설인

Plutonium Recycle Test Reactor (PRTR)가 이용되었다. 표. 2-5 는 당시

에 실시된 program이다. 1961～1968 년까지 PRTR에서 조사시험을 할때는 

여러가지 종류의 MOX 핵연료를 이용하 다. 즉, hot pressing과 기존의 

cold press-sinter 기술을 이용한 펠렛 뿐만 아니라, 

vibrationally-compacted and swage-compacted type의 핵연료도 조사 시

험을 하 다. 일부 핵연료는 당시에 power reactor에서 이용되던 것보다 

더 높은 specific power condition하에 높은 burnup 까지 조사시험을 하

다. 이 게 여러가지 형의 MOX 핵연료를 조사하게 된 동기 의 한 가지

는 핵연료주기 비용을 고려하여서이다. 그 후, Argonne National 

Laboratory (ANL), Westinghouse Electric Corporation, Saxton Nuclear 

Experimental Corporation, Edison Electric Institute(EEI), General Electric 

Company(GE) 등이 BWR, PWR에서 조사 시험을 하 다. 이와 같은 

demonstration program을 통한 Pu의 상용로에서의 이용은 성공 이었다.

   1974 년 GESMO(Generic Environmental Statement on the use of Mixed 

Oxide Fuel-1st Draft)가 USAEC에 의해 작성됨에 따라 Pu의 상업  이용

에 한 략의 토 를 수립하 다. 1981 년에 미국내 회사들에게 정부가 

지원할 것을 발표하 으나 개인 회사들은 경제성에 한 명백한 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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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된 Pu의 수요, 한 규제의 불확실성에 한 부재로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재 US-DOE는 재처리에 한 기술개발을 한 재정지

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1982 년 미국의 Nuclear Waste Policy(Act of 

1982)에서 2000 년까지 사용후 핵연료  고  방사성 폐기물 처분을 

한 처분장 마련에 한 재정  계획의 확보로 사용후 핵연료를 다만 

폐기물 형태로 취 , 이를 구 처분하고 국내의 재처리 시설은 사용하지 

않을 것을 결정한 바 있다. 냉 의 종식과 더불어 재에는 핵무기  Pu

를 MOX 핵연료로 제조, 이를 소모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를 

한 범 한 연구를 수행 에 있다.

2. 혼합핵연료 가공공정기술

   혼합핵연료 가공기술은 그 개발에 있어서 각 나라별로 차이가 있으며, 

특히 핵연료 물질인 소결체의 가공기술은 각 나라의 서로 다른 원자력 

정책이나 원자력 발 계획 정치‧경제‧기술  여건에 따라 개발 추진방향

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술 으로 이는 주로 그 나라의 사용후 

핵연료 처리정책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즉, 자국에서 재처리를 할 경우, 

혼합핵연료의 원료분말인 UO2-PuO2 혼합분말을 제조하는 기술에 훨씬 

더 다양성을 가지며, 를 들어 독일의 경우, 자국의 재처리 시설을 이용

한 혼합핵연료 원료분말의 변환기술로 AUPuC 공정을 개발하 으며, 일

본의 경우 MHD(Microwave Heating Denitration)방법을 개발하 다. 

한 최근들어 스 스나 인도 등지에서는 분말을 microsphere화하는 

sol-gel공정을 이용한 변환방법을 혼합핵연료 가공기술에 채택하는 경우

도 있다. 그러나 랑스나 국과 같이 재처리를 자체에서 수행하는 나라

에서도 일단 분리, 정제된 uranyl nitrate  plutonium nitrate를 따로 산

화물로 변환하여 이들을 핵연료물질의 한 조성비로 기계 인 혼합분

말 방법을 채택하기도 한다. 표. 2-6은 각 국의 혼합핵연료가공공정 개발

경험을 방법별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는 주로 혼합핵연료 가공공정에서 소결체 제조공정에 역 을 

두어, 각 선진국으로부터 개발되어진 공정  가공기술에 하여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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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 벨 지 움[2-5, 2-22]

   1960 년 부터 경수로용 혼합핵연료에 한 기   응용연구를 수행

해 온 BN(Belgonucleaire)이 개발한 혼합핵연료 가공공정을 그림 2-1에 

나타내었다. Pu 시험공장의 가공공정은 그림 2-1(가)의 “Pilot plant 

process"라 하여 그 당시에 확립된 이산화우라늄 핵연료 제조경험을 바탕

으로 하여 개발된 것이다. 그리고 시험공장의 가공경험과 이산화우라늄 

핵연료제조 기술의 발 을 토 로 하여 Dessel plant의 가공공정에 용

된 그림 2-1(나)의 ”Reference Process"가 개발되었다. 

   시험공장과 양산규모의 Dessel plant의 제조공정을 비교하면 크게 두

가지 차이 이 있다. 첫째로, Dessel plant에서는 non free-flowing한 이

산화우라늄 분말 신 유동성이 좋은 이산화우라늄 분말을 사용하므로 

granulation이 생략된다. 둘째로, 혼합분말에서 일정한 Pu 함량을 조 하

는 방법인데, 시험공장에서는 UO2, PuO2, (U, Pu)O2 scrap 분말의 무게를 

모두 측정하므로 공장의 단 시간당 생산용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었

다. 그러나, Dessel plant에서는 PuO2 분말 장 용기에 들어있는 양은 모

두 사용하고 UO2 분말의 양만 측정하는 방법을 택하여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한, Dessel plant에서 제조공정의 요한 특징으로, 하나의 공통

설비로서 경수로용과 고속증식로용 혼합핵연료를 제조할 수 있도록 

"Reference process"를 기본으로 하여 “MIMAS" 와 "MIGRA"라 표시되

는 제조공정이 있음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한 설비를 공통의 생산 line으로 구성하되 공정의 가변성을 

이루므로, 설비의 이 설치와 이에 수반되는 glove-box의 복잡성을 피하

는 소결체제조 공정을 개발한 것이다.

    (1) MIMAS 와 MIGRA

   “Reference process"로서 제조된 조사받지 않은 혼합핵연료를 표 화

학 처리 조건에서 용해시켰을 때 Pu를 포함하는 잔유물이 과도하게 생성

되는 문제가 발생되었다. 보고에 의하면 340W/cm의 선출력으로 34 GW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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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조사된 혼합핵연료의 경우에도 고온의 질산에서 single dissoulution 

step 후 4wt% Pu이 용해되지 않는 잔유물로 존재하 다. 따라서 1973 년부

터 Dessel plant를 가공하면서 얻어진 경험으로 혼합핵연료의 용해도를 개선

하기 해서 새로운 공정이 개발되었다. 한 Dessel plant는 하나의 공통설

비로서 경수로용 뿐 아니라 고속로용 혼합핵연료도 생산할 수 있도록 제조

시설을 구축하 는데 경수로용 혼합핵연료 제조공정을 MIMAS, 고속증식로

용 혼합핵연료 제조공정을 MIGRA라고 표시하며, 이를 공정흐름도로 보면 

그림 2-2와 같다.

  나.  랑 스[2-23～2-25]

   1960 년 부터 고속증식로의 상용화 계획을 체계 으로 추진해 오면서 

고속증식로용 혼합핵연료 가공공정 기술이 개발되었다. 실험로에서 실증로를 

거쳐 상용로로 발 해온 고속증식로의 변천은 24MWe Rapsodie에서 

250MWe Phenix와 1200MWe Super Phenix로 이어지는데, 이에 따라서 

CFCA ATPu(Complexe de Fabrication de Cadarache, Atelier de 

Technologie du Plutonium)에서 1963 년 부터 7～8 년 간격으로 Rapsodie 

용, Phenix 용  Super Phenix 용의 고속증식로용 혼합핵연료를 제조하

다. 이 시설들의 연간 혼합핵연료 생산용량을 보면 0.5 톤의 Rapsodie line, 

4 톤의 Phenix line, 20 톤의 Super Phenix line으로 증 되었으므로 제조장

비의 크기와 용량이 확 되고 이송장치나 제조  검사장비의 자동화가 이

루어졌다. 그러나, Rapsodie line에서 확립된 혼합핵연료 가공공정은 거의 변

화되지 않고 Phenix와 Super Phenix line에 용되었다.

   고속증식로 핵연료 제조와는 별도로 Fragema 설계시방에 합한 경수로

용 혼합핵연료 제조를 해 Cadarache에서 확립된 가공공정을 

COCA(Cobroyage Cadarache; 그림 2-3 참조)라 부른다. 이는 CFCa ATPu

에서 고속증식로용 혼합핵연료 제조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한 것인데, 1989년

에 COCA 공정의 자격화가 이루어진후 1990 년 4 월까지 약 2.5 톤의 혼

합핵연료 소결체와 약 200 개의 핵연료 이 제조되었다. 한편, 1990 년  

반부터 가동된 MELOX plant는 BN의 MIMAS 공정을 그 로 채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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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독 일[2-26～2-30]

   1963 년부터 고속증식로용과 경수로용 혼합핵연료를 제조해 온 Alkem

에서는, UO2 핵연료를 제조하는 RBU의 가공공정을 바탕으로 하여 

“Standard  process"라는 혼합핵연료 가공공정 기술을 확립하 다. 1977 년

까지 “Standard process"에 의해  약 20 톤의 혼합핵연료를 제조하 는데, 

조사시험  연료  원자로내에서 연소된 혼합핵연료를 화학처리할 때 정

상 인 용해방법으로 Pu이 완 히 용해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되었다. Pu

을 용해시키기 해 불화수소산을 첨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화학처리 시

설의 설비가 부식되므로 불화수소산은 사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UO2는 질

산에 쉽게 용해되지만 순수한 PuO2는 용해되지 않으므로, UO2와 PuO2 혼

합결정은 소결과정에서 균질한 결정을 형성하여야만 질산에 용해될 수 있

다. 그러나 균질한 결정을 형성하는 정도는 제조공정에 따라 50%～100%로 

크게 변화될 수가 있다. 

   그 당시에는 조사되지 않은 혼합핵연료의 용해도에 해서 심각하게 고

려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혼합핵연료가 원자로내에서 연소되는 동안에 

100% 균질한 결정을 이루게 될 것 같다는 가정 때문이었다. 1977 년 혼합

핵연료 화학처리 시험결과, 상 으로 온도가 낮은 역이나 연소도가 낮

은 연료의 경우 이러한 가정이 사실이 아님이 밝 진 이후 조사되지 않은 

혼합핵연료의 질산에 한 완 한 Pu 용해도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

라 Alkem에서는 질산에 완 히 용해되는 혼합핵연료 제조를 해 

standard 공정 이외에, 아래에 기술하는 두 가지 새로운 공정을 개발하

다. 이후 1991 년까지 Siemens의 Hanau Fuel Fabrication Facility 

(Alkem)에서 두가지 새로운 가공공정으로 약 147 톤의 혼합핵연료를 제조

하 으며, 혼합핵연료의 용해도 문제를 해결하 음이 증명되었다.

    (1) Standard 제조공정

        RBU의 AUC 변환공정으로 제조된 유동성이 좋은 UO2 분말을 사

용하는 Standard process의 공정흐름도를 그림 2-4(가)에 나타내었다. 분말

혼합 과정을 보면, 혼합분말에서 PuO2 함량이 경수로용일때는 약 3wt%, 

고속증식로일 경우는 약 30wt%가 되도록 독립 으로 비한다. 그러나 유

동도가 좋지않은 PuO2 분말이 약 30wt%까지 첨가되더라도 혼합분말의 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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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균질성과 유동성이 우수하므로 분말 처리 과정없이 성형공정이 이루

어진다.

    (2) AUPuC 제조공정

   RBU에서 UO2 분말제조 공정으로 채택된 AUC 공정과 매우 유사한 

AUPuC 공정은 그림 2-4(나)와 같으며, co-conversion 방법으로 99.9% 이

상의 Pu 용해도를 갖는 연료를 제조하게 된다.  

      (가) AUPuC 공정에 의한 (U, Pu)O2 분말의 장

        ① AUPuC 복합체의 결정크기가 커서 혼합분말의 결정 크기(15㎛) 

한 크다. 그러므로 유동도가 우수하여 분말 처리 과정없이 성형할 수 있

으며 분말 처리 과정의 단축으로 분진발생이 어진다.

        ② AUC 공정으로 제조된 UO2 분말과 어떠한 비율로도 혼합이 가

능하다.

        ③ 재의 경수로용(약 5wt% Pu), 고연소도 경수로용(약 8wt% 

Pu), 고속증식로용(약 30wt% Pu) 등에 한 혼합핵연료 제조방법이 같으

며, 특히 Pu 균질성과 용해도가 우수한 으로 보아 Pu 함량이 높은 혼

합핵연료 제조에 더욱 유리하다.

    (3) OCOM 제조공정

   독일의 화학처리 시설이 상용규모로 가동되기 까지 Alkem에서 혼합핵

연료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시 물질은 랑스와 국의 재처리 시설에서 

공 되었다. 시  물질은 PuO2 분말상태로 구입되므로 AUPuC 공정을 

용시킬 수 없었는데, 이 분말들을 사용해서 제조된 혼합핵연료의 Pu 용해도

를 향상키기 해서 개발된 것이 그림 2-4(다)의 OCOM(Optimized 

Co-Milling) 공정이다.

  라.  국[2-31～2-35]

   UKAEA에서는 1963 년부터 1969 년까지 “wet binder route"라는 제조

공정으로 약 3 톤에 해당하는 경수로(PWR, BWR)용 혼합핵연료를 제조하

으며, 1970 년부터 1988 년까지 ”dry blending route" 방법으로 18 톤에 

달하는 고속증식로용 혼합핵연료를 가공하 다. 그리고 년간 8 톤의 용량에 

달하는 가압 경수로용 혼합핵연료 제조시설(MDF)에서는 short binder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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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e에 의해 제조하게 된다. 

   UO2 분말은 1970 년  이후로 "Integrated Dry Route(IDR)"로 제조

되어 왔는데 IDR-UO2 소결체는 개기공의 양이 매우 기때문에 제조시 

수분함량을 일 수 있고 연소시 fission gas retention 성질이 우수하게 

된다. 그리고 IDR-UO2/CONPOR 소결체는 크기가 작은 기공의 양이 매

우 으므로 조사에 의한 고 화 정도가 매우 낮아지고 안정한 기공을 

포함하므로 팽윤 거동 한 양호하게 된다. PuO2 분말은 통상  방법과 

같이 Pu nitrate에서 Pu oxalate 침 과 conversion, 그리고 분말의 표면

이 조 되는 calcination 과정으로 제조되는데 Pu oxalate 침   

calcination 조건이 PuO2 분말의 morphology를 결정하게 된다.

   1980 년 에 고속증식로용 혼합핵연료 제조시 나타난 결과 의 하나

로서 혼합핵연료의 균질성은 PuO2 분말의 크기와 morphology, 표면 에 

크게 의존함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분말특성이 좋지 않는 PuO2로써 

균질성이 우수한 고속증식로용 혼합핵연료를 제조하기 한 연구의 결과

로 표면 이 6～12 m2/g 정도인 PuO2 분말을 사용했을때 혼합핵연료의 

균질성이 양호함이 증명되었다. 이러한 성질을 갖는 PuO2 분말은 MDF 

 SMP 시설에서 경수로용 혼합핵연료 제조에도 이용될 것이다.

    (1) 고속증식로용 혼합핵연료 제조공정

   PFR(Prototype Fast Reactor)용 혼합핵연료 제조시설은 

Coprecipitation 공정을 기본으로 하여 설계되었다. 이는 U-Pu질산에서 

Pu hydroxide와 ammonium diuranate(ADU)의 상태로 침 , (U,Pu)O2 

분말로 변환하여 혼합핵연료를 가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1975 년에 co- 

precipitation 공정을 dry blending 공정으로 치하 고 소결체 완제품의 

불량율을 낮추도록 소결체 직경에 한 시방을 변경하 다.

    (2) 경수로용 혼합핵연료 제조공정(SBR:Short Binderless Route)

   1980 년  반이후 BNFL에서는 혼합분말의 균질성을 높이기 해 

milling/blending/granulation 방법의 개선방안을 연구하 다. 그 내용은 

재래식의 ball mill 공정에서 ball과 mill의 재질, ball과 혼합분말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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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비율, milling 속도와 시간 등에 한 범 한 것이었으며 steel mill

에서 4～8 시간 milling하는 것이 최  조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러한 개선방안은 steel mill에서 장시간 milling하게 되므로 ball과 mill 

내벽의 마모로 인해 불순물의 양이 증가되고 제조공정 시간이 길어지

는 문제 이 발생된다. 기존에 확립되어 있는 고속증식로용 혼합핵연료 

가공공정은 organic binder를 첨가하여 granulation하는 "binder route"

인데 이 가공공정을 경수로용 혼합핵연료 제조에 용시키기는 어렵게 

된다. 이는 “binder route"로 제조된 소결체는 open porosity가 크므로 

수분함량이 증가되고 fission gas retention 성질이 하되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문제 들을 해결하기 해서 개발된 공정이 그림 2-5의 공정

흐름도를 갖는 ”Short Binderless Route"로서 그 특징은 다음 두 가지 

제조장비를 사용하는데 있다.

      (가) Attritor mill

        ① steel mill, paddle, hardened steel ball로 구성된다.

        ② 회 하는 paddle에 의해 steel ball이 움직이면서 고에 지

를 혼합분말에 가해 milling 된다.

        ③ 20 분 이내에 균질한 혼합분말을 형성하므로 불순물 농도

가 낮아지며 소결후 매우 미시 인 균질성을 이룬다.

      (나) Spheroidizer

        ① steel container와 blade로 구성된다.

        ② 회 하는 blade에 의해서 혼합분말이 회 한다.

        ③ 성형 press의 장입에 합한 free-flowing granule이 형성

된다.

   요구되는 기공의 크기와 분포를 갖는 균질한 고 도의 소결체 제조

를 해 pore former(CONPOR:BNFL의 porosity 조 을 한 첨가제)

와 성형윤활제(zinc stearate)를 첨가할 수 있다. SBR을 BNFL의 UO2 

소결체 제조공정인 “binderless route”와 비교하면 일반 인 “binderless 

route"는 granulation 에 precompation을 하는 것인데 반해 SBR은 복

잡한 blending, precompaction, granulation 단계 신에 attritor와 

spheroidizing 공정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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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일 본[2-19,2-36,37]

   1965 년 PNC에 MOX 가공시설인 PFFF를 설치한 후 1966년부터 이 시

설에서 Fugen과 Joyo에 공 할 연료를 제조하 다(표. 2-7 참조). PFFF의 

FBR MOX 제조방법은 그림 2-6과 같고, ATR line의 MOX 연료제조 방법

은 그림 2-7과 같다. 그림 2-7은 1975 년에 prototype ATR(Fugen)에 장입

할 MOX 연료를 제조했던 공정으로서, Pu 양은 0.8, 0.55 wt% 두 가지 조성

을 택하 다. 천연 UO2와 PuO2, recycled UO2-PuO2 분말을 두 단계로 혼합

한 후 윤활제인 zinc stearate를 첨가, 혼합하여 성형체를 제조하 다. 성형

체는 1650℃, 5%H2～95%N2 분 기에서 소결되었으며, 무심연마에 의해 펠

렛의 크기가 조 된다. Vacuum drying은 800℃ 고진공 분 기에서 펠렛을 

가열하는 단계이며, 이 때 펠렛내의 휘발성불순물이 제거된다. 1972 년 ATR 

(Fugen)과 Joyo fuel fabrication line이 확장되면서 1988 년까지 74 톤 

MOX(Fugen), 5 톤 MOX(Joyo), 13 톤 MOX(기타 조사시험용)가 제조되었

다. 1977 년에는 PNC에서 microwave heating을 이용한 co-conversion 

process를 연구하기 시작하 다. 그 결과, Pu-U 질산용액을 MOX 분말로 

환하는 새로운 co-conversion process를 개발하 고(그림 2-8 참조), 1983 

년에는 Pu conversion 시설인 PCDF를 건설하여 microwave heat 

denitration method로 1988년까지 2.7 톤의 MOX분말을 제조하 다. 제조된 

분말은 PFFF와 PFPF에 이송되어 MOX 연료로 제조된 후 Fugen, Joyo, 

Monju에 공 되게 된다. 

   1985 년에는 원형고속증식로인 Monju가 건설을 시작하 고 이에 따라 새

로운 가공시설인 PFPF를 1987 년 PNC내에 설치하게 되었다. 1988 년에는 

이 시설에서 Joyo에 공 할 MOX연료를 제조하 고, 1989 년부터는 Monju

용 MOX도 이 시설에서 제조할 계획이다 . 그 외에도 PFPF에는 ATR line이 

설치되어 1992 년부터 ATR용 MOX 연료도 제조할 수 있다.

  바. 미 국[2-38]

   B&W(BABCOCK & WILCOX)가 채택한 FFTF(Fast Flux Test Facility)

의 FBR 연료 제조공정은 그림 2-9에 나타내었으며,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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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건식공정으로서 UO2와 PuO2 분말을 기계 으로 분쇄, 혼합한 후 성

형, 소결하는 공정이다. PuO2 분말을 825℃, 공기 에서 calcination한 후 

ball mill, screening, V blending 과정을 거쳐 15～30 kg PuO2 lot로 만든

다. 이와 같이 처리된 PuO2는 UO2, dry recycled UO2-PuO2와 혼합된 후 

jet milling, screening되어 15～30 kg의 sublot로 되고,  두 개의 

PuO2-UO2 sublot을 V-blending하여 30～60 kg의 PuO2-UO2 powder lot

도 만든다. Milling 단계에서 ball milling보다 jet milling을 선택한 것은 

생산성과 milling 효율이 좋아 microhomogeneity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

다. 0.3% sterotex die 윤활제와 granule을 혼합한 후, dual-cavity 

hydraulic press로 58%T.D의 성형체를 제조한다. 성형체는 Ar-8%H2 분

기로 700～800 ℃에서 2 시간 동안  비소결되므로서 pore former가 

제거된 후 Ar-8%H2 분 기로 1675℃에서 4 시간의 소결공정을 거친다. 

소결체는 다이아몬드 wheel을 가진 무심연마기에 의해 연마된다.

  사. Gel 기술을 응용한 혼합핵연료 가공기술[2-37,39,40]

   혼합산화물 소결체는 높은 smear density(85～90 %T.D)와 우수한 열

도도, 그리고 오랜기간의 조사경험을 갖고 있다는 장 이 있다. 그러나 

U-Pu nitrate 용액의 co-conversion이나 분리처리에서 제조된 분말을 섞

어 (U,Pu)O2 혼합산화물 소결체를 제조하는데는 액체와 slurries, 분말 소

결체 등의 다양한 물질 형태에 합한 여러가지의 제조장비  물질이송

장치 등이 필요하게 되므로 제조  검사장비가 복잡하고 정교하여야 한

다. 

   이와 같은 경우에 제조  물질이송, 검사 등에 사용되는 장비의 

한 유지나 보수를 하여서는 방사선 피폭을 피할 수 없으며 분말을 취

하는데 정교하고 복잡한 제조장비를 glove-box 내로 제한시키기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powder/pellet 가공공정은 분진발생과 이에 의한 방사선 

피폭가능성이 크고 폐기물 생성량과 회수되지 않는 Pu의 양이 많아지며 

화학처리시 요구되는 Pu 용해도를 만족시키도록 Pu 균질성을 확보하기 

한 제조공정의 까다로움 등의 문제 을 포함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단 으로 인해 가공공정의 자동화와 원격화에도 제한이 따르게 된다. 



- 28 -

   그러므로, 통상 인 혼합핵연료 가공공정인 "powder/pellet route"의 단

을 개선하기 해서 일반 인 혼합산화물 제조에 용되던 gel 기술을 

혼합핵연료 제조공정에 도입하게 되었다. 도입된 gel 기술의 종류로는 

sol-gel, internal gelation, external gelation(gel-supported precipitation), 

gel-pellet hybrid 방법 등이 있는데, 이 에서 가장 합한 것으로 여겨

지는 gel precipitation/vibrocompaction 방법에 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

다. Sol-gel 방법을 보면 석출상의 peptization 방법으로 형성된 Pu sol에

서 고상과 액상을 분리하기가 곤란하며 특히 U-Pu 혼합 sol은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internal gelation 방법은 Pu를 포함하는 feed 

solution이 매우 제한된 stability를 갖고 있으며 solid 형성물은 feed 

solution 조성변화에 민감한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sol-gel과 internal 

gelation방법은 (U,Pu) 혼합핵연료와는 특성이 다른 (Th,U) 혼합핵연료 제

조에 더욱 용이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Gel precipitation 방법은 feed solution이 매우 안정하여 각 단계별 공

정이 미세한 조건 변화에 민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재래의 화학공학  기

술과 거의 동일한 형태이다. 이러한 "wet chemical route"는 단계별 물질

이송이 용이하고 제조장비가 간단하며, 제조공정의 어려움이 없을 뿐 아니

라 process vessel이 primary containment가 되므로 가공공정의 원격화와 

자동화에 유리하게 되고 방사선 피폭량을 크게 일 수 있게 된다.

   - Gel-Supported Precipitation(GSP) route

   - Sol-Gel

   - Gel precipitation pellet route

   - Internal gellation with microwave heating

   - Microwave heating(MH) denitration(일본)

3. 혼합핵연료 가공시설[2-41,42]

  가. Belgonucleaire(BN)의 Dessel Plant

   BN의 혼합핵연료 상용가공시설인 Dessel plant는 Belgium의 핵연료 

주기 산업시설과 국립 원자력 연구소인 SCK/CEN이 치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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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Dessel 단지에 있다. Dessel plant는 1969 년에 건설이 확장되고 약 

4 년에 걸친 설계,건설  시운 을 완료한 후 1973 년부터 가동이 되었

으며 UO2와 PuO2 분말에서 부터 시작하여 연료집합체 제조까지로 공정

이 국한되었다. 이 시설의 용량은 년간 약 17 톤의 경수로용 혼합핵연료

를 생산할 수 있으나 건설 당시 제조 line에 여러개의 장비를 이 화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므로 최  용량은 년간 약 35 톤에 달한다. 그리고, 

LWR용과 FBR용 혼합핵연료는 1989 년부터 년간 생산량이 약 11 톤에 

이른다.

  나. COGEMA의 CFCa  MELOX plant[2-43～2-46]

    (1) CFCa plant

   랑스의 MOX 상용가공 시설은 CEA 산하의 Cadarache 원자력연구

소내에 속해 있으며 Paul-les-durances에 치하고 있다. CFCa는 ATPu

와 LPC의 두개의 주된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ATPu는 Pu technology 

workshop이며, LPC는 chemical purification을 한 실험실이다. 

   1962 년부터 가동된 ATPu는 면 이 13,000m
2이고 건물면 은 

7,000m2에 달하며 basement, ground floor, technical floor로 나뉘어져 있

다. 3500m2 면 의 ground floor에는 100～120 m2 크기를 갖는 18 개의 

cell(C1-C18)이 있으며 최 의 오염가능성이 있는 역이 된다. C1에서 

C12까지는 소결체 제조시설이며 C13에서 C18 까지는 PuAl, UAl, NpAl 

등과 같은 속 형태의 혼합핵연료를 제조하는 시설인데 혼합산화물 핵

연료 제조시설로 바꿀 수 있다. ATPu는 FBR 용과 LWR 용 그리고, 공

정개발과 조사시험용의 혼합핵연료를 제조하며 연료 과 집합체의 제조

는 workshop hall에서 수행된다.  

   Basement에는 ventilation, filter, gas 정화시설 등의 시설가동을 한 

모든 부 설비가 있으며 400m2 면 의 핵분열물질 장 역도 있다. 그 

외 사무실, change room, workshop, store 등은 건물외곽에 배열되어 있

다. 1964 년부터 가동된 LPC는 바닥면 이 4000m2이고 건물면 은 

1500m2 이며 ATPu와 마찬가지로 basement, ground floor, technical 

floor로 나뉘어져 있다. 약 120m
2 크기를 갖는 6 개의 cell(C1-C6)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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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ground floor는 ATPu의 containment enclosure와 비슷하고 

basement에는 LPC 시설유지에 필요한 부 장비가 갖추어져 있다. C1에서 

C3는 waste reprocessing 시설이며 C4에서 C6 까지는 화학  혹은 물리

화학  분석이 수행되는 시설이다.

   고속증식로 상용화 계획 추진과 더불어 혼합핵연료 가공시설은 

rapsodie line, phenix line, super phenix line으로 변천해왔으며 두 가지 

표  특징을 들 수가 있다. 첫째는 기계화와 자동화된 제조장비인데, 

glove-box 사이의 물질이동방식이 sealed bag이나 수동작업에 의해 short 

tunnel을 통과하던 rapsodie line에서 시작하여 최 의 기계화된 이송장비

가 도입된 phenix line 그리고 CC video 감시에 의한 원격화와 자동화된 

super phenix line을 들 수 있다. 한 이러한 과정에서 장비용량의 증가

도 이루어졌다. 둘째로는 scrap recycle 공정의 변화로서 1975년까지 

solvent extraction과 purification 방법으로 용되던 것이 부분 scrap은 

milling을 하고 반드시 화학  정제가 필요한 경우에만 wet scrap 

recovery를 수행한다. 그러나, 이 고속증식로용 혼합핵연료 시설들은 랑

스의 고속증식로 가동의 단으로 재 가동 지된 상태이다.

      (가) Phenix line

   1970 년 말부터 가동된 300m
2의 면 인 phenix line은 500m2의 면 을 

갖는 rapsodie line과 비교해서 glove box와 working cell로 구성하는 

double confinement 개념이 채택되었으며, 소결체 제조 시설은 Pu oxalate

를 calcination하는 rotary furnace, discontinuous grinder, granulation 

unit, 2 개의 press, continuous 소결로 등으로 구성된다. 피복  비와 집

합체 제조 시설을 보면 피복 의 비 괴검사를 한 음 장비와 

radiography 장비가 있으며, 집합체 제조와 wire winding 장비가 포함된

다. 그리고 피복  비 line에는 rapsodie 연료제조를 한 수동작업 line

과 반자동의 line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Super-phenix line

   1978 년에 시설배치가 확정되어 1981년에 완성된 super-phenix line은 

년간 20 톤에 해당하는 제조용량을 가지며, 시설면 은 약 2900m2이고, 

CFCa의 시설 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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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Storage of active raw oxides: 300m2

        ② Storage, checking, prep of nonactive components: 200m2

        ③ 펠렛 제조, checking, dry recycling: 600m2

        ④ Element 제조: 500m2

        ⑤ Element 검사, 집합체 제조  장: 1300m2

    (2) MELOX plant

   MELOX는 랑스의 Marcoule Nuclear Complex에 치하고 있으며, 

생산용량은 120ton HM/yr로서 재 가동 이다.   

   MELOX의 건물구성은 다음과 같다.

   ◦ manufacturing building (production and laboratories)

   ◦ a scrap and waste treatment building

   ◦ service workshop

   ◦ utility handling 등 

   경수로용 MOX 핵연료 가공시설로서 사용되는 원자재는 La Hague의 

UP-2, UP-3  Marcoule 내의 UP-1에서 재처리하여 분리, 변환된 PuO2

와 Pierrelatte의 TU2 시설에서 변환된 UO2 분말을 사용하며, 이 때 사용

되는 UO2는 TU2 시설의 ADU-UO2로서 다른 ADU-UO2와는 달리, 분말

의 처리가 없이도 충분히 flowable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공정은 크게 분말처리 공정, 소결체 제조공정, 연료 제조  집합체제

조공정의 4 가지로 나뉘어져 있으며, 연료 제조공정  endplug welding 

이후의 공정은 enclosed system(glove box)을 쓰지 않고, 공정 한 

Uranium 연료제조공정과 동소이하다.

      (가) 분말처리공정

   PuO2 storage와 micronization을 한 dosing(weighing), 혼합을 한 

mastermix와 분말의 weighing  storage, 혼합, granulation(필요시), 성

형체 제조공정을 포함한다.

        ① PuO2 storage: 특수하게 고안된 수송용기에 담겨 수송되고, 

장용기는 stainless steel 재질로 되어있으며, 보   수송시 seal 

welding 되어 있다. 용기의 용량은 2.5kg PuO2이며 수송완료된 용기는 수

송용기를 제거하여 CAN 상태로 보 된다. 공정 에 투여되면서 용 된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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껑이 제거된다.

        ② Weighing  micronization(masterblending): 보통 

masterblend는 PuO2의 함량이 25～30 %로 PuO2의 homogeneity를 확보

하기 하여 intensive milling 방법을 사용한다. Mill의 용량은 ～700 kg 

HM/day로 300～350 kg/batch로 수행된다.

        ③ Secondry weighing  혼합: 공 하고자 하는 reload design

에 따라 total fissile content를 맞추기 한 공정으로 이에는 depleted 

UO2 분말이 사용된다. 이 혼합되는 UO2 분말의 특성에 따라 혼합된 분

말은 바로 성형체 제조공정으로 이송되거나 분말 처리 즉 비성형 

쇄  분류의 단계를 거쳐서 성형체 제조공정으로 투입된다.

        ④ 분말처리 공정 : milling기기 2 , 성형체 제조기 3 가 설치, 

나머지는 1unit로 공정을 수립하 고, blending  granulation unit는 장래

에 차 으로 용량을 증가할 경우 1 씩을 추가로 확보하며 성형체 제

조기도 1  더 추가할 계획이다.

      (나) 소결체 제조공정

   제조된 성형체의 장에서 소결, 연삭공정, 소결체 품질검사  완제품 

소결체 장을 포함한다.

        ① 소결체 제조공정의 용량은 PWR용 소결체 약 110,000 개로서 

소결로가 재 3 , 연삭기 2 가 설치되어 있다. 품질검사는 모두 자동

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② 성형체 제조에서부터 소결체 지장에 이르는 공정은 모두 여러

개의 큰 glove box가 연결되어 있으며 간에 tunnel 형식의 buffer 장

고와 마지막에 소결체 장용 다단식 rack이 설치되어 있고, 이 장고에는 

final 펠렛이 tray에 담겨 장된다.

        ③ 용량증가를 하여 소결로 1 개 추가설치가 계획되어 있고 이

에 한 공간확보도 계획되어 있다.

      (다) 연료 제조공정

   1 차 endplug 용 단계부터 decontamination, He leak test, Scanning 

 육안검사를 포함한다.

        ① 2 의 welding unit와 그에 연결된 decontamination g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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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로 구성된 rod 제조공정은 1 차 endplug welding pressurization  

Seal welding을 포함한다.

        ② decontamination이후 연료 은 glove box외부로 노출, 육안 검

사와 decontamination 검사가 수행된다.

        ③ 공정용랑은 약 330rod이며 용량증가를 하여 scanning 

control unit가 1  더 추가분으로 계획되어 있다.

        ④ 연료 검사는 He leak test, α-autoradiography, scanning과 칫

수  육안검사로 나뉘어 수행된다.

      (라) 집합체 조립

   완성된 연료 에서 재 Uranium 연료와 갇은 방법으로 조립되며, 이

에 따른 품질검사도 유사한 방법으로 수행된다. 재 Assembling bench 

1unit으로 하루 평균 1.4 개의 연료집합체가 조립된다. 

  다. Siemens의 ALKEM plant[2-47, 48]

   ALKEM은 KWU(60%)와 NUKEM(40%)이 합자한 KWU 자회사로서 

경수로용과 고속증식로용 혼합핵연료를 제조하 으며, 1963 년부터 가동된 

이 pilot 시설은 Hanau의 RBU 공장 에 치하여 상호보완 인 개발이 

되어왔으며 이 두 시설의 공정과 장비들 한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재

에는 이 두 시설 모두 폐쇄되었으며, 앞으로 핵무기  Pu 련 핵연료 제

조시설로의 사용 타당성을 재 러시아와 교섭 에 있다.

    (1) 기존의 혼합핵연료 가공시설

   1980 년 에 확정된 시설의 장비배치는 caisson 개념이 용된 5 개

의 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는 각각의 단 역을 연결하여 각 역내

에 단 공정을 수행하는 glove-box를 안치하고 이들을 tunnel 식으로 결

합시켜 연속 인 가공공정을 이루게 한 것이다. 5 개 역은 nitrate 

conversion, 분말 비와 성형, 소결과 연마, 연료 제조, 연료  검사 등을 

수행하는 시설 역이며, 이외 집합체 제조에 필요한 여러가지의 구성성분

과 집합체 제조는 RBU plant에서 이루어졌다.

        ① Conversion 시설

           Pu(NO3)4 용액의 oxalate 석출과 calcination을 거쳐 PuO2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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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이다.

        ② 분말 비  성형시설

           UO2와 PuO2 분말을 섞어 혼합분말 batch를 비하고 성형체

를 제조하는 시설로서 UO2 장, scrap 회수, PuO2 calcination, 

homogenization, mixing, multi-die press 등의 장비들이 포함된다.

        ③ 소결  연마시설

           Gas 유입속도와 소결분 기가 조 되는 pusher-type의 소결

로와 무심연마기, 그리고 소결체 장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④ 연료  제조시설

           완성된 소결체 검사와 stack 비, 소결체 건조 그리고 소결체 

장입후 단마개 용  등의 장비들이 배치되어 있다.

        ⑤ End control 시설

           집합체를 제조하기  연료 에 한 비 괴검사로서 X-ray, 

He-leak, 칫수검사 등이 수행되는 공정장비들로 구성된다.

    (2) 형 혼합핵연료 가공시설

   Hanau site에 건설되어 최종단계에서 단된 형 혼합핵연료 제조 

plant는 경수로용 혼합핵연료를 제조하여 공 하기 한 시설이었다. 이 

시설의 용량은 1991 년에 년간 60 톤으로 가동되기 시작하여 4 년 후인 

1995 년부터는 년간 120 톤에 달하는 제조용량으로 가동될 정이었으나 

건설이 단된 후로 폐쇄되었다. 이 형 시설은 소형의 시설과 비교하여 

볼 때 공정의 자동화를 높이고 경제 인 과 health physics의 에

서 더욱 향상된 시설로 구축된 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conversion 시

설에서 용되던 Pu oxalate conversion 공정이 AUPuC Co-conversion 

공정으로 바  을 들 수 있다. 1 층에는 연료  제조와 검사 line이 있

으며 지상 2 층에 분말 비와 성형 그리고 소결체제조 line이 배치되었고 

지상 3 층에는 분말 비와 화학분석실이 있다. 분말 비 역에 두개의 제

조 line이 있으며 oxalate에서 만들어진 PuO2 분말이나 AUPuC 공정으로 

제조된 (U,Pu)O2 혼합분말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한 UO2 분말 혹은 

윤활제가 첨가된 UO2 분말을 사용하여 혼합하며 dry scrap 회수공정도 포함

된다. 그리고 이 역에서의 물질이송은 pneumatic system에 의하며 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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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l, sieve, homogenizer, 장용기, 물질이송장치들로 구성되어 있다. 

   성형  소결체 제조 역에 두개의 제조 line이 있다. 그리고 소결로의 

제조 용량이 rotary press나 무심연마기의 제조용량보다 훨씬 기때문에 

성형체와 소결체의 간 장 시설을 이용하여 공정의 흐름을 원활히 한

다. 건물 2 층에 있는 이 역 바로 아래는 1 층의 연료  제조 역이 

된다. conversion 시설은 2.5m3의 Pu nitrate 용액을 장할 수 있는 장 

tank와 용액혼합기, oxidation, precipitation, calcination, sieving 등의 공

정장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wet scrap recovery system과 PuO2 

chemical purification system도 포함되어 있다.

  

  라. BNFL plant[2-34,49]

    (1) MDF(Mox Demonstration Facility)

   UKAEA는 1985 년부터 1988 년까지 FBR 용 혼합핵연료 제조 시설인 

FACET 시설을 건설하 으며 이의 용량은 년간 약 0.5 톤이다. 1988 년 

UKAEA는 FBR 개발의 지연에 따라 이 시설을 경수로용 혼합핵연료 이

용에 활용하기로 BNFL과 합의하고 이 시설을 개조 확장하여 MDF로서 

명명하 다. 경수로용 혼합핵연료를 제조하기 한 이 시설은 1993 년부

터 년간 8  톤의 생산규모로 가동될 정이며, 1997 년부터는 양산규모인 

SMP (Sellafield Mox Plant)를 건설 운 하며 생산 용량은 년간 50～70 

톤에 달할 것이다. 

   화학처리 시설과 동일한 장소에 있는 MDF는 public acceptance와 Pu 

수송과 련된 핵물질 안 도 측면에서 유리하며 요한 특징으로 

long-aged, high burnup Pu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다. 한 dose 

uptake를 최소로 할 수 있는 시설 가동을 주된 개념으로 하고 있다. 이는 

제조 공정 뿐만아니라 장비의 유지 보수시에도 직  을 피하기 해 

robotics를 도입하여 완벽한 자동화를 이루고, 모든 장비의 신뢰도를 더욱 

향상시킴으로서 가능한 것이다.  

   SBR 공정이 용되는 상용규모의 이 시설에서 새로이 개발된 것은 

첫째로 Pu 장용기 개 , can loading, 소결체 검사 공정의 자동화이며, 

둘째로 폐기물 발생량을 극소화 할 수 있는 bagless transfer system,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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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가 소결체 이송시 유연한 취 이 가능한 cushion transfer system을 개

발한 것이다.

      (가) 소결체 제조 역

           기존의 Lab "J"에 설치되며 분말 비에서 소결체 검사  

장까지 수행되는 역으로 모든 공정장비는 glove-box내에 포함된다. 이 

역은 약간의 구조변경이 되며 active와 inactive 장비를 분리하고 

containment 기 을 향상시키기 해 ventillation system도 재배치한다. 

그리고 기존의 부 시설은 새로운 시설내의 배치에 합하게 수정된다.

      (나) Rod 제조 역

           연료  제조 역은 기존의 Lab "G"에 설치되며 소결체 장입

부터 연료  제염까지 수행된다. 그리고 여기에는 불합격된 연료 에서 소

결체를 회수하는 장비도 포함된다. Lab "G"는 오염된 역이므로 건설이 

시작되기 에 기존의 장비를 제거하고 제염하여야 한다. LAB "J"와 마찬

가지로 구조와 ventilation system의 변경이 요구되며 지원시설 한 새로

운 시설 배치에 합하도록 수정된다.

      (다) Rod 검사 역

           연료  검사 역은 기존의 Lab "K"에 설치되며 재는 PFR 

연료 검사 공정 역이다. 기존의 모든 시설을 최 한 활용하나 LWR 연

료  길이에 합하도록 재배치한다. 집합체 제조 역의 별 과 연결되며 

새로운 시설 배치에 합하도록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여아 한다.

      (라) 집합체 제조 역

           집합체 제조 역은 연료  검사 역인 Lab "K"를 통해 근

되는 확장된 건물내에 설치된다. 이 역은 집합체 제조 뿐 아니라 연료

과 집합체 장장소로도 사용된다. 건물 확장에 따라 지원시설도 이에 맞

게 확장되어야 한다.

  

  마. 일본의 PFPF 시설[2-50]

   PFPF의 주 특징을 간략히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장치가 원격자동제어되므로서 노동력을 이고 작업자에 

한 radiation exposure를 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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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개량된 safeguard 장치가 설치되었다.

   셋째, 품질제어공정장치(Quality control process equipment)가 

on-line system으로 설치되어 quality control 작업속도의 향상을 기하게 

되었다.

    (1) 펠렛 제조공정

   본 공정은 Pu을 취 하므로 설비기기가 모두 기 성의 glove box 내

에 설치된다.  Glove box는 폭 3m, 높이 3m, 깊이 1m의 것을 2 개 1 조

로 하여 그 상부에 설치된 이송 tunnel 에 의해서 간보 고에 속되

어 있다. 체의 배치는, 공정실 앙의 차폐벽에 설치된 간보 고에 

해서 각 glove box가 빗의 이빨 모양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핵연료물

질의 box 간 이송은 간보 고를 통해서 한다. 간보 고는 공정 

buffer 기능, 운송기능도 있으며,  glove box와 같이 설비를 unit화, 

module화 하여 증설, 개조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밖에, 공

정설비의 보수, 검 수리 시에는 핵연료물질을 넣어서 공정실내 작업공

간의 공간선량율을 낮추고, 작업자의 피폭선량을 크게 이는 역할을 한

다. 이와 같이 간보 고의 채택은 본 시설의 큰 특징의 하나이다. 펠렛 

제조공정 설비는 다음과 같이 나 어진다.

    (2) 원료 조정공정 설비

    본 시설에서 받는 원료산화분말은 원료 lot에 따라서 분말특성, Pu 

동 원소 조성 등이 다양하다. 원료 lot 간의 차이가 제조공정에 미치는 

향을 배제하여 공정을 안정화시키기 해서 lot 혼합기, 안정화 처리로

(배소, 환원로) 등으로 lot간 원료의 특성을 균일하게 조정하 으며, 이 

공정을 통해 일정 특성의 원료분말을 다음 공정으로 공 하게 된다.

      (가) 분말조정, 성형공정 설비

   본 공정설비는 원료분말의 칭량, 혼합, 첨가제 (윤활제  도강하

제) 의 혼합, 건식 조립  성형의 각 설비들로 구성된다. 펠렛의 성형설

비는 성형후의 성형체(green pellet)의 칫수, 도측정치를 제어하여, 펠

렛 품질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도록 되어있다. 

      (나) 소결, 탈개스 공정설비

   소결공정은 처리량 증 에의 응과 품질안정을 하여 비소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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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결로 공히 연속로를 채용하고 있지만, backup 는 소규모 생산용을 

해서 batch 로도 구비하고 있다. 한편, 탈개스로는 증발성 불순물이 많

은 펠렛이 발생한 경우에만 사용하므로 batch 로이다.

      (다) 펠렛 검사, 연삭 공정설비

   소결펠렛은 칫수, 도, 외 에 해서 공정내 검사를 한다. 외 검사

는 공업용 TV를 사용하여 원격으로 하지만, 화상해석 등에 의한 자동

정도 검토하고 있다. 직경이 큰 펠렛의 외주연삭은 무심연마기로 하지만, 

습식연삭에서는 냉각수에 의한 성자 감속효과때문에 임계안 량이 건

식상태에 비해서 수십분의 1 로 낮아져 공정의 능률을 히 해치므로 

불활성개스 냉각에 의한 건식연삭설비를 병설해서 사용하고, 아울러 건식

연삭기술의 확립을 목표로 하여 공정의 효율향상을 꾀하고 있다.

      (라) 불량품 펠렛의 회수공정설비

   본 시설에서는 습식회수를 필요로 하는 불순물이 많은 불량품 펠렛의 

발생은 거의 없으므로, 건식회수공정을 채택해서 임계안 리를 쉽게 함

과 동시에, 방사성폐액의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 본 공정설비는 조분쇄기

(roll crusher), 배소환원로  미분쇄기(jet mill) 들로 구성되며, 회수분말

은 칭량, 혼합공정에 보내 재이용한다.  

   이상의 펠렛제조공정설비는, 공정실부에 설치된 공정제어실에서 자동, 

원격제어되므로 정상운 시에는 공정실내는 무인운 으로 된다.

      (마) 연료  가공공정설비

   본 공정은 펠렛제조공정으로 부터 받은 MOX 로심 펠렛과 감손 UO2 

bracket 펠렛, plenum spring, plenum sleeve 등을 정렬 에 소정의 순서

로 나란히 하고, 하부 단용 이 끝난 피복 에 충 하여 입구를 제염

하고, 태그가스 캪슐을 충 하면서 상부 단용 을 한다. 여기까지 일련

의 공정설비는 glove box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 에서 충   상부

단용  장치용의 glove box는 He 분 기로 되어있다. 상부 단을 용

시킨 연료 은, open port box 내에서 표면제염한 후에는 glove box 바

깥에서 취   되며, 최종 으로 spacer wire 를 연료 에 감게된다. 연료

의 검사항목은 성(He leak), 용 부의 건 성, 연료 내의 부품배열

(X선투과), 외 , 칫수, wire 감김상태, MOX 로심펠렛의 치, 조성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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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γ scan) 등이다.  

  바. 미 국[2-51]

   SAF project의 목 은 breeder reactor fuel pin을 제조하기 해 원격

운용공정을 개발하는데 있다. SAF line은 FMEF(Fuels and Materials 

Examination Facility)에 설치될 것이다. Fabrication and support system

은 앙 통제실에서 컴퓨터로 제어하는 기능을 갖도록 설계되어 있다. 원

격자동연료제조에 의해 작업자에게 radiation exposure를 이고 

safeguard를 향상, improved product quality, near-real time 

accountabllity, increased productivity 를 얻을 것이다. 이 line은 receive, 

blend,  pellitize하는 장치와 펠렛을 stainless steel cladding내에 

encapsulate하는 장치로 되어 있다. 이 line은 MOX fuel pin을 제조할 것

이며 6 톤/년 규모가 될 것이다. 다음과 같이 6 가지 주 system으로 나뉘

어져 있다.

    (1) Receiving and Powder preparation 

   Fissile material은 이송마차에 의해 FMEF 장 역에서 Fissile 

Receiving에 이송되고, fertile material은 수동으로 Batching에 달된다. 

분말이 Blending으로 달되기 에 무게가 측정되며, Blender는 batch 

component를 혼합하여 milling 에 균일하게 만든다. Milling 작용에 의

해 powder agglomerate를 깨뜨려서 microhomogeneity를 높인다.

    (2) Powder conditioning

   Milled powder는 binder, pore former와 정확한 비율로 혼합된다. 

Compaction과 granulation에 의해 free-flowing granule이 형성되며, 이 

granule은 Lube Addition에 달되어 여기서 pressing lubricant와 혼합된

다.

    (3) Pressing and Boat Loading

   Canister에 담겨진 granule은 Lube Addition에서  Pressing and Boat 

Loading으로 이송된다. Granule을 펠렛으로 만들기 해서 두개의 

hydraulic press가 사용될 것이다. 일부 펠렛은 성형 도 gauge에 의해 검

사 과정을 거친 후 소결 boat에 재되어 다음 단계로 이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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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Debinding, Sintering, and property adjustment

   성형체가 담긴 Boats는 Debinding으로 이동되며, 여기서 온 연속로에 

의해 organic binder/lubricant가 제거된 후, Sintering에 이동되어 고온 연

속로에 의해 특정 O/M비를 가진 소결 펠렛이 제조된다.

    (5) 펠렛 Inspection and Finishing

   여기서는 모든 펠렛이 육안표면오염검사를 받는다. 검사된 펠렛은 연마

기에서 무심연마된다. 연마로 생긴 표면오염물을 제거한 후 Gauging으로 

이송되어, surface flaw와 diameter-gauged를 해 검사 받는다.

    (6) Pin operation

   Pin end decontamination에서 cladding을 제염한 후 top end cap이 용

으로 부착된다. 용 , machining, 오염에 한 체 인 검사 후에 pin은 

shipping container에 재되어 leak test를 받는다. 

4. Inert Matrix Fuel(IMF)[2-52]

   지 까지는 잉여 Pu을 UO2-based MOX 제조에만 주로 이용하여 왔으

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Pu양을 소진하는데 한계가 있어, ThO2-based MOX

나 U-free Inert matrix fuel(IMF)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

히, IMF에는 우라늄이 첨가되지 않기 때문에 조사되는 동안에 루토늄이 

새로이 생성되지 않으며, IMF 제조시에 첨가된 fissile 루토늄은 조사되는 

동안에 거의 다 사용될 수 있어서 루토늄 소진(incineration)에는 매우 좋

은 방법이 된다. Inert matrix로서 지르코니아(zirconia)가 선택된 것은 UO2, 

PuO2 등과 같은 cubic fluorite 구조로 되어 있고, 성자 흡수 단면 이 

기 때문이다. IMF 기지(matrix)는 용융 (melting point)이 약 2700℃ 이상

이 되어야 하고, 열 도도가 좋아야 되며, 물에 한 용해도(solubility)가 낮

고, 도는 95%T.D. 이상이 되어야 한다. IMF는 단상 혹은 다상으로 될 수

도 있으며, 단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는 Zr1-xCaxO2-x, Zr1-xYxO2-x/2, 

CeO2, Al5Y3O12 는 MgAl2O4(spinel) 등이 있고, 혼합상(mixed phase)으

로는 Al2O3-Zr1-xYxO2-x/2-MgO와 같은 cercer(ceramics embedded in 

another ceramics)나 M-Zr1-xYxO2-x/2와 같은 cermet(cer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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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ded in metal)이 있다. 그 밖에 질화물이나 탄화물에 한 연구도 

진행 이다.  

   일본의 경우, Pu 소진을 해서 ZrO2, Al2O3, MgAl2O4 등과 같은 핵

으로 안정한 혼합물의 다상 복합재료인 rock-like oxide(ROX)를 연구하

고 있으며, ROX 연료의 열 , 물리  성질을 평가하기 하여 

MgAl2O4-ZrO2(Y,Gd), MgAl2O4-YSZ-UO2 등의 열팽창률, 열 도도, 고

온경도, 크립 특성을 25～1527 ℃ 범 에서 측정하 다.  YSZ 용액은 

Y2O3, Gd2O3, ZrO(NO3)2․2H2O를 묽은 질산용액에 녹여서 만들고, (Mg, 

Al, U) 용액은 MgO, Al(NO3)3․9H2O, UO2(NO3)2․6H2O를 묽은 질산용

액에 녹여서 만든다. 이 용액들은 조성별로 섞인 후 123℃에서 증발되고, 

residues는 827℃에서 하소(calcination)되며, 하소된 분말은 성형 후 1777℃

에서 4 시간동안 H2-25%N2 분 기로 소결된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ROX 

연료의 열팽창은 UO2보다 약 10～15 % 낮았으며, MgAl2O4-YSZ에서는 

YSZ의 양이 많을수록 열팽창율이 증가하 고, MgAl2O4가 많을수록 경도

는 높고, 크립율은 낮으며, 열 도도는 높아졌다. 

   이탈리아의 ENEA와 Polytechnic of Milano는 약간의 Pu을 함유하는 

IMF를 조사(irradiation)하는 것을 목 으로, stabilized zirconia, spinel, 

alumina-zirconia-magnesia 등의 모의재료를 이용하여 제조  특성시험을 

하 다. 분말은 sol-gel, gel supported precipitation(GSP), mixed powder 

route로 제조되었으며, 이러한 모의재료로 제조  특성시험을 하는 목 은 

UO2  MOX 연료와 특성이 비슷한 소결체를 모의재료로도 제조할 수 있

는지를 증명하는 데에 있었다. 를 들면, 소결 도는 약 95%T.D, 평균 결

정립크기는 10～40 ㎛, 한 열 , 물리  성질을 갖추는 것 등에 해서

이다. 표. 2-8에는 분말이나 microsphere 그리고 소결체에 해 얻어진 실

험결과를 나타내었다.

   카나다는 Pu 소진용 IMF로서 SiC를 연구하 는데, SiC의 장 은 높은 

용융 (～2973 ℃)과 공기 는 공기-수분 분 기에 한 항성이 높고, 

성자흡수 단면 이 낮다는데 있다. 그러나, SiC를 소결하기 해서는 소

결온도가 매우 높아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UO2 는 혼합핵연료 제조공

정 설비를 이용할 수가 없게 된다. SiC 제조공정을 개선하기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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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en's 학에서는 1996～1998년에 몇 가지 연구를 시도하 다. 소결

도를 높이기 해서 소결 진제(Al2O3, TiO2, Y2O3, SiO2)를 사용하 으

며, 그 결과, (2.55～8 wt%)Al2O3-(1.1～3.4 wt%)Y2O3-(0～15 wt%)CeO2

가 첨가된 SiC를 1860℃에서 0.5 시간 동안 소결하면 약 95%T.D의 도

를 갖는 소결체를 제조할 수 있었고, , 8wt%Al2O3와 10.6wt%Y2O3를 

첨가하면 0～30 wt%의 CeO2가 첨가된 SiC를 1700℃에서 소결하여 96～

99 %T.D의 도를 갖는 소결체를 제조하게 되었다. 

   스 스의 PSI에서는 LWR에서 Pu을 burning 하기 해 Yttria 

stabilized zirconia(YSZ)형태의 IMF를 연구하고 있다. 최근까지 연구된 

CeO2를 PuO2의 모의재료로 사용한 IMF 분말은 건식 는 습식공정으로 

제조되며, 습식공정으로 제조된 coprecipitated powder의 조성은 

ZrO2-17at%YO1.5-4at%ErO1.5-9at%CeO2이고, microsphere의 조성은 ZrO2-

10at%YO1.5-4at%ErO1.5-9at%CeO2이다. 건식공정은 ZrO2-n at%YO1.5-4at%ErO1.5

-9at%CeO2(n=5, 10, 15) 조성의 산화분말을 모두 혼합한 다음 2단계 

attrition mill에서 직  분쇄처리를 하여 분말을 비하는 공정이다. 이 분

말들을 300～500 MPa로 성형한 후, 1600～1650 ℃에서 공기 분 기로 

5～24 시간 동안 소결하 을 때, 소결체의 특성을 표. 2-9에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1999 년 말에 ZrO2-Y2O3-Er2O3-PuO2 조성

의 핵연료를 제조하 으며, 이 핵연료는 2000 년 5 월에 Halden reactor에 

장 , 재 조사 에 있다. 여기서 Y2O3는 zirconia stabilizer로, Er2O3는 

burnable poison으로 사용된다. 그 밖에, 독일의 ITU에서는 Pu 소진용보다

는 Am-transmutation을 해 IMF를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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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Experience of MOX fuel development in various countries

   시

   기

나

라

기 

(1960～1970)

개발기 

(1970～1980 )

상용화

(1980  ～ 재)

독

일

․1963년 Alkem 

  FBR MOX

․MOX STD 

  Process 개발

․1972년 Hanau 

  MOX Plant

․1977년 20 ton LWR  

  MOX irradiation 

․AUPuC OCOM 

  공정 개발

․1985년 SGMP 

  공정 개발

․1991년까지 

   OCOM 130 ton

   AUPuC 17 ton 

․1990년  형

  MOX시설 건설 단

국

․1963년 BNFL/

  UKAEA 공동연구 

  LWR MOX irradiation

․BNFL FBR 

  MOX에 념

․Wet Binder Route 

  개발

․18 ton FBR MOX

  PFR에서 실증

․FACET 시설 건설

․FBR 계획지연으로

  LWR MOX로 환

․FACET를 

  MDF로 개조

․SBR 공정개발

․SMP 형 LWR

  MOX 시설 

  건설완료

랑

스

․1962년 FBR 

  MOX 시설가동,

  Rapsodie에 공

․Superphennix FBR

  계획에 따라 FBR 

  MOX 상용가공시설 

  가동

․COMMOX 건립

  LWR recycling 

  시작

․LWR MOX용

  COCA 공정 개발

․LWR MOX 제조

  시작(Cadarache)

․ 형 MOX 

  가공시설(MELOX)

  가동

벨

지

움

․1959년 BN/HEDL 

  Pu의 LWR 

  recycling 연구

․1963년 PWR 

  MOX irradiation 

․Pilot plant 설치

․Reference 공정 개발

․COGEPEL 공정

  개발

․MIMAS/MIGRA 

  공정 개발

․COMMOX 건립

․미국, 독일, 국과 

  국제공동연구

․Dessel plant 

  가동 

․1987년 LWR에

  MIMAS MOX 

  irradiation

․Dessel 용량 증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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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MOX fuel fabrication capacity

국가 시설 (운 자)
용량 

(t.HM/yr)
개시연도 비고

 

국

 sellafield (BNFL)

 sellafield MDF (BNFL)

 sellafield SMP (BNFL)

4

8

50-70

 1970-1989

 1993-

 1998

 FBR

 LWR

 LWR

독 

일

 KFK

 Hanau BEW 1 (Siemens)

 Hanau BEW 2 (Siemens)

25-30

80-120

 1965-1971

 1972-1992

1993 건설 단

 FBR/LWR

 FBR/LWR

 LWR       

벨지

움

 Dessel P0 (BN)

 Dessel P1 (BN)

35

40

 1973-

 1990 (?)

 FBR/LWR

 LWR

랑

스

 Cadarache CFCa 

    (COGEMA)

              "

              "

              "

 Marcoule MELOX 

     (COGEMA)

0.5

4

20

35

100-120

 1962- 단

 1970

 1981

 1989

 1994

 FBR

 FBR

 FBR

 FBR/LWR

 LWR

일 

본

 도까이 PFFF-1 (PNC)

 도까이 PFFF-2 (PNC)

 도까이 PFPF (PNC)

 로까쇼무라 (JNFS)

0.1

1

10

5

40

100

 1966

 1972

 1972

 1988

 1993

 2000(?)

 FBR/ATR

 FBR

 ATR

 FBR

 ATR

 LWR

미 

국
 Babcock & Wilcox 5  단  FBR/L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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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Siemens/KWU operating experience with former standard  

            MOX fuel assemblies

Nuclear Power Plant

(Type)

Year of

First

 Insertion

Type of Fuel 

Assembly

(Rod Array)

  All-MOX

 Fuel

 Assemblies

MOX 

Island

Fuel

Assemblies

Number 

of 

Fuel Rods

MOX Fuel Type

Maxium Fuel 

Assembly 

Burnup

(MWd/kgHM)

VAK, Kahl(BWR)

KWL, Lingen(BWR)

KRB-A, 

Gundremmingen

(BWR)

MZFR, Karlsruhe

(PHWR)

KWO, 

Obrigheim(PWR)

1966

1970

1974

1972

1972

6 X 6

6 X 6

6 X 6

37

14 X 14

7

----

64

8

3

88

1

972

15

2240

296

5940

Former Standard

Pu/Th

Former Standard

Former Standard

Former 

Stanard

Former Standard

21

26

20

14

35

Total 112 89 9463

표 2-4. Siemens/KWU operating with OCOM/AUPuC MOX fuel assemblies

Nuclear Power Plant

(Type)

Year of

First

 Insertion

Type of Fuel 

Assembly

(Rod Array)

  All-MOX

    Fuel

 Assemblies

Number 

of 

Fuel Rods

MOX 

Fuel Type

Maxium Fuel 

Assembly 

Burnup

(MWd/kgHM)

KWO, Obrigheim(PWR)

GKN-1, 

Neckarwestheim(PWR)

KKU, Unterweser(PWR)

BZN-2, Beznau-2(PWR)

KKG/BAG, 

Grafenrheinfeld(PWR)

KKP-2, Philippsburg(PWR)

KWG, Grohnde(PWR)

KBR, Brokdorf(PWR)

1981

1982

1984

1987

1984

1985

1987

1988

1988

1989

14X14

15X15

16X16

16X16

14X14

16X16

16X16

16X16

16X16

16X16

29

32

20

28

52

16

16

12

20

20

5220

6560

4720

6496

9308

3776

3712

2784

4640

4640

OCOM/AUPuC

OCOM

OCOM/AUPuC

OCOM/AUPuC

OCOM/AUPuC

OCOM/AUPuC

OCOM/AUPuC

OCOM/AUPuC

OCOM/AUPuC

OCOM/AUPuC

35

42

37

25

36

34

34

18

27

13

Total 245 5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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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United States' domestic Mixed-Oxide irradiations

                in thermal reactors

Reactor
Number 

of Rods
Fuel Type wt% PuO2

Approximate

Peak Burnup

MWd/MTM

Peak Linear

Heat Rating,

kW/ft

(W/cm)

Peak Surface

Heat Flux, 

Btu/(h 

ft
2)(W/cm2)

PRTR

PRTR

PRTR(high power 

density)

EBWR

Saxton Core-II

Saxton Core-III

Dresden-I

Dresden-I

Big Rock Point

Big Rock Point

(Undesignated)

San Onofre

～1860

～700

～1730

1296

638

～250

4

99

32

204

48

720

Swage

Vipac

Pellet(cold-press-sinter

 and hot-press), vipac, 

swage

Vipac

Pellet, Vipac

Pellet

Pellet(hot-press)

Pellet

Pellet

Pellet

Pellet

Pellet

0.5 to 1.0

0.5 to 1.0

2.0

1.5

6.6

6.6

1.2

1.4 

1.7

2.3

1.22 

1.36 

 1.59

1.62

 2.55

 5.50 

 9.07

2.35

 3.60

 2.15

3.50

3.30

3.65

 3.85

17000

18500

13000

3000

28000

52000

22600

23200

30600

23900

-

28000

17(558)

16(525)

21.5(705)

8(262)

16(525)

19(623)

8(262)

14.9(489)

14(459)

16(525)

17.3(567)

13(426)

390000(123)

370000(117)

500000(158)

200000(63)

530000(167)

630000(199)

184000(58)

345000(109)

325000(102)

370000(117)

403000(127)

46000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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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Developmental experience of fabrication process with MOX    

          fuel in each country

process U.K. France Germany Belgium

pellet

․Binder route

․Binderless route

․Short binderless

  route

․Co-precipitated

  pellet route

․COCA

․Standard 

  process

․OCOM 

  process

․AUPuC 

  process

․Pilot plant

  process

․Reference 

  process

․MIGRA

․MIMAS

vibro-

packing

․Co-precipitated 

  vibrocompacted 

  route

․Gel-precipitated 

  vibrocompacted

  route

sol-gel 

pellet

․Gel-precipitated

  pellet route
․SGMP ․COGEPEL

표 2-7.  Pu fuel facilities at PNC

Facility
Opening of 

operation
Object Total floor area

Annual fabrication 

capacity

Plutonium fuel 

fabrication facility 

(PFFF-Ⅰ)

1966
Research and 

development
5,000㎡ ～100㎏ MOX

Plutonium fuel 

fabrication facility 

(PFFF-Ⅱ)

1972

Fabrication of 

JOYO, FUGEN 

and DCA fuels

10,000㎡

1 ton MOX for FBR 

line 

10 ton MOX for 

ATR line

Plutonium  fuel 

production facility 

(PFPF), FBR line

1988

Production of 

MONJU and 

JOYO fuels

27,000㎡ 5 ton MOX

Plutonium  fuel 

production facility 

(PFPF), ATR line

1992 

Production of 

demonstration 

ATR and 

FUGEN fuels

15,000㎡ 40 ton M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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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Calcia-stablized zirconia and spinel testing(Italy)

Material 

Composition

Production process and 

sintering cycles

Sintered 

density

g/cm3(%T.D.)

Crystalline 

phase

Microstructure 

morphology and 

average grain size

ZrO2

-

9.97wt%

CaO

GSP+azeotropic dehydration of 

microspheres 1700℃/4h, 

1570℃/4h

GSP+essication in air of 

microspheres 1570℃/2-4-6h

Copr. powders 1570℃/4h

5.39(95)

4.52(79)

4.55(80)

Cubic only

Cubic only

Not fully 

stabilized

(cub+mon)

Uniform 

15㎛(1520℃/4h), 

30㎛(1570℃/4h)

Not uniform 

16㎛(1570℃/6h)

Not uniform

Grains not visible

ZrO2

-

8.92wt%

CaO

-

10.53w%

CeO2

GSP+azeotropic dehydration of 

microspheres 1570℃/2-4-6h

Mixed powders 1570℃/4h

5.61(96)

4.96(85)

Cubic only

Not fully 

stabilized

(cub+mon)

Uniform 

18㎛(1570℃/2h), 

40㎛(1570℃/6h)

Not Uniform

Grains not visible

MgAl2O4 Copr. powders 1570℃/4h 3.23(90) Spinel phase
Uniform 

2㎛(1570℃/4h)

MgAl2O4

-

8.35wt%

CeO2

Mixed powders 1570℃/4h 3.53(94)

Spinel phase

-

MgO-CeO2

Not Uniform

Grains not vi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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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Characteristics of simulated IMF pellet

                     specimens(PSI, Switzerland)

Parameter
Mixed powder, 

prepared at KAERI

Mixed powder, 

prepared at PSI

Coprecipitated 

powder, 

prepared at PSI

Composition
(Zr0.68Y0.1Er0.07Ce0.15)

O2

(Zr0.70Y0.17Er0.04Ce0.09)O

2

(Zr0.68Y0.1Er0.07Ce0.15)O2

Green density(g/cm3) 4.16 3.57 3.26

Sintered 

density(g/cm3)

1600℃/10h/air

5.68(88.9%T.D.) 5.55(90.1%T.D.) 5.91(92.4%T.D.)

Pore structure Homogeneous Homogeneous Few very large pores

Pore size(㎛) 10±5 3.6±1 3.3±1

Pore fraction(%) 15±5 15±5 7±5

Grain size(㎛) 17 14 17

XRD Cubic, single phase Cubic, single phase Cubic, single phase

Lattice 

parameter(nm)
0.5187 0.5176 0.5185

Th. Density(g/cm
3
) 6.4 6.16 6.4



(가) pilot plant에 적용된  제조공정
흐름도(pilot plant process)

PuO2 NFF.UO2 (U-Pu)O2

WEIGHING

BLENDING

WET GRANULATION

PRESINTERING

DRYING

PELLETIZING

SINTERING

CENTERLESS
GRINDING

DRYING

PELLET COLUMN
PREPARATION

ROD FILLING WELDING

ROD PRESSURIZATION

NDT ASSEMBLING

Scrap
recycle

(나) Dessel plant에 적용된  제조공정
흐름도 (Dessel plant reference process)

PuO2 FF.UO2 (U-Pu)O2

DOSING

PELLETIZING

BLENDING

PRESINTERING
SINTERING

CENTERLESS
GRINDING

PELLET COLUMN
PREPARATION

DRYING

ROD FILLING WELDING

ROD PRESSURIZATION

NDT ASSEMBLING

Scrap
recycle

(NFF : Non free flowing) (FF : Free fl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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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Flow diagram of MOX fuel fabrication process

developed by BN 



UO2 PuO2 (U-Pu)O2

Feeding  PuO2  dosing  UO2
and  (U-Pu)O2

Blending Micronization

Pelletizing

Sintering

Dry centerless
grinding

Blending

Heat treatment

MIMAS fabrication
process

Pressurization

Rod filling end
plug welding

Assembling

Pellet column
preparation

Precompaction
granulation

Rod filling end
plug welding

Pelletizing

Sintering

Pellet column
preparation

Assembling

MIGRA fabric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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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Process flow diagram of MIMAS and MIGRA process



MOX PELLET FABRICATION SCHEME ROD FABRICATION SCHEME ROD INSPECTION SCHEME

WEIGHING, BATCH
PREPARATION

BALL MILLING

FORCED SIEVING

LUBRICANT / POROGEN
ADDITION

PELLETIZING

SINTERING

GRINDING

ROD FABRICATION

PREPARATION OF
PELLET STACKS

WEIGHING

CLADDING

END, CAP WELDING,
ROD CLEANING

ROD
INSPECTION

PRESSURIZATION

HELIUM LEAK TESTING

X-RAY
INSPECTION

α CONTAMINATION
EVALUATION

γ  SCANNING

ASPECT  AND  DIMENSIONAL
INSPECTION

DESTRUCTIVE
TESTINGS

PuO2 UO2
dry recycled

produce

γ TRANSMISSION

OUT-LINE
CONTROL

IN-LINE

 CONTROL

THROUGH.

OUT OF

EACH

STAGE

PELLET
MOISTURE
CONTENT
CHE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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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Flow diagram of COCA fabrication process at CFCa



(가) (나) (다)

Previous

standard process
AUPuC process OCOM process

Pu-nitrate

30%

U-nitrate

70%

Co-conversion

PuO2

powder

30%

UO2

powder

70%

PuO2

powder

3%

UO2

powder

97%

Mixing

Co-milling

Mixing Mixing Mixing

Pressing Pressing Pressing

Sintering Sintering Sintering

Grinding Grinding Grinding

 
Solubility : 

70-80%
>99% >99%

Preparation of fuel stacks

Rod filling

Rod welding

Assemb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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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Flow diagram of MOX fuel fabrication process developed 

             by Alkem



 

Recycle  Oxide Attrition Mill Zinc  stearate

Press

Spherodise

Blend

Recovery

Conpor

Sinter

Reject  Pellets

Grind

Zinc  stearate

Pellets

Inspect

PuO2IDR UO2

Thermal MOX : Short Binderless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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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Process flow diagram of Short Binderless Route



PuO2-UO2
recovered   powder

PuO2-UO2              PuO2                    UO2
     Powder               Powder                   Powder

Weighing

Mixing

Inspection

Inspection

Inspection

Inspection

Helium   Replacement

Lower   End   Plug   Welding

Rejected   pellet

Recovery

Assembling

Cleaning

Wire   Wrapping

Surface   Decontamination

Top   End   Plug   Welding

Tube   Opening
Decontamination

Cleaning

Pellet   Loading

Stack   Length   Adjustment

Storage

Degassing

Grinding

Sintering

Pressing

Granulation

Parts    of   Fuel
Element

Assembly

Part   of
Assembly

PelletCladding   tube

Fuel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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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MOX fuel fabrication process at PNC



PuO2
powder

UO2
powder

PuO2 - UO2
powder

PuO2 - UO2  pellets

Rejected  pellets

Weighing

1st blending

2nd blending

Binder mixing

Pelletizing

Dewaxing

Sintering

Centerless grinding

Vacuum drying

inspection

Dry   recovery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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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Flowsheet of pellet production process(ATR)



Solution   Receiving
Pu(NO3)4,   UO2(NO3)2

Solution  Mixing

Microwave  Heating  Denitration

Cooling

Milling

Crush

Calcination  and  Reduction

Packing

Intermediate Storage

Loading

Blending

Liquid  Waste  Treatment

Storage

Off-Gas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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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Process flow of PCDF



Oxidation / Reduction
850C  Air /H2-8% Ar

Oxidation / Reduction
850C  Air / H2-8% Ar

UO2

Recycle

PuO2

Calcine
826C-2kgs

Ball   mill
2.5kgs

Screen
170   mesh

V-Blend
UO2

V-Blend V-Blend Ball   mill Ball   mill

Jet   mill

Screen

Lot    V-Blend

Jet   mill

Screen

Sieve    100   mesh

V-Blend

Organic   addition

Slugging

Centerless   Grind
(Dry)

Dimensional   Inspection

sinter

Pre-sinter

Press

V-Blend

Granulation & Screen

Pellet density
checks

Cladding   tubes Top   end   cap

Leak   check

Welding

Decontaminate

Rod   loading

Lot   sample Component
loading

Gas   Tag   Funnel   Tubes
Spring   Inconel

Reflector

Loading   funnel
make  up

First  end   weld

Weld   Chamber
Gas   Purity

Bottom   end
caps

Inconel
Reflector

Package  for
Shipment

Dimensional
Inspect

Final   Count

Final   Cleaning
and  Passivation

X-ray

Gas   Tag
Puncture

X-ray

Organic   Removal

               Release Metallography

Green   Recycle

Sintered   
Recycle

Sample   
&   

Releas
eSample, Pu, Impurites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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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eas
e

Die  lubr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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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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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ease Release

Release

ReleaseRelease

Release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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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sity,  Visual

Residual  F  and  Cl

Vis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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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Flow diagram for fuel fabrication at B&W-N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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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결과

제 1 . 시험 혼합핵연료 소결체의 특성분석  개량 

         가공공정 도출

 1. 조사시험용 Pu-MOX(혼합핵연료) 소결체의 재료특성 분석

   조사시험용 Pu-MOX 소결체 제조를 해 KAERI-PSI 공동연구 과제

를 1998년 3월부터 약 2년간 수행한 바 있으며, 2000년 1월 조사시험용 

Pu-MOX 소결체가 스 스 PSI로부터 노르웨이 IFE Kjeller로 운송되어 

instrumentation 작업을 거친 후 2000년 5월부터 재까지 IFE Halden에

서 조사시험 에 있다. Pu-MOX 소결체의 특성분석이 이미 완료되어야 

하나 PSI Hot laboratory의 refurbishment로 인하여 몇 가지 시험 분석이 

지연되었다. 소결체의 육안검사, 도, 치수, 미세조직 찰, O/M비 등 기

본 인 특성은 제조과정에서 측정 는 분석되었으며, 2000년 3월부터 

2000년 12월 재까지 분석이 완료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Pu-MOX 소결체의 Ceramography

   (1) 결정립크기 분석

   7IM-T200과 7IM-T203의 소결뱃취에서 각각 2개의 소결체를 채취하

여 hot laboratory에서 단, 연삭, 연마, 부식 등 미경 시편 비과정을 

거친 후 ASTM E112 linear intercept method에 의해 평균 결정립크기를 

측정한 결과 10μm와 11μm 이었다. 

   (2) 기공분포 분석

   7IM-T200, T203 소결뱃취에서 각각 채취한 Pu-MOX 소결체를 길이

방향으로 단, 연삭, 연마하여 미경시편을 비하 다. 연마된 면의 기

공조직을 학 미경으로써 찰하 고 Soft-imaging Software 상분석 

로그램을 사용해서 기공의 등가원직경, 기공분율, 기공분포 등을 분석하

다. 기공의 평균크기(등가원직경)는 약 2.9μm이었고 기공분율은 각각 

5.6%(7IM-T200), 5.3%(7IM-T203)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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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Thermal stability 시험

   7IM-T201 소결뱃취에서 3개의 Pu-MOX소결체를 채취하여 1700℃의 

8H2+92N2 분 기에서 24시간 동안 재소결한 후 도를 측정하 다. 소결

체의 도는 재소결 후 약 3.5%T.D. 감소하 고, 직경이 1.1% 증가하

다. 

 다. Pu-MOX 소결체의 열 도도 측정

   7IM-T200 소결뱃취에서 한 개의 소결체를 채취하여 centerless 

grinder를 사용하여 직경을 8.19mm에서 5.45mm로 연삭하 다. 이 소결체

를 횡방향으로 단하여 두께 약 0.9mm, 직경 5.45mm인 3개의 disk를 

비하 다. 이 시료의 열 도도를 독일 ITU에서 분석하 다. 

 라. 화학분석

   Pu-MOX의 아트리션 링처리된 분말뱃취, 7IM-P061과 소결뱃취 

7IM-T200, 7IM-T203으로부터 각각 화학분석용 시료를 채취하여 U/Pu 

조성, O/M비, 동 원소함량, 잔류가스함량 등을 분석하 으며 그 결과를 

표 3-1에서 나타내었다. 

   불순물 함량에서 혼합핵연료 분말, 소결체 모두 boron의 함량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결과에 한 원인이 아직 확실하지 않다. 분말처

리과정과 압분  소결과정에서 boron이 개입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재분

석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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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혼합핵연료 소결체 제조 공정기술 연구

 1. Attrition Mill의 개선방안 연구

  가. 개요

   혼합핵연료 소결체 제조공정은 UO2 소결체 제조공정과 달리 PuO2의 

균일한 분포를 한 분말처리공정이 필수 으로 추가되어야 한다. 혼합

핵연료 소결체는 UO2 소결체에서 요구하는 특성을 만족해야 할 뿐만 아

니라 Pu-rich particle의 크기와 분포, 그리고 소결체의 solubility가 요

하며, 이러한 특성은 분말처리공정에 의해 결정된다 [3-1, 2]. 순수 UO2 

분말은 분말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95%T.D.의 소결체로 제조될 수 

있으나[3-3], 혼합핵연료는 UO2 분말에 PuO2 분말을 균일하게 혼합하여 

소결체를 제조해야하기 때문에 분말처리를 하지 않으면 Pu의 분포가 균

일하고 95%T.D.의 도를 갖는 소결체를 제조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혼

합핵연료 소결체의 제조공정에서 분말처리는 분말의 소결성, Pu 분포의 

균질성, 미세조직 등을 결정하는 가장 요한 공정이다.

   재까지 상용화된 혼합핵연료 제조공정으로는 ball mill을 이용하여 

혼합핵연료 분말을 제조하는 공정으로 MIMAS[3-4]  OCOM[3-5] 등

이 있고, 건식 attrition mill을 이용하는 공정으로는 SBR[3-6] 이 있다. 

이  건식 attrition milling은 분말의 입자크기와 분포를 변화시키거나 

는, 원료분말에 다른 첨가제가 사용되는 경우에 입도조 과 혼합균질

도를 얻기 해 용된다. 

   건식 attrition mill은 고정된 분쇄용기에 분쇄매개체로서 steel ball 

는 ceramic ball을 넣고 그 에 분말을 부어 교반 을 회 시켜 그 에

지를 분쇄매개체로 달함으로서 분말을 혼합  분쇄 처리하는 장비

이다. 건식 attrition mill의 경우 분말이 분쇄매개체를 통과하여 분쇄용기

의 바닥으로 내려오면 jar 바닥과 벽 사이의 가장자리에 분말이 달라붙

게 된다. 고착된 분말덩어리는 더 이상 혼합/분쇄처리가 되지 않고, 링

을 계속함에 따라 그 덩어리의 강도만 증가하게 된다[3-7]. 따라서, 통상

인 분쇄용기와 교반 의 설계로서는 분쇄용기에 고착된 분말을 어내

야 하므로 작업이 불편하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제작된 2단

계 연속형 attrition mill[3-7, 8]은 batch형 attrition mill의 기 강력한 

분쇄  혼합 능력을 연속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장비로서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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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쇄 능력에 있어서 우수한 것으로 입증된 바 있다. 그러나 2단계 

attrition mill은 제작비가 고가이며, 교반 의 핀과 간 sieve  하단 

sieve 사이의 간격조 이 까다롭고, 분말특성에 따라 링조건을 확립해

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본 과제에서는 2단계 attrition mill을 보완하여 

분쇄용기를 1단계로 하고 알루미나 재질의 용기를 가공하여 사용하 다. 

알루미나 용기의 바닥에 sieve를 가공하고 분말의 방출 셔터와 분말용기 

설치부분을 수정하 다.  

   본 보고서에서는 1단계 연속형 건식 attrition mill에서 수정된 내용과 

mill의 성능시험결과를 기존에 사용하던 2단계 attrition mill과 batch 

attrition mill의 분말처리성능과 비교하여 분석하 다. Attrition mill의 성

능실험에서 UO2 분말에 PuO2의 체물질로서 CeO2 분말을 첨가하여 3가

지 attrition mill을 사용하여 분말처리를 하고 혼합/분쇄된 

UO2+5wt%CeO2 분말의 소결성과 소결체의 미세조직을 비교하 다. 

  나. Attrition Mill의 구조

   기존 스 스 PSI와 국제공동연구에 사용된 바있는 2단계 연속형 

attrition mill을 보완하여 개조한 1단계 연속형 attrition mill을 그림 3-1

에서 나타내었다. 기존에 사용하던 2단계 연속형 attrition mill의 분쇄용

기는 그 명칭 로 2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 하단 사이에 sieve가 설치

되어 있었으나 1단계 mill에서는 이 용기를 알루미나 pot로 체하고 pot

의 바닥에 sieve를 가공하여 단순화시킨 형태이다. 

   1단계 연속형 attrition mill은 크게 동력모터와 제어기, 분말구형화 장

치[3-8], 분쇄용기  부착지지 , 분말공 장치, 분쇄된 분말의 방출 셔

트  분말용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력용모터는 속도가변이 가능한 

NISSEI 사의 GTRⅡ-V로서 정격회 수는 2500rpm이고, 정속토로크는 

14 kgf.cm 이다. 동력모터는 타코미터(오토닉스, M4W-C)와 모터 제어기

에 의해 속도조 과 정, 역회 이 가능하다. 동력모타의 동력은 attrition 

mill의 교반축에 항상 연결되어 있으며, 클러치를 통하여 분말구형화장치

의 rotor에 동력을 공 할 수 있다. 

   분쇄용기 지지 는 분쇄용기를 mill에 탈착할 수 있도록 주축에 장착

되어 있다. 주축에 rack gear가 장착되어 지지 를 상하로 이동이 가능하

고, 지지 의 치가 설정이 되면 고정장치를 조여서 잠근다. 한 교반

의 장착 는 분리할 때나, 지르코니아 볼을 분쇄용기에 부어 넣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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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할 때 장착된 분쇄용기를 좌 우로 회 할 수 있도록 회 장치가 되

어있다. 

   1 단계 연속형 attrition mill의 분쇄용기는 하나의 알루미나 pot로 구

성되어있으며 바닥에 분말이 통과하고 분쇄매개체는 빠져나오지 않도록 

sieve가 가공되어 있다. 분쇄매개체로는 분말배출구의 크기를 고려하여 

직경 8mm의 지르코니아 ball을 사용하 고, 교반 은 하부면은 분말의 

고착을 지연시킬 수 있도록 4각 을 사용하 고, 축의 나머지 부분에는 

텅스텐 을 가진 회 날개를 설치하 다. 분쇄용기를 지지하는 겉 통은 

스텐 스 재질로써 가공되었고, 그 속에 알루미나 pot가 삽입되어 실리콘 

링과 O-ring으로 지지되어 있다. 알루미나 pot 아래쪽에 shutter가 부착

되어 있고 그 사이에 폴리카보네이트 을 삽입하여 shutter 개폐를 부드

럽게 하고, 고 분쇄용기와 shutter 사이에 분말이 잔류하는 문제가 발생

하지 않도록 수정하 다. 분말용기는 일반 시료 병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장치를 고안하여 분쇄된 분말이 배출되는 mill의 하단 면과 분말용기

의 상부를 연결해주도록 구성하 다. 분말용기 연결장치는 mill의 하단 

면의 분말 배출구와 분말용기 상부에 틈이 없이 연결이 되도록 나사산을 

내어 분말 이송용 용기로도 사용될 수 있도록 shutter가 내장되어있다.

   본 연구과제에서 개발된 1단계 연속형 건식 attrition mill 장치는 2단

계 연속형 mill 장치에 비하여 단순하게 제작 되어있기 때문에 장치 제작

과 보수의 에서 이 을 가지고 있다. 

  다. 분말처리방법

   1단계 연속형 attrition mill의 구동방법은 분쇄용기 하단에 설치되어 

있는 용기 개폐장치를 닫은 후 분쇄용기의 상단에 부착되어 있는 분말공

 을 통하여 비된 분말을 투입한다. 분쇄용기에 투입된 분말은 

attrition mill을 가동하면 교반 으로부터 해 받은 운동에 지에 의해 

지르코니아 볼과 볼 사이, 는 볼과 분쇄용기의 벽 사이에 충돌하면서 

혼합  분쇄가 이루어진다. 이 분말처리과정에서 일정시간이 지난 후에 

분쇄용기 하단의 shutter를 열면 혼합/분쇄된 분말이 하부 분말용기로 모

이게 되는데, 공 된 분말의 약90% 정도가 배출되면 분쇄용기 하부에 있

는 shutter를 닫고, 아래쪽 분말용기를 분말공  에 다시 연결하여 분

말을 재투입하고 분말처리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한편, 분말은 특성에 따

라 분쇄용기의 벽에 고착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혼합/분쇄 시간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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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방출시간을 조 할 필요가 있다. 처음 attrition mill로 공 되는 분말

의 무게와 혼합/분쇄시간, 방출시간, 방출된 분말의 무게, 교반 의 회

속도 등을 측정하여 최 의 혼합/분쇄조건을 설정해 두어야 한다. 

  라. UO2+5wt%CeO2 혼합분말을 이용한 attrition mill의 성능실험

   UO2에 5wt%CeO2 분말을 첨가하여 Turbula mixer로써 혼합한 다음 

혼합분말을 mill의 분쇄용기에 장입하고, 용기 부분에 장착된 shutter

를 닫은 후, attrition mill을 약 160rpm의 속도로 2분 동안 분쇄하 다. 

링 후 shutter를 열은 뒤 분말이 배출되는 시간을 알아보기 해 약 3

분 간격으로 링된 분말이 90% 이상 배출 때까지 반복 측정하 다. 이

러한, 과정을 연속해서 15회 동안 연속 으로 수행하 고, 횟수별 분말의 

분쇄처리 정도를 확인하기 해 5, 10  15 회 링 후 분말을 채취하

여 분석하 으며, 분말의 특성을 표 3-2에 나타내었다. 

   링-배출 사이클을 5, 10, 15회 통과한 분말로부터 약 4g의 시료를 

채취하여 zinc stearate가 도포된 형에 장입한 후 유압 스로써 

300MPa의 압력으로 성형하 다. 성형체의 직경은 약 10㎜, 길이 약 8㎜

이며, 압분 도는 약 6.5g/cm
3이다. 성형체를 alumina crucible에 담아서 

tube furnace에 장입하고, 이들을 각각 1700℃ 4시간 동안 7H2+93N2 분

기에서 환원소결 하 다. 

  마. 성능실험 결과  고찰

   (1) 1단계 연속형 attrition mill의 링성능

   batch형 attrition mill과 2단계 연속형 attrition mill  1단계 연

속형 attrition mill을 각각 사용하여 핵연료분말을 링처리한 후 분말

의 불순물 함량을 분석하여 표 3-3에서 비교하 다. Batch형과 1단계 연

속형 attrition mill에서 링처리 된 분말은 분말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에 비해 불순물 함유정도가 많지 않았으나, 2단계 연속형 attrition mill에

서 링된 분말의 경우 Fe의 불순물 함량이 많이 검출되었다. 2단계 연

속형 의 경우 상, 하부의 분쇄용기에서 지르코니아 볼과 분말을 분리해

주는 인코넬 sieve로부터 불순물이 개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 체의 

핀과 인코넬 sieve 사이의 간격이 지르코니아 볼의 직경 보다 훨씬 게 

조정되어야 하며, 그 지 않으면 지르코니아 볼이 그 사이에 끼여셔 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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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거나 sieve가 마모되어 불순물이 개입된다. 

   그림 3-2에서 1단계 연속형 attrition mill의 링 횟수별 분말배출시

간에 따른 분말의 배출량을 나타내었다. UO2+5wt%CeO2 분말이 분쇄용

기 내에서 2분동안 링된 후 셔트를 열어서 분말이 방출되는 속도는 

횟수가 거듭될수록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 1회, 5회 링된 경우 약 10

분 이내에  97%의 링된 UO2+5wt%CeO2 분말이 sieve를 통과하여 분

말용기로 방출되었다. 그러나 10회, 15회 링된 분말은 10분 동안에 약 

70%, 50% 방출되었다. 링 횟수가 거듭될수록 분말의 미세해지면서 

착성이 생겨서 일부 분쇄용기의 벽에 달라붙기 때문에 방출시간이 상

으로 길어진다. 15회 링된 분말의 경우 일부가 분쇄용기의 벽과 

바닥의 가장자리에 고착되어 20분 이상 방출시키더라도 더 이상 분말이 

나오지 않는다. 분쇄용기의 벽에 달라붙어있던 분말은 작은 덩어리로 떨

어지기 때문에 일종의 agglomeration 효과가 나타나서 일단 방출된 분

말의 flowability는 링횟수가 많아질수록 좋아진다. 

   1단계 attrition mill을 사용하여 milling 횟수에 따른 소결 도 변화

를 기존에 사용하던 batch mill과 2단계 연속형 attrition mill의 경우와 

비교하여 그림 3-3에 나타내었다. 1단계 attrition mill을 사용하여 

UO2+5wt%CeO2 분말을 5회 통과한 다음 링된 분말을 압분하여 170

0℃, H2+N2 분 기에서 4시간 동안 소결하면 소결 도는 10.34g/㎤이고, 

통과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성형 도와 소결 도가 증가하 다. 1단계 

attrition mill에서 5회 통과한 분말의 소결성은 batch mill에 2시간 동안 

링한 분말의 소결성 보다 0.02g/㎤ 정도 으나 10회, 15회 통과한 분

말은 소결성이 상당히 높아서 소결 도가 이론 도의 98%에 근한다. 

그러나 2단계 attrition mill의 경우  분말의 소결성이 좋지 않아서 10회 

는 15회 링하더라도 소결 도가 10.18 g/㎤로서 상당히 낮게 나타났

다. 

   그림 3-4에서 1단계 attrition mill과 batch형 attrition mill을 사용하

여 각각 링된 분말로부터 제조된 소결체의 기공조직사진을 나타내었

다. 반 으로 기공의 형상이 구형이며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 Batch

형 attrition mill과 1단계 attrition mill로써 링된 분말의 소결체 조직

에서 기공의 크기와 분포가 거의 비슷하며, 1단계 mill의 링횟수가 10

회, 15회로 많아지면 기공이 감소하 고 아주 미세한 기공이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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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O2+5wt%CeO2 분말을 3종류의 attrition mill을 각각 사용하여 링

한 후 제조된 소결체의 평균 결정립 크기 변화를 그림 3-5에 나타내었

다. 1단계 연속형 attrition mill에서 5회 링된 분말로 제조된 소결체의 

평균결정립크기는 8.5㎛로서 batch attrition mill의 경우 4.5㎛ 보다 훨씬 

결정립이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 mill에서 분말의 링횟수가 증

가함에 따라 결정립크기가 조 씩 증가하는 볼 수 있다. 한편 2단계 연

속형 attrition mill의 경우 소결 도가 매우 낮았으나 결정립 크기는 약 

12㎛ 이다. batch형 attrition mill로써 링된 분말의 경우 결정립이 미세

한 것은 batch mill이 분쇄효과 면에서는 우수하지만 그 효과가 연속

이지 못하고, 주로 링 기에 분말이 분쇄용기 벽에 고착되는 상이 

일어나게 되며, 분쇄용기에서 교반 의 설치 높낮이에 따라서도 혼합 분

쇄되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batch형 attrition mill은 재 성이 

없으며 그 성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으나 1단계 연속형 mill 보다 

성능이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atch형 attrition mill과 1단계 연속형 mill을 사용하여 링된 분말의 

압분체를 1700℃, 7H2+93N2분 기에서 소결하여 소결체를 제조하 고, 

그 소결체의  결정립 조직을 그림 3-6에서 나타내었다. 그림 3-6(a)에서 

보는 바와 같이 batch형 attrition mill을 사용하여 링된 경우 결정립의 

크기가 균일하지 않고, ‘rock in sand’ 구조와 유사한 조직을 갖고 있다. 

이 분말의 경우 소결성이 충분히 좋지 않거나 UO2에서 CeO2의 분포가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bimodal structrue가 형성된 것이다. 그

림 3-6(b), (c), (d)는 1단계 연속형 attrition mill을 사용하여 처리된 분

말로부터 제조된 소결체의 조직사진이다. 링횟수가 증가하면 결정립이 

성장하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고, 기공의 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림 3-6(d)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회 링한 경우 많은 

기공이 결정립 내부에 분포되어 있다. 

  바. 결 론

   batch형 attrition mill의 분쇄능력과 취 상의 문제 들을 해결하기 

해 1단계 연속형 attrition mill을 개발하 다. 새로 개발된 연속형 mill

은 분쇄용기와 sieve가 일체형으로서 알루미나 도가니로 제조되어 있고 

회 체의 핀은 tungsten이며 분쇄매개체로서 직경 8mm의 지르코니아 

ball을 사용하기 때문에 불순물의 개입이 거의 없고 링작업이  간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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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속형 mill의 성능을 평가하기 해 분말의 링  방출시간을 횟수

별로 시험한 결과, 기존의 batch mill 보다 성능이 우수하며 분말의 손실

량이 고 취 이 간편하며 주 의 오염을 방지하는 장 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U,Ce)O2 혼합핵연료소결체 제조에서 기존의 batch형 attrition mill로 

링하여 소결체를 제조하면 결정립크기가 약 4㎛ 내외이며 크기분포가 

불균일하다. 1단계 연속형 attrition mill을 사용하여 UO2+5wt% CeO2 혼

합분말을 5회 링하여 소결체를 제조하면 소결 도가 10.34g/㎤ 까지 증

가하며 평균결정립크기는 8.5㎛이었다. UO2+5wt%CeO2 혼합분말을 10회 

이상 통과시켜 링처리하면 10.44g/㎤ 이상의 소결 도와 10㎛ 이상의 결

정립을 갖는 소결체를 얻을 수 있었다. 

 2. 기공형성제를 이용한 소결체 물성개량 연구

 

  가. 기공형성제의 첨가단계/방법연구

   (1) 개요

   도가 아주 높은 소결체는 열린 기공이 없고 내부 으로 서로 연결된 

기공이 거의 없다. 이러한 소결체는 열 도도가 높고 제조공정에서 장시간 

장해도 가스함량과 수분 흡수량이 극히 다는 장 이 있으나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 물질의 방출, 소결체의 팽윤 등 조사거동에 문제가 발생하

기 때문에 경수로 핵연료의 설계시방에는 소결체가 약 5%의 기공을 가지

도록 요구하고 있다. 고 화 상에서 찰된 바에 의하면 원자로 내 재소

결 상에 의해 직경이 약 2μm 미만인 미세한 기공은 소멸되어 도가 약

간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소결체의 치수변화와 핵분

열가스의 방출이 나타난다. 상 으로 큰 기공을 가진 소결체는 조사를 

받는 동안 기하학 으로 안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3-9～3-12].

   미세한 기공의 함량을 최소화하여 조사거동이 안 한 소결체를 제조하

기 해 기공형성제를 사용한다. 기공형성제는 소결 도를 제어하고 미세

조직과 열  거동에 미치는 그 효과가 만족스러워야 하며, 소결 도를 떨

어뜨리고 큰 기공을 형성시키는 역할을 하더라도 소결 에 그 성분이 모

두 제거되어야 하고, 소결체의 기공 분포가 균일하고 재소결 후 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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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3-13]. 

   본 연구에서는 AZB, Zinc stearate, Stearic acid, AUC 등을 모의 혼합

핵연료분말에 기공형성제로서 첨가하여 소결 도의 감소효과와 기공  결

정립 구조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한 분말처리 공정과 기공형성제

의 첨가 단계를 달리하여 소결체의 기공조직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도

출하 다. 

   (2) 실험방법

    (가) 분말 비

   UO2 원료분말은 Integrated Dry Route (IDR)에 의해 제조된 depleted 

UO2 분말로서 pour density와 tap density가 각각 0.76g/cm3, 1.81g/cm3 , 

O/U ratio는 2.11, 평균입자크기 2.2μm, 비표면  2.8m/g 이며 유동도가 거

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혼합핵연료 연구에서 U-Pu-O계와 U-Ce-O계는 

phase, 확산, 산소포텐샬 등 고온 열  특성이 유사하기 때문에 CeO2를 

PuO2의 체물질로서 리 사용한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CeO2 분말은 평

균입자크기가 약 6.7μm 이다. 기공형성제로는 AZO dicarbon amide(AZB), 

zinc stearate  stearic acid 등 3가지 유기화합물을 사용하 다. 

    (나) 분말처리  기공형성제 첨가

   UO2+0.5wt%CeO2 분말에 기공형성제를 링 후 혼합 는 혼합 후 

링의 2 가지 방법으로 첨가하 다. 링 후 혼합 방법은 UO2+0.5wt%CeO2 

분말을 연속형 건식 아트리션 에서 10pass 링한 후 기공형성제를 

0.2wt% 는 0.5wt% 첨가하여 Turbula mixer로써 2시간 동안 혼합하 다. 

혼합 후 링 방법은 UO2+0.5wt%CeO2 분말에 기공형성제를 첨가한 후 건

식 아트리션 에서 10pass 링하 다. 

   혼합, 링 처리된 UO2+0.5wt%CeO2 분말을 25MPa로 압분하여 약 

4.7g/cm
3의 도를 갖는 비 압분체를 만든 다음  rotor와 sieve로 구성된 

granulator를 사용하여 유동성이 좋은 UO2+0.5wt%CeO2  granules로 비

하 다. 

    (다) 압분  소결

    UO2+0.5wt%CeO2 granules을 유압 스에서 약 400MPa, die wall 윤

활방식으로 압분하여 직경 10.03mm의 압분 도 6.45g/cm
3인 압분체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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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Tube furnace에 압분체를 장입하고 5℃/min.속도로 가열하여 

1700℃의 93N2+7H2 혼합가스 분 기에서 4시간 동안 소결하 다.

   (3) 실험결과  고찰

   기공형성제에 의한 소결 도의 감소효과는 그림 3-7에서 보는 바와 같

이 AZO dicarbon amide(AZB), zinc stearate, stearic acid  AUC의 모

든 경우에 나타났다. 0.5wt%의 기공형성제를 링된 UO2+5wt%CeO2에 

첨가하여 혼합한 경우( 링 후 혼합) 소결 도가 0.15～0.20 g/cm
3 (이론

도의 1.4～1.9%) 감소하 다. UO2+5wt%CeO2에 0.5wt%의 기공형성제를 

첨가한 후 아트리션 링한 분말의 경우(혼합 후 링), 소결 도가 링 

후 혼합 보다 높고 0.2wt% 기공형성제를 mixing한 경우와 비슷하 다. 

   기공형성제를 첨가한 소결체의 기공분포를 그림 3-8에서 나타내었다. 

0.2wt%의 기공형성제를 혼합한 소결체의 기공분포를 보면 그림 3-8(a)와 

같이 기공형성제를 첨가하지 않은 소결체에 비해 평균직경이 5～10μm인 

기공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0.5wt%의 기공형성제를 혼합

한 소결체에서는 그림 3-8(b)와 같이 10μm 이상의 큰 기공들이 많이 분

포되어 있고 특히 stearic acid를 첨가한 경우 30～40μm의 큰 기공들도 존

재한다. 기공형성제들은 200μm sieve를 통과시켜서 사용하 으나 특히 

stearic acid의 경우 큰 덩어리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첨가된 소

결체에서 큰 기공이 찰되며, 4가지 기공형성제 가운데 zinc stearate가 

기공형성에 가장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UO2+5wt%CeO2와 

0.5wt% 기공형성제를 동시에 아트리션 링한 경우, 그림 3-8(c)와 같이 

0.5wt% 혼합한 경우와 비교해서 큰 기공이 찰되지 않았고, 반 으로 

그림 3-8(a)의 0.2wt% 혼합한 경우의 기공분포와 유사하다. 한편 그림 

3-8(d)와 같이 UO2+5wt%CeO2에 기공형성제로서 AZB를 첨가하여 동시에 

링하면 기공형성제를 첨가하지 않은 소결체의 기공분포와 큰 차이가 없

으나 UO2+5wt%CeO2 분말을 링한 후 0.5wt%의 AZB를 혼합하면 평균

직경 10μ 크기의 기공들이 분포하게 된다. 

   따라서 기공형성제를 원료분말에 첨가하여 동시에 링하면 기공의 분

포를 변화시키지 않고 소결 도만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며, 원료분말을 

링한 후에 기공형성제를 첨가하면 도의 감소와 더불어 큰 기공을 분

포 시킬 수 있다. 기공형성제를 링한 원료분말에 첨가하여 혼합하면 기

공형성제의 입자크기가 소결체에 존재하는 기공의 크기에 향을 미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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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링한 경우 보다 기공분포가 균일하지 않았다. 기공형성제의 분말

입자크기분포가 이것을 혼합하여 제조한  소결체의 기공분포와 한 

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공형성제 분말에 아주 미세하거나 무 큰 입

자가 존재하면 소결체의 기공조직이 불균일하고 미세한 기공과 큰 기공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sieve를 사용하여 미세한 분말과 큰 분말을 제거

해서 사용한다

   기공형성제가 결정립 성장에 미치는 향을 보면, 그림 3-9와 같이 

zinc stearate와 stearic acid를 첨가하 을 때 결정립이 약간 감소하는 경

향을 보이며, 원료분말과 0.5wt% 기공형성제를 동시에 milling하면 기공분

포는 균일하나 결정립크기는 기공형성제를 혼합한 경우 보다 약간 작게 

나타났다. 

   기공형성제를 첨가해서 제조된 소결체의 ceramography 결과를 그림 

3-10에서 나타내었다. AZB를 0.5wt% 첨가하여 원료분말과 동시에 아트

리션 링한 그림 3-10(b)는 첨가하지 않은 그림 3-10(a) 보다 결정립이 

작고 기공조직은 비슷하다. 첨가제를 0.2wt% 혼합한 그림 3-10(c)와 

0.5wt% 혼합한 그림 3-10(d)에서 기공형성제가 결정립 성장에 거의 향

이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첨가제 함량이 높으면 그림 3-10(d)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큰 기공이 존재한다. 0.5wt%의 zinc stearate와 stearic 

acid를 각각 첨가한 경우에도 그림 3-10의 (e)와 (f)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정립성장에는 거의 향을 미치지 않고 첨가함량에 따라 큰 기공이 존

재함을 볼 수 있다. 

   핵연료 소결체가 원자로 내에서 열 , 기하학 으로 안정되고 핵분열 

가스를 하게 수용하도록 하기 해 소결체에 2～3μm크기의 미세한 

기공이 최소로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소결체는 소결성이 좋은 원료분말에 

기공형성제를 첨가하여 기공분포를 제어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원료분말

의 소결성은 아트리션 링에 의해 증가시킬 수 있으며, 기공형성제 분말

의 입자크기와 분포  첨가방법에 따라 기공크기와 분포를 제어할 수 있

다.

   (4) 결 론

   1. UO2+5wt%CeO2에 AZB, zinc stearate 는 stearic acid를 기공형성

제로서 첨가하면 소결 도가 감소하고 결정립 크기는 거의 향을 받지 

않고 큰 기공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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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ZB를 첨가하면 다른 기공형성제 보다 압분체의 도와 소결 도

가 많이 감소하 다. 

   3. UO2+5wt%CeO2에 0.5wt%의 기공형성제를 첨가한 후 동시에 아트

리션 링을 하면 기공형성제의 분말입자가 미세하게 깨어져서 소결체에

서 큰 기공이 존재하지 않고 균일한 기공분포를 얻는다. 

   4. 먼  링된 UO2+5wt%CeO2에 기공형성제를 혼합하면 결정립 성장

에는 거의 향을 미치지 않고 큰 기공이 존재하며 기공형성제 분말입자

분포가 소결체의 기공크기분포와 한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기공형성제를 첨가한 산화소결체의 열  안정성 연구

   (1) 개요

   혼합핵연료분말의 압분에서 일반 으로 리 사용되고 있는 zinc 

stearate를 윤활제 는 기공형성제로 사용하게 되면 산화소결 공정을 거

친 후 소결체의 열  안정성이 하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러한 산화소

결체에 해 재소결시험을 하면 소결체에 cavity가 생성되고 팽윤 상이 

발생하 다[3-14, 15]. 따라서 산화소결체의 재소결에서 팽윤이 나타나는 

원인을 규명하게 되면 그에 따른 문제 을 해결하고 소결체의 열  안정

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기공형성제는 소결 기단계에 도달하기  열분해되어 열린 기공채

을 통해 압분체 외부로 제거되며, 이 기공형성제가 제거되고 남은 공간은 

소결과정에서 기공의 형성에 기여하므로 소결체내에서 기공의 크기와 분

포는 첨가된 기공형성제 분말의 크기분포와 한 계가 있다. 한 기

공의 분포는 기공형성제의 분해온도와 잔유물의 유무, 가열속도, 기공채

의 닫힘속도에 따라서 달라진다[3-16]. 

   본 연구에서는 산화소결공정에 의해 제조된 소결체의 팽윤 상에 한 

원인을 규명하고 그 문제 을 해결하기 해 CO2  N2+H2 분 기에서 

기공형성제  윤활제의 열분해/제거 실험, 그리고 열분해 후 잔유물에 

한 XRD분석을 수행하여 cavity  팽윤의 발생 원인을 연구하 다. 한 

기공형성제가 혼합핵연료분말의 소결거동에 미치는 향과 pore channel 

closing과의 계를 밝히기 해 기공형성제/윤활제의 종류  첨가량에 

따른 압분체의 수축율울 thermo-mechanical analysis system (TMA)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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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험방법

   실험에서 사용된 기공형성제는 zinc stearate, stearic acid, dicarbon 

amide, acrowax 등이며, 이들의 물리화학  특성은 표 3-4와 같다.

   열 량분석장치를 사용하여 분 기가스로 CO2 는 7%H2+93%N2 

혼합가스를 30SCCM, carrier gas로서 헬륨가스 30 SCCM을 흘리면서 

분당 5℃로 400, 800, 는 900℃까지 각각 가열하여 장시간 동안 유지

하면서 시료의 무게변화를 측정하 다. 한 zinc stearate를 알루미나 

도가니에 담아서 정  자 울에 매달고 분당 30 ㎖의 CO2 가스와 헬

륨가스를 기로와 정  자 울에 각각 불어주면서 5℃/m으로 130

0℃까지 가열하면서 시료의 무게변화를 측정하 다.

   시편의 산화소결  재소결실험에서는, UO2분말에 5wt%의 CeO2를 

첨가하여 2시간 동안 Turbula mixing을 한 후 연속형 attrition mill에

서 10회 링하고 UO2+5wt%CeO2 분말에 0.5wt%의 기공형성제를 첨

가하여 2시간 동안 Turbula mixing한 후 약 370MPa압력으로 압분하여 

직경 10mm의 압분체를 제조하 다. 이 압분체를 산화소결공정과 환원

소결공정에 의해 각각 소결하여 소결체를 제조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

다. 산화소결의 경우 1450℃의 CO2 분 기에서 5시간 동안 소결하고 

같은 온도의 8%H2+92%N2에서 1시간동안 환원하 으며, 환원소결은 

1700℃의 8%H2+92%N2에서 5시간 동안 소결하여 소결체를 제조하 다. 

2가지 소결공정에 의해 각각 제조된 소결체를 1700℃의 8%H2+92%N2

에서 24시간 동안 재소결한 후 소결체의 도, 칫수, 미세조직 등을 분

석하 다. 

   소결 기단계의 수축율 측정을 하여 압분체를 TMA에 장입하고 

CO2 가스분 기에서 3℃/m으로 1500℃까지 가열하여 4시간 동안 유지

한 후 같은 속도로 냉각하 다. 소결 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압분체

의 길이방향 수축율을 찰, 분석하 다.

   (3) 실험결과  고찰

   CO2 분 기에서 기공형성제의 열분해 실험결과 그림 3-11과 같이 

stearic acid (SA), dicarbon amide (DA), acro wax (AW)등은 400℃에 도

달할 때까지 부분 열 으로 분해되어 제거되지만 zinc stearate (ZS)의 

경우 약 17wt%가 분해 제거되지 않고 잔류물로 남아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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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잔류물을 XRD 분석한 결과 그림 3-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화아연

(ZnO)의 XRD peak들과 일치하 다. 

   Zinc stearate는 그림 3-13과 같이 8%H2+92%N2 분 기의 900℃에서 1

시간 이상 가열하면 98% 이상 제거되었으며, 800℃에서 3 시간 이상 가열

하면 97 % 까지 제거되었으며 그림 3-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zinc 

stearate와 ZnO 모두 1200℃에 도달하면 99% 이상 분해 제거되었다. 그러

나 CO2 분 기에서는 zinc stearate를 1300℃까지 가열하여도 약 380℃에

서부터 형성된 잔유물이 분해,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다. 따라서 zinc 

stearate를 첨가하여 산화소결을 할 경우, 산화소결체의 닫힌 기공내에 잔

류하는 산화아연이 재소결하는 동안 속아연과 산소로 분해되며, 산소는 

UO2 기지에 쉽게 확산되지만 아연은 빠져나가지 못하고 증발하여 그 증

발압력이 기공을 팽창시키고 이웃 기공과 함께 void를 형성함으로써 소결

체를 부풀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혼합 핵연료 압분체의 dewaxing 단계를 수행한 후 산화소결하여 제조

된 혼합 핵연료소결체는 그림 3-15와 같이 재소결 후에도 도변화가 이

론 도의 1 % 미만이며, 기공과 결정립의 크기  분포에 변화가 나타나

지 않았다.

   그림 3-16과 같이, zinc stearate를 첨가하고 산화소결공정에 의해 제조

된 혼합핵연료 소결체의 기공조직(그림 3-16(a))과 결정립 조직(그림 

3-16(c))은 정상 인 핵연료의 미세조직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 소결체를 

재소결하면 그림 3-16 (b), (d)와 같이 기공이 연결되어 cavity를 형성하며 

입계균열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음이 찰되었다. 

   윤활제 는 기공형성제로서 분해온도가 200℃ 미만이며 200～400℃의 

CO2 분 기에서 완 히 휘발 제거되는 물질을 혼합 핵연료분말에 첨가하

여 압분하면 산화소결을 하더라도 열  안정성을 만족하는 소결체를 제조

할 수 있다. 윤활제/기공형성제는 그림 3-11에서 본 바와 같이 380℃ 이하

의 CO2 분 기에서 모두 분해제거되는 stearic acid, dicarbon amide 는 

acro wax를 사용하고, 단지 dicarbon amide는 압분에서 윤활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윤활작용이 우수한 stearic acid 는 acro wax를 히 혼

합하여 사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Stearic acid, dicarbon amide  acro wax를 윤활제 는 기공형성제

로서 사용하면 dewaxing 단계를 용하지 않고 산화소결을 하더라도 20

0～400℃의 온에서 첨가제가 완 히 휘발 제거기 때문에 열  안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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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혼합핵연료 소결체를 제조할 수 있다. 그림 3-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stearic acid, dicarbon amide 는 acro wax를 첨가하여 산화소결공

정에 의해 제조된 혼합핵연료 소결체는 소결 도와 재소결 도 사이에 

큰 차이가 없이 소결체의 열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었다. 그러나 zinc 

stearate를 첨가한 경우, dewaxing 단계를 거치지 않고 산화소결하면 재소

결 후 도가 소결 도에 비해 약 이론 도의 3.3% 감소하 으나 

dewaxing 단계를 수행하면 재소결 도가 감소하지 않았다. 

   재소결 단계에서 소결체 도의 감소는 solarization 상이나 소결체의 

환원에 의한 무게 감소와 격자 상수의 증가가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이러

한 상에 의해 소결체에 void 발생과 팽윤 상이 발생할 수 없을 것으

로 측된다. Zinc stearate를 첨가한 혼합핵연료 압분체를 CO2 분 기에

서 산화소결할 경우 소결속도가 가속화 되어 기공이 빨리 닫히며 zinc 

stearate의 일부가 산화아연으로서 소결체의 닫힌 기공내에 남아 있어서 

이것이 재소결 과정에서 환원분해되고 휘발되어 소결체에 균열  팽윤 

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단된다. 

   UO2+5wt%CeO2 분말에 dicarbon amide를 첨가한 압분체의 수축율곡

선을 그림 3-17에서 나타내었다. 기공형성제가 첨가되지 않은 matrix 압

분체는 실온에서 약 650℃ 사이에서 열  팽창을 보여주며, 약 700℃에서

부터 수축이 시작되었고, 900～1060℃ 사이에서는 고용체형성, 상변태와 

같은 열  process와 련이 있는 step이 나타남이 찰되었다. 0.2wt% 

dicarbon amide의 경우 이 step이 보다 낮은 수축율에서 나타났으며, 이 

보다 첨가량이 증가하면 step이 완만해지는 경향을 보 다. 

   Acro wax를 첨가한 압분체는 그림 3-18과 같이 650℃미만의 온에서 

열 팽창이 matrix 압분체 보다 많이 일어났으며, 650℃ 보다 높은 온도구

간에서도 첨가하지 않은 압분체 보다 수축율이 고 step이  나타나

지 않음이 찰되었다. 

   (4) 결 론

   1. Dicarbon amide, stearic acid, acrowax  zinc stearate가 CO2 분

기에서 400˚C 보다 낮은 온도에서 분해되고 휘발되었으나, zinc stearate

의 경우 잔유물이 남았다. 

   2. XRD분석결과 zinc stearate의 잔유물은 ZnO로 밝 졌다. 

   3. 잔유물인 ZnO는 CO2 분 기에서 1300℃까지 가열하여도 분해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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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으나, 7H2+93N2 환원성분 기에서는 600 ℃～1200 ℃ 온도범 에서 

분해, 제거되었다. 

   4. 산화소결체의 재소결에서 팽윤 는 cavity는 닫힌 기공내에 존재하

는 zinc stearate의 잔유물, ZnO가 재소결과정에서 분해되어 기공내벽에 

hoop stress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다. 기공형성제를 이용한 도  미세구조 제어기술확립

   (1) 개요 

   핵연료 소결체 내의 기공조직은 핵분열물질의 방출, 결정립과 기공의 

이동, 소결체의 팽윤 등 조사거동과 한 계가 있다. 핵연료가 조사되

는 동안 소결체의 미세조직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며 결정립계의 이동과 

함께 기공이 이동하여 핵분열물질이 려나오게 된다[3-10, 11]. 만약 기

공들이 결정립 내부에 분포되어 있으면 결정립계가 이동하더라도 기공의 

이동과 성장이 발생하지 않고 핵분열물질의 장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핵연료의 열 도도 측면에서도 기공들이 결정립의 속에 분포되어 

있는 경우 결정립 사이의 불연속 공간을 여주기 때문에 기공이 결정립

계에 분포된 경우 보다 이 이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이와 같이 소결체에

서 기공의 안정성, 핵분열물질의 방출,  열 특성 등의 에서 보면 

intragranular 기공이 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소결체 

제조공정에서 기공의 분포를 결정립 내부에 많이 분포될 수 있도록 제어

하는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intergranular/intragranular 기공분포를 임의로 제어하기 

해 Matrix분말의 granulation 과정에서 비압분 압력을 달리하여 

granule의 강도를 변화시키고 기공형성제와 소결 진제를 사용하며, main 

compacting에서 압분 단계를 변화시켜 소결함으로써 소결체의 기공조직을 

제어한다. 성형체의 open porosity변화와 성형체 단면의 SEM조직을 

찰하여 압분상태를 확인하며, 성형체를 소결(산화, 환원)한 후 소결체의 물

성과 미세조직, 특히 기공조직에서 intergranular/ intragranular pore의 분

율을 분석하고 제어기술을 개발한다.

   (2) 이론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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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화물 분말의 소결은 먼  하고 있는 분말입자 사이에 neck가 

형성되고 고 화가 진행되면서 기공 channel 들이 닫 져서 closed pore

가 형성되기 때문에 인 한 결정립의 사이에 기공이 존재하게 된다. 이 

후 기공은 결정립 성장과 더불어 결정립계와 같이 이동하므로 소결체 내

의 기공들이 부분 결정립계에 분포하게 된다.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결

정립계 기공을 결정립 내부로 분포시키기 해 압분단계 제어  소결

진 방법을 용하 다[3-17]. 

   압분공정에서 압분압력이 증가하면 압분체의 도가 상 으로 높아

진다. 분말의 압분곡선은 압분압력에 한 압분체의 상 도 사이의 

계를 나타내며, 이 곡선에서 압분단계를 3개의 역으로 나  수 있다. 

역 1은 압분의 기단계로서 이 역에서 분말 알갱이의 재배열이 일

어나며 알갱이 사이의 compacting neighbors가 생긴다. 그러나 압분 도

의 증가에는 크게 기여하지 않으며, 분말 알갱이의 특성에 따라서 이 

역이 압분곡선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역 2에서는 알갱이들이 변

형을 하면서 이미 하고 있는 알갱이 사이에 소성변형이 일어나서 알

갱이 사이의 심거리가 어들고 반 으로 densification이  일어난다. 

이 과정이 진행되면서 이웃 알갱이 사이의 추가 인 과 심거리의 

근 으로 인하여 intergranular pore 공간이 감소한다. 역 3에서는 알갱

이를 형성하고 있는 분말입자가 재배열하여 알갱이 내부의 기공이 수축

한다. 압분체의 도가 포화되면서 compressibility가 격히 감소한다

[3-17]. 

   압분곡선은 한 압분압력을 결정하는데 필요하며 압분체의 기공조

직을 제어하는 데에도 용된다. 이 곡선은 한 구형화처리에서 사용된 

첨가제와 분말특성의 효과를 분석하는데에도 유용하게 이용된다. 압분거

동은 분말, 윤활제, 기공형성제, 결합제 등의 특성에 의존한다. 

   (3) 실험방법

   IDR UO2 분말 285g에 CeO2 분말 15g을 첨가하여 Turbula mixing에

서 1시간 동안 혼합한 후 연속형 attrition milling을 사용하여 10pass 

링하여 균일하게 혼합된 UO2+5wt%CeO2 분말 제조하 다. 혼합분말을 

47, 200, 350 MPa로 각각 압분하여 비압분체를 제조한 다음 sieve (21

2～425㎛)에서 분쇄하여 분말 granules을 제조하 다. 

   한편, 분말 granules의 강도와 기공형성제의 종류가 기공형성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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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향을 보기 해 순수 UO2 분말에 0.5wt%의 zinc stearate, acrowax, 

dicarbon amide 는 de-activated UO2를 첨가하여 Turbula mixer로써 

혼합하고 70, 350, 500MPa로 각각 비압분하여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분

말granules를 제조하 다.

   소결체의 기공을 제어하기 해 원료분말을 milling하기 에 0.5wt%

의 기공형성제를 첨가하거나 는 granulation처리후 분말 granules에 

0.5wt%의 기공형성제를 첨가하 다.

   De-activated UO2 granules는 혼합분말의 소결을 지연시키고 기공을 

형성시키기 해 첨가된다. 먼  UO2 분말을 47 는 200 MPa로 압분하

여 비압분체를 제조한 후 850-425㎛ sieve에서 분쇄하여 UO2 granules

을 제조하 다. 이 granules을 800℃의 CO2 분 기에서 3시간 동안 가열

하여 de-activated UO2 granules을 제조하 다. De-activated UO2는 원료

분말과 동시에 링하여 분말 granule을 제조하거나 는 원료분말 

granule에 de-activated UO2 granule을 혼합하 다. 

   분말 granules을 100, 250, 350, 500 MPa로 각각 압분하여 Ø10xH9mm

의 압분체를 제조하 다. 압분체는 2가지 소결공정으로 소결되었다. 먼  

환원소결의 경우 압분체를 1700℃의 7H2+93N2 분 기에서 4시간 동안 소

결하 다. 산화소결공정에서는 압분체를 800℃의 7H2+93N2에서 1시간 동

안 de-waxing처리 후 1500℃, CO2에서 4시간 동안 소결하고 같은 온도에

서 분 기가스를 7H2+93N2로 교체하여 1시간 동안 소결체를 환원하 다.

   (4) 실험결과

    (가) 압분압력에 따른 분말과 소결체의 도변화

   비 압분압력에 따라 비압분체의 도가 그림 3-19와 같이 직선

으로 증가하 고 granules의 pour density  tap density 한 증가하

으나, 200MPa 이상에서 tap 도는 saturation되어 비 압분압력을 더 

높이더라도 증가하지 않았다. 압분체 제조에서 그림 3-20과 같이 green 

density는 비 압분압력 보다 최종 압분압력에 따라 증가하 다. 그러나 

소결 도는 최종 압분압력에 거의 향을 받지 않았고, 같은 압분압력에서 

비 압분압력이 높을수록 소결 도가 감소하 다. 

    (나) 압분압력  기공형성제의 종류에 따른 소결체 특성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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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공형성제, 소결첨가제, granule강도  압분압력에 의한 소결체 기공

제어실험 matrix와 소결체의 도측정결과는 표 3-5와 같다.  비 압분압

력과 최종 압분압력이 같을 경우 기공형성제의 종류에 따른 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았았다. Batch no. U4  U8과 같이 최종 압분압력이 500MPa로 

압분하면 소결 도가 증가하 다. 최종 압분압력이 비 압분압력 보다 낮

은 경우 그림 3-21(a)와 같이 소결체 미세조직에서 granule의 형상이 남아

있고 그 주변으로 기공이 불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 최종 압분압력이 

비 압분압력 보다 높은 경우에는 기공형성제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

다. Zinc stearate를 첨가한 경우 zinc stearate의 윤활작용 때문에 그림 

3-21(b)와 같이 granule이 깨어져서 미세조직에서 그 형상이 나타나지 않

았으며 기공이 반 으로 균일하게 분포되어있었다. 그러나 dicarbon 

amide를 첨가한 경우에는 그림 3-21(c)와 같이 granule의 경계면을 따라서 

기공이 분포되어 있다. 소결 진제로서 Li2O를 첨가한 경우 소결 도가 오

히려 감소하 고, 그림 3-21(d)와 같이 granules의 경계면을 따라서 기공들

이 분포되어 있으며 소결체의 외부와 내부에 기공 분포가 다르게 나타났

다. 

    (다) 기공형성제 첨가 후 링  granulation 

    ① 환원소결공정

    원료분말에 0.5wt%의 zinc stearate, acrowax 는 dicarbon amide를 

첨가한 후 링하고 분말 granules를 제조하여 각 분말 granule batch의 

기공형성제의 종류  비 압분압력에 따른 powder density를 그림 3-22

에서 나타내었다. 기공형성제 가운데 dicarbon amide를 첨가한 분말이 다

른 분말에 비해 tap density와 pour density가 높게 나타났으며, 

de-activated UO2의 경우 원료분말과 동시에 링하여 제조된 분말 

granule이 원료분말 granule과 de-activated UO2 granule을 혼합한 경우 

보다 분말 도가 높다. 기공형성제 종류에 따라서 링된 분말의 도는 

큰 차이가 있으나 분말 granule 도의 차이는 비 압분압력이 높을수록 

감소하 다. 

  각 분말 granule batch로부터 제조된 소결체의 소결 도는 그림 3-23과 

같다. 소결 도는 비 압분압력과 최종 압분압력에 따라서 향을 받는

다. 비 압분압력이 낮은 경우의 소결 도가 비 압분압력이 높은 경우 

보다 낮다. 그러나 최종 압분압력이 300MPa 이상으로 증가하면 비 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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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에 따른 도변화가 없어진다. 최종 압분압력이 100MPa에서 500MPa

로 증가하면 그림 3-24와 같이 기공이 미세해지고 기공분율이 감소하나 결

정립크기에는 향을 미치지 않았다. Dicarbon amide 첨가 보다 zinc 

stearate를 첨가하면 기공이 조 하며, de-activated UO2를 co-milling에 의

해 첨가한 경우 그림 3-25와 같이 소결체의 결정립이 31㎛( 비압분 

70MPa)와 20㎛( 비압분 350MPa)로 크게 성장하나 de-activated UO2를 

혼합한 경우에는 결정립이 크게 성장하지 않았다.

 

     ② 산화소결공정

     산화소결체의 소결 도는 그림 3-26과 같이 기공형성제의 종류에 따

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최종 압분압력에 따라 증가하 다. 소결체의 

미세조직에서는 미세한 기공들이 결정립 내부에 분포되어 있으나 큰 기공

들은 여 히 결정립계에 분포되어 있다.

  Co-milling된 분말의 granule에 0.3wt% Ta2O5를 첨가하여 압분하고 환

원소결하면 그림 3-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결체의 도는 압분압력에 따

라서 큰 차이가 없으나 dicarbon amide를 첨가한 소결체가 acrowax를 첨

가한 소결체 보다 도가 약 2%T.D. 높게 나타났다. 소결체의 미세조직은 

그림 3-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정립이 기공형성제의 종류에 계없이 모

두 약 40㎛으로 성장하 고 큰 기공들이 결정립내부에 분포되어 있다.

    (5) 결론

    기공형성제를 이용한 소결체의 도  미세구조제어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압분체 도는 비 압분압력 보다 최종 압분압력에 

따라 증가하 으며, 최종 압분압력이 비 압분압력 보다 낮은 경우 소결

체 미세조직에서 granule의 형상이 남아있다. 최종 압분압력이 비 압분

압력 보다 높은 경우에는 granule이 깨어져서 미세조직에서 그 형상이 나

타나지 않았으며 기공이 반 으로 균일하게 분포되어있었다. 

   소결 진제로서 Li2O를 첨가하면 소결 도가 오히려 감소하 고 

granules의 경계면을 따라서 기공들이 분포되어 있으며 소결체의 외부와 

내부에 기공 분포가 다르게 나타났다. 

   De-activated UO2를 co-milling에 의해 첨가한 경우 소결체의 결정립이 

20㎛이상으로 크게 성장하나 혼합한 경우에는 결정립이 크게 성장하지 

않았다. Co-milling된 분말의 granule에 Ta2O5를 첨가하고 환원소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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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도는 압분압력에 따라서 큰 차이가 없으며, 결정립이 기공형성제의 종

류에 계없이 모두 약 40㎛으로 성장하 고 큰 기공들이 결정립내부에 분

포되었다. 

 3. UO2  UO2-5wt%CeO2 산화소결체의 재소결 거동연구.

  가. 이론  근방법

   핵연료 소결체는 분말야  분야에서 통상 으로 이용되는 방법, 즉 분말

처리, 성형  소결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다. 속 는 산화물 분말을 성

형할 때 성형성을 용이하게 하기 해서 zinc stearate와 같은 윤활제를 첨

가하는 것은 잘 알려진 공정이며, 이러한 윤활제는 소결체의 기계  성질에

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18～3-20]. 지 까지 사용되어 온 

윤활제는 약 400℃ 이하의 낮은 용융 을 가지고 있으며, 분 기에 계없

이 600℃에 도달되기 에 거의 다 증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18]. 윤

활제 가운데서 zinc stearate는 일반재료의 성형공정에서 뿐만 아니라 핵연

료 제조 분야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경수로용 원자력발 소에서 조사되고 있는 UO2 핵연료  UO2-Gd2O3, 

UO2-PuO2 등의 혼합핵연료는 1700℃-1750℃에서 환원성분 기로 소결되어 

제조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된 소결체의 도는 95±1%T.D.

이며, 결정립크기는 6∼10㎛이다. 혼합핵연료를 제조할 때 Gd2O3 는 PuO2

의 함량이 많아질 될 경우, 통상 인 환원소결 조건(1700℃, H2 분 기)으로

는 균일한 결정립분포를 갖거나, 10㎛ 이상의 large grain 소결체를 제조하

기가 어렵다. 이를 해서 소결온도를 낮춤으로서 제조비용을 낮출 뿐만 아

니라, large grain 소결체도 제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산화소결에 한 연

구가 진행되어 왔다[3-3, 12, 21, 22].

   소결체가 핵연료  내에 장입되어 조사될 때 소결체의 부피변화

(dimensional change)가 많이 일어날 경우 핵연료 이 손될 수도 있으므

로, 소결체의 로내 안정성을 해 소결체의 기공크기  분포, 소결 도 등

을 제어하게 된다[3-23, 24]. 소결체의 열  안정성은 소결체를 1700℃, H2 

분 기로 24시간 재소결하여 도변화가 1%T.D. 이내로 되는지로서 평가하

게 되며, 통상 으로, 환원소결 방법에 의해 제조된 UO2 소결체는 재소결 

후에 도가 1%T.D. 이내로 변화한다. 

   그러나, 산화소결된 UO2와 UO2-PuO2 소결체를 H2 분 기에서 재소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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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도감소가 일어나는 상은 여러 번 보고된 바 있다. 

Harada[3-15]와 Kamath[3-25]는 각각 UO2  UO2-PuO2 분말에 zinc 

stearate 는 zinc behanate를 윤활제를 첨가한 후 산화소결하 으며, 각 

소결체는 H2 분 기에서 재소결후 최  5%T.D. 까지 감소된다고 보고하

다.

  나. 실험  근방법

   실험에 사용된 분말은 IDR-UO2로서 국의 BNFL(British Nuclear 

Fuels public limited Co.)에서 제조된 것으로서, 평균 분말입자크기는 약 

0.2㎛, O/U비는 2.14이고, UO2 분말의 성형성을 좋게 하기 해서 비성

형  구형화(granulation) 처리를 하 다. CeO2(Aldrich Co.) 분말의 평

균입자크기와 비표면 은 각각 9㎛와 10m
2/g이다. UO2 분말에 CeO2를 

5wt% 첨가하여 Turbula 혼합기에서 약 1시간 혼합한 후, batch attrition 

mill에서 약 150 r.p.m.으로 10분씩 5회 분쇄처리를 하 다. 분쇄된 

UO2-5wt%CeO2 분말의 평균 분말입자크기는 약 0.2㎛ 이었다. 성형을 

해서 분말에 윤활제를 첨가하는 방법과 윤활제를 녹여서 성형체 die에 도

포하는 방법이 있다. 순수 UO2 분말의 성형을 해서, UO2 분말에 약 

0.2wt% zinc stearate를 첨가하거나, zinc stearate를 벤젠에 녹인 후 die

에 도포하고 말려서(이후로는 die-wall lubrication으로 표 ) 성형하는 방

법을 선택하 다. 분쇄된 UO2-5wt%CeO2 분말에는 세가지 종류의 윤활

제를 각각 첨가하여 윤활제의 향을 찰하 으며, 윤활제로는 zinc 

stearate(zinc stearate USP), stearic acid 그리고 Acrawax가 사용되었고, 

각 윤활제의 화학조성  용융  등은 표 3-6에 나타내었다. 

UO2-5wt%CeO2 분말의 성형에는  세 가지 종류의 윤활제들을 각각 

0.2wt%∼0.25wt% 첨가하거나, die-wall lubrication 방법을 이용하 다. 

한, 도의 제어를 해서 기공형성제인 AZB(C2H4N2O2) 분말을 분쇄된 

UO2-5wt%CeO2 분말에 섞어서 혼합하 다. AZB 분말은 212㎛ sieve를 

통과한 것만 사용하 다. 

   Zinc 잔류물이 재소결거동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하여 Zn 분말

(99.999%, AlfaAesar) 는 ZnO 분말(99.9%, Pioneer Chemical Co.)을 

UO2-5wt%CeO2 분말에 섞은 후, batch attrition mill에서 1 시간동안 분

쇄하 다. 이 경우에는 die-wall lubrication으로 성형을 하 다. 각 분말

을 약 4g 씩 press에 장입한 후  3 ton/cm
2으로 성형하 고, 성형된 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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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산화성 는 환원성분 기에서 그림 3-29와 같은 방법으로 소결되었

다. 성형을 해 die-wall lubrication을 하 고, 성형체 표면에 도포된 윤

활제를 성형체로부터 증발시키기 해서 소결온도에 도달되기  800℃

(presintering 온도)에서 1 시간동안 유지하 다. Fig. 1에서 보는 것처럼 

두 가지 방법의 산화소결 공정이 사용되었다. 산화소결에서 순수 UO2의 

경우, 소결은 1300℃/4h, UO2-5wt%CeO2에서는 1450℃/4h으로 실시되었

다. 산화소결체를 환원처리하기 해서 각 소결온도에서 H2 분 기로 2시

간동안 유지시켰다. 환원소결 조건은 1700℃에서 4시간 H2 분 기이었다. 

Zn powder의 산화, 환원거동을 찰하기 하여 TG(Cahn, TG171)를 이

용하 다. 재소결 거동을 찰하기 해 UO2  UO2-5wt%CeO2 소결체

를 1700℃에서 H2 분 기로 24시간 동안 가열하 으며, 도는 수침법

(water immersion method)으로 측정하 고, 결정립크기는 linear intercept 

법으로, 소결체의 기공분포는 상분석기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다.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zinc stearate가 첨가된 UO2  UO2-5wt%CeO2 분말이 

산화소결된 후, H2 분 기에서 재소결되는 동안 도감소가 일어나는 원

인을 규명하고, 원인의 해결 을 찾고자 하 다.

   이를 해 zinc stearate와 같은 화학성분(주로 C,H,O)으로 구성된 다

른 종류의 윤활제를 분말에 첨가하여 비교 실험하 고, 최종확인을 해 

Zn, ZnO등을 UO2-5wt%CeO2 분말에 직  첨가하여 상을 비교하 다.

  라. 연구결과

   UO2  UO2-5wt%CeO2에 zinc stearate를 섞은 후, 그림 3-29의 방법

으로 소결하고, 각 소결체를 H2 분 기에서 재소결하 을 때의 도  

재소결 도 변화를 그림 3-30에 나타내었다. H2와 H2-CO2-H2 분 기에서 

소결된 UO2  UO2-5wt%CeO2 에서는 재소결 도가 소결 도보다 조  

더 증가하 으나, CO2-H2 분 기에서 소결되었을 때는 재소결 도가 두 

분말 조성 모두에서 감소되어, UO2에서는 약 2%T.D., 그리고 

UO2-5wt%CeO2에서는 약 3%T.D.가 감소되었다. 

   그림 3-29에서의 CO2-H2 분 기와 H2-CO2-H2 분 기로 소결된 

UO2-5wt%CeO2 소결체를 환원성분 기에서 가열할 때 각 소결체의 길이

가 변화하는 경향을 dilatometer를 이용하여 찰하 고, 그 결과를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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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에 나타내었다. Dilatometry 실험 분 기는 재소결에서와 같이 H2 분

기로 하 고, 5℃/min.의 가열속도로 1650℃까지 가열한 후, 이 온도에서 

4시간 동안 유지하 다. 온도가 1650℃까지 도달될 때까지는 두 소결체의 

길이가 비슷하게 증가하 는데, 이는 온도가 증가됨으로 인해 소결체가 열

 팽창을 하 기 때문이며, 이것은 온도에 의해 좌우되므로 두 시료 모두

에서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1650℃에 도달된 후에는 두 시료

에서의 길이 변화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즉, H2-CO2-H2 분 기에서 소

결된 시료는 1650℃에서 유지되는 동안 소결체가 수축되는 경향을 나타내

었으나, CO2-H2 분 기에서 소결된 시료는 1650℃에서 유지되는 동안 소

결체의 길이가 약간 증가하 다. 

   Zinc stearate의 첨가 는 die-wall lubrication으로 성형된 UO2  

UO2-5wt%CeO2 성형체가 CO2-H2 방법과 H2 방법으로 소결되었을 때, Zn

와 C의 잔류량이 소결체 내부에 어느 정도 잔류되어 있는지를 정량분석하

고 그 결과를 표 3-7에 나타내었다. Zinc stearate가 첨가된 UO2와 

UO2-5wt%CeO2 소결체에서, H2 분 기로 소결되었을 경우에는 거의 모든 

Zn가 증발되었으나, CO2-H2 분 기에서 소결된 경우에는 약 200ppm의 Zn

가 남아 있었다. 약 200 ppm의 zinc는 첨가된 zinc stearate(0.2wt%)에서의 

순수 zinc량의 비율에 해당되며, 그러므로 부분의 zinc가 CO2-H2 분 기

에서는 증발되지 않고 소결체에 그 로 남아있었음을 나타내다. 그러나, 

die-wall lubrication으로 성형된 경우에는, CO2-H2 분 기에서 소결되어도 

zinc가 소결체 내부에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UO2-5wt%CeO2 분말에 zinc stearate, stearic acid 는 Acrawax 윤활

제를 각각 첨가해서 성형하거나, UO2-5wt%CeO2 분말에 Zn와 ZnO 분말을 

섞은 후에 die-wall lubrication 으로 성형한 후, 이 성형체들을 먼  

CO2-H2 분 기에서 소결한 후, 각 소결체를 1700℃에서 재소결하 을 때

의 도변화를 그림 3-32에 나타내었다. 

   Acrawax와 stearic acid가 첨가된 성형체는 CO2-H2 분 기에서 소결된 

후, 각 산화소결체를 재소결하여도 소결 도와 재소결 도 값은 거의 차이

가 없었다. 즉, 재소결에 따른 도변화는 Acrawax의 경우 0.1%T.D∼

0.4%T.D.의 감소가 일어났고, stearic acid의 경우에는  약 0.2%T.D. 감소

되었다. 그러나, zinc stearate가 첨가된 경우에는 재소결후에 도가 

2.6%T.D.∼3.3%T.D. 감소되었다. Die-wall lubrication 방법으로 성형된 

UO2-5wt%CeO2 소결체는 재소결 후에 도가 약 0.3%T.D.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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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zinc stearate가 첨가된 성형체가 CO2-H2 분 기에서 소결되고, 

이 소결체가 H2 분 기에서 재소결되었을 때 나타나는 도감소의 원인

이, 지 까지 알려져 왔던 것처럼 분 기 개스, 는 윤활제의 분해 등으

로 인해 발생되는 CO2, CO 개스가 소결체 내부에 포획된 것이 원인이라

면[3-15, 16, 26], Acrawax와 stearic acid가 첨가된 분말에서도 재소결동

안에 도의 감소가 비슷하게 일어나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실험에 사용

된 세가지 종류의 윤활제 모두 C-H-O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고, 소결분

기도 CO2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다만 차이 이라면 zinc stearate에는 C, 

H, O 이외에 zinc 성분이 더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zinc stearate가 첨가

된 산화소결체의 재소결시에 도감소가 생기는 것은 CO2 는 CO 개스

가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Zn 속 분말의 산화, 환원 실험을 해 Zn 속 분말을 TG의 시료용

기에 장입한 후, CO2 분 기에서 상온부터 1300℃까지 가열하 고, 그 온

도에서 약 4시간동안 유지한 후 냉각하 으며, 냉각 에는 1200℃에서 2

시간 동안 유지하 으며, 이 온도부터는 CO2 개스를 잠그고 H2 개스만 흘

려 주었다. 이 때, 온도  분 기의 변화에 따른 Zn 분말의 무게 변화를 

그림 3-33에 나타내었다. Zn의 산화는 가열  약 500℃에서 시작되었으

며, 1000℃에 도달되기 에 산화는 거의 완료되었다. ZnO로부터 Zn으로

의 환원은 1200℃에서 CO2 개스를 H2 개스로 바꾸어주었을 때 바로 진행

되어, 거의 모든 Zn metal은 1200℃에서 10분도 경과되기 에 모두 증발

되었다. 

   Zinc stearate가 첨가된 성형체가 CO2 분 기에서 가열되었을 때, 

zinc stearate에서 분해된 Zn는 가열 에 ZnO로 산화될 수 있다. 만약에 

Zn가 분 기로 이용된 CO2 개스, UO2 분말의 잉여산소 는 stearate에서 

분해된 O2 gas와의 반응에 의해서 ZnO로 산화가 된다면, ZnO의 용융 이 

1950℃이기 때문에 소결동안에도 증발되지 않고 소결체내에 잔류하게 될 

것이며, 이 경우에는 폐기공이나 결정립계 등에 포획될 수 있다. ZnO가 

포획된 채로 남아 있는 소결체를 고온으로 가열하게 되면 ZnO가 포획된 

폐기공 내부에서는 압력이 높아지게 될 것이며, 온도가 높아질수록 압력

은 더욱 크게 증가되어 소결체내에 큰 응력(stress)이 발생될 것이다. 이러

한 응력때문에 소결체 내부에 균열이 생성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

나, zinc stearate가 섞인 분말일지라도 H2 분 기 는 H2-CO2-H2 분

기에서 소결되면 Zn는 ZnO로 산화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Zn으로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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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될 것이며, 이 경우에는 소결온도에 도달하기 에 성형체 내부에서 거

의 다 증발될 수 있다. 왜냐하면, Zn의 용융   끓는 은 각각 415℃와 

915℃로 낮기 때문이다. 

   이것을 확인하기 하여 0.2wt% zinc stearate를 섞을 때와 같은 zinc 

양이 되도록 UO2-5wt%CeO2 분말에 Zn 는 ZnO를 혼합  분쇄하 고, 

die-wall lubrication으로 성형한 후에 CO2-H2 분 기로 소결하 다. 그림 

3-32에서 보는 것처럼, Zn와 ZnO가 섞인 UO2-5wt%CeO2 소결체는 zinc 

stearate가 첨가된 UO2-5wt%CeO2 소결체와 비슷하게 재소결 후에 도

가 약 2.7%T.D. 감소되었다. 

   그림 3-34는 UO2-5wt%CeO2 분말에 zinc stearate를 섞은 후 CO2-H2, 

H2-CO2-H2, H2 분 기로 소결하고 이 소결체들을 각각 재소결하 을 때

의 미세조직을 나타낸 것이다. CO2-H2 분 기에서 소결만 된 시료의 경

우, 입내  입계기공이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었고, 결정립분포도 균일하

다. 그러나, CO2-H2 분 기로 산화소결된 시료가 재소결된 후에는 입내 

 입계 기공들의 크기가 증가하 을 뿐만 아니라 결정립계를 따라서 균

열들이 많이 생성되어 있었고, 소결체의 역에 균열이 분포하고 있었다

(그림 3-35). 앞의 도 결과에서 CO2-H2 분 기로 소결된 시료가 재소결

동안에 도가 감소하는 것은 재소결체 내부에 생성된 균열이 원인이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Harada와 Kamath의 경우 각각 zinc stearate

와 zinc behanate를 윤활제로 섞어 성형하 기 때문에 산화소결체의 재소

결에 따른 도 감소가 일어난 것이다. 소결체  재소결체의 평균 결정립

크기는 약 10㎛로서 재소결을 하더라도 결정립성장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

다. 이러한 균열들은 소결체 표면까지 연결되어 있지 않았으며, 균열이 생

성되어 있는 방향은 각 면에 평행하게 분포되어 있었다(그림 3-35). 즉, 

소결체의  아래면으로는 수평방향으로, 소결체의 면으로는 수직 방향

으로 균열이 생성되어 있었으며, 이것으로 보아서 재소결 에 소결체가 

각 방향으로 모두 응력이 발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H2-CO2-H2 분 기로 산화소결된 소결체는 평균 결정립크기가 약 7.5

㎛로서 CO2-H2 분 기로 소결된 시편보다 결정립크기가 작았으며, 재소결

을 하더라도 결정립성장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재소결후에도 균

열들은 생성되지 않았다. H2 분 기에서 환원소결만 된 시료는 결정립분

포가 불균일하고 평균결정립크기가 약 5㎛이었으나, 재소결된 후에는 결정

립분포가 균일해지고 평균 결정립크기도 약 9㎛로 증가하 다. 재소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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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작은 결정립들의 성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36은 UO2-5wt%CeO2 분말을 1450℃에서 CO2-H2 분 기와 

H2-CO2-H2 분 기로 산화소결하거나, 1700℃에서 H2 분 기로 환원소결한 

시료를 환원성분 기에서 재소결하 을 때의 기공분포 변화이다. CO2-H2 

분 기로 산화소결된 시료에는 0.6∼12㎛의 기공들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이 소결체를 재소결하 을 때, 2㎛ 이하의 기공 수는 어들고 10㎛ 이상

의 조 한 기공의 수는 매우 많아져서 기공부피분율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

을 나타내었다. H2-CO2-H2 분 기로 산화소결되거나 H2 분 기로 환원소

결된 시료의 경우, 재소결 에는 0.6∼12㎛의 기공들이 주로 분포하고 있었

으나, 재소결 후에는 3㎛ 이하의 작은 기공들은 많이 감소하고, 5㎛ 이상의 

기공들은 거의 감소하지 않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림 3-37은 die-wall lubrication된 UO2-5wt%CeO2와 zinc stearate가 

첨가된 UO2-5wt%CeO2 그리고, Zn 분말 는 ZnO 분말이 혼합되고 

die-wall lubrication 된 성형체를 모두 CO2-H2 분 기로만 소결하고 H2 분

기에서 재소결하 을 때, 조직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Die-wall 

lubrication에 의해 성형된 소결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재소결후에 결정립계

를 따라서 균열들이 생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산화소결체에서 재소결에 의

해 균열이 생성되는 것은 소결체 내에 잔류된 zinc가 그 원인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38은 batch attrition mill에서 분쇄처리된 UO2-5wt%CeO2에 기

공형성제인 AZB가 0.5wt%, 1wt% 씩 혼합된 분말을 1450℃에서 CO2-H2 

분 기로 소결한 후, H2 분 기에서 재소결하 을 때의 도변화이다. 여기

에서는 0.2wt%의 zinc stearate를 첨가해서 성형하 다. AZB가 첨가되지 

않은 UO2-5wt%CeO2 산화소결체를 H2 분 기에서 재소결하면 도가 약 

2.4%T.D. 감소하 으나, 0.7wt%, 1wt%의 AZB가 첨가된 경우에는 재소결 

후에 도가 각각 1%T.D. 감소  약 0.2%T.D. 증가를 나타내었다. 이것

은 AZB가 첨가됨으로 인해 소결체 내부에 큰 기공이 형성된 것과 연 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AZB가 첨가된 소결체에는 약 20㎛ 이상의 큰 기공

들이 내부에 형성되어 있었으며, AZB 첨가량이 많을수록 큰 기공의 수가 

증가하 을 것이다. 그러므로, CO2-H2 분 기에서 소결된 소결체에 zinc 

residue가 잔류해 있더라도, 20㎛ 이상의 큰 기공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재소결동안에 발생되는 큰 응력을 극복(overcome)할 수 있었던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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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소결체의 재소결에 따른 실험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

다. 

   1. Zinc stearate가 첨가된 성형체가 H2  H2-CO2-H2 분 기에서 소

결되고, H2 분 기에서 재소결되었을 때는 재소결 도가 소결 도보다 약 

1%T.D. 이하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2. Die-wall lubrication에 의해 성형된 소결체는 CO2-H2 분 기에 소

결된 후, H2 분 기에서 재소결되어도 도는 감소하지 않았다. 

   3. Zinc stearate가 첨가된 성형체가 CO2-H2 분 기에서 소결되고 H2 

분 기에서 재소결되었을 때는 소결 도가 약 3%T.D. 감소하 으며, 재소

결체 내부에는 많은 균열들이 생성되어 있었다. 이것은 소결체 내부에 포

획된 zinc 잔류물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4. Zn 는 ZnO가 섞인 UO2-5wt%CeO2 분말이 CO2-H2 분 기에서 

소결된 후에도 재소결 후에 도가 약 3%T.D. 감소하 다.

   5. Zinc sterate가 섞인 분말이 CO2-H2 분 기에서 소결되어도 재소결

시에 도감소가 크지 않게 하려면, 소결체 내부에 큰 기공을 만들 수 있

는 AZB와 같은 기공형성제를 사용할 경우 가능함을 확인하 다. 

 4. 소결첨가제  소결분 기를 이용한 미세구조 제어기술 연구

  가. Li2O가 첨가된 UO2 분말에서의 소결성 변화 연구.

   (1) 이론  근 방법

   핵연료 분야에서는 결정립이 큰 UO2 소결체를 제조하기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으며, 이를 해서는 소결분 기를 조 하거나[3-3], 첨

가제(dopant)를 이용한 연구가 많이 시도되었는데, 이 에서 UO2에 

Nb2O5[3-21, 3-27∼3-29], TiO2[3-30∼3-32], Ta2O5[3-12] 등의 dopant가 

첨가되었을 때, 결정립크기가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그

러나, dopant 함량이 많아지면 핵연료에 불순물의 함량이 많아지는 결과

를 래하므로 첨가량에는 한계가 있게 된다. 그리고, Nb2O5-doped UO2 

핵연료의 경우, 핵분열기체의 방출속도가 undoped UO2와 비교해서 비교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것은 첨가된 Nb가 소결체 내에 그 로 잔

류됨으로 인해 핵분열기체의 이동속도를 빠르게 했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경



- 88 -

우 큰 결정립의 효과는 상쇄되는 것이다[3-28, 33, 34].   

   본 연구에서는 용융 이 비교  낮고,  증기압이 높아서 비교  쉽게 

증발되는 것으로 알려진 Li2O[3-35]를 UO2에 첨가하 을 때의 소결거동 

변화를 찰하 다.

   (2) 실험  근 방법

   사용된 UO2 분말은 ex-AUC UO2로서, 평균 분말입자크기가 20㎛이며 

유동성이 우수하다. 소결 진제로 첨가된 Li2O의 순도는 97%이며, Aldrich

사에서 구입하 다. Li2O 분말의 증발거동을 찰하기 하여 TG(ATI 

Cahn, TG-171 model)를 이용하 으며, Li2O 분말을 Mo 용기에 약 28mg 

장입한 후, TG 내부의 extension wire에 걸어둔 다음, CO2 개스 는 H2 

개스를 흘려주면서 1500℃/4h까지 가열하고 냉각시키면서 무게변화를 

찰하 다. UO2-0.1wt%Li2O 분말은 UO2에 Li2O를 0.1wt% 첨가한 후 

Turbula 혼합기에서1시간 동안 혼합하여 비하 으며, UO2  

UO2-0.1wt%Li2O 분말을 3 ton/cm2으로각각 성형하 다. 이 성형체들은 

H2와 Ar-4vol.%H2 분 기에서는 승온속도 3℃/min로 800℃, 1000℃, 128

0℃, 1480℃, 1580℃, 1680℃까지 가열되어 유지시간 없이 냉각되었고, CO2 

분 기에서는 1100℃, 1480℃, 1680℃에서 4 시간동안 유지된 후에 냉각되

었다. 산화소결된 시료들은 1100℃에서 1시간 동안 H2 분 기로 환원처리 

되었다. 성형체의 치 화거동을 찰하기 하여 dilatometer(NETZSCH, 

DIL402C model)를 이용하 으며, UO2 성형체는 H2 분 기에서 5℃/min.

의 가열속도로 1650℃까지 가열된 후 4시간 동안 유지되었고, 

UO2-0.1wt%Li2O 성형체는 동일한 온도까지 H2  Ar-4%H2 분 기에서 

가열되었다. 1700℃/H2 분 기에서 소결되어진 UO2-0.07wt%Li2O 소결체 

내부에 Li의 잔류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량분석하여 보았고, 남아 있는 

Li2O가 재소결시 결정립 성장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하여, 

각 온도에서 소결되어진 UO2-0.1wt%Li2O를 1700℃에서 4시간 동안 재소

결하 다.  소결체의 도는 수침법(water immersion method)으로, 결정

립크기는 linear intercept method로 측정되었다.

   (3) 연구내용.

   UO2  UO2-0.1wt%Li2O에서 Li2O가 첨가되었을 때, 소결온도와 분

기에 따른 소결거동을 찰하 다. UO2 분말의 소결성을 향상시키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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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되는 Li2O는 소결과정 에 액상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소결체 내에

서 증발도 된다. 따라서, Li2O가 어느 온도에서부터 UO2 분말의 소결성  

결정립 성장을 주로 일으키는지 찰하고자 하 으며, 한 소결분 기에 따

른 UO2-0.1wt%Li2O 분말의 소결성 변화를 찰하고자 하 다. 이를 해 

TG로 Li2O 분말의 증발거동을 찰하 고, 한 dilatmeter를 이용하여 UO2 

 UO2-0.1wt%Li2O 성형체의 치 화거동을 찰하 다. 

   (4) 연구결과

   실험에 사용된 Li2O 분말은 상온에서 XRD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Li2O와 

LiOH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림 3-39는 TG를 이용하여 Li2O 분말의 증발거

동을 찰한 결과이다. Li2O 분말이 800℃∼900℃에서 액상으로 변하기 시작

하 으며, 1050℃∼1100℃ 에서는 액상Li2O가 증발되기 시작하여, 1500℃ 정

도가 되면 약 95%가 증발되었고, 이러한 증발 상은 H2, CO2 분 기에서 

모두 찰되었다.

   그림 3-40은 dilatometer를 이용하여 UO2  UO2-0.1wt%Li2O 성형체의 

치 화 거동을 찰한 결과이다. 성형체를 장입한 후, 5℃/min로 1650℃까지 

가열하여 4시간동안 유지한 후 냉각시켰다. UO2는 H2 분 기에서만, 

UO2-0.1wt%Li2O는 H2  Ar-4%H2 분 기에서 모두 측정되었다. UO2 성형

체는 약 900℃에서부터 치 화가 시작되었으며, 1300℃에서 shrinkage rate

가 가장 빠르게 나타났고, 1550℃ 이후에는 shrinkage rate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UO2-0.1wt%Li2O의 경우, 치 화가 시작되는 온도는 H2 분 기에서

는 약 700℃에서, Ar-4%H2 분 기에서는 약 720℃에서 시작되었으며, 

shrinkage rate는 UO2보다 훨씬 빠르게 되어 900℃∼920℃에서 최 의 치

화속도를 나타내었고,약 1250℃ 부터는 shrinkage rate의 변화가 거의 없었

다. Fig. 2에서 보는 것처럼, UO2-0.1wt%Li2O의 치 화 속도는 H2와 

Ar-4%H2 분 기에서 거의 차이가 없었다. 900℃부근에서 치 화 속도가 최

가 된 것은 이 온도가 되면 Li2O가 액상으로 변하여 액상소결이 일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3-41과 표 3-8은 UO2  UO2-0.1wt%Li2O 성형체를 H2  

Ar-4%H2 분 기에서 800℃∼1680℃까지 가열한 후, 그 온도에서 유지시간 

없이 바로 냉각하 을 때의 소결 도와 결정립크기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UO2  UO2-0.1wt%Li2O 분말을 3 ton/cm2으로 성형하 을 때의 성형 도

는 51.6%T.D.∼52%T.D. 이었으며, 이 성형체들을 H2 분 기에서 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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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하 을 때 소결 도는 각각 52.2%T.D.와 54.5%T.D.로서, 앞의 

dilatometer 실험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두 성형체 모두 800℃까지는 

치 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성형체들을 H2 분 기

에서 1000℃까지 소결하면 도는 각각 53.6%T.D., 86.8%T.D.로서, UO2 

성형체는 치 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은 반면에, UO2-0.1wt%Li2O 성형체

는 치 화가 많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8에서 측정불가로 표시된 것은 결정립성장(grain growth)이 거의 

이루어지지않아서 소결체의 결정립크기를 측정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UO2-0.1wt%Li2O가 1000℃까지 소결되어도 결정립성장은 거의 진

행되지 않았다.소결온도가 1280℃까지 높아졌을 때, UO2는 치 화가 많이 

진행되어 도가 약 80.2%T.D.로 증가하 고, UO2-0.1wt%Li2O의 소결

도는 93.2%T.D.이었다. UO2-0.1wt%Li2O 소결체는 1280℃에서 소결되었을 

때, 결정립도 성장되었으며 그 크기는 약 7㎛ 이었다. 1480℃에서 소결되

었을 때, UO2의 소결 도는 91.3%T.D.로 높아졌으나 이 온도에서도 결정

립성장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고, UO2-0.1wt%Li2O의 소결 도는 

94.8%T.D.로 1280℃에서 소결되었을 때보다 도는 약 1.6%T.D. 증가하

으나, 결정립크기는 약 6배 증가하여 약 45㎛가 되었다. UO2 성형체가 

1580℃와 1680℃에서 소결되면 소결 도는 각각 91.9%T.D.와 93.0%T.D.

이었고, 평균 결정립크기는 두 온도에서 약 2㎛∼4㎛ 이었다. 

UO2-0.1wt%Li2O 성형체의 경우, 1580℃와 1680℃에서 소결되면, 1480℃에

서 소결되었을 때와 비교하여 소결 도는 증가하지 않았으나, 평균결정립

크기는 61㎛∼67㎛로 증가하 다. 이것으로 보아서, UO2 성형체가 H2 분

기에서 소결될 때, shrinkage rate의 변화가 거의 없게 되는 온도인 

1550℃까지는 치 화가 주로 일어나고, 결정립성장은 1550℃ 이후에 진행

된 것으로 보이며, UO2-0.1wt%Li2O 성형체는 치 화거동이 거의 끝나는 

1250℃ 이후에 결정립 성장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UO2-0.1wt%Li2O 성형체가 UO2 성형체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 치

화  결정립성장 거동을 보이는 것은 Li2O 분말이 소결 에 액상으로 

변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Li2O 분말이 액상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온도인 800℃에서 소결된 UO2-0.1wt%Li2O 성형체는 치 화가 거의 진행

되지 않았지만, 액상으로 모두 변하게 되는 1000℃에서는 소결 도가 격

히 증가하 다. 

   그림 3-42는 UO2-0.1wt%Li2O 성형체가 1480℃와 1680℃에서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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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4%H2 분 기에서 소결되었을 때의 미세조직을 나타낸 것이다. UO2  

UO2-0.1wt%Li2O 성형체가 Ar-4%H2 분 기에서 소결되었을 때, 결정립크

기는 H2 분 기에서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즉, UO2는 소결분 기에 따라서 

결정립크기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UO2-0.1wt%Li2O는 H2 분 기에서 소

결되었을 때 Ar-4%H 분 기에서 소결되었을 때보다 결정립이 더 크게 되

었다. UO2-0.1wt%Li2O 가 1480℃, 1680℃에서 소결되었을 때 각 온도에서

의결정립크기가, H2 분 기에서는 45㎛, 67㎛ 이었으나, Ar-4%H2 분 기

에서는 33㎛, 44㎛ 이었다.  

   (U,Ce)O2-Li2O 분말이 H2  Ar-4%H2 분 기에서 소결되었을 때는 이

와는 반 의 결과를 나타내어[3-36], 동일한 온도에서 소결되었을 때, 

Ar-4%H2 분 기에서 보다는 H2 분 기에서 소결되었을 때 결정립크기가 

더 크게 나타났다.

   표 3-9는 UO2  UO2-0.1wt%Li2O 성형체를 H2 분 기에서 1000℃, 128

0℃, 1480℃에서 소결한 후, 이 소결체를 1700℃, H2 분 기에서 재소결하

을 때의 소결 도와 결정립크기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1000℃에서 소결

된 UO2 소결체는 도가 53.6%T.D. 이었으나, 1700℃에서 재소결되면 소

결 도가 약 93.3%T.D.로 약 40%T.D. 증가하 으며, 재소결체의 결정립크

기는 약 5.6㎛ 이었다.UO2 성형체가 1480℃에서 소결되면 도는 약 

91.3%T.D. 이었으나, 재소결되면 도  결정립크기는 각각 93.8%T.D,와 

6.2㎛로 증가하 다. 1000℃에서 소결된 UO2-0.1wt%Li2O 소결체는 도가 

86.8%T.D. 이었으나 재소결후에는 도  결정립크기가 각각 94.2%T.D.

와 60㎛로 증가하 다. 1280℃에서 소결된 UO2-0.1wt%Li2O 소결체도 재소

결 후에는 도가 약 1%T.D. 증가하고, 결정립크기는 약 60㎛가 되었다. 

반면에, 1480℃에서 소결된 UO2-0.1wt%Li2O 소결체는 재소결 후에 도는 

증가하지 않았으나, 결정립크기는 매우 많이 증가하여 90㎛가 되었다. 

1700℃, H2 분 기에서 4 시간 동안 소결된 UO2-0.07wt%Li2O 소결체의 Li 

함량을 정량분석한 결과 20ppm 이하로 나타났으며, 이는 부분의 Li 성분

이 소결 에 증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580℃에서 H2 분 기로 4시간 

동안 소결된 UO2-0.1wt%Li2O 소결체가 1650℃에서 재소결되어도 결정립 

성장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해 볼 때, Li2O가 첨가된 UO2 성형

체는 1480℃까지 소결되어도 Li2O가 소결체 밖으로 다 증발되지 않고 소결

체내에 잔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1000℃, 

1280℃에서 소결된 소결체보다 1480℃에서 소결된 소결체의 재소결에 따



- 92 -

른 결정립 성장률이 더 크게 나타났다는 인데, 이것은 치 화 거동과 

결정립 성장 거동과의 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1280℃까지 소결

된 시료는 재소결시에 치 화와 결정립 성장이 모두 일어난 반면에, 148

0℃에서 소결된 시료는 재소결시에 결정립 성장만 일어났을 것으로 사료

된다.

   그림 3-43은 UO2 와 UO2-0.1wt%Li2O 성형체를 1100℃와 1680℃에서 

CO2 분 기로 소결하 을 때의 도  미세조직을 나타낸 것이다. 두 

조성 모두 소결온도가 증가할수록 도는 감소하 으며, UO2의 경우에는 

1100℃와 1680℃에서 각각 96.2%T.D.와 89%T.D. 이었고, 

UO2-0.1wt%Li2O의 경우에는 94%T.D.와 81%T.D.이었다. 1100℃에서 소

결된 UO2는 미세조직이 bimodal 결정립 분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AUC-UO2가 CO2 분 기에서 소결될 때 나타나는 조직의 특징이기도 하

다. 그러나, 소결온도가 1680℃로 증가되면 bimodal 결정립분포는 사라지

고, 평균결정립 크기는 증가하여 약 24㎛가 되었다. 1100℃와 1680℃에서 

소결된 UO2-0.1wt%Li2O의 평균 결정립크기는 각각 4㎛와 17㎛이었다. 

이 결과로 보아서, CO2 분 기에서는 Li2O가 UO2의 도와 결정립크기를 

증가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UO2  UO2-0.1wt%Li2O에서 소결온도와 분 기에 따른 소결거동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UO2 성형체는 800℃부터 치 화가 시작되어 1300℃에서 치 화 속

도가 가장 빠르게 나타났고, 1550℃가 되면 치 화는 거의 완료됨을 알 

수 있었으며, 1550℃ 이후에는 결정립성장이 주로 일어났다. 

   2. UO2-0.1wt%Li2O 성형체는 치 화가 시작되는 온도는 UO2와 비슷

하 으나, 900℃에서 최 의 치 화 속도를 나타내었고, 1250℃ 부근에서 

치 화는 거의 완료되었으며, 이 온도 이후에 결정립 성장이 주도 으로 

일어났다. 

   3. UO2-0.1wt%Li2O 성형체는 액상소결에 의하여 치 화  결정립 

성장이 일어났으며, 1700℃ 에서 소결되면 부분의 Li 성분이 소결 에 

증발되고 소결체내에 남아 있지 않았다.

   4. Li2O는 환원성분 기에서는 UO2 분말의 도와 결정립크기를 증가

시키지만, 산화성분 기에서는 반 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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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Ta2O5, Li2O, V2O5가 첨가된 UO2-5wt%CeO2 분말에서의 소결거동 변화  

      연구

   (1) 이론  근방법

   UO2에 Gd2O3[3-37], PuO2[3-38] 는 Er2O3 등의 산화물을 혼합하여 소

결하면 소결성이 하되어 소결 도가 낮아지고, 결정립크기가 작아질 뿐만 

아니라 그 분포도 불균일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해

서 혼합분말의 소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각 분말을 

sbumicron 이하로 분쇄하거나, additive를 첨가하여 소결하는 방법, 는 소

결분 기를 조 하는 방법[3-39] 등이 있다. 분말을 분쇄하기 해서 ball 

mill, attrtion mill 등이 이용되고 있는데, attriton mill에는 batch attrition 

mill[3-40]과 연속형 attrition mill[3-41] 등이 있다. Additive로는 TiO2[3-31, 

32], Nb2O5[3-15, 27] 등이 이용되었고, 소결분 기를 조 하기 해서는 수

소 분 기에 CO2 는 수분(moisture)를 소량 첨가하거나, 는 순수 CO2 

개스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UO2-5wt%CeO2 분말  Ta2O5, Li2O, V2O5가 첨가된 

UO2-5wt%CeO2 분말을 연속형 attrition mill에서 분쇄함으로서 분쇄횟수에 

따른 도  결정립크기 변화를 찰하 다.

   (2) 실험  근 방법

   UO2-5wt%CeO2 분말  이 분말에 Ta2O5, Li2O, V2O5를 각각 0.1wt%씩 

첨가하여 Turbula 혼합기에서 1시간동안 혼합한 후, 연속형 attrition mill에 

5, 10, 15, 20회 통과시켜 분쇄하 으며, 분쇄된 분말은 3 ton/cm
2으로 성형

되어 1700℃에서 N2-8%H2 분 기로 4시간동안 소결되었다. 연속형 attrition 

mill에서 20회 분쇄된 UO2-5wt%CeO2-0.1wt%Ta2O5, 

UO2-5wt%CeO2-0.1wt%Li2O 분말에 기공형성제인 AZB(200㎛ sieve 통과

됨)를 각각 0.3wt%, 0.6wt% 첨가한 후, 1700℃에서 N2-8%H2 분 기로 4시

간동안 소결하 다. 소결체의 도는 수침법(water immersion method)으로 

측정하 고, 평균 결정립크기는 linear intercept 법으로, 소결체의 기공분포

는 상분석기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3) 연구내용

   UO2-5wt%CeO2 분말  이 분말에 Ta2O5, Li2O, V2O5를 첨가한 후, 연속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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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ition mill에서 5∼20회 분쇄하고 1700℃에서 N2-8%H2 분 기로 소결하

을 때 UO2-5wt%CeO2 분말의 소결성 변화를 찰하 다. Ta2O5, Li2O와 

같은 분말은 AUC-UO2에 기계 으로 분쇄되지 않고, 단순 혼합 방법으로 

첨가만 되어도 결정립크기가 약 60㎛ 이상으로 성장하 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Ta2O5, Li2O, V2O5와 같은 소결 진제를 혼합하고 연속형 attrition 

mill에 장입한 후, mill 내에서 유지되는 시간 없이 분말을 단순히 통과만 

시켰을 때, 결정립크기  그 분포가 변화되는 것을 찰하고자 하 다. 즉, 

우수한 소결 진제를 첨가할 경우에는 분쇄처리가 미흡하여도 결정립성장 

 도 증가가 많이 진행되는가를 찰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해서 

attrition mill에 통과되는 횟수를 최  20회까지 증가하 으며, 이에 따른 

변화를 찰하고자 하 다. 

   (4) 연구결과

   연속형 attrition mill의 분쇄부분은 Al2O3 chamber와 텅스텐 rotor, 그리

고, 분쇄매개체인 직경 8mm의 ZrO2 ball로 구성되어 있으며, rotor를 회

시킨 상태에서 분말을 chamber 상부에서 장입하면 분말이 하강하면서 분쇄

매개체인 ball 사이에서 충격에 의해 분쇄되며, 분쇄된 분말은 chamber 바

닥의 slit을 통해서 분말용기에 모이게 된다. 회 속도 150 r.p.m.으로 rotor

를 회 시킨 후, 분말을 mill의 상부에서 장입하면 약 1분 후에는 장입된 분

말의 96% 정도가 mill의 하부에 있는 분말용기에 배출되었으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분쇄횟수를 20회까지 하 다. 

  UO2-5wt%CeO2 분말  이 분말에 Ta2O5, Li2O, V2O5를 각각 0.1wt%씩 

첨가한 후, 연속형 attrition mill에서 20회까지 분쇄하 을 때 분쇄횟수에 

따른 소결 도의 변화를 그림 3-44에 나타내었다. 연속형 attrition mill에서

의 분쇄횟수가 많아질수록 각 분말의 소결 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으며, additive가 첨가된 UO2-5wt%CeO2 분말의 소결 도가 additive가 

첨가되지않은 UO2-5wt%CeO2 분말의 소결 도 보다 더 높았다. 5회, 10회 

분쇄되었을 때는 Li2O가 첨가된 UO2-5wt%CeO2 분말의 소결 도가 가장 

높았으나, 15회, 20회 분쇄되었을 때는 V2O5가 첨가된 분말의 소결 도가 

가장 높았다. Additive가 첨가되지 않은 UO2-5wt%CeO2 분말이 atttirion 

mill에서 5회 분쇄되었을 때는 소결 도가 94.3%T.D. 이었으나, 20회 분쇄

되면 96.7%T.D.까지 증가하 고, UO2-5wt%CeO2-0.1wt%Ta2O5가 5회, 20

회 분쇄되었을 때 소결 도는 각각 95.0%T.D., 97.2%T.D. 이었고, 분쇄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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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소결 도의 증가폭이 가장 큰 UO2-5wt%CeO2-0.1wt%V2O5의 경우 

5회, 20회 분쇄되었을 때 소결 도는 각각 95.2%T.D., 98.0%T.D. 이었다. 

   그림 3-45는 UO2-5wt%CeO2 분말  이 분말에 Ta2O5, Li2O, V2O5를 

각각 0.1wt%씩 첨가한 후, 연속형 attrition mill에서 20회까지 분쇄하 을 

때 분쇄횟수에 따른 평균 결정립크기의 변화이다. UO2-5wt%CeO2 분말의 

평균 결정립크기는 attrition mill에서 분쇄횟수가 많아질수록 증가하는 경

향을 나타내었으며, 5회, 20회 분쇄되었을 때 평균 결정립크기는 약 4㎛, 8 

㎛ 이었다. Additive가 첨가된 UO2-5wt%CeO2 분말에서도 분쇄횟수가 많

아질수록 평균결정립크기는 증가하 으나, additive 종류에 따른 결정립크

기의 차이는크지 않았다. 즉, Li2O, V2O5, Ta2O5가 첨가된 UO2-5wt%CeO2 

분말이 attrition mill에서 5회 분쇄되었을 때 평균결정립크기는 6∼7 ㎛ 이

었고, 20회 분쇄되었을 때는 9∼11㎛ 이었다. 

   UO2-5wt%CeO2 분말  이 분말에 Ta2O5, Li2O, V2O5를 각각 0.1wt%

씩 첨가한 분말을 연속형 attrition mill에서 5회, 20회 분쇄한 후, 1700℃에

서 N2-8%H2 분 기로소결하 을 때 결정립조직을 그림 3-46에 나타내었

다. Attrition mill에서 5 회만 분쇄된 UO2-5wt%CeO2 분말을 소결하 을 

때는 2∼3 ㎛ 크기의 미세결정립 cluster가 주로 분포하고 있었으나, 분쇄

회수가 증가할수록 소결성이 증 되어 미세결정립 cluster는 감소하고, 평

균 결정립크기는 증가하 다. UO2-5wt%CeO2 분말에 0.1wt% Ta2O5 가 첨

가된 분말이 5회 분쇄되었을 때에는 미세결정립 cluster와 약 20㎛ 크기의 

결정립이 혼합되어 있었고, 분쇄회수가 많아지면 미세결정립 cluster는 많

이 었지만 국부 으로는 여 히 분포하고 있었다.  

  (U,Ce)O2에 Ta2O5가 첨가된 분말을 환원소결하 을 때, Ta5+ 이온이 U4+

이온을 치환하면 effective positive charge(Ta˙)를 띠게 되므로 기  

성을 유지하기 해서 effective negative charge를 띠는 우라늄 공공

(Vu')을 생성하게 되어 소결성이 증 된다. 그러나, 소결성을 최 화 하

기 해서는 분말이 미세하게 분쇄될 뿐만 아니라 균일하게 분산되어 있

어야 하는데, 연속형 attrition mill에서 분말을 직  통과시키는 분쇄방

법은 효율 이지 못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U,Ce)O2 분말에 Ta2O5가 첨가

된 분말을 batch attrition mill에서 분쇄를 하 을 때는 미세결정립 

cluster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3-12, 42]. Li2O가 첨가된 UO2-5wt%CeO2 

분말의 경우, 분쇄회수에 따른 결정립분포가 Ta2O5가 첨가된 경우와는 다

르게 나타났다. 즉, UO2-5wt%CeO2-0.1wt%Li2O 분말을 5회만 분쇄하여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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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결정립 cluste는 거의 찰되지 않고, 비교  균일한 결정립분포를 이루

어 평균결정립 크기는 약 6.1㎛ 이었으며, 20회 분쇄되었을 때는 결정립크

기가 체 으로 성장하여 약 12.1㎛ 이었다. Li2O가 첨가됨으로 의해서 

첨가 보다 도가 증가하고, 결정립성장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서 첨가

된 Li 이온이 UO2 격자사이에서 침입형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UO2 격자내에서 Li이 Li+1로 존재할 경우, 기 성을 유지하기 

해서 VU'를 생성하게 되며 이로 인해 소결성이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사

료된다. UO2-5wt%CeO2 분말에 0.1wt%V2O5가 첨가되었을 때는 Ta2O5가 

첨가된 것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어, 미세결정립 cluster와 10∼20 ㎛의 

조 한 결정립이 혼재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Ta2O5가 첨가되었을 때

보다 결정립크기가 약간 더 큰 경향을 나타내었다. V2O5가 첨가되어 소결

성이 증 되는 것은 Ta2O5와 같이 V 이온이 U 이온을 치환할 때 생성된 

VU' 때문으로 사료된다. 

   Attrition mill에서 20회 분쇄된 UO2-5wt%CeO2-0.1wt%Ta2O5, 

UO2-5wt%CeO2-0.1wt%Li2O 분말에 AZB를 0.3wt%, 0.6wt% 혼합하여, 1700℃

에서 N2-8%H2 분 기로 소결하 을 때의 소결 도 변화를 그림 3-47에, 기공

분포 변화를 그림 3-48에 나타내었다. UO2-5wt%CeO2-0.1wt%Ta2O5의 경우, 

AZB를 0.3wt%, 0.6wt% 첨가하여 소결하면 AZB 첨가 보다 소결 도가 약 

0.8%T.D, 1.3%T.D. 감소하 으며, UO2-5wt%CeO2-0.wt%Li2O에서는AZB 첨가

보다 각각 0.9%T.D., 1.9%T.D.씩 감소하 다. 

   UO2-5wt%CeO2-0.1wt%Ta2O5, UO2-5wt%CeO2-0.1wt%Li2O 소결체에는 4∼

10㎛ 크기의 기공부피분율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나, AZB가 첨가되면 10∼20㎛

의 기공부피분율이 많아졌다.

   그림 3-49는 UO2-5wt%CeO2-0.1wt%Ta2O5, UO2-5wt%CeO2-0.1wt%Li2O 

분말에 AZB를 첨가하 을 때의 결정립사진이다. AZB의 첨가에 따른 결정립

크기의 변화는 거의 없었고, 약 20㎛ 크기의 기공들이 결정립계에 주로 분포함

을 알 수 있었다. AZB 첨가량이 많을수록 기공의 수는 많아지나 기공들이 소

결체 체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지는 않았다.

   Li2O가 첨가된 UO2-5wt%CeO2 분말을 batch attrition mill에서 분쇄

하여 1700℃에서 환원성분 기로 소결하 을 때는 평균결정립 크기가 약 

30㎛ 이었으나[3-43], batch attrition mill을 glove box에 설치하여 분말

을 취 하는 데에는 불편한 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그래서, 분말

취 이 용이한 연속형 attrion mill을 개발하여 비교실험을 하 으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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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회 하는 mill 속에 직  통과시키는 분쇄방법으로는 소결성이 좋은 

분말을 제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쇄횟수를 20회 이상

으로 하는 것은 불순물 함량이 많아지는 문제가 생기므로 분쇄횟수를 늘

리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ZrO2 ball media를 

8mm보다 작은 것으로 사용하여 ball과 분말사이의 면 을 크게 하는 

등의 개선 을 시도하고자 한다. 

   UO2-5wt%CeO2 분말  이 분말에 Ta2O5, Li2O, V2O5를 각각 0.1wt%

씩 첨가한 분말을 연속형 attrition mill에서 5∼20회 분쇄한 후, 1700℃에

서 N2-8%H2 분 기로 소결하 을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분쇄횟수가 증가할수록 UO2-5wt%CeO2 분말  additive가 첨가된 

UO2-5wt%CeO2 분말의 소결 도는 증가하 고, 결정립분포는 증가함과 

동시에 균일해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2. Additive가 첨가된 UO2-5wt%CeO2 분말을 20회까지 분쇄한 후 소

결하여도 미세결정립 cluster는 잔존하는 것으로 보아서 분쇄성능이 우수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3. Additive가 첨가된 UO2-5wt%CeO2 분말에서 소결 도 94.5±1%T.D.

의 소결체를 제조하기 해서는 기공형성제인 AZB를 0.6wt% 이상 첨가

해야 한다.  

  다. Ta2O5+SiO2, Li2O+SiO2 , Al2O3+M3O8이 첨가됨에 따른 UO2-5wt%CeO2 분  

      말에서의 소결거동 변화 연구

   (1) 이론  근 방법

   소결첨가제를 UO2 분말에 첨가하고 소결분 기까지 하게 조 해

주면, 결정립성장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 fission gas release 양을 히 

일 수는 있다. 그러나, 결정립크기가 증가되면 소결체의 고온 creep 

rate는 작아지게 되어, 산화물핵연료와 속피복 간의 상호작용(PCI, 

pellet cladding interaction)이 일어날 경우 핵연료 에 손상이 쉽게 생

길 수 있다. 따라서, 큰 결정립 소결체의 creep rate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Armstrong과 Irvine[3-44]에 의하면, 순수 

UO2에 SiO2를 첨가할 경우, SiO2에 의해 입계이동이 용이하게 일어나서 

정상상태 크립변형 속도가 증가된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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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제로 사용되는 Ta2O5와 Li2O를 첨가하여 결정립크기를 증가시키고, 이와 

함께 SiO2를 각각 첨가하여 creep rate를 향상시키고자 하 다. 본 연구에

서는 소결 진제와 SiO2의 첨가에 따른 UO2  UO2-5wt%CeO2 분말의 

도  결정립크기 변화를 찰하 다.

   (2) 실험  근 방법

   (가) UO2 는 UO2-5wt%CeO2 분말에서의 Ta2O5+SiO2 첨가 향

   IDR-UO2 분말에 Ta2O5 분말을 0.1wt%, 0.3wt% 첨가하고, SiO2 분말을 

0.02wt%, 0.05wt%, 0.1wt%, 0.2wt%까지 추가로 첨가하 다. 각각의 분말

을 Turbula혼합기에서 혼합한 후, batch attrition mill에서 1시간 동안 분

쇄하 다. 분쇄  혼합된 각 분말들은 3 ton/cm
2로 성형되었으며, 1700℃

에서 4시간 동안 H2  H2-10%CO2 분 기로 소결되었다.

  UO2-5wt%CeO2 분말에 Ta2O5를 0.1wt%, 0.4wt% 첨가하 고, 

UO2-5wt%CeO2-0.1wt%Ta2O5 분말에는 SiO2를 0.1wt%, 

UO2-5wt%CeO2-0.4wt%Ta2O5 분말에는 0.05wt%∼0.3wt%의 SiO2를  첨가

하여 혼합하 으며, 혼합된 분말들은 dynamic ball mill에서 3∼5시간동안 

분쇄되었다. 분쇄된 분말은 3 ton/cm
2으로 성형된 후, 1700℃에서 4시간 동

안 N2-8%H2, N2-8%H2-4%CO2, N2-8%H2-8%CO2 분 기로 소결되었다.

   (나) UO2-5wt%CeO2 분말에 Li2O+SiO2 는 Al2O3+M3O8 첨가

   UO2-5wt%CeO2 분말에 0.1wt%Li2O를 혼합한 후, SiO2를 0.02wt%, 

0.05wt%, 0.1wt%씩 추가로 첨가하 다. 한, UO2-5wt%CeO2 분말에 

0.1wt%Al2O3와 5wt%, 10wt%의 M3O8을 혼합하 다. 각 분말은 Turbula 

혼합기에서 1시간 동안 혼합된 후, batch attrition mill에서 1시간 동안 분

쇄되었으며, 분쇄된 분말은 3 ton/cm
2
로 성형되었다. Li2O와 SiO2가 첨가된 

성형체는 1700℃에서 4시간 동안 N2-8%H2  N2-8%H2-8%CO2 분 기로 

소결되었고, Al2O3와 M3O8가 첨가된 UO2-5wt%CeO2 성형체는 

N2-8%H2-4%CO2 분 기에서도 추가로 소결되었다.

   (3) 연구내용

 

   (가) UO2 는 UO2-5wt%CeO2 분말에 Ta2O5+SiO2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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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R-UO2 는 UO2-5wt%CeO2 분말에 Ta2O5와 SiO2를 첨가하 을 때의 

도   결정립크기 변화를 찰하 다. 

   (나) UO2-5wt%CeO2 분말에 Li2O+SiO2 는 Al2O3+M3O8 첨가

   UO2-5wt%CeO2 분말에 결정립성장을 일으키는 Li2O+SiO2 는 

Al2O3+M3O8분말을 혼합하 을 때, 도  결정립크기 변화를 찰하 다. 

  (4) 연구결과

  (가) UO2 는 UO2-5wt%CeO2 분말에서 Ta2O5+SiO2 첨가 향.

    ① UO2-0.1wt%Ta2O5 소결체

    UO2 분말에 0.1wt%Ta2O5와 0.02wt%∼0.1wt%SiO2를 첨가한 후, H2  

H2-10%CO2 분 기에서 소결을 하 을 때 소결 도와 결정립 크기가 변화하

는 양상을 그림 3-50과 그림 3-51에 나타내었다. UO2 성형체가 H2 분 기에

서 소결되면 도는 98.3%T.D. 이었고, UO2 분말에 Ta2O5가 0.1wt% 첨가되

어 소결되면 97%T.D.가 되어 Ta2O5가 첨가됨으로 인해 도가 조  감소되

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UO2-0.1wt%Ta2O5 분말에 SiO2 분말을 0.02wt%, 

0.05wt%, 0.1wt%씩 첨가하여 소결하 을 때 도는 97%T.D.∼97.4%T.D. 로

서 SiO2 첨가에 따른 도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H2 분 기에서 소결된 

UO2의 결정립크기는 약 11㎛ 이었으며, UO2-0.1wt%Ta2O5의 결정립크기는 

약 9㎛로 조  감소하 으나, UO2-0.1wt%Ta2O5에 SiO2가 0.02wt%∼0.1wt% 

첨가되어도 결정립크기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것으로 보아서 Ta2O5가 

0.1wt%만 첨가되어서는 UO2의 결정립크기를 증가시키지 못함을 알 수 있었

다. 

  UO2 성형체가 H2-10%CO2 분 기에서 소결되면 도는 98.1%T.D. 이었으

며, UO2에 0.1wt%Ta2O5가 첨가되면 도가 97.5%가되었고, 

UO2-0.1wt%Ta2O5 분말에 SiO2가 0.02wt%∼0.1wt% 첨가되었을 때의 도는 

97.6%T.D.∼98%T.D.로서 H2-10%CO2 분 기에서도 SiO2 첨가에 따른 도

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H2-10%CO2 분 기에서 소결된 UO2의 결정립크기는 

약 13.6㎛ 이었으며, 0.1wt%Ta2O5가 첨가된 UO2의 결정립크기는 약 12.5㎛ 

이었다. H2 분 기에서 소결된 경우보다는 산소포텐샬이 높은 계로 결정립

크기가 증가하 으나, SiO2 첨가에 따른 결정립크기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이것으로 보아서, H2개스에 10%의 CO2를 혼합하여도 Ta2O5가 첨가된 UO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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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결정립이 성장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소결분 기에 계없이 

SiO2가 0.05wt% 이상 첨가된 성형체에는 소결 후에 SiO2 석출물이 부분

으로 생성되어 있었으며, SiO2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석출물이 많이 찰

되었다. 

     ② UO2-0.3wt%Ta2O5 소결체.

   그림 3-50과 그림 3-51에는 UO2 분말에 0.3wt%Ta2O5와 0.02wt%∼

0.2wt%SiO2를 첨가한 후, H2  H2-10%CO2 분 기에서 소결을 하 을 

때 소결 도와 결정립 크기가 변화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UO2 성형체가 

1700℃에서 4시간 동안 H2 분 기로 소결되면 소결 도는 97.9%T.D. 이

었으며, UO2-0.3wt%Ta2O5의 소결 도는 98.7%T.D.로서 Ta2O5가 첨가됨

으로 인해 소결 도가 증가되었다. SiO2가 UO2-0.3wt%Ta2O5 분말에 

0.05w%까지 첨가되어도 소결 도는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0.1wt% 이상 

첨가되면 도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0.2wt%SiO2 가 첨가되면 97.8%T.D.

가 되었다. H2 분 기에서 소결된 UO2-0.3wt%Ta2O5의 결정립크기는 약 

35㎛ 이었으며, SiO2가 첨가되면서 결정립크기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0.02wt%SiO2, 0.1wt% SiO2가 첨가되면 그 크기는 각각 19㎛  13㎛가 

되었으며, SiO2 첨가량이 많아지면 그 석출물도 비례 으로 많아졌다. 

   0.3wt% Ta2O5가 첨가되었을 때 도증가와 결정립성장이 일어난 것은 

다음으로 이해될 수 있다. Ta+5 이온이 우라늄 이온(U4+) 자리를 치환하

을 경우에, 두 이온간의 valence의 차이로 인해 effective postive 

charge(TaU˙)를 띠게 되는데, UO2는 이온결합을 하는 재료이므로 기  

성을 유지하기 해서는 negative charge를 띠는 이온이 생성되어야 한

다. Negative charge를 띠는 것으로는 우라늄공공(VU) 는 잉여산소(Oi) 

등이 있다. 환원성 분 기에서는 잉여산소가 없으므로 Ta2O5-doped UO2

에서는 우라늄 공공이 생성될 수 있고, 증가된 우라늄 공공을 통해 양이온

의 원자이동이 빨라져 결정립성장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0.1wt%Ta2O5

가 첨가되었을 때는 UO2의 결정립성장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볼 때, 소결

진제에 의한 결정립성장에는 그 첨가량이 어떤 기  이상으로 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UO2-0.3wt%Ta2O5 성형체가 H2-10%CO2 분 기에서 소결되면 소결

도가 96.9%T.D.이었고, SiO2가 0.02wt%∼0.1wt% 첨가되면 소결 도는 

96.2%T.D.∼97.4%T.D.까지 변화하 다. H2-10%CO2 분 기에서 소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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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2-0.3wt%Ta2O5 소결체의 평균 결정립크기는 약 25㎛ 이었으며, SiO2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결정립크기는 감소하 으나 감소폭이 크지는 않았다. 

즉, SiO2가 0.02wt%, 0.1wt% 첨가된 UO2-0.3wt%Ta2O5 소결체의 평균 결

정립크기는 각각 25㎛, 18.6㎛ 이었다. UO2-5wt%Ta2O5의 소결에서는 H2 

분 기에서 보다 H2-10%CO2 분 기에서 결정립크기가 더 작았다. 앞에서 

언 한 것과 같이, Ta2O5의 첨가에 의해 UO2 격자내에 TaU˙가 생성되었

을 때, 기 성을 유지하기 해서는 effective negative charge가 생성

되어야 하는데, H2-CO2 분 기에서는 UO2에 잉여산소를 만들 수 있으므

로 인해 VU'의 생성효과가 어지게 되고, 따라서, H2 분 기에서 보다 

결정립크기가 작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③ Ta2O5-doped UO2-5wt%CeO2 소결체

   표 3-10은 UO2-5wt%CeO2-0.1wt%Ta2O5 분말에서 소결분 기에 따른 

도  결정립크기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Dynamic ball mill에서 분쇄

처리된 UO2-5wt%CeO2-0.1wt%Ta2O5 분말의 성형체는 N2-8%H2 분 기

에서 소결되었을 때, 소결 도는 98.6%T.D., 평균 결정립크기는 10㎛이었

다. CO2가 4%, 8% 첨가되었을 때 소결 도는 각각 95.7%T.D., 96.1%T.D. 

이었고, 평균 결정립크기는 각각 20㎛, 18.2㎛ 이었다. N2-8%H2 개스에 

CO2 개스가 첨가되었을 때, 소결 도는 많이 감소하 으나 평균 결정립크

기는 증가하 다.

   UO2-5wt%CeO2-0.1wt%Ta2O5-0.1wt%SiO2 성형체는 N2-8%H2, 

N2-8%H2-8%CO2 분 기에서 소결되었을 때, 소결 도는 각각 98.7%T.D., 

95.6%T.D. 이었고, 평균 결정립크기는 각각 9.4㎛, 19㎛ 이었다. 

U O 2 - 5 w t % C e O 2 - 0 . 1 w t % T a 2 O 5 와 

UO2-5wt%CeO2-0.1wt%Ta2O5-0.1wt%SiO2에서 소결분 기에 따른 미세

조직과 기공분포의 변화를 그림 3-52와 그림 3-53에 각각 나타내었다. 

   UO2-5wt%CeO2-0.1wt%Ta2O5-0.1wt%SiO2에서 CO2가 첨가됨에 따라

서 결정립크기는 증가하 으나, 결정립내  결정립계에 기공이 많이 생성

되었고, 각각의 소결분 기에서 두 분말 조성간의 기공크기 분포는 큰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UO2-5wt%CeO2 분말에서 0.4wt%Ta2O5, 0.05wt%∼0.3wt%SiO2 분말을 

첨가하고 소결하 을 때의 소결 도  결정립크기와 각 소결체의 미세조

직을 표 3-11과 그림 3-54에 각각 나타내었다. UO2-5wt%Ce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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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2-5wt%CeO2-0.4wt%Ta2O5분말이 N2-8%H2 분 기에서 소결되었을 때, 소결

도는 각각 99.2%T.D.  98.9%T.D.이었으며, UO2-5wt%CeO2-0.4wt%Ta2O5 

분말에 SiO2가 0.05wt%, 0.1wt%, 0.3wt% 첨가되었을 때는 소결 도가 모두 

99.4%T.D.이었다. 결정립크기는 UO2-5wt%CeO2 조성에서 약 8㎛ 이었으나, 

Ta2O5 and/or SiO2가 첨가되면 결정립크기가 약 6㎛로 작아졌으며, SiO2 첨가량

에 따른 평균 결정립크기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UO2-0.4wt%Ta2O5 성형체가 환원성분 기에서 소결되었을 때, 고용된 

Ta+5는 U+4 자리(site)를 차지하게 되고, 이 때 effective positive 

charge(TaU˙)가 생성되고, 그로 인해, 기  성을 유지하기 해서 VU' 

이온이 생성되어 결정립 성장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러나, UO2-5wt%CeO2

의 경우, 환원성분 기에서 소결되면 Ce가 +3 이온으로 환원되어 effective 

negative charge(CeU')를 띠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Ta가 첨가되더라

도 VU'이생성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환원성분 기에서는 Ta가 

UO2-5wt%CeO2의 결정립성장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UO2-5wt%CeO2 성형체가 N2-8%H2-8%CO2 분 기에서 소결되었을 때의 

소결 도는 96.4%T.D. 이었으며, UO2-5wt%CeO2-0.4wt%Ta2O5 성형체는 

94.6%T.D.로 감소되었는데 이는 소결체 내부에 생성된 균열때문이었다. SiO2

가 0.05wt%∼0.3wt% 첨가되었을 때는 UO2-5wt%CeO2-0.4wt%Ta2O5 성형체

의 소결 도가 97.1%T.D.∼98.2%T.D.까지 변화하 다.

   N2-8%H2-8%CO2 분 기에서 UO2-5wt%CeO2의 결정립크기는 약 20㎛이었

으나, 0.4wt% Ta2O5가 첨가되면 약 29㎛로 증가하 고, SiO2가의 첨가량이 많

아질수록 결정립크기가 조 씩 감소하게 되어, UO2-5wt%CeO2-0.4wt%

Ta2O5-0.3wt%SiO2 에서는 약 24㎛가 되었다. 

   UO2-5wt%CeO2 성형체가 N2-8%H2-8%CO2 분 기에서 소결되면, Ce+3 

보다는 Ce+4 의 분율(fraction)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 이 경우에는 TaU˙로 

인해 VU'가 생성될 수 있다. 증가된 VU'로 인해 

UO2-5wt%CeO2-0.4wt%Ta2O5 소결체는 UO2-5wt%CeO2에서 보다 결정립성

장이 빠르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UO2-5wt%CeO2 소결체와 UO2-5wt%CeO2-0.4wt%Ta2O5 소결체에는 미세한 기

공들이 많이 생성되어 있었으나, SiO2-doped UO2-5wt%CeO2-0.4wt%Ta2O5 소

결체에서는 미세기공들이 많이 소멸되고 조 한 기공들이 생성되어 있었

다(그림 3-55). SiO2는 소결 에 UO2에 고용되지 못하고 결정립계 주 를 

둘러싸면서 분포된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본 실험 결과에서는, 결정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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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삼 (triple point) 지 에서 SiO2 석출물이 많이 찰되었다. 0.3wt% 

SiO2가첨가되었을 때는 결정립크기가 조  감소되었는데 이는 SiO2 상이 존재함

으로 인해서 결정립계 이동을 방해하 던 것으로 사료된다.

    (나) UO2-5wt%CeO2 분말에서 Li2O+SiO2 는 Al2O3+M3O8 첨가 향.

   

     ① UO2-5wt%CeO2-0.1wt%Li2O 소결체.

    UO2-5wt%CeO2 분말에 0.1wt%Li2O와 0.02wt%∼0.1wt%SiO2를 첨가한 후, 

H2  H2-10%CO2 분 기에서 소결을 하 을 때 소결 도와 결정립크기가 변화

하는 양상을 그림 3-56과 그림 3-57에 나타내었다. UO2-5wt%CeO2-0.1wt%Li2O 

분말이 N2-8%H2에서 소결되면 도는 96.8%T.D.가 되며, 이 분말에 SiO2가 첨

가되면 소결 도가 조 씩 증가하 다. UO2-5wt%CeO2-0.1wt%Li2O의 결정립크

기는 약 7.5㎛ 이었으며 SiO2가 첨가되어도 결정립크기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N2-8%H2-8%CO2 분 기에서 소결되었을 때 UO2-5wt%CeO2-0.1wt%Li2O의 

도는 94.7%T.D. 이었고 SiO2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도는 오히려 감소하여 

0.1wt%SiO2가 첨가되면 도는 90.7%T.D.가 되었다. 

UO2-5wt%CeO2-0.1wt%Li2O의 결정립크기는 약 13.3㎛ 이었으며 SiO2 첨가에 

따른 결정립크기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② UO2-5wt%CeO2-0.1wt%Al2O3 소결체.

   UO2-5wt%CeO2 분말에 0.1wt%Al2O3와 M3O8를 첨가한 후, H2  

H2-10%CO2 분 기에서 소결을 하 을 때 소결 도와 결정립크기가 변화하는 

양상을 그림 3-58과 그림 3-59에 나타내었다. UO2-5wt%CeO2에 0.1wt%Al2O3이 

첨가된 분말이 N2-8%H2 분 기에서 소결되면 도가 99.2%T.D이었고, 

5wt%M3O8과 10wt%M3O8이 첨가되어 소결되어도 도는 약 99.1%T.D.로서 

M3O8 첨가에 따른 도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그리고, 

UO2-5wt%CeO2-0.1wt%Al2O3의 평균결정립크기는 약 8㎛ 이었으며, M3O8이 첨

가되어도 결정립크기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UO2-5wt%CeO2-0.1wt%Al2O3 분말이 N2-8%H2-4%CO2와 N2-8%H2-4%CO2

분 기에서 소결되면 소결 도는 각각 97.3%T.D., 96.7%T.D.가 되었고, M3O8이 

첨가되어 소결되어도 각 분 기에서의 소결 도 변화는 거의 없었다.

   UO2-5wt%CeO2-0.1wt%Al2O3 분말이 N2-8%H2-8%CO2 분 기에서 소결되면 

결정립크기는 약 17㎛이었으며, 10wt%M3O8이 첨가되어도 결정립크기는 약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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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크기 변화가 거의 없었다. UO2-5wt%CeO2 분말에 Al2O3이 첨가되

어 N2-8%H2 분 기에서 소결되면, Al2O3이 첨가되기  보다 5㎛의 이하

의 크기를 갖는 미세 기공들의 수가 더 어졌다(그림 3-60). 

   UO2-5wt%CeO2-0.1wt%Al2O3 분말에 M3O8 분말이 혼합되어 소결되면 

5㎛의 이하의 기공의 수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N2-8%H2-8%CO2 분 기에서 소결되면 UO2-5wt%CeO2 분말에 Al2O3 

는 M3O8이 첨가되어도 기공분포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5. 스크랩 회수  재사용기술 연구

  가. 개요

   (U, Pu)O2 혼합핵연료 소결체 제조공정에서 소결된 소결체의 도, 치

수 는 표면결함 등이 핵연료설계사양을 만족하지 못하면 해당 뱃취의 

소결체를 핵연료로서 사용할 수 없다. 핵연료소결체 제조공정에서 주로 핵

연료시방을 만족하지 않는 불량소결체 scrap은 화학 인 처리를 하지 않

고 소결체를 산화, 산화/환원 는 기계  분쇄 방법에 의해 M3O8 는 

MO2 scrap 분말로 회수하여 재사용한다[3-45]. 이 때 재사용되는 scrap 

분말의 종류, 분말특성, 첨가방법, 소결분 기 등이 혼합핵연료 분말의 특

성을 변화시킴으로써 소결체의 도, 결정립, 기공의 크기/분포 등에 향

을 미칠 것으로 단된다[3-46, 47]. 

   일반 으로 M3O8 는 MO2 스크랩분말을 UO2+PuO2 원료분말에 첨가

하고 통상 인 볼 링에 의해 분말처리를 하여 1700℃, 환원성 분 기에서 

소결하면 스크랩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경우 보다 소결체의 도가 감소하

고 결정립 성장이 둔화되기 때문에 스크랩분말의 첨가량에 제한이 따르게 

된다. 최근 장주기 고연소도 핵연료개발에 심이 높아지면서 평균결정립

이 10μm 이상이며 안정된 기공조직을 가진 핵연료 소결체를 요구하고 있

으나 스크랩분말을 첨가하여 재사용하면서 소결 도가 감소하지 않고 조

한 결정립을 갖는 소결체를 제조하기 해 소결온도와 소결시간을 증가

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기존의 혼합핵연료 제조공정에서 스

크랩분말을 재사용하더라도 소결 도, 기공  결정립 등을 만족하는 분말

처리방법과 소결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즉, 불량소결체로부터 M3O8 

 MO2 scrap 분말을 회수하는 공정을 개발하고, scrap 분말의 첨가방법

과 소결공정에 의해 소결체의 특성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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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본 연구에서는 혼합핵연료제조공정에서 기공형성제의 역할을 하는 

M3O8 는 MO2 스크랩분말을 원료분말에 첨가하여 분말처리방법과 환원 

는 산화소결공정에 의해 소결체의 도와 미세조직을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하 다. 한 M3O8과 MO2 scrap 분말을 30wt%까지 첨가하고 분말처

리공정에 따른 UO2+5wt%CeO2+scrap 분말의 소결성변화를 TMA로써 측

정하 으며, UO2+5wt%CeO2+M3O8(MO2) 압분체의 소결공정에 따른 소결

체의 특성변화를 분석하므로써 scrap 첨가 분말의 링공정과 소결체제조

공정의 최 화 연구를 수행하 다. 

  나. M3O8 스크랩 첨가공정기술개발

   (1) M3O8 스크랩 분말회수  재사용기술 개발 배경

    불량 소결체는 면심입방정계 구조의 MO2 상태이며, 이 소결체를 공기

 는 산소분 기에서 400℃로 가열하면 사방정계 구조인 M3O8 상으로 

산화되면서 체 이 팽창하고 이 때 발생하는 응력에 의해 분말로 깨어지게 

된다.

   혼합핵연료 제조공정에서 M3O8 스크랩 분말은 기공형성제로서 사용되

고 있다. 일반 으로 혼합핵연료 분말에 M3O8 스크랩 분말을 혼합 는 볼

링 방법으로 첨가하면 분말의 소결성이 감소하여 소결소결체의 도가 

감소하고 결정립크기도 매우 미세하다. 혼합핵연료분말은 순수 UO2 분말보

다 소결성이 훨씬 떨어지며 여기에 M3O8 스크랩 분말을 첨가하고 환원소

결공정(1700℃의 환원성분 기에서 4시간동안 소결)에 의해 소결체를 제조

하면 핵연료 소결체로서 요구하는 소결 도와 결정립크기를 만족시키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M3O8 스크랩 분말의 사용량에 있어서 5wt%이하로 

제한이 따르게 된다. 핵연료 소결체는 도가 이론 도의 95%이며 평균 

결정립크기는 5～30μm 범 내에 있어야 하나 고연소용 핵연료의 경우 약 

10～15μm을 요구하며, 기공은 2μm 이하의 미세한 기공을 최소화하고 5 μ

m 정도의 조 한 기공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혼합핵연

료 제조공정에서 30wt%까지 많은 양의 M3O8 스크랩분말을 혼합핵연료분

말에 첨가하여도, 스크랩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서, 소결 도와 결

정립크기가 감소하지 않고 결정립과 기공의 분포가 균일한 소결체를 제조

하는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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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M3O8 scrap회수  재사용 실험방법

   M3O8 scrap분말은 MO2 소결체를 산화반응조에 장입하고 1l/min의 air 

flow에서 400℃로 4～8시간 동안 산화시켜 pulverization 방법으로 회수하

다. M3O8분말의 비표면 은 0.76m2/g으로서 분말입자에 많은 균열을 포

함하고 있음이 찰되었다.

   MO2 scrap분말은 산화/환원방법 는 기계  분쇄/ 링방법 등 2가지 

방법으로 각각 회수하 다. 자는 MO2 소결체를 400℃의 공기 에서 분

말화시킨 다음 800℃의 7H2+93N2에서 환원하 고 이 분말은 입자에 많은 

균열이 존재하며 그 모양이 M3O8 scrap과 같으며, 후자의 방법에서는 소결

체를 disk mill(disk gap;3mm)로써 1차 분쇄한 후 planetary mill(φ8mm 지

르코니아볼 8개, 500ml 지르코니아 bowl)에서 300rpm으로 30～270분 동안 

링하 다. 

   Planetary milling 시간에 따라 MO2 분말입자의 크기는 그림 3-61과 같

이 120분 동안 링하면 0.98μm까지 감소하 고, 그 이상 링을 계속하면 

agglomerate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방법으로 회수된 MO2 분말

의 비표면 은 1.8m
2/g이었다. 

   M3O8 는 MO2 scrap 분말을  혼합 혹은 분쇄의 2가지 방법으로 원료

분말인 UO2+5wt%CeO2에 투입, 재사용하 다. 첫 번째 방법(mixing 방법)

은 UO2+5wt%CeO2을 먼  attrition milling한 다음 scrap분말을 첨가하여 

2시간 동안 Trubula mixing하 으며, 두 번째 방법(co-milling 방법)에서는 

UO2+5wt%CeO2에 scrap분말을 첨가하여 2시간 동안 Turbula mixing한 후 

attrition milling을 하 다.

   의 여러 분말처리 조건에 의하여 비된 분말시료를 3 ton/cm
2로 압

분하여 압분체를 성형하고 이를 산화소결(CO2 분 기) 혹은 환원분 기

(H2-N2)로 실험조건에 따라 달리 소결하 다.

   (3) M3O8 스크랩 첨가  소결 실험결과

   핵연료로서 요구하는 도와 결정립  기공조직을 갖는 소결체를 제

조하기 해 원료분말에 M3O8 스크랩분말을 첨가하는 방법과 산화소결 

는 환원소결 공정을 용하여 소결체의 특성을 제어하 다. M3O8 분말은 

소결과정에서 MO2로 환원되면서 부피가 감소하기 때문에 기공형성제 역할

을 하며 동시에 기지조직으로 산소를 공 하여 소결성을 증가시키는 역할

을 동시에 한다. M3O8 상의 스크랩분말을 혼합핵연료의 원료분말에 첨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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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통상 인 제조공정으로 분말처리한 후 압분하여 1700℃의 환원성 분

기에서 소결하면 기 소결체 보다 소결 도가 감소하고 결정립 성장이 매

우 둔화된다. 그러나  M3O8 스크랩 분말입자의 평균 크기가 0.5μm 이하로 

미세하게 분쇄하면 M3O8입자의 부피 수축에 의해 형성되는 미세한 기공이 

쉽게 소멸되고 오히려 산소에 의한 소결 진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림 3-62(a)는 불량소결체를 400℃의 공기순환 분 기 에서 8시간 동

안 산화시켜서 만든 M3O8 스크랩 분말의 입자모양이다. M3O8 스크랩 분말

입자의 평균크기가 약 5 μm 이며 균열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연속형 건

식 아트리션 을 사용해서 링처리를 하면 더 작은 입자로 분쇄된다. 그

림 3-62(b)는 링처리된 UO2+5wt%CeO2에 M3O8 분말을 15wt% 첨가하

여 Turbula mixer로써 2시간 동안 혼합한 분말의 모습이다. M3O8 분말입

자 둘 에 원료분말이 달라붙어서 구형의 분말덩어리가 형성되어있다. 그

림 3-62(c)는 분말덩어리를 볼 로써 분쇄한 후 분말의 모습이다. 구형의 

분말덩어리는 분쇄되었으나 M3O8 입자가 그 로 남아있다, 그림 3-62(d)는 

원료분말에 15wt% M3O8 분말을 첨가한 후 동시에 연속형 건식 아트리션

링 처리를 한 분말의 모습이다. M3O8 분말 입자가 미세하게 분쇄되었고 

원료분말과 균일하게 혼합되어 있다. 

   M3O8 스크랩 분말의 첨가량과 분말처리 방법에 따른 소결 도의 변화

를 그림 3-63에서 나타내었다. 원료분말과 M3O8 분말을 동시에 연속형 건

식 아트리션 링 처리를 하여 환원소결공정으로 소결체를 제조하면 M3O8 

분말의 첨가량에 계없이 소결 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 원료분말

을 먼  아트리션 링 처리를 하고 M3O8 분말을 첨가하면 M3O8 의 첨가

량에 따라 소결 도가 직선 으로 감소한다. 이 분말을 사용하여 산화소결

공정으로 소결체를 제조하면 환원소결의 경우 보다 도는 감소하나 결정

립과 기공의 크기  분포를 변화시킨다. 

   그림 3-64는 M3O8 분말의 첨가방법과 소결공정에 따른 소결체의 미세

조직 사진이다. M3O8 분말과 원료분말을 동시에 아트리션 링하여 환원소

결공정으로 제조된 소결체조직, 그림 3-64(b)는 기 소결체인 그림 3-64(a)

와 차이가 없으며, 산화소결공정으로 소결체를 제조하면 그림 3-64(e)와 

같이 기 소결체 보다 결정립이 2배 이상 성장해 있고 구형의 기공이 균

일하게 분포되어 있다. 아트리션 링된 원료분말에 M3O8 분말을 혼합하여 

환원소결공정으로 소결체를 제조하면 그림 3-64(c)와 같이 기 소결체 보

다 기공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나 결정립크기는 유사하며, 산화소결공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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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소결체를 제조하면 그림 3-64(f)와 같이 기 소결체 보다 결정립이 크

게 성장해 있고 기공이 그림 3-64(e) 보다 더욱 많이 분포되어 있다.  

   M3O8 분말을 첨가하여 제조한 혼합핵연료 소결체의 기공분포를 그림 

3-65에서 나타내었다. 원료분말과 M3O8 분말을 동시에 아트리션 링하거

나 환원소결공정으로 소결체를 제조한 경우에는 M3O8 분말을 원료분말에 

혼합하거나 산화소결공정으로 소결체를 제조한 경우 보다 기공의 체 분

율이 고 크기도 미세하다. 

   (4) M3O8 스크랩 첨가에 의한 소결체의 특성제어 기술개발

   본 연구에서는 UO2+PuO2 혼합핵연료 소결체의 제조공정에서 불량 소

결체를 M3O8 스크랩분말로 회수하여 소결체의 요구하는 특성에 따라 스

크랩분말을 첨가하는 방법과 소결공정을 달리하는 4가지의 핵연료소결체 

제조공정기술을 개발하 다. 

제조공정(1): 기 소결체와 동일한 소결체의 제조공정

  제조공정(1)은 혼합핵연료분말에 M3O8 스크랩분말을 30wt%까지 첨가하

여 소결체를 제조하더라도 스크랩을 첨가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서 소결

도, 결정립과 기공의 크기  분포가 거의 같은 핵연료 소결체를 얻을 

수 있는 공정기술이다. 핵연료 원료분말에 스크랩분말을 첨가하여 

Turbula mixer로써 60분 동안 혼합한 후 혼합분말을 아트리션 링하여 

그림 3-62(d) 상태로 분말을 비한다. 이 분말을 압분한 후 환원소결공정

에 의해  소결체를 제조하면 소결 도가 그림 3-63과 같이 스크랩분말의 

첨가량에 계없이 도가 일정하고, 그림 3-64와 그림 3-65에서 보는 바

와 같이 결정립크기와 기공의 분포도 기 소결체의 경우와 같다. 제조공정

(1)을 혼합핵연료 제조공정에 응용하면 불량소결체를 M3O8 분말로 회수하

여 재사용하더라도 기 소결체와 특성이 같은 핵연료 소결체를 제조할 수 

있다.   

제조공정(2): M3O8 스크랩분말을 기공형성제로서 사용하는 공정

  제조공정(2)는 M3O8 스크랩분말을 기공형성제로서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소결체의 결정립조직은 기 소결체의 조직과 거의 같고 단지 기공

의 체 분율만 증가시켜서 도를 감소시키는 공정기술이다. 원료분말을 

먼  아트리션 링한 다음 여기에 M3O8 스크랩분말을 첨가하여 Turbula 

mixer를 사용하여 약 2시간 동안 혼합한다. 이 분말을 압분하여 환원소결

공정에 의해 소결체를 제조하면 M3O8 스크랩의 첨가량에 따라 그림 3-63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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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직선 으로 도가 감소한다. 그러나 그림 3-64와 같이 결정립크기

는 거의 유사하며 단지 조 한 구형의 기공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고 

그림 3-65와 같이 기공의 체 분율이 증가하 다. 

제조공정(3): 결정립이 큰 소결체의 제조공정

   제조공정(1)의 방법으로 스크랩분말을 첨가하여 혼합분말을 아트리션

링한 다음 압분체를 비한다. 압분체를 1500℃의 CO2분 기에서 4시

간 동안 산화소결한 후 같은 온도의 7H2+93N2 혼합가스에서 2시간 동안 

환원한다. 이 공정에 의해 제조된 소결체는 기 소결체와 비교해서 도

는 그림 3-6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0.15g/cm
3 감소하나 그림 3-64와 

같이 결정립이 2배 성장되어 있고 그림 3-65와 같이 기공의 크기와 체

분율이 증가한다. 

제조공정(4): 결정립이 크고 기공분율이 높은 소결체의 제조공정

  제조공정(2)의 방법으로 아트리션 링된 원료분말에 스크랩분말을 첨가

한 다음 2시간 동안 Turbula mixer로써 혼합하고 압분체를 만든다. 이 

압분체를 제조공정(3)과 같이 1500℃의 CO2분 기에서 4시간 동안 산화

소결한 후 7H2+93N2 혼합가스에서 2시간 동안 환원한다. 이 공정에 의해 

제조된 소결체는 그림 3-63과 같이 소결 도가 스크랩의 첨가량에 따라 

거의 직선 으로 감소하나 그림 3-6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 소결체에 

비해 결정립이 약 2배 성장해 있고 구형의 큰 기공들이 균일하게 분포되

어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M3O8 스크랩에 의한 소결체 특성제어기술은 핵연

료로서 소결체가 요구하는 특성에 따라 제조공정 (1), (2), (3), 는 (4)를 

용하여 소결체를 제조함으로써 핵연료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불량소결

체를 재사용하면서 소결체의 특성을 제어하는 공정기술이다. 장주기 고연

소도 핵연료 소결체와 같이 결정립이 크고 미세한 기공이 분포되지 않는 

소결체를 제조하기 해 제조공정(3) 는 제조공정(4)를 응용할 수 있다. 

만약 핵연료 제조공정에서 불량소결체를 재사용하더라도 기존의 환원소

결공정에 의해 소결체를 제조 해야하며, 같은 특성을 가진 소결체를 제조

해야하는 경우 제조공정(1)을 응용할 수 있다. 한 M3O8 스크랩 분말을 

기공형성제로서 사용하여 핵연료 소결체의 도를 제어해야 할 경우 제

조공정(2)를 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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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MO2 스크랩회수  재사용기술개발

   (1) MO2 스크랩의 분쇄 재사용  소결체 특성제어기술

      (U, Pu)O2 혼합핵연료 소결체 제조공정에서 불량 소결체를 기계 인 

방법으로 깨어서 분말형태로 만들면 분말의 산소조성이 MO2 (M=U+Pu) 

이다. 이 게 기계 으로 회수된 MO2 스크랩분말은 입자가 크고 불균일하

며 모양이 불규칙 이다. 

   UO2+PuO2 원료분말에 MO2 스크랩분말을 첨가하고 통상 인 볼 링에 

의해 분말처리를 하여 1700℃, 환원성 분 기에서 소결하면 스크랩을 첨가

하지 않은 경우 보다 분말의 소결성이 감소하여 소결 도가 감소하고 소결

체의 미세조직에서 큰 MO2 입자와 그 주 에 결정립이 성장하지 않은 결

정립이 찰된다. 따라서 MO2 스크랩을 혼합핵연료 원료분말에 첨가하여 

재사용하기 해 MO2 입자를 미세한 분말로 분쇄해야하고 원료분말과 MO2 

스크랩분말을 균일하게 혼합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MO2 상의 스크랩분말을 UO2+5wt%CeO2 혼합분말에 첨

가한 후의  분말처리 방법과 소결공정에 따른 소결체의 도, 결정립, 기공 

등의 특성변화를 분석하 다. 

   (2) 스크랩 첨가  분말처리

   MO2 소결체를 큰 조각으로 깬 다음 Planetary mill을 사용하여 그림 

3-61에서 본 바와 같이 0.98μm의 평균입도를 가진 MO2 스크랩분말로 회

수하 다. UO2+5wt%CeO2 원료분말에 MO2 스크랩분말을 2가지 방법으로 

10wt% 는 30wt% 첨가하 다. 

   첫 번째 방법으로써 원료분말에 MO2 스크랩분말을 첨가하고 Turbula 

mixer로써 2시간 동안 혼합한 후 연속형 건식 아트리션 을 사용하여 

10pass 링하 다. 연속형 아트리션 의 링 pass당 분말을 2분 동안 

링하고 10분 동안 방출하 다. 두 번째 방법으로써 원료분말을 먼  연

속형 아트리션 을 사용하여 10pass 링한 후 MO2 스크랩분말을 첨가하

고 Turbula mixer로써 2시간 동안 혼합하 다. 

   이 게 비된 두 가지 분말을 각각 300Mpa로 압분하여 환원소결공정

(1700℃의 8H2+92N2 분 기에서 4시간 동안 소결)과 산화소결공정(1500℃

의 CO2분 기에서 4시간 동안 소결 후 같은 온도의 8H2+92N2 분 기에서 

1시간 동안 환원)에 의해 각각 소결체를 제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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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실험결과  고찰

   기계 으로 제조된 스크랩 분말의 산소조성은 소결체와 같은 MO2 이기 

때문에 MO2 스크랩분말의 입자가 미세하고 원료분말과 균일하게 혼합되어 

있으면 소결성에 큰 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계 으로 소결

체를 분쇄하여 미세한 MO2 분말로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반

으로 MO2 스크랩을 첨가하여 소결체를 제조하면 소결 도가 감소하고 

미세조직이 균일하지 않다. 

   그림 3-66에서 MO2 스크랩분말의 첨가량에 따른 소결 도 변화를 나타

내었다. 환원소결공정의 경우 원료분말과 스크랩분말을 혼합한 후 동시에 

링하면 소결 도가 스크랩 첨가량이 많을수록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

이며, 먼  아트리션 링된 원료분말에 스크랩분말을 혼합한 경우에는 스

크랩첨가량에 따라 도가 직선 으로 감소하 다. 산화소결공정에서는 원

료분말과 MO2 스크랩분말을 동시에 링한 경우 10wt% 첨가량에서 도

가 약간 감소하 고 30wt%에서는 0wt%의 도 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

다. 링된 원료분말에 MO2 스크랩분말을 혼합한 경우에는 환원소결공정

과 마찬가지로 첨가량에 따라 소결 도가 직선 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같은 종류의 분말을 사용하여 환원소결공정으로 제조된 소결체가 산

화소결공정 소결체 보다 도가 약 0.2g/cm
3 낮게 나타났다.  

   원료분말과 MO2 분말을 링하여 환원소결공정으로 제조된 소결체의 

경우 그림 3-67(b)와 같이 MO2 분말이 첨가되지 않은 그림 3-67(a) 보다 

결정립이 크고 균일하게 성장하 고 구형의 기공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

다. 그러나 MO2 분말을 링된 원료분말에 혼합한 경우 그림 3-67(c)와 같

이 결정립조직은 유사하나 큰 기공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한편 산화소결

공정으로 소결체를 제조하면 원료분말과 MO2 분말을 링한 경우 그림 

3-67(d)와 같이 결정립이 조 하고 균일하게 성장되어 있고 기공의 분포도 

매우 균일하다. 원료분말에 MO2 분말을 혼합해서 산화소결공정으로 소결

체를 제조하면 결정립조직이 MO2 분말의 첨가량에 거의 계없으며, 링

된 경우와 비교하면 결정립이 작고 기공이 상 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

다. 

   기공의 분포는 환원소결의 경우 그림 3-68(a)와 같이 MO2 분말을 첨가

하여 링하면 without scrap 보다 기공의 체 분율이 고 MO2 분말을 

혼합한 경우에는 기공체 분율이 증가하고 큰 기공이 존재하는 것을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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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산화소결의 경우에는 그림 3-68(b)와 같이 링, 혼합 모두 

without scrap 보다 기공분포가 넓어지고 큰 기공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라. 스크랩 재사용 공정의 최 화

  MO2  M3O8 스크랩의 첨가량과 첨가방법에 따른 혼합분말의 비표면

변화를 그림 3-69에서 나타내었다. 스크랩을 혼합하는 경우에는 첨가량에 

따라 비표면 이 감소하 으나 스크랩과 matrix분말을 동시에 링하면 비

표면 이 감소하지 않았다. 

   MO2 scrap분말을 thermogravimetric Analyzer에서 산화소결공정 로그

램에 따라 CO2 분 기에서 5℃/m으로 1300, 1350, 1400, 1450℃까지 가열하

고 각 소결온도에서 15시간동안 유지하면서 무게변화를 측정하여 O/M비의 

변화를 계산하 다. 그림 3-7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결온도로 가열되는 동

안 MO2 분말의 O/M비가 증가하고 각 소결온도에 도달한 다음에는 환원되

어 O/M비가 오히려 감소하 다. MO2+x 분말이 환원되는 속도는 소결온도

가 높을수록 증가하여 산화소결에 있어서 과잉산소에 의한 소결 진효과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crap 분말을 mixing 는 co-milling 방법으로 UO2+5wt%CeO2 분말에 

30wt% 첨가하고 die wall 윤활방식으로 370MPa 압력을 가해 압분체를 

비하 다. co-milling방법으로 scrap을 첨가한 UO2+5wt%CeO2+30wtMO2 압

분체에 해 CO2 분 기에서 950, 1000, 1100, 1200, 1500℃로 가열하여 각 

소결온도에서의 수축율을 측정하 다. 

   Co-milling방법으로 scrap을 첨가한 UO2+5wt%CeO2+30wtMO2 압분체의 

수축율변화는 그림 3-71에서 나타내었다. 압분체는 950～1000℃에서 수축이 

일어나지 않으며, 어도 1100℃에 도달하 을 때 소결이 진행됨을 알 수 

있었다. 1200℃에서 수축율곡선의 기울기가 격하며, 이것은 온도에서 고

화 상이 가장 빨리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수축율곡선의 기울기가 

1500℃에 도달하기 에 이미 포화되어 고 화 상이 거의 완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MO2와 M3O8을 첨가한 UO2+5wt%CeO2+30wt scrap 압분체를 산화소결

공정 로그램에 따라 CO2분 기에서 3℃/m으로 1500℃까지 가열/유지하면

서 수축율을 측정하 으며, 각 압분체에 한 수축율곡선과 도변화율, 즉 

(소결 도-압분 도)/압분 도 데이터를 그림 3-72에서 나타내었다. M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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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ap을 첨가한 압분체는 약 700℃에서부터 수축이 시작되었고 최종 수축율

과 도변화는 matrix 압분체의 경우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에 MO2를 

mixing방법으로 첨가한 압분체, co-milling방법으로 첨가된 압분체의 순으

로 나타났다. matrix 압분체의 경우 압분 도에 한 소결 도의 차이가 가

장 크기 때문에 수축율과 최종 도가 가장 높았다. 

   M3O8 scrap의 경우 기 수축이 약 200～600℃에서 일어나기 시작함으

로써 수축율곡선에 step의 형성이 찰되었다. 이 온도범 에서 나타나는 

수축은 M3O8이 MO2+x 로 환원되면서 체 이 감소되기 때문이다. M3O8 

scrap을 첨가한 압분체는 약 1100℃에서 수축이 시작되었고 약 1450℃에서 

종료되었다. 최종 소결 도는 scrap의 종류와 첨가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

으며, 특히 M3O8 scrap의 경우 도변화율은  압분체의 densification과 

M3O8의 환원에 의한 체 감소로 인해 더욱 높게 나타났다.  

   기계  방법과 산화/환원방법으로 회수된 MO2 scrap분말을 

UO2+5wt%CeO2에 mixing과 co-milling 방법으로 각각 30wt%까지 첨가하

여 압분체를 제조하 고 이것을 환원소결공정과 산화소결공정에 의해 소결

체를 제조하 다. 산화/환원에 의해 회수된 MO2 scrap을 첨가한 경우 그림 

3-73과 같이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거의 직선 으로 소결 도가 크게 감

소하 으며 기계 으로 회수된 MO2의 경우에는 mixing방법으로 첨가하면  

첨가량에 따라 소결 도가 20wt%까지 약간 감소하 고 30wt%에서는 약간 

증가하 다. 산화/환원에 의해 회수된 MO2 scrap입자는 많은 균열을 포함

하고 있어서 기공을 형성하기 때문에 첨가량에 따라서 도가 격히 감소

하 고, co-milling방법으로 첨가하면 반 으로 소결 도가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이것은 그림 3-69에서 본 바와 같이 MO2 scrap 입자가 

co-milling에서 링 매개체의 역할을 함으로써 혼합분말의 비표면 이 증

가하기 때문이다. 소결공정에 있어서 MO2 scrap을 첨가하고 환원소결공정

으로 제조된 소결체가 산화소결공정의 경우 보다 도가 약 0.5%TD 높았

다. 

   M3O8 scrap을  UO2+5wt%CeO2에 mixing과 co-milling 방법으로 각각 

30wt%까지 첨가하여 환원소결공정과 산화소결공정에 의해 소결체를 제조

하 으며, 이 결과를 그림 3-74에서 M3O8 scrap첨가량에 따른 소결 도로 

나타내었다. M3O8 scrap을 mixing방법으로 첨가하면 소결 도가 첨가량에 

따라서 거의 직선 으로 감소하 으며 M3O8 scrap을 co-milling방법으로 

첨가하여 산화소결공정으로 소결체를 제조하면 약 20wt%M3O8 까지 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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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 으나 30wt%M3O8에서는 오히려 증가하 다. 환원소결의 경우에는 

M3O8 scrap첨가량에 따라 소결 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같은 

M3O8 scrap첨가량에서 환원소결의 경우 산화소결 보다 도가 높게 나타

났으며, 첨가량이 많을수록 그 차이가 증가하여 30wt%에서는 환원소결

도가 산화소결 도 보다 약 1.5%TD 이상 높았다.

   MO2 는 M3O8 scrap을 첨가하여 제조된 소결체의 결정립구조를 그림 

3-75에서 나타내었다. 그림 3-75(a)에서 30wt% MO2를 co-milling방법으로 

첨가하고 환원소결공정에 의해 제조된 소결체의 결정립크기가 약 8μm이며 

산화소결공정의 경우에는 약 18μm으로서 환원소결체에 비해 소결 도는 

비슷하지만 결정립이 2배 이상 성장하 다. MO2 는 M3O8을 mixing방법

으로 30wt% 첨가하여 환원소결한 소결체는 그림 3-75(b), 그림 3-75(c)와 

같이 MO2를 co-milling한 경우 보다 결정립이 약간 미세하 고, 산화소결

의 경우에는 구형의 성장한 기공이 많이 분포되어있음이 찰되었다.  

   소결체에서 기공의 분포는 그림 3-7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계 으로 

회수된 MO2 scrap의 경우 기공분포에 큰 향을 주지 않았으나 M3O8의 

경우 분말입자에 포함된 균열과 소결 기 환원에 의한 체 감소로 인해 기

공형성에 많은 향을 미치며, 특히 M3O8 scrap을 mixing방법으로 첨가할 

경우 많은 기공이 분포하 고 환원소결에 비해 산화소결의 경우 더욱 성장

한 기공이 분포되었다. M3O8 scrap분말은 통상 기공형성제로서 알려져 있

으나, co-milling 방법으로 첨가하면 M3O8 입자가 미세하게 분쇄되어 기공

형성제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며 M3O8을 첨가하지 않은 matrix소결체의 

기공분포와 거의 유사 다. 

  마. 결 론

   혼합핵연료 소결체 제조공정에서 불량 소결체는 폐기물로서 처리되지않

고 기계  분쇄 는 산화 방법에 의해 M3O8 는 MO2 스크랩분말로 회

수하여 재사용한다. 그런데 일반 으로 M3O8 는 MO2 스크랩분말을 

UO2+PuO2 원료분말에 첨가하면 소결체의 도가 감소하고 결정립 성장이 

둔화되기 때문에 사용량에 제한이 따르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스크랩분말

을 원료분말에 첨가하는 방법과 소결공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소결체의 

특성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 다.  

   1. 원료분말에 스크랩분말을 첨가한 후 동시에 아트리션 링하여 환

원소결공정에 의해  소결체를 제조하면 스크랩분말의 첨가량에 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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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일정하고, 결정립크기와 기공의 분포도 기 소결체의 경우와 같

다. 

   2. M3O8 스크랩분말을 기공형성제로서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원료

분말을 먼  아트리션 링한 다음 여기에 M3O8 스크랩분말을 첨가하여 

Turbula mixer를 사용하여 약 2시간 동안 혼합한다. 이 분말을 압분하여 

환원소결공정에 의해 소결체를 제조하면 M3O8 스크랩의 첨가량에 도가 

직선 으로 감소한다. 

   3. M3O8 스크랩분말과 원료분말을 동시에 아트리션 링한 다음 압분

체를 비하여 산화소결공정에 의해 소결체를 제조하면 도는 약 

0.15g/cm
3 감소하나 결정립이 2배 성장된다. 

   4. 아트리션 링된 원료분말에 M3O8 스크랩분말을 첨가한 다음 2시간 

동안 Turbula mixer로써 혼합하고 압분체를 비하여 산화소결공정으로 

소결체를 제조하면 소결 도가 스크랩의 첨가량에 따라 거의 직선 으로 

감소하나 결정립이 약 2배 성장해 있고 구형의 큰 기공들이 균일하게 분

포되어 있다. 

   5. MO2 스크랩분말을 원료분말에 첨가하여 동시에 아트리션 링하고 

환원소결공정으로 소결체를 제조하면 소결 도가 스크랩 첨가량이 많을

수록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먼  아트리션 링된 원료분말에 스

크랩분말을 혼합한 경우에는 스크랩첨가량에 따라 도가 직선 으로 감

소하 다. 

   6. 산화소결공정에서는 원료분말과 MO2 스크랩분말을 동시에 링한 

경우 10wt% 첨가량에서 도가 약간 감소하 고 30wt%에서는 0wt%의 

도 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링된 원료분말에 MO2 스크랩분말을 

혼합한 경우에는 첨가량에 따라 소결 도가 직선 으로 감소하 다. 

   7. 원료분말과 MO2 분말을 링하여 환원소결공정으로 제조된 소결체

의 경우 결정립이 크고 균일하게 성장하 고 구형의 기공이 균일하게 분

포되어 있다. MO2 분말을 링된 원료분말에 혼합한 경우 결정립조직은 

유사하나 큰 기공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산화소결공정으로 소결체를 제

조하면 원료분말과 MO2 분말을 링한 경우 결정립이 조 하고 균일하

게 성장되어 있고, 원료분말에 MO2 분말을 혼합해서 산화소결공정으로 

소결체를 제조하면 링된 경우와 비교하여 결정립이 작고 기공이 상

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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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Microwave furnace를 이용한 소결특성 연구

  가. Microwave를 이용한 환원성분 기 소결

   (1) 이론   실험  근방법

   원자력발 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세라믹핵연료는 주로 기로(electrical 

furnace)를 이용하여 소결체를 제조하는데, 일반 으로 1700℃ 이상의 고온

에서 4 시간 이상 유지하여 소결을 하게된다. 이 같은 소결체 제조방법은 

력소비가 크고 소결 과정 한,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경제 으로 효

과 이지 못하다. 그러나 microwave를 이용한 소결방법은 련문헌에 따

르면[3-48, 49], 일반 Al2O3  ZrO2와 같은 세라믹재료를 소결할 경우 통

상 인 기로를 이용한 소결방법에 비해 짧은 소결시간과 낮은 소결온도

에서도 95%T.D. 이상의 소결 도와 우수한 기계  특성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 으로 세라믹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물질들의 부분은 기 으로 

유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유 체에 microwave를 가하면 극

자 회 이나 진동으로 인해 재료 내부에 마찰열이 발생한다. 이 같은 발열

상을 이용한 microwave 소결방법은 기존의 기로를 이용한 소결방법과 

다르게 시료 자체가 직  발열하여 소결되기 때문에 시료 고유의 물질특

성,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키기 한 단열재(insulator)  간 가열재

(susceptor)의 사용 등을 고려하여 최 의 가열물(applicator) 구성을 요구

한다[3-50]. 

   UO2 산화물은 microwave의 조사에 해 매우 강하게 발열을 하고, 짧

은 시간 안에 높은 온도까지 발열을 할 수 있는 큰 손실값(loss factor)을 

가지고 있다[3-51]. 그러나, T. Subramanian 등[3-52]은 UO2에 한 

microwave 소결실험에서 시료를  UO2 분말을 이용한 단열과, 로그램을 

이용한 가열에도 crack 등이 가끔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 다. 이러한 

crack 발생을 이기 해서는 microwave 조사에 의해 쉽게 온도조 이 

가능한 유 손실율이 높은 간 가열재를 사용하여 시료와 함께 발열할 수 

있는 혼합가열방식이 UO2 산화물의 가열방식에 유리하고, 소결온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단열을 해야 한다.

   본 실험에서는 와 같은 조건들을 고려하여 핵연료물질인 UO2  

UO2+5wt%CeO2 시료를 1700℃ 환원성 분 기에서 승온속도와 소결 유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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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결변수를 용하여 microwave 소결을 하 다. 그리고, 제조된 시료

는 소결 도  결정립크기 등을 측정하여 기로에서 소결된 시료의 경

우와 비교분석 하 고, EPMA(Electron Probe Micro Analyzer) 분석을 통

하여 소결조직 내에 석출된 상(phase)을 분석하 다.

   (2) 연구내용

    (가) 실험에 사용된 Microwave Furnace의 구성

   실험에 사용된 microwave furnace 장치 구성은 그림 3-77에 나타내었

다. 실험에 사용된 microwave 발생장치에는 최 출력 6KW와 2.45GHz의 

주 수를 방출하는 마그네트론(National Electronics YJ1600 model)이 장

착되었다. Microwave 반사 를 흡수해 반사 가 마그네트론으로 들어가

지 않도록 하여 마그네트론을 보호하고, 발진출력  주 수를 안정화시키

기 한 Isolator 장치가 장착되었다. 이 실험에 사용된 장치는 수냉식으로 

구성되었다. 일반 으로 Isolator는 손실이 작아야하며 외부환경에 의한 

향이 없어야하며, 1,5W 이하의  출력에서는 공냉식 Isolator가 사용되기

도 한다. Microwave impedance를 정합상태로 조정하여 Microwave 가열

에서 가열물질의 유 손실이 으면 반사 가 증 되는데 이러한 반사

를 최소화시키기 한 EH Tuner가 있으며, 이 장치는 워모니터를 보면

서 부하 반사 가 최소화되도록 조정한다. Microwave 입사 와 반사 를 

측정하여 표시하기 한 Power Monitor가 있으며, 이 장치는 발진출력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도  내의 진행 와 반사 를 분

리 측정 할 수 있어야 하고, 정확한 온도보상이 이루어져 온이나 고온에

서 측정오차가 없어야 한다. microwave를 손실 없이 가열부로 보내기 

한 도 이 장착되었다. 

   Microwave 발생을 제어하는 부분으로 microwave 발생장치에 원을 

변환 공 하는 transformer와 시료 가열부 내에 설치된 thermocouple로부

터 검출된 온도를 변환 제어하는 controller와 program을 입력, 장하는 

P.C 등으로 구성되었다.

    (나) 시료가 장착되는 applicator의 구성

   Microwave furnace를 이용한 실험에 필요한 기본 장비는 cavity 내의 

단열, 간 가열제(SiC), 분 기 조 장치(gas flow meter, vacuum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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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측정 장치(themocouple), 등의 조건을 설정한 후에 기본 소결실험을 

수행하 다. 그림 3-78에 시료가 장착되는 applicator의 구성을 나타내었

다. 시료 가열 시 소결온도 유지는 소결체의 품질을 좌우하는 요한 변

수이며, 가열공간 내의 온도를 유지하기 해서 microwave와 발열반응이 

고, 유 손실이 은 alumina fiber가 사용하 다[3-53]. 그리고 시료가 

장입된 가열 공간내의 보조가열을 해서 microwave 조사로 고온까지 

상승시킬 수 있는 SiC plate를 시료 아래 부분에 설치하 다[3-54]. 분

기 소결을 수행하기 해서 진공 pump와 compound gauge 설치하 다. 

한, microwave가 applicator 내부의 진공을 유지하기 해 microwave

가 시료에 도달하는 도 과 applicator의 속부 에 microwave가 잘 

통과할 수 있도록 quartz를 가공하여 sealing 처리 후 장착하 고, quartz 

주변에 냉각장치를 하여 발열을 억제하 다. 시료장착은 시료용기의 구조

를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하 다. 시료용기로 사용된 재료는 alumina 

plate, 텅스텐(W) plate  UO2 등을 사용하 다. 이와 같은 재료 에 

직  시료를 장착하기도 하고, 보조가열제인 SiC plate 상부에 텅스텐 

plate와 UO2 disc 순서로 시료용기를 구성하여 소결실험을 수행하 다. 

Microwave 소결에서 정확한 온도를 측정하는 것은 요하고, 어려운 것

으로 알려져 있다[3-55]. 환원성 분 기 소결의 경우 온도측정은 시료근

부분에 Mo 보호 으로 shielding한 C-type thermocouple을 설치하여 

온도측정 하 다. 

    (다) 분말 비

   본 실험에서 사용된 UO2 분말은 평균입자크기가 2.24㎛, 비표면 은 

2.27m
2
/g 이며, 분말의 O/U 비는 2.13으로서 IDR(Integrated Dry Route) 

공정에 의해 제조된 것이다. 이 분말은 IDR 공정의 특성 때문에 유동도

가 매우 나쁘고 겉보기 도(pure density)와 탭 도(tap density)가 매우 

낮다. Aldrich 회사 제품인 CeO2 분말은 평균 입자크기가 6.66㎛이고, 순

도는 99.9%이다. 시험에 사용된 분말의 분말처리는 UO2 시료의 경우 

mixing과 milling 처리를 하지 않은 분말을 사용하 고, (U, Ce)O2 혼합

분말은 UO2에 5wt%CeO2 분말을 첨가하여 Turbula에서 2 시간동안 혼합

한 후 연속형 attrition mill을 사용하여 링하 다.

    (라) 소결  특성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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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료는 비된 분말로부터 약 4g의 분말을 Zinc stearate가 도포된 

형에 장입한 후 유압 스로써 2～4 ton의 압력으로 성형하 다. 성형

체의 직경은 약 10㎜, 길이 약 8㎜이며, 성형 도는 UO2 성형체인 경우 

약 5.3～6.1 g/cm
3 이었고, UO2+5wt%CeO2 성형체인 경우 6.0～6.5 g/cm3

이었다. Microwave furnace를 이용한 소결실험은 와 같이 비된 성형

체를 보조가열제(susceptor)인 SiC의 상부에 구성되어진 crucible에 시료

를 장착한 후, 1700℃의 7%H2+93%N2 환원성분 기에서 소결 하 다. 

한 CO2 분 기 1300℃에서 1 시간동안 산화소결 하 다. 소결  승온속

도는 분당 5～20 ℃로 가열하 고, 1～4 시간동안 소결온도를 유지하

다. Microwave furnace에서 소결된 소결체의 특성을 비교하기 해 기존

의 electrical furnace를 사용여 각 시료를 몰리 덴(Mo) crucible에 담아

서 electrical furnace에 장입하고, 7%H2+93%N2 분 기에서 분당 5℃의 

승온속도로  1700℃ 까지 가열한 후 1 시간동안 유지하여 소결을 수행하

다. 소결체의 소결 도는 침 법(water immersion method)에 의해 측

정하 다. 이 시료를 단하여 마운 한 후, 연마된 소결체 시료는 기공

(pore) 조직을 찰하 고, chemical etching 하여 결정립을 찰하 다. 

평균결정립크기는 linear intercept 방법으로 측정하 다. EPMA(Electron 

Probe Micro Analyzer) 장비를 이용하여 소결조직 내에 석출된 상의 성

분을 분석하 다[3-56].

    (3) 연구결과

   UO2 성형체를 1700℃ 7%H2+93%N2 분 기에서 microwave furnace와 

기존의 electrical furnace을 이용하여 소결했을 때, 승온속도  소결 유

지시간 등에 따른 소결 도의 변화를 그림 3-79에 나타내었다. 

Microwave furnace와 electrical furnace을 이용한 경우 모두 성형압력이 

2～4 ton/cm
2
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소결 도는 약 1%T.D. 씩 증가한다. 

Microwave 소결의 경우 소결 유지시간의 증가에 따라서 소결 도가 일

정하게 증가함을 볼 수 있었고, 성형압력이 높은 경우에 비하여 낮은 경

우에서 소결 도 차가 크게 나타났다. 승온속도에 따른 소결 도 변화는 

성형압력이 2, 3 ton/cm
2인 경우에서는 승온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분당 10℃의 승온속도에서는 5℃/min의 경우

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Electrical furnace로 소결된 시료에서 분당 5℃

의 승온속도로 가열한 경우 소결 도 변화는 microwave로 소결된 시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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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소결 도가 높았다. 

   그림 3-80은 UO2+5wt%CeO2 성형체를 7%H2+93%N2 분 기 1700℃에

서 microwave furnace와 electrical furnace을 이용하여 소결된 경우 소결

변수에 따른 소결 도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Microwave furnace와 

electrical furnace을 이용한 경우 모두 성형압력 증가에 따른 소결 도 변

화에 주는 향이 작았다. Microwave 소결에서 1700℃까지 분당 10℃의 

승온속도로 가열할 경우 소결 유지시간의 증가에 따른 소결 도는 일정하

게 증가하 으나, 소결 유지시간이 2 시간동안 유지한 경우 성형압력이 4 

ton/cm
2인 경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결온도 가열속도에 따른 소

결 도 변화는 승온속도가 빠를 경우 소결 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20℃/min에서는 분당 10℃에 비하여 감소한다. Microwave furnace

와 electrical furnace을 사용하여 동일한 승온속도와 소결 유지시간의 조

건으로 소결 할 경우 microwave로 소결된 경우의 소결 도가 낮았다.

   Microwave furnace와 electrical furnace을 사용하여 1700℃의 소결온

도에서 소결 유지시간에 따라서 소결된 UO2 소결체의 미세조직을 그림 

3-81에 나타내었다. 그림 3-81(b)는 microwave furnace에서 1 시간동안 

소결된 소결체 조직으로서 같은 소결 조건으로 electrical furnace에서 소

결된 그림 3-81(a)에 비하여 결정립크기가 약 2배 이상 크다. 이와 같은 

것은 microwave에 의한 소결이 동일한 소결조건에서 electrical furnace에

서의 소결 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소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기공의 분포형태는 microwave로 소결된 소결조직이 불규칙하다. 소결시간

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림 3-81(b), (c), (d)와 같이 결정립이 증가하 고, 

기공크기도 증가한다.  

   UO2+5wt%CeO2 성형체를 소결조건에 따라서 얻은 소결체 조직을 그

림 3-82에 나타내었다. 그림 3-82(a)는 electrical furnace를 이용하여 

7%H2+93%N2 분 기 1700℃에서 소결된 소결체 조직으로 기공을 주 로 

큰 결정립이 성장해 있는 형상이고, 기공이 작은 부분에서는 결정립이 아

주 미세한 형상이다. 그림 3-82(b), (c)의 소결조직은 microwave를 사용하

여 환원성 분 기에서 소결된 소결조직으로 소결 유지시간이 증가함에 따

라서 결정립크기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반 인 소결조직

은 electrical furnace에서 소결된 소결체 조직에 비해서 불규칙 인 기공

이 많이 존재하고, crack과 기공 사이를 잇는 유선 형태의 crack 조직이 

찰되었다. 큰 기공들은 불규칙 으로 존재하며 각진 형상의 기공 조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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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이와 같이 crack이 발생하는 상들은 련문헌에 의하면 일반 

UO2, Al2O3  ZrO2와 같은 재료들에서도 나타나는 상으로서 단열  

보조 가열제와 소결  가열속도를 히 조 할 경우 제거할 수 있다

[3-57]. 그림 3-82(d)는 microwave furnace를 이용하여 CO2 분 기 1300℃

에서 1 시간동안 유지하여 소결된 소결체 조직으로 소결온도가 비록 낮고, 

소결 유지시간이 1 시간밖에 되지 않았으나, 환원성 분 기 1700℃에서 4 

시간동안 소결된 그림 3-82(c)의 조직에 비하여 결정립 분포가 보다 안정

이고 크기 한, 유사하다. 기공의 분포는 일정한 형태를 나타냈으며, 기

공의 형태 한, 열 으로 안정한 조건에서 형성된 것과 같은 구형이다. 

이와 같은 소결조직을 분석한 결과 UO2+5wt%CeO2 소결체는 환원성 분

기에서 보다 산화 성분 기에서 보다 안정 으로 소결을 수행할 수 있겠

다.

   시료장착용 crucible을 텅스텐 plate를 사용하여 UO2와 UO2+5wt%CeO2 

성형체를 장착하고 microwave furnace를 이용하여 환원성 분 기 1700℃

에서 소결된 소결체 표면부분과 가까운 쪽의 소결조직을 그림 3-83에 나타

내었다. UO2 시료의 경우 기본상과 다른 상들이 물결무늬와 원형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UO2+5wt%CeO2 성형체 UO2의 경우와 는 다르게 실선과 

같은 각진 형상이다. 이와 같이 석출된 부분조직의 성분을 분석하기 해 

EPMA 분석을 하 다. 

   그림 3-84는 EPMA 성분 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일반 상(phase)인 

경우의 EPMA 분석한 그림 3-84(a)에서는 주 peak인 우라늄 peak가 나타

났고 한, oxygen peak가 나타났다. 그러나 그림 3-84(b)의 석출 상

(phase)에서는 우라늄 peak는 나타났으나 oxygen peak가 나타나지 않았다.

   (4) 결론

   1. UO2 시료의 소결 도 변화는 7%H2+93%N2 분 기 1700℃에서 

microwave furnace와 기존의 electrical furnace을 이용한 경우 모두 성형

압력이 2～4 ton/cm
2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소결 도가 약 1%T.D. 씩 증가

하 고, 승온속도에 따른 소결 도 변화는 승온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

가한다. 그리고, UO2+5wt%CeO2 시료의 소결 도 변화는 microwave 

furnace와 electrical furnace을 이용한 경우 모두 성형압력 증가에 따른 소

결 도 변화는 작았고, 동일한 승온속도와 소결 유지시간의 조건으로 소결 

할 경우 microwave로 소결된 경우의 소결 도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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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UO2 소결체의 결정립크기는 microwave furnace와 electrical 

furnace를 이용하여 7%H2+93%N2 분 기에서 동일한 소결조건으로 소결

된 시료의 경우 microwave로 소결된 소결체가 약 2배 이상 크다. 한, 

기공의 분포형태는 microwave로 소결된 소결조직이 불규칙 이다. 그리

고, microwave furnace을 이용하여 소결된 UO2+5wt%CeO2 소결체의 미

세구조는 소결 유지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결정립크기는 증가하 으나, 

불규칙 인 기공이 존재하고, crack과 기공사이를 잇는 유선 형태의 crack 

조직이 찰되었다.  CO2 분 기 1300℃에서 소결된 소결조직의 경우 기

공  결정립 분포가 균일하 고, 결정립크기 한 크다. 

   3. 시료장착용 crucible로 텅스텐 plate 사용하여 UO2와 

UO2+5wt%CeO2 시료를 microwave furnace를 이용하여 환원성 분 기에

서 소결할 경우 소결된 시료에서 우라늄 속 상(phase)이 석출되었다.

  나. Microwave를 이용한 산화성분 기 소결

  (1) 이론   실험  근방법

   유 (dielectric) 성질을 가지고 있는 세라믹재료에 Microwave를 가하

면 극자(dipole) 회 이나 진동(vibration)으로 인해 재료 내부에 마찰열

이 발생한다. 이러한 발열 상을 이용하는 Microwave 소결방법은 기존 

기로를 이용한 소결방법과 다르게 시료 자체가 직  발열하여 소결되기 

때문에, 소결체 제조공정을 Microwave를 이용할 경우 주된 재료와 첨가

제로 사용되는 물질 고유의 특성에 따른 유 손실 차이에 의해 보다 특성

이 우수한 소결조직 제조가 가능하다[3-57].

   원자력발 소에서 핵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우라늄산화물은 Microwave

의 조사에 해 매우 강하게 발열을 하고, 짧은 시간 안에 높은 온도까지 

발열을 할 수 있는 큰 손실값(loss factor)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있다

[3-58]. 그러나 Microwave를 이용하여 소결할 경우 가열하는 시료의 개개

의 부피가 작고, 장입되는 시료의 치에 따라서, Microwave의 분포에 많

은 왜곡 상을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왜곡 상을 없애기 해서는 이상

인 시료의 배치와 소결온도까지 Microwave와 반응하여 온도를 올릴 수 

있는 보조가열재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소결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단열

재로 사용되는 다공성의 알루미나(Al2O3)  지르코니아(ZrO2) 재와 보

조가열재  시료와의 에서 Microwave의 집 으로 인해서 the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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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away가 발생될 수도 있다[3-50]. 이 같은 문제 을 해결할 수 있는 방

법들  한 가지는 소결온도를 낮추는 것이다. 이러한, 소결온도를 낮출 

수 있는 소결방법은 혼합핵연료 압분체를 산화성분 기에서 소결한 다음 

소결체의 O/M 비를 2.00 부근으로 환원하는 산화소결공정을 용하면 과

잉산소에 의해 소결이 진되므로 상 으로 높은 온도에서 소결하는 환

원소결방법에 비해 낮은 온도에서 소결이 가능하다[3-3]. 그리고 산소분압

에 따라서 소결 도와 결정립크기를 용이하게 제어할 수 있는 이 이 있

다[3-59]. 

   본 실험에서는 Microwave 조사를 통한 산화성분 기에서의 소결실험

을 수행하기 해서 UO2+5wt%CeO2 혼합분말을 혼합/분쇄 방법으로 분말

처리한 후 압분한 성형체를 소결온도(1200～1500 ℃), 승온속도(5～20 ℃

/min)  소결유지시간(1～4 hours) 의 변수를 용하여 CO2 분 기에서 

산화소결하고, 7%H2+93%N2 분 기에서 환원하여 소결체를 제조하 다. 

제조된 시료는 소결 도  결정립크기 등을 측정하여 기로에서 동일한 

변수를 용하여 소결된 시료의 경우와 비교분석 하 다.

   (2) 연구내용

    (가) Microwave 실험 장치의 구성

   실험에 사용된 Microwave 소결로의 구성은 제어장치(Controller, 마그

네트론  Microwave 도 ), Cavity 내의 단열재(porous Al2O3 board) 

 보조가열재(SiC plate), 분 기 조 장치(Flow Meter  Vacuum 

Pump)  온도측정용 열  등이며, 와 같은 장치를 설정한 후에 소결 

실험을 수행하 다. Microwave 발생장치는 최 출력 6KW의 마그네트론

(National Electronics YJ1600 model)이 장착되었고, 이 장치는 2.45GHz의 

주 수를 방출한다[3-60]. 그림 3-85는 시료가 장착되는 multi-mode 

Cavity 내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Microwave 소결할 경우 가열공간 내

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한 단열재는 Microwave와 발열반응이 

고, 유 손실이 은 다공성의 알루미나(Al2O3) 재를 사용하 다. 그림 

3-86은 실험에 사용된 열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시료의 온도측정에 

사용된 열 는 몰리 덴늄(Mo) 보호 과 이 보호 의 외피에 산화  

환원성 분 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알루미나(Al2O3) 보호 으로 피복

한 C-type 열 를 사용하 다. 그리고 시료의 정확한 온도를 측정하기 

해서, (U, Ce)O2 시료에 열  을 삽입할 수 있는 구멍을 뚫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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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된 시료를 온도측정용 보조시료로 사용하 다. 그리고 알루미나 보호

을 통하여 Microwave가 출되는 것을 막기 해서, 열 가 삽입되는 

cavity의 벽과 닫는 부분의 보호 을 단하여 사이부분에 속(brass)을 

삽입하여 cavity 외부로 Microwave가 출되는 것을 해결하 다.  

    (나) 분말 비

   실험에서 사용된 UO2 분말은 O/U 비가 2.13이고, 분말의 평균입자크기

와 비표면 은 각각 2.24㎛와 2.27m
2/g이며 이 분말은 IDR(Integrated Dry 

Route) 공정에 의해 제조된 것이다. 이 분말은 겉보기 도(pure density)와 

탭 도(tap density)가 매우 낮으며 유동도가 나쁘다. PuO2의 체 물질로 

사용된 CeO2 분말은 Aldrich 회사 제품으로 평균 입자크기가 6.66㎛이고, 

순도는 99.9%이다. 시험에 사용된 (U, Ce)O2 혼합분말은 UO2에 

5wt%CeO2 분말을 첨가하여 Turbula에서 2 시간동안 혼합한 다음, 연속형 

Attrition Mill에서 2분 링 후 10분간 배출을 10회 동안 반복하여 비하

다.

    (다) 소결  특성분석

   시료는 비된 분말로부터 약 4g의 분말을 Zinc stearate가 도포된 형

에 장입한 후 유압 스로써 2～4 ton의 압력으로 성형하 다. 성형체의 

직경은 약 10㎜, 길이 약 8㎜이며, UO2+5wt%CeO2 성형체의 성형 도는 

6.0～6.5 g/cm
3 이었다. Microwave를 이용한 소결실험은 보조가열재

(Susceptor) 상부에 구성되어진 crucible에 성형체를 장착한 후, 소결온도

(1200～1500 ℃), 승온속도(5～20 ℃/min)  소결유지시간(1～4 hours) 의 

변수를 용하여 CO2 분 기에서 산화소결하고, 7%H2+93%N2 환원성 분

기에서 환원하 다.  Microwave를 이용하여 제조된 소결체의 특성을 비교

하기 해 기존의 기로를 사용여 동일한 조건으로 시료를 제조하 다. 

소결체의 도는 침 법(water immersion method)에 의해 측정하 고, 시

료의 기공조직과 결정립을 찰하 으며, 평균결정립크기는 linear 

intercept 방법으로 측정하 다. 

    (3) 연구결과

   Microwave 소결실험에서 소결조건에 따라서 Microwave가 cavity 내의 

가열물(applicator)에 가해질 때 소비된 출력( 력)변화량을 그림 3-8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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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다. 그림 3-87(a)는 가열속도에 따른 출력변화량을 나타낸 것으로

서, Microwave를 조사하여 온도를 1500℃ 까지 가열한 다음, 유지하는데 

소비된 평균출력량은 약 1.5KW이었고, 설정온도까지 온도를 상승하는데 

PID 값을 일정하게 유지할 경우 승온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overshout 

값과 출력량의 기울기가 크게 증가하 다. 특히, 승온속도를 20℃/min으로 

상승할 경우 overshout 값은 안정화된 설정온도의 평균출력량보다 0.5KW 

이상 증가하 다. 그리고 온도를 하강할 경우 출력량은 동일한 온도 상승

률에 비해서 출력량의 기울기가 속하게 하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87(b)는 소결온도(1200～1500 ℃) 에 따른 출력변화량을 나타낸 것으로

서, 소결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필요한 력량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설정온도에 도달한 후 출력량은 약 1시간 후에 일정해 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주로 보조가열재(SiC)  시료

(UO2+5wt%CeO2)가 Microwave와 반응함으로서 발생된 특성들로 어떠한 

보조가열재와 시료를 상용하느냐에 따라서 출력특성은 많이 달라질 것이

다. 

   산화성 분 기에서 UO2+5wt%CeO2 성형체를 성형압력, 승온속도, 소결

온도  소결유지시간 등의 변수를 용하여 Microwave로와 기로에서 

제조된 소결체의 소결 도 변화를 그림 3-88에 나타내었다. 그림 3-88(a)는 

성형압력과 승온속도(5～20 ℃/min)에 따라서 Microwave로와 기로에서 

소결된 시료의 소결 도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서, Microwave 소결의 경우 

성형압력(200～400 MPa) 증가에 따른 소결 도는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승온속도가 20℃/min인 경우 소결 도가 가장 크게 나

타났으나, 승온속도가 10℃/min인 경우 가장 작게 나타났다. 한, 

Microwave로와 기로에서 동일한 성형압력과 승온속도로 제조한 소결체

의 소결 도는 기로에서 제조한 소결체보다 약 2%T.D 정도 낮게 나타났

다. 그림 3-88(b)는 Microwave 소결로에서 1200～1500 ℃의 소결온도에 

따른 소결 도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서, 소결온도가 1200℃의 경우 1300～

1500 ℃ 사이의 경우에 비하여 소결 도 차이가 크게 나타났고, 성형

압력에 따른 향도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특성들을 추론해볼 때, 

Microwave 소결에서 UO2+5wt%CeO2 시료의 소결반응성이 큰 구간은 주로 

1200℃ 부근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3-88(c)는 Microwave 

소결로에서 소결유지시간에 따른 소결 도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서, 소결

유지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하 고, 성형압력에 따른 소결 도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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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압력이 200MPa, 300MPa  400MPa로 증가함에 따라서 약 1%T.D 씩 

증가하 다.

   UO2+5wt%CeO2 성형체를 Microwave로(microwave furnace)와 기로

(conventional furnace)를 이용하여 산화성분 기에서 승온속도에 따라서 

제조된 소결체의 기공크기분포를 그림 3-89에 나타내었다. 기공크기분포

는 Microwave로에서 제조된 소결체의 경우 기로에서 제조된 소결체보

다 기공 크기(직경)에 한 기공의 개수(그림 3-89(a))와 기공부피 분율

(그림 3-89(b))이 크게 나타났으며, 약 1～5 ㎛ 크기의 기공들이 주를 이

루고 있다. 승온온도에 따른 기공크기분포는 Microwave로  기로 소

결의 경우 모두 승온속도가 빠름에 따라서 기공크기분율이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Microwave 소결의 경우 기공크기분율이 크게 나타난 원인으로 

UO2 분말과 CeO2 분말이 Microwave 소결의 경우 Microwave가 시료에 

직  작용하여 가열되기 때문에 유 손실(dielectric loss) 차이에 의해서, 

열 인 향만을 주는 기로 소결에 비해서 기공을 많이 형성한 것으로 

사료된다.

   Microwave로와 기로를 이용하여 산화성분 기에서 승온속도에 따라

서 제조된 UO2+5wt%CeO2 소결체의 미세조직사진을 그림 3-90에 나타내

었다. 그림 3-90(a)는 Microwave로를 이용하여 10℃/min의 승온속도로 

1500℃에서 1시간동안 소결된 소결체의 미세조직을 나타낸 것으로서, 기

로를 이용하여 소결된 그림 3-90(b)에 비교하여 평균 결정립 크기는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기로에서 제조된 소결체의 결정립 크기의 

분포는 균일한 반면에, Microwave로에서 제조된 소결체는 부분 으로 크

고 작은 불규칙 인 결정립들이 존재하고 일정하지 않은 분포이다. 그림 

3-90(c)는 Microwave로를 이용하여 5℃/min의 승온속도로 제조된 소결체

의 미세조직을 나타낸 것으로서, 기로를 이용하여 소결된 그림 3-90(d)

에 비교하여 평균 결정립크기는 크게 나타났다. Microwave를 조사하여 

제조된 소결체의 미세조직은 기로에서 이용하여 제조된 소결조직에 비

하여 승온속도에 따른 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공과 결정립 크기

분포가 크게 나타났고 불규칙 으로 존재하 다. 

    (4) 결론

   Microwave 가열을 이용하여 산화성 분 기에 따른 UO2+5wt%CeO2 혼합분

말의 소결성을 분석하기 해서 Microwave 소결실험을 수행하고, 제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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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체의 특성을 기로에서 소결된 시료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었다.

   1. Microwave 가열에 따른 출력변화량은 주로 보조가열재(SiC)  시

료(UO2+5wt%CeO2)가 Microwave와 반응함으로서 발생된 것으로서, 이러

한 출력변화량은 가열조건에 따라서 많이 변하 다.

   2. Microwave 소결의 경우에서 동일한 성형압력과 승온속도로 제조한 

소결체의 소결 도는 기로에서 제조한 소결체보다 약 2%T.D 정도 낮

게 나타났다. 

   3. Microwave 소결의 경우에서 기공크기분율이 크게 나타났는데 이러

한, 원인으로 UO2 분말과 CeO2 분말이 Microwave 소결의 경우 

Microwave가 시료에 직  작용하여 가열되기 때문에 유 손실(dielectric 

loss) 차이에 의해서, 열 인 향만을 주는 기로 소결에 비해서 기공을 

많이 형성한 것으로 사료된다.

   4. Microwave를 가열하여 제조된 소결체의 미세조직은 기로에서 이

용하여 제조된 소결조직에 비하여 승온속도에 따른 향이 큰 것으로 나

타났으며, 기공과 결정립 크기분포는 크게 나타났고 다소 불규칙하 다.

  다. Microwave를 이용한 선택  가열 따른 소결성 변화

   (1) 이론 , 실험  근방법

   원자력발 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세라믹핵연료소결체는 소결체 특성 

 소결 도, 기공크기  결정립크기 등이 원자로의 노내거동(고 화  

부피팽창 등)에 크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61]. 일반 으

로, 세라믹핵연료소결체 제조공정에서는 발열체에 원을 가하여 간

으로 시료를 가열하는 기로(electrical furnace)를 사용하여 소결체를 

제조하는데, 이러한 소결방식은 에 지 소비가 많고, 소결시간이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경제 이지 못하다. 그러나 새로운 가열방식인 

Microwave를 이용한 소결방법은 시료자체가 직  발열하기 때문에 에

지 소비가 고, 소결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한, 여러 가지 장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62]. 세라믹시료에 Microwave를 조사할 

경우 물질종류에 따른 유 율 차이로 발열율이 다르게 나타난다[3-63]. 

이와 같은 특성 이용으로 핵연료물질에 소결첨가제를 미량 첨가하여 기공

크기  결정립크기 등을 제어할 수 있고, 우수한 핵연료소결체 제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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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실험에서는 Microwave 가열을 통하여 선택  가열에 따른 소결실험

을 수행하기 해서 Microwave 조사에 합한 다  혼합가열물(multi 

applicator)을 구성하 다. 실험은 UO2+5wt%CeO2 분말에 기공형성제 혹은 

압분 율활제인 AZB, SA  ZS 첨가한 기공형성제 첨가실험의 경우와 

UO2+5wt%CeO2 분말에 소결체 제조공정  결정립크기를 성장시키는 물

질로 알려진 TiO2, Ti2O3, SiO2  Nb2O5를 첨가한 소결 진제 첨가실험으

로 나 어 실험을 수행하 다. 한, 두 실험모두 혼합  혼합/분쇄 방법

으로 분말처리한 후, 1500 ℃ 산화성분 기에서 Microwave를 조사하여 소

결실험을 수행하 다. 제조된 소결체의 특성은 기존의 기로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제도된 소결체와 비교분석 하 고, Microwave 가열에서 가열변

수에 따른 가열물(applicator)의 온도변화  력변화 등을 분석하 다.

   (2) 연구내용

     (가) 분말 비

   실험에서 사용된 UO2 분말은 O/U 비가 2.13이고, 분말의 평균입자크기

와 비표면 은 각각 2.24㎛와 2.27m
2/g이고, 이 분말은 IDR(Integrated Dry 

Route) 공정에 의해 제조되었고, 겉보기 도(pure density)와 탭 도(tap 

density)가 매우 낮으며, 유동도가 나쁘다. PuO2의 체 물질로 사용된 

CeO2 분말은 Aldrich 회사 제품으로 평균 입자크기가 6.66㎛이고, 순도는 

99.9%이다. 기공형성제 는 윤활제로 사용되는 시료의 특성을 표 

3-12[3-64]에 나타내었고, 소결 진제로 사용되는 시료의 특성을 표 3-13

에 나타내었다. 시험에 사용된 분말은 두 가지 분말처리방법에 의해서 

비하 는데 기공형성제 첨가실험에서는 혼합방법과 분쇄방법을 사용하

고, 소결 진재 첨가방법에서는 혼합방법을 사용하여 분말처리를 하 다. 

첫째, 혼합방법(mixing method)은 UO2에 5wt%CeO2 분말을 첨가하여 

Turbula mixer에서 2 시간동안 혼합한 다음, 연속형 Attrition Mill에서 2

분 링 후 10분간 배출을 10회 동안 반복 처리된 분말에 0.5wt%의 기공

형성제(AZB, SA and ZS)를 각각 첨가 는 1wt%의 소결 진제를 가각 

첨가하여 Turbular mixer에서 1시간동안 혼합하여 분말처리 하 다. 둘째, 

분쇄방법(milling method)은 UO2에 5wt%CeO2  0.5wt%의 기공형성제 

분말을 동시에 첨가하여 Turbula에서 2 시간동안 혼합한 다음, 연속형 

Attrition Mill에서 2분 링 후, 10분간 배출을 10회 동안 반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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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 다.

    (나) 소결  특성분석

   원료분말에 기공형성제  소결 진제 첨가하여 분말처리 방법에 따라 

비된 분말로부터 약 4g의 분말을 Zinc stearate가 도포된 형에 장입한 

후 유압 스로써 300MPa의 압력으로 성형하 다. 성형체의 직경은 약 10

㎜, 길이 약 8㎜이며, UO2+5wt%CeO2 성형체의 성형 도는 6.0～6.5 g/cm3 

이었다. Microwave를 이용한 소결실험은 보조가열재(Susceptor) 상부에 구

성되어진 crucible에 성형체를 장착한 후, 1500℃ CO2 분 기에서 1-4 동안 

소결하고, 1500℃ 7%H2+93%N2 환원성 분 기에서 1시간동안 환원하 다. 

Microwave를 이용하여 제조된 소결체의 특성을 비교하기 해 기존의 기

로를 사용여 동일한 조건으로 시료를 제조하 다. 소결체의 도는 침 법

(water immersion method)에 의해 측정하 고, 시료의 기공분포와 결정립을 

찰하 으며, 평균결정립크기는 linear intercept 방법으로 측정하 다. 한, 

시료의 기계  특성을 분석하기 해서 Micro hardness tester(Mitutoyo社, 

MVK-G1)를 이용하여 500g의 하 으로 15  동안 유지하여 생긴 압흔의 

길이와 crack  길이를 측정하여 경도(Vickers hardness) 값을 산출하

고, 괴인성(Fracture toughness)값은 Indentation Crack Length법을 용

하여 산출하 다. 

   (3) 연구결과

    (가) 가열물에 따른 Microwave 반응특성

   Microwave 가열에서 가열시료(UO2+5wt%CeO2)의 양을 일정하게 하고, 

Microwave 입력 력변화에 따른 온도변화를 그림 3-91에 나타내었다. 가열

시료에 가해지는 Microwave 입력 력이 증가함에 따른 온도변화는 가열 

기에 속하게 증가하 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온도상승은 완만해지는 경

향을 나타내었다. 한, Microwave 가열 기에 입력 력이 0.5KW 인 경우 

분당 약 40℃씩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3KW인 경우 분당 약 160℃로 

빠르게 가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Microwave 가열에서 Microwave 입력 력을 1KW로 일정하게 가할 경우 

가열시료(UO2+5wt%CeO2)의 양에 따른 온도변화를 그림 3-92에 나타내었

다. 가열시료에 가해지는 온도상승율은 시료의 양이 큰 경우에서 보다 작은 

경우에서 크게 나타났고, 이러한 것은 일정한 Microwave 입력 력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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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설정할 경우 가열시료의 양에 따른 반응정도가 가열온도의 차이를 나

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Microwave 가열에서 MO2(UO2+5wt%CeO2)  SiC 가열시료의 양에 따

른 Microwave 입력 력에 한 입사  출력과 반사  출력의 변화를 그림 

3-93에 나타내었다. Microwave 가열에서 시료에 가해지는 입력 력에 따른 

입사  출력은 재료에 따라서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반사  출력은 입력

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SiC 가열시료 보다 MO2 가열물이 크게 증가하 다. 

이와 같이 일정한 Microwave를 조사할 경우 온도에 따른 반응정도는 시료

의 유 율과 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나) 기공형성제 첨가

    기공형성제를 첨가하여 분말처리방법에 따라서 비된 UO2+5wt%CeO2 

성형체를 소결온도(1500℃)  소결유지시간(1～4 h) 등의 변수를 용하여 

Microwave로와 기로에서 산화소결로 제조된 소결 도 변화를 그림 3-94

에 나타내었다. 혼합/분쇄 방법에서 Microwave를 이용한 소결체의 경우 기

공형성제 첨가에 따른 소결 도 감소는 ZS 첨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고, 

SA 첨가에서 가장 게 나타났다. Microwave로  통 인 기로 소결

에서 모두, 소결유지시간이 1시간에서 4시간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도는 

약 0.5～1 T,D씩 일정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기공형성제 첨가에 

따른 소결 도 경향은 AZB 첨가를 제외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기로소결

보다 Microwave 소결에서 소결 도가 크게 나타났다. 혼합 방법에서 

Microwave를 이용한 소결의 경우 기공형성제 첨가에 따른 소결 도는 혼

합/분쇄 방법에서와 다르게, 도감소가 낮게 나타났다. 기로 소결의 경우 

AZB 첨가에서는 소결유지시간에 따른 도변화가 0.5%T,D로 었으나, 

SA와 ZS 첨가에서는 도가 약 1.5%T,D로 크게 증가하 다. 이러한 경향

에 비하여, Microwave 소결의 경우 SA 첨가에서 도변화는 0.5%T,D 이

고, AZB와 ZS 첨가에서 약 1%T,D로 작게 나타났다. 기공형성제를 첨가하

지 않은 시료의 경우, Microwave로와 기로를 이용하여 1500℃에서 1시간

동안 소결된 소결체의 도는 기로 소결체의 도가 10.37g/㎤으로 기공

형성제를 첨가한 경우에 비해서 소결 도 차가 크게 나타났으나, 

Microwave로 소결체는 10.12g/㎤으로 기공형성제 첨가의 경우에 비해서 소

결 도 차가 작았다. 이처럼 기존 기로에 비하여 소결 도 차가 크게 나

타난 것은 Microwave가 UO2 분말과 CeO2 분말에 직  작용하여 가열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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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두 사료사이의 발열율 차이에 의한 것으로, 열 인 향만을 주는 

기로 소결에 비해서 기공을 많이 형성한 것으로 사료된다. 

   기공형성제를 첨가에 따라 비된 UO2+5wt%CeO2 성형체를 

Microwave로(microwave furnace)와 기로(electric furnace)를 이용하여 

산화성분 기에서 제조된 소결체의 기공크기분포를 그림 3-95에 나타내었

다. Microwave로에서 제조된 소결체의 경우 기로에서 제조된 소결체보

다 크기(직경)가 큰 기공의 개수(그림 3-95(a))가 많았고, 크기가 큰 기공

의 기공부피 분율(그림 3-95(b))이 크게 나타났다. Microwave로에서 제조

된 소결체의 기공의 크기분포는 약 1-20 ㎛가 주를 이루고 있며, SA  

ZS 시료의 경우 10um 이상의 기공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Microwave로에서 소결된 ZS 첨가 소결체의 경우 소결시간이 증가

함에 따라서 기공크기분율이 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Microwave 소결의 경우 기공크기분율이 크게 나타났다. 

   산화성분 기에서 Microwave로와 기로를 이용하여 기공형성제 첨가

에 따라서 제조된 UO2+5wt%CeO2 소결체의 미세조직사진을 그림 3-96에 

나타내었다. 그림 3-96(a)는 Microwave로를 이용하여 10℃/min의 승온속

도로 1500℃에서 1시간동안 소결된 소결체의 미세조직을 나타낸 것으로서, 

기로를 이용하여 소결된 그림 3-96(b)에 비교하여 평균 결정립 크기는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기로에서 제조된 소결체의 결정립 크

기의 분포는 균일한 반면에, Microwave로에서 제조된 소결체는 부분 으

로 크고 작은 다소 불규칙 인 결정립들이 존재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Microwave로와 기로를 이용하여 기공형서재 첨가에 따라서 제조된 

UO2+5wt%CeO2 소결체의 경도(Vickers hardness) 값과 괴인성

(Fracture tougheness) 값의 변화를 그림 3-97에 나타내었다. 원료분말에 

AZB를 첨가하여 Microwave로 1시간동안 소결된 소결체의 경도 값은 약 

750Hv(kgf/㎟) 고, 동일한 조건으로 기로에서 소결된 소결체의 경도 

값은 600Hv(kgf/㎟)이었다. Microwave를 이용하여 소결된 소결체의 경도 

값은 기로에서 소결된 소결체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고 특히, 기공형성제

를 첨가한 소결체에서 경도 값 차가 크게 나타났다. 일반 인 세라믹스재

료에서 소결체의 경도는 소결체의 치 화에 향을 받게되어, 소결 도가 

증가하면 경도값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3-65].

    (다) 소결 진제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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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력을 생산하기 해 가동되는 원자력발 소에서는 주로 UO2 연료를 

사용하여 원자력 발 을 한다. 사용되는 연료의 특성  소결 도와 결정립

크기 등은 연료가 안 하게 연소하는데, 요한 인자이다. 이러한 특성들을 

조 하기 해서 기존의 기로를 이용한 소결에서는 TiO2, Ti2O3, SiO2  

Nb2O5를 첨가하여 실험을 수행되었다[3-31, 32, 66]. 본 실험에서는 이러한 

소결 도와 결정립크기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으로 Microwave 가열을 이

용하여 비교실험을 수행하 다.    UO2+5wt%CeO2 혼합분말에 소결 진제

로 사용되고 있는 TiO2, Ti2O3, SiO2  Nb2O5를 첨가하여 산화성 분 기 

1500℃ 소결온도로 Microwave로와 기로에서 제조된 소결체의 도 변화

를 그림 3-98에 나타내었다. Microwave 소결의 경우 TiO2와 Ti2O3 첨가시

료에서 소결 도 변화는 TiO2를 첨가한 경우 약 0.1%T.D. 낮았고, 기로

에서는 반 의 경향으로 나타났으나, 두 시료의 소결 도 크지 않았다. 이

게, 소결 도 변화가 크지 않은 것은 TiO2와 Ti2O3 첨가시료가 동일 물질

이고 다만 산소의 원자가만 다른 것으로서 소결을 산화성분 기에서 수행

했기 때문에 큰 향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한, SiO2와 Nb2O5 첨가 

시료의 경우 Microwave 소결시료의 소결 도 경향은 기본 혼합물질로 사

용된 UO2+5wt%CeO2와 같이 기로 소결시료보다 소결 도가 크게 낮았

고, SiO2 첨가의 경우 소결 도는 약 90%T.D.로 낮게 나타났다. 이 의 산

화소결에서와 같이 기존 기로에 비하여 소결 도 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것은 Microwave가 혼합분말에 직  작용하여 발열율이 다른 시료

자체가 발열하기 때문에 열 인 향만을 주는 기로 소결에 비해서 기공

을 많이 형성하 다. 

   Microwave로와 기로를 이용하여 산화성분 기에서 소결체 제조공정 

 결정립크기를 성장시키는 물질로 알려진 TiO2, Ti2O3, SiO2  Nb2O5를 

첨가하여 소결조건에 따라서 제조된 UO2+ 5wt%CeO2 소결체의 미세조직사

진을 그림 3-99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결정립크기는 TiO2와 Ti2O3 첨가 

시료의 경우 기로소결에서 보다 Microwave소결에서 결정립크기가 크게 

나타났고, 기공의 분포는 기로에서 소결된 소결체보다 미세한 기공들이 

고 부분 큰기공이 많이 존재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SiO2와 Nb2O5 첨가 

시료에서는 Microwave로에서 소결된 소결체보다 기공이 많이 존재하고 이

러한 기공의 향으로 결정립성장이 기로에서 소결된 소결체보다 작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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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결론

   Microwave 가열장치를 구성하여 UO2+5wt%CeO2 원료분말에 기공형성

제인 AZB, SA  ZS와 소결 진제인 TiO2, Ti2O3, SiO2  Nb2O5를 첨가

하여 산화성분 기에서 소결실험을 수행하 고, 제조된 소결체의 특성과 기

존의 기로를 이용하여 제조된 소결체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

은 결과를 얻었다.

   1. 가열시료(UO2+5wt%CeO2)의 양을 일정하게 하고, Microwave 입력

력에 따른 온도변화는 Microwave 가열 기에 입력 력이 0.5KW 인 경우 

분당 약 40℃씩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3KW인 경우 분당 약 160℃

로 빠르게 가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기공형성제 첨가에 따른 소결 도는 AZB 첨가를 제외하고 동일한 조

건에서 기로 소결체보다 Microwave 소결체에서 크게 나타났고, 결정립크

기분포는 기로 소결체에서 균일한데 반하여, Microwave 소결체에서는 부

분 으로 다소 불규칙 인 결정립들이 존재하는 경향이었다.

   3. 소결 진제 첨가에 따른 소결 도는 TiO2와 Ti2O3의 경우 Microwave 

소결체와 기로소결체의 차이는 거의 없었으나, SiO2와 Nb2O5의 경우 

Microwave 소결체의 소결 도가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결정립크기는 TiO2

와 Ti2O3의 경우 기로 소결체보다 Microwave 소결체에서 크게 나타났으

며, SiO2와 Nb2O5 첨가시료는 Microwave 소결체에서 작게 나타났다.

  라. 분말처리장치의 Glove box 설치  운용기술 개발

   (1) 이론  근방법

   Glove box는 방사성 물질 는 독극물 등을 취 할 때 이러한 물질을 

작업자 는 환경과 격리시키는 목 으로 사용된다. 루토늄의 취 을 

한 glove box는 작업자를 보호하고, 정상작업 는 사고 시에도  

루토늄으로 오염된 물질이 환경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리되어야 한

다. 혼합핵연료제조에서 거의 모든 가공 공정은 glove box 내에서 이루어

진다. 모든 제조장비가 폐상자 내에 설치되어야 하고 장비의 가동  

공정작업에 필요한 모든 utilities를 폐상자 안으로 공 해야 한다. 

한 폐상자 내에 있는 제조장비는 작업자가 고무장갑을 통하여 운 , 유

지 보수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폐상자 내에 납벽돌을 사용하여 고 

방사성 물질을 차폐하며, 작업자를 보호하기 한 방사선 차폐용 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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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갑, goggle 등을 착용해야 한다. 따라서 혼합핵연료 제조에서 폐상자

의 운용기술은 가장 기본 으로 요구되는 기술이다. 

   본 과제에서는 폐상자에 하여 수집한 자료와 KAERI-PSI 공동연

구를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를 토 로 혼합핵연료 분말처리장비의 설치에 

합한 glove box를 설계, 제작한 바 있다. 이 폐상자에 건식 연속형 

attrition mill을 설치하여 혼합핵연료 분말의 링처리와 폐상자의 운용

기술을 시뮬 이션 하 다.

   (2) 연구내용

   그림 3-100은 본 과제에서 설계, 제작한 폐상자에 attrition mill을 

설치한 모습이다. Glove box 내에서 attrition mill 장치를 조작하여 

UO2+PuO2 혼합분말을 분말처리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고, 방사선피폭을 

많이 받게 되는 작업이다. Glove box 내의 공조 system에 의해서 폐상

자 내부의 공기압력을 제어하고, 필요한 경우 분 기를 조성하기 해 공

기 유입/배출 이 가 설치된다. 이 이 는 가능한 한 폐상자 내의 

작업에 지장을 래하지 않도록 천장의 뒤쪽 모퉁이에 설치되며, 유입구/

배출구에 각각 필터를 부착한다. 상자내부의 압력을 감시하는 게이지는 

상자내부와 공기필터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다. 폐상자는 보통 정상 작

업조건에서 -20～-30mmH2O, 기상태에서 10～-20 mm H2O의 

negative pressure를 유지한다. 장비의 가동과 작업에 필요한 기, 가스, 

냉각수 등은 창문에서 utilities의 종류에 따라 특수하게 제작된 터미 을 

통하여 내부로 공 된다. Glove box에서 glove는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서 재 neoprene 재질의 장갑을 설치하 고, 작업 에 장갑이 찢어지지 

않도록 장비의 손잡이와 모든 모서리 부분을 둥 게 다듬었다. 그림 

3-100에서 보여주는 장치는 폐상자의 운용기술개발을 한 비실험단

계로서 앞으로 공조시설, 필터링시스템, 안 장치, 장비의 보완 등 많은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 폐상자 내에서 attrition milling 작업을 원활

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치에 glove pot를 더 설치해야 하며, 공조

시설과 필터링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각종  utilities를 터미 을 

통하여 공 할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루토늄을 사용할 

경우에는 폐상자와의 연결 pot를 통하여 알 선 감지기를 설치하며, 작

업실 내에도 감마선 감지기와 기타 센서를 설치하여 방사성 사고의 감지

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 인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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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혼합핵연료 소결체재료 특성연구

 1. 소결체의 열충격 거동 특성 연구

  가. 이론  근방법 

   원자로용 핵연료로 사용되는 UO2 핵연료 소결체  UO2에 PuO2를 

첨가한 혼합 핵연료 소결체는 도, 기공율, 결정립 크기등의 미세구조 

변화에 따라 여러가지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며, 이러한 특성은 핵연료의 

성능에 큰 향을 미친다. 핵연료 소결체의 미세구조는 핵연료가 원자로

에서 조사될 때의 열 /기계  특성 변화로 인한 핵분열생성물의 거동과 

련을 갖기 때문에[3-67, 68], 핵연료 소결체의 미세구조 변화와 이에 따

른 열 /기계  특성 변화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지고 있다.  산

화물 핵연료에서 열 /기계  특성에 련된 문제 의 하나는 열충격에 

의한 핵연료 소결체의 괴인데, UO2 산화물 핵연료는 원자로 출력 증가

시 열 도도가 K = (0.117×2.65×10-4T) + 2.14×10-3×(T+273)3(W/m℃)

로 아주 낮은 값[3-69]을 나타내기 때문에 소결체의 원주 심부에는 핵

분열에 의해 고온상태로 되고 피복 이 해 있는 소결체의 원주 표면 

부분은 냉각수에 의해 온상태로 되어 큰 온도차가 발생하고, 이때 핵연

료 소결체는 고온에서 온으로의 냉에 의한 열충격과 이에 따른 열응

력을 받게된다. 

   핵연료 소결체의 열충격 거동은 다양한 인자들( 도, 기공율, 결정립

의 크기  분포, 열 도도, 첨가물 )에 의해 향을 받게되며, UO2 단일 

핵연료  혼합 핵연료 소결체에서 이러한 인자들의 변화에 따른 열 /기

계  특성변화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UO2에 PuO2를 첨가한 혼합

핵연료 소결체는 UO2 핵연료 소결체에 비해, 낮은 소결 도, 결정립 성

장의 둔화  소결체내 Pu의 불균질한 분포등의 문제[3-43]가 발생하므로, 

소결 공정 변화  소결 조제를 이용한 소결체의 제조에 한 연구가 진

행되고 있으며, 이 경우 소결체의 미세구조 변화에 따른 소결체의 열충격 

거동과 이에 따른 열 , 기계  특성에 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UO2에 PuO2와 고온 물리 화학 인 성질이 유사한 CeO2를 

첨가하고, 여기에 기공형성제 혼합하여 기공율을 달리하는 모의 혼합 핵

연료 소결체를 제조한 후, 기공율   pore의 분포에 따른 소결체의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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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특성 변화를 찰하 다. 소결체에 해 다양한 조건에서 열충격을 

실시한 후, 소결체에 나타나는 균열의 생성   형태, 괴인성, 괴표

면 에 지값의 측정을 통해 열충격 거동  열  특성을 분석하고, 기공율 

변화에 따른 괴강도, 임계 열충격 온도차를 측정하여 소결체의 기계  특

성을 분석함으로써, 기공율이 모의 혼합핵연료 소결체에 미치는 열 /기계

 특성에 해 비교 분석하 다. 

   한 소결체의 열 도도는 소결체의 도  미세구조의 향을 받으며, 

핵연료 소결체의 성능  열충격 거동을 결정하는 요소인데, 일반 인 열

도도 측정은 laser flash method를 이용하여 열확산율, 비열  도 값 등

을 통해 열 도도 값을 산출하는 방법이 많이 쓰여지고 있으며, 이외에도 

heat source  heat sink를 이용한 열 도도의 직  측정법 등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UO2에 CeO2를 첨가한 모의 혼합 핵연료 분말에 기공

형성제  첨가제를 혼합하고 분쇄하는 공정을 달리하여 기공율, 기공의 분

포, 기공의 크기  결정립의 크기를 달리하는 미세구조 제어된 모의 혼합 

핵연료 소결체제조하여 자체 개발한 열 도도  반복 열충격 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각 온도범 에서의 냉각거동에 의한 열 도도 값을 측정하고, 소

결체에 해 반복 열충격을 실시한 후, 소결체에 나타나는 균열의 생성  

 형태와 기공 크기 분포의 변화  형상 변화를 찰하여 소결체의 열

충격 거동을 비교 분석하 다.

  나. 실험  근방법

   (1) UO2-5wt%CeO2 소결체의 기공율 변화에 따른 열충격 거동  

       괴 특성 분석

     (가) 시편제조

   IDR공정으로 제조된 평균입자크기 2.24㎛, 비표면  2.27m
2
/g, O/U비 

2.13인 UO2 분말에 평균입경 6.66㎛인 CeO2 분말을 5wt% 첨가하고 여기에 

AZB 분말을 0.3, 0.5, 0.7, 1.0wt% 첨가하여 3 ton/cm
2로 성형한 후,1700℃

에서 4시간동안 93%N2+7%H2 분 기에서 환원 소결하여 소결체를 제조하

다. AZB를 첨가하여 기공율을 변화시킨 UO2-5wt%CeO2 소결체의 도

는 수침법(water immersion)으로 측정하 고, 기공율(porosity%)은 소결

도를 이용한 다음식[3-70]을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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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1-ρ/ρ0)×100 

 P:기공율(porosity %) ρ:소결 도 (g/cm3) ρ0:소결체의 이론 도(g/cm3)]

    (나) 열충격 거동  열충격 후 물성 측정

   기공율을 달리하는 UO2-5wt%CeO2 소결체의 열충격 실험은 열충격시 

단면에 작용되는 열응력을 최소화하기 해 Al2O3 cement를 사용하여 

2mm 두께의 Al2O3 dummy pellet을 2mm로 단된 소결체 disk 양면에 

합시킨 다음[3-71], Thermal shock로를 이용하여 200～1400℃ 까지 200℃ 

차이의 7조건으로 가열하여 각 설정 온도에서 30분간 유지 한 후, water 

bath에 떨어뜨려 냉시키는 방법으로 실시했으며, 가열과 냉시의 산화방

지를 해 불활성 개스인 N2 분 기에서 실시하 다. 열충격 후 시편 형태

의 보존과 안정 인 물성 측정을 해 시편을 mounting한 후 열충격에  따

라 생성된 균열의 거시 인 형태를 찰하 고, 경도(Hv)  괴인성

(KIC) 측정은 Micro hardness tester를 이용하여 500g의 하 으로 15  동

안 유지하여 생긴 압흔의 길이를 측정하여 산출하고, 이를 토 로 괴 표

면 에 지 값을 산출하 다. 괴인성(Fracture tougheness)값은 

Indentation Crack Length법을 용하 으며, Micro hardness tester로 1kg

의 하 에서 15  동안 유지하여 생긴 압흔의 길이 (2a)와 균열길이(2c)를 

5회 측정하여 다음 식[3-72]으로 계산하 다.

KIC (MPam1/2) = 0.16×Hv×a1/2×(c/a)-2/3    

(Hv : 비커스 경도값,  a : 압흔길이의 반,  c : 균열길이의 반)

괴 표면 에 지 값은 다음 식[3-73]으로 계산하 다.

                          G (J/m
2
) =  (1 - ν2)× KIC 2

                                             2 E

( ν: 포와송비,  KIC : 괴 인성값,  E : 률 )

    (다) 소결체의 괴 강도(σf)  임계열충격 온도차(ΔTc) 측정

    기공율이 다른 UO2-5wt%CeO2 소결체를 두께 1mm의 disk형태로 단

한 후, 단면을 #600의 sandpaper로 연삭하여 단면의 균열  흠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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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biaxial flexure technique을 용하여 자체 제작한 Cup&Corn형 jig

를 이용하여 crosshead speed 100㎛/min으로 다음 식[3-74]을 이용하여 산

출하 다.   

σf = 3p/2πh2 × {(1-υ)b2-a2/2b2 × b2/d2 + (1+υ)ln b/a}

     σf:Fracture strength,  P:Load at fracture(N), υ:Poisson's ratio

     d:specimen radius (mm), h:specimen hight (mm), a:Upper ring 

     tool radius(mm), b:Lower supporting fixture radius(mm)

   기공율을 달리하는 UO2-5wt%CeO2 소결체를 괴강도 측정용 시편과 

동일하게 가공한 후 80 ～ 200℃까지 가열하여 각 설정 온도에서 30분간 

유지한 후 water bath에 떨어뜨려 냉 시킨 시편에 한 괴강도를 측정

하여, 괴강도값의 격한 하를 보이는 열충격 온도차를 찰[3-75]하여 

열충격 항 parameter 인 임계 열충격 온도차(ΔTc)를 측정하 다. 

    (2) UO2-5wt%CeO2 소결체의 냉각거동에 의한 열 도도 측정  

        반복 열충격 거동 특성 연구

     (가) 시편제조

     IDR공정으로 제조된 평균입자크기 2.24㎛, 비표면  2.27m
2/g, O/U비 

2.13인 UO2 분말에 평균입경 6.66㎛인 CeO2 분말을 5wt% 첨가하고 여기에 

AZB 분말을 0.3～1.0wt% 첨가하여 3ton/cm2로 성형한 후,1700℃에서 4시간

동안 93%N2+7%H2 분 기에서 환원 소결하여 93～98%T.D의 소결 도를 

갖는 소결체를 제조하 다. AZB를 첨가하여 기공율을 변화시킨 

UO2-5wt%CeO2 소결체의 도는 수침법(water immersion)으로 측정하

고, 기공율(porosity%)은 소결 도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UO2-5wt%CeO2 소결체는 1mm의 disk형태로 단한 후, 단면의 균열을 

제거하기 해 sand paper(#600)로 연마 한 후 그림 3-101에 나타낸 

sample holder에 장착하여 그림 3-102의 반복 열충격 장치를 이용하여 열

도도 측정  반복 열충격을 실시하 다.  

    (나) 기공율에 따른 UO2-5wt%CeO2 소결체의 열 도도 변화 찰 

         이론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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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공율을 달리하는 UO2-5wt%CeO2 소결체의 열 도도 측정은 자체 제작

한 열 도도  반복 열충격 장치(그림 3-102)를 이용하여 IDR UO2 소결체

(O/U비 2.00)를 reference sample로 선정하여 J.H.Harding과 D.G Martin이 

제시한 다음의 식[3-76]을 이용하여 100% T.D UO2의 소결체의 열 도도 값

(K)을 산출하 다.

 

   K = (0.0375+2.165×10-4T)-1 +4.715×109T-2exp[-16361/T] --- (1)

여기에서 K : thermal conductivity (W/mK), T : temperature(k)를 나타낸

다.  

(1)식을 통해 산출된 100% T.D의 UO2 소결체의 열 도도 값을 이용하여 

Maxwell-Eucken의 다음식[3-77]을 이용하여 본 실험에서 reference sample

로 사용된 98.9% T.D UO2 소결체의 각 온도에 따른 열 도도 값을 구하

다.

K = Ko{(1-P)/(1+βP) --- (2)

여기에서 Ko : 100%T.D UO2 소결체의 열 도도 값, P : 소결체의 기공율, 

β : 상수(이론 으로 β=0.5)를 나타낸다. 

   98.9%T.D UO2 소결체와 UO2-5wt%CeO2 시편을 함께 그림 3-101에 나타

낸 내부가 단열된 sample holder에 각각 좌우로 장입하고, 그림 3-102의 반

복 열충격 장치를 이용하여 1400℃까지 가열하여 30분간 유지 후, sample 

holder를 상승시켜 N2 gas로 50℃ 까지 냉각시키면서, 반복 열충격 장치 좌

우에 설치된 I.R sensor를 통해  reference sample인 98.9%T.D UO2 소결체 

 UO2-5wt%CeO2 소결체 표면의 냉각곡선과,  sample holder 심부에 연

결된 thermo-couple을 이용하여 98.9%T.D UO2 소결체  UO2-5wt%CeO2 

소결체 안쪽면의 냉각 곡선을 얻었다. 반복열충격 장치를 통해 측정된 

reference sample 98.9%T.D UO2 소결체의 표면 냉각곡선(Tr), 

UO2-5wt%CeO2 소결체의 표면 냉각곡선(Ts), UO2  UO2-5wt% CeO2 소결

체 안쪽면의 냉각 곡선(To)과 J.H.Harding, D.G.Martain  Maxwell-Eucken

의 식으로부터 산출된 reference sample 98.9%T.D UO2 소결체의 열 도도 

값을 이용하여 다음 식[3-78]으로부터 reference sample 98.9%T.D UO2 소결

체의 각 온도에 따른 열량(Heat flow) Qr을 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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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kA*dT/L = -KA*(To-Tr)/L --- (3)

여기에서 -Q : 단 시간 동안 시편이 잃은 열량(J),  K : 시편의 열 도도

(W/mk), A : 시편의 열류방향 수직 단면 (m), To : 시편 안쪽면 온도(k), 

Tr : 시편 바깥 표면의 온도(k)를 나타낸다.  

   그림 3-103에 나타난 reference sample 98.9%T.D UO2 소결체의 표면 냉

각곡선(Tr)과 UO2-5wt%CeO2 소결체의 표면 냉각곡선(Ts) 그래 에서 기

온도1400℃(경과시간 t0)에서 각 설정온도(Tc)까지 도달되는 UO2 소결체의 

경과시간(tr)  UO2-5wt%CeO2 소결체의 경과시간(ts) 차이를 이용하여 

UO2  UO2-5wt%CeO2 소결체가 열을 잃는데 소비한 일(W=J/s)의 양이 

같아지는 지 을 계산한다. 기온도 1400℃에서 각 설정온도까지 소비한 일

(W=J/s)의 양이 같아지는 지 에서는 (3)식을 통해 산출된 reference sample 

98.9%T.D UO2 소결체의 열량(Qr)과 UO2-5wt%CeO2 소결체의 열량

(Qs)는 같으므로 다음 식[3-78]을 이용하여 본 실험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sample (UO2-5wt%CeO2 소결체)의 열 도도 값(Ks)을 구한다.

K = QL/A*ΔT ,         Ks = Qr*Ls/As*(T0-Ts)

여기에서 K : 열 도도(W/mk),  Q : 단 시간의 열량(J),  L : 열류방향

의 두께(m) , A : 열류방향 수직단면 (m
2),  Ks : UO2-5wt% CeO2 소결체

의 열 도도 값(W/mk), Ts : reference sample이 한일의 양과 같아지는 시

간에서의 sample의 표면온도를 나타낸다.

   냉각곡선을 이용하여 산출된 열 도도의 신뢰성 확보를 하여 93, 95, 

97%T.D의 mono-modal UO2+5wt%CeO2 소결체에 해 기존의 열 도도 측

정 방법인 Laser flash method를 이용하여 본 시편들의 열 도도를 측정하

여 냉각 곡선을 이용하여 산출된 열 도도 값과 비교하 다.

   (다) UO2-5wt%CeO2 소결체의 반복 열충격 거동 실험

   기공율을 달리하는 UO2-5wt%CeO2 소결체의 반복 열충격 거동은 93, 95, 

97% T.D의 소결 도 갖는 UO2-5wt%CeO2 소결체를 1400℃ 까지 가열한 

후 sample holder를 상승시켜 N2 gas(5000cc/min)로 상온(50℃)까지 냉각시

킨 후 sample holder를 하강시켜 다시 1400℃로 가열 후 냉각시키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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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10회에서 30회까지 반복하여 UO2-5wt%CeO2 소결체에 나타나는 반복 

열충격 후의 기공 분포 변화  조직 변화를 찰하 다.

    (3) 미세구조 제어된 UO2-5wt%CeO2 소결체의 열 도도 특성 

        반복 열충격 거동 연구 

    (가) 시편제조 

   ① 단일 기공분포(mono-modal pore size distribution)를 갖는 

        UO2-5wt% CeO2 소결체 제조 

   ㉮ UO2-5wt%CeO2 분말에 3.0wt%AZB를 첨가하여 2시간동안 tubular 

mixing하고, continuous attrition milling(20분/5회)처리한 후, 3 ton/cm
2로 

성형하여, 1700℃에서 4시간동안 H2 분 기에서 환원 소결하여 93.7%T.D

의 소결 도와 mono modal의 기공 분포를 갖는 소결체를 제조하 다[그

림 3-104(a),(d)]. 

   ㉯ UO2-5wt%CeO2 분말에 1.0wt%AZB를 첨가하여 2시간동안 tubular 

mixing하고, continuous attrition milling(20분/5회)처리한 후, 3 ton/cm
2로 

성형하여, 1700℃에서 4시간동안 H2 분 기에서 환원 소결하여 95.5%T.D

의 소결 도와 mono modal의 기공 분포를 갖는 소결체를 제조하 다[그

림 3-104(b),(d)].

   ㉰ UO2-5wt%CeO2 분말을 2시간동안 tubular mixing하고, continuous 

attrition milling(20분/5회)처리한 후, 3 ton/cm
2로 성형하여, 1700℃에서 4

시간 동안 H2 분 기에서 환원 소결하여 97.6%T.D의 소결 도와 mono 

modal의 기공 분포를 갖는 소결체를 제조하 다[그림 3-104(c),(d)].

  ② 이  기공분포(bi-modal pore size distribution)를 갖는 

UO2-5wt%CeO2 소결체 제조 

  ㉮ UO2-5wt%CeO2 분말에 1.5wt% AZB를 첨가하여 2시간동안 tubular 

mixing하고, continuous attrition milling(20분/5회)처리한 후, 이 분말에 

38um의 입자사이즈를 갖는 AZB 1.5%를 첨가하여 다시 2시간동안 

tubular mixing하고, 3 ton/cm
2로 성형하여, 1700℃에서 4시간동안 H2 분

기에서 환원 소결하여 93.3%T.D의 소결 도와 bi-modal의 기공 분포를 

갖는 소결체를 제조하 다[그림 3-105(a),(d)].   

  ㉯ UO2-5wt%CeO2 분말에 0.5wt% AZB를 첨가하여 2시간동안 tubular 

mixing하고, continuous attrition milling(20분/5회)처리한 후, 이 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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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38um의 입자사이즈를 갖는 AZB 0.5%를 첨가하여 다시 2시간동안 

tubular mixing하고, 3 ton/cm
2로 성형하여, 1700℃에서 4시간동안 H2 분

기에서 환원 소결하여 95.4%T.D의 소결 도와 bi-modal의 기공 분포를 

소결체를 제조하 다[그림 3-105(b),(d)].

  ㉰ UO2-5wt%CeO2 분말을 2시간동안 tubular mixing하고, continuous 

attrition milling(20분/5회)처리한 후, 이 분말에 38um의 입자사이즈를 갖

는 AZB 0.2%를 첨가하여 다시 2시간동안 tubular mixing하고, 3ton/cm
2

로 성형하여, 1700℃에서 4시간 동안 H2 분 기에서 환원 소결하여 

97.7%T.D의 소결 도와 bi-modal의 기공 분포를 갖는 소결체를 제조하

다[그림 3-105(c),(d)].  

 

  ③ 조 기공(Large pore)을 갖는 UO2-5wt%CeO2 소결체 제조  

  ㉮ UO2-5wt%CeO2 분말을 2시간동안 tubular mixing하고, continuous 

attrition milling(20분/5회)처리한 후, 이 분말에 38um의 입자사이즈를 갖

는 AZB 3.0%를 첨가하여 다시 2시간동안 tubular mixing하고, 3ton/cm
2

로 성형하여, 1700℃에서 8시간동안 H2 분 기에서 환원 소결하여 

92.6%T.D의 소결 도와 large pore(10um이상, mono-modal)의 기공 분포

를 갖는 소결체를 제조하 다[그림 3-106(a),(c)].

  ㉯ UO2-5wt%CeO2 분말을 2시간동안 tubular mixing하고, continuous 

attrition milling(20분/5회)처리한 후, 이 분말에 38um의 입자사이즈를 갖

는 AZB 1.0%를 첨가하여 다시 2시간동안 tubular mixing하고, 3ton/cm
2

로 성형하여, 1700℃에서 8시간동안 H2 분 기에서 환원 소결하여 

95.8%T.D의 소결 도와 large pore(10um이상, mono-modal)의 기공 분포

를 갖는 소결체를 제조하 다[그림 3-106(b),(c)].

  ④ 조  결정립을 갖는 UO2-5wt%CeO2 소결체 제조   

  ㉮ UO2-5wt%CeO2 분말에 1.0wt%AZB를 첨가하여 2시간동안 tubular 

mixing하고, continuous attrition milling(20분/5회)처리한 후, 3 ton/cm
2로 

성형하여, 1700℃에서 4시간동안 H2 분 기에서 환원 소결하여 95.4%T.D

의 소결 도와 13.7um의 결정립을 갖는 소결체를 제조하 다[그림 

3-107(a)].

  ㉯ UO2-5wt%CeO2 분말에 1.5wt%의 AZB  0.1wt% Cr2O3을 첨가하여 

2시간동안 tubular  mixing하고, continuous attrition milling(20분/5회)처

리한 후, 3 ton/cm
2로 성형하여, 1700℃에서 4시간동안 H2 분 기에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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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소결하여 96.2%T.D의 소결 도와 23um의 결정립을 갖는 소결체를 제조

하 다[그림 3-107(b)]. 

  ㉰ UO2-5wt%CeO2 분말에 1.5wt%의 AZB  0.1wt% Li2O을 첨가하여 2

시간동안  tubular mixing하고, continuous attrition milling(20분/5회)처리한 

후, 3 ton/cm
2로 성형하여, 1700℃에서 4시간동안 H2 분 기에서 환원 소결하

여 95.5%T.D의 소결 도와 30.6um의 결정립을 갖는 소결체를 제조하 다[그

림 3-107(c)].

    (나) 미세구조변화에 따른 UO2-5wt%CeO2 소결체의 열 도도 측정

   ① 93～97%T.D의 소결 도  다양한 미세구조 특성(기공분포  결정

립크기)을 갖는 UO2-5wt%CeO2 소결체를 Cyclic thermal shock test furnace

를 이용하여 1400℃까지 가열한 후 5000 cc/min의 N2 Gas로 상온(50℃)까지 

냉각시켜 나타난 소결체의 냉각곡선을 이용하여 2001년도 본 과제에서 개발

된 방법을 이용하여 각 소결체의 열 도도를 산출하 다.  

   ② 기공분포에 따른 UO2-5wt%CeO2 소결체의 열 도도 특성 변화는 

93%T.D, 95%T.D  97%T.D의 소결 도와 11.3～13.5um 범 의 결정립 

크기를 공통 으로 갖고 mono-modal  bi-modal pore size distribution을 

갖는 소결체의 온도에 따른 열 도도 변화를 비교 분석하 다.

  ③ 기공 크기에 따른 UO2-5wt%CeO2 소결체의 열 도도 특성 변화는 

92.6%T.D, 95.8%T.D의 소결 도와 11.3～13.5um 범 의 결정립 크기를 공

통 으로 갖고 mono-modal pore size distribution과 10um이상의 pore를 갖

는 소결체의 열 도도 변화를 비교 분석하 다.

  ④ 결정립 크기에 따른 UO2-5wt%CeO2 소결체의 열 도도 특성 변화는 

95%T.D (±0.6%)범 의 소결 도와 mono-modal pore size distribution을 

공통 으로 갖는 0.1wt% Cr2O3 첨가 UO2-5wt%CeO2 소결체(결정립 크기 

23um)와 0.1wt% Li2O 첨가 UO2-5wt% CeO2 소결체(결정립 크기 30.6um) 

 dopant를 첨가하지 않은 UO2-5wt%CeO2 소결체(결정립 크기 13.7um)의 

온도에 따른 열 도도 변화를 비교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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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미세구조 변화에 따른 UO2-5wt%CeO2 소결체의 반복열충격 

         거동 측정

   93～97%T.D의 소결 도  다양한 미세구조 특성(단일  이  기공분

포, 거 기공  다양한 결정립 크기)을 갖는 UO2-5wt%CeO2 소결체의 반

복열충격 거동 측정은 Cyclic thermal shock test furnace를 이용하여 소결

체를 1400℃까지 가열한 후 5000 cc/min의 N2 Gas로 상온(50℃)까지 냉각시

키고, 다시 1400℃에서 상온까지 가열과 냉각을 30회 반복하여 

UO2-5wt%CeO2 소결체에 나타나는 반복열충격 후의 열 도도 변화  소

결체 표면의 균열형상을 찰하여 측정하 다.   

    (라) 미세구조 변화에 따른 UO2-5wt%CeO2 소결체의 열 ․기계  특성

   93～97%T.D의 소결 도(기공율)  다양한 미세구조 특성(단일  이

 기공분포, 거 기공  다양한 결정립 크기)을 갖는 UO2-5wt%CeO2 소

결체의 열 ․기계  특성은 본 과제에서 제작한 고온강도 측정장치를 이용

하여 기공율  미세구조 변화에 따른 상온  1000℃에서의 괴강도

(Fractural strength, σf)를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 다. 

  다. 연구 내용 

   (1) UO2-5wt%CeO2 소결체의 기공율 변화에 따른 열충격 거동  

       괴 특성 분석

    (가) UO2-5wt%CeO2 소결체의 기공율 변화에 따른 열충격 거동 

         특성 분석 

   UO2-5wt%CeO2 분말에 AZB 분말을 0.3, 0.5, 0.7, 1.0wt% 첨가하여 3 

ton/cm
2로 성형한 후, 1700℃에서 4시간동안 93%N2+7%H2 분 기에서 환원 

소결하여 기공율을 변화시킨 소결체를 제조하 다. 기공율을 변화시킨 

UO2-5wt%CeO2 소결체는 균일한 열충격 물성치를 얻기 해 두께 1mm의 

disk형태로 단한 후, 단면의 열응력을 최소화 하기 해 Al2O3 cement를 

사용하여 1mm로 가공된 Al2O3 dummy pellet에 합시켰다. Al2O3 dummy 

pellet에 합된 소결체 disk를 Thermal shock용 로에 stainless wire를 

이용하여 고정하고 200～1400℃ 까지 200℃ 차이의 7조건으로 가열하여 

각 설정 온도에서 30분간 유지후 water bath에 떨어뜨려 냉시켰으며, 

가열시 산화방지를 해 불활성 개스인 N2을 사용하 다. 열충격후 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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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보존과 안정 인 물성 측정을 해 시편을 mounting한 후 열충격

에  따라 생성된 균열의 거시 인 형태를 찰하 다. 경도  괴인성 

측정은 Micro hardness tester를 이용하여 500g의 하 으로 15  동안 유

지하여 생긴 압흔의 길이를 측정하여 산출하고, 이를 토 로 괴 표면 

에 지 값을 산출하 다.

    (나) UO2-5wt%CeO2 소결체의 기공율 변화에 따른 굽힘강도  

         임계 열충격 온도차(ΔTc) 특성분석

   기공율을 달리한 UO2-5wt%CeO2 소결체를 두께 1mm의 disk형태로 

단한 후, 단면을 #600의 sandpaper로 연삭하여 단면의 균열  흠

을 제거한 후, ring on ring type의 굽힘강도 측정 Jig를 사용하여 굽힘강

도을 측정하 다. 한 소결체의 굽힘강도 측정용 시편을 80 ～ 200℃까지 

가열하여 각 설정 온도에서 30분간 유지한 후 water bath에 떨어뜨려 

냉시킨 시편에 한 굽힘강도를 측정하여 열충격 항 parameter 인 임계

열충격 온도차 특성을 분석하 다. 

   (2) UO2-5wt%CeO2 소결체의 냉각거동에 의한 열 도도 측정  

       반복 열충격 거동 특성 연구

    (가) 냉각거동에 의한 열 도도 측정

    각 온도차  Gas flow에 따른 시편의 냉각곡선 data를 확보하기 

하여 ΔT=200～1400℃까지 100℃단 로 3000, 5000 cc/min의 Gas flow로 

각 3회 반복 열충격을 실시하여 나타난 냉각곡선 data 확보  분석(본 

실험시의 측정오차 보정) 수행하 다. IDR UO2 소결체(O/U비 2.00)를 

reference sample로 선정하여 J.H.Harding과 D.G Martin이 제시한 식을 

이용하여 100% T.D UO2의 소결체의 열 도도 값(K)을 산출하 다. 100% 

T.D의 UO2 소결체의 열 도도 값을 이용하여 Maxwell-Eucken의 식을 이

용하여 본 실험에서 reference sample로 사용된 98.9% T.D UO2 소결체의 

각 온도에 따른 열 도도 값을 구하 다. 98.9%T.D UO2 소결체와 

UO2-5wt%CeO2 시편을 반복 열충격 장치를 이용하여 1400℃까지 가열하여 

30분간 유지 후, sample holder를 상승시켜 N2 gas로 50℃까지 냉각시키

면서, 반복 열충격 장치 좌우에 설치된 I.R sensor를 통해 reference 

sample인 98.9%T.D UO2 소결체  UO2-5wt%CeO2 소결체 표면의 냉각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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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sample holder 심부에 연결된 thermo-couple을 이용하여 98.9%T.D 

UO2 소결체  UO2-5wt%CeO2 소결체 안쪽면의 냉각 곡선을 얻었다. 

   반복열충격 장치를 통해 측정된 reference sample 98.9% T.D UO2 소결

체의 표면 냉각곡선(Tr), UO2-5wt%CeO2 소결체의 표면 냉각곡선(Ts), 

UO2  UO2-5wt%CeO2 소결체 안쪽면의 냉각 곡선(To)과 J.H.Harding, 

D.G.Martain  Maxwell-Eucken의 식으로부터 산출된 reference sample 

98.9%T.D UO2 소결체의 열 도도 값을 이용하여 실험  근 방법에서 

제시된 과정을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sample (UO2-5wt%CeO2 소결체)의 

열 도도 값(Ks)을 구하 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냉각곡선을 이용한 열

도도 값의 신뢰성 확보를 하여 93, 95, 97%T.D의 mono-modal 

UO2+5wt% CeO2 소결체에 해 기존의 열 도도 측정 방법인 Laser flash 

method를 이용하여 열 도도를 측정한 후, 냉각 곡선을 이용하여 산출된 

열 도도 값과 비교 분석하 다.

    (나) UO2-5wt%CeO2 소결체의 반복 열충격 거동 실험 

    93, 95, 97% T.D의 소결 도 갖는 UO2-5wt%CeO2 소결체를 1400℃ 

까지 가열한 후sample holder를 상승시켜 N2 gas(5000cc/min)로 상온(5

0℃)까지 냉각시킨 후 sample holder를 하강시켜 다시 1400℃로 가열 후 

냉각시키는 과정을 10회에서 30회 까지 반복하여 UO2-5wt%CeO2 소결체

에 나타나는 반복 열충격 후의 기공 분포 변화  조직 변화를 찰하

다. 다양한 기공 크기  분포를 갖는 UO2  UO2+5wt%CeO2 소결체의 

반복열충격 거동 연구를 하여 93, 95, 97%T.D의 소결 도와 

mono-modal의 기공분포를 갖는 UO2-5wt%CeO2 소결체에 해 반복 열충

격을 이용한 특성 변화  열 도도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 다. 

   (3) 미세구조제어된 UO2-5wt%CeO2 소결체의 열 도도 특성  

       반복열충격 거동 연구 

    (가) 미세구조변화에 따른 UO2-5wt%CeO2 소결체의 열 도도 측정

   93～97%T.D의 소결 도  다양한 미세구조 특성(기공분포  결정립

크기)을 갖는 UO2-5wt%CeO2 소결체를 Cyclic thermal shock test furnace

를 이용하여 1400℃까지 가열한 후 5000 cc/min의 N2 Gas로 상온(50℃)까

지 냉각시켜 나타난 소결체의 냉각곡선을 이용하여 2001년도 본 과제에서 

개발된 방법을 이용하여 각 소결체의 열 도도를 산출하 다. 기공분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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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UO2-5wt%CeO2 소결체의 열 도도 특성 변화는 93%T.D, 95%T.D  

97%T.D의 소결 도와 11.3～13.5um 범 의 결정립 크기를 공통 으로 갖

고 mono- modal  bi-modal pore size distribution을 갖는 소결체의 온도

에 따른 열 도도 변화를 비교 분석하 다. 

   기공 크기에 따른 UO2-5wt%CeO2 소결체의 열 도도 특성 변화는 

92.6%T.D, 95.8%T.D의 소결 도와 11.3～13.5um 범 의 결정립 크기를 공

통 으로 갖고 mono-modal pore size distribution과 10um이상의 pore를 갖

는 소결체의 열 도도 변화를 비교 분석하 다. 결정립 크기에 따른 

UO2-5wt%CeO2 소결체의 열 도도 특성 변화는 95%T.D (±0.6%)범 의 소

결 도와 mono-modal pore size distribution을 공통 으로 갖는 0.1wt% 

Cr2O3 첨가 UO2-5wt%CeO2 소결체(결정립 크기 23um)와 0.1wt% Li2O 첨가 

UO2-5wt% CeO2 소결체(결정립 크기 30.6um)  dopant를 첨가하지 않은 

UO2-5wt% CeO2 소결체(결정립 크기 13.7um)의 온도에 따른 열 도도 변화

를 비교 분석하 다.

    (나) 미세구조 변화에 따른 UO2-5wt%CeO2 소결체의 반복 열충격 

         거동 측정

   93～97%T.D의 소결 도  다양한 미세구조 특성(단일  이  기공분

포, 거 기공  다양한 결정립 크기)을 갖는 UO2-5wt%CeO2 소결체의 반

복열충격 거동 측정은 Cyclic thermal shock test furnace를 이용하여 소결

체를 1400℃까지 가열한 후 5000 cc/min의 N2 Gas로 상온(50℃)까지 냉각시

키고, 다시 1400℃에서 상온까지 가열과 냉각을 30회 반복하여 

UO2-5wt%CeO2 소결체에 나타나는 반복열충격 후의 열 도도 변화  소

결체 표면의 균열형상을 찰하여 측정하 다.   

    (다) 미세구조 변화에 따른 UO2-5wt%CeO2 소결체의 열 ․기계  

         특성 분석

    93～97%T.D의 소결 도(기공율)  다양한 미세구조 특성(단일  이

 기공분포, 거 기공  다양한 결정립 크기)을 갖는 UO2-5wt%CeO2 소

결체의 열 ․기계  특성은 본 과제에서 제작한 고온강도 측정장치를 이용

하여 기공율  미세구조 변화에 따른 상온  1000℃에서의 괴강도

(Fractural strength, σf)를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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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연구 결과 

   (1) UO2-5wt%CeO2 소결체의 기공율 변화에 따른 열충격 거동  

       괴 특성 분석

    (가) AZB 첨가에 따른 UO2-5wt%CeO2 소결체의 도변화 

   그림 3-108은 UO2-5wt%CeO2에 AZB를 0.3, 0.5, 0.7, 1.0wt% 첨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소결체의 도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Porefomer인 AZB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UO2-5wt% CeO2 소결체는 97.6 ～ 93.7%의 상

도와 2.4 ～ 6.3%의 기공율을 나타내었다. 

    (나) 기공율에 따른 UO2-5wt%CeO2 소결체의 열충격 거동 특성 변화

   그림 3-109는 기공율을 달리하는 UO2-5wt%CeO2 소결체의 열충격 온

도차(ΔT)에 따른 경도값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UO2-5wt%CeO2 소결체

는 기공율의 변화와 열충격 온도차에도 불구하고 경도값의 큰 변화가 찰

되지 않았다. UO2-5wt%CeO2 소결체의 열충격 온도차(ΔT)에 따른 괴인

성값의 변화도 그림 3-1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공율의 변화와 열충격 온

도차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찰되지 않았다. 

   소결체의 열충격 온도차(ΔT)에 따른 괴 표면 에 지값은 그림 3-111

에 나타낸 바와 괴 인성값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림 3-112는 AZB를 첨가한 UO2-5wt%CeO2 소결체의 열충격 온도차

(ΔT=1000)에 따른 균열의 형태를 나타내었는데, AZB 함량이 0.3 ～ 

0.5% 인 경우 균열의 가 원주바깥에서 심부 방향으로 직선 으로 

일어났지만, 0.7%이상 첨가되었을 때는 균열의 가 원주를 횡단(Cross)

형태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AZB를 첨가한 UO2-5wt%CeO2 소결체의 

열충격 후(ΔT=1000) 비커스 Indenter에 의한 압흔  균열형상은 그림 

3-113에 나타내었는데, AZB 함량이 증가할수록 Indentation에 의한 균열의 

가 pore에 의해 trap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UO2-5wt%CeO2 소결체는 AZB 함량증가에 따른 도감소  기공율의 증

가에 따라 열충격에 의한 균열 생성  의 증가(그림 3-112)와 이로 

인한 괴 물성들(경도, 괴인성, 괴표면에 지)의 감소가 상되었지만, 

그림 3-113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AZB 함량이 증가할수록 열충격에 의한 

균열이 다수의 pore에 의해 trap되어, 균열의 진 이 억제됨으로써, 기공

율의 변화와 열충격 온도차(ΔT)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열충격에 의한 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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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성들의 큰 변화가 찰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 기공율에 따른 UO2-5wt%CeO2 소결체의 괴강도(σf)  

         임계열충격온도차(ΔTc) 특성

   AZB를 첨가하여 기공율을 달리한 UO2-5wt%CeO2 소결체의 굽힘 강

도 값을 그림 3-114에 나타내었는데, UO2-5wt%CeO2 소결체는 UO2 소결

체에 비해 다소 낮은 값을 나타내었고, AZB 첨가에 의한 기공율의 변화

에도 불구하고, 괴강도 값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림 3-115는 AZB 첨가에 따른 UO2-5wt%CeO2 소결체의 임계 열충

격 온도차를 나타낸 것으로, AZB를 첨가한 UO2-5wt%CeO2 소결체는 

UO2 와 AZB를 첨가하지 않은 UO2-5wt% CeO2 소결체에 비해 다소 높은 

임계 열충격 온도차를 나타내었다. 여기에서 UO2-5wt% CeO2 소결체는 

AZB 첨가에 의한 도감소와 기공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괴강도값의 

하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것은 앞서 나타난 열충격시에 따른 괴 물

성들(경도, 괴인성, 괴표면에 지)과 마찬가지로 pore에 의한 균열 진

의 억제에 의한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한 이러한 특성은 임계 열충

격 온도차(ΔTc)를 통해서도 찰되는데, AZB를 첨가한 UO2-5wt%CeO2 

소결체는 낮은 온도 역(80 ～150℃)에서는 UO2-5wt% CeO2 소결체보다 

다소 높은 열충격 항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2) UO2-5wt%CeO2 소결체의 냉각거동에 의한 열 도도 측정  

       반복 열충격 거동 특성 연구

    (가) 기공율에 따른 UO2-5wt%CeO2 소결체의 열 도도 변화

   그림 3-116, 117, 118은 반복 열충격 장치를 이용하여 측정된 93, 95, 

97%T.D UO2-5wt%CeO2 소결체의 열 도도 값과 laser flash method를 

사용해 측정된 동일 시편의 열 도도 값  동일한 기공율을 갖는 UO2 

소결체의 열 도도 값(Martin 식 이용)을 비교한 것이다. 일반 인 열 도

도 측정에 활용되는 laser flash method에 의한 93, 95, 97%T.D 

UO2-5wt% CeO2 소결체의 열 도도 값과 본 실험에서 사용된 냉각곡선

을 이용하여 측정한 열 도도 값은 오차 범  내에서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었으며, Martin등[3-79～3-81]이 제시한 93, 95, 97% T.D UO2 소결체 

보다 상 으로 낮은 값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119는 반복 열충격 장치를 이용하여 93, 95, 97%T.D의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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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갖는 UO2-5wt% CeO2 소결체를 1400℃ 까지 가열한 후 N2 

gas(5000cc/min)로 50℃까지 냉각시키면서 얻어진 냉각곡선을 이용하여 측

정된 93, 95, 97%T.D UO2-5wt%CeO2 소결체의 열 도도 값(K)을 나타낸 

것이다. UO2-5wt%CeO2 소결체의 도가 낮아질수록 기공율이 높아져 상

으로 낮은 열 도도 값을 나타내었다. 

    (나) UO2-5wt%CeO2 소결체의 반복 열충격 거동 

   그림 3-120은 93, 95, 97%T.D의 소결 도 갖는 UO2-5wt%CeO2 소결체 

 98.7%T.D UO2 소결체를 1400℃ 까지 가열한 후 N2 gas(5000cc/min)로 

상온(50℃)까지 냉각시킨 후 sample holder를 하강시켜 다시 1400℃로 가

열 후 냉각시키는 과정을 10회에서 30회까지 반복하여 UO2-5wt%CeO2  

UO2 소결체에 나타나는 반복 열충격 후의 균열형상  균열진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높은 도를 나타낸 UO2소결체가 UO2-5wt%CeO2 소결체

에 비해 균열의 생성  진 력의 크기가 작았으며, 93%T.D의 

UO2-5wt%CeO2 소결체가 가장 큰 균열 형상  균열의 진 을 보 다. 

   그림 3-121과 3-122는 93, 95, 97%T.D의 소결 도 갖는 

UO2-5wt%CeO2 소결체  98.7%T.D UO2 소결체를 1400℃ 까지 가열한 

후 N2 gas(5000cc/min)로 50℃까지 냉각 시킨 후 sample holder를 하강시

켜 다시 1400℃로 가열 후 냉각시키는 과정을 10회에서 30회까지 반복하여 

UO2-5wt%CeO2  UO2 소결체에 나타나는 기공의 크기 분포의 변화  

형상 변화를 나타낸 것임. UO2-5wt%CeO2  UO2 소결체는 1400℃에서 

N2 gas에 의한 10번의 반복 열충격을 통해 pore의 형상  크기가 확 되

었으며,1400℃에서 30번 열충격을 실시했을 때 pore의 형상  크기가 더

욱 확 되는 경향을 보 다. 

   (3) 미세구조 제어된 UO2-5wt%CeO2 소결체의 열 도도 특성  

       반복열충격 거동 연구 

    (가) 미세구조 제어된 UO2-5wt%CeO2 소결체의 열 도도 특성

  ① 단일 기공분포를 갖는 UO2-5wt%CeO2 소결체의 열 도도 특성 

    그림 3-123은 반복 열충격 장치를 이용하여 소결체를 1400℃까지 가열

한 후 N2 gas(5000 cc/min)로 50℃까지 냉각시키면서 얻어진 냉각곡선을 

이용하여 측정된 93.7～97.6%T.D 범 의 소결 도를 갖는 단일기공분포

(mono-modal pore size distribution) UO2-5wt%CeO2 소결체의 온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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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열 도도(K)값을 나타낸 것임. 본 과제에서 개발된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

된 mono-modal pore size distribution UO2-5wt%CeO2 소결체의 열 도도 

값은 일반 으로 활용되는 Laser flash method를 통해 측정된 열 도도 값

과 비교했을 때, 오차 범  내에서 잘 일치함을 보여주며, mono-modal pore 

size distri- bution UO2-5wt%CeO2 소결체는 473～1473K의 온도 역에서 

기공율이 증가할수록 열 도도 값이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② 이  기공분포를 갖는 UO2-5wt%CeO2 소결체 제조의 열 도도 특성 

   그림 3-124는 반복 열충격 장치를 이용하여 소결체를 1400℃까지 가열

한 후 N2 gas(5000 cc/min)로 50℃까지 냉각시키면서 얻어진 냉각곡선을 

이용하여 측정된 93.3～97.7%T.D 범 의 소결 도를 갖는 이 기공분포

(bi-modal pore size distribution) UO2-5wt%CeO2 소결체의 온도에 따른 

열 도도(K)값을 나타낸 것이다. 이 기공분포를 갖는 UO2-5wt%CeO2 소

결체는 그림 3-123의 mono- modal pore size distribution UO2-5wt%CeO2 

소결체의 열 도도 경향과 유사하게, 473～1473K의 온도 역에서 기공율

이 증가할수록 열 도도 값이 낮아졌으며, 같은 기공율에서는 단일기공분포

를 갖는 소결체가 이 기공분포를 갖는 소결체보다 473～1473K의 온도 

역에서 열 도도 값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③ 조 기공(Large pore)을 갖는 UO2-5wt%CeO2 소결체의 열 도도 특성

   그림 3-125는 반복 열충격 장치를 이용하여 소결체를 1400℃까지 가열

한 후 N2 gas(5000 cc/min)로 50℃까지 냉각시키면서 얻어진 냉각곡선을 

이용하여 측정된 92.6～95.8%T.D 범 의 소결 도와 거 기공(Large pore, 

10um 이상)을 갖는 UO2-5wt%CeO2 소결체의 열 도도(K)값을 나타낸 것

이다. 거 기공을 갖는 UO2-5wt%CeO2 소결체는 그림 3-123과 그림 

3-124의 mono-modal pore size distribution  bi-modal pore size 

distribution을 갖는 UO2- 5wt%CeO2 소결체의 열 도도 값에 비해 473 ～ 

1473K의 온도 역에서 상 으로 낮은 값을 나타냈으며, 95.8%T.D, 거

기공 UO2-5wt% CeO2 소결체가 92.6%T.D 소결체보다 상 으로 높은 

열 도도 값을 나타내었다. 

  ④ 조  결정립을 갖는 UO2-5wt%CeO2 소결체의 열 도도 특성

   그림 3-126은 반복 열충격 장치를 이용하여 소결체를 1400℃까지 가열

한 후 N2 gas(5000 cc/min)로 50℃까지 냉각시키면서 얻어진 냉각곡선을 

이용하여 측정된 95%T.D (±0.6%)범 의 소결 도와 mono-modal pore 

size distribution을 공통 으로 갖는 0.1wt% Cr2O3 첨가 UO2-5wt%CeO2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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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체(결정립 크기 23um)와 0.1wt% Li2O 첨가 UO2-5wt%CeO2 소결체(결정립 

크기 30.6um)  dopant를 첨가하지 않은 UO2-5wt%CeO2 소결체(결정립 크

기13.7um)의 온도에 따른 열 도도 값을 나타낸 것이다. 0.1wt% Cr2O3 첨가

한 UO2-5wt% CeO2 소결체가 0.1wt% Li2O첨가 소결체  dopant를 첨가하

지 않은 UO2-5wt%CeO2 소결체에 비해 473～1473K의 온도 역에서 상

으로 높은 열 도도 값을 나타냈으며, Cr2O3  Li2O를 첨가한 

UO2-5wt%CeO2 소결체는 결정립 크기의 증가로 인해  473～1473K의 온도 

역에서 열 도도 값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나) 미세구조 변화에 따른 UO2-5wt%CeO2 소결체의 반복열충격 

         거동 특성

   ① 단일 기공분포를 갖는 UO2-5wt%CeO2 소결체의 반복 열충격 거동 

   그림 3-127은 93.7～97.6%T.D 범 의 소결 도를 갖는 단일기공분포

(mono- modal pore size distribution) UO2-5wt%CeO2 소결체를 Cyclic 

thermal shock test furnace를 이용하여 1400℃에서 상온까지 가열과 냉각

을 30회 반복하여 UO2-5wt%CeO2 소결체에 나타나는 반복열충격 후의 

열 도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단일기공분포를 갖는 97.6%T.D UO2- 

5wt%CeO2 소결체는 1400℃에서 상온까지 30회 반복열충격을 실시 했을 

때, 1473～873K 역에서는 반복 열충격 ․후의 열 도도 값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773K이하 온도 역에서는 반복 열충격에 따른 열 도

도 값의 감소가 약간 나타났다. 단일기공분포를 갖는 95.5%T.D 

UO2-5wt%CeO2 소결체는 1473～1173K 역에서는 반복 열충격 ․후의 

열 도도 값에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1073K 이하의 온도 역

에서는 반복 열충격에 따른 열 도도 값의 감소가 다소 나타났다. 단일기공

분포를 갖는 93.7%T.D UO2-5wt% CeO2 소결체는 1473～1373K 역에서

는 반복 열충격 ․후의 열 도도 값에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1273K 역부터 반복 열충격에 따른 열 도도값의 감소가 나타나기 시작하

여, 1173K 이하의 온도 역에서는 상 으로 큰 열 도도의 감소를 나타

내었다.

   그림 3-128은 단일기공분포  93.7%T.D～97.6%T.D의 소결 도를 갖는 

UO2- 5wt%CeO2 소결체의 반복열충격 ․후에 나타나는 기공분포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단일기공분포 UO2- 5wt%CeO2 소결체는 1400℃에서 상온

까지 30회 반복열충격을 실시했을 때, 기공의 부피분율  기공의 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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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증가함을 알수 있었다.

   그림 3-129는 단일기공분포  93.7%T.D～97.6%T.D의 소결 도를 갖는 

UO2- 5wt%CeO2 소결체의 반복열충격에 따른 소결체 표면의 균열형상  균

열의 진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93.7%T.D UO2-5wt%CeO2 소결체가 상

으로 많은 균열의 생성  진 을 나타내었다.

  ② 이  기공분포를 갖는 UO2-5wt%CeO2 소결체의 반복 열충격 거동   

   그림 3-130은 이 기공(bi-modal pore size distribution) 분포  93.

3～97.7%T.D 범 의 소결 도를 갖는 UO2-5wt%CeO2 소결체의 반복열충

격 ․후의 열 도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 기공분포를 갖는 

97.7%T.D UO2-5wt%CeO2 소결체는 1400℃에서 상온까지 30회 반복열충

격을 실시했을 때, 1473～873K 역에서는 반복 열충격 ․후의 열 도

도 값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773K이하 온도 역에서는 반복 열충

격에 따른 열 도도 값의 감소가 다소 나타났다. 이  기공분포를 갖는 

95.4%T.D  93.3%T.D UO2-5wt%CeO2 소결체는 1473～1173K 역에서

는 반복 열충격 ․후의 열 도도 값에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

나, 1073K 이하의 온도 역에서는 반복 열충격에 따른 열 도도 값이 상

으로 크게 감소하 다. 

  ③ 조  기공을 갖는 UO2-5wt%CeO2 소결체의 반복 열충격 거동

   그림 3-131은 단일기공분포  조 기공(mono-modal pore size 

distribution & large pore,10um 이상)을 갖는 92.6%T.D, 95.8%T.D 

UO2-5wt%CeO2 소결체의 반복 열충격 ․후의 열 도도 변화를 나타낸 것

이다. 단일기공분포  조 기공을 갖는 92.6%T.D, 95.8%T.D 

UO2-5wt%CeO2 소결체는 1400℃에서 상온까지 30회 반복열충격을 실시했을 

때, 1473～473K의 온도 역 반복 열충격에 의해 열 도도의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④ 조  결정립을 갖는 UO2-5wt%CeO2 소결체의 반복 열충격 거동

   그림 3-132는 단일기공분포  조 결정립(mono-modal pore size 

distri- bution & large grain)을 갖는 UO2-5wt%CeO2 소결체의 반복열충격 

․후의 열 도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95%T.D(±0.6%)범 의 소결 

도와 mono-modal pore size distribution을 공통 으로 갖는 0.1wt% Cr2O3 

첨가 UO2-5wt%CeO2 소결체 (결정립 크기 23um)와 0.1wt% Li2O 첨가 

UO2-5wt%CeO2  소결체 (결정립 크기 30.6um)는 1473～873K 역에서는 반

복 열충격 ․후의 열 도도 값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773K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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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온도 역에서는 반복열충격에 따른 열 도도의 감소가 약간 나타났다.  

    (다) 미세구조 변화에 따른 UO2-5wt%CeO2 소결체의 열 ․기계  특성

  ① 단일  이 기공분포를 갖는 UO2-5wt%CeO2 소결체의 괴강도 특성

   그림 3-133은 단일  이 기공분포를 갖는 UO2-5wt%CeO2 소결체의 온

도에 따른 괴강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단일기공을 갖는 UO2-5wt%CeO2 

소결체는 소결 도(기공율)에 따른 상온  고온(1000℃)강도 값의 차이를 나

타내지 않았다. 이 기공분포를 갖는 93%T.D UO2-5wt%CeO2 소결체는 

95%T.D  97%T.D 소결체에 비해 낮은 상온강도를 나타냈으며, 고온강도는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 기공분포를 갖는 95%T.D UO2- 

5wt%CeO2 소결체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강도가 상 으로 많이 증가했으며, 

97%T.D UO2-5wt%CeO2 소결체는 온도에 따른 강도의 변화가 찰되지 않

았다.

  ② 조 기공을 갖는 UO2-5wt%CeO2 소결체의 괴강도 특성

   그림 3-134는 단일기공분포  조 기공을 갖는 UO2-5wt%CeO2 소결체

의 온도에 따른 괴강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조 기공을 갖는 

UO2-5wt%CeO2 소결체는 단일기공분포만을 갖는 소결체에 비해 상온  고

온강도가 상 으로 작은 값을 나타냈으며, 온도에 따른 강도의 변화는 없

었다. 

  ③ 조 결정립을 갖는 UO2-5wt%CeO2 소결체의 괴강도 특성

   그림 3-135는 단일기공분포  조 결정립을 갖는 UO2-5wt%CeO2 소결

체의 온도에 따른 괴강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0.1wt% Cr2O3 첨가 

UO2-5wt%CeO2 소결체(결정립 크기 23um)는 dopant를 첨가하지 않은 

UO2-5wt% CeO2 소결체(13.7um)에 비해 다소 높은 강도를 나타냈고, 온도에 

따른 강도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0.1wt% Li2O 첨가 UO2-5wt%CeO2 

소결체(결정립 크기 30.6um)는 dopant를 첨가하지 않은 UO2-5wt% CeO2 소

결체(13.7um)에 비해 상 으로 큰 강도를 나타냈으며, 온도가 증가함에 따

라 강도가 다소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2. (U,Ce)O2 소결체의 크립거동 연구  크립특성 개량

  가. 서론 

   다결정 산화물 핵연료의 크립변형은 일반 으로 확산, 이동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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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입계활주에 기인되는 복잡한 과정으로 일어난다. 0.5 Tm(Tm ; 용융

)이상의 온도에서 작동되는 이러한 열 으로 활성화된 과정은 재료의 

체 인 변형에 동시에 기여한다. 산화물연료의 크립거동에서 부분의 

실험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Arrhenius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ε ̇ = A σ n exp (-Q/RT)

여기서 ε ̇  은 크립속도, A 는 미세구조에 결정되는 재료변수, σ 는 응력, 

n 은 응력지수, Q 는 활성화에 지, R 은 기체상수 그리고 T 는 온

도이다. 

  크립거동은 일반 으로 응력지수, n 값에 따라 크게 2개로 분류된다. 즉 

n 값이 1～2 인 경우, 크립거동은 확산기구에 의해 율속되며, n 값이 4～5

인 경우, 크립거동은 이동기구에 의해 율속된다. 일반 으로 산화물 

핵연료의 크립특성은 O/M 비, 도, 결정립 크기, 시험온도, 작용응력 그

리고 첨가제 등의 변수에 향을 받으며, 이러한 변수의 변화는 크립의 율

속기구에 여하게 되어 기계  변형거동을 크게 변화시킨다[3-44, 82～

89]. 

  압축크립시험은 원자로 가동조건하에서 핵분열생성물 팽창과 열팽창차

이가 피복 과 연료의 억제력에 반하는 반경방향의 응력성분을 래하므

로 이와 가장 모사한 시험조건이다. 각각의 시험에서 정상상태 크립변형속

도, ε ̇, 는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

                ε ̇ = ΔL / t
L

여기서 L  은 기 시료길이, ΔL  은 t  시간 이후의 시료길이 변화, 그리

고 t  는 시험시간이다.

   본 실험에서는, 경수로용 혼합산화물 [(U,Pu)O2] 신에 이와 고온 열

 성질이 유사한 모의 혼합산화물인 (U,Ce)O2 를 사용하여, CeO2 함유량, 

도, 결정립 크기, 그리고 기공분포가 크립특성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기 하여 크립시험온도  작용응력을 변화시켜 (U,Ce)O2 의 크립거동을 

조사하 다. 한 결정립이 크면서 크립속도가 큰 소결체 즉 크립특성을 

향상시키기 해 첨가제로 사용한 Al2O3 와 SiO2 첨가량을 히 조합하

여 결정립크기를 크게 하면서 크립속도를 향상시키고자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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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시료 비  실험방법

   시료는 1차 으로 UO2 분말에 CeO2 함량 변화(3.25wt% 와 5wt%)와 

이에 따른 결정립 조 화에 따른 향을 보기 하여 첨가제로 

SiO2(0.005wt%)와 Li2O(0.1wt%)을 첨가혼합한 후, batch-type attrition 

mill 방법을 사용하여 미분쇄, 균질화시켰다. 2차 으로는 UO2-5wt%CeO2 

분말에  크립특성이 우수한 즉 결정립 크기가 크면서 크립속도가 향상된 

소결체를 제조하기 해 첨가제로 Al2O3 와 SiO2 의 첨가량을 히 조

합시켜 혼합한 후, 다이나믹 을 사용하여 미분쇄, 균질화시켰다. 사용한 

시료분말은 1, 2 차에 계없이 CeO2 첨가량이 3.25wt%인 경우 ex-AUC 

천연 UO2 이며, 첨가량이 5wt%인 경우 ex-DC 감손 UO2 분말이다. 이 

외의 공정은 1, 2차에 계없이 동일하다. 즉, 혼합은 Tubular mixer에서 

하 으며, 분말간의 혼합은 60분, 윤활제 첨가혼합은 30분 하 으며, 혼합

된 분말은 uniaxial compacting press 를 사용하여 성형하 으며(기공크기

의 효과를 보기 해서 일부는 다이벽도포를 하여 성형체를 제조하 음), 

제조된 성형체는 수소분 기하에서 1973K 에서 4 시간 소결하 다. 제조

된 소결체의 특성을 표 3-14에 수록하 다. 한 윤활제 첨가방법에 따른 

기공도는 표 3-15에 나타내었다.

   각각의 조건에서 만들어진 소결체를 압축크립시험기(Unitherm TM 

9607, Anter Corp.)를 이용하여 수소분 기하에서 온도(1773-1973K) 와 응

력(5-150MPa) 을 변화시켜 정상상태 크립변형속도를 구하 다. 그리고 크

립활성화에 지를 구하기 하여 크립시험온도를 1673-1973K에서 수행하

다.

  다. 실험결과

   (1) Batch-type Attrition mill 의 혼합분쇄방식에 의해 제조된 

       소결체의 크립거동

    (가) CeO2 함량에 따른 크립 거동

   그림 3-136에 도와 결정립크기가 략 유사한 UO2-3.25wt%CeO2 

(98.2%T.D., 7㎛) 와 UO2-5wt% CeO2 (98.3%T.D., 8㎛) 소결체를 온도

(1773K, 1973K)와 응력변화에 따른 정상상태 크립변형속도를 구하 다(표 

3-14에서 1차실험 참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립시험온도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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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유사한 크립변형속도 경향을 보여주며, 한 CeO2 첨가량이 증가하는 

경우 정상상태 크립변형속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다. 

   크립시험온도 1773K에서, 천이응력, σ t  는 UO2-3.25wt%CeO2 와 

UO2-5wt%CeO2 시료에서 각각 76.6MPa 와 61.6MPa 로 나타났으며, 천이

응력 이하의 응력구간에서 응력지수, n 는 각각 2.42 와 1.47 로 계산되었

으며, 천이응력 이상의 응력구간에서 n 값은 각각 5.93 과 6.18 로 나타났

다. 반면에 크립시험온도 1973K 인 경우, UO2-3.25wt%CeO2 와 

UO2-5wt%CeO2 의 응력구간에서의 n 값은 각각 0.97 과 0.98, 그리고 고

응력구간에서의 n 값은 UO2-3.25wt%CeO2 인 경우 5.61 로  계산되었다. 

결과 으로 CeO2 첨가량이 증가하는 경우 정상상태 크립변형속도는 증가

하고 천이응력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다. 한 σ t  미만의 응력구간에서

의 크립거동은 확산기구에 의해, 그리고 σ t  이상의 응력구간에서의 크립거

동은 이동기구에 의해 율속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 1773K 보다는 

1973K, 즉 시험온도가 높아질수록 n 값이 1에 근하는 경향으로부터 크립

거동은 뚜렷하게 확산기구에 의해 율속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나) 도변화에 따른 크립 거동

   그림 3-137은 크립시험온도 1773K 에서 결정립크기가 유사한 

UO2-5wt%CeO2 소결체의 소결 도(95.2 와 98.3%T.D.)변화에 따른 정상상

태 크립변형속도를 응력의 함수로 도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동일 응력조건하에서 도가 증가할 때 정상상태 크립변형속도는 감소

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반면에 천이응력, σ t  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다

( σ t(95.2%T.D.) = 35.3MPa, σ t(98.3%T.D.) = 61.6MPa). 한편, 95.2%T.D. 

와 98.3%T.D.에서 n 값은, σ t  미만의 응력구간에서는 각각 1.25 와 1.47, 

σ t  이상의 응력구간에서는 각각 3.41 과 6.18 로 계산되었다. 결과 으로 

도가 낮을수록 응력구간에서는 확산크립에 의한 거동이, 그리고 도

가 높을수록 고응력구간에서는 크립에 의한 크립거동이 뚜렷하게 나타

나는 경향을 보여 다.

    (다) 결정립 크기에 따른 크립 거동

   결정립 크기가 크립거동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하여 UO2-(3.25 

& 5)wt%CeO2 에 결정립 성장 진제인 Li2O를 0.1wt% 첨가하여 크립거동

을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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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UO2-3.25wt%CeO2 와 UO2-3.25wt%CeO2-0.1wt%Li2O 

   그림 3-138은 결정립 크기가 크립거동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하여 

UO2-3.25wt%CeO2(98.2%T.D., 7㎛) 와  UO2-3.25wt% CeO2-0.1wt%Li2O

(95..8%T.D., 36㎛)를 크립시험 온도 1973K 에서 응력변화에 따른 정상상태 

크립변형속도를 도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응력구간에서 결

정립 크기가 클수록 크립변형속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다.

  ② UO2-5wt%CeO2 와 UO2-5wt%CeO2-0.1wt%Li2O 

   그림 3-139는 결정립 크기가 크립거동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하

여 UO2-5wt% CeO2 (98.3%T.D., 8㎛) 와  UO2-5wt% CeO2-0.1wt%Li2O

(97..8%T.D., 30㎛)를 크립시험 온도 1773K 에서 응력변화에 따른 정상상

태 크립변형속도를 도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정립 크기

가 클수록 σ t   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다(8㎛ ; σ t=61.6MPa, 30㎛ ; 

σ t=45.6MPa). 한 결정립 크기가 클수록 σ t  미만의 응력구간에서는 크

립변형속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반면에 σ t  이상의 응력구간에서

는 결정립 크기가 클수록 크립변형속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다. 이

러한 경향은 의 UO2-3.25wt%CeO2 의 경우에서도 나타났으며, Seltzer 

등[3-89]의 결과에서도 보여 다. 그 지만 결정립 크기가 증가하여도 σ t  

이하의 응력구간에서는 확산기구(8㎛ ; n=1.47, 30㎛ ; n=1.99)에 의한 크

립거동이, 그리고 σ t  이상의 응력구간에서는 이동기구(8㎛ ; n=6.18, 

30㎛ ; n=8.90)에 의한 크립거동이 율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라) SiO2 첨가에 따른 크립 거동

    SiO2 첨가에 따른 크립거동을 조사하기 하여 UO2-3.25wt%CeO2 와 

UO2-3.25wt% CeO2-0.1wt%Li2O 에 SiO2를 0.005wt% 첨가하 다(95.8%T.D., 

23㎛).

   그림 3-140에서 보는 바와 같이 UO2-3.25wt%CeO2 에 SiO2를 첨가한 경

우 크립변형속도는 증가하지만, σ t  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다

(UO2-3.25wt%CeO2 ; 76.6MPa, UO2-3.25wt%CeO2-0.1wt% Li2O ; 60.8MPa). 

한 Li2O를 첨가하여 결정립 크기를 크게 한 경우에도 SiO2를 첨가하게 되

면 크립변형속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다. Armstrong 과 

Irvine[3-44]은 순수 UO2 에 SiO2 를 첨가할 경우 SiO2 는 UO2 에 불용성

으로 glassy phase 로 존재하며 이러한 phase 는 주로 입계에 치하여 



- 159 -

입계이동을 용이하게 하여 정상상태 크립변형속도가 증가한다고 보고하

다. 마찬가지로 UO2-3.25wt%CeO2-0.005wt% SiO2 에서도 SiO2 는 glassy 

phase 로 입계에 존재하여 입계이동  입계활주가 UO2-3.25wt%CeO2 에 

비해 더 용이하게 되어 정상상태 크립변형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된

다. 그 지만 σ t  미만의 응력구간에서는 확산기구(n=2.26-2.42)에 의한 크

립거동이, σ t  이상의 응력구간에서는 이동(n=5.56-5.93)에 의한 크립거

동이 율속될 것으로 사료된다.

    (마) 크립 활성화에 지

   그림 3-141에 CeO2 함량 그리고 응력지수, n 값에 따른 크립활성화에

지를 도시하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CeO2 함량이 증가할수록 확

산크립이 율속기구인 구간에서의 크립활성화에 지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

여 다. 한 UO2 경우에서와 같이 크립활성화에 지는 크립 율속기구가 

확산크립보다는 크립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바) 소결체 크립/소결 data를 이용한 확산거동 연구

   에서 기술한 변수 즉, CeO2 함량, 도, 결정립 크기 등을 종합한 결

과, 크립거동은 응력지수, n 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n 값

이 응력구간에서 0.97～2.26, 그리고 고응력구간에서 3.40～8.90 으로 측

정되었다. 자인 경우, 크립거동은 확산기구에 의해 율속되며, 후자인 경

우에는 이동기구에 의해 율속됨을 알 수 있다.

  일반 으로 확산기구에 의한 크립거동은 결정립크기에 따라 Nabarro- 

Herring 크립( ε ̇ ∝ d- 2)이나 Coble 크립( ε ̇ ∝ d- 3)으로 분류된다. UO2- 

3.25wt%CeO2 의 응력구간에서 결정립 크기에 따른 크립변형속도를 측

정한 결과, 그 기울기가 -1.3 으로 나타났으며(그림 3-142 참조), 이는 본 

실험의 결정립 크기구간에서의 확산거동은 주로 Nabarro-Herring 크립기

구에 의해 율속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2) Dynamic mill 의 혼합분쇄방식에 의해 제조된 소결체의 크립거동

   결정립이 크면서 plasticity가 우수한 즉 크립특성이 양호한 소결체를 

얻기 하여 UO2-5wt%CeO2 에 Al2O3 와 SiO2 의 첨가량을 히 변화

조합시켰다. 기존의 batch-type attrition mill 방식에 의한 혼합분쇄 방식

으로는 균질하고도 결정립 크기가 균일한 미세조직이 나타나지 않아,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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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다이나믹  방식으로 혼합분쇄를 한 결과 양호한 미세조직을 얻을 수 

있었다. 다음에 다이나믹  방식으로 혼합분쇄된 분말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결체의 특성을 기술하 다(표 3-14 참조).

   - 시료 reference 와 시료 번호 41 은 순수 UO2-5wt%CeO2 으로 분말

처리  성형조건은 동일하나(혼합 ; 30분, 다이나믹 링 ; 1시간, 성형압

력 ; 300MPa) 소결시 소결분 기  소결시간은 동일하나 소결온도 조건만 

다름(시료 reference ; 1700℃, 시료번호 41 ; 1750℃). 그 결과 소결 도는 

큰 차이는 없으나 결정립 크기가 약 6.8㎛에서 10.0～10.4㎛ 으로 성장하

다.

   - 시료 번호 23, 37, 38 그리고 40 은 UO2-5wt%CeO2 에 Al2O3 와 SiO2 

양을 변화시켜 결정립 성장을 도모하 다. 그 결과 Al2O3 양을 무 첨가하

여도 결정립 성장은 크게 성장하지 않았으며, 한 양이 SiO2 와 함께 첨

가될 경우 결정립이 성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료번호 35 와 36은 UO2-5wt%CeO2 에 Al2O3 만 각각 0.25wt% 와 

0.01wt% 첨가한 것으로 첨가량이 크게 증가하여도 결정립 성장은 그다지 

증가하지 않으며(결정립 크기: 시료번호 35 ; 13.0～14.7㎛, 시료번호 36 ; 

11.8～12.8㎛), 시료번호 35 인 경우에는 과다 첨가로 인하여 시료표면에서 

Al2O3 가 석출되는 경향을 보 다.

    (가) 크립시험온도에 따른 크립거동

   UO2-5wt%CeO2 ( 도 ; 96.5%T.D., 결정립 크기 ; 6.8㎛)의 온도(1773～

1973K) 와 응력(5～100MPa)을 변화시켜 크립속도를 구하여 그림 3-143에 

도시하 다. 그림에 도시한 바와 같이 크립시험온도 1773K에서, 천이응력, 

σ t  는 44.6 MPa 로 측정되었으며, 천이응력 이하의 응력구간에서  응력지

수, n 값 각각 1.21, 천이응력 이상의 응력구간에서 n 값은 3.62 로 나타난 

반면에, 크립시험온도 1973K 인 경우, σ t  는 31.6 MPa 로 측정되었으며, 천

이응력 이하  이상의 응력구간에서의 n 값은 각각 0.87 과 3.05 로 나타

났다. 결과 으로 다이나믹 의 혼합분쇄방식으로 제조된 UO2-5wt%CeO2 

소결체는 σ t  미만의 응력구간에서의 크립거동은 확산기구에 의해, 그리고 σ t  

이상의 응력구간에서의 크립거동은 이동기구에 의해 율속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 1773K 보다는 1973K, 즉 시험온도가 높아질수록 크립거동

은 뚜렷하게 확산기구에 의해 율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 161 -

    (나) 첨가제(Al2O3 와 SiO2) 양에 따른 정상상태 크립거동

   UO2-5wt%CeO2 의 결정립이 조 하면서 크립속도를 향상시키기 

Al2O3 와 SiO2 첨가량을 변화시켜 측정한 크립속도를 그림 3-144에 도시

하 다(표 3-14 참조). 그림에 도시한 바와 같이 첨가제를 첨가하지 않은 

경우 즉 시료 번호가 reference(소결 도 ; 96.5%T.D., 결정립 크기 ; 6.8

㎛) 와 시료번호가 41(소결 도 ; 96.1%T.D., 결정립 크기 ; 10.2㎛) 인 경

우 소결 도는 비슷하지만 결정립 크기가 커질수록 정상상태 크립변형속

도는 감소함을 보여 다. 반면에, 시료번호 35, 36 그리고 37 인 경우 정

상상태 크립변형속도는 유사한 경향을 보여 다. 를 들면 소결 도가 

96.6～97.7%T.D., 결정립 크기는 11.8～14.7㎛ 인 구간에서는 정상상태 크

립변형속도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Al2O3 첨가량이 0.01～0.25wt% 이었지

만 결정립이 크게 나타나지 않은 원인으로는 잉여의 Al2O3 양이 결정립 

성장에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과다로 첨가된 

경우 소결체의 표면에 석출되는 것이 보여졌다. 한 SiO2 첨가량을 

0.01wt% 첨가하여도 크립변형속도가 크지 않은 것은 그 첨가량이 충분히 

결정립계에 유리상을 형성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었다.

   시료 23과 시료 40의 경우 Al2O3 첨가량은 각각 0.1wt% 와 0.05wt%,  

그리고 SiO2 첨가량은 각각 0.05wt% 와 0.15wt% 첨가하 다. 그 지만 

결정립 성장은 Al2O3 첨가량이 0.05wt%일 때가 0.1wt% 첨가하 을 때보

다 12.5～13.5㎛에서 15.4～16.9㎛으로 성장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Al2O3

를 첨가하여 결정립을 성장시키기 해서는 약 0.05wt% 의 첨가량이 

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시료 즉 시료 23과 시료 40의 시료의 

정상상태 크립변형속도를 구한 결과 낮은 응력구간에서는 결정립이 작은 

경우보다 큰 경우 정상상태 크립변형속도는 느리며, 큰 응력구간에서는 

결정립이 작은 경우보다 큰 경우 정상상태 크립변형속도가 크게 나타났

다. 이는 응력이 낮은 경우에 조 한 결정립을 이동시키는데 응력이 충분

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단되며 추가의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시료번호 35와 시료번호 41의 정상상태 크립속도를 비교할 때, 

시료번호 41인 경우, 결정립 크기도 크고(시료번호 35 ; 13.0～14.7㎛, 시

료번호 40 ; 15.4～16.9㎛), 소결 도도 크지만(시료번호 35 ; 

96.7±0.3%T.D., 시료번호 40 ; 97.5±0.2%T.D.) 정상상태 크립변형속도는 

약 10배 이상 크게 나타났다. 일례로 크립 응력 약 16MPa에서 시료번호 

35인 경우 정상상태 크립변형속도, ε ss ̇  는 5.2×10-7 s-1 인 반면에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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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인 경우 ε ss ̇  는 8.13×10-6 s-1 로 그 차이는 10배 이상 나타났으

며, 그 이상의 응력에서는 그 차이가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

으로 UO2-5wt%CeO2에서 Al2O3 와 SiO2 양을 히 조합(Al2O3 ; 약 

0.05wt%, SiO2 ; 약 0.15wt%)할 경우 소결 도도 크고, 결정립 크기도 크

지만 크립속도는 5배 이상 증가되는 시료제조가 가능할 것으로 단되었

다.

 3. 모의조사 혼합핵연료의 재료특성규명

  가. 이론  근방법

   실제 핵연료가 연소되면서 생성되는 핵분열생성물은 조성, 종류, 화학

 상태 측면에서 보았을 때 매우 다양하게 존재한다. 특히 화학  상태 

(chemical state) 별 분류를 한 연구가 국외 연구자들[3-90～3-95]에 의

해 많이 진행되었으며, 이  H. Kleykamp가 제시한 분류법이 가장 리 

사용되고 있다. 표 3-16에서 볼 수 있듯이 크게 4가지 분류를 하 는데, 

이 에서 기체 형태나 휘발성 성질을 가진 원소들은 모의 조사 핵연료 

제조에서 제외 시켰다. 한 핵분열생성물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

에 컴퓨터 코드를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  상 으로 다량이 함유되는 

원소들을 첨가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혼합핵연료 (UO2+8.17 mol%CeO2)의 노내 거동을 측

[3-96, 97]하고자 ORIGEN code[3-98, 99]의 계산결과에 따라 UO2 분말

에 총 11종의 첨가물 (표 3-17)을 산화물형태로 첨가하여 모의조사 혼합

핵연료를 제조하 다. 제조 방법  조건의 변화를 통해 좀 더 정확한 모

사를 하기 한 실험도 수행 하 다. 한 모의조사 혼합핵연료의 재료특

성  소결성, 결정립변화, 열 도도, 반복열충격, 괴강도(압축강도) 등

에 한 부분을 모의연소도의 변화 등의 조건에 따라 비교 수행 하 다.

  나. MOX simfuel에 한 재료특성 규명

   (1) MOX simfuel 소결성  노내거동 모사

   모의 조사 혼합핵연료 소결체를 제조하기 한 공정  입자크기와 

첨가물의 분포를 고르게 하기 한 작업으로 건식 링을 수행하 으며, 

링 방법은 연속형 링 (continuous attrition milling)을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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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속도는 160RPM으로 5회 (각 12분) 반복하 다. 압분은 3 ton의 동일

한 압력으로, 소결은 1750℃에서 6시간동안 환원성 분 기 (flowing H2)에

서 수행하 다.

   소결체는 도  체 변화 등을 측정하 으며, Optical Microscopy 

(REICHERT MEF4 M)를 이용하여 소결체 단면의 기공분포와 크기, 결정

립 크기 등을 측정하 다. 기공분포와 크기는 image anaylzer를 사용하

으며, 결정립 크기 측정은 linear intercept method[3-100, 101]를 사용하

다.

   먼  1750℃, 6시간, 환원성 분 기(flowing H2)에서 소결되어진 소결체

를 이용하여 먼  소결 도를 측정하고, 단면을 잘라서 polishing, etching 

작업을 거쳐 기공의 크기와 분포, 결정립 크기 등을 측정하 다. 그 결과 

그림 3-145, 그림 3-146과 같이 모의 연소도 증가에 따라 도가 감소하며, 

결정립 크기 한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하지만 결정립 크기에 한 경

향의 경우, 실제 노내 거동 모사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에 

한 추가 실험을 수행하 다.

   즉, 결정립 크기를 증가시키기 한 실험을 두가지 방향으로 수행하

다. 첫 번째 실험으로써 링방법을 변화시킴으로써 결정립 성장을 시도하

다. 여기서는 (A) 연속형 링, (B) DBM 4시간 링, (C) DBM 8시간 

링의 세 가지 조건을 갖고 분말을 제조하 으며, 그 결과 그림 3-146, 그

림 3-147과 같은 결정립 변화를 보 으며, 그림 3-145와 같은 소결 도 

변화 경향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특히 DBM을 8시간을 수행한 결과

의 경우는 노내 거동을 모사 하는데에 합한 결정립 크기 경향을 보 다

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모의조사 혼합핵연료 분말에 결정립 성장을 진시킬 수 있

는 화합물인 Nb2O5와 Li2O를 0.5 wt%, 0.1 wt%로 각각 첨가 시켜보았으

며, 두 번째는 링을 Dynamic Ball Milling (DBM) 방법으로 수행하여 비

교 해보았다.

   Nb2O5와 Li2O를 앞의 결과와의 비교를 해서 각각 모의연소도 40 

MWd/kgHM의 모의조사 혼합핵연료 분말에 첨가시켜 연속형 링 후 

1750℃, 6시간, 환원성 분 기에서 소결을 하 다. 첨가량은 각각 0.5 wt%, 

0.1 wt%로 하 는데, 이는 기존 연구 결과[3-102, 103]를 토 로 결정하

다. 

   그 결과 그림 3-148과 같이 1.36 μm 던 결정립이 Nb2O5와 Li2O를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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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 각각 5.12, 17.72 μm으로 크게 성장하 다. 하지만 이 결과에 해

서는 결정립 성장이라는 의도는 충족시키지만 모의조사 혼합핵연료에  

다른 추가물질을 첨가해야한다는 것 때문에 바람직하진 못할 것으로 사료

된다.

   그림 3-149는 링 방법에 따른 기공분포의 변화를 모의 연소도에 따라 

측정한 결과로써, 도 변화 결과에 상응하는 변화를 확인 할 수 있다. 

한 DBM을 수행하 을 때가 연속형 링 때에 비해 좀 더 작은 기공들이 

고르게 분포함을 알 수 있다. 한 링 방법에 따른 비표면  (BET 

surface area)를 측정 (표 3-18)하 으나, 도변화와 같은 일 된 결과는 

얻지 못하 다. 하지만 DBM 링 에는 링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비표

면 이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 다.

   (2) MOX simfuel에 한 열 도도 경향  반복열충격 상 찰

   모의조사 혼합핵연료 시편의 표면온도 냉각곡선을 반복열충격 장치를 

이용하여 측정하여 이론 인 열 도도를 계산하 으며, 10회 (200～1350℃)

의 반복열충격을 주어 시편의 균열 생성 등의 변화를 찰하 다. 사용된 

시편은 의 실험과 동일한 3가지 조건으로 각각 모의연소도를 변화시켜 

비교하 다. 장치 상의 문제 등에 의해 정량 인 열 도도 데이터를 얻을 

수는 없었으나, 모의연소도 변화에 따른 경향은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 결과 (그림 3-150) 반 으로 모의연소도 증가에 따라 첨가물 양의 

증가에 의해 열 도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첨가물의 양의 변화가 열

도도에 큰 향을 미치는 인자로써 알려져 있는 도, 기공, 석출물 등의 

조건에 향을 주었다고 사료된다. 하지만 이러한 인자들의 향이 상

으로 작아진다고 할 수 있는 고온 역에서는 모의연소도 변화와 계없이 

거의 일정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에서는 에서도 언 한 바와 같이 

정량 인 열 도도 값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정성 인 평가를 하는데에

는 충분한 효과를 가진다고 사료된다. 

   모의조사 핵연료의 반복열충격에 의한 미세구조 변화 실험에서, 반복열

충격 후의 소결체 단면 형상 (그림 3-151)을 비교한 결과, 반복열충격 후 

micro-crack이 grain boundary를 따라서 형성되었음을 확인하 다.

  

   (3) MOX simfuel에 한 기계  특성 실험

   열  특성뿐 아니라 기계  특성을 찰하기 하여 Hardness T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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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utoyo, MVK-G1)를 이용하여 소결체의 경도 (Vickers Hardness)와 

괴인성 (Fracture Toughness)을 측정하 으며, Fracture Tester를 이용하

여 압축 괴강도 (Fracture Strength)를 측정 하 다.

   그림 3-152(a), (b)는 혼합핵연료 소결체에 한 경도 (Vickers 

Hardness, HV)와 괴인성 (Fracture Toughness, KIc)을 측정한 결과이

다. Hardness Tester를 사용하여 각 시편 당 5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

과 오차범 를 구하 다. 500g의 하 을 15 간 가해서 측정하 다. 그 

결과 소결 도의 변화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즉, 모의연소도 변

화에 따라서는 큰 변화와 경향을 보이지 않았지만, 소결체의 도에 따라

서는 확연하게 도 증가에 따라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 결

과는 연소도에 따른 소결 도의 경향과 연소도에 따른 경도, 괴인성의 

경향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과 연 지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압축 괴강도 (Fracture Strength)를 측정한 결과에서는 모의연소도 

변화에 따른 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153(a)의 경우는 모의연소

도 변화에 따른 압축 괴강도를 상온과 고온에서 비교한 결과이다. 모의

연소도 증가에 따라 강도가 감소함을 알 수 있으며, 고온에서는 더욱 감

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한 그림 3-153(b)는 소결 도에 따라 압

축 괴강도를 상온에서 측정한 결과로써 도 증가에 따라 강도가 증가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다. MOX simfuel 공기  고온 산화거동

   모의 조사 혼합핵연료 소결체에 한 여러가지 재료  특성  산화거

동을 찰하기 하여, SCALE 4.3 내의 ORIGEN-S code에서 계산된 핵

분열생성물 양을 근거로, 경수로형 모의 조사 혼합핵연료 (UO2+8.17 

mol%CeO2 기 ) 소결체를 제조하 으며, 온도 (900～1300℃)와 모의연소

도 (0～50 MWd/kgHM)를 변수로 TG (Thermo-Gravimetric Apparatus)

를 사용하여 공기  산화에 의한 무게증가를 측정하 다.

  온도에 의한 향을 찰하는 과정에서의 모의연소도는 40 MWd/kgHM

을, 모의연소도를 변수로 하는 실험에서는 온도를 900℃로 고정시켜 비교 

평가하 으며, 산화 후 시편의 미세조직을 OM (Optical Microscopy),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등을 이용하여 찰하 다.

  실험 온도 역(900～1300℃)에서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소결체 산화 

속도가 지연되었다(그림 3-154). 고온의 역에서 소결체 표면에 생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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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U3O8 피막의 보호막 역할 때문이라고 단되며, 소결체 시료의 겉 표

면이 내부에 비해 주로 산화 되었다는 것을 SEM 분석을 통해 확인하

다(그림 3-155).

   1200℃ 이상에서는 기산화가 진행되면서 무게증가를 보이던 것이 다

시 무게감소 상을 보 다(그림 3-154). 이 결과는 고온에서 U3O8이 

UO2+x로 분리, 1200～1300℃ 이상에서의 UO3 휘발성, 그리고 첨가원소의 

휘발 등의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증거로써 그림 3-156의 OM 분

석 결과와 같은 다수의 기공 형성과 표면의 석출 상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특히 주로 휘발된 첨가원소라면 MoO3 (boiling temperature: 1155℃) 

등을 표 으로 생각할 수 있다.

   UO2+8.17 mol%CeO2에 여러가지 모의핵분열생성물 원소를 연소도별로 

생성량을 감안하여 첨가시킨 결과, 산화속도가 지연됨을 보 다. 우라늄보

다 낮은 원자가의 첨가물을 첨가하 을 경우 산화속도가 지연된다는 다른 

연구자들의 결과와는 일치하지만, 모의연소도 증가를 변수로한 찰에서는 

산화속도 지연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림 3-157).

 4. 고연소도 혼합핵연료 소결체 특성개량방안 도출

    (Burnable poision 선정  첨가 향 분석)

  가. 실험  근방법

   UO2  UO2-5wt%CeO2 분말에 Dy2O3  Sm2O3 분말을 각각 3, 5, 7, 

10wt%씩 첨가하여 Turbula 혼합기에서 1시간 동안 혼합하고, batch 

attrition mill에서 1시간동안 150 r.p.m.으로 분쇄하 으며, zinc stearate를 

약 0.2wt% 혼합한 후, 3 ton/cm
2
로 성형하여 1700℃에서 H2 분 기로 4시간 

동안 소결하 다.

  나. 연구 내용

   Burnable poison으로 이용되는 Dy2O3  Sm2O3 분말이 UO2  

UO2-5wt%CeO2 분말에 혼합되어 소결되었을 때, 소결 도  결정립크기가 

변화하는 양상을 찰하 다. 

  다. 연구 결과(그림 3-158 ∼ 그림 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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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O2의 소결 도는 10.71g/cm3 이었으며, Dy2O3이 첨가될수록 소결 도는 

감소되어서 10wt% 첨가되었을 때 10.58g/cm
3 이었으며, Dy2O3가 첨가될수록 

결정립크기도 감소되어서 UO2  UO2-10wt%CeO2 소결체의 평균결정립크기

는 각각, 5.8㎛, 2.6㎛ 이었다.

   UO2에 Sm2O3이 첨가되었을 때에도 소결 도  평균결정립크기가 감소

하 으며, 10wt% 첨가되면 소결 도는 10.16g/cm
3 로서 동일한 함량의 

Dy2O3가 첨가되었을 때보다 도가 더 감소되었으며, 평균결정립크기는 2.6

㎛ 이었다.

   UO2-5wt%CeO2의 소결 도  평균결정립크기는 10.26g/cm3과 3.1㎛ 이

었으며, 결정립분포는 불균일하 다. Dy2O3이 10wt% 첨가되면 소결 도는 

10.16g/cm
3로 감소되었고 결정립크기는 약 2.9㎛ 이었다.

   UO2-5wt%CeO2에 Sm2O3이 5, 10wt% 첨가되면 도는 각각 10.14g/cm3

과 9.95g/cm3가 이었으며, 평균결정립크기는 각각 2.9㎛, 1.8㎛ 이었다.

   UO2에 Dy2O3, Sm2O3가 첨가되면 5㎛ 이하의 작은 기공들은 많이 생성되

었으나, 10㎛ 이상의 기공분포는 변화가 거의 없었다. UO2-5wt%CeO2에 

Dy2O3가 3wt%, 10wt% 첨가되었을 때, 첨가에 따른 기공분포의 변화는 거의 

없었으며, Sm2O3의 경우 10wt% 첨가되었을 때 7㎛ 이하의 기공들이 많이 

생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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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독자  혼합핵연료 소결체 제조공정 체제 확립

 1. 실험 데이터의 feed back 구축을 한 결과정리

  가. 연구내용

   실험데이터의 feed back 체제구축을 해 실험결과를 정리하 으며, 

UO2-5wt%CeO2 조성에서 분말장치, 소결분 기, 소결 진제 는 scrap 

첨가 등에 따른 도  결정립크기 변화를 정리하 다.

  나. 연구결과. 

   (1) 분쇄장치  소결분 기에 따른 도/결정립크기 변화

   그림 3-161은 분쇄장치에 따른 소결체의 도  결정립크기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UO2-5wt%CeO2 분말을 batch attrition mill에서 2시간 동

안 분쇄하거나, continuous attrition mill에서 10회, 15회, 20회 분쇄하 으

며, 분쇄된 분말을 1250℃∼1700℃에서 4시간 동안 CO2 분 기로 소결하

다(그림 3-161(a),(b)). Batch attrition mill에서 분쇄된 분말이 1250℃에

서 소결되었을 때는 도가 약85%T.D. 이었으나, 소결온도가 1300℃로 

증가되면 도는 96.5%T.D.로 증가되었다. 소결온도가 1300℃∼1700℃ 

일 때, UO2-5wt%CeO2 소결체의 도는 96%T.D.∼98.5%T.D. 값을 나타

내었으며, 각 소결온도에서의 소결 도 오차범 는 ±0.5%T.D. 이었다(그

림 3-161(a)). 그러나, 오차범 는 분말의 O/M 비와 분쇄될 때 batch 

attrition mill에 장입된 분말의 양 등에 따라서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

다.

   Continuous attrition mill에서 10회∼20회  분쇄된 UO2-5wt%CeO2 분

말을 1350℃∼1450℃에서 CO2 분 기로 소결하 을 때 도는 96%T.D.

∼97%T.D. 범 를 나타내었다(그림 3-161(a)). 각 소결온도에서의 도 

값이 batch attrition mill에서 보다 조  낮게 나타났으나, 이 값 한 분

쇄처리 시에 mill에 장입되는 분말의 양과 소결로에 장입되는 성형체의 

개수 등에 따라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batch attrition mill에서 분쇄된 

분말과의 도 차이가 큰 것은 아니다. 즉, attrition mill의 종류가 소결

도에 직 인 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된다.

   Batch attrition mill에서 분쇄된 UO2-5wt%CeO2 분말이 1250℃∼1700℃

에서 CO2 분 기로 소결되었을 때, 결정립크기가 15㎛ 이상으로 성장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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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않았다. 1250℃에서 소결되었을 때는 약 5㎛ 이었으며, 1600℃에서는 

약 14㎛ 까지 증가되었으나, 1700℃ 로 증가하여도 결정립크기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그림 3-161(b)).

   UO2-5wt%CeO2 분말을 Turbula mixer에서 혼합하고 batch attriton 

mill에서 1, 2 시간 분쇄한 후, 1600℃, 1700℃에서 각각 H2, N2-8%H2 분

기로 4 시간 동안 소결하 을 때의 도/결정립크기 변화를 그림 

3-161((c), (d))에 나타내었다. 분쇄되지 않고 turbula mixer에서 혼합만 

된 UO2-5wt%CeO2 분말이 1700℃에서 H2 분 기로 소결되면 도는 약 

93%T.D.이었다. 혼합된 분말을 분쇄까지 할 경우, 분쇄시간이 증가하

을 때는 각 온도에서의 소결 도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소결온도가 낮을 때, 분쇄시간에 따른 도 차이가 많았다. 1600℃에서 

소결될 때는 H2 분 기에서 보다 N2-8%H2 분 기에서 소결되었을 때 

도 값이 더 크게 나타났으나, 1700℃에서는 H2 분 기에서 약간 더 높았

다. 그러나, 그 값들이 오차 범 내에 있는 것으로 단되며, 따라서, 

1700℃에서는 분 기에 따른 도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그림 

3-161(c)).

   Batch attrition mill에서 2 시간 동안 분쇄된 UO2-5wt%CeO2 분말이 

1600℃, 1700℃에서 H2 는 N2-8%H2 분 기로 소결되었을 때, 결정립 

분포는 조  불균일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H2 분 기에서 소결되었을 

때 불균일 정도가 더 크게 되었다. 이로 인해, 결정립크기는 H2 분 기보

다 N2-8%H2 분 기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그림 3-161(d)).

   (2) Pore former 첨가에 따른 도변화. 

   그림 3-162에는 pore former를 첨가하고 소결하 을 때, 소결분 기에 

따른 도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IDR-UO2과 CeO2 분말로 혼합  분쇄되어 

비된 UO2-5wt%CeO2 분말의 경우, 산화성 는 환원성 분 기에서 소결

되었을 때, 소결 도가 97%T.D.∼98.5%T.D로서 비교  높게 나타났다. 경

수로용 원자로에 장입되는 핵연료는 통상 으로 약 95%T.D.이어야 하므로 

소결 도를 제어하기 해서는 pore former를 첨가하여야 한다. 이를 해, 

attrtion mill에서 분쇄된 UO2-5wt%CeO2 분말에 pore former인 AZB를 약 

1wt%까지 첨가하여 turbula mixer에서 1시간 동안 혼합하 으며, 이와 같

이 혼합된 분말을 CO2 분 기에서는 1450℃와 1600℃, 그리고, H2 분 기

에서는 1700℃에서만 소결하 다. AZB가 0.7wt%, 1wt% 첨가되었을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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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도가 95%T.D. 정도로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3) 첨가제  소결분 기에 따른 도/결정립크기 변화.

   UO2-5wt%CeO2 분말에 Al2O3, MoO3, Y2O3, Cr2O3, Nb2O5, Ta2O5, TiO2, 

ZrO2, Li2O 분말을 0.02wt%∼1wt% 첨가하여 turbula mixer에서 혼합하고, 

batch attrition mill에서 1시간 동안 분쇄한 후, 1700℃에서 N2-8%H2 는 

N2-8%H2-8%CO2 분 기로 소결하 을 때 소결 도  결정립크기를 그림 

3-163에 나타내었다. 

   Al2O3는 0.02wt%∼0.5wt% 첨가되었으며, 0.1wt%까지는 첨가량에 따라서 

도가 증가하 으나 0.5wt%로 첨가되면 도가 약 0.5%T.D.감소하 다. 

0.05wt%만 첨가되면 결정립크기는 약 20㎛까지 증가하 으나, 0.5wt%까지 

첨가되어도 결정립크기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N2-8%H2-8%CO2 분

기에서 소결되었을 때는 0.05wt%가 첨가되었을 때, 결정립크기가 약 30㎛ 

이상까지도 증가하 고, 0.1wt%이상으로 증가하면 30㎛ 이하로 조  감소하

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소결 도는 N2-8%H2 분 기에서와 큰 차이

가 나지 않았다.

   MoO3는 0.02wt%∼0.5wt% 첨가되었으며, 0.1wt% 첨가되었을 때 소결

도가 약 97%T.D.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첨가량이 더 증가되면 도가 감

소되기 시작하여 0.2wt%  0.5wt%일 때 도가 각각 96%T.D., 94.2%이었

다. 0.1wt%가 첨가되었을 때 결정립크기가 약 16㎛까지 증가하 으나, 첨가

량이 더 증가되면 크기도 감소되어 0.5wt% 첨가되었을 때는 약 5㎛까지감

소되었다. N2-8%H2-8%CO2 분 기에서 소결되었을 때, 0.1wt%에서 소결

도가 가장 크게 되었으며, 이 분 기에서는 0.1wt%에서 결정립크기가 약 35

㎛까지 증가하 으나, 0.2wt%에서는 약 20㎛로 감소하 다.

   Y2O3은 0.02wt%∼0.1wt% 첨가되었는데, 첨가량에 따른 소결 도의 변화

가 거의 없었으며, 약 96.2%T.D.의 도값을 나타내었다. Y2O3은 

UO2-5wt%CeO2 분말의 결정립크기에 향을 거의 미치지 않았으며, 

N2-8%H2-8%CO2 에서도 첨가량에 따른 결정립크기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Cr2O3은 0.1wt%∼0.3wt% 첨가되었으며, 0.3wt% 까지 소결 도가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약 98.7%T.D.까지 증가하 다. 소결 도와 마찬

가지로 첨가량이 0.3wt%로 증가될 때까지 결정립크기도 계속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약 30㎛까지 증가하 다.

   Nb2O5는 0.02wt%∼1wt%까지 첨가되었는데, 0.5wt% 첨가될 때까지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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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 계속 증가하여 약 97.5%T.D.까지 증가하 으나, 첨가량이 1wt%로 증

가되었을 때는 소결 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0.1wt%의 Nb2O5가 첨

가되었을 때, 결정립크기는 약 20㎛로 증가하 다. N2-8%H2-8%CO2 분 기

에서 소결되었을 때, 0.1wt%까지는 약 95%T.D. 이었으며, 첨가량이 0.5wt%, 

1wt%로 증가되면 소결 도가 각각 약 88%T.D., 85%T.D.로 격히 감소되

었다. 그러나, 결정립크기는 1.0wt%까지 계속 증가하여 약 60㎛ 까지 증가하

다.

   Ta2O5는 0.02wt%∼1wt%까지 첨가되었는데 Nb2O5와 비슷하게 0.5wt%까

지는 소결 도가 계속 증가하 다. N2-8%H2 분 기에서는 Ta2O5가 

UO2-5wt%CeO2 소결체의 결정립크기에 큰 향을 미치지 않았다. 

N2-8%H2-8%CO2 분 기에서 소결되었을 때, 0.5wt%까지는 소결 도가 약 

98%T.D.로 증가하 으나, 1wt%가 되면 약 96%T.D.로 감소하 다. 결정립크

기는 0.1wt%에서 약 25㎛ 이었고, 0.5wt%, 1wt%에서는 약30㎛이었다.

   TiO2는 0.02wt%∼1wt% 첨가되었으며, 0.1wt% 첨가되었을 때는 소결

도가 약 99%T.D.까지 증가하 으나 0.5wt%의 TiO2가 첨가되면 96.5%T.D.까

지 낮아져서 첨가량에 따른 도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첨가량이 

0.1wt%로 증가되면 결정립크기는 약 12㎛로 증가되었으며, 1wt%로 증가되

어도 결정립크기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N2-8%H2-8%CO2 분 기에서 소결

되었을 때 첨가량에 따른 소결 도  결정립크기의 변화는 Nb2O5와 유사한 

거동을 나타내었다. 즉, 0.1wt% 첨가되었을 때는 소결 도가 약 95%T.D. 이

었으나, 0.5wt%, 1wt% 첨가되었을 때는 각각  88%T.D., 84%T.D.를 나타내

었다. 결정립크기는 0.05wt%에서는 약 35㎛ 이었으나, 0.5wt% 첨가되었을 

때는 약 70㎛까지 증가하 다. 

   ZrO2는 0.1wt%∼0.3wt% 첨가되었는데 첨가량에 따른 도의 변화는 거

의 없었으며 도는 약 97.8%T.D.를 나타내었다. ZrO2는 UO2-5wt%CeO2 분

말의 결정립크기에 거의 향을 미치지 않았다.

   Li2O는 0.02wt%∼0.2wt%까지 첨가되었는데, 0.1wt%첨가될 때까지는 소

결 도가 증가하 으나, 0.2wt% 첨가되었을 때는 도가 약 0.5%T.D. 감소

되었다. 0.1wt% 첨가되었을 때 결정립크기가 약 35㎛까지 증가하 으나, 

Li2O가 첨가된 UO2-5wt%CeO2 분말은 소결체의 표면  내부의 결정립크기

가 히 차이가 나는 것이 특징이다. 즉, 소결체의 표면은 undoped 

UO2-5wt%CeO2 소결체의 결정립크기를 나타내는 반면에 내부는 large grain

을 형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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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O2-5wt%CeO2에 첨가된 additive 에서, 1700℃/N2-8%H2 분 기로 소

결되었을 때, 결정립크기가 20㎛ 이상으로 증가되는 것은 Al2O3, Cr2O3, 

Nb2O5, Li2O 이었으며, N2-8%H2-8%CO2 분 기에서는 Al2O3, MoO3, Nb2O5, 

Ta2O5, TiO2 이었다. 

   (4) M3O8 첨가에 따른 도/결정립 변화.

   UO2-5wt%CeO2 분말에 5wt%∼40wt%의 M3O8을 첨가하 을 때, scrap 첨

가에 따른 소결 도의 변화를 그림 3-164에 나타내었다. 이 때, M3O8 분말은 

UO2-5wt%CeO2 소결체를 400℃에서 산화하여 만들었다. M3O8 을 첨가하는 

방법을 2 가지로 시도하 는데, 첫 번째는 그림 3-164에 나타나 있듯이 

Milling 이라는 방법으로서,UO2-5wt%CeO2 분말에 M3O8 분말을 첨가한 후 

batch attrition mill에 같이 장입하여 분쇄처리를 한 경우이고, 두 번째는 

Mixing 이라는 방법으로서, 이는 batch attriton mill에서 먼  분쇄된 

UO2-5wt%CeO2 분말에 scrap을 첨가한 후, turbula mixer에서 혼합만 한 경

우이다. 이와 같이 비된 분말을 1500℃에서 CO2 분 기로 4시간 동안 소결

하거나, 1700℃에서 N2-8%H2 분 기에서 4시간 소결하 다.

   5wt%∼15wt%의 M3O8이 UO2-5wt%CeO2 분말에 Milling 방법으로 첨가

된 후, 1500℃에서 CO2 분 기로 소결되었을 때, M3O8이 첨가되기 에는 소

결 도가 약 10.35g/cm
3 이었으나, M3O8이 첨가됨에 따라 소결 도가 계속 감

소하여 15wt%, 40wt%의M3O8이 첨가되었을 때는 각각 약 10.2g/cm3, 

9.8g/cm
3까지 감소되었다. M3O8이 첨가되지 않은 UO2-5wt%CeO2 소결체의 

결정립크기는 약 13㎛ 이었으나, M3O8이 10wt%∼15wt% 첨가되면 결정립크

기가 약 17㎛로 증가하 다. 그러나,M3O8 첨가량이 20wt% 이상 첨가되면 결

정립크기는 약 12㎛로 작아진다.

   M3O8이 Milling 방법으로 첨가된 UO2-5wt%CeO2가 1700℃에서 N2-8%H2 

분 기로 소결되었을 때, 12.5wt%까지는 소결 도가 약 10.45g/cm
3
까지 증가

하 으나, 20wt% 이상으로 첨가되면 약 10.1g/cm
3까지 감소하 다. 

UO2-5wt%CeO2 소결체의 결정립크기는 약 4㎛이었으나, M3O8이 15wt% 첨가

되면 약 12㎛로 증가하 다. 그러나, M3O8이 20wt% 이상 첨가되면 

UO2-5wt%CeO2 소결체의 결정립크기는 약 4㎛로 다시 작아졌다.

   M3O8이 Mixing 방법으로 첨가되었을 경우에는, 분 기의 변화에 계없이 

M3O8이 첨가됨에 따라 소결 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M3O8

이 첨가된 UO2-5wt%CeO2가 1500℃에서 CO2 분 기로 소결되었을 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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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에서 N2-8%H2 분 기에서 소결되었을 때 보다 도감소가 더 크게 

일어났다. Mixing 방법에 의해서 M3O8이 첨가된 경우에는 결정립크기의 

증가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표 3-19는 database 실험결과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변수들을 요약한 것이다.

 2. 독자 제조공정 기술 체계 확립

  가. 공정간의 연계체제에 따른 공정흐름 개발

   재까지 개발되어온 혼합 핵연료 소결체 가공요소기술  제조공정 

개량 연구에서 도출된 단 공정을 토 로 단 공정의 요변수를 설정하

고, 이들의 상호 계  연계체계를 구축하 다. 한, 분말 비 공정에서

부터 연삭공정까지의 주 공정에 scrap 회수 련공정도 포함시켜 소결체 

제조에 필요한  공정의 flowsheet 을 작성하 다(그림 3-165 참조). 이

게 설계된 process flowsheet 을 근거로 공정변수들의 상 계를 고려

한 단 공정간의 연계체계  공정변수 data 의 feedback 체계를 구축하

다.

  나. 분말처리  소결공정간의 연계체계 구축

   설계된 공정 flow sheet에 나타낸 바와 같이 주공정을 ①의 분말 비

공정에서 ⑨의 연삭공정까지 9개의 단 공정으로 구성시키고, scrap 을 회

수하기 하여 분말로 변화시키는 분말화(pulverization)공정으로 세분하

다. 세분된 단 공정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분말 비공정: 계획된 batch 구성  요구되는 소결체 특성을 감안   

    하여 원료분말  scrap 의 양을 결정한 후 이들을 장고에서 불출

   ․무게측정: 각 성분별로 정해진 무게를 측량한 후 pre-mixing 용 

     용기에 담음.

   ․ 비혼합: 분쇄공정 이 의 원료분말 혼합공정.

   ․분쇄/혼합공정: 상이한 원료분말과 scrap 혼합분말의 균질도를 높이  

     는 공정으로 요 공정의 하나임.

   ․조립화(組粒化 ; granulation)공정: 분쇄된 분말이 압분시 압분 die   

    cavity 에 일정량으로 채워져 성형되는 압분체의 기하학            

    dimension  도를 일정하게 할 수 있도록 분말의 유동성을 향상   

    시키는 공정으로 이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세분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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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압분 : slug 를 성형한다.

       - 쇄 : 일정한 크기의 과립으로 쇄.

       - 분류 : 일정한 크기의 과립을 선별

   ․혼합공정 : 압분시의 윤활을 돕기 한 윤활제와 필요한 경우 기공성  

     형체, 혹은 소결첨가제 등이 균일하게 혼합되어 미세구도 균질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요함.

   ․압분공정 : 미리 정해진 소결체의 특성에 맞추어 요구되는 압분체의  

     도를 얻게함. 압분 도와 압분압력의 계가 요함

   ․소결공정 : 소결체의 특성이 부분 이 공정에서 결정됨. 요구되는   

    소결체의 특성에 맞추기 하여 다양한 기술이 요구되며, 특히 혼합   

    핵연료 소결체에서 Pu 입자크기, Pu 분포의 균질성에도 향을 미    

    침. 가장 많은 변수를 가진 공정임.

   ․연삭공정 : 소결체의 직경 요구사항에 맞도록 무심연삭함. 크게 건   

    식과 습식으로 나 어지며, 혼합핵연료 소결체의 경우 건식연상공정   

    이 보다 바람직함.

   ․불량압분체 소결 : 압분체는 산화하여도 분말화되지 않으므로 일단  

     소결체로 만든후 분말화시키기 하여 압분체를 주공정 의 소결방  

     법으로 소결함. 압분체를 바로 기계 인 방법으로 분말화할 경우에   

    는 이 소결공정은 불필요.

   ․분말화공정 : 불량소결체 scrap 을 원료분말과 혼합하기 하여 분   

    말화하는 공정으로, 분말화조건에 따라 다른 특성의 scrap 분말을     

   얻을 수 있고, 한 이 scrap 특성은 제조되는 소결체의 특성에 큰     

  향을 미치므로 요함.

  다. 실험 data의 feed-back 체계 구축

   세분된 단 공정별 주요변수의 설정에 있어서는 다른 단 공정의 연계

성을 고려하여 한 단 공정의 주요변수가 다른 단 공정의 변수에 미치는 

향에 하여 분석되었으며, 세분된 단 공정별 주요변수와 측되는 연

성은 표 3-20 과 같다. 여기서, 특성연계성은 단 공정의 변수가 다른 

단 공정에 주는 연 성을 표시하 고, data feedback 은 주요특성의 결과

에 따라 feedback 되어 조 되어야 하는 변수를 포함한 단 공정을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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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실험되었던 모든 data를 상으로 database를 구축하 으며(표 

3-19 참조)  이를 바탕으로 database로부터 공정변수와의 연 성을 정립

하기 한 공정설계 체제가 구축되었다. 한편 이 database로부터 목표하는 

바의 특성을 갖는 소결체를 제조하기 한 공정 라메타 선정이 가능하고, 

한 역으로, 공정 라메타의 선정에 따라 어떤 소결체 특성을 얻울 수 있

는지도 측할 수 있게 되었다

.

  라. 공정설계체제 개발

      그림 3-165  표 3-20 으로부터 연 되는 단 공정들과 feedback 

체제를 frame-working 할 수 있는 기본체계의 토 가 구축되어, 이로부터 

상세한 공정설계가 가능하도록 체제가 갖추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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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Pu-MOX소결체의 화학분석결과

Properties Units
Specificatio

ns

7IM-P061 

(powder)

7IM-T200 

(pellet)

7IM-T203 

(pellet)

Pu/MOX wt% 6.92 6.85±0.30 7.31±0.28 7.38±0.29

U/MOX wt% 80.9 78.3±2.0 83.0±1.6 83.0±1.8

(U+Pu)/MOX wt% >87.7 85.2±2.0 90.3±1.6 90.4±1.8

Pu/(U+Pu) wt% 7.86 8.04±0.40 8.09±0.34 8.16±0.36

U/(U+Pu) wt% 92.1 92.0±3.2 91.9±2.4 91.8±2.7

O/M ratio - 1.98~2.00 --- 1.998±0.001 1.997±0.001

Pufiss/(U+Pu) wt% 5.88 6.00±0.31 6.04±0.27 6.09±0.28

Pufiss content g/cm3 0.536 --- 0.566±0.026 0.574±0.025

EBC wt% <4.0 19 15 15

Isotope content

Pu-238 at% 0.569±0.006 0.569±0.007 0.569±0.007

Pu-239 at% 70.3±1.1 70.2±1.2 70.2±1.3

Pu-240 at% 22.1±0.4 22.2±0.4 22.2±0.4

Pu-241 at% 4.31±0.04 4.31±0.05 4.31±0.05

Pu-242 at% 2.71±0.06 2.7±0.06 2.73±0.05

U-234 at% 0.007±0.002 0.007±0.003 0.007±0.003

U-235 at% 0.304±0.012 0.304±0.011 0.302±0.013

U-236 at% 0.003±0.002 0.003±0.002 0.003±0.002

U-238 at% 99.7±2.3 99.7±2.0 99.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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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Properties of UO2+5wt%CeO2 powder milled by using 

the single step continuous attrition mill.

passage 0 pass  5 pass 10 pass 15 pass

Pure Density

(g/㎤)
2.1 2.5 2.5 2.5

Tap Density

(g/㎤)
3.0 3.4 3.4 3.4

Particle Size

(㎛)
2.06 0.43 0.41 0.47

표 3-3.  Comparison of the impurity contents of UO2+5wt%CeO2 powder 
milled by the three different types of attrition mills.

Impurity
content

Batch
mill

Double 
Steps,

Continuou
s

(20 pass)

Single Step, Continuous

0 pass 5 pass 10 
pass

15 
pass

Fe
(㎍/g) - 734 46 59 54 54

Zr
(㎍/g) < 50 201 277 26 50 53

Al
(㎍/g) < 50 - 361 270 334 322

표 3-4. 윤활제/기공형성제의 화학식  물리  특성

Compound 
name Chemical formula Particle 

size (µm)
Purity 
(%)

Melting 
point 
(oC)

Density 
(g/cm3)

Zinc stearate [CH3(CH2)16CO2]2
Zn <10 >90 128~130 1.1

Stearic acid CH3(CH2)16CO2H <50 98 67~69 0.97

Dicarbon 
amide C2H4N2O2 6 97 155~157 -

Acro wax C38H76N2O2 10 >90 140 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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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Test  matrix of  pore  controls  using pore formers 

and sinterability additive.

Batch 
No.

Pre-com
pacting 
(MPa)

Granule 
Size (mm)

Pore former
(0.5wt%)

Sintering 
additive

Main 
pressin

g 
(MPa)

Sintered 
density 
(g/cm3)

U1 350 <0.212 Zinc stearate N/A 100 10.34

U2 350 <0.212 Acrowax N/A 100 10.40

U3 350 <0.212 Dicarbon 
amide N/A 100 10.32

U4 350 0.212~0.425 Zinc stearate N/A 500 10.61

U5 350 0.212~0.425 Dicarbon 
amide

0.2wt%Li2
O 100 10.10

U6 350 0.212~0.425 Acrowax 0.2wt% 
Li2O 500 10.30

U7 70 0.212~0.850 Zinc stearate 0.1wt% 
Li2O 300 10.47

U8 70 0.212~0.850 Dicarbon 
amide N/A 500 10.59

표 3-6. The properties of lubricant used in this study.

Lubricant Density(g/cm3)
Melting 

Point(℃)

Zinc stearate, Zn(C18H35O2)2 1.1 403

Stearic acid, C18H36O2 0.97 326

Acrawax, C38H76O2 0.98 413

표 3-7.  Zn and C contents in UO2 and UO2-5wt%CeO2

UO2 UO2-5wt%CeO2

Zn C Zn C

Z.S. die-wall 

(CO2-H2)
15 10 9.7 20

Z.S. admixing 

(CO2-H2)
208 20 233 20

Z.S. admixing(H2) < 1 20 3 10

 Z.S. : zinc stearate, impurity unit :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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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Variation of sintered density and average grain size 

in UO2 and UO2-0.1wt%Li2O compacts sintered at 800℃～1680℃.

H2 atm. Ar-4%H2 atm.

UO2

UO2-0.1wt%Li

2O
UO2

UO2-0.1wt%Li

2O

1280℃/0h G.S. 측정불가 7㎛

1480℃/0h G.S. 측정불가  45㎛ 측정불가 32.8㎛

1580℃/0h G.S. 3.8㎛ 60.6㎛ 3.6㎛ 36.4㎛

1680℃/0h G.S. 3.8㎛ 66.7㎛ 4㎛ 43.5㎛

          S.D. : Sintered Density, G.S. : average grain size

표 3-9. Variation of sintered density and average grain size 

in UO2 and UO2-0.1wt%Li2O sintered pellets after resintering at 1700℃.

UO2 UO2-0.1wt%Li2O

 Sintered

 Desnity

Grain

Size

Sintered

Desnity

Grain

Size

Sintering 1000℃/0h 53.6%T.D. 측정불가 86.8%T.D. 측정불가

Resintering 1700℃/4h 93.3%T.D. 5.6㎛ 94.2%T.D. 60㎛

Sintering 1280℃/0h 80.2%T.D. 측정불가 93.2%T.D. 7㎛

Resintering 1700℃/4h 93.4%T.D. 5.3㎛ 94.3%T.D. 60㎛

Sintering 1480℃/0h 91.3%T.D. 측정불가 94.8%T.D. 69㎛

Resintering 1700℃/4h 93.8%T.D. 6.2㎛ 94.8%T.D. 90㎛

Sintering 1580℃/4h 95.6%T.D. 7.1㎛ 96.1%T.D. 67.8㎛

Resintering 1650℃/5h 96%T.D. 8㎛ 96.4%T.D.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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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Sintered density and average grain size of 

UO2-5wt%CeO2-0.1wt%Ta2O5 pellet and O2-5wt%CeO2-0.1wt%Ta2O5-0.1wt%SiO2 

pellet as a function of sintering atmospheres

소결 도, 결정립크기

N2-8%H2

N2-8%H2-4

%CO2

N2-8%H2-8%

CO2

UO2-5wt%CeO2

-0.1wt%Ta2O5

98.6%T.D., 

10㎛

95.7%T.D., 

20㎛

96.1%T.D., 

18.2㎛
UO2-5wt%CeO2

-0.1wt%Ta2O5-0.1wt%

SiO2

98.7%T.D., 

9.4㎛

96.2%T.D., 

20㎛

95.6%T.D., 

19㎛

표 3-11. Sintered density and average grain size of undoped 

UO2-5wt%CeO2 pellet and  Ta2O5 and/or SiO2 doped UO2-5wt%CeO2 pellets 

as a function of sintering atmospheres

소결 도, 결정립크기

N2-8%H2

N2-8%H2-4%C

O2

N2-8%H2-8%C

O2

UO2-5wt%CeO2

99.2%, 

8㎛

96.8%, 

20 ㎛

96.4%, 

20㎛
UO2-5wt%CeO2

-0.4wt%Ta2O5

98.9%, 

5.9㎛

98.4%, 

16.5㎛

94.6%, 

28.9㎛
UO2-5wt%CeO2

-0.4wt%Ta2O5-0.05wt%Si

O2

99.4%, 

5.7㎛

99%, 

16.1㎛

98.2, 

29.6㎛

UO2-5wt%CeO2

-0.4wt%Ta2O5-0.1wt%SiO2

99.4%, 

5.6㎛

98.8%, 

14.6㎛

97.9, 

26.5㎛
UO2-5wt%CeO2

-0.4wt%Ta2O5-0.3wt%SiO2

99.4%, 

6.1㎛

97.9%, 

14.2㎛

97.1%,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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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Properties of pore-former additives.

Compound
Chemical 

formula

Purity

(%)

Melting 

point(℃)

Particle 

size(㎛)

Density

(g/㎤)
AZB

(aso dicarbon 

amide)

C2H4N2O2 97 155-157 6 -

SA

(stearic acid)
CH3(CH2)16CO2H 98 67-69 <50 1.1

ZS

(zinc stearate)

[CH2(CH2)16CO2]2

Zn
>90 128-130 <10 0.97

표 3-13. Properties of dopant additives

Chemical formula Purity(%)
Particle 

size(㎛)
remark

Ti2O3 99.9 110

TiO2 99.9 < 5

SiO2 99.99 110

Nb2O5 99.9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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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혼합분쇄 방식, CeO2 함량 그리고 첨가제 종류  그 함량에 따른 소결특성

실험

차수

분쇄*

방식
UO2 분말

CeO2

함량

(wt%)

시료

번호

첨가제 종류  첨가량(wt%) 도

(%T.D.)

입자크기

(㎛)Li2O Al2O3 SiO2

1차

batch-

type

attrition

mill

ex-AUC

natural
3.25

- - - 98.2 7

0.1 - - 96.1 36

- - 0.005 97.2 9

0.1 - 0.005 95.8 23

ex-DC

depleted
5

- - -
95.2 7

98.3 8

0.1 - - 97.8 30

2차
dynamic

mill

ex-DC

depleted
5

reference - - - 96.5 ～6.8

41 - - - 96.1 10.2

23 - 0.1 0.05 98.0 13.0

35 - 0.25 - 96.7 13.8

36 - 0.01 - 96.6 12.3

37 - 0.02 0.01 97.7 13.0

40 - 0.05 0.15 97.5 16.2

  * 비혼합-혼합분쇄-윤활제첨가(혹은 다이벽도포)-성형-소결공정  혼합분쇄 방식만 다르고 나머지 제조공정은

    동일함. 비혼합은 2종류 이상의 분말만을 혼합하는 것임(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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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1차실험의 UO2-5wt%CeO2 에 윤활제 첨가방법에 따른 기공도

윤활제 

첨가방법

이론 도

(%T.D.)

기 공 도 (%)
기    공    분   포

개기공도 폐기공도

Zinc stearate

0.2wt%

admixed

(윤활제

첨가혼합)

98.1 0.13±0.09 1.82±0.28

0.1 1 10
10-7

10-6

10-5

10-4

10-3

UO2-5wt% CeO2

 

 

N
v 

(µ
m

-3
)

Pore diameter (µm)

 die-wall lubricated
 zinc stearate admixed

  그림에서 세로축은 단 부피당 기공개수(개/㎛3),

 가로축은 기공의 직경(㎛)으로 윤활제 첨가방법에

 따라 기공분포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다만 윤활제를 첨가하는 경우가 다이벽도포한 

 경우보다 직경이 큰 기공을 더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die-wall

lubricated

only

(다이벽도포)

98.5 0.10±0.11 1.4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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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핵분열생성물의 chemical stat에 따른 분류

Chemical State Elements

Oxides dissolved in the matrix Sr, Zr, Nb, Y, La, Ce, Pr, Nd, Pm, 

Sm
Metallic precipitates Mo, Tc, Ru, Rh, Pd, Ag, Cd, In, Sb, 

Te

Oxide precipitates Ba, Zr, Nb, Mo, (Rb, Cs, Te)

Gases and other volatile 

elements

Kr, Xe, Br, I, (Rb, Cs, Te)

표 3-17. ORIGEN-S 계산에 따른 혼합핵연료 핵분열생성물 조성

(UO2-8.17 mol%CeO2)

Compound

composition(wt.%)

Burnup(MWd/kgHM)

0 10 20 30 40 50

UO2

BaO

CeO2(Pu, Np, Am, 

Cm)

La2O3

MoO3

SrO

Y2O3

ZrO2

Rh2O3

PdO

RuO2(Tc)

Nd2O3(Pr, Pm, Sm)

93.41

-

6.59

-

-

-

-

-

-

-

-

-

93.22

0.05

6.02

0.04

0.12

0.02

0.01

0.11

0.02

0.03

0.18

0.16

92.99

0.09

5.46

0.08

0.25

0.04

0.02

0.21

0.025

0.13

0.34

0.33

92.73

0.14

4.93

0.12

0.38

0.05

0.03

0.31

0.08

0.22

0.50

0.51

92.44

0.19

4.44

0.16

0.52

0.07

0.03

0.41

0.10

0.30

0.65

0.69

92.08

0.23

4.00

0.20

0.66

0.08

0.04

0.50

0.12

0.40

0.80

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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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링 방법에 따른 비표면  변화

링 방법
모의연소도 (MWd/kgHM)

0 30

연속형 링 3.7501 m2/g 4.1509 m2/g

DBM 4시간 3.6961 m2/g 2.6068 m2/g

DBM 8시간 4.0204 m2/g 3.9111 m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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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Database 실험결과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변수들.

    variables

conditions

 분말 조성  소결온도/분 기의 변화 Ref.

Base

 Materials
ADU-UO2, AUC-UO2, IDR-UO2

IDR-UO2 

실험을 .

Powder

Composition

Pure UO2

UO2-(3.25wt%～5wt%)CeO2

UO2-5wt%CeO2 실험을 

 Additive

Li2O(0.02wt%～0.5wt%)

Li2SiO3(0.2wt% ～ 0.4wt%)

LiAlO2(0.3wt% ～ 0.5wt%)

Li salt(0.36 mol%, 1.78mol%)

Li stearate(0.36 mol%, 1.78mol%) 

MgO( ～ 0.5wt%)

Cr2O3(0.1wt% ～ 0.3wt%)

Al2O3( 0.02wt% ～ 0.5wt%)

MoO3( 0.02wt% ～ 0.5wt%)

Dy2O3( 3wt% ～ 10wt%)

Sm2O3( 3wt% ～ 10wt%)

Y2O3(0.02wt% ～ 0.1wt%)

TiO2( 0.02wt% ～ 1wt%)

ZrO2(0.1wt% ～ 0.5wt%)

SiO2( ～ 0.3wt%)

Ta2O5(0.02wt%～0.6wt%)

V2O5(0.1wt%)

Nb2O5( 0.02wt% ～ 1wt%)

H2(N2-H2) N2-H2-CO2

증가

증가

증가

증가

증가

변화없음

증가

증가

증가

변화없음

변화없음

변화없음

증가

변화없음

변화없음

증가

증가

증가

변화없음

-

-

-

-

-

-

더욱증가

더욱증가

더욱증가

-

-

더욱증가

-

-

더욱증가

-

더욱증가

분말처리
Turbula mixing + milling(batch attrition mill, 

continuous attrition mill, dynamic ball mill)

분말의 분쇄  혼합 

성능 개선을 목표

소결분 기

환원성분 기 : H2,  Ar-H2, N2-8H2, 

약산화성분 기 : H2-CO2, N2-8H2-CO2  

산화성 분 기 : CO2

Glove box에서 소결은 

N2-8%H2 분 기로 

해야됨.

소결온도

환원성, 약산화성 분 기  1280℃ ～  1750℃

산화성분 기 1250℃ ～  1500℃

Scrap 

종류(함량)

M3O8 분말(5wt% ～ 40wt%), 

MO2 분말(5wt% ～ 30wt%)

* 

산화성(CO2) 분 기에서는 additive 첨가로 인한 결정립성장 효과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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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단 공정별 주요변수  요구특성

단 공정 주요변수 주요 요구특성
특성연계

성

 공정data 

 feedback

①분말 비          -

②무게측정    balance 정 도 함량

③ 비혼합
 혼합기종류, 회 수,

   시간, 분말량

균질도
④

agglomeration

④분쇄/혼합
  charge량, 회수, 

  회 속도,시간

입자크기

⑤⑦⑧ ③균질도

소결성

⑤조립화

  비압분압력, 

  쇄강도, 

  선별공크기

유동도

⑥⑦ ④

⑥혼합

 혼합기종류, 회 수,  

 시 간 , 분 말 량 ,        

 첨가제종류

균질도

⑦⑧ ⑤
agglomeration

⑦압분
압분압력, 유지시간,

윤활방법, 압분mode

압분 도

⑧⑨ ④⑤⑥결함

⑧소결

소 결 로 종 류 ,       

소결시간, 분 기,

온도, 첨가제유무

수축율

⑨ ④⑥⑦수축 도

미세구조

⑨연삭 연삭wheel회 수
칫수

⑦⑧
표면결함

⑩분말화

-기계 방법

 ․mill의 종류

 ․회 수

-산화방법

 ․산화온도,시간

-산화/환원방법

 ․산화/환원온도,

   시간

입자크기

③④⑦⑧

소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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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  Photograph of advanced attrition mill

  (single stage, continuous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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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Weight % of powder Discharged with discharge time 

after milling for 2 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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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Green and sintered densities of UO2+5wt%CeO2 with the       

           mill type and the number of passages.

     그림 3-4.  Pore structure of (U, Ce)O2 sintered pellets with 

the milling methods:

           (a)  batch type milling    (b)   5 pass(single step)

           (c)  10 pass(single step)  (d)  15 pass(single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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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5.  Average grain size of (U, Ce)O2 Pellets with different

milling method.

    그림 3-6.  Microstructures of (U, Ce)O2 pellets with different

             milling methods:

       (a)  batch type milling(4.5㎛)    (b)   5 pass-single(8.5㎛)

       (c)  10 pass-single(10㎛)         (d)  15 pass-single(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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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7.  Effect of poreformer addition on the sintered density 

and the green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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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Effects of poreformer on the pore size distributions:

       (a)  pore size distribution with different amounts of AZB

       (b)  co-milling of poreformer(0.5wt%) with UO2+5wt%CeO2

       (c)  mixing of poreformer(0.2wt%) with milled UO2+5wt%CeO2

       (d)  mixing of poreformer(0.5wt%) with milled UO2+5wt%CeO2.



- 192 -

0wt% 0.2wt%mix 0.5wt%mix 0.5wt%mill
5.0

7.5

10.0

12.5

15.0

Poreformer Content

G
ra

in
 S

iz
e(

㎛
)

 

 

 AZB
 ZS
 SA
 AUC

그림 3-9.  Change in grain size of (U, Ce)O2 pellets 

with different powder milling methods and porefor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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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Microstructure of (U, Ce)O2 pellets:

 (a) without poreformer(12.3㎛)    (b) co-milling of 0.5wt%AZB(12.1㎛)

 (c) mixing of 0.2wt%AZB(12.5㎛) (d) mixing of 0.5wt%AZB(12.7㎛)

 (e) mixing of 0.5wt%ZS(11.8㎛)   (f) mixing of 0.5wt%SA(11.6㎛)

 (g) mixing of 0.5wt%AUC(11.5㎛) (h) milling of 0.5wt%AUC(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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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CO2 분 기에서 기공형성제/윤활제의 열분해,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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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zinc stearate의 잔유물에 한 XRD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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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7H2+93N2 분 기에서 zinc stearate의 열분해, 제거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00

80

60

40

20

0

 

 

Ev
ap

or
at

io
n 

(%
)

Temperature (oC)

 Z.S. in H2+N2
 Z.S. in CO

2
 ZnO in H2+N2

그림 3-14. 7H2+93N2 분 기에서 1300℃까지 5℃/min으로 가열하는 동안 

zinc oxide와 zinc stearate의 열분해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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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기공형성제/윤활제를 첨가하여 산화소결공정에 의해 제조된 

혼합핵연료소결체의 소결 도와 재소결 도 비교

그림 3-16. zinc stearate를 첨가하여 산화소결공정으로 제조된 혼합핵연료 

소결체의 미세조직  재소결 후의 cavity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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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dicarbon amide를 첨가한 혼합핵연료압분체의 수축율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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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acro wax를 첨가한 혼합핵연료압분체의 수축율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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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비압분압력에 따른 granules의 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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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비압분압력  최종압분압력에 따른 압분체와 소결체의 

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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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기공형성제, 소결 진제, 압분압력에 따른 소결체의 기공조직변화

           (a) 비압분압력>최종압분압력

           (b) 비압분압력<최종압분압력, zinc stearate첨가

        (c) 비압분압력<최종압분압력, dicarbon amide첨가

        (d) 0.1wt% Li2O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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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기공형성제  비압분압력에 따른 분말 granule의 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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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비압분압력  최종압분압력에 따른 소결 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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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Co-milling에 의해 기공형성제를 첨가하여 제조된 소결체의 

기공조직

             (a) acrowax (pre 70MPa, main 100Mpa)

             (b) acrowax (pre 70MPa, main 500Mpa)

             (c) dicarbon amide (pre 350MPa, main 100Mpa)

             (d) dicarbon amide (pre 350MPa, main 500Mpa)

             (e) zinc stearate (pre 70MPa, main 100Mpa)

             (f) zinc stearate (pre 350MPa, main 500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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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기공형성제  압분압력에 따른 미세조직변화

       (a) dicarbon amide(pre70MPa, main300MPa)

       (b) zinc stearate(pre70MPa, main500MPa) 

       (c) mixing of de-activated UO2(pre70MPa, main500MPa)

       (d) co-milling of de-activated UO2(pre70MPa, main500MPa)

(a)

(b)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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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산화소결체의 압분압력에 따른 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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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Ta2O5를 첨가하여 제조된 소결체의 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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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그림 3-28. 결정립계와 결정립내의 기공분포

5C/min
800C

1450C/4h

2C/min

3C/min

CO2 H2

1450C/2h

5C/min
800C

1450C/4h

2C/min

3C/min

CO2 H2

1450C/2h

H2   

5C/min
800C/1h

1700C/4h

2C/min

3C/min

H2

그림 3-29.  Schematic diagram of sintering methods

(a) CO2-H2 atm. (b) H2-CO2-H2 atm. (c) H2 a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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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 Sintered and resintered density of UO2 and UO2-5wt%CeO2 

in different sintering methods



- 205 -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0.0

0.5

1.0

1.5

2.0

2.5
UO2-5wt%CeO2

- dilatometry temp./atm. : 1650oC/H2

- heating rate, cooling rate : 5oC/min 

 

 

Le
ng

th
 C

ha
ng

e(
dL

,%
)

Time(min)

 CO2-H2
 H2-CO2-H2

그림 3-31. Dilatometry results in UO2-5wt%Ce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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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Sintered and resintered density of UO2-5wt%CeO2 

in different lubrication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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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Oxidation and reduction behaviors of Zn metal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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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Optical micrographs of UO2-5wt%CeO2 sintered at oxidizing 

and reducing atmospheres and then resintered at H2 in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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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 Optical micrographs of UO2-5wt%CeO2 sintered at CO2-H2 

atmosphere and then resintered at H2 in 1700℃(X50 mag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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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6.  Pore size distribution of UO2-5wt%CeO2 sintered at 

oxidizing and reducing atmosphere and then resintered at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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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 The microstructures of UO2-5wt%CeO2 pellets sintered

in CO2 atm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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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  Density change in UO2-5wt%CeO2 by resintering 

as a function of AZB am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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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9. The evaporation behavior of Li2O powder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20

-16

-12

-8

-4

0

4

 

 

Le
ng

th
 c

ha
ng

e(
%

)

Temperature(oC)

 UO2/H2 atm.
 UO

2
-0.1Li

2
O/H

2
 atm.

 UO
2
-0.1Li

2
O/Ar-H

2
 atm.

그림 3-40.  The dilatometry result of UO2 and UO2-0.1wt%Li2O pellets 

sintered at 1650℃ in H2 and Ar-4%H2 atm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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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 Variation of sintered density of UO2 and UO2-0.1wt%Li2O 

pellets sintered at 800℃～1680℃ in H2 and Ar-4%H2 atmosphe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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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 The microstructures of UO2-0.1wt%Li2O pellets sintered 

at 1480℃ and 1680℃ in H2 and Ar-4%H2 atm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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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  The microstructures of UO2 and UO2-0.1wt%Li2O pellets 

sintered at 1100℃ and 1680℃ in CO2 atm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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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  Variation of sintered density as a function of milling passage 

and additive addition in UO2-5wt%Ce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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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  Variation of grain size as a function of milling passage and 

additive addition in UO2-5wt%Ce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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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6. Grain micrographs of UO2-5wt%CeO2 and doped 

UO2-5wt%CeO2 pellet depending on milling pass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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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7.  Variation of sintered density of UO2-5wt%CeO2-0.1wt%Ta2O5 

       and UO2-5wt%CeO2-0.1wt%Li2O depending on AZB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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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8. Pore size distribution of UO2-5wt%CeO2-0.1wt%Ta2O5 and 

UO2-5wt%CeO2-0.1wt%Li2O depending on AZB amount.  



- 215 -

UO2-5wt%CeO2-0.1wt%Ta2O5 UO2-5wt%CeO2-0.1wt%Li2O

0 wt%

AZB

0.3 

wt%

AZB

0.6 

wt%

AZB

그림 3-49.  Grain micrographs of UO2-5wt%CeO2-0.1wt%Ta2O5 and 

UO2-5wt%CeO2-0.1wt%Li2O depending on AZB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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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0. Variation of sintered density depending on Ta2O5 and SiO2 

addition in UO2

(a) UO2-0.1wt%Ta2O5      (b) UO2-0.3wt%Ta2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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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  Microstructure change depending on Ta2O5 and SiO2 addition 

in U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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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  Grain structures of UO2-5wt%CeO2-0.1wt%Ta2O5 and  

UO2-5wt%CeO2-0.1wt%Ta2O5-0.1wt%SiO2 pellets as a function of 

sintering atmosphe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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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  Pore volume fraction of UO2-5wt%CeO2-0.1wt%Ta2O5 

and UO2-5wt%CeO2-0.1wt%Ta2O5-0.1wt%SiO2 pellets 

at each sintering atm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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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  Grain structures of UO2-5wt%CeO2 and SiO2-doped

UO2-5wt%CeO2-0.4wt%Ta2O5 pel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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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 Pore volume fraction of UO2-5wt%CeO2-0.4wt%Ta2O5 and 

SiO2-doped UO2-5wt%CeO2-0.4wt%Ta2O5 pellets at each sintering 

atm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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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6.  Variation of sintered density depending on 

Li2O and SiO2 addition in UO2-5wt%CeO2 



- 222 -

N2-8%H2 N2-8%H2-8%CO2

UO2

-

5wt%CeO2

S.D.:97.2%T.D., G.S.:7.5㎛ S.D.:95.5%T.D.,G.S.:15.1㎛

UO2

-

5wt%CeO2

-

0.1wt%Li2O S.D.:96.8%T.D., G.S.:7.5㎛ S.D.:94.7%T.D.,G.S.:13.3㎛

UO2 -

5wt%CeO2

-

0.1wt%Li2O

-

0.1wt%SiO2
S.D.:97.3%T.D., G.S.:9㎛ S.D.:90.7%T.D.,G.S.:11.4㎛

그림 3-57.  Microstructure change depending on Li2O and SiO2 addition 

in UO2-5wt%Ce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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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8.  Variation of sintered density depending on 

Al2O3 and M3O8 addition in UO2-5wt%Ce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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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9.  Microstructure change depending on Al2O3 and M3O8 addition 

in UO2-5wt%Ce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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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0.  Variation of pore size distribution depending on 

Al2O3 and M3O8 addition in UO2-5wt%CeO2 sinetered 

at 1700℃ in N2-8%H2 and N2-8%H2-8%CO2 a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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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61.   Change of particle size of powder milled by planetary mill 

in each pa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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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62.  Morphology of UO2+5wt%CeO2+M3O8 mixtures  

       (a) M3O8 scrap powder           (b) Mixed powder

       (c) Crushed powder              (d) Milled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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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63.  Density change of (U, Ce)O2 pellets with the amount

of M3O8 scrap and dop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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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4.  Microstructure of (U, Ce)O2 pellets sintered 

in each condition:

 (a) without scrap(11㎛)             (d) without scrap(18㎛)

 (b) co-milling of 30wt%M3O8(11㎛) (e) co-milling of 30wt%M3O8(19㎛) 

 (c) mixing of 30wt%M3O8(9㎛)      (f) mixing of 30wt%M3O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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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65.  Pore size distribution of (U, Ce)O2 pellets 

with the amount of M3O8 scrap and different doping methods:

(a) batch(oxi-sintering) (b) continuous(oxi-sintering) 

 (c) batch(red-sintering) (d) continuous(red-sin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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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66.  Change in sintered density of (U, Ce)O2 pellets with the 

amount of MO2 scrap and different dop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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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67.  Microstructure of (U, Ce)O2 pellets in each condition:

(a) without scrap(9㎛)             (d) without scrap(16㎛)

   (b) co-milling of 30wt% MO2(7㎛) (e) co-milling of 30wt%MO2(18㎛) 

   (c) mixing of 30wt% MO2(7㎛)     (f) mixing of 30wt% MO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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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68.  Pore size distribution of (U, Ce)O2 pellets 

with the amount of MO2 scrap and doping methods:

(a) reducing sintering       (b) oxidizing sin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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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9. scrap분말의 첨가량과 첨가방법에 따른 혼합핵연료분말의 
비표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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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0. CO2 분 기에서 산화소결온도에 따른 

MO2 scrap 분말의 O/M 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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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 co-milling방법으로 30wt% MO2 scrap를 첨가한 
혼합핵연료압분체의 산화소결온도에 따른 수축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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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2. scrap분말을 첨가한 혼합핵연료압분체의 산화소결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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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3. MO2 scrap의 첨가량, 첨가방법  소결공정에 따른 

혼합핵연료소결체의 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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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4. M3O8 scrap의 첨가량, 첨가방법  소결공정에 따른 

혼합핵연료소결체의 도변화



- 234 -

그림 3-75. scrap분말을 첨가하여 제조된 혼합핵연료소결체의 미세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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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6. scrap의 첨가방법과 소결공정에 따른 

혼합핵연료 소결체의 기공분포



- 235 -

그림 3-77.  Microwave furnace used in sintering test

gas in

C-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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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2 disc

W plate
sample

applicator wall

그림 3-78.  Illustration of microwave furnace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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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79. Sintered density of UO2 pellets sintered in H2/N2 

atmosphere for each ramping time and hold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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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80.  Sintered density of UO2+5wt%CeO2 pellets sintered 

in H2/N2 atmosphere for each ramping time and hold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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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81. Comparison with the microstructure of UO2 pellets sintered 

for each condition :

           (a) conventional sintering for 1h(3㎛)     

           (b) microwave sintering for 1h(6㎛)

           (c) microwave sintering for 2h(8㎛)

           (d) microwave sintering for 4h(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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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82.  Comparison with the microstructure of UO2+5wt%CeO2 

pellets sintered for each conditions :

           (a) conventional reducing sinteirng for 1h(1700℃)

           (b) microwave reducing sintering for 1h(1700℃)

           (c) microwave reducing sintering for 4h(1700℃)

           (d) microwave oxidizing sintering for 1h(1300℃)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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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3.  The outside pore microstructure of pellets sintered 

      on W plate in H2/N2 atmosphere with microwave furnace

             (a) UO2(4h)            (b) UO2+5wt%CeO2(4h)

       

      그림 3-84.  EPMA patterns of pellets sintered in H2/N2 

atmosphere  on W plate

             (a) Base phase        (b) Precipitation phas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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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5.  Configuration of multi-mode cavity used in microwave 

h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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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6.  Configuration of thermocouple used in microwave furn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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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7. Temperature and power profile vs. time during the sintering

with different parameters : 

(a) heating rates and (b) sintering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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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88.  Density variation of UO2 +5wt%CeO2 pellets sintered 

              with different sintering parameters : 

              (a) dwelled times,

              (b) sintering temperatures and (c) heating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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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9.  Pore distribution of UO2+5wt%CeO2 pellets depending 

              on furnace and heating rates.

              (a) Number of pores per pore diameter

              (b) Pore volume fraction per pore di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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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90.  Comparison with the microstructure of UO2+5wt%CeO2 

pellets sintered for conditions :

 (a) microwave sinteirng(H.R : 10℃/min=>G.S:10.1㎛, S.D:10.15g/㎤)

 (b) electrical sintering(H.R : 10℃/min=>G.S:9.8㎛, S.D:10.20g/㎤)

 (c) microwave sintering(H.R : 5℃/min=>G.S:12.6㎛, S.D:10.37g/㎤ )

 (d) electrical sintering(H.R : 5℃/min=>G.S:11.6㎛, S.D:10.38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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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1.  Temperature changes as a function of time 

with increasing input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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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2. Temperature changes depending on time and sample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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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3.  Variation of incidence wave and reflected wave depending 

            on input power and each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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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94.  Density variation of UO2 +5wt%CeO2 pellets sintered at 1500 

℃ in CO2 in microwave furnace and electrical furn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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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5.  Pore distribution of UO2+5wt%CeO2 pellets depending

              on furnace and pore-former addition.

             (a) Number of pores per pore diameter

             (b) Pore volume fraction per pore di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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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6.  Comparison with the microstructure of UO2+5wt%CeO2 pellets 

sintered for pore-former addition in microwave furnace and electrical 

furn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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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97.  Vickers hardness and fracture toughness of UO2+5wt%CeO2 

              pellets sintered at 1500 ℃ in oxidizing atmosphere

              in microwave furnace and electrical furn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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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8.  Density variation of UO2 +5wt%CeO2 pellets sintered

              at 1500 ℃ in CO2 in MW furnace and electrical furn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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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9.  Comparison with the microstructure of UO2+5wt%CeO2 pellets 

         sintered for dopant addition in microwave furnace

and electrical furn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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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0.  Illustration of glove box equiped the continuous 

attrition m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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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1. 반복열충격 

실험용 sample holder

 

           

그림 3-102. 반복열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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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3. 열 도도 산출용 냉각곡선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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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4. UO2-5wt%CeO2 소결체(단일기공 분포)의 조직  

기공분포(500배, bar:20um) 

(a)93.7%T.D, (b)95.5%T.D, (c)97.6%T.D, (d)기공크기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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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5. UO2-5wt%CeO2 소결체(이  기공분포)의 기공 분포(500배) 

(a) 92.3%T.D, (b) 95.4%T.D, (c) 97.7%T.D, (d) 기공크기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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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6. UO2-5wt%CeO2 소결체(단일거 기공 분포)의 

기공 분포(500배)

(a) 92.6%T.D, (b) 95.8%T.D, (c) 기공 크기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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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7. UO2-5wt%CeO2 소결체(다양한 결정립크기)의 

조직  기공 분포 (500배,bar:30um) 

(a)UO2-5wt%CeO2(13.5um),(b)UO2-5wt%CeO2+0.1wt%Cr2O3(23um),

(c)UO2-5wt%CeO2+0.1wt%Li2O(30.6um),(d)기공크기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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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8. 기공형성제(AZB)를 첨가한 UO2-5wt%CeO2 소결체의 

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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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9. 기공형성제(AZB)를 첨가한 UO2-5wt%CeO2 소결체의 

열충격 온도에 따른 경도 값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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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0. 기공형성제(AZB)를 첨가한 UO2-5wt%CeO2 소결체의 

열충격 온도에 따른 괴인성 값의 변화

그림3-111. 기공형성제(AZB)를 첨가한 UO2-5wt%CeO2 소결체의 

열충격 온도에 따른 괴표면 에 지값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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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12. 기공형성제(AZB) 첨가 UO2-5wt%CeO2 소결체의 열충격에 따른 

균열의  형상 (열충격 온도차,ΔT=1000)    

(a) AZB 0.3wt% + UO2-5wt%CeO2,  (b) AZB 0.5wt% + UO2-5wt%CeO2  

(c) AZB 0.7wt%+ UO2-5wt%CeO2,   (d) AZB 1.0wt% + UO2-5wt%CeO2 



- 261 -

그림 3-113. 기공형성제(AZB)가 첨가된 UO2-5wt%CeO2 소결체의 

열충격후의 비커스 압흔  균열형상 (열충격 온도차,ΔT=1000)

(a) AZB 0.3wt% + UO2-5wt%CeO2,  (b) AZB 0.5wt% + UO2-5wt%CeO2  

(c) AZB 0.7wt%+ UO2-5wt%CeO2,   (d) AZB 1.0wt% + UO2-5wt%Ce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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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 AZB 첨가된 UO2-5wt%CeO2 소결체의 괴강도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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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5. AZB 첨가된 UO2-5wt%CeO2 소결체의 임계열충격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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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16.  반복열충격 장치를 통해 측정된 UO2-5wt% CeO2 

93% T.D 소결체의 열 도도 값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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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7. 반복열충격 장치를 통해 측정된 UO2-5wt%CeO2 

95% T.D 소결체의 열 도도 값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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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8. 반복열충격 장치를 통해 측정된 UO2-5wt%CeO2 

97% T.D 소결체의 열 도도 값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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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9. 반복 열충격 장치를 이용하여 측정된 

UO2-5wt%CeO2 소결체의 열 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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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0. 반복 열충격에 의한 균열형상  균열진  형태 

(1400℃, 10회～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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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 반복열충격에 의한 기공크기 분포의 변화 

(1400℃ 10회, 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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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 반복열충격에 의한 기공의 크기  형상변화 

(1400℃,10회)

a) UO2(98.3%TD),          b) UO2-5wt%CeO2(97.6%TD)  

c) UO2-5wt%CeO2(95.5%TD),  d)UO2-5wt%CeO2(93.7%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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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3. 단일기공 분포를 갖는 UO2-5wt%CeO2 

소결체의 열 도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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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4. 이 기공 분포를 갖는 UO2-5wt%CeO2 소결체의 

열 도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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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5. 거 기공을 갖는 UO2-5wt%CeO2 소결체의 열 도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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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6. 다양한 결정립을 갖는 UO2-5wt%CeO2 소결체의 

열 도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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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7. 단일기공 분포 UO2-5wt%CeO2 소결체의 반복 

열충격 ․후의 열 도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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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8. 단일기공분포 UO2-5wt%CeO2 소결체의 반복열충격 ․후의 

기공분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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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9. 단일기공 분포 UO2-5wt%CeO2 소결체의 

반복열충격(1400℃~상온, 30회)에 따른 균열형상  균열진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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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0. 이 기공 분포 UO2-5wt%CeO2 소결체의 반복 

열충격 ․후의 열 도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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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 단일기공분포(조 기공) UO2-5wt%CeO2 소결체의 

반복열충격 ․후의 열 도도 변화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

2

3

4

5

6

7

8

 

 

 

Temperature(K)

Th
er

m
al

 c
on

du
ct

iv
ity

 (W
 m

-1
k-1

)

        T:Temperature
 K=1/(0.00058+0.00035*T)  K=1/(-0.00487+0.00041*T) 
 K=1/(0.02096+0.0003*T)    K=1/(0.03373+0.00032*T) 

 UO2-5wt% CeO2 (93% T.D, mono,largepore,1st thermalshock)

 UO2-5wt% CeO2 (93% T.D, mono,largepore,30nd thermalshock)

 UO2-5wt% CeO2 (95% T.D, mono,largepore,1st thermalshock)

 UO2-5wt% CeO2 (95% T.D,mono,largepore, 30nd thermalshock)

그림 3-132. 조 결정립, 단일기공 분포 UO2-5wt%CeO2 

소결체의 반복열충격 ․후의 열 도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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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3. 단일  이  기공 분포를 갖는 UO2-5wt%CeO2 소결체의 

온도에 따른 괴강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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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4. 조 기공을 갖는 UO2-5wt%CeO2 소결체의 온도에 

따른 괴강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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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5. 조 결정립을 갖는 UO2-5wt%CeO2 소결체의 온도에 따른 

괴강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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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36. UO2-3.25wt%CeO2  UO2-5wt% 

CeO2 의 응력에 따른 크립변형속도 ( 도 ; ～

98%T.D., 결정립크기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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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7. UO2-5wt%CeO2에서 도변화에 따른 

크립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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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38. UO2-3.25wt%CeO2에서 결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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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39. UO2-5wt%CeO2에서 Li2O 첨가에 

따른 크립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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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0. SiO2 첨가에 따른 

UO2-3.25wt% 의 크립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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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1. CeO2 함량에 따른 크립 활성화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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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3. UO2-5wt%CeO2 의 응력  온도에 따른 

크립변형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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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4. UO2-5wt%CeO2에서 Al2O3 와 Si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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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5. 링 조건  모의연소도 변화에 따른

모의조사 혼합핵연료의 소결 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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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6. 링 조건  모의연소도 변화에 따른

모의조사 혼합핵연료의 결정립 크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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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7. 링 조건과 모의 연소도 변화에 따른 모의조사 혼합핵연료 

소결체의 단면 형상 (Optical Microscopy,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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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8. 링 조건 변화  Nb2O5, Li2O 첨가에 따른 결정립 크기 변화

(모의연소도=40 MWd/kgHM, Optical Microscopy,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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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9. 링 조건  모의연소도 변화에 따른 모의조사 혼합핵연료 

소결체의 기공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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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0. 모의 연소도 변화에 따른 모의조사 혼합핵연료 소결체의 

열 도도 변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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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1. 모의조사 혼합핵연료 소결체의 반복열충격 시험 후의

단면 형상 (Optical Mic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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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2. 모의 연소도  소결 도 변화에 따른 모의조사 혼합핵연료 

소결체의 경도(Vickers Hardness)  괴인성(Fracture Toughness)

(Load=500g, 15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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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3. 모의조사 혼합핵연료 소결체의 압축 괴강도

(a) 모의연소도 변화 (상온, 고온), (b) 소결 도 변화 (상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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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4. 모의조사 혼합핵연료 소결체의 공기  산화온도 변화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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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5. 모의조사 혼합핵연료 소결체 시편의 1200℃ 공기  산화 후 

단면 형상 (SEM, ×500, 모의연소도=40 MWd/kg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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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6. 모의조사 혼합핵연료 소결체 시편의 공기  산화 후 단면 형상

에 한 산화 온도별 비교 (×500, 사진의 좌측 어두운 부분은 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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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7. 모의조사 혼합핵연료 소결체의 공기  산화에 한 모의연소도 

변화의 향 (산화온도=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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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9.  Optical micrograph of UO2 and UO2-5wt%CeO2 sintered at 

1700℃ in H2 as a function of poision(Dy2O3 and Sm2O3)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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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0.  Pore size distribution of UO2 and UO2-5wt%CeO2 sintered at 

1700℃ in H2 atmosphere depending on Dy2O3 and Sm2O3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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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1.  Sintered density and average grain size of UO2-5wt%CeO2 

pellets sintered in oxidizing and reducing atmosphe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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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2. Sintered density of UO2-5wt%CeO2 pellets

as a function of pore former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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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3.  Variation of sintered density and average grain size of 

additive-doped UO2-5wt%CeO2 pellets 

sintered in N2-8%H2 and N2-8%H2-8%CO2 atmosphe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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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4.  Variation of sintered density and average grain size of 

UO2-5wt%CeO2 sintered in CO2 and N2-8%H2 atmospheres 

as a function of M3O8 am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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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5  고유공정의 Reference Process Flow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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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련 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본 연구개발은 국내에서 상용생산 인 경수로핵연료  수로핵연료 

국산화기술 경험을 최 로 활용하여, 장기 으로 원자력 선진국 목표에 부

응하는 혼합핵연료 가공에 한 기반기술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를 하여 

본 단계에서는  단계에서 수행된 최 공정 도출  이 도출된 기술을 

활용하고 실제로 PuO2 를 사용하여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한 혼합핵연료 

시험핵연료 소결체를 제조한 경험, 한, 이 국제공동연구를 통하여 시험

핵연료 제조업무를 수행하므로써 혼합핵연료 소결체 가공에 련된 기반

기술의 확립을 토 로 본 단계에서는 혼합핵연료 소결체 가공기술의 국내 

토착화  고유화를 목표로, 개발된 단 공정 별 기술을 보다 범 하게 

각 단 공정별로 그 기술을 공정 기술화하여 단 공정 기술 간의 여러 제

조 라메타들을 연계하고, 이 단 공정 기술들을 집 하여 하나의 독자

인 혼합핵연료 소결체 공정기술을 확립함과 동시에, 련 산업체와의 보다 

긴 한 조로 개발된 공정기술을 산업체에 이 하는 비작업을 수행하

다. 한, 특성이 개량된 모의 혼합핵연료 소결체 가공시험을 수행하여 

그 제조기술에 한 기본기술을 개발하 으며, 이들의 열충격 거동  열

도도 특성, creep 특성에 한 연구  data들을 정립하 다. 본 단계의 

세부 연구내용  범 는 다음과 같다. 

 가. 시험핵연료 소결체 특성분석  개량 가공공정 도출

    - 혼합핵연료 시험소결체 특성분석

    - 윤활제/기공형성제의 첨가방법/단계 연구

    - attrition milling 개선방안 도출  개량

    - 모의 산화소결체의 재소결성 거동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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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혼합핵연료 소결체 제조 공정기술  제조공정 개량 연구

    - 윤활제/기공형성제의 첨가  링에 따른 조직변화 연구

    - 첨가제를 이용한 소결체의 도  미세구조 제어 연구

    - M3O8 scrap 회수  재활용기술 연구

    - M3O8  MO2 scrap 분말 첨가에 따른 소결체 미세구조 비교연구

    - 분말처리조건과 소결공정과의 연계

 다. 혼합핵연료 소결체 개량 제조공정기술 확립

    - 소결 도  미세구조 제어 공정기술 확립

    - 독자 인 혼합핵연료 제조공정 체제 확립

 라. 혼합핵연료 소결체 재료특성 연구

    - 소결체의 열충격에 따른 경도  굽힘강도 특성 분석

    - 소결체 크립거동 연구

    - 고연소도 혼합핵연료 소결체 특성개량 방안도출

    - 혼합핵연료 소결체 재료특성 개량 연구

    - 모의 조사 혼합핵연료 소결체 재료특성 연구

   이들의 목표달성내용을 세부항목 별로 살펴보면 표 4-1과 같다. 이러

한 목표달성도를 평가하기 한 착안 으로, 혼합핵연료 시험소결체의 특

성분석 여부, 혼합핵연료 소결체 제조공정 개발 여부, 혼합핵연료 소결체 

독자기술 개발  공정체제 수립 여부, 소결체의 재료특성 연구 결과의 

정성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착안 을 기 으로 할 때 앞 서 기술

한 연구내용은 충분히 그 충실성과 신뢰성이 보여지는 것으로 단되어 

연구개발 목표에 한 연구수행의 달성도는 우수하다고 사료된다.

 

제 2   연구결과의 련분야에의 기여도

   본 연구에서 수행된 연구  기술개발의 결과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혼합핵연료 가공에 련되는 기술개발  연구가 1992년부터 지속 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지난 단계에서 국제공동연구를 통하여 시험핵연료의 

제작을 추진하므로써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Pu를 취 하여 핵연료를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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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로 Pu 취 상의 

문제를 다룰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PuO2  혼합핵연료 물질의 여러 

특성  취 상의 기술 인 어려움을 실지로 경험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국내에서 Pu 취 의 경험을 축 할 수 있었으며, 장기

으로 국내에서의 혼합핵연료 기술개발의 터 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한, 이를 계기로 국내의 혼합핵연료 가공에 련되는 연구뿐만 아니라, 

기술의 개발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

다.

   본 단계에서는 이  단계에서 개발된 여러 기술들을 토 로 이들을 

종합하고 단 기술의 공정화를 수행하여 독자 인 고유 혼합핵연료 가

공  공정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술은 차기 단계에 련 

산업체와 한 기술 력을 통하여 사용화 기술개발의 가능성 타진과 

함께, 이를 히 기술이 할 계획으로 있다.

   재까지 국내에서는 우라늄을 바탕으로 하는 경수로용  수로용 

핵연료의 기술자립이 이루어져 그 기술을 상용화하 으며, 재 상용화

된 기술을 토 로 국내에 소요되는 핵연료 량을 수 하고 있다. 한 

이와 병행하여 련 산업체와 학계, 연구기 들이 보다 개선된 성능의 

핵연료를 개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본 과제를 통하여 얻어

진 결과는 핵연료 자원을 우라늄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범 하게 에

지자원을 효율 으로 활용하고 핵연료 주기기술의 일부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원자력 기술의  자립을 유도할 수 있는 기술분야의 하나이

므로 국가 에 지정책에 기여하는 바가 지 하다고 할 수 있다. 한, 소

결체 가공기술 특유의 첨단기술을 개발하므로써 핵연료 련 기술이외

에도 분말처리  소결기술을 사용하는 세라믹공정을 개발하는 기술 분

야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술을 개발, 활용할 수 있는 외 인 기여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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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  당해단계 목표 주요달성내용

연구목표 주요 달성내용

1차년도('00)

시험핵연료 소결체 

 특성분석  개량 

 가공공정 도출

혼합핵연료 소결체 

 제조 공정기술 연구

혼합핵연료 소결체 

 재료특성 연구

- 시험핵연료 소결체 특성분석

- 첨가제의 첨가방법/단계 연구

- 분말처리장치 개선방안 도출 

  개량

- UO2-5wt%CeO2 모의 산화소결체

  재소결거동 분석

- 논문 6, 기술보고서 2, 특허출원 2

- 첨가제 첨가  milling에 따른

  분말처리공정 개발

- 첨가제를 이용한 소결체 미세구조 

  제어 연구

- M3O8 scrap 회수/첨가 공정기술 

  개발

- M3O8  MO2 scrap 첨가에 따른

  미세구조 제어연구

- 분말처리조건과 소결공정 연계

- 논문 5, 특허출원 1, 등록 1

- 소결체의 열충격(△T<1400℃)에

  따른 경도/굽힘강도 특성분석

- 소결체 크립거동 분석

  (1300-1700℃, 도, 결정립)

- 고연소도 혼합핵연료 소결체특성

  개량 방안도출(poison 향분석)

- 논문 5

2차년도('01)

혼합핵연료 소결체 

 제조공정 개량 연구

 혼합핵연료 소결체 

 재료특성 개량 연구

- 기공형성제  소결첨가제/분 기

  이용 미세구조 제어기술 연구

- microwave로 이용 소결특성 연구

- M3O8 scrap 회수  재사용

  기술 확립

- 논문 13, 특허출원 2

- 소결체의 반복 열충격거동과 

  열 도도 계연구

- 소결체 크립/소결 data를 이용한

  확산거동 연구

- 모의 조사 혼합핵연료 소결체

  재료특성 연구 

- 논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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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당해단계 목표 주요달성내용(계속)

연구목표 주요달성내용

2차년도('01)

독자 인 혼합핵연료

 소결체제조 reference

 process 개발 

- 단 공정간의 공정기술 연계 체제 

  구축

- 공정간의 연계체제에 따른 공정

  흐름 개발

- 실험 data의 feed-back 체제 도출

   구축

- target 소결체 제조를 한 공정

  설계체제 개발

- target 소결체에 따른 공정흐름도

  / 라메타 설계 로그램 구축

3차년도('02)

 혼합핵연료 소결체 

 개량 제조공정기술 

 확립

 혼합핵연료 소결체 

 재료특성 개량 연구

독자 인 혼합핵연료

 소결체제조  공정

 체제 확립

- plasticity 우수  조 결정립 

  소결체 제조기술 개발

- granule 강도/압분 도 조 에 

  의한 기공분포 제어기술 실험

  수행  결과분석

- microwave로의 단열구조  

  온도제어방식에 따른 소결연구 

- 실험장비의 glove box 내 설치 

  운용기술 분석

- 논문 5편, 특허출원 1

- 미세구조 제어된 소결체의 

  열 도도 특성 연구(<1400℃)

- 첨가제이용 개량소결체 creep 

  특성 분석(크립속도>5배)

- 모의 조사 혼합핵연료 소결체

  재료특성 규명

- 논문 6편

- 실험 데이터의 feedback체제 구축 

- 공정간의 연계체제에 따른 

  공정흐름 개발

- target 소결체에 따른 공정흐름도/

  공정 라메타 설계 로그램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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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 1   개 요

   본 연구과제는 원자력 장기연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1990년  

기부터 꾸 히 수행되어 왔다. 그 주요 내용으로, 기 연구에서는 우선 

이 기술의 국내․외 기술 황분석과 아울러 국내 기술개발의 타당성이 

검토되고, 1990 년  반에 이르러 본격 인 기 기술  가공요소기술

이 개발, 확립되었다. 이 같은 연구는 Pu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PuO2와 그 성질이 유사한 체물질을 이용하여 수행되었으며 한, 이에 

련되는, 가공기술 개발시 필수 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재료 특성연구도 

수행되었다. 이 게 개발된 가공요소 기술은 본 연구의 당해 단계인 1990 

년  후반에 이르러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시험핵연료 소결체를 제조하므

로써 개발된 기술이 확인되었다.

   이 게 개발된 혼합핵연료 가공에 련된 기   요소기술들은 이들

을 토 로 실지로 련 산업에서 이용, 핵연료 제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기술에 한 공정기술들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 게 개발되는 공정기

술들은 련산업체에 이 되어 보다 우수한 핵연료를 제조할 수 있도록 

그 기반들이 형성되어야 한다.

   이와 련하여, 본 단계에서는  단계에서 개발된 기 기술과 가공요

소기술들을 보다 범 하게 각 단 공정별로 그 기술을 공정기술화하여 

단  공정기술간의 여러 제조 라메타들을 연계하고, 이 단 공정 기술들

을 집 하여 하나의 독자 인 혼합핵연료 소결체 공정기술을 확립함과 동

시에, 련 산업체와의 보다 긴 한 조로 개발된 공정기술을 산업체에 

이 하는 비에 한 업무도 수행하 다. 

제 2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재까지 개발된 혼합핵연료 가공기술들은 국제공동연구를 통하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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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혼합핵연료 시험소결체의 성공 인 제조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며, 이를 

원자로에서 조사시험 하므로써 그 성능  거동이 입증 에 있다. 이 게 

입증되는 기술은 련 산업체로 이 되어 이 산업체로 하여  혼합핵연료

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여야 한다. 

   재까지 본 연구에서 개발된 혼합핵연료 가공 련 기술은 이 기술에 

있어서 필수 으로 요구되는, UO2 분말과 PuO2 분말의 혼합에 기인하는 

분말처리기술과 소결체의 미세구조 제어 기술로서, 이 두 요소기술의 개발

은 실지로 PuO2 분말을 사용하여 시험핵연료를 제조하므로써 그 기술의 

실험실 규모로서는 확인되었다. 한편, 앞에서 그동안 개발된 각 단 공정

의 요소기술들을 공정기술화하고 하나의 공정 기술로 집 하므로써 각 단

공정을 연계하여 독자 인 혼합핵연료 가공공정기술을 개발하 다. 

   본 과제의 차기 단계에서는,  따라서, 지 까지 개발, 확립된 독자 인 

혼합핵연료 소결체 가공기술  이와 련된 공정기술을 직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산업체에 련 기술을 이 하는 것을 그 목 으로 한다. 이러

한 공정기술의 개발에 있어 련 산업체와의 력을 탁연구  공동연

구 등을 통하여 보다 긴 히 하므로써 개발된 기술의 이 은 보다 효율

으로 조속히 실 될 수 있을 것으로 측된다. 

   개발된 기술의 활용면에 있어서는, 본 단계에서 수행된 기술개발  

연구수행의 결과는 이미 국제공동연구 수행에 있어서 그 결과를 활용 

에 있으며, 제조된 시험핵연료 한,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시험핵연료 조

사시험  그 결과 분석에 활용 에 있다. 보다 상세히는;

 - 기 개발된 분말처리기술(개량 attrition mill 이용)  미세구조제어    

 기술은 혼합핵연료 제조 뿐만 아니라 이원계 이상의 성분을 갖는 핵    

 연료의 소결체 제조에서 분말처리기술로 활용계획 이며,

 - 한, 향후 련되는 핵연료 공동연구를 통하여 지속 으로 활용될    

  수 있다.

 - 본 단계에서 개발된 기술들을 바탕으로 재 혼합핵연료 기술개발   

   련 국외기 에서 추진 인 개량 혼합핵연료  이와 유사한 핵연료개  

   발에 있어서의 제조기술개발에 활용될 계획이며,

 - 당 과제에서 제조된 시험핵연료는 Halden Reactor Project에서 조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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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하여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타기 의 핵연료 련연수 자료로 활용   

   되고, 나아가 세계 으로 혼합핵연료 련 국가에서 이 기술을 이용한   

  핵연료 제조의 database로 활용될 수 있다.

 - 개발된 련 기술은 차후 노내시험을 거쳐 검증될 정으로 있으며,   

   보다 진보된 기술로 개선되어 산업체에 이 되어 상용화가 가능한 기  

   술이므로, 본 과제에서 개발된 기반기술들은 한 시기에 련       

  산업체에 이 되어 기술상용화에 활용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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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제목 :  세라믹핵연료 공정기반 기술 개발

II.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핵연료용 UO2 소결체는 일반 으로 분말 비, 압분, 소결, 연삭 등의 

공정을 거쳐 제조된다.  제조된 소결체의 특성은 여러가지 공정 제조변수

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분말 비 공정이 매우 요하다.  왜냐하면  이 

공정에서 분말의 특성을 좋게 하기 해 비성형  조립, 첨가제  윤

활제의 혼합 등이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한 이 분말 비 공정은 혼합산

화물 핵연료 (M,U)O2 소결체를 제조할 때 더욱 요하다. 두 가지 이상

의 다른 산화물을 혼합할 때는 두 분말간의 첨가 혼합율의 차이나 입자

크기의 차이 그리고 비 의 차이에 의해 혼합이 국부 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미세조직이 균질한 소결체를 제조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두 분말을 혼합할 때는 가능한 한 미세화 시키면서 혼합시키는 것이 매

우 요하다.

본 과제에서는 KAERI에서 기 개발된 혼합핵연료 분말처리 장치인 혼

합분쇄기(Attrition Mill)를 이용하여 단계별 실험( 비, 1단계  2단계)

을 통해 기기의 공정화 타당성 확인  공정화 장비의 자격화를 수행하

다.  

비단계에서는 기 개발된 혼합분쇄기(Attrition Mill) 의 검증을 해 

UO2 소결체 제조공정에서 첨가제로 사용되는 U3O8 분말로 분쇄능력 시

험을 수행하여 분쇄에 따른 입자크기, 도  비표면  변화를 측정하

다. 한 분쇄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장비의 문제 을 악하 으며, 이

를 공정화 장비의 기본  상세 설계에 반 시켜 새로운 Jar Assembly를 

제작하여 혼합분쇄기에 장착하 다.  

1단계에서는 공정화 장비의 자격화를 하여 혼합분쇄기(Attrition 

Mill)로 분쇄한 U3O8 을 일정량 첨가하여 UO2 소결체를 제조 한 후 이의 

특성을 분석하여 공정자격화를 한 기 자료로 활용하 다. 그리고 마지

막 2단계에서는 혼합핵연료인 UO2-Gd2O3 소결체 제조를 해 Gd2O3, M3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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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활제  기공형성제를 첨가하여 혼합분쇄기에서 혼합분쇄한 분말로 

UO2-Gd2O3 소결체를 제조하 으며, 제조된 소결체의 특성  미세조직에 

미치는 향에 하여 조사하 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범

 KAERI가 개발한 혼합핵연료 소결체 가공요소 기술 검증

- 분말처리 기술  개발된 기기 검증을 한 실험

- 산화분말 첨가 소결체 제조  특성분석 시험

 공정화 장비 자격화

   - 공정화 장비(분말처리 장치) 시험가동  성능평가

IV. 연구개발결과

1)  KAERI가  개발한  혼합핵연료  소결체  가공요소  기술  검

증

 - 분말처리 기술  개발된 기기 검증을 한 실험( 비단계)

혼합분쇄기에 한 분쇄능력을 조사하기 하여 입자크기가 다른 2종류

의 ex-DC UO2 분말을 온 산화 시킨 U3O8 분말을 분쇄시켜 pour/tap 

density, 입자크기  비표면 을 분석하 다. 한 분쇄에 따른 입자의 형

상  크기변화를 SEM을 사용하여 찰하 다. Pour/tap density는 분쇄

횟수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며, SEM에 의한 입자형상 분석

에서 형상의 변화는 크지 않았지만, 분쇄에 따른 크기 변화가 찰되었다. 

그리고 평균입자크기 분석 결과, 2종류의 시료 모두 5회 분쇄를 수행할 경

우 분쇄 보다  약50%의 분쇄효과를 얻었다.

따라서 기 설계된 분말처리 장치의 분쇄능력은 비교  우수한 것으로 

단되었다. 다만 일반 인 경향과는 다르게, 5회 이상의 분쇄횟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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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입자의 크기가 증가하는 상이 나타났다. 원인을 조사한 결과 분쇄 

후 배출과 련되는 것으로 나타나, Jar  Impeller의 기존설계를 도면검

토  수정보완을 하 다.

- 산화분말 첨가 소결체 제조  특성분석 시험(1단계) 

Ex-DC UO2 분말을 온 산화 시킨 U3O8 분말을 일정량 첨가하여 

UO2 소결체를 제조하 다. U3O8 1% 첨가당 약 0.01 g/㎤의 소결 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열  안 성을 하여 동일한 분 기하에서 

재소결(1700℃, 24시간)시킨 결과 시방값을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다. 시료

의 미세조직에서는 손톱모양 는 타원형의 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UO2와 U3O8 간의 소결거동 차이  편석(segregation)에 

의해 발생된다. 이러한 형태의 결함을 방지하기 해서는 산화분말 등의 

첨가제가 편석 되지 않도록 분쇄 후 배출 시에 의한 다져지는 상을 최

소화하고, 분말 간 혼합 시에 혼합시간 등의 공정 변수를 히 조 해

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2) 공정화 장비 자격화

- 공정화 장비(분말처리 장치) 시험가동  성능평가(2단계)

비  1단계에서 나타난 문제 을 보완하여 새로운 Jar Assembly를 

제작하여 혼합분쇄기에 장착시켰다. 기기의 시험가동  성능평가를 해 

Gd2O3가 8 wt% 첨가

된 UO2-Gd2O3 소결체 제조실험을 1 ~ 3차에 걸쳐 수행하 다. 

1차실험에서는 Gd 소결체 제조와 련된 기본 인 물성을 검사하기 

하여 혼합분쇄기로 분쇄횟수(0, 5 그리고 10회, 여기서 0은 단순한 혼합

만을 의미함)에 따른 혼합 분쇄된 분말의 특성변화, 성형성  소결성을 

조사하 다. 분말의 분쇄횟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비표면   겉보기 도

는 증가 하 으며, 입자 크기 분포는 미세화 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한 분말의 성형성  소결성에서도 분쇄횟수 증가에 따라서 성형성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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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증가하며 한 성형성에 따라 소결성도 증가한다. 그러나 약 5.65 g/㎤ 

이상의 압분 도에서는  소결 도가 포화되는 경향을 보여 다. 이것은 순

수 ex-DC 분말을 사용하여 UO2 소결체를 제조할 경우에 나타나는 한계값 

5.95 g/㎤와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값으로 혼합분쇄기에 의한 혼합산화물 

소결체 제조 시 압분 형  기기의 성능유지에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단된다. Gd 함유 소결체의 미세조직 찰에서 혼합분쇄기를 사용하지 않고 

단지 혼합기에서 혼합만 한 시료의 경우는 소결체 내부에 미세균열  내,

외부의 결정립이 다른(내부는 작고 외부는 크다) 이 결정립 형태가 많이 

나타났다. 반면에 혼합을 한 후 혼합분쇄기에서 분쇄를 한 경우는 미세조

직상 입자크기가 크며, 결함이 없는 균질상이 얻어졌다. 따라서 Gd 함유 

소결체와 같은 혼합산화물 소결체 제조에 있어서 분말의 혼합만으로는 균

질상을 얻기가 어려우며 분쇄작업이 동시에 수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재 성을 확인하기 하여 1차 실험과는 다르게 분쇄횟수 조건을 세분

(3, 5, 7, 10회)하여 2차 실험을 수행하 다. 분말의 특성변화, 성형성  소

결성 실험결과가 1차 실험의 결과와 거의 일치하여 재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실험에서는 5회 이상의 분쇄횟수에서 압분 도가 증가하여

도 소결 도가 포화되는 경향을 보 지만, 본 2차 실험에서는 3회이상의 

분쇄횟수에서 압분 도가 증가하여도 소결 도가  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어도 3회 이상에서는 압분 도가 증가하여도 소결 도는 포

화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 미세조직도 소결체 내부에 미세균열이 없는 

균일상의 조직형태를 얻었으며, Gd 균질도에서도 체 으로 균질하게 고

용체가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차실험은 UO2-8wt%Gd2O3 분말에 M3O8(10~25wt%)  기공형성제인 

AZB(0.3 ~ 1.5wt%)를 첨가하여 혼합분쇄(분쇄횟수 5회)를 하 다. M3O8은  

Gd 함유 소결체를 기하에서 550℃, 4시간동안 산화시켜 제조하 다. 제

조한 M3O8 분말에 한 X선 회   O/M비를 측정한 결과, M3O8의 단일

상으로 나타났다. 혼합분쇄된 분말의 특성은 혼합, 분쇄  구형화가 진행

됨에 따라 겉보기 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편 1.5Ton/㎠ 이

상의 성형압력에서는 압분 도와는 무 하게 소결 도는 포화되는 경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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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 다. 반면에 첨가제(M3O8  기공형성제)의 함량에 따라 소결 도는 

감소하 다. 즉 M3O8 1% 첨가 시 0.007 g/㎤(0.065%TD), 기공형성제 1% 

첨가 시에는 0.028 g/㎤(2.6%TD)의 소결 도 감소가 나타났다.

 기공형성제의 첨가단계  첨가량이 Gd 함유 소결체의 미세조직에 미

치는 향을 조사하 다. 기공형성제의 편석을 방지하고 균일한 기공분포

의 미세조직을 가진 소결체를 제조하기 하여 기공형성제는 주로 1차 혼

합 단계에서 첨가하여야 하며 소결 도 조 을 해 추가로 2차 혼합  

구형화 단계에 첨가해야 할 경우에는 최  0.5 wt%를 넘지 않는 것이 바

람직한 것으로 단되었다.  Gd 균질도 검사에서는 U 나 Gd의 유리상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균질한 형태의 고용체를 형성하 으며, 외국에서 제

조한 Gd 함유 소결체와 비교할 때 더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혼합분쇄기를 사용한 Gd 함유 소결체 제조실험을 통해 2 종류 이상의 

산화물을 갖는 소결체를 제조하는 경우, 분말간의 혼합분쇄가 요한 것으

로 나타났다. 한 첨가제의 투입 단계  첨가량이 균질한 Gd 함유 소결

체 제조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데이터는 KNFC에서 

추진 인 양산용 Gd 함유 소결체 제조공정 설계  공정변수 설정을 

한 기 자료로 활용할 정이다. 

이번 실험에서는 Gd2O3 8wt% 에서만 수행되었지만, 추가 으로 Gd2O3

의 첨가량 변화 실험, 그리고 ex-ADU UO2 분말에 해서도 제조 실험을  

수행하여 향후 분말종류나 첨가량에 계없이 양산 Gd 함유 소결체 제조 

조건을 수립하고자 한다. 한 비성형이나 조립공정을 거치지 않고 압분

체를 직  제조하기 하여 분말의 유동성 향상을 한 방안을 추진할 것

이며, 불량 소결체  연삭 꺼기를 처리하기 한 분말회수 방안에 한 

연구도 함께 진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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