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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하고 탄화규소 기 층의 미세구조 변화에 따른 탄화지르코늄의 특성 변화에 한 연구 

1400℃에서 증착된 탄화지르코늄 층은 기 층의 표면 형상을 따라 증착됨을 확인하 으며 기계  

강도를 측정한 결과 faceted 구조 에 증착된 탄화지르코늄이 가장 우수함

탄화규소/흑연 기 에 탄화지르코늄을 증착하면서 공정변수(온도)를 달리한 경우 온 역에서

는 휘스커 형태로 성장되었고 1400℃이상의 경우는 필름 형태로 증착

증착된 탄화지르코늄은 증착 온도가 증가할 수록 (111)면에서 (200)면으로 우선배향성이 변화하고 

조성 분석 결과 필름으로 증착되는 1400℃이상부터 정량화학 으로 조성 분석

증착된 탄화지르코늄은 물리  특성 면에서 기존의 탄화규소층보다 높은 경도를 보 지만 탄성률 

값은 약간 낮게 측정됨

TRISO 코 층의 탄화규소층의 강도를 측정하기 하여 해석  기법과 유한요소 기법을 사용하

으며 착층을 보정하기 한 실험식을 도출함

괴강도 측정을 해서 개발된 실험식을 검증하기 하여 강도값이 리 알려진 소다라임 유리

를 사용하여 괴 강도를 측정한 결과 실험식의 정성이 검증됨

탄화규소의 강도를 내부압력 인가법에 의하여 측정한 결과 온에서 증착한 소재는 낮은 강도 값

을 나타내고 있으며 고온에서 증착한 소재는 높은 강도값을 나타냄

온증착 시편의 경우 Weibull계수가 낮고 고온증착 신편은 경우 그 계수가 높게 나타남

색  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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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삼 피복핵연료, 삼 코 증착, 탄화지르코늄, 내부압력인가법, 괴강도, 통계

분석  

  어
 TRISO coated fuel, TRISO coated deposition, Zirconium carbide , Pressure 

induced failure, Fracture strength, Weibull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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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TRISO 핵연료 코 층의 증착공정  특성 평가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차후 리 사용될 것이라 상되는 고온가스로  고온가스로 기술에 있어 국제 인 경쟁력

을 가지기 해서는 두 가지 원자로에서 사용되는 TRISO형 피복입자 핵연료의 생산에 한 

기술 확보가 으로 필요하다. TRISO형 피복입자 핵연료에 한 기  공정 기술을 소유

함으로써 본 탁연구과제의 모과제인 수소생산용 고온가스로에 한 비 개념 설계가 성

공 으로 수행된 이후의 기  실험  응용, 실용화 등의 각 단계에서 연구개발에 필요하게 될 

연료를 안정 인 공 의 기 를 확립할 수 있으리라 상된다. 한, 고온가스로 혹은 고온

가스로가 원자력 발 용으로 용될 때도 국내에서 생산된 피복입자 핵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

는 장 도 가지고 있으며, 기 비용 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고온가스로 혹은 

고온가스로에 의한 원자력 발 의 도입 시기를 앞당기는 데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TRISO 구조 핵연료에서 치 한 SiC 층은 BISO 핵연료의 최외각 층이 차단하지 못한 핵분열 

생성물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코 층의 기계  특성이 TRISO 입자의 열 /기계  

안정성을 결정하는 요한 인자가 된다. 기존의 irradiation  heating test에 의한 반응 생성

물의 출 확인 실험은 안정성의 문제  복잡한 공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핵연료 입자 설계, 

연료 제조공정의 개발  새로운 코 소재의 개발에 있어서는 비교  간단한 조사

(pre-irradiation) 단계의 연료입자 코 층의 기계  특성 평가를 한 새로운 특성 평가 기법

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조사  단계의 새로운 특성 평가 기법을 용하여 SiC 코 의 강

도를 평가함으로써 코  증착공정 연구의 진행에 기여할 수 있다. 한 SiC 코 의 체 재료

로 연구되고 있는 ZrC 코 층의 TRISO 입자에의 응용을 해서는 기계  물성의 측정이 필

요하다. 그러나 ZrC 코 의 기계  물성은 재까지 연구된 바가 극히 드물고, 특히 두께 수십 

mm 의 코 에 해서는 거의 연구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증착된 ZrC의 기계  특

성을 측정하여 핵연료 입자 설계, 연료 제조공정의 개발에 있어서 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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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SO 입자의 열 /기계  안정성에 크게 기여하고자 한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ZrC 코 이 간층으로 쓰인 TRISO 코 의 기 공정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ZrC 코

원료는 ZrCl4 소스를 이용하여 흑연 에 탄화규소를 증착한 기 에서의 탄화지르코늄의 증착

여부를 확인하 다. 탄화규소를 간층으로 사용 하 을 때 탄화규소는 1900℃이상의 온도에서 

열 충격에 불안정하고 핵분열 가스를 포집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하여 

단일 탄화지르코늄층이 아닌 탄화규소층 에 탄화지르코늄을 증착하여 복합층을 이루는 피복

핵연료를 만들고자 하 으며 이를 하여 기 층인 탄화규소가 탄화지르코늄 증착 시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하여 SiC/흑연의 복합 인 기  층에 따른 증착  특성 변화를 연구하

으며 사용하 다. 증착공정에 있어서 공정변수 변화에 따른 ZrC층의 물리  특성 변화기구

를 규명하 다.

본 연구에서는 탄화규소 코  층의 기계  특성을 측정하기 하여 내부 인가 압력을 이

용하여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하여 고찰하 다. 탄화규소 코  층의 괴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한 연구는 다양한 방향에서 이루어져 왔다. 다양한 조건을 가진 탄화규소 코  층에 

한 괴 강도 연구가 산 모사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으며, 휨 강도 측정 등 하 에 의한 탄

화규소 코  층의 괴 거동에 한 연구도 이루어져있는 상태이다. 탄화규소에 하 을 주는 

경우, 코  층의 아래 부분에 인장 응력이 집 되고, 방사형 균열이 발생하게 된다. 이 임계 하

 값을 측정하여 간단한 식을 통해 코  층의 강도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하 에 의한 

괴 강도 평가는 최  인장 응력이 한 에 집 되기 때문에, 압력에 의해 인장 압력이 탄화규

소 층 안쪽 체에서 집 되는 상황의 모델에는 당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해 내부 압력 인가에 의한 괴 강도 평가 모델을 제시하 다. 유한 요소 법 해석을 통해 코

 층의 두께와 압력을 받는 면 이 임계압력 값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고, 모델 실험을 통하

여 TRISO 입자에 응용되는 탄화규소 코  층에 용할 수 있는 강도 평가 식을 도출하 다. 

화학 증착 법을 이용하여 평  흑연 소재에 탄화규소를 코 한 후, 평  흑연을 열처리하여 다

양한 미세구조를 갖는 탄화규소 코  층을 제작하 으며, 제작한 탄화규소 코  층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강도 평가 식을 응용하여 탄화규소 코  층의 강도를 측정하 다. 미세구

조와 탄화규소 코  층의 기계  특성 사이의 계에 하여 논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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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개발결과

SiC/흑연 기 을 사용함에 따라 기 층인 SiC층의 미세구조에 따라 증착된 ZrC의 미세구

조  특성변화를 알아보는 실험을 수행하 다. 한 증착 온도 변수를 변화시켜가며 ZrC 증

착 실험을 수행하 다. 기 층의 표면 형상이 domed top과 faceted 구조 에서 증착된 ZrC는 

sub-deposited layer의 표면형상을 따라 증착 되었지만 hemispherical angular 표면 형상을 띄

는 SiC기  에 증착된 ZrC의 경우 hexagonal의 형태로 나타났다. 증착된 ZrC층의 기계  

특성을 알아보기 해 Nano Indentation결과 많은 pore가 존재하는 hemispherical angular구조 

에 증착된 ZrC가 hardness와 elastic modulus가 가장 나빴으며 grain size가 가장 작고 (111) 

peak의 intensity가 가장 큰  faceted 구조 에 증착된 ZrC가 물리  성질이 가장 좋게 나타  

났다. 증착 공정변수 변화에 따른 ZrC층의 미세구조변화 특성을 알아보았다. 증착온도 

1200~1500℃ 사이에서 모두 ZrC가 증착 되는 것을 확인되었지만 domed top 과 facted 구조를 

가지는 SiC 에서 증착온도 1200℃에서 증착된 탄화지르코늄의 경우 짧고 굵은 형태의 휘스

커 형태로 성장되었고 국부 으로 길고 얇은 밤송이 모양의 휘스커도 보 다. 1300℃의 경우는 

두 기 에 상 없이 바늘 모양 형태의 휘스커 형태로 ZrC가 성장 하 으며 1400℃의 경우는 

와 마찬가지로 기 층의 구조를 따라 ZrC가 증착 되었고 1500℃에서는 기 층의 구조에 상

없이 필름형태로 증착됨을 확인하 다. 증착온도가 증가할수록 ZrC의 우선 배향성이 높은 

증착온도 때문에 (111)면에서 (200)면으로 바 고 deposition rate도 증가하 다. ZrC 코 층의 

조성 분석 결과 낮은 온도에 해당하는 1200과 1300℃에서는 지르코늄이 더 많이 나왔으며 

1400와 1500℃에서는 거의 정량화학 으로 Zr/C가 1:1로 나왔다. 탄화지르코늄 물질의 기계  

특성의 문헌조사를 실시하고, 본 연구에서 증착한 ZrC 코 의 기계  특성을 측정하 다. 탄화

규소/흑연 기 에 증착 된  ZrC 코 은 약 10 μm에서 20μm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었으

며 나노인덴테이션 실험 결과 증착된 ZrC의 경우 온도가 증가하면서 강도와 탄성률이 차 증

가함을 보 으며 1500℃에서는 최  강도값이 44GPa 을 가지는 것으로 측정 되었다.

탄화규소 코  층의 기계  특성을 평가하기 하여 low pressure chemical vapor 

deposition 방법을 이용하여 흑연 기 에 탄화규소를 증착하 다. 압력에 의한 괴 강도를 측

정하는 방법으로 내부 압력 인가를 이용한 강도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용하 다. 다양

한 종류의 탄화규소 코  층을 얻을 수 있었으며, 그 기계  특성을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탄화규소 코  층의 기계  특성을 측정하기 하여 각기 다른 미세구

조와 우선방 를 갖는 탄화규소 코  층을 1200 ℃ ~1400 ℃ 에서 증착하 다. 온도가 증가함



- 6 -

에 따라 증착 표면은 domed top 모양에서 차 으로 faceted 모양으로 변화하 다. Grain 의 

형태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뚜렷하지 않은 형태의 round 형태에서 뚜렷한 faceted 형태로 변

해가며, 그 크기는 조 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유한 요소 법 해석을 통해 내부 압력 인가를 

이용한 강도 평가 방법을 제시하 다. 일정한 압력을 받는 고정된 원형 평 에 한 해석학  

모델을 실험 조건에 맞추어 변형시켜 임계 압력 값을 측정하여 코  층의 강도를 계산하는 내

부 압력 인가 법을 이용한 강도 평가 식을 도출하 다. 코  층이 유리일 경우 내부 압력 인가 

실험을 통하여 유한 요소 법 해석 결과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증착한 탄화규소의 코  

층의 강도를 측정하기 해 기 으로 쓰인 흑연 층을 열처리의 방법으로 제거하 다. 탄화규소

를 부착한 알루미늄 실린더에 내부 압력을 인가했을 때 탄화 규소 코  층에서 인장 응력이 

집 되는 부분에 원형 균열이 생기는 임계 압력 값을 실험 장비를 통하여 측정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내부 압력 인가 법을 이용한 강도 평가 식으로 탄화규소 코  층의 강도

를 평가하 다. 증착 표면이 domed top 모양을 가지며 (111)의 방 를 가진 탄화규소 코  층

이 괴될 때의 mean strength 는 483.48 MPa 의 값을 가지며 3.69 의 Weibull modulus 를 

나타내었다. 증착 표면이 부분 으로 faceted 형태가 포함된 domed top 모양을 가지며 (111) 

의 우선방 에 (220) 방 가 시작된 구조를 가진 탄화규소 코  층이 괴될 때의 mean 

strength 는 584.27 MPa 의 값을 가지며 6.92 의 Weibull modulus 를 나타내었다. 증착 표면

이 완 한 faceted 모양을 가지며 (111) 방향의 증착은 거의 사라지고 (220) 방에서 주로 증착

된 구조를 가진 탄화규소 코  층이 괴될 때의 mean strength 는 654.41 MPa 의 값을 가지

며 7.66의 Weibull modulus 를 나타내었다. 탄화규소 코  층의 기계  특성 평가 결과 1300 

℃ ~1400 ℃ 의 증착 온도에서 400 MPa 이상의 괴강도를 지니는 안정 인 탄화규소 코  

층을 증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TRISO형 피복입자 핵연료의 연구  개발은 에 지 효율, 2차 에 지원의 이용  다른 

노형에 비해 처리 비용이 은 핵폐기물로 인하여 경제 이며 이러한 남는 잉여비용은 본 연

구에서의 재투자  하청 산업, 친환경 인 연구  산업분야 발 에, 나아가 이외의 다른 산

업 분야에 집  투자되어 본 기술개발과 련된 여러 산업분야 발 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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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된다.

이 연구를 통해 TRISO 핵연료 입자의 조사  기계  평가 기법을 획득하 으며 조사후

(post-irradiation) 실험보다 간단하고 정확한 평가 기법으로 제안하 다. 한 SiC 코 의 체 

물질은 ZrC 코 의 물성을 조사하 으며 증착된 ZrC 코 의 기계  특성 결과를 확보하 다. 

이와 같은 TRISO 입자 코 층의 기계  물성 평가 자료는 TRISO 입자내의 새로운 코  재

료 개발  설계에 활용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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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A study on VHTR (Very High Temperature Reactor) and TRISO(Tri-isotropic) 

coated fuel is required in order to produce nuclear hydrogen. TRISO coated fuel 

particle is deposited by the FBCVD(Fludized bed CVD) method and composed of three 

isotropic layers: inner pyrolytic carbon (IPyC)layer, silicon carbide (SiC) layer, and 

outer pyrolytic carbon (OPyC) layer. Silicon carbide(SiC) and zirconium carbide(ZrC) 

have a number of prominent properties such as excellent mechanical properties and 

chemical resistance at high temperature. SiC is excellent ceramic material such as 

excellent strength, hardness, corrosion resistance, oxidation resistance and impurity 

protection at high temperature. So its application primarily includes high temperature 

structural material. ZrC is also advanced ceramic material due to high melting 

point(3445℃), great hardness, excellent mechanical stability and a metallic behavior in 

terms of electrical and optical properties. Therefore ZrC films have been widely used 

as refractory materials for cutting tools, crucibles in mechanical and nuclear industry. 

In nuclear industry, especially SiC are used crucial layers in tri-structural isotropic 

(TRISO) coated fuel particle for hydrogen production using high temperature 

gas-cooled reactors (HTGR). Although SiC has excellent properties, it has a critical 

disadvantage in that the mechanical integrity decreases by thermal dissociation and 

phase change. As a result, the ability of SiC for capturing fission productions, such as 

cesium, decreases at high temperature(1800℃). Compared to SiC, ZrC has a higher 

melting point, higher temperature stability and higher resistances to chemical 

degradation by fission products. So ZrC is a good candidate considered as a 

replacement of SiC above 1800℃. However, ZrC also has disadvantages, in that 

mechanical strength is weaker than SiC.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we considered 

that a ZrC layer added inside the SiC-TRISO coated fuel particles. This idea stand on 

ZrC/SiC/graphite multilayer coatings. ZrC deposited on SiC may improves mechanical 

strength and against metallic and gaseous fission products at high temperature. We 

examine the effect of deposition temperature on the the preferred orientation and 

microstructure of deposited ZrC film on SiC. Mechanical properties were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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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ed along with preferred orientation, microstructure and composition of ZrC. 

The High Temperature Gas-cooled Reactor (HTGR) is raised as a promising 

nuclear energy due to excellent inherent stability, producing secondary energy source, 

high thermal efficiency, and high burn-up level. SiC coating layer has been introduced 

as protective layer in TRISO nuclear fuel particle of high temperature gas cooled 

reactor (HTGR) due to excellent mechanical stability at high temperature. So the 

strength evaluation method of SiC coating layer is important to inhibit the fracture of 

the TRISO particles. The fracture the SiC coating layer occurred by the tensile stress 

due to the traditional pressure vessel failure criteria. It is important to find fracture 

stress of SiC coating layer by the internal pressurization test method. SiC coating film 

was fabricated on the carbon substrate using chemical vapor deposition process with 

different microstructures and thicknesses. Processing condition affects on the 

microstructure of SiC coating film, round columnar or faceted structure. After reducing 

carbon substrate, SiC coating film was fixed on the pressure inducing tools. The 

finite-element analysis was carried out to obtain the empirical equation of strength 

evaluation. By using this empirical equation,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several types 

of SiC coating film with different microstructure and thicknesses will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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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원자력 열에 지를 이용하는 방법에는 발  부문에의 이용뿐만 아니라 수소의 생산 등 

비발  부문에의 이용이 있다.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에는 화석연료 공정, 기분해 공정, 열화

학 공정 등이 있는데, 원자력 에 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정에 비해 기술경제성이 뛰

어난 장 이 있다. 수소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재 많이 쓰이고 있는 에 지원을 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 지원으로 각 받고 있다. 수소 에 지는 사용 시 기존의 화석 연료를 이용

한 에 지 생산과는 달리 환경오염을 거의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수소를 

에 지원으로 이용할 경우 국제 인 환경 규제에 효율 으로 응할 수 있다. 한, 국내에서 

수소를 생산하여 에 지원으로 이용하게 되면, 석유와 같이 재 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에 지원을 체할 수 있고 그 결과로 안정 인 에 지 수 체계 실 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

한 이유로 원자력 발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을 심으로 원자력 에 지를 이용한 수소 생산

에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에 한 기 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재까지 국제 인 원자력 수소생산 기술 개발은 고온가스로(HTGR : High Temperature 

Gas-Cooled Reactor)를 이용한 수증기 개질, iodine-sulfur, 물 기분해 공정 등에 집 되어 

왔고, 더 효율 인 수소 생산을 한 차세  수소 생산 방식으로 기존의 고온가스로 신 고

온가스로(VHTR : Very High Temperature Reactor)를 이용하는 방식이 제안되고 개발되어지

고 있다. 

 고온가스로 혹은 고온가스로에 있어 요한 요소 기술  하나인 TRISO형 피복입자 

핵연료는 핵 분열시 혹은 핵분열 후 방사능 유출을 방지하기 하여 높은 강도와 안정성을 가

져야 하며, 이를 하여 TRISO형 핵연료에 interlayer로서 SiC 층이 제안되었고, 많은 연구 개

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 SiC를 interlayer로 사용한 피복입자 핵연료보다 더 고온의 가스

를 발생시키고 고출력 도를 달성하고, 고 연소온도에 견딜 수 있는 핵연료의 개발 역시 요

하며, 이를 하여 SiC를 ZrC로 체하는 방법이 제안되고 연구 개발 되어 지고 있다. 

 차후 리 사용될 것이라 상되는 고온가스로  고온가스로 기술에 있어 국제 인 

경쟁력을 가지기 해서는 두 가지 원자로에서 사용되는 TRISO형 피복입자 핵연료의 생산에 

한 기술 확보가 으로 필요하다. TRISO형 피복입자 핵연료에 한 기  공정 기술을 

소유함으로써 본 탁연구과제의 모과제인 수소생산용 고온가스로에 한 비 개념 설계가 

성공 으로 수행된 이후의 기  실험  응용, 실용화 등의 각 단계에서 연구개발에 필요하게 

될 연료를 안정 인 공 의 기 를 확립할 수 있으리라 상된다. 한, 고온가스로 혹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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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가스로가 원자력 발 용으로 용될 때도 국내에서 생산된 피복입자 핵연료를 사용할 수 있

다는 장 도 가지고 있으며, 기 비용 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고온가스로 혹은 

고온가스로에 의한 원자력 발 의 도입 시기를 앞당기는 데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

지막으로 본 연구는 최근의 기술보호주의 장벽의 극 화에 따라, 향후 상되는 선진국의 피복

입자 핵연료(TRISO형) 제조에 한 기술 독  등의 여건변화에 처하기 한 원천 기술을 

보유하는 데에 큰 도움을  수 있다는 면에서 더더욱 그 요성이 강조된다. 

 고온가스로  고온가스로는 에 지 효율 면에서, 2차 에 지원의 이용이 가능하며 다

른 노형에 비해 핵폐기물이 상 으로 어 처리 비용이 다는 면에서 경제 이다. 고온가스

로  고온가스로의 사용에 있어서 피복입자 핵연료의 연구, 기술개발이 성공 으로 수행되

어 원천 기술을 확보하게 된다면 고온가스로  고온가스로의 상용화가 시작될 때 선진국으

로부터 기술도입이 필요 없기 때문에 막 한 수입 체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한, 수소생산

용 고온가스로의 기술개발에 도움을 주어 국내 기술에 의한 고온가스로의 실용화시기를 

앞당겨서 재 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석유에 지  환경오염의 주범인 석탄, 천연가스 

에 지 등에 한 수입 체  공해 방지 시설이나 환경 정화 등에 드는 비용 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산업 인 측면에서도 매우 요하다 할 수 있다. 그리고 피복입자 핵

연료 제조 기술을 산업화하여 연속 인 련 기술개발  연구 인력양성 등에도 큰 도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확보된 기술을 원자력 미개발국에 수출하여 수익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

다. 

 본 연구의 사회  측면에서의 기여 효과는 인들의 가장 큰 심사 의 하나인 환경

차원에서의 성과를 기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피복입자 핵연료를 사용하는 고온가스로 혹

은 고온가스로는 기존의 원자로에 비해 방사능 출의 험이 고, SiC를 interlayer로 사용

한 피복입자 핵연료 자체도 SiC 층에 의한 방사능 차폐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혹시 생길지 

모르는 핵연료 유출 사고 시에도 환경오염을 가져오지 않는 장 이 있다. 한, 석유, 석탄 등

의 화석연료에 비해 에 지 효율이 크고, 원자력으로 얻은 열을 2차 에 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핵폐기물이 상 으로 으며,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산성비  온실효과를 일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 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 이러한 피복입자 핵연료의 연구개발을 통

해, 기술의 습득을 통한 인력의 양성  고용 증  효과 등 부가  측면에서의 효과도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TRISO 구조 핵연료는 BISO 구조의 최외각 층인 치 화 PyC 층을 치 한 SiC(혹은 

ZrC)층으로 감싸고 그 주 를 다시 치 한 PyC층으로 감싼 구조를 하고 있다. 이 때, 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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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 층은 BISO 핵연료의 최외각 층이 차단하지 못한 핵분열 생성물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며, 

가장 외각의 PyC층은 치  SiC층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기계  혹은 화학  침부식을 방지

해 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러한 각 구성층 들의 물리  특성  두께, 그리고 괴강도등

의 기계  특성이 TRISO 입자의 열 /기계  안정성을 결정하는 요한 인자들이 된다. 기존

의 BISO 혹은 TRISO 입자의 평가 방법은 irradiation  heating test에 의한 반응 생성물의 

출 확인 실험이었다. 이러한 평가 방식은 안 성의 문제  복잡한 공정이 요구된다.  따라

서, 핵연료 입자 설계, 연료 제조공정의 개발  새로운 코 소재의 개발에 있어서는 비교  

간단한 조사 (pre-irradiation) 단계의 연료입자 코 층의 기계  특성 평가를 한 새로운 특

성 평가 기법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조사  단계의 새로운 특성 평가 기법을 용하여

TRISO 입자에서의 SiC 코 의 강도를 평가함으로써 코  증착공정 연구의 진행에 기여할 수 

있다.

 화학증착법을 통해 TRISO형 피복입자 핵연료 제조의 기  공정 개발-TRISO 피복을 

한 기  공정 기술 확립을 최종 목표로 최 의 공정 조건을 알아보기 해, 다음과 같이 공정

변수와 련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화학증착과 련된 공정변수로는 1) 증착온도 ; 증착

층 성장 특성, 증착기구, 미세  결정구조 변화와 련, 2) 증착압력 ; 성장속도  특성 련, 

3) 과포화도 ; 희석기체/원료기체 비를 말하며, 증착막의 상형성과 련 있음, 4) 코  상 물

질의 종류 등이 있다. 이에 하여 1), 2), 3)항은 증착실험  결정․미세구조․성분․증착 속

도 등의 분석을 통해 연구될 정이며, 4)항은 각각 항들의 연구방법을 동일하게 용한 결

과를 바탕으로 비교 분석하여 최 의 증착조건을 결정하고자 한다. 화학증착공정은 kinetic한 

상태이므로 1), 2), 3)항을 진단자료로 하여 최종 으로 증착장비가 형화 되었을 때 합한 

조건을 찾아낼 것이다.   

 본 연구는 상기한 기본 연구추진 차에 따라 연구를 수행할 것이며 최  범 한 변수

에서 보다 합화된 변수로 범 를 한정시켜 나갈 것이다. 한, 단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

로 interlayer로서 ZrC를 이용한 피복입자 핵연료 제조 기  공정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며, 기

본 연구수행 차 외에도 다른 변수들을 다양하게 용시켜 연구의 목 에 부합되는 방향을 

선택하고자 한다. 구체 인 연구 추진 차를 연차별로 분류해 보면, 1차년도 연구는 TRISO형 

피복입자 핵연료 기  공정기술 개발을 한 선행  원천기술연구에 해당하며, ZrC를 

interlayer로서 TRISO형 피복입자 핵연료 제조에 한 기  공정 연구를 통하여 실제 형화 

장비에의 응용에 있어 요한 핵심기  공정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해 기존의 문헌

과 모과제와의 기술 의  SiC 재료에 한 본 연구 의 축 된 노하우, 그리고 여러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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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를 고려한 모사를 바탕으로 실험 편차를 인 공정변수들을 선택하여 증착변수 확립, 계면

안정성 련 화학증착법에 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SiC 코 의 체 재료로 연구되고 있는 ZrC 코 층의 TRISO 입자에의 응용을 해서는 

기계  물성의 측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ZrC 코 의 기계  물성은 재까지 연구된 바가 극

히 드물고, 특히 두께 수십 ㎛의 코 에 해서는 거의 연구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증착된 ZrC의 기계  특성을 측정하여 핵연료 입자 설계, 연료 제조공정의 개발에 있어서 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TRISO 입자의 열 /기계  안정성에 크게 기여하고자 한다. 탄화규소는 

높은 경도와 좋은 마모 항성 등의 우수한 기계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고온에서 산화 항

성과 높은 열 충격 항성 등의 우수한 열  특성, 넓은 energy gap과 높은 최  류 도 

등의 우수한 기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고온에서의 높은 응용분야를 가지게 

되어 엔진이나 우주선의 세라믹 복합재료, 고 력 디바이스, 그리고 핵연료 입자의 코  층 

등에 사용된다. 그 에서, 차세  원자력 에 지원으로 연구되고 있는 고온가스냉각로(High 

Temperature Gas cooled Reactor, HTGR)의 연료인 입자형 핵연료(TRISO)의 코  층의 역할

은 내부의 핵연료와 핵연료를 보호하고 있는 열분해 탄소 층, 탄화규소 층, 그리고 다시 열분

해 탄소 층으로 이루어진 TRISO 입자에서의 높은 기계  강도 유지이다.

HTGR의 성과는 TRISO 입자의 안정성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핵연료 보호 층의 손상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재 TRISO 입자에서의 조사 시험 결과 일어나는 코  층의 손상에 

한 여러 가지 모델이 제시되어 있다. 그 에서 내부 압력 증가에 의한 탄화규소 코  층의 인

장 응력 생성에 의한 괴 모델이 실제 괴 양상에 부합되는 것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핵연료 

보호 층의 산모사 연구 결과 TRISO 입자 내부에 압력이 발생하는 경우 탄화규소 층 안쪽 

체에서 인장 압력이 집 되는 것을 확인하 다. 따라서 탄화규소 코  층의 기계  특성을 

측정하여 TRISO 입자의 손을 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탄화규소 코  층의 기계  특성을 측정하기 하여 내부 인가 압력을 이

용하여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하여 고찰하 다. 탄화규소 코  층의 괴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한 연구는 다양한 방향에서 이루어져 왔다. 다양한 조건을 가진 탄화규소 코  층에 

한 괴 강도 연구가 산 모사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으며, 휨 강도 측정 등 하 에 의한 탄

화규소 코  층의 괴 거동에 한 연구도 이루어져있는 상태이다. 탄화규소에 하 을 주는 

경우, 코  층의 아래 부분에 인장 응력이 집 되고, 방사형 균열이 발생하게 된다. 이 임계 하

 값을 측정하여 간단한 식을 통해 코  층의 강도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하 에 의한 

괴 강도 평가는 최  인장 응력이 한 에 집 되기 때문에, 압력에 의해 인장 압력이 탄화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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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층 안쪽 체에서 집 되는 상황의 모델에는 당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해 내부 압력 인가에 의한 괴 강도 평가 모델을 제시하 다. 유한 요소 법 해석을 통해 코

 층의 두께와 압력을 받는 면 이 임계압력 값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고, 모델 실험을 통하

여 TRISO 입자에 응용되는 탄화규소 코  층에 용할 수 있는 강도 평가 식을 도출하 다.

화학 증착 법을 이용하여 평  흑연 소재에 탄화규소를 코 한 후, 평  흑연을 열처리하

여 다양한 미세구조를 갖는 탄화규소 코  층을 제작하 으며, 제작한 탄화규소 코  층을 이

용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강도 평가 식을 응용하여 탄화규소 코  층의 강도를 측정하 다. 

미세구조와 탄화규소 코  층의 기계  특성 사이의 계에 하여 논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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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제1  국내외 기술개발 황

 1. 독일 

- 1970년 에 U/Th cycle의 확립을 목표로 AVR  THTGR 에서 Th을 연료핵으로 한 시험

이 범 하게 행해졌으나. 핵비확산정책으로 Th의 이용이 지되자 HTGR Module과 

HTGR-500의 핵연료로 농축 UO2를 사용하기로 결정 연구하 다.

- 1980년  까지 큰 규모의 생산경험을 이룩해왔다. 

- 1985 이 에 5개의 비교 생산물에 의하여 속 오염의 한계(핵분열생성물의 

  생성에 한 방출 비율)는 1.1*10
-6
 정도로 규정하여 연구해왔다. 

- matrix graphite 오염을 측하여 보통 검출한계를 정하고 그 값은 10
-6
 이하이다.

   2. 미국

- MTGR 공정 확립 후 미세 공정 변수에 한 측정  연구가 수행되었다.

- 1977년의 핵 비확산정책에 의해 HEU의 사용이 지된 상황에서 핵연료에 한

  타당성 시험 후 UCO/ThO2가 선택, 연구되었다.

- UO2, UC2 의 혼합을 된 Kernel fuel 혼합으로 CO  압력과정 생략하면서 열  이동, 압력 

vessel failure, SiC 산화를 그러뜨리는 공정 연구가 진행되었다.

- Compact matrix내에서 속 오염의 한계는 1*10
-5
 정도이고, SiC층 결함에 

  의해서는 5*10-5 정도로 정해져있다.

   3. 일본

- 1969년에 시작된 다목  HTTR 개발 과제의 기부터 TRISO 피복, 농축 UO2 핵연료의 

개발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핵 비확산정책의 향을 받지 않고 재까지 일 되게 개발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 1992년 HTTR fuel 생산을 두 배로 늘린 이후 기 SiC층 결함으로 5*10
-4
의 방사능 방출되

었지만 이후 개선된 제조 공정 기술로 3.9*10
-6
 정도가 나왔으며, 속 오염은 3*10

-5
 정도를 

나타냈다. 

- 더 개선된 제조 공정의 사용으로 규모와 공정과정을 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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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으로 상되어지는 방사능 방출비율이 5*10
-4
 이다.

   4. 러시아

- TRISO 피복, 농축 UO2 핵연료가 사용, 연구되나 SiC층의 두께가 40㎛로 다른 것보다 다

소 두껍게 하고 있는 것과 5  피복층의 피복입자도 시험 상으로 연구 수행 이다.

- U-235 오염은 4*10
-6
 정도이고, 오염된 코 입자의 방사능 방출은 10

-4
이하로 정해져있다.

- 더 나은 기계  성질을 한 pyrocarbon binder의 사용을 통하여 발 되어왔다.

    5. 국

- 방사능 방출되는 속 오염의 한계는 4*10-6 정도이고, 요한 인자인 SiC층 강도와 

Young율 조사와 코 된 미세구조 찰에 은 두어 연구 되고 있다.

- 청화 학 핵능기술연구소  서남 반응공정설계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피복  연료핵 제조

시험이 행해지고 있으며, 독일과 공동개발 인 10MW  Test HTGR Module용 핵연료로 농

축 UO2가 연구되고 있다.

에서 기술한 5개국의 피복입자 핵연료(TRISO형)의 연구는 나라별로 각 나라의 노형이

나 기술 방식에 따라 다양한 분야로 연구 개발되고 있다. 재 량생산을 목표로 하는 2기의 

상용 고온가스로가 연구  개념 구상이 되고 있다. 재의 고온가스로용 핵연료에 있어서 결

함핵연료는 거의 없다. 단지, 핵연료를 제조할 때 압분 공정에서만 입자결함을 일으킬 수 있지

만 매우 낮은 수 이다. 고품질의 핵연료 제조공정이 확립되기 해 연구  개발이 수행되어

야 하고, 핵연료 결함과 핵분열생성물 방출에 한 가상  사고 시나리오에 한 연구도 병행 

되어야 한다. 오랜 기간의 연구의 결과로 상당한 수 의 기술이 쌓여 있는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기술 으로는 차이가 조  뒤처지고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선진국 기술 

수 에 비해 약 10~40% 정도인 국내 기술을 선진국 수 으로 끌어올리기 한 기  연구가 

실한 상황이다.

 국내의 기술 수 은 국외의 기술 수 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져 있으므로, 직 인 비교

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특히 효율이 제일 좋은 것으로 알려진 독일 방식의 TRISO

형 피복입자 핵연료 제조기술에 기반을 둔 기술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연료입자의 안정성을 해 코 층의 기계  특성을 평가하는 일은 일반 으로 선진국에서 행하는 

조사 실험 후의 균열 찰이다. 조사(Irradiation)  고온에서의 실험에서, 입자들은 Pressure In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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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lure, Kernel-coating interaction, SiC dissociation and increase in SiC porosity at high 

temperatures, SiC -fission product interaction, Irradation effects on coating integrity 등의 

복합 이고 다양한 성능 제한 기구에 의해 균열이 발생하므로 실제 균열을 일으키는 핵심기구

를 규명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본 연구에서는 입자의 균열을 Pressure Induced failure 의 기

구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가정하 으며, 산 모사 실험결과 그 경우에 코 층에 인장응력이 집

되어 코 층의 괴강도  기계  특성이 균열에 매우 큰 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따라서 

조사 에 연료입자 코 층의 괴 강도  기계  특성을 평가기술을 확보하면 고온 가스 냉

각로를 한 연료 입자의 코 층 의 설계  제조 공정 정립을 한 평가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 2  연구개발 결과의 국내외에서의 치

ZrC층을 interlayer로 이용한 TRISO형 피복입자 핵연료 제조 기술은 연구실 단 로 연구 

개발 이고, 실제 응용은 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실은 다년간의 SiC 코 에 한 상당한 수

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SiC 층을 이용한 피복입자 핵연료 제조 기  공정 

기술을 단기간 내에 확립한 후 ZrC층을 이용한 피복입자 핵연료 제조 기  공정 기술을 계속

으로 연구수행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개발의 목표는 핵 원료에 원하는 두께, 도, 결정 구조 등을 가지는 막을 코 하

는 기술을 확보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향후 실세 생산에 응용될 때 이와 같은 코 기

술이 가장 요한 기술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여러 번 언 하 듯이, 피복입자 핵연료 제조

에 한 재 국내의 기술 수 이 국외에 뒤떨어지는 이유는 재까지 이를 한 체계 인 연

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내의 코  기술 자체는 외국에 비해 뒤떨어지는 수 이 아

니기 때문에, 본 연구개발의 결과로 얻어지게 될 기  공정 기술이 응용 단계가 되어 실제 생

산이 될 정도가 된다면 상당한 수 의 피복입자 핵연료를 제조할 수 있을 것이다. 

 차후 리 사용될 것이라 상되는 고온가스로  고온가스로에 있어서 경쟁력을 가지

기 해 피복입자 핵연료(TRISO형) 제조에 한 기술 확보가 으로 필요하다. 재 국내

의 기술 수 은 외국에 비해 떨어지지만 본 연구개발을 통하여 실제 피복입자 핵연료가 생산

될 때는 기술 수  격차가 거의 없어지게 될 것이라 생각되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외

국 기술과는 다른 독자 인 기술 보유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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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1. ZrC 코 층의 증착공정 연구

가. 실험 방법 (Expermiental)

(1). 증착 장비

 Fig. 1은 본 실험에서 사용한 TRISO 코 을 한 super kanthal furnace의 개략도이다. 반

응 을 심으로 크게 증착반응 이 의 feed system과 그 이후의 exhaust system으로 구분될 수 

있다. 먼 , 반응 은 hot wall형의 수평 반응 이며, 내경이 60mm, 길이가 1000mm인 알루미나

과 와류(turbulent flow)를 방지하기 하여알루미나  내부에 내경이 40mm, 길이가 240mm인 

뮬라이트 (mullite tube)을 설치한 이  구조를 갖고 있다.

 Feed system은 원료  원료를 반응  내부로 운반해 주기 한 원료 운반기체(carrier gas) 

그리고 원료와 원료 운반기체의 혼합물을 정 농도로 유지시켜주는 희석기체(dilute gas)로 이

루어져 있다. TRISO 피복핵연료 입자에서 가장 요한 역할을 하는 ZrC layer의 경우 증착반응

에 사용된 원료는 운반기체(carrier gas)와 희석기체로는 고순도(99.99%) Ar을  사용하 고, 탄화

지르코늄 증착에 필요한 반응물로는 Zr source로 zirconium tetrachloride(ZrCl4, Aldrich chemical 

Co., USA)를 C source로 메탄(CH4)을 사용하 다. zirconium tetrachloride는 고체 powder 이기 때

문에 승화시켜 반응로 내로 흘려주는 방식을 선택하 다. 본 실험을 하여 고체 powder 상태

인 zirconium tetrachloride를 352℃로 가열하여 승화시키고, 열 이력에 의한 원료의 변질을 막기 

하여 매 실험마다 원료교체가 가능한 구조로 source heating system을 설계․제작하 다. Fig. 

1(b)에서와 같이 원형의 stainless steel 증발기 몸체주 로 heater를 감싼 형태로 온도를 제어하

으며, 원료는 매 실험 시 원료 boat에 정량하 다. Source heating system으로부터 반응로까지의 

원료의 운송 은 heating tape를 감아 cold spot에 의한 응결을 방지하 다. 

 Exhaust system은 탄화규소 증착 후 발생하는 부산물인 HCl를 화시키기 한 alkali trap

과 여러 생성 기체가 흡입  배출되는 mechanical pump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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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ystem for ZrC-TRISO coating layer

   

(b) Source heating system for ZrC-TRISO coating layer

Fig. 1. Schematic diagram of super kanthal furnace system 



- 22 -

(2). 시편 비

 탄화지르코늄 화학 증착용 기 (substrate)으로는 탄화지르코늄과 열팽창계수가 비슷한 고

순도의 등방성 흑연(Tokai Carbon Co., G347, Japan)을 사용하 다. 지름이 24mm 이고 두께가 

4mm로 된 원 (disk) 형태로 가공하여 증착 실험 이 에 표면을 연마(polishing)하 다. 

 등방성 흑연을 사용하여 탄화규소를 증착 시킨 시편을 사용하여 탄화지르코늄을 증착 실

험을 하 으며 한 반응물 고갈 효과의 완화를 해 약 10o tilt된 흑연재질의 susceptor를 사용

하 다.

 나. 기 층인 SiC층의 미세구조에 따른 ZrC층의 특성 변화 

 TRISO coating 에 ZrC layer의 기본 특성을 분석하기 하여 graphite 기 에 SiC를 

증착한 복합층의 기 을 만들어 ZrC를 증착하기 한 실험을 비하 으며 증착 온도, 총유량, 

입력기체비의 증착조건은 번 단계에서 실험하여 얻은 최 의 조건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조건

을 바탕으로 실험 하 으며 자세한 증착조건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이때 기 층인 SiC의 미

세구조가 ZrC층에 향을  것을 측하여 온도를 달리하여 SiC를 증착하 다. 1100℃에서 

증착된 SiC는 hemispherical angular 표면 형상을 보 고 1200, 1300℃에서 증착된 SiC는 각각 

domed top과 faceted 구조의 표면 형상을 나타내었다.

Fig. 2는 Table 1의 증착조건으로 SiC의 미세구조 변화에 따른 ZrC층의 미세구조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Domed top과 faceted 구조를 보이는 SiC 표면 형상 에 증착된 ZrC는 

sub-deposited layer의 표면형상을 따라 domed top과 faceted 구조로 증착 되었지만 

hemispherical angular 표면 형상을 띄는 SiC기  에 증착된 ZrC의 경우 hexagonal의 형태

로 바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sub-deposited layer의 표면증착거동과 미세구조가 following 

deposition에 향을 주는 것이 확인 되었고, sub-deposited layer 효과는 충분히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Fig. 3은 기 층의 형상에 따라 ZrC의 우선배향성과 Texture coefficient를 계산 한 것으로

써 증착된 ZrC는 모두 기 층인 SiC의 미세구조와 상 없이 모두 (200) 면의 우선 배향성을 가

지고 있었다. 하지만 primary peak인 (111)과 (220)면을 살펴보면 기 층의 표면형상이 달라짐에 

따라 변화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hemispherical angular과 domed top구조 에 증착된 ZrC

는 (220)면이 (111)면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지만 faceted 에 증착된 ZrC층은 (111)면이 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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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나타났다.

각기 다른 미세구조를 가지는 SiC층 에 증착된 ZrC층의 기계  특성 변화를 알아 보기

하여 Nano indentation을 이용하여 경도와 탄성률을 측정 분석하여 Fig. 4에 나타내었다.  

hemispherical angular, domed top 그리고 faceted의 구조를 가진 SiC층 에 증착된 ZrC층의 

각각의 강도 값은 32.41 GPa, 34.09 GPa 그리고 35.80 GPa으로 나타났으며 탄성율의 값은 171 

GPa, 197 GPa 그리고 208 GPa이 나왔다. 일반 으로 기계  특성에 향을 주는 인자들로는 

grain size,pore size, phase distribution 과 우선배향성등이 있는데 증착된 모든 시편이 (200)면

의 우선 배향성을 가지지만 다른 경도와 탄성율을 보이는 것은 다른 요소 때문 생각되며 fig. 

2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pore가 존재하는 hemispherical angular 에 증착된 ZrC가 기계 특

성 값이 가장 낮게 나왔으며 grain size가 가장 작고 (111) peak의 indensity가 가장 큰 faced 

구조 에 증착된 ZrC가 가장 높은 값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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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착온도

(℃)

입력기체비

𝛂=

(H2/CH4+ZrCl4)

𝛃=

(Zr/Zr+C)

총가스유량

(sccm)

증착압력

(torr)

증착시간

(min)

1400 5 0.8 800 10 60

                Table 1. The details of deposition condition for ZrC co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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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urface morphologies of the ZrC films deposited at 1400℃ (α=10, 0.9 atm) 

according to microstructure of sub-deposited SiC layers <a) hemispherical angular b) 

domed top and c) faceted SiC layer on graphite,then, a’), b’) and c’) are three 

corresponding microstructures of Z1, Z2, and Z3,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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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3  (a) XRD patterns and (b) texture coefficients of ZrC films deposited on three 

different microstructures of SiC films on graphite substrate.(T=1400℃, α=10, 0.9 

a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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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Hardness and Elatic modulus of ZrC coating films on various substrate. 
(hemispherical angular, domed top and faceted.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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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온도 변화에 따른 ZrC층의 특성 변화 연구

   

  graphite 기 에 SiC를 증착한 복합층의 기 을 만들어 ZrC를 증착 실험을 수행하

으며 이에 얻은 결과 분석 값을 토 로 가장 낮은 물리  특성 값을 보인 hemispherical 

angular구조를 가지는 SiC층을 제외하고 공정 변수(증착온도) 변화에 따른 실험에서는 domed 

top 그리고 faceted의 구조를 가지는 SiC가 증착된 기 을 가지고 실험 하 다. 증착온도 범

는 1200~1500℃로 하 으며 다른 공정 변수는 Table 1과 동일하게 실험을 수행하 다.

(1) 결정성  우선 배향성

Fig. 5는 온도의 변화에 따라 증착한 ZrC layer의 X선 회  분석과 texture coefficient를 

계산한 결과이다. 1200℃에서 (111) peak이 강하게 나타났고 , 증착온도가 올라갈수록 강도가 

상 으로 약해짐과 동시에 (220)면의 peak이 강하게 찰되었다. 이는 계산되어진 texture 

coefficient를 통하여 확실히 보여진다. 이 상은 온도에 의한 것으로 고온에서 빠른 증착율 

과 더 큰 strain energy를 갖기 때문에 에 지 으로 낮은 strain energy를 갖는 불안정한 표

면으로 우선 배향하려는 경향을 가지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생각된다.

(2) 미세구조

Fig. 6는 온도변화에 따라 증착한 ZrC layer의 표면형상을 찰한 것이다. 비교  온 

역인 1200 ℃과 1300 ℃에서는 휘스커 형태의 ZrC가 성장 하 다. 특히 증착 온도 1200 ℃에

서는 domed top 과 facted 구조를 가지는 SiC 에서 증착된 ZrC의 경우 짧고 굵은 형태의 

휘스커 형태로 성장되었고 국부 으로 길고 가는 밤송이 모양의 휘스커도 찰 되었다. 증착온

도 1300 ℃의 경우는 기 층에 상 없이 바늘 모양 형태의 휘스커가 성장 하 다. ZrC가 필름

의 형태로 증착되기 시작한 온도는 1400℃로 보여 지며 이는 앞에서 실험한 결과와 마찬 가지

로 기 층의 표면 형상을 따라 증착되었다. 증착온도 1500℃에서는 가장 안정 으로 균일하게 

막이 생성 되는 것이 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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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5  (a) XRD patterns and (b) texture coefficients of ZrC films as a function of 

deposition temperature (T=1200~1500℃, α=10, 0.9 a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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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6  SEM images of surface morphologies of the ZrC films as a function of deposition 

temperature (1200℃~1500℃,respectively) according to microstructure of 

sub-deposited SiC layers a) domed top and b) faceted SiC layer on grap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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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착속도

    fig. 7은 증착온도 변화에 따른 ZrC layer의 증착속도의 온도 의존성을 알아보기 해 

Arrhenius plot한 결과이다. ZrC films의 성장 속도는 온도가 증가 하면서 증가함을 보이며 증

착온도 역에 해 겉보기 활성화 에 지는 15.8 Kcal/mol 정도의 값을 나타내며, 기울기를 

보았을 때 증착속도의 온도의존성이 높으므로 표면반응 지배 역으로 생각되어진다. 

      

(4) 표면조성분석

     

    Fig. 8은 온도에 변화에 따라 증착한 ZrC layer의 XPS 분석을 통한 조성 분석 결과이다.

증착된 ZrC 시편을 모두 4분간 Ar sputtering 하여 측정하 으며 상 으로 낮은 온도인 

1200 ℃와 1300 ℃에서 증착된 ZrC의 경우 탄소보다 지르코늄의 함량이 더 많이 나왔으며 고

온 역인 1400 ℃와 1500 ℃에서 증착된 경우 즉 온도가 올라가면서 지르코늄의 함량이 어

들고 상  조성비 Zr/C가 거의 1:1로 정량화학 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도가 올라가면서 

excess zirconium이 존재가 어들었기 때문이다.

(5)기계 특성평가

   

   ZrC 코 층의 기계  특성을 확인하기 하여 Nano Indenter (Nantester, MicroMaterials, 

Wrexham, UK)를 사용하 다. 경도와 탄성률을 측정하기 해 인덴터는 Berkovich 인덴터를 

사용하 으며, 인덴테이션 로드는 10 ~ 100 mN 으로 하 다. 이 때의 침투 깊이는 최  600 

nm 로 나타났으며, ZrC 코  층의 높이가 약 10 μm에서 20 μm이므로 침투 깊이가 높이의 

1/10 보다 작아 기 의 향은 거의 없다고 가정하 다. 나노인덴테이션 실험을 하여 코 층

의 표면을 6 μm 다이아몬드 페이스트를 이용하여 폴리싱 하 다. 

  문헌에 따르면 ZrC의 강도는 22~24 GPa, 탄성률은 약 355 GPa 으로 보고되어 지고 있다. 

fig. 9는 온도에 변화에 따라 증착한 ZrC layer의 기계  강도 측정 결과로써 본 연구실에서 

증착한 ZrC/SiC/graphite시편을 측정한 결과 강도의 경우는 온도가 증가하면서 강도가  증

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1200℃부터 monolithic ZrC coating보다 강도 값이 더 높게 

나왔으며 1500℃에서는 최  42 GPa의 강도 값을 나타내었다. 탄성률 한 온도가 증가 하면

서 차 증가함을 보 다. 증착온도 1200 ℃~ 1400 ℃에서는 문헌의 값보다 낮게 나왔지만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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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온도 1500℃에서는 문헌값 보다 높은 최  탄성률 약 380 GPa의 값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문헌조사에 값과 비교해 볼 때, 경도 값은 충분히 높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탄성률

은 여 히 낮은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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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rrhenius plots of the deposition rate of ZrC as a function of deposition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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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XPS results for elemental weight percents of ZrC films as a function of deposition  

temperature (1200℃~1500℃,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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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Hardness and Elastic modulus of ZrC coating as a function of deposition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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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 압력 인가법에 의한 강도 평가기법 연구

가. 실험 방법 

(1). 탄화규소 코 층의 제작  특성평가

본 실험에서는 흑연 (graphite) 을 기 으로 하는 화학 증착 법을 이용하여 탄화규소 코  

층을 제작하 다. 실험에서 기 으로 사용된 흑연 (IG11, Toyo Tanso, Osaka, Japan) 은 SiC 

와 열팽창계수가 비슷한 재료이다. Substrate 의 크기는 20 mm X 20 mm X 1 mm 이며, 

emery paper로 grinding 한 후 60 ℃ 로 가열된 oven 에서 수분을 제거하 다. 이 후 표면을 

polishing 하여 화학 증착에 사용하 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탄화규소 화학 증착 장치의 개략 인 그림을 fig. 9 에 나타내었다. 

실험에 사용한 반응기체는 고순도 수소와 purging 용으로 고순도 아르곤을 사용하 으며, 각 

기체의 유량은 MFC (Mass Flow Controller) 를 이용하여 조 하 으며 사용온도와 압력에 따

라 보정시켰다. 탄화규소 증착 반응에 필요한 반응물은 methyltrichlorosilane (CH3SiCl3: 

MTS) 용액을 사용하 으며 수소를 carrier gas로 이용하여 MTS를 버블링 시킴으로써 기화하

는 CH3SiCl3와 수소 가스의 혼합물을 반응 내로 유입시켰다. 이 때MTS는 온도에 따라 증기

압이 변하지만 0 ℃ 에서 증기압이 60 torr 인 을 이용하여 bubbler의 온도를 0 ℃ 로 일정

하게 유지시켰으며, 증착 압력과 bubbler 를 통화하는 운반 가스의 유량에 따라 MTS가 반응

로 내로 유입되는 양을 조 하 다. 반응 은 내경이 50 mm, 길이가 800 mm 인 투명한 

quartz tube로 만들어진 open flow type의 수평형이다. 반응 내의 압력은 반응 에 부착된 진

공 게이지에 의해 압력변화를 감지하여 반응 과 진공펌  사이에 있는 needle valve 를 사용

하여 일정하게 유지시켰다. Substrate 와 반응하고 나온 나머지 잔류 가스들은 Scrubber 을 통

해 모아서 배출시켰다. 

Cleaning 단계를 거친 substrate를 반응  내로 장입한 후 진공펌 를 작동시켜 반응  

내부를 purging 한 후 고순도 수소를 흘려주어 purging 하 다. 반응  내부가 충분히 수소 가

스 분 기가 되었을 때 로를 작동시켜 정해진 온도까지 상승시켜 주었다. 정해진 온도가 되었

을 때 정해진 증착 압력으로 유지시키면서 반응기체인 MTS 를 반응  내에 유입시킴으로써 

탄화규소 의 화학 증착을 시작하 다. 증착 조건은 증착 압력을 10 torr, total flow rate를 640 

sccm, mixing ratio (MTS/H2)를 4로 하 으며, 증착 온도를 1200 ℃ 에서 1400 ℃ 까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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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다양한 미세구조의 탄화규소를 증착하 다. 증착 시간은 40 min ~ 120 min 으로 하 다. 

정해진 증착 반응 시간이 경과되었을 때 MTS 유입을 단시킴으로써 증착 반응은 끝나게 된

다. 이 때 반응  내에 수소가스만 유입시켜 수소 분 기하에서 반응하지 못한 기체와 생성기

체를 배기 시켜 주었다.

탄화규소 코  층의 미세구조는 주사 자 미경 (SEM) 을 통하여 겉 표면을 찰하 으

며, 탄화규소 코  층의 결정 조직과 결정 방 는 X-ray diffractometer 를 사용하 다. 증착 

층과 기  사이의 경계면 상태를 찰하기 해 700 ℃ 에서 3시간 동안 두 차례 열처리를 통

해 흑연을 열처리하 다. S. Zhu et al. 등에 따르면 fig. 10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300 ℃ 에

서 700 ℃ 까지의 온도에서 주된 질량 감소가 흑연의 열처리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보고되었

다. 한 번의 열처리 후에 가루 형태로 변한 잔류 흑연을 처리한 후에 다시 열처리를 실시하

다. 그리고 난 후 자주사 미경을 통해 남아 있는 탄화규소 층의 안쪽 표면을 찰하 다.

(2). 유한 요소법 해석 

실험 모델에 가해지는 압력과 응력 사이의 계를 알아보기 해 산 모사를 사용하

다. 탄화규소 / 착 요소 / 알루미늄 실린더로 이루어진 모든 구성 요소는 탄성 이라고 가정

하 고, 모든 층이 길이 방향으로 semi-infinite 하다고 가정하 다. 산 모사 모델은 2차원 모

델의 회 체로, 원형 평 의 해석학  모델과 유사하다. 산 모사 방법은 유한 요소 법 해석

을 사용하 다. 착 요소로 사용된 에폭시 루의 침투 향을 고려하여 실시된 모델링을 fig. 

11 에 나타내었다.

(3). 시편 제작  강도 평가 방법 

모델 실험과 특성 평가를 한 내부 압력 인가 실험의 략 인 그림을 fig. 12 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탄화규소 코  층 시편을 제작하 으며, 모델 실험 평가를 해서 두께가 150 um 인 

soda-lime glass (Menzer, Germany) 를 사용하여 먼  실험을 실시하 다. 유리는 시작 표면 결함을 일

정하게 유지시켜 주기 하여 600 SiC grit 로  표면을 연마해 주었다. 그 후 에폭시 루를 착 요소

로 사용하여 반지름 2mm 크기의 구멍을 지닌 알루미늄실린더에 부착시켰다. 압력을 주는 매개체는 수지

와 경화제를 125  1 의 비율로 해서 제조한 polydimethylsiloxane (PDMS) 를 사용하 다. 내부 압력 

인가는 mechanical loading machine (model 4400R, Instron, Canton, MA, USA) 을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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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ing-displacement curve를 통해 나온 임계 하 을 이용하여 가해진 압력과 응력의 크기를 측정하

다. 모델 실험을 통한 인증을 거친 후에 탄화규소 코  층을 이용한 본 실험을 실시하 다. 알루미늄 실

린더 구멍 반지름의 크기는 1mm 로 하 다. 코  층의 균열 양상을 찰하기 해 microscope zoom 

system (zoom 100D, OPEM, Santa Clara, CA, USA) 을 이용하여 찰하 다. 찰 결과와 하  데이터

는 코더를 사용하여 디지털 비디오 테이 에 녹화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균열이 발생하는 임계 하  

값을 직  측정하 다. 임계값을 측정 한 후 괴된 탄화규소 코  층을 수거하여 주사 자 미경을 이

용하여 탄화규소 코  층의 두께를 측정하여 임계 응력을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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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chematics of CV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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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G-DTA curves of the Preceramic polymer polycarbosi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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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FEA analysis of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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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Schematics of internal pressurization tes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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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탄화규소 코 층 특성 평가 

(1). 증착온도에 따른 미세구조의 변화

탄화규소 코 층의 기계  특성을 평가하기 해 CVD 방법을 이용하여 흑연 평  에 

탄화규소를 증착하 으며, 증착온도에 따른 탄화규소 코 층의 미세구조 변화를 알아보았다. 

각 온도에서 증착한 탄화규소의 결정구조와 우선방 를 알아보기 해 X-선 회 실험을 행하

으며 그 결과를 fig. 13 에 나타내었다. X-선 회 실험 결과, 고려한  온도 구간에서 증착

된 탄화규소는 항상 a-SiC임을 알 수 있었다. 1200 
o
C 에서는 (111) 방향에서만 증착된다. 

1300 oC 에서는 부분 (111) 방향의 우선방 로 증착되었지만 (220) 방향에도 증착이 시작되

는 것을 알 수 있다. 1400 
o
C 에서는 (111) 방향의 증착은 거의 사라지고 (220) 방향에서 주로 

증착이 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일반 으로 화학 증착은 핵 생성과 성장이 반복되는 과정이므로 

방향이 서로 다른 인 하는 결정의 상 인 성장속도는 각 결정면의 방향성에 의해 결정되어 

핵 생성의 반복되지 않는 조건에서 증착 층이 성장함에 따라 결정 고유의 우선방 를 가진다

고 보고 되고 있다. 화학 증착에서 증착 기구에 따른 우선방  성장에 해서 많은 연구가 이

루어져 있다. Kim 등의 결과에 의하면 증착 기구가 surface kinetics 인 구간에서는 (111) 방향

의 우선방 로 증착되고, 증착 기구가 mass transfer 인 구간에서는 증착율에 따라 우선 방

가 달라지며 높은 증착율을 가지는 경우에는 (220) 방향의 우선방 로 증착된다. 우선방  증

착면이 (111) 에서 (220) 으로 변하는 온도는 MTS flow rate 와 압력, mixing ratio 의 차이에 

의해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 체 으로 낮은 온도 구간에서는 표면반응에 의해 지

배 (surface reaction controlled) 된다고 하고, 높은 온도 구간에서는 물질 달에 의해 지배 

(mass transport controlled) 된다고 한다. 따라서 온인 1200 oC 에서 1300 oC 구간은 surface 

kinetics 에 의해 증착 과정이 이루어지며, 비교  고온인 1300 
o
C 에서 1400 

o
C 구간은 mass 

transport 에 의해 증착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증착 온도에 따라 주사 자 미경으로 찰한 코  층의 표면 상 변화를 fig. 14 에 나

타내었다. 이 결과에 의하면 증착 온도가 증가할수록 domed top 모양에서 차 으로 각이 진 

(faceted) 모양으로 변화한다. (111) 우선 방 를 가지는 1200 
o
C 에서 증착된 탄화규소 코  

층은 domed top 모양을 지닌 구조를 지니지만, 증착 온도가 1300 oC 로 증가하면서 부분 으

로 faceted 모양의 구조로, (220) 우선 방 를 가지는 1400 
o
C 에서 증착된 탄화규소 코  층은 

완 한 faceted 모양의 구조를 갖는다. 이 결과는 Chin 등의 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각이 진 부분이 나타나는 온도 구간에서 그의 결과와는 차이 을 보인다. Chin 등의 보고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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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X-ray diffraction result of the SiC film at various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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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14. Scanning electron micrograph of the surface of the SiC films deposited 

at various temperature (a) 1200 oC, (b) 1300 oC, (c)140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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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15. Scanning electron micrograph of the microsurface of the SiC films deposited 

at various temperature (a) 1200 oC, (b) 1300 oC, (c)140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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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16. Scanning electron micrograph of the inner surface of the SiC films deposited 

at various temperature (a) 1200 oC, (b) 1300 oC, (c)1400 o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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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1500 
o
C 이상의 온도에서 나타나지만 본 실험에서는 1300 

o
C 이후의 온도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 은 반응 의 크기나 모양 혹은 반응조건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fig. 15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증착 온도가 증가할수록 grain의 형태는 뚜렷하지 않은 형

태의 round 형태에서 뚜렷한 faceted 형태로 변해가며, grain 의 크기는 조 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round 형태를 가진 grain 은 기상 원료물질의 과포화도가 낮고 증착 표면에 흡착된 

원료 물질들의 이동도가 클 때 얻어지기 때문에 그 크기가 작고 형태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faceted 형태를 가진 grain 은 기상 원료물질의 과포화도가 증가하고 표면의 

이동도가 낮아질 때 얻어지기 때문에 조 한 크기에 형태도 뚜렷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탄화규소와 Graphite기  계면 양상

탄화규소와 흑연 기  사이의 경계면 상태를 알아보기 해 700 
o
C 에서 3 시간 동안 두 

차례 열처리 과정을 거쳐 흑연 기 을 제거하 다. 탄화규소가 증착이 될 때, 흑연 기 에 

체 으로 증착이 되기 때문에 흑연의 열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해 증착된 시편의 모서리를 

grinding 을 시켜 흑연 층이 드러나게 한 후에 열처리를 실시하 다. 열처리가 끝났을 때, 1200 

oC 에서 증착한 탄화규소 코  층의 경우 쉽게 깨지는 특성을 가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열처

리를 한 후에 자주사 미경으로 찰한 남아있는 탄화규소의 안쪽 표면을 fig. 16 에 나타내

었다. Fig. 16 에서 볼 때 증착 온도에서와 계 없이 모든 탄화규소가 거친 표면을 지닌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H2와 CH3SiCl3를 원료기체로 한 탄화규소 화학 증착 반응기구 에서 탄소

가 들어가는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에 CH3SiCl3에서 생성된 탄소가 아닌 흑연 기 에 있는 탄

소와 반응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온인 1200 
o
C 에서 1300 

o
C 구간에서 일어난 증착 

과정의 경우, surface kinetics 에 의해 증착 과정이 이루어지므로 흑연 기  표면에의 탄소와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다. 탄화규소 코 층의 강도 측정기법 연구 

(1). 유한요소법 해석 결과

내부 압력 인가 법을 이용한 강도 평가 식을 제안하기 하여 유한 요소 법을 이용하여 

내부 압력 인가 법에 의한 모델을 해석하 다. 모델의 구조는 시편 / 착 요소 / 알루미늄 실

린더로 이루어져 있다. 일정한 압력을 받는 고정된 원형 평 에서의 최  응력에 한 해석학

 모델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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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최  인장 응력을 결정하는 변수는 압력, 의 반지름, 그리고 의 두께이다. 한 최

 인장 응력이 일어나는 치는 의 가장자리이다. 실제로 인장 응력에 의해 시편의 괴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fig. 17 에서 나타난 A site 와 B site이다. 따라서 유한 요소 법에 의

해서 확인해야 할 부분은 최  인장 응력이 일어나는 부분과 그 크기이다.

본 유한 요소 법 해석에서는 변수를 두 가지로 나 었다. 먼 , 의 두께가 인장 응력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실린더에 가해지는 압력을 1 MPa 로 고정하여 일정한 압력에서 

의 두께는 10 ~ 50 um 역에서, 지름은 1mm, 2mm, 4mm 로 주어 A site 와 B site 에서 

최  인장 응력이 발생하는 크기와 치를 구한 후, 해석학  모델에서 나온 값과의 크기를 비

교한 결과를 fig. 18 에 나타내었다. 여기에서 유한 요소 법 해석에 의해 나타낸 결과를 으로 

표시되었고, 해석학  모델에 의한 결과는 선으로 표시되었다. 유한 요소 법 해석 결과, 같은 

조건일 때에 시편의 두께에 상 없이 A site 에서보다 B site 에서 더 높은 인장 응력이 나타

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의 괴가 B site 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TRISO particle 의 탄화규소 코  층의 두께인 25~35um 에서도 이런 경향은 같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에는, 실린더에 가해지는 압력이 인장 응력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의 두

께를 30 um 로 고정하여 일정한 두께에서 실린더에 가해지는 압력은 0.2 ~ 2.0 MPa 역에서, 

지름은 1mm, 2mm, 4mm 로 주어 A site 와 B site 에서 최  인장 응력이 발생하는 크기와 

치를 구한 후, 해석학  모델에서 나온 값과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를 fig. 19 에 나타내었다. 

마찬가지로 유한 요소 법 해석에 의해 나타낸 결과를 으로 표시되었고, 해석학  모델에 의

한 결과는 선으로 표시되었다. 유한 요소 법 해석 결과, 실린더에 가해지는 압력에 상 없이 A 

site 에서보다 B site 에서 더 높은 인장 응력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유한 요

소 법 해석과 해석학  모델을 비교해 보았을 때 같은 경향성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해석학  모델에 쓰인 함수를 유한 요소 법 해석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내부압력 인가법 강도평가식 도출

내부 압력 인가 법을 이용한 모델의 구조는 일정한 압력을 받는 고정된 원형 평 에서의 

최  응력에 한 해석학  모델과 유사하다고 가정하 지만 완 히 같은 것은 아니다. 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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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Schematics of fracture site in the pressuriz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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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Comparison of FEM result with analytical solution 

with function of thickness (a) A site, (b) B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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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Comparison of FEM result with analytical solution 

with function of pressure (a) A site, (b) B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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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Stress distribution in FEM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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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법 해석 모델에서는 착 요소의 홀 안쪽으로의 침투 향을 고려하여 모델을 fig. 20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침투 길이를 100 um 으로 하여 디자인 하 다. 이로 인해, 최  인장 응력

이 일어나는 치가 해석학  모델에 비해서 비교  안쪽에서 발생하고, 그 크기도 비교  약

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존에 있던 해석학  모델에 기반해 세워진 식에 수정이 필요

하다.

착 요소의 침투를 고려한 유한 요소 법 해석 결과 최  인장 응력은 홀 가장자리서부터 

40 um 안쪽에서 나타났으며, 그 구조상 응력의 분산이 일어나 최  응력의 세기도 작아진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의 변수를 고려하여 수정한 강도 평가 식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βασ ×⎟
⎠
⎞

⎜
⎝
⎛ −

=
2

0
max, 4

3
t

ap
r

여기에서 b 는 착 요소의 침투로 인해 어든 최  인장 응력이 나타나는 치의 수정을 의

미하고, a 는 응력 분산에 의해 작아진 강도의 수정을 나타낸다. 그 값은 b = 40 mm, a = 0.9 

이다. 수정된 강도 평가 식과 유한 요소 법 해석 결과와의 비교를 fig. 21 에 나타내었다. 유한 

요소 법 해석 결과는 으로 나타내었고, 기존의 해석학  모델에 의한 결과는 실선으로 나타

내었다. 그리고 수정된 강도 평가 식에 의한 결과는 선으로 나타내었다. 수정된 강도 평가 

식으로 나타낸 결과가 유한 요소 법 해석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내부압력 인가법 강도평가식 검증

먼  앞 에서 도출된 최  인장 강도가 일어나는 치를 검증하기 해서 모델 실험을 

실시하 다. 코  층으로는 1200 
o
C 에서 1시간 동안 증착된 탄화규소 코  층을 이용하 다. 

내부 압력 인가를 통하여 생기는 균열의 양상을 fig. 12 의 장치를 이용하여 찰하 다. 찰 

결과 fig. 22 에서와 같이 균열의 시작이 실린더 hole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유한 요소 법 해석에서 한 가정이 옳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평가 식을 

검증하기 해서 모델 실험을 실시하 다. 코  층의 모델로는 잘 알려진 강도 값을 가지며 탄

성 인 거동을 갖는 유리 재료를 사용하 다. 표면을 abrasion 한 150 um 두께를 가진 유리를 

사용하여 실험을 하 으며, fig. 23 과 같이 Weibull plot 을 이용하여 유리 괴 강도의 mean 

strength 와 weibull modulus 를 구하 다. 실험 결과 유리 괴 강도의 mean strength 는 

110.05 MPa로 측정이 되었으며, Weibull modulus 는 6.88 로 측정이 되었다. 일반 으로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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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Crack initiation site of SiC coating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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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Weibull plot of glass fracture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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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괴 강도는 100 MPa 정도로 측정되고 균일하게 abrasion 된 경우 Weibull modulus 는 8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  본 실험 결과가 알려진 정보에서와 유사한 결과를 갖기 때문에 본 실

험 방법이 타당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탄화규소 코 층 강도 평가 

(1). 탄화규소층의 강도 측정

(가) 에서 증착한 탄화규소 코  층의 강도를 측정하 다. Fig. 12 와 같은 방식으로 내

부 압력 인가 법을 통해 실험을 행하 다. microscope zoom system 을 통해 탄화규소 코  

층에 원형 균열을 찰하 으며 연결된 컴퓨터를 통해 원형 균열이 일어나는 임계 압력 값을 

측정하 다. (나) 에서 유한 요소 법으로 해석한 결과에서 유도한 내부 압력 인가 강도 평가 

식을 사용하여 강도를 평가하 다. 탄화규소 코  층이 증착된 온도 별로 강도를 측정하 다 

탄화규소 코  층의 두께에 따른 강도 값을 Fig. 24 에 나타내었다. Fig. 24 (a) 는 1200 
o
C 의 

온도에서, Fig. 24 (b) 는 1300 
o
C 의 온도에서, 그리고 Fig. 24 (c) 는 1400 

o
C 의 온도에서 증

착된 탄화규소 코  층의 강도 값이다.

Round 형태의 입자 구조를 가지며 (111) 의 우선방 만을 가진 탄화규소 코  층의 두께

에 따른 강도 값을 Fig. 24 (a) 에 나타내었다 1200 
o
C 탄화규소 코 층은 260 ~ 590 MPa 정

도의 강도 값을 가지며, 두께와 계없이 일정한 강도 값을 보여 다. 부분 으로 faceted 형태

가 포함된 Round 형태의 입자 구조를 가지며 (111) 의 우선방 에 (220) 방 가 시작된 구조

를 가진 탄화규소 코  층의 두께에 따른 강도 값을 Fig. 24 (b) 에 나타내었다. 1300 
o
C 에서 

증착된 이 탄화규소 코  층은 400~640 MPa 정도의 강도 값을 가지며, 두께와 계 없이 일

정한 강도 값을 보여 다. faceted 형태의 구조를 가지며 (111) 방 가 거의 없어진 (220) 의 

우선방 를 가진 탄화규소 코  층의 두께에 따른 강도 값을 Fig. 24 (c) 에 나타내었다. 1400 

oC 에서 증착된 이 탄화규소 코  층은 510~770 MPa 의 강도 값을 가지며, 두께와 계 없이 

일정한 강도 값을 보여 다. 체 으로 증착 온도가 올라갈수록 괴 강도의 값이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괴 강도 값의 표  편차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어드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통계학 인 근을 해 1200 
o
C, 1300 

o
C, 1400 

o
C 에서 증착된 탄화규소의 괴 강도에 

한 Weibull plot을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1200 
o
C, 1300 

o
C, 1400 

o
C 에서 증착된 탄화규소 

괴 강도의 mean strength 와 Weibull modulus 를 Fig. 25 에 나타내었다. 탄화규소 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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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mean strength 는 1200 
o
C 에서 483.48 MPa, 1300 

o
C 에서 584.27 MPa, 1400 

o
C 에서 

654.41 MPa 의 값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로부터 증착 온도가 높아질 수록 탄화규소의 괴 강

도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강도의 신뢰도를 알 수 있는 Weibull modulus 

에서는 1200 
o
C 에서 3.69, 1300 oC 에서 6.92, 1400 

o
C 에서 7.66 의 값을 나타내었다. 증착 온

도가 높아질수록 Weibull modulus 가 높아짐을 보 으나, 체 으로 낮은 Weibull modulus 

를 보여, 탄화규소의 괴 강도에 한 신뢰도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강도평가 신뢰도에 한 논의

탄화규소 코 층의 강도를 평가해 본 결과 두께에 상 이 없이 일정한 괴 강도를 나타

내었다. 그러나 괴 강도에 한 신뢰도를 나타내는 Weibull modulus 는 증착 온도가 낮아짐

에 따라 낮은 값을 보인다. 한 온도가 낮아질 수록 괴 거동도  더 일정하지 않게 됨을 

알 수 있다. 1200 oC 에서 증착된 탄화규소의 경우, 낮은 강도에서도 괴가 일어나는 이유는 

상  도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Kazuo 등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탄화규소 코  층의 

상  도는 증착 온도가 1300 
o
C ~1400 

o
C 사이에서 완  치 화 상태를 이루어 그 이후 증

착 온도에서는 계속 완  치 화 상태로 탄화규소가 증착이 된다. 그러나 그 이하의 온도에서 

탄화규소를 증착할 경우, 증착 온도가 낮아질수록 상 도도 그에 따라서 낮아지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 이는 1200 
o
C 에서 증착한 탄화규소의 경우, 쉽게 깨지는 특성을 보 던 것과도 

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체 으로 괴 강도의 낮은 신뢰도는 fig. 16 에서 보여  탄화규소와 흑연 기  사이의 

경계면의 양상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내부 압력 인가법을 시행할 때 거친 경계면으로 인해 일

정한 압력에서도 응력이 불균일하게 집 되어 괴 강도의 분포도 불균일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증착 온도가 1300 
o
C ~1400 

o
C 에서 일정한 괴 성향을 보여 증착 온도 1300 

o
C ~1400 

o
C 에서 안정 인 탄화규소 코 층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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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Fracture strength of SiC coating layer (a) 1200 oC, (b) 1300 oC, (c)140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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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가. 당해연도 연구개발 목표

    - 화학증착법을 이용한 TRISO형 피복입자 핵연료 제조의 기  공정 기술 개발과 코 층의 

특성 평가에 있다. SiC/graphite disc에 일정 두께의 TRISO(ZrC) 코  공정 기술을 개발을 통하

여, 실제 핵연료의 TRISO 코 을 한 기  공정 기술을 확립하는 것을 본 연구 개발의 목표

로 한다. 한 증착된 ZrC 코 층의 기계  특성을 평가한다. 

    - TRISO 코 형 핵연료 입자의 역학 특성을 평가하고자 하며 특히 기계  역할을 담당하

는 탄화규소층의 괴강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탄화규소층 괴 기구  하나인 내부압력 증가

와 유사한 내부압력 인가법에 의한 코 층의 괴 강도를 측증하는 기법을 개발하고 검증하며 

한 실제와 유사한 탄화규소 코 층의 괴 강도평가  통계  해석을 시행한다.. 

   

나. 평가의 착안  (주요 상 결과물 포함)

     - ZrC & TRISO 코   공정 기술 확립 

     - ZrC 기계  특성 평가

     - 내부압력 인가에 의한 강도 평가기법 개발

     - 탄화 규소층의 강도 평가  통계  해석

     - 국내외 논문 투고  학술 발표

다. 당해연도 연구개발 내용

  - 화학증착 공정 변수에 따른 ZrC를 사용한 코  기  기술 개발

      ① 다른 기 (SiC/graphite)에서의 탄화지르코늄 증착여부

         -기 층인 SiC의 미세구조에 따른 탄화지르코늄 특성 변화 연구

      ② 증착온도 변화에 따른 탄화지르코늄 특성 변화 연구

         -증착온도 1200~1500℃ 범 에서 ZrC 특성 변화 확인 

  - ZrC 코 의 기계  특성의 문헌조사와 평가 결과

  - 내부압력 인가법에 의한 SiC 코 층의 괴 개발

  - 유한요소법 (FEM)을 이용한 내부압력 인가법에 용 가능한 실험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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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시편 (유리)를 이용하여 내부압력 인가법의 의한 강도평가식 검증

      ① 강도가 알려진 유리 시편을 내부압력인가법으로 강도평가

      ② 강도값  일치  Weibull계수 ~7정도로 합성 검증

  - SiC 코 층 모델 재료의 제작

  - 내부압력인가법에 의한 강도 측정 기법 개발  용

      ① 1200에서 증착한 경우 강도가 매우 낮으며 Weibull 계수도 4이하로 낮음

      ② 1400에서 증착한 경우 강도가 600MPa이상이며 Weibull계수도 7 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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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가.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구 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범 추진 내용

제 1차년도

(2007. 3~

2008. 2)

ZrC가 

interlayer인 

TRISO 코  

기 공정

기술개발

내부압력 

인가법에 의한 

탄화규소층의 

강도 평가

기 에 따른 ZrC layer 

증착 연구

 - 공정변수에 따른 증착물의 특

성 조사

다른 기  

(SiC/graphite)에서의 

탄화지르코늄 증착여부

- SiC/graphite기 에서의 ZrC증

착 확인

- SiC/graphite기 에서 다른 미

세구조를 가진 SiC를 사용하여 

탄화지르코늄의 증착, 특성 변

화 실험

ZrC 코 층의 특성 평가 

 문헌조사

- ZrC 물질의 문헌조사

- ZrC 코 층의 기계  특성 평

가

내부압력인가법 개발

- Bulget test기법의 이론식을 기

반으로 한 실험식

- 착층을 고려한 이론식의 개

선  괴기구 연구

내부압력 인가법에 의한 

강도평가식 검증

- 강도가 알려진 유리 시편을 내

부압력인가법으로 강도평가

- 강도값  일치  Weibull계수 

~7정도로 합성 검증

내부압력 인가법에 의한 

탄화규소층 특성평가

- 1200에서 증착한 경우 강도가 

매우 낮으며 Weibull 계수도 4

이하로 낮음

- 1400에서 증착한 경우 강도가 

600MPa이상이며 Weibull계수

도 7 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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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기 평가의 착안 에 따른 목표 달성도에 한 자체평가

- SiC/Graphite 기 에서의 ZrC 증착 확인  복합층 기  사용시 기 층의 표면 형상에 따른  

  향  특성 변화 확인.  

- 증착온도 변화에 따라 증착된 ZrC 의 우선배향성, 표면 조성, 기계  특성이 달라짐을       

  분석, 확인함.

- Zr 코 층의 기계  특성 평가 결과 문헌조사 값보다 경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탄성률은 낮  

 은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 단 증착온도 1500℃에서는 경도와 탄성율의 값이 모두 높게 나타  

 남을 확인.

- 코 의 괴강도를 측정하기 한 내부압력 인가 기법을 개발하고 해석  기법과 유한요소

법을 이용하여 정확도가 높은 강도식 도출

- 개발한 내부압력 인가법 괴 강도식을 이미 알려진 재료-유리를 이용하여 강도의 값  통

계  해석에 한 합성을 바탕으로 강도식을 검증함.

- TRISO코 층에 사용되는 탄화규소 코 층을 기 개발한 기법으로 강도평가하고 통계 으로 

분석하여 온증착소재와 고온증착소재의 차이를 비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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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재 고온 가스로인 HTGR(High Temperature Gas cooled Reator)에 SiC-TRISO 피복입

자 핵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탄화규소는 낮은 성자 흡수 단면 , 우수한 고체 핵분열 생성물

의 담지 능력, 뛰어난 조사 안정성, 높은 열 도도와 고온강도, 1900℃까지에서 열크립 안정성

등의 장 을 갖고 있으나 1700℃이상 고온에서의 열분해와 상변태에 의하여 구조 안정성에 

문제 이 발생하여 핵분열 생성물인 Cs의 고온 포획력이 떨어지고 Pd와 하면 Pd2Si가 형성

되어 부식되는 약 이 있다. 따라서 고온특성을 향상시키기 한 개량형 핵연료의 필요성에 따

라 SiC 신 ZrC를 체로 ZrC-TRISO가 개발되어야 한다. 하지만 graphite 에 ZrC를 증착 

하는것은 세계 으로도 어려운 기술이며 성공사례가 드물어 성공 인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지

만 추가 연구를 통하여 만족 할만한 성과를 얻을 때는 그 기 성과 활용 가치는 매우 크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화학증착법을 이용한 TRISO형 피복입자 핵연료 제조 기

 공정 기술은 고온가스로 사용에 있어서 꼭 필요한 핵심 요소 기술로 성공 인 과제 수행 

시 피복입자 핵연료 제조에 한 원천 기술 확보가 가능하며, 선진외국의 기술 도입 없이 자체 

기술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향후 실제 생산 기술 확보를 한 요한 거름이 될 것이다. 

한, 이러한 원천 공정 기술 확보를 통하여 모과제인 수소생산용 고온가스로 개발 연구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국내에 도입될 것이라 상되는 고온가스로형  

고온가스로형 원자력 발 에도 크게 기여하여 국내 원자력 기술 발 에 있어서도 요한 역할

을 할 것이다. 그리고, 피복입자 핵연료 제조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고온가스로형  고온가

스로형 원자력 발  기술 개발에 안정 으로 원료를 공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력 기술 향상

에 있어서도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화학증착법을 이용한 TRISO형 피복입자 핵연료 제조 공정 기술은 고온가스로 이용에 

있어서 요한 핵심 기술  하나이다. 본 연구 개발이 성공 으로 수행될 경우 재 외국의 

기술 수 에 뒤떨어져 있는 피복입자 핵연료 제조 공정 기술 개발을 한 기 를 다짐으로써 

실제 고온가스로가 사용되게 되었을 때, 코 된 핵연료의 수입 체 효과를 가져 오는 경제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즉, 국내기술만으로 피복입자 핵연료를 제조하여 고온가

스로용 핵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추가  비용 부담이 어들게 될 것이고, 피복입자 핵

연료 제조 산업을 발달시킴으로써 시장 형성  인력 양성에 의한 고용 증 , 그리고 경제  

산업의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고온가스로  고온가스로 기술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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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의 원자력 발  기술에 비해 친환경 인 기술이기 때문에, 환경오염 방지에 드는 막 한 

기술 비용도 일 수 있을 것이다. 추가 으로 이 게 발달된 국내의 원자력 기술을 기술 수

이 떨어지는 국외에 수출하여 수익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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