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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제 4세대 원자로 후보 노형중 SFR 금속핵연료의 제조공정은 핵연

료심, 핵연료봉 및 핵연료집합체 제조로 이루어진다.  SFR 핵연료 제조공

정중 핵심기술은 금속핵연료심 제조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SFR 

핵연료는 악티나이드(actinide) 원소 재순환에 의한 마이너 악티나이드

(MA, minor actinide)를 함유하는 핵연료이므로 금속핵연료심 제조중 휘

발성이 강한 MA 원소를 회수하고 핵연료내에 함유하여 SFR에서 조사중 

소멸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금속핵연료심 제조공정

에 대한 연구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U-Zr-Pu 금속핵연료의 원자로 내 조사성능

특성을 살펴보고, 기존의 사출주조공정의 장치와 기술을 조사, 정리하였

다. 이에 대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금속핵연료심 중력주조공정, 금

속 barrier 주형에 금속핵연료심 주조, 원심분무 이용 입자형 금속핵연료 

제조 등 새로운 제조기술 및 550~950℃ 온도영역에서 단상만을 가지는 

핵연료로서, 구성원소 재분배를 저감시키고 피복재와의 양립성을 향상시

키고자 SFR용 새로운 U-10Mo-X 금속핵연료 개발 등에 대해서도 또한 

조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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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영문 요약문) 

    
      The fabrication process of metallic fuel for SFR(sodium fast 

reactor) of Generation-IV candidate reactors is composed of the 

fabrication of fuel pin, fuel rod, and fuel assembly.  The key 

technology of the fabrication process for SFR can be referred to 

the fabrication technology of fuel pin.  As SFR fuel contains 

MA(minor actinide) elements proceeding the recycling of actinide 

elements, it is so important to extinguish MA during irradiation in 

SFR, included in nuclear fuel through collection of volatile MA 

elements during fabrication of fuel pin.  Hence, it is an imminent 

circumstance to develop the fabrication process of fuel pin. 

      This report is an state-of art report rela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irradiation performance for U-Zr-Pu metallic fuel, 

and the apparatus and the technology of conventional injection 

casting process.  In addition, to overcome the drawbacks of the 

conventional injection casting and the U-Zr-Pu fuel, new fabrication 

technologies such as the gravity casting process, the casting of 

fuel pin to metal-barrier mold, the fabrication of particulate metallic 

fuel utilizing centrifugal atomization is surveyed and summarized.  

The development of new U-10Mo-X metallic fuel as nuclear fuel 

having a single phase in the temperature range between 550 and 

950℃, reducing the re-distribution of the fuel elements and 

improving the compatibility between fuel and cladding, is also 

surveyed and summar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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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4세  원자로 후보 노형  소듐냉각고속로(SFR) 속핵연료의 제조는 

핵연료심, 핵연료 , 핵연료집합체 제조로 이루어진다.  SFR 핵연료 제조공정  

핵심기술은 속핵연료 제조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SFR 핵연료는 악

티나이드(actinide) 원소 재순환에 의한 마이  악티나이드(MA, minor actinide)

를 함유하는 핵연료이므로 속핵연료심 제조  휘발성이 강한 MA 원소를 포집

하고 핵연료내에 함유하여 SFR에서 연소  소멸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요하

다.  그러나 1960년 에 미국에서 개발된 사출주조공정에서는 진공 에서 용해주

조하므로, 휘발성이 강한 원소를 포집 함유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 

     한편, 1980년 에 미국에서 IFR 핵연료로서 개발된 U-10Zr-Pu 합 은 핵

연료 사용온도에서 2(二)상 이상의 합 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MA 원소가 상요

에 재분배되고 RE(rare earth) 원소의 이동이 발생하여 피복재와 반응에 의하

여 피복재 건 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먼  속핵연료의 원자로 내 조사성능 특성을 살

펴보고, 이러한 사출주조공정의 문제 들을 극복하기 해 속핵연료심 력주

조공정, 속 barrier 주형에 속핵연료심 주조, 원심분무 이용 입자형 속핵연

료 제조 등 새로운 제조기술을 조사, 정리하고자 하 다. U-10Mo-X 합 은 

550~950℃ 온도 역에서 단상만을 가지므로, 단상을 가지는 U-10Mo-X 핵연료

는 이 온도 역에서 3개의 상을 가지는 U-10Zr-X 핵연료보다 핵연료 구성원소 

이동과 depleted-zone 형성이 다. 이에 따라 구성원소 재분배를 감시키고 피

복재와의 양립성을 향상시키기 한 SFR용 새로운 U-10Mo-X 속핵연료 개발 

등에 한 새로운 핵연료재료 기술도 함께 조사, 정리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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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속핵연료의 조사 성능

     U-Zr 속핵연료는 EBR-II 고속로 연료로 사용된 바 있으며 U-Pu-Zr 삼

원계 속 핵연료는 1983년 미국 알곤 연구소에 의해 제시된 Integral Fast 

Reactor (IFR) 개발 당시 집 으로 연구되었다. 속 핵연료의 장 으로는 용

융염 해정련기술을 이용한 이로 로세싱이 가능한 과, 강한 성자 스펙트

럼을 형성함으로 인한 성자 경제성, 고연소도 달성이 가능한 을 들 수 있다. 

특별히 산화물 핵연료와 비교한다면 700oC에서 25 W/mK의 높은 열 도도와 사

고 시 자연 으로 연쇄반응이 멈추는 안  특성, 소듐과 반응하지 않는 양립성, 

해정련에 의한 재활용이 가능한 을 장 으로 들 수 있다[1]. IFR 로그램에

서 U-Pu-Zr 삼원계 속 핵연료에 하여 1984년부터 1994년 동안 실증 시험이 

수행되었다. 

     EBR-II 속핵연료를 살펴보면 Mk-IA 핵연료로서 85%의 유효 도

(Smeared Density)를 가지는 U-5Fs 합 을 사용하여 4 at.%의 연소도를 달성하

다. Mk-II 핵연료는 75%의 유효 도를 가지는 U-5Fs 합 을 사용하 으며 

넘 부피비를 핵연료 비 0.6배 까지 늘린 결과 10 at.%까지 연소도를 향상

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8 at.%의 연소도 한계가 설정되었는데 이는 304 스테인

리스강을 사용하던 육각  덕트의 팽윤으로 인한 칫수 변화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 후 1969년부터 1984년까지는 U-Pu-Zr 삼원계 합 에 한 조사 시험은 진행

되지 않다가 IFR 로그램이 시작되면서 NRC 인허가를 받기 한 실증시험이 

시작되었으며 U-10Zr, U-8Pu-10Zr, U-19Pu-10Zr 등의 이원계  삼원계 속 

핵연료를 조사하 고 피복재로는 316 스테인리스강을 체하기 하여 오스테나

이트계 스테인리스강으로 D9, 마르텐사이트계 스테인리스강으로 HT9을 선정하

여 함께 조사시험을 수행하 다[2]. Table. 1은 당시 피복재로 사용되던 스테인리

스강의 조성을 나타낸다.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steels for SFR fuel clad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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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라늄 합 의 특성을 살펴보면 U-Pu-Zr 삼원계 속핵연료가 사용되게 

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상온에서 안정한 형태인 알 상의 우라늄은 

orthorhombic 구조로서 연소 시 이방성 조사 성장을 일으킨다. 따라서 결정들의 

서로 다른 방향성으로 인해 입계에서 어 남에 의한 cavitation이 발생하게 된다. 

Fig. 1은 cavitation을 일으킨 알 상 우라늄의 미세조직을 나타낸다. 이러한 

cavitation은 내부에 기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외부 압력에 의해 압축될 

수 있다. 따라서 피복재가 허용하는 한도까지 부풀어 오른 이후에는 더 이상 우

라늄 연료 은 반경 방향으로 부풀어 오르지 않고 길이 방향으로 부풀어 오르게 

된다. 

     Cubic 구조인 감마상 우라늄은 고온에서 안정하게 존재하는 상이며 

cavitation을 일으키지 않고 조사에 안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순수 우

라늄의 경우 높은 핵분열 기체에 의한 팽윤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라늄

에 일부 원소가 첨가된 합  핵연료의 개발이 연구되었다. Pu은 고속로에서 연

소하기 해 우라늄에 첨가되는 원소로서 Fig.2는 U-Pu 이원계 상태도를 나타낸

다. U-Pu 합 에 한 연구 결과 Pu 함량이 증가할수록 팽윤 속도가 증가하고 

용융 이 감소하며 Fe 는 Ni과 공융을 일으킨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이를 억제하기 하여 제 3원소의 첨가 효과에 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제 3원

소로 연구된 원소로는 Fs, Ti, Mo, Zr 등이 있으며 이  U-Pu-Zr 삼원계 합

이 피복재와 가장 화학  반응이 은 우수한 양립성을 나타내었다. 

Fig. 1. Cavitation of irradiated alpha-Uran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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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Binary phase diagram of U-Pu.

     EBR-II의 조사시험 결과를 종합해보면 유효 도를 75%로 낮춘 것이 연소

도를 향상시키는데에 매우 효과 이었음을 알 수 있다. 유효 도란 아래의 식과 

같이 속핵연료가 피복재 내경 범 에서 차지하는 단면 의 비율을 나타내며 

유효 도가 낮을수록 핵연료와 피복재의 간극이 커지게 된다. 

Smeared density: %TD of fuel x rfuel
2
/rclad

2

     EBR-I이나, EBR-II, FERMI, DOUNREAY 고속로에서는 85-100%의 유효

도 설계를 사용한 결과 핵연료의 팽윤에 의한 피복  손이 일어나는 것이 

찰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해 합 화, 가공열처리, 피복  강화 등의 개선책을 

도입하 으나 최  3 at.%의 연소도 이상 연소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30%의 

팽윤이 일어날 때까지는 핵분열 기체 기공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아 방출될 수 

않고 가압된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이었다. Fig. 3은 핵연료 팽윤이 30% 이상이 

될 때 핵분열 기체 방출이 격히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유효 도

를 75%로 낮춘 결과 30%의 팽윤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핵분열 기체 기공들이 서로 연결되어 핵분열 기체가 넘으로 방출되어 피복

에 걸리던 가압력을 해소할 수 있었다. Fig. 4는 유효 도를 낮추고 핵분열 

기체 방출을 허용할 때  내부압이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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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ission gas release versus fuel volume increase. 

Fig. 4. Variation of fuel pressure inside cladding as a function of burn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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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는 연소도에 따른 핵분열 기체 방출 거동을 나타낸 곡선이다. 핵분열 

기체 방출율은 약 1 at.% 연소도에서 포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U-10Zr, 

U-8Pu-10Zr, U-19Pu-10Zr 등 핵연료의 종류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는 않다. Fig. 6은 연소도에 따른 길이방향의 팽윤을 나타낸 곡선이다. 1 at.% 연

소도에서 2-8%의 길이방향 성장을 보인 후 서서히 변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U-10Zr, U-8Pu-10Zr 은 비슷한 거동을 보이나. U-19Pu-10Zr 은 낮은 

길이방향 성장 거동을 나타내었다. 고용되지 않는 핵분열 원소에 의한 팽윤은 1 

at.% 연소도 당 약 1.2%로 알려져 있다. Table 2는 각 원소 그룹별로 연소도에 

따른 부피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Fig. 5. Fission gas release fraction with burn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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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xial growth of fuel rod with burnup. 

Table. 2. Volume changes due to nonsoluble major fission products

     Fig. 7은 10 at.%까지 조사된 U-19Pu-10Zr (T087/X421) 핵연료의 미세조

직  X선 원소 mapping 결과이다. 오른쪽 사진은 Ce 에 해서 mapping 한 

결과로 Ce이 고용되지 않고 분리되어 석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분의 희

토류 (rare earth) 원소들은 속 우라늄에 고용되지 않는 것이 상태도 상으로 알

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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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X-ray element mapping of U-19Pu-Zr irradiated to 10 at.%.

     속핵연료의 성능에 향을 주는 거동  원소 재분배가 있다. 이것은 

“Soret" 효과로 불리우는 것으로서 합  구성 원소들이 온도 구배를 따라 이동하

는 것을 의미한다. Fig. 8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U-Pu-Zr 속 핵연료는 온도가 

변화됨에 따라 고온에서는 감마상 단상이지만 온에서는 델타상 등 다른 상들

이 형성되기 때문에 핵연료의 반경 방향으로 각기 다른 Zr 함량의 성분 분포를 

가지게 된다. Fig. 9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주로 핵연료 간 부분에서 Zr 함

량이 매우 낮은 분포를 나타내어 그 부분의 용융  하의 효과를 가져 오게된

다. 한 Pu의 함량에 따라 재분배가 더욱 빨리 일어나는 것이 알려져 있다[3]. 

Fig. 8. Psuedo-binary phase diagram of U-Pu-Z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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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Post-irradiation micrograph of U-19Pu-10Zr at 1.9 at% burnup in D9  

       cladding; T179 from X419.

     속핵연료의 피복  내부에는 소듐을 장입한 후 가열하여 핵연료와 피복

을 속학 으로 합시키게 된다. 소듐은 열 도도가 140 W/mK로 매우 높기 

때문에 간극 열 도도를 향상시켜 핵연료 심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된다. 

Fig. 10은 연소도에 따른 열 도도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 이다. 기에는 핵연

료의 팽윤으로 인해 열 도도가 감소하게 되나 핵분열 기체가 방출되기 시작하

면 소듐이 기공으로 침투하게 되어 열 도도의 격한 향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

에 의해 핵연료 심 온도가 감소하는 상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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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Measured thermal conductivity correction as a fraction of nominal     

         thermal conductivity of unirradiated fuel versus local burnup for IFR  

         ternary fuel. 

     Fig. 11은 피복 의 종류에 따른 직경 변화를 나타낸 그래 이다. 오스테나

이트계 합 은 매우 격한 변형을 나타내는 반면 마르텐사이트계 합 은 매우 

낮은 변형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FMS의 피복  사용이 매우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Fig. 11. Progressive improvement in the deformation of the cladding of        

         metallic fuel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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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연료의 손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핵연료/피복  기계  상호작용

(Fuel/Cladding Mechanical Interaction, FCMI)이라 할 수 있다. FCMI는 핵분열 

기체를 넘에 받출시킴으로서 완화시킬 수 있다. Fig. 12와 같이 약 75%의 

유효 도를 용하여 핵연료가 30% 자유롭게 팽윤하도록 허용하게 되면 그 이

후엔 핵분열 기체에 의한 기공들이 서로 연결되어 넘으로 방출되게 된다. 따

라서 피복 의 변형을 감소시켜 FCMI에 의한 손을 방지할 수 있다. 

Fig. 12. Peak cladding diameter increase and gas release fraction for HT-9    

        clad U-19Pu-Zr fuel of various as-built smeared densities at 12.5     

        at% burnup.

     핵연료/피복  화학  상호반응 (Fuel/Cladding Chemical Interaction, 

FCCI)은 핵연료의 안 을 확보하기 해 검증되어야 할 거동이라 할 수 있다. 

다성분계 핵연료와 피복 의 사용으로 인해 상호 확산이 일어나게 되며 용융

이 낮은 반응층이 형성되게 된다. Fig. 13은 U-Pu-Zr과 Fe를 반응시켰을 때 다

양한 반응층이 형성되는 결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핵연료의 심온도보다 낮을 

지라도 공융에 의한 용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피복 의 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Fig. 14와 같이 Pu 함량이 증가할수록 공융 온도는 더욱 감소하게 되어 

Pu이 없는 경우 725
o
C가 공융 온도이나 20%의 Pu을 첨가할 경우 약 650

o
C가 공

융 온도로 알려져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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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Interaction behavior of U-Pu-Zr and Fe.

  Fig. 14. Liquefaction temperature of interaction layer as a function of 

             Pu/(U+Pu)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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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핵연료의 과도 조건(transient condition)에서의 안  해석을 해서 

TREAT (Transient reactor test facility) 시설을 이용하여 과도 과출력 사고

(Transient overpower accident) 시험을 수행하 다. Fig. 15는 미국 Idaho 

National Laboratory에 있는 TREAT 시설을 보여 다. 과도 과출력 사고시험은 

과도 조건에서 속 핵연료 손 여유도를 결정하고, 손  핵연료의 거동  

손된 연료의 거동을 찰하기 한 것이었다. 미리 조사된 15개의 연료 을 8

동안 격히 출력을 올려 시험한 결과 약 정상 출력의 4배의 과출력에서 손

이 발생하 으며 손 발생  약 2-4%의 팽창이 일어남을 확인하 다. 

TREAT 시설은 소듐 loop를 가지고 있는 흑연 펄스 연구로 는데 1994년 가동

을 지하 다. 

Fig. 15. TREAT facility in Idaho National Laboratory.

     사고 시험의 일환으로 손된 피복  조건에서 운 하는 시험도 수행되었

다. 이는 속 핵연료가 소듐 냉각재와 양립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Run-beyond-cladding-breach(RBCB) 시험이라고 불리우는 이 실험은 Fig. 16과 

같이 피복 을 미리 얇게 연마한 후 연소하는 것으로 손된 피복 이 얼마나 

오래 견디는 지를 알아보는 시험이다. 손상된 연료 의 내압은 핵분열 기체의 

방출로 작게 유지되어 손상된 부분은 확장되지 않고 100-200일 정도 작게 유지

되었으며 핵연료가 밖으로 떨어져 나오는 상은 찰되지 않아 속 핵연료의 

안 성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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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Breach of U-19Pu-10Zr fuel cladded with HT9. 

     IFR 로그램의 일환으로 마이 악티나이드를 함유한 속핵연료의 조사 

성능 시험이 수행되었다. U-20Pu-10Zr-2.1Am-1.3Np (X501)의 목표 조성으로 

U, Pu, Zr, Np 원료와 Pu-20Am 합 을 이용하여 사출 주조로에서 1465
o
C, 고순

도 Ar  670 Pa (5 torr) 분 기로 용해한 후 1 기압의 overpressure로 석 에 

사출하 다. 최종 slug의 칫수는 4.3mm x 340 mm이었으며 화학분석 결과 약 

40% Am의 손실이 확인되어 최종 조성은 U-20Pu-10Zr-1.2Am-1.2Np이 되었다. 

1993년에서 1994년에 EBR-II에서 조사시험을 339일동안 수행한 결과 연소도는 

7.6 at.%이었다[5]. Fig. 18과 같이 조사후시험을 통해 Am의 분포를 찰한 결과 

Am이 균질하게 분포하지 않고 부분 으로 석출한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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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Am distribution in irradiated U-20Pu-10Zr-2.1Am-1.3Np (X501)

     속 핵연료 자체의 조사 성능은 매우 우수하며 특히 소듐과의 양립성과 

사고 안 성이 매우 우수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복 의 크리  변형에 의

한 손과 상호반응에 의한 공융, Am의 휘발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크리  특성이 우수하면서 핵연료와의 상호반응을 억제할 수 있는 

피복 의 개발이 필요하다. 한 Am의 휘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용해 주조 

공정의 개발이 시 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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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속핵연료심 제조공정

     미래에 지 소비증가에 따라 천연우라늄의 U-235 고갈이 상됨에 따라 천

연우라늄의 부분을 차지하는 U-238을 에 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면 미래에 수

백년 동안 원자력 발 의 에 지를 확보 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장기 으로 

안정된 원자력 발 을 이용하기 해서는 경수로에서 사용한 연료에서 남아있는 

우라늄과 연료에서 생성된 풀루토늄(Pu)을 회수하여 고속증식로(FBR)에서 재순

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원자력 연료의 재순환이 되려면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기술, 핵연료 가공기술, 고속증식로 개발이 필요하다. 속핵연료심 제조

는 핵연료 가공기술의 일환으로 건식 재처리한 우라늄, 풀루토늄  minor 

actinide(MA)를 원료로 속 핵연료심을 용해주조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1960년  EBR-I 에 이어 ANL에서 U-Fs 속연료를 사용하여 

EBR-II 운 을 시작하고, 1970년  에는 속연료의 팽윤(swelling) 해경방법

이 도출되었다. 1984년 IFR(Integral Fast Reactor)계획이 시작되었다[6].  

일본에서는 1980년  에 건식재처리기술에 한 연구가 시작되어1980년  말

에 미국과 공동연구를 시작하 고, 재 일본 력 앙연구소와 원자력연구소와 

공동으로 사출주조방법을 이용한 U-Pu-Zr 합 의 속연료심 제조연구를 진행

하고 있다[7].

제 1  속핵연료심 주조공정

     속연료심을 제조하는 방법은 용해하여 주괴를 만들고 후속공정으로 압출, 

압연 등의 공정으로 제조하는 것이 보통이나 고속로 핵연료 특성상 연료심의 기

계  강도  연신율 등이 특별하게 요구되지 않으므로 가장 경제 인 용해주조 

공정으로 연료심을 제조한다. 고속로 EBR-I에 사용할 연료는 원심주조기술을 이

용하여 제조하 고, 후속 EBR-II에서는 원격운 성이 우수한 사출주조기술을 

용하여 속 연료심을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하 다[6]. 1962년 EBR-2 최  장입

연료를 시작으로 1994년에 운 지 될 때 까지 약 30년간 모두 5 의 사출주조

장치를 제작하 고, 계로 약 17만개의 우라늄합 연료, 약 1000개의 Pu를 넣은 

3원계 합 연료 제조하 다[6]. ANL에서 사출주조기술은 이것은 1984년부터 

1995년까지 미국 Argon 국립연구소(ANL)에서 개발한 속연료 순환기술을 기본

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본 련의 건식재순환도 이 기술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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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 사출주조(Injection casting) 기술

     사출성형기술은 원래 용융온도가 낮은 라스틱 성형에 사용하는 기술로 

용융된 라스틱 용탕을 사출주조기의 피스톤으로 가압하여 주형 속으로 어 

넣어 성형하는 방법이다. 미국의 ANL에서 속 연료심을 주조하는 데 응용하

다. 용해주조로의 chamber를 가압하여 진공상태인 주형으로 용탕을 어 올려 

속연료심을 다량 주조하는 데 성공하 다. 최근에는 자동차용 알루미늄 휠을 

주조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 Fig. 3-1은 사출주조기술의 원리를 나타낸 모식도이

다[7]. 사출주조공정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1) 속연료 용탕조성의 균일성을 확

보하기 하여 진공이나 불활성 분 기에서 고주 유도가열 하고, 2) 용해주조로 

chamber를 진공으로 만든 로체상부의 주형 집합체를 하강(반 로 도가니가 상

승)하여 주형의 한쪽 끝을 용탕에 침 시킨다. 3) 불활성 가스를 주입하여 용탕

에 압력을 가하여 용탕을 주형 속으로 어 올린다. 4) 용탕 속이 응고되면 주

형을 상승(반 로 도가니 하강)시키고, 주형이 냉각된 후 해체하여 속연료 을 

얻는다.

     속 우라늄, TRU  Zr은 산화성이 매우 강하므로 용해, 주조작업이 진공

이나 불활성 분 기 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출주조로는 주조시 압력을 가하

여야 하므로 진공로체가 압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주입 가스는 속 

우라늄 용탕과 반응하지 않는 불활성기체를 사용한다.  로체 내에서 주조하므로 

로체 내에 주형 집합체가 장착되며, 불활성기체를 장하는 압력용기가 필요하

다.



- 18 -

연 료 합 금     응고. 주형상승

냉 각

주형하강. 가압. 

사출

연 료 합

  진공펌프

유도가열 
  코일

석 영 

주형관

가압 가스

냉 각 

   진공펌프

   

       

 Fig. 3-1. 사출주조의 원리를 나타낸 모식도.

  

  3.1.2 사출성형 모사코드(simulation code) 

     일본 앙 력연구소에서는 속연료 제조기술에 하여 지 까지 ANL에

서 개발한 황에 한 조사를 실시하 고, 한 ANL이 개발한 사출성형법으로 

속연료를 제조한다고 가정하고 국내에서 모의 물질을 이용한 실험을 실시함과 

동시에 사출부터 응고까지를 simulation하는 해석 code 개발을 시작하 다. 이 

코드에 물성치를 입력하여 U-Pu-Zr 합 의 사출특성을 측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사출 성형법은 자동차 휠 등의 제조방법으로 산업화되어 있고, 그 운 지원 

도구(tool)로 응고 상을 모사(simulation) 가능한 해석 코드가 이용되고 있다. 일

본 력 앙연구소에서는 이것에 착안하여 사출성형 모사코드(simulation code) 

ICAST를 개발하 다[6,7]. 이것은 ICAST-FLOW와 ICAST-HEAT의 2가지의 

module로 구성하 다. ICAST-FLOW는 로내 가압속도, 둥근 내의 유동하는 

용융연료(용탕)의 벽면 단응력  성력으로부터 용탕의 mold 내 상승속도를 

구하는 데 있다.  ICAST-HEAT는 축 칭 r-z 2차원의 유한요소법으로 연료

합 과 mold의 열( 달되는 열) 응고해석을 하는 것이다. 용융연료 상승시 

열해석은 Lagrange 법으로 해석하 고 용탕의 류는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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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ST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하여 Fe-3.4wt.%C 합 을 이용한 사출성형 모의

실험을 하 다. 그 결과의 한 로서 주형(mold) 축 방향 2 에서 mold 표면온

도를 측정한 결과를 Fig. 3-2에 표시하 다. 그림에서 실선은 ICAST에 의한 계

산결과가 측정결과와 부분 일치하고 있어 해석의 타당성을 확인하 다. 그림에 

모의연료의 심온도를 계산한 결과를 표시하 다. 이 실험에서는  주형 하단에

서 30 cm 지 에서 응고되었으나 계산의 경우에도 B-B 단면까지 용탕이 도달한 

때는 합 온도는 이미 응고온도(1200℃)에 이르러 이 주변에서 주형으로의 용탕 

충진이 지될 것이 상된다.   

온

도

측정치

A-A단면의 연료중심온도

사출속도
단위

B-B단면의 연료중심온도

응고개시온도
(1200℃)

주형표면온도
(A-A)

주형표면온도
(B-B)

ICAST 분석치

(SEC)
주형을 용탕에 침적시킨 후 경과시간

Fig. 3-2. 모의연료합 (Fe-3.7C) 사출성형실험에 한 mold                       

    표면온도측정결과와 ICAST에 의한 해석결과 

     Fig. 3-3에 성형 불량의 를 도식 으로 표시하 다. 이 모의실험 결과는 

연료심이 짧게 주조되는 경우, 주형이 막  주조되지 않는 경우, 주조된 연료  

내부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주형 손 등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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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 파손

주형

 
BLOCKING   길이부족 내부결함

응고한
연료합

수 축

연료합
금

Fig. 3-3. 사출성형법에서 성형불량의  

이상의 와 같이 어느 긴 연료심을 얻기 해서 필요한 가압속도를 계산한 결

과를 Fig. 3-4에 표시하 다. 40 cm 연료심을 얻기 해서는 0.4 kgf/㎠/sec 이

상의 가압속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필요한 사출높이

Fe-3.7C(T0=1400℃)

가압속도

U-15Pu-10Zr
 (T0=1400℃)

필요한 길이의
 연료심 제조

연
료
용
탕
응
고
될 
때

Fe-3.7C(T0=1300℃)

모의합금

길이가 부족한
 연료심 제조

주
형
하
단
에
서
의 
거
리

Fig. 3-4.  어떤 긴 연료 pin을 얻기 하여 필요한 가압속도 

             해석결과(I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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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 속연료심의 사출주조

    3.1.3.1 미국 ANL 기술

     ANL의 EBR-II 계획은 Los Alamos 연구의 EBR-I에 기반을 두었고, 

EBR-II에서 사용할 핵연료는 우라늄 fissium 합 과 스테인 스(stainless) 강 피

복 은 이 합 이 조사시험에서 한 안정성을 보여주고 용해 정련한 합 의 

조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간단하게 부분 정제하는 방법에 한 연료의 

경제성을 하여, 로에서 꺼내어 몇 주 지나지 않은 사용 후 연료를 원격으로 간

단하게 할 수 있는 연료심 제조공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ANL에서는 50년  반에 이러한 공정개발을 시작하 으나 합 의 연성한

계로 인한 냉간가공의 어려움으로 선재인발과 같은 연속 인 공정이 어렵고, 핵

임계로 인하여 취  양이 제한되므로 batch 는 반연속 공정이 요망된다. 주조 

주괴에서 연료 을 제조하는 데 압출, 압연 등 일반 인 공정을 용할 수 없었

다. EBR-I 연료는 원심주조법으로 연료심을 제조하 으나 EBR-II에 필요한 직

경이 작고, 긴 연료심 제조에 용하기 어려워, 진공 에서 도가니 의 주형 

속으로 주조하는 력주조(gravity casting), 진공 에서 용해 후 불활성 가스 

압력을 가하여 진공 주형 속으로 주조하는 사출주조(injection casting)를 생각하

게 되었다.

     EBR-II 연료심을 한 사출주조법 개발은 1956년 늦게 시작되어, 우라늄과 

합 용탕 시료는 borosilicate glass 는 silica tube에 용탕을 끌어들여 냉각하여 

표면이 매끄럽고 일정한 직경을 갖는 짧은 연료심을 제조하 다. 여러 개의 주형

을 설치한 pallet를 합 용탕 도가니 에 매달고 도가니를 올려 주형 끝이 용탕

에 침 함과 동시에 폐된 도가니에 불활성 가스로 빠르게 가압하여 용탕을 주

형으로 어 올려 연료심을 제조하 다. 1957년 반 주조의 좋은 생산성을 얻었

고 조사시험을 한 연료심들을 피복하여 비하 다. 원격 사출주조를 한 필

요한 차와 특징을 확립하기 하여 원형로(prototype fuenace)를 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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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1.1 사출주조(Injection casting)

      

     미국의 ANL은 노심장  첫 연료를 제조하는 동안에 부분의 공정변수와 

차를 확립하 다. 그 때에 FCF를 하여 개발된 원형 장치가 사용되었다. 

부분 원격조정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약간 변경하 다. 한 Vycor glass 주형

을 쇄하고, 생산한 14.22±0.03-in 긴 핀의 양 끝을 단하고, 핀 무게를 측정하

고, 단한 핀 길이를 확인하고, 핀 직경을 ±0.001 in 까지 측정하고, 기공을 검

사하기 한 장비를 고안하여 제작, 설치하여 사용하 다.

     Vycor 주형으로 연료심을 제조할 때 주형 충진이 완 하지 않고 주조품 

에 0.4-3.2 in 공간이 남아, 직경 0.144-in의 핀은 직경이 0.1475±0.001 in 이고 필

요한 연료심 길이 보다 3-4 in 긴 주형에 주조한다. 수축공을 포함하고 있는 

쪽 끝과 치수가 커지는 하부 끝은 제거해야 한다.

     흑연도가니 내부에 용한 ThO2 도형제는 흑연과 uranium-fissium 합  

용탕과 반응을 억제한다. 흑연도가니와 Vycor glass 주형을 도포하는 도형제는 

에틸알콜과 ThO2 thin slurry로 략 인 조성은 25ml의 에틸알콜에 5～10㎛ 

ThO2 분말 100g을 혼합한 것이다. Slurry가 많이 묻힌 솔을 사용하여 주형내부

를 훔쳐서(swabbing) 도포하고 주형 표면의 도포는 페인트 솔을 사용한다. 도포

된 주형은 상온에서 알콜이 천천히 날아가도록 4～6시간 건조한 후 66℃의 오

에서 건조하 다. 알곤 셀로 이동할 때까지 따듯하게 유지하 다. 재순환 공정 

마지막에 방사선 오염을 피할 수 있는 장 으로 인하여 도가니와 주형의 도형제

로 thria 신 zirconia로 교체하 다.

     사출주조에는 용해, 정련하여 제조한 재순환 사용 후 핵연료 는 

U-fissium 합  주괴와 회 사출주조에서 남은 깨진 heel 조각을 더하여 

한 무게가 되도록 장입하 다. 장입된 합 의 총 무게는 11.5～14 kg 이 고 장

입은 연료심(17-in) 무게 84g 합 과 최소 2.0kg의 heel 을 기본으로 계산하 다. 

Fe를 포함한 모든 장입재료의 허용 가능한 화학  분석은 사출주조 공정에 들어

가기 에 필요하다.

     Vycor 주형이 조립된 pallet, 빈 도가니  장입된 도가니 무게는 울을 

사용하여 알 수 있으며 사출주조 data sheet에 기록하 다. 장입된 도가니는 지

르코니아 내화벽돌 에 놓고 유압 실린더로 유도코일 아래쪽에 맞추어 놓고 유

도로 문을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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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립된 주형 pallet을 정 치에 맞추고 탄탈륨으로 피복한 침 열 를 

pallet 앙에 장착한다. 기는 pallet stand 외벽에 있는 jack에 꽂아 연결한다. 

주형을 포함하는 pallet stand는 유도로 코일 에 치한다. 침  열 의 기

연결은 pallet에서 셀 밖의 운 하는 복도에 있는 recorder로 이어져 pallet stand

가 정 치로 되면 자동 으로 완료된다. 그동안에 유도로 seal 합 이 가열되고, 

metal seal이 녹으면 bell jar가 유도로 에 자라잡고 seal이 굳는다. 주조로는 

작업을 한 비가 완료된다.  

주조 작업은 아래와 같이 여러 단계들로 이루어진다.

1. 13 Pa 이하로 주조로의 공기를 뽑고 

2. 발진기를 start 합니다.

3. 용량의 40% 비율로 유도코일을 작동하고

4. 주조온도가 도달할 때까지(침 열 는 ～1350℃, 바닦의 참조열 는 122

0℃)     recorder의 용해온도를 찰한다. 

5. 진공 V/v를 잠그고

6. 원을 켠다.

7. 유압 실린더를 작동하여 도가니를 올린다. 도가니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가압, 

냉각, 도가니 내림 등 control panel 에서 시간에 따라 조 되는 주조 cycle이 

시작된다. 진공의 주형 속으로 용탕을 어 올리기 하여 주조로가 가압되는 

동안 주형 집합체는 ～8  동안 용탕에 침 되어 유지된다. ～2  더 지난 후

에 주형 속의 속이 응고가 시작되었고, 그 시간에 도가니가 내려왔다.     

8. 주형이 ～200℃까지 냉각되면 냉각 blower를 닫아 He 냉각을 단하고, vent 

후에 굳은 seal을 녹이는 등 앞에서 언 한 조립공정에 반 로 주조로를 해체

한다.

     핵 임계 조 과 책임 있는 기록을 하여 충진된 주형, heel  빈 도가니 

무게를 측정하고 물질 balance는 계산하 다.  주조된 주형들은 stand 앙에 

쇄 spindle을 집어넣어 spade 끝을 깨고 pallet stand에서 주형을 sliding 시켜  

pallet stand에서 해체하 다. 그때 주형은 핀 공정작업으로 이동이나 임시 장을 

한 공  bucket자리에 놓인다. Heel은 작은 조각으로 깨어져 장되고 흑연 도

가니는 버린다. 주형 pallet은 원격으로 해체하여 버린다.



- 24 -

    3.1.3.1.2 주형 쇄, 단, 검사

     Vycor tube에 사출 주조한 주형은 롤 쇄기로 제거하 다. 롤 쇄기는 

이드 사이에 주형이 통과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긴 더블 이드 형태

로 blade는 공압(pneumatic)으로 작동한다. 주조한 연료심은 수축공을 포함하고 

있는 상부와 직경이 커진 하부는 단기(shearing)로 단되고, 무게와 길이는 

differential transformer를 사용하여 결정하고, 링 형태의 공기 gauge는 핀 체 

길이에 한 직경을 측정하여 컴뮤터를 이용하여 평균 직경을 계산한다. 기공  

수축공 등 연료심의 내부결함은 eddy-current 장비로 평가하 다.  

     핵물질에 한 물질 리를 하고, 검사에서 불합격한 연료심과 shearing 하

여 단한 연료심 자투리는 용해공정으로 재순환한다. 사출주조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scarp glass)는 폐기물 용기에 담아 ICPP(Idaho Chemical Processing 

Plant)로 이동하여 처리한다.  

    3.1.3.1.3 연료심 실증

     미국 ANL에서 고안하여 실행하는 IFR 연료는 Blanket 연료로 U-Zr합 , 

Drive 연료로 U-Pu-Zr 3원계 합 을 이용하고, 피복 으로 ferrite계 stainless 

강인 HT-9을 사용한 reference 연료(Mark-V)  austenite 계 stainless 강인 

D-9(개량 STS316에 상당)을 사용한 Back-up 연료(Mark-VA)가 있다. 기 조

사시험용으로 제작한 U-Pu-Zr 3원계 연료의 분석결과와 연료규격을 Table 

3-1[7]에 나타내었다. 연료성분 원소 조성은 연료 체로 볼 때 규격을 만족하는 

균일성을 얻었다. 아메리슘(Am), 넵티늄(Np)을 함유한 변환처리용 시험연료도 

이 장치로 제조하 다. 이 연료제조시험에 있어서 약 40% 정도의 아메리슘이 없

어졌으며(loss) 이러한 주요 원인은 원료 아메리슘의 순도와 장입방법에 문제가 

있었다고 이해된다. 더욱이 EBR-2 연료 길이는 실용로 연료의 약1/3(약32 cm)

이어서 긴 연료의 조사 자료(data)를 얻는 것이 필요하 다. 지 의 짧은 연료 

slug를 3개 사용하여 FFTF(고속 성자속로)의 연료 길이를 조정하여 조사한 결

과는 연료는 손되었으나, 18% 연소도를 달성하여 긴 연료 노심에도 사출성형

기술로 연료를 공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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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IFR Lead 연료 화학분석 결과의 (상)와 MK-V 연료조성(하)

                                                   (단 : wt.%)

조성 시료 치 U-10Zr U-8Pu-10Zr U-19Pu-10Zr

Uranium

상

하

체

89.80

89.60

89.80

89.70

82.10

82.10

82.40

82.20

71.60

71.30

71.30

71.40

Plutonium

상

하

체

0

0

0

0

7.84

7.93

7.68

7.82

18.92

19.13

18.90

18.99

Zirconium

상

하

체

10.10

10.10

10.20

10.10

10.10

10.00

9.90

10.00

10.00

9.90

10.20

10.10

도(g/cc) 15.7636 15.7736 15.7469

Mass balance 99.99±0.49 100.01±0.43 100.44±0.38

 U, Pu, Zr 조성

원소 원소비 (wt.%)

U    70.0+1.0/-1.5 (avg.) : ±1.5 (상, 중, 하)

Pu    20.0±1.0 (avg.) : ±1.5 (상, 중, 하)

Zr    10.0±1.0 (avg.) : ±1.5 (상, 중, 하)

U+Pu+Zr    100.0+1.0/-1.5 (avg.) 

사출주조 연료심 498개의 결과를 Table 3-2에 요약하 다. 역시 얼마간의 부가

 통계 값이 제공된다. 이러한 작업들은 연료합  2,720 kg을 원격으로 작업하

여 50,000개의 주형을 사용하여 사출주조하고, 그  37,000개 정도의 건 한 연

료심을 생산할 수 있었다. 70% 은 농축 인고트를 사용한 일부를 제외하고 주

형이 쇄되고 단하기  연료심의 무게는 장입량의 2/3에 매우 근 한다. 실

패한 작업은 몇 번 되지 않으며 특히 공정상의 실패보다 후반부에 조성이 벗어

나 사출주조 로 인하여 용탕 모두를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많았다. 시작

기에 사출주조-양끝 단 연료심의 합격되는 것이 오히려 약 80%-90% 이었

다. 때때로 불량률이 많을 때도 있었으나 이러한 원인은 원칙 으로 주조로 작업

의 다양성에서 기인하는 것 같다. 결국 공정작업은 매우 성공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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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of Run

Serial Identification

Staetuo Testing

(Unirradiated 

Fuel)

Irradiated Fuel Alloy
Preparation of 

New Fuel Sum of 

All Runs

Mark-I Mark-IA
Special 

Group

021-029 210-225
3001-304

8

4001-435

5
301-303 401-460 700-708

 Number of runs in group

 Total mass charged (kg)

 Average charge mass

   (kg)

 Total mass of castings   

   (kg)

 Average mass of 

castings 

  (kg)

 Average ％ of charge 

cast

 Number of runs 

  processible

 Number of runs rejected

 Operating failures

 Number of molds used

 Pin demolded and 

  processed

 Acceptable processed 

pins

 % of processed pins 

  accepted

8

76.3

9.45

53.0

6.6

69

8

0

-

711

554

374

68

16

171.7

10.73

120.8

7.55

70

15

0

-

1528

1432

808

56

48

568.6

11.85

392.7

8.18

69

48

0

-

4995

4819

2869

60

354

4277.0

12.05

2852.2

8.06

67

317

29

9

35018

34258

27129

79 a

3

31.4

10.45

20.7

6.89

66

3

0

-

259

245

326

96

60

726.7

12.11

497.1

8.28

68

59

1

-

6116

5972

5084

84

9

77.7

8.63

45.1

5.01

58

9

0

1

668

484

414

86

498

5918.5

11.88

3981.5

8.01

67

458

30

10

49295

47764

36964

77 a

Table. 3.2.  사출주조 공정 요약[6]

a : Si과 Fe 함량이 규격보다 높아 총 2752개의 연료심이 불합격되었다. 이러한 

용해주조를 제외한다면 4001-4355 그룹의 합격률이 87%가 되며, 총 용해주

조 수로 보면 82%가 된다. 

    3.1.3.2 일본 력 앙연구소  원자력연구소 기술

     일본에서는 사출주조공정이 간단하고 조 하여 속연료심을 제조하는 데 

경제 으로 유리한 기술로 단하여 공학  크기로(engineering scale)로 사출주

조 장치를 설계, 제작하 다. U-10Zr 합 을 사용한  모의 연료심의 제조실험을 

통하여 공정변수를 확립하고 연료심의 성분이 균일하고 치수 정 도가 우수한 

모의 속연료심을 제조하 다[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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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2.1 재료, 도가니  주형

     우라늄은 작은 덩어리, chip 등 다양한 형태를 사용하 고, Zr은 상업 으로 

매되는 직경 1.5 mm의 Zr wire를 사용하 다. Zr 재료의 표면 이 크면 우라

늄 용탕에 빠르게 녹는다. 흑연 도가니에 재료를 장입할 때 우라늄과 Zr을 교

로 장입하면, 즉 상하에 우라늄 속을 장입하고 Zr은 그 사이에 장입, 우라늄 

용탕에 Zr이 효과 으로 용해된다.

     흑연 도가니 도형제는 이트륨 산화물 slurry로, 상업 인 ZYP type Y, 약 

373K로 가열된 도가니 내부 표면에 도포 하 다. 약 373K로 도가니를 가열한 후 

도형제를 도포하면  도형제를 치 하게(dense) 하고 도가니 벽에 도형제 착력

을 좋게 한다.

     재료를 용해하기 에 chamber를 진공상태로 하고 도가니를 773K로 가열

하여 1시간 유지하면서 도가니  도형제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뽑아낸다. 몰드는 

직경 ID6/OD8 mm, 길이 500mm으로 상업 으로 매되는 고순도 silica glass로 

제작한다. 용탕과 몰드의 반응을 방지하기 하여 몰드 내면은 에틸알콜과 Zr 산

화물 분말(1㎛)을 혼합한 도형제로 도포한다.

     3.1.3.2.2 용해 주조

     우라늄, TRU  Zr은 산화성 강하기 때문에 용해하는 동안 산소의 leak을 

방지하기 하여 고순도 Ar 가스를 흘리면서 모든 합 화 작업을 수행하고 사출

주조 바로 에는 용해로 chamber를 진공분 기로 만든 다음 주형 집합체를 용

탕에 침 시키고 용해로 chamber를 가압하여 용탕을 어 올려 주조한다. 

     773K에서 가스제거(out gassing)작업이 완료되면 도가니를 우라늄 속의 

용융온도까지 가열하여 재료들을 용해한다. 가끔 우라늄 속에 함유되어 있는 

수소가스의 발생으로 인하여 우라늄 용탕에서 가스가 나오는 것(bubbling)이 

찰된다. 도가니에서 재료가 용해되는 것을 보면 먼  우라늄 조각이 용융되고, 

차로 Zr 조각이 우라늄 용탕에 용해된다. 이때 Zr의 빠른 용해를 하여 우라

늄 용탕 표면으로 Zr이 떠오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요하다. 우라늄과 Zr의 합

화가 완료되면 도가니 온도를 U-10Zr 합 의 액상선 온도보다 150～200K 높

은 온도에 해당되는 약 1823K 합 화 온도까지 가열한다.   

     사출주조 에 원을 100%에서 0로 격하게 변화시킨다. 이러한 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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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변화는 합 용탕의 자기  혼합(electromagnetic agitation)이 일어나게 하

여 합 용탕을 균질하게 한다. 이 반복 인 유도 가열작업은 기계  혼합장치를 

필요하지 않게 한다.

     합 화 공정 다음에 1Pa 까지 진공 분 기를 만들고 주조는 자동으로 수행

한다. 이 장치는 몰드 하강과 열, 몰드의 용탕 침 (dipping), 가압에 의한 사

출, 용탕 안에서 몰드 유지, 몰드 상승 작업을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각

각의 조건을 최 화 한다.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하여 연료재료의 가열 시작부터 시험 끝까지 형 인 

시간-온도 계를 Fig. 3-5에 나타내었다. Fig. 3-5의 온도-시간 그래 에서 보

면 1040℃ 근처에서 우라늄이 용융되는 것을 확실하게 찰할 수 있으며, Zr 이 

용융되어 우라늄과 합 화되는 혼합과정이 약 30분 정도 소요된다. 합 용탕의 

자기  혼합을 한 원 입력차단을 2회 시행하고 원을 완  차단한 다음 

1400℃를 약간 상회하는 용탕온도에서 사출주조를 한다.

     사출주조에서 몰드 집합체가 합 용탕 속으로 하강하고 고압탱크에서 Ar 

가스가 자 밸 를 통하여 챔버로 유입되고, 가압속도는 0.18 MPa/s (1.836 kg/

㎠) 정도이다. 사출주조 후 수 십  동안 몰드를 그 로 유지하여 사출 주조된 

몰드 내부 U-Zr 합 이 완 히 응고되도록 한다.



- 29 -

    Fig. 3-5 Typical Time-Temperature    

             Relationship.

    3.1.3.2.3 연료심의 품질향상

     품질기 의 목표는 Table 3-3과 같이 EBR-II 연료기 으로 정하 다. Zr을 

10% 첨가해야하는 이유  하나는 U-10Zr과 U-Pu-10Zr 합 연료에서 고상선 

온도를 높게 유지하기 해서다. 모든 불순물이 우라늄 보다 Zr과 강한 친화력이 

있으므로 총 불순물은 2000ppm 이하로 조 되어야 한다.



- 30 -

          Table. 3.3. 연료심 품질 규격 

    

Quality Targets

 Impurity(O,C,N,Si)  O+C+N+Si≤2000ppm

 Zr content  10±1wt.%

 Density  15.5~16.3g/㎤

 Length  400mm or more

 Appearance  Smooth and no hot tear

     몰드를 쇄하는 주형 쇄(demolding) 공정 다음에 체 인 도측정을 

하여 연료심은 400mm 길이로 단한다. 측정 후에 Fig. 3-6에서와 같이 3개의 

작은 시편(약 15mm 각각)을 만들어 화학분석을 하 다. 

Fig. 3-6 Sampling for analysis.

     Fig. 3-7은 몰드 집합체(72몰드)이다. 일부 시험에서는 몰드가 냉각되는 동

안에 몰드 상부가 손되어 수개의 몰드가 몰드 집합체 걸이에서 떨어지는 상

이 일어났다. 이러한 문제 은 몰드 상부를 수정 제작하여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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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 Appearence of Molds after casting

o 불순물

  시편의 심부의 화학분석 결과는 총 불순물 규격(2000 ppm 이하)을 만족하

다. 6번의 실험에서 실제 불순물 성분 합은 340～1830 ppm 이었다. 이러한 결

과는 Fig. 3-5의 공정조건이 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o Zr 함량

  실험과정에서 51개의 시편 에서 38개 시편의 Zr 함량이 규격을 만족하 으

며, 최근 실험한 시편의 Zr 함량은 목표치 9.25～9.75wt% 범 를 만족시켰다. 

Zr 함량(균질화)의 변동 범 가 향상에 합 화 공정이 기여하는 것으로 단된

다.

o 도

  연료심의 상부 시편  28개, 간과 하부 시편 부가 규격을 만족하며 단지 

8개의 시편이 규격을 벗어났다. 도 규격을 벗어난 이유는 우라늄 보다 가벼

운 Zr의 함량이 과다하기 때문이다.

o 길이

  112개의 연료심 에 108개가 규격을 만족하 고 특히 최근실험에서는 64개의 

연료심 에 63개가 450mm이상이고 1개가 400mm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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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연료심 외

  모든 연료심이 길이도 규격을 만족하고, 표면도 미려하고 열간 균열(hot tear)

도 없었다.

o 연료심의 미세구조

  Fig. 3-8은 학 미경으로 찰한 연료심의 형 인 조직사진이다. 작은 Zr 

rich 상이 U-Zr 합  기지에 분산되어 있다. 이 조직에서 다른 특징은 찾아볼 

수 없었다.

  Fig. 3-8  Typical Optical microscopy of  

            Slug(x50)

o 실험에서의 물질 보존(material balance)

  각각의 실험에서 물질을 핵물질 계량을 하여 측정하 다. 6번의 실험에서 물

질손실은 우라늄의 0.1%보다 은 양이었다.

o 험 측면의 물질

  공기 에서 연료심의 발화와 부산물 생성 경험은 없었으며 모든 물질은 용해 

후에 안 하게 취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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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학 규모의 사출주조 장치는 성공 으로 제작되어 작은 공간에 설치되었

고, 장치가 작고 경제 (compactness)임을 보여주었다. 한 건 한 연료심 제조

를 한 도가니와 몰드의 도형제 도포공정을 확립하 다. 이와 같은 실험을 통하

여 불순물, Zr 함량, 도  길이와 같은 연료심 품질을 측할 수 있었으며 우

라늄 손실을 0.1% 이하로 물질 계량 리를 하 다. 상업 으로 연료심을 제조하

려면 연료제조공정이 자동화와 원격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3.1.4 연료심 제조공정에 한 맺음 말

     우라늄 합 은 제조 총 개수 17만개 이상 실험을 하 다.  본격 인 풀루

토늄이 들어간 IFR 연료(U-Pu-Zr 합 )의 제조실험은 약 1000개 정도(800개 조

사)이고, 실용연료에서 필요한 긴 연료의 조사건 성도 확인하 다. U-Pu-Zr 합

연료 실 은 우라늄 연료정도는 아니나 제조상 특별히 곤란한 문제는 없기 때

문에 우라늄합  연료의 실 과 더불어 실용성이 충분해 보인다. 

     실용시설에 불가결한 유지 보수에 해서는 완  원격운 이 이루어지는 

기기의 보수성과 높은 가동율을 실증하 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단한다. 

기기는 각각 독립되어 있고 배  등으로 결합되지 않도록 하여 장치의 증설과 

개량이 편리하게 한다. System이 간단하고 더구나 고가의 재료가 불필요하므로 

장치 제작 단가(cost)가 싸고 필요한 면 도 작게 되어 경제성이 우수하다고 생

각된다.

     한편 Process 체에서 회수 불가능한 풀루토늄 손실(loss)를 1%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재순환(recycle)기술의 기본조건이라 생각된다. 행 주형(mold) 

폐기물과 스크랩(dross)에 풀루토늄이 함유되어 손실이 정도이상으로 크다. 

실용화에 비하여 남은 문제로서

1) 도가니 내구성 향상

2) 새로운 mold 재료 개발

3) Dross 감

4) Mold 폐기물  Dross에서 Pu 회수 기술개발

5) System 자동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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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용해주조 공정장치

     높은 Gamma 방사선 환경에서 원격조정은 장치 제작에 한계가 있다. 부

분의 FCF 장비에서 보듯이 주조 로와 검사장비의 원격조정과 유지보수 문제를 

설계의 간략화와 독립  설치로 해결하 다. 일반 인 원리를 사용하는 에 

도는 이동하는데 사용하고 독립 으로 장비는 치우기 쉽고 manipulator나 크 인

으로 이동 가능한 구조물로 유지하 다[6].  

     원형 주조 로와 핀 공정(processing) 장비는 ANL의 mock-up cell에 설치

하여, reactor에 실제 첫 로심 장 을 하여 10,000개 이상의 농축 U-fissium 합

 핀 제조는 물론 첫 노심 연료를 장 하기 에 EBR-II 시험을 하여 2000개 

이상의 천연 U-fissum 합  연료 핀을 비하는데 사용하 다. Mock-up 지역은 

연료 핀 피복을 한 장비의 개발과 시험  완료된 element 검사에 사용하 다.

     주형은 롤 쇄기로 제거하 다. 롤 쇄기는 이드 사이에 주형이 통과

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긴 더블 이드 형태로 핫셀 작업에 매우 편리하

다. 주조한 핀은 길이로 단되고, 무게와 길이는 differential transformer를 사용

하여 결정하고, 링 형태의 공기 gauge는 핀 체 길이의 직경을 측정하고, 내부 

기공은 eddy-current 장비로 평가하 다.     

     이러한 노력 결과 FCF(Fuel Cycle Facility)에서 사용할 장비의 설계를 

하여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 상세한 설계와 규격(spec.) 비는 1960년 후반에 

이루어졌으며 실질 으로 1961년 완료되었다. 부속장치를 포함한 2개의 사출 주

조로 받아 1962년 에 설치하 다. 주조로의 시험과 작동 훈련은 다음해에 이루

어졌고, 1963년 9월에 우라늄을 첫 주조하 다. 

     핀 공정 장비는 1962년 10월 받아서 시험, 수리  훈련한 다음에 1963년 

늦게 공정에 사용하 다. 이를 복제한 장치들을(duplicate system) 알곤 cell 

window 5, 7에 설치하 다. 용해정련한 사용후 핵연료를 시용한 연료 핀의 생산

은 1964년 10월 시작하여 연료 재순환 작업이 1969년 1월 단될 때까지 성공

으로 계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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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 Injection casting 장치 

     미국의 ANL의 사출 주조로에서 사용한 도가니는 흑연 도가니로 외부 직경

이 6.75 in, 6 in, 높이가 5.75 in, 깊이가 3.5 in 인 원통형이다(Fig. 3-9). 흑연은 

가공성이 좋고 열 쇼크 항이 좋으며 열 도도가 높으나 용해된 우라늄에 녹으

므로 용해작업 에 탄소의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도형제를 도가니에 도포하여

야 한다. 

     도형제는 325 mesh 보다 미세한 토리아와 지르코니아 분말을 95 : 5의 비

율로 혼합한 다음 혼합 분말 2g에 물 1 ml을 혼합하여 10-20 mils(0.25-0.5mm) 

두께로 스 이 도포한다. 이러한 도형제는 용탕으로 흑연이 침투하는 것을 방

지하고, 스컬(skull)제거  도가니 청소가 편리하며 한 도가니 외부에에도 도

포하면 열손실을 일 수 있다. 도가니는 환기시설과 물-커튼이 설치된 spray 

booth에서 도형제를 스 이 도포하여 건조한 후 160℃의 건조로에 장 보

한다.

     FCF에서 사용한 사출주조로의 설계는 많은 생각을 하여 개발한 노력의 완

성품이다. 단지 약간 수정을 하여 2개의 주조로가 알곤 셀의 창문 8에 설치되어 

약 44000개의 연료심을 성공 으로 주조하 다 셀안의 주조로 주요부품 모두 

력으로 유지되고, 평상시 작동에서 manipulator로 이동하는 품목들을 보호하기 

하여 볼트나 잠 장치를 하지 않았다. 주조로 부품의 이동은 리  럭을 부착 

설치하여 사용하 다. 

     용탕의 온도는 열 를 침 하여 측정하 고, 한 도가니 바닦에 하

여 측정하 다. 10,000 Hz 모타 발진기를 셀 밖에 설치하여 유도가열 장치에 

력을 공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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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  Injection casting furnace

     Fig. 3-10은 기의 사출 주조로를 운 한 경험을 반 하여 수정 개조하여 

1980년 에 FCF에 설치한 사출 주조로이다. 기의 사출 주조로와 달리 도가니

가 상승/하강하는 신에 주형 집합체인 pallet이 하강/상승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가니에 원료를 장입한 뒤 도가니를 주조로 안에 장착하거나 사출 주조 후 연

료심 해체, 도가니 해체 등 모든 작업을 주조로 상부를 통하여 수행하기 때문에 

작업에 어려운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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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0. Modified injection casting     

          furnace

     Fig. 3-11은 일본 CRIEPI에서 설계 제작하여 실험에 사용하는 사출 주조로

이다[8,9]. 사출 주조시 가압을 하여 압력가스 장탱크가 연결되어 있다. 장치

의 용량은 U-10Zr 합  20 kg/batch 이다. 핵분열성 물질의 최  용량은 핵 임

계(critical mass, 약 35 kg)에 의하여 제한되는 되는데, U-10Zr 합 의 20kg 장

입용량은 생산을 한 기술개발  시 에 충분한 용량이라고 생각한다.

      U-10Zr 합 의 용해는 주  유도장치(3k Hz, max. power 30 kW)를 이

용하 고, 이 장치는 흑연도가니와 우라늄 속의 두 가지를 효과 으로 가열할 

수 있다. 도가니의 최  설계온도는 1873K로 하 고 합 용탕 온도는 직  측정

하는 신에 도가니 외측 하부에 보호 속에 넣은 열 를 부착하여 측정하

다[11]. 

     Chamber는 이 구조로 수냉을 하여 표면 온도를 60℃를 유지되도록 하

다. 원을 포함한 모든 부품, 즉 Ar 가스 가압 탱크, 유도로를 포함한 chamber, 

진공 system  control panel은 3.5×3.5×3.5 m의 공간에 설치하 다. 

     CRIEPI에서도 각 용량이 다른 4 의 사출 주조로를 설치하여 실험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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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blanket과 core 의 batch 용량이 다르고 특히 Pu 등을 취 하는 연료심 

용해시에는 핵 임계로 인하여 장입량을  4.5kg/batch 로 제한하고 있다. 

Fig. 3-11 An appearance of the injetion casting   

          apparatus.

  3.2.2 가스 순환장치

     진공 냉각 가스장치도 sub 셀 구역에 설치하 다. 각 주조 로에는 30 

ft3/min mechanical 진공 펌 를 설치하 고, 헬륨 가스 가압 냉각 장치는 75 

tf3/min, 체가 독립된 터보순환 장치,  가스-가스 직  열 교환장치, 주조로를 

가압하기 한 충분한 불활성기체를 공 하는 가스 축  탱크로 이루어진 재순

환 형식이다. Fig. 3-12는 도식 인 가스장치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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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 Injection casting vacuum and gas circulation       

           system.

  3.2.3  Heel 쇄기와 울

 

     주형 집합체 하부 끝과 도가니 바닦 사이에는 일정한 간극이 있어 사출주

조를 후 도가니 바닦에는 항상 힐(heel)이 남게 된다. 이 힐을 재 용해할 때 도가

니 장입에 편리하게 작은 조각으로 쇄하는 장치가 힐 쇄장치이다(Fig.3-13). 

힐 쇄기는 스틸로 제작된 단단한 원통형으로 상부에 충격 공이 뭉치가 장착되

고 하부에 도가니 힐을 놓고, 충격 공이 뭉치를 낙하시켜 힐을 쇄하는 장치이

다. 용량 제어 등 무게 측정이 필요한 공정에  원격으로 무게를 읽을 수 있는 

울을 사용하 다. 측정범 는 0-20,000g 이고 정 도는 0.01% 인 울을 사용하

다. 2개의 스텝핑 모터를 이용하여 서로 동시에 작동되고 히 연 되어 직

 무게를 g 단 로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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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  The injection casting crucible heel    

            under heel breaker.

  3.2.4  주형 쇄기

     연료심 공정에는 여러 공정 단계가 있다. 첫 단계 공정은 Vycor glass 주형

을 쇄하는 것이다. Fig. 3-14는 주형 쇄 장치이다. 사출 주조한 연료심 주형 

한 개가 주형의 직경보다 약간 작게 조정된 2개의 평행한 단단한 바 사이로 굴

러 들어가면 공압으로 작동되는 평평한 이드가 주형을 바 사이로 압착하여 

glass를 쇄한다. 쇄된 glass 조각과 연료 스크랩은 한곳으로 모아지고 주형

이 쇄된 연료심은 주형 쇄기 앞으로 굴러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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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  The casting demolding device.

  3.2.5  연료심 단  검사 장치

     연료심 단장치와 검사장치는 4개의 기능이 독립된 워크스테이션이 설치

된 계단식 형태의 임에 장착되어 있다. 4개의 주요 워크 스테이션은 주형

쇄 장치, 길이와 무게를 측정하는 장치, 직경과 결함을 검사하는 장치, 합격/불합

격을 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Fig. 3-15는 연료심 공정 장치를 분해하여 보여  

것이다.   주형 쇄 다음 공정은 연료심의 단이다. 연료심을 2조로 이루어진 

단 블록 사이의 V 홈에 놓고 고정시키고 공압으로 작동하여 연료심의 양끝을 

동시에 원하는 길이로 단 단한다.  단한 양끝 자투리는 재순환을 하여 

모아둔다. 각 쉐어링 단블록은 1000-1500개 연료심을 단할 수 있고, 치고

정 블록은 4000-6000개의 연료심을 처리할 수 있다.

     길이는 공압으로 작동하는 램(ram)으로 길이측정 변환기(transducer)로 측

정한다. 자료 장 장치에 기 신호를 달하는 내방사선의 미세한 훠머

(former)의 움직임으로 무게를 측정한다. 무게를 측정한 연료심은 길이방향으로 

이동하여 공으로 작동되는 직경 게이지와 eddy current 검출기를 통과하며 직경

과 결함을 검사한다. 길이, 무게, 직경, 내부결함 등의 자료를 데이터 쎄싱을 

통하여  합격 는 불합격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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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   The fuel pin processing machine.

제 3  시편  모의 연료심 제조

  3.3.1 시편 용해 제조

     SFR(Sodium-cooled Fast Reactor) 핵연료로서 1980년 부터 U-Zr-Pu 합

계가 속핵연료로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MA(: minor actinide) 함유 속

핵연료는 재 우리나라에서 생산이나 취 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MA 체물질인 희토류 속(RE : rare earth) 인 Ce이나 Nd을 이용하여 U-Zr 

합 에 제3의 합 원소를 첨가하여, 합 원소의 첨가에 따른 U-Zr 합 의 미세

조직  합 상의 변화 등을 조사하 다. 한, 속핵연료심 제조 기본기술 확

보를 하여  속연료심 용해주조로 설계  제작에 앞서 속핵연료심 제조공

정 변수 연구  확립, 속핵연료심 제조  물성 시험을 한 시편을 제조하여 

용해 주조 기술 습득을 실시하 다. 시편 성분 조성은 U-10Zr 2원계 합 , 

U-10Zr-2/4/6Ce   U-10Zr-2/4/6Nd의 3원계 합 과 U-10Zr-1.2Ce-3.6Nd 4원

계 합  조성을 선정하 다. 우라늄과 합  합성을 평가하기 하여 기존 우라

늄 용해 시설과 장비를 이용해서 2원계, 3원계, 4원계 합  12종을 시험 제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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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때 사용한 원료는 미국에서 수입된 천연 우라늄(natural uranium; NU) 

덩어리이며 Zr, Nd, Ce은 각각 Johnson Matthey사 제품으로 시약  이었다. 

Fig. 3-16은 시편을 제조하기 한 지르코니아 튜 와 우라늄 속, 지르코늄 

Lump 사진으로서 원료 장입은 지르코늄 산화물 튜 형 도가니(지름 10～25mm, 

길이 50～150mm)를 이용하 다. 합 원소 장입은 하부에 합 원소를 상부에 우

라늄 덩어리를 층하 고, 용해 온도는 2원계 U-10Zr 성분조성을 기본 온도로 

설정 한 후 첨가 원소조성에 따라 고주  진공유도로에서 1400℃～1500℃, 약 

1.0×10
-3
torr에서 10분간 유지한 후 상온까지 노냉하 다. 

       

Fig. 3-16.  ZrO2 Tube, U-Metal and Zr Lump

     

     Fig. 3-17은 3원계  4원계 시편 모두 튜  속에 속 원소를 장입한 형태

와 고주  유도코일 용해로에서 용해 비  용해 후 노냉을 실시하여 시제조

된 ingot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Fig. 3-18은 제조한 시편을 열 물성, 미세구조, 

화학분석, 결정구조 등의 찰  측정하기 하여 기계 가공을 실시한 시편 사

진이다. MA 체물질인 네오듐 합 은 제조  가공 후 기  장시간 노출 

시 산화 진행속도가 세륨보다 빠르고, 시편의 형태가 분말처럼 분해가 발생하

다. 이러한 결과로 차후 시편 제조  용해 주조 시 값진 기술 축 을 이룬 것으

로 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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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7.  Casting Preparation and Sample Ingots

      

           

Fig. 3-18.  Rods and Disk Sample 

  3.3.2 미세구조 찰

노냉을 시킨 일반 인 용해방법으로 제조된 U-10Zr 연료심에 해 도, 

XRD, 화학분석  미세조직 찰을 실시하 다. Fig. 3-19와 같이 SEM 찰을 

통해 결함이 없는 미세조직을 확인하 다. 배율 찰을 통해서는 Zr-rich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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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하 으며 고배율 찰을 통해 U-Zr 합 에서 

형 인 α 우라늄과 δ 상(UZr2)로 구성된 미세 라멜라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19.  U-Zr and U-Zr-X(=Ce,Nd) Alloys Microstructure

     

  3.3.3 력주조 모의 연료심 제조

력주조를 이용하여 연료심을 제조하기 한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기존 연

구원 보유 장치를 이용하여 U-10Zr 조성으로 주조하 다. 도가니로 라즈마 코

된 흑연도가니를 사용하고 Pouring Bracket, Distributer, Stopper, Mold를 흑

연으로 가공하 다. 흑연 Mold 내부에 내경 7mm, 길이 500mm의 석 을 입

하여 1.0×10
-3
torr 진공에서 1600℃까지 승온 후 용탕을 하주 력방식으로 지름 

6.5mm, 길이 485mm 을 주조하 다(Fig. 3-20).

Fig. 3-20. 력주조 U-Zr 연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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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신 속핵연료 제조기술 

제 1  속 barrier 주형에 속핵연료심 주조

     감압주조에 의한 U-Zr 합 계 핵연료심 제조는 주조후 상당히 많은 석  

주형이 방사성 폐기물로 잔존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ANL에서

는 1990년 에 석  주형 신에 wall thickness 0.2mm인 Zr sheath에 U-Zr 

합 을 주조하여 원자로에서 노내 조사시험을 수행하 다.  석  주형 신에 

Zr sheath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① 주조 에 핵연료심이 Zr sheath과 반응

하는 경우에도 핵연료심의 Zr 함량이 증가하여 우라늄합 의 고상선온도가 증가

하며, ② FCCI(Fuel Cladding Chemical Interaction) 항성이 증가하며, ③ 방사

성 폐기물이 다량 발생하는 석  주형의 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조 

에 Zr sheath가 핵연료심과 반응하여 혼입될 수 있기 때문에, Zr 함량은 

10wt.%에서 3wt.%로 조정하여  속핵연료심을 제조하 다.  

     Table. 4.1. Zr-sheath 조사실험을 한 공칭설계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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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2. Zr-sheath  표  주조 핵연료 의 축방향 팽윤 결과 요약

     Zr sheath 핵연료심에서 길이방향으로 crack이 형성되었는데(Fig. 4-1), 이

와 같은 opening으로 핵분열 생성기체가 다량 방출되어 핵분열 생성기체 분율은 

Zr sheath 핵연료 이 석  주조 핵연료  보다 이원계 합 은 3%, 삼원계 합

은 7% 가량 높았다(표 4.2~4.3).   Zr-sheathed U-3wt.%Zr 핵연료심을 원자로

에서 조사시험을 수행한 결과(표 4.1), 연소도 2at.%에서 축방향 평균 길이증가율

이 1.5%로서 석  주형 주조 U-10wt.%Zr 핵연료심의 8.1%에 비해 6.6% 감

되었다(표 4.2~4.3). 삼원계합 인 Zr-sheathed U-19wt.%Pu-10wt.%Zr 핵연료심

은 축방향 평균 길이증가율이 1.2%로서 석  주형 주조 

U-20.5wt.%Pu-3wt.%Zr 핵연료심의 4.9%에 비해 3.7% 감되었다.  삼원계 핵

연료심이나 고함량의 Pu 합 에서는 축방향 팽윤이 제한되는 이유는 핵연료심에

서 세 개의 미세조직 역이 형성되어 높은 직경방향 팽윤이 일어나서 핵연료심

과 피복 이 빨리 해서 축방향 팽윤을 구속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U-Zr 합  핵연료심을 Zr sheath에 주조하는 경우에 주요한 이

은 ① 석  주형이 필요없으며, ② 변형율 2% 이하의 낮은 연소도에서 축방

향 팽윤이 감소하며, ③ Zr 뿐만 아니라, V, Ti 등 FCCI 항성이 우수한 재료

를 속 sheath로 사용하는 경우에 FCCI 항 barrier로 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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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1. (a) X/L=0.75 근처에 있는 Zr-sheath U-3Zr 핵연료 의 횡단면 사진, 

          (b) X/L=0.75 근처에 있는 Zr-sheath U-20.5Pu-3Zr 핵연료 의 횡단  

             면 사진.  

  

 Table. 4.3. Zr-sheath  표  주조 핵연료 의 핵분열생성기체 방출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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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원심분무를 이용한 입자형 속핵연료 제조

     U-Zr  U-Zr-Pu 합  등과 같은 속핵연료는 SFR(ABR)용 핵연료로서 

사용된다.  U-Zr  U-Zr-Pu 속핵연료는 핵연료 외주부에서는 층상조직

(laminar structure)을 이루고 있어서 경계 계면(phase boundary)을 통해 핵분열 

생성기체가 쉽게 plenum으로 방출된다.  속핵연료 내는 핵분열생성기체로 고

압으로 충 되어 있으나, 피복 이 고온 기계  강도로 건 성을 확보하면서 

손되는 것을 사 에 방지한다.  속핵연료심은 기존의 방법으로는 사출주조법으

로 직경 4~7mm의 rod 형태로 제조된다.  사출주조법에 의한 속연료심 제조는 

도가니에 용해되어있는 우라늄합  용탕을 가압하여 석  주형에 주입시켜서 

히 응고시킨 다음, 석 주형을 손, 해체하여 연료심을 회수한다.  핵연료

심으로부터 분리, 해체된 다량의 석 은 주조공정에서 다량 발생하며 방사성 

폐기물로 취 되어 폐기 처리된다. 

     한 우라늄합  용탕이 도가니로부터 석 주형으로 흡입되고 남은 잔탕

이 도가니에서 응고되어 다량의 heel이 발생된다.  감압주조 동안 주형으로의 용

탕 주입과정과 도가니와 주형의 분리과정에서 형태나 치수에 있어서 불량 는 

불건 성으로 인해 속핵연료심 불합격 부분이 다량 발생하여 장입량 비 품

질검사 합격 수율이 50% 에 불과한 실정이다.  감압주조방법으로 주조시 석

주형 내부는 진공상태를 만들어서, 감압주조로는 가압을 하여, 즉 석 주형 

외부와 압력 차이가 발생하도록 하여 그 압력차이 만큼 우라늄용탕이 주형내로 

흡입되도록 한다.  그런 연유로 진공 에서 우라늄합 을 용해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이때 사용후 핵연료에서 추출된 장수명 소멸처리 핵종인 Am 등은 용해주조 

동안에 포집하여 핵종 변환을 하여야 하나, 휘발성이 강하여 부분 증발하여 감

압주조공정의 문제 으로 인식되고 있다.       

     핵연료심은 직경 4~7mm의 rod 형태로서 핵연료 심부는 650℃ 이상의 고

온 상태로서, 외주부와 100℃ 이상의 핵연료 온도차이가 생겨서 Zr, MA(minor 

actinide), RE(rare earth) 등의 재분배 이동이 발생하여 핵연료내에서 부 에 따

라 핵연료 조성이 다르며 연소거동의 차이를 나타낸다.  특히, 연소 기에 격

히 발생되는 팽윤은 피복재와의 이 야기되며, minor actinide (MA=Np, Am, 

Cm), rare earth (RE=La, Ce, Pr, Nd) 등이 피복재와 화학 , 물리 으로 상호반

응을 하여 FCCI(fuel/cladding chemical interaction)  FCMI (fuel/cladding 

mechanical interaction)를 유발하여 피복재를 손상시키고 핵연료 수명을 단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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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며 핵연료 재순환비용을 증가시킨다. 

     이와 같은 감압주조에 의해 제조되는 속핵연료에서 나타나는 문제 을 

개선하기 해, 원심분무에 의한 입자형 속핵연료 개념이 도입될 수 있다.  핵

연료가 가스분무나 원심분무에 의해 도가니으로부터 작은 orifice를 통해 핵연료

분말 입자가 속응고되어 바로 제조되기 때문에, 분말 생산성과 회수 수율이 높

고, 입자 제조과정에서 석  주형이 필요없게 되어서, 방사선 폐기물의 생성을 

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Fig. 4-2) 우라늄합 이 불활성분 기에서 용해되

고 분말제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라늄용탕 내에 포함되어 있는 Am 등 휘발성

이 강한 장수명 핵종이 증발되지 않고 핵연료내에 합 될 수 있으므로, 원자로에

서의 장수명 핵종 소멸처리가 가능한 속핵연료를 제조할 수 있다.  분무법으로 

제조된 핵연료분말 입자는 속응고로 제조되기 때문에, 매우 미세한 조직을 가

지게 되고, rod 형태의 핵연료심에 비해 원자로에서 연소 동안에 높은 핵분열 방

출속도를 가져서 연료심으로부터 방출되어 plenum으로 포집된다.(Fig. 4-3)  직

경 4~7mm의 rod 형태의 핵연료심은 rod 형태로서 핵연료 심부는 650℃ 이상

의 고온 상태이나, 높은 열 도도를 가지는 Na 액체 속 등 분산재에 분산된 핵

연료분말 입자는 조사기간 동안에 낮은 온도분포를 가져서 핵연료의 노내 안정

성과 열효율이 증 된다.    

     핵연료  내에 진동 충진법 등으로 성형된 핵연료분말입자는 개개의 

U-Zr-X 입자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제조된 입자형 분무핵연료는 핵연료 내 

온도구배가 작아서 원소 재분배에 구동력이 낮고 핵연료분말이 개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원소 이동이 억제되며 radial zone 형성이 감소된다. 

     Rod 형태의 핵연료심은 연소 기 격한 팽윤을 통해 연소 기에 피복재

와 직  하게 되나, 핵연료분말 입자를 V, Ti, Zr 등과 같은 속 sheath에 

충 하는 경우에, FCCI(fuel/cladding chemical interaction)에 해 신뢰할만한 

장애물로 작용하여 핵연료물질과 피복 과의 화학  상호반응을 억제하게 된다.  

분무입자형 속핵연료는 분말입자 사이의 공극으로 말미암아 약 75%의 smear 

density를 가진다. 이와 같은 낮은 smear density로 말미암아 조사 기에 발생

되는 핵연료심이 격히 팽윤하고 이로 말미암아 생기는 FCMI(fuel/cladding 

chemical interaction)를 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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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4-2. 원심분무 핵연료분말 제조장치 (a)  원심분무법에 의해 제조된

             U-Zr 핵연료 분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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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3. Microstructure of cross-section of (a) centrifugally atomized         

           U-10wt.%Zr powder (x2000) and (b) conventionally cast           

           U-10wt.%Zr ingot (x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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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5. 안정 인 우라늄 부존 자원과 재생산된 핵분열성  핵연료성

               자원에 의한 안정 인 원자력에 지 이용. 

 

Fig. 4-4. SFR 용 입자형 분무 속핵연료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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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U-10Mo-X 속핵연료 개발 

     SFR은 핵연료를 지속 으로 사용하고, 연료를 원자로에서 연소시킨 후 발

생하는 루토늄  기타 핵연료성 물질들의 안 한 처리를 해 개발된 원자로

이다.  Gen IV에서 제시한 4가지의 목  에서도 특히 핵연료의 지속성에서 가

장 높은 수를 받음으로써, 이 원자로의 개발 목 과 존재 목 은 핵연료의 지

속  핵폐기물 특히 actinide 계열의 처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핵연료 물질인 

우라늄 역시 석탄이나 기타 화석연료처럼 고갈되는 자원이기 때문에, 각 국가마

다 우라늄의 안정  공 과 유지를 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핵연료 변환 

공정을 통한 후행 핵연료주기를 고려한다면, 2030년에 이 주기를 택할 경우 안정

인 우라늄 부존자원과 재생산된 핵분열성  핵연료성 자원에 의해 2100년 이

후에까지 안정 인 원자력에 지를 이용할 수 있음을 Fig. 4-5에서 보여주고 있

다. 따라서 이들 우라늄 부존자원의 확충과 핵연료의 안정 인 보 을 해서는 

핵연료의 증식이 요구된다. 

     U-Zr-X 합 계 SFR 핵연료 개발에 있어서, minor actinide (MA = Np, 

Am, Cm)는 피복재와의 잠재 인 반응성 때문에 심 상이다(Fig. 4-6).  피복

재와 MA의 반응은 피복재두께와 피복재 용해온도의 감소를 야기한다.  조사기

간 동안 반응된 피복재는 핵연료 수명을 단축시키며, 재처리가 필요하므로 반

인 핵연료 재처리 비용이 증가시킨다.  RE (=La, Ce, Pr, Nd)는 U-Zr-X 합

계 핵연료에서 핵분열 생성물로 축 된다.  RE는 스테인 스강 피복재와 반응성

이 있으며, 반응생성물은 피복재 용해온도를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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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 피복재 근처에서 간연소도인 U-19Pu-10Zr 핵연료 

                 단면을 보여주는 학 미경 조직사진.

  

Fig. 4-7. 19wt.% Pu에서 U-Pu-Zr 합 계 의사(pseudo) 2원계 상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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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8. U-Zr 합 계(: U-20.2Pu-9.1Zr-1.2Am-1.3Np(wt%)) 핵연료의         
             조사후시험 결과: (a) 핵연료 단면의 학 미경 이미지, (b)       
             구성원소 함량 재분배를 보여주는 EPMA data. 

     U-Zr-X 속핵연료에 있어서, 정상 인 가동온도에서 핵연료 구성원소의 이

동을 피하기 어려우며, 그 결과 직경방향으로 불균일한 핵연료 조성을 가져온다

(Fig. 4-7).  U-Zr-X 속핵연료는 다른 미세조직을 가지는 독특한 radial zone이 

형성된다.  각 zone은 그 구성되는 상에 의해 다른 pore morphology를 가진다.  

U-Zr-X 합  핵연료의 노내조사시험 결과, MA 이동은 핵연료 구성원소 재배치 

 zone 형성과 하게 계된다(Fig. 4-8).  U-Zr-X 속핵연료의 문제 은 핵

연료 구성원소 (: U, Zr, MA, RE)의 조사  이동과 이로 인한 피복재와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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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9. SUS 316에서 핵연료 표면온도 553℃  
          심부온도

 
600

o
C에서 조사       

         U-8Mo 핵연료의 단면사진. 

진이며, 피복재의 건 성이 악화되어 핵연료 안 성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며 핵연

료 수명을 단축된다.  이로 인해, 조사  핵연료와 반응된 피복재를 재처리해야 하

므로, 추가로 재처리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단상을 가지는 U-10Mo-X 핵연료는 이 온도 역에서 세 개의 상을 가지는 

U-10Zr-X 핵연료 보다 핵연료 구성원소 이동과 합 원소 결핍 역 형성이 을 

것이다(Fig. 4-9).   U-10Mo-X 핵연료가 구성원소 재분배와 피복재와의 양립성에 

있어서 U-10Zr-X 핵연료 보다 우수한 성능 특성을 가진다는 것이 열역학  연구

에서 나타난다.  연구로용 감마 안정화 U-Mo 핵연료는 안정한 조사거동 나타내었

다.  핵연료 팽윤은 강한 피복재나 핵분열 생성가스 방출로 구속 가능하므로, 

U-Mo-X 핵연료의 개발 기에 부딪힌 핵연료 팽윤에 한 우려가 재는 장애물

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U-Mo-X 핵연료는 고온 역(550~750
o
C)에서 단상

으로 상되어, U과 Mo간 상호확산  zone 형성에 한 구동력이 없으므로, MA 

 RE의 상호확산이 을 것으로 기 된다.  이러한 이유로, 팽윤이 개선된 피복재

로 구속되면, U-Mo-X 핵연료는 GNEP 핵연료로 더 좋은 새로운 선택이 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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