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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고온가스로용 TRISO 피복입자연료는 연료핵(kernel)과 연료핵 외곽을 감싸고 

있는 피복층(coating layer)으로 구성되어 있다.  핵연료 입자 제조 후 연료핵의 

직경, 피복층의 두께, 도, 이방성 등 특성 검사 공정이 수행된다.  특성 검사 

공정에는 피복층 두께 비파괴 측정용 X-선 검사 장치, 세라모그래피 방법을 이용

한 피복층 및 진원도 측정 장치, 이방성 측정용 광학장치, 도 측정 장치, 입자 

크기 및 진원도 측정 장치, 열화학분석용 TG/DTA 등 다양한 검사 장비가 사용

되며, 본 보고서에서는 특성 검사 공정에 사용되는 검사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용

하기 위하여 각 검사 장비에 대한 검사 목적, 장치 구성, 작동 원리, 조작 방법 

등을 기술함으로써 장비 운용 절차를 정립하 다.  



- iii -

SUMMARY

  TRISO-coated fuel particle for HTGR(high temperature gas cooled reactor) is 

composed of fuel kernel and coating layers.  The kernel and coated particle 

are characterized by inspection processes for inspection items such as diameter 

of kernel, thickness, density and an-isotropy of coating layer.  The coating 

thickness can be nondestructively measured by X-ray inspection equipment.  

The coating thickness as well as the sphericity can be also measured by 

optical inspection system as a ceramography method.  The an-isotropy can be 

characterized by photometer.  The density of coating layer can be measured 

by density column.  The size and sphericity of particles can be measured by 

PSA(particle size analyzer).  The thermo-chemical characteristics of kernel can 

be analyzed by TG/DTA(Thermogravimetric/Differential Thermal Analyzer).  

The inspection objective, equipment composition, operation principle, operation 

manual for each equipment was described in this operation procedure, which 

will be used for the characterization of inspection items described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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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고온가스로용 TRISO 피복입자연료는 직경이 약 1 mm인 구 형태로 중심에 직

경 0.5 mm의 연료핵(kernel)과 연료핵 외곽을 감싸고 있는 피복층(coating layer)

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복층은 버퍼(buffer) PyC(pyrolytic carbon) 층, 내부 

PyC(inner PyC ; I-PyC) 층, SiC 층, 외부 PyC(outer PyC ; O-PyC) 층으로 구성

되어 있다.  세라믹 피복층은 연료핵이 원자로에서 연소될 때에 연료핵에서 생성

된 핵분열 물질의 방출을 방지하고 연료핵을 외부의 기계적, 화학적 작용으로부

터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1-6].  핵연료 제조 후 연료핵의 직경 및 진원도, 

도 뿐만 아니라 피복층의 두께, 도, 이방성 등에 대한 특성 검사 공정이 수

행된다[7].  특성 검사 공정에는 피복층 두께 비파괴 측정용 X-선 검사 장치, 파

괴 방법인 세라모그래피를 이용한 피복층 및 진원도 측정 장치, 이방성 측정용 

광학장치, 피복층 도 측정 장치, 입자 크기 및 진원도 측정용 입도분석장치

(PSA;particle size analyzer), 열화학분석용 TG/DTA(thermogravimetric/ 

differential thermal analyzer) 등 다양한 검사 장비가 활용되고 있다.  본 보고서

에서는 특성 검사 공정에 사용되는 검사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각 

검사 장비에 대한 검사 목적, 장치 구성, 작동 원리, 조작 방법 등을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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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X-선 검사 장치

2.1 개요

직경 약 1 mm의 TRISO 피복입자연료는 약 0.5 mm 직경의 연료핵(kernel)과 

이 연료핵의 외곽에 피복되어 있는 피복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피복층의 두께

를 측정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된 파괴적인 ceramography 방법은 검사시간이 길

고, 시료의 재사용이 불가능하며 방사성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은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파괴적인 X-선 래디오그래피 방법이 효과적이

다. 수십~일백 μm 범위의 피복층 두께를 정 하게 측정하기 위해 초점 크기가 

최소 1 μm인 마이크로포커스 X-선 발생장치와 48 μm 크기의 화소(pixel ; 

picture element)가 1024x1024로 배열된 FPD(flat panel detector) X-선 검출기를 

사용하여 X-선 검사 장비를 구성하 다. X-선 검사장비를 구성하고 있는 X-선 발

생장치와 X-선 검출기에 대한 운용절차를 기술함으로써 피복입자연료에 대한 X-

선 상을 이용하여 피복층 두께를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 다.

2.2 목적

  TRISO 피복입자연료의 피복층(buffer PyC, I-PyC, SiC, O-PyC 층) 두께를 비

파괴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X-선 래디오그래피 검사 장비의 운용 절차 내용을 포

함한다.

2.3 서언

  직경 약 1 mm의 TRISO 피복입자연료는 약 0.5 mm 직경의 연료핵(kernel)과 

이 연료핵의 외곽에 피복되어 있는 피복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복층은 저 도

의 buffer PyC 층, 고 도의 I-PyC 층, 고 도의 SiC 층, 그리고 고 도의 O-PyC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료핵을 보호하고 핵분열 물질의 유출을 방지하는 역

할을 담당한다.  제원에 설정되어 있는 각 피복층의 두께를 측정하기 위해 기존

에 사용된 파괴적인 ceramography 방법은 검사시간이 길고, 시료의 재사용이 불

가능하며 방사성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은 단점을 개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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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비파괴적인 X-선 래디오그래피 방법이 효과적이다.  TRISO 피복입자연

료의 피복층 두께는 수십~일백 μm 범위이기 때문에 정 한 X-선 발생장치와 X-

선 검출기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초점 크기가 최소 1 μm인 마이크로포커스 X-

선 발생장치와 48 μm 크기의 화소(pixel ; picture element)가 1024x1024로 배열

된 FPD(flat panel detector) X-선 검출기를 사용하여 검사 장비를 구성하 다.

2.4 구성(제조회사 및 모델명)

  X-선 검사장비는 마이크로포커스 X-선 발생장치 및 제어장치, X-선 검출기, X-

선 차폐시설, 방진 테이블 및 가스 공급장치,  시료이송장치, 프레임그래버, 데이

터 처리용 컴퓨터, 그리고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다.  소프트웨어는 X-선 발

생장치 제어용 프로그램과 X-선 검출기 및 프레임그래버 제어용 프로그램, 데이

터 획득 프로그램, 데이터 변환 프로그램, 그리고 데이터 처리용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데이터 획득 프로그램은 한국의 디알젬(DRGEM)사에서 개발하

으며 피복층 두께 자동 측정 프로그램은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개

발하 다.  X-선 검사장치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방진시스템

FPD

검출기

마이크로포커스

X-선 발생장치

시료 이송기

TRISO 

입자연료

X-선 차폐 캐비넷

진공시스템

X-선 발생장치

controller

상

모니터

Frame Grabber

시료 이송기

controller

시스템 컴퓨터

그림 2.1 X-선 검사장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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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 테이블

상시스템

샘플 위치 제어기

차폐캐비넷

X-선 소스FPD 검출기

TRISO 샘플

X-선원 콘트롤러 

&

Frame Grabber

그림 2.2 X-선 검사장비

표 2.1 X-선 발생장치 제원

Maximum tube voltage 162 kV(during warmup)

Tube voltage setting range for 

X-ray tube unit
20 kV to 160 kV

Tube current setting range for 

X-ray tube unit
0 μA to 200 μA(그림 3 참조)

Tube voltage setting method Command input by serial communication 

from external control unitTube current setting method

Safety interlock

  Interlock 1

  Interlock 2

External shorting method (normally closed)

  DC 33 V

  DC 12 V

Output window material Beryllium(thickness 0.5 mm)

Focal spot size 1 μm

X-ray emission range Approx. 120°

Serial interface

  Communication method

  Data tramsfer speed

  Data bit length

  Stop bit

  Parity

  Flow control

Half duplex

115200 bps

8 bits

1

None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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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X-선 발생장치

  마이크로포커스 X-선 발생장치는 일본 하마마쯔(Hamamatsu)사에서 제조한 

L9191이며 X-선 발생부, 진공시스템, 제어기로 구성되어 있다.  X-선 발생부는 개

방형(open type)으로 최대 관전압은 160 kV, 최대 관전류는 200 μA, 최소 초점 

크기는 1 μm이다.  제원은 표 1과 같다.  X-선 발생장치 제어 프로그램은 이며 

신호 송수신 상태와 진공도를 표시하고 warmup을 실행하며 관전압, 관전류, 

spot mode를 설정할 수 있다.

2.4.2 X-선 검출기

  X-선 검출기는 미국 Rad-icon Imaging사에서 제조한 Shad-o-Box 1024 모델이

다.  48 μm x 48 μm 크기의 정방형 화소가 1024 x 1024 배열을 이루어 감지 범

위는 49.2 mm x 49.2 mm 크기이다.  노출 시간을 조절하면 검출 신호를 거의 

실시간으로 컴퓨터로 전송할 수 있으며 감도가 우수하다.

표 2.2 X-선 검출기 제원

Resolution 10 lp/mm(48 μm)

Energy range 10 ~ 160 kV

Array 1024 x 1024

Sensing area 49.2 x 49.2 mm

Read noise(rms) < 1 ADU

Dynamic range 4000:1

Digitization 12 bits(4096 ADU)

Conversion gain 500 electrons/ADU

Readout period 367 ms

Max. frame rate 2.7 frames/sec

Output data rate(at connector) 3.0 MHz

Analog supply voltage 12 V( ±0.6 V)

Max. analog supply current 150 mA

Digital supply voltage 5 V( ±0.25 V)

Max. digital supply current 750 mA

Typical power dissipation 4.5 W

Parallel digital interface RS-422

SMA connector interface TTL

Operating temperature 0 ~ 50 ℃

Storage temperature -25 ~ 85 ℃

Humidity(non-condensing) 10 ~ 80 % R.H.

Dimensions 127 x 124 x 23 mm

Weight 1.5 kg

ADU = Analog-Digital Unit : 1 LSB(least significant 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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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원리

  그림 2.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X-선 발생장치에서 발생된 X-선은 시료를 

투과하여 X-선 검출기에 도달된다.  시료 구성 성분의 도와 투과 두께에 따라 

X-선의 흡수 계수 또는 위상계수가 변화하며 이 X-선의 변화량이 X-선 검출기에

서 감지된다.  X-선 검출기는 그림 4와 같이 X-선을 광신호로 변환시키는 신틸레

이터(scintillator)와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시키는 광다이오드(photo diode)가 

1024x1024 배열을 이루어 검출된 X-선을 상 신호로 변환시킨다.  이 상 신호

는 상획득 프로그램에 의해 프레임그래버에서 디지털 상 데이터로 변환되어 

획득되며 피복층 두께 측정 프로그램에 의해 최종 처리된다.

                                0        d1    d2  d3  d4  

d5

0    r1  
r2
r3 r4
r5

Screen

D

O : Source

R

그림 2.3 X-선 래디오그래피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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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FPD X-선 검출기 검출 원리

2.6 조작

2.6.1 방진 테이블 가스 압력 조절

  방진테이블은 5 개의 원통형 방진다리로 유지된다.  각각의 방진다리는 가스압

에 의해 테이블을 들어 올려 바닥면의 직접적인 진동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사용되는 가스는 일반(저순도) Ar 가스이다.  가스공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가스 공급을 위해 가스통의 밸브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가스통을 연다.

  (2) 가스 조절 밸브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가스압을 조절한다.

  (3) 각각의 방진다리에 연결된 밸브를 조절하여 방진다리에 가스를 공급한다.

  (4) 챔버가 부양되어 각각의 다리가 자유롭게 진동이 가능하도록 가스를 공급

한다. 

  (5) 가스 공급이 끝나면 가스 조절 밸브를 반시계방향으로 돌려 가스 공급을 

차단한다.

  (6) 가스통의 밸브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가스통을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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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통 밸브

가스조절밸브

그림 2.5 Ar 가스공급장치

그림 2.6 방진다리 연결 밸브

2.6.2 X-선 발생기 진공장치 가동

  X-선 발생장치를 가동하기 위해 우선 진공시스템을 가동한다.  진공시스템은 

rotary 펌프와 터보펌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동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터보펌프에 연결된 리크밸브(leak valve)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닫는다.

  (2) 터보펌프와 rotary 펌프 연결 밸브를 반시계방향으로 돌려 연다.

  (3) Rotary 펌프의 전원(220V)을 연결한다.

  (4) Rotary 펌프의 전원 스위치를 아래로 눌러 펌프를 가동한다.

  (5) 터보펌프의 전원(220V)을 연결하여 터보펌프를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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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밸브

리크 밸브

전원스위치

  

              그림 2.7. Rotary 펌프           그림 2.8. 터보펌프

2.6.3 X-선 발생장치 제어기 가동

  진공시스템을 가동시킨 후에는 X-선 발생장치의 제어기 전원(220V)을 연결하고 

제어기 후면의 전원스위치를 오른쪽으로 눌러 제어기를 가동시킨다.

전원 스위치

그림 2.9 X-선 발생장치 제어기 

2.6,4 컴퓨터 시스템 가동

  19인치 랙에 설치된 컴퓨터 시스템의 전원 스위치를 눌러 컴퓨터 시스템을 가

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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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스위치

 

그림 2.10 컴퓨터시스템 

2.6.5 X-선 발생장치 위밍업

  컴퓨터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윈도우 바탕화면에 설치된 X-선 발생장치 제어 

프로그램 MFX_CS 아이콘을 실행시키면 그림 2.11과 같은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X-선 발생장치를 가동하는 첫 번째 과정인 워밍업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CONNECTION ON 상태가 되도록 CONNECTION 메뉴에서 통신연결 기

능인 CONNECT 기능을 실행한다.

  (2) 진공시스템이 가동된 후 진공 수준을 나타내는 VAC 수준이 녹색 부분까지 

표시되도록 기다린다.

  (3) VAC 수준이 녹색 부분까지 표시되면 WARMUP 버튼을 눌러 워밍업을 실

행한다.

  (4) 워밍업에 수 분이 소요되며 워밍업이 끝나면 STATUS INFO 내부의 

WARMUP 에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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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X-선 발생장치 제어 프로그램 

2.6.6 X-선 검출기 가동

  (1) X-선 검출기의 전원(220V)을 연결한다.

  (2) 바탕화면에 설치된 X-선 검출기 제어 프로그램 ShadoCam을 실행시킨다.

  (3) Acquisition 메뉴에서 Frame Exposure를 실행시켜 노출 시간을 ms 단위로 

설정한다.(일반적으로 500 ms ~ 6000 ms)

그림 2.12 X-선 검출기 노출 시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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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Acquisition메뉴에서 Continuous를 실행시켜 X-선 상을 획득한다.

  (5) X-선 세기에 따라 상의 밝기를 조절하여 한다. 

 

그림 2.13 X-선 검출기 상 획득 모드 설정 

2.6.7 시표 이송기 가동

  시료 이송기 제어기의 스위치를 중립(중간)에 위치시키고 제어기의 전원(220V)

을 연결한다.  시료 이송기 제어기는 표 3과 같이 네 가지 모드로 제어된다.

표 2.3 시료 이송기 제어기 모드

MODE M0 M1 START
MODE 

CHANGE
Step

No-1 o o ↑ o - 0.5 mm

No-2 ↓ o ↑ o + 0.5 mm

No-3 o ↓ ↑ o - 5 mm

No-4 ↓ ↓ ↑ o + 5 mm

Ho ↓ o o ↑ - continuous

Ho o ↓ o ↑ + continuous

↓: 스위치 위로(down 상태), o : 스위치 중간, ↑: 스위치 위로(up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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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시료 이송기 제어기 

2.6.8 시료 정렬

  검사하고자 하는 시료를 시료 이송기에 장착하고 X-선 발생장치와 X-선 검출

기를 가동하여 X-선 상을 획득하고 화면상의 원하는 위치에 정렬시킨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가능한 X-선 검출기, 시료, X-선 발생장치의 중심이 일치하도록 각각을 정

렬한다.

  (2) X-선 발생장치의 관전압(TUBE VOLTAGE)과 관전류(TUBE CURRENT), 초

점모드(SPOT MODE)를 설정한다.

  (3) X-ray ON 버튼을 눌러 X-선을 발생시킨다.

  (4) 시료의 위치를 조정한다.

  (5) X-ray OFF 버튼을 눌러 X-선 발생을 중지한다.

2.6.9 데이터 획득 프로그램 실행

  X-선 상 획득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X-선 검출기 제어 프로그램(ShadoCam)의 실행을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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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X-선 발생장치 제어 프로그램(MFX-CS)의 실행을 중지한다.

  (3) 바탕화면에 설치된 X-선 상 획득 

프로그램 Harmony 160을 실행시킨다.

  (4) Preview 버튼을 누르고 관전압, 관

전류, 노출시간, 프레임 수를 설정한다.

  (5) Calibration 버튼을 눌러 X-선 상 

교정 데이터를 획득한다.

  (6) X-ray On 버튼을 눌러 X-선을 발생

시킨다.

  (7) Radiography 버튼을 눌러 X-선 

상을 획득한다.

  (8) 필요한 경우 Measure 버튼을 눌러 

지정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다.

2.7 결언

  직경 약 1 mm의 TRISO 피복입자연료의 피복층 두께를 정 하게 측정하기 위

해 초점 크기가 최소 1 μm인 마이크로포커스 X-선 발생장치와 48 μm 크기의 화

소가 1024x1024로 배열된 FPD형 X-선 검출기로 구성된 X-선 검사 장비를 개발

하고 피복입자에 대한 피복층 두께 측정 원리와 X-선 발생장치와 X-선 검출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운용절차를 기술함으로써 X-선 래디오그래피 

상을 이용하여 피복입자연료의 피복층 두께를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2.15 데이터 획득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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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TRISO 입자의 진원도 및 입자크기 측정

3.1 개요

수소생산용 고온 가스냉각로의 TRISO 피복입자 핵연료의 설계 사양의 하나인 

피복입자의 진원도와 입자크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측정 방법 및 측정 순서에 대

한 절차를 작성하 다. 피복 핵연료 입자를 광학현미경과 상분석 프로그램인 

Image-pro plus를 이용하여 shadow 상으로부터 얻어진 이미지를 분석하여 

TRISO 입자의 크기와 진원도를 동시에 구할 수 있다. 본 절차서는 피복입자 코

팅공정개발을 위한 평가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하 으며, 향후 정식 QC/QA 절차

서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3.2 목적

 수소생산용 고온 가스냉각로의 TRISO 피복입자 핵연료의 설계 사양의 하나인 

피복입자의 진원도와 입자크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측정 방법 및 측정 순서에 대

한 절차를 작성하 다. 본 절차서는 피복입자 코팅공정개발을 위한 평가자료 생

산을 목적으로 하 으며, 향후 정식 QC/QA 절차서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

대한다. 

3.3 서언

- TRISO 입자의 외관 이미지를 관찰하기 위하여 피복 입자를 테이프 등에 부착

시킨 후 현미경의 대물렌즈에 놓고 빔을 통과시켜 shadow image를 획득하

다. 이 shadow image를 컴퓨터에 저장하고, 상분석 프로그램으로 저장된 이

미지를 읽어 들여서 진원도와 입자크기를 측정한다. 이 때, 입자크기를 고려하

여 현미경 배율은 50배로 한다. Shadow image와 상 처리된 이미지의 차이

가 거의 없어야 정확한 데이터를 구할 수 있으므로, 상 처리 시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상처리 법을 이용하면 TRISO 입자의 크기와 진원도를 동

시에 구할 수 있다. 

- 본 절차서 작성을 위하여 이용한 현미경 및 이미지 분석기는 다음과 같다.

 ․ 현미경 모델명(제조사) : MEF4M (Reichert)

 ․ 상분석 프로그램 : Image-pro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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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측정 순서

가. TRISO 입자를 테이프에 붙인 후, 광학현미경으로 shadow image를 촬 하여 

컴퓨터에 저장한다. 이 때, 현미경 배율은 50배로 한다.

나. 상분석 프로그램인 Image-pro plus를 더블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

타난다.

다. 컴퓨터에 저장된 이미지를 불러오기 한다 : 메뉴에서 file-open 항목 선택 

후, open file 창에서 이미지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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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아래의 사진은 50배 배율이었으므로 프로그램의 배율도 50배로 맞춘다 : 

   메뉴에서 Measure-calibration-spatial 항목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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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50배 배율을 선택한다 : Spatial calibration-Name 항목을 눌러 50배를 선택

한다. 상처리를 실행한다. 메뉴에서 Process-Segmentation 항목을 선택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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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Segmentation이 실행되면 아래와 같이 입자의 이미지에 붉은색이 입혀지고, 

Segmentation 창이 나타난다. 이미지 안의 색을 모두 붉은색으로 채우기 위

해서 아래의 빨간 상자 안에 있는 숫자를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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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Segmentation 창에서 "New Mask" 버튼을 누르면 입자는 흰색으로, 바탕은 

검은색으로 변한다. 그리고 메뉴에서 Measure-count/size 항목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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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Count/size 창이 나타나면, “option" 버튼을 눌러서 count/size options 창을 

띄운다. Count/size options 창의 설정은 아래와 같이 한다.  

     outline style : filled,                ☑ Dark background on sample

     ☑ Fill holes,                        ☑ Convex Hull

     Clean borders : all borders 선택     O.K. 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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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측정항목을 선택 : Count/size 창에서 Measure-Select measurement 항목을 

선택.  Select measurement 창에서 측정항목(aspect ratio, max. dia. ave. 

dia. 등)을 선택 후 O.K. 버튼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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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측정 시작 : Count/size 창에서 count 버튼을 누른다. 

    측정 데이터를 엑셀로 넘긴다 : Count/size 창의 File-DDE option (Dynamic 

data exchange) 항목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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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엑셀파일의 경로를 지정 : DDE option 창의 Browse 버튼 누르고 경로를 설

정. 데이터를 엑셀로 보낸다 : Count/size 창에서 file-DDE to Excel 항목 선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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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Excel 프로그램의 자동실행 : 아래의 보기와 같이 데이터가 엑셀로 읽혀지고 

    저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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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다 ∼ 타 항목을 반복 수행하여 측정을 계속하면 된다. 

3.5 측정 결과

- 측정을 위해 사용된 입자는 시편번호 TR-64 이며, 이 입자의 각 코팅 층 제조 

조건은 아래와 같다. 

반응 기체 반응온도(℃) 반응시간(min.) 압력(torr)

Buffer C2H2 1250 3.67 760

I-PyC C2H2+C3H6 1300 7 760

SiC MTS 1500 240 760

O-PyC C2H2+C3H6 1300 7 760

- 측정개수 : 총 30개 입자

진원도 입자크기(㎛)

평균 1.04 1009.1

표준편차 0.019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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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TRISO 입자의 피복층 두께 측정

4.1 개요

수소생산용 고온 가스냉각로의 TRISO 피복입자 핵연료의 설계 사양의 하나인 

피복층의 두께를 세라모그래피(ceramography) 방법을 이용한 파괴적인 측정 방

법 및 측정 절차를 작성하 다. 피복입자 구의 지름을 따라 절단한 면을 미세 연

마하여 광학현미경과 상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층에 대한 두께를 구하

다. 본 절차서는 피복입자 코팅공정개발을 위한 평가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하

으며, 향후 정식 QC/QA 절차서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4.2 목적

  수소생산용 고온 가스냉각로의 TRISO 피복입자의 각 코팅 층 두께 측정 방법 

및 측정 순서에 대한 절차를 작성하 다. 본 절차서는 피복입자 코팅공정개발을 

위한 평가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하 으며, 향후 정식 QC/QA 절차서의 기초자료

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4.3 서언

- 피복입자 구의 지름을 따라 절단한 면을 미세 연마하여 광학현미경으로 이미

지를 관찰하고, 이 이미지를 상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코팅 층의 두께를 

측정한다. TRISO 입자의 각 코팅 층 두께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TRISO 입자의 지름을 따라 절단하여 연마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연마된 

입자 중에서 측정 가능한 시료를 어떻게 선정하는 가에 따라서 두께의 평균 

값 및 표준편차의 정확도가 결정된다. 그리고 500배 이상의 고배율에서 두께를 

측정하는 것이 데이터의 측정오차를 줄일 수 있으며, 현미경과 상분석 프로그

램(image pro) 사이의 배율 교정(calibration)도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각 코팅 층의 길이를 측정할 때는(drag-in을 할 때) 직선형태가 되도록(사선 

방지) 해야 정확한 두께를 구할 수 있다.

- 본 절차서 작성을 위하여 이용한 광학 현미경 및 이미지 분석기는 다음과 같

다.

 ․광학 현미경 모델명(제조사) : Epiphot-tme (Nikon) 

 ․상분석 프로그램 : Image-pro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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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측정순서

가. 다수의 TRISO 입자를 마운팅 한 후 미세연마를 한다. TRISO 입자 구의 지

름이 통과하는 절단면을 연마하여 시편을 준비해야 정확한 두께 값을 얻을 

수 있으므로 시편 준비에 주의를 해야 한다.

나. 광학현미경으로 TRISO 입자의 이미지를 관찰한 후, 상분석 프로그램인 

Image-pro plus를 더블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다. 현미경으로 관찰 중인 입자의 이미지를 상분석 프로그램으로 읽어 들인다. 

메뉴에서 Acquire-Video/digital 항목을 선택하면 Imaging Digital Camera 창

이 나타나며, 이 창의 Start Preview 버튼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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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현미경 200배 배율로 관찰한 이미지를 상분석 프로그램으로 읽어 들인 이미

지는 아래와 같으며, 아래의 그림에서 Buffer, I-PyC, SiC 그리고 O-PyC 층

의 두께를 각각 측정할 수 있다. 두께를 더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

미경 배율을 500배로 높이도록 한다. 

kernel

SiCI-PyCBuffer O-P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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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현미경 배율 500배로 관찰 중이던 이미지가 컴퓨터 모니터 상에 나타나는데, 

이 때 Image Digital Camera 창의 "Snap" 과 "Stop Preview" 버튼을 차례

로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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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Image Digital Camera 창의 “Close" 버튼을 누른 후 두께 측정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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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상 분석 프로그램의 배율 선택 : 현미경 배율이 500배 이므로 상분석 프로그

램에서도 500배로 맞춘다. 메뉴에서 Measure-Calibration-Spatial 항목을 선택

하고, Spatial Calibration 창에서 500배를 선택한 후 “OK" 버튼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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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두께 측정 시작 : 메뉴에서 Measure-Measurements 항목을 선택한 후, 

Measurements 창의 “Measurement” 칸과 Features 창의 “ ∖” 버튼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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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Buffer의 한 쪽 끝에 마우스 포인터를 놓은 후 다른 쪽 끝까지 drag-in 하면 

아래와 같은 선(L3)이 나타나며, L3의 Value 값이 Buffer 층의 길이가 된다. 

I-PyC, 층도 동일한 방법으로 선을 그으면(L4) 그에 해당하는 길이가 측정

된다. Drag-in 할 때는 직선이 되도록(사선 방지) 해야 한다.이상의 과정을 

SiC와 O-PyC 측정에 대해서 동일하게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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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측정한 데이터를 엑셀로 보냄 : Measurements 창의 Input/Output 칸에서 

Expert now 버튼을 누르면 엑셀이 자동실행 되면서 측정값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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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반복 측정 : 현미경에서 다른 입자를 선택한 후 다 ∼ 차 항목을 반복 수행

하면 된다.

4.5 측정 결과 

- 측정을 위해 사용된 입자는 시편번호 TR-64 이며, 이 입자의 각 코팅 층 제조 

조건은 아래와 같다. 

반응 개스
반응온도

(℃)

반응시간

(min.)

압력

(torr)

Buffer C2H2 1250 3.67 760

I-PyC C2H2+C3H6 1300 7 760

SiC MTS 1500 240 760

O-PyC C2H2+C3H6 1300 7 760

 

- 측정개수 : 총 33개 입자

Buffer I-PyC SiC O-PyC

평균(㎛) 103.9 43.8 39.4 53.2

표준편차 8.4 3.4 2.3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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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Density gradient column에 의한 

피복입자연료 피복층 도 측정

5.1 개요

수소생산용 고온 가스냉각로에서 사용되는 TRISO 피복입자 핵연료의 피복층 

도측정을 위하여 도분포를 알고 있는 도구배 (density gradient) column을 

이용한 도 측정법의 절차서를 작성하 다. 본 절차서에서는 도측정을 위한 

절차와 함께 도구배 column 용액의 제조방법과 장치에 대한 상세사항도 함께 

기술하 다. 본 절차서는 코팅공정개발을 위한 평가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하 으

며, 정식 QC/QA 절차서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5.2 목적 

수소생산 고온 가스 냉각로에서 사용되는 TRISO 피복입자 핵연료의 피복층

의 도는 핵연료 안전성 및 건전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인자로 엄격히 관

리되는 핵연료 사양의 하나이다. 따라서 코팅 층에 대한 정확한 도 측정법의 

확보는 코팅공정 개발뿐만 아니라 성능평가를 위해서 중요하다. 도구배 

(density gradient) column을 이용한 도 측정법이 조 한 PyC 나 SiC 층을 위

하여 적용될 수 있으며, 이 방법은 측정 절차가 매우 간단한 반면에 도구배를 

갖는 용액 제조가 어려운 점이 있다. 본 절차서에서는 조 한 PyC 나 SiC 층의 

도측정을 위한 절차와 함께 도구배 column 용액의 제조방법과 장치에 대한 

상세사항도 함께 기술하 다. 본 절차서는 코팅공정개발을 위한 평가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하 으며, 정식 QC/QA 절차서의 기초문안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5.3 서언

이 측정법은 도분포를 알고 있는 용액 속에서 시료의 도측정이 수행되므

로, 측정하고자 하는 시료는 용액에 불용성이면서 용액을 흡수할 수 없도록 통기

성이 없는(nonporous) 것이어야 한다. 이 측정법은 0.8 ∼ 3.0 g/cc 의 도를 측

정하는데 주로 이용되며, 정 도는 0.0001 g/cc
 
(23 ± 0.1℃ 기준)이다. 물론, 이 

도보다 더 큰 값을 갖는 시료도 적절한 용액과 표준시료만 준비되면 도를 

측정할 수 있지만 정 도는 다소 떨어진다. 정확한 도 측정을 위해서 추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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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의 도구배는 ± 0.05 g/cc이다. 그러나 대략적인 도 값을 얻는 것이 목적

이라면 도구배를 그 이상으로도 할 수 있다. 

초고온 가스냉각로(VHTGR)에서는 크기가 1mm 이하인 TRISO 구형입자들

이 핵연료로 사용되고 있다. 이 TRISO 입자는 중심에 약 500㎛ 크기의 UO2 

kernel 이 있고, 그 주위로 buffer PyC 층, inner PyC 층(I-PyC), SiC 층 그리고 

최외각에 outer PyC 층(O-PyC) 이 형성되어 있다. Buffer PyC 층은 기공율이 

약 50% 정도로 높기 때문에 도 구배법으로 도를 측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반면에, I-PyC 층, O-PyC 층 및 SiC 층은 기공율도 비교적 낮고 불용성이

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도 측정을 할 수 있다. 

PyC와 SiC 층에 대한 제조국 별 도 사양을 보면,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PyC 층은 1.9±0.1 g/cc 이고, SiC 층은 3.18 g/cc 이상이 되어야 한다. 측정 

시료는 어떤 형태로도 준비될 수 있지만, 시료의 형상 및 위치 구분을 정확히 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는 되어야 하며, 시료를 준비할 때 압축 응력 때문에 도변

화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료에는 이 물질, voids, cavities 등이 없어

야 한다.

표 5.1 각 제조 국 별 증착 층의 도(g/cc) 사양

독일 미국 일본 중국

Buffer ≤1.05 0.80∼1.10 1.0∼1.2 ≤1.10

IPyC 1.81∼2.01 1.85∼1.95 1.80∼1.95 1.8∼2.0

SiC ≥3.18 ≥3.18 ≥3.2 ≥3.18

OPyC 1.81∼2.01 1.80∼1.95 1.8∼1.95 1.8∼2.0

도측정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사용된 피복입자는 구형 ZrO2를 모의 kernel로 

하여 PyC와 SiC의 4 층이 연속공정으로 코팅된 모의 SiC TRISO 피복입자이었

으며, 코팅분야의 실험 편의상 부여한 시편번호는 TR-64 이다. 이 입자의 PyC 

층 제조 조건은 아래와 같다. 

반응 개스
반응온도
(℃)

반응시간
(min.)

압력
(torr)

PyC C2H2+C3H6 1300 7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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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도측정 순서

가) 모의 피복입자 미세구로부터 각 코팅 층을 분리한다. 

- PyC 층은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파손된 코팅 층의 조각들 중 건전한 

조각을 수거하여 초음파세척기로 세척하여 준비한다.

- SiC 층은 물리적으로 파손된 조각들을 750~800℃에서 열처리하여 PyC 

층을 산화시켜 제거한 후 초음파 세척기로 세척하여 준비한다.

나) 정확한 도를 알고 있는 두 가지 용액을 이용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도

범위를 포함시키고 있는 도구배 column 용액을 준비한다. (용액제조 방

법은 부록 2 참고)

다) 측정하고자 하는 시료를 원주형 관의 상부에서 도구배 용액 속으로 장

입시킨다.

라) 시료가 용액 속으로 계속 가라앉다가 도에 맞는 위치에서 더 이상 가라

앉지 않고 멈추어 있게 되면, 이 때 시료의 위치를 파악한 후 표준시료와

의 거리를 측정하여 도 값을 계산한다.

시료의 도를 구하는 식은 아래와 같다.

                 Density at x=a+
(x-y)(b-a)
(z-y)

여기서 a와 b는 두 표준시료의 도이며 이 표준시료는 임의의 기준 점에

서(예: 바닥) y와 z의 거리에 있고, 시료 또한 바닥으로부터의 특정한 거

리인 x에 멈추어 있을 것이며 y와 z의 사이에 있을 것이다.

마) 시편번호 TR-64 모의 피복입자의 PyC 층의 도는 평균 2.048 이었다.

5.5 참고사항

본 도측정 절차서는 코팅공정 개발을 위한 과정 중 코팅 층의 도분석 결

과를 코팅공정 변수 조절에 feed back 하여 코팅공정을 최적화시킬 목적으로 활

용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따라서 정식 QC/QA를 목적으로 한 절차서는 더 많

은 측정 경험과 분석을 통하여 완성도를 높여야 하리라 판단되며, 본 절차서가 

정식 QC/QA 절차서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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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부록 

5.6.1 도구배 column법에 의한 도측정 장치 구성

  이 장치의 제조업체 및 주요 구성품은 아래와 같다(그림 5.1).

1) 모델명(제조업체) : DC/02 (LLOYD) 

2) 원주형 관(density-gradient tube) :  도구배를 갖는 용액 및 시료(측정 시

료 및 표준시료)가 장입되는 관. 

3) 자동온도 조절장치(thermostat) : 원주형 관을 채우고 있는 도구배 용액의 

온도를 23 ± 0.1℃로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장치.

4) 항온 조(constant-temperature bath) : 원주형 관을 둘러싸고 있는 외곽 용기

로서 물로 채워져 있으며, 자동온도 조절장치는 이 물의 온도를 조절함으로

서 원주형 관 내부에 있는 용액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게 됨.

5) 용액 충전용 플라스크 어셈블리(filling flask assemble) : 도구배 용액을 준

비하는 용기로서(2개), 한 쪽은 고 도 용액(heavier density solution) 다른 

한 쪽은 저 도 용액(lighter density solution)으로 채워진다. 저 도 용액 플

라스크 내부에서 고 도 용액과 저 도 용액의 혼합이 이루어지므로, 균일한 

혼합을 위해서 저 도 용액 플라스크 내부에 교반기(stirrer)가 준비된다. (그

림 5.1(c))

6) 미세관(Siphon) : 미세관은 내부가 비어 있는 관으로서, 한 쪽 끝은 저 도 

용액 플라스크의 출구(putlet) 부분에 연결되고 나머지 한 부분은 장입하고

자 하는 원주형 관의 바닥에 도달되게 위치한다. 저 도 용액 플라스크에서 

혼합된 도구배 용액은 이 미세관을 통해서 원주형관으로 장입된다.(그림 

5.1(f))

7) 표준시료(standard floats) : 주로 유리로 만들어지며 구형 또는 타원형으로 

되어 있고 도 값이 알려진 시료이다. 표준시료의 크기가 원주형 관 내부 

지름의 1/4보다 작아야 하며, 측정 시료와는 간섭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측

정에 사용된 표준시료 (그림 5.1(k))는 아래와 같다.

  PyC 용 표준시료 : 1.8206, 1.859, 1.901, 1.9398, 1.9618, 1.9806, 2.009, 

2.039, 2.0807 g/cc

  SiC 용 표준시료 : 3.1, 3.15, 3.2, 3.25, 3.3 g/cc

8) 체(sieve) : 표준시료를  원주형 관에 장입할 때 사용되며, 도구배를 깨뜨

리지 않기 위해서 저속으로 장입된다. (그림 5.1(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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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플라스크 하부 받침대            (b) 플라스크 상부 받침대

 

  (c) 용액 충전용 플라스크 어셈블리                (d) stirrer

 

                (e) 연결관                  (f) 용액주입 미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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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관 연결용 클램프               (h) 원주형 관     

                    

 

(i) 도르래 박스                       (j) 체(sieve)

 

(k) 표준시료                         (l) 온도계

그림 5.1 Density gradient column의 주요 구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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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도구배 column 용액 제조

PyC 및 SiC의 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원료용액의 종류를 표 5.2에 

나타내었다. PyC와 SiC 측정을 위해서 각각 Carbon tetrachloride- 

Dibromoethane과 Bromoform-methylene iodide를 이용하 다.

표 5.2 도구배를 갖는 용액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용액의 종류

용액 도범위(g/cc)

Tetra-bromoethane

Carbon tetrachloride-Dibromoethane

Trimethylene dibromide-ethylene bromide

Triethylphosphate-Diiodomethane

Bromoform-methylene iodide

1.10-2.80

1.60-2.18

1.99-2.18

2.80-3.30

2.90-3.30

1) PyC 도 측정용액

PyC의 도 사양은 제조국 별로 약간씩의 차이가 있으나 1.8∼2.0 g/cc 범위 

내에 속하면 된다 (Table 1). 따라서 시료의 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1.8∼

2.0 g/cc 보다 구배 범위가 더 넓은 용액을 제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1.8 

g/cc 보다 작은 도 값을 갖는 원료 용액(A)과 2.0 g/cc 보다 큰 값을 갖는 

원료 용액(B)이 필요하다. 

도구배를 갖는 용액의 제조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 도와 제조용액의 도 범위를 각각 정한다. 예를 들어, 측정

도의 범위가 1.83∼2.09 g/cc라면 제조용액의 도 범위는 하한 값과 

상한 값보다 각각 조금씩 낮거나 높은 값을 설정한다. Density 

gradient column 제조업체에서 추천하는 값은, 하한보다는 0.2% 낮고 

상한보다는 0.8% 높게 하는 것이며 이럴 경우, 1.826∼2.107 g/cc 이

다. 

둘째, 원료용액 A와 B를 혼합하여 도가 낮은 저 도 용액(lighter density 

solution)과 도가 놓은 고 도 용액(heavier density solution)을 준비

하되, 원주형 관에는 대략 1,800 cc의 용액이 장입되므로 약 900 cc의 

고 도 용액과 저 도 용액을 각각 준비한다. 

셋째, 이 두 용액을 일정한 비율로 섞어 원주형 관에 장입하여 원하는 도

구배를 갖는 용액을 제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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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그 예를 들어보겠다. 

가) 원료 용액 선정 : 

도가 1.8 g/cc 보다 작거나 2.0 g/cc 보다 큰 용액으로 아래의 두 원료

용액을 각각 선정한다.

  Carbontetrachloride(da) : 1.594 g/cc 

  Dibromoethane(db) :  2.18 g/cc  

나) 고 도 및 저 도 용액 제조

- 시료의 측정범위 : 1.83 ∼ 2.00 g/cc

  제조용액의 도범위 : 1.826(dma) ∼ 2.107(dmb) g/cc

- 고 도 용액(900cc) : 

     V dibromoethane=900×
(dmb-da)
(db-da)

=787.5 cc  

     V carbontetrachloride=900-V dibromoethane=900-787. 5=112.5cc 

     ∴고 도용액 = Vdibromoethane(787.5)+Vcarbontetrachloride(112.5)= 900 

cc 

 - 저 도 용액(900cc) : 

     V dibromoethane=900×
(dma-da)
(db-da)

=356.8 cc 

     V carbontetrachloride=900-V dibromoethane=900-356. 8=543.2cc 

     ∴저 도용액 = Vdibromoethane(356.8)+Vcarbontetrachloride(543.2)= 900cc 

다) PyC 도구배 용액 준비

앞에서 제조한 저 도 용액과 고 도 용액을 Fig. 1 (c)의 용액충전용 플

라스크 어셈블리의 플라스크에 각각 담고, 두 용액을 10 분 이상 혼합하

여 원주형 관에 서서히 장입한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장입된 용액은 원

주형 관에서 도 구배가 생성되므로 도구배 용액이라 명명한다. 원주

형 관의 아랫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용액이 고 도 층이고, 위로 올라갈수

록 저 도 층이 생성되어 있다. 

2) SiC 도 측정용 용액

표 5.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SiC의 제조 도 사양은 3.18 g/cc 이상으로 되

어 있다. 도구배 용액의 제조방법은 앞의 PyC의 경우와 동일하며, 제조하고

자 하는 용액의 도범위와 원료용액만 차이가 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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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료 용액 선정 : 

도가 3.18 g/cc 보다 작거나 큰 용액 두 가지가 필요하며, 당 실험에서

는 표 5.2에 나타난 용액 중에서 아래의 두 원료용액을 각각 선정하 다.

- Bromoform (da) : 2.894 g/cc 

- Methylene iodide (db) :  2.18 g/cc  

나) 고 도 및 저 도 용액 제조

- 시료의 측정범위 : 3.1 ∼ 3.265 g/cc

- 제조용액의 도범위 : 3.094(dma) ∼ 3.291(dmb) g/cc

- 고 도 용액 : 

  V Methyleneiodide=900×
(dmb-da)
(db-da)

=839 cc  

  V Bromoform=900-V Methyleneiodide=900-839= 61 cc 

 ∴ 고 도용액 = VMethyleneiodide(839) + VBromoform(61)= 900 g/cc 

- 저 도 용액 : 

  V Methyleneiodide=900×
(dma-da)
(db-da)

=422.1cc 

  V Bromoform=900-V Methyleneiodide=900-422. 1=477.9cc 

 ∴ 저 도용액 = VMethyleneiodide(422.1)+VBromoform(477.9)= 900 cc 

다) SiC 도구배 용액 준비

PyC 도구배 용액을 준비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한다.

3) 도구배 column 제조 

항온조 내부에 물을 채운 후 원주형 관을 설치한다. 원주형 관을 설치할 때 

항온조의 물 수위가 넘치지 않도록 물의 양을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순서는 다

음과 같다.

순서 1 : Density gradient column 장치의 주 전원 스위치를 켜고, 부품들의 전

원을 장치 뒷면에 있는 콘센트에 연결한다(그림 5.2와 그림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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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2 주전원 스위치             그림 5.3 장치의 콘센트 위치

순서 2 : 장치 상부에 플라스크 하부 받침대를 설치한 후, 고 도 용액용 플라스

크(왼쪽)와 저 도 용액용 플라스크(오른쪽)를 올려놓는다. 저 도 용액

용 플라스크에는 교반기(stirrer)가 들어있으며 두  플라스크 사이의 밸

브는 잠겨 있는 상태이다(그림 5.4).

 그림 5.4 용액충전용 플라스크 어셈블리가 설치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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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3 : 용액충전용 플라스크 어셈블리와 용액주입 연결관 및 미세관이 연결된 

상태이다. 두 플라스크 사이, 그리고 플라스크와 용액주입기 사이의 밸브

는 아직 닫혀져 있다 (그림 5.5).

그림 5.5 용액주입 연결관과 미세관이 설치된 상태 

(좌 : 고 도 용액용 플라스크, 우 : 저 도 용액용 플라스크)

순서 4 : 가-2) 또는 나-2) 에 의해 고 도 용액과 저 도 용액을 제조한 후 각

각의 플라스크로 장입한다. 두 플라스크 사이는 아직 밸브로 막혀 있으

며, 저 도 용액용 플라스크 바닥에 있는 교반기를 10분 이상 회전시켜 

저 도 용액들의 혼합이 잘 되도록 한다. 두 플라스크 사이의 밸브를 서

서히 열도록 하고, 이 때 고 도 용액용 플라스크에 있는 용액의 일부가 

저 도 용액용 플라스크 쪽으로 이동하게 되며, 이로 인해 저 도 용액용 

플라스크의 수면이 높게 된다 이 때, 저 도 용액용 플라스크의 교반기는 

계속해서 회전한다(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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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용액충전용 플라스크에 고 도 용액과 저 도 용액이 각각 담겨진 상태

순서 5 : 저 도 용액용 플라스크와 용액 주입기 사이의 밸브를 서서히 열도록 

하여, 용액 주입기를 통하여 원주형 관의 바닥부터 차게 한다. 모두 장입 

되는데 약 30분 정도 소요되며 용액이 모두 주입되면 용액 주입기를 서

서히 빼내도록 하되, 도구배가 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Fig. 7). 

그림 5.7 용액주입용 미세관이 원주형관의 바닥까지 내려져 있는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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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6 : 플라스크 하부 받침대와 플라스크를 모두 제거하고, 장치 상부에 도르

래를 설치한다. 시브에 연결된 줄의 끝 부분을 도르래에 연결한 후, 시브 

위에는 표준시료를 올려놓도록 하고, motor box 스위치를 눌러 표준시료

가 담긴 시브가 도구배가 형성되어 있는 용액 속으로 장입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표준 시료는 도에 해당하는 위치에 떠 있게 될 것이며, 체

(sieve)가 원주형 관의 바닥에 닿으면, motor box의 스위치를 끈다(그림 

5.8).

그림 5.8  표준시료를 장입하는 과정

순서 7 : 설치가 완료되면, 준비된 PyC 또는 SiC 시료를 도구배 용액 속에 떨

어뜨린다. 도를 알고 있는 표준시료 사이에 측정시료가 위치할 경우, 

표준시료와의 위치를 판별하여 측정시료의 도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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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도구배 column 용액 제조 계산식

1) PyC 용액

2) SiC 용액

Density gradient column 용액 제조방법(SiC)

측정밀도 범위 3.1 - 3.265 g/cc

최저 최고
측정밀도 범위 3.1 3.265 

dmA dmB
제조용액밀도 범위 3.094 3.291 

원료용액(dA) Bromoform 2.894
원료용액(dB) Methylene Iodide 3.32

1. Heavy solution
HVB(Methyleneiodide) 839.0 
HVA(Bromoform) 61.0 

2. Light solution
LVB(Methyleneiodide) 422.1 
LVA(Bromoform) 477.9 

Density gradient column 용액 제조방법(PyC)

측정밀도 범위 1.83 - 2.09 g/cc

최저 최고
측정밀도 범위 1.830 2.090 

dmA dmB
제조용액밀도 범위 1.826 2.107 
원료용액(dA) CCl4 1.594
원료용액(dB) Dibromoethane 2.18

1. Heavy solution
HVB(Dibromoethane) 787.5 
HVA(CCl4) 112.5 

2. Light solution
LVB(Dibromoethane) 356.8 
LVA(CCl4) 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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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피복입자연료 PyC 피복층 이방성 측정

6.1 개요

수소생산용 고온 가스냉각로의 TRISO 피복입자 핵연료는 중심에 UO2 kernel 

이 위치하고, 이 kernel을 buffer 열분해 탄소(PyC ; pyrolytic carbon) 층, 

I-PyC (inner PyC) 층, SiC 층 그리고 최외각에 O-PyC (outer PyC) 층이 둘러

싸고 있다. PyC는 피복조건에 따라 등방성 또는 이방성을 띠게 되며, 이방성 

PyC는 조사되는 동안에 균열이 생성되기 쉽다. 따라서 핵연료 안전성 및 건전성

과 관련하여 PyC 피복층의 등방성 평가는 매우 중요한 인자로 엄격히 관리되는 

핵연료 사양의 하나이다. 본 calc note에서는 포토메타 (LEICA Microsystems 사 

MSP 200)를 이용한 PyC 코팅층의 이방성 평가 절차를 기록하 다. 본 절차서

는 코팅공정개발을 위한 평가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하 으며, 정식 QC/QA 절차

서의 기초문안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6.2 목적

수소생산 고온 가스냉각로의 TRISO 피복입자 핵연료는 중심에 UO2 kernel 

이 있고, 이 kernel을 buffer 탄소 층, I-PyC(inner pyrolytic carbon) 층, SiC 층 

그리고 최외각에 O-PyC(outer PyC) 층이 둘러싸고 있다. PyC는 증착조건에 따

라서 등방성 또는 이방성을 띠게 된다. 등방성을 갖는 PyC는 조사(irradiation)되

는 동안에 건전성을 유지하지만, 이방성 PyC는 조사되는 동안에 균열이 생성되

기 쉽다. 따라서 PyC 피복층의 이방성은 핵연료 안전성 및 건전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인자로 엄격히 관리되는 핵연료 사양의 하나이다. 본 calc note에서

는 포토메타 (LEICA Microsystems 사 MSP 200)를 이용한 PyC 코팅층의 이방

성 평가 절차를 기록하 다. 본 절차서는 코팅공정개발을 위한 평가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하 으며, 정식 QC/QA 절차서의 기초문안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6.3 서언

6.3.1 PyC 조직과 방향성

화학증착에 의해 만들어진 PyC층은  코팅 온도, 코팅 속도 등과 같은 제조조

건에 따라 등방성(isotropic), 층상(laminar) 그리고 주상정(columnar) 또는 입상

(granular) 조직을 갖는다. 이 중에서 등방성(istotrpic) 조직은 물성이 특별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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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성을 나타내지 않지만, 층상(larminar) 조직과 주상정(columnar) 조직은 이방

성 구조를 갖는다. 이방성 구조를 갖는 탄소 재료는 특정 방향으로 배향성

(preferred orientation)을 가짐으로 인해서, 온도의 변화에 따라 방향에 따른 차

등변형, 차등 응력분포 등으로 내부 잔류응력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재료 

내부에 균열이 생성되기 쉽다. TRISO 입자는 조사되는 동안 온도의 변화와 핵

분열 생성물로 인한 내부 압력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많은 응력을 받게 되므로, 

응력으로 인한 PyC 층의 균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등방성 조직을 갖도

록 제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PyC 층의 이방성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하다. 

6.3.2 OPTAF 법 

결정입자의 이방성(crystallite anisotropy)과 광학적 이방성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이 알려진 이후로, 편광현미경과 포토메타를 이용하여 재료의 이방성을 평가

하는 방법이 개발되었다. 예를 들어, 이방성이 큰 PyC를 직교 편광자(crossed 

polarizers)로 관찰하면, 편광면에 평행하거나 수직한 증착 면은 밝고 어두운 역

이 교차로 나타나는 Maltiese cross가 나타난다. 반면, 등방성을 갖는 PyC의 경우

에는 직교 편광자에서도 암, 흑의 구분이 생기지 않는다. 편광현미경과 포토메타

를 이용한 이방성 측정방법이 몇 가지 알려져 있지만, 본 절차서에서는 OPTAF 

법으로 PyC 층의 이방성을 측정하는 과정을 기술하 다. TRISO 입자 제조국에 

따른 I-PyC와 O-PyC 층의 이방성 사양(specification)은 아래의 Table 1에서 보

는 바와 같다. 

 

표 6.1 각 나라에서의 Anisotropy Factor(Specification) 비교

독일 미국 일본 중국 비고

IPyC

Spec.
BAF 

≤1.1

BAF 

≤1.20 OPTAF

≤1.03

OPTAF

≤1.03

BAF 1.1 

이하

OPTAF 

1.03 이하
A.M.

OPTAF

1.054±0.012

BAF

1.058±0.005

OPTAF

1.02±0.006

OPy

C

Spec.
BAF 

≤1.1
N.S.

OPTAF

≤1.03

OPTAF

≤1.03

BAF 1.1 

이하

OPTAF 

1.03 이하
A.M

OPTAF

1.024±0.005

BAF

1.052±0.006

OPTAF

1.02±0.006

    A.M. : As Manufactured,  N.S. : Not Spec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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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측정 순서

  PyC 층의 이방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표준시료의 반사강도를 측정하여 

포토메타의 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표준시료에 의한 포토메타 성능 확인은 수

은램프 교체 시마다 또는, 수은램프 교체가 없었다 하더라도 수시로 실시해야 한

다. 이 절차서에서는 표준시료를 이용한 성능확인 과정과 PyC 이방성 측정과정

이 기술되었으며, LEICA Microsystems 사의 포토메타 시스템(MSP 200)을 측

정기기로 사용한 경우이다. 측정기기의 원리와 구성은 부록에 자세히 기술하

다.

그림 6.1 Microscope-photometry system의 전원 위치

6.4.1 표준시료에 의한 포토메타 성능확인

1) 전원 가동 (그림 6.1) 

  컴퓨터와 PMT photometry(PMT 뒷면에 위치), 그리고 수은 램프의 전원 버

튼을 각각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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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토메타 프로그램 실행(그림 6.2) 

  컴퓨터 모니터에서 MSP-200 프로그램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그림과 같이 

Firmware version(s) 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며, 이 메시지의 OK 버튼을 누른

다.

 

그림 6.2 포토메타 실행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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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준시료 장착 및 초점 확인 (그림 6.3)

  표준시료를 재물대 위에 올려놓고 배율과 초점을 맞추며, 이 때, 배율은 500배

로 한다. 어떤 필터도 삽입하지 않고, 명시화상(bright field)을 선택하고 또한 포

토튜브(photh tube)의 위치를 50/50으로 맞춘다.

배율에 따른 빔의 폭 : 100배(25㎛), 200배(12.5㎛), 500배(5㎛), 100배(2.5㎛)

그림 6.3 표준시료 장착 및 초점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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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빔의 강도 조절 (그림 6.4) 

- “Adjust PMT” 버튼을 더블 클릭하면 “Auto Adjust” 라는 창이 잠시 동안 보

인 후 곧 사라지며 “Parameter 창”이 나타나는데, 이 창의 기본 설정조건은 다

음과 같다.

Shutter : open, Shutter port : 6, Trigger : off, Trigger port : 1, 

Out port : 4, In port : 무 설정.

- “Parameter 창”에서 “Scale”이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적절한 입

사 빔 강도를 의미), 연두색으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High voltage" 또는 

”Gain"의 조건을 조절하여 연두색이 나타나도록 한다. 장치를 예열(warm-up)

하여 빔의 강도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약 20~30분 동안 유지한다. 그리고 

“Parameter 창”의 우측 하단에 있는 “OK" 버튼을 누른다.

  

   

 그림 6.4 Adjust PMT 의 설정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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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데이터 파일의 경로 지정 및 표준시료의 반사강도 값 입력 (그림 6.5)

- “Channel setup” 버튼을 더블 클릭하면, “J&M PMT-III 창”이 나타나며 기본 

설정조건은 다음과 같다. 

 . 측정결과의 저장 경로 및 파일 명을 선택 : Data file for all channels

 . 측정결과 채널 명 선택 : Channel name(통상적으로 Channel 1 지정)

 . Channel with data : ☑

 . Channel setup : 

   display-->intensity %, data mode-->point, data acquisition--> single

 . 표준시료의 반사강도 값 입력: Standard measurement의 Std% 아래에 3.1 입

력.

 . Device settings : 

PMT-->J&M PMT-III, Monochromator control-->off, Filter wavelength 

(nm)-->546

 . Zero point : force 선택.

 . Menu 에서 PMT - Meas. Parastic Light 선택.

 . Menu 에서 PMT - Measure standard 선택.

 . 최종적으로는 Channel setup 창의 우측하단에 있는 OK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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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Channel setup 설정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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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표준시료의 반사강도 측정 시작 (그림 6.6)

- “Measure 버튼”을 더블 클릭하면, “PMT Scan 창”이 나타난다.

- “PMT Scan 창”에서 “Scan 버튼”을 클릭하면 측정이 시작되고, 이 때 데이터 

숫자(number)가 100이 될 때까지 기다린 후 “Scan 버튼”을 한 번 더 클릭하

면 측정이 중지(완료)된다. 

- “PMT Scan 창”의 오른쪽 하단에는 100번 측정한 값의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분산 값이 나타나며, 이 중에서 평균값이 표준시료의 반사강도 값인 3.1 에 근

사치로 나타나면 장치의 성능은 이상 없음을 의미한다.

그림 6.6 반사강도 측정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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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표준시료 측정 결과 확인 (그림 6.7)

- “Evaluate 버튼”을 클릭하면 “Data View 창”이 나타난다.

- “Data View 창”에서 “Channel 번호”를 선택하면 해당되는 데이터를 읽어 드

릴 수 있다.

- 표준시료의 반사강도 결과는 평균값만 확인하여도 되므로 이 단계는 실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림 6.7 반사강도 측정결과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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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PyC 이방성 측정순서

1) 전원 가동 (그림 6.1)

컴퓨터와 PMT photometry(PMT 뒷면에 위치), 그리고 수은 램프의 전원 버튼

을 각각 누른다.

2) 포토메타 프로그램 실행 (그림 6.2)

컴퓨터 모니터에서 MSP-200 이라는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Fig. 2에서와 같이 

Firmware version(s) 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며, 이 메시지의 OK 버튼을 누른

다.

3) 시료의 설정부위 선정 및 측정 (그림 6.3, 그림 6.8)

측정시료를 30도 간격으로 360도까지 회전시키면서(실제로는 재물대의 각도를 

회전) 반사강도를 측정하며, 처음에는 재물대의 각도를 0으로 맞춘 후 아래의 과

정으로 측정한다. 

3-1) 측정 역의 배율 및 초점 확인 : 0도 

측정시료를 360도로 회전하는 재물대 위에 올려놓고 500배 배율에서 I-PyC 

또는 O-PyC 중의 한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 재물대를 30도 간격으로 360도까

지 회전하면서 반사강도를 측정할 것이므로 처음에는 각도를 0도로 맞춘다.

그림 6.8 TRISO 입자의 I-PyC와 O-PyC 층의 이미지



- 62 -

3-2) 빔의 강도 조절 (그림 6.4)

- “Adjust PMT” 버튼을 더블 클릭하면 “PMT Adjust” 라는 창이 잠시 동안 

보인 후 곧 사라지며 “Parameter 창”이 나타나는데, 이 창의 기본 설정조

건은 다음과 같다.

- Shutter : open, Shutter port : 6, Trigger : off, Trigger port : 1, Out 

port : 4, In port : 설정 안됨.

- “Parameter 창”에서 “Scale”이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적절한 

입사 빔 강도를 의미), 연두색으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High voltage" 또

는 ”Gain"의 조건을 조절하여 연두색이 나타나도록 한다.

- 연두색이 나타나면 “Parameter 창”의 우측 하단에 있는 “OK" 버튼을 누른

다.

3-3) 데이터 파일의 경로 지정 및 측정 시료의 반사강도 값 입력(그림 6.5)

- “Channel setup” 버튼을 더블 클릭하면, “J&M PMT-III 창”이 나타나며 

기본 설정조건은 다음과 같다. 

. Channel setup : 

  display-->intensity %, datamode-->point, data acquisition--> single

. Device settings : 

  PMT-->J&M PMT-III, Monochromator control-->off, Filter 

wavelength(nm)-->546

. Zero point : force 선택.

- 이 창에서 입력 및 실행될 내용은 

. 측정결과 저장위치 지정 : Data file for all channels

. 측정결과 채널 명 지정 : Channel name(통상적으로 Channel 1 지정)

. Menu 에서 PMT - Meas. Parastic Light 선택.

. Menu 에서 PMT - Measure standard 선택.

. 최종적으로는 Channel setup 창의 우측하단에 있는 OK 버튼 클릭.

3-4) 측정(그림 6.6)

- “Measure 버튼”을 더블 클릭하면, “PMT Scan 창”이 나타난다.

- “PMT Scan 창”에서 “Scan 버튼”을 클릭하면 측정이 시작되고, 이 때 데

이터 숫자(number)가 100이 될 때까지 기다린 후 “Scan 버튼”을 한 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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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면 측정이 중지(완료)된다. 

- “PMT Scan 창”의 오른쪽 하단에는 100번 측정한 값의 평균, 표준편차 그

리고 분산 값이 나타나며, 이 중에서 평균값을 Table 1의 0도 칸에 기록한

다.

3-5) 측정결과 확인(그림 6.7)

- “Evaluate 버튼”을 클릭하면 “Data View 창”이 나타난다.

- “Data View 창”에서 “Channel 번호”를 선택하면 해당되는 데이터를 읽어 

드릴 수 있다.

- 표준시료의 반사강도 결과는 그림 6.7에 나타난 평균값만 확인하여도 되므로 

이 단계는 실행하지 않아도 된다.

  0도 ~ 360도 회전한 후 3-1)부터 3-5)까지의 과정을 반복하여 반사강도를 측

정한다. 0도에서 측정된 부위와 동일한 역에서 재물대를 30도만큼 회전하고 초

점을 맞춘다. (3-4) 단계를 반복수행하여 측정 개수가 100이 될 때까지 “Scan" 

버튼을 눌러서 반사강도를 측정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수행하여 30도 간격

마다 360도까지 반사강도를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한 후 최소/최대 비를 구하게 

되면, 이 비가 바로 이방성 정도를 나타낸다. 

6.4.3 측정 예

  측정을 위해 당 연구팀에서 제조한  시편번호 TR-33인 모의 SiC TRISO 피복

입자를 이용하 으며, PyC 층 제조 조건은 아래와 같다. 

반응 개스
반응온도

(℃)

반응시간

(min.)

압력

(torr)

I-PyC

O-PyC
C2H2+C3H6 1300 10 760

  위의 절차에 따라서 측정된 O-PyC와 I-PyC의 광학현미경 이미지와 측정된 

이방성 결과는 그림 6.9와 같으며, 이방성은 1.12와 1.02의 값을 얻었다.



- 64 -

그림 6.9 TR-33 시료의 미세구조 사진 (위)과 I-PyC 이방성 측정 결과 ; 

I-PyC(=1.12)(아래 왼쪽) 및 O-PyC(=1.02) (아래 오른쪽)

6.5 부록 

6.5.1 측정 원리

  시료를 연마할 때 표면에 주름(furrow) 형태의 자취가 남지 않아야 이방성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해야 한다. 

수은램프에서 발광된 빔은 polarizer를 통과하면서 편광으로 되고, 이 편광이 시

료 표면에 주사된 후 반사된 빔이 MIC-OUT2와 광케이블을 통하여 

PMT-Photometer로 전달된다. PMT-Photometer에서 받아들여진 반사 빔의 강

도는 컴퓨터를 통하여 수치로 표현된다.

시료를 임의의 간격으로(예:30도) 360도 회전시키면서 반사되는 빔의 강도를 측

정할 때, 최소 반사강도와 최대 반사강도의 비가 이방성 정도이다(OPTAF 법).

이 때, polarizer만 삽입되어 있고 analyzer는 빠져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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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방성(anisotropy) = 최소 반사강도/최대 반사강도

그림 6.10 편광현미경, PMT-photometer 그리고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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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측정기기 구성

  포토메타는 편광현미경, PMT-Photometry 그리고 컴퓨터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포토메타 장치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표준샘플인 cubic zirconia를 

이용한다(그림 6.11). 

 - 제조업체 : LEICA Microsystems Ltd.

 - 모델 : 편광현미경(DM RXP HC), PMT-Photometry system(MSP 200).

   그림 6.11 Microscope-Photometry System과 표준시료(cubic zirco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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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열분석(TG-DTA) 장비

7.1 개요

고온가스로에 사용되는 피복핵연료는 그 중심에 구형우라늄 연료핵을 담고 있

으며, 이  구형우라늄 연료핵은 다단계의 습식공정을 거치는 졸-겔법에 의해 제

조된다. 수용액 상태의 우라늄 액적이 숙성과정에서 ADU 화합물로 형성되고 건

조와 하소 및 소결과정을 거쳐 제조되는 UO2 연료핵의 균일한 입자의 크기와 진

원도는 이어지는 SiC 피복공정과 조사시험에서 매우 중요하다.  건조와 하소 및 

소결공정에서 유기물질의 분해에 따른 연료핵의 균열, 구형의 변형, 합체에 의한 

클러스터 및 점결성 등에 관한 열적특성을 제어하는 것과 제조된 UO2 미세구의 

O/U 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 천칭이 장착된 열분석장치가 사용되고 

있다. 제어온도 1750℃와 다양한 열분해모드 및 분위기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TG-DTA에 대한 운 절차를 기술함으로써 열분석 특성과 O/U 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 다.  

7.2 목적

  고온가스냉각로에 사용되는 핵연료는 기존 중수로나 경수로에서 사용하는 펠

렛 형태가 아닌 구형 연료핵에 SiC TRISO 코팅을 입힌 형태의 연료이다. 구형연

료핵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졸-겔법을 사용하여 수용액 상태의 우라늄용액을 일정

한 크기의 액적으로 만들고 암모니아수에서 숙성과정을 거쳐 고체화 시키는데 

이때 ADU 우라늄 화합물이 형성된다. 숙성과정에 이어 건조와 하소 및 소결과

정을 거쳐 UO2 연료핵이 제조된다. 중간공정에서 제조된 ADU는 화합물로 이루

어져 하소 및 소결공정에서 유기물질의 분해에 따른 연료핵의 균열, 구형의 변

형, 합체에 의한 클러스터 및 점결성 등,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일으킬 수가 있

다.  이러한 열적특성을 제어하는 것과 UO2미세구의 O/U 비를 측정하는데 열분

석장치는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분석기기 운 절차를 기술하 다.  

7.3 서언

7.3.1. ADU 미세구의 열분해

  UO2 분말을 600℃ 공기분위기에서 U3O8 분말로 산화시키고 진한 질산에서 용

해하여 UNH용액으로 제조한다. 제조된 UNH 용액에 PVA  및  THFA를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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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casting solution으로 한다. casting solution을 진동하는 노즐을 통하여 일정

한 크기의 액적을 형성시키고 이 액적을 암모니아수에 적하하여 표면겔화가 되

도록 한다. 겔화반응을 미숙성 구의 내부까지 이르게 하는 완전한 숙성을 위하여 

높은 온도를 가진 숙성조에서 일정시간 동안 숙성시키고 세척과정을 거쳐서 건

조시킨다. 건조된 구는 하소 및 소결공정에서 열적충격, 유기물의 연소 등에 의

한 발열 및 첨가제 분해과정에 따라 구의 형태를 변형시키고 균열을 초래케 한

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ADU 미세구의 열적특성을 분석하고 적절한 

heating mode를 개발하여 적용토록 하여야 한다.

6.3.2. UO2 미세구의 O/U비  

  소결단계에서는 다결정체의 특성에 많은 향을 주는 미세구조가 결정될 뿐만 

아니라, UO2 미세구의 O/U비는 소결분위기에 따라 여러 열역학적 성질에 향

을 미치게 되므로 반드시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7.3.3. 열중량 및 시차열분석법(TG-DTA)

  열분석은 물질의 특이한 물리적 성질을 온도의 함수로 물질의 전이온도, 질량

감소, 전이에너지, 크기변화, 계수변화, 점탄성 등을 측정하는 기술이다. 물질의 

특성을 보기 위해 한정된 온도 범위 내에서 열적으로 유도된 물리적 전이와 화

학적 반응에 기인하는 어떤 무게변화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과 화학물질계를 

일정한 속도로 가열하면서 이것이 흡수되거나 방출하는 열을 비활성 기준 화합

물과 비교하여 이들 사이의 온도상승차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현

재의 응용범위는 환경적인 측정, 조성분석, 생성물에 대한 신뢰도, 안정성, 화학

반응, 동적성질 등으로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다. 

7.4 구성

  TG-DTA는 무게 변화를 측정하는 저울과 분해열량을 감지하는 센서로 구분할 

수 있으며 또한, 온도를 조절하는 전기로와 분석과정을 제어하고 data해석을 할 

수 있는 컴퓨터로 구성되어 있다. TG-DTA 제조회사는 SETARAM Co.(France)이

고 모델명은 Setsys evolution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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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TG-DTA system

7.5 원리

  열분석법은 시료의 물리적 성질을 온도 함수로 측정하여 시료의 물성을 평가

하는 방법이다.

  Y = f ( T • t ) 여기서 T는 온도,  t는 시간

다시, 시간 t는 온도 T를 변화시키는 것 이외에는 시료에 관계가 없다면   

Y=f(T)로 되어,

 

  T ( t ) -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

  Y(T) - 시료의 온도 변화를 관측함으로써 그 물질의 물성을 평가할 수 있다.

  열중량측정법(TGA: Thermogravimetric analysis)은 물질의 온도를 조정된 프로

그램에 따라 변화 시키면서 그 물질의 질량을 온도의 함수로서 측정하는 방법이

다. TGA는 열천칭을 사용하여 시료의 중량변화 및 시료의 중량변화에 대한 온

도를 구함으로써 가열시의 분해성 반응을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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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2 Electronic micro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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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차열분석(DTA:Differential thermal analysis)법은 시료와 기준물질의 온도를 

프로그램에 따라 변화시켜 가면서 시료와 기준물질과의 온도차를 온도의 함수로

서 측정하는 방법이다. 온도차를 측정하는 검출기는 일반적으로 열전대

(thermocouple)를 사용한다. 두개의 접점을 시료와 기준물질 근처에 설치하면 양

자의 온도차에 비례하는 열기전력이 얻어진다.

  

그림 7.3 Tricouple DTA rod and furnac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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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Tricouple DTA rod and furnac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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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조작

  열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열중량과 시차열분석 중 어느 것을 중점으로 분석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tricouple rod를 사용하여 열중량과 시

차열분석 data를 모두 얻는다.(열중량만을 필요로 한다면 tricouple 을 제거하고 

pt wire와 시료컵을 새로 장착해야 한다.) 

7.6.1 기기가동

  1) 기기 뒷면에 장착되어 있는 전원 스윗치를 켠다.

  

  2) 냉각수 밸브를 열고 분당 2liter flow rate를 가지도록 조절한다. 

  3) Graphite furnace 보호용 아르곤 가스를 공급한다(10psi).

  4) 분위기 가스가 필요하면 flow rate를 정하여 함께 공급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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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컴퓨터를 켜고 setsys 2000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6) 분석을 위한 검출기 선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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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TA accessories                     DSC plate rod

 

TGA accessories 

7.7 시료 분석

  1) 컴퓨터 화면에서 마우스를 좌측 상단으로 가져가 5개의 아이콘을 활성화시

키고 이 가운데 제일 아래에 있는 connected apparatus로 가져가 connected 
apparatus 자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connect to an apparatus를 

선택한 후 현재 설치하는 열분석기의 조건에 맞게 setting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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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컴퓨터 화면에서 마우스를 좌측 상단으로 가져가 5개의 아이콘을 활성화시

키고 이 가운데 제일 위에 있는 분석 mode인 acquisition을 클맄하여 컴퓨터와 

기기가 서로 통신을 하게 한다.

Acqui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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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Direct programming을 실행시키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이곳에서

는 현재 장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TG without tare를 ±10mg 범위 내에 오

도록 balance조정을 한다. Balance 조정이 끝났으면 tare 버튼을 클릭하여 TG 

with tare를 0 mg 으로 설정하여 준 후 시료를 올려놓고 시료의 무게를 확인한

다.

  4) Collection에서 new acquisition을 실행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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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New acquisition을 실행시키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initial 온도와 final 온도, 승온 속도, 또는 등온 조건일 때 유지 시간 등을 설

정하여 실제 실험에 필요한 조건들을 설정하여 주는 과정이다.

 

  6) 승온 조건으로 온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list of sequences 화면에서 오른

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add isotherm, add ramp, copy, paste, delete라는 명

령어가 나오는데 add ramp를 선택하여 initial 온도, final 온도, 승온 속도를 

설정한다.  등온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add isotherm을 선택하여 유지 

온도, 유지 시간을 설정한다.



- 79 -

  7) 모든 설정이 다 끝났으면 위의 화면에서 사람 달리는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

하여 실험을 실행한다.  실험을 실행하는 중간에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싶을 

때에는 display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8) 실험이 모두 완료되면 그 data에 대하여 processing을 할 수 있다. 위의 화

면에서 마우스를 좌측 상단으로 가져간 후 위에서 두 번째 아이콘을 실행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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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processing을 실행 시키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Folder 그림의 아

이콘이나 Experiment → open을 선택하여 processing을 원하는 data를 실

행시킨다.

10) processing을 원하는 data를 실행시키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 원

하는 parameter를 그래프에 나타내기 위해서는 좌측에 보이는 parameter명

을 drag하여 Y변에 올려놓으면 된다.(Temperature는 Y변과 X변 아무 곳이

나 나타낼 수 있다. Time은 X변에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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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Heat flow에서 onsetpoint와 peak top, enthalpy 값을 구하기 위에서는 

좌측에 있는 Heat flow를 drag하여 Y변에 올려놓고 다시 좌측에 있는 

Heat flow 를 한 번 클릭하면 위의 그림과 같은 아이콘이 생성된다. 아이

콘 중 integration을 선택하고 원하는 point를 지정해준 후 OK 버튼을 누르

면 Heat flow에 대한 계산 값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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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분석이 끝나면  Setsys 2000 프로그램을 닫고 본체 전원을 끈다. 그리고 냉

각수와 furnace 보호용 Ar가스와 분위기 조절용 가스를 잠근다. 

7.8 결언

  졸-겔법에 의해 제조된 ADU 및 UO3 입자의 열분해 특성과 UO2 입자의 O/U 

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열분석 장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장비운용

절차를 기술함으로써  피복핵연료개발을 위한 연료핵의 특성분석 및 O/U비를 

측정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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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입자크기 및 입자형상 분석 장비

8.1 개요

졸-겔법에 의해 제조되는 연료핵 입자는 broth 용액의 조성과 장치의 구성에 

따라 수축율과 모양이 다르게 제조되므로 최종 입자의 입도와 구형도 또한 커다

란 차이를 나타낸다. 균일한 입자크기와 구형도를 가진 연료핵은 TRISO 코팅 조

건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인자이며 원자로에서 조사시 피복입자의 변형 및 파손

에 커다란 향을 미친다. 각 공정에서 제조되는 건조된 입자, 하소 후 입자, 소

결 후 입자, 피복 후 입자의 크기와 입자형상을 측정하는 운 절차를 기술함으로

써 연료핵과 피복핵연료 입자의 크기 및 구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하 다.  

8.2 목적

    구형연료핵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졸-겔법을 사용하여 수용액 상태의 우라늄

용액을 일정한 크기의 액적으로 만들고 암모니아수에서 숙성공정을 거쳐 고체화 

시킨다. 이때 ADU 우라늄 화합물이 형성되며, 숙성공정에 이어 건조와 하소 및 

소결공정을 거쳐 UO2 연료핵이 제조된다. 제조된 UO3, UO3•NH3•xH2O, UO2 

미세구의 균일한 크기와 구형도는 피복입자제조 시 SiC 코팅공정과 원자로 조사

과정에서 커다란 향을 미치므로 필수적인 PS (particle size) 및 SA(shape 

analyzer)분석에 대한 운 절차를 기술하 다.

8.3 서언

8.3.1 우라늄 미세구의 입자크기와 구형도 

  우라늄 용액을 졸-겔법에 의해 분말로 제조하는 공정에서 건조된 ADU 화합물 

입자와 하소된 UO3입자 및 소결된 UO2입자는 다양한 크기를 가진다. 각각의 공

정에서 제조된 입자는 다음 공정을 거칠 때 마다 입자의 부피가 줄어든다. 이러

한 원인은 broth용액 제조시 주요 성분인 UN(uranyl nitrate)용액의 농도와 첨가

되는 PVA 및 THFA의 혼합비에 따라 다른 크기로 제조되며, 또한 액적 크기를 

조절하는 노즐의 크기와 진동기의 주파수에 따라 모양과 크기가 다르게 제조된

다. 결국 broth 용액의 조성과 장치의 구성에 따라 수축율과 모양이 다르게 제조

되므로 최종 입자의 입도와 구형도 또한 커다란 차이를 나타낸다. 균일한 입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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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도를 가진 연료핵은 TRISO 코팅 조건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인자이며 원자

로에서 조사시 피복입자의 변형 및 파손에 커다란 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분석

해야 할 항목이다. 

8.3.2 PS 및 SA의 분석법

  일반적으로 입도분석기는 측정방법에 따라 표 1. 과 같이 나누어지며, 현재는 

주로 광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도정보를 얻고 있다. 데이터를 얻는 방법으로는 

일반 광원을 이용하는 것과 레이져 빔을 이용하여 정보를 얻는 것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  

표 8.1 Advanced PSA techniques

  본 연구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입도 및 입자 형상분석기는 기존장비처럼 입도

만을 분석하는 기기가 아니라 건식법으로 시료에 손상을 주지 않고도 입도와 입

자의 형상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첨단장비이다.  

8.4 구성

  PS 및 SA는 레이져 발생장치와 검출기 및 시료분산장치를 포함하는 본체와 

컴퓨터로 구분할 수 있으며, 분석과정을 제어하고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WINDOX5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다. 제조회사는 SYMPA TEC.(Germany)이

고, 모델은 QICPIC이다.



- 85 -

 

그림 8.1 Particle size and shape analyzer system

8.5 원리

  PS&SA는 기존의 정적 상 분석법보다 획기적인 발전을 이룬 방법으로 시료의 

동 상을 검출하여 입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원리는 잘 알려

진 레이져 회절법에 의한 측정법으로 초고속 광원(>1 ns Laser) 및 카메라와 건

식분산기를 적용하여 측정 역을 최대로 넓혔으며 입도가 측정위치에 따라 의존

적인 현미경법과는 달리 거리에 비의존적이며 vignetting 현상이 없고 투명한 시

료에도 높은 명암을 유지토록 설계되어 있다.  그림 8.2와 같은 원리에 의해 입

자에 대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그림 8.2 PS&SA 측정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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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 PS&SA set-up diagram

8.6 조작

8.6.1 기기가동

  1) PSl 및 SA 분석을 위해서 Fig.4와 같이 먼저 본체의 전원을 켜고 컴퓨터를 

작동하여 WINDOX5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킨 후 laser beam의 안정화를 위하여 

약 30분간 예비운전을 하도록 한다. 

ON-OFF SWITCH
 

 그림 8.4 PS 및 SA의 본체 후면부와 WINDOX5의 활성화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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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 대화상자에서 분석조건, 측정, 및 연결구동 제어장치를 함께 제어할 수 

있고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시료고유정보 (Product data) 
  - 분석조건 (Triggering Condition, Dispersing system) 
  - 측정 및 모니터링 (Reference Measurement, Normal Measurement,
     User break, Signal Test) 
  - 출력형식 (Evaluation & Output) 
  - 통계처리 (Statistics) 
  - 연동제어장치 조절 (Application test console) 
  - Database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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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료고유정보 (Product data) 
  Density : 진밀도 (Physical Density) 입력 – 이 입력내용은 입도측정치와 
관련이 없으며, 단위 질량당 비표면적의 계산에 관계한다.(모르면 상수 1로 
설정한다.) 

  4) Calculation 방법을 선택한다.

Click

  ① Calculate diameter values 
* EQPC (Equivalent Projection Area of a Circle) 

 (입자와 동일한 면적을 가지는 구의 지름의 크기로 계산)



    * FERET_MAX : 입자의 가장 장축2) FERET_MIN : 입자의 가장 단축3)
    * FERET_MIN90: 입자의 가장 단축의 90도 되는 지점 
    * FERET_MAX: 입자의 가장 장축의 90도 되는 지점
    * FERET_MEAN: 입자의 장축과 단축을 더해서 2로 나눈 것 

    * Minimum area bounding retangle

 

  



  

 



 

 

 



③ Measuring Range  

   측정하고자 하는 시료의 범위에 맞게 Range를 선택 

  ④ Trigger condition 선택

    * Frame rate : 초당 카메라로 촬영하는 속도

    * Normal Measurement : 실제측정시간 및 분석개시 및 종료 명령기능 

  ex) 31개의 전체 검출기에 0.02% 이상의 광학적 농도를 가질 때 분석을 

      시작하여 계속측정을 하다가 검출기의 광학적 농도가 0.02% 미만이면 

      5초 후 측정을 멈춤. 

    * Repeat measurement : 위의 전 과정을 몇 반복할 것인가? 



  ⑤ 분석조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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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측정 및 모니터링 (Normal Measurement, User break, Signal Test) 

  ⑧ 출력형식 (Evaluation & Output) 

 * Start of evaluation 

- Immediately after measurement:측정이 끝난 후 측정결과 보여주기 기능

- Evaluate Current measurement : 바로전의 측정결과 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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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ort 

① Display : 화면에 Text 결과 표현여부 및 표현형식 선택 및 제작 

② Printout : 출력기를 토한 Text 결과 표현여부 및 표현형식 선택 및 제작 

* Distribution diagram 

③ On : graphic 결과 표현여부 및 표현형식 선택 및 제작 

    * 측정 Data의 화면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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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 시료분석

  1) 분산기(VIVRI)에 일정량의 시료를 넣는다.

    

  2) 소프트웨어에서 상기와 같은 분석조건을 설정하고 분석 아이콘을 클릭한다.

C l i c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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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석 data 예: UO3 입자(Air분위기/600℃)

Sympatec GmbH
System-Partikel-Technik  QICPIC Particle Size Analysis

WINDOX 5 

QICPIC (0123 Q) & GRADIS, 0.33 63.0 mm - M6 (3.3...1140µm) 2007-02-06, 
20:14:54,1309

EQPC_1-1000-100

x10 = 798.07 µm x50 = 900.11 µm x90 = 1082.35 µm SMD
= 911.09 µm VMD = 919.69 µm

x16 = 813.37 µm x84 = 1047.77 µm x99 = 1134.24 µm

0

1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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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

 d
is

tri
bu

tio
n 

q3
*

11 5 10 50 100 500 1000 5000 10000
particle size / ?

cumulative distribution density distribution (log.)
upper cumulative residue fraction mean size density
band limitdistribution distribution in band for band distribution
x0/µm Q3/% (1-Q3)/% dQ3/% xm/µm q3lg
   3.33   0.00 100.00   0.00    2.35    0.00
   4.05   0.00 100.00   0.00    3.67    0.00
   4.91   0.00 100.00   0.00    4.46    0.00
   5.97   0.00 100.00   0.00    5.42    0.00
   7.25   0.00 100.00   0.00    6.58    0.00
   8.81   0.00 100.00   0.00    7.99    0.00
  10.70   0.00 100.00   0.00    9.71    0.00
  13.00   0.00 100.00   0.00   11.79    0.00
  15.79   0.00 100.00   0.00   14.32    0.00
  19.18   0.00 100.00   0.00   17.40    0.00
  23.30   0.00 100.00   0.00   21.14    0.00
  28.30   0.00 100.00   0.00   25.67    0.00
  34.37   0.00 100.00   0.00   31.19    0.00
  41.76   0.00 100.00   0.00   37.89    0.00
  50.72   0.00 100.00   0.00   46.02    0.00
  61.61   0.00 100.00   0.00   55.90    0.00
  74.84   0.00 100.00   0.00   67.91    0.00
  90.92   0.01  99.99   0.00   82.49    0.00
 110.44   0.01  99.99   0.00  100.20    0.00
 134.15   0.01  99.99   0.00  121.72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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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96   0.01  99.99   0.00  147.86    0.00
 197.96   0.01  99.99   0.00  179.61    0.00
 240.46   0.01  99.99   0.00  218.18    0.00
 292.10   0.01  99.99   0.00  265.03    0.00
 354.82   0.01  99.99   0.00  321.94    0.00
 431.02   0.01  99.99   0.00  391.07    0.00
 523.57   0.01  99.99   0.00  475.05    0.00
 636.00   0.01  99.99   0.00  577.06    0.00
 772.58   0.01  99.99   0.00  700.97    0.00
 938.48  65.04  34.96  65.03  851.49    7.70
1140.00 100.00   0.00  34.96 1034.34    4.14
1217.84 100.00   0.00   0.00 1178.28    0.00

Sympatec GmbH
System-Partikel-Technik  QICPIC Particle Size Analysis

WINDOX 5 

QICPIC (0123 Q) & GRADIS, 0.33 63.0 mm - M6 (3.3...1140µm) 2007-02-06, 
20:14:54,1309

EQPC_1-1000-100

Average Aspect Ratio = 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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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aluation: WINDOX 5.2.1.0 product: EQPC_1-1000-100
calculation mode: EQPC  density:  6.000 g/cm³
 class limits: M6   Copt:  0.011 %
trigger condition: test Gradis 400_60time user parameters:
 start: button  user: NHDD
 valid: always  subtype, cycle: KV-42-1-calcing-15%
 stop: 60s real time   disperser: 2
   feeder:  

Sympatec GmbH
System-Partikel-Technik  QICPIC Particle Size Analysis

WINDOX 5 

QICPIC (0123 Q) & GRADIS, 0.33 63.0 mm - M6 (3.3...1140µm) 2007-02-06, 
20:14:54,1309

EQPC_1-1000-100
Total Number = 105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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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5 10 50 100 500 1000 5000 10000
particle size / ?

  

  x0/µm                                  Number
 10  -    20 Micron =  8.787ea                        
 20  -    50 Micron =  0.000ea
 50  -   100 Micron = 12.020ea
100  -   250 Micron =  0.000ea
250  -   500 Micron =  0.000ea
500  -  3410 Micron = 84.193ea

evaluation: WINDOX 5.2.1.0 product: EQPC_1-1000-100
calculation mode: EQPC  density:  6.000 g/cm³
 class limits: M6   Copt:  0.011 %

trigger condition: test Gradis 400_60time user parameters:
 start: button  user: NHDD
 valid: always  subtype, cycle: KV-42-1-calcing-15%
 stop: 60s real time   disperser: 2
   feeder:  



Sympatec GmbH
System-Partikel-Technik  QICPIC Particle Size Analysis

WINDOX 5 

QICPIC (0123 Q) & GRADIS, 0.33 63.0 mm - M6 (3.3...1140µm) 2007-02-06, 
20:14:54,1309

EQPC_1-1000-100

Total Mass (if the supplied volume is fixed, then Bulk Density) =  4.620 

Volume Related Surface Area =  0.006 m2/cm3
Mass Related Surface Area =  0.001 cm2/g

EQPC 932.193?
FERET_MAX 949.207?
FERET_MIN 922.560?
Sphericity 0.948
Aspect ratio 0.972
Image number 8033

EQPC 936.417?
FERET_MAX 970.810?
FERET_MIN 907.680?
Sphericity 0.945
Aspect ratio 0.935
Image number 8034

EQPC 893.082?
FERET_MAX 904.735?
FERET_MIN 887.840?
Sphericity 0.949
Aspect ratio 0.981
Image number 10536

  

EQPC 947.292?
FERET_MAX 990.788?
FERET_MIN 914.015?
Sphericity 0.943
Aspect ratio 0.923
Image number 11550

EQPC 856.652?
FERET_MAX 900.002?
FERET_MIN 824.890?
Sphericity 0.943
Aspect ratio 0.917
Image number 12167

EQPC 862.537?
FERET_MAX 900.263?
FERET_MIN 834.719?
Sphericity 0.943
Aspect ratio 0.927
Image number 12168

  

EQPC 934.860 ?
FERET_MAX 974.445 ?
FERET_MIN 903.686 ?
Sphericity 0.945
Aspect ratio 0.927
Im age num ber 12744

EQPC 960.379 ?
FERET_MAX 978.924 ?
FERET_MIN 947.360 ?
Sphericity 0.946
Aspect ratio 0.968
Im age num ber 12822

EQPC 961.080 ?
FERET_MAX 981.321 ?
FERET_MIN 952.320 ?
Sphericity 0.945
Aspect ratio 0.970
Im age num ber 12823

   

EQPC 848.126?
FERET_MAX 867.654?
FERET_MIN 842.600?
Sphericity 0.942
Aspect ratio 0.971
Image number 12906

EQPC 846.592?
FERET_MAX 873.969?
FERET_MIN 828.320?
Sphericity 0.947
Aspect ratio 0.948
Image number 13044

EQPC 850.026?
FERET_MAX 874.916?
FERET_MIN 828.320?
Sphericity 0.943
Aspect ratio 0.947
Image number 1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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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석 data 예: UO2 입자(H2분위기/1600℃)

Sympatec GmbH
System-Partikel-Technik  QICPIC Particle Size Analysis

WINDOX 5 

QICPIC (0123 Q) & GRADIS, 0.33 63.0 mm - M6 (3.3...1140µm) 2007-02-06, 
20:08:19,095

EQPC_1-1000-100

x10 = 441.02 µm x50 = 481.05 µm x90 = 521.08 µm SMD
= 484.72 µm VMD = 487.32 µm

x16 = 447.02 µm x84 = 515.08 µm x99 = 700.18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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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5 10 50 100 500 1000 5000 10000
particle size / ?

cumulative distribution density distribution (log.)
upper cumulative residue fraction mean size density
band limitdistribution distribution in band for band distribution
x0/µm Q3/% (1-Q3)/% dQ3/% xm/µm q3lg
   3.33   0.00 100.00   0.00    2.35    0.00
   4.05   0.00 100.00   0.00    3.67    0.00
   4.91   0.00 100.00   0.00    4.46    0.00
   5.97   0.00 100.00   0.00    5.42    0.00
   7.25   0.00 100.00   0.00    6.58    0.00
   8.81   0.00 100.00   0.00    7.99    0.00
  10.70   0.00 100.00   0.00    9.71    0.00
  13.00   0.00 100.00   0.00   11.79    0.00
  15.79   0.00 100.00   0.00   14.32    0.00
  19.18   0.00 100.00   0.00   17.40    0.00
  23.30   0.00 100.00   0.00   21.14    0.00
  28.30   0.00 100.00   0.00   25.67    0.00
  34.37   0.00 100.00   0.00   31.19    0.00
  41.76   0.00 100.00   0.00   37.89    0.00
  50.72   0.01  99.99   0.00   46.02    0.00
  61.61   0.01  99.99   0.00   55.90    0.00
  74.84   0.01  99.99   0.00   67.91    0.00
  90.92   0.01  99.99   0.00   82.49    0.00
 110.44   0.01  99.99   0.00  100.20    0.00
 134.15   0.01  99.99   0.00  121.72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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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96   0.01  99.99   0.00  147.86    0.00
 197.96   0.01  99.99   0.00  179.61    0.00
 240.46   0.01  99.99   0.00  218.18    0.00
 292.10   0.01  99.99   0.00  265.03    0.00
 354.82   0.01  99.99   0.00  321.94    0.00
 431.02   0.01  99.99   0.00  391.07    0.00
 523.57  92.49   7.51  92.48  475.05   10.95
 636.00  98.11   1.89   5.63  577.06    0.67
 772.58 100.00   0.00   1.89  700.97    0.22
 938.48 100.00   0.00   0.00  851.49    0.00
1140.00 100.00   0.00   0.00 1034.34    0.00
1217.84 100.00   0.00   0.00 1178.28    0.00

Sympatec GmbH
System-Partikel-Technik  QICPIC Particle Size Analysis

WINDOX 5 

QICPIC (0123 Q) & GRADIS, 0.33 63.0 mm - M6 (3.3...1140µm) 2007-02-06, 
20:08:19,095

EQPC_1-1000-100

Average Aspect Ratio = 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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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WINDOX 5.2.1.0 product: EQPC_1-1000-100
calculation mode: EQPC  density:  6.000 g/cm³
 class limits: M6   Copt:  0.020 %
trigger condition: test Gradis 400_60time user parameters:
 start: button  user: NHDD
 valid: always  subtype, cycle: KV-36-H2 sintering-15%
 stop: 60s real time   disperser: 2
   feeder:  

Sympatec GmbH
System-Partikel-Technik  QICPIC Particle Size Analysis

WINDOX 5 

QICPIC (0123 Q) & GRADIS, 0.33 63.0 mm - M6 (3.3...1140µm) 2007-02-06, 
20:08:19,095

EQPC_1-1000-100
Total Number = 649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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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le size / ?

  

  x0/µm                                  Number
 10  -    20 Micron = 46.637ea                        
 20  -    50 Micron = 63.044ea
 50  -   100 Micron =  1.755ea
100  -   250 Micron =  0.000ea
250  -   500 Micron = 385.141ea
500  -  3410 Micron = 152.423ea

evaluation: WINDOX 5.2.1.0 product: EQPC_1-1000-100
calculation mode: EQPC  density:  6.000 g/cm³
 class limits: M6   Copt:  0.020 %

trigger condition: test Gradis 400_60time user parameters:
 start: button  user: NHDD
 valid: always  subtype, cycle: KV-36-H2 sintering-15%
 stop: 60s real time   disperser: 2
   feeder:  

Sympatec GmbH
System-Partikel-Technik  QICPIC Particle Size Analysis

WINDOX 5 



QICPIC (0123 Q) & GRADIS, 0.33 63.0 mm - M6 (3.3...1140µm) 2007-02-06, 
20:08:19,095

EQPC_1-1000-100

Total Mass (if the supplied volume is fixed, then Bulk Density) = 30.240 

Volume Related Surface Area =  0.012 m2/cm3
Mass Related Surface Area =  0.002 cm2/g

EQPC 497.797?
FERET_MAX 507.983?
FERET_MIN 496.000?
Sphericity 0.947
Aspect ratio 0.976
Image number 9959

EQPC 497.986?
FERET_MAX 507.207?
FERET_MIN 496.000?
Sphericity 0.948
Aspect ratio 0.978
Image number 9960

EQPC 519.173?
FERET_MAX 527.928?
FERET_MIN 515.840?
Sphericity 0.939
Aspect ratio 0.977
Image number 10422

EQPC 492.483?
FERET_MAX 502.308?
FERET_MIN 494.000?
Sphericity 0.940
Aspect ratio 0.983
Image number 10465

EQPC 512.982?
FERET_MAX 522.680?
FERET_MIN 510.880?
Sphericity 0.945
Aspect ratio 0.977
Image number 10447

EQPC 522.541?
FERET_MAX 533.102?
FERET_MIN 520.800?
Sphericity 0.939
Aspect ratio 0.977
Image number 10494

EQPC 474.703?
FERET_MAX 487.197?
FERET_MIN 472.896?
Sphericity 0.946
Aspect ratio 0.971
Image number 10658

EQPC 492.896?
FERET_MAX 501.053?
FERET_MIN 494.909?
Sphericity 0.942
Aspect ratio 0.988
Image number 10676

EQPC 490.795?
FERET_MAX 501.244?
FERET_MIN 491.040?
Sphericity 0.943
Aspect ratio 0.980
Image number 10791

EQPC 500.777?
FERET_MAX 510.896?
FERET_MIN 500.608?
Sphericity 0.935
Aspect ratio 0.980
Image number 10921

EQPC 496.915?
FERET_MAX 507.207?
FERET_MIN 496.287?
Sphericity 0.940
Aspect ratio 0.978
Image number 10955

EQPC 491.241?
FERET_MAX 501.537?
FERET_MIN 487.508?
Sphericity 0.939
Aspect ratio 0.972
Image number 10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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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결 론

  고온가스로용 피복입자연료에 대한 특성 검사 공정은 연료핵에 대한 검사 공정과 

피복층에 대한 검사공정으로 이루어진다.  연료핵 검사 항목에는 직경, 도, 진구

도, O/U비 등이 포함되며, 피복층 검사 항목에는 피복층 두께 및 도, 이방성 인

자, 피복입자 직경 및 진구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연료핵 및 피복입자의 직경 및 

진구도를 측정하기 위해 입자크기분석기(PSA ; particle size analyzer)를 구성하 으

며, 피복층 두께 비파괴 측정용 X-선 검사 장치, 파괴적인 세라모그래피 방법을 이

용한 피복층 및 진원도 측정 장치, 이방성 측정용 광학장치, 도 측정용 density 

column 장치, 입자 크기 및 진원도 측정용 입도분석장치, 열화학분석용 TG/DTA 

등 다양한 검사 장비를 갖추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특성 검사 공정에 이용되는 검

사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각 검사 장비에 대한 검사 목적, 장치 구성, 

작동 원리, 조작 방법 등을 기술함으로써 장비 운용 절차를 정립하 다.  이 장비 

운용 절차를 기반으로 검사 공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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