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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핵 제조기술개발과 련하여, UO2연료핵 입자를 제조하기 해 습식 화학공정에 한 공

정장치  공정조건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Broth 용액에 첨가되는 성분  조성 선정과 broth 

용액 제조, 진동노즐에 의한 동일한 크기의 구형 액  제조, 숙성, 세척, 건조, 하소 공정장치  제

조조건을 확립하 다. 피복기술 최 화  특성분석기술개발과 련하여서는, buffer층 증착 공정변

수 평가를 해 체유량에 따른 buffer층의 도, 증착속도, 미세구조 변화를 고찰하 으며 SiC층

의 공정변수로 증착온도와 체유량에 따른 SiC의 화학양론비, 기공도, 미세구조 변화 등을 주로 고

찰하 다. ZrC coating 기술개발에 있어서는 precursor 인 ZrCl4 분말을 특정온도와 압력에서 승화

시키는 장치를 자체 설계, 제작 하 으며, 승화온도에 따른 ZrC의 증착거동을 XRD 분석과 미세조

직변화로 분석하 다. 핵연료 성능분석기술 개발에서는, 피복입자핵연료 성능모델 개발을 목표로 문

헌수집 는 직  개발을 수행하여 피복입자핵연료의 노내거동 모델을 확립하 다. 한 기존 세계 

각국의 피복입자핵연료 성능분석 코드 황을 악하여 코드 개발 방향과 기능을 설정하 고 코드 

개발에 활용하 다. 조사시험  조사후시험 기 기술 개발과 련하여,  이  단계에서  수행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당해단계에는 피복입자 핵연료 조사장치의 개념설계와 온도 비평가, 피복입자 핵

연료  피복재료의 조사시험을 한 핵  비평가, TRISO 버퍼층 재료 조사시험 의 열 -기계

 건 성 비해석 등 수행하 다. 조사후시험 기 기술개발에서는 련기술 황과 국내의 능력이 

상세히 분석되었으며, 이를 통해 기술 확보를 한 국내 략이 도출되었다. 한,  피복입자핵연료 

QC 기술확립을 한 기반구축을 하여, 일본, 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 수행한 검사기 을 조

사․검토하여 향후 피복입자 핵연료 품질 리 기술확립을 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 으며, 검사

장비 운  차를 확립하여 검사 효율성을 제고하 다.

색  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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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  제 목

피복입자핵연료 기술개발

I I .  연구개 발 의  목   필요성

   원자력수소 생산을 한 고온가스로의 개발에 있어 이에 필요한 핵연료의 개발은 필수 이

다. 소  피복입자핵연료라고 일컬어지는 고온가스로용 핵연료는 재 국내에 국산화되어 있고 

개발경험이 있는 경수로용 혹은 수로용 핵연료와는 큰 차이가 있다. 그 특징으로는, 연료핵

인 약 500 ㎛ 크기의 구형 UO2 입자를 Pyrolytic carbon과 silicon carbide를 이용해서 3 으

로 외부 피복한 후 이들을 일정량 뭉쳐 한 성형, 가공공정을 통해 약 60 mm 크기의 구형

이나 원통형의 compact 형상인 집합체를 이룬다. 이러한 핵연료의 제조를 한 우라늄 연료핵

의 제조기술  연료핵 표면에 PyC  SiC 층을 피복하는 기술의 개발은 필수 이다. 한 이 

핵연료의 노내거동은 핵연료 안 성에도 많은 향을 미치므로 이를 분석하기 한 분석코드

의 개발이 무엇보다도 요하게 수행되어야 하며, 제조 공정개발의 확인이나 핵연료의 건 성

평가  성능해석코드 검증을 한 노내거동 연구를 하여 핵연료의 조사시험  조사후시험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 2 단계의 목표로, 이 핵연료에 련되는 핵심기술인 우라늄 연료핵 제조 

 피복기술의 최 화, 피복입자핵연료 특성분석기술의 개발, 피복입자핵연료 성능평가기술 개

발과 아울러 조사  조사후 시험기술의 확립을 한 기 기술 개발을 그 목 으로 한다. 이와 

함께, 제 4 세  원자력시스템 (Gen-IV) 의 하나인 GIF VHTR Fuel and Fuel Cycle 공동

연구에도 극 참여하여 이에 련되는 공동연구인 ZrC coating에 련되는  기 기술 개발 

수행도 목표 의 하나이다.

I I I .  연구개 발 의  내 용   범

연료핵 제조기술의 최 화와 련하여, UO2연료핵 입자 제조기술에 한 기술 분석을 수

행하여, 연료핵입자 제조에 한 자체 인 기술확보 가능성을 타진하 으며, 실제 열화우라늄 

원료물질을 이용하여 구형 UO2연료핵 입자 제조 간물질인 ADU gel 입자  UO3입자를 제

조하는 sol-gel공정에 한 제조변수  제조조건을 1차 으로 결정하 다. 실험실 규모의 UO2

연료핵 입자 제조장치가 자체 으로 개발되었으며, 여기서 제조된 ADU gel입자  UO3입자의 

구형도, 크기  물성 특성 등이 측정되었으며, 이 측정에 필요한 특성분석기술도 함께 개발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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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기술 최 화  특성분석기술개발과 련하여서는, ZrO2 모의미세구를 이용한 

TRISO 입자의 피복층 증착 공정변수 평가를 해 1 inch의 반응 을 이용하여 유동층 화학증

착 실험을 수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buffer층 증착 공정변수 평가를 해 체유량에 따른 

buffer층의 도, 증착속도, 미세구조 변화를 고찰하 으며 SiC층의 공정변수로 증착온도와 

체유량에 따른 SiC의 화학양론비, 기공도, 미세구조 변화 등을 주로 고찰하 다. 한 IPyC  

OPyC 등의 dense PyC층 증착을 한 공정변수를 평가하 다. 피복층 특성분석기술과 련하여 

당해단계에는 제조된 모의 피복입자핵연료를 이용하여, 피복입자 크기와 진원도, 각 피복층의 두께와 

도 그리고 PyC 층의 이방성을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하 다. 피복층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X-선 

래디오그래피(radiography) 기법을 이용하여 상차(phase contrast) 상으로 경계선이 강조된 

투과 상을 얻는 개선된 방법을 이용, 모의 피복입자연료에 한 상차 X-선 상을 획득하

고, 디지털 상처리 알고리듬을 개발하여 피복층의 두께를 자동으로 측정하 다. 

한편, advanced coated fuel 개발과 련한 ZrC coating 기술개발에 있어서는 precursor 

인 ZrCl4 분말을 특정온도와 압력에서 승화시키는 장치를 자체 설계, 제작 하 으며, 제작된 승

화장치(vaporizer)의 ZrCl4 승화온도에 따른 증착거동을 연구하기 하여 승화온도에 따른 ZrC

의 증착거동을 XRD 분석과 미세조직변화로 분석하 다. ZrC 증착실험은 graphite 기 을 사

용하여 증착반응온도는 1300~1600
o

C, 반응시간은 30~180 분, 반응기체는 수소, 아르곤  메탄

을 사용하 고, 각각의 실험변수에 따른 증착특성을 분석하 다. 

핵연료 성능분석기술 개발에서는, 피복입자핵연료 성능모델 개발을 목표로 문헌수집 

는 직  개발을 수행하여 피복입자핵연료의 노내거동 모델을 확립하 다. 한 기존 세계 각국

의 피복입자핵연료 성능분석 코드 황을 악하여 코드 개발 방향과 기능을 설정하 고 코드 

개발에 활용하 다. 

조사시험  조사후시험 기 기술 개발과 련하여,  이  단계에서  수행된 연구결과를 바

탕으로 당해단계에는 피복입자 핵연료 조사장치의 개념설계와 온도 비평가, 피복입자 핵연료 

 피복재료의 조사시험을 한 핵  비평가, TRISO 버퍼층 재료 조사시험 의 열 -기계

 건 성 비해석 등 수행하 다. 조사후시험 기 기술개발에서는 련기술 황과 국내의 능

력이 상세히 분석되었으며, 이를 통해 기술 확보를 한 국내 략이 도출되었다.

한,  피복입자핵연료 QC 기술확립을 한 기반구축을 하여, 일본, 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 수행한 검사기 을 조사․검토하여 향후 피복입자 핵연료 품질 리 기술확립을 

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 으며, 검사장비 운  차를 확립하여 검사 효율성을 제고하 다.

I V .  연구개 발  결 과

연료핵 제조기술개발과 련하여, UO2연료핵 입자를 제조하기 해 습식 화학공정에 

한 공정장치  공정조건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Broth 용액에 첨가되는 성분  조성 선

정과 broth 용액 제조, 진동노즐에 의한 동일한 크기의 구형 액  제조, 숙성, 세척, 건조, 하소 

공정장치  제조조건을 확립하 다. UN 용액에 THFA와 PVA 수용액  증류수를 사용하여 

제조한 broth 용액의 우라늄 농도는 0.5～0.8 M-U/l, 도는 30～80 cSt, 진동주기는 100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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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세기는 100～130 V로 변화시키며 직경 1 mm의 노즐을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한 결과 약 

1900 ㎛ 크기의 구형 액 이 생성되었으며, 이를 60～80℃의 온도에서 숙성시키면 약 1400 ㎛

로 수축되고, 상온 건조 는 550 mmHg의 진공 건조에 의해 약 900㎛로 되며, 600℃의 온도

에서 하소하여 약 800 ㎛의 UO3 미세구가 제조되었다. 한편, broth 용액의 우라늄 농도에 계

없이 기에 생성되는 액 의 크기는 동일하게 제조할 수 있었으나, 하소된 UO3 미세구의 크

기는 기 broth 용액의 농도에 따라 변화되었다. 동일한 크기의 UO3 미세구를 제조하기 해

서는 노즐의 직경과 broth 용액의 공 유량을 히 조 함으로써 원하는 크기의 구형 액

을 제조할 수 있었다.

피복기술 최 화  특성기술개발에서는, buffer층의 증착속도  도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변수는 C2H2 가스의 농도로서 C2H2 의 농도가 70%인 경우 1,900~2,500 sccm의 유량에

서 도가 1.0~1.1 g/cm3인 buffer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증착온도  가스유량 

변화에 따른 SiC 피복층의 특성분석 결과, 증착된 SiC 층은 모두 β상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증착온도가 증가할수록 증착률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1460°C와 1500°C에서 증착된 

SiC 층은 화학양론비가 잘 유지되었으나 1550℃에서 증착할 경우 free C이 존재하 다. IPyC 

 OPyC 층은 C2H2+C3H6의 농도가 30%이고 증착온도가 1300℃일 때 도가 1.9 ± 0.1 g/cm
3

로서 dense PyC의 특성요건에 잘 부합하 다. 한 학  이방성 (OPTAF)은 IPyC와 OPyC

가 각각 1.03과 1.04로서 dense PyC 층들이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 다. 피복층 

특성분석기술개발과 련하여, 피복입자의 직경과 진구도를 미경과 이미지 분석 로그램(image-pro 

plus)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직경과 진구도의 평균 값은 1,009.1㎛ and 1.04 이었고, 편차 값

은 20.3 and 0.019 이었다. 각 피복층의 두께는 미경과 이미지 분석 로그램으로 측정하

으며, buffer 층은 103.9㎛ 이었고, I-PyC는 43.8㎛,, SiC는 39.4㎛, O-PyC는 53.2㎛ 이었다.PyC

의 등방성은 매우 요한 인자 값으로 polarization microscope and PMT- photometry system 

으로 측정할 수 있다. 마이크로포커스 X-선 발생장치와 고해상도 X-선 검출기를 사용하여 X-

선 검사장치를 구성하고 피복층 사이의 경계선이 명확한 상차 X-선 래디오그래피 상을 성

공 으로 획득하여 피복층의 두께를 비 괴 으로 측정하 다. 비 괴 검사 결과를 괴 검사 

결과와 비교한 결과, 피복층 두께의 평균 편차는 3.2 μm를 나타냈으며, 평균 편차율은 5.7 % 

나타내어 비 괴 검사의 효용성을 확인하 다.

Advanced coated fuel 개발의 일환으로 수행된 ZrC coating기술 개발에 있어서는, ZrCl4 

분말을 특정온도와 압력에서 승화시키는 장치를 설계 제작하 으며, 일정한 증기압의 ZrCl4의 

정량화된 물질공 이 가능하게 되어 고온에서 화학양론 인 반응이 가능하 다. DTA-TG 분

석으로 ZrCl4 승화거동은 250
o

C에서 시작하여 300
o

C까지 진행되며, 280
o

C 이상의 승화온도에서 

ZrC 증착층이 분석되었으며 300oC에서는 양질의 증착층이 형성되었다. 승화온도를 300oC로 유

지하고, ZrCl4 원료의 양을 20g 장입하여 1시간동안 증착한 결과, 균질한 ZrC 증착층이 11.3um

의 두께로 증착되었으며, EDS 분석결과, 증착층 내부의 Zr과 C의 함량은 일정하게 유지됨을 

알 수 있었다. 증착온도에 따른 증착층 분석 결과, 1400oC와 1500oC에서 치 하고 균일한 ZrC 

증착층이 분석되었으며, 증착층의 두께는 평균 20um 이었다. 재의 연구결과는 증착층 형성

을 한 최 공정변수 확립을 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각각의 변수에 한 분석결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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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출발물질과 가스조성은 α = 5 , β = 0.8에서 승화온도 300
o

C, 증착온도 1400
o

C에서 60분동

안 증착하면 치 하고 균일한 ZrC 증착층을 형성하 다.

개발 인 피복입자핵연료 성능분석 코드 COPA(COated PArticle)는 MECH(입자응력해

석), FAIL( 손율분석), TEMTR(입자온도해석), TEMPEB(페블온도해석), TEMBL(블럭온도해

석), FPREL(핵분열생성물 이동 해석), MPRO(물성 DB), BURN(연소도 해석), ABAQ(크랙, 층

분리 분석)의 총 9개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에서 MECH, FAIL, TEMTR, TEMPEB, 

TEMBL은 개발이 완료되었고, MPRO, ABAQ는 재까지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여 일부 완성

하 고 개발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FPREL  BURN 모듈은 2007년 개발할 정이다.

조사시험기술개발에서는,  TRISO 버퍼층의 하나로 조사시험에 사용할 캡슐의 구조  건

성을 평가하기 해 조사시험용 캡슐의 열 -기계  특성을 분석하 다. 시험 시편의 최고 

온도는 약 353ºC로 계산되었는데, 이 온도는 조사시험용 연구로인 하나로의 실제 노심 온도에 

비해 매우 낮음이 확인되었다. 시편 용기의 최  응력은 475MPa로서 몰리 덴의 UTS보다 큰 

값을 보 다.

V .  연구개 발  결 과의  활 용 계 획

본 연구개발의 결과로, 연료핵의 제조 련 핵심기술인 습식방법을 이용한 연료핵 미세

구입자의 하소공정 조건이 확립되었으며, 첫 번째 소결에 의한 소결 미세구를 제조할 수 있다. 

ZrO2 모의 연료핵을 이용한 피복 공정변수 실험의 결과로부터 최 화된 조건의 피복공정 조건

이 확립되었고, 평기 을 이용한 ZrC 피복 기 실험으로부터 ZrCl4의 승화조건, ZrC 피복조건

이 도출되었다. 한, 성능분석코드의 개발로 국내 고유의 피복입자핵연료 성능분석코드를 일

부 확보하 으며, 이를 활용한 국제공동연구에서의 benchmark 계산  비교에도 참여가 가능

하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개발 인 피복입자핵연료 련기술에서 핵연료의 검증을 

하여 매우 요한 조사시험  조사후시험 련 기술개발을 새로이 착수하여 이에 한 기

술  타당성  향후 확보해야 할 여러 기술을 도출한 바 있으며, 보다 장기 으로 용량의 

핵연료 제조능력이 확보되어 제조되는 피복입자핵연료의 품질검사 기술개발 략을 도출하기 

하여 이와 련된 품질기 에 한 기술 황을 조사, 검토분석 하 다.

연료핵 제조기술과 련하여서는 향후 얻어진 결과를 토 로 보다 조속한 시간내에 소결

공정을 확립할 것으로 기 할 수 있으며, 피복공정 개발에 있어서는 확립된 피복조건을 활용하

여 차기단계에서는 실지로 우라늄 연료핵을 이용한 피복기술의 최 화 실험을 수행할 계획이

다. 재 개발 인 핵연료 성능분석 코드인 COPA code는 다음 단계에서 완성되어질 계획으

로 있으며, 이 완성된 코드는 국제공동연구 benchmark 계산에 보다 범 하게 참여하게 되

고, 한 이를 통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나아가 더욱 개선된 code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번 단계에서 착수된 조사시험  조사후시험 련 기술개발은 차기단계에서 보다 본격

으로 수행될 계획으로 있으며, 타당성조사와 비분석을 통한 기술확립 요건의 도출은 향후 

기술개발의 토 가 될 것으로 믿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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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  Title : 

    Development of Coated Particle Fuel Technology

I I .  O b jectives

    It is essential to develop the coated particle fuel technology in the development of 

HTGR technology for nuclear hydrogen production. Coated particle fuel for HTGRs consists 

of a kernel of uranium compound with a diameter of about 500μm in the center with 

coating layers of buffer pyrolytic carbon, inner pyrolytic carbon, silicon carbide and outer 

pyrolytic carbon at the surface of the kernel, which is largely different from those of other 

water-cooled reactors. In the coated particle fuel technology, it is inevitable to develop the 

kernel fabrication technology and coating technology for pyrolytic carbon layers with 

different densities and thicknesses. It is also necessary to develop the technologies for the 

analysis of fuel in-pile behavior together with an establishment of a model for fuel in pile 

behavior and irradiation test and post irradiation examination(PIE) in order to confirm the 

fuel fabrication technology development and to observe changes in material properties and 

fuel behavior during irradiation.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n its second phase includes the optimization of the kernel 

preparation and coating technologies and the development of their respective 

characterization technologies, development of an analytical code to predict the fuel in-pile 

behavior and technology development of fuel performance evaluation. Technology 

development of fuel irradiation test and PIE to support the fuel fabrication technology and 

fuel analytical code developments is also included as well as the ZrC coating technology 

development with the participation to the GIF VHTR fuel and fuel cycle collaboration 

project.

I I I .  Work  S cope

    With the above-mentioned objectives, the following are the work scope of the study in 

the second phase.

    1. Optimization of the kernel fabrication and coating technology and their respective 

characterization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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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ametric experiment and study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optimum conditions for 

broth solution preparation, vibration nozzle, solution chemistries for gelation column, 

aging and washing solutions to obtain the optimum ADU micro-spheres.

    - Study of drying and calcination behaviors of ADU micro-spheres

    - development of characterization techniques including TG/DTA, FT-IR and PSA

    - evaluation experiment of coating temperature and total flow rate of coating gas for 

process parameter study in the PyC and SiC coating using 1" coating tube and ZrO2 

beads with a diameter of 500μm as a surrogate kernel material.

    - investigation of variation of sorichiometry, density and microstructure of coating 

layers from the parametric experiment

    - development of characterization techniques including sphericity, anisotropy, thickness 

and density, thickness by X-ray radiography

    2. Advanced coated fuel

    - equipment development of ZrCl4 vaporization

    - experimental study of ZrO2 coating behavior with ZrCl4 vaporization temperature 

    - experimental study of coating behavior with coating temperature and time using 

plate-typ graphite substrate

    3. Fuel performance evaluation technology

    - development of fuel in-pile performance model

    - fuel analytical code development : sub-codes COPA-MEC, - FAIL and TEMTR

    4. Fuel qualification

    - pre-conceptual study of HANARO irradiation capsule

    - preliminary analysis of temperature and nuclear design

    - analysis of capsule thermo-mechanical behavior

    - analysis of status of the art in coated particle fuel PIE technology

    5. QC technology basis establishment 

    - analysis and review of existing QC standard in experienced countries

    - identification of QC items for further study

    - preparation of draft procedures for established QC techniques

I V .  R es ults

    The process operating conditions of the UO2 kernel preparation by sol-gel wet 

chemical processes have been studied with the equipment designed and installed in the 

laboratory. The chemical additives to uranyl nitrate solution and the composition of the 

broth were evaluated and also preparation of the broth, formation of droplets with uniform 

size by a vibrating nozzle, and the aging, washing, drying, and calcining processe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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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ed. The broth was prepared by mixing of an uranyl nitrate with THFA, PVA, and 

water. The uranium concentration of the broth so prepared was 0.5～0.8 M-U/l and its 

viscosity was 30～80 cSt. 

    The droplets of the broth were formed in air by a vibrating nozzle with a frequency 

of 100 Hz at the amplitude of 100～130 V. The diameter of the droplet was about 1900 ㎛ 

from the experiment by using a nozzle diameter of 1 mm. The diameter of the aged 

microsphere was about 1400 ㎛ after aging at 60～80℃, and the dried microsphere with the 

diameter of about 900 ㎛ was obtained after drying in air at room temperature or in partial 

vacuum condition. The diameter of the calcined UO3 microsphere after calcination at 600℃ 

appeared about 800 ㎛. Although the droplets of the same sizes were formed, the calcined 

microspheres of different sizes were obtained in the case of the broths with different 

uranium concentrations. The droplets of the desired diameters could be obtained by 

changing the nozzle diameter and the broth flow rate.

    In the coating experiments, the concentration of C2H2 gas wa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to affect the deposition rate and the density of the buffer layer. When the 

concentration of the coating gas was 70%, the buffer density was in the region of 1.0～1.1 

g/cm3 at the gas flow rate of 1900～2500 sccm. Effects of the deposition temperature and 

the gas flow rate on the properties of SiC layer were investigated in the TRISO-coated 

particles. Deposition rate of the SiC layer decreased as the deposition temperature increased 

in the temperature range of 1460°–1550°C. At the deposition temperature of 1550°C the 

SiC layer contained an excess carbon, whereas the SiC layers had stoichiometric 

compositions at 1460° and 1500°C. Hardness and elastic modulus measured by a 

nano-indentation method were the highest in the SiC layer deposited at 1500°C. The SiC 

layer deposited at the gas flow rate of 4000 sccm exhibited a high porosity and contained 

large pores more than 1 mm, due to a violent spouting of particles, while the SiC layer 

deposited at 2500 sccm revealed the lowest porosity.

    Dense PyC layers were coated at 1300℃ with the coating gas concentration of 30%, 

which resulted in IPyC and OPyC layers with densities of 1.9±0.1 g/cm
3

. The optical 

anisotropy factors (OPTAF) of IPyC and OPyC layers were 1.03 and 1.04, respectively, 

well within the required value. The nozzle clogging was caused by a generation of excess 

carbon soots during PyC deposition steps or particle sticking on the cone wall during SiC 

deposition step. The TRISO coating steps could be completed with minimizing the nozzle 

clogging by controlling the nozzle cooling and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of nozzle.

    The diameter and the sphericity of the coated particles were measured by using of the 

microscope and the phase analysis program(image-pro plus). The average values of the 

diameter and the sphericity are, respectively, 1009.1㎛ and 1.04 and their standard 

deviations are 20.3 and 0.019, respectively. The thicknesses of each coating layer were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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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d by the microscope and the phase analysis program. The thicknesses of buffer, 

I-PyC, SiC and O-PyC layers were 103.9㎛, 43.8㎛, 39.4㎛ and 53.2㎛, respectively. The 

densities of the PyC and SiC layers could be measured by not only the density gradient 

techniques but also the nano-indentation method. But, the density of the buffer layer could 

not be measured by these techniques and so the densities of the buffer layers were 

measured by volume․weight measurement method. In the case of PyC layer, the optical 

anisotropy factor(OPTAF) is very important parameter and evaluated by the devices such 

as the polarization microscope and PMT-photometry system.

    The coating thickness of simulated TRISO-coated fuel particle was nondestructively 

measured by X-ray inspection system composed of micro-focus X-ray generator and 

X-ray detector with high resolution. The validity of the suggested method was verified by 

an average difference of 3.2 μm and an average difference rate of 5.7 % compared with the 

destructive measurement.

    In the ZrC coating technology development, vaporization behavior of ZrCl4 was 

investigated between 250 and 300℃ with the vaporizer designed and installed in the 

laboratory. ZrCl4 vaporized at 300℃ gave the high quality ZrC layer. In the coating 

temperature experiment, ZrC coating layers deposited between 1400 and 1500℃ gave dense 

and homogeneous layers with a thickness of 20μm in average. the current optimum 

conditions for ZrC coating observed were; α=5, β=0.8, 300℃ for the vaporizing temperature 

and coating temperature at 1400℃ for 60 min.

    In the fuel analysid code development, among a total of 9 module of COPA sub-codes 

currently being developed(COPA-MECH, -FAIL, -TEMTR, TEMBL, -TEMPEB, -FPRELl, 

-MPRO, -BURN, -ABAQ), COPA-MECH, -FAIL, -TEMTR, TEMBL, and -TEMPEB 

were completed for the development and being used for the benchmark calculations.

    For the irradiation test and PIE technology development, a pre-conceptual study of 

HANARO irradiation capsule and preliminary analysis of temperature and nuclear design 

have performed. Also, an analysis and evaluation of capsule thermo-mechanical behavior 

for the buffer irradiation test was carried out to give the maximum temperature of the 

specimen 353℃, which was turned out to be lower than the HANARO core temperature. 

The maximum stress of the specimen container showed 475 MPa, which was higher than 

the UTS of Mo. For the PIE technology of coated Prticle fuel, analysis of status of the art 

in coated particle fuel PIE technology was carried out and a strategy for the technology 

establishment was identified for further development.

V .  Future Plan

   From this study, uranium kernel fabrication technology using a wet chemical so-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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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a key technology in the coated particle fuel area, is established up to the 

calcination step and the first sintering of UO2 kernel was attempted. Experiments on the 

parametric study of the coating process using the surrogate ZrO2 kernel give the optimum 

conditions for the PyC and SiC coating layer and ZrC coating conditions were obtained for 

the vaporization of the ZrCl4 precursor and coating condition from ZrC coating experiments 

using plate-type graphite substrate. In addition, by development of fuel performance 

analysis code a part of the code system is completed which enables the participation to the 

benchmark calculation and comparison in the IAEA collaborated research program. The 

technologies for irradiation and post irradiation examination, which are important in 

developing the HTGR fuel technology of its first kind in Korea was started to develop and, 

through a feasibility study and preliminary analysis, the technologies required to be 

developed are identified for further development as well as the QC-related basic 

technologies are reviewed, analyzed and identified for the own technology development.

   In the next phase, developemt of kernel fabrication technology can be enhanced for the 

remaining sintering technology and completed based on the technologies developed in this 

phase. In the coating technology, the optimum conditions obtained using a surrogate ZrO2 

kernel material can be applied for the uranium kernel coating process development. Also, 

after completion of the code development in the next phase, more extended participation to 

th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for benchmark calculation can be anticipated which will 

enable an improvement of the whole code system. Technology development started in this 

phase will be more extended and further focused on the detailed technology development to 

be required for the related technology establ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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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연구개 발 의  목 표

1 .  최 종 목 표

피복입자핵연료 핵심기술 확보

2 .  단 계 목 표

 - 피복입자핵연료 제조기술 최 화

 - 피복입자핵연료 성능분석 코드 확보

 - 피복입자핵연료 시편 하나로 조사시험기술 확립

제  2   연구개 발 의  필요성

1 .  기술  측 면

  핵연료 미세구제조  피복기술은 수소 생산로 실 을 한 요소기술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핵연

료 성능분석 코드는 핵연료 연소시 종합 인 노내거동의 측에 필수 이며, 이들은 국내 개발경험의 

무로 그 개발이 필수 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발되는 피복입자핵연료 성능입증  노내거동, 재료특성의 

변화 등의 자료확보를 하여 향후 하나로에 노내시험을 수행하고 조사후시험을 수행하기 하여서는 하

나로에 합한 조사장치, 조사시험기술  조사후시험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2 .  경 제 , 산 업  측 면

  량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의 확보와 이에 필요한 요소기술인 핵연료기술의 확보

는 국제 으로 기술  종속 극복과 안정 인 에 지 자원 확보를 동시 실 시킬 수 있는 기술

로, 국제 으로 기술 우  확보에 따른 경쟁력 향상은 소재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국산화와 수

출에 크게 기여하여, 국가산업 발 에도 기여할 수 있다.

3 .  사 회 , 문 화  측 면

  TRISO 피복입자핵연료는 그 심에 있는 연료입자 자체가 3 으로 피복된 Ceramic입자를 

핵연료로 사용함으로써, 정상상태에서의 핵분열생성물을 자체 으로 폐할 수 있는 능력을 갖

추고 있으며, 사고시에도 핵연료온도를 핵연료 손온도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피동능력을 확

보함으로써, 원자력에 한 불신과 사회․문화 으로 부정 인 이미지를 해소시킬 수 있는 원

자력 안 성과 련된 고도의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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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연구개 발 의  범

1 .  피 복 입 자 핵 연료  제 조 기술 최 화   특 성 분 석  기술개 발

  가. 구형 UO3입자  UO2 연료핵 제조변수, 조건설정

  본 연구에서는 고온가스로 핵연료 물질인 TRISO피복입자 제조시 core물질인 구형 UO2연료

핵입자 제조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연료핵 입자 제조는 sol-gel공정  외부겔화법을 응

용한 gel supported precipitation방법을 사용하 으며, 제조된 구형 ADU gel, UO3  UO2입자

의 분말 특성이 해석되었으며, 동일크기의 구형액  제조  gelation특성에 향을 주는 반응

메커니즘의 악과 제조된 ADU gel입자의 숙성, 세척 건조공정  열처리과정에 한 최 화

를 통해 각 단 공정의 운 에 향을  수 있는 실험변수들에 한 제조조건을 비 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

  나. 피복기술 최 화  특성분석기술개발

  피복기술 최 화  특성분석기술개발과 련하여서는, ZrO2 모의미세구를 이용한 TRISO 

입자의 피복층 증착 공정변수 평가를 해 1 inch의 반응 을 이용하여 유동층 화학증착 실험

을 수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buffer층 증착 공정변수 평가를 해 체유량에 따른 buffer층

의 도, 증착속도, 미세구조 변화를 고찰하 으며 SiC층의 공정변수로 증착온도와 체유량에 

따른 SiC의 화학양론비, 기공도, 미세구조 변화 등을 주로 고찰하 다. 한 IPyC  OPyC 등

의 dense PyC층 증착을 한 공정변수를 평가하 다. 피복층 특성분석기술과 련하여 당해단계에

는 제조된 모의 피복입자핵연료를 이용하여, 피복입자 크기와 진원도, 각 피복층의 두께와 도 그리고 

PyC 층의 이방성을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하 다. 피복층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X-선 래디오그

래피(radiography) 기법을 이용하여 상차(phase contrast) 상으로 경계선이 강조된 투과 

상을 얻는 개선된 방법을 이용, 모의 피복입자연료에 한 상차 X-선 상을 획득하고, 디지

털 상처리 알고리듬을 개발하여 피복층의 두께를 자동으로 측정하 다.

2 .  핵 연료  q ualification

  조사시험  조사후시험 기 기술 개발과 련하여,  이  단계에서  수행된 연구결과를 바탕으

로 당해단계에는 피복입자 핵연료 조사장치의 개념설계와 온도 비평가, 피복입자 핵연료  

피복재료의 조사시험을 한 핵  비평가, TRISO 버퍼층 재료 조사시험 의 열 -기계  

건 성 비해석 등 수행하 다. 조사후시험 기 기술개발에서는 련기술 황과 국내의 능력

이 상세히 분석되었으며, 이를 통해 기술 확보를 한 국내 략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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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A dvanced coated fuel 개 발

  ZrC coating 기술개발에 있어서는 precursor 인 ZrCl4 분말을 특정온도와 압력에서 승화시키

는 장치를 자체 설계, 제작 하 으며, 제작된 승화장치(vaporizer)의 ZrCl4 승화온도에 따른 증

착거동을 연구하기 하여 승화온도에 따른 ZrC의 증착거동을 XRD 분석과 미세조직변화로 

분석하 다. ZrC 증착실험은 graphite 기 을 사용하여 증착반응온도는 1300~1600
o

C, 반응시간

은 30~180 분, 반응기체는 수소, 아르곤  메탄을 사용하 고, 각각의 실험변수에 따른 증착특

성을 분석하 다.

4 .  피 복 입 자핵 연료  성 능 기술개 발

  핵연료 성능분석기술 개발에서는, 피복입자핵연료 성능모델 개발을 목표로 문헌수집 는 직

 개발을 수행하여 피복입자핵연료의 노내거동 모델을 확립하 다. 한 기존 세계 각국의 피

복입자핵연료 성능분석 코드 황을 악하여 코드 개발 방향과 기능을 설정하 고 코드 개발

에 활용하 다. 

5 .  피 복 입 자핵 연료  Q C 기술확 립 을  한 기반 구축

  일본, 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 수행한 검사기 을 조사․검토하여 향후 피복입자 핵연료 

품질 리 기술확립을 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 으며, 검사장비 운  차를 확립하여 검사 

효율성을 제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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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국내 기술개 발  황

  고온가스로에 한 국내에서의 연구는 2000년  에 시작되어 활발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

다. 이와 련하여 고온가스로 핵연료제조 기술에 한 연구도 동시에 시작되어 TRISO입자 

제조에 한 기술 분석을 기 로, UO2 연료핵 입자 제조분야, 피복공정에 한 연구, 핵연료 

성 능 해석을 모델개발  GEN IV공동연구를 통한 조사시험분야, 피복입자에 한 열 , 기계

 성능 data base 구축 등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2.1-1]. 

  국내에서의 TRISO입자 core물질인 UO2연료핵 입자 제조에 한 연구는 연구 기에 선진국

에서 발표된 각종 기술 자료와 논문 등 각종 문헌을 수집, 분석하여 국내실정에 맞는 연구 토

를 마련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TRISO입자 core물질인 UO2 연료핵 입자 제조에 한 

연구는  재 broth 용액을 제조하기 한 우라늄화합물의 용해공정, 제조된 UN용액의 처리 

공정  broth용액 제조  진동 노즐제작  ADU gelation, 숙성, 세척, 건조  후속 열처리 

공정에 한 기 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피복기술과 련하여서는, 한국원자력연구소  학계를 심으로 평 형 기 에 해 PyC 

 SiC의 화학증착 공정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유동층 화학증착법을 이용한 TRISO 입자의 

코 층 제조는 원자력연구소에서 처음 수행되었으며 재 ZrO2 모의입자를 이용하여 약 14g의 

batch를 기 으로 연속 증착공정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핵연료성능분석코드는 재 국내 독자기술로 고유코드인 COPA(COated Particle Analysis) 

code를 개발 에 있으며, 7개의 module  4개의 module이 완성되었고, 이를 IAEA CRP 공

동연구의 일환으로 benchmark 계산에 참여하여 좋은 결과로 검증 된 바 있다.

  피복입자핵연료는 조사시험  조사후시험 기술이 까다론 면이 많으며, 이를 하여 국내에

서는 2005년도부터 기술 황분석  타당성조사를 수행하 으며, 하나로 조사시험을 한 비

분석이 수행되고 있다.

  그 밖에, 개선된 특성을 지니는 ZrC coating 기술과 핵연료 제조공정에서의  QC 기술확립을 

한 기반구축을 하여, 일본, 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 수행한 검사기 을 조사․검토하

여 향후 피복입자 핵연료 품질 리 기술확립을 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 으며, 검사장비 운

 차를 확립하여 검사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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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국외 기술개 발  황

1 .  피 복 입 자 핵 연료  제 조  공 정 기술 황

  가. 연료 형태

  고온가스로(HTGR; High Temperature Gas Cooled Reactor)에 사용되는 연료 요소는 그림 

2-1과 같이 구상(ball 혹은 pebble) 핵연료, multi-hole-block 핵연료  pin-in-block 핵연료의 

3 형태가 있다[2.2-1]. 

  구상 핵연료의 구조는 직경이 60 mm로 흑연 matrix내 직경 50 mm의 부분에 피복입자를 

분산시킨 것이다. Multi-hole-block 핵연료는 육각주 흑연블럭의 축 방향으로 뚫린 구멍에 직

경 12.5 mm, 길이 50 mm의 핵연료 펠렛을 삽입시키는 것이며, pin-in-block 핵연료는 육각주 

흑연블럭에 외경 26 mm, 내경 10 mm, 길이 39 mm의 핵연료 compact (annular type)가 들어 

있는 흑연 (graphite sleeve)을 삽입하는 구조이다. 이 두 핵연료의 차이는 multi-hole-block 

핵연료에서는 1 블럭당 132 개의 핵연료 펠렛 구멍과 66 개의 냉각가스 구멍이 별도로 있는 

반면에 pin-in-block 핵연료에서는 흑연블럭에 31 개 는 33 개의 흑연 용 구멍이 있으며 냉

각가스가 삽입된 핵연료 과 구멍 사이를 흐르도록 되어 있다. 한 제조공정에 있어서도 그림 

2와 같이 차이가 있다. 

  나. 고온가스로 핵연료의 제조공정

  고온가스로 핵연료의 제조공정은 그림 2-2의 제조 공정흐름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compact 형태 연료와 ball 형태 연료로 나 며, 연료체의 경우 (1) 연료핵 제조공정, (2) 피복공

정, (3) 핵연료 compact가공 공정  (4) 연료체 가공 공정으로 나  수 있다. 연료체 가공 공

정은 흑연 block  sleeve의 가공, 그리고 연료체의 조립으로 되어 있다[2.2-1,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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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피복입자 핵연료 요소의 종류

(a) ball 형태  (b) multi-hole block 형태  (c) pin-in block 형태

    (1) 연료핵(kernel) 제조공정

  연료핵으로는 우라늄(U), 토륨(Th), 는 루토늄(Pu)의 이산화물 는 탄화물이 사용된다. 

연료핵의 제조방법에는 건식법과 습식법이 있으며, 일반 으로 습식법이 건식법에 비해 높은 

생산성, 좋은 구형모양, 균일한 입자크기  화학  조성을 갖는 핵을 제조할 수 있어 최근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2.2-1~3]

  습식법은 소  말하는 졸-겔법(sol-gel process)으로, 유기용매로 denitriding하여 겔화하는 졸-

겔법과 암모니아로 겔화하는 겔침 법의 2 종류가 있다. 졸-겔법은 1960년  에 미국에서 고

도 ThO2 핵연료를 제조하기 해 개발된 방법이다.[2.2-4] 겔침 법은 암모니아로 겔화시키는 

방법으로 외부겔화법(external gelation)과 내부겔화법(internal gelation)이 있다.[2.2-5] 외부겔화

법은 출발용액으로는 UO2(NO3)2, Methocel 90HG(cellulose유도체), 4-HF(Tetra- hydrofurfuryl 

alcohol)와 HNO3 등을 사용한다. 내부겔화법도 외부겔화법과 마찬가지로 암모니아로 uranyl 

nitrate을 겔화시키나, 이 방법은 다음 식과 같이 용액방울에 이미 첨가되어 있는 

Hexamethylentetramine(HMTA)의 가수분해로 생기는 암모니아가 겔화를 진행시킨다.

(CH 2 ) 6N 4＋10H 2O→4NH 4OH＋6H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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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물 우라늄 용액

입자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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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고온가스로 핵연료 제조 공정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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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의 표 인 것은 H-process로 uranyl nitrate에 HMTA와 함께 요소

(urea)를 첨가하여 UO2
+2

 이온을 착이온화하여 안정화시킨 다음, 이 용액방울을 

약 90℃로 가열된 parafin oil 에 떨어뜨리면 겔화가 진행된다.[2.2-6]

  미국 General Atomics사의 연료핵 제조 경우를 실례로 들면, Gel supported 

precipitate (GSP)방법이 UCO 연료핵 제조를 위해 이용되었다. 이 방법은 액적

의 점도를 조절하기 위해 polymer가 사용된다. 사용되는 polymer는 또한 탄소

열 환원반응시 UO3를 UO2로 환원하는 환원제 역할도 하며 동시에 ammonia와

의 반응으로 pH가 변함으로써 polymer 매질 내에 침적(precipitation)되게 된다. 

이들 연료핵 제조의 기본공정은 다음과 같다.

    (가) Broth preparation

  UCO 제조를 위한 첫 단계로 UO3를 질산에 용해시켜 uranyl nitrate(UNH) 용

액을 만든다. UO3는 다른 우라늄 산화물과는 달리 질산에 잘 용해되고, 부산물

을 발생하지 않아 많이 이용된다.

UO 3 ＋ 2HNO 3 ＋ 5H 2O → UO 2(NO 3 ) 2⋅6H 2O

이때 Uranium-to-nitrates의 몰비가 1/1.8이 되도록 조정하여 acid deficient 용액

을 만들어야 한다. 이 UNH에 다시 tetrahydrofuryfuryl alcohol (THFA, 

C4H7O-CH2OH)를 넣고 혼합한 후, 다시 polyvinyl alcohol (PVA)이 물에 분산된 

수용액에 넣어 broth를 제조한다. 여기서 THFA는 broth의 구형화를 진시켜 

주고, 성학  거동이 안정되게 해주는 첨가제이며, PVA는 broth의 도를 조

해 주는 첨가제로 구형의 액 이 생기도록 해 주며, 형성된 기의 겔 미세구

가 안정되게 해 다.

    (나) Drop formation

  Broth를 drop generator(vibrator)에 넣어 액적의 미세구(microsphere)를 제

조한다. 이렇게 제조된 액적은 drop-forming column를 통과하는 동안 원형으로 

되며 NH3가스 분위기를 통과하면서 부분적으로 겔화된 상태에서 NH3용액에 떨

어져 완전히 겔화되어 용기의 하부에 모이게 된다. 암모니아 가스층을 통과하는 

동안 액적의 표면은 암모니아 가스에 노출되어 ammonium nitrate (NH4NO3)염

을 생성하므로써 broth의 PVA가 precipitation되도록 한다.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응은 액적 내부로 진행되어 완전한 겔 입자를 형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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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Washing

  제조된 겔 미세구는 water column에서 탈이온수로 세척하는데 과잉의 암모니

아, THFA, nitrates를 세척하게 된다. 그리고는 다시 IPA wash column에서 

isopropyl alcohol로 세척한 후 건조기로 옮겨지게 된다.

    (라) Drying and Calcining

  세척한 미세 겔구는 잔류하는 물과 알콜을 제거하기 위해 건조기에 넣고 뜨거

운 불활성(N2)가스를 불어 주어 건조시킨다. 이 과정 동안에 겔 미소구의 체적이 

약 40%가 줄어든다. 이렇게 건조한 건조 겔은 PVA 매질에 Ammonium 

Diuranate (ADU)결정이 분산된 것으로 PVA의 열분해 제거를 위해, 또 UO3의 

UO2 환원을 위해 약 700℃에서 열처리한다.

(UO 3⋅xNH 3⋅yH 2O ＋ PVA) → UO 3 ＋ rC ＋ NH 3 ＋ H 2O

이 때 열분해는 2단계로 일어나는데, 첫 단계에서는 탈수와 휘발성물질의 열분

해, 두 번째 단계에서는 carbon과 휘발성 hydrocarbon의 열분해이다. 따라서 화

학 으로 결합된 물과 암모니아가 빠져 나가고 CO방출에 따라 UO3가 UO2로 환

원된다.

    (마) Sintering

  고밀도의 UCO 연료핵을 얻기 위해서는 UO2와 C로 된 calcined 미세구를 2상

의 UO2와 UC2 혼합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소결과정은 크게 2단계로 진

행된다. 첫 번째로 불활성 분위기중 1000～1600℃에서 UO2를 환원시키고,

UO 2 ＋ 0.6C → 0.8UO 2 ＋ 0.2UC ＋ 0.4CO

그 다음 단계로 CO분 기 1800℃에서 UCxOy를 UC2로 환시키는 것이다.

UC ＋ 
1
2
CO → 

1
4
UO 2 ＋ 

3
4
UC 2

따라서, 체 소결반응은 다음과 같이 된다.

         0.8UO 2 ＋ 0.2UC ＋ 0.1CO → 0.85UO 2 ＋ 0.15UC 2

    (바) Tabling

  연료핵의 형태가 원형인 것과 아닌 것을 분리하기 위해서 약간 기울어진 table

에 진동을 가해 원형의 연료핵은 table 아래쪽으로, 원형이 아닌 것은 옆으로 분

리, 선별되게 하여 최종적으로 완성된 연료핵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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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복층 제조공정

  연료핵에의 피복은 유동상(fluidized bed)이라 불리는 증착로에서 화학증착

(chemical vapor deposition, CVD) 방법으로 행해진다. 유동상의 원리는 나팔상

의 흑연반응 에 연료핵 혹은 피복도 의 입자를 장입하여 고온으로 가열된 반

응 의 하부 nozzle로부터 입자유동 가스(Ar)  분해가스(아세틸 , 로필 , 

methyltrichlorosilane＋수소 등)를 함께 불어넣어 분해가스를 열분해시켜 분리된 

탄소, 실리콘 원자를 유동하고 있는 연료핵 표면에 증착시키는 것이다.[2.2-7~9] 

이때 생성되는 피복층의 구조 즉, 도, 결정입자의 배향 등은 원료가스의 종류

와 분압, 유동층의 온도, 연료핵의 양과 크기 등에 향을 받는다. 피복공정에 

한 차는 다음과 같다.

    (가) Buffer 피복층

  버퍼층은 앞서 말한 것 같이 CVD 방법으로 1435～1565℃에서 아세틸 의 열

분해로 코 된다. 열분해시의 조건은 코 반응 부 의 온도에도 향을 미친다. 

아르곤 가스는 코 과정  carrier gas이며 질소는 탄화물 연료핵과 반응하여 질

화물을 형성하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여기서 버퍼층의 기공율과 두께는 요한 

코 층 특성으로서 기공율은 반응온도, 코 속도, 반응 표면 , 입자크기, 가스 

유속과 조성 등에 의해 조 된다.

    (나) IPyC 피복층

  고 도, 등축정의 PyC층이 버퍼층 에 코 된다. 이 층은 고 도층이어서 다

음 공정인 SiC 코 에서 연료핵이 HCl에 부식당하는 것을 방지해 다. 통상 

1280℃에서 로필 의 열분해로 코 하나 아세틸 과 로필  혼합가스를 사

용하기도 한다. 피복층의 이방성  진원도는 코 속도와 온도에 의해 향을 받

으며, 최 의 등방성 조직은 코 속도가 빠를 때,  반응온도가 높을 때 얻어진

다. 고 도를 원할 경우는 반응온도를 낮추면 되는데 이때는 이방성조직이 얻어

진다.

    (다) SiC 피복층

  핵분열 생성물질의 확산 차폐막인 SiC 피복층은 연소동안 발생되는 핵분열 생

성물질들에 의한 내부압력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지녀야 한다. SiC 피복

층에 있어 리해야 할 요한 특성은 두께, 강도, 도, 결정립 크기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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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entation), 결정상(Crystal phase)  표면형상 등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특성

들을 고려할 때, 알려진 최 의 공정조건으로는 1572℃의 반응온도에서 비교  

느린 코 속도로(<0.4 ㎛/min)로 피복하는 것이다.

    (라) OPyC 피복층

  OPyC 피복층은 외부로 부터 SiC층을 보호하고, 동시에 핵분열 생성물질의 확

산을 방지한다. 이 피복층의 가장 요한 특성은 결정학  등방성으로 완 한 등

방성이라야 SiC 피복층에 균일한 압축력을 가할 수 있다. 이 층은 한 연소 에 

구조  건 성을 유지해야 하며 기공율도 낮아야 한다. 통상 아세틸 과 로필

 혼합가스로 코 하며 이는 코 시 발열  흡열반응을 히 조 하여 코

온도의 변화를 작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compact 연료  pebble 연료 제조공정

  일본의 High Temperature Engineering Test Reactor (HTTR)  미국의 

Modular High Temperature Gas Cooled Reactor (MHTGR)용 compact 연료와 

독일의 HTGR용 pebble 연료의 제조방법은 같은 도 있으나 기본 으로 많이 

다르다.[2.2-10] HTTR 핵연료 compact 제조의 경우는, 처음에 천연 흑연분말

(80%)과 인조 흑연분말(20%)에 흑연분말 량의 20%의 페놀수지 binder를 가하

고, 잘 혼합 건조시킨 후, 이 건조된 분말을 미분쇄하여 흑연 matrix 분말을 만

든다. 그 다음은 회  drum에 피복입자를 넣고 이 흑연 matrix 분말을 가하면서 

알콜을 뿜어주어 표면에 약 200 ㎛의 두께로 흑연 matrix층을 부착시킨다

(overcoat 입자). Overcoat의 목 은 압분할 때 피복입자끼리 부딪쳐 손되는 것

을 방지할 목 과 핵연료 에 피복입자를 균일하게 분산시키기 해서이다. 

Overcoat 입자는 형다이스로 약 100℃의 온도 하에서 압분하여 성형한다. 성형 

후의 compact는 불활성 가스  800℃에서 페놀수지를 탄화시켜 제거한 후 180

0℃에서 1시간 진공 탈가스처리로 완성한다.

  미국 multi-hole-block형 핵연료 compact는 피복입자의 충진율이 60%를 과

하는 조 한 상태로 장입되기 때문에 overcoat법이 사용되지 않고, 사출성형법으

로 하고 있다. 형다이스에 조 하게 피복입자를 충진하고 약 200기압의 고압으

로 흑연분말이 함유된 액상의 pitch를 고온주입한다. 그 다음 냉각시킨 후, 압분

체(green compact)를 꺼내어 알루미나 분말  700～1000℃에서 pitch를 탄화시

킨다. 이 열처리는 pitch가 고온에서 연화하기 때문에 가열 에 압분체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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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해서이다. 탄화열처리 후 핵연료 compact 의 손

된 피복입자의 핵연료물질을 제거하기 해 HCl 분 기 하에서 1650～1800℃로 

가열한다. 그 다음 잔류 HCl를 제거하기 해 같은 온도에서 열처리를 행해 완

성한다. 이 핵연료의 결 으로 많은 양의 pitch(흑연분말 량의 약 72%)를 사용

하기 때문에 탄화열처리시 피복입자의 최외각 OPyC층과 matrix 흑연 사이에서 

matrix 흑연의 수축에 따른 OPyC층의 손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Pebble 연료의 제조에도 그림 2-3과 같이 overcoat법이 사용된다.[2.2-11] 

Overcoat 입자까지의 제조공정은 HTTR용 핵연료 compact와 같으나, pebble 연

료의 내측 즉, 핵연료 부분의 성형에서는 실리콘 고무 다이스로 정압 상태에서 

열간 압분이 행해진다. 핵연료 부분의 성형 후는 앞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pebble 연료의 외측 표피에 해당하는 무핵연료 부분이 부착되고, 선반가공후 열

처리해서 완성한다. 열처리 조건은 HTTR용 핵연료 compact와 거의 같다. 

Pebble 연료는 피복입자 충진율이 15% 이하로 HTTR  MHTGR용 compact 연

료에 비해서는 낮다.

   

그림 2-3 Pebble 연료 제조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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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피 복 입 자핵 연료  성 능 분 석  코 드   조 사 시 험

  독일의 PANAMA  FRESCO, 미국의 PARFUME, 랑스의 ATLAS, 국

의 Stress-III, 러시아의 GOLT 등이 재 개발되어 각 국별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 코드들의 개선을 하여 각 국에서는 나름 로의 조사시험이 수행되고 있거

나 수행계획으로 있다. 미국의 NGNP program의 일환으로 계획된 fuel 

qualification program인 AGR program은 8차에 걸쳐 조사시험이 계획되어 있는 

매우 방 한 조사시험의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재 AGR-1의 조사시험이 수행 

에 있다. 국은 재 사용하고 있는 자국의 핵연료를 러시아의 IVV-2M 연구

로에 조사시험을 수행한 바 있다. 재 EU program으로는 EU 자체의 Raphael 

progrma의 일환으로 Petten 의 HFR를 사용한 HFR-1 bis 조사시험이 완료되어 

조사후시험 에 있으며, HFR-1은 재 조사시험 에 있다. 랑스 한, 자국

의 조사시험으로 Sirocco program이 계획되어 있다.

3 .  고 온 가 스 로 용  핵 연료  조 사 시 험  시 설

  고온가스로용 핵연료 개발의 일반 인 목 은 고온가스로의 모든 형태에 한 

정상 는 천이조건에서는 물론 사고조건하에서 핵분열생성물 방출을 최소화하

는 핵연료체를 자격화하기 한 것이다. 이를 해 국, 독일, 미국, 일본, 러시

아, 국 등에서는 피복입자 핵연료의 조사시험을 연구로 는 시험로를 이용하

여 수행해 왔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피복입자 핵연료체를 제외하고 피복입자, 

graphite matrix  반사체 graphite는 HTR-pettern, R2-studsvik, BR2-Mol, 

Siloe-Grenoble, FRJ2-Julich는 물론 AVR과 Dragon HTR 시험로에서 시험이 

수행되었다. 한, 형시험로인 AVR에서 12종의 다른 구형핵연료체가 20년이상 

오랜기간동안 시험되었다[2.2-12]. 시험을 한 형 인 조사 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여기에서는 네덜란드, 미국, 일본, 러시아의 연구용 원자로에서 

피복입자 핵연료 조사시험에 활용된 조사설비에 해 간단히 기술하 다.

  가. HFR의 고온가스로 핵연료 조사시험 시설[2.2-13]

  네덜란드의 Petten에 있는 HFR(High Flux Reactor)에서는 HTR-Module과 

US-HTGR과 같은 HTR 원자로 설계에 용하는 조건에서 HTR 핵연료를 조사

시험하기 한 조사설비로 BEST rig(Brenn Element Segment Rig)와 Sweep 

loops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여기에 사용된 핵연료는 독일 UO2 LEU 핵연

료와 미국 TRISO-LEU fissile/TRISO ThO2 fertile 핵연료이다.

  BEST 조사 rig는 4개의 독립 인 캡슐에 최  직경이 65mm인 구형 HTR 핵

연료체를 수용할 수 있다. 한, 극한 운 조건에서 핵연료 coupons과 comp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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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시험하기 한 조사 rig들이 활용되었다. 이러한 rig들에는 BEST rig 설계와 

유사한 ARTEMIS(Amoeba Rig Test Experiment on Kernel Migration, In=Pile 

Simulation), 3개의 독립 채 이 있는 TRIO 설계에 기 한 PETTICOAT(Petten 

Coated Particle Irradiation) 등이 있다.

  그림 2-4와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BEST rig에는 핵연료를 독립 으로 감시

하고 시험할 수 있는 캡슐이 축 방향으로 4개까지 수용할 수 있다. 캡슐은 냉각

수가 흐르는 공간이 있는 보호 에 의해 쌓여 있다. 아래쪽 캡슐의 계장선들은 

원자로 상부에 있는 rig 상부까지 이 공간으로 인출된다. 캡슐과 rig 상부 사이의 

연결은 extension tube로 한다.

  핵분열과 감마에 의한 열은 rig 재료를 통하여 반경방향으로 류(convection)

와 복사(radiation에 의해 분산된다. 온도는 He과 Ne 가스의 혼합에 의해 제어된

다. 제어범 는 300K보다 크다. BETS rig의 IPS(in-pile section)는 조사채 에

서 축방향으로 이동될 수 있다. 추가로 상∙하부 캡슐 치는 rig 내에서 조 될 

수 있다. 이러한 치변경은 rig 상부에 있는 치조  unit에 의해 원격으로 이

루어진다. 이와 같은 치변경으로 조사되는 동안 축방향 조사량비의 변동을 보

상할 수 있으며, 출력과 온도 주기(cycling) 시험을 할 수 있다. 표 2-1은 BEST 

rig의 특성을 기술한 것이다.

그림 2-4 General arrangement drawing of a 'three capsule' BEST rig 

for spherical HTR fuel element of 60 mm di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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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BEST rig. Pre-irradiation X-ray photo of a capsule with 

       one spherical fuel element of HTR-Module proof-test.

  그림 2-6과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2개의 독립 인 회로로 이루어진 Sweep 

Loop는 각 캡슐에 한 온도제어와 캡슐에 연속 으로 공 되는 유동(up and 

down stream) 가스의 분석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 Sweep Loop는 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에 의해 운 된다. 공 가스는 He와 Ne 가스이

다. 실시간 가스분석은 γ-spectroscopy에 의해 반감기가 1분 이하인 휘발성 핵분

열기체(
90

Kr)의 방출감시와 graphite 부식비를 정량화하기 하여 gas 

chromatography에 의한 공 가스 불순물 감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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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Schematic diagram of out-of-twelve 

independent SWEEP LOOP circuit.

그림 2-7 Control cabinets of the SWEEP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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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BEST RIG - DATA SHEET

Application

Irradiation of spherical HTR fuel elements or segments from 

HTGR block fuel elements or special coupons or compact 

samples.

Reactor position
Peripheral and extreme peripheral core-positions, access by 

CRTL (Central Reactor Top Lid)

Basic concept and 

special features

Fuel elements are enclosed in up to four independent 

capsules, stacked vertically. Single containment. Cooling by 

primary cooling water. Temperature control by binary gas 

mixture (He/Ne). Isothermal temperature distribution on 

spherical specimen surface by controlled heat flux conditions 

in the capsule structure. Instrumentation of each capsule by 

two purge gas tubes, thermocouples, self powered neutron 

detectors for instantaneous neutron fluence rate 

measurements, and neutron fluence detector sets and gamma 

scan wires for post-irradiation neutron fluence 

measurements.

In-situ activated charcoal filters and delay tanks for each 

capsule allow on-line gas sampling at high fission gas 

release rates determination of fractional release of gaseous 

fission products.

Operation by Sweep Loops for process control, automatic 

temperature control, on line γ-spectrometry and gas analysis. 

Data evaluation programmes are available. Neutron spectrum 

data are available

Useful length 600 mm (core height)

Useful diameter Max. 65 mm of specimen

Linear power rating
Max. 200 kW∙rn-1 (2000 W∙cm-1).

Without forced cooling: Max. 600 W∙cm-1

Temperature range 875 to 1800 K (approx. 600 to 1525 ℃) in specimen

Temperature control 

range

> 300 K for standard rig

≤ 700 K for temperature cycling rig

Temp. gradient in 

sample
≤ 350 K/cm for ARTEMIS type experiment

Purge gas

Continuous flow (0-500 ml/min); conditioned high purity 

purge gas in N60 quality, optionally with controlled 

impurities

ψo,max 1.5×1018m-2∙s-1

ψf,max 1.5×1018m-2∙s-1

ψf,max(>0.1MeV) 1.5×1018m-2∙s-1

Max. radiation 

heating
5.8 W∙g

-1
 for grap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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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B(release/birth) 비는 Kr, Xe, I 동 원소에 해 10
-10

<R/B<10
-1

 역에서 

제공된다. 천이상태동안 핵분열생성물 방출 측정주기는 ion 챔버와 가이거-뮬러

(Geiger-Muller) 계측기 혹은 γ-spectrometry로 약 200  간격으로 가능하다. 핵

분열기체 방출에 평가 로그램도 있다.

   HRT-module 혹은 HTGR 운 과 아주 유사한 형상(geometry), 조사수 , 연

소도, 조사량 계에 따른 실시간 조사를 모사하기 한 특징이 있다. 출력  

온도 주기, 천이상태 실험은 물론 in-situ 핵연료 가수분해와 graphite 산화조사

실험을 해 사용되는 방법과 계장이 있다. 공 가스에 증기(0-2000Pa)를 주입하

기 한 계장도 사용할 수 있다.

  조사시험과 련된 모든 자료로 온도, 유량, 가스압력, 입출구 방사 , 입출

구 가스 불순물, 성자 조사량  원자로 출력 등이 앙컴퓨터에 기록되고 

장된다. 이외에도 응력을 가하지 않고 graphite를 조사할 수 있는 rig와 graphite 

크립 시험을 할 수 있는 조사시설들이 있다.

  나. HFIR의 고온가스로 핵연료 조사시험 시설 [2.2-14]

  JAERI와 US DOE 사이의 국제 력으로 HFIR(High Flux Isotope Reactor)에 

있는 RB(removable beryllium) 시설의 BR-3B 치에서 HRB-22 캡슐을 이용하

여 JAERI의 고온가스로용 핵연료(fuel compact) 조사시험이 수행되었다. 이때 

핵연료의 최 온도는 1300℃ 이하로 유지되었다. 그리고, ORNL(Oak Ridge 

National Laboratory)의 IFEL(Irradiated Fuels Examination Laboratory)에서 조

사후시험이 수행되었다.

이 실험에 사용된 HRB-22 캡슐은 ORNL에서 설계, 제작  조립되었다. 직경이 

40 mm, 길이가 500mm이고, 약 660 cm3의 시험공간이 있다. 이와 같은 시험공간

은 단일 graphite sleeve에 12개의 핵연료체(fuel compact)를 넣어 실험하기에는 

충분한 공간이다. 12 개 핵연료체는 grade 2020의 미세한 graphite로 제조된 

sleeve로 둘러 쌓 다.

  Graphite sleeve는 내외부가 독립 으로 6.9 MPa에 견디도록 설계된 2개의 

Inconel 718 에 넣어졌다. HRB 캡슐  재료는 선출력을 15 kW/ft에서 20 

kW/ft로 증가되도록 스테인리스 304에서 Inconel 718로 변경되었다. 이와 같은 

선출력 증가는 많은 핵연료체가 동일 공간에서 조사되도록 한다. 그림 2-8에서는 

HRB-22 캡슐의 수평단면을, 그림 9에서는 HRB-22 캡슐의 수직단면을 개략 으

로 보여 다. HFIR Be 반사체를 보호하기 하여 캡슐은 외부에 알루미늄 liner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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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핵연료체 1에서 6은 graphite sleeve와 원자로의 

수평 앙으로부터 상부에 치한다. 핵연료체 6이 거의 축방향 심에 있다. 유

사하게 핵연료체 7에서 12는 graphite sleeve와 원자로의 수평 앙으로부터 하

부에 치한다. 핵연료체 1와 12, 2와 11 등은 거의 동일한 조건에서 조사되었다. 

Graphite sleeve와 1차 용기 사이의 반경방향 간격은 sleeve 표면을 단계 으로 

가공하여 캡슐 길이 방향에서 온도가 가능한 균일하게 유지되도록 하 다. 이에 

따라  두께가 가장 두껍고, 반경방향 간격이 가장 작은 치는 캡슐 길이 방향

으로 앙이 된다. 핵연료체 4-9 구역에서 graphite sleeve의 외경은 38.28 mm, 

핵연료체 2, 3, 10, 11 구역에서는 37.90 mm, 핵연료체 1과 12 구역에서는 37.47 

mm이다.

  HFIR 운 동안 4.47 MPa(600psi) 압력의 순수 He 기체가 1, 2 차 Inconel 용

기에 충진되었다. 1차 Inconel 용기와 graphite sleeve 표면 사이에는 He와 Ne의 

혼합기체가 흐른다. 동일한 혼합기체가 핵연료체와 graphite sleeve 사이와 핵연

료체 앙 공간에 채원진다. 핵연료체로부터 방출되는 핵분열기체는 기체 유동에 

실시간으로 계측된다.

  핵연료 온도는 혼합기체의 조성 변화로 제어된다. 1차 용기내 혼합기체 조성변

화에 의해 HFIR 냉각계통으로의 반경방향 열 달이 제어된다. 열 도도가 큰 

He의 혼합비가 클수록 열 항이 감소되어 핵연료온도가 낮아진다.

  Graphite sleeve 온도는 각 핵연료체의 축방향 앙에 치한 24개의 열 로 

계측된다. 그림 2-10은 캡슐에 있는 열 의 치를 나타낸다.

그림 2-8 Horizontal section through 

capsule HRB-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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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Vertical section through 

capsule HRB-22 

   

그림 2-10 Placement of thermocouple 

junctions in capsule HRB-22

  다. JMTR의 고온가스로 핵연료 조사시험 시설 [2.2-15]

  JMTR에서는 OGL-1와 FGS loop를 이용하여 고온가스로 핵연료를 조사시험

하 다. OGL-1은 고온가스로(HTTR)과 거의 유사한 조건에서 피복입자 핵연료, 

내열 속재료, 흑연재료 등의 조사가 가능하다. 피복입자 핵연료 조사경우에는 

조사핵연료의 평균 가스온도를 1000℃로 할 수 있다. OGL-1 시설의 주요제원은 

표 2-2와 같다. 조사시편의 장입  인출은 JMTR 압력용기 상부의 OGL-1 

용 시료교환기를 통하여 한다. Flow sheet, OGL-1 구조  조사시료의 를 그

림 2-11, 2-12, 2-13에 나타내었다.

  FGS loop는 고온기스로(HTTR)용 피복입자 핵연료의 안 성을 고온조사에서 

확인하기 하여 핵연료에서 방출되는 가스를 직  He 가스에서 sweep해서 핵

분열생성 가스의 방출율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 설비의 주요제원은 표 2-3과 같

다. FGS loop는 gas sweep 캡슐, seep gas 공 장치, 가스시료 채취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Gas sweep 캡슐은 피복입자 핵연료체가 2단으로 되어 있으며, 

각각의 핵연료체는 독립 으로 온도제어와 gas의 sweep을 할 수 있다. 그리고, 

sweep line에는 핵연료 손검출장치(FFD; fuel failure detection system)가 있어 

피복입자 핵연료 조사시험과 동시에 손검출시험이 가능하다. Flow shhet와 

FGS 캡슐의 구조를 그림 2-14와 2-15에서 각각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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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 치 G, H-3,4

열 성자속
최 5.5×1013 n/cm2∙s

평균 4.2×10
13

 n/cm
2
∙s

고속 성자속
최 1.1×10

13
 n/cm

2
∙s

평균 8.7×1013 n/cm2∙s

γ발열율(최 ) 1.0 W/g

냉각재 He gas

냉각재 유량 6 kg/min

냉각재 온도 최고 1000℃

냉각재압력 30 kg/cm
2
G

노심부 유효치수 ψ82×l750mm

최 발열량 최고 135 kW

비고
∙고온가스로용 핵연료/재료 조사

∙고온구조물 거동실험

표 2-2 Specification of OGL-1 loop

조사재료 피복입자 핵연료

입자 핵연료 외경 약 920 μm

입자 핵연료 무게 6 g(U-235 양) 이하

열 성자속 1×10
14

～3×10
14

n/cm
2
∙s

고속 성자속 2×10
13

～2×10
14

n/cm
2
∙s

최 발열량 최고 41.2 kW

조사 핵연료 온도 최고 1600℃

Sweep gas(He) 유량 최고 1 l/min

Sweep gas(He) 공 압력 3 kg/cm
2
G

FP gas 방출율(R/B) 10
-2

 이하

표 2-3 Specification of FGS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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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Flow sheet fo OGL-1

그림 2-12 Schematic structure of OG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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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Example of irradiation specimen in OGL-1

    

그림 2-14 Flow sheet of F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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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Schematic structure of FGS capsule

  

라. 러시아 IVV-2M 조사시설 [2.2-16]

  국은 HTR-10용 핵연료의 최종 자격화를 한 조사성능 시험은 러시아 

Kurchatov 연구소와 력하여 IVV-2M 연구용 원자로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림 

2-16과 2-17은 5개의 캡슐을 가지는 조사 rig와 핵연료체를 한 캡슐을 각각 

보여 다. 그림 2-16에서 첫 번째 캡슐에는 피복핵연료입자와 graphite matrix 

시편이 있으며, 나머지 4개의 캡슐에는 구형핵연료체가 있다. 이러한 캡슐의 온

도는 He와 Ne 가스의 혼합에 의해 독립 으로 제어되고, 핵분욜 가스방출과 가

스 불순물은 연속 으로 감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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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The irradiatiuon testing rig for HTR-10 fuel.

       

그림 2-17 The irradiation capsule for spherical fuel 

element in the Russian IVV-2M reactor.[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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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피복입자 핵연료 제조기술 최 화  특성기술개발

1.  연료핵 제조기술 최 화  특성분석기술개발

  가. 구형 UO3 Gel입자  UO2 연료핵 제조변수  조건 선정

    (1) 서론

  고온가스로에 사용되는 핵연료는 일반 경수로나 수로의 핵연료와는 달리 TRISO 형태로 

제조되며 그 핵심에는 UO2연료핵입자가 존재한다.  TRISO입자는 약 500㎛크기의 구형 UO2 

연료핵입자 표면에 pyrolytic carbon(PyC) 이나 silicon carbide(SiC)를 이용해서 3 으로 외부

를 피복하고 이를 히 성형한 후, 가공공정을 통해 직경이 약 50 φ mm 크기의 pebble이나 

compact를 만들어 원자로 로심에 장 하게 된다.  여기에 사용되는 고온가스로 핵연료 입자는 

그림 3.1.1-1에서와 같은 구조를 가지는 TRISO 피복입자를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피복층의 효

과에 의해 원자로 운  에 발생되는 핵분열생성물이 외부로 방출되는 것을 차단한다

[3.1.1-1]. 

그림 3.1.1-1 고온가스로 핵연료 TRISO입자

 

  한편, 연료핵(fuel kernel)으로 사용되는 구형 UO2미세구 입자는, 화학 인 방법으로 습식공

정인 sol-gel 공정을 이용해서 제조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단계에서 

수행되었던 외부겔화법(external gelation method)의 변형 공정인 gel-supported precipitation 

방법을 이용해서 구형 UO2미세구 입자를 제조하 으며, 원료물질인  UN용액을 제조하는 방법

과 장치특성, 미세구 제조의 핵심인 구형 액 제조방법  제조특성, 제조된 ADU gel입자의 

숙성, 세척  건조공정에서의 공정특성과 이로부터 얻어진 ADU gel입자의 분말특성이 해석

되었으며, 한 ADU gel입자를 열처리하여 UO3 산화물로 변환되는 동안, 열처리 과정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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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되는 crack 상을 방지하기 한 열처리 공정의 개발  공정변수 결정에 을 맞추어 

연구가 추진되었다. 

    (2) Sol-gel 공정을 이용한 UO3연료핵 입자제조

  일반 으로 고온가스로 핵연료 TRISO입자  core물질인 UO2연료핵의 제조는 습식공정인 

sol-gel 공정을 이용해서 제조되는데, 연료핵 입자는 높은 구형도와 균일한 입자크기  동일

한 화학  조성을 가져야 한다[3.1.1-2].  UO2연료핵 입자 제조공정은 

․우라늄 산화물인 U3O8이나, UO3분말을 질산에 용해시켜 우라늄 원료용액인 UN용액을 제

조하는 용해공정,

․제조된 UN용액을 사   처리한 후 각종 첨가물질을 공 하여 완  혼합하여 구형 액

제조를 용이하게 하기 한 broth용액 제조공정,

․Broth용액을 한 방법으로 미세 nozzle로 공 하면서, 공 되는 용액을 vibrating 

nozzle system을 이용해서 동일한 크기의 구형액 으로 제조하는 dropping과정,

․Drop으로 제조된 구형액 을 한 매질하에서 구형으로 원형 복원시키면서 액  표면을 

pre-hardening시키는 구형화 과정,

․구형화된 우라늄용액이 포함된 구형액 이 액상의 반응물질과 화학반응하여 ADU형태의 

gel 입자를 제조하는 gelation과정.

․Gelation된 ADU 입자의 완  반응을 해 숙성시키는 Aging과정,

․Aging이 완료된 ADU gel입자에 포함된 반응생성물인 NH4NO3를 완  제거하기 한 증

류수를 이용한 1차 세척공정,

․고․액 분리후 얻어진 ADU gel입자의 원활한 건조를 해 추가로 수행되는 알콜을 이용

한 2차 세척공정,

․세척 후 얻어진 ADU gel입자의 건조공정,

․건조된 ADU gel입자의 열처리 공정으로부터 UO3 → UO2 산화물로 변환시키는 과정과 이

를 최종 TRISO입자 core물질로 소결시키는 공정  

등으로 단 공정들을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단 공정에는 다시 세부 으로 각 공정 특성에 

맞게 추가되는 상세공정들이 추가된다. 

  각 단  공정 에 액상의 원료물질인 UN용액이 ADU gel로 변화되는 과정에 따라 외부겔화

법과 내부겔화법으로 구분하는데, 이를 간략히 그림 3.1.1-2에 나타내었다. 내부겔화법에 의한 

ADU gel입자의 형성은 액 자체에 UN용액과 HMTA와 같은 암모늄 이온 방출물질이 함께 

혼재되어 있어, 이를 silicone oil과 같은 고온의 매질에 액 상태로 dropping시킴으로써, UN용

액으로부터 UO2
2+

이온과 HMTA로부터 배출된 NH4
+

 이온이 반응하여 ADU 입자로 gelation시

키는 메커니즘으로 입자가 제조되며, 외부겔화법의 경우는 UN용액과 각종 첨가물이 함유된 

broth용액의 액 이 암모니아수 용액에 직  dropping됨으로써 액 속의 UO2
2+이온과 gelation 

column속의 암모니아수 용액 의 NH4
+

이온이 화학반응을 이루면서 ADU gel이 형성되는 메커

니즘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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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 내부겔화법과 외부겔화법의 차이

  내부겔화법의 경우 입자의 크기가 큰 경우에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높은 구

형도, 고순도로 제조될 수 있는 장 이 있는 반면에 입자제조공정이 매우 복잡하고 공정제어를 

정 하게 조 해야 하는 단 이 있다. 반면에 외부겔화법은 원료용액인 broth용액의 제조가 용

이하고, 안정성 있게 제조할 수 있으나, 입자제조에 사용되는 우라늄의 농도가 내부겔화법으로 

제조하는 것 보다 높게 올릴 수 없다는 단 이 있다.  재 선진국 에 미국을 제외한 독일, 

국, 남아공화국, 일본 등은 정통 인 외부겔화법 혹은 외부겔화법을 변형한 공정을 자체 으

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되고 있는 외부겔화법을 이용한 UO2연료핵 입자 

제조공정에 한 간단한 block diagram을 그림 3.1.1-3에 표 으로 나타내었으며, 각 단 공

정 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공정이나 단 공정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 산화우라늄 분말 용해  

  UO2 연료핵입자 제조를 해서는 원료물질인 UN용액을 사용하게 된다. 일반 으로 UN용액

은 UO2나 U3O8분말을 질산에 용해시켜 얻는데, 질산에 용해시키는 방법에 따라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화학방정식에 의한 물질수지를 이용하여 용해시킨다[3.1.1-3, 4]. 

    U3O8(s) + 8 HNO3 → 3 UO2(NO3)2 + 2 NO2 + 4 H2O  

    U3O8(s) + 20 HNO3 → 9 UO2(NO3)2 + 2 NO + 10 H2O 

    UO2(s) + 4 HNO3 → UO2(NO3)2 + 2 NO2 + 2 H2O 

    UO2(s) + 6 HNO3 → 2 UO2(NO3)2 +NO + NO2 + 3 H2O 

    3 UO2(s) + 8 HNO3 → 3 UO2(NO3)2 + 2 NO + 4 H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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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 UO2연료핵 입자제조 흐름도

 

의 반응식에서 용해에 사용되는 질산의 농도에 따라, 묽은 질산을 이용하여 용해시키는 경우

는 주로 NO 가스가, 진한 질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NO2 가스가 발생되는데, 알려진 바에 의

하면 NO 가스를 발생시키는 반응의 경우 NO가스가 자체 매 역할을 하여 용해속도를 증진

시킨다는 보고도 있다[3.1.1-5].  

  본 연구에서는 의 화학반응식  두 번째 반응에 의해 U3O8분말을 용해시켜 우라늄농도 

2.9 mol-U/ℓ인 UN용액을 제조하여 원료용액으로 사용하 으며, 용해장치는 double jacket형

태의 glass reactor를 사용하 다.  용해 기에 용해온도 조 을 하여 double jacket으로 약 

100℃의 silicone oil을 순환시키면서 용해조의 온도를 히 조 하면서 기 용해를 진시

키다가, 분말 용해시 발생되는 반응열(발열반응)에 의해 용해조 자체의 온도가 원하는 온도 이

상이 되면, 별도 냉각계통을 통해 용해조의 온도를 하게 조 하는데,  만약 용해온도를 

히 조 하지 못하면, 반응생성물인 UN용액에서의 [U]/{NO3]의 비율을 조 하지 못하기 때문

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용해조는 용해속도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해 double jacket하부에 magnetic stirrer를 

이용하여 교반시켰고, 발열반응으로 발생되는 NOx 가스를 반응기 내부에 최 한 머물도록 반

응기 상부에 응축기를 연결하고 냉각수를 이용해서 외부로 배출되는 수증기나 NOx가스를 최

소화하도록 용해장치를 구성하 으며, 그림 3.1.1-4에 용해장치를 간단히 나타내었다.

      

      (나) Broth용액 제조공정

  UO2 연료핵 입자제조에서 가장 요한 공정 의 하나로, 상기에서 제조된 UN용액에 각종 

첨가제인 PVA와 THFA  증류수를 이용해서 완  혼합하여, 한 조성을 갖는 용액을 제

조하게 되는데, 이를 broth용액이라 한다.  여기에 사용되는 PVA는 broth용액이 도를 유지

하여 구형액 을 유지토록 하는 base 물질 역할을 하며, THFA는 PVA의 보조제로 구형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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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1.1-6]. 한 조성을 갖는 broth용액을 제

조하기 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UN용액 역시 암모니아 이온을 첨가하여 한 범 의 pH를 

맞춰야 되는데, 일반 으로 알려진 pH범 는 약 2.0～2.5 사이로 조 하여야 한다. 

그림 3.1.1-4 우라늄산화물 용해조

  UN용액에 암모니아 이온을 첨가하여 UN용액을 pre-neutralization시키는 화학반응식은 아래

와 같으며, 암모니아 이온을 공 하는 매질로는 암모니아 가스를 사용하거나 한 농도를 갖

는 암모니아 수 용액을 사용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약 5～7 mole 농도의 암모니아 용액

을 사용하 다. 

    2 UO2(NO3)2 + NH4OH → 2 UO2(NO3)1.5(OH)0.5 + NH4NO3 

  한편, PVA는 구형 액 을 유지하는 골격 역할을 하는 물질로, 본 연구에서는 기 Aldrich

시약을 증류수에 한 농도로 용해시켜 사용하 으나, 그림 3.1.1-5에서 보는 것처럼 액 제

조 후 형성된 ADU gel입자의 gelation상태가 다른 PVA물질과 다르게 나타나는 상이 발견

되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PVA를 구매하여 ADU gel입자 제조에 사용하 으며, 사

용된 PVA입자의 모양과 열분해 특성을 찰하여 그림 3.1.1-6과 3.1.1-7에 각각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Aldrich 회사의 PVA와 Mowiol이나 Poval등 타 회사의 PVA는 입자 

모양과 분자량이 상이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특성이 PVA액으로 제조된 후 UN용액

과 혼합하여 broth용액을 제조할 때, 용액의 균질성이나 혼합특성에 요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사료되며, 특히 UN용액과의 혼합 후 형성된 액 이 암모니아와의 반응에 의해 형성된 

ADU gel입자의 gelation 상을 각기 다르게 진행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측되어 이의 선

정이 요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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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5  ADU gel입자의 내부 gelation상태

     

그림 3.1.1-6 여러 종류의 PVA 모양 및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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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1-7 PVA의 열분해 특성

  한편, broth용액 제조를 해 사용되는 PVA용액의 농도는 각국의 ADU Gel입자 제조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UO2 연료핵 입자 제조에 있어서 know-how사항으

로 극비 사항에 부쳐져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한 사항은 특허나 기술보고서 등에도 보고

된 내용이 없다.   본 연구에서도 역시 사용된 PVA물질의 용해 방법이나 용해장치는 공개될 

수 있으나, 사용된 시약이나 농도는 보고될 수 없다. 그림 3.1.1-8에 PVA 용해장치를 간단히 

나타내었다.

        

그림 3.1.1-8 PVA 용해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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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형액  제조공정

  상기에서 설명한 broth용액이 제조되면, 이를 broth용액 장조로 이송한 후, 이를 외부에서 

가압하여 유량계를 통해서 vibrating nozzle system으로 공 하면서 구형 액 을 제조하게 되

는데, 이때 broth용액의 도와 유량  vibrator의 주 수와 진폭의 크기, 액 을 제조하는 

nozzle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 제조되는 구형 액 의 크기와 구형도가 달라진다[3.1.1-7].  일반

으로 UO2연료핵 입자 제조공정에서 가장 요한 공정으로 취 되고 있으며, 앞에서도 잠시 

언 한 바와 같이 선진국들의 자료들에서는 이 부분에 한 언 이  없어, 공정의 핵심임

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UN용액의 사  처리 방법, 사용되는 PVA용액의 농도, 동일 크기의 구형 

액 제조를 한 유량, vibrator의 주 수와 진폭의 크기  nozzle의 특성에 따라 여러 차례 

구형액  제조실험을 수행하 으며, 각 단계에서의 실험변수에 해 잠정 으로 그 방법과 범

 등에 한 자료를 결정하고 있다.  그림 3.1.1-9는 본 연구의 구형 액  제조를 해 사용된 

실험 장치를 간단히 나타내었다.

그림 3.1.1-9 UO2연료핵 입자제조 실험장치

  PVA용액의 농도  유량, 진동시스템의 진동모드 변경을 변경하는 등 여러 차례의 구형액

 제조 simulation실험(그림 3.1.1-10참조)과 UN용액을 사용한 본 실험(그림 3.1.1-11)으로부

터 제조된 액 이나 ADU gel입자의 경우 구형도가 양호하고 각 액 의 분리가 확실히 구분되

는 제조 조건을 확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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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0 Discrete한 구형액적 및 ADU gel입자 제조

  

 

그림 3.1.1-11 Broth용액을 사용해 제조된 구형ADU gel입자

  일반 으로 ADU화합물은 반응용액 속에 존재하는 [NO3
-

]/[UO2
2+

]의 농도비가 2.0인 Uranyl 

Nitrate (UO2(NO3)2)용액에 암모니아 이온을 직  반응시켜, ADU (Ammonium DiUranate 

((NH4)2U2O7))화합물을 제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3.1-09], 본 연구에서 ADU gel입자 제

조는 상기의 직 반응에 의한 제조가 아니라 UN용액을 사 에  처리하여 [NO3
-

]/[UO2
2+

]의 

농도비가 다르게 제조된 용액에 각종 첨가물질을 혼합하여 만들어진 화학 으로 매우 복잡한 

성분으로 구성된 용액이기 때문에 다음에 언 할 ADU gel입자의 결정구조가 완  무정형으로 

제조되는 것이 아니라 부분 으로 결정성 물질이 혼합된 혼합물 형태를 나타낼 것으로 상된

다. 



- 36 -

  한편, broth용액으로부터 vibrating nozzle system을 통과하여 제조된 액 은 공기층과 암모

니아 가스층을 통과하면서 broth용액에 혼합되어 있는 PVA와 THFA의 향에 의해 구형을 

유지하게 되는데, 구형으로 유지된 액 이 낙하하면서 gelation column내의 암모니아수 용액과 

만나는 면에서 액 이 지닌 무게와 낙하속도에 의해 액  표면이 손상을 입는 상이 발

생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해 상기에서 언 한 암모니아 가스층을 통과시키면서 액 의 

UN성분과 암모니아 가스의 반응에 의해 액  표면을 사 에 고화시키는 작업이 수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액 이 암모니아 가스층을 통과할 때 낙하 방향에서 한 시간  균일한 

방법으로 액  표면을 pre-hardening시키는 know-how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3.1.1-12에서 보는 것처럼 기 암모니아 가스 공 방법을 그림 좌측에서 수행하던 방법을 개

선하여 우측 그림처럼 공정개선을 통하여 액  표면이 암모니아수 용액에 충돌하기 에 미리 

고화시키는 공정 개선을 하 다.  

(라) 숙성, 세척  건조공정

  숙성 용액은 일반 으로 겔화 용액과 동일한 용액으로 1 ～ 30% 정도의 암모니아 용액을 

사용한다. 숙성 시간은 수 분에서 하루 이상까지 다양하며, 일반 으로 규모가 크거나 연속공

정인 경우에는 10～30 분 정도가 소요된다. 일반 으로 상기 액  제조공정에서 만들어진 

ADU gel입자는 숙성단계를 거치면서 그 크기가 감소하고, 액 의 색깔도 변하게 되는데, 숙성 

시간은 사용되는 숙성 매질의 농도와 온도에 향을 받으며, 실험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수행

될 수 있다.  한편, 건조공정에서의 균열을 방지하기 해서 젖어있는 ADU gel 미세구로부터 

반응생성물인 NH4NO3를 제거해야 한다. 일반 으로 세척시 ADU gel입자에 NH4NO3가 어느 

값 이상 잔존하게 되면, 건조과정에서 구형 ADU gel입자의 표면이 균열을 발생하여, 후속공정

으로 이되기 때문에 NH4NO3의 제거를 완 하게 수행하여야하며, NH4NO3의 제거 여부는 

기 도도 측정기를 사용하여 세척액 의 기 도도 값이 어느 값 이하로 유지되었을 경우 다

음 단계로 진행시킬 수 있다.    

  세척공정에서는 2차 으로 수분제거제를 도입하여 ADU gel 입자속에 잔존하는 수분을 제거

하게 되는데, 일반 으로 isopropanol을 사용해서 세척하며, 미량 잔존하는 질산 암모늄염과 

PVA를 세척해낼 뿐만 아니라, 젖어있는 ADU gel 미세구의 수분이 탈수되기도 한다. ADU 

gel입자 속의 수분을 제거하기 해 순수한 isopropanol을 처음부터 사용할 경우 gel입자내의 수

분이 격히 빠져나가 구형을 유지하는 structure가 무 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해서 물

과 isopropanol을 정량 혼합한 azeotropic상태의 isopropanol을 사용하여 사   처리한 후 

최종 으로 순수한 isopropanol로 세척한다. 

  세척이 완료된 ADU gel입자는 건조과정을 거쳐 dried-gel이 되는데, 건조과정에서는 세척 

후 gel입자에 잔존하는 수분을 완  제거한다. 건조방법에 한 기술 분석결과를 보면 세계 여

러 나라에서 각기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여 건조공정을 진행시키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잔

존하는 수분과 isopropanol을 제거하기 해서, 약간의 진공을 이용해서 상온에서 수행되고 있

지만, 추후 진공도와 건조온도에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3.1.1-13에 

본 연구에서 제조된 ADU gel입자의 건조 후 입자 상태를 나타내었다. 양호한 구형도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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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있으며, 기 제조된 입자의 모양에 비하여 구형도가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제

조 공정  유량, 진동시스템의 여러 변수들에 의해 결정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1.1-12 암모니아 가스 공급방법의 개선

 그림 3.1.1-13 건조된 ADU gel입자의 모습

한편, broth용액으로부터 제조된 액 의 크기는 숙성, 세척, 건조과정을 거치면서 거의 일정

한 비율로 감소하는데, 이는 broth용액을 구성하는 용액상의 우라늄물질이 gelation column에 

있는 반응물과 화학반응하여 고상으로 침 되는 과정에서 1차 으로 부피감용이 일어나며, 고

상으로 침 된 1차입자의 경우 숙성과정을 거치면서 결정조직이 치 화되면서 2차 부피감용이 

연이어 발생하게 되고, 건조과정에서 gel입자 속에 존재하는 수분이 방출되면서 최종 으로 건

조 gel입자를 구성하는 부피로 결정된다.  건조 ADU gel입자는 후속 열처리공정을 통해 UO3

입자로 변환되며, 소결공정을 거쳐 최종 으로 TRISO입자 연료핵입자인 UO2연료핵입자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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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되는 것이다. 

일반 으로 broth용액으로부터 제조되는 구형 액 은 nozzle 크기에 따라 다양하게 제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약 1 φ mm의 노즐을 사용할 경우 제조되는 액 은 약 2000㎛ 크기로 

제조되며, 이것이 숙성  세척과정을 거치면서 약 1000㎛로 어들고, 건조과정을 거치면서 

약 700～800㎛로 재차 어들면서, 열처리  소결공정을 거치면서 최종 으로 약 500㎛의 크

기로 제조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상을 확인하기 하여 다양한 

종류의 nozzle을 사용하여 구형액 을 제조한 후 후속되는 처리공정을 거쳐 얻어진 ADU gel

입자  열처리 후 제조된 UO3입자의 크기를 Streoscope를 이용하여 측정하 으며 그림 

3.1.1-14와 같이 나타내었다. 

그림 3.1.1-14 각 단계에서 제조된 ADU gel, UO3 및 UO2입자의 모습

(마) 하소  소결

500℃ 부근에서 열처리를 수행하여 건조 겔 입자 안에 남아있는 유기물을 제거하며 속을 

산화물로 변환하는 공정으로 세계 각국에서 열처리하는 방법이 상이하다. 이탈리아 SNAM공

정에서는 공기분 기에서 450～500℃에서 하소시키며, Harwell에서는 CO2 분 기에서 800～

850℃까지 가열하여 3 시간 동안 하소시킨다. NUKEM 공정에서는 300℃의 공기분 기에서 5 

시간 동안 하소시킨다. 일반 으로 ADU gel입자가 UO3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열처리 방법  

온도조  과정에 따라 gel입자의 crack이 발생되기 때문에 세심한 공정 조 이 요구되며, 본 

연구에서도 이를 하여 열처리 방법을 그림 3.1.1-15와 같이 미세 조 하여 실험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 열처리시 heating rate를 10℃/min. 이상으로 가열하는 경우 UO3로 변환된 입자

는 그림 3.1.1-16에서 보는 것처럼 모두 균열이 발생하 으며, 온도 구간별로 그 처리 방법을 

조 하여 열처리 하는 방법이 확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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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1-15 건조된 ADU gel입자의 열분해 mode와 변환된 입자모습 

   그림 3.1.1-16 열분해 속도가 crack에 미치는 영향 

소결은 고온의 환원분 기에서 수행된다. 일반 으로 입자들은 수소, 혹은 Ar-4% 수소 분

기에서 1200～2500℃ 범 의 온도로 몇 시간 동안 소결이 이루어진다. 가열속도는 100～400℃

/hr 범 를 가지며, 소결조건은 입자의 이론 도의 95% 이상으로 수행한다. SNAM  

NUKEM 공정에서는 공히 토륨입자의 소결에 공기를 사용한다. KFA 공정에서는 미세구를 

1000℃에서 여러 시간 동안 가열하여 이론 도의 99%를 달성하나, 보다 더 안정된 입자를 얻

기 해서 1300℃에서 여러 시간 동안 소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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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장치 제작  실험변수 상세분석

고온가스로 연료핵 입자 제조를 한 실험 장치를 발표된 각종 문헌  기술보고서를 수집/

분석하여 자체 으로 제작한 바 있으며, 번의 실험 장치는 년도에 제작된 실험장치의 운

을 통해 부족부분이 보완되었다. 특히 구형 액 제조시 동일 크기의 액 이 제조되도록 

Vibrating Nozzle System이 면 보완되었으며, 제조된 구형액 의 표면을 pre-hardening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암모니아 가스 구간에서의 암모니아 가스 공 방법이 보완되었다.  한

편, ADU gel입자 제조후 숙성과 세척방법 역시 년도와 달리 fluidization방법(그림 3.1.1-17

참조)으로 보완되었으며, 실험장치는 자체 으로 제작, 운 되었다. 보완된 주요 장치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UN용액 제조장치 : Double jacket glass reactor,  2.0 L

․Broth용액 제조장치 : Glass beaker with magnetic stirrer, 0.5 L 

․PVA 용액 제조장치 : Double jacket glass beaker with agitator, 2.0 L

․Broth용액 장조 : Acryl storage tank with gas pressing connector, 0.5 L

․Vibrator : Vertical vibration Mode, 0～200 Hz

․Dropping Nozzle : φ 0.7～1.1 mm Diameter  

․Air Layer Distance : 10～30 cm, Movable type

․NH3 Gas Layer Distance : 15～40 cm, Movable type, pH measurement

․Gelation Column : Acryl pipe, φ 10cm diameter, 100cm height, NH4OH solution

․Aging Column : Acryl,  φ 10cm diameter, 30cm height, NH4OH, circulation type

․Washing Column : Acryl,  φ 10cm diameter, 30cm height, water, circulation type

․Dryer : Humidity control type 혹은 vacuum dryer type

한편, 앞에서 설명한 입자제조공정에 한 상세한 단 공정을 분석하 으며, 각 단 공정에

서 제조되는 공정변수를 세부 으로 분석하여 아래와 같이 요약하 다.

․UN용액 제조  Broth 용액 제조공정  

  - UN용액의 우라늄 농도, 사용되는 질산용액의 농도, 용해 온도, 용해방법

  - PVA물질의 선정, PVA의 농도, 용해온도  용해방법

  - UN용액의 Pre-Neutralization방법, 매질  pH조건

  - U/THFA 비율, 혼합방법, Viscosity 범   균질 혼합상태 유지방법 

․Broth용액 제조  Dropping

  - Nozzle의 구경  모양

  - Broth용액의 공  방법, 유량, 공 압력  균일유량 제어방법

  - Vibration방향  Frequency 와 Amplitude 범

  - 암모니아 가스 공 방법  가스층 높이 조 방법, 공기층에서의 암모니아 혼입방지방

법

․숙성, 세척  건조

  - 숙성용액의 종류  용액의 농도, 숙성 온도  숙성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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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척액의 종류, 농도, 세척방법, 세척 순서

  - 건조방법, 건조분 기, 건조온도, 건조장치 

․열처리 

  - Calcination 온도, Heating Rate, 열처리 분 기, 열처리 방법

  - Sintering 온도, Heating Rate, 소결분 기

이러한 각 단 공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변수들에 한 향을 상세분석해서 입자제조 

시스템에 히 용해야 되며, 이를 정리하여 표 3.1.1-1에 간단히 나타내었다.

그림 3.1.1-17 ADU gel 입자의 숙성 및 세척공정 모습 

(4) PVA-물 이성분계에 한 층류제트(laminar jet) 실험

이상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동일한 크기의 구형 미세구를 제조하지 못하 으며, 하소 공정 

후에는 미세구의 부분이 손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당시까지의 실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진동노즐을 통해 broth 용액이 분사될 때 층류제트가 형성되지 않은 결과에 의해 동일한 크기

의 미세구를 제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의 원인으로 broth 용액의 공  방향에 해 

수평으로 진동을 가하던 것을 그림 3.1-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용액의 공  방향과 같은 방향

으로 수정하여 진동노즐을 설치하 다. 한편, 미세구 내부까지의 겔화 문제를 해결하기 해 

여러 종류의 PVA를 사용하여 PVA-물 이성분계에 한 층류제트 실험을 수행하기 해 그림 

3.1-19와 같은 실험장치를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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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류제트 실험을 해 표 3.1.1-2에서와 같은 PVA를 선택하 다. 8～10 wt%로 제조된 PVA 

수용액은 증류수와 혼합하여 50～80 cSt의 도 범 에서 층류제트 실험을 수행한 결과, broth 

용액의 공  방향에 해 수직으로 진동을 가하 을 경우에는 상기 그림 3.1.1-10의 좌측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성되는 액 들이 stroboscope에 의해 정지상으로 제어되지 못하 으며, 층류

제트가 형성되지 못하 다.  Broth 용액의 공  진행 방향으로 진동을 가하 을 때 상기 그림 

3.1.1-10의 우측에서 보는 바와 같이 층류제트가 형성되었으며, 생성되는 액 들이 stroboscope

에 의해 정지상으로 제어되었다. 한편, 유량계의 제어에 의해 정 유량이 공 되지 않을 경우

에는 상기 그림 3.1.1-10의 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성되는 액 들 사이에 조그만 입

자들이 생성되어 단일 크기의 미세구를 제조할 수 없으며, 노즐의 직경  진동주기와 진폭에 

따라 공 유량이 결정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3.1.1-1 각 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실험변수

 Broth Solution Preparation 제조 변수

 - U3O8(UO3) Powder Dissolution

 - PVA Selection and Dissolution

 - Pre-Neutralization

 - THFA Mixing Sequence

 - Viscosity

- 우라늄농도, 질산농도, 용해온도, 

  용해방법

- PVA선택, 용액농도, 용해온도, 

  용해방법

- Neutralization매질, pH조건

- 우라늄/THFA비율, 혼합방법

- 점도범위

Spherical Liquid Droplets 

Preparation

 - Nozzle

 - Broth Injection Method

 - Vibrating System

 - NH3 and Air Layer

 - Gas Layer Distance

- 노즐구경, 노즐모양

- 용액공급 방향, 유량, 공급압력

- 진동방향, 주파수, 진폭

- NH3 and Air공급방법, 

  거리조절방법

- 층간 거리

 AWD Processes

 - Aging Solution

 - Washing Solution

 - Drying

- 농도, 횟수, 방법

- 세척용액 선정, 세척방법, 횟수, 

  세척순서

- 건조방법 선정, 건조분위기, 온도, 

 Thermal Treatment

 - Calcination

 - Sintering

- 열처리온도, 승온 속도, 분위기

- 열처리온도, 승온 속도,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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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8 Vibrating nozzle system의 변경

그림 3.1.1-19  PVA용액을 이용한 laminar jet 실험을 한 장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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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2 PVA용액의 특성

Manufacturer Molecular weight
Concentration of

aqueous solution

Viscosity at 20℃

(cP)

Mowiol(Germany) 195,000
10 % 2,050

 8 %   661

Poval(Japan) - 10 % 2,010

Aldrich, coarse

(US)
146,000～186,000

10 % 3,485

 8 %   918

Aldrich, fine(US) 130,000 10 % 2,180

(3) 구형 UO3 gel입자 제조변수  조건 선정

이상에서 언 한 UO2연료핵 입자 제조과정을 살펴보면, 입자제조공정 자체는 간략하게 설명

할 수 있지만, 그 세부과정으로 들어가 보면 매우 복잡한 단 공정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

해서 연료핵 입자가 제조됨을 알 수 있다. 각 단  공정에 한 제조변수들 역시 매우 복잡하

고, 다양해서 체계 인 실험이 수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가 원하는 구형 UO2연료핵 입자를 얻

을 수 없다. 한 이 분야에 한 연구는 세계 으로 1960년  후반부터 활발히 연구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각국의 제조공정에 한 간단한 설명만 언 되어 있을 뿐 know-how로 취 하

고 있어, 우리 역시 우리가 제조하고 있는 방법에 한 자세한 공정 설명에는 무리가 있다. 

여하튼, 본 연구로부터 고온가스로 TRISO입자 제조에 있어 핵심물질인 UO2연료핵 입자 제

조와 련해서 각 단 공정에 한 략 인 제조변수  제조 실험에 한 요약을 하면 다음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U3O8분말 용해 : 질산을 사용해서 약 3.5～1.9 mol-U/ℓ 농도 범 로 UN용액을 제조

․Broth용액은 UN용액을 사   처리한 후 한 PVA용액을 첨가하여 용액의 도를 

맞추    고 여기에 THFA  증류수를 이용해서 최종 broth용액의 주요 물성인 도와 

우라늄 농도

  등을 조      

․Vibrating nozzle system을 제작하여 원하는 크기의 구형 nozzle을 장착한 후 dropping

․구형 액 제조에서는 broth용액의 도와 dropping시키는 유량이 요

․액 의 dropping시 암모니아 가스를 이용해서 액  표면을 pre-hardening시키는 방법

․제조된 ADU gel입자의 숙성방법, 세척방법, 건조방법에 따라 분말 특성이 결정

․건조된 ADU gel입자의 열처리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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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료핵 특성분석기술개발

(1) 서론

연료핵(fuel kernel)으로 사용되는 구형 UO2미세구 입자는, 화학 인 방법으로 습식공정인 

sol-gel 공정을 이용해서 제조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단계에서 수행

되었던 외부겔화법(external gelation method)의 변형 공정인 gel-supported precipitation 방법

을 이용해서 구형 UO2미세구 입자를 제조하 으며, 원료물질인  UN용액을 제조하는 방법과 

장치특성, 미세구 제조의 핵심인 구형 액 제조방법  제조특성, 제조된 ADU gel입자의 숙

성, 세척  건조공정에서의 공정특성과 이로부터 얻어진 ADU gel입자의 분말특성이 해석되

었다. 

(2) 제조된 ADU gel입자의 분말 특성

(가) ADU gel입자의 물성

ADU gel 입자는 UO2 kernel 제조를 한 간체로 제조되는데, 제조된 ADU gel입자의 특

성이 그 로 UO2 kernel의 특성으로 환된다. 일반 으로 ADU 입자는 수로나 경수로발

소의 핵연료 간체로도 많이 사용되는데, 이 경우 UN용액을 직  암모니아 가스 혹은 암모니

아 수 용액에 반응시켜 약 2～3㎛ 크기의 침 물을 만드는데 이때 작은 침 물들이 서로 뭉쳐

(agglomeration)져서 무정형의 특성을 갖는 분말 특성을 나타내며, 그 성분은 UO2
2+

, NH3, OH, 

H2O등이 복잡한 형태의 화합물로 제조된다[3.1.1-10]. 본 연구에서도 제조방법은 다르지만 주

된 반응물인 UO2
2+

이온과 암모니아 이온의 반응이기 때문에 동일한 결정구조인 무정형을 나타

낼 것으로 상은 되지만, 추가 으로 들어가는 PVA와 THFA등이 ADU gel입자를 만들면서 

어떤 구조를 보일 것인가가 흥미롭다.

그림 3.1.1-20에 sol-gel방법을 이용해서 제조된 ADU gel입자를 희석된 암모니아수 용액에

서 숙성시킨 후 증류수와 isopropanol을 사용해서 세척한 후 상온에서 건조된 ADU gel 입자를 

XRD분석하여 나타내었다.  체 으로 무정형 형태의 결정구조를 보이고 있으나 2θ 값이 12

와 30부근에서 약간의 결정 peaks들이 보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우라닐 이온과 암모니아의 

직  반응에 의해 제조된 ADU gel 입자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broth

용액 제조시 첨가되는 PVA가 암모니아수와 반응하면서 형성되는 침 물의 향이거나, 혹은 

다음 반응식의 sol-gel반응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처럼 ADU gel 입자가 제조된 후, 반응 생성

물로 형성된 NH4NO3가 세척과정에서 완  세척되지 못하고 ADU gel입자에 혼입되어 있는 

것으로 측된다.  실제 NH4NO3 시약을 사용해서 XRD 분석을 수행해 보면 동일한 각도에서 

peaks들이 나타남을 확인한 결과도 있으나, PVA의 침 에 의한 향인지 확인된 바 없기 때

문에, 추후 이에 한 연구가 계속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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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0  건조된 ADU gel입자의 X-ray 

                  diffraction profile 

한편, 제조된 ADU gel입자의 구성 성분을 확인하기 하여 건조된 ADU gel입자를 KBr분산

제를 사용하여 FT-IR 분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그림 3.1.1-21에 간단히 나타내었다. 

 그림 3.1.1-21 ADU gel의 FT-IR profile

  간체로 ADU gel 입자를 제조하기 해 사용되는 원료용액의 구성성분은 UN용액

[UO2(NO2)], H2O, PVA, THFA, NH4OH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응에 의해 gel 입자가 생성

되면 그 입자 내에는 UN용액으로부터 UO2
2+

와 암모니아수로부터 NH4
+

와 PVA 의 CH2, 

THFA와 물 의 OH
-

, 수화물의 H2O, 반응으로부터 생성된 NH4NO3 의 NH4
+

와 NO3
-

등의 

이온종이 혼재될 것으로 측된다.  따라서 상기 그림 3.1.1-20의 peak들이 나타내는 구성성분

들을 분석해 보면, 먼  3392 cm
-1

 와 3138cm
-1

에서 나타난 peak의 경우를 보면 두 가지 가능

성을 생각할 수 있다. 즉  일반 으로 3200cm
-1

~3500cm
-1

에서 나타나는 H-O-H의 stretching

과 bending vibration에 의해 broad하게 나타난 peak와 H2O가 ADU침 물에 결정수로서 수화

되어 나타나는 peak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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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1400cm
-1

과 1091cm
-1

에서 나타나는 peak들은 NH4
+

안에 있는 N-H의 stretching 

vibration과 U-O의 bending vibration에 의한 것으로 상되며, 456cm-1에 나타난 강한 peak는 

U-O의 stretching, 1627cm
-1

의 peak는 PVA가 함유하고 있는 O-H bending vibration에 의한 

것으로 상된다.  무엇보다 건조된 ADU gel 입자는 일종의 external gelation 공정으로 제조

된 입자이기 때문에 gelation column 내에 있는 암모니아수 용액 의 NH3→group의 표면으로 

혼입되면서 나타나는 상으로 해석된다. 

  그림 3.1.1-22에 제조된 ADU gel 입자의 XRD pattern을 분석하여 기존의 JCPDS 

file[3.1.1-11]에 존재하는 우라늄 화합물  본 연구에서 제조된 입자와 유사한 우라늄화합물을 

추출하여 비교하 다. JCPDS에 존재하는 우라늄화합물과 본 실험의 ADU gel입자의 pattern이 

완  일치하는 화합물은 없지만 그림 3.1.1-21의 D의 경우가 가장 유사함을 알 수 있으며, 이

는 기존의 H.D.Ringel 등에 의해서 알려진 UO3․xNH3․yH2O 화합물의 일종으로 유사한 것으

로 단하고 있으며, 이 게 제조된 화합물을 열분해하여 최종 UO2 kernel을 제조할 경우 원

하는 물성의 TRISO입자를 제조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2) ADU gel입자의 열분해특성 

  상기 실험으로부터 제조된 무정형 형태의 ADU gel입자(UO3․xNH3․yH2O화합물)의 상변화 

특성을 악하기 해 4%-수소분 기에서 열처리하 다. 그림 3.1.1-23은 시료의 TG/DTA 곡

선을 나타낸 것으로 TG분석 결과 450℃부근까지 무게가 감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무게 감량

은 140℃ 부근까지는 gel입자에 함유되어 있던 수분의 증발에 의한 것으로 측되며, 280℃까

지의 격한 무게 감량은 반응생성물인 NH4NO3와 UO2
2+와 약하게 결합하고 있던 암모니아 염

의 분해, 특히 PVA의 열분해에 의한 휘발에 의한 것으로 측되었다.   

  이러한 상은 380℃부근 까지 계속되는데, 실제 본 연구의 TG/DTA분석 결과에 의해서는 

건조된 ADU gel입자의 열분해에 따른 상변화 온도범 와 gel입자 속의 PVA 열분해 특성이 

혼재되어 있어 상변화 온도를 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기존의 AUC(Ammonium Uranyl Carbonate, (NH4)4[UO2(CO3)3])화합물 혹은 ADU화

합물→UO2열분해 특성에 의하면 약 170℃부근에서 화합물이 가지고 있는 수화물과 유기물의 

휘발에 의해 무게 감량 후 230℃부근에서 UO3화합물로 변환되고 500～530℃부근에서 변환된 

UO3가 상변화를 일으켜 최종 으로 안정한 U3O8으로 변환된 후 최종 으로 UO2로 환원되는 

것으로 밝 졌다.  본 연구에서 제조된 ADU gel입자 역시 거의 유사한 경로에 의해 열분해 

될 것으로 측된다. 상기의 열분해과정에 한 자세한 상변화 특성은  L. Hallhahl 등에 의해 

보고된 바 있다[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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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2 ADU gel입자의 X-ray자료

     

 그림 3.1.1-23 건조 ADU gel입자의 열분해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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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ADU Gel입자 제조시 도 형성에 의한 구형액  제조를 해 첨가제로 들어가는 

PVA의 열분해 특성을 확인하여 그림 3.1.1-24에 간단히 나타내었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ADU gel입자 제조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성분으로 이의 열처리 특성을 분석해야만 ADU 

gel입자의 열처리 방법을 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기분 기에서 10℃/min.으로 PVA물질

을 열분해한 TG분석 결과를 보면 300～550℃ 범 에서 무게감량이 크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DTA분석 결과를 보면 420℃와 500℃부근에서 격한 발열반응을 보이는 것을 찰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발열반응이 앞에서 설명한 ADU gel입자의 열분해에서도 동일하게 발생될 

것으로 측되는 바 ADU gel입자의 열분해에 의한 상변화를 구별하기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1.1-24 순수 PVA물질의 열분해 특성 

  한편, 열분해 과정에서 얻어진 UO2입자의 사진을 그림 3.1.1-25에 나타내었다. 그림 3.1.1-25

는 상기에서 제조된 건조 ADU gel입자를 4%수소분 기에서 승온속도를 10℃/min.와 1℃/min.

으로 열처리한 후 시료를 채취하여 Streoscope를 이용하여 촬 한 사진이다.  그림의 A에서 

보는 것과 같이 승온속도가 격한 경우 구형입자의 crack 상이 발생됨을 알 수 있었는데, 이

는 앞에서 언 한 ADU gel입자 의 PVA가 열분해되면서 격한 발열이 이루어지면서 발생

되는 상으로 해석된다. 이를 확인하기 해 승온속도를 1℃/min.로 처리한 B의 경우 crack

상이 발생되지 않음을 확인하 으며, 재 승온속도를 진 으로 상승시켜 열분해후 시료를 

채취하여 crack 여부를 확인한 결과 3℃/min. 속도에서 열분해 방법(heating mode)을 히 

조 하는 경우 crack없이 열처리 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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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5  UO2 입자로 변환된 모습

  또한, 적절한 승온 속도를 이용해서 열분해 된 UO3입자의 입도분포를 분석하여 그림 

3.1.1-26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UO2연료핵 입자는 거의 동일 크기로 제조되는 것이 최

상의 조건이나 선진국의 경우 대체적으로 입자크기±10% 정도의 입도분포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particle size analyzer를 이용해서 UO3연

료핵 입자의 입도분포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면 거의 mono-dispersed된 입도분포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거의 동일한 액적들이 제조되고 이들이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ADU 

gel로 변환되고 열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입자의 크기가 거의 일정하게 감소되면서 UO3입자로 

변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최종 UO2에 대한 해석결과는 아니지만 추후 연구로부터 UO2

로 소결된 후 입도분포를 측정해 보면 그 양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3.1.1-26 건조된 gel입자의 입도분석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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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각 단계별로 제조된 입자의 크기를 측정하여 수축율(Shrinkage factor)을 계산할 수 있

다.  표 3.1.1-3에 수록한 바와 같이 진동노즐에 의해 생성된 구형의 액 은 숙성, 건조, 하소 

 소결 공정을 거치며, 미세구의 직경이 수축된다. 습식 화학공정에 의해 겔 구조를 가지고 

침 된 미세구는 고 도의 연료핵을 제조하기 한 열처리 과정에서 구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에 결정 구조를 가지고 침 된 미세구는 열처리 과정에서 불균일하게 수축되어 구형의 연

료핵을 제조할 수 없다[3.1.1-13].

  생성된 액 은 겔화 column에서 일정 시간 방치하면 겔화가 진행되어 1 차 수축되며, 숙성

조에서 미세구 내부까지 겔화되며 수축된다. 건조 공정 후에는 미세구의 직경이 처음에 생성된 

액 의 1/2 정도로 수축되며, 이때 건조 공정 의 세척 공정이 매우 요하다. 세척 공정에서

는 미세구 내부에 부산물로 생성된 질화암모늄, 암모니아  첨가된 유기고분자의 일부를 제거

하여 후속 공정인 하소 공정에서 이들 물질이 격한 열분해에 의해 미세구가 손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하소 공정에서는 첨가된 유기고분자가 열분해되는 시 에서의 온도제어가 매

우 요하다. 생성된 액 으로부터 고 도의 연료핵을 제조할 때의 수축율은 제조하고자 하는 

최종 연료핵의 직경  기 broth 용액의 우라늄 농도에 의해 결정되며, 다음 식에 의해 계산

된다.

          



∙ 



∙∙




 ∙

 


이 식에서 는 액 의 직경(㎛), 는 연료핵의 직경(㎛), 는 연료핵의 도(10.96 g/㎤), 

는 UO2의 분자량(270 gUO2/M-U), 는 broth 용액의 기농도(M-U/l)를 나타낸다.

  직경이 500 ㎛인 고 도의 연료핵을 제조하기 한 기 broth의 우라늄 농도에 한 수축

율  기에 생성되어야 하는 액 의 직경을 표 3.1.1-3에 요약하 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broth 용액의 기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수축율은 감소하여 기에 생성되는 액 의 직경을 

변화시켜야 하며, 액 의 직경 변화는 노즐의 직경  공 유량을 변경함으로써 원하는 직경의 

액 을 제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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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1-3 기 우라늄 농도가 수축율에 미치는 향

U concentration of broth

(mole-U/l)
Shrinkage factor

Diameter of droplet

(㎛)

0.50 4.330 2,165

0.60 4.075 2,037

0.70 3.871 1,935

0.80 3.702 1,851

  다. 결론

각종 기술 황분석  실험을 통해 고온가스로용 핵연료 TRISO피복입자 core물질인 UO2연

료핵 입자를 제조하기 해, 1차년도에 수행된 구형 UO3입자 제조변수  조건 선정에 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기술 황 분석결과 UO2연료핵 입자제조 방법은 습식법인 sol-gel법이 사

용되고 있으며, 그 에서 공정운 이 비교  간단하고, 고순도의 UO2연료핵 입자를 제조할 수 

있는 외부겔화법을 이용해서 구형의 ADU gel입자, UO3  UO2입자를 제조하 다.  

UO2연료핵 입자 제조공정은 우라늄화합물의 용해, broth용액제조, 구형액 제조, 숙성, 세척, 

건조, 열처리 등 복잡한 단 공정을 순차 으로 진행시켜야 하기 때문에, 각 세부공정에서의 

know-how가 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각 단 공정에서 나타나는 실험변수  제조조건에 

해서 실제 우라늄용액을 사용하여 UO2연료핵 입자제조 실험을 수행하여, 1800～2100㎛의 구형

액 , 850～950㎛의 ADU gel, 700～800㎛ 크기의 구형 UO3입자를 성공 으로 제조할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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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피 복 기술 최 화   특 성 분 석 기술개 발

가. 피복기술 최 화

(1) 서론

ZrO2 모의미세구를 이용한 TRISO 입자의 피복층 증착 공정변수 평가를 해 1 inch의 반응

을 이용하여 유동층 화학증착 실험을 행하 다. 구형의 입자에 TRISO 층을 균일하게 피복

시키기 해서는 입자들을 공 에 부양시킨 상태에서 증착이 이루어지는 유동층 화학기상증착

법 (FBCVD, Fluidized-Bed Chemical Vapor Deposition)을 이용하여 반응가스  유동화 가스

에 의해 입자를 유동시키며 행하게 된다. 유동층 화학기상증착법에 의한 증착공정은 입자가 유

동하는 상태에서 피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자가 정상 인 유동을 갖지 않을 경우 피복층에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게 된다. 입자의 유동이 정상 인 상태보다 낮게 조 될 경우 피복

층의 증착이 입자들 사이의 공극에서 일어날 수 있어 입자들의 응집이 일어나거나 구형의 균

일한 피복이 어렵게 된다. 한 입자의 유동이 과다할 경우에는 피복층의 증착이 정상 인 조

건의 증착 역을 벗어난 역에서 일어나 증착온도  반응가스 농도 등이 다른 조건에서 증

착층이 형성될 수 있으며 입자와 반응기 튜  내벽간의 충돌로 인해 결함 발생 가능성이 커지

게 된다. 이와 더불어 유동층 화학증착 공정에서는 증착되는 입자가 온도구배가 큰 역을 이

동하면서 증착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화학양론 인 SiC 증착층을 얻기가 어렵다. TRISO 피

복층 에서 SiC 층은 입자 체의 강도를 유지하는 피복 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손이 최소

화되어야 하는 가장 요한 피복층이다 [3.1.2-1]. SiC 층의 건 성에는 SiC 상의 화학양론비, 

기공율, 입자 크기 등이 큰 향을 미치는데 특히 SiC 층이 화학양론비를 벗어나 유리 실리콘 

(free Si)이나 유리 탄소 (free C)가 존재하게 되면 내열성과 내조사 특성이 하되게 된다. 기

공의 존재는 SiC 피복층의 기계  특성을 하시키며 조 한 미세구조는 핵분열 생성물들이 

입계를 따라 쉽게 확산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RISO 피복층 에서 SiC 층

의 특성에 미치는 증착변수의 향에 해 으로 고찰하 으며 더불어 buffer층  dense 

PyC 층의 증착 공정변수에 해서도 평가하 다.

당해연도에서는 지난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buffer층 증착 공정변수 평

가를 해 체유량에 따른 buffer층의 도, 증착속도, 미세구조 변화를 고찰하 으며 SiC층의 

공정변수로 증착온도와 체유량에 따른 SiC의 화학양론비, 기공도, 미세구조 변화 등을 주로 

고찰하 다. 한 IPyC  OPyC 등의 dense PyC층 증착을 한 공정변수를 평가하 다. 사용

한 반응 에서 노즐부의 직경은 3 mm, cone 부 의 각도는 60° 이었으며 모의 미세구의 장입

량은 14g (UO2 기 으로는 약 24g)이었다. 아울러 지난년도에서 찰되었던 노즐부의 막힘 

상을 최소화하기 해 노즐 디자인의 개선을 한 연구를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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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uffer층 증착 공정변수 평가

Buffer층의 증착을 해 Ar + C2H2의 혼합가스를 이용하 으며 C2H2의 농도는 지난년도에서 

최 으로 단된 70%로 고정하 다. 증착온도는 1250℃, 증착시간은 5분으로 하여 체유량을 

변화시키면서 buffer층의 도와 증착속도, 미세구조 변화를 고찰하 다. 도는 학 미경에 

부착된 상분석기를 이용하여 buffer층이 증착된 입자의 직경을 구하고 체입자의 무게를 측정

한 값으로부터 계산하 다. 그림 3.1.2-1은 Ar + C2H2 혼합가스의 유량에 따른 buffer층의 증

착속도와 도를 나타낸 것이며 그림 3.1.2-2는 buffer가 코 된 입자의 미세구조를 나타낸 것

이다. 체유량이 1600 sccm에서 2500 sccm으로 증가됨에 따라 증착속도는 20.6 μm/min에서 

29.9 μm/min으로 변화되었으며 도는 0.96 ~ 1.11 g/cm
3

의 범 로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지난년도에서 찰하 듯이 buffer층의 증착속도  도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변수는 

C2H2 가스의 농도이다. C2H2 의 농도가 70%인 경우 1900~2500 sccm의 유량에서 도가 1.0 ~ 

1.1 g/cm
3

인 buffer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증착속도가 무 클 경우 입

자의 구형도를 조 하기가 어렵고 입자간 응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체유량은 1900 

sccm 정도로 조 하는 것이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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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 Variation of coating rate and density of 

buffer layer as a function of the total gas flow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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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iC층 증착 공정변수 평가

그림 3.1.2-2 Optical micrographs of buffer-coated 

particles with a variation of the total gas flow rate; (a) 

1600, (b) 1900, (c) 2200, and (d) 2500 sccm.

유동층을 이용한 SiC의 증착은 일반 인 CVD와 달리 입자가 노즐 내부의 일정 역을 이동

하면서 이루어진다. 증착의 부분은 온도구배가 일정한 hot zone 역에서 이루어지지만 입자

의 유동이 하게 조 되지 않을 경우 일정부분 온도구배  가스조성이 일정하지 않은 곳

에서도 증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SiC 증착층의 화학양론비가 1:1로 정확하게 유지되지 않고 

free Si  free C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Minato 등[3.1.2-2]의 연구에 의하면 H2-MTS계를 

이용하여 FBCVD로 TRISO 입자의 SiC 층을 증착하 을 경우 온도가 낮은 역에서는 

β-SiC+Si 상이 찰되고 온도가 높은 역에서는 β-SiC+C 상이 증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하고 있다. 따라서 화학양론성을 갖는 β상의 SiC 층을 증착하기 해서는 증착온도를 하

게 조 하는 것이 요하다. 그림 3.1.2-3은 증착온도를 1460, 1500, 1550°C로 달리하며 증착한 

SiC 층의 XRD 분석 결과이다. 이는 TRISO 피복입자에서 OPyC 층을 산화시켜 SiC 층을 드

러나게 한 후 분석한 것이다. 증착온도에 계없이 SiC 상은 모두 β상의 SiC로 이루어져 있으

며 free Si은 찰되지 않았다. 증착된 SiC 층은 특별한 우선배향 (preferred orientation)면을 

나타내지는 않고 여러 결정면들이 혼합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일반 인 압 CVD 방법으로 

평 형 기 에 SiC를 증착할 때 1200°C 이하의 온 역에서는 (111)면이 우선배향면으로 증

착되며 증착온도가 높아지면 (111)면의 우선배향면이 (220)면으로 바 는 것이 보통이다 

[3.1.2-3]. 따라서 본 연구에서 FBCVD 방법으로 증착된 SiC는 (111)면과 등하게 (220)면과 

(311)면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일반 인 압 CVD 방법에서의 고온형 구조와 유사한 것

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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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3 XRD patterns of SiC layers deposited at 

different temperatures.

한 XRD 분석결과, 모든 온도에서 C 상이 찰되고 있는데 이는 SiC 층 아래의 IPyC 층

에 의한 것이거나 SiC 증착층 내의 free C 상에 의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SiC 증착층의 화

학양론비를 확인하기 해 AES 분석을 행하 고 그 결과를 그림 3.1.2-4에 나타내었다. Ar 이

온에 의한 에칭 기에 나타나는 Si  C의 농도 변화는 OPyC 층을 제거하기 하여 TRISO 

입자를 산화시킬 때 SiO2가 SiC 층의 표면에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3.1.2-4에서 보듯이 

1460°C와 1500°C의 온도에서 증착된 SiC 층은 Si와 C의 비가 1:1인 화학양론비를 잘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1460°C와 1500°C에서 증착한 경우, 그림 3.1.2-3의 XRD 결과에서 나타난 C 상은 

IPyC 층에 의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1550°C에서 증착된 SiC 층은 화학양론비가 

1:1이 아니고 과량의 C이 찰되어 SiC 층 내에 free C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증착온도

가 증가함에 따라 free C이 형성되는 것은 Minato 등[3.1.2-2]의 연구결과와 부합하는 것이다.

그림 3.1.2-5는 증착온도의 변화에 따른 SiC 층의 표면  단면의 미세구조를 나타낸 것이

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증착온도에서 SiC 층의 결정립이 각이 진 faceted 구조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반 인 압 CVD의 고온형 미세구조와 유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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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4 AES results of SiC layers 

deposited at different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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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5 Surface and cross-sectional SEM images of SiC layers 

deposited at different temperatures with the gas flow rate of 3000 

sccm; (a) and (d) 1460°C for 60 min, (b) and (e) 1500°C for 120 

min, (c) and (f) 1550°C for 12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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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착온도가 1460°C인 경우 SiC 표면의 미세구조는 큰 결정립과 작은 결정립이 섞여 있는 불

균일한 입도분포를 갖고 있지만, 1500°C와 1550°C에서는 입도분포가 균일해지고 입자의 크기

도 약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증착된 SiC 층의 단면 미세구조에서 보듯이 증착층이 

소량의 기공을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기공은 1460°C와 1500°C에서 잘 찰 되었으며 1550°C

에서는 찰이 어려웠다. 본 연구와 유사한 FBCVD를 이용한 Xu 의 연구에 따르면 SiC 층의 

기공은 증착률이 높은 경우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3.1.2-4]. 따라서 증착률과 기공

의 형성간의 계를 살펴보기 하여 시편의 증착률과 기공도 (porosity)를 조사하여 그림 

3.1.2-6에 나타내었다. 그림 3.1.2-6에서 보듯이 증착률이 낮은 1550°C에서는 기공도가 낮은 것

을 알 수 있고 1460°C와 1500°C의 증착률이 높은 증착층에서 기공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2-6 Deposition rate and porosity of SiC layers 

deposited atdifferent temperatures.

그림 3.1.2-6에서 알 수 있는  하나의 사실은 SiC의 증착률이 온도 증가에 따라 감소한다

는 것이다. CVD 방법에 의한 증착반응에서 온도에 따른 증착률의 변화는 반응의 율속기구 

(rate controlling mechanism)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  수 있다 [3.1.2-5]. 상 으로 온의 

역에서는 기 에서의 표면반응이 체 반응속도를 지배하게 되며 이 경우 온도 증가에 따라 

증착률은 지수함수 으로 증가하게 된다. 여기서 온도가 증가됨에 따라 증착반응은 물질 달에 

의해 지배를 받는 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물질 달 지배 역에서는 기  표면 의 계면 가

스층을 통한 반응종의 확산이 반응속도를 지배하며 증착률의 온도의존성은 작게 나타난다. 물

질 달에 의한 증착보다 고온의 역에서는 온도 증가에 따라 증착률이 감소하는 열역학  율

속 단계가 된다. 이때 증착률의 감소는 열분해된 MTS의 부산물인 염산 (HCl)의 식각효과 

(etching effect)와 반응종의 탈착 (desorption) 반응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3.1.2-5～7].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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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7 Hardnesses and elastic moduli of SiC layers 

deposited at different temperatures.

라서 그림 3.1.2-6에서처럼 온도 증가에 따라 증착률이 감소되는 것은 SiC의 증착공정이 열역

학  율속 구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유동화 가스  운반가스로 H2 만을 사용한 

다른 연구자들의 경우 SiC의 증착반응이 물질 달에 의해 지배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3.1.2-8,9] 본 연구에서처럼 Ar과 H2의 혼합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입자의 유동 거동이 달라질 

수 있으며 반응기의 크기, 입자의 장입량 등이 상이하여 기존 결과와의 비교, 평가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차이의 명확한 원인에 해서는 별도의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증착층 내부의 기공과 화학양론비는 SiC 증착층의 기계  특성에 향을 미쳤다. 그림 

3.1.2-7은 nanoindentation 방법을 이용하여 온도를 달리하며 증착한 SiC층 단면의 미소경도 

 탄성계수를 측정한 것이다. 1460°C에서 증착된 SiC 층은 화학양론 인 SiC로 이루어져 있

었지만 가장 낮은 미소경도와 탄성계수 값을 보 는데, 이는 불균일한 크기의 결정립과 높은 

기공도 때문이라 단된다. 1500°C에서 미소경도와 탄성계수는 가장 높은 값을 갖고 있었고 

1550°C에서 증착된 SiC 층에서는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1550°C에서 증착된 SiC 

층은 기공도는 가장 낮았으나 free C이 증착층 내에 존재함으로 인하여 미소경도와 탄성계수 

값 모두 1500°C에서보다 낮은 것으로 단된다. FBCVD를 이용한 TRISO 입자의 SiC 증착에

서 화학양론비, 미세구조, 기계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가장 한 SiC의 증착온

도는 1500°C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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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8 Surface and cross-sectional SEM images of SiC layers 

deposited at 1500°C for 120 min with different gas flow rates; (a) 

and (d) 2500 sccm, (b) and (e) 3000 sccm, (c) and (f) 4000 sccm.

온도와 더불어 FBCVD 공정에서 가장 요한 인자 의 하나는 유동화  반응가스의 유량

이다. 총 유량의 변화에 의하여 유동하는 입자의 유동 거동이 달라지므로 입자에 증착되는 

SiC 층의 특성에 많은 향을 다. 따라서 유량변화에 따른 증착거동에 한 이해가 있어야 

최 의 SiC 층을 얻을 수 있다. 그림 3.1.2-8은 유량 변화에 따라 증착된 SiC 층의 표면과 단

면에 한 주사 자 미경 사진이다. 표면에 한 미세구조에서 유량이 증가됨에 따라 입자의 

크기는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표면의 굴곡이 심해짐을 알 수 있다. 한 단면의 미세구

조에서 유량이 2500 sccm일 때는 기공을 거의 찰할 수 없었으나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착

층 내의 기공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1.2-9(a)는 유량변화에 따른 증착률과 기공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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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나타낸 것이며 그림 3.1.2-9(b)는 기공크기 분포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2500 sccm에

서는 증착률과 기공도가 낮았지만 3000 sccm과 4000 sccm에서는 증착률과 기공도가 격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4000 sccm에서 증착된 SiC 층은 3000 sccm으로 증착된 SiC 

층과 비슷한 증착률을 보 지만 1 μm 이상의 큰 기공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큰 기공의 존재에 

의해 기공도 한 격히 증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유량이 4000 sccm으로 증가되면 

입자가 정상유동 역을 벗어나 유동이 과도하게 일어나는 상태에서 증착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서론부에서 기술하 듯이 입자의 유동이 과다할 경우에는 피복층의 증착이 

정상 인 조건의 증착 역을 벗어난 역에서 일어나 증착온도  반응가스 농도 등이 다른 

조건에서 증착층이 형성될 수 있으며 입자와 반응기 튜  내벽간의 충돌로 인해 결함 발생 가

능성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기공도를 최소화하고 입자크기가 작은 SiC 증착층을 얻기 해서

는 체 유량을 3000 sccm 이하로 조 하는 것이 한 것으로 단된다.

그림 3.1.2-9 Variation of (a) deposition rate and 

porosity and (b) pore size distribution of SiC layers as 

a function of the gas flow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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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ense PyC층 공정변수 평가

IPyC  OPyC 층의 증착은 Ar+C2H2+C3H6의 혼합가스를 이용하 으며 체유량은 2000 

sccm, C2H2+C3H6의 농도는 30%인 조건으로 1300℃에서 행하 다. 이상의 조건에서 dense 

PyC 층의 증착을 행한 TRISO 입자에서 IPyC  OPyC 의 면 미세구조를 그림 3.1.2-10에 

나타내었다. IPyC의 증착속도는 3.7 μm/min, OPyC의 증착속도는 4.6 μm/min 이었으며 도는 

1.9±0.1 g/cm3로서 dense PyC의 특성요건에 잘 부합하고 있다. 학  이방성 (OPTAF)은 

IPyC와 OPyC가 각각 1.03과 1.04로서 dense PyC 층들이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2-10 SEM images of (a) inner PyC and (b) outer PyC 

in TRISO-coated particles.

(5) 노즐 디자인 개선 연구

노즐부의 막힘 상은 buffer 는 dense PyC 증착 시 carbon soot의 과다형성에 의한 막힘

과 SiC 증착 시 입자가 노즐 사면에 달라붙는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

동층 형성을 한 노즐의 냉각부  디자인 개선을 통해 노즐 막힘 상을 극복하고자 하 다. 

노즐부의 냉각 정도를 달리하여 4종류의 노즐을 디자인하고 각 노즐에서의 온도분포를 측정하

고 TRISO 입자를 제조하 다. 그림 3.1.2-11은 각 노즐에서 흑연 튜  내부로 열 를 삽입

하여 온도분포를 측정한 결과이다. Type A에서 type D로 노즐의 냉각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하면 노즐입구에서의 온도가 감소되며 노즐입구에서 튜  하단부 사이의 온도변화가 격

하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A와 B type 의 노즐에서는 SiC 증착 시 사면에 입자가 달라붙는 

것이 원인이 되어 노즐의 막힘 상이 일어나며 C와 D type에서는 SiC 증착시 입자가 달라붙

는 상은 개선되나 buffer 는 dense PyC 증착시 carbon soot의 과다한 형성에 의해 노즐 

막힘 상이 일어난다. 이는 PyC 층의 증착이 주로 일어나는 노즐입구에서부터 3 cm 이내의 

구간에서의 온도가 낮아 입자표면에의 증착효율이 낮아져 튜 내에 soot가 과다하게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buffer  dense PyC의 증착온도를 증가시킬 필

요가 있다. 그림 3.1.2-12는 type D의 노즐에서 buffer의 증착온도를 1450℃, dense PyC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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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온도를 1400℃로 하여 TRISO 층을 증착시킨 후 노즐의 단면 사진과 TRISO 코  입자의 

미세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노즐 단면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노즐입구  사면부 에 막힘 

상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제조된 TRISO 입자도 각 층의 증착이 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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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1 Temperature distributions inside 

the fluidized bed tubes with different nozzle 

designs.

그림 3.1.2-12 Cross-sectional photograph of the improved 

nozzle after the coating process and the optical 

micrograph of TRISO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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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복층 특성분석기술개발

(1) 피복입자(TRISO particle) 크기(diameter)  진원도(sphericity)

 피복입자를 테이  등에 부착하여 미경의 물 즈에 놓고 빛을 통과시키면 입자의 그림

자 상(shadow image)을 찰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찰된 그림자 상을 미경에 부착

된 카메라를 통하여 컴퓨터에 장한다.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상분석 로그램으로 그 이미

지를 읽어 들여서 상처리를 수행하면(그림 3.1.2-13), 입자의 최 , 최소  평균 크기(지름, 

반지름)와 종횡비(aspect ratio)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 상처리 방법  수행 차에 해서

는 설계보고서 [3.1.2-10]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이 에서 입자의 크기로는 평균 지름 값

을, 그리고, 진원도로는 종횡비(aspect ratio) 값을 이용하 다. 이 과정을 수행하기 해서는 

미경과 상분석 로그램이 필요하며, 사용된 미경  상분석 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 미경 모델명(제조사) : MEF4M (Reichert)

 ․ 상분석 로그램 : Image-pro plus.

           

     (a) 그림자 상(shadow image)             (b) 상처리 후 이미지

그림 3.1.2-13  Images of TRISO coated particle before and after image treatment.

측정을 해 사용된 입자는 연료 핵(kernel) 모의재료인 ZrO2에 buffer, I-PyC, SiC 그리고 

O-PyC가 차례로 피복된 TR-64 시료이며, 이 입자의 각 피복 층 제조 조건은 아래의 표 

3.1.2-1과 같다. 약 30개의 TR-64 입자에 하여 크기와 진원도를 측정하 으며, 입자크기의 

평균값과 표 편차는 1009.1㎛와 20.3 ㎛이었고, 진원도의 평균값과 표 편차는 1.04 와 0.019 

이었다. 이 방법에 의한 입자크기 측정결과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하여 동일한 TR-64 입자들

에 해 상처리 의 그림자 상만으로 입자크기를 직  측정하 다. 즉, 입자의 한 끝에서 

다른 끝을 잇는 선을 그은 후, 선의 길이로 입자크기를 측정하여 평균값과 표 편차를 구하

다. 그 결과, 평균값과 표 편차는 각각 1011㎛와 23.8㎛ 로서 상처리 법에 의한 입자크기 측

정결과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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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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2-1 Fabrication conditions of specimen # TR-64.

(2) 피복 층 두께(thickness)

 피복입자 내부를 찰하기 해서, 첫째, 입자를 그 크기의 1/2 지 까지 단  연마를 하

고, 둘째, 연마된 면을 컴퓨터에 장하여 상분석 로그램으로 각 층의 두께를 직  측정하

다(그림 3.1.2-14). 33개의 TR-64 입자에서 각 층의 두께를 측정하여 평균값과 표 편차를 구

하 으며(표 3.1.2-2), 측정 차는 설계보고서 [3.1.2-11]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두께를 측정

하기 해서는 미경과 상분석 로그램이 필요하며 사용된 미경  상분석 로그램은 아

래와 같다.

 ․ 미경 모델명(제조사) : Epiphot-tme (Nikon) 

 ․상분석 로그램 : Image-pro plus.

그림 3.1.2-14  Polished cross section of coated 

layers in TRISO p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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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 표 편차(㎛)

Buffer 103.9 8.4

I-PyC 43.8 3.4

SiC 39.4 2.3

O-PyC 53.2 5.9

표 3.1.2-2  Thickness and standard deviation of each coated  layer.

(3) 피복 층 도(density)

 피복층의 도 측정법으로는 부피․무게 법(volume and weighing  method), 도구배기술

(density gradient technique) [3.1.2-12] 는 부유․침강 법(sink-float method) [3.1.2-13], 그

리고 나노 인덴테이션(nano-indentation) 법 [3.1.2-14] 등이 있다. 

(가) 부피․무게 측정법

연료 핵에 buffer, I-PyC, SiC 그리고 O-PyC가 모두 피복되어 있는 입자에서 피복층의 도

를 측정하기 해서는, 입자를 쇄하거나 는 입자를 단한 후 연마를 함으로서 도를 측

정하는 방법이 있다. 입자를 쇄 할 경우에 독립 으로 추출할 수 있는 피복층은 SiC 밖에 

없으므로, 이때에는 추출된 SiC 시료의 도를 도구배법 는 부유․침강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TRISO 입자를 깨뜨리지 않고 1/2 지 까지 연마하 을 경우에는, PyC 층과 SiC 층의 

도를 nano-indentation 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buffer 층은 기공이 많은 

계로 인하여 nano-indentation 법으로 측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buffer 층의 도는 연

료 핵에 buffer 만 따로 피복한 후 부피․무게 법으로 측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ZrO2 입자와 buffer만 피복된 ZrO2 입자들을 이용하여 buffer의 도를 구하는 과정은 아래

와 같다. 첫째, 연료 핵의 모의재료인 ZrO2 입자의 개별 평균무게(WZrO2)와 ZrO2에 buffer만 피

복된 입자의 평균 무게(WZrO2+buffer)를 측정하고, 둘째, ZrO2의 평균 반지름(RZrO2)과 ZrO2에 

buffer만 피복된 입자의 평균반지름(RZrO2+buffer)을 측정한 후, 아래의 식에 입하면 buffer 층의 

평균 도를 계산할 수 있다. 이 방법으로 측정된 buffer 층의 도는 0.97 g/cm
3

 이었으며, 

RZrO2와 RZrO2+buffer는 학 미경(상분석 로그램) 이외에 입도분석기(particle size analyzer)와 

porosimeter를 이용하여 구할 수도 있다. 연료 핵에 PyC, SiC 층만 피복된 입자가 비된다면, 

부피․무게 법으로 PyC와 SiC 층의 도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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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구배기술 는 부유․침강 법

 이 기술로 도를 측정하기 해서는 측정하고자 하는 시료가 독립 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므로, 피복층의 종류에 따라서 시료 비과정이 다르게 된다. 

  - Buffer

 피복입자 연료에서 buffer 층은 핵분열생성물로 인한 연료 핵의 팽창(swelling)과 CO 기체

로 인한 내부응력의 증가에 해 완충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50% 이상의 높은 기공률을 가

져야 한다. 이와 같이 기공이 많은 시료는 도구배기술 는 부유․침강 법으로 도를 측정

할 수 없으므로, 재로서는 buffer 층의 도를 앞에서 언 한 부피․무게 법으로 측정해야 

한다.

- PyC 

 연료 핵에 PyC 만 피복된 입자를 쇄하여 PyC 시료를 개별 으로 채취한 후, 이 시료를 

도구배 용액에 장입하면 도를 측정할 수 있다. 도구배용액의 제조 방법  측정 방법은 

설계 계산서 [3.1.2-15]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원자력연구소 입자연료개발부에서 제조한 

PyC 층의 도는 2.048 g/cm
3

 이었다.

- SiC 

피복입자연료를 쇄하여 공기  분 기에서 750～800 ℃로 가열하면 탄소 층인 buffer와 

PyC는 모두 증발되므로, SiC 시료의 채취는 비교  용이한 편이다. 채취된 SiC 입자를 도구

배가 있는 용액에 빠뜨리면 표 시료와의 거리에 의해 도를 구할 수 있다.

(다) 나노 인덴테이션(nano-indentation) 법

나노 인덴테이션 법으로 도를 구하기 해서는 먼 , 연마된 PyC 층과 SiC 층에 압자

(indenter)를 르고 복원하 을 때 나타나는 load-depth curve (그림 3.1.2-15)에서 maximum 

load(Pmax), the depth at the maximum load(hmax), 그리고, initial unloading contact 

stiffness(S)와 같은 실험 변수를 구하여 경도(hardness, H)와 탄성계수(elastic modulus, E)를 

구한다. 그리고 탄성계수와 기공률(P) 사이의 계를 나타내는 식을 이용하여 도를 계산한

다. Depth-sensing indentation 시험은 나노 인덴테이션 장치(NanoTest, Micro Materials Ltd.)



- 70 -

와 Berkovich 다이아몬드 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그림 3.1.2-15 Load-depth curve [3.1.2-14]

 
Reduced indentation modulus(Er)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여기서 S는 Stiffness, β는 압자의 기하학  상수(1.034), 그리고, Ac는 다이아몬드 압자의  

면 이다. 

 Er은 시료의 탄성계수(Es)  압자의 탄성계수(Ei) 사이에 아래의 계가 있다. 

                             




 




 


여기서 νs와 νi는 각각 시료의 poisson's 비와 압자의 poisson's 비를 나타낸다.  

                      

   
  

  
 ∙∙∙∙



여기서 C1는 perfect Berkovich 압자의 면 함수(area function)이고, C2에서 C9은 모두 상수이

다. ε는 Berkovich 압자 (tip)의 기학학  상수(0.7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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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계수는 기공율이 증가할수록 감소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기공율과 탄성계

수 사이의 상 계가 연구되었다[3.1.2-16～3.1.2-19]. 그 에서 Coble과 Kingery가[3.1.2-19] 

제안한 식은 다공성 산화물과 탄화물 재료에 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식은 아래와 같

다. 

                       


여기서, E0는 기공율 0에서의 탄성계수이다. 

 그림 3.1.2-16 은 depth-sensing indentation 시험이 수행된 TR-64 시료의 조직사진이다.  

TR-64 시료의 PyC 층과 SiC 층에 각각 24 번, 13번 압자를 러서 탄성계수를 구하 는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SiC는 소성변형으로 인하여 압자의 흔 이 나타났으나, PyC의 경우 

탄성 복원력에 의하여 압자의 흔 이 보이지 않았다. 이 방법으로 측정한 PyC와 SiC의 도는 

각각 평균 1.81 g/cm
3

와 3.0 g/cm
3

 이었으며,  도구배법으로 구한 PyC의 도 값인 2.048 

g/cm3 보다는 조  더 낮게 측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노 인덴테이션 법은 피복핵연료 입자 

상태에서 PyC와 SiC 층의 도를 한꺼번에 측정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측정기술이 더 개선된다면 효율 으로 이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3.1.2-16 Microstructure of coated layers after nano- 
indent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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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yC 층의 이방성(anisotropy)

이방성 구조를 갖는 탄소 재료는 특정 방향으로 배향성(preferred orientation)을 가짐으로 인

해서, 온도의 변화에 따라 내부 응력이 크게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재료 내부에 균열이 생

성되기 쉽다. 피복입자 핵연료는 조사되는 동안 온도의 변화와 핵분열 생성물로 인한 내부 압

력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많은 응력을 받게 되므로, 응력으로 인한 탄소 층(PyC)의 균열발생

을 최소화하기 해서는 등방성 조직을 갖도록 제조되어야 한다. 

PyC는 반응온도, 반응속도 등과 같은 제조조건에 따라서 도 값이 다르게 되는데, 통상 으

로 고 도 PyC는 기공률은 낮지만 이방성 조직을 갖기 쉽고, 반면에, 도 PyC는 기공률은 

높지만 무질서한 조직(disordered structure)을 갖게 된다. 기공률이 높게 되면 침투성이 매우 

높게(highly permeable) 되고, 이방성 PyC는 조사되는 동안 부피변화로 인해서 피복층에 균열

이 생기기 쉽다. 따라서, PyC의 제조조건은 도가 충분히 높아서 침투성이 낮으면서도 조사

되는 동안 균열이 생기지 않는 등방성 조직을 갖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PyC 층의 

이방성을 정량 으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PyC의 이방성은 X-선 회 법 는 학  방법에 의하여 주로 측정되며, 아래의 

B.A.F(Bacon anisotropy factor)에 의하여 가장 잘 표 된다 [3.1.2-20].

                          





  






   

여기서 I(θ)는 증착면과 θ 각을 이루고 있는 {0002} 면의 강도(intensity)를 의미하며, {0002} 

X-선 Debye-Scherrer 회  환(diffraction ring)의 강도 변화로부터 구할 수 있다. B.A.F 값은 

등방성에서 1(unity)이지만, 완 히 정렬된 면(completely aligned planes)에서는 무한

(infinity)를 나타낸다. 통상 으로, X-선 회 실험을 해서는 평면 시료(flat specimen)가 필요

하므로, 기에는 일정한 크기(약 5mm)의 흑연 원 (graphite discs)을 피복이 진행되고 있는 

로(furnace)에 장입하여 PyC를 증착한 후 X-선 회 실험을 하 다. 그 이후 Pluchery 

[3.1.2-21] 와 Tempest [3.1.2-22] 에 의하여 구형입자에 PyC를 직  증착한 후 이방성을 측정

하는 방법도 제시되었다. 

결정입자 이방성(crystallite anisotropy)과 학  이방성(optical anisotropy) 사이에 상

계가 있음이 제안된 이후로 [3.1.2-23], 편 미경과 포토메타를 이용하여 재료의 이방성을 평

가하는 방법이 개발되었다. 를 들어, 이방성이 큰 PyC를 직교 편 자(crossed polarizers)로 

찰하면, 편 면에 평행하거나 수직한 증착 면은 밝고 어두운 역이 교차로 나타나는 

Maltiese cross가 나타난다. 반면에, 등방성을 갖는 PyC는 직교 편 자에서도 암, 흑의 구분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시료를 연마할 때 표면에 주름(furrow) 형태의 자취가 남지 않아야 이

방성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해야 한다.

 편 미경과 포토메타를 이용한 이방성 측정방법이 몇 가지 알려져 있지만, 원자력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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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OPTAF 법 [3.1.2-24]으로 PyC 층의 이방성을 측정하 다. 포토메타는 편 미경, 

PMT-Photometry 그리고 컴퓨터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그림 3.1.2-17), 장치 설명  측

정 차는 설계 계산서[3.1.2-25]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 제조업체 : LEICA Microsystems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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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2-17  Microscope-Photometer system

램 에서 발 된 빛은 편 자(polarizer)를 통과하면서 편 으로 되고, 이 편 이 시료 표면에 

주사된 후 반사된 빔이 이블을 통하여 PMT-Photometer로 달되며, PMT-Photometer에

서 받아들여진 반사 빔의 강도는 컴퓨터를 통하여 수치로 표 된다. PyC 층의 두께와 입사 빔

의 크기를 고려하여 500배 이상의 배율에서 반사강도를 측정한다. 시료를 임의의 간격으로

( :30도) 360도 회 시키면서 반사되는 빔의 강도를 측정할 때, 최소 반사강도와 최  반사강

도의 비가 이방성 정도이다(OPTAF 법). OPTAF 법에서는 편 자인 polarizer만 삽입되어 있

고  다른 편 자인 analyzer는 빠져 있는 상태이다.

  이방성 측정을 해 사용된 입자는 TR-33 이며 PyC 층 제조 조건은 표 3.1.2-4와 같다. 

TR-33 입자에서 I-PyC와 O-PyC의 이방성(OPTAF)은 각각 1.03과 1.04 이었으며, 이 값은 

TRISO 입자를 제조하는 다른 나라의 PyC 이방성 사양(specification)에 거의 만족하는 수치이

다(그림 3.1.2-18). 피복입자 핵연료 제조국의 PyC 사양에서 BAF 값은 1.1 ～1.2 이하로 알려

져 있고(표 3.1.2-3), 우리가 측정한 이방성 OPTAF 값을 아래의 식 [3.1.2-24]을 이용하여 

BAF로 환산하면 1.09와 1.12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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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기서 반사 비(reflection ratio), γ, 는 0.25로서 graphite로부터 구한 값이다. 그리고, 일본, 

국 등과 같은 피복입자 핵연료 제조 국에서 확정된 I-PyC  O-PyC 층의 이방성 사양

(specification)은 표 3.1.2-3과 같다[3.1.2-26]. 

독일 미국 일본 국

IPyC

Spec.
BAF 

≤1.1

BAF 

≤1.20 OPTAF

≤1.03

OPTAF

≤1.03

A.M.
# OPTAF

1.054 ± 0.012

BAF

1.058 ± 0.005

OPTAF

1.02 ± 0.006

OPyC

Spec.
BAF 

≤1.1
N.S

*
.

OPTAF

≤1.03

OPTAF

≤1.03

A.M# OPTAF

1.024 ± 0.005

BAF

1.052 ± 0.006

OPTAF

1.02 ± 0.006

표 3.1.2-3 Specifications of coated layer in other countries. 

        # A.M. : As Manufactured, * N.S. : Not Specified.

반응 기체
반응온도

(℃)

반응시간

(min.)

압력

(torr)

I-PyC C2H2+C3H6 1300 10 760

O-PyC C2H2+C3H6 1300 10 760

표 3.1.2-4 Fabrication parameter of PyC layer in speciment # TR-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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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8  OPTAF results of PyC layer measured by photometer.

(5) 피복층 두께 비 괴 측정 기술 개발

(가) 개요

고온가스로에 사용되는 TRISO 피복입자연료는 직경이 약 1 mm인 구 형태로 심에 직경 

0.5 mm의 연료핵(kernel)과 연료핵 외곽을 감싸고 있는 피복층(coating layer)으로 구성되어 있

다(그림 3.1.2-19). 피복층은 버퍼(buffer) PyC (pyrolytic carbon) 층, 내부 PyC(inner PyC ; 

I-PyC) 층, SiC 층, 외부 PyC (outer PyC ; O-PyC)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라믹 피복층은 

연료핵이 원자로에서 연소될 때에 연료핵에서 생성된 핵분열 물질의 방출을 방지하고 연료핵

을 외부의 기계 , 화학  작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1.2-27 ~ 3.1.2-32].  각 

피복층의 두께는 수십~백 μm 범 이며 핵연료 입자 제조 후 이 제원을 만족하는지를 검사해

야 한다.  피복층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기존에는 괴 인 방법이 용되었지만 최근에는 

비 괴 인 X-선 래디오그래피(radiography) 방법의 용이 시도되고 있다 [3.1.2-33 ~ 

3.1.2-36]. 

TRISO 핵연료 입자의 피복층 두께를 측정하기 해 괴 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핵연

료 입자를 단하고 단면을 연마한 후 학 미경으로 단면을 찰하고 단면에 한 

상을 획득하여 피복층 두께를 측정한다.  이 방법을 용할 경우에 검사의 정 도를 향상시킬 

수 있지만 검사 시편 제조 과정이 복잡하고 단면의 치를 제어하기 어려우며 그에 따른 측

정 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다.  한, 괴 인 방법을 용할 경우 핵연료 시편의 활용이 불가

능해지며 검사과정에서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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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괴 인 방법의 단 을 개선하기 해 비 괴 인 방법이 요구되며 TRISO 핵연

료 입자의 피복층 두께를 비 괴 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X-선 래디오그래피(radiography) 

방법이 가장 일반 이다.  X-선 래디오그래피 방법에서는 X-선 진행 방향으로 투과된 정보를 

평면에 투 하기 때문에 X-선 진행 방향으로 정보가 첩되어 표 된다.  이 투과 화면에서는 

X-선 투과도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에 경계선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단 이 있다.  

 크기가 매우 작은 X-선 발생장치와 고해상도 검출기를 이용하고 디지털 상처리 기술을 

용하면 경계선이 불명확한 단 을 일부분 보완할 수 있지만 피복층의 두께가 매우 미세하고 

buffer 층과 I-PyC 사이의 투과도 차이가 작기 때문에 일반 인 X-선 래디오그래피 방법을 

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피복층의 두께를 정 하게 측정하기 곤란하다.

피복층의 두께를 정 하게 측정하기 해서는 경계선이 명확한 상을 획득해야 하며 상

차(phase contrast) 상으로 경계선이 강조된 투과 상을 획득하는 방법을 [3.1.2-37] 고려할 

수 있다.  상차 상은 물질의 경계면에서 X-선이 미세하게 굴 되어 발생되는 간섭 상을 

이용하여 경계면이 강조되도록 획득된 상으로 투과도의 차이에 따른 상에 비해 경계면에

서 큰 밝기 차이를 나타내 경계면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표 된다.  

X-선이 물체를 통과할 때 물질의 경계면에서 반사(reflection), 굴 (refraction), 투과

(penetration), 회 (diffraction) 상이 발생되며, 그에 따라 상이 맺히는 치가 상이하다.  물

체와 검출기 사이의 거리가 작은 일반 인 X-선 래디오그리피 방법에서는 장이 짧은 X-선

의 특성상 주된 효과는 투과효과이며 물체의 흡수율에 의해 검출기에 도달되는 X-선의 세기 

차이를 상화시켜 래디오그래피 상을 획득한다.  그러나 물체와 검출기 사이의 거리가 충분

히 큰 경우에는 투과 이외의 효과를 찰할 수 있다.  X-선원이 공간   장 으로 

coherent하고 물체의 X-선 흡수 효과가 작을 때는 경계면에서 4 가지 상이 모두 크게 나타

나고 특히 굴  효과에 의해 경계면이 강조된 상차 상을 얻을 수 있다[3.1.2-38].  이 상

차 상을 이용하면 도 차이가 작은 경우에도 경계선 구분이 가능한 상을 획득할 수 있어 

피복입자연료의 X-선 래디오그래피 상 획득에 용하여 상차 X-선 상을 획득하고 상

처리기술을 이용하여 피복층 사이의 경계선을 추출하여 피복층 두께를 자동으로 검사하는 연

구를 수행하 다.

그림 3.1.2-19 TRISO 피복입자연료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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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복층 두께

  

일반 으로 X-선 발생장치에서 발생되는 X-선은 원추형 콘 빔(cone beam) 형태이며, X-선 

빔의 심이 핵연료 입자의 심을 지나고 검출기 화면의 심에 입사한다고 가정하면 핵연료 

입자의 심 면을 지나는 X-선 빔의 모양을 이차원 평면상에서 그림 3.1.2-20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투과된 X-선은 스크린(screen) 상의 1차원 화소(pixel ; picture element) 값으로 표 된다.  

이 투과 상에서 pixel 값의 변화를 분석하여 각각의 층을 구분하는 경계  I1, I2, , , I5를 구

한다.  스크린 상의 실제 거리와 pixel 단 의 경계선 거리와의 비례 정도를 나타내는 비례계

수(proportional coefficient)를 c라 하면

dn= cI n,  n = 1, 2, 3, 4, 5                         (3.1.2-1)

이다.  여기서,

  d 1
 : 연료핵 반경에 한 검출기상의 측정 거리,

  d 2
 : 버퍼 PyC 층 반경에 한 검출기상의 측정 거리,

  d 3
 : I-PyC 층 반경에 한 검출기상의 측정 거리,

  d 4
 : SiC 층 반경에 한 검출기상의 측정 거리,

  d 5
 : O-PyC 층 반경에 한 검출기상의 측정 거리,

  I1 : 연료핵 반경에 한 pixel 거리,

  I2 : 버퍼 PyC 층 반경에 한 pixel 거리,

  I3 : I-PyC 층 반경에 한 pixel 거리,

  I4 : SiC 층 반경에 한 pixel 거리,

  I5 : O-PyC 층 반경에 한 pixel 거리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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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d1    d2  d3  d4  d5

0    r1  
r2

r3 
r4
r5

Screen

D

O : Source

R

그림 3.1.2-20 피복입자연료에 한 X-선 주사

연료핵 반경  각 피복층 반경은 다음 식 (3.1.2-2)와 같이 구할 수 있다.

r n=
d n

D 2+d 2
n

R ,  n = 1, 2, 3, 4, 5                 (3.1.2-2)

여기서,

  D  : X-선원의 과 검출기 사이의 거리,

  R  : X-선원의 과 핵연료 입자 심과의 거리,

  r 1
 : 연료핵 반경,

  r 2
 : 버퍼 PyC 층 반경,

  r 3
 : I-PyC 층 반경,

  r 4
 : SiC 층 반경,

  r 5
 : O-PyC 층의 반경

이다.  연료핵 직경과 피복층 두께는 다음 식 (3.1.2-3)~(3.1.2-7)으로 구할 수 있다.

t1 = 2r1                                     (3.1.2-3)

t2 = r2-r1                                    (3.1.2-4)

t3 = r3-r2                                    (3.1.2-5)

t4 = r4-r3                                    (3.1.2-6)

t5 = r5-r4                                    (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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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t1 : 연료핵 직경,

  t2 : 버퍼 PyC 피복층 두께,

  t3 : I-PyC 피복층 두께,

  t4 : SiC 피복층 두께,

  t5 : O-PyC 피복층 두께

이다.  

(다) 피복층 두께 근사값

X-선원의 과 핵연료 입자 사이의 거리가 충분히 큰 경우에는 단순한 확 율을 이용하여 

다음 식 (3.1.2-8)과 같이 각 피복층의 반경을 구할 수 있다.

     ,  n = 1, 2, 3, 4, 5                     (3.1.2-8)

여기서, k는 비례 계수를 나타내며     이다.  식 (3.1.2-8)은 물체의 두께 차이가 상

으로 매우 작은 물체나 빔의 주사각이 작은 경우에 해 용 가능하다.  주사각이 커질수록 

측정 오차는 증가한다.  피복입자연료는 크기가 작아 큰 확 율이 요구되지만 X-선원과 물체 

사이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 주사각을 작게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X-선원과 물체 사

이의 거리가 증가하고 일정한 확 율을 유지하기 해서는 X-선원과 검출기 사이의 거리가 크

게 증가하므로 많은 노출 시간이 요구된다.  본 실험에서는 상차 X-선 상을 얻기 해 

X-선원과 검출기 사이의 거리를 크게 유지하므로 주사각을 작게 유지할 수 있어 식 (3.1.2-8)

을 용할 수 있다.  이 때 발생하는 반경의 오차율을 주사각의 변화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반경의 오차율을 라 하면,

 

 









                      (3.1.2-9)

과 같다[3.1.2-39].  오차율을 그래 로 나타내면 그림 3.1.2-21과 같다. 의 증가는 주사각의 

증가를 의미하며 근사식의 오차율은 이 0.5 일 때 약 16%에 이르고 있다.  이 때의 주사각

은 30도이다.  이 0.14 이하에서는 오차율이 1% 이하를 나타내며, 이 때의 주사각은 8도이

다. 이 0.14 이하가 되도록 주사각을 설정하게 되면 근사식 (3.1.2-8)을 사용해도 오차가 크

게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확 율을 증가시키기 해 주사각이 증가하는 경우에

는 오차 발생에 유의해야 한다.  입자연료의 반경이 약 0.5 mm이고, 선원의 심과 입자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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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거리가 20~70 mm로 설정되어 가 0.025 이하이므로 오차율은 0.03% 이하가 되어 근사식

을 사용해도 오차는 무시될 수 있다.

그림 3.1.2-21 근시값의 오차

(라) 래디오그래피 상을 이용한 피복층 두께 자동 측정 알고리듬

피복입자연료에 한 상차 X-선 래디오그래피 상은 노출이 부족하여 상의 밝기  

contrast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X-선 검출기의 열잡음 등 많은 노이즈(noise)가 포함되어 있

다.   상의 밝기와 contrast를 개선하기 해서는 상의 밝기 분포인 히스토그램을 분석하

여 상의 밝기와 contrast를 최 화한다.  

피복층의 두께를 측정하기 해서는 피복층의 반경 정보의 기 이 되는 심 이 있어야 한

다.  상처리기술에 의해 개선된 래디오그래피 상에 해 경계선 측정의 기 이 되는 심

의 좌표를 계산하 다.  연료핵 부분을 심 역으로 지정하여 연료핵의 심을 피복입자 

연료의 심 으로 설정하 다.  심 의 좌표는 식 (3.1.2-10)과 같이 무게 심을 구하는 원

리를 용하 다[3.1.2-40].  핵연료입자의 심 좌표를 추출하고 치를 ‘+’로 표시하게 된다.  

이 지 이 반경과 두께를 측정하기 한 기 이 된다. 

 


,  


 ,                          (3.1.2-10)

여기서,

    : 심 의 x 좌표,

    : 심 의 y 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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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p, q = 0, 1, 2, . . .  

이다.

  TRISO 피복입자연료에 한 X-선 래디오그래피 상에서 피복층 사이의 경계를 나타내는 

경계선 역을 추출하기 해 Sobel 연산자(operator)를 용하 다[3.1.2-41].  경계선을 두 단

계로 나 어 추출하 다.  1 단계에서는 문턱치를 설정하여 피크값이 두드러진 4 개의 경계선 

역, 연료핵과 버퍼층 사이의 경계선, I-PyC 층과 SiC 층 사이의 경계선, SiC 층과 O-PyC 

층 사이의 경계선, O-PyC 층과 외곽 공기 층 사이의 경계선을 추출한다.  2 단계에서는 

I-PyC 층과 SiC 층 사이의 경계선을 기 으로 버퍼 역에 존재하는 피크를 구하여 버퍼 층

과 I-PyC 층 사이의 경계선을 추출한다.  이와 같이 추출된 심 과 경계선 데이터를 이용하

여 피복층의 반경을 구하고 이 반경 정보를 이용하여 피복층의 두께를 측정할 수 있다.  

(마) X-선 검사 장치 구성

X-선 발생장치의 최  압/ 류는 160 kV/200 μA이며 최소  크기는 1 μm이다.  

X-선 평 (flat panel) 검출기는 1024 x 1024 화소로 구성되어 있다.  한 화소의 크기는 48 μm

이며 검출 해상도는 12비트(4096 gray levels)이다.    소 트웨어는 X-선 발생장치 제어부, 

FPD 검출기 제어부, 상 캘리 이션(calibration)부, X-선 상 획득/처리부, 피복층 두께 

측정부로 구성되어 있다. X-선 상시스템 구성도  장치 구성은 그림 3.1.2-22  그림 

3.1.2-23과 같다. 

방진시스템

FPD

검출기

마이크로포커스

X-선 발생장치

시편 이송기

TRISO 

입자연료

X-선 차폐 캐비넷

진공시스템

X-선 발생장치

controller

영상

모니터

Frame Grabber

시편 이송기

controller

시스템 컴퓨터

그림 3.1.2-22 마이크로 X-선 상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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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 테이블

영상시스템

샘플 위치 제어기

차폐캐비넷

X-선 소스FPD 검출기

TRISO 샘플

X-선원 콘트롤러 

&

Frame Grabber

그림 3.1.2-23 마이크로 X-선 검사 장치

(바) 상차 X-선 래디오그래피 상 획득

실험에 사용된 TRISO 핵연료 입자는 국 HTR-10 고온가스 원자로용 TRISO 핵연료 입자

의 사양을 참조하여 그림 3.1.2-24과 같이 UO2 연료핵 신에 ZrO2 연료핵을 사용한 모의 

TRISO 핵연료 입자이다[3.1.2-34].  모의 피복입자연료에 해 마이크로포커스 X-선 검사장치

를 이용하여 상차 X-선 래디오그래피 상을 획득하 다. 획득된 상은 4096 단계 밝기 분

포(4096 gray level ; 12 비트 분해능)로 구성되었지만 디지털 상처리를 해 256 단계(256 

gray level ; 8 비트 분해능)로 조 하 다. 

10 mm

그림 3.1.2-24 모의 TRISO 피복입자연료

 

  - 압 설정

  X-선 발생장치의 압은 X-선의 장과 계된 주요한 변수이다.  X-선의 장은 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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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큰 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즉 X-선 압이 낮을수록 장이 커지며 그에 따라 굴

각이 증가하여 상차 상 효과를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러나 X-선 압이 낮아지면 

X-선 투과력이 낮아져 노출 시간이 크게 증가한다.  상차 상을 얻기 한 X-선 압을 

설정하기 하여 X-선 발생장치의 류를 80 μA로 고정하고 압을 40 ~ 80 kV 범 에

서 10 kV 간격으로 가변하 다.  선원과 샘  사이의 거리는 70 mm, 샘 과 검출기 사이의 

거리는 1400 mm, 선원과 검출기 사이의 거리는 1470 mm 로 설정하여 확 율은 21이다.  

상차 상 효과를 수치 으로 표 하기 하여 다음 식(3.1.2-11)과 같이 상차 효과 지수 

PCEF(phase contrast effect factor)를 설정하 다.

                                (3.1.2-11)

여기서 c1 : SiC 층과 O-PyC 층 사이 경계 역의 pixel 값,

       c2 : O-PyC 층 역의 pixel 값,

       c3 : O-PyC 층과 공기 층 사이 경계 역의 pixel 값,

       c4 : 공기 층 역의 pixel 값

이다.  그림 3.1.2-25에 나타낸 바와 같이 c2와 c4는 도에 따른 X-선의 투과도에 따라 결정되

는 값이며, c1과 c3는 X-선의 상차 효과에 따라 결정되는 값이다.  상차 효과가 발생하면 

경계 역의 값이 커지기 때문에 PCEF 값이 증가하게 된다.  체 인 상의 밝기 값의 변

화에 무 한 정규화된 값을 얻기 해 배경 값이 되는 공기 층 역의 pixel 값 c4로 나 어 

주었다.  

c1

c2

c3

c4

그림 3.1.2-25 상차 효과 라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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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모의 TRISO 피복입자 연료에 해 압에 따른 상차 효과 변화를 측정한 결과

는 그림 3.1.2-26과 같다.  40 ~ 60 kV 역에서 높은 PCEF 값을 나타냈으며 70 kV 이상에서

는 PCE 값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40 ~ 60 kV 역에서도 압이 낮을수록 높은 

PCEF 값을 나타냈다.  그러나 압이 낮은 경우 X-선 에 지와 투과력이 낮아 많은 노출 

시간이 요구되어 최  압을 60 kV로 설정하 다.

그림 3.1.2-26 압의 변화에 따른 상차 효과 변화

  - 선원과 샘   샘 과 검출기 사이 거리 설정

  선원과 샘  사이의 거리  샘 과 검출기 사이의 거리도 상차 상을 얻기 한 요한 

변수이다.  배율이 일정한 경우 거리가 증가할수록 일정한 굴 각에 해 굴  거리가 증가하

여 간섭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리가 매우 커지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

여 X-선 에 지가 감소하여 많은 노출 시간이 요구되고 매우 큰 차폐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한 거리로 제한하고 있으며 샘 과 검출기 사이의 거리가 1 m 이상이면 상차 상을 

효과 으로 얻을 수 있다.  X-선 발생장치의 압과 류를 각각 60 kV, 80 μA로 고정하

고 선원과 샘  사이의 거리는 20, 45, 70 mm, 샘 과 검출기 사이의 거리는 400, 900, 1400 

mm 로 각각 설정하 다.  따라서 각각의 확 율은 21로 동일하다.  각각의 조건에 해 X-선 

상을 획득하고 상차 효과 지수 PCEF를 측정하 다. 측정 결과는 그림 3.1.2-27와 같다. 샘

과 검출기 사이의 거리가 400 mm인 경우 상차 효과가 미미하 지만 거리가 증가할수록 

상차 효과가 증가하 으며 1400 mm 인 경우에 가장 크게 나타났다.  제작된 차폐 시설에서 

1400mm가 실험 한계 거리 다.  그러나 이 경우에 각 층 사이의 모든 경계가 구분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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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선 상차 상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때에도 많은 노출 시간이 필요하 기 때문에 더 이상

의 거리 증가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선원과 샘  사이의 거리는 70 mm, 샘

과 검출기 사이의 거리는 1400 mm로 설정하 다.

그림 3.1.2-27 샘 과 검출기 사이 거리의 변화에 따른 상차 효과 변화

(사) X-선 상 획득  경계선 추출

X-선 발생장치의 압과 류를 각각 60 kV, 80 μA, 선원과 샘  사이의 거리는 70 

mm, 샘 과 검출기 사이의 거리는 1400 mm 로 설정하 다.  따라서 선원과 검출기 사이의 

거리는 1470 mm 로 설정하여 확 율은 21이며, 한 노출을 얻기 하여 노출 시간은 5 분

으로 설정하 다.  한 임의 노출 시간을 6 로 설정하고 5분의 노출 시간을 만족하기 하

여 하나의 샘 에 해 50 임의 상을 획득하고 이를 하 다.  상을 할 경우 

노출 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고 랜덤 노이즈를 제거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조

건으로 획득된 X-선 래디오그래피 상의 밝기(brightness)와 비(contrast)를 개선하기 하

여 히스토그램 조  기법을 용하 다.  이 기법을 용하면 히스토그램이  밝기 역에 고

르게 분포하게 됨에 따라 밝기와 비가 모두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연료핵 뿐만 아

니라 4 개의 피복층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개선된 상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림 

3.1.2-28). 데이터 처리를 용이하게 수행하기 해 상 데이터의 화소 밝기 값을 반 하여 

도가 높은 역이 높은 밝기 값을 나타내도록 데이터를 처리하 다. 물체의 무게 심을 구하

고 이를 ‘+’ 로 표시하 다(그림 3.1.2-29).  이 이 각 피복층의 반경을 구하는 심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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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8 히스토그램조 에 의해 개선된 상  그림 3.1.2-29 입자 심  추출

개선된 상에 해 경계선 역을 추출하기 해 Sobel 연산자(operator)를 수평과 수직 방

향으로 용하 다[3.1.2-33].  데이터 값이 큰 백색 부분이 추출된 경계선 역이다.  노이즈 

성분을 제거하여 경계선 정보를 용이하게 추출하기 하여 3x3 평균 필터를 용하 다(그림 

3.1.2-30).  

  

그림 3.1.2-30 경계선 상

경계선 상의 단면 로화일을 살펴보면, 연료핵과 버퍼 층 사이, I-PyC 층과 SiC 층 사이, 

SiC 층과 O-PyC 층 사이, O-PyC 층과 외부 공기 층 사이의 경계선 데이터는 큰 피크를 나타

내 추출이 용이하지만 버퍼 층과 I-PyC 층 사이의 경계선 데이터는 작은 피크를 나타내 추출

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경계선을 두 단계로 나 어 추출하 다.  1 단계로 문턱치를 설정

하여 4 개의 경계선 역을 추출하 으며 2 단계에서는 I-PyC 층과 SiC 층 사이의 경계선을 

기 으로 버퍼 역에 존재하는 피크를 구하여 버퍼 층과 I-PyC 층 사이의 경계선을 추출하

다.

(아) 피복층 두께 측정

360 도 방향에 해 5 도 구간 마다 각각의 반경을 측정하여 하나의 시료에 해 모두 72 

번 반경을 측정하고 피복층 두께를 계산하 다.  직경 200 μm인 DIN(독일공업규격) #13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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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의 X-선 래디오그래피 상을 획득하고 직경을 측정한 결과 201 μm(=88 pixels x 2.29 

μm/pixel)를 나타내 0.5 %의 측정오차를 나타냈다.  따라서 X-선 래디오그래피의 측정 오차는 

무시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10 개의 모의 TRISO 피복입자 연료(p01~p10)에 해 각각 

상차 X-선 상을 획득하고 각 층 사이의 경계선을 추출하여 각 층의 반경을 측정하고 피복층

의 두께를 측정하 다.  그림 3.1.2-31은 입자연료에 해 획득된 상과 추출된 경계선을 나타

낸다.

그림 3.1.2-31 p01 입자연료의 X-선 상  피복층 추출

그림 3.1.2-32는 p01 피복입자에 해 각도에 따라 측정된 피복층 두께를 보여주고 있다.  이

와 같이 같은 제조공정 배취에서 추출한 10 개의 모의 TRISO 핵연료 입자의 피복층 두께를 

측정하고 평균값과 표 편차를 측정한 결과를 종합하면 표 3.1.2-2와 같다.  

10 개의 샘 에 한 실험결과, 버퍼 층 두께는 91 ~ 119 μm 범 를 나타냈으며, 표 편차는 

4.0 ~ 8.7 μm 범 를 나타냈다.  체 평균값은 102 μm로 기 값보다 약 10% 큰 값을 나타냈

다.  버퍼층의 경우 균일도가 낮아 큰 표 편차를 나타냈다.  I-PyC 층 두께는 36 ~ 43 μm 범

를 나타냈으며, 표 편차는 2.2 ~ 4.5 μm 범 를 나타냈다.  체 평균값은 39 μm이다.  SiC 

층 두께는 30 ~ 41 μm 범 를 나타냈으며, 표 편차는 1.3 ~ 2.5 μm 범 를 나타냈다.  체 

평균값은 37 μm이다.  O-PyC 층 두께는 48 ~ 63 μm 범 를 나타냈으며, 표 편차는 2.4 ~ 

9.2 μm 범 를 나타냈다.  체 평균값은 52 μm를 나타내 기 값보다 30% 큰 값을 나타냈다.  

O-PyC 층의 표 편차가 비교  큰 값을 나타낸 이유는 시료와 시료 받침  부분의 경계면에

서 경계선 추출에 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국에서 제조된 TRISO 핵연료의 경우 버퍼층, 

I-PyC 층, SiC 층, O-PyC 층의 표 편차는 각각 11 μm, 4.2 μm, 2.5 μm, 4.6 μm를 나타내고 

있다[3.1.2-34].  X-선 래디오그래피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I-PyC, SiC 층의 경

우에는 균일한 두께를 보여주었으며 측정 결과에서도 작은 표 편차를 나타내 균일하게 피복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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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32 모의 피복입자연료 p01의 피복층 두께 

기 값,

μm
측정값, μm

buffer 95
두께 범 두께 평균 표 편차 범 표 편차 평균

91 ~ 119 102 4.0 ~ 8.7 6.3

I-PyC 40 36 ~ 43 39 2.2 ~ 4.5 3.4

SiC 35 30 ~ 41 37 1.3 ~ 2.5 1.8

O-PyC 40 48 ~ 63 52 2.4 ~ 9.2 4.2

표 3.1.2-5 모의 피복입자연료 피복층 두께

  X-선 래디오그래피를 이용하여 피복층의 두께를 측정한 결과와 ceramography 방법에 의한 

측정 결과를 비교하기 하여 피복 입자에 해 X-선 상을 획득하여 피복층 두께를 측정한 

후에 이 피복 입자의 심면을 단하고 연마하여 미경으로 측하고 피복층 두께를 측정하

다.  그림 3.1.2-33에 나타낸 래디오그래피 상과 단면 상에 해 30도 간격으로 피복층의 

반경과 두께를 측정하 다.  그림 3.1.2-34은 피복층 두께를 측정한 결과를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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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1.2-33 p03 입자연료에 한 (a) X-선 상, (b) 단면 상

(a)  X-선 방법                     (b) 세라모그래피 방법 

그림 3.1.2-34  p03 입자연료에 한 피복층 두께

  각 피복입자 피복층 두께의 평균값에 한 괴 검사와 비 괴 검사와의 편차는 최  6 μm, 

평균 3.2 μm를 나타냈으며, 편차율은 O-PyC 층의 경우 최  약 13 %, 그 외에는 10 % 이내, 

평균 편차율은 5.7 %를 나타냈다.  괴 검사에 비해, 비 괴 검사의 경우 버퍼층과 I-PyC 층

의 두께가 다소 작은 값을 나타낸 반면 SiC 층과 O-PyC 층의 두께가 다소 큰 값을 나타냈다.  

비 괴 검사에 한 표 편차의 경우 체 으로 괴 검사와 유사한 분포를 나타냈다.  

(6) TRISO 입자 카바이드 코 층의 기계  특성평가

(가) ZrC 코 층의 특성평가

탄화규소층을 증착한 SiC/Graphite 층에 지르코늄 스폰지 소스를 이용하여 증착한 ZrC 층의 

기계  물성을 측정하 다. 탄화지르코늄 (Zirconium carbide, ZrC) 은 탄화된 이 속계열 화

합물로써 매우 높은 기계  특성과 기 도도와 열 도도가 우수한 특성을 가진다. ZrC 결정



- 90 -

은 Fm3m 으로 나타나는 NaCl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 으로 carbon 공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화학량론  구조를 나타낸다. Xiao-Ming He 등[3.1.2-42]에 의하면 Si(111) 기 에 

IBAD 방법으로 증착된 ZrC 필름에서 치 한 결정구조를 갖는 경우 경도는 2600 ~ 2900 

kgfmm
-2 

의 값을 나타낸다. 한 Dayong Cheng 등은 first-principles 을 이용하여 ZrC 의 탄

성률을 계산하 다.[3.1.2-43] 실험에 사용한 격자 상수는 4.689 A 이었으며 full-potential 

linearized augmented plane-wave(FLAPW) 방법을 사용하 다. ZrC 입자는 무정형 상에 3~4 

mm 의 입자가 분포되어 있으며, 각 입자는 단결정이라고 가정하 다. 와 같은 가정에서 구

한 ZrC의 탄성률은 최 값이 506 GPa, 최소값이 473 GPa 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증착한 ZrC 코 층의 기계  물성을 측정하기 해 Nano Indenter 

(Nantester, MicroMaterials, Wrexham, UK)를 사용하 다. 경도와 탄성률을 측정하기 해 인

덴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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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 이므로 침투 

깊이가 높이의 1/10 보다 작아 기 의 향은 거의 없다고 가정하 다. 탄화규소 층의 표면형

상에 따라 ZrC 층의 기계  특성의 변화를 찰하기 하여 rounded top 구조와 facted 구조

의 두 가지 표면형상을 가진 탄화규소층에 증착된 ZrC 층을 이용하 다. 각각 ZrC 코 층은 

10 mm 높이로 증착되었으며, 두 시편 모두 ZrC 표면형상은 rounded top 구조를 나타내었다.  

rounded top 탄화규소층의 ZrC 코 층의 경도는 33.99 GPa, 탄성률은 225.67 GPa 로 측정되었

으며, faceted 탄화규소층의 ZrC 코 층의 경도는 39.8 GPa, 탄성률은 247.95 GPa 로 측정되었

다. 기계  특성 측정 결과 faceted 탄화규소 층의 경도와 탄성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따라서 faceted 탄화규소 층에 ZrC 코  층을 증착하는 것이 강도도 더 높은 값을 나타낼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문헌조사에 값과 비교해 볼 때, 경도 값은 충분히 높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탄성률은 여 히 낮은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 TRISO 입자의 SiC 특성평가를 한 SiC 반구 쉘 제작

TRISO 입자의 탄화규소 층의 기계  특성을 알아보기 해 내부압력 인가법과 direct 

strength measurement 의 새로운 측정방법을 고려하 으며[3.1.2-44] 와 같은 방법으로 

TRISO 입자의 탄화규소 층의 강도를 측정하기 하여 그림 3.1.2-35 (a) 와 같은 탄화규소 반

구 쉘을 제작하 다. 반구 쉘을 제작하기 하여 TRISO 입자를 마운  한 후에 폴리싱을 통

해 입자의 일정부분을 제거하여 반구 모양을 나타내도록 하 으며, 그 후에 마운  진을 제

거 하여 TRISO 입자 반구들을 얻을 수 있었다. 이 게 얻어진 TRISO 입자 반구의 PyC 층을 

제거하기 하여 PyC 층이 산화되는 조건인 공기 분 기 800 oC에서 1 ~ 2 시간 가열하 다. 

열처리 과정을 거친 후에 kernel 로 사용된 ZrO2 가 SiC 반구 쉘과 분리되어 떨어져 나오는 

것을 확인하 으며, 제작된 SiC 반구 쉘의 두께는 25 ~ 40 mm , 반구 쉘의 직경은 650 ~ 750 

mm 를 나타내었다. SiC 반구 쉘을 이용하여 강도 특성을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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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Direct strength measurement method 방법을 용한 강도 평가

Direct strength measurement 방법을 용하기 하여 먼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실험 모

델을 해석하 으며, 실험식을 제안하 다. Direct strength measurement 방법의 실험에 있어서 

인덴테이션 로드, 반구의 반경, 반구의 두께, 반구로 사용된 재료의 탄성률, 인덴터의 탄성률과 

같은 변수를 모두 고려해 주기 한 FEM 계산을 행하 다. 유한요소법 해석에서 반구는 일반

으로 반경 R과 두께 t 를 가지고 있으며, 탄성률은 Ehemisphere 의 값을 갖는다. 반구를 기

에 놓고 Eindenter 의 탄성률 값을 가지는 형 인덴터로 인덴테이션 로드 P 를 가하게 된다. 분

석에서 인덴터와 반구의 탄성률을 하나의 복합 탄성률인 E* 로 합하여 강도 평가식에 용하

다. 다양한 반구의 반경과 두께, 탄성률 조건에서 해석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  강도 평가식

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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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경험식을 용하여 SiC 반구 쉘에서 강도 평가를 행하 다. 그림 3.1.2-35 (b) 에 

나타낸 실험 장치를 이용하 으며, 50 N 의 load cell을 가지고 있는 micro indenter 를 사용하

다. 실험에 사용된 SiC 반구 쉘은 378 GPa 의 탄성률을 가지고 있었으며, 인덴터는 Glass 

(E = 100 GPa) 를 이용하 다. 형 인덴터로 SiC 반구 쉘을 인덴테이션 시 2 ~ 3 N 의 하

에서 반구 쉘의  표면에서 크랙이 발생하면서 작은 소리가 들리는 것이 찰되었으며, 인덴

테이션 로드가 크게 증가할 시에는 SiC 반구 쉘이 완 히 괴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 다. 

실험 결과와 유한요소법 해석결과로 미루어 볼 때 반구 쉘  표면에 인장 응력이 집 되어 2 

~ 3N 의 하 에서 균열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균열이 처음 

생성되는 하 을 측정하여 앞 에서 유한요소법으로 구한 실험  강도 평가식에 용하여 

SiC 반구 쉘의 강도를 측정하 다.

36개의 SiC 반구 쉘의 강도를 측정한 결과 강도의 범 는 442 ~ 1755 MPa 로 나타났으며 

평균 강도 값은 1296.38 MPa,, 표  편차는 409.81 이었다. 강도 값의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

으며 그 이유로는 실험  격한 하 감소가 찰되지 않아 균열이 발생하는 지 을 정확하

게 측정 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다음 단계에서 Acoustic detecter 를 사용하여 크랙이 발생하

는 지 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한 SiC 반구 쉘의 두께가 20 mm 의 매

우 얇은 시편은 PyC 층을 제거하면서 이미 SiC 코 에 균열이 생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매우 

낮은 하 에서 균열이 발생한 것처럼 찰되었다고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앞에서 기술한 이유

로 인해 반구 쉘의  부분에서 인장응력의 집 으로 인한 균열이 발생하여 괴가 일어난 시

편의 강도 값을 이용하여 Weibull plot 을 구한 결과를 그림 3.1.2-35 (c)에 나타내었다. 

Weibull modulus 의 값은 6.66 으로 여 히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smean 은 1025 MPa 

의 값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실험결과로 direct strength measurement 방법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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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SO 입자에서 얻은 SiC 반구 쉘의 강도를 측정 할 수 있었다. 그 값은 1025 MPa 로 1단계

에서 구할 수 있었던 삼 층을 이용하여 구한 SiC 코 층의 강도 값인 800 ~ 1000 MPa 과 유

사한 값을 나타냄을 확인하 다. 

 

SiC hemisphere

PP

Substrate

               (a)      (b)

                 

(c)

그림 3.1.2-35 (a) SEM image of SiC hemisphere shell. (b) Schematic of direct strength 

measurement method experimental setup and (c) Weibull diagram for SiC hemisphere shell, 

tested with direct strength measurement method. The failure probability of the shell was 

plotted as a function fracture strength, and the m values indicate the Weibull modu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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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피복입자 Qualification

1. 하나로 조사시험기술개발

  가. 서론

  2005년도에는 하나로에서 피복입자 핵연료 조사시험 가능성에 대한 타당성 분석과 피복입자 

핵연료 조사시험 장치 개발을 위해 우선 핵연료물질의 농축도와 하나로의 조사공에 따라 피복

입자 핵연료의 조사시험 기간 및 피복입자 핵연료의 온도 분표에 대한 예비 평가를 수행하였

다/3.2-1/. 이를 바탕으로 2006년도 과제에서는 피복입자 핵연료 조사장치의 개념설계와 온도 

예비평가, 피복입자 핵연료 및 피복재료의 조사시험을 위한 핵적 예비평가, TRISO 버퍼층 재

료 조사시험봉의 열적-기계적 건전성 예비해석 등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하나로에서 피복입

자 핵연료를 조사시험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장치 개발을 위한 요소기술을 개발하였다.

  나. 조사장치 개념설계 및 온도 예비평가

    (1) 조사장치 개념설계

  피복입자 핵연료 조사장치 설계는 그림 3.2.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상용원전용 핵연료 조

사시험용으로 개발한 무계장캡슐을 활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즉, 무계장캡슐 내부의 조사시험용 핵연료

봉 구조에 변화가 있도록 하는 것이다(그림 3.2.1-2 참조).

그림 3.2.1-1 상용원 용 핵연료 조사시험용 무계장캡슐

그림 3.2.1-2 피복입자 핵연

료 조사시험봉 구조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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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단계에서 수행한 피복입자 핵연료의 조사시험중 온도 예비평가 결과에 따르면 약 870℃로 평가

되었다. 이는 고온가스로 운전조건에서 요구되는 온도 1,200℃보다 낮은 온도이다. 이에 따라 

피복입자 핵연료의 조사 온도를 높이기 위한 개념으로 이중 피복관을 사용하는 개념을 도입하

였다. 이중 피복관 재료는 Mo 또는 W, 이중피복관사이의 간격은 열전도도가 낮은 Ne 가스, 

피복입자 주위에는 He 가스로 충진되었다고 가정하였다(그림 3.2.1-3 참조). 그리고, 피복입자 

핵연료 조사시험을 위한 구조는 예비평가에서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였다(그림 3.2.1-4 참조). 온도 예

비평가에 적용한 피복입자 핵연료의 특성은 표 3.2.1-1과 같다. 예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피복입자 핵

연료의 조사중 입자당 출력(약 250 W/particle)에 가장 근접한 OR 조사공(표 3.2.1-2, 그림 3.2.1-5 참

조)을 대상으로 이중 피복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온도를 재평가하였다.

그림 3.2.1-3 온도 평가 모델

 
그림 3.2.1-4 피복입자 핵연료 

조사개념도 

 
그림 3.2.1-5 핵적 평가 

모델

  Kernel Buffer IPyC SiC OPyC

Material UO2 PyC PyC SiC PyC

Enrichment(wt%U-235) 12 - - - -

Diameter(µm) 500 - - - -

Thickness(µm) - 95 40 35 40

Density(g/cc) 10.5 1.0 1.9 3.2 1.85

Weight(☓10-4 g) 6.8722 1.0656 1.2736 2.2816 1.8015

표 3.2.1-1 피복입자 핵연료 특성

  OR5 IR1 CT
 Average Fission Power (W/Particle) at 

BOC

 Maw. Fission Power (W/Particle)  at BOC

 Irradiation Time (EFPD)

0.652

0.978

180

0.925

1.241

128

1.073

1.403

111

표 3.2.1-2 하나로 조사공별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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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 피복관 구조로 피복입자 핵연료를 조사할 경우, 피복입자 핵연료의 온도 분포를 평가한 

결과는 그림 3.2.1-6에서 3.2.1-9와 같다. 즉, 그림. 3.2.1-6은 시험봉 단면에서의 온도 분포, 

그림 3.2.1-7은 피복관재료인 Mo과 graphite에서의 온도분포, 그림 3.2.1-8과 9는 가장 가운

데 있는 피복 핵연료 입자에서의 온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2.1-8과 9에서 보는 바

와 같이 핵연료 입자의 온도는 약 1,150℃와 1,290℃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이 온도 차이가 

있는 것은 buffer 층에서의 열전도도 kB를 2.0 W/(m K)와 0.5 W/(m K)로 가정하였기 때문이

다. 이러한 온도는 고온가스로 운전조건에서 요구되는 온도와 유사하였다.

그림 3.2.1-6 시험봉 단면의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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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7 Graphite  Mo의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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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8 TRISO  He gap의 

온도 분포 (kB = 0.5 W/(m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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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9 TRISO 및 He gap

의 온도 분포 (kB = 2.0 W/(m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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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피복입자 핵연료에서 피복 재료로 이용되는 재료(PyC, SiC)를 다양하게 조사시험하기 위한 구조

로 그림 3.2.1-10과 같은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구조를 기준으로 하나로에서의 핵적 특성 분석을 

통하여 각 시험봉 구조에 대한 온도를 평가하였다. 시험봉 2(rod 2)에 대한 온도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모델을 그림 3.2.1-11, 3.2.1-12와 같이 구성하였으며, 온도를 평가한 결과는 그림 3.2.1-13∼3.2.1-16

과 같이 나타났다. 피복입자 핵연료의 중심온도는 약 1,230℃와 1,360℃로 평가되었다. 이는 시험

봉 1(rod 1)에서 나타난 온도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피복입자 핵연료 온도를 평가하기 위한 모델에서 graphite 내의 Triso 입자의 packing 

fraction은 면적에 대해 적용하면 매우 커지기 때문에 부피에 대한 분율로 변경해서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즉, packing fraction이 커진다는 의미는 TRISO의 질량분율이 커지는 

것이고, 이는 TRISO의 열전달이 graphite 보다 매우 작기 때문에 핵연료 영역의 온도가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총 270개의 입자에 대해 부피에 대한 packing fraction을 계산

한 결과는 HTTR에서의 피복입자 핵연료의 온도와 유사하였다. 그리고, 이중 피복관 구조에서 

내부 및 외부 gap의 두께를 0.08mm로 같게 놓았다. 외부 gap의 두께를 더 이상 줄이는 것은 

내부 및 외부 Mo이 접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정도에서 제한을 두고, TRISO 숫자를 줄이

면서 온도를 낮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Mo or M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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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

Rod 3Rod 2

He, Ne or 
He/Ne gap

graphite

Bulk materials disc
(buffer, IPyC, 
SiC/ZrC, OP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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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dding : Mo
- Inner Mo tube : Ø 9.5 mm
- Outer Mo tube : Ø 11.3 mm
- Thickness Mo tube : 0.5 mm 
- Inner gap : 0.08 mm 
- Outer gap : 0.4 mm

-TRISO dispersed in graphite matrix-
- Fuel free zone : 1 mm

(# of TRISO-area : 40 ea)
- Graphite : Ø 8.35 mm
- Compact height : > 10 mm
- # of compact : max. 9
- Cladding : Mo
- Inner Mo tube : Ø 9.5 mm
- Outer Mo tube : Ø 11.3 mm
- Thickness Mo tube : 0.5 mm 
- Inner gap : 0.08 mm
- Outer gap : 0.4 mm

- Bulk disc : Ø 8.35 mm
- Bulk height : To be determined 
- Structure of bulk : Buffer-IPyC-SiC/ZrC-OPyC

or  Buffer, IPyC, SiC/ZrC, OPyC
- Cladding : Mo
- Inner Mo tube : Ø 9.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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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dding : Mo
- Inner Mo tube : Ø 9.5 mm
- Outer Mo tube : Ø 11.3 mm
- Thickness Mo tube : 0.5 mm 
- Inner gap : 0.08 mm 
- Outer gap : 0.4 mm

-TRISO dispersed in graphite matrix-
- Fuel free zone : 1 mm

(# of TRISO-area : 40 ea)
- Graphite : Ø 8.35 mm
- Compact height : > 10 mm
- # of compact : max. 9
- Cladding : Mo
- Inner Mo tube : Ø 9.5 mm
- Outer Mo tube : Ø 11.3 mm
- Thickness Mo tube : 0.5 mm 
- Inner gap : 0.08 mm
- Outer gap : 0.4 mm

- Bulk disc : Ø 8.35 mm
- Bulk height : To be determined 
- Structure of bulk : Buffer-IPyC-SiC/ZrC-OPyC

or  Buffer, IPyC, SiC/ZrC, OPyC
- Cladding : Mo
- Inner Mo tube : Ø 9.5 mm
- Outer Mo tube : Ø 11.3 mm
- Thickness Mo tube : 0.5 mm 
- Inner gap : 0.08 mm
- Outer gap : 0.4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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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0 피복입자 재료 조사시험봉 개념도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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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1 시험봉 2의 온도 평가 모델I

그림 3.2.1-12 시험봉 2의 온

도 평가 모델 II

   
그림 3.2.1-13 시험봉 2의 평가 

온도

0 1 2 3 4 5 6
0

200

400

600

800

1000

1200

 0.797 W/ptl., Mo

Te
m

pe
ra

tu
re

 (o C
)

Radius (mm)

그림 3.2.1-14 Graphite 및 Mo의 

온도분포; 시험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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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5 TRISO 및 He gap의 

온도 분포 (kB = 0.5 W/(m K)); 시험

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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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6 TRISO 및 He gap의 

온도 분포 (kB = 2.0 W/(m K)); 시험

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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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봉 3의 경우 그림 3.2.1-17과 같이 조사시험시 온도가 약 95℃로 매우 낮아 조사온도

를 높이기 위해 그림 3.2.1-18과 같이 시험봉 3의 구조를 변경하여 온도를 평가하였으며 결과

는 그림 3.2.1-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344℃로 평가되었다. 시험봉 3에서 피복관 사이의 

간격(2.4 mm)과 내부 피복관/grphite 사이의 간격(1.6 mm)과 이중 피복관 치수(외경 11.1 

mm와 14.5 mm)로 변경하였을 때 경우의 온도를 평가한 결과 약 1,081℃까지 온도를 올릴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그림 3.2.1-20 참조).

그림 3.2.1-17 Graphite 및 Mo의 온도분포; 시험봉 

3

그림 3.2.1-18 피복입자 재료 조사시험봉 개념도 II



- 102 -

그림 3.2.1-19 시험봉 3의 평가 온도 I 그림 3.2.1-20 시험봉 3의 평가 온도 II

  이상과 같이 그림 3.2.1-18과 같은 구조로 하나로 OR 조사시험공에서 피복입자 핵연료 및 

피복재료를 조사시험하는 동안 피복입자와 피복재료를 원하는 온도에서 조사시험하기 위해서

는 각 시험봉에서의 피복관 재질 및 두께, 피복관사이의 간격, 피복관과 graphite 사이의 간격, 

피복입자/피복재료와 graphite 사이의 간격, 그리고 간격사이에 채워지게 되는 가스 종류(He, 

Ne 또는 He/Ne 혼합) 등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나

로 OR 조사공에서의 핵적 평가를 통해 입자당 출력을 맞추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핵적 평가를 먼저 수행하였다.

  다. 피복입자 핵연료 및 피복재료의 조사시험을 위한 핵적 예비평가

피복입자 핵연료를 하나로에서 조사시험을 위하여 핵연료 출력과 발열량에 대한 예비계산이 

수행되었었다/3.2-2/. 조사장치에는 그림 3.2.1-2 및 3.2.1-17과 같이 3개의 rod가 설치되는

데 이중 rod 1의 9개 hole에는 각각 50개의 triso 입자가 들어가며 이들 triso 입자 450개에

서 발생하는 출력은 339 watt(Mo 튜브) 또는 253 watt(텅스텐 튜브)로 입자 1개당 출력은 

753 mW(Mo 튜브) 또는 562 mW(텅스텐 튜브) 이었다. 

그런데 피복입자 핵연료의 입자당 출력 조건이 200～300 mW/입자 (평균 250 mW/입자) 

로 정하면서 시료의 축방향 조사 위치를 조정하거나 Hf curtain을 설치하는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었다. 피복입자 핵연료의 입자 출력이 평균 250 mW가 되려면 피복입자 핵연료의 출력

을 현재 계산된 출력보다 약 1/3(Mo 튜브) 또는 1/2.3(텅스텐 튜브) 로 줄여야 한다. 

먼저 시료의 조사위치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였다. 참고문헌 3.2.1-2에서는 튜브 물질로 Mo

와 텅스텐을 고려하였으나 여기서는 Mo 튜브에 대해서만 분석하였다. 그리고 제어봉 위치는 

450mm로 가정하였으며, 모든 결과에서 노심의 연소효과를 20% 고려하고 감마 발열량에는 지

발감마 효과로 즉발감마의 100%를 고려하였다. 조사장치 속에 배치되는 시료의 축방향 위치

는 시료의 중심이 노심중심으로부터 위로 최대 22.5cm까지 올라갈 수 있다. 참고문헌 

3.2.1-2와 동일한 모델을 사용하고 시료를 노심중심으로부터 22.5cm 위에 배치하였을 때 rod 

1의 출력은 154 watt였으며 triso 입자당 평균 출력은 약 340mW로 평가되어 목표 출력을 초

과하였다. OR 조사공내에서 중성자속의 평면 분포는 변화가 그다지 크지 않음으로 rod의 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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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를 회전시키는 등 노심에 대한 각 rod의 상대적인 위치를 조정하는 방안으로는 10% 정도

의 변화밖에 얻을 수 없어 목표 출력을 맞출 수 없다. 시료가 노심 중심 위치에 있을 때 Hf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림 3.2.1-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개 rod 각각을 두께 

0.6mm, 길이 52mm의 Hf으로 둘러싸는 경우와 outer tube 바깥쪽에 두께 0.6mm, 길이 

200mm의 Hf으로 둘러싸는 경우에 대해 rod 1에서의 출력을 계산하였다.

그림 3.2.1-21 0.6mm Hf을 사용할 때 계산 모델

각각의 rod를 Hf 막으로 둘러싸는 경우 rod 1에서의 입자당 출력은 약 325mW로 평가되었

으며 outer tube 바깥쪽으로 Hf 막을 사용할 경우 rod 1에서의 입자당 출력은 약 250mW 였

다. 같은 두께의 Hf 막에 대해 출력차이가 큰 이유는 Hf 막의 길이 차이 (52mm와 200mm) 

때문이다. 

그리고, 그림 3.2.1-22와 같이 두께 1.0mm, 길이 100mm의 Hf을 rod 1과 rod 2만 둘러싸

는 경우에 대해 계산하였는데 rod 1의 triso 입자당 출력은 약 210mW로 평가되어 목표에 

20% 부족하였다. 

그림 3.2.1-22 1.0mm 두께의 Hf을 rod 1 및 rod 2만을 둘러

싸는 경우의 계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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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Hf 두께를 0.8mm로 조정하여 rod 1에서의 출력을 계산하였는데 triso 입자당 출

력이 약 249mW로 요구조건을 만족하였다. 시료의 조사 위치 및 Hf 막의 조건에 따른 rod 1

에서의 triso 입자 450개의 총 출력은 그림 3.2.1-23과 같다. 

그림 3.2.1-23 시료 조사위치나 Hf 막의 조건에 

따른 rod 1의 450개 triso 입자들의 총 출력

그림 3.2.1-23에서 점선 부분이 triso 입자의 출력 조건을 만족시키는 범위이다. 시료들이 

노심 중심 위치에서 조사될 때 두께 0.8mm, 길이 100mm의 Hf으로 rod 1을 둘러싸면 rod 1

에서의 triso 입자당 출력이 약 250mW로 목표 출력을 만족하였다.

한편 rod 2에서 SiC를 ZrC로 바꾸는 경우에 대해서도 분석하였으며 출력, 발열량 등의 결과

들을 다른 2가지 경우(시료를 노심 중심에서 조사시키는 경우, SiC인 경우)와 함께 그림 

3.2.1-24～3.2.1-30에 정리하였다. ZrC의 밀도는 6.6g/cc 이며 계산에서 균질화하여 사용한 

triso입자의 물질 구성성분은 다음 표 3.2.1-3과 같다. 한편, Hf에서의 발열량은 표 3.2.1-4와 

같다.

핵종 SiC 인 경우 ZrC 인 경우

O 3.98 % 2.6868 %

U235 3.35 % 2.398 %

U238 26.03 % 17.5851 %

C 58.64 % 42.0153 %

Si 7.8 % -

Zr - 35.3149 %

homogenized density (g/cc) 2.81 4.131381

표 3.2.1-3 MCNP 계산에서 균질화하여 사용한 triso 입자의 물질 구

성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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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4 Rod 1에서의 출력 (9개 hole

에 triso 입자 50개가 각각 들어감)

그림 3.2.1-25 Rod 2에서의 출력

그림 3.2.1-26 Rod 1의 graphite에서의 발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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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7 Rod 1의 내부  외부 튜 에서의 발열량

그림 3.2.1-28 Rod 2의 내부 및 외부 튜브에서의 발열량

그림 3.2.1-29 Rod 3의 내부  외부 튜 에서의 발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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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0 Rod 3의 각 재료들에서의 발열량

시료
Rod 2에서 SiC인 경우 Rod 2에서 ZrC인 경우

specific heat total heat specific heat total heat

Rod 1 37.6 w/gm 1649 watt 36.9 w/gm 1617 watt

Rod 2 39.2 w/gm 1717 watt 39.0 w/gm 1707 watt

표 3.2.1-4 Hf 막에서의 발열량

이상의 결과로 볼 때 Hf 등의 absorber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OR5 조사공에서 triso 입자

당 출력을 평균 250mW로 맞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Hf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료의 

조사 위치에 따라 1 mm 이내의 두께로 triso 출력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Hf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얇은 두께로 인해 상세 평가시 모델링이 어려울 수도 있으며 Hf의 연

소효과도 고려해야 하고 Hf 두께와 길이에 따라 triso 입자들의 출력이 민감하게 변하므로 Hf

의 제작성과 함께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Hf의 길이를 줄이는 경우에는 triso 입자가 

약 50mm 길이의 작은 hole속에 50개가 들어가므로 축방향 출력 분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 TRISO 버퍼층 재료 조사시험봉의 열적-기계적 건전성 예비해석

    (1) 개요

  TRISO 버퍼층의 하나로 조사시험에 사용할 캡슐의 구조적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조사시험

용 캡슐의 열적-기계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TRISO 버퍼층의 조사시험에 사용될  캡슐 단면의 

개략도는 그림 3.2.1-31과 같다. 시험에 사용될 시편은 캡슐의 중심에 위치한 시편 용기

(Specimen Holder)에 놓여진다. 캡슐의 외경은 11.3mm이고 시편의 폭은 5mm이다. 캡슐을 구

성하는 튜브와 시편 용기는 몰리브덴으로 제작되며 구성품간의 간극은 헬륨 가스로 충진 된다. 

캡슐이 원자로에 장전되어 γ-선에 조사되면 열을 발생시키므로 캡슐은 감속재에 의한 압력뿐

만 아니라 γ-선 조사로 인한 열적 하중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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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로 내에서 압력 및 열적 하중을 받는 TRISO 입자의 버퍼층에 대한 구조적 건전성을 평

가하기 위해,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BAQUS[3.2.1-3]를 이용하여 열적-기계적 응력해석

을 수행하였다.

Coating
Material

Specimen 
Holder

Tubes

그림 3.2.1-31 Cross-sectional View of the Test Rod 3

    (2) 해석 방법

  그림 3.2.1-32의 절차에 따라 조사시험용 캡슐의 열적-기계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γ-선 조사

로 인한 열발생률은 노물리 코드인 MCNP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FORTRAN을 이용하여 

ABAQUS 부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열유속 및 간극의 열전도도를 계산하였다. 

그림 3.2.1-32 Procedure for the Thermal-Stress Analysis

그림 3.2.1-33 2-D Finite Eleme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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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1-33은 버퍼와 캡슐 부품의 열응력 해석에 사용될 4분면, 2차원 유한요소해석 모델

을 보여주고 있다. 4 질점을 가진 온도-변위 연성 계산용 Plane-Strain 요소 (ABAQUS의 

CPE4T 요소)를 사용하였다. 모델의 원통형 대칭을 확보하기 위해 모델의 수평 및 수직면상의 

질점들은 반경방향으로만 움직이도록 제한하였다. 모든 간극에 채워진 헬륨 가스의 압력은 3

기압이고 원자로 감속재에 의해 캡슐의 외부 표면에 1.3기압의 압력이 가해진다. 감속재 온도

는 40 ºC 이다.

  온도 변화에 따른 몰리브덴의 밀도, 열전도도 및 비열은 Perry가 쓴 Chemical Engineers' 

Handbook[3.2-4]을 참조하였으며 온도에 따른 기계적 물성치는 독일의 몰리브덴 제조업체인 

PLANSEE[3.2-5]를 통해 확보하였다. 

  계산 결과는 요소의 적분점에서 원통좌표계의 성분값으로 얻어진다. 첫 번째 성분은 반경방

향 값이며 두 번째 성분은 원주방향 값이다. 이하 제시되는 응력값들은 이러한 원통좌표계를 

기준으로 구한 값이다.

    (3) 계산 결과

  이 문제의 경우 응력분포가 온도분포에 의해 결정되고 역으로 온도분포는 응력분포에 따라 

변화하므로 캡슐의 열적 및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완전 연성된 열적-기계적 응력해석

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열적-기계적 해를 순차적이 아닌 동시 계산을 통해 얻을 수 있었다. 

  반경방향의 온도 분포는 그림 3.2.1-34와 같다. 온도 값은 그림 그림 3.2.1-33에 보이는 수평

축 상의 8개 질점으로부터 얻었다. 시편의 온도는 약 353℃ 이고 몰리브덴으로 제작된 시편 용

기 보다 높았다. 캡슐의 다른 재료에 비해 헬륨 가스의 열전도도가 낮기 때문에 간극에서 온도

가 급격히 떨어진다. 바깥 튜브 사이의 간극이 가장 크므로 그 부분에서 온도가 가장 크게 떨

어진다. 이와 같은 온도분포를 볼 때, 시편의 온도는 간극의 크기에 의해 좌우됨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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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4 Temperature Profile of the Capsule in the Radial Direction



- 110 -

  그림 3.2.1-35는 캡슐의 반경방향 Von-Mises 응력 분포를 보여준다. 응력 값은 그림 

3.2.1-33에 보이는 수평축 상의 8개 질점으로부터 얻었다. 시편 용기의 최대응력은 475MPa 

인데, 이 값은 몰리브덴의 UTS(Ultimate Tensile Strength) 보다 크다. 따라서 본 조사캡슐의 

최대응력을 낮추기 위한 설계 최적화가 필요하다.

그림 3.2.1-35 Stress Profile of the Capsule in the Radial Direction

    (4) 결론

  TRISO 버퍼층의 하나로 조사시험에 사용할 캡슐의 구조적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조사시

험용 캡슐의 열적-기계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시험 시편의 최고 온도는 약 353ºC로 계산되었

는데, 이 온도는 조사시험용 연구로인 하나로의 실제 노심 온도에 비해 매우 낮다. 시편 용기

의 최대 응력은 475MPa로서 몰리브덴의 UTS보다 크다. 따라서 본 조사시험 캡슐의 최대응력

을 낮추기 위한 설계 최적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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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조 사 후 시 험  기 기술개 발

가. 서론

  국제 으로 원자력에 지에 이어 새로운 에 지원을 개발하기 한 연구가 진행되어져왔으며 

재까지는 차세  에 지원으로 수소가 매우 주목받고 있다. 수소를 이용한 에 지는 무공해 

에 지원으로 산업 , 경제  측면에 원자력보다 유용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을 연구하던  원자력 발 을 하면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소생산원자로에 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수소를 생산하기 해 원자로의 냉각재 온도가 거의 900℃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기존에 많이 사용하는 가업경수형 원자로보다는 새로운 개념의 원자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재까지 가스냉각로(GCR) 개념에 기 를 두고 있는 고온가스로(VHTR)

가 유력시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자로심과 구조재  원자로용기 그리고 핵연료에 한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압수로를 발 로로 사용하는 국내에서는 가스냉각로에 한 연구가 미흡하여 가스로에 

한 선행국가의 자료에 의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재 핵연료 개발에 련하여 제조기술

을 도입하고 조사시험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핵연료 제조기술만큼 요한 것은 핵연료 성

능시험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성능 실험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어떤 항목으로 시험했는

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매우 요하다. 우라나라에서 핵연료 성능시험을 하기

해서는 조사후시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러한 지식을 얻기 해선 보다 많은 자료와 

시험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요하다. 조사후시험에 한 자료로서 시험방법, 시험장비  핫셀

에서의 설치  운용 그리고 시험결과 분석에 한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하며 이러한 정보를 

습득하므로서 국내 시험환경을 개발 는 개선을 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리라 본다. 본 보고서

는 이러한 방향으로 을 맞추어 기술하 고 더욱더 많은 시험방법론을 습득하여 활용하고

자 하 다.

나. 피복입자 핵연료의 조사거동

  (1) 열분해 탄소의 치수 변화

  열분해 탄소층(PyC 층)은 hcp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일반 인 hcp 격자상수비 c/a가 1.6인데 

비해 PyC의 격자상수 c/a비가 2.8정도에 달한다. 이것은 a의 일반 인 거리에 비해 c축(0001)

으로의 거리가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 따라서 성자 조사가 일어나 격자원자가 튕겨져 나오

면 (0001)면 원자층 사이에 쌓이게 되어 c축방향으로 성장이 일어나며 반 로 a축 방향으로는 

수축 상이 일어난다. 그림 3.2.2-1은 조사온도가 1225℃～1300℃상태에서 c축의 격장상수(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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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열분해탄소의 축방향(A)과 반경방향(R)의 치수변화를 나타낸 것이다[3.2.2-1]. Lc의 값

이 작을수록 축방향과 반경방향의 변화가 조사량에 따라 격히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2.2-1 조사량에 따른 열분해탄소(PyC) 치수변화

  따라서 PyC 층은 결정방 가 어떻게 되는냐에 따라 이방성 성장에 향을 받는다. 조사 성

장과 수축에 따른 치수변화는 조사량과 온도에 따라 증가하는데 다결정 구조로 피복을 할 때 

피복과정에서 개별 인 결정립의 이방성이 심할수록 치수변화에 큰 향을 미친다. 

  (2) 탄화규소(SiC)의 치수변화

  입자핵연료의 탄화규소층은 핵분열 생성물의 유출을 방지하여 핵연료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탄화규소의 도가 이론 도에 가까운 고 도일수록 좋다. 성자 조사 기에

는 탄화규소의 내층에 있는 도 열분해탄소가 고 화되면서 탄화규소층은 응축력을 받는다. 

그러다가 연소도가 증가하면서 핵분열기체  이산화탄소의 생성으로 반 로 인장력을 받는다.

한, 탄화규소는 결정구조가 입방격자이므로 치수변화에도 등방 으로 변화를 한다. 그림 

3.2.2-2는 탄화규소의 온도와 조사량에 따른 치수변화를 나타낸 그림이다[3.2.2-1, 2]. 900℃ 정

도에서는 성자 조사량에 계없이 포화상태로 유지 되지만 온도가 올라가면 치수변화도 조

사량에 따라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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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 성자 조사에 따른 β-SiC의 치수 변화

  (3) 아메바 효과

  입자핵연료가 고온에서 연소될 때 온도구배가 생겨 연료핵(kernel)이 노심 앙 고온쪽으로 

편 되는 상이 생긴다. 한 일산화탄소(CO)기체가 발생하여 고온에서 온으로 이동하므로 

연료핵과 반 로 이동성을 가져 서로가 고온쪽으로는 연료핵이, 온쪽에는 일산화탄소가 편

되므로 이것을 아메바 효과라 한다. 그림 3.2.2-3과 같이 이러한 상은 일산화탄소의 기체가 

연료핵과 도 열분해탄소층 사이에서 발생하여 층간에 틈새를 만들어 연료핵이 고온쪽으로 

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2.2-1].

그림 3.2.2-3 아메바 효과로 연료핵이 

고온쪽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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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일산화탄소가 궁극 으로 아메바 상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특히 산소와 

탄소의 결합과 분해가 고온쪽과 온쪽에 서로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래 도식과 같이 

고온에서 발생한 산소는 열분해탄소의 탄소와 결합하여 일산화탄소를 생성시켜 온쪽으로 이

동을 하고 온쪽에서 다시 산소와 탄소로 분해되어 탄소는 열분탄소층으로 돌아가고 산소는 

다시 고온쪽으로 이동하여 다신 열분해탄소층으로부터 탄소와 결합이 이루어진다.

          (고온측)      CO         ←         C + O
-2

                        ↓                      ↑

              ( 도 PyC층내 확산)     (O
-2

 연료내 확산)

                        ↓                      ↑

          ( 온측)      CO         →         C + O
-2

      

  이러한 상은 UC 연료체에서도 일어나는데  연료체내에 탄소가 내부확산이동을 통해 고온

에서 온쪽으로 이동하므로서 아메바효과가 나타난다. 입자핵연료에서 아메바 효과를 나타내

는 연료핵의 이동계수 KMC(Kernel Migration Coefficient, K.cm
2

/sec)는 연료의 안정성에 향

을 주는 인자로 연료의 손평가에 사용된다. 따라서 탄화물과 산화물 연료체에 한 KMC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3.2.2-1]. 

                 
 




여기서 y는 연료핵의 이동 거리로 dy/dt는 핵의 이동속도(cm/sec)이며 x는 연료 입자내 치

로 dT/dx는 온도구배(K/cm)이다. 그리고 A는 상수이며 H는 탄소 는 산소 확산에 한 활

성화 에 지이다.

  그림 3.2.2-4는 탄화물과 산화물 연료체의 KMC를 나타낸 그림이다. 1300℃이하에서는 산화

물보다는 탄화물 연료체의 KMC가 작으므로 UO2 입자핵연료보다는 UC2 입자핵연료의 건 성

이 더 좋다. 그러나 1300℃이상에서는 반 로 산화물이 탄화물 연료보다 KMC가 작으므로 

UC2 입자핵연료보다는 UO2 입자핵연료의 건 성이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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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4 피복입자핵연료내의 탄화물과 산화물 kernel에 

한 이동계수(KMC)

다. 조사후 시험항목

  핵연료의 개발은 일반 으로 원자로가 개발됨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핵연료의 개발은 핵연료 

제조와 조사거동으로 연구가 이루어진다. 핵연료의 제조는 고온 고압 그리고 고연소도에서 잘 

견딜 수 있는 재질로 이루어져야 하며 조사후 시험을 통한 제조에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조사후시험은 연소된 핵연료의 건 성  안정성에 이 맞추어지게 되며 이를 검사

하기 한 여러 가지 시험장비  시험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재까지 개발된 시험 항목은 핵연료의 피막이 건 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성자 조사과정

에서 발생되는 고온 고압과 핵분열 생성물의 물질과의 상호 상을 악하는 것이다. 고온가스

로의 개발이 시작되는 시 에서 핵연료의 조사후시험은 다음과 같이 핵연료의 건 성에 

을 두어야 한다.

  첫 번째로 핵연료체(compact)와 흑연구조물의 육안검사와 미세구조 분석을 통해  균열을 확

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핵연료(kernel)에서의 군열에 의한 손실을 감마측정을 통해 분석하

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핵연료 피막내에 핵분열 생성물의 이동성  확산정도를 분석하는 것

이며 특히 속성 핵종의 방출  확산을 분석하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각 피막층의 분리 상

이나 CO/CO2 기체에 의한 거동분석이다.

  이러한 분석을 검사하기 해 다음과 같은 시험방법이 필요하다.

- 핵연료  는 구조물의 분리/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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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연료체  구조재의 제원 변화 측정

- 핵연료 미세조직 검사( 학 미경, SEM, EPMA, X-선 래디오그라피)

- 핵연료체의 분리(Deconsolidation)

- 핵연료(kernel) 손실 는 핵분열 물질 출검사 (마이크로 감마스캐닝)

- 핵분열 생성물(기체,고체) 방출량 측정(고온가열장비  기체/고체 포집장치)

  이외에도 온도와 압력을 변화시켜가며 피막의 종류에 따라 기계 인 특성시험도 있으며 연

료체(kernel)와 탄소피막과의 경계면 는 각종 피막과의 경계면에서의 열 , 화학  그리고 기

계 인 효과를 분석하는 등 여러 가지 시험에 련하여 다양한 항목이 있다.

  (1) 핵연료  분리  해체

  핵연료 개발에 있어서 조사시험을 통한 핵연료의 건 성  조사거동을 분석하는것이 꼭 필

요하다. 조사시험을 하기 해선 연구용 원자로에 조사를 시키기 한 조사캡슐제작이 매우 

요하며 조사캡슐을 만들기 해 온도나 압력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조사캡슐

을 통해 입자핵연료 는 핵연료체를 만들어 조사시킨 후 조사캡슐은 핫셀로 옮겨진다. 옮겨진 

조사캡슐은 해체를 해 컷 기, 단기 등의 장비가 이용되며 정확한 치의 정보를 통해 단

계별로 해체한다. 흑연구조물은 속재료와 달리 해체시 손이 우려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

다.

  국내에서는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를 이용한 조사시험을 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캡슐제작과 

흑연구조체를 사용하므로서 운반  분리와 해체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핵연료체(compact)와 구조재의 제원변화 측정

핵연료체  핵연료의 조사로 인한 흑연의 제원변화가 일어난다. 일본은 HTTR의 핵연료체  

sleeve 재료의 조사후 시험을 수행하 는데 성자 조사를 받으면 흑연의 수축 상이 일어난다

[3.2.2-1]. 그림 3.2.2-5는 핵연료체의 수축 상을 성자 루언스에 한 그래 로 나타내었

다. 제원의 변화는 고속 성자에 의한 효과가 크며 루언스가 10
25

/m
2

 정도에서 -1.5%까지 수

축 상이 일어난다. 제원측정 방법으로서 재료의 수축 상을 측정하기 해서는 다이얼 게이지

나 V블록을 사용하며 조사  측정 을 미리 표시하여 측정한 후 조사후 그 지 을 다시 측정

하여 그 차이를 비교한다. 따라서 측정 지 을 표시하되 원주 방향성과 축방향의 변화를 고려

하여 표시 을 잘 선정해 둘 필요가 있다.

그림 3.2.2-6은 독일 자갈밭 원자로의 표 인 AVR의 핵연료체의 직경의 변화를 성자 루

언스에 따라 나타낸 것이며 이것 역시 직경의 수축 상을 보이고 있다. AVR의 핵연료체는 60 

mm에 직경을 가진 구모양으로 된 것인데 1mm 정도까지 수축 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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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5 성자 조사에 따른 연료체 수축 상

그림 3.2.2-6 AVR 핵연료의 중성자 플루언스에 따른 직경변화

  (3) 핵연료 미세조직 검사

  핵연료체를 단하여 그 단면을 찰함으로서 입자핵연료의 코   균열상태를 확인한다. 

핫셀내에서 연료체를 단하기 해 속 다이아몬드 단기를 사용하여 단 후 마운 을 한

다. 마운 을 한 연료체 단면을 그라인딩/폴리싱 장비로 표면을 연마하고 다이아몬드 액을 이

용하여 미세연마를 한다. 가능하면 다이아몬드 필름을이용하여 미세연마를 하기도 한다. 그림 

3.2.2-7과 같이 학사진을 통한 입자핵연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층마다의 균열 유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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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7 조사후 입자핵연료의 단면( 학사진)

  (4) 핵연료체 분리(Deconsolidation)

  입자핵연료의 피막상태  균열을 감마선 는 x-선에 의한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해 핵연료체내에 있는 입자핵연료를 분리해내야 한다. 재까지 사용되는 방법

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그림 3.2.2-8과 같이 해액이 담긴 비이커에 연료체를 

담그고 연료체의 상단부에는 양극을, 해액에는 음극의 압을 걸어주면 연료체의 흑연이 분

말로 흘러내리면서 입자핵연료가 분리되는 방식이다. 해액은 질산을 사용하며 압을 올릴수

록 분리속도가 빨라진다. 그러나 입자핵연료 표면으로부터 흑연분말이 잘 떨어지게 하려면 시

간을 충분히 주어 천천히 하는 것이 좋다. 일본 HTTR 연료체 시험에서는 8M HNO3 해액

에 2A(3.5～4V) 압을 걸어주어 24시간 동안 연료체 하나를 분리시켰다. 그리고 분리시험에서 

혹 입자핵연료의 균열로 인해 핵분열 생성물 는 kernel이 출될 수 있어 시험후 해액을 

따로 장하여 후에 감마측정을 시도하 고 산성거름법(Acid leach)을 시도하여 입자핵연료에 

붙어있는 흑연조각을 깨끗하게 정제하 다. 

  산성거름법은 분리시험후 흑연분말과 입자핵연료를 라스크에 담고 다시 8M HNO3 용액을 

넣고 용액이 끓는 시 에 온도를 맞추고 8.5시간동안 가열한다. 그림-9와 같이 라스크 입구

에 응축기를 설치하여 증발하는 용액을 다시 라스크 안으로 들어가게 하 다.

  산성거름법 후 망사채에 입자핵연료와 흑연분말을 넣고 증류수에 담궈 음  세척을 두차

례하여 입자핵연료를 걸러낸다. 마지막으로 입자핵연료를 알콜로 세척하고 공기 에 건조시켰

다. 이 게하여 모든 사용된 액체는 폐기하지 않고 보 하 다가 출량을 측정하기 해 감마

측정을 하 다. 마지막으로 분리된 입자핵연료는 학 미경으로 검사하여 흑연분말이나 조각



- 119 -

이 아직도 표면에 남아있는 입자핵연료를 추려내고 깨끗한 입자핵연료만 각각 낱개로 조사후

시험을 할 수 있도록 비하 다. 

그림 3.2.2-8 해분리장치(Electrolytic

 Deconsolidation)

  그림 3.2.2-10은 흑연분말로부터 분리된 입자핵연료 그림이다. 학 미경을 사용하여 

일일이 깨끗한 입자핵연료만 골라내야 하는 작업이 수행되었다.



- 120 -

그림 3.2.2-9 Acid leach 장치

그림 3.2.2-10 흑연으로부터 

분리된 입자핵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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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마이크로 감마스캐닝 시험

  입자핵연료를 개별 으로 감마스캐닝을 하기 해 특별한 장치가 필요한데 그림 3.2.2-11은 

미국 Oakridge 연구소에서 개발한 IMGA(The Irradiated Microsphere Gamma Analyzer)장치

이다. 이 장치의 주목 은 개별 인 입자핵연료를 감마측정하여 방사능 핵종량을 정 하게 계 

산하는 것이다.

  이 장비는 3가지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로 고해상도 감마 측정 장치이고 두 번째로 컴

퓨터로 제어되는 다 고분석기 셋째로 자동 으로 입자핵연료를 취 할 수 있는 장치로 구

성되어있다. 이 세가지 구성장치가 자동화로 실행되며 많은 양의 입자핵연료를 자동 으로 검

사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그림 3.2.2-11 IMGA 장치

  그림에서 보듯이 자동 입자핵연료 취 장치는 낱개로 분리가 용의하며 시편 장착과 교환이 

모두 컴퓨터로 제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일본 HTTR 핵연료체의 조사후시험에서 2641개의 입자핵연료를 IMGA 시험을 통해 1개의 

손상핵연료를 발견하 다. IMGA 시험을 통해 분석한 핵종은 Zr-95, Ru-106, Cs-134, Cs-137 

그리고 Ce-144 이고 Ce-144에 한 상  핵종비를 통해 일반화하여 총 입자핵연료의 방출 결

과를 나타내었다. 핵종비는 Zr-95:Ce-144, Ru-106:Ce-144, Cs-134:Ce-144, CS-137:Ce-144 그

리고 Cs-134:Cs-137로 구했으며  그림 3.2.2-12는 상기 언 한 핵종들의 비를 계산하여 표

으로 Zr-95:Ce-144 의 비를 보여주고 있으며 1개의 손상핵연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비

슷한 거동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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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2 총 입자핵연료의 IMGA 시험을 통한 Z-95 : 

Ce-144 비

  특히 Cs은 조사온도로 인해 조사 에 이동성이 매우 활발하며 따라서 코 균열을 통해 방출

가능성이 매우높은 핵종이고 반 로 Ce은 속핵종으로 고온에서도 이동성이 낮아 kernel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두 핵종의 비를 구하므로서 손상된 입자핵연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1개의 손상핵연료를 제외한 2640개의 입자핵연료에서 손상이 되지 않음을 그림-13의 

일반 인 거동을 통해 알 수 있다.

  IMGA 시험을 통해 1개의 손상 핵연료를 검증하기 해 연료체 분리  산성거름에 이용했

던 용제  흑연분말을 버리지 않고 감마측정을 하여 손상핵연료로부터 출된 핵물질양과 손

상핵연료의 IMGA 시험으로부터 나온 자료와 정상입자핵연료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실제로 입

자핵연료 1개만이 손상됨을 확인하 다.

그림 3.2.2-13 총 입자핵연료의 IMGA 시험을 통한 

Cs-137 : Ce-144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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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핵분열 생성물(기체,고체) 방출량 분석

  핵연료의 고온가열 시험을 통해 핵분열 생성물의 거동  방출량을 측정하여 입자핵연료의 

피복재 건 성을 시험해볼 필요가 있다. ORNL에서 사고시의 핵연료의 건 성을 시험하기 

해 CCCTF(Core Conduction Cooldown Test Facility) 장비를 고안하 다. 이 장비는 그림 

3.2.2-14와 같이 고온가열로는 핫셀안에 설치하고 핵연료로부터 방출되어나오는 핵분열 생성물

을 포집하는 부분은 핫셀을 통해 라인을 연결이 된 로 박스에 설치되어 있다.

그림 3.2.2-14 CCCTF 장비 개요(ORNL)

  이 장비의 가열로는 2000℃까지 온도를 올릴 수 있고 이송기체로는 고순도 헬륨기체를 사용

한다. 그림 3.2.2-15에서 보듯이 핫셀에 설치되어 있으며 1800℃로 1000시간을 시험한 상태이

다. 가열로 내부는 진공도가 10
-1

 torr까지이며 실험시 헬륨으로 2.5 psi(게이지)로 퍼징을 한다. 

헬륨 이송속도는 약 850±50 ml/min(±5.9%) 이다. HTTR 연료체 시험에서는 흑연(IG-11)으로 

만들어진 홀더를 사용하여 가열로 내부에 장착을 하 다. 온도 측정은 C 타입의 열 를 사

용하 고 시편과 홀더의 불순물을 없애기 해 400℃로 1시간동안 비가열을 하 다. 가열로 

내부에는 매 실험시 오염제거를 해 Ta 재질의 용기를 사용하여 시험때마다 교체 사용하

다.



- 124 -

그림 3.2.2-15 CCCTF 장비의 가열로

  CCCTF 장비는 핵분열 생성물의 기체와 고체 두가지를 포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고체 

핵분열 생성물 포집은 “cold finger” 라 하는 장치를 이용하는데 그림 3.2.2-16과 같은 구조를 

지니고있다. SUS-304L 재질로 되어 있으며 외벽에는 구리로 도포되어 있다. 이것은 침 용기

안에 설치되어 이 용기를 고온가열 시험동안 주기 으로 교체하여 감마측정을 하도록 구조되

어 있다. 이 “cold finger” 는 고온가열로내부 상단에 설치되어 냉각수로 냉각을 하는데 고온에 

의해 방출되는 고체 핵분열 생성물이 바로 이 차가운 면에 흡착되도록 설계된 것이다. 고체 핵

종이 흡착되면 일정 시간 간격으로 교환하여 감마측정을 하는 방식으로 고체 핵종을 측정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아울러 기체 핵종의 포집은 액체질소에 담겨져 있는 활성탄을 이용하여 기체를 포집하며 2

개가 설치되어 있다. 2개의 기체포집장치 이 단계에서 수분을 없애기 해 수분제거 장치를 

설치하 다. 실험  포집장치는 낮은 온도로 가열하여 불순물  잔존 핵종을 날려버리고 측정

기를 이용하여 감마 불순물을 측정하여 반복 으로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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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6 CCCTF 장비의 cold finger

  유럽연합 ITU에서도 상기 언 된 CCCTF 장비와 비슷한 개념으로 만들어진 것을 재 설

치 에 있으며 그림 3.2.2-17과 같이 구조로 되어 있으며 "KÜFA"로 칭하고 있다. 이 장비의 

가열로 부분은 "cold finger" 가 장착되어 있으며 그림 3.2.2-18과 같이 핫셀에 설치되어 있다. 

그림 3.2.2-19는 이 장비를 통해 고체  기체의 핵분열 생성물의 방출비를 나타낸 것으로서 

온도에 따라 그 거동을 나타내었다. 그림 3.2.2-20은 입자 핵연료의 형태에 따라 Kr-85의 방출

비를 나타낸 것이며 그림-21은 각 온도에 따른 피막과 kernel의 미세구조의 변화를 살펴본 것

이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시험장비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시험조건  핫셀 운 조건을 잘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더욱더 많은 자료를 습득하여 국내에서 시험할 때 매우 빠른 시간내에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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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7 KÜFA 장비 (ITU)

그림 3.2.2-18 핫셀에 설치되어 있는 KÜFA 장비의 가열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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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9 기체  고체핵종의 방출비(KÜFA)

그림 3.2.2-20 핵연료의 종류에 따른 K-85 방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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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1 고온가열시험을 통한 핵연료 Ceramography 사진

라. 국내 조사후 시험시설  장비

  국내에는 조사후 시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한국원자력연구소내 핵연료주기시험부에 있으며 

재까지 상용원 핵연료  개발핵연료 연구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핵연료주기시험부에서

의 핵연료 련 조사후시험이 가능한 시설로는 조사재시험시설과 조사후시험시설(화학분석시

설 포함)이 있다. 각 시설의 구조  마련되어 있는 장비 그리고 재까지의 시험활동에 해 

아래와 같이 기술하 다.

  (1) 조사재시험시설  장비

  조사재시험시설은 1988년도에 건축하기 시작하여 1994년도에 비가동을 하 으며 1996년도

에 정상 인 업무를 수행하 다. 9개의 핫셀과 1개의 핫랩실과 운 지역과 서버스지역 그리고 

수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핫셀  1개는 납셀로 지어졌으며 나머지는 콘크리트셀로 되어있다.

  그림 3.2.2-22에서 보듯이 연료시험용 핫셀(M1, M2, M3, M4)에서는 조사장치 (capsule)와 

연료체 (fuel bundle)의 해체, 조사 시편의 가공 그리고 핵연료의 비 괴  괴시험을 수행하

고 있다. 연료의 비 괴시험으로는 외  검사, X-선 검사, 치수 측정, 감마 스캐닝, 와 류 검

사 등이 수행되며, 괴시험으로는 핵분열기체 포집, 연료  단, 조직시험용 시료 제작 등을 



- 129 -

수행하고 있다.

  재료시험용 핫셀 (M5a, M5b)에서는 조사재료 (irradiated materials)의 기계  특성 시험으로 

충격시험, 인장시험, 괴인성시험, 피로시험, 열처리시험 등을 수행하며, 그 외에 물성시험으로

는 열팽창율 측정시험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 핫셀에 연이어 설치된 납핫셀 (M7)에서는 

조직시험과 경도시험 그리고 도측정 등을 수행하고 있다.

  다용도 연구용 핫셀 (M6a, M6b)은 재 DUPIC 핵연료 개발을 한 실험시설로 활용하고 

있으며, 사용후 PWR 핵연료를 이용한 DUPIC 핵연료 제조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조사재시험시설에는 차폐형 EPMA와 자 미경 (TEM)도 설치되어 원자로에서 

조사된 핵연료와 재료의 시험에 이용되고 있다.

그림 3.2.2-22 조사재시험시설(IMEF) 내부 배치도

  핫셀 주요 사양은 아래 표 3.2.2-5와 같다. 핫셀은 고 방사성물질을 취 하는 시설이므로 

시험기기 조작을 비롯하여 모든 작업을 원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핫셀의 규모와 시험종류에 

따라 선정한 핫셀별 원격조종기의 사양은 표 3.2.2-1과 표 3.2.2-2와 같다.

  그림 3.2.2-23은 M1 핫셀에 설치된 감마스캐닝 장비이다. 그동안 경수로 핵연료   하나로 

조사 캡슐의 핵연료 을 시험하 는데 입자핵연료에 한 감마스캐닝은 매우 작은 입자를 측

정해야하므로 이와 다른 구조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림 3.2.2-24는 제원측정 장비로서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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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핵연료 의 피복  직경을 측정해왔으나 입자핵연료의 연료체의 제원이나 흑연 구조체의 

치수 측정은 약간의 개조만 하면 가능할 것으로 단한다.

  그림 3.2.2-25는 M2 핫셀에 있는 캡슐 단기로서 만약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에 입자핵연료

를 조사시킬 때 사용될 캡슐을 해체하는데 쓰여질 것으로 기 한다.

수조 / 

핫셀
내부크기(m) 차폐벽 두께(m)

차폐창

 수
기능 차폐성능

수 조
6.0 × 3.0 × 10.0 

(깊이)
- -

시료 핫셀 

반입/출

M1 7.1 × 3.0 × 6.0
중 콘크리트 

1.2
3 비파괴시험

1MeV 

γ-ray 

3.7E16Bq 

(1,000,000Ci) 

차폐

M2 7.1 × 3.0 × 6.0
중 콘크리트 

1.2
3 해체/가공

M3 4.7 × 3.0 × 6.0
중 콘크리트 

1.2
2

조직시험

시료 준비

M4 2.3 × 3.0 × 3.0
중 콘크리트 

1.2
1 시료저장

M5a 7.1 × 2.0 × 4.0
중 콘크리트 

0.8
3

기계적 

특성시험

물성시험

1MeV

γ-ray 

3.7E14Bq

(10,000Ci) 

차폐
M5b 4.8 × 2.0 × 4.0

중 콘크리트 

0.8
2

기계적 

특성시험

M6a 11.7 × 2.0 × 4.0
중 콘크리트 

1.1
5 다용도시험

1MeV

γ-ray 

7.4E15Bq

(200,000Ci) 

차폐
M6b 11.7 × 2.0 × 4.0

중 콘크리트 

1.1
5 다용도시험

M7 1.5 × 2.6 × 2.65 납 0.2 2
조직시험

밀도시험

1MeV

γ-ray 

1.85E12Bq

(50Ci) 차폐

표 3.2.2-1 조사재시험시설의 핫셀구조  장비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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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셀 모델 취급용량 (kg) 수량 (쌍) 비고

M1 E-HD 22.7 3

M2 E-HD 22.7 3

M3 E-HD 22.7 2

M4 E-HD 22.7 1

M5a/M5b G-HD-EXT 8.2 3/2

M6a/M6b L-HD 9.0 10 기밀형

M7 G 4.0 2

표 3.2.2-2 원격조종기의 사양(조사재시험시설)

그림 3.2.2-23 감마스캐닝 장비(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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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4 핵연료봉 직경측정 장비(M1)

그림 3.2.2-25 조사캡슐 단기(M2)

  그림 3.2.2-26은 시편 비용 장비들이 M3 핫셀에 설치되어 있으며 그라인딩/폴리싱 장비와 

마운  장비 그리고 속 다이아몬드 단기가 있어서 입자핵연료의 미세 찰을 할 수 있도록 

비되어 있다. 그림 3.2.2-27은 확 경으로서 연료체로부터 입자핵연료분리  입자들의 상태

를 시편 비과정에서 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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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6 미세분석용 시편 비 장비(M3)

그림 3.2.2-27 

확 경(M3)

  그림 3.2.2-28은 상용원자로내 감시시편의 충격시험을 한 장비이고 그림 3.2.2-29는 소형인

장기로서 작은 시편을 통해 기계 인 특성을 시험하는 장비이다. 이 두 장비는 M5a 핫셀에 설

치되어 있으며 향후 탄소 피복재나 흑연구조재의 시험이 가능할 것으로 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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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8 충격시험기 (M5)

그림 3.2.2-29 소형인장시험기(M5a)

  그림 3.2.2-30은 M5b에 설치되어 있는 인장시험기이며 기존의 감시시편을 시험하는 장비인

데 재까지는 압력 이나 피복  기계  특성시험을 수행해 왔다. 그림 3.2.2-31은 학 미경

과 경도시험기인데 M7 납셀에 설치되어 있으며 시편의 미세분석  경도시험을 수행해왔으며 

앞으로도 입자핵연료에 한 시험에서도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 된다. 그림 3.2.2-32 역시 

도측정기로서 M7에 설치되어 있으며 향후 입자핵연료의 재료에 한 도측정이 가능할 것으

로 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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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30 동  인장시험기(M5b)

그림 3.2.2-31 학 미경  경도기(M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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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32 도 측정기(M7)

  그림 3.2.2-33과 그림 3.2.2-34는 핫랩실에 있는 자 미경 련장비들이다. 특히 EPMA는 

성분분석까지 가능하므로서 미세분석에 있어 자주 사용되는 장비이며 재까지 조사 핵연료에 

한 많은 시험을 해온 경험이 있다. 따라서 입자핵연료에 해서도 단면 미세분석에 있어 매

우 필요한 장비라 볼 수 있다. TEM 장비는 아직까지 사용 빈도수가 많지는 않지만 구조재료

나 핵연료 피막재료를 더 세 한 미세 분석을 할 수 있어서 유용성이 있으리라 기 한다.

  이외에도 방 가공기, 핵연료  천공장치, 선반, 이온 러등 시편 비를 한 많은 장비가 있

지만 아직까지는 입자핵연료의 조사후시험과는 무 하여 언 하지 않았다.

그림 3.2.2-33 EPMA 미세분석기(핫랩실)



- 137 -

그림 3.2.2-34 TEM 장비(핫랩실)

  (2) 조사후시험시설  장비

  조사후시험시설은 가압경수로형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한 핵연료  핵물질을 시험할 수 있는 

국내 최 의 핫셀 시험시설로서 표 3.2.2-3에서 보듯이 1985년 말에 공하고  1987년부터 원

사용후핵연료에 한 조사후시험을 착수하여 지 까지 국내 원  유형별 핵연료에 한 성

능평가 자료를 생산해 오고 있다. 시설은 연건평 2,500평에 PWR 사용후핵연료집합체 장을 

다룰 수 있는 3개의 수조시설과 연료 의 비 괴시험  괴시험이 가능한 4개의 콘크리트셀, 

2개의 납셀, 2개의 화학분석 납셀로 구성되어 있다. 시설의 제원과 용도에 한 자세한 사항은 

표 3.2.2-4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그림 3.2.2-35는 시설내부의 각 핫셀의 치를 나타내는 개략

도를 나타내었다.

년도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현재

핫셀공사

성능시험

핫셀시험

표 3.2.2-3 조사후시험시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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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부제원 
(L×W×H, m)

면적
(m2)

차폐벽 
두께 
(cm)

차폐
창 수

최대허용 
방사능 
(Ci)

기   능

풀

No.1 6.5×3.0×15.5 19.5 110 0 2×106 하역

No.2 6.5×3.0×10.0 19.5 110 0 4×107 저장

No.3 7.5×3.9×15.5 29.3 110 1 2×106 집합체 수중시험 및

해체

콘크리트셀

No.1 6.5×1.5×3.5 9.8 85 3 5×104 연료봉 비파괴검사

No.2 4.0×1.5×3.5 6 85 2 5×104 핵분열기체 포집 및 
연료봉 절단

No.3 2.0×1.5×3.5 3 85 1 5×104 시료 저장

No.4 3.0×1.5×3.5 4.5 85 2 5×104 시료 준비

납셀 

No.1 1.2×1.0×2.5 1.2 15 2 100 금속조직 시험

No.2 1.2×1.8×1.5 2.2 15 1 100
밀도측정, 

단면감마스캐닝

탄소강 
글로브박스

2.0×2.0×2.5 4 17 1 1.2
전자현미경 분석 
및 시료 코팅

화학분석 
납셀

No.1 2.4×1.9×1.7 4.6 15 1 400
시료 용해, 분리 

및 정량

No.2 1.4×1.9×1.7 2.7 15 1 400
시료 용해, 분리 

및 정량

화학분석 
글로브박스

No.1 0.9×0.9×1.0 0.8
Pb 7
SS 2

1 1 LA-ICP-MS

No.2 1.6×1.0×1.0 1.6
Lead 
glass 

5
2 < 1R/hr 수소분석

화학분석 
텅박스

No.1 1.2×1.0×1.0 1.2
Pb 7
SS 2

1 1 XRD 분석

No.2
No.3
No.4

2.3×0.9×1.1 2.1 SS 15 1 방사화학분석

표 3.2.2-4 시설의 제원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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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35 조사후시험시설(PIEF) 내부 배치도

  조사후시험은 크게 집합체 단 의 시험과 연료  단 의 시험으로 구성되며, 집합체 시험은 

수조시설에서 연료  시험은 핫셀시설에서 수행되고 있다. 콘크리트 1번 셀은 LVDT, ECT, 감

마스캐닝 등의 연료  비 괴시험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고, 콘크리트 2번에서 4번 셀에는 시편 

비에 필요한 장치와 핵분열기체 포집장치, 가열시험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납셀에는 

학 미경, 도측정장치, 섹션감마스캐닝장치 같은 정 분석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자 미경

은 핵연료 시편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핫셀 라인과 분리된 채 탄소강 로 박스 내부에 격납/

차폐되어 있다. 좀 더 세 한 핫셀별 장비와 시험에 련정보를 표 3.2.2-5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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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험장비 시험대상 기  능 모델명

풀

No.1 감마스캐닝 핵연료집합체 감마선 세기 분포

No.2 SF 중성자스캐닝 핵연료집합체 중성자 유효증배계수

No.3 VDIS 핵연료집합체 집합체 제원, 휨

콘크리트셀

No.1

Periscope 연료봉 외관 검사

LVDT 연료봉 직경 분포

ECT 연료봉 결함 탐상, 산화층 PRUFTECHNIK

산화층측정장치 
(ECT) 연료봉 산화층 두께 분포 FISHERSCOPE

X-선 장치 연료봉 소결체 형상, 
봉단마개 결함

감마스캐닝 연료봉 감마선 세기 분포

No.2

핵분열기체포집
장치 연료봉 핵분열기체량, 봉내압

가열시험장치 핵연료 소결체
소결체 내의 
핵분열기체 포집 및 
분석

No.3 드릴링 머신 연료봉 소결체 제거 및 
피복관 시편 제작

No.4 Periscope 핵연료 시편 저배율 금속조직시편 
관찰

납셀 

No.1 광학현미경 핵연료 시편 미세조직, 결정립도, 
미세경도

Reichert 
TELATOM-2

No.2
밀도측정장치 핵연료 소결체 밀도

섹션감마스캐닝 핵연료 시편 반경방향 감마선 
세기 분포

글로브박스 SEM 핵연료 시편 핵연료 미세구조 및 
성분 분석

Philips XL-30
EDAX DX-4

화학분석 
납셀

No.1
- 핵연료 소결체

시료 용해, 분리 및 
정량No.2

화학분석 
글로브박스

No.1 LA-ICP-MS 조사 핵연료
미세영역 동위원소비 
측정

No.2 수소분석기 조사 재료 수소함량 정량 LECO RH-404

화학분석 
텅박스

No.1 XRD
조사 재료 및 

핵연료
미세영역 
화학결정구조

D8 ADVANCE 
(BRUKER AXS)

No.2
No.3
No.4

방사화학분석

플라스틱 
글로브박스

HPLC 조사핵연료 
산용해 용액

액체시료 중 양이온 
분리 정량 Metrohm 812

ICP-AES 방사성 액체 
시료

액체시료 중 
성분원소 정량

Thermo 
Jarellash

표 3.2.2-5 핫셀별 시험장비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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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2-36은 콘크리트 셀 No.1에 설치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 의 외 검사를 한 페리

스코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37은 경수로 핵연료  체를 비 괴 검사할 수 있는 장

비를 보여주고 있으며 와 류 측정, 직경측정, 산화층 측정 그리고 감마스캐닝까지 할 수 있도

록 되어 있다.

  그림 3.2.2-38은 핵연료  천공장치로서 핵연료 내에 있는 핵분열 기체를 포집하기 한 장

비이며 핵분열 기체를 포집하여 성분분석과 정량분석 그리고 핵연료  내압도 측정을 한다.

그림 3.2.2-36 페리스코 시스템

그림 3.2.2-37 핵연료  비 괴시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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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2-39는 SEM 장비이며 에 지 분산 X-선 성분분석기(EDX)와 장분산 X-선 성분

분석기(WDS)가 장착되어 있다. 따라서 자 미경을 통한 표면분석과 성분분석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 하며 입자핵연료의 손상해석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차폐장치가 있어 고방

사능 핵연료에 한 시험을 수행해오고 있다. 그림 3.2.2-40은 화학분석용 셀로서 핵연료의 화

학  처리를 해 고안된 납으로 지어진 셀이다. 핵분열 생성물의 정량분석을 한 핵연료의 

용해  재료의 수소함유농도 측정을 주로 하고 있다. 

그림 3.2.2-38 핵연료  천공장치

그림 3.2.2-39 차폐형 SEM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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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2-41은 ICP-AES 장비로서 로 박스에 설치되어 있으며 그림 3.2.2-42는 질량분

석기로서 재 설치 에 있다. 연소도 평가를 한 Nd 측정에 활용을 하고 있으며 그림 

3.2.2-43과 같은 핵연료 반경부 에 따라 시험공정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입자핵연료의 연료

체(kernel)나 탄소피막내에 핵분열 생성물분석에 용이할 것으로 단한다.

그림 3.2.2-40 화학분석용 핫셀

그림 3.2.2-41 ICP-AES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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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42 ICP-MS 장비

그림 3.2.2-43 ICP-MS를 이용한 핵연료내 Nd 측정시험 체계

  그림 3.2.2-44는 XRD 장비로서 텅박스에 설치되어 있으며 그림 3.2.2-45과 같이 재 경수

로 핵연료 의 피복  재료에 한 분석을 하고 있다. 입자핵연료 시험에서는 탄소피막재료의 

구조분석에 유용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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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44 XRD 장비

그림 3.2.2-45 XRD를 이용한 경수로 피복  시험분석

마. 결론

  차세  에 지로 각 을 받고 있는 수소 에 지를 생산하기 해, 고온수소생산로(VHTR)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에서는 노심/구조재  핵연료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특히 핵연료개발에 있어서 기존에 국내에서 사용하는 이UO2 pellet이 아닌 크기가 1mm가 

채 안되는 입자핵연료를 제조해야 한다. 여러조건으로 보아 제조부터 성능시험까지 경험이 없

는 실에서 핵연료 개발이라는 연구를 해야하므로 국제 인 력과 정보공유가 필수 이라 

하겠다. 그러나 지속 인 연구의 노력으로 과거 연구자료를 토 로 TRISO 입자핵연료를 개발

하고자 kernel 제작, 흑연코 기술  검증과 조사후시험을 계획하고 있다. 이미 kernel의 제작

과 코 기법의 연구에 착수하여 진행과정에 있으며 조사후시험을 한 하나로 조사계획을 수

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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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자핵연료의 성능평가를 해선 조사후시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조사후시험항목으로는 우

선 으로 피막과 kernel의 건 성을 확인하는것이 요한 항목이다. 그리고  비정상상태에서의 

입자핵연료내 핵분열 생성물의 유출을 평가하는 것이 두 번째 시험항목이다. 입자핵연료의 건

성 입장에서 볼 때 피막의 상태나 kernel의 손실을 악하고 측정하는 것이 요하므로 

ceramography, gamma radiography, EPMA, SEM, 학 미경분석, X-ray radiography 등의 

시험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요하다. 아울러 비정상상태에서의 사고해석차원으로 고온가열을 

통한 고체와 기체의 핵분열 생성물의 방출비를 시험하는 장비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압수로형 핵연료에 한 조사후시험이 익숙한 국내로선 기존의 장비들을 이용하여 

입자핵연료 시험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많다. 따라서 많은 개선과 개발이 필요

하며 크기가 매우 작은 입자핵연료이므로 장비의 취 과 시편 리  이동문제를 고려할 필

요가 있다. 앞으로 이러한 장비를 개발 는 개선을 하기 해 이미 구축되어 있는 각국의 시설

을 방문하여 면 히 장비들의 구조를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문 인 노하우(Know-How)를 

쌓기 해서는 많은 시험경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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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Advanced coated fuel 개발

1. 서 론

TRISO coating 핵연료의 고 도 SiC층은 열 , 내방사선  특성이 우수하여 고온가스냉각

로의 핵연료 피복재로 용되고 있지만, 1700˚C이상의 온도에서 SiC의 열분해와 구조 인 상

변화를 나타내므로 핵연료의 안정성에 문제 이 발생할 수 있다. 한 Pu
239

로부터 생성되는 

핵분열생성물인 Pd와 반응하여 Pd2Si를 형성하여 부식되는 약 과 고온에서 핵분열 생성물인 

Cs137의 포획력이 떨어지는 단 이 있다. 이에 따라 SiC층을 신할 피복층으로 고온에서의 안

정성이 우수하며, 핵분열생성물과의 반응성이 낮은 ZrC가 체재로 제안되고 있다. ZrC는 SiC

에 비하여 고온 안정성이 뛰어나고 핵분열 생성물의 담지 능력이 매우 우수하며, 융 이 높고, 

탄소와 2850˚C의 고온에서 공융반응 (eutectical melting) 을 일으킴으로 가스냉각로의 운 온

도 증가에 따른 안정성을 고려할 때 SiC 층을 체할 재료이다. 

2. 실험 및 결과

가. ZrC 원료물질 선정 및 공급기술 개발

(1) ZrCl4 sublimation 장치 설계제작 

  SiC 증착은 Si와 C 성분을 동시에 포함하며 산소를 함유하지 않은 원료물질(MTS)이 존재

하지만, ZrC 증착의 경우는 산소를 포함하지 않은 Zr 구체(원료물질)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

에, ZrC의 증착은 Zr과 C의 원료물질을 별도로 공 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료물질공 이 매우 

요한 증착공정변수이며, 아울러 Zr- 구체의 증기압의 정량  제어가 매우 요하다. Zr의 

원료물질은 염화물, 롬화물, 요오드화물 등이 있으며, 승화를 하여 가열하고 응축방지를 

한 항온, 항압 유지 시스템이 요구된다. 

  그림 3.3-1은 ZrCl4 분말을 특정온도와 압력에서 승화시키는 장치의 개략도로서 본 연구 에

서 설계제작한 장치이다. ZrCl4 분말을 특정온도로 가열, 유지하면 vessel 1 내부는 ZrCl4 증기

로 채워지게 되고, vessel 1의 내부압력에 따라 트로틀 밸 가 자동으로 조 되어 vessel 2로 

증기가 이동한다. Vessel 2는 항상 일정한 증기압의 ZrCl4 기체상이 존재하게 되고, 일정한 증

기압의 ZrCl4는 원료물질의 양을 정량화할 수 있기 때문에 탄소의 source 물질인 CH4와 정량

화된 물질공 이 가능하게 되어 고온에서 화학양론 인 반응을 발생하게 한다. Vessel 2 내부

의 증기는 정  밸 의 조 로 고온의 반응 내로 이동하며, ZrC 증착반응이 일어난다. 본 실

험에서 공정상의 요인자인 ZrCl4 증기압의 조 은 매우 요한 공정변수이며, 증착반응 시 

증기압의 일정유지는 양질의 (치 화  구상도 형성 등) 증착층을 형성하게 한다. 그림 3.3-2

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ZrC 증착장비이다. 증착시스템은 고온반응기, ZrCl4 vaporizer  반응

가스 공 부로 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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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rCl4 vaporizer 

그림 3.3-2 Coating systems for ZrC.

반응가스공급기    고온반응기

Vessel 1 Vessel 2 Reactor

Ar gas in

ZrCl4 source
Throttle valve

P

Needle valve

Bypass

Heating

Vessel 1 Vessel 2 Reactor

Ar gas in

ZrCl4 source
Throttle valve

P

Needle valve

Bypass

Heating

그림 3.3-1 Schematic diagram of ZrCl4 vaporizer

  나. ZrC 증착 공정변수 평가 및 피복층 특성 평가

(1) ZrCl4를 이용한 disk형 기판에 증착 실험 및 특성 분석

제작된 Vaporizer 내부의 ZrCl4의 승화온도에 따른 증착거동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승화온

도에 따른 ZrC의 증착거동을 분석한 XRD 분석결과와 미세조직변화를 그림 3.3-3과 3.3-4에 

나타내었다. ZrCl4 승화거동은 1차년도 결과의 DTA-TG분석결과 250oC에서 시작하여 300oC

까지 진행되며, XRD분석결과는 270oC의 승화온도에서는 증착층이 형성되지 않았지만, 280oC 

이상의 승화온도에서 ZrC 증착층이 분석되었으며 300oC에서는 양질의 증착층이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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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XRD patterns of the deposited ZrC layer with vaporizer temperature.

          

                            (a)                                 (b)

        그림 3.3-4 Microstructure of the deposited ZrC layer with vaporizer 

temperature at (a) 280oC and (b) 300oC.

  그림 3.3-5는 승화온도를 300oC로 유지하고, ZrCl4 원료의 양을 20g 장입하여 1시간동안 증

착된 ZrC 증착층의 단면미세조직과 EDS 원소분석 결과이다. 균질한 ZrC 증착층이 11.3um의 

두께로 증착되었으며, EDS line scanning 분석결과, 증착층 내부의 Zr (적색)과 C (청색)의 함

량은 일정하게 유지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증착층의 Zr 함량은 31.07 at%이고 C 함량은 68.93 

at%로 분석되어 Carbon-rich의 ZrC 증착층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상용 ZrC 분말의 

동일EDS 분석결과 (Zr= 34.73 at%, C= 65.37 at%)도 증착층의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분석됨을 

보아서 좀 더 세밀한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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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 EDS result of the deposited ZrC layer with vaporizer temperature 

at 300oC

(2) ZrCl4로부터 증착된 증착층 특성평가

증착실험은 disk 형태의 graphite 기판을 사용하여 증착반응온도는 1300~1600oC, 반응시간

은 30~180 분, 반응기체는 수소, 아르곤 및 메탄을 사용하였고, 각각의 실험변수에 따른 증착

특성을 알아보았다.

Sample
Substrat

e
α β

H2-C 

(sccm)

Ar-C 

(sccm)

H2-D(sc

cm)

ZrCl4(sc

cm)

CH4(scc

m)
Q(sccm) T(℃)

Time(mi

n)
P(torr)

Thickne

ss(㎛)

depositi

on 

rate(μm/

min)

Z-01 graphite 4 0.5 50 350 50 50 500 1300 60 10 0.5 0.01 

Z-02 graphite 4 0.8 128 512 128 32 672 1400 60 10

Z-03 graphite 4 0.8 128 512 128 32 672 1400 180 10

Z-04 graphite 5 0.8 50 615 108 27 800 1400 180 10

Z-05 graphite 5 0.8 30 635 81 54 800 1300 60 10 10.3 0.172 

Z-06 graphite 5 0.8 30 635 81 54 800 1400 60 10 19.6 0.327 

Z-07 graphite 5 0.8 30 635 81 54 800 1500 60 10 20.2 0.337

Z-08 graphite 5 0.8 30 635 108 27 800 1600 60 10 9.39 0.157

표 3.3-1 Deposition parameters for ZrC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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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XRD patterns of the deposited ZrC layer with 

deposited temperature

표 3.3-1은 각각의 공정변수에 따른 ZrC 증착 실험내용이다. Sample ID Z-05~08의 경우

는, 증착하는 substrate는 graphite이고 α (=H2/(ZrCl4+CH4)) = 5 이고 β=Zr/(Zr+C) in 

input gas = 0.8 로 하였다. 

그림 3.3-6과 3.3-7은 증착온도에 따른 증착층 XRD분석 결과와 단면의 미세조직 및 EDS 

분석결과이다. 1400oC와 1500oC에서 치밀하고 균일한 ZrC 증착층이 분석되었으며, 증착층의 

두께는 평균 20um 이었다. 반면에 EDS 분석결과로는 1400oC 증착층이 균일한 Zr 및 C의 분

포를 나타내었다. ZrC 증착층의 형성을 위한 최적의 실험조건은 여러 변수에 따라서 달라지며, 

특히 ZrCl4의 양이 일정하게 제어되면 반응기의 온도 및 유량 등이 변수가 된다. 현재까지는 증

착층 형성을 위한 최적공정변수 확립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각각의 변수에 대한 분석결

과로 볼 때, 출발물질과 가스조성은 α = 5 , β = 0.8에서 승화온도 300oC, 증착온도 1400oC

에서 60분동안 증착하면 치밀하고 균일한 ZrC 증착층을 형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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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1400℃

1500℃ 1600℃

그림 3.3-7 EDS results of the deposited ZrC layer with temperature 

(3) Zr source 및 기판의 영향

(가) Sources 의 구조적 접근에 따른 탄화지르코늄 증착

탄화지르코늄 증착을 위하여 다른 여러 방식으로 다른 지르코늄 소스 적용, 다른 기판 및 복

합적인 기판 적층에 따른 탄화지르코늄 증착 연구를 연세대학교 위탁 연구팀에 의하여 수행하

였으며, 첫 번째로 Zr-source를 ZrCl4에서 Bis zirconium chloride(C5H5)2ZrCl2 (STREM 

Chemical Co., USA)로 바꾸어 실험을 하였다. 이는 ZrC layer의 증착에 관여하고 영향을 미

치리라 예상되어지는 지르코늄함유 중간화학종과 탄소함유 중간화학종이 포함되어져있기에 

(C5H5)2ZrCl2를 다른 소스 적용을 위한 실험의 원료소스로 결정하였다. 원료소스의 승화점에 

대한 접근 분석을 하기 위하여 아르곤분위기에서 1g의 (C5H5)2ZrCl2를 TG/DTA 분석을 수행

하였고 TG분석으로부터 250℃ 근처부터 무게감소가 시작되고, 320℃부근 이후에는 급격한 

무게 감소커브를 나타났다. 또 DTA분석으로부터 250℃부근에서는 흡수된 흡착수 증발에 기인

된 흡열피크가 나타난 이후 320～350℃에서 최대의 발열피크를 나타내므로 이 지점에서 승화

가 된다고 관찰되었다. 400℃까지 무게 감소와 발열피크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C5H5)2ZrCl2 source의 로딩무게를 1g으로 하고 가열온도를 400℃의 증착조건으로 실험을 수

행하였다. 하지만 (C5H5)2ZrCl2의 강한 부식성으로 인하여 알루미나관 속에 있는 graphite foil

을 부식시키고 inlet부분부터 hot zone까지 전체적으로 강한부식성을 보였다(중간 부분의 

graphite foil이 타버림). 또한 susceptor를 손상시키고 시편을 부식시키고 에칭현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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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H5)2ZrCl2의 경우는 ZrCl4와는 달리 소스의 윗부분은 solid에서 liquid로 바뀐 후 승화된 흔

적을 보였다. 강한 부식성과 시편에 에칭현상이 보여 증착온도와 소스의 가열온도를 줄이고 소

스 내에 포함되어있는 수소와 메탄의 유량을 낮추어 탄화지르코늄의 증착을 실험하여 보았다. 

증착조건을 바꾸어 실험하였지만 앞의 실험 결과와 같이 강한 부식성으로 인한 현상이 나타났

다. 이에 (C5H5)2ZrCl2의 강한 부식성으로 인하여 탄화지르코늄 증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가) SiC/graphite 기판에서의 탄화지르코늄 증착

Graphite 기 에서 탄화지르코늄의 증착이 되지 않아 다른 방식으로 근을 시도하 다. 첫

째, graphite 기 이 아닌 탄화규소 층이 증착되어진 SiC/graphite 에 증착 실험을 수행, 둘째, 

다른 Zr source인 Zirconium sponge를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 하여 탄화지르코늄을 증착 하는 

것이다. 두 경우 모두 SiC/graphite과 graphite기 을 사용하여 실험하 다. 모든 증착조건에 

하여 graphite 기 에서는 역시 carbon graphite 만이 증착이 되었으나 SiC/graphite기 에서

는 탄화지르코늄이 증착되었다. 최 의 ZrC layer 증착조건 확립을 한 조건으로 i) 기 층인 

SiC surface morphology의 향 ii) 기체 입력비 iii) 증착온도 iv) 증착 압력이 고려되었다.

SiC의 표면 형상은 증착된 온도에 따라 변하는데 이에 Rounded top structure 와faceted 

columnar structure의 두 가지 시편을 가지고 실험하 으며 기체입력비와 증착온도는 

SOLGASMIX-PV를 이용하여 증착조건을 알아본 결과 입력기체비가 3이상이고 증착온도 범

가 1200℃이상부터 온도가 올라 갈수록 ZrC증착 수율이 증가함을 보 다. 한 증착압력은 최

고 압력 684torr와 최 압력 50torr인 조건으로 실험하 다. 이를 바탕으로 증착조건을 수립하

여 실험을 수행하 고, 증착된 ZrC층의 각 시편 단면을 그림 3.3-8(a)에 나타내었다. 

Rounded top structure의 탄화 규소시편 에 증착된 시편은 10㎛의 막 증착이 된 것이 확인 

되었으며 faceted columnar structure의 표면형상에서는 9.2㎛의 막 증착이 된 것을 확인하

다. 그림 3.3-8(b)는 기 층인 SiC층을 따라서 ZrC층의 표면형상  입도가 달라짐을 나타내는 

것으로, 증착된 ZrC층은 체 으로 spherical granular structure의 표면형상을 보이며 faceted 

columnar structure에서 증착되어진 ZrC 보다 rounded top structure의 탄화규소에서 증착된 

ZrC의 입도가 더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최고 증착압력인 684torr와 최  증착압력인 

50torr로 증착 하 을 때 50torr의 낮은 압력에서 증착된 ZrC와는 달리 최고 증착압력인 

684torr 에서는 상형으로 증착되었다. 

증착온도 1500℃, 증착압력 684 torr에서 표면 형상이 다른 SiC기 을 사용하여 증착한 ZrC 

layer 경우 (111)면과 (200)면  (220)면들이 모두 찰되었다. (111)면과 (200)면의 우선 배향

성 계를 알아보기 하여 T.C.(texture coefficient)값을 구하여 보았다. 탄화규소의 경우는 

rounded top의 표면 미세구조를 가진 경우 (111)면의 우선배향성을 띄고 facted 표면미세구조

는 (220)면이 우선배향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의 증착조건으로 탄화지르코늄은 탄화규소층의 

표면형상에 계 없이 (200)면이 우선 배향 하 다. Rounded top의  탄화규소층에 증착 압력

을 달리하여 탄화지르코늄을 증착 하 을 때의 T.C.값을 계산한 결과 이 경우 단면을 찰 

하 을 때는 증착된 형상이 달랐지만 우선배향성의 경우는 증착 압력을 달리 하 어도 (200)면

이 우선배향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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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착된 탄화지르코늄의 EDS 분석을 통해 조성 분석을 한 결과 rounded top의 표면 형상을 

가진 탄화규소 에 증착된 탄화지르코늄이 faceted structure 에서 증착된 경우보다 zirconium

의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한 rounded top 구조 탄화규소 에 증착 압력을 50 Torr로 낮추

어 탄화지르코늄을 증착한 시편은 684 Torr에서 증착된 탄화지르코늄보다 zirconium의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이 게 증착된 탄화지르코늄과 기 층인 탄화규소의 계면간의 scratch 법에 의한 착력 테

스트를 실시하 다. 탄화지르코늄은 8N의 임계하 을 나타내었으며, 기  탄화규소의 미세구조

와 증착압력을 달리한 시편에서도 역시 7~8N의 임계하 을 보 다.

         

                                     (a)

         

                                      (b)

그림 3.3-8 (a) SEM images of fractured cross section on ZrC layer, (b) SEM images 

of  surface morphology as a as-de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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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고온가스냉각로의 핵연료는 직경이 1 mm정도인 TRISO 피복 입자를 사용하며, 피복 입자

는 직경이 0.8mm이하의 구형인 우라늄 산화물의 연료핵 (kernel)과  열분해 탄소 (PyC)와 탄

화물 세라믹스 (SiC or ZrC) 코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에서는 고온가스냉각로용 피복입자 핵연료 개발를 한 TRISO 피복공정 에서 ZrC 

증착공정의 핵심공정과 공정변수평가에 하여 정리하 다. Zirconium carbide (ZrC)는 이

속 탄화물로서 고경도, 고융 , 고 기 도도  고강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온  

고온에서 기계 구조 인 특성이 요구되는 엔지니어링 세라믹스로 이용될 수 있으며, 핵분열과 

화학 인 안정성,  고온 기계구조 인 특성이 요구되는 TRISO 피복입자의 고  피복층으로 

SiC를 체하여 용할 수 있다. 피복입자 핵연료 제조를 한 TRISO 코 은 피코 물을 부

상시켜 유동층을 형성한 채 화학증착을 하는 유동층 화학증착 (fluidized bed chemical vapor 

deposition : FBCVD) 공정이 용되며, 화학증착 공정에서는 증착하려는 물질의 구체를 확

보하는 것이 요하며, 양질의 증착층을 얻기 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는 새로이 개발된 ZrCl4 sublimation 장치를 이용하여, ZrC 코 층의 형성을 한 여러 실험조

건과 변수 선정으로 수행된 ZrC 코 에 한 실험 결과로부터 증착층의 특성을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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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피복입자핵연료 성능 모델 개발  

1.  서론

  고온가스로용 TRISO 핵연료입자는 원자로의 정상운   사고조건에서 그 건 성이 유지되

고, 핵분열생성물 방출이 최소가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한 원자로의 경제성 증진과 핵분

열성물질의 이용을 극 화하기 하여 고연소도를 지향한다. 고온가스로에서 노심 출구의 평균

온도는 800 ~ 900 ℃이고, 핵연료의 심온도는 1,200 ~ 1,250 ℃이다. 핵연료입자는 이러한 

극심한 운 조건에서 손되거나, 장 되는 핵연료입자  일부가 손되어 있을 수 있다. 

손된 핵연료입자를 통하여 상당량의 핵분열생성물이 방출되기 때문에 그 손율을 안 치 이

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피복입자핵연료의 운  의 노내거동은 통상 모델링을 통하여 

측할 수밖에 없다. 피복입자핵연료 성능모델 개발을 목표로 문헌수집 는 직  개발을 수행

하여 피복입자핵연료의 노내거동 모델을 확립하 다. 한 기존 세계 각국의 피복입자핵연료 

성능분석 코드 황을 악하여 코드 개발 방향과 기능을 설정하 고 코드 개발에 활용하 다. 

2.  피복입자핵연료 노내거동 모델 확립

  연료핵의 고체팽윤, 핵분열기체의 핵분열수율, 연료핵  완충층의 자유부피, 기체압력에 

한 상태방정식, 연료핵에서의 핵분열기체방출, 연료핵에서의 일산화탄소의 방출, 연료핵  피

복층의 기계  상호작용(KCMI), 핵연료입자 피복층의 응력해석, 핵연료에서의 열 달, 노내에

서의 입자 손율 계산에 한 모델을 선정 는 개발하 다. 표 3.4-1에 피복입자핵연료의 노

내거동  련 모델을 나타내었다. PWR의 UO2 소결체 팽윤은 연소도(GWD/t)당 0.06 vol % 

부피 증가로 일어난다[3.4-1]. 이 팽윤을 UO2 연료핵의 팽윤에 당분간 용한다. 핵분열기체는 

Xe  Kr을 고려하 고, 일산화탄소의 방출 모델로는 Homan 모델을 선택하 다[3.4-2]. 자유

부피  Redlich-Kwong 상태방정식을 이용하여 기체압력을 구하 다[3.4-3]. 하지만 IAEA 

CRP-6의 벤치마킹 계산결과 각국에서 계산한 일산화탄소의 압력이 모두 달랐다[3.4-4]. 따라

서 연료핵  완충층에서의 열   화학  분 기를 고려하는 보다 정교한 열화학  모델 개

발이 필요하다. 이외에 핵분열생성물의 연료핵, 피복층, matrix graphite, structural graphite를 

통한 이동 모델, 련된 선원항 분석, 피복층에 한 열   화학  침해에 한 모델을 개발

하고 있다. 핵연료입자의 세 피복층에 한 응력해석을 하여 응력  변 에 한 

semi-analytical solution을 구하 다[3.4-5]. 핵연료입자  핵연료체의 온도 분포를 구하기 

하여 일차원 유한차분법을 이용하여 수치해석모델을 개발하 다[3.4-6, 3.4-7]. 운   입자의 

손율을 계산하기 하여 Monte Carlo 방법을 용하 다[3.4-8].

연료핵  피복층의 기계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하여 그림 3.4-1과 같이 완충층을 

스 링으로 가정하 다. 이러한 가정에 의하면 연료핵이 팽윤을 하여 완층층을 어 낼 때 연

료핵과 내부열분해탄소층의 내면에 같은 크기의 스 링 힘이 작용한다. 연료핵  피복층의 기

계  상호작용이 발생한 경우 통상의 기체압력과 더불어 스 링 힘에 의해 발생하는 압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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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력해석을 할 때 추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그림 3.4-2는 연료핵  피복층의 기계  상호작

용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탄화규소층의 내면에 작용하는 원주방향응력을 나타내었다. 연소도 6 

%FIMA에서 연료핵이 팽윤하기 시작하면서 연료핵  피복층의 기계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연료핵  피복층의 기계  상호작용이 있을 때의 응력이 없을 때의 응력보다 훨씬 크다. 이는 

연료핵  피복층의 기계  상호작용이 발생하면 입자가 손될 확률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표 3.4-1 피복입자핵연료의 노내거동  모델

In-pile behaviors Models Note

 Kernel swelling

 Solid FP swelling: ΔS = aΔB
  ΔS = solid selling fraction

  a  = solid swelling rate

  ΔB = Burnup increment (GWd/t)

 a = 0.0006

 Fission yield  0.205 (Xe), 0.04 (Kr)

 Free volume

 (1-fK)VKξK +Vg + (1-fB)VBξB

  f = theoretical density, V = volume

  ξ = open porosity fraction

  K = kernel, g = gap, B =buffer

 ξK = 0.005,

 ξB = 0.45

 Gas pressure  Redlich-Kwong EOS  Gas: Xe, Kr, CO

 FGR from kernel  Equivalent sphere model

 CO release  Homan model

 KCMI  Spring model

 Mechanical behavior
 Analytical solution for three coating

 layers

 Thermal behavior  One-dimensional heat transfer
 Finite difference

 method applied

 Failure fraction

 Monte Carlo method with statistical 

 distribution of dimensions and

 material properties

그림 3.4-1 연료핵 및 완충층의 기계적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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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 KCMI에 따른 탄화규소층의 원주방향응력

3.  피복입자핵연료 성능분석 코드 개발

  개발 인 피복입자핵연료 성능분석 코드 COPA(COated PArticle)는 MECH(입자응력해석), 

FAIL( 손율분석), TEMTR(입자온도해석), TEMPEB(페블온도해석), TEMBL(블럭온도해석), 

FPREL(핵분열생성물 이동 해석), MPRO(물성 DB), BURN(연소도 해석), ABAQ(크랙, 층분리 

분석)의 총 9개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에서 MECH, FAIL, TEMTR, TEMPEB, TEMBL

은 개발이 완료되었고, MPRO, ABAQ는 재까지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여 일부 완성하 고 

개발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FPREL  BURN 모듈은 2007년 개발할 정이다.

  모듈 MECH은 입자의 세 피복층에 한 응력해석을 수행한다. 그림 3.4-3은 내부열분해탄소

층  탄화규소층의 내면에 발생하는 원주방향응력을 나타내었다. TEMTR은 일차원 유한차분

법을 사용하여 입자의 연료핵, 갭, 완충층  피복층의 온도 분포를 계산한다(그림 3.4-4). 

FAIL은 조사시험 는 원자로 운  의 입자 손율을 Monte Carlo 법을 사용하여 확률론

으로 계산한다(그림 3.4-5). 입자의 응력을 계산하기 하여 MECH 모듈이 FAIL에 삽입되었

다. TEMPEB는 페블의 온도를 일차원 유한차분법으로 계산한다. 이 때 냉각재의 온도가 가정

되었다(그림 3.4-6). TEMBL은   환 형태의 컴펙트의 온도 분포를 1.5 차원 유한차분법으

로 계산한다(그림 3.4-7  3.4-8). ABAQ 모듈은 재 구조해석 소 트웨어 ABAQUS를 이용

하여 입자의 응력을 계산한다(그림 3.4-9). UO2 연료핵, 완충층, PyC  SiC에 한 물성을 문

헌을 통해 수집하여 MPRO 모듈에 삽입하 다. 표 3.4-2 내지 3.4-5에 핵연료물질의 물성 

황을 나타내었다[3.4-9 ~ 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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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6 페블의 온도 분포

그림 3.4-7 봉 컴펙트의 온도 분포



- 161 -

그림 3.4-8 환형 컴펙트의 온도 분포

그림 3.4-9 ABAQUS를 이용한 입자의 응력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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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2 연료핵  갭의 물성  황

Materials Material Properties Computer programs References

Kernel

(UO2)

 Density, ρ (g/cm3)  FDEN  MATPRO [3.4.9]

 Elasticity, E (MPa)  FELMOD

 Yield stress, σΥ (MPa) and

 tangential stiffness Η' (MPa)
 FYIE FEMAMXI [3.4.12]

 Fracture strength, σF (MPa)  FFRACS  MATPRO

 Poisson's ratio, ν  FPOIR  MATPRO

 Creep,   (s-1)  FCREEP  MATPRO

 Swelling [%V/(GWd/MTU)]  FSWELL  MATPRO

 Densification 

 [%V/(GWd/MTU)]
 FUDENS  MATPRO

 Melting temperature (K)  FHYPRP  MATPRO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α (K-1)
 FTHEXP  MATPRO

 Thermal conductivity, k

 (W․m-1․K-1)
 FTHCON  MATPRO

 Specific heat, Cp (J․kg-1․K-1)  FCP  MATPRO

Gap
 Gap conductance, h 

 (W․m-2․K-1)
 GTHCON  MAT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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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3 완충층의 물성  황

Materials Material Properties Dependencies Current Values

Buffer

 Bacon Anisotropy Factor, BAF  φ, B, T, BAF0  N.A.

 Density, ρ (g/cm3)  φ, B, T, ρ0  0.9 ~ 1.1

 Elasticity, E (GPa)  φ, B, T, BAF, E0

 7+6D, 0<D<0.5

 10, D>0.5

 Poisson's ratio, ν  φ, B, T, ρ0  0.3

 Irradiation creep coefficient, K 

 [MPa․1025n/m2 (E>0.1MeV)]-1  φ, B, T, K0  9.6×10-5

 Poisson's ratio in creep, μ  φ, B, T, μ0  0.5

 Irradiation-induced dimensional change,
    and   [1025n/m2 (E>0.1MeV)]-1  φ, B, T  -0.176e-1.75φ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αr and αθ (K-1)  φ, B, T, BAF, αr0, αθ0  3.5×10-6

 Weibull strength, σF (MPa)  φ, B, T, σF0  50

 Weibull modulus, M  φ, B, T, M0  N.A.

 Thermal conductivity, k (W․m-1․K-1)  φ, B, T, k0  0.5

 Specific heat, Cp (J․kg-1․K-1)  φ, B, T, Cp0  N.A.

Note. N.A. = not available, φ = fluence (1025 n/m2, E>0.1MeV), B = burnup (GWd/tU), T = temperature (K),

      D = theoretical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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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4 PyC의 물성  황

Materials Material Properties Dependencies Current Values

PyC

 Bacon Anisotropy Factor, BAF  φ, B, T, BAF0  N.A.

 Density, ρ (g/cm3)  φ, B, T, ρ0  1.8 ~ 2

 Elasticity, E (GPa)  φ, B, T, BAF, E0  29

 Poisson's ratio, ν  φ, B, T, ρ0  0.3

 Irradiation creep coefficient, K 

 [MPa․1025n/m2 (E>0.1MeV)]-1  φ, B, T, K0  1.4×10-4

 Poisson's ratio in creep, μ  φ, B, T, μ0  0.5

 Irradiation-induced dimensional change,
    and   [1025n/m2 (E>0.1MeV)]-1  φ, B, T

   = -0.77e-φ + 0.031

   = -0.036e-2.1φ - 0.01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αr and αθ (K-1)  φ, B, T, BAF, αr0, αθ0  5.5×10-6

 Weibull strength, σF (MPa)  φ, B, T, σF0  190

 Weibull modulus, M  φ, B, T, M0  7
 Thermal conductivity, k (W․m-1․K-1)  φ, B, T, k0  4
 Specific heat, Cp (J․kg-1․K-1)  φ, B, T, Cp0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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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5 SiC의 물성  황

Materials Material Properties Dependencies Current Values

SiC

 Density, ρ (g/cm3)  φ, B, T, ρ0  ~3.184

 Elasticity, E (GPa)  φ, B, T, BAF, E0  (185983.9-0.0535T2)1/2

 Poisson's ratio, ν  φ, B, T, ρ0  0.13~0.17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αr and αθ (K-1)  φ, B, T, BAF, αr0, αθ0

 3.43846×10-6+1.19402×10-9T

-2.05716×10-13T2

 Weibull strength, σF (MPa)  φ, B, T, σF0  60~3100

 Weibull modulus, M  φ, B, T, M0  6

 Thermal conductivity, k (W․m-1․K-1)  φ, B, T, k0

  3.91112×10-2(42.58-1.5564×104/T

+1.2977×107/T2-1.8458×109/T3)

×exp(2.24732×10-3T), T(K)

 Specific heat, Cp (J․kg-1․K-1)  φ, B, T, Cp0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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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etailed Structure and User's Manual-, JAERI-Data/code-97-043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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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피 복 입 자핵 연료  QC 기술확 립 을  한 기반 구축

1. 서론

  고온가스로 연료는 미소한 연료핵을 열분해 탄소  탄화규소로 4 으로 피복시킨 피복연료

입자를 기본으로 한다. 피복입자 연료는 아주 작으므로 원자로에 들어가는 피복입자의 수는 엄

청나다. 이와 같이 고온가스로 연료의 구조나 기능은 경수로 등의 연료와 다르므로 고온가스로 

연료 자체의 검사기 이 필요하다. 특히 엄청난 수의 시료가 검사 상이므로 검사기   방

법 그리고 품질보증 등의 에서 샘 링 검사에 한 검토도 필요하다. 검사기 에는 구성 

부품마다 검사항목, 검사목 , 검사방법  정기 에 해서 그 기본  요건을 나타냄과 동

시에 피복입자 핵연료의 손율, 검사 시의 검사 개수 등에 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한 

검사기  수립 시에는 그 기 이 되는 기술기 , 안 설계를 한 방침  조건 등에 한 정

보도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일본, 국  독일에서 수행한 검사기 을 조사․검토하여 향후 

피복입자 핵연료 품질 리 기술확립을 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 다[3.5-1~3].  한 검사 장

비 운  차를 확립하여 검사 효율성을 제고하 다.

2 .  연료 핵

  가. 연료핵의 검사항목

  연료핵의 특성 검사항목을 그림 3.5.2-1에 나타내었으며, 표 3.5.2-1에 국의 HTR-10  일

본의 HTTR의 연료핵 설계값을 수록하 다.

그림 3.5.2-1 연료핵 및 피복입자의 검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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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항목 HTR-10 HTTR

연

료

핵

 연료 종류

 직경(㎛)

 도(g/cm3)

 진원도(Dmax/Dmin)

 O/U 비

 등가보론당량(ppm)

UO2

500±50

≥ 10.4

< 1.2

≤ 2.01

≤ 4

UO2

600±75

95±3(%T.D.)

< 1.2 (> 90%)

1.99～2.02

≤ 5

 불순물(ppm) -

C ≤ 300 ,

Fe ≤ 500, 

Ca ≤ 200 

 증발성 불순물(㎕/g UO2) ≤ 80 

표 3.5.2-1 HTR-10 및 HTTR 설계시방(연료핵)

  나. 검사항목별 검사방법

  그림 3.5.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료핵의 검사항목은 U-235 농축도, 직경, 도, 진구도, 

불순물(EBC 포함) 그리고 O/U 비가 있다.

    (1) 농축도

  U-235 농축도 측정법에는 질량분석법이나 감마선 스펙트럼법(이하 감마선법이라 한다)이 있

으며 노설계상 요구되는 정 도를 고려하여 정한다. 재, 일본 원자력연구소(JAERI)에서 구입

하고 있는 피복입자연료의 U-235 농축도 측정은 감마선법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방법은 

U-235에서 방출되는 감마선의 방사능 강도로부터 농축도 측정을 하는 것이다. 측정 정 도는 

고온공학시험연구로(HTTR) 연료로 고려되고 있는 3-10% 농축 우라늄에 해서 2 벨에서 

농축도의 1% 이하이다. 측정방법을 그림 3.5.2-2에 나타내었다.

그림 3.5.2-2 농축도 측정방법

  우라늄 량 기지의 측정 시료를 그림과 같이 우라늄 양  U-235 농축도 모두 기지의 표

시료와 기하학  형상을 동일하게 하여 그 안에 들어있는 U-235에서 나오는 감마선 방사능과 

표 시료의 감마선 방사능의 비로 측정시료의 U-235 농축도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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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직경

  연료핵 직경 측정은 상물이 작고, 수가 많으므로 노 설계상 요구되는 정 도를 고려하여 

정한다. 일본 JAERI에서는 과거에는 X선 래디오그래피 법을 이용하 으나 지 은 PSA 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국 INET에서는 X선 래디오그래피 법 그리고 독일 NUKEM에서는 gap 

aperture 입자크기 분석 시스템 “öFZ- Seibersdorf"를 이용하여 갭의 최  암도(darkness)를 

측정하여 직경을 구한다. 여기에서는 PSA법, X선 래디오그래피 법 그리고 단면시험에 해서 

기술한다. 과거에는 사분법으로도 직경을 측정하 다.

      (가) PSA(Particle Size Analyzer)법

  이 장치는 구상의 피복입자연료 치수를 빠르면서 정 도 좋게 측정하기 해 오스트리아에

서 개발된 자동 입경 측정장치로 처리속도는 20입자/ , 측정 정 도는 800㎛의 표 구에 해

서 수 ㎛ 이하이다. 측정은 입자에 빛을 쪼여 그 빛의 양의 변화로부터 입자 치수를 측정한다. 

그 측정방법을 그림 3.5.2-3에 나타내었다.

그림 3.5.2-3 PSA법 (연료핵 직경)

  기지의 직경에서 진구도가 가까운 표 입자에 해서 슬릿 통과시 빛의 양의 변화를 측정해 

둔다. 다음에 시료의 빛의 양 변화를 측정하여 표 입자와 비교하여 직경을 구한다[3.5-4]. 

    (나) X선 래디오그래피 법

  X선 래디오그래피 법에 의한 연료핵 직경의 측정 정 도는 X선원과 피사체간의 간격, X선

원의 크기, X선 필름의 해상도 등에 의존하지만 앞의 (가)에서 설명한 PSA법과 동일한 정도의 

정 도로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다[3.5-5]. 이 방법은 X선 사진을 촬 한 후 미경 는 투

기로 치수 측정을 수행하므로 검사시간은 PSA법보다 더 소요된다. 그림 3.5.2-4에 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X선 래디오그래피 측정장치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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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4 X선 래디오그래피 법

  일본 JAERI에서 X선 래디오그래피를 사용하여 측정한 연료핵 치수 측정의 기하학  정 도

의 계산 결과 를 그림 3.5.2-5에, 피복연료 입자의 를 그림 3.5.2-6에 그리고 PSA 법과 X

선 래디오그래피에 의한 측정 결과 비교를 그림 3.5.2-7에 나타내었다.

      (다) 단면조직시험

  이 방법은 마운  수지에 검사 상의 연료핵을 매입하여 고화시킨 후 연료핵의 앙부까지 

연마한다. 치수 측정은 미경 는 투 기로 한다. 이 방법은 연마 치(깊이)가 측정결과에 

향을 주므로 가능한 한 앙부 부근까지 연마해야 한다.

그림 3.5.2-5 불선명에 한 시료와 필름 간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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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6 피복연료입자의 X선 상

그림 3.5.2-7 X선 래디오그래피법과 PSA법의 비교

    (3) 진구도

  연료핵의 진구도는 직경의 최 값과 최소값의 비로 정의한다. 연료핵 진구도 측정법은 연료

핵 직경의 측정법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PSA법인 경우 그림 3.5.2-8에 도시한 바와 같이 동

일 연료핵을 여러 번 통과시켜 직경을 측정하면 최 와 최소의 직경을 구할 수 있다.

          그림 3.5.2-8 PSA법(진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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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도

  일본과 국에서는 연료핵의 도를 피크노미터의 방법으로 측정한다. 독일 NUKEM에서는 

연료핵의 무게를 측정하고, 크기 분석기에서 연료핵의 수와 직경을 측정한 후 각 연료핵의 부

피를 계산한다. 총 부피와 무게로부터 도를 구한다. 다음은 일본에서 수행 인 “수은 치환

법”의 한 방법인 수은 피크노미터에 의한 측정방법의 개요를 기술하 다.

  연료핵의 도(형상 도)를 구하기 해서는 그 무게와 부피를 측정해야 한다. 무게는 울 

등에 의해 측정된다. 한편 연료핵의 표면에는 개기공이 존재하므로 그림 3.6.2-9와 같이 표면장

력이 큰 수은을 이용한 “수은 치환법”으로 연료핵 부피를 측정한다. 

그림 3.5.2-9 연료핵 밀도 측정용 수은 피크노미터 개략도

  피크노미터를 이용한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  시료 용기에 연료핵을 넣고 계 체의 진공을 뽑는다. 다음에 진공 입구를 닫고 피크노

미터를 경사시킨 상태에서 배출구로 공기를 도입하면 기압으로 인하여 하부의 수은이 모세

을 통해서 시료 용기내로 유입된다. 이 상태에서 시료용기를 취출하여 그 무게를 측정한다. 

시료가 들어있지 않은 경우에 해서 동일한 측정을 하여 이들 무게 차로부터 연료핵을 배제

한 수은의 무게가 구해지면 연료핵의 부피를 구할 수 있다.

    (5) O/U 비

  일본에서 O/U 비 측정방법은 산화 량법, 폴라로그라 법 그리고 비색법 에서 정 도를 

고려하여 정하고 있으며, 국과 독일에서는 산화 량법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다. 를 들어 



- 173 -

계량된 연료핵을 먼  백  용기에 넣어 500 ℃에서 3 시간 태운다. 다음에 900 ℃로 온도를 

올려 일정한 무게를 갖는 화학당량비인 U3O8을 만든다. 이 때 U3O8 무게는 비휘발성 불순물

이 존재할 경우 스테 오그라픽 분석법으로 구할 때 보정해주어야 한다.

  폴라로그라  법은 시료를 인산 에 용해하여 압을 걸어 산화·환원에 필요한 류값으로

부터 4 가  6 가의 우라늄 양의 비를 구하는 방법이다.

    (6) 등가보론함량(EBC : Equivalent Boron Content)

  란타나이드 디스 로슘(Dy), 유로퓸(Eu), 가돌리늄(Gd)  사마륨(Sm)은 표 물질로써 이트

륨(Y)의 존재 하에서 방출분 법(emission spectrography)으로 측정한다. 불소(F)는 우라늄에

서 란타나이드를 분리하기 에 석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분석은 등가보론을 구하는데 필요

하다. 기타 불순물의 기여는 무시한다. 

    (7) 불순물

  연료핵까지의 제조공정에 한 실수가 없음을 확인하기 한 검사로 상 원소는 원료 우

라늄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칼슘(Ca), 연료핵의 제조공정에 혼입될 우려가 있는 탄소

(C), 철(Fe) 그리고 제품 리상태를 반 할 것으로 고려되는 증발성 불순물을 상으로 한다. 

  다. 국가간 측정 방법 비교

  표 3.5-2에 연료핵의 검사항목에 한 국가간 검사방법을 수록하 다.

 검사 항목 일본(JAERI) 중국(INET) 독일(NUKEM) 비   고

연

료

핵

 직경

 밀도

 진구도

 O/U 비

 EBC

PSA 법

피크노미터법

PSA법

산화중량법

-

X선 라디오그라프법

피크노미터법

X선 라디오그라프법

산화중량법

방출분광법

PSA 법

기하학적법

PSA법

산화중량법

방출분광법

단면조직

폴라로그라프법, 

비색법

 불순물

표 3.5.2-2 국가간 연료핵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방법

3. 피복입자

  가. 피복층  피복입자의 검사항목

  피복층  피복입자의 특성 검사항목을 그림 3.5.2-1에 나타내었으며, 표 3.5.3-1에 국의 

HTR-10  일본의 HTTR의 피복입자 설계값을 수록하 다. 그림과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복입자의 검사항목은 피복층의 두께, 도 그리고 이방성 인자가 있으며, 피복입자의 직경, 

외  그리고 단면조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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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피복층 검사방법

    (1) 피복층 두께

  피복층 두께 측정방법은 앞의 연료핵에서 기술한 바와 같다. 즉 PSA 법, X선 래디오그래피 

법 그리고 단면조직 시험 법 등이 있다. 단면조직 시험은 검사 상의 입자를 수지에 마운 , 

고화시킨 후 입자의 앙부까지 연마하여 미경으로 피복층 두께를 측정한다. 국과 독일에

서는 제1층과 제2층의 두께는 미경(metallographic micrograph)을 이용하며, 모든 피복입자 

층을 동일 방향에서 측정한다. 반면에 제3층과 제4층의 두께 측정은 미방사선 사진(micro 

radiography)으로 한다. 고 분해능의 필름을 이용하여 필요한 피복입자 수로부터 X선 사진

(picture)을 취한다. 측정용 미경을 이용하여 모든 피복입자의 층을 동일 방향에서 측정한다.

 

    

 검사 항목 HTR-10 HTTR

피

복

층

두께(㎛)

제1층 95±45 60±36

제2층 40±20 30±12

제3층 35±10 ≥ 17

제4층 40±20 45±20

도

(g/cm3)

제1층 ≤ 1.10 1.10±0.15

제2층 1.9±0.1 1.85±0.10

제3층 ≥ 3.18 ≥ 3.18

제4층 1.9±0.1 1.85±0.19

학

이방성인자

제2층
≤ 1.03 ≤ 1.04

제4층

피

복

입

자

직경(㎛) 920+100/-80

외 한 균열, 결함  부착물이 없을 것

단면조직 정상으로 피복되어 있을 것

표 3.5.3-1 HTR-10 및 HTTR 설계시방(피복입자)

    (2) 피복층 도

      (가) 제1층 도

  일본에서는 제1 피복층의 도 측정을 피크노미터법으로 한다. 측정 순서는 검사시료 (제1층 

피복후의 입자)의 무게, 수은 피크노미터에 의해서 부피, 산화 량법에서 이산화우라늄 양과 

탄소량을 측정한다. 한편, 검사 시료에 들어있는 연료핵의 도 do 는 앞의 연료핵의 도 측

정법에서 구한 것으로 연료핵의 부피가 구해지면 앞서 측정한 검사시료의 부피와의 차이가 피

복층의 부피가 된다. 측정 순서를 그림 3.5.3-1에 나타내었다. 독일이나 국에서는 제1층의 피

복이 끝난 후 코터(coater)에서 인출하여 상 입자의 무게를 측정하고, 크기 분석기(size 

analyzer)에서 입자를 계산하고, 직경을 측정하여 총 부피를 계산한다. 이 데이터와 연료핵에 

한 기지의 데이터로부터 제1층의 도를 구한다.

      (나) 제2층 도

  피복 제2층은 제 1층의 도 열분해 탄소층 표면의 요철부에 증착되어 있어 떨어지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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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 시료 채취법은 제2층 까지 피복된 시료를 수지(폴리에스텔계)에 마운 , 고화후 연마하여 

제 1층을 완 히 제거한 후 제2층만으로 된 것을 미경에서 확인한다. 수지와 시료의 분리는 

N, N-디메틸포름 아미드로 한다. 

  일본에서는 그림 3.5.3-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 2층 일부를 단·채취하여 부유침강법(sink 

and float method)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용된다. 채취한 시료를 테트라 롬에탄벤젠 등의 

도가 큰 용액을 사용하여 부유침강법으로 측정한다. 측정시료가 액 에서 일정시간 부유함

을 확인한 후 비 병을 사용하여 액의 도를 측정하여 그 값이 시료의 도가 된다. 국과 

독일에서는 도구배 컬럼(density gradient column)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피복입자를 모르타

르에서 부수어 측정할 층을 분리한다. 투 기를 이용하여 련 층의 조각 약 15 개를 취한다. 

부착되어 있는 카본은 SiC 조각에서 완 히 제거한다. 도가 다른 2 개의 불용성 용액을 

 있는 유리 에서 작은 각(수평에 해)으로 회 시켜 혼합한다. 이러한 혼합 용액의 도는 

바닥에서 까지 거의 선형 으로 감소한다. 도를 알고 있는 교정용 입자와 시료 입자를 이 

도구배 컬럼에 장입한다. 모든 입자는 도에 따라 그 높이에 분포된다. 시료 입자의 도는 

선형 내삽법으로 인근 교정용 입자의 도에서 구한다.

      (다) 제3층 도

  제4층까지 피복된 피복연료입자를 기계 으로 괴한 후 공기 , 약 850 ℃에서 산화시킨

다. 그 잔사를 질산용액으로 처리하여 산화 우라늄을 용해한 후 남은 시편(SiC)을 채취하여 검

사시료로 한다. 일본에서의 측정방법은 제 2층과 동일한 부유침강법으로 하며, 다만 액은 산

화 메틸  벤젠 등을 사용한다. 측정 순서를 그림 3.5.3-3에 나타내었다. 독일과 국에서는 제

2층과 동일하게 도구배 컬럼을 이용하여 제3층의 도를 측정한다.

그림 3.5.3-1 제1층 밀도(피크노미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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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2 부유침강법에 의한 피복 제 2층 밀도측정

  (라) 제4층 도

  독일에서는 제2층, 제3층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4층의 도를 측정한다( 도구배 컬럼). 반면

에 일본에서는 제2층, 제3층과 동일한 방법인 부유침강법으로 제4층의 도를 측정하거나 액체

치환법으로 제4층의 도를 측정한다. 액체치환법을 이용할 경우에는 액체는 n-부틸 알콜을 

사용한다. 제3층  제4층의 도 측정시 부유침강법을 이용할 경우에는 1개의 피복입자에서 1 

시편을 취하여 10 시편(10 입자) 이상의 것을 1 시료로 설정한다.

그림 3.5.3-3 부유침강법에 의한 제 3층 밀도 측정

  다음에 일본에서 사용 인 부유침강법을 이용한 제4층 도 측정 순서를 나타내었다.

  제4층까지 피복된 피복입자의 부피를 비 병(피크노미터)으로, 무게를 울로 잰다. 이 시료

를 공기 에서 약 850℃까지 산화시켜 제4층을 제거한다. 산화후의 량을 측정하여 이 체

을 비 병으로 측정한다. 제4층의 도, d의 측정 순서를 그림 3.5.3-4에 나타내었다.

그림 3.5.3-4 액체 치환법에 의한 제4층 밀도 검사



- 177 -

  국에서도 제2층, 제3층  제4층의 도측정은 부유침강법을 이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조

한 PyC 층(제2 층  제4층)에서는 Iso-butanol(0.8 g/cm3, 23 ℃)과 Bromoform(2.8 g/cm3, 

23 ℃)을 용액으로 사용하며, SiC층(제3층)에서는 Bromoform(2.8 g/cm
3

, 23 ℃)과 

Diiodomethane(3.320-3.326 (g/cm
3

))을 사용한다.

    (3) 제2층  제4층의 이방성 인자

  제2층  제4층의 고 도 열분해 탄소층의 이방성 인자를 측정한다. 일본, 국  독일 모

두 학  이방성 인자를 측정한다.

  이방성 인자에는 학  이방성 인자(OPTAF : OPTical Anisotropy Factor)와 베이콘 이방

성 인자(BAF : Bacon Inisotropy Factor)가 있다. 베이콘 이방성 인자는 학  이방성 인자로

부터 구한다. 그림 3.5.3-5에 학  이방성 인자가 다른 열분해탄소 시편의 결정립자 배향성을 

X선으로 측정한 값(BAF)과 OPTAF 값 간의 상 계를 나타내었다. 여기에서 는 흑연 단결

정의 학  이방성인자로 3.52를 사용하 다.

  학  이방성 인자(OPTAF)는 열분해탄소(pyrocarbon)의 결정의 배향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열분해 탄소의 증착면(입자 외주의 선방향)을 기 으로 하여 정한다. 즉 최소 반사강

도,  (편 의 진동면이 피복 연료입자에서는 입자 외부와 선방향 값)과 최  반사강도, (편

의 진동면이 피복 연료입자에서는 입자 외주와 수직방향의 값)의 비로 정의한다. 

그림 3.5.3-5 BAF와 OPTAF의 관계

 즉,

          OPTAF = 



가 된다. 그림 3.5.3-6에 이 원리를 개략 으로 도시하 다. 이 측정법은 학에 의한 고 도 

열분해 탄소층의 결정립자 배향성의 측정법으로 독일에서 개발되었다[3.5-6]. 

  측정하고자 하는 시료를 수지에 마운  시킨 후, 입자를 앙 부근까지 연마하여 연마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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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경 10-30㎛의 직선 편 (polarized light)을 쪼인다. 빛이 쪼인 상태에서 시료를 회 시키든가 

는 시료를 고정시켜 편 의 진동면을 회 시켜 반사 량의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1 

개의 피복입자에 하여 직각 4 방향의 측정을 하며, 5 개 이상의 피복입자를 1 시료로 간주한

다.

  그림 3.5.3-7에 학  이방성 인자가 작은 열분해탄소(PyC)와 학  이방성 인자가 큰 열

분해 탄소(PG)에 해서는 시료 회 각도와 반사강도와의 계를  나타내었다. 

그림 3.5.3-6 이방성 측정 개념도 

그림 3.5.3-7 시료 회전각도와 반사강도와의 관계

  다. 피복입자 검사항목 측정 방법

  피복입자의 검사 항목은 직경, 외  그리고 단면조직 등이 있다. 이러한 항목에 한 측정방

법을 기술한다.

    (1) 직경

  측정 방법은 PSA 법, X선 라디오그라  법  단면조직시험 에서 노설계상 요구되는 정

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외

  정기 의 목표는 확 경 등의 검사로 한 균열, 결함, 부착물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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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단면 조직

  피복입자 단면의 조직시험에 의해 검사를 한다. 정기 의 목표는 시험입자 모두가 정상으

로 피복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라. 국가간 측정 방법 비교

  표 3.5.3-2에 피복입자의 검사항목에 한 국가간 검사방법을 수록하 다.

 검사 항목 일본(JAERI) 중국(INET) 독일(NUKEM)

피

복

층

 두께

제1층
PSA법,

X선 레디오그래피법,

단면조직

metallographic

micrograph(현미경)제2층

제3층 micro radiography

(X선)제4층

 밀도

제1층 기하학적(피크노미터) 기하학적(크기 분석기)

제2층 부유침강법 부유침강법 밀도구배 컬럼

제3층 부유침강법 부유침강법 밀도구배 컬럼

제4층 부유침강법,액체치환법 부유침강법 밀도구배컬럼

 이방성

 인자

제2층
광학적 이방성 측정장치

제4층

피

복

입

자

 직경
PSA법, X선 래디오 

그래피법, 단면조직

 외관 육안검사

 단면조직 조직시험

표 3.5.3-2 국가간 피복입자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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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복입자연료 특성 검사장비 운용 절차

  가. 개요

  고온가스로용 TRISO 피복입자연료의 피복층은 버퍼(buffer) PyC(pyrolytic carbon) 층, 내부 

PyC(inner PyC ; I-PyC) 층, SiC 층, 외부 PyC(outer PyC ; O-PyC)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핵연료 제조 후 연료핵의 직경  진원도, 도 뿐만 아니라 피복층의 두께, 도, 이방성 등에 

한 특성 검사 공정이 수행된다.  특성 검사 공정에는 피복층 두께 비 괴 측정용 X-선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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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피복층 도 측정 장치, 입자 크기  진원도 측정용 입도분석장치(PSA;particle size 

analyzer), 열화학분석용 TG/DTA(thermogravimetric/differential thermal analyzer) 등 다양한 

검사 장비가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성 검사 공정에 사용되는 검사 장비를 효율 으

로 운용하기 하여 각 검사 장비의 조작 방법 등을 정립하 다.  

  나. X-선 검사 장치

    (1)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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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방진 테이블  가스 공 장치,  시료이송장치, 임그래버, 데이터 처리용 컴퓨터, 그리

고 소 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다.  소 트웨어는 X-선 발생장치 제어용 로그램과 X-선 검출

기  임그래버 제어용 로그램, 데이터 획득 로그램, 데이터 변환 로그램, 그리고 데

이터 처리용 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데이터 획득 로그램은 한국의 디알젬(DRGEM)

사에서 개발하 으며 피복층 두께 자동 측정 로그램은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자체 으로 개

발하 다.  

    (2) 조작

      (가) 방진 테이블 가스 압력 조

  방진테이블은 5 개의 원통형 방진다리로 유지된다.  각각의 방진다리는 가스압에 의해 테이

블을 들어 올려 바닥면의 직 인 진동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사용되는 가스는 일반( 순

도) Ar 가스이다.  가스공  차는 다음과 같다.

  1) 가스 공 을 해 가스통의 밸 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가스통을 연다.

  2) 가스 조  밸 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가스압을 조 한다.

  3) 각각의 방진다리에 연결된 밸 를 조 하여 방진다리에 가스를 공 한다.

  4) 챔버가 부양되어 각각의 다리가 자유롭게 진동이 가능하도록 가스를 공 한다. 

  5) 가스 공 이 끝나면 가스 조  밸 를 반시계방향으로 돌려 가스 공 을 차단한다.

  6) 가스통의 밸 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가스통을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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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X-선 발생기 진공장치 가동

  X-선 발생장치를 가동하기 해 우선 진공시스템을 가동한다.  진공시스템은 rotary 펌 와 

터보펌 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동 차는 다음과 같다.

  1) 터보펌 에 연결된 리크밸 (leak valve)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닫는다.

  2) 터보펌 와 rotary 펌  연결 밸 를 반시계방향으로 돌려 연다.

  3) Rotary 펌 의 원(220V)을 연결한다.

  4) Rotary 펌 의 원 스 치를 아래로 러 펌 를 가동한다.

  5) 터보펌 의 원(220V)을 연결하여 터보펌 를 가동한다.

      (다) X-선 발생장치 제어기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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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의 원스 치를 오른쪽으로 러 제어기를 가동시킨다.

      (라) 컴퓨터 시스템 가동

  19인치 랙에 설치된 컴퓨터 시스템의 원 스 치를 러 컴퓨터 시스템을 가동한다.

      (마) X-선 발생장치 업

  컴퓨터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도우 바탕화면에 설치된 X-선 발생장치 제어 로그램 

MFX_CS 아이콘을 실행시킨다.  X-선 발생장치를 가동하는 첫 번째 과정인 워 업 차는 다

음과 같다.

  1) CONNECTION ON 상태가 되도록 CONNECTION 메뉴에서 통신연결 기능인 

CONNECT 기능을 실행한다.

  2) 진공시스템이 가동된 후 진공 수 을 나타내는 VAC 수 이 녹색 부분까지 표시되도록 

기다린다.

  3) VAC 수 이 녹색 부분까지 표시되면 WARMUP 버튼을 러 워 업을 실행한다.

  4) 워 업에 수 분이 소요되며 워 업이 끝나면 STATUS INFO 내부의 WARMUP 에 표시

된다.

      (바) X-선 검출기 가동

  1) X-선 검출기의 원(220V)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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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Acquisition 메뉴에서 Frame Exposure를 실행시켜 노출 시간을 ms 단 로 설정한다.(일

반 으로 500 ms ~ 6000 ms)



- 182 -

  4) Acquisition메뉴에서 Continuous를 실행시켜 X-선 상을 획득한다.

  5) X-선 세기에 따라 상의 밝기를 조 하여 한다. 

      (사) 시료 정렬

  검사하고자 하는 시료를 시료 이송기에 장착하고 X-선 발생장치와 X-선 검출기를 가동하여 

X-선 상을 획득하고 화면상의 원하는 치에 정렬시킨다.  그 차는 다음과 같다.

  1) 가능한 X-선 검출기, 시료, X-선 발생장치의 심이 일치하도록 각각을 정렬한다.

  2) X-선 발생장치의 압(TUBE VOLTAGE)과 류(TUBE CURRENT), 모드

(SPOT MODE)를 설정한다.

  3) X-ray ON 버튼을 러 X-선을 발생시킨다.

  4) 시료의 치를 조정한다.

  5) X-ray OFF 버튼을 러 X-선 발생을 지한다.

      (아) 데이터 획득 로그램 실행

  X-선 상 획득 차는 다음과 같다.

  1) X-선 검출기 제어 로그램(ShadoCam)의 실행을 지한다.

  2) X-선 발생장치 제어 로그램(MFX-CS)의 실행을 지한다.

  3) 바탕화면에 설치된 X-선 상 획득 로그램 Harmony 160을 실행시킨다.

  4) Preview 버튼을 르고 압, 류, 노출시간, 임 수를 설정한다.

  5) Calibration 버튼을 러 X-선 상 교정 데이터를 획득한다.

  6) X-ray On 버튼을 러 X-선을 발생시킨다.

  7) Radiography 버튼을 러 X-선 상을 획득한다.

  8) 필요한 경우 Measure 버튼을 러 지정된 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다.

  다. TRISO 입자의 진원도  입자크기 측정

  TRISO 입자의 외  이미지를 찰하기 하여 피복 입자를 테이  등에 부착시킨 후 미

경의 물 즈에 놓고 빔을 통과시켜 shadow image를 획득하 다. 이 shadow image를 컴퓨

터에 장하고, 상분석 로그램으로 장된 이미지를 읽어 들여서 진원도와 입자크기를 측정

한다. 이 때, 입자크기를 고려하여 미경 배율은 50배로 한다. Shadow image와 상 처리된 

이미지의 차이가 거의 없어야 정확한 데이터를 구할 수 있으므로, 상 처리 시에 세심한 주의

가 필요하다. 상처리 법을 이용하면 TRISO 입자의 크기와 진원도를 동시에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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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측정 순서

  1) TRISO 입자를 테이 에 붙인 후, 학 미경으로 shadow image를 촬 하여 컴퓨터에 

장한다. 이 때, 미경 배율은 50배로 한다.

  2) 상분석 로그램인 Image-pro plus를 더블 클릭하여 실행한다.

  3) 컴퓨터에 장된 이미지를 불러온다 : 메뉴에서 file-open 항목 선택 후, open file 창에서 

이미지 일을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른다.

  4) 사진의 배율(50배)에 따라 로그램의 배율을 맞춘다(50배)

  5) 50배 배율을 선택한다 : Spatial calibration-Name 항목을 러 50배를 선택한다. 상처

리를 실행한다. 메뉴에서 Process-Segmentation 항목을 선택한다.

  6) Segmentation이 실행되면 아래와 같이 입자의 이미지에 붉은색이 입 지고, 

Segmentation 창이 나타난다. 이미지 안의 색을 모두 붉은색으로 채우기 해서 아래의 빨간 

상자 안에 있는 숫자를 조 한다.

  7) Segmentation 창에서 "New Mask" 버튼을 르면 입자는 흰색으로, 바탕은 검은색으로 

변한다. 그리고 메뉴에서 Measure-count/size 항목을 선택한다.

  8) Count/size 창이 나타나면, “option" 버튼을 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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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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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른다.

  10) 측정 시작 : Count/size 창에서 count 버튼을 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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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hange) 항목 선택.

  11) 엑셀 일의 경로를 지정 : DDE option 창의 Browse 버튼 르고 경로를 설정. 데이터를 

엑셀로 보낸다 : Count/size 창에서 file-DDE to Excel 항목 선택.

  12) Excel 로그램의 자동실행 : 아래의 보기와 같이 데이터가 엑셀로 읽 지고 장될 수 

있다. 

  13) 3) ～ 12) 항목을 반복 수행하여 측정을 계속하면 된다. 

    (2) 측정 결과

 - 측정을 해 사용된 입자는 시편번호 TR-64 이며, 이 입자의 각 코  층 제조 조건은 아래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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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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TRISO 입자의 피복층 두께 측정

  피복입자 구의 지름을 따라 단한 면을 미세 연마하여 학 미경으로 이미지를 찰하고, 

이 이미지를 상분석 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코  층의 두께를 측정한다. TRISO 입자의 각 

코  층 두께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해서는 TRISO 입자의 지름을 따라 단하여 연마를 하

는 것이 가장 요하며, 연마된 입자 에서 측정 가능한 시료를 어떻게 선정하는 가에 따라서 

두께의 평균 값  표 편차의 정확도가 결정된다. 그리고 500배 이상의 고배율에서 두께를 측

정하는 것이 데이터의 측정오차를 일 수 있으며, 미경과 상분석 로그램(image pro) 사이

의 배율 교정(calibration)도 주기 으로 해야 한다. 한, 각 코  층의 길이를 측정할 때는

(drag-in을 할 때) 직선형태가 되도록(사선 방지) 해야 정확한 두께를 구할 수 있다.

  본 차서 작성을 하여 이용한 학 미경  이미지 분석기는 다음과 같다.

 ․ 학 미경 모델명(제조사) : Epiphot-tme (Nikon) 

 ․상분석 로그램 : Image-pro plus.

    (1) 측정순서

  1) 다수의 TRISO 입자를 마운  한 후 미세연마를 한다. TRISO 입자 구의 지름이 통과하

는 단면을 연마하여 시편을 비해야 정확한 두께 값을 얻을 수 있으므로 시편 비에 주의

를 해야 한다.

  2) 학 미경으로 TRISO 입자의 이미지를 찰한 후, 상분석 로그램인 Image-pro plus

를 실행한다.

  3) 미경으로 찰 인 입자의 이미지를 상분석 로그램으로 읽어 들인다. 메뉴에서 

Acquire-Video/digital 항목을 선택하면 Imaging Digital Camera 창이 나타나며, 이 창의 Start 

Preview 버튼을 른다.

  4) 미경 200배 배율로 찰한 이미지를 상분석 로그램으로 읽어 들인 이미지는 아래와 

같으며, 아래의 그림에서 Buffer, I-PyC, SiC 그리고 O-PyC 층의 두께를 각각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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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를 더 정확하게 측정하기 해서는 미경 배율을 500배로 높이도록 한다. 

  5) 미경 배율 500배로 찰 이던 이미지가 컴퓨터 모니터 상에 나타나는데, 이 때 

Image Digital Camera 창의 "Snap" 과 "Stop Preview" 버튼을 차례로 른다. 

  6) Image Digital Camera 창의 “Close" 버튼을 른 후 두께 측정을 시작한다.

  7) 상 분석 로그램의 배율 선택 : 미경 배율이 500배 이므로 상분석 로그램에서도 500

배로 맞춘다. 메뉴에서 Measure-Calibration-Spatial 항목을 선택하고, Spatial Calibration 창에

서 500배를 선택한 후 “OK" 버튼을 른다.

  8) 두께 측정 시작 : 메뉴에서 Measure-Measurements 항목을 선택한 후, Measurements 창

의 “Measurement” 칸과 Features 창의 “ ∖” 버튼을 선택한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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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된다. Drag-in 할 때는 직선이 되도록(사선 방지) 

해야 한다.이상의 과정을 SiC와 O-PyC 측정에 해서 동일하게 진행하면 된다.

  10) 측정한 데이터를 엑셀로 보냄 : Measurements 창의 Input/Output 칸에서 Expert now 

버튼을 르면 엑셀이 자동실행 되면서 측정값이 나타난다.

  11) 반복 측정 : 미경에서 다른 입자를 선택한 후 3)～10) 항목을 반복 수행하면 된다.

    (2) 측정 결과 

  측정을 해 사용된 입자는 시편번호 TR-64 이며, 이 입자의 각 코  층 제조 조건은 아래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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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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Density gradient column에 의한 피복입자연료 피복층 도 측정

  이 측정법은 도분포를 알고 있는 용액 속에서 시료의 도측정이 수행되므로, 측정하고자 

하는 시료는 용액에 불용성이면서 용액을 흡수할 수 없도록 통기성이 없는(nonporous) 것이어

야 한다. 이 측정법은 0.8 ～ 3.0 g/cc 의 도를 측정하는데 주로 이용되며, 정 도는 0.0001 

g/cc (23 ± 0.1℃ 기 )이다. 물론, 이 도보다 더 큰 값을 갖는 시료도 한 용액과 표 시

료만 비되면 도를 측정할 수 있지만 정 도는 다소 떨어진다. 정확한 도 측정을 해서 

추천되는 용액의 도구배는 ± 0.05 g/cc이다. 그러나 략 인 도 값을 얻는 것이 목 이라

면 도구배를 그 이상으로도 할 수 있다. 

  고온 가스냉각로(VHTGR)에서는 크기가 1mm 이하인 TRISO 구형입자들이 핵연료로 사

용되고 있다. 이 TRISO 입자는 심에 약 500㎛ 크기의 UO2 kernel 이 있고, 그 주 로 

buffer PyC 층, inner PyC 층(I-PyC), SiC 층 그리고 최외각에 outer PyC 층(O-PyC) 이 형성

되어 있다. Buffer PyC 층은 기공율이 약 50% 정도로 높기 때문에 도 구배법으로 도를 

측정하는 것은 하지 않다. 반면에, I-PyC 층, O-PyC 층  SiC 층은 기공율도 비교  낮

고 불용성이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도 측정을 할 수 있다. 

  PyC와 SiC 층에 한 제조국 별 도 사양을 보면, 표 3.5.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PyC 층

은 1.9±0.1 g/cc 이고, SiC 층은 3.18 g/cc 이상이 되어야 한다. 측정 시료는 어떤 형태로도 

비될 수 있지만, 시료의 형상  치 구분을 정확히 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는 되어야 하며, 

시료를 비할 때 압축 응력 때문에 도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료에는 이 물

질, voids, cavities 등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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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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5.4-1 각 제조국별 증착 층의 밀도(g/cc) 사양

도측정법을 개발하기 하여 사용된 피복입자는 구형 ZrO2를 모의 kernel로 하여 PyC와 

SiC의 4 층이 연속공정으로 코 된 모의 SiC TRISO 피복입자이었으며, 코 분야의 실험 편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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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측정 순서

  1) 모의 피복입자 미세구로부터 각 코  층을 분리한다. 

     - PyC 층은 물리 인 힘을 가하여 손된 코  층의 조각들  건 한 조각을 수거하여 

       음 세척기로 세척하여 비한다.

     - SiC 층은 물리 으로 손된 조각들을 750~800℃에서 열처리하여 PyC 층을 산화시켜 

       제거한 후 음  세척기로 세척하여 비한다.

  2) 정확한 도를 알고 있는 두 가지 용액을 이용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도범 를 포함시

키고 있는 도구배 column 용액을 비한다. (용액제조 방법은 부록 참고)

  3) 측정하고자 하는 시료를 원주형 의 상부에서 도구배 용액 속으로 장입시킨다.

  4) 시료가 용액 속으로 계속 가라앉다가 도에 맞는 치에서 더 이상 가라앉지 않고 멈추

어 있게 되면, 이 때 시료의 치를 악한 후 표 시료와의 거리를 측정하여 도 값을 계산

한다. 시료의 도를 구하는 식은 아래와 같다.

                     
  

여기서, a와 b는 두 표 시료의 도이며 이 표 시료는 임의의 기  에서( : 바닥) y와 z

의 거리에 있고, 시료 한 바닥으로부터의 특정한 거리인 x에 멈추어 있을 것이며 y와 z의 

사이에 있을 것이다.

  5) 시편번호 TR-64 모의 피복입자의 PyC 층의 도는 평균 2.048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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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록 

      (가) 도구배 column법에 의한 도측정 장치의 주요 구성품

  1) 모델명(제조업체) : DC/02 (LLO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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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료)가 장입되는 . 

  3) 자동온도 조 장치(thermostat) : 원주형 을 채우고 있는 도구배 용액의 온도를 23 ± 

0.1℃로 일정하게 유지하기 한 장치.

  4) 항온 조(constant-temperature bath) : 원주형 을 둘러싸고 있는 외곽 용기로서 물로 채

워져 있으며, 자동온도 조 장치는 이 물의 온도를 조 함으로서 원주형  내부에 있는 

용액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게 됨.

  5) 용액 충 용 라스크 어셈블리(filling flask assemble) : 도구배 용액을 비하는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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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hter density solution)으로 채워진다. 도 용액 라스크 내부에서 고 도 용액과 

도 용액의 혼합이 이루어지므로, 균일한 혼합을 해서 도 용액 라스크 내부에 교

반기(stirrer)가 비된다. (그림 5.1(c))

  6) 미세 (Siphon) : 미세 은 내부가 비어 있는 으로서, 한 쪽 끝은 도 용액 라스크

의 출구(putlet) 부분에 연결되고 나머지 한 부분은 장입하고자 하는 원주형 의 바닥에 

도달되게 치한다. 도 용액 라스크에서 혼합된 도구배 용액은 이 미세 을 통해

서 원주형 으로 장입된다.(그림 5.1(f))

  7) 표 시료(standard floats) : 주로 유리로 만들어지며 구형 는 타원형으로 되어 있고 

도 값이 알려진 시료이다. 표 시료의 크기가 원주형  내부 지름의 1/4보다 작아야 하며, 

측정 시료와는 간섭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측정에 사용된 표 시료 (그림 5.1(k))는 아래

와 같다.

    - PyC 용 표 시료 : 1.8206, 1.859, 1.901, 1.9398, 1.9618, 1.9806, 2.009, 2.039, 2.0807 g/cc

    - SiC 용 표 시료 : 3.1, 3.15, 3.2, 3.25, 3.3 g/cc

  8) 체(sieve) : 표 시료를  원주형 에 장입할 때 사용되며, 도구배를 깨뜨리지 않기 

해서 속으로 장입된다. (그림 5.1(j))

      (나) 도구배 column 용액 제조

  PyC  SiC의 도를 측정하기 해 사용되는 원료용액의 종류를 표 3.5.4-2에 나타내었다. 

PyC와 SiC 측정을 해서 각각 Carbon tetrachloride- Dibromoethane과 

Bromoform-methylene iodide를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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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 밀도범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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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5.4-2 도구배를 갖는 용액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용액의 종류

  1) PyC 도 측정용액

  PyC의 도 사양은 제조국 별로 약간씩의 차이가 있으나 1.8～2.0 g/cc 범  내에 속하면 된

다 (Table 3.5-6). 따라서 시료의 도를 측정하기 해서는 1.8～2.0 g/cc 보다 구배 범 가 

더 넓은 용액을 제조해야 하며, 이를 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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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순

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 도와 제조용액의 도 범 를 각각 정한다. 를 들어, 측정 도의 범 가 

1.83～2.09 g/cc라면 제조용액의 도 범 는 하한 값과 상한 값보다 각각 조 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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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둘째, 원료용액 A와 B를 혼합하여 도가 낮은 도 용액(lighter density solution)과 

도가 놓은 고 도 용액(heavier density solution)을 비하되, 원주형 에는 략 

1,800 cc의 용액이 장입되므로 약 900 cc의 고 도 용액과 도 용액을 각각 비

한다. 

셋째, 이 두 용액을 일정한 비율로 섞어 원주형 에 장입하여 원하는 도구배를 갖는 

용액을 제조한다. 

아래에 그 를 들어보겠다. 

o 원료 용액 선정 : 

도가 1.8 g/cc 보다 작거나 2.0 g/cc 보다 큰 용액으로 아래의 두 원료용액을 각각 선

정한다.

  Carbontetrachloride(da) : 1.594 g/cc 

  Dibromoethane(db) :  2.18 g/cc  

o 고 도  도 용액 제조

- 시료의 측정범  : 1.83 ～ 2.00 g/cc

  제조용액의 도범  : 1.826(dma) ～ 2.107(dmb) g/cc

- 고 도 용액(900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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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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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용액(900c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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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PyC 도구배 용액 비

앞에서 제조한 도 용액과 고 도 용액을 Fig. 1 (c)의 용액충 용 라스크 어셈블

리의 라스크에 각각 담고, 두 용액을 10 분 이상 혼합하여 원주형 에 서서히 장입

한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장입된 용액은 원주형 에서 도 구배가 생성되므로 도

구배 용액이라 명명한다. 원주형 의 아랫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용액이 고 도 층이고, 

로 올라갈수록 도 층이 생성되어 있다. 

  2) SiC 도 측정용 용액

  표 3.6-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SiC의 제조 도 사양은 3.18 g/cc 이상으로 되어 있다. 도

구배 용액의 제조방법은 앞의 PyC의 경우와 동일하며, 제조하고자 하는 용액의 도범 와 원

료용액만 차이가 날 뿐이다. 

o 원료 용액 선정 : 

도가 3.18 g/cc 보다 작거나 큰 용액 두 가지가 필요하며, 당 실험에서는 표 5.2에 나

타난 용액 에서 아래의 두 원료용액을 각각 선정하 다.

- Bromoform (da) : 2.894 g/cc 

- Methylene iodide (db) :  2.18 g/cc  

o 고 도  도 용액 제조

- 시료의 측정범  : 3.1 ～ 3.265 g/cc

- 제조용액의 도범  : 3.094(dma) ～ 3.291(dmb) g/cc

- 고 도 용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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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용액 : 

    × 
 

   

            

 ∴ 도용액 = VMethyleneiodide(422.1)+VBromoform(477.9)= 900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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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SiC 도구배 용액 비

PyC 도구배 용액을 비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한다.

  3) 도구배 column 제조 

  항온조 내부에 물을 채운 후 원주형 을 설치한다. 원주형 을 설치할 때 항온조의 물 수

가 넘치지 않도록 물의 양을 히 조 해야 한다. 순서는 다음과 같다.

  순서 1 : Density gradient column 장치의 주 원 스 치를 켜고, 부품들의 원을 장치 뒷

면에 있는 콘센트에 연결한다.

  순서 2 : 장치 상부에 라스크 하부 받침 를 설치한 후, 고 도 용액용 라스크(왼쪽)와 

도 용액용 라스크(오른쪽)를 올려놓는다. 도 용액용 라스크에는 교반기

(stirrer)가 들어있으며 두  라스크 사이의 밸 는 잠겨 있는 상태이다.

  순서 3 : 용액충 용 라스크 어셈블리와 용액주입 연결   미세 이 연결된 상태이다. 

두 라스크 사이, 그리고 라스크와 용액주입기 사이의 밸 는 아직 닫 져 있다 (그

림 3.5-17).

그림 3.5.4-1 용액주입 연결 과 미세 이 설치된 상태 

(좌 : 고 도 용액용 라스크, 우 : 도 용액용 라스크)

  순서 4 : 고 도 용액과 도 용액을 제조한 후 각각의 라스크로 장입한다. 두 라스크 

사이는 아직 밸 로 막  있으며, 도 용액용 라스크 바닥에 있는 교반기를 10분 

이상 회 시켜 도 용액들의 혼합이 잘 되도록 한다. 두 라스크 사이의 밸 를 

서서히 열도록 하고, 이 때 고 도 용액용 라스크에 있는 용액의 일부가 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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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용 라스크 쪽으로 이동하게 되며, 이로 인해 도 용액용 라스크의 수면이 높

게 된다 이 때, 도 용액용 라스크의 교반기는 계속해서 회 한다.

  순서 5 : 도 용액용 라스크와 용액 주입기 사이의 밸 를 서서히 열도록 하여, 용액 

주입기를 통하여 원주형 의 바닥부터 차게 한다. 모두 장입 되는데 약 30분 정도 소

요되며 용액이 모두 주입되면 용액 주입기를 서서히 빼내도록 하되, 도구배가 깨어

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순서 6 : 라스크 하부 받침 와 라스크를 모두 제거하고, 장치 상부에 도르래를 설치한

다. 시 에 연결된 의 끝 부분을 도르래에 연결한 후, 시  에는 표 시료를 올려

놓고, motor box 스 치를 러 표 시료가 담긴 시 가 도구배가 형성되어 있는 용

액 속으로 장입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표  시료는 도에 해당하는 치에 떠 있

게 될 것이며, 체(sieve)가 원주형 의 바닥에 닿으면, motor box의 스 치를 끈다.

  순서 7 : 설치가 완료되면, 비된 PyC 는 SiC 시료를 도구배 용액 속에 떨어뜨린다. 

도를 알고 있는 표 시료 사이에 측정시료가 치할 경우, 표 시료와의 치를 별

하여 측정시료의 도를 계산한다.

      (다) 도구배 column 용액 제조 계산식

  1) PyC 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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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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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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피복입자연료 PyC 피복층 이방성 측정

    (1) 서론

      (가) PyC 조직과 방향성

  화학증착에 의해 만들어진 PyC층은  코  온도, 코  속도 등과 같은 제조조건에 따라 등방

성(isotropic), 층상(laminar) 그리고 주상정(columnar) 는 입상(granular) 조직을 갖는다. 이 

에서 등방성(istotrpic) 조직은 물성이 특별한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지만, 층상(larminar) 조직

과 주상정(columnar) 조직은 이방성 구조를 갖는다. 이방성 구조를 갖는 탄소 재료는 특정 방

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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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분열 생성물로 인한 내부 압력

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많은 응력을 받게 되므로, 응력으로 인한 PyC 층의 균열발생을 최소화

하기 해서는 등방성 조직을 갖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PyC 층의 이방성 정도를 정

량 으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나) OPTAF 법 

  결정입자의 이방성(crystallite anisotropy)과 학  이방성 사이에 상 계가 있음이 알려

진 이후로, 편 미경과 포토메타를 이용하여 재료의 이방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개발되었다. 

를 들어, 이방성이 큰 PyC를 직교 편 자(crossed polarizers)로 찰하면, 편 면에 평행하거나 

수직한 증착 면은 밝고 어두운 역이 교차로 나타나는 Maltiese cross가 나타난다. 반면, 등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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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갖는 PyC의 경우에는 직교 편 자에서도 암, 흑의 구분이 생기지 않는다. 편 미경과 

포토메타를 이용한 이방성 측정방법이 몇 가지 알려져 있지만, 본 차서에서는 OPTAF 법으

로 PyC 층의 이방성을 측정하는 과정을 기술하 다. TRISO 입자 제조국에 따른 I-PyC와 

O-PyC 층의 이방성 사양(specification)은 아래의 표 3.5.4-3에서 보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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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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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5.4-3 각 나라에서의 Anisotropy Factor(Specification) 비교

    A.M. : As Manufactured,  N.S. : Not Specified.

    (2) 측정 순서

  PyC 층의 이방성을 측정하기 해서는 먼  표 시료의 반사강도를 측정하여 포토메타의 

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표 시료에 의한 포토메타 성능 확인은 수은램  교체 시마다 는, 

수은램  교체가 없었다 하더라도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이 차서에서는 표 시료를 이용한 

성능확인 과정과 PyC 이방성 측정과정이 기술되었으며, LEICA Microsystems 사의 포토메타 

시스템(MSP 200)을 측정기기로 사용한 경우이다. 측정기기의 원리와 구성은 부록에 자세히 기

술하 다.

      (가) 표 시료에 의한 포토메타 성능확인

  1) 원 가동 

  컴퓨터와 PMT photometry(PMT 뒷면에 치), 그리고 수은 램 의 원 버튼을 각각 른

다.

  2) 포토메타 로그램 실행

  컴퓨터 모니터에서 MSP-200 로그램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그림과 같이 Firmware 

version(s) 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며, 이 메시지의 OK 버튼을 른다.

  3) 표 시료 장착   확인

  표 시료를 재물  에 올려놓고 배율과 을 맞추며, 이 때, 배율은 500배로 한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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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도 삽입하지 않고, 명시화상(bright field)을 선택하고 한 포토튜 (photh tube)의 치를 

50/50으로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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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빔의 강도 조

  - “Adjust PMT” 버튼을 더블 클릭하면 “Auto Adjust” 라는 창이 잠시 동안 보인 후 곧 사

라지며 “Parameter 창”이 나타나는데, 이 창의 기본 설정조건은 다음과 같다.

S hutter : open,  S hutter port : 6 ,  Trigger : off,  Trigger port : 1 ,  O ut port : 4 ,  

I n port : 무  설 정 .

  - “Parameter 창”에서 “Scale”이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 한 입사 빔 강도를 

의미), 연두색으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High voltage" 는 ”Gain"의 조건을 조 하여 연두

색이 나타나도록 한다. 장치를 열(warm-up)하여 빔의 강도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약 

20~30분 동안 유지한다. 그리고 “Parameter 창”의 우측 하단에 있는 “OK" 버튼을 른다.

  5) 데이터 일의 경로 지정  표 시료의 반사강도 값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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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과 같다. 

     . 측정결과의 장 경로  일 명을 선택 : Data file for all channels

     . 측정결과 채  명 선택 : Channel name(통상 으로 Channel 1 지정)

     . Channel with data : ☑

     . Channel setup : display-->intensity %, data mode-->point, data acquisition-->single

     . 표 시료의 반사강도 값 입력: Standard measurement의 Std% 아래에 3.1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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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으로는 Channel setup 창의 우측하단에 있는 OK 버튼 클릭.

  6) 표 시료의 반사강도 측정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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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하면 측정이 지(완

료)된다. 

  - “PMT Scan 창”의 오른쪽 하단에는 100번 측정한 값의 평균, 표 편차 그리고 분산 값이 

나타나며, 이 에서 평균값이 표 시료의 반사강도 값인 3.1 에 근사치로 나타나면 장치의 

성능은 이상 없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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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표 시료 측정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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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a View 창”에서 “Channel 번호”를 선택하면 해당되는 데이터를 읽어 드릴 수 있다.

  - 표 시료의 반사강도 결과는 평균값만 확인하여도 되므로 이 단계는 실행하지 않아도 된

다.

      (나) PyC 이방성 측정순서

  1) 원 가동

  컴퓨터와 PMT photometry, 그리고 수은 램 의 원 버튼을 각각 른다.

  2) 포토메타 로그램 실행

  컴퓨터 모니터에서 MSP-200 이라는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Firmware version(s) 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며, 이 메시지의 OK 버튼을 른다.

  3) 시료의 설정부  선정  측정

  측정시료를 30도 간격으로 360도까지 회 시키면서(실제로는 재물 의 각도를 회 ) 반사강

도를 측정하며, 처음에는 재물 의 각도를 0으로 맞춘 후 아래의 과정으로 측정한다. 

o 측정 역의 배율   확인 : 0도 

측정시료를 360도로 회 하는 재물  에 올려놓고 500배 배율에서 I-PyC 는 O-PyC 

의 한 부분에 을 맞춘다. 재물 를 30도 간격으로 360도까지 회 하면서 반사강도를 

측정할 것이므로 처음에는 각도를 0도로 맞춘다.

그림 3.5.4-2 TRISO 입자의 I-PyC와 O-PyC 층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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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빔의 강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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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지며 “Parameter 창”이 나타나는데, 이 창의 기본 설정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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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입사 빔 강도

를 의미), 연두색으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High voltage" 는 ”Gain"의 조건을 조 하

여 연두색이 나타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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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데이터 일의 경로 지정  측정 시료의 반사강도 값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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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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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될 내용은 

  . 측정결과 장 치 지정 : Data file for all channels

  . 측정결과 채  명 지정 : Channel name(통상 으로 Channel 1 지정)

  . Menu 에서 PMT - Meas. Parastic Light 선택.

  . Menu 에서 PMT - Measure standard 선택.

  . 최종 으로는 Channel setup 창의 우측하단에 있는 OK 버튼 클릭.

  o 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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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하면 측정이 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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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이 나타나며, 이 에서 평균값을 Table 1의 0도 칸에 기록한다.

  o 측정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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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a View 창”에서 “Channel 번호”를 선택하면 해당되는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

    - 표 시료의 반사강도 결과는 평균값만 확인하여도 되므로 이 단계는 실행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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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도 ~ 360도 회 한 후 3-1)부터 3-5)까지의 과정을 반복하여 반사강도를 측정한다. 0도에서 

측정된 부 와 동일한 역에서 재물 를 30도만큼 회 하고 을 맞춘다. (3-4) 단계를 반

복수행하여 측정 개수가 100이 될 때까지 “Scan" 버튼을 러서 반사강도를 측정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수행하여 30도 간격마다 360도까지 반사강도를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한 후 

최소/최  비를 구하게 되면, 이 비가 바로 이방성 정도를 나타낸다. 

      (다) 측정 

  측정을 해 당 연구 에서 제조한  시편번호 TR-33인 모의 SiC TRISO 피복입자를 이용

하 으며, PyC 층 제조 조건은 아래와 같다. 

반응 개스
반응온도

(℃)

반응시간

(min.)

압력

(torr)

I-PyC

O-PyC
C2H2+C3H6 1300 10 760

  의 차에 따라서 측정된 O-PyC와 I-PyC의 학 미경 이미지와 측정된 이방성 결과는 

그림 3.5.4-3과 같으며, 이방성은 1.12와 1.02의 값을 얻었다.

그림 3.5.4-3 TR-33 시료의 미세구조 사진과 이방성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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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열분석(TG-DTA) 장비

    (1) 서론

  UO2 분말을 600℃ 공기분 기에서 U3O8 분말로 산화시키고 진한 질산에서 용해하여 UNH

용액으로 제조한다. 제조된 UNH 용액에 PVA    THFA를 첨가하여 casting solution으로 

한다. casting solution을 진동하는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크기의 액 을 형성시키고 이 액 을 

암모니아수에 하하여 표면겔화가 되도록 한다. 겔화반응을 미숙성 구의 내부까지 이르게 하

는 완 한 숙성을 하여 높은 온도를 가진 숙성조에서 일정시간 동안 숙성시키고 세척과정을 

거쳐서 건조시킨다. 건조된 구는 하소  소결공정에서 열 충격, 유기물의 연소 등에 의한 발

열  첨가제 분해과정에 따라 구의 형태를 변형시키고 균열을 래  한다. 이를 방지하기 

해서는 ADU 미세구의 열 특성을 분석하고 한 heating mode를 개발하여 용토록 하여

야 한다.

    (2) 조작

  열분석을 해서는 먼  열 량과 시차열분석  어느 것을 으로 분석할 것인가를 결정

하여야 한다. 일반 으로는 tricouple rod를 사용하여 열 량과 시차열분석 data를 모두 얻는

다.(열 량만을 필요로 한다면 tricouple 을 제거하고 pt wire와 시료컵을 새로 장착해야 한다.) 

      (가) 기기가동

  1) 기기 뒷면에 장착되어 있는 원 스윗치를 켠다.

  2) 냉각수 밸 를 열고 분당 2liter flow rate를 가지도록 조 한다. 

  3) Graphite furnace 보호용 아르곤 가스를 공 한다(10psi).

  4) 분 기 가스가 필요하면 flow rate를 정하여 함께 공 하여 다.

  5) 컴퓨터를 켜고 setsys 2000 로그램을 가동한다.

  6) 분석을 한 검출기 선택을 한다.

 

      (나) 시료 분석

  1) 컴퓨터 화면에서 마우스를 좌측 상단으로 가져가 5개의 아이콘을 활성화시키고 이 가운

데 제일 아래에 있는 connected apparatus로 가져가 connected apparatus 자 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connect to an apparatus를 선택한 후 재 설치하는 열분석기의 조건에 

맞게 setting한다.

  2) 컴퓨터 화면에서 마우스를 좌측 상단으로 가져가 5개의 아이콘을 활성화시키고 가운데 

제일 에 있는 분석 mode인 acquisition을 클맄하여 컴퓨터와 기기가 서로 통신을 하게 한다.

  3) Direct programming을 실행시키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이곳에서는 재 장비

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TG without tare를 ±10mg 범  내에 오도록 balance조정을 한다. 

Balance 조정이 끝났으면 tare 버튼을 클릭하여 TG with tare를 0 mg 으로 설정하여  후 

시료를 올려놓고 시료의 무게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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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Collection에서 new acquisition을 실행시킨다.

  5) New acquisition을 실행시키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initial 온도와 

final 온도, 승온 속도, 는 등온 조건일 때 유지 시간 등을 설정하여 실제 실험에 필요한 조

건들을 설정하여 주는 과정이다.

  6) 승온 조건으로 온도를 설정하기 해서는 list of sequences 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

릭하면 add isotherm, add ramp, copy, paste, delete라는 명령어가 나오는데 add ramp를 선택

하여 initial 온도, final 온도, 승온 속도를 설정한다.  등온 조건을 설정하기 해서는 add 

isotherm을 선택하여 유지 온도, 유지 시간을 설정한다.

  7) 모든 설정이 다 끝났으면 의 화면에서 사람 달리는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실험을 

실행한다.  실험을 실행하는 간에 재 상태를 확인하고 싶을 때에는 display에서 확인이 가

능하다.

  8) 실험이 모두 완료되면 그 data에 하여 processing을 할 수 있다. 의 화면에서 마우스

를 좌측 상단으로 가져간 후 에서 두 번째 아이콘을 실행시킨다.

  9) processing을 실행 시키면 와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Folder 그림의 아이콘이나 

Experiment → open을 선택하여 processing을 원하는 data를 실행시킨다.

  10) processing을 원하는 data를 실행시키면 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 원하는 parameter

를 그래 에 나타내기 해서는 좌측에 보이는 parameter명을 drag하여 Y변에 올려놓으면 된

다.(Temperature는 Y변과 X변 아무 곳이나 나타낼 수 있다. Time은 X변에 나타낼 수 있다.)

  11) Heat flow에서 onsetpoint와 peak top, enthalpy 값을 구하기 에서는 좌측에 있는 

Heat flow를 drag하여 Y변에 올려놓고 다시 좌측에 있는 Heat flow를 한 번 클릭하면 아이콘

이 생성된다. 아이콘  integration을 선택하고 원하는 point를 지정해  후 OK 버튼을 르

면 Heat flow에 한 계산 값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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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분석이 끝나면  Setsys 2000 로그램을 닫고 본체 원을 끈다. 그리고 냉각수와 

furnace 보호용 Ar가스와 분 기 조 용 가스를 잠근다. 

  아. 입자크기  입자형상 분석 장비

    (1) 서언

      (가) 우라늄 미세구의 입자크기와 구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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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UO3입자  소결된 UO2입자는 다양한 크기를 가진다. 각각의 공정에서 제조된 입자는 다

음 공정을 거칠 때 마다 입자의 부피가 어든다. 이러한 원인은 broth용액 제조시 주요 성분

인 UN(uranyl nitrate)용액의 농도와 첨가되는 PVA  THFA의 혼합비에 따라 다른 크기로 

제조되며, 한 액  크기를 조 하는 노즐의 크기와 진동기의 주 수에 따라 모양과 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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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므로 최종 입자의 입도와 구형도 한 커다란 차이를 나타낸다. 균일한 입도와 구형도를 가

진 연료핵은 TRISO 코  조건을 결정하는데 요한 인자이며 원자로에서 조사시 피복입자의 

변형  손에 커다란 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분석해야 할 항목이다. 

      (나) PS  SA의 분석법

  일반 으로 입도분석기는 측정방법에 따라 표 3.5.4-4과 같이 나 어지며, 재는 주로 학

 방법을 사용하여 입도정보를 얻고 있다. 데이터를 얻는 방법으로는 일반 원을 이용하는 

것과 이져 빔을 이용하여 정보를 얻는 것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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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4-4 Advanced PSA techniques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입도  입자 형상분석기는 기존장비처럼 입도만을 분석하는 기기가 아

니라 건식법으로 시료에 손상을 주지 않고도 입도와 입자의 형상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첨

단장비이다.  

    (2) 조작

      (가) 기기가동

  1) PSl  SA 분석을 해서 본체의 원을 켜고 컴퓨터를 작동하여 WINDOX5 로그램을 

활성화시킨 후 laser beam의 안정화를 하여 약 30분간 비운 을 하도록 한다. 

  2) 주 화상자에서 분석조건, 측정,  연결구동 제어장치를 함께 제어할 수 있고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시료고유정보 (Product data) 

    - 분석조건 (Triggering Condition, Dispersing system) 

    - 측정  모니터링 (Reference Measurement, Normal Measurement,

     User break, Signal Test) 

    - 출력형식 (Evaluation & Output) 

    - 통계처리 (Statistics) 

    - 연동제어장치 조  (Application test console) 

    - Database 리 

  3) 시료고유정보 (Product data) 

  Density : 진 도 (Physical Density) 입력 – 이 입력내용은 입도측정치와 련이 없으며, 

단  질량당 비표면 의 계산에 계한다.(모르면 상수 1로 설정한다.) 

  4) Calculation 방법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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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자와 동일한 면 을 가지는 구의 지름의 크기로 계산)

    * FERET_MAX : 입자의 가장 장축2) FERET_MIN : 입자의 가장 단축3)

    * FERET_MIN90: 입자의 가장 단축의 90도 되는 지  

    * FERET_MAX: 입자의 가장 장축의 90도 되는 지

    * FERET_MEAN: 입자의 장축과 단축을 더해서 2로 나  것 

    * Minimum area bounding retangle

 

    ② Calculate Shape Values 

    * Sphericity (구형도) 

 (시료의 가장자리를 따라가는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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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icle perimeter P real 

      ｝｝Particle projection area A 

PEQPC =  ∙

sphericity: y = PEQPC/P real 

    * Aspect Ratio (가로 세로비)
    * Class limit 

      원하는 Size로 User 요구에 맞도록 구간을 나 는 기능

      ｝Standard Sieve Class 

      ｝QICPIC Sieve Class 

      ｝HELOS Class 등으로 나 수 있음 

   

    ③ Measuring Range  

  측정하고자 하는 시료의 범 에 맞게 Range를 선택 

          

    ④ Trigger condition 선택

    * Frame rate : 당 카메라로 촬 하는 속도

    * Normal Measurement : 실제측정시간  분석개시  종료 명령기능 

    ex) 31개의 체 검출기에 0.02% 이상의 학  농도를 가질 때 분석을 

      시작하여 계속측정을 하다가 검출기의 학  농도가 0.02% 미만이면 

      5  후 측정을 멈춤. 

    * Repeat measurement : 의  과정을 몇 반복할 것인가? 

    ⑤ 분석조건 선택

      분산장치의 선택 

  측정 목 에 맞게 설치 되어있는 분산장치를 선택 한다. 

     ex) 습식분산 장치: LIXELL, SUCELL

         건식분산 장치: GRADIS, RODOS, PICTOS 

    * Feeder Set up

      ｝측정의 목 에 맞도록 Feeder를 선택한다.

      ｝VIBRI Set up 

        -feed rate  : 25% = 진동시료공 장치의 진동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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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p width : 5.0 mm = 진동공 장치의 shute와 hopper사이의 열리는 

                               공간의 크기 

        -cleaning time : 10s = 시료공   측정이 끝나고 잔류 물질을 제거하기

              하여 진동 시료 공  장치를 최 출력으로 구동시키는 시간 설정

    * Vacuum extraction setup 

      ｝Type : kaercher = 사용 진공흡입기의 종류 

      ｝Delay : 2s = 기제어 지연 

    ⑥ Parameter의 입력 

    ⑦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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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 의 측정결과 호출 

    * Report 

    ① Display : 화면에 Text 결과 표 여부  표 형식 선택  제작 

    ② Printout : 출력기를 토한 Text 결과 표 여부  표 형식 선택  제작 

    * Distribution diagram 

    ③ On : graphic 결과 표 여부  표 형식 선택  제작 

    (3) 시료분석

  1) 분산기(VIVRI)에 일정량의 시료를 넣는다.

  2) 소 트웨어에서 상기와 같은 분석조건을 설정하고 분석 아이콘을 클릭한다.

  3)분석 data : UO2 입자(H2분 기/1600℃)

Sympatec GmbH
System-Partikel-Technik  QICPIC Particle Size Analysis

WINDOX 5

Q I CPI C ( 0 1 2 3  Q )  &  G R A DI S ,  0 . 3 3  6 3 . 0  mm -  M 6  ( 3 . 3 . . . 1 1 4 0 µm) 2 0 0 7 - 0 2 - 0 6 ,  
2 0 :0 8 :1 9 ,095
E Q PC_ 1 - 1 0 0 0 - 1 0 0

x 1 0 =  4 4 1 . 0 2  µm x 5 0 =  4 8 1 . 0 5  µm x 9 0 =  5 2 1 . 0 8  µm S M D =  
4 8 4 . 7 2  µm V M D =  4 8 7 .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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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 trib ution dens ity dis trib ution ( log. )
upper cumulative res idue fraction mean s iz e dens ity
b and limit dis trib ution dis trib ution in b and for b and dis trib ution
x 0 / µm Q 3 / % ( 1 - Q 3 ) / % dQ 3 / % x m/ µm q 3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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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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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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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I CPI C ( 0 1 2 3  Q )  &  G R A DI S ,  0 . 3 3  6 3 . 0  mm -  M 6  ( 3 . 3 . . . 1 1 4 0 µm) 2 0 0 7 - 0 2 - 0 6 ,  
2 0 :0 8 :1 9 ,095
E Q PC_ 1 - 1 0 0 0 - 1 0 0

A verage A s pect R atio =  0 .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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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ect ratio

evaluation: WI N DO X  5 . 2 . 1 . 0 product: E Q PC_ 1 - 1 0 0 0 - 1 0 0
calculation mode: EQPC  density:  6.000 g/cm³
 class limits: M6   Copt:  0.020 %
trigger condition: tes t G radis  4 0 0 _ 6 0 time us 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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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I CPI C ( 0 1 2 3  Q )  &  G R A DI S ,  0 . 3 3  6 3 . 0  mm -  M 6  ( 3 . 3 . . . 1 1 4 0 µm) 2 0 0 7 - 0 2 - 0 6 ,  2 0 :0 8 :1 9 ,095
E Q PC_ 1 - 1 0 0 0 - 1 0 0
Total N umb er =  6 4 9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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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0 / µm                                  N umb er
 1 0   -     2 0  M icron =  4 6 . 6 3 7 ea                        
 2 0   -     5 0  M icron =  6 3 . 0 4 4 ea
 5 0   -    1 0 0  M icron =   1 . 7 5 5 ea
1 0 0   -    2 5 0  M icron =   0 . 0 0 0 ea
2 5 0   -    5 0 0  M icron =  3 8 5 . 1 4 1 ea
5 0 0   -   3 4 1 0  M icron =  1 5 2 . 4 2 3 ea

evaluation: WI N DO X  5 . 2 . 1 . 0 product: E Q PC_ 1 - 1 0 0 0 - 1 0 0
calculation mode: EQPC  density:  6.000 g/cm³
 class limits: M6   Copt:  0.020 %

trigger condition: tes t G radis  4 0 0 _ 6 0 time us 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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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I CPI C ( 0 1 2 3  Q )  &  G R A DI S ,  0 . 3 3  6 3 . 0  mm -  M 6  ( 3 . 3 . . . 1 1 4 0 µm) 2 0 0 7 - 0 2 - 0 6 ,  
2 0 :0 8 :1 9 ,095
E Q PC_ 1 - 1 0 0 0 - 1 0 0

Total M as s  ( if the s upplied volume is  fix ed,  then B ulk  Dens ity)  =  3 0 . 2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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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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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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달성내용

연구목표 

달성도3)

(%)

기여도

피복입자 핵연료 제조 

기술 최 화  특성

분석 기술개발

○구형 UO3 Gel입자  UO2연료핵 제조

  변수/조건설정

  - Uranium oxide화합물을 질산에 용해  

하여 Kernel 원료물질인 Uranyl 

nitrate 용액을 제조.

  - Broth용액의 제조는 Uranyl nitrate 용

액에 PVA  THFA용액을 혼합하여 

제조.

  - Vibration과 Nozzle System은 자체

    으로 제작 사용함.

  - AWD공정변수를 잠정 으로 결정함

  - 약 850～950㎛ 크기의 건조된 ADU 

    Gel입자를 제조하고 특성을 분석함.

  - 제조된 ADU Gel 입자의 구형도는 

    양호하며, 무정형을 나타내고 있음.

  - 건조된 ADU입자의 열분해 실험을 

   수행한 결과 정상 인 우라늄산화물로 

   변환됨을 확인함.

 - Crack없는 UO2입자로 변환은 5℃

/min. 미만의 가열속도 유지가 요.

○ 모의미세구 이용 피복층 증착 공정변수 

평가

  - TRISO 입자에서 각 코 층의 특성요건

에 부합할 수 있는 증착 공정변수 확

립(buffer층 도: 0.96~1.11 g/cm3, 

dense PyC층 도  이방성: 1.9±0.1 

g/cm3  1.04 이하, SiC 층: Si:C=1:1, 

기공율   0.3% 이하)

  - 노즐디자인 개선을 통해 노즐막힘 

상 극복

○ Kernel  피복층 특성분석 기술개발

  - 연료핵의 특성평가 항목인 진구도, 입

자크기분포 등에 한 평가방법 확립

  - 피복층의 특성평가항목 도출  피복

층 두께, 도, PyC 이방성, 진구도 등

의 평가항목에 한 평가방법 확립

120

- 선진국에서 

재 사용 인 

특성을 지닌 

UO2 연료핵의 

실험실 규모 

열처리단계까

지의 제조조건 

확립

- 우수한 특성의 

buffer, IPyC 

& OPyC, SiC 

증착조건 확보

-노즐 개선을 통

한 체 입자

의 품질향상 

방안 확보

- 용량증  추진

-보다 개선된 특

성평가 방법의 

도출  평가

방법 확립, 활

용 .

피복입자 핵연료 

Qualification

○ 하나로 조사시험기술개발

  - 피복입자 핵연료 조사시험 요건  장치기

능 결정 (하나로 출력 30 MW,  OR 조사

공)

  ․하나로에서 피복입자 핵연료 조사시험을 

한 조사공 선정(OR 조 사공)

100

 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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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복입자 핵연료, 피복층 재료를 조사시

험 하기 해  3종류의 조사시험  개념

설계(3 종류)  하나로 노심에서의  핵  

해석 

  ․조사시험시 1,000-1,200℃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조사시험 의 기본 설계

  ․조사시험 의 온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시험 의 구조  건 성 평가 수행

  - 피복입자 핵연료 조사시험 장치 설계  

제작 착수

  ․피복입자 핵연료 조사장치 개발을 한 

설계요건서 작성

  ․피복입자 핵연료 조사시험 장치 기본설

계

○ PIE 기 기술개발

  - 각국의 경험  재 보유 인 조사후

시험 련 기술  시설의 조사분석, 

향후 망 측(기술 황분석 보고서)

- 피복입자핵연

료의 조사후시

험에 한 기술

평가  개발방

향 도출

Advanced coated fuel 

개발

○ ZrC coating 기술개발

  - 열역학 계산과 문헌분석을 통하여 

ZrCl4를 ZrC 원료물질로 선정하여 자

체 설계/제작한 ZrCl4 공 기와 반응

로를 이용하여 ZrC 증착을 검증함.

 - ZrC 증착공정 변수평가를 수행하여 

1차 으로 선정한 α = 5 , β = 

0.8에서 승화온도 300oC, 증착온도 

1400oC, 증착시간 60분 조건에서 

얻어진 ZrC에 한 특성 분석을 

추진함.

 - 탄성율, 경도, 미세구조, 증착층 두께 등 

ZrC 피복층 특성평가 자료를 생산함

100

- 원료기체 공

기술에 한 

기반이 확보됨

- 특성평가 기술

의 확보로 공

정 개선을 

한 기 자료를 

확보할 수 있

음

핵연료성능 모델개발

○ 피복입자핵연료 노내거동 모델 확립

- 피복층의 탄성, pressure vessel failure 

거동에 한 기계  성능모델, 조사팽

윤,  조사크립의 조사거동 모델, 열팽창, 

열 달에 한 성능 모델 수립.

- 핵분열기체  CO 발생 모델을 수집, 

Redlich-Kwong 상태방정식에 용하여 

입자 내부의 기체압력을 평가하 음.

- 연료핵  피복층의 기계  상호작용 

(KCMI)에 한 스 링모델을 개발하

음.

- 피복층의 크랙, 층분리 분석을 한 

ABAQUS를 이용한 유한요소모델을 구

성하 음.

○ 피복입자핵연료 성능분석 코드 개발

- TRISO 입자의 온도분포를 계산하는 

로그램인 COPA-TEMTR을 개발하여   

조사캡슐의 입자시편의 온도평가에 활

100

- 목표인 노내거

동 모델을 확

립하고, 이를 

토 로 

COPA-MECH 

등 , 9 개 의 

sub-code를 구

축하여 피복입

자핵연료 노내

성능 분석코드

를 개발함. 이 

, 4개의 

sub-code를 등

록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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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 음.

- 핵연료체의 온도 분포를 계산하기 하

여 COPA-TEMBL, COPA-TEMPEB을 

개발하 음.

- TRISO 입자 피복층의 응력을 해석하는 

로그램인 COPA-MECH을 완성하여   

IAEA CRP-6 normal operation  

benchmarking에 활용하 음.

- Monte Carlo 방법, COPA-MECH, 

TRISO 입자피복층의 손형식을 고려

하여 입자 손을 분석하는 로그램 

COPA-FAIL을 개발하 음.

피복입자핵연료 제조공

정기술 개발

○제조공정 기본기술 도출

- U3O8 화합물의 용해공정을

  자체 으로 확립하여 Broth 원료용액제

조에 필요한 UN용액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이 확보되었음.

- Broth용액 제조를 한 사

 처리공정인 preneutralization

 공정에 한 개념을 확보.

- 각 단 공정들에 한 특성을 분석하여 

추후 연계공정 개발에 용할 수 있는 

특성을 악

- Buffer 층, PyC 층  SiC 층에 한 공

정변수를 도출

- 피복층의 피복공정기술에 한 자료분

석, 장비설계에 한 자료수집  분석

- Kernel입자 제조  피복공정에 하여 

각 단 공정에 한 simple한 공정 흐

름도를 작성

100

- 연료핵 제조 

 피복공정을 

심으로 한 

제조공정기술

에서 각각 단

공정에 한 

흐름도, 공정

변수 분석, 장

비요건에 한 

상세한 제조공

정 기본기술을 

도출함.

피복입자핵연료 QC 기

술확립을 한 기반구

축

- QC 항목에 한 자료조사  분석수행

- QC 방법에 한 자료조사  분석수행

- 제조공정과 연계한 QC 기술분석  도

출
100

- 재 실험 

에 활용할 뿐

만 아니라 장

차 제조기술 

확립시 체

인 품질보증시

스템의 토 를 

구축함.

Gen-IV 공동연구 참여

- 조사시험  PIE 

- Fuel attribute/Material properties 연구

- kernel/coating material property

- 열 /기계  성능 련 database 구축

- 결함 입자핵연료 성능 database 구축

  등에 하여 참여국과 공동으로 project 

plan 작성  수행방안 도출

100

- Gen-IV 공동

연구 체제구축

을 하여 참

여국으로서의 

역할분담  

권리/의무조항 

수립에 기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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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개발의 결과로, 연료핵의 제조 련 핵심기술인 습식방법을 이용한 연료핵 미세

구입자의 하소공정 조건이 확립되었으며, 첫 번째 소결에 의한 소결 미세구를 제조할 수 있다. 

ZrO2 모의 연료핵을 이용한 피복 공정변수 실험의 결과로부터 최 화된 조건의 피복공정 조건

이 확립되었고, 평기 을 이용한 ZrC 피복 기 실험으로부터 ZrCl4의 승화조건, ZrC 피복조건

이 도출되었다. 한, 성능분석코드의 개발로 국내 고유의 피복입자핵연료 성능분석코드를 일

부 확보하 으며, 이를 활용한 국제공동연구에서의 benchmark 계산  비교에도 참여가 가능

하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개발 인 피복입자핵연료 련기술에서 핵연료의 검증을 

하여 매우 요한 조사시험  조사후시험 련 기술개발을 새로이 착수하여 이에 한 기

술  타당성  향후 확보해야 할 여러 기술을 도출한 바 있으며, 보다 장기 으로 용량의 

핵연료 제조능력이 확보되어 제조되는 피복입자핵연료의 품질검사 기술개발 략을 도출하기 

하여 이와 련된 품질기 에 한 기술 황을 조사, 검토분석 하 다.

연료핵 제조기술과 련하여서는 향후 얻어진 결과를 토 로 보다 조속한 시간내에 소결

공정을 확립할 것으로 기 할 수 있으며, 피복공정 개발에 있어서는 확립된 피복조건을 활용하

여 차기단계에서는 실지로 우라늄 연료핵을 이용한 피복기술의 최 화 실험을 수행할 계획이

다. 재 개발 인 핵연료 성능분석 코드인 COPA code는 다음 단계에서 완성되어질 계획으

로 있으며, 이 완성된 코드는 국제공동연구 benchmark 계산에 보다 범 하게 참여하게 되

고, 한 이를 통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나아가 더욱 개선된 code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 번  단 계 에 서  착 수 된  조 사 시 험   조 사 후 시 험  련  기 술 개 발 은  차 기 단 계 에

서  보 다  본 격 으 로  수 행 될  계 획 으 로  있 으 며 ,  타 당 성 조 사 와  비 분 석 을  통 한  기 술

확 립  요 건 의  도 출 은  향 후  기 술 개 발 의  토 가  될  것 으 로  믿 어 진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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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

   과학기술정보는 기본 으로 본 보고서의 각 장에 인용된 많은 분량의 과학기술정보를 수집

하 다. 이들은 부분 학술잡지의 논문과 외국 련 연구기 의 기술보고서이다.

   한, 본 과제는 기본 으로 연구수행에 있어 제 4 세  원자력개발(Gen-IV) 계획에 극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Gen-IV 노형의 하나인 VHTR (Very High Temperature 

Reactor)은 기본 으로 4개의 공동연구과제(collaboration project), 즉 Computational Methods 

Validation and Benchmarks, Fuel and Fuel Cycle, Materials and Components  Nuclear 

Hydrogen Production Projects에 하여 그 공동연구의 목표, 연구범   연구항목 등의 결정

을 하여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본 과제에서는 VHTR Fuel and Fucle Cycle PMB에 참가

하여 공동참여국들의 많은 과학기술정보들을 수집하 다. 

   특히, 재 본 연구의 연구범 에 포함된 다음 분야의 해외 과학기술정보가 수집되었다. 즉,

   - 피복입자핵연료의 조사  조사후시험

   - 피복입자핵연료의 재료물성

   - 피복입자핵연료 성능분석 코드 황

   - ZrC coating 기술 등이 그것이다.

   한편, IAEA CRP(Coordinated Research Program) 공동연구의 참여로 피복입자핵연료 기술

과 련하여 수집된 정보가 있으며 이는 좀 더 상세한 분야로 다음의 분야를 포함한다. 즉,

   - 피복입자핵연료 설계

   - 피복입자핵연료 상용 제조  품질 리

   - 가동  피복입자핵연료의 monitoring

   - 조사시험

   - 사고 모의시험

   - 가동조건  사고조건에서의 피복입자핵연료 분석 benchmark 계산

   - 사용후 핵연료 리

   - 규제  인허가 등이 그것이다.

    G en- I V   I A E A  C R P  에 의  참 여 는  향 후  계 속 될  망 으 로  있 고 ,  특 히  G en- I V 

공 동 연 구 가  본 격 으 로  수 행 될  차 기 단 계 부 터 는  많 은  해 외  과 학 기 술 정 보 를  입 수 할  것

으 로  상 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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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 이 지 214 p. 도  표 있음( V ), 없음(   )  크  기 A4

 참고사항  

 비 여부 공개(V), 외비(   ), __ 비   보고서종류    연구보고서

 연구 탁기    계약  번호

 록 (15-20 내외)

연료핵의 제조 련 핵심기술인 습식방법을 이용한 연료핵 미세구입자의 하소공정 조건이 

확립되었으며, 첫 번째 소결에 의한 소결 미세구를 제조할 수 있었다. ZrO2 모의 연료핵을 이용한 

피복 공정변수 실험의 결과로부터 최 화된 조건의 피복공정 조건이 확립되었고, 평기 을 이용한 

ZrC 피복 기 실험으로부터 ZrCl4의 승화조건, ZrC 피복조건이 도출되었다. 한, 성능분석코드의 

개발로 국내 고유의 피복입자핵연료 성능분석코드를 일부 확보하 으며, 이를 활용한 국제공동연

구에서의 benchmark 계산  비교에도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조사시험  조사후시험 련 기

술개발을 새로이 착수하여 이에 한 기술  타당성  향후 확보해야 할 여러 기술을 도출한 바 

있으며, 보다 장기 으로 용량의 핵연료 제조능력이 확보되어 제조되는 피복입자핵연료의 품질

검사 기술개발 략을 도출하기 하여 이와 련된 품질기 에 한 기술 황을 조사, 검토분석 

하 다. 연료핵 제조기술과 련하여서는 향후 얻어진 결과를 토 로 보다 조속한 시간내에 소결

공정을 확립할 것으로 기 할 수 있으며, 피복공정 개발에 있어서는 확립된 피복조건을 활용하여 

차기단계에서는 실지로 우라늄 연료핵을 이용한 피복기술의 최 화 실험을 수행할 계획이다. 재 

개발 인 핵연료 성능분석 코드인 COPA code는 다음 단계에서 완성되어질 계획으로 있으며, 이 

완성된 코드는 국제공동연구 benchmark 계산에 보다 범 하게 참여하게 되고, 한 이를 통하

여 검증할 수 있으며, 나아가 더욱 개선된 code를 개발할 계획이다. 조사시험  조사후시험 련 

기술개발은 타당성조사와 비분석을 통하여 기술확립 요건이 도출되었으며, 차기단계에서 보다 

본격 으로 수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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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5-20 Lines)

Uranium kernel fabrication technology using a wet chemical so-gel method, a key technology in 

the coated particle fuel area, is established up to the calcination step and the first sintering of 

UO2 kernel was attempted. Experiments on the parametric study of the coating process using 

the surrogate ZrO2 kernel give the optimum conditions for the PyC and SiC coating layer and 

ZrC coating conditions were obtained for the vaporization of the ZrCl4 precursor and coating 

condition from ZrC coating experiments using plate-type graphite substrate. In addition, by 

development of fuel performance analysis code a part of the code system is completed which 

enables the participation to the benchmark calculation and comparison in the IAEA collaborated 

research program. The technologies for irradiation and post irradiation examination, which are 

important in developing the HTGR fuel technology of its first kind in Korea was started to 

develop and, through a feasibility study and preliminary analysis, the technologies required to 

be developed are identified for further development as well as the QC-related basic technologies 

are reviewed, analyzed and identified for the own technology development. Development of 

kernel fabrication technology can be enhanced for the remaining sintering technology and 

completed based on the technologies developed in this phase. In the coating technology, the 

optimum conditions obtained using a surrogate ZrO2 kernel material can be applied for the 

uranium kernel coating process development. Also, after completion of the code development in 

the next phase, more extended participation to th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for benchmark 

calculation can be anticipated which will enable an improvement of the whole code system. 

Technology development started in this phase will be more extended and further focused on the 

detailed technology development to be required for the related technology establishment.

  Subject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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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ated particle fuel, UO2 kernel, coating layer, coating technology,

 performance analysis code, Irradiation test, Z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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