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ERI/TR-4000/2010

소듐냉각고속로 금속연료심

용해 도가니재료 개발

Development of Melting Crucible Materials

of Metallic Fuel Slug for SFR

2010년 1월

한 국 원 자 력 연 구 원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기술보고서



제 출 문

한국원자력연구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소듐냉각고속로 금속연료심 용해 도가니재료 개발”에 대한

기술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제목 : 소듐냉각고속로 금속연료심 용해 도가니재료 개발

2010. 1.

주 저 자 : 김 기 환 (재순환핵연료기술개발부)

공 저 자 : 이종탁, 오석진, 고영모, 우윤명, 이찬복

(재순환핵연료기술개발부)

김 선 기 (선진핵연료기술개발부)



요 약 문

그 동안 소듐냉각고속로용 U-Zr 합금계과 같은 금속연료는, 합금용

탕 및 용해주조부품간 상호반응을 방지하기 위해, slurry-coated 흑연 도가니

에서 용해되고, slurry-coated 석영관 주형을 사용하여 주조되었다. Hot cell

에서 도포작업은 노동 집약적이고 operator 의존적이고, 추가적인 폐기물

stream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반응성을 가진 도포 및 다공성의 도포는

각각 용탕 오염 및 연료 손실의 근원지가 될 수 있다. 영구적인 비반응성

도포는, 노동집약적인 재도포의 waste stream 및 연료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

해, 연료 주조작업에 있어서 재사용도가니가 바람직하다. HfN, TiC, ZrC,

및 Y2O3가 참고문헌 조사를 통해 유망한 후보 coating 재료로서 선택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plasma-sprayed coated disc의 thermal cycling이

plasma-sprayed coated 도가니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금속

연료합금 및 세라믹도포 사이의 melt dip testing이 재사용 도가니를 개발하

기 위한 최적의 ceramic plasma-sprayed coating 재료를 선정하기 위해 수행

되었다. 세라믹 plasma-sprayed coating 재료의 thermal cycling 시험은

HfN, TiC, ZrC, and Y2O3 coating이 20회 thermal cycling 후에 조차도 상호

연결된 균열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Plasma-sprayed

coating의 melt dipping 시험은 HfN 및 Y2O3는 U-20Zr 용탕 및 도포층 사

이에 큰 반응층을 형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나타내 보여주었다. Y2O3

coating은 HfN, TiC, ZrC 및 Y2O3 coating 중에서 가장 유망한 성능을 나타

내 보여주었다.



SUMMARY

(영 문 요 약 문)

   Traditionally, metallic fuels, such as the U-Zr alloy system for the 

sodium-cooled fast reactor (SFR), have been melted in slurry-coated graphite 

crucibles and cast into slurry-coated quartz tube molds to prevent melt/material 

interactions.  Coating applications in hot cell are labor-intensive and 

operator-dependent, and can introduce additional waste streams. Also, reactive 

coatings and porous coatings can be a source of melt contamination and fuel 

losses, respectively.  A permanent non-reactive coating  is  desirable for a 

re-usable crucible in fuel casting activities to reduce labor intensive recoating, 

waste streams, and fuel losses.  HfN, TiC, ZrC, and Y2O3 were selected as 

promising candidate coating materials through a literature search. 

    In this study, thermal cycling of plasma sprayed coated discs has been 

performed to examine the feasibility of  plasma-sprayed coated crucibles.  Melt 

dip testing between the metallic fuel alloy and ceramic coating have been 

performed to determine the best candidate for a ceramic plasma-sprayed coatings 

for a re-usable crucible.  Thermal cycling tests of the ceramic plasma-sprayed 

coatings showed that HfN, TiC, ZrC, and Y2O3 coating had no interconnected 

cracks even after 20 cycles.  Melt dipping tests of the plasma-sprayed coatings 

also indicated that HfN and Y2O3 don’t form significant reaction layer between 

U-20Zr melt and coating layer.  Y2O3 coating  exhibited the most promising 

performance among HfN, TiC, ZrC, and Y2O3coa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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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전통적으로 소듐냉각고속로(SFR) 핵연료는 용탕/재료간 상호반응을 방지

하기 위해 wash-coated 흑연도가니에서 용해되어지고, wash-coated 석영관 주형

에서 주조되어진다.  도포재는 CaO, ThO2, U2O3, 그리고 도가니에서 일반적으로 사

용되어온 Y2O3 및 주형 도포재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온 ZrO2 등이 있다.  그
리고 세라믹도가니가 간혹 사용되어지기도 한다.  Hot cell에서 도포를 하게 되면, 
사용한 도포재는 완전히 제거되어만 하기 때문에 후처리작업이 상당히 필요하고, 
도포 작업자에 의해 도포상태가 의존하게 되며, 도포재가 용탕오염의 근원지가 될

수 있으며, 높은 기공도를 가지는 도포재는 연료 손실의 근원지가 또한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재도포가 필요 없으며 연료 손실의 근거지가 되지않는 반영구적인 도포

가 바람직하다.  그리고, 약간의 wetting은 하주식 출탕방식 주조에서는 허용될 수

있다.      
        재사용 가능한 도가니재료를 개발하고자 참고자료를 INL 내부자료와 외부

자료를 동시에 조사한 결과, 반응성금속에 비반응성 도가니재료를 도포하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었다.  표 1 및 표 2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1990년대말

부터 2000년대초에 ANL의 S. McDeavitt 박사는 ANL로부터 과제를 위탁받아서

수행하였다.  S. McDeavitt 박사는 U과 Zr 용해 도가니를 개발하고자 탄화물, 질화

물, 혼합 탄화물/질화물, 또는 희토류 산화물 등에 대해 표 1 및 표 2에 나타내 보

여준 바와 같이 U 또는 Zr 용탕과 상호반응시험을 수행하였다.  
참고자료에서의 상호반응 시험조건은 bench-scale casting system (BCS) 

주조조건의 실제 조건은 아니었다.  용탕은 현재 주조조건 보다 훨씬 높은

1800~2000℃에서 유지되었다.  용탕은 주로는 전형적인 핵연료합금 보다도 매우

반응성이 큰 순수한 Zr이거나, 또는 상대적으로 작은 반응성을 가지는 순수한 우

라늄이었다.  수 시간의 용탕반응 시험시간은 실제시간에서의 수 분과는 상당히 많

이 다른 것이었다.  이러한 참고자료 조사를 통해 표 3과 같은 후보 도가니재료를

얻을 수 있었다.  Nb이 내열성이 있고, 열팽창계수가 후보 도가니재료와 유사하기

때문에 substrate 재료로 선정되었다.  표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Nb substrate와
최종적으로 선정된 가장 유력한 도가니 후보재료를 선정하였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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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Year Author Materials Metal Melting 

temp.(oC) Result (1) Result (2)

2001 S. McDeavitt ZrN Zr 2212

Zr did not melt at 
1855oC, 

 but at 1975oC       
(N from ZrN reacted 

with pure Zr)

Intensive reaction/   strong 
bonding, 

 ZrN(1-x) formation    
(~40μm)

2001 S. McDeavitt HfN Zr 2212
Melt at ~2100oC

 (N contamination from 
HfN of Zr metal)

Intensive reaction.
 ZrN(1-x) formation    

(100μm). 
(HfN(S)+Zr(S)=>HfN(1-x')+
 aZrN(1-x")+bZr(α)N+cN2)

2001 S. McDeavitt Hf2N Zr 2212 Intensive interaction,
 ZrN(1-x) formation 　

2001 S. McDeavitt ZrC Zr 1910 Melt at ~1910oC
No chemical reaction
 (Clean/Smooth ZrC 

surface),
 No transition phase

2001 S. McDeavitt Y2O3 Zr ~2000
3Zr(s) + Y2O3(s) = 

3Zr(O) + 2Y
 Y decreases Zr melting 

point

Strong bonding,
 No transition phase

2000 S. McDeavitt HfC Zr 2000
No chemical reaction/

 some interface reaction
 No transition phase

　

2001 S. McDeavitt BeO Zr 2000
Significant/severe 

reaction 
 at 1550oC

　

1995 S. McDeavitt ZrB2 Zr 2212 Severe reaction at 
~1700oC 　

1995 S. McDeavitt HfB2 Zr 2212 Severe reaction at 
1540oC 　

1995 S. McDeavitt Ta-Ta2C Zr 1935 Spreading; reaction 　

1995 S. McDeavitt CexSy Zr 1787 Sample melted at 
1550oC 　

1995 S. McDeavitt Ce2S3 Zr 1787 Sample melted at 
1550oC 　

1995 S. McDeavitt MgO Zr 1787 Solid-solid reaction 　

표 1. 우라늄과 후보 도가니재료간의 반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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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Year Author Materials Metal Melting temp. 

(oC) Result (1) Result (2)

1997 S. McDeavitt ZrN U 1605 Poor melting Severe reaction

1997 S. McDeavitt HfN U 1605 Poor melting No reaction

1997 S. McDeavitt ZrB2 U 1605 Severe reaction 　

1997 S. McDeavitt HfB2 U 1605 Severe reaction 　

1997 S. McDeavitt ZrC U 1412 GB attack 　

1997 S. McDeavitt HfC U 1412 Infiltration No rxn!!

1997 S. McDeavitt 4TaHf-Carbide U 1412 Wetting Rxn; 90o CA

1997 S. McDeavitt Ta-Ta2C U 1412 Wetting Bonded;  25o CA

1997 S. McDeavitt TiN U 1411 Non-wetting Rxn, layer

1997 S. McDeavitt Y2O3 U 1411 Non-wetting Release

1997 S. McDeavitt MgO U 1411 Rxn. 　

1997 S. McDeavitt TiC U 1411 GB attack 　

1997 S. McDeavitt BeO U 1510 Non-wetting Release

1997 S. McDeavitt MgZrO3 U 1510 Non-wetting Release

1997 S. McDeavitt CaZrO3 U 1510 Non-wetting Release

1997 S. McDeavitt CaHfO3 U 1510 Non-wetting Release

1997 S. McDeavitt Hf-HfN U 1325 Wetting Rxn at 1320oC

1997 S. McDeavitt W U 1325 Melt/spread at 1177oC 　

1997 S. McDeavitt YAG U 1325 Non-wetting No rxn.

1997 S. McDeavitt MgAl2O4 U 1325 Non-wetting Release

1978 C.E.Holcombe
 (Y-12) BN U 1600

Reacted immediately 
when U melted 

(1102oC)
UN, UB2

1978 C.E.Holcombe
 (Y-12) TiN U 1600 Reacted with U above 

1407oC TiN, UN, UO2

1978 C.E.Holcombe
 (Y-12) HfC U 1600 No significant reaction No U compounds

1978 C.E.Holcombe
 (Y-12) CeS U 1600 No significant reaction No U compounds

1978 C.E.Holcombe
 (Y-12) Ce2S3 U 1600 No significant reaction No U compounds

표 2. Zr과 후보 도가니재료간의 반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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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ity Crucible Material Behavior with Zr Behavior with U

1 HfC Excellent Excellent

2 HfN Good Excellent

2 Hf2N Good Excellent

2 ZrC Excellent Good

2 Y2O3 Excellent Good

3 Ta2C Good Good

3 TiC - Good

4 ZrN Good Poor

5 CeS Excellent -

5 Ce2S3 Excellent -

6 BeO Bad Good

Materials Density,
(g/cm3)

Melting Point 
(oC)

CTE, linear
(µm/m.oC)

Thermal Compatibility 
with Melt

U Zr

Nb 8.6 2,468 7.3 - -

HfN 13.8 3,305 7.7 Excellent Excellent

TiC 4.94 3,065 7.7 NO DATA Good 

HfC 12.2 3,890 6.6 Excellent Excellent

ZrC 6.56 3,400 6.7 Good Excellent

Y2O3 5.03 2,439 7.6 Good Excellent

표 3. 후보 도가니재료의 양립특성. 

표 4. 유력한 후보 도가니재료의 양립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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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본 론

1. 실험 방법

후보재료 분말은 구매되어, Nb 기지재료(substrate materials)에 보호분위

기에서, 즉 불활성분위기나 진공분위기 없이, coating 두께 약 100㎛로 plasma 
coating 되었다.  기지재료는 직경 6.35mm (0.25″)의 Nb dsic 및 Nb 봉이었다.    
  Coating 시편은 SEM/EDS 및 XRD를 사용하여 특성을 평가하였다.  

Coated sample은 진공분위기에서 1600℃에서 2시간 동안 annealing 되었

다.  Annealing 후 coated sample은 SEM/EDS 및 XRD을 사용하여 특성을 분석하

였다.  Coated disc는 thermal cycling 및 spraying parameter 최적화시험을 위해서

사용되었다.  흑연진공로 바닥에 Y2O3 spray coating 한 흑연 plate 위에 coated 
disc sample을 위치하였다.  상온에서 1450℃까지 1시간 동안 승온하였다.  10-3 
torr 대의 진공도를 가지는 흑연진공로에서 30분간 유지한 다음 로냉하였다.  
Thermal cycling은 5, 10, 20회 반복해서 수행하였다.  

Coated rod(Ø6.35mm-L75mm)는 U-20wt.%Zr 합금 용탕에 의해 145
0℃ 정도에서 5분 정도 dipping 한 다음, 냉각하였다.  또한 coated rod는
U-20wt.%Zr 합금 용탕에 의해 1550℃ 정도에서 5분 정도 dipping 하고 분리한

다음, 냉각하였다.  시편은 SEM/EDS, XRD 및 EPMA를 사용하여 특성을 분석하였

다.  HfN, TiC, Y2O3, HfC 및 ZrC coated powder는 표 5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같았다.  Coated 분말은 분말순도는 99% 이상이었으며, 분말크기는 10 ~ 45㎛로

매우 미세하였다.   
         

그림 1. Thermal cycling test 시의 흑연진공로에서의

    coated disc sample의 mounting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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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Company LOT # Size (μm),
Purity (%) Shape Remarks

HfN
Diversified 
Advanced 

Technologies
APF-

111407A
-45, 

99%+ Regular
Fine,
fused/

crushing

TiC F. J. Brodmann 
Co., Ltd 2177 -45/+10, 

99%+ Irregular So fine  
(-10 μm)

Y2O3
F. J. Brodmann 

Co., Ltd 1809 -45/+10, 
99%+ Irregular So fine  

(-10 μm)

HfC F. J. Brodmann 
Co., Ltd 6142 -45/+10,

99.5%

ZrC F. J. Brodmann 
Co., Ltd 6312 -45/+10,

99.5%
So fine 

(no feeding)

표 5. Plasma coating 분말의 특성.

그림 2. Y2O3, HfN, TiC, ZrC coating rod 및 d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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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lasma coating 층 특성 평가

  
        표 6과 그림 3에 각각 coated sample HfN, TiC 및 Y2O3의 광학현미경 결

과와 광학 현미경사진을 나타내었다.  HfN, TiC 및 Y2O3 coated sample 의 두께는

각각 약 110㎛, 125㎛ 및 165㎛이었다.  Coated sample HfN, TiC 및 Y2O3의 두

께는 균일하였다.  Coated sample들의 consolidation 상태는 Y2O3는 매우 우수하였

으며, HfN은 양호한 편이었으며, TiC는 불량하였다.  Coated sample의 기공은

Y2O3는 매우 작은 닫힌 기공, HfN은 닫힌 기공, TiC는 다수의 열린 기공으로 이루

어져 있었다.   
        그림 4~5에 2009년 1월 15일과 3월 17일에 Idaho Falls 시내에 위치한

INL IRC에서 plasma coating을 수행한 batch I과 batch II의 HfN coating sample
에 대한 주사식 전자현미경 사진을 나타내었다.  Batch에 관계없이, HfN Coating 
층과 Nb substrate 사이의 계면에서 우수한 접촉상태를 나타내 보여주었다.  Batch
에 무관하게, HfN coating 층은 consolidation이 약간 부족하고 pore는 대부분 닫힌

상태이었다.  Batch에 관계없이, 미세조직은 이상(二相) 조직을 나타내 보였다. 
White grey 조직은 HfN이었으며, dark grey 조직은 산화물로 HfO2이었다.  Batch 
II에서 coating 된 HfO2는 Batch I에 비해 높은 spraying 온도에서 coating 되어

다량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그림 6에 Batch I의 HfN coating sample을 1600℃에

서 2시간 동안 annealing을 수행하여 주사식 전자현미경 분석한 사진을 나타내었다.  
HfN coating 층은 consolidation이 개선되어 pore는 2~5㎛ 이었으며 porosity가 상

당히 감소하였다.  미세조직은 이상(二相) 조직을 나타내 보였다. White grey 기지

조직은 HfN이었으며, 분상상인 dark grey 조직은 산화물은 HfO2이었으며, 
annealing 이후 HfO2 량은 다소 증가하였다.  그림 5~6에 batch I(1/15)과 batch 
II(3/17), 그리고 batch II의 1600℃에서 2시간 동안 annealing 후의 HfN coating 
sample에 대한 X-ray 회절 pattern을 나타내었다.  Plasma coating 상태에서 HfN 
coating 층은 주상(主相)인 HfN과 산화로 인해 생성된 cubic HfO2 및 monoclinic 
HfO2로 구성되어 있었다.  Annealing 후에는 HfN 상이 매우 dominant한 것으로

X-ray 회절패턴이 변화되었다.
        그림 9~10에 2009년 1월 15일과 3월 17일에 Idaho Falls 시내에 위치한 INL 
IRC에서 plasma coating을 수행한 batch I과 batch II의 TiC coating sample에 대한 주

사식 전자현미경 사진 및 EDS 분석결과를 나타내었다.  Batch에 관계없이, HfN 
Coating 층과 Nb substrate 사이의 계면에서 불량한 접촉상태를 나타내 보여주었다.  
Batch에 무관하게, HfN coating 층은 consolidation이 매우 부족하고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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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hickness 
(µm) Thickness Uniformity Consolidation Porosity

HfN ~110 Somewhat uniform Good Closed pores

TiC ~125 Uniform Poor Open pores

Y2O3 ~165 Uniform Excellent Small 
closed Pores 

표 6. HfN, TiC 및 Y2O3 coated sample의 광학현미경 결과.

        

그림 3. HfN, TiC 및 Y2O3 coated sample의 광학 현미경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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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Batch I의 HfN coated sample의 주사식 현미경사진; 

                   (a) x200, (b) x 4000. 

그림 5. Batch II의 HfN coated sample의 주사식 현미경사진; 
                   (a) x100, (b) x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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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Batch I의 HfN coated sample의 1600℃에서 2시간 annealing 후
            주사식 현미경사진; (a) x100, (b) x 5000.

그림 7. Batch I 및 batch II의 HfN coated sample의 X-ray 회절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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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1600℃에서 2시간 동안 annealing 후 HfN coated sample의
               X-ray 회절 pattern.

그림 9. Batch I의 TiC coated sample의 SEM 사진

                      및 EDS 분석 결과; (a) x200, (b) x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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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Batch II의 TiC coated sample의 SEM 
                         및 EDS 분석 결과; (a) x250, (b) x1000.  

그림 11. Batch I의 TiC coated sample의 annealing 후
                      SEM 사진; (a) x100, (b) x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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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e를 가지고 있었다.  Batch에 관계없이, 미세조직은 이상(二相) 조직을 나타내

보였다.  Dark grey 조직은 TiC이었으며, very dark grey 조직은 산화물로 TiO2이
었다.  그림 11에 Batch I의 TiC coating sample을 1600℃에서 2시간 동안

annealing을 수행하여 주사식 전자현미경 분석한 사진을 나타내었다.  그림 12~13  
batch I(1/15)과 batch II(3/17), 그리고 batch I 및 batch II의 1600℃에서 2시간

동안 annealing 후의 TiC coating sample에 대한 X-ray 회절 pattern을 나타내었

다.  Plasma coating 상태에서 TiC coating 층은 주상(主相)인 TiC과 산화로 인해

생성된 TiO2 및 Ti2O3로 구성되어 있었다.  Annealing 후에는 TiC 상이 매우

dominant한 것으로 X-ray 회절패턴이 변화되었다.   
        그림 14~15에 2009년 1월 15일과 3월 17일에 Idaho Falls 시내에 위치한

INL IRC에서 plasma coating을 수행한 batch I과 batch II의 Y2O3 coating sample
에 대한 주사식 전자현미경 사진을 나타내었다.  Batch에 관계없이, Y2O3 Coating 
층과 Nb substrate 사이의 계면에서 우수한 접촉상태를 나타내 보여주었다.  Batch
에 무관하게, Y2O3 coating 층은 consolidation이 충분하고 pore는 대부분 닫힌 상

태이었다.  Batch에 관계없이, 미세조직은 단상(單相) Y2O3 조직을 나타내 보였다.  
Y2O3는 oxide일 뿐만 아니라 낮은 melting point를 가지기 때문에, coating 중 추가

산화가 되지 않으며 기공도나 consolidation 상태가 우수하였다.  그림 16~17에
Batch I 및 batch II의 Y2O3 coating sample의 plasma coating 상태 및 1600℃에서

2시간 동안 annealing을 수행하여 주사식 전자현미경 분석한 사진을 나타내었다.  
Y2O3 coating 층은 consolidation이 개선되어 pore는 2~5㎛ 이었으며 porosity가
상당히 감소하였다.  미세조직은 Y2O3가 oxide이므로 annealing 중 추가 산화가 되

지 않으며 단상(單相) Y2O3 조직을 나타내 보였다.  그림 18~19에 batch I(1/15)
과 batch II(3/17)에 대한 1600℃에서 2시간 동안 annealing 전후의 Y2O3 coating 
sample에 대한 X-ray 회절 pattern을 나타내었다.  Batch에 관계없이, plasma 
coating 상태에서 coating 층은 Y2O3 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Annealing 후에도

coating 층은 Y2O3 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림 20에 batch II(3/17) ZrC에 대

한 1600℃에서 2시간 동안 annealing 전후의 X-ray 회절 pattern을 나타내었다.  
Annealing 후에도 coating 층은 ZrC 상으로 dominant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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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Batch I 및 batch II의 TiC coated sample의 X-ray 회절

                   pattern.

그림 13. Batch I/II의 annealing 후의 TiC coated sample의 XRD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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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Batch I의 Y2O3 coated sample의 SEM 사진; 
                      (a) x250, (b) x250.

 
 그림 15. Batch I의 Y2O3 coated sample의 annealing 후의 SEM 사진; 

                (a) x100, (b) x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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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Batch II의 Y2O3 coated sample의 SEM 사진; 
                      (a) x250, (b) x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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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Batch II의 Y2O3 coated sample의 annealing 후의

                    SEM 사진; (a) x100, (b) x2000.    

그림 18. Batch I의 annealing 전후의 Y2O3 coated sample의 XRD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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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Batch II 의 annealing 전후의 Y2O3 
      coated sample의 XRD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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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Annealing 전후의 Batch II ZrC의 XRD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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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rmal Cycling Test 

        상온에서 1450℃로 가열한 다음 30분간 유지한 후 로냉하는 thermal 
cycling 시험을 5회. 10회, 20회에 걸쳐 수행한 HfN plasma-sprayed coating 시편

의 주사식 전자현미경 사진을 그림 21에 나타내었다.  Thermal cycling 시험 5회
수행후 HfN coating 층에서 열충격으로 인해 coating 층과 평행방향으로 균열이 약

간 형성되었으며, 20회 수행후에도 그 균열은 상호연결되지 않았다.  그림 22에
thermal cycling 시험을 5회. 10회, 20회에 걸쳐 수행한 TiC plasma-sprayed 
coating 시편의 주사식 전자현미경 사진을 나타내었다.  Thermal cycling 시험 20
회 수행에도 불구하고, 다공성의 TiC coating 층에서 균열은 형성되지 않았다.  그
림 23에 thermal cycling 시험을 5회. 10회, 20회에 걸쳐 수행한 Y2O3 
plasma-sprayed coating 시편의 주사식 전자현미경 사진을 나타내었다.  Thermal 
cycling 시험을 5회. 10회, 20회에 걸쳐 수행한 Y2O3 coating 층에 미세균열이 형성

되었으며, 20회 수행후 조차 균열은 더 이상 수행되지 않았다.  Thermal cycling 
시험을 수행한 ZrC plasma-sprayed coating 시편의 주사식 전자현미경 사진을 그

림 24에 나타내었다.  Thermal cycling 시험 5회 수행후 ZrC coating 층에서 열충

격으로 인해 coating 층과 평행방향으로 균열이 약간 형성되었으며, 20회 수행후에

도 그 균열은 상호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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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Thermal cycling 시험을 수행한 HfN coating 시편의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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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Thermal cycling 시험을 수행한 TiC coating 시편의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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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Thermal cycling 시험을 수행한 Y2O3 coating 시편의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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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Thermal cycling 시험을 수행한 ZrC coating 시편의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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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U-Zr 용탕에서의 dipping test

그림 25에서는 U-20wt.%Zr 합금 용탕에 의해 1550℃ 정도에서 15분 정

도 coated rod를 dipping 한 다음, 용탕에서 분리하여 냉각한 사진을 나타내 보여주

고 있다.  그림 25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HfN, Y2O3 및 TiC coated rod는
U-20wt.%Zr 합금 용탕과의 반응이 크게 없이 건전한 상태로 존재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ZrC coated rod는 U-20wt.%Zr 합금 용탕과의 큰 반응에 의

해 rod tip이 크게 손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상온에서 1550℃
까지 약 5분만에 급가열하는 중에 plasma coating 층에 열충격에 의해 crack이 발

행하여 손상되었거나, 또는 용탕과 접촉하는 동안에 Nb 봉이 손상된 것으로 추정된

다.   1550℃ 정도에서 15분 정도 coated rod를 dipping 한 다음, U-Zr 합금 용탕

에서 분리하여 냉각한 HfN dipping 시편의 주사식 전자현미경 사진을 그림 26에서

나타내고 있다.  그림 26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Nb substrate와 HfN coating 층
사이에 명확한 coating boundary가 존재하였으나, 두께 약 5μm의 반응층이 존재하

였다.  1550℃ 정도에서 15분 정도 coated rod를 dipping 한 다음, U-Zr 합금 용

탕에서 분리하여 냉각한 TiC dipping 시편의 주사식 전자현미경 사진을 그림 27에
서 나타내고 있다.  그림 27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Nb substrate와 TiC coating 층
사이에 명확한 coating boundary가 존재하였으며, coating 층에 crack이 형성되지

않았다.  1550℃ 정도에서 15분 정도 coated rod를 dipping 한 다음, U-Zr 합금

용탕에서 분리하여 냉각한 Y2O3 dipping 시편의 주사식 전자현미경 사진을 그림 28
에서 나타내고 있다.  그림 28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Nb substrate와 Y2O3 coating 
층 사이에 명확한 coating boundary가 존재하였다.  1550℃ 정도에서 15분 정도

coated rod를 dipping 한 다음, U-Zr 합금 용탕에서 분리하여 냉각한 Y2O3 dipping 
시편의 주사식 전자현미경 사진을 그림 29에서 나타내고 있다.  그림 29에서 나타

낸 바와 같이 coating 층에 crack이 형성되지 않았고, Nb substrate와 ZrC coating 
층 사이에 명확한 coating boundary가 존재하였으나, 약간의 반응층이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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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1550℃에서 dipping 한 다음, 용탕에서 분리하여 냉각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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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Dipping 한 다음, U-Zr 용탕에서 분리하여 냉각한 HfN 시편의

              SEM 사진; (상) x100, (하) x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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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Dipping 한 다음, U-Zr 용탕에서 분리하여 냉각한 TiC 시편의

              SEM 사진; (상) x100, (하) x 500.  



- 29 -

그림 28. Dipping 한 다음, U-Zr 용탕에서 분리하여 냉각한 Y2O3 시편의

             SEM 사진; (상) x100, (하) x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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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Dipping 한 다음, U-Zr 용탕에서 분리하여 냉각한 ZrC 시편의

              SEM 사진; (상) x100, (하) x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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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에 HfN, TiC, ZrC, Y2O3 coated rod를 U-20wt.%Zr 합금 용탕에

서 1450℃ 정도에서 5분 정도 dipping 한 다음 로냉한 사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

다.  그림 30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Y2O3 coated rod는 U-20wt.%Zr 합금 용탕과

의 반응이 크게 없이 대체로 건전한 상태로 존재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

나, HfN, TiC 및 ZrC coated rod는 U-20wt.%Zr 합금 용탕과의 큰 반응에 의해

rod가 2.5cm 가량이 용해되어 그 길이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상

온에서 1450℃까지 약 4분만에 급가열하는 중에 plasma coating 층에 열충격에 의

해 crack이 발생하여 손상되어서 용탕과 접촉하는 동안에 Nb 봉이 용해된 것으로

추정된다.  U-20wt.%Zr 합금 용탕에서 1450℃ 정도에서 5분 정도 dipping 한 후

용탕내에서 그대로 로냉한 HfN coated specimen의 주사식 전자현미경 미세조직 사

진을 그림 31에서 나타내었다.  그림 3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U-Zr 용탕 및

HfN coating 층, 그리고 HfN coating 층 및 Nb substrate 간에는 약간의 반응층이

형성되었다.  U-Zr 용탕 및 HfN coating 층 사이에는 두께 약 50μm에 걸쳐

UZrxHfy 석출물이 형성되었으며, HfN coating 층에는 U-Zr 용탕이 침투하여 반응

층이 형성되었다.  U-20wt.%Zr 합금 용탕에서 1450℃ 정도에서 5분 정도 dipping 
한 후 용탕내에서 그대로 로냉한 TiC coated specimen의 주사식 전자현미경 미세

조직 사진을 그림 32에서 나타내었다.  그림 32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TiC 
coating 층 및 Nb substrate 간에는 상당히 두꺼운 (약 200μm) 반응층이 형성되으

며, TiC coating 층으로 U-Zr 용탕이 침투하여 반응층이 형성되었다.  
U-20wt.%Zr 합금 용탕에서 1450℃ 정도에서 5분 정도 dipping 한 후 용탕내에서

그대로 로냉한 ZrC coated specimen의 주사식 전자현미경 미세조직 사진을 그림

33에서 나타내었다.  그림 33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ZrC coating 층 및 Nb 
substrate 간에는 상당히 두꺼운 (약 100μm) 반응층이 형성되었으며, ZrC coating 
층으로 U-Zr 용탕이 침투하여 반응층이 형성되었다.  U-20wt.%Zr 합금 용탕에서

1450℃ 정도에서 5분 정도 dipping 한 후 용탕내에서 그대로 로냉한 Y2O3 coated 
specimen의 주사식 전자현미경 미세조직 사진을 그림 34에서 나타내었다.  그림

34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Nb substrate와 Y2O3 coating 층 사이에 명확한 coating 
boundary가 존재하였으며, U-Zr 용탕과 Y2O3 coating 층 사이에서는 반응층이 형

성되지 않았다.   



- 32 -

그림 30. 1450℃에서 coated rod를 용탕에 dipping 한 다음, 
                    그대로 로냉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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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U-Zr 용탕에서 1450℃에서 dipping 한 후 용탕내에서 그대로 로냉한

HfN coated specimen의 SEM 미세조직 사진; (상) x100, (하) x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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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U-Zr 용탕에서 1450℃에서 dipping 한 후 용탕내에서 그대로 로냉한

TiC coated specimen의 SEM 미세조직 사진; (상) x100, (하) x500.  



- 35 -

그림 33. U-Zr 용탕에서 1450℃에서 dipping 한 후 용탕내에서 그대로 로냉한

ZrC coated specimen의 SEM 미세조직 사진; (상) x100, (하) x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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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U-Zr 용탕에서 1450℃에서 dipping 한 후 용탕내에서 그대로 로냉한

Y2O3 coated specimen의 SEM 미세조직 사진; (상) x100, (하) x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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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에서는 U-20wt.%Zr 합금 용탕에 1550℃ 정도에서 15분 정도

coated rod를 dipping 한 다음, 용탕에서 분리하여 냉각한 사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그림 35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HfN 및 Y2O3 coated rod는 U-20wt.%Zr 
합금 용탕과의 반응이 크게 없이 건전한 상태로 존재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TiC 및 ZrC coated rod는 U-20wt.%Zr 합금 용탕과의 큰 반응에 의해

rod tip이 크게 손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상온에서 1550℃까지

약 5분만에 급가열하는 중에 plasma coating 층에 열충격에 의해 crack이 발행하여

손상되었거나, 또는 용탕과 접촉하는 동안에 Nb 봉이 손상된 것으로 추정된다.  
U-20wt.%Zr 합금 용탕에 1550℃ 정도에서 15분 정도 dipping 한 다음, 용탕에서

분리하여 냉각한 HfN coated rod의 단면조직 사진을 그림 36에 나타내었다.  그림

36에 나타낸 바와 같이, HfN coating boundary가 명확하게 존재하였다.  U-Zr 용
탕과 HfN coating 층 사이에는 반응생성물이 존재하지 않았다.  HfN coating 층에

는 입계를 따라서 U-Zr 합금 성분이 약간 침투하였다.  U-20wt.%Zr 합금 용탕에

1550℃ 정도에서 15분 정도 dipping 한 다음, 용탕에서 분리하여 냉각한 TiC 
coated rod의 단면조직 사진을 그림 37에 나타내었다.  그림 37에 나타낸 바와 같

이, U-Zr 용탕이 TiC coating 층으로 상당히 많이 침투하여 TiC island들을 형성

하였다.   U-20wt.%Zr 합금 용탕에 1550℃ 정도에서 15분 정도 dipping 한 다음, 
용탕에서 분리하여 냉각한 ZrC coated rod의 단면조직 사진을 그림 38에 나타내었

다.  그림 38에 나타낸 바와 같이, U-Zr 합금의 침투로 말미암아 ZrC coating 
boundary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U-20wt.%Zr 합금 용탕에 1550℃ 정도에

서 15분 정도 dipping 한 다음, 용탕에서 분리하여 냉각한 Y2O3 coated rod의 단면

조직 사진을 그림 39에 나타내었다.  그림 39에 나타낸 바와 같이, Y2O3 coating 
boundary는 명확하게 존재하였으며, U-Zr 용탕 및 Y2O3 coating layer 사이에 반

응층이 형성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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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U-Zr 용탕에 1550℃에서 dipping 한 다음, 용탕에서 분리하여

냉각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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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U-Zr 용탕에 1550℃에서 dipping 한 다음, 용탕에서 분리하여 냉각한

HfN coated rod의 단면조직 사진; (상) x100, (하) x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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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U-Zr 용탕에 1550℃에서 dipping 한 다음, 용탕에서 분리하여 냉각한

TiC coated rod의 단면조직 사진; (상) x100, (하) x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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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U-Zr 용탕에 1550℃에서 dipping 한 다음, 용탕에서 분리하여 냉각한

ZrC coated rod의 단면조직 사진; (상) x100, (하) x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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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U-Zr 용탕에 1550℃에서 dipping 한 다음, 용탕에서 분리하여 냉각한

Y2O3 coated rod의 단면조직 사진; (상) x100, (하) x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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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론

미국 INL에서는 1980년대에 SFR 금속연료심 용해주조시에 흑연도가

니에 Y2O3를 slurry coating 해서 사용하였다. 그러나 흑연도가니는 재사용

이 곤란하였으며, 주조후 도가니는 방사선 폐기물로 처분이 필요하였다.

INL에서는 2008년에 재사용 가능한 용해도가니를 개발하고자 추진하였으며,

도가니에 세라믹물질을 plasma spray coating 해서 도포층의 특성을 평가하

고, plasma-sprayed coated disc의 thermal cycling이 plasma-sprayed coated

도가니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금속연료합금 및 세라믹도포

사이의 melt dip testing이 재사용 도가니를 개발하기 위한 최적의 ceramic

plasma-sprayed coating 재료를 선정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그 결과, 세라믹 plasma-sprayed coating 재료의 thermal cycling 시

험은 HfN, TiC, ZrC, and Y2O3 coating이 20회 thermal cycling 후에 조차도

상호 연결된 균열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Plasma-sprayed coating의 melt dipping 시험은 HfN 및 Y2O3는 U-20Zr 용

탕 및 도포층 사이에 큰 반응층을 형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나타내 보

여주었다. Y2O3 coating는 HfN, TiC, ZrC 및 Y2O3 coating 중에서 가장 유

망한 성능을 나타내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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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5-20줄내외)

 그 동안 소듐냉각고속로용 U-Zr 합금계과 같은 금속연료는, 합금용탕 및 용해주조

부품간 상호반응을 방지하기 위해, slurry-coated 흑연 도가니에서 용해되고,

slurry-coated 석영관 주형을 사용하여 주조되었다. Hot cell에서 도포작업은 노동 집약

적이고 operator 의존적이고, 추가적인 폐기물 stream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반응성

을 가진 도포 및 다공성의 도포는 각각 용탕 오염 및 연료 손실의 근원지가 될 수 있다.

영구적인 비반응성 도포는, 노동집약적인 재도포의 waste stream 및 연료 손실을 감소시

키기 위해, 연료 주조작업에 있어서 재사용도가니가 바람직하다. HfN, TiC, ZrC, 및

Y2O3가 참고문헌 조사를 통해 유망한 후보 coating 재료로서 선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plasma-sprayed coated disc의 thermal cycling이 plasma-sprayed

coated 도가니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금속연료합금 및 세라믹도포 사이

의 melt dip testing이 재사용 도가니를 개발하기 위한 최적의 ceramic plasma-sprayed

coating 재료를 선정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세라믹 plasma-sprayed coating 재료의

thermal cycling 시험은 HfN, TiC, ZrC, and Y2O3 coating이 20회 thermal cycling 후에

조차도 상호 연결된 균열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Plasma-sprayed

coating의 melt dipping 시험은 HfN 및 Y2O3는 U-20Zr 용탕 및 도포층 사이에 큰 반응

층을 형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나타내 보여주었다. Y2O3 coating은 HfN, TiC,

ZrC 및 Y2O3 coating 중에서 가장 유망한 성능을 나타내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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