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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Prismatic 원자로 개념에 한 기  연료는 LEU UCO TRISO 핵분열성 입자

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료 형태는 1980년  에 LEU를 사용하는 고온

가스냉각로(HTGR) 개념으로 선택한 바 있으며, 1980년  반에 규격화

(modular) 설계에 해 재확인하 다. LEU UCO TRISO 연료의 조사 자료가 한

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자로 내에서 가스 상의 핵분열생성물의 방출에 한 성능

의 실제 인 개선이 요구된다. LEU UCO TRISO 연료에 한 사고 시의 시험자

료는 거의 없으나, 조사 시의 성능이 성공 으로 개선된다면 일반 으로 LEU 

UO2 TRISO 연료의 성능과 유사할 것으로 상된다.

  기에 HTGR 연료기술은 탄화물 형태의 연료를 근거로 하 다. 1980년  

에 HTGR 기술은 고농축 우라늄으로부터 농축 우라늄으로 변화되었다. HTGR

에 한 LEU prismatic 설계에 을 맞춘 연구로부터 핵분열성 입자는 UCO 

연료핵으로, 핵원료 물질로는 ThO2 입자를 선택하 다. UO2 신에 UCO 연료

핵을 선택한 주된 이유는 CO 압력을 낮춤으로써 같은 피복 두께에 해 더 높

은 연소도를 달성할 수 있으며, 과거 연료 손의 주된 원인인 연료핵 이동 가능

성을 일 수 있기 때문이다. 1980년  반에 모듈화된 HTGR 개념에 한 평

가 역시 prismatic 설계에 해 핵분열성 물질로 UCO를 선택하 다. 1990년  

에 상용시설의 비용 감 연구로부터 핵원료물질을 토륨으로부터 천연우라늄으

로 교체할 것을 결정하 으며, 이는 천연우라늄 핵분열성 입자들이 장기 인 열 

감쇠가 더 낮기 때문이다. 상되는 UCO 입자 특성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경제

성 최 화로부터 수증기 사이클  가스터빈 개념에서의 핵분열성 입자들의 최

 연소도는 26% FIMA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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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e reference fuel for prismatic reactor concepts is based on use of an 

LEU UCO TRISO fissile particle. This fuel form was selected in the early 

1980s for large high-temperature gas-cooled reactor (HTGR) concepts using 

LEU, and the selection was reconfirmed for modular designs in the 

mid-1980s. Limited existing irradiation data on LEU UCO TRISO fuel indicate 

the need for a substantial improvement in performance with regard to in-pile 

gaseous fission product release. Existing accident testing data on LEU UCO 

TRISO fuel are extremely limited, but it is generally expected that 

performance would be similar to that of LEU UO2 TRISO fuel if performance 

under irradiation were successfully improved.

  Initial HTGR fuel technology was based on carbide fuel forms. In the early 

1980s, as HTGR technology was transitioning from high-enriched uranium 

(HEU) fuel to LEU fuel. An initial effort focused on LEU prismatic design 

for large HTGRs resulted in the selection of UCO kernels for the fissile 

particles and thorium oxide (ThO2) for the fertile particles. The primary 

reason for selection of the UCO kernel over UO2 was reduced CO pressure, 

allowing higher burnup for equivalent coating thicknesses and reduced 

potential for kernel migration, an important failure mechanism in earlier fuels. 

A subsequent assessment in the mid-1980s considering modular HTGR 

concepts again reached agreement on UCO for the fissile particle for a 

prismatic design. In the early 1990s, plant cost-reduction studies led to a 

decision to change the fertile material from thorium to natural uranium, 

primarily because of a lower long-term decay heat level for the natural 

uranium fissile particles. Ongoing economic optimization in combination with 

anticipated capabilities of the UCO particles resulted in peak fissile particle 

burnup projection of 26% FIMA in steam cycle and gas turbine con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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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DOE는 National Energy Policy의 지원을 받아 미국의 원자력 발 의 부활을 

한 로그램을 착수하 다. 이들  가장 요한 로그램은 “Generation IV 

Nuclear Energy Systems Roadmap" (Gen-IV)으로 2030 년까지 원자로 시스템 

구축을 한 기술개발 방향을 규정하 다. Gen-IV 시스템의 목 은 지속성, 안

성, 경제성 측면에서 탁월한 원자로 시스템 개발에 있다. Gen-IV 개념 에는 

가까운 시일(2020 년) 내에 구축될 수 있는 수소 생산 시스템을 한 고온가스

로(Very High Temperature Reactor System, VHTR)가 포함되어 있다[1].

  보조 로그램인 Near-Term Deployment(NTD)는 향후 10 년 내에 구축 가능

하고 가장 유망한 Gen-IV 개념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원자로 시스템 개념

을 평가하는 것으로 NTD 로그램에 의해 PBR과 PMR의 두 가지의 가스로

(GCR)가 향후 10 년 내에 실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Gen-IV  NTD 분석으로부터 GCR 개념이 가장 Gen-IV 안 성 목표에 부

합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GCR은 모든 설계상에서의 사고  재 상 가능한 

가혹한 사고의 경우에도 노심이 손상되지 않도록 자연  안 성을 보장할 수 있

도록 설계되었다. 설계 개념 원리는 모든 상사고 시에도 핵분열생성물의 방출 

한계 이하로 노심 온도가 자연 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우수한 연료 제조 품질에 기인함을 의미한다. 독일에서는 높은 품질

의 연료를 제조하여 1980 년 에 PBR에서 검증한 바 있으나, 미국에서 제조된 

연료는 같은 성능을 보인 바 없다.

  2002 년에 Office of Nuclear Energy, Science, and Technology(NE)에서 피복

입자 연료를 한 AGR 연료 개발  품질검사 로그램 개발을 착수하 다. 이

러한 기술  로그램 계획은 미국에서 VHTR의 인허가  운 을 지원하기 

한 연구내용을 규정한다.

  VHTR의 설계사양은 아직 명확하지 않으나, 상되는 최  연소도는 150 - 

200 GWd/MTHM 는 16.4∼21.8% FIMA 이다. 연료핵의 조성  연료체의 구

조는 알려져 있다. 독일에서 제조된 SiC 삼 피복 UO2 입자 연료는 약 10% 

FIMA  1200℃까지 우수한 성능이 검증되었으나, UO2 연료는 VHTR 설계에 

요구되는 높은 연소도, 출력 도, 온도, 온도구배 등의 경우에 CO 생성과 연료핵 

이동에 해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UCO 연료를 이용하여 연료핵 조성을 

히 배분하면 높은 연소도, 온도, 온도구배 등에서 연료 성능 유지에 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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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CO 생성  연료핵 이동을 방지할 수 있다. 한, 독일의 SiC TRISO-coated 

UCO 연료가 FRJ-P24 조사시험에서 22% FIMA까지 우수한 성능을 보 음은 

높은 품질의 SiC TRISO-coated UCO 연료는 제조될 수 있으며, 그 성능을 통계

으로 검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로부터 VHTR의 지원을 해 SiC 

TRISO-coated UCO를 제조  시험의 기 연료로 선택하 다. 한편, 미국은 과

거에 PMR 연료제조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 다른 나라에서 재 진행되고 

있는 PBR 연구개발의 보조 인 역할을 해 PMR 연료체 설계를 선택하 다. 

만약 VHTR을 해 PBR 설계가 개발되어야만 한다면 UCO 연료는 설계에 합당

하도록 구형으로 성형될 수 있을 것이다. 재 국, 유럽, 남아공에서 수행 인 

연구개발로부터 UO2 연료가 충분히 높은 연소도에서 성공 으로 운 될 수 있음

을 검증하게 되면 VHTR 조건에서 이러한 연료에 해 시험하는 것으로 수정될 

수 있다.

  VHTR 연료는 높은 연소도와 높은 온도의 정상 조건에서 핵분열생성물을 보

유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가상사고 조건에서도 만족할 만한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높은 연소도에서 SiC TRISO-coated 연료의 사고시에 한 제한된 자료에 

의하면 14% FIMA 이상의 연소도에서 세슘의 방출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고시의 성능시험이 주요한 한 분야이다.

  핵분열생성물을 차단하는 층으로 SiC를 사용하고, New Production Reactor 

(NPR)와 HRB-21 조사에 의한 연료의 범 한 성능평가로부터의 TRISO UCO 

연료의 사양이 연료 개발에 한 출발 이 될 것이다[2].

2. UO2 TRISO 피복입자 연료

  DOE의 NGNP에 한 연료 조건이 강화되고 있다. 연소도, 온도, 고속 성자 

fluence, 에 지 도, 입자 충 율 등의 설계인자들은 1980년 에 성공 으로 성

능시험을 마친 독일의 UO2 TRISO 피복입자 연료에 요구되던 값을 상회한다. 설

계인자들에 해 NGNP와 다른 로그램과의 비교 자료를 Table 1과 Fig. 1에 

수록하 다. Table 1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일 연료는 물론이고 다른 

로그램에서의 연료와 련된 5 가지의 주요 인자들은 NGNP에서 요구되는 값

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 인 연료 개발이 요구된다[3].

  PARFUME 코드를 사용하여 TRISO 피복입자 연료에 한 고온과 고연소도

에 련한 정량 인 평가를 수행하 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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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fuel service conditions

NGNP Germany Japan
South

Africa
France China

Burnup

(% FIMA)
15-20 8 4 8-10 10-15 8

Temperature

(℃)
1250 1100 1200 1100

1100-

1200
1100

Fast fluence

(1025 n/m2)
4 3.5 4 3.5 4 3.5

Packing fraction

(%)
<35 10 30 10 10-15 10

Power density

(W/cc)
6 3 3-6 3 3-6 3

Fig. 1. Comparison of NGNP and German fuel operating envel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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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UO2 피복입자 연료 손기구(failure mechanism)

  온도와 연소도에 련한 연료 손기구(failure mechanism)는 PyC의 열기계  

반응, 핵분열가스 방출  CO 가스 생성, 연료핵 이동, SiC 층으로의 Pd 침식 

등과 같이 다양하다. 각각의 손기구에 한 연소도와 온도 증가 향을 평가하

으며, 그 결과는 독일 연료 성능의 최 값인 8% FIMA와 1100℃에서의 결과

에 해 표 화하 다.

    2.1.1. PyC의 열기계  반응

  PyC의 수축/팽윤 반응은 비등방성에 기인하며, 조사온도와 PyC의 등방성

(Bacon Anisotropy Factor - BAF)에 좌우된다.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수축이 증가되고 IPyC의 응력이 증가된다. 조사로부터 야

기되는 응력변형(creep)은 수축 상을 상쇄시킨다. 자료의 정확도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조사에 의한 응력변형은 PyC의 도와 조사온도에 향을 받는 것으로 

사료된다(Fig. 3). 더 높은 온도에서 더 크게 일어나는 응력변형은 입자의 IPyC 

층에서의 응력을 감소시킨다. 피복층의 비선형 열기계  반응이 클 경우에는 응

력변형에 한 향이 더 크며, IPyC 층의 응력은 조사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

소된다.

Fig. 2. Radial and tangential irradiation induced strains in PyC as a function

        of irradiation temperature and fast neutron 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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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rradiation induced creep of PyC.

    2.1.2. 핵분열가스 압력

  조사하는 동안에 피복입자의 연료핵으로부터 방출되는 핵분열가스는 온도, 연

소도, 시간에 향을 받는다[5]. Table 2에 표기된 온도와 연소도에서 500 ㎛ 직

경의 독일 UO2 연료를 3 년간 조사하 을 때 형성되는 표 화된 핵분열가스의 

압력을 수록하 다. 이 계산에서 입자의 농축도는 연소도 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가정하 다. 이 결과 핵분열가스의 압력은 연소도가 20% FIMA, 온도가 1300℃

의 경우에 8 배가 증가함을 보인다.

Table 2. Comparison of fission gas pressure in a German particle as the 

temperature and burnup are increased

         (normalized to 1.0 at 8% FIMA and 1100℃)

Burnup
Temperature (℃)

1100 1150 1200 1250 1300

8% 1.00 1.28 1.62 2.04 2.52

10% 1.33 1.69 2.14 2.68 3.28

15% 2.26 2.86 3.60 4.47 5.42

20% 3.32 4.21 5.28 6.53 7.89



- 6 -

    2.1.3. CO 압력

  핵분열이 진행되는 동안에 산소가 방출되며, 피복입자 UO2 연료에서는 생성되

는 핵분열생성물이 방출되는 모든 산소를 소진시키지 못 하기 때문에 유리(free) 

산소가 남게 된다. 과량의 산소는 버퍼층의 탄소와 반응하여 CO 가스를 생성시

키며, 생성되는 CO 가스의 양은 온도와 연소도의 함수이다. 운  조건과 연료 

설계에 따라 입자 내부 체 압력에 기여하는 CO 가스는 핵분열가스의 4 배까

지 도달될 수 있다. Table 3에 표기된 온도와 연소도에서 500 ㎛ 직경의 독일 

UO2 연료를 3 년간 조사하 을 때 형성되는 CO 압력의 열역학 계산 결과를 수

록하 다. 이 계산에서도 역시 입자의 농축도는 연소도 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가

정하 다. 이 결과 CO 가스의 압력은 연소도가 20% FIMA, 온도가 1300℃의 경

우에 4 배가 증가함을 보이며, 사고 조건 시에는 압력이 격히 상승할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3. Comparison of CO pressure in a German particle as the temperature 

and burnup are increased

         (normalized to 1.0 at 8% FIMA and 1100℃)

Burnup
Temperature (℃)

1100 1150 1200 1250 1300

8% 1.00 1.15 1.28 1.38 1.44

10% 1.35 1.55 1.71 1.84 1.92

15% 2.16 2.46 2.72 2.92 3.06

20% 2.84 3.24 3.60 3.91 4.16

    2.1.4. 연료핵 이동

  연료핵 이동은 온도구배에 의해 발생되며, 모든 UO2 TRISO 피복입자 연료에

서 찰된다. 연료핵 이동은 연료핵 이동계수(KMC), 온도, 온도구배의 함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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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료핵 이동 를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4. Migration of a UO2 kernel.

  주어진 온도구배에서 연료핵 이동거리는 (KMC/T
2

)에 비례한다. Fig. 5에 온도

의 역함수에 한 이동계수를 나타내었으며,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료 

온도가 1100℃에서 1300℃로 증가하면 UO2 TRISO 피복입자 연료에서의 연료핵 

이동은 1.7 배가 증가한다.

Table. 4. Kernel migration metric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normalized to 1.0 at 8% FIMA and 1100℃)

Temp (℃) 1100 1150 1200 1250 1300

KMC/T
2

1.00 1.16 1.33 1.52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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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Kernel migration coefficient for different fuel forms.

    2.1.5. Pd 침식(attack)

  핵분열생성물인 팔라듐은 국한된 반응 역에서 SiC를 침식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 Pd-SiC 상호작용에 해 범 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고연소도 

LEU 연료는 고연소도에서의 Pu로부터 생성되는 많은 양의 핵분열성 물질 때문

에 고연소도 HEU 연료나 연소도 LEU 연료에 비해 25∼50 배 많은 양의 Pd

가 생성된다. 이로부터 SiC로의 Pd 침식 가능성은 NGNP에서 제안하고 있는 고

연소도 LEU 연료의 경우에 더 높다. 지 까지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연료의 조

성 는 연소도와는 무 한 것으로 보인다.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SiC로의 

Pd 침투율은 Arrenhius 식에 의해 온도에 향을 받는 것으로 사료되며[5], SiC

로의 Pd 침투율은 1100℃에서 보다 1300℃일 때 3 배가 커짐을 보인다(Table 5).

Table 5. Penetration rate of Pd into SiC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normalized to 1.0 at 8% FIMA and 1100℃)

Temp (℃) 1100 1150 1200 1250 1300

Pen. rate 1.00 1.34 1.75 2.26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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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d penetration rate based on international data.

    2.1.6. 세슘 방출

  TRISO 피복입자 연료에 한 고온 사고 시의 연구는 극히 미미하며, 특히 

NGNP와 같은 고연소도의 경우에는 더하다. 14% FIMA의 연소도  5∼6×10
25

 

n/m
2

(E>0.1 MeV)의 fluence로 조사된 독일 pebble 연료는 유사한 조건으로 

<10% FIMA의 연소도의 pebble 연료와 비교하여 세슘과 귀 속 핵분열가스의 

방출이 증가됨을 보이나(Fig. 7), 아직 그 이유는 규명되지 않았다.

Fig. 7. Kr-85 release from German UO2 TRISO peb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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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에 기술한 조건으로 조사한 후의 독일 pebble 연료의 미경사진을 Fig. 8

에 나타내었으며, Fig.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SiC 층이 손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상에 해 SiC 층의 손상은 핵분열생성물의 방출, 특히 세슘에 기인

한 결과로 측할 수 있으나, 핵분열생성물에 의한 손상을 검증하기 한 화학분

석이 수행되지 않았으며, 두 가지 가설이 제안되었다.

  (a) SiC 층으로의 세슘 침식: 1500℃ 이상의 온도에서 세슘 증기에 의해 SiC가 

침식되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6]. 세슘 증기에 노출된 SiC 시편은 SiC 층에 

움푹 인 상을 보 으며, 이는 단순 확산에 의해서 생긴 상이 아니라 세슘

의 침식에 의한 상임을 나타낸다.

  (b) SiC 층으로의 CO 침식: CO의 분압이 낮을 때 CO는 SiC와 반응하여 SiO 

가스를 생성한다[7]. 일반 으로 독일의 열분해탄소는 침투성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로부터 CO가 흑연 구조 사이에 침투될 수 있다. 이러한 

입자들을 고연소도로 조사하면 PyC 층을 통과할 수 있는 양의 CO가 생성되고, 

일부 CO는 SiC 층에 침식되어 SiC를 손상시킨다.

  한편, 이 두 가지 가설에 해 검증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

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다.

Fig. 8. Photomicrograph of SiC showing degradation at SiC/IPyC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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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UO2 피복입자 연료 개선 고려사항

  피복입자를 고온  고연소도에서 조사할 때 유해한 향을 감소시키기 한 

개선사항을 고찰하 다. 개선사항으로는 연료핵 크기 감소, UO2 연료핵을 UCO 

연료핵으로 체, UO2 연료핵을 UO2
*

 연료핵으로 체, SiC 층을 ZrC 층으로 

체하는 등이 고려될 수 있다.

    2.2.1. 연료핵 크기 감소

  연료핵의 크기를 임으로써 CO  핵분열가스에 의한 압력상승을 감소시킬 

수 있다. 주어진 연소도에서 체 핵분열생성물의 양을 일 수 있으나, 핵분열

생성물의 농도는 그 로 유지된다. 한편, 연료핵의 크기가 감소되면 SiC 층으로

의 핵분열생성물의 확산거리가 어들고 단  표면 당 핵분열생성물 원자의 

flux가 증가하게 되며, 이 두 가지 인자는 핵분열생성물에 의한 입자 손을 야

기하게 된다. 즉, 연료핵 크기의 감소는 입자 내 압력 측면에서는 정 인 효과

가 있으나, SiC 층으로의 핵분열생성물 침식 측면에서는 부정 인 효과를 래하

게 된다.

    2.2.2. UCO 연료핵으로 체

  UO2 연료핵을 UCO 연료핵으로 체함으로써 UCO 연료핵 내의 탄화우라늄이 

CO 생성을 방지하고 온도구배에 의한 연료핵이 이동하려는 경향을 상당히 삭감

시킴으로써 CO 압력  연료핵 이동을 일 수 있다. 미국에서 당한 온도의 

고연소도 조건에서 조사시험을 수행한 결과를 Table 6에 수록하 으며, Table 6

에서 보는 바와 같이 UCO 피복입자의 경우에는 연료핵이 이동되지 않은 반면에 

UO2 피복입자의 경우에는 모두 이동되었음을 보 다.

  1980년 에 독일에서는 300 ㎛ 직경의 LEU UCO TRISO 피복입자 연료 

50,000 개에 해 조사시험(FRJ-P24)을 수행하 다. 연소도 18∼22% FIMA, 고

속 성자 fluence 1.4∼2.5×10
25

 n/m
2

 (E>0.1 MeV), 850∼1350℃의 온도에서 조

사시험을 수행한 결과 손입자는 찰되지 않았으며, 조사시험 후의 피복입자들

의 미경사진을 Fig. 9에 수록하 다. 이때 조사후 가열시험은 수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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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Kernel migration results from US irradiation

Capsule HRB-14 HRB-15A HRB-16

UO2

Max. average 

temperature (℃)
1070 1125 1150

Peak burnup

(% FIMA)
29.5 28.5 27.8

Kernel migration 16 ㎛
<30 ㎛

in 22%
20∼55 ㎛

UCO

Max. average 

temperature (℃)
1100 1100 1105

Peak burnup

(% FIMA)
28.6 25 27

Kernel migration none none none

Fig. 9. Photomicrograph of TRISO-coated UCO particles from irradiation

          FRJ-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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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UO2
*

 연료핵으로 체

  연료핵 체에 한 다른 하나의 방법으로 UO2
*

 연료핵을 고려할 수 있다[8]. 

이 연료의 형태는 얇은 탄소층과 ZrC 층(약 10 ㎛)을 연료핵에 직  피복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 인 UO2 TRISO 피복입자와 유사하며, UO2
*

 연료의 다른 

형태는 10 ㎛의 ZrC 층에 해당하는 ZrC의 양을 버퍼층에 분산시키는 것이다. 연

소도 26% FIMA, 900℃의 온도에서 조사시험(HRB-15A, HRB-15B)을 수행한 

결과 연료 성능은 양호하 으며, 조사시험 후의 UO2
*

 입자에 한 미경사진을 

Fig. 10에 수록하 다[9,10]. 연료핵은 약간 팽윤 상을 보 으며, 연료핵의 이동

은 많이 감소되었다. 한편, 조사후 가열냉각(annealing) 시험으로부터 핵분열생성

물의 담지 능력은 일반 인 UO2 TRISO 피복입자 연료에 비해 우수하 다. 한

편, ZrC는 UO2를 조사할 때 생성되는 CO를 제거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이

로부터 특히 고온과 고연소도의 경우에 입자 내부의 가스 압력  연료핵의 이

동을 삭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Fig. 10. Photomicrograph of UO2
*

 irradiated to 22% FIMA at 900℃

              in HRB-1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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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CO 제조

  이산화우라늄, 탄화우라늄, 이탄화우라늄 등은 다양한 형태의 원자로 연료로써 

사용되거나 제안되고 있다. 탄화우라늄과 이탄화우라늄은 이산화우라늄의 탄소 

열환원에 의해 제조된다. 이러한 세라믹 연료의 요성 때문에 우라늄-탄소-산

소 시스템에 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고온가스냉각로(High-Temperature 

Gas-Cooled Reactor, HTGR)의 연료로 사용하기 한 고 도 UO2-UC2 미세구

의 제조공정을 개발하 다[11]. 탄소를 함유한 UO2 미세구는 습식화학법에 의한 

겔화 공정으로부터 제조되며, 요구되는 조성  도를 가지는 연료핵을 제조하

기 한 소결 공정은 매우 주의깊게 제어되어야만 한다. HTGR에 작용하기 해 

제조된 연료핵들은 탄소층과 탄화규소층으로 피복함으로써 조사 시에 생성되는 

핵분열생성물들을 담지한다.

  HTGR의 기 연료로 고농축 우라늄(HEU, 93% U-235)을 한동안 사용하 으

나, 핵확산 항성으로 인해 농축 우라늄(LEU, <20% U-235)으로 체되었으

며, 기  연료핵으로는 UC2를 채택하 다. 연료의 재순환을 해 고농축 미세구

들은 우라늄이 장 된 이온교환수지 공정에 의해 제조되었으나, 소결 후에 과도

한 양의 탄소를 포함하는 도의 연료핵이 제조되었다[12,13]. 연료 재순환을 

한 고농축 연료핵은 한 조사 성능을 가지기 해서 15∼68% UC2를 포함

하는 UO2의 조성을 가져야만 한다[14,15]. 미국의 연료 설계에 있어 UO2 만의 

연료핵은 온도구배에 의한 연료핵 이동과 열분해탄소의 피복층 손으로 인해 

합하지 않다. 연료핵으로부터 생성되는 희귀 속 핵분열생성물에 의한 SiC 피

복층의 손을 방지하기 한 산소 퍼텐셜의 제어를 해서는 어도 32%의 

UO2가 요구된다[14]. UO2와 UC2의 한 조성은 연료핵 이동과 핵분열생성물

로부터의 피복층 손을 방지하며, 35±20%의 UC2 조성을 가지면 연료핵의 요구

사항을 만족한다. LEU 연료를 사용할 경우에 연소도가 낮아짐으로 인해 UC2의 

최소 요구 조성비는 낮아진다.

  부분의 탄소 열환원 공정에서는 우라늄 옥시탄화물과 우라늄 모노탄화물이 

생성된다. HTGR 연료핵에서의 모노탄화물과 옥시탄화물은 열분해탄소 피복층으

로부터의 탄소와 반응하여 UC2를 생성시키며, 이는 연료핵과 피복층 사이에 불

필요한 틈을 형성한다. LEU 연료주기에서는 속 물질의 장  유연성을 확보

하기 해 거의 이론 도에 근하는 연료핵이 요구되며, 이러한 고 도의 연료

핵을 제조하기 해서는 조성비를 제어할 수 있는 공정이 개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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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우라늄-탄소-산소 시스템

     UO2 미세구의 탄소 열환원을 해서는 U-C-O 시스템에 한 이해가 필수

이다. 1300∼1750℃에서의 U-C-O 상평형도를 Fig. 11에 나타내었다[16-18]. 

Fig. 11에는 HTGR에서 요구되는 연료핵의 UO2-UC2에 한 최종 조성비를 나

타내었으며, 15∼30% UC2가 최 이다. Fig.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탄소 열환원 

공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세 가지 다른 형태의 상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 하

나는 UO2, UC2, C 상이 혼재하는 역으로 미량의 산소를 함유하는 UC2 상

-UC1.83O0.075이다[16]. 이 역의 조성은 유리 탄소가 최종 소결 도를 낮추기 때

문에 HTGR 연료핵으로는 부 합하다.

Fig. 11. Uranium-carbon-oxygen equilibrium diagrams show the desired

           progression of the reaction (temperature =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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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두 번째로는 UO2, UC2, UCxOy가 혼재하는 역으로 우라늄 옥시탄화물의 

조성비는 UC1.0O0.1이다[16]. UC1.0O0.1은 열분해탄소 피복층의 탄소와 반응하여 

UC2를 생성시키고, 연료핵과 피복층 사이에 불필요한 틈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 

역에서의 조성비 역시 합지 않다. 세 번째는 UCxOy와 UO2가 혼재되어 있

는 역으로 우라늄 옥시탄화물의 조성비는 UC0.65O0.35이다[19].

  탄소 열환원 반응은 다음의 일반화된 반응식에 의해 상당한 양의 일산화탄소

가 생성된다.

      UO2 + 4C → UC2 + 2CO

생성된 일산화탄소는 purge 가스에 의해 시스템으로부터 제거되며, 연료핵의 조

성은 Fig. 11과 12에 일산화탄소가 표기된 부분으로부터 하소에 의해 변화된다. 

이와 같이 UO2-UC2 혼합물의 최종 조성을 제어함은 어려움이 따른다. 반응은 

UO2 + C 상의 역으로부터 UO2 + UC2 상의 역으로 격히 진행되며, UO2 

+ UC2 상의 역에서 반응이 멈추지 않고 UO2 + UCxOy의 이성분 상의 역으

로 계속 진행되나 CO 압력을 조 함으로써 반응의 진행 정도를 제어할 수 있다

[20].

Fig. 12. The carbon monoxide partial pressure determines the equilibrium

           ph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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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2에 나타낸 를 보면 조성은 UO2 + C(point a)로부터 시작된다. 반응이 

진행되어 CO의 분압이 level 1(line ab)보다 작을 경우의 조성은 UO2 + UC2 + 

C(point b)의 삼성분 역으로 이동된다. Gibbs의 상률 법칙에 의하면 삼성분 

역의 자유도는 1 이므로 주어진 온도에 해 CO의 평형압력은 일정(line ab)하고 

세 가지 고체상의 분량과는 무 하다. 계속 진행되어 UO2 + UC2의 이성분 역

(point b)에 도달되며, 다음의 UO2 + UCxOy + UC2의 삼성분 역에서의 CO 

평형압력(line bc)은 일정하게 된다. 최종 으로 CO의 분압이 level 2보다 작을 

경우에 UO2 + UCxOy의 이성분 역으로 반응이 진행된다. Gibbs의 상률 법칙

에 의하면 이성분 계의 자유도는 2 이므로 주어진 온도에서 UCxOy의 y가 변함

(line cd)에 따라 CO의 분압도 변한다. 이와 같이 연료핵의 최종 조성은 주입하

는 가스 의 CO 분압을 조 함으로써 제어한다. CO 분압이 level 1 이상일 경

우에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며, CO 분압이 level 1과 level 2 사이에서는 UO2 + 

UC2가 생성되고, CO 분압이 level 2와 level 3 사이에서는 UO2 + UCxOy가 생

성된다.

  3.2. UO2-UC2 연료핵 제조

  차세  원자력 시설(Next Generation Nuclear Plant, NGNP)  차세  가스로

(Advanced Gas Reactor, AGR)에 한 연료 개발 로그램에 의해 조사시험을 

수행하기 한 고품질의 우라늄을 함유한 TRISO 피복입자 연료와 연료 콤팩트

를 제조하기 한 공정이 개발되고 있다. 우라늄 옥시탄화물의 연료핵은 내부 겔

화 공정으로부터 제조된 미세구들이 고온 공정을 통해 UO3 +C를 UO2 + UCx로 

변환시키며, 이러한 고온 공정 단계에서 연료핵은 고 도화 된다.

  Babcock and Wilcox(B&W) 사에서는 Idaho National Laboratory의 Advanced 

Test Reactor(ATR)에서 조사시험을 수행하기 한 UCO 연료핵을 제조하 으

며, 연료핵 제조공정 평가를 통해 (1) 원료용액(broth) 제조 시에 탄소 분산 방법 

시험; (2) 원료용액 혼합 방법 평가; (3) 원료용액 화학 최 화; (4) 소결 조건 최

화; (5) 더 큰 직경의 UCO 연료핵 제조 등에 한 몇 가지 개선사항이 제안되

었다.

  이러한 제안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시험 로그램이 설정되고 수행되었으며, 

일부 시험 로그램은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ORNL)에서, 더 큰 규모

의 시험은 B&W에서 수행하 다. B&W에서는 연료핵 성질과 공정 운  개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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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 을 두었다. 카본블랙의 형태와 미세구 형성 의 카본블랙의 혼합 방법을 

달리 함으로써 소결 연료핵에서의 상 분포를 개선하 으며, 연료핵 성질의 재

성 향상, 조업시간 단축, 공정 단순화 등을 이루었다[21].

  NGNP의 피복입자 연료로는 UCO 는 UO2 연료핵이 고려되고 있으며, 조사

시험을 한 AGR-1의 연료핵은 UO2-UC2의 혼합연료(편의상 UCO 표기)를 채

택하 다. AGR 연료핵의 설계명세에는 연료핵 직경, 구형도, 도, 우라늄 농축

도, 체 우라늄 함량, 탄소와 우라늄의 비, 산소와 우라늄의 비, 15 개의 불순물

에 한 허용한도 등이 포함된다.

  AGR/NGNP의 연료개발  성능 로그램은 2004년에 시작되어 기에는 

ORNL에서 작은 규모의 피복장치 개발 시험을 한 천연 UCO 연료핵을 제조하

다. 기에 제조된 연료핵들은 부분의 설계명세를 만족하 으나, 산소와 우

라늄의 비는 최소값을 약간 상회하는 데 그쳤다. 원료용액 내의 우라늄에 한 

카본블랙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최종 소결 연료핵을 개선하 으나, 도가 낮아졌

으며, 그로 인해 소결 조건과 원료용액 내의 카본블랙의 분산 방법이 최종 소결 

연료핵의 성질에 미치는 향을 고찰하 다.

    3.2.1. AGR-1 연료핵 제조 공정

  AGR-1 연료핵 제조 공정의 개략도를 Fig. 1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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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AGR-1 kernel fabric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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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핵 제조공정의 첫 번째 단계는 고품질의 우라늄을 질산에 용해하여 산결

핍 질화우라늄(ADUN) 용액을 제조하는 것이다. 연료핵 제조는 여러 단계를 포

함하며, AGR-1 연료핵의 제조를 해 ADUN 용액에 카본블랙, Tamol  urea 

용액을 혼합하고 이 혼합물 용액에 HMTA를 추가하여 원료용액(broth)을 제조

한다. 원료용액은 진동노즐에 의해 일정한 직경의 구형 액 으로 형성시키고 이 

액 들은 열 달 유체로 사용하는 trichloroethylene(TCE) 칼럼에 침 된다. TCE

와 수용성 액 들 간의 계면장력에 의해 구형을 유지한다. TCE로부터 달되는 

열에 의해 urea가 암모니아와 CO2로 열분해되며, 가열된 액 들 내부의 HMTA

가 분해되어 NH3가 형성됨으로써 겔화 공정이 시작된다. ADUN과 착화합물을 

이루어 안정화시키기 한 urea는 분해되어 더 많은 암모니아를 생성시키며, 

HMTA의 분해를 진한다. 겔화된 미세구들은 세척, 건조 과정을 거쳐 체질한

다.

  “Green" 연료핵은 유동층 반응기에서 가열하여 하소, 탄소 열환원  소결 공

정이 수행된다. 한 온도의 100% 수소 분 기에서 하소 공정을 수행하여 

green 연료핵의 산화물로부터 결정수를 제거하며, 우라늄 옥시수산화물을 UO3로 

분해하고 UO3를 UO2로 환원한다. 탄소 열환원 공정에서는 1680℃까지 가열하고 

아르곤과 CO 혼합가스 분 기를 조성한다. 연료핵 내의 탄소는 UO2와 반응하여 

UC2, UC  CO를 생성한다. 온도를 1890℃까지 가열하여 고 도의 연료핵으로 

소결한 후, 냉각  가열로로부터 제거한 연료핵들은 체질  분 에 의해 일정

한 직경의 구형 연료핵으로 분류한다.

  AGR-1 시험에 사용할 7 회의 운 을 통해 4.42 kg의 연료핵을 제조하 으며, 

연료핵의 성질, 입자들의 표면과 내부단면을 Table 7과 Fig. 14, 15에 나타내었다.

Table 7. AGR-1 kernel composite properties

Specification Actual

Diameter, ㎛, average 350±10 349.5

Density, g/cm
3

≥10.5 10.66

U-235 enrichment 19.8±0.1 19.74

Total uranium ≥87.0% 90.06%

C/U ratio 0.5±0.2 0.325

O/U ratio 1.5±0.2 1.36

Aspect ratio, mean none 1.013



- 20 -

Fig. 14. Ceramographic image of AGR-1 kernels.

Fig. 15. Loose AGR-1 kern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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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된 연료핵은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분의 설계사양을 만족하

으나, Fig. 14,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료핵의 표면과 내부 상은 일정하지 않

았으며, 이로부터 도와 다른 성질에도 향을 미치리라 사료된다. 이후 공정 

시험의 주된 목 은 batch 별  batch 내에서의 균일성을 유지하는데 주안 을 

두었다.

    3.2.2. 탄소 분산

  기 연료핵 제조 연구에서 제조되는 연료핵의 도와 조성은 액  형성 과정

에서 카본블랙의 분산에 의한 향으로 평가되었으며, 이후의 시험에서는 (1) 

HMTA에서의 카본블랙 분산 평가; (2) 계면활성제와 카본블랙의 혼합비 최 화; 

(3) 다른 종류의 분산제 평가; (4) 다른 종류의 카본블랙 평가 등에 을 맞추

었다. 서로 다른 카본블랙과 계면활성제에 한 시험  평가를 통해 B&W 제조

공정에서 사용할 몇 가지 카본블랙을 선정하 다[22]. Columbian Chemical 

Company에서 생산된 카본블랙인 Raven 1000을 AGR-1 연료 제조에 사용하

으며, Cabot Corporation에서 개발한 표면 개질된 탄소를 선정하여 시험을 수행

하 다. “F"와 ”G"로 명명된 Cabot 사의 탄소는 계면활성제의 사용을 배제하기 

해 탄소 표면에 친수성 음이온 기능을 추가하여 설계되었다. Cabot "F"는 탄소 

표면에 phenylcarboxylic acid 기를 결합하 으며, Cabot "G"는 탄소 표면에 

phenylsulfonate 기를 결합하 다.

  산성과 알칼리성 용액에서 “F"와 ”G"에 한 분산 거동을 다섯 가지의 혼합 

방법에 해 비교하 다. ADUN 용액을 모사하기 한 산성 용액은 3.2 M의 

urea 수용액에 질산을 첨가하여 pH를 2로 만들었으며, 알칼리 용액은 3.2 M 

HMTA와 3.2 M urea의 혼합용액을 사용하 다. 혼합 방법은 자석 교반에 의한 

와류 혼합, 임펠러 교반, 기계  단펌 에 의한 혼합, 음  단, 기계  

단과 음  단의 혼합 등 다섯 가지를 사용하 다.

  Cabot "G"는 수용액 상에서 쉽게 젖어 분산되었으나, Cabot "F"는 잘 분산되

지 않았다. Cabot "G"는 임펠러  와류 혼합에 의해 쉽게 분산되었으나 기계  

단펌 를 사용하 을 경우에 가장 좋은 결과를 보 다. 기계  단펌 에 의

한 탄소 혼합은 탄소를 수용액에 떨어드린 지 수 분 안에 분산되었으며, 30∼40 

분 경과 후에 최 의 결과를 보 다. 이는 학 미경 찰로부터 탄소입자 크기

가 1 ㎛ 이하로 완 히 분산되었음을 확인하 다. 학 미경에 의한 모사 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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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분산 상을 Fig. 16과 17에 수록하 다. Fig.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Cabot "G" 탄소는 기계  혼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5 ㎛ 보다 크지 않은 입

자들로 자발 으로 분산되었다. 40 분간 기계  단 혼합 후의 상인 Fig. 17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 으로 분석이 불가능할 정도로 분산이 잘 이루어졌으

며, 입자크기는 1 ㎛ 이하로 사료된다.

Fig. 16. Cabot Type G carbon without mechanical shear mixing

               in the simulant solution.

Fig. 17. Cabot Type G carbon dispersed in simulant,

           after 40 minutes with mechanical shear mix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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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W에서는 탄소의 종류와 분산 방법을 비교하기 해 ADUN에 Raven 1000 

탄소 분산, HMTA에 Raven 1000 탄소 분산, ADUN에 Cabot "G" 탄소 분산, 

HMTA에 Cabot "G" 탐소 분산의 경우에 해 연료핵 제조 실험을 수행하 다. 

한편, Cabot "G" 탄소를 미리 분산시킨 두 가지 경우에 해서도 시험하 으며, 

이러한 Cabot "G" 탄소는 화학  결합공정 에 수분을 제거하여 분말로 분류하

기  단계에서 회수된 슬러리 형태를 사용하 다. “B" 슬러리는 반응 부산물을 

정제하 으며, ”A" 슬러리는 정제하지 않은 상태로 사용하 다.

  제조된 연료핵에 한 단면 사진을 Fig. 18에 나타내었다. 이러한 실험 결과로

부터 Raven 1000 카본블랙은 Cabot "B" 슬러리로 체하 으며, ADUN 용액에 

카본블랙을 분산시키던 것을 HMTA 용액에 분산시키는 것으로 결정하 다. 

Fig. 18. Ceramographic images of kern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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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 원료용액(broth) 변수

  원료용액의 변수에 한 시험은 소결된 연료핵의 쇄강도를 개선하기 함이

며, 부수 인 목 으로는 후속 공정에서 마모와 균열에 견디는 견고한 미세구들

을 제조하기 한 원료용액의 변수에 한 운  범 를 결정하기 함이다.

  겔 형성 온도와 우라늄에 한 질산염의 비율이 일정한 경우에 단단한 UO2 연

료핵을 제조하기 해서는 원료용액의 우라늄 농도와 우라늄에 한 HMTA 비

율의 두 가지 주요한 변수를 제어하여야만 한다[23-25]. HMTA/U와 우라늄 농

도가 높으면 단단한 겔이 형성되어 건조 에 균열을 일으키기가 쉬우며, 

HMTA/U와 우라늄 농도가 낮으면 무른 겔이 형성되어 취   세척에 있어 미

세구 표면이 마모되는 경향을 보인다[24]. UO2 연료핵 제조에 있어서 원료용액의 

최  조건 범 를 Fig. 19에 두 직선 사이의 역으로 나타내었다.

  B&W에서 기에 UCO 연료핵을 제조하 던 조건은 Fig. 19의 조건 범  아

래의 역인 우라늄 농도가 1.09∼1.22 M, HMTA/U가 1.22∼1.41이었으며, 제조

된 연료핵은 쇄강도가 낮고 일부는 손되었다. 이후 높은 우라늄 농도와 1.18

∼1.32의 HMTA/U의 조건으로 Fig. 19의 최  조건 범  내에서 제조한 연료핵

은 더 단단함을 보 다.

Fig. 19. Ideal broth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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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GR 향후 망

  NGNP의 연료는 국, 미국, 독일 등의 고온가스냉각로에서 검증된 TRISO 피

복입자 연료를 근간으로 한다. TRISO 피복입자는 약 1 mm 직경의 구형 층을 

이루는 복합체로 UO2 혹은 UCO 연료핵  연료핵을 둘러싸고 있는 다공성 흑

연 버퍼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버퍼 층은 방사선 손상을 완화시키고 조사하는 

에 생성되는 핵분열가스를 한 공간을 제공한다. 버퍼 층은 다시 조 한 내부 

열분해탄소(IPyC), 탄화규소(SiC), 조 한 외부 열분해탄소(OPyC) 층에 의해 둘

러싸여 있다. 열분해탄소는 조사 시에 수축되고, 미세구에 해 1차 압력경계인 

SiC 층을 보호하기 한 압축력을 생성한다. 한, 내부 열분해탄소 층은 SiC 층

의 증착 시에 부식가스로부터 연료핵을 보호한다. SiC 층은 조사하는 동안이나 

사고 시에 생성되는 핵분열생성물을 1차 으로 쇄한다. 각각의 미세구들은 작

은 압력용기 역할을 함으로써 달되는 힘을 가스로 연료  시설 안 시스템으

로 분산시킨다.

  NGNP의 기  연료핵은 UO2 연료가 높은 에 지원, 온도, 연소도에서 문제

을 가지는 계로 UO2 신에 농축(NGNP의 prismatic 블록에서는 약 15% 

U-235, pebble에서는 약 8% U-235) UCO를 선택하 다. NGNP에서 상되는 

높은 에 지 도(>6 W/cm
3

)에서는 온도구배가 큰 계로 UO2 피복입자는 연료

핵이 이동할 수 있다. 버퍼  내부 열분해탄소 층을 통한 연료핵 이동은 SiC 층

에 도달하게 되고 이는 SiC 층의 범 한 손상을 야기시킨다. 한편, NGNP에 

요구되는 높은 연소도(15∼20% FIMA)에서 UO2 연료입자의 높은 CO 압력은 입

자 손의 원인이 된다. NGNP의 높은 연료 온도(약 1250℃의 최  평균온도)는 

상기의 두 가지 상 모두에 향을 증 시킨다. 탄소와 산소 혼합물은 핵분열에 

의한 유리산소 생성을 방지하기 때문에 UCO를 선택함으로써 조사하는 동안에 

CO 생성을 방지하고 연료핵 이동(amoeba effect)을 최소화하고자 하 다. UO2와 

마찬가지로 UCO도 사고 시에 안정성에 향을 미치는 연료핵 내의 고정된 산화

물로써 란탄족의 핵분열생성물은 문제 으로 남는다.

  NGNP에 pebble bed를 용하기 해서는 피복입자는 흑연분말과 합제로 

다시 피복(over-coat)한다. 이러한 피복입자들은 추가 인 흑연분말  합제와 

혼합하여 직경 50 mm의 구형체를 만들고 연료가 없는 5 mm의 흑연 층을 입힌 

후에 등방압축, 가공, 탄화  열처리를 한다.

  NGNP에 prismatic을 용하기 해서는 상기에 기술한 공정과 유사하며,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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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신에 직경 12.5 mm, 길이 50 mm의 원기둥 형태의 콤팩트를 만든 후에 열

처리를 하고 이러한 콤팩트들을 흑연 블록의 구멍에 장입한다. TRISO 피복입자 

연료  입자, 콤팩트, 연료요소(콤팩트와 냉각 경로의 prismatic 흑연블록)를 

Fig. 20에 나타내었다.

Fig. 20. Cutaway of a TRISO-coated fuel particle and pictures of prismatic 

fueled high-temperature gas reactor fuel particles, compacts, and fuel 

elements.

  4.1. Advanced Gas Reactor(AGR) Program의 정당성  필요성

  Petti 등에 의하면 미국과 독일의 고온가스로 연료의 품질에 차이가 있는 것으

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26]. 이와 같은 사실은 미국과 독일의 TRISO 피복입자 

연료에 한 조사시험으로부터 Fig. 21과 같은 고속 fluence에 한 크립톤의 방

출속도와 생성속도의 비(R/B)로 설명된다. 각각의 미국 실험자료는 선으로 나타

내었으며, 독일의 자료는 그래  하단부의 역으로 표시하 다. 이와 같은 차이

는 미국과 독일에서 사용된 제조공정의 기술  차이와 조사시험 로그램의 차

이로 사료된다. 피복입자 연료의 제조공정에 있어 제조 규모  개발 노력은 지

난 25년간 상당한 차이 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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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Krypton release to birth ratios irtsus fast fluence from a variety of 

U.S. and Grtman fuel irradiation experiments shoeing the better 

performance of the German fuel.

  독일에서는 AVR  THTR을 한 상용 규모의 제조 능력  HTR-Modul을 

한 고품질 연료의 추가 인 생산과 같은 기반시설을 구축하 다. HTR-Modul 

개발을 해 생산된 3,300,000 개의 입자 에 단지 100 개만이 결함을 보 다. 

미국의 Fort St. Vrain의 후속 로그램은 실험실  확장된 규모가 혼합되어 연

료를 제조하 다. 기의 결함율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독일에서 제조된 

연료와 비교할 때 매우 높았다. 한편, 미국의 로그램에서는 조사시험에서 다수

의 변수가 복합 으로 작용하여 좋지 않은 결과의 원인을 악할 수 없었다.

  미국과 독일의 제조공정을 비교한 결과 많은 차이 을 보 다. 조사 시 혹은 

사고 시에 연료의 성능에 향을 미치는 각각의 제조공정에 의해 제조된 TRISO 

연료 피복층의 세 가지 기술  차이 은 열분해탄소의 비등방성  도, 

IPyC/SiC의 계면 구조, SiC의 미세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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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 열분해탄소의 피복속도

  TRISO 입자연료 에 열분해탄소 층의 도  비등방성은 피복장치에서의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독일의 열분해탄소는 높은 피복가스 농도에서 피복되며, 

이는 미국에서 일반 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보다 피복속도(∼4-6 ㎛/min)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의 열분해탄소는 등방성이 매우 좋으며, 따라서 조사 

후에도 그 로 유지되나 입자 표면의 기공도가 다소 높아 SiC를 피복하는 동안

에 염소가스에 한 투과율이 높아져 UCO 연료핵과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미

국의 열분해탄소는 매우 낮은 피복가스 농도에서 피복(피복속도: 2-4 ㎛/min)되

어 매우 치 하고 IPyC 층에 한 투과율이 낮아 SiC 층이 증착되는 동안에 염

소가스가 연료핵으로 투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나 과도한 비등방성으로 인

해 조사하는 동안에 열분해탄소가 손상된다.

  피복속도에 따른 조사-유도변형의 계를 Fig. 22에 나타내었다. Fig.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된 후에 열분해탄소의 유도변형은 매우 낮은 피복속도로 피

복된 열분해탄소가 훨씬 컸다. 미국의 조사시험에 사용된 캡슐에 한 조사후시

험으로부터 내부 열분해탄소 층의 수축 균열이 확인되었으며, 이로부터 SiC 층에 

응력을 가하게 되고 결국에는 SiC 층이 손된다[27,28]. 열분해탄소에 한 비등

방성 측정은 열분해탄소의 등방성과 련된 공정인자와 충분한 상 계를 갖지 

못하며, 노 내에서 열분해탄소의 손에 한 신뢰성 있는 측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다.

Fig. 22. Irradiation-induced strains in PyC

         as a function of PyC coating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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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 IPyC/SiC의 계면특성

  독일과 미국의 IPyC 사이에 미세구조  표면 기공도에서의 차이는 층간의 결

합 특성에도 향을 미친다. 독일과 미국의 IPyC/SiC 계면에 한 미경 사진

을 Fig. 23에 수록하 다. Fig.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일 연료의 계면은 SiC

가 IPyC 층 내부로 증착됨으로써 더욱 단단한 결합을 이루고 있으며, 표면 기공

도는 상당히 크다. 미국 연료의 경우에는 단단하고 기공이 거의 없는 매끄러운 

계면으로써 낮은 결합력을 가진다. 독일 연료에서의 TRISO 피복은 조사 시에 

탈착된 경우가 없었으나, 미국 연료의 경우에는 빈번히 탈착되었다. 탈착은 

IPyC/SiC 계면에서의 결합력과 련될 것으로 사료되며, 손의 원인이 되는 

SiC 층의 응력 집 에 의해 탈착된다.

Fig. 23. Comparison of SiC/IPyC interface in German(left) and U.S. fuel.

    4.1.3. SiC 미세구조

  독일과 미국 연료의 SiC 미세구조를 Fig. 24에 나타내었다. 독일 공정으로부터 

작은 등축정 결정(equiaxed grains)의 SiC, 미국 공정으로부터는 큰 주상정 결정

(columnar grain)의 SiC가 제조되었다. 미세구조의 이러한 차이 은 피복장치에

서 SiC 피복을 하는 동안의 온도에 한 향으로 보이며, 독일의 경우보다 미국

의 경우에 온도가 더 높았다. 이러한 차이 은 연료 성능에 향을 미치며, 피복

층을 통한 직 인 결정경계경로를 가지는 미국의 주상정 결정 형태보다는 독

일의 작은 등축정 결정 형태가 속성 핵분열생성물의 차단에 더 효율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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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Comparison of the microstructure of German and U.S. produced SiC.

    4.1.4. 조사시험

  지난 25년간 미국과 독일의 조사 로그램은 서로 다르게 수행되었으며, 결과 

역시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 다. 독일의 경우에 AVR과 THTR의 pebble bed와 

HTR-Modul 설계와 같은 향후의 pebble bed에 한 UO2-TRISO 연료에 을 

맞춘 반면에 미국의 경우에는 많은 다른 변수(피복방법, 다양한 연료핵)에 따라 

조사시험을 하거나 조사시험 결과를 다시 제조공정에 반 하 다. 한, 미국에

서는 조사후시험을 모든 조사시험에 해 수행하지 않고 미경 사진에 국한한 

경우도 있으며, 피복층의 손 특성이 산발 으로 나타났다. 실시간 가스방출 측

정으로부터 독일 연료는 범 한 조사 조건(온도, 연소도, fluence 등)에서의 미

국 연료보다 약 1/1000의 핵분열가스가 방출되었으며(Fig. 25), 미국 연료에 한 

조사후시험 결과로부터 더욱 범 한 가스방출 자료가 확인되었다.

  결과 으로 독일 연료가 우수하 다. 약 340,000 개의 입자는 조사시험으로부

터  손상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잘 못된 실험에 의해 약간의 손상된 입자만

을 보 다. 핵분열가스는 손상을 일으키도록 제조된 연료에 해서만 방출되었

다. 미국 연료의 경우에는 각각의 피복층이 비교  많이 손되었으며, 부분의 

경우에 체 입자의 약 1∼10%가 완 히 손되었다(Fig.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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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Comparison of end-of-life Kr-85m R/B from historic German and

           U.S. irradiations.

Fig. 26. Individual layer failures observed during post-irradiation examination

         of U.S. coated particle fuel over the past 25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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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차세  가스로(AGR) 로그램의 구조(체계)

  TRISO 피복된 농축 우라늄 연료의 개발  품질이 NGNP 로그램의 주요

한 연구개발 분야이다. 연구는 AGR 로그램에 따라 진행되며, AGR 로그램

에는 연료핵 제조, 피복, 콤팩트 기술 개선, 연료시편의 조사  사고 시 시험, 

연료 성능  핵분열생성물 이동 모델링 등이 포함된다[29]. 이러한 연구의 1차

인 목표는 prismatic 블록 형태의 NGNP에서 요구되는 높은 온도, 연소도, 에

지 도에 견디는 TRISO 피복입자를 허용 실패율 내로 제조하는데 있다. 입자

의 충 율  연료온도는 블록 형태보다 pebble bed 형태가 다소 낮은 계로 

블록 형태의 TRISO 연료가 성공 이라면 pebble bed 형태에도 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한편, 기 험을 일 수 있는 경제 인 연료제조 능력을 갖

추기 해 연료 제조공정의 상용화가 부차 인 목표이다.

  품질보증에 한 요구사항은 10CFR830(Nuclear Safety Management) Subpart 

A(Quality Assurance Requirements)와 DOE Order 414.1B(Quality Assurance)

에 따를 것이며, 조사시험을 한 시편 제작  조사시험은 국제  표 인 

ASME NQA-1-2000(Quality Assurance Requirements for Nuclear Facility 

Applications)에 따라 수행될 것이다.

    4.2.1. 연료 제조

  피복입자 연료 개발은 연료 성능 설계명세를 만족하는 연료를 제조하는데 있

으며, 연료핵, 피복, 콤팩트에 한 공정 개발, 특성분석  품질 리 방법 개발, 

규모확 (scale-up) 분석, 기술이 을 한 공정 문서화 등을 포함하고 목표 달

성을 한 특성평가, 조사시험  사고 시 시험을 해 연료와 재료 시편을 제조

할 것이다. 한편 궁극 으로는 경제 인 상용규모 생산에 합한 피복입자 연료 

제조에 한 자동화 기술을 개발하는데 있으며, 이는 향후에 산업체 참여와 더불

어 진행될 것이다.

  연구내용은 UCO 연료핵 제조, 실험실 규모의 피복장치를 이용한 입자의 연속 

피복공정, 연료 콤팩트 제조, 특성분석 등에 을 맞추고 있다. 연료핵의 연구

목표는 모든 사양을 만족하는 연료핵을 제조하기 한 운  조건을 보다 명확히 

하기 함이다. 를 들어 2005년도 에는 연료핵의 한 소결 도를 얻기 

한 탄소의 분산 변수에 한 연구를 수행하 으며, AGR-1 연료핵 제조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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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의 사양  연료핵의 강도, 쇄성, 표면 반응성 등에 련된 원료용액

(broth)과 소결 변수에 한 운  조건을 확립하기 해 추가 인 연료핵 개발 

연구가 요구되었다.

  피복에 한 기의 연구목표는 1980년  후반에 독일 로그램에 의해 제조

된 입자와 같은 피복공정을 확립하는 것이다. 독일의 공정은 모든 피복층을 연속

으로 피복하 으나 미국의 공정은 각각의 피복층에 한 품질검사를 해 하

나의 피복공정이 수행되면 그때마다 연료입자들을 피복장치로부터 수거하 다. 

과거의 피복자료에 한 이해와 성공 인 결과에 한 상을 증진시키기 해 

추가 인 피복 변수에 한 연구를 수행하 으며, 첫 번째 조사시험인 AGR-1에

서 기  피복연료  선택된 변수에 해 조사시험을 수행한다. AGR-1 연료 제

조를 한 피복변수로 피복속도와 온도를 선정하 다(Table 8).

  높은 비등방성과 높은 도의 PyC로부터 높은 등방성과 낮은 도의 PyC가 

제조될 수 있도록 피복 조건을 변화시켰으며, 작은 결정 형태의 SiC가 제조되기 

한 조건을 결정하기 해 SiC 피복온도를 두 가지로 변화시켰다. 연속 인 피

복공정  피복층 간 마다 단된 피복공정에 의한 연료에 해 보다 정량 인 

특성분석을 해 단 피복공정을 수행하 다. 한편, 국의 Dragon 로그램  

재 자산업에서 알곤 가스를 사용하여 낮은 온도에 양호한 SiC를 제조하고 

있는 계로 SiC 피복 에 알곤 가스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 상이다.

Table 8. Candidate coating variants for AGR-1

Variant IPyC conditions SiC conditions Comment

1 1300℃; 4.5 ㎛/min 1510℃; 0.2-0.25 ㎛/min German baseline

2 1300℃; 4.5 ㎛/min 1580℃; 0.2-0.25 ㎛/min
Higher SiC deposition

temperature

3 1300℃; 3.0 ㎛/min 1510℃; 0.2-0.25 ㎛/min
Low IPyC coating rate

(anisotropic)

4 1300℃; 3.0 ㎛/min 1580℃; 0.2-0.25 ㎛/min
Low IPyC coating rate

(anisotropic)

5 1300℃; 6 ㎛/min 1510℃; 0.2-0.25 ㎛/min High IPyC coating rate

6 1300℃; 6 ㎛/min 1580℃; 0.2-0.25 ㎛/min
Higher SiC deposition

temperature

7 1300℃; 4.5 ㎛/min 1510℃; 0.2-0.25 ㎛/min Interrupted variant of case 1

8 1300℃; 4.5 ㎛/min ∼1300℃ with ar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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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복공정 개발의 2차 인 목표는 더 큰 규모의 피복장치(6 inch)에 의한 연속

인 피복공정 개발을 포함한다.

  실험실 규모의 피복공정 개발은 작은 규모의 피복공정 개발을 한 피복공정 

모델 개발, 실험실 규모의 피복장치로부터 상용 규모의 피복장치의 개발 등을 포

함한다. 주요한 문제는 속도결정 과정  화학증착에 의한 최종 생산물의 품질에 

한 유동층 반응기에서의 난류흐름에 의한 기체-고체 상호작용의 향이다. 피

복공정의 모형화는 최신의 유체동력학에 한 컴퓨터 코드와 유체동력학, 열  

물질 달, 입자 표면에서의 화학반응 속도론의 모사에 한 한 상호 계 등

을 사용한다. 한편, 측된 모델이 실제 인 물리   화학  상과 일치하는 

가를 확인하기 해 개발의 각 단계마다 실험에 의한 검증이 요구되며, 이것은 

실험실 규모에서 생산 규모로의 성공 인 개발에 있어 결정 인 요소이다. 모델 

개발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해 수행된다.

    (1) 유체동력학

    (2) 열  물질 달

    (3) 반응/증착 속도론

    (4) 입자 변화

  피복입자는 흑연분말과 탄화수지의 기질을 사용하여 다시 한번 피복한 후에 

원기둥 형태의 콤팩트로 성형한다. 이 로그램에서 채택한 열경화성 수지 기질

과 가열 압축성형 공정은 독일과 일본의 공정과 유사하며, 미국에서 사용한 열가

소성 수지 기질을 사용한 사출공정으로부터 미국의 연료 콤팩트 사양에 합한 

실질 인 방법이 요구된다. 기질은 독일의 기질과 유사하나 입자에 한 기질의 

비는 독일의 경우에 90:10(기질:입자)으로 미국의 72:28과는 상당히 다르다. 한편, 

독일의 pebble은 등압 압축하여 구형으로 성형하는 반면에 AGR 콤팩트는 원기

둥 형태로 압축성형한다. 연료입자는 비압축성이므로 입자에 비한 기질량이 

고 성형 기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TRISO 입자에 해 동일한 두께로 덧피복

(overcoat)을 하여야 하며, 입자들을 콤팩트로 성형함에 있어 주의를 기울어야 한

다. 콤팩트 제조 개발의 목 은 콤팩트 사양을 만족하고 입자의 손상을 가능한 

한 이기 함이다. 균일한 덧피복에 요구되는 변수를 최 화하 으며, 체물

질을 사용하여 압축  탄화에 의해 콤팩트를 제조하 다(Fig.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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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Compacts produced using ORNL thermosetting resin process.

  연료 제조와 더불어 연료의 특성분석기술 개발을 함으로써 연료 제조 개발에

의 되먹임(feedback), 제조물의 사양 만족도, 연속 인 상용 규모의 통합 피복공

정의 주요한 특성을 측정하기 한 보다 진보되고 확고한 기술을 확립하고자 하

다. 기 연구는 기존의 특성분석 차를 재평가하고 등방성  학 상의 

측정  분석기술을 집 으로 개발하고자 하 다. 피복층의 두께와 도를 측

정하기 한 단층촬  기법을 용하 으며, 이를 해 ORNL에서는 고해상도

(1-2 ㎛)의 X-ray 검사시스템을 구축하 다. Fig. 28에 ORNL에서 개발한 PC에 

의한 자동화 학 특성분석 장치로부터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28. Example information from the ORNL computer automated optical

         characterization system. An IPyC histogram is shown on th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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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에 의한 샘 의 치 제어와 ORNL에서 개발한 상분석 소 트웨어에 

의한 디지털 상을 이용하여 1,000 개의 입자에 한 크기  형태를 2 ㎛의 해

상도로 빠르고 용이하게 분석한다. 이 시스템은 100 개의 입자 단면을 1 ㎛의 해

상도로 분석할 수 있으며, 입자의 치수(dimension), 피복층 두께, 입자 형태 등의 

풍부한 자료를 제공한다. 한 ORNL에서는 열분해탄소의 등방성을 측정하기 

한 진보 인 학측정 방법을 개발하 다. 2-MGEM(2-modulator generalized 

ellipsometry microscope)으로 불리는 주사타원편 법(scanning ellipsometry)을 

사용하여 열분해탄소의 결정 방 에 한 각도  방향을 측정하며, Fig. 29에 

형 인 결과를 나타내었다. 최근의 자료는 2 ㎛의  크기로 나타냄으로써 

제조되는 물질과 함께 미국  독일 연료의 피복층과 함께 열분해탄소에 한 

새로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Fig. 29. Typical results from the ORNL equipment

    for measuring pyrocarbon anisotr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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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2. 연료  재료 조사시험

  연료  재료의 조사시험으로부터 연료의 제조공정 개발, 정상운 을 한 연

료의 품질, 연료 성능과 핵분열생성물의 이동 모델  코드화의 개발  검증을 

한 조사 의 연료 성능 자료를 얻을 수 있으며, 조사후시험과 고온가열로에서

의 안 시험을 한 시편이 생산된다.

  필요한 자료와 시편을 얻기 해 8 개의 조사 캡슐이 사용되었으며, 각각에 

한 상세 세목을 Table 9에 수록하 다. AGR-1의 목 은 후속의 조사시험을 수

행하는 동안에 캡슐의 손을 방지하기 해 새로 제작된 다  셀 캡슐의 설계, 

제작, 운 에 한 시운 을 하기 함이다. 설계 연소도  고속 fluence에 한 

풍부한 자료가 확보되면 4.2.1 에서 논의된 바 있는 실험실 규모의 피복장치에

서 다양한 운 조건에 의해 제조된 피복입자들로부터 핵심 인 조사 성능자료를 

얻을 수 있다. AGR-2는 상용 규모의 피복장치로부터 제조된 연료의 성능시험을 

하기 함이며, AGR-1  AGR-2로부터의 조사시험 결과들은 제조공정으로 다

시 피드백된다. AGR-3로부터 정상조건의 조사시험에 의한 핵분열가스  핵분

열 속에 한 자료를 확보하고, AGR-4에서는 연료 콤팩트의 기질과 흑연 재료

에 한 핵분열생성물의 거동에 한 연구를 수행한다.

  피복입자 연료에 한 충분한 품질 규격화와 연료 명세에 한 검증을 해서

는 많은 양의 연료 시편이 요구된다. AGR-5와 AGR-6에서는 NGNP에 장 할 

연료의 품질에 한 조사시험을 수행하고 AGR-7과 AGR-8에서는 연료 성능과 

핵분열생성물의 이동 모델을 검증하기 한 조사시험이 수행된다.

      Table 9. Planned AGR irradiation capsules

Capsule Task

AGR-1  Shakedown and early fuel

AGR-2  Performance test fuel

AGR-3  Fission product transport - 1

AGR-4  Fission product transport - 2

AGR-5  Fuel qualification - 1 

AGR-6  Fuel qualification - 2

AGR-7  Fuel performance model validation

AGR-8  Fission product transport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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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R-1에서 사용한 조사시험 다 캡슐의 개략도를 Fig. 30에 나타내었다.

 

Fig. 30. Schematic of AGR-1 multicell caps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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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슐은 6 개의 다른 종료 연료  다른 온도 조건에서 조사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다  셀 계장 캡슐이다. Flux 선은 온도와 고속 fluence를 측정하기 해 

가설되며, 조사 에 온도를 측정하기 해 연료 주 의 흑연체 내에 열 를 

설치한다. 높은 연소도에서 연료를 조사할 때 격한 출력을 방지하고 조사 에 

출력을 제어하기 해 흑연체 내에 탄화붕소를 혼합하기도 한다. 조사하는 동안

에 소량의 불활성 가스를 공 함으로써 연료가 한 온도에서 조사되도록 한

다. 이때 부분의 경우에 헬륨가스를 사용하며, 온도 유지를 해 소량의 네온

가스를 사용한다.

  AGR-1의 조사 조건은 연소도가 18∼20% FIMA, 평균온도는 1150℃, 최고온

도는 1250℃, 고속 성자 fluence는 5×10
25

 n/m
2

(E>0.8 MeV)이다. 캡슐은 Idaho 

National Engineering and Environmental Laboratory의 Advanced Test Reactor

의 B 치에 장 되어 조사시험을 수행한다. B 치에서의 성자 스펙트럼은 

가스로에서 측되는 성자 스펙트럼과 매우 유사하다. NGNP에서 3∼4 년간 

조사하는 상기의 조사 조건을 충족하기 한 비 계산으로부터 각 캡슐은 2.5 

년 동안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시험의 요한 목 은 연료로부터 방출되는 핵분열가스를 측정하고 방출 

핵분열가스와 운 변수와의 상 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각각의 연료 시편이 장

된 셀로부터의 가스는 연료로부터 가스로 외부로 핵분열가스를 방출하며, 원자

로 외부에는 한 개의 연료입자 손도 감지할 수 있는 정 한 이온화 실(ion 

chamber)을 설치하 다. 방출되는 가스의 동 원소 함량은 Fig 31과 같은 최신 

감시 시스템에 의해 핵분열생성물을 실시간으로 측정한다. 이 시스템은 배출가스 

의 다양한 핵분열가스의 동 원소 농도를 연속 으로 측정하기 한 감마 분

계를 포함하며, 입자 손상도 탐지할 수 있어 셀 내 조건과의 상 계를 규명

할 수 있다. 동 원소의 농도 자료는 다양한 핵분열생성물에 한 R/B 비를 계

산하는데 이용된다.

    4.2.3. 조사후시험  안 시험

  조사후시험  안 시험 자료는 연료성능 요구사항의 만족 여부와 연료성능 

모델의 개발과 검증을 한 노내 측정(주로 핵분열가스의 R/B 측정)을 지원하며, 

연료핵, 피복, 콤팩트 성능자료를 연료제조 공정으로 피드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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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INL fission product monitoring system.

      4.2.3.1. 조사후시험

  조사후시험은 조사 후 는 안 시험 후의 연료에 한 비 괴  괴기술에 

의한 특성분석 시험이다. 서로 다른 분석  측정 방법, 측정 목 , 연료품질 등

에 해 고찰하기 해 조사후시험을 계획하 다.

  조사후 캡슐은 실험로로부터 핫셀로 이송하고 감마 스캔한다. 핫셀 내의 시

된 감마 분 계는 지그재그 형태로 캡슐을 스캔하여 축 방향에 해 감마능을 

측정한다. 이러한 측정법은 일반 으로 연료 콤팩트의 손 는 핵분열생성물의 

방출 여부에 한 정성 인 정보를 제공한다.

  캡슐을 해체하여 연료 요소를 제거한 후에 연료의 개략 인 상태를 기록하고 

시편은 무게측정  기하학  측정을 함으로써 조사하는 동안에 연료의 수축  

팽창 여부를 단한다.

  조사에 의한 연료입자 피복층의 물리  특성을 시험하기 해 pebble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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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콤팩트 연료의 횡단면에 해 학 으로 조직을 분석한다. 시험 후 연료의 

상태는 높은 배율에서의 찰로부터 시각 으로 충분히 구별할 수 있으며, 이로

부터 피복층의 보존 상태, 피복층의 탈착, 버퍼층의 고 도화, 핵분열가스에 의한 

기공 형성 정도, 연료핵 이동  팽창, 핵분열생성물에 의한 SiC 층 손상 정도 

등을 알 수 있다. 에칭한 시편에 밝은 편  빛을 사용하면 SiC 층의 미세구조를 

찰할 수 있으며, 한 에칭기법에 의해 SiC grain의 방 와 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 Fig. 32는 AVR에서 조사한 후의 독일 연료에 한 학 사진이다.

 

Fig. 32. Photograph of German AVR fuel after irradiation.

  캡슐의 흑연체에 한 감마 스캔 는 침출과 감마능 측정으로부터 조사후의 

연료핵 이동, 핵분열생성물의 분포 등이 측정된다.

  조사된 연료입자 내부의 어느 치에 핵분열생성물이 존재하는 가를 확인하기 

해서 연료 요소를 개개의 입자들로 해체한 후에 자연방사선을 감소시키고 

자 미경으로 검사한다. 입자 손상  핵분열생성물의 방출을 발생시키지 않는 

자연방사선은 자 미경 사용 시에는 문제가 되며, 에 지 분산 는 장 회  

기법에 의해 측정되는 특정 핵분열생성물의 X-선 특성분석을 한 자 미세탐

침 분석에 있어 양호한 결과를 얻기 해서는 한 개의 연료입자로부터의 감소된 

자연방사선이 요구된다. 이러한 분석으로부터 IPyC/SiC 계면에서의 핵분열생성

물의 축 , 핵분열생성물에 의한 SiC 손상, 연료입자 외부의 핵분열생성물 등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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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 콤팩트나 페블의 조사시험후에 실시간 R/B 측정과는 별도로 연료입자의 

손율을 측정하여야 하며, 이는 소량의 입자 손 시에 R/B 측정의 불확실성과 

핵분열 속 방출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사 의 실시간 측정으로부터는 

단지 핵분열가스에 한 자료만을 얻을 수 있다. 실시간 R/B 측정으로부터 입자

의 손율이 1% 미만일 때 입자 손상 측정의 가장 유용한 방법은 

leach-burn-leach 기법으로, 이는 손상된 연료입자들로부터 방출되는 세슘과 같

은 핵분열 속  속 오염 등을 제거하기 해 산을 이용하여 연료 콤팩트

나 페블을 침출시킨 후에, 연료 요소를 공기 에서 연소함으로써 모든 탄소기질 

물질, OPyC 층, IPyC/버퍼층을 제거한다. 잔류하는 입자는 다시 산을 이용하여 

침출함으로써 열분해탄소 층으로 둘러싸인 우라늄을 제거하고 유리 우라늄을 측

정하여 SiC 손상율로 환산한다.

   피복입자 연료에 한 다른 분석방법으로는 ORNL에서 개발한 조사 미세구 

감마 분석기(Irradiated Microscope Gamma Analyzer, IMGA)를 이용하는 것이

다. 해체된 연료입자들 하나하나를 감마분 계로 분석하여 입자 내에 이동성 핵

분열생성물과 고정 핵분열생성물과의 비율에 따라 분류한다. 페블 는 콤팩트 

내의 모든 입자들에 한 이러한 비율의 막 그래 를 작성하여 정규분포와 비

교분석한다. IMGA에 의한 정규분포에서 벗어난 입자들은 속조직 분석으로부

터 핵분열생성물 방출에 의한 비정상 인 미세구조를 가지는 입자들인 것으로 

명할 수 있다.

  일련의 조사후시험의 일환으로 연소도를 분석한다. 해체된 소량의 입자들은 방

사화학분석을 통해 우라늄 원소  minor actinide의 농도를 분석함으로써 연

소도를 평가한다.

      4.2.3.2. 안 시험

  고온에 한 피복입자의 건 성은 NGNP의 안 성 측면에서 결정 인 요소로

써 고온 사고 시의 연료 성능을 평가하여야 한다. 특히 헬륨, 공기, 수증기의 세 

가지 분 기에서의 거동 해석이 요하다. 조사후 TRISO 연료는 이러한 분 기

에서 500 시간 동안 방치한다. 이러한 분 기의 정확한 조성은 아직 알 수 없으

나 수증기와 공기의 농도가 10,000 ppm 범 의 기압 조건에서 시험이 수행되

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형태의 독일자료는 Fig. 7에 도시된 바와 같으며, 이

는 1600℃에서의 가열시간과 연소도에 따른 크립톤의 방출율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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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낮은 연소도(8∼10% FIMA)의 연료로부터 소량 방

출되었으나 NGNP에서 상되는 높은 연소도에서는 많은 양이 방출되었다. 이러

한 자료들은 제조방법과 입자크기가 다른 계로 NGNP에 직  용하지는 못

하더라도 다양한 연소도에서 연료를 시험해야만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가스냉각로에서 노심 도 냉각사고에 의해 측되는 최 온도는 1600℃이며, 

사고 발생으로부터 50∼100 시간 후에 도달하여 25∼50 시간 동안 1600℃를 유

지한 후 수백 시간에 걸쳐 천천히 냉각된다. 일반 으로 조사후 등온가열시험은1

600℃를핵분열생성물을 연속 으로 포집하며 1600℃, 1700℃, 1800℃에서 수백 

시간 동안 수행한다. 등온시험은1최고온도에서 유지하는 시간을 더 주60때문에 

승온가열시험에 비해 보수 이다. 온도구배에 한 향은1 요하지 않다. 실험

설비는 연료시편을 일정한 온도로 유지하반 으한 가열 도달응축성 핵분열생성물을 

포집하반 으한 응축기, 핵분열가스를 포집하반 으한 cold trap 등으로 구성한다. 

포집된 핵분열생성물과 핵분열가스는 감마 분 기로 분석한다. 안 시험으로부터 

요구0℃를자료는 핵분열생성물의 방출, TRISO 피복층의 건 성 으로 입자  시

험은160 내의 핵분열생성물의 분포 등이다.

  핵분열생성물의 방출거동은 다른 원자력 연료와 다소 다르다. 은(Ag-110m)은 

TRISO 입자연료에서 SiC 피복층을 통한 이동도가 크기 때문에 가장 먼  방출

된다. 그 다음으로 Cs(Cs-134, Cs-137)가 시험온도에서 장시간 경과 후에 PyC와 

SiC 피복층을 통해 확산되어 방출되며, 최종 으로 핵분열가스(Kr-85)가 방출된

다.

  가열시험 후에 TRISO 피복층의 건 성을 평가하기 해 학 인 방법으로 

SiC 층의 두께감소  분해, SiC의 화학  반응, SiC와 PyC 층의 역학  조건 

 미세구조 등을 조사한다. 조사후 연료에 해 이미 논의된 다른 방법을 용

하기도 한다. 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상세한 시편 명세가 개발될 것이며, X-

선을 이용한 비 괴 단층촬  기법도 용될 것이다.

    4.2.4. 연료 성능모델

  연료 제조공정 개발과 NGNP의 설계  인허가를 지원하기 해 고온가스로

의 TRISO 피복입자 연료 성능에 한 컴퓨터 코드와 모델을 개발하고 검증한

다. 연료 성능 모델링은 피복입자의 손을 야기할 수 있는 구조 , 열 , 화학  

과정에 해 으로 고찰하며, 연료입자로부터의 핵분열생성물 방출, 피복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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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특성 하를 야기하는 핵분열생성물과 피복층의 화학  상호작용에 한 

향 등을 평가한다.

  경수로와 액체 속로 연료 형태와 비교하여 피복입자 연료의 거동은 본질 으

로 다차원 이다. 화학증착 제조공정의 특성상 입자 주 의 환경과 입자들 간의 

물리  형태와 구성요소의 성질이 통계학 으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연료거동의 

모델링은 매우 어렵다. 연료입자의 구조  변화를 기술하기 한 단순한 1차원 

모델이 제시된 바 있으며, 지난 25년간 연료 설계의 변화로 인해 데이터베이스가 

완 하지는 않더라도 연료 내에서 핵분열생성물의 거동을 규명하기 한 모델 

는 상 계가 제시되었다. 연료입자들의 통계  특성에 한 모델링을 해 

많은 노력이 경주되었으나 1970년 와 1980년 의 계산능력으로 수많은 모의실

험을 수행하기 한 한계 때문에 계산속도를 개선하기 해 입자의 구조  변화

는 단순화되었다.

  입자연료에 한 기계론 이고 통합된 열 , 기계 , 물리 , 화학  조사 성능

을 표 하기 한 새로운 모델의 개발이 진행 이다. 피복입자연료에 한 기계

론  모델은 조사하는 동안에 피복입자연료 시스템의 구조   물리화학  거

동을 고려한다. PARFUME이라 명명된 INL 모델은 다음과 같은 요한 상을 

포함한다.

  ∙조사에 의한 열분해탄소 층의 비등방성 향(온도  fluence에 따른 변형, 

탄소의 방 /방향, 수축, 팽윤).

  ∙피복 시스템에서의 SiC 손상(취약한 물질에 한 고  Weibull 식 용).

    - 압력용기 손 는 입자의 비구형도(Fig. 33).

    - 열분해탄소의 균열(Fig. 34).

    - 탈착에 의한 SiC 층에서의 응력.

  ∙조사 에 연료핵의 화학  변화(연료핵 유형에 따른 탄소/산소, 탄소/ 속, 

산소/ 속에서의 변화  CO/CO2 가스 생성)  피복층에 한 핵분열생성

물과 연료핵 이동에 따른 향.

  ∙버퍼 층의 고 도화, 연료핵의 팽윤, 가스 생성(핵분열가스  CO)으로 인한 

연료핵  버퍼 층의 열기계  향 - 연소도, 고속 fluence, 온도에 따른 버

퍼 층과 TRISO 피복층 사이의 간격 결정.

  ∙Pd와 다른 핵분열생성물에 의한 SiC 층의 향  연료핵 이동.

  ∙연료핵으로부터 주요한 핵분열생성물(Kr, Ag, Sr, Cs)의 각 피복층을 통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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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Effect of particle asphericity on failure probability.



- 46 -

Fig. 34. Cracked inner pyrolytic carbon layers could lead to SiC layer failure.

  ∙제조공정과 련하여 입자의 주요 성질에 한 통계학  편차는 연료의 

체 인 거동을 이해하기 해 매우 많은 입자들에 한 Monte Carlo 분석이 

요구되며, 제조된 입자들에 해 각각의 피복층의 물리  규격뿐만 아니라 

기계  특성에 한 통계  분포를 평가한다.

  개발된 모델로부터 지 까지 시험된 미국의 연료에 한 연료 손상 진행기구

와 손상속도를 측함으로써 TRISO 피복연료 거동에 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다양한 실험에 한 비시험  시험후 결과 측에 매우 

유용하며, 결정 인 물질의 성질  구성성분 간의 상호 계를 규명할 수 있다. 

한편, 조사캡슐 내에 피기백 셀(콤팩트 외부에 작은 캡슐로 싼 연료시편)을 사용

하여 각각의 피복입자에 한 열분해탄소의 수축  팽윤, 고의 으로 손상을 야

기시키거나 이미 손상된 입자들의 시험에 의한 핵분열생성물 거동 등의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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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들을 규명할 수 있다. 입자 내에 핵분열생성물의 치를 측정할 수 있는 

조사후시험을 수행함으로써 피복층을 통한 핵분열생성물의 이동 측모델과 비

교한다. 이러한 형태의 모든 자료들은 궁극 으로 TRISO 피복연료에 한 종합

인 성능모델의 검증을 해 필요한 자료들이다. 검증된 연료의 성능모델은 차

세  피복입자 연료의 변경에 한 지침  평가에 사용된다. 

  연료성능에 한 모델링의 요성은 국제 으로 공감 를 이루고 있다. 미국은 

피복입자연료 기술에 한 IAEA Coordinated Research Project에 참여하고 있으

며, 주요한 분야로는 정상조건  사고조건 시에 피복입자 연료성능 평가기 을 

설정하는 것으로 미국의 AGR 로그램에 의한 연료거동 모델 개발을 포함하고 

있다.

    4.2.5. 핵분열생성물 이동  선원항 모델링

  피복입자로부터 핵분열생성물의 이동 모델은 개선된 가스로의 정상조건  사

고조건 시에 한 선원항의 기술  원리를 얻기 함이다. 설계방법(컴퓨터 모

델)은 시설 설계와 인허가를 지원하기 해 실험에 의해 검증한다.

  NRC(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을 정확히 

측할 수 있는 검증된 컴퓨터 모델을 요구한다.

  ∙연료핵으로부터의 핵분열생성물 방출.

  ∙ 손된 피복층을 통한 핵분열생성물의 이동.

  ∙콤팩트 는 페블 기질에의 방출된 핵분열생성물의 침착율.

  ∙Prismatic 연료의 경우에 연료요소 흑연에서 콤팩트를 통해 침착된 핵분열생

성물의 종류.

  ∙1차 계통에 흑연 분진과 속 표면에 침착되는 핵분열생성물의 종류.

  ∙고온사고 는 감압사고 시에 침착되었던 핵분열생성물의 비말동반.

  ∙분진입자로의 핵분열생성물 이동  주 계통 손으로 인한 기환경으로의 

방출.

  상기에 기술한 각각의 상들은 복잡하고 모델화하기 어려우며, 물리  상에 

향을 미치는 다수의 변수들을 모두 용하여 실험을 수행하기는 용이하지 않

다. AGR 로그램에서는 차세  가스냉각로의 정상조건  사고조건 시에 선원

항의 기술  근거를 제공하기 해 연구  개발 계획을 수립하 으며, 연료핵과 

손된 피복층으로부터 핵분열가스와 핵분열 속 방출자료를 얻기 한 조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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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AGR-3), 연료요소 기질과 흑연층에서 핵분열생성물의 거동을 규명하기 한 

조사시험(AGR-4), 사고 시에 핵분열생성물의 비말동반 상을 규명하기 한 노

외실험, 가스로의 선원항에 한 컴퓨터 모델을 검증하기 한 조사시험(AGR-8) 

등을 포함한다.

  4.3. AGR 로그램 일정

Fig. 35. AGR high-level schedule leading to qualification of fuel

                and source term for NG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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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VHTR 연료

  5.1. 목표

  (1) VHTR을 해 독일 연료 기술에 의해 제조된 연료와 같은 수 의 피복입

자  연료 제조 기술을 확립한다.

  (2) 연료 제조공정과 연료의 성질  조사 성능 사이의 계에 한 근본 인 

이해를 규명한다.

  (3) 로그램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산업체를 공동 스폰서로 하여 한 비용

으로 피복입자를 자동으로 량 생산할 수 있는 연료 제조 기술을 개발한

다.

  (4) 정상운  조건 시에 연료의 심온도가 1250℃에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요구사항이 규정된 연료공정  피복입자의 사양을 확립한다.

  (5) 목표 4에 기술한 연료공정  피복입자의 사양을 만족할 수 있는 제조공정

을 개발하고 문서화한다.

  (6) 연료의 더 높은 심온도에 요구되는 피복입자의 사양을 수정하고, 이러한 

수정에 수반되는 공정을 개선한다.

  5.2. 가정

  (1) VHTR의 노심 설계는 prismatic으로 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본 로그램으

로부터 개발된 기술을 pebble-bed 노심 설계에도 용할 것이다.

  (2) 연료의 심온도가 1250℃이면 VHTR 운  시에 노심의 상되는 헬륨 냉

각재의 온도는 850～1000℃이다.

  (3) VHTR 노심의 상세설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으로, 연료 개발에 있어 

농축된 입자만의 시스템으로 할 지, 농축  감손의 두 가지 입자 시스템

으로 할 지는 아직 모른다. 본 로그램으로부터의 SiC-TRISO 자료는 하

나의 입자  두 가지 입자 개념 모두에 용된다. 이때 기  SiC-TRISO 

연료입자는 350 ㎛ LEU UCO 연료핵이 포함될 것이다.

  (4) 연료 제조공정 개발은 VHTR LEU 연료에 집 될 것이다. PBMR 연료 제

조를 한 연료 제조공정 개발에의 용성도 문서화될 것이다.

  (5) 높은 품질의 피복입자 연료를 경제 으로 량생산하기 한 용량은 A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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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용화를 해 필수 이다.

  (6) 독일에서 검증된 약 10% FIMA의 연소도에 한 10～17% 농축 UO2 입자

는 더 높은 연소도  더 엄 한 조건이 요구되는 VHTR의 경우에는 당

치 않다.

  (7) 기  연료입자는 19.9% 
235

U LEU UCO가 될 것이다. LEU UCO와 NUCO 

가 혼합된 입자들이 VHTR에 사용될 수도 있다. 정확한 혼합비는 VHTR

의 노심 설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연료핵 이동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NUCO 신에 NUO2 연료핵이 사용될 수도 있다.

  (8) 농축된 VHTR 연료입자를 한 UCO 연료핵의 기  제조공정은 ORNL에

서 개발하여 BWXT에서 사용되고 있는 내부겔화 공정이다. 기존의 설치된 

장비  최근의 UCO 제조 경험을 바탕  최근  콤팩트 개발 연구와 

조사시험 연료를 한 UCO 연료핵은 BWXT에서 제조될 것이다. 기의 

피복 개발 연구를 한 체 연료핵  DUO2 연료핵은 ORNL에서 제조될 

것이다.

  (9) 검증시험 복합물 EUO 2358～2365로부터 독일의 연료입자와 동등한 피복 

성질을 가지는 연료입자들은 콤팩트에 충 되어 VHTR 조사 조건에서 성

능을 만족할 것이다.

  (10) 성공 인 피복입자 제조를 해 검증된 독일의 피복 기술과 미국의 제조 

 조사 경험을 목한다.

  (11) VHTR 콤팩트의 기  제조공정은 열경화성 모체(matrix)를 사용할 것이

다.

  (12) KAPL을 해 독일  미국 로그램으로부터의 연료시편 자료가 

BWXT에 장되어 있으며, 이는 AGR 로그램의 공정개발  품질 리 

방법 개발을 해 이용할 것이다.

  5.3. 요구사항

  (1) 표  규격의 피복장치를 포함한 pilot 규모의 연료 제조시설의 건조  운

에 앞서 공정개발 연구와 성능시험 연료를 제조하기 해서 사용 인 

기존의 장비를 이용하여 미국의 피복입자 연료 제조능력을 재건하고 시연

한다.

  (2) 독일 연료입자의 피복층과 같은 미세구조  성질을 가지는 피복층을 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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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피복 조건을 확립하기 해 연료 공정연구를 수행한다.

  (3) 큰 규모의 연료 제조에 합한 공정과 함께 독일의 피복기술을 모사한다. 

이것은 독일 피복장치의 피복 환경에 상응하는 피복 환경을 제공하고 

한 특징(입자 충 , 입자 배출, 피복장치로부터 시료채취 물질, 청소 등)을 

가지는 피복장치를 사용하여 성취될 것이다.

  (4) 연료 특성을 개선하고 큰 규모의 AGR 연료(VHTR, PBMR) 제조를 지원

하기 해 요구되는 QC 방법을 개발한다.

  (5) 핵분열생성물 수송시험을 한 designed-to-fail(DTF) 연료를 포함하는 조

사시험에 요구되는 연료를 제조한다. 이러한 시험연료는 각각의 조사시험

을 한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원자로 설계자에 의해 비될 것인 조사시험

을 해 연료 사양을 만족하여야 한다.

  (6) 큰 규모의 VHTR 연료 제조를 해 VHTR 운   사고 조건 시에 연료

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요구사항을 기술한 연료 사양을 작성한다.

  (7) ORNL과 BWXT의 기술진 간에 자료 공유와 한 공동연구를 통해 실

험실 규모로부터 상용 규모로의 시설 확장을 지원한다.

  (8) 제조공정에 용할 수 있는 자동화 기술을 개발한다(산업체 참여).

  5.4. 연료핵 제조

  Babcock & Wilcox(B&W)에서는 1990년  에 New Production Reactor 

(NPR) 로그램의 일환으로 많은 양의 200 ㎛ 연료핵을 제조하기 해 내부겔

화 공정을 사용하 다. 한, B&W는 1994년에 DOE의 상용 GT-MHR 계획을 

해 350 ㎛의 연료핵을 제조하 다. UCO 연료핵 공정과 련하여 주요한 개발 

연구는 350 ㎛  500 ㎛ 연료핵을 제조하기 한 공정조건을 최 화하고 연료

핵 형성 공정 에 trichloroethylene(TCE)의 체물질을 평가하는 것이다. 우라

늄에 오염된 TCE 폐기물은 취   처분에 고가의 비용이 요구되므로 TCE의 

체물질이 요구된다.

  기에는 규모가 작은 피복장치의 사용을 해 5 kg의 LEU UCO 연료핵과 5 

kg의 NUCO 연료핵이 제조될 것이다. 그 후에 큰 피복장치의 사용  성능시험 

연료의 제조를 해 약 40 kg의 LEU UCO 연료핵과 약 30 kg의 NUCO 연료핵

의 큰 복합체가 제조될 것이다. 품질시험을 해서는 각각 약 10 kg의 NUCO와 

LEU UCO 연료핵의 작은 복합체가 제조될 것이다. 연료핵 제조 연구는 BW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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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서 LEU UCO  NUCO 연료핵을 제조하기 해 필수 이다. 이러한 연

료핵의 조달 략은 VHTR 로그램에서 노심  연료 설계가 결정되면 바뀔 

수 있다. 가능성 있는 변화 항목으로는 연료핵 직경, 농축도, 하나 는 다수의 

농축도, 농축하지 않은 UO2 는 UCO 연료핵 등이 있다.

    5.4.1. 연료핵 공정 개발

  피복공정 개발을 한 최 의 연료핵 복합체가 제조되기 에 다음과 같은 연

료핵 공정 개발이 완료될 것이다.

  - 탄소 분산 : UCO 제조를 해 탄소 분산 운 을 재확립하여야 한다. 요구되

는 최종 UCO 조성을 얻기 한 연료핵 형성 과정에서 산결핍 질화우라늄

(ADUN)에 탄소가 분산되어야 한다. 용액 내의 다른 성분과 탄소의 혼합  

젖음은 최종 UCO 연료핵 내의 탄소의 쏠림 상을 최소화하기 해 필수

이다.

  - 분산 향상 : 음  분산으로부터 높은 단응력을 이용한 펌 (high shear- 

mixing pump)로 분산을 향상시킨다.

  - 탄소 젖음 : ADUN 내에서 탄소가 완 히 젖는 공정변수  연료핵 형성시

스템에서 노즐의 막힘을 최소화할 수 있는 탄소입자의 크기를 결정한다.

  - 350 ㎛ UCO 연료핵에 한 공정변수 : 신뢰할 수 있는 350 ㎛ UCO 연료핵

을 제조할 수 있는 공정변수를 확립한다.

    5.4.2. 연료핵 제조

  - ADUN : 한 농축도의 LEU UCO 는 NUCO 연료핵 제조를 한 원료

용액을 얻기 해 질산에 UNH 결정과 U3O8 는 UO3를 용해하여 ADUN 

공정에 사용한다.

  - 연료핵 형성 : ADUN은 분산된 탄소와 미리 혼합하고 HMTA는 urea와 미

리 혼합한다. 이 두 가지의 혼합용액을 혼합하고 0℃까지 냉한다. 냉각된 

원료용액은 진동에 의해 개개의 한 크기의 생성된 액 들은 가열된 용

기에 낙하된다. 구형 액 들의 온도가 증가되면 HMTA가 분해되어 분해된 

암모니아는 질화우라늄과 반응, 침 되어 구형의 겔을 형성한다. 이 미세구들

은 공기 에서 건조하기 에 수산화암모니아 용액으로 세척하여 안정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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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다.

  - vertical fluid bed sintering furnace에서 연료핵 소결 : 건조된 미세구들은 

하소하여 모든 수분을 제거하고 순수한 UO3+C만 남긴다. 연료핵은 처음에 

1600℃의 수소 분 기에서 소결하여 UO3+C를 환원함으로써 UO2+UC2를 얻

은 후에 1800℃의 아르곤과 CO 혼합가스 분 기에서 연료핵의 도를 증가

시키고 탄소 성분을 조 함으로써 원하는 조성의 연료핵으로 소결한다. 최종 

연료핵의 화학 조성은 UO2+UC2이며, 통상 UCO로 칭한다.

  - 가스유량  조성 확립 : 정확한 탄소와 산소원자 비율에 더하여 높은 도

와 낮은 표면 의 연료핵으로 완 히 환되는 가스 조건을 확립한다.

  - 입자의 균일화 조정 : 화학   속학  평가기법에 의해 입자와 입자, 배

치와 배치 사이의 균일성을 확보하기 한 공정조건을 검토하고 조정한다.

  - 연료핵의 분류  혼합 : 소결된 연료핵들은 실제 크기 분율을 결정하기 

해 체질을 하여 분류하고 불규칙한 형태의 연료핵들을 골라낸다. 조건을 만

족하는 연료핵들은 서로 혼합하여 균일하게 한 후에 피복 개발 연구  조

사시험 연료 제조를 해 공 한다.

  ※ TCE 체물질 개발 : TCE를 신할 큰 규모의 연료핵 제조에 사용될 친

환경 겔 형성 매체를 개발한다.

  ※ 시설 청소 : 시설 청소  폐기물 처분 방법을 확립한다.

  5.5. 피복공정 개발

  험을 최소화하고 성공 인 피복입자 제조를 한 방법은 VHTR 입자 설계

의 가능한 부분에 해 검증된 독일의 피복기술을 모사하고 과거 미국의 제조 

 조사 경험을 목한다. VHTR의 기  연료핵은 350 ㎛의 농축된 UCO(독일

의 기  연료는 500 ㎛의 UO2)로 독일의 피복공정 변수들은 조정되어야만 한다. 

독일의 피복공정에 한 모사는 다음과 같다.

  (1) 독일의 피복장치에 한 피복 환경과 상응한 피복 환경을 제공하기 해 

미국의 피복장치에 한 개선 기 으로 독일의 피복장치 설계  운  정

보를 이용한다.

  (2) 기  공정조건 개발을 해 과거의 미국과 국제 력 로그램의 피복공정 

정보와 함께 독일의 피복공정 변수에 한 정보를 이용한다.

  (3) 기  공정조건을 사용하여 피복입자를 제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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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독일 입자와 유사한 성질의 피복이 입 졌는지 확인하기 해 보 된 독일 

입자에 한 피복 성질과 비교한다.

  (5) 독일의 피복 성질에 상응하는 성질을 가지는 피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단계 

3과 4를 반복 수행한다.

  기의 피복 개발 연구는 2 in. 직경의 실험실 규모 피복장치를 사용하여 실험

함으로써 직경이 더 작은 농축된 UCO 연료핵의 피복을 한 독일의 피복공정 

조건의 수정에 한 문제 을 해결하고 피복공정의 근본 인 이해를 도울 것이

다. 독일의 공정변수 수정에 한 주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IPyC 피복층의 침투성  등방성

        IPyC 피복을 해 독일에서 사용한 공정 조건은 등방성은 좋으나, IPyC 

피복층은 다소 투과됨을 보인다. IPyC 피복층의 투과성은 독일의 UO2 연

료핵에 피복하 을 때 외견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보이나, UCO 연료핵에 

피복할 경우에는 UO2 연료핵에 비해 도가 낮고 표면 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다. UCO 연료핵이 UO2 연료핵에 비해 표면 이 크다는 가

설은 한정된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로그램에 의해 해소될 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UO2 연료핵에 비해 더 낮은 도와 더 높은 표면 을 가진 UCO 

연료핵은 SiC 피복공정 에 HCl 가스에 더 민감할 것이며, 이는 완충  

IPyC 피복층으로 속의 분산  제조 시에 SiC의 결함율을 높일 것이

다. 이 경우에 있어 조건을 충족하는 투과성  등방성의 IPyC 피복층을 

가지는 공정조건을 확립하여야만 한다.

  (2) 더 작은 직경의 LEU UCO 연료핵

        최 의 batch 크기  유동화 가스 유량이 확립되어야 한다.

  (3) 연속 인 피복

        독일의 피복공정에서는 피복장치로부터 연료입자를 제거하지 않고 

buffer, IPyC, SiC, OPyC 피복층이 연속 으로 증착된다. 독일의 500 ㎛ 

직경의 UO2 연료핵은 피복 공정 에 입자의 부피가 약 6 배 증가된다. 

VHTR 연료에 사용하고자 하는 350 ㎛ 직경의 연료핵은 입자의 부피가 약 

11 배로 증가된다. 입자 부피의 이러한 증가를 수용하여 지속 으로 피복

공정이 수행될 수 있는 공정 조건이 확립되어야 한다.

  (4) SiC 증착온도를 낮춤

        미국의 로그램에서 사용하는 SiC의 높은 증착온도는 증착 방향으로 

형성되는 큰 columnar grain이 형성된다. 증착온도를 50℃ 낮추었을 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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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equiaxed grain이 형성되며, 이는 핵분열성 속의 이동을 더 효율

으로 방지한다. 정보는 다른 변수의 변화에 의해 다소 혼동된다. 한 SiC

의 증착온도를 낮춤으로써 독일과 미국의 IPyC의 차이가 설명될 수 있는 

SiC 피복 동안에 속의 분산을 일 수 있다.

    5.5.1. 피복연구의 체계

  작은 피복장치에 한 연구는 피복입자의 성질과 품질에 있어 공정 조건의 변

화에 한 향을 정확히 측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포 인 피복공정 모델의 

개발이 포함될 것이다. 모델을 개발하고 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한 실험 

계획에 따라 공정변수를 체계 으로 변화시키며 체 연료핵, NUCO 연료핵, 

LEU UCO 연료핵에 한 일련의 피복실험이 수행될 것이다.

  실험실 규모의 피복장치에 한 연구 체계를 Fig. 36에 나타내었다.

Fig. 36. Logic diagrm for small-coater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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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 ㎛ 직경의 UCO 연료핵에 한 독일의 공정조건 조정에 한 의문 이 해

결되고, 독일의 연료입자와 같은 피복 성질을 가지는 피복입자가 제조되면 실험

실 규모의 피복장치 연구는 성공 이라고 단될 것이다. 실험실 규모의 연구는 

실험에 요구되는 연료핵의 양이 형 피복장치에 요구되는 연료핵의 양보다 상

으로 기 때문에 이상에서 기술한 정보를 얻기에 비용 효율이 높은 방법이

다.

  피복공정 개발의 2 단계는 scale-up  제조가 강조될 정이며, 이런 부분

의 연구는 큰 피복장치에서 수행할 정이다. 큰 피복장치에 한 연구 체계를 

Fig. 37에 나타내었다. Fuel Manufacturing Working Group은 재 BWXT에 설

치되어 운 되고 있는 6-in. 피복장치를 히 수정하여 큰 규모의 피복장치 연

구에 사용할 정이다.

Fig. 37. Logic diagram for large-coater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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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피복장치에 의한 기 연구는 피복장치의 시운 을 한 체 연료핵이나 

LEU UCO 연료핵을 사용한 수 회의 피복실험  작은 피복장치로부터 큰 피복

장치로 달된 일련의 기  피복 조건을 검증하는데 제한될 것이다. 이러한 목

이 달성되었는 지의 여부는 실험실 규모의 피복장치로부터 얻은 성질과 같은 가

를 검증하기 한 피복층의 특성분석으로부터 알 수 있다. 이러한 피복실험은 피

복공정 모델의 검증에 사용된다.

  피복실험은 연료 성능 조사시험을 한 기  연료입자  연료입자 변형체를 

제조하는데 수행될 것이다. 독일 기  입자의 피복 성질과의 유사함을 근거로 조

사 성능의 허용치를 보일 것으로 기 되는 피복입자는 콤팩트로 만들어져 연료 

성능 조사시험이 수행될 것이다. 다른 피복 조건으로 제조하여 독일 기  입자와 

다른 피복입자 역시 연료 성능 조사시험을 함으로써 연료입자의 조사 성능에 

한 피복공정 변수의 향을 평가할 것이다.

  PIE로부터 얻은 세슘 방출 자료와 사고 시의 성능 자료  연료의 조사후 가

열을 평가함으로써 속 핵분열생성물의 유지  기  연료의 사고 시의 성능이 

합한 지 여부를 평가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자료들은 기  연료입자들을 제조

하기 한 기  피복 조건의 변경을 결정하는데 필요하다.

  성공 인 PIE와 시운 된 조사시험 물질의 조사후 가열에 근거한 연료 성능시

험, 연료 성능 조사시험의 완결, 핵분열 가스의 R/B 자료로부터 성능시험 성공 

여부를 해 연료는 제조될 것이다. 연료 제조 연구가 재정 인 문제로 성능시험

으로부터 단지 R/B 자료에 한 품질시험 연료를 제조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험을 감수할 수 있다. 성능 조사시험에 한 PIE 자료는 품질시험을 한 연

료의 조사에 앞서 확보되어야 한다.

    5.5.2. 독일 공정  최근의 TRISO 피복 황 평가

  - 공정조건 확립 : 독일의 기  입자를 제조하는 공정변수를 확립하고 TRISO 

피복의 최근 황을 조사한다.

  - 독일의 공정자료 평가 : 입자 성질, 가열방법, 반응물 선택, 가스유량  제

어시스템, 가스 분사  분배 시스템, 온도 측정기법, 다른 련된 공정변수 

 제어시스템 등과 같은 독일의 공정자료를 평가한다.

  - 공정변수 분석 : 배치 크기에 따른 독일의 기  시스템에 한 상  가스

유량 농도, 반응성 피복 가스 분율, 온도, 증착속도, 가스 유속 등을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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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기  공정조건 결정 : 모델링과 실험  연구에서의 사용을 한 독일 공정을 

모사한 기  공정조건을 결정한다.

  - 독일 기  입자의 특성자료 평가 : 독일 기 입자에 한 모든 유용한 특성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한다. 이것에는 독일의 QC 자료, 미국에서 MHTGR 

 NPR 로그램 동안에 수행된 추가 인 시험자료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입자들에 한 추가 인 정보를 얻기 해 어떤 시험이 필요한지를 결정한

다.

    5.5.3. 피복공정 모델링

  - 산모델 개발 : 피복 인자의 기능 변화에 따른 피복입자의 성질 변화를 

측하기 해 입력변수, 유체동역학, 열역학, 반응속도론을 이용한 피복 운

의 완 한 산 공정 모델을 개발한다.

  - 실험계획 : 독일 기 으로부터 수정된 피복공정 변수를 정량화하고 공정모델

을 검증하기 해 통계  실험계획을 작성한다.

  - 공정제어 시스템 : 온도와 가스유량과 같은 피복 증착 변수를 감시하고 제어

하기 한 공정제어 시스템의 기술 황을 검토한다.

  - 귀환기구(feedback mechanism) : 운  동안에 공정의 감시  제어를 해 

귀환기구로 사용되는 차압 는 배기가스 화학과 같은 공정변수를 조사한

다.

  - 단속  피복과 연속 피복 : 독일의 피복공정 인자를 사용한 기  VHTR 연

료 의 단속  피복과 비교하여 연속 피복의 타당성을 분석한다. 피복장치 

크기  장비의 기능에 따라 분석한다.

6. 총론  쟁  논의 (Topical issue discussion)

  6.1. Prismatic과 pebble bed 원자로 개념에 한 연료개발 고려사항

  고온가스로(VHTR)에 용될 Prismatic Modular Reactor(PMR)와 Pebble 

Bed Reactor(PBR) 개념의 연료 개발 황을 간략히 요약하 다. 미국의 개발 

로그램 목 은 존하는 연료에 버 가는 연료를 상용시설 규모로 제조하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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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에 장 하는데 있다. VHTR 설계와 그에 상응하는 연료성능에 한 요구사

항이 확립되지 않은 계로 기 연료 개발은 재 자료를 근거로 한 성능에 부

합되도록 을 맞추었다(최 운 온도: 1250∼1300℃, 최 연소도: 16∼22% 

FIMA, 최 고속 fluence: 4∼5×10
21

 n/cm
2

). 추가 으로 PMR에 한 LEU UCO 

prismatic 연료와 PBR에 한 LEU UO2 연료의 개발도 요구된다. LEU UO2 연

료는 다른 나라들에서 개발 에 있으며, 미국에서는 PMR에 합한 LEU UCO 

연료 개발에 을 맞추고 있다. UCO 연료가 성공 으로 개발되면 UCO 연료

를 PBR 개념에 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6.1.1. PMR 개념 연료의 개발 황

  미국에서 prismatic 원자로 개념에 한 기  연료는 LEU UCO TRISO 핵분

열성 입자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료 형태는 1980년  에 LEU를 사용

하는 고온가스냉각로(HTGR) 개념으로 선택한 바 있으며, 1980년  반에 규격

화(modular) 설계에 해 재확인하 다. LEU UCO TRISO 연료의 조사 자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자로 내에서 가스 상의 핵분열생성물의 방출에 한 성

능의 실제 인 개선이 요구된다. LEU UCO TRISO 연료에 한 사고 시의 시험

자료는 거의 없으나, 조사 시의 성능이 성공 으로 개선되었다면 일반 으로 

LEU UO2 TRISO 연료의 성능과 유사할 것으로 상된다.

      6.1.1.1. 연구배경

  미국과 일본의 설비  력생산 회사들은 PMR 개념에 한 심이 지 하

다. 이러한 심의 주요한 이유는 PBR 개념에 비해 더 높은 력생산과 더 간단

한 연료의 재충  시스템으로 인한 우수한 경제성에 한 기 에 있다. 연료 

역에서 반응성 제어시스템의 치  최 의 환형 노심 배열로부터 더 높은 

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PBR 개념에서 채택한 운  에 연료의 재순환을 배제

함으로써 더 간단하게 연료를 재충 할 수 있다. PMR 개념에 한 심의 다른 

요한 이유는 과거의 PMR 연구개발로부터 PMR 연료의 기술과 경험, 설비 시

스템  구성요소들이 확보되어 있다는 이다.

  기에 미국의 HTGR 연료기술은 탄화물 형태의 연료를 근거로 하 다. 1980

년  에 HTGR 기술은 고농축 우라늄으로부터 농축 우라늄으로 변화되었다. 



- 60 -

HTGR에 한 LEU prismatic 설계에 을 맞춘 연구로부터 핵분열성 입자는 

UCO 연료핵으로, 핵원료 물질로는 ThO2 입자를 선택하 다[30]. UO2 신에 

UCO 연료핵을 선택한 주된 이유는 CO 압력을 낮춤으로써 같은 피복 두께에 

해 더 높은 연소도를 달성할 수 있으며, 과거 연료 손의 주된 원인인 연료핵 

이동 가능성을 일 수 있기 때문이다. 1980년  반에 모듈화된 HTGR 개념에 

한 평가 역시 prismatic 설계에 해 핵분열성 물질로 UCO를 선택하 다. 

1990년  에 상용시설의 비용 감 연구로부터 핵원료물질을 토륨으로부터 천

연우라늄으로 교체할 것을 결정하 으며, 이는 천연우라늄 핵분열성 입자들이 장

기 인 열 감쇠가 더 낮기 때문이다. 상되는 UCO 입자 특성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경제성 최 화로부터 수증기 사이클  가스터빈 개념에서의 핵분열성 입

자들의 최  연소도는 26% FIMA로 나타났다.

  일본에서도 공정열을 공 하기 해 PMR 개념을 추구하고 있으며, 매우 낮은 

연소도에 한정된 독일 기술의 UO2 연료를 선택하 다. 를 들어 일본의 고온시

험로(HTTR)에서 처음 노심의 연소도는 3% FIMA에 국한되었으며, 차후의 노심

에 해 더 높은 연소도를 한 연료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6.1.1.2. PMR 운 조건

  재 가장 앞선 PMR 설계는 LEU 연료를 사용한 상용시설의 설계변수와 함께 

러시아에서 무기 의 루토늄 처분을 해 개발하고 있는 Gas-Turbine 

Modular Helium Reactor(GT-MHR) 개념이며, 이로부터 PMR 연료 공 조건의 

확립에 한 출발 으로 삼고자 하 다. 가장 최근의 일반 으로 용가능한 자

료를 Table 10에 수록하 으며, 이는 단지 시 목 으로만 고려한다. 연료 개발 

로그램을 한 기  운 조건은 조사시험 명세가 제시되는 동안에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6.1.1.3. 재까지의 조사 자료

  LEU 피복입자 연료의 국제 인 자료  경험에 한 가장 범 한 정보는 

연료와 핵분열생성물 거동에 한 검증 방법에 해 IAEA CRP에서 제시된 문

서에 수록되어 있다. 1991～1996년 동안에 수행된 CRP에는 국, 랑스, 독일, 

일본, 국, 미국 등이 참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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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GT-MHR service conditions (reactor outlet temperature 850℃)

Parameter

 Maximum operating fuel temperature, ℃ 1320

 Maximum fissile particle burnup, %FIMA 26

 Maximum fast neutron fluence, neutrons/cm
2

5×10
21

 Maximum accident fuel temperature, ℃ 1600

  1970년  후반부터 1980년  까지 기  연료를 선택하기 해 다수의 LEU 

연료 형태(UCO, UC2, UO2, UO2
*)를 포함하는 여러 개의 캡슐을 조사하 다. 이

러한 조사시험 결과  다른 고려사항으로부터 핵분열성 입자는 앞서 기술한 바

와 같이 UCO 연료를 선택하 다. 1980년  반에 손상된 입자가 포함된 여러 

개의 UCO 연료 캡슐을 조사하여 손된 입자로부터 방출된 핵분열생성물에 

한 수분 침투의 향을 평가하 다. 1980년  후반에는 LEU UCO 연료 조사에 

을 맞춰 연료의 품질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양을 포함한 일련의 캡슐을 조사

하 다. 원자로 운  에 가스 상의 핵분열생성물의 방출  손된 연료의 

편에 한 이러한 캡슐들의 성능은 상용시설 설계의 요구사항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를 보 으며, 조사후시험  조사 역은 손 이유를 규명하는 것으로 수정

되었다. 추가로 계획된 캡슐들은 취소되었으며, 연료 개발의 방향은 손의 원인

을 으로 다루기 한 연료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으로 선회되었다. 독일의 

결과와 비교하기 한 미국의 LEU TRISO 연료 경험에 한 평가는 미국의 조

사 경험에 있어 더욱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980년  에 독일에서 제조되고 조사된 LEU UCO 콤팩트는 22% FIMA의 

연소도에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 다(가스 상의 핵분열생성물의 R/B < 10-6). 

독일에서는 1970년  후반에 ArbeEUsgemeinschraft Versuchr트는k22%(AVR)에 

HEU UCO 입자를 포함하는 5000 개 이상의 구형 입자들을 장 한 바 있다. 이

러한 구형 입자들의 성능은 양호하 으나, 많은 다른 형태의 연료들과 혼합되어 

장 된 계로 UCO 입자만의 가스 방출 자료는 얻지 못 하 다.

      6.1.1.4. 사고 시의 시험

  손된 입자와 운  에 손되도록 제조된 입자들을 포함하는 여러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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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O 캡슐을 조사함으로써 손된 연료로부터의 핵분열생성물 방출에 한 수분

의 향을 고찰하 다. 이러한 실험으로부터 수분 침투에 한 반응자료를 얻을 

수 있었으며, 고려되는 시설 설계(수증기 주기 동력 시설 는 수소생산을 한 

수증기 개질)에 따라 심의 상이 될 수 있다.

  1차 냉각제 감압 사고에 의한 LEU UCO 조사 연료의 고온시험 자료는 매우 

한정되어 있다. 은 양의 조사된 연료를 가열하 으며, 1980년  후반에 조사된 

LEU UCO 캡슐로부터의 연료는 조사하는 동안에 많은 부분이 손상되어 가열실

험을 수행하지 못 하 다. 그러므로 LEU UCO prismatic 연료에 의한 핵분열생

성물의 방출 방지에 한 비교를 해 다음 에서 논의되는 LEU UO2 pebble 

bed 연료에 한 가열시험 결과를 기 으로 삼는다.

    6.1.2. PBR 개념 연료의 개발 황

  PBR 개념은 독일의 연료개발 로그램과 직 으로 연 된다. 독일의 로그

램은 국과 미국의 앞선 연구로부터 상당히 향을 받았다. 러시아, 일본, 국

에서 개발된 LEU UO2 TRISO 연료에 한 자료와 경험은 정상조건  사고 시

의 UO2 연료성능의 이해를 돕기 한 추가 인 보조 자료를 제공하고 독일의 설

계  공정을 근간으로 하는 다른 시설에서 높은 품질의 UO2 연료를 제조할 수 

있음을 입증하 다.

      6.1.2.1. 연구배경

  HTGR을 한 피복입자 연료는 많은 나라에서 40년 이상 개발되어 왔다. 연구

되어 온 연료핵들은 산화물, 탄화물, 옥시탄화물 형태의 HEU  LEU, 토륨, 우

라늄/토륨 혼합물  루토늄 등을 포함한다. 과거의 피복에 한 연구는 단일 

층의 고 도 열분해탄소, 완충( 도 열분해탄소) 층  외각의 등방성 고 도 

열분해탄소 층(BISO), 다른 조합에 의한 피복층 등에 해 수행되었으며, 그 이

후의 연구는 TRISO 개념에 한 개발에 집 되었다. 1980년 와 1990년 에 

HTGR 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 부분의 나라들은 형 인 PBR 연료와 매

우 유사한 LEU UO2에 을 맞추고 있으며, 그 실례를 Table 11에 수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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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Comparison of primary UO2 reference coated-particle dimensions(㎛)

PBR/

country

Kernel

diameter

Buffer

thickness

IPyC

thickness

SiC

thickness

OPyC

thickness

Fuel

form

 PBR 500 95 40 35 40 Sphere

 South Africa 500 95 40 35 40 Sphere

 Germany 500 95 40 35 40 Sphere

 China 500 90 40 35 40 Sphere

 Russia 500 95 75 60 60 Sphere

 Japan 600 60 30 30 45 Block

  Table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나라에서 추구하고 있는 피복입자의 설계는 

PBR의 설계와 거의 유사하며, 연료 제조와 시험자료  경험은 PBR 연료와 직

으로 련되어 있다. 러시아의 기  설계 피복두께는 PBR 설계와 상당히 차

이가 있으나, 러시아의 시험 로그램에는 PBR의 피복두께에 해서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HTTR의 두 번째 노심에 500 ㎛ 연료핵을 사용할 계획

이다. 독일의 AVR과 THTR  일본의 HTTR과 같은 UO2 피복입자 연료를 사

용한 원자로 운 으로부터 추가 인 많은 양의 성능자료가 생산되었다.

      6.1.2.2. PBR 운 조건

  재 가장 앞선 PBR 설계 개념은 South Africa에서 개발 인 PBMR로, 이로

부터 PBR 연료 공 조건의 확립에 한 출발 으로 삼고자 하 다. PBMR의 노

심설계는 지속 으로 개발되고 있는 이며, 상세설계의 많은 부분에 해 특허

권을 가지고 있다. 가장 최근의 용가능한 자료를 Table 12에 수록하 으며, 이

는 단지 시 목 으로만 고려한다.

      6.1.2.3. 재까지의 조사 자료

  UO2 피복연료 입자와 연료 요소의 조사 로그램이 독일, 일본, 러시아에서 

범 하게 수행된 바 있다. 국에서 제조된 연료는 러시아의 IVV-2M 시험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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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PBMR service conditions (reactor out let temperature 900℃)

Parameter Nominal Design

 Maximum operating fuel temperature, ℃ 1182 1300

 Maximum burnup, %FIMA 9 11

 Maximum fast neutron fluence, neutrons/cm
2

2.16×10
21

2.5×10
21

 Maximum accident fuel temperature, ℃ 1473 1600

조사 이다. 독일, 일본, 러시아에서의 조사 결과는 IAEA-TECDOC-978[31]에 

상세하게 보고되고 있다. 국 연료의 기 조사 결과는 2001년 3월에 국에서 

개최된 세미나 회의록에 보고되고 있다.

  Fig. 38～41에는 유효자료의 단순화된 개요를 보여주고 있다. 독일에서는 1960

년 부터 1970년 에 이르기까지 범 한 개발 시험을 수행하 으며, 이는 수증

기 순환주기와 공정열 에 취사선택할 수 있는 HTR-MODUL 개념의 설계  

인허가 지원에 이 맞춰져 있었다.

Fig. 38. Irradiation temperature r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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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 Burnup ranges.

Fig. 40. Fast fluence r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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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In-pile release-to-birth ratio.

  국에서는 조사시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HTR-10의 운 을 지원한다. 러

시아에서의 조사시험은 보다 더 탐구 이었으며, 연료의 가능출력에 한 한계치

를 조사하는 등 범 한 조건 범 를 다루었다. 일본에서의 조사시험은 HTTR

의 운 을 지원하 다.

  Fig. 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온도는 넓은 범 에 걸쳐있다. 독일 자료는 

HTR-MODUL 설계에 상되는 범 를 다루고 있으며, 국 자료는 HTR-10을 

지원하기 해 설정되었다. 상기에 기술한 바와 같이 러시아 로그램은 더 높은 

온도  연소도에 한 연료의 가능출력을 조사하기 함이며, 일본 로그램은 

더 높은 온도의 공정열을 한 HTGR의 이용, 즉 높은 온도의 배출 냉각수에 주

안 을 두고 있다.

  Fig.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일과 러시아의 연료 시료는 연소도가 15%를 상

회하는 범 를 다루고 있으며, 이는 PBR의 평균 연소도인 9% FIMA보다 상당

히 높은 범 이다. 일본에서의 연료 조사에 한 연소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HTTR에 기 연료를 장 하기 한 설계조건 범 이며, 국 자료는 2001년에 

달성된 연소도로, 조사시험 완료 시 에서는 약 11% FIMA의 최  연소도를 계

획하고 있다.

  독일과 러시아에서 조사를 한 고속 fluence의 범 를 Fig. 40에 나타내었다. 

독일의 fluence 자료는 E>16fJ의 경우에 작성되었으며, 반면에 러시아는 E>32f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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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 한 자료이다. 따라서 PBR 고속 fluence 설계명세에 한 기 인 

E>16fJ에 해 작성되었다면 러시아의 fluence 범 는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조사시험에 한 핵분열 가스 R/B 범 를 Fig. 41에 나타내었다. 독일과 국

의 자료는 
85m

Kr의 R/B로 나타내었으며, 
88

Kr R/B로 나타낸 러시아와 일본의 자

료보다 약간(<2X)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비교함에 있어 한 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었다. 독일의 자료가 가장 낮은 방출을 보 으며, 이는 조

사시험 기간 동안에 독일의 연료 로그램이 성숙한 단계에 도달했음과 일치하

는 결과를 보인다. 러시아의 조사시험에서 매우 높은 방출을 보이는 것은 설계조

건보다 더 높은 fluence, 연소도, 온도에 기인한 결과이다. 일본의 자료는 조사하

는 동안에 연료에 의한 더 높은 운 온도에 의한 향이다. 국의 자료는 

HTR-10에 처음 장 하기 한 연료제조 로그램에 의한 기 연료로 완성도가 

다소 떨어짐에 의한 향이다. HTR-10 연료의 burn leach 시험으로부터 처음 

25 batch를 제조하는 동안에 연료의 품질이 거의 차수가 변경될 만큼 개선되었

음을 보여 다.

  체 으로 유사한 설계의 UO2 피복입자 연료에 한 국제 인 연료 조사 자

료는 상기에 요약한 바와 같으며, IAEA-TECDOC-978[31]에 매우 상세하게 기

술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다양한 피복입자 연료 설계에 한 자료로부터 보

충되며, 피복입자 연료 거동의 이해를 돕게 될 것이다. 국제 인 정보교류  

력은 독일 연료공정의 요한 부분을 다른 나라로 성공 으로 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 으며, 이러한 나라들의 경험은 공정이 PBR로 성공 으로 환될 수 있

다는 신뢰에 한 토 를 제공한다.

      6.1.2.4  조사시험의 추가 계획

  독일의 연료 로그램은 1990년  에 종료되었으나 보 되고 있는 연료 시

료는 아직도 유용하다. 유럽 원회(EC)의 EURATOM RTD Framework 

Program에서는 독일의 고품질 연료 제조에 의한 pebble에 해 20,000 MWd/t의 

연소도를 목표로 처음 조사시험을 계획하고 있다. 장기 으로 EC 로그램은 조

사시험을 포함하여 연료 공정개발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HTTR 운 과 함께 많은 양의 연료 조사시험이 계속되고 있다. 후

속되는 HTTR 노심 장 은 500 ㎛ 연료핵을 가진 높은 연소도를 해 설계된 

연료와 함께 수행될 것으로 상된다. 이러한 개선된 연료 설계의 조사시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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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R에서 빠른 시일 내에 수행될 것으로 상된다.

  HTR-10의 기노심 장  연료의 조사시험은 IVV-2M에서 진행 이며, 목표 

연소도는 11% FIMA이다. INET에서 제조된 연료에 한 많은 조사시험이 

HTR-10의 계속되는 운 에 의해 수행될 것이다.

  PBMR 로젝트에서는 시제작된 연료에 해 남아 리카공화국의 SAFARI와 

러시아의 IVV-2M에서의 조사시험이 계획되고 있다. 장기 으로는 상용 연료에 

해서도 역시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HTGR 기술개발에 한 IAEA CRP가 2002년에 시작되었다. 이 CRP에서는 

조사  안 시험에 한 미국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논의된 조사시험 결과를 획

득하는 방법을 제공할 것이다. 

      6.1.2.5  사고시 시험

  사고의 종류는 냉각수의 출로 인해 잔류 열을 제거하지 못하는 가열 사고와 

고온에서 공기 는 수증기의 유입으로 인한 산화 사고, 노심의 기하학  구조변

경 는 제어  구동과 련한 반응성 과도 상 사고 등이 있으며, 이러한 범주

의 PBR 개념과 직 으로 련된 존하는 자료들을 요약하 다.

        6.1.2.5.1. 가열시험

  가열시험에 앞서 연료에 한 조사 이력은 연료 성능에 미치는 향에 있어 

요한 요소이다. 실질 으로 PBR의 노심에는 새로 장 된 연료로부터 허용 연

소도 한도에 도달한 연료에 이르기까지의 연료들이 혼합되어 있다. 가열시험에 

사용되는 연료시편은 다양한 범 의 연소도를 가지며, 부분의 자료는 최  연

소도에 근 하거나 과된 연소도와 련된다. 가열사고 시의 연료 성능은 온도

에 따른 시간의 함수로 나타내며, 1600℃의 최  온도에 도달한 후, 5∼6 일 동

안에 서서히 감소한다. 조사된 연료시편은 특정 온도로 가열하고 30∼500 시간 

동안 온도를 유지한다. 시간에 한 온도 거동을 모사하기 해 2500℃까지 서서

히 온도를 증가시키는 시험도 수행한다.

  Fig. 42는 독일과 일본의 일정 온도에서 조사후 가열시험에 사용된 온도 범

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에서는 가열시험과 더불어 높은 온도(1500∼2000℃)에서 

조사시험도 수행하 다. 실시간 가스방출 측정, 응축기를 이용한 주기 인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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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분열생성물 방출 측정, 시험시편에 한 시험후 핵분열생성물 측정 등으로부터 

시험 에 방사성 핵종들의 거동을 평가한다. 러시아의 로그램에서는 3000℃ 

이상의 고온조사 시험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에서는 러시아의 IVV-2M 원자로

에서 조사된 연료시편에 한 가열시험을 수행할 정이다.

Fig. 42. Heatup test temperature ranges.

        6.1.2.5.2. 산화시험

  흑연과 피복입자 연료의 산화는 HTGR 기술개발이 시작된 이후로 40여년간 

심의 상이 되어왔다. 수증기 사이클 설계에 있어 수증기 발생 의 수로부

터 수증기 는 물의 1차 계통으로의 유입으로 인한 산화가 주된 심사이다. 가

스 터빈 설계의 경우에는 수증기 발생장치는 없고 헬륨 압력보다 작은 압력으로 

운 되는 물에 의한 열교환기를 사용하며, 원자로 운  동안에 물의 수가 일어

날 수 있다.

  시스템의 감압에 의한 공기의 유입에 한 연구도 상당히 구체 으로 수행되

었다. 공기 유입으로 인한 한 산화는 며칠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히 큰 손이 일어났을 경우에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는 거

의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측되나 UO2 TRISO 피복입자 연료에 한 상당량의 

자료가 축 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수분 유입에 의한 산화에 해 범 한 시험이 수행되었다. 이러한 시험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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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의 가압 조건하에서 1차 계통으로 많은 양의 물이 유입되어 연료요소로 확산

되고 연료입자와 반응하는 조건을 다루고 있다. 기 실험으로부터 건 한 피복

입자에 의한 핵분열생성물의 담지 능력은 수분의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명

되어 시험조건은 손상된 입자에만 국한하 다. 일부 시험은 피복입자들을 버퍼층

이 없는 얇은 피복층으로 구성함으로써 손을 일으키도록 제조된 입자들에 

해 수행되었으며, 조사된 연료요소 내에 손된 입자들을 포함하거나 연료요소로

부터 해체된 분쇄입자들에 해 시험하 다. 손된 입자들에 한 방출 특성은 

연소도와 온도에 따라 해석이 가능하 다.

  일본에서는 조사되지 않은 입자와 콤팩트를 900∼1400℃의 온도범 에서 공기 

분 기에 노출시킴으로써 공기 유입으로 인한 산화시험을 수행한 결과, 윱 수행℃의 

공기 분 기에서 6수행 시간 동안 노출된 입자들의 손율은 5.4×윱0
-4

으로 비교  

양호한 결과를 얻었으나, 콤팩트의 경우에는 콤팩트 내에서 발생되는 온도 상승

에 기인하는 차이로 인해 매우 다른 거동을 보 다. 독일에서는 윱 수행∼1620℃의 

온도범 에서 조사된 입자들과 구체들을 공기 분 기에 노출하는 시험을 수행하

다. 입자들은 15수행℃에서 모두 손되었으나, 구체들은 13수행℃에서 4수행 시간 

경과 후에 약 윱0
-4

의 손율을 보 으며, 1400℃에서 1숴행 시간 경과 후에는 약 

윱0
-3

으로 손율이 증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탄화수소 층 외부의 흑연이 모

두 소실된 산화 조건의 경우에도 핵분열생성물의 담지율은 매우 높은 것을 가리

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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