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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원자로  흑연의 산화에 따른 특성 변화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세계 으로 화석원료의 고갈에 비한 수소생산용 원자로건설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원자로를 이용한 수소생산은 고온으로 수증기를 가열하여 열분해를 통해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기존 원자로가 발생하는 800℃ 보다 높은 1000℃ 부근의 온도

를 요구하고 있어 고온의 가스냉각반응로에 한 다양한 형태의 원자로가 거론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합한 새로운 개념의 원자로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원자로 

사용 재료에 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고온가스 냉각반응로에 사용되는 재료는 고운물

성과 성자에 안정한 재료가 요구되며 흑연은 이에 해당하는 재료로 원자로 내부와 지

지체 등에 상당량이 사용이 상된다. 흑연은 핵 분열시 발생하는 성자에 견디는 능력

이 여타 재료에 비해 매우 탁월하고 반응속도를 늦쳐주는 감속재, 그리고 성자를 내부

로 제한하는 반사체로 매우 효과 인 재료이다. 그리고 고온강도  열 특성이 우수하여 

원자로 내 앙 지지체 등 원자로 여러 부 에 흑연재가 사용되고 있다.

원자로에 사용되는 흑연은 성자에 잘 견디는 능력이 탁월하지만 미세조직 내

에 존재하는 결함과 불순물에 치명 으로 반응을 하여 수명을 단축시킨다. 흑연의 수명은 

산소와 반응하여 CO2로 휘발하는 산화반응에 의해서도 결정지어 진다.  흑연은 기본 으

로 공기 에서 500℃ 부근에서 산화가 일어난다. 원자로는 800℃이상의 고온에서 가동되

기 때문에 흑연산화를 방지하기 해 사용되는 기체는 부분 불활성기체인 아르곤이나 

He가스가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운   사고에 의한 공기유입이나 불활성가스에 불순

물로 들어 있는 소량의 수분이나 공기와 하여 산화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에 비

한 산화특성 찰은 매우 요하다.

 원자로  흑연의 성자에 의한 물성변화는 리 연구가 되어 있으나 산화에 

의한 물성변화는 국내는 물론하고 세계 으로도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산화에 의

해 물성 변화가 동반하여 수명이 결정되므로 원자로  흑연의 산화특성 연구는 원자로 

설계  가동안정성에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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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고온가스로 노심을 구성하는 주요 흑연구조물 (fuel block, reflector, control 

rod guide block, core support structure)의 건 성은 고온 가스로 수명과 안 성 확보

에 매우 요하다. 따라서 NHDD 련 설계자료 확보  최  흑연선정, 선정된 흑연의 

품질확인을 한 시험  기술 확보는 핵심 선행연구 사항임

1단계에서는 흑연 노심 구조물의 고온·고 성자 조사환경하 거동이해를 바탕으로 

최  흑연선정에 필요한 비교항목을 선정한 후 비교·시험평가에 필요한 기본 시험 수행.

     - 산화 ·후 미세구조 분석 (5, 10 wt.% loss)

     - 산화에 따른 미세구조변화 비교 분석

     - 원료, 성형 방법  제조특성에 따른 비교·분석·논문작성

IV. 연구개발결과

산화가 진행됨에 따라 흑연 표면에 기공이 증가함이 찰 되었으며, IG-110이 높

은 내산화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 하 으며, NBG-18의 경우 600℃ 온도에서 30시간정도 

산화했을 때 5.6%의 무게 감량을 보 는데 내부 이물질의 존재 는 샘  가공시 이물질 

침투 여부의 재확인이 필요함.

    NBG-17의 경우 NBG-18과 NBG-25에 비해 높은 내산화성을 보 으며,  IG-110

이 IG-430에 비해 높은 산화 항이 찰되었음. XPS 측정 결과 산화 의 흑연에 비해 산

화후 흑연이 O1s 값이 증가함이 찰되었으며, 산화후 흑연 표면에 극성 산소 능기의 존

재를 확인함. 비극성 값의 증감을 통해 각 샘 들의 산화 메커니즘의 추정이 가능하 으

며, 비표면  측정 자료를 통해 규명.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산화  산화후 물성특성이 우수한 NHDD 노심지지체 (core support 

structure) 용 흑연 grade 선정에 필요한 기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며, 흑연제조 

기 자료  노심지지체 (core support structure) 설계, 수명 리 참고자료 확보

할수 있다. 한 흑연소재 련 기 학문 발   인력양성을 이끌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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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Oxidation Behavior of IG and NBG Nuclear Graphites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o compensate for the shortage of fossil fuels, the world is focused on 

the construction of nuclear reactors. New concepts and materials for the 

development of nuclear reactors have therefore been reported. The materials 

used in HTGRs require sufficient thermal stability to endure high 

temperatures and neutron irradiation.

Graphite is an excellent solid moderating material with ideal properties 

for nuclear applications because it is chemically inert, highly conductive, 

corrosion resistant, and has good mechanical properties at high temperature. It 

is therefore widely used in reactors, especially HTGRs. In HTGRs, graphite is 

used as a moderating material, a structural material, a reflector material, and 

a fuel element matrix material. However, graphite is easily oxidized under air 

at temperatures greater than 450 . Because oxidation degrades the mechanical 

properties and thermal properties of graphite, graphite oxidation is crucial for 

analyzing the safety of reactors and for assessing the operational life of 

graphite material.

The oxidation of graphite at different temperatures is controlled by 

different regimes. The three main graphite oxidation regimes are the chemical 

regime (at around 600℃), the in-pore diffusion controlled regime (at around 

800℃), and the boundary layer–controlled regime (above 1000℃). At low 

temperatures, there is a very slow reaction between the oxidizing gas and the 

graphite. The oxidized depth of graphite is very large. However, at high 

temperatures, the chemical reactivity is so high that all the oxidizing gases 

react at the surface of the graphite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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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in purposes of this work are to determine the relation between 

surface property changes and the oxidation treatment and to study the 

oxidation-induced characteristics of four nuclear graphites (NBG-17, NBG-25, 

IG-110, and IG-430). 

III. Research Results

◯ The weight loss behavior appear to differ according to the type of source 

coke. The weight loss behavior is faster in IG-110 and NBG-25, which are 

made of petroleum coke, than in NBG-17 and IG-430, which are made of 

pitch coke. 

◯ The untreated graphites have small pores and a fairly smooth surface, 

whereas the oxidation-treated graphites have large pores and a very rough 

surface. This phenomenon shows that oxidation enlarges the pore size of 

nuclear graphites.

◯ The experimental XPS results show that the oxygen content of the 

nuclear graphites is slightly increased when they are oxidized with air. The 

surface functional groups on the graphite surfaces produced through oxidizing 

may help to change the polarity and the functionality of the graphite surfaces. 

◯ The contact angles obtained under deionized water on oxidation-treated 

and untreated nuclear graphite (IG-110). A water contact angle of 108° was 

obtained for graphites untreated by oxidation. The water contact angles are 

decreased after oxidation. As a result, the nuclear graphite surfaces become 

significantly more hydrophilic. 

◯ The surface free energy, the London dispersive force, and the polar 

components of the oxidation-treated and untreated nuclear graphites (NBG-17 

and IG-110). The polar components of the oxidation-treated nuclear graphites 

(IG-110 and NBG-17) are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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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N2/77K adsorption isotherms of the oxidation-treated and untreated 

nuclear graphites. The curves of all the oxidation-treated and untreated 

nuclear graphites are Type III curves (which refers to a region of high 

relative pressure). 

◯ The textural properties of the oxidation-treated and untreated nuclear 

graphites (NBG-17, IG-110). The specific surface areas of IG-110 increase to 

a greater extent than those of NBG-17. Furthermore, NBG-17 shows a major 

increase in the micropore volume but only a slight increase in the mesopore 

volume. In contrast, the IG-110 sample shows a similar increase in both the 

micropore volume and the mesopore volume. This outcome indicates that the 

micropore development occurs predominantly in NBG-17 as a result of 

oxidation. However, the mesopore and macropore developments are more 

active in IG-110 than in NBG-17 as a result of oxidation. 

◯ The dispersive component of surface energetics is proportional to the 

specific surface area of the bulk solids. Table 2 confirms that the dispersive 

component of IG-110 decreases, presumably because the specific surface area 

of the samples decreases. 

◯ The occurrence of pore widening behavior, which may be attributable to 

the fact that the original surfaces of NBG-17 and IG-110 were slightly rough 

or porous. However, severe oxidation conditions cause the demolition of pore 

walls and produce large pores, thereby reducing the specific surface areas of 

the nuclear graphite. In the case of NBG-17, the dispersive components 

obviously increase, which means that the specific surface area can be 

increased after oxidation treatment. Accordingly, the original surface of 

NBG-17 is likely to be very flat and the specific surface area is likely to be 

very small. However, same oxidation conditions produce pores on the surface 

of NBG-17, resulting in an increase in the specific surfac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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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연구 배경  필요성

 세계 으로 화석원료의 고갈에 비한 수소생산용 원자로건설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원자로를 이용한 수소생산은 고온으로 수증기를 가열하여 

열분해를 통해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기존 원자로가 발생하는 800℃ 보다 

높은 1000℃ 부근의 온도를 요구하고 있어 고온의 가스냉각반응로에 한 다양

한 형태의 원자로가 거론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합한 새로운 개념의 원자

로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원자로 사용 재료에 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고온가스 냉각반응로에 사용되는 재료는 고운물성과 성자에 안정한 재료

가 요구되며 흑연은 이에 해당하는 재료로 원자로 내부와 지지체 등에 상당량이 

사용이 상된다. 흑연은 핵 분열시 발생하는 성자에 견디는 능력이 여타 재료

에 비해 매우 탁월하고 반응속도를 늦쳐주는 감속재, 그리고 성자를 내부로 제

한하는 반사체로 매우 효과 인 재료이다. 그리고 고온강도  열 특성이 우수

하여 원자로 내 앙 지지체 등 원자로 여러 부 에 흑연재가 사용되고 있다. 흑

연이 성자에 노출되면 수축이 일어나고 성자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수축하다가 팽창하기 시작한다. 원자로에서 흑연의 수축은 원자로 설계에 의해 

용이하게 수축에 의한 응력을 발생을 제어할 수 있으나 팽창에 의해 발생하는 

응력은 제어하기가 용이치 않아 원자로 운 에 치명 이다. 따라서 흑연의 수명

은 성자 조사에 의해 수축에서 팽창으로 변환하는 시 까지를 흑연의 운 수

명으로 잡고 있다.

원자로에 사용되는 흑연은 성자에 잘 견디는 능력이 탁월하지만 미세조

직 내에 존재하는 결함과 불순물에 치명 으로 반응을 하여 수명을 단축시킨다. 

흑연의 수명은 산소와 반응하여 CO2로 휘발하는 산화반응에 의해서도 결정짖게 

된다.  흑연은 기본 으로 공기 에서 500℃ 부근에서 산화가 일어난다. 원자로

는 800℃이상의 고온에서 가동되기 때문에 흑연산화를 방지하기 해 사용되는 

기체는 부분 불활성기체인 아르곤이나 He가스가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운

 사고에 의한 공기유입이나 불활성가스에 불순물로 들어 있는 소량의 수분이

나 공기와 하여 산화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에 비한 산화특성 찰은 

매우 요하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고순도, 고 도, 등방성흑연은 이론 도요탄소의 IG-110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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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되고 있다. IG-110은 불순물이 20ppm 이하의 고순도이며 도가 1.77 

g/cm
3
로 고 도에 해당하여 국, 미국, 유럽에서 원자로  흑연으로 사용되고 

있다. 원자로  흑연의 성자에 의한 물성변화는 리 연구가 되어 있으나 산화

에 의한 물성변화는 국내는 물론하고 세계 으로도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편이

다. 산화에 의해 물성 변화가 동반하여 수명이 결정되므로 원자로  흑연의 산화

특성 연구는 원자로 설계  가동안정성에 요하다. [1-27]

제 2   연구 내용  범

고온 가스로 노심을 구성하는 주요 흑연구조물 (fuel block, reflector, 

control rod guide block, core support structure)의 건 성은 고온가스로 수명

과 안 성 확보에 매우 요하다. 따라서 NHDD 련 설계자료확보  최  흑

연선정, 선정된 흑연의 품질확인을 함 시험  평가 기술 확보는 핵심 선행연

구 사항이다.

1단계에서는 술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흑연노심구조물의 고온·고 성

자 조사환경하 원자로  흑연 (IG-110, IG-430, NBG-17, NBG-18, NBG-25) 5

종에 해 산화 ․후에 따른 물성변화를 산화온도 (600℃)  미세구조 에

서 비교  평가를 수행하 다.

각 연구주제 별 내용  범 는 다음과 같다

1. 산화 ·후 미세구조 분석 (5, 10 wt.% loss)

2. 산화에 따른 미세구조변화 비교 분석

3. 원료, 성형 방법  제조특성에 따른 비교·분석·논문작성 

   (IG-110, NBG-18, IG-430, NBG-25, NBG-17)



- 3 -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제 1   국내기술개발 황

제강용 흑연 극을 비롯한 기타 산업용 흑연재료에 한 여 가 산발   

단속 으로 수행된 바 있으나 원자로  흑연재료에 한 국내 연구는 무한 실

정이다.

제 2   국외기술개발 황

EC, 국, 미국, 독일, 러시아  일본 등 과거 고온가스로를 개발하 거나 

재 개발 인 여러 나라에서 흑연연구는 가동환경 (특히 냉각재  감속재, 온

도 등)하 특성평가  새로운 grade의 원자로  흑연개발 목 으로 수행되어 왔

다. 

원자로용 흑연의 산화와 crack안정성에 한 구 Bath 학의 McEnaney 

교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화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 crack 길이에 따른 

균열 항곡선은 3가지 역으로 구분된다. 

1) an initial rise attributed to development of bridging in the crack wake 

zone. 

2) a plateau region where the process zone agead of the cack bridging zone 

reach steady states

3) a falling R curve (or a rising and KR decrease progressively and the 

plateau become shorter.

산화 (weight loss: ~11%) 에 따라 과 KR의 값이 진 으로 감소하며, 

이에따라 pleteaux도 짧아졌다. >11%에서 산화에 따른 process zone size의 진

 증가에 따라 plateaux가 사라지는 경향을 보인다.

기타 EC, 랑스, 일본  미국의 흑연 련 연구 황은 다음과 같다. EC

의 경우 경제성, 안 성, 열효율, 폐기물 리  자원이용측면에서 뛰어난 신원자

력 시스템 (유럽형 HTR) 개발을 목표로 5차 EURATOM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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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me(HTR-M, HTR-M1)에서 EC 5 개국 참여, 고온, 고조사시 흑연거동평

가 (흑연균열안 성 평가 포함)  선정을 하여 5개 원자로  흑연재료에 한 

고온, 고 조사 시험을 수행 에 있다.

 랑스의 경우에는 단기 으로는 2010 년까지 Direct Cycle Modular 

tpye 고온로 (HTR)를 상업화 하고 기 으로는 열효율이 높고 수소생산이 가능

한 1,000℃ 이상의 GCR(가스냉각로)와 핵확산 항성이 크고 고유안 성이 확보

되는 GCR 등 두 종류의 GCR을 개발하고, 장기 으로는 발 과 열이용이 동시

에 가능하며 핵폐기물 Actinide 변환도 가능한 고속 성자 spectrum의 GCR 개

발을 목 으로 이에 필요한 흑연재료기술개발을 수행 에 있다. 특히 HTR 안

성 확보와 련, “공기유입에 의한 흑연산화”문제와 이에 따른 균열안정성 문제

를 재료조건 (porosity, impurity, density)  산화조건(온도, 가스성분  flow 

rate)함수로  수행 에 있다.

일본의 경우 1997년 HTTR 완공을 게기로 재에는 가동  노심흑연거동 

측  평가연구 (감사시험)수행 이며 고온, 고조사 환경에서의 흑연거동 측 

(modeling)에 필요한 추가 자료확보를 하여 2004년부터 JMTR을 이용, 고온, 

고조사시험 수행 정 (950℃이상, He 분 기, 조사량 3×10
22

 ncm
-2

, 10dpa). 2003

년 재 고온 흑연조사시험장치 제작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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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1. 실     험

가. 재     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편은 원자로의 감속재, 반사체, 지지  등에 사용되

는 일본 도요탄소사의 등방성 흑연 IG-110, IG-430과 독일 SGL사의 NBG-17, 

NBG-18, NBG-25을 사용하 으며, 원자로  흑연의 표면  미세구조를 분석함

에 있어 시험편의 크기를 5.0×5.0×5.0mm 크기로 제작하 고 산화를 해  평균

조도 1~2㎛로 시편을 가공하 으며 측정 결과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시편 가공 

에 생성된 흑연가루를 기공으로부터 제거하기 해 에탄올 용액에서 10분간 

음  세척을 하 다 . 음  세척후 100℃에서 약 1시간 동안 건조시킨 후 데

시 이터에 보 한 뒤 사용하 다.  

나. 원자로  흑연의 산화

 각각의 시편은 무게 감량을 찰함으로써 산화량과(%)을 측정하 고, 산화

처리의 경우 산화가 흑연 표면과 내부에서 일어나는 600 ℃에서 튜  퍼니스를 

이용하여 실험하 으며,  600 ℃에 이르기 까지는 순도 99.99%의 질소 가스를 

주입하여 산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 다. 

그림 1. 원자로  흑연의 조도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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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화된 시험편의 표면분석

산화된 흑연의 표면특성을 알아보기 해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를 이용하여 찰하 으며, 산화후 흑연 표면에 도입된 산소 능기의 양  

변화를 찰하기 해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e (XPS)를 이용하여 탄

소에 한 산소의 정량  값을 측정하 다. 이때 source로는 MgKα를 이용하여 

LAB MK-II (VG Scientific Co.) 분석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하 으며, chamber내

의 압력은 10
-6
∼10

-9
 torr로 조 하여 측정하 다.

각 흑연들은 300℃에서 잔류 압력을 10
-3
torr이하로 유지한 상태로 약 5-6

시간 동안 탈기시킨 후, ASAP 2010 (Mocromeritics Co.)을 이용하여 77K에서 

상 압력 (P/PO)에 따른 N2기체의 흡착량을 측정하 다. 비표면 과 미세기공은 

각각 BET 식과 t-plot을 이용하여 확인하 다.

산화 후의 원자로  흑연의 표면에 지와 젖음형태의 특성은 각을 

사용하여 확인하 으며, 원자로  흑연의 각은 sessile drop method을 사용

하여 찰하 다. 젖음액으로는 증류수, diiodomethane과  ethyleneglycol을 사용

하 으며 젖음액의 표면에 지와 극성, 비극성 값은 표 1에 나타내었다. 각

의 값은 총 5회의 측정의 평균값으로 하 다.

 표 1. 젖음액표의 표면에 지 값과 극성 비극성 값

Liquid
Surface free energy

(mJ/m
2
) 

Dispersive

(mJ/m
2
)

Polar

(mJ/m
2
)

Diiodeomethane 50.8 50.42   0.38 

 Water 72.8 51.0 21.8 

Ethylene glycol 48.2 29.29   18.91   

2.  결과  고찰

그림 2는 원자로  흑연의 시간에 따른 무게 감량을 찰하기 해 600℃

에서 각각 5wt%, 10wt% 산화가 일어날 때까지 무게감소를 측정하 다. 그림 3

은  600℃에서 산화되어진 원자로  흑연의 시간에 따른 무게 감소의 변화를 나

타낸 것으로 600℃에서 IG-430에 비해 IG-110의 무게 감소가 빨랐으며 NBG-17

에 비해 NBG-25의 무게 감소 속도가 빨랐다. 이러한 결과는 source cok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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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달라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단되어 진다. Petroleum cokes로 제조된 

IG-110과 NBG-25의 경우 pitch cokes로 제조된 NBG-17과 IG-430에 비해 빠른 

무게 감소를 보 다.

(a) 

   

(b)

그림 2. 원자로  흑연의 시간에 따른 무게 감소변화 : (a) 5 wt%, (b) 10 wt%

그림 3는 IG-110과 NBG-17의 산화 후의 흑연 시편 표면을 찰한 

SEM 사진이다. (a) 산화  흑연의 경우 흑연표면에 기공이 발달함이 찰되지 

않았으나 600℃에서 5wt.% 산화된 시편의 경우 흑연 표면 에 큰 기공이 찰 

되었다. 산화 후의 무게감소의 차가 클 경우 기공이 많이 찰 되었다. 흑연 

표면의 기공은 추후 실험되어질 흑연의 물성 평가에 향을 미칠 것으로 단되

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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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G-110>               <NBG-25>

    (a) 산화

         

    <IG-110>                <NBG-25>

   (b) 산화후

그림 3.  산화  ·후 NBG 흑연의 표면 SEM 찰 결과

그림 4.  원자로  (NBG)의 TGA측정결과



- 9 -

그림 4는 원자로  흑연(NBG-17, NBG-18, NBG-25)의 TGA분석결과로서  

 NBG-18의 경우 NBG-25와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으며, Weight residue 값

의 차이는 잔유수분의 차이에 기인된 것으로 단된다.

그림 5은 원자로  흑연의 산화 ·후의 XPS 측정 결과로서 산화 여부에 

계없이 결합 에 지 284.6과 532.8 eV 부근 XP각각 C1s와 O1s의 피크를 찰 

할 수 있 532.8된 원자로  흑연의 경우 O1s피크C1산화 의 O1s피크에 비해 

증가h1s확인 할 수 있 532 532.8된O1s피크8된증가는 2.구조와 화학구

성으로 설명h1지며 결과 으로 .8된 원자로  흑연의 경우  532.에 산

소를 포함하는 그룹이 생성된 것으로 단되어진다.

(a) (b)

그림 5. 원자로   XPS 측정결과 (a) NBG-17, (b) NBG-25

그림 6, 7은 산화 ·후의 원자로  흑연의 high resolution O1s spectra로 

산화 에는 C=O group (Ketone, Lactone, and Carbonyl)나 –OH group (B.E. 

528.3 eV) 한 개의 피크가 찰되었으나, 산화 후에는 O-C-O peak (B. E. 531.7 

eV)와 C=O group (Ketone, Lactone, and Carbonyl)나 –OH group (B.E. 528.3 

eV)의 두 개의 피크를 확인할 수 있었다. 

XPS 분석 결과로 볼 때 산화된 원자로  흑연의 경우 산소함량이 약간 

증가함을 찰할 수 있었으며, 원자로  흑연 표면에 생성되어진 표면 능기는 

흑연 표면의 극성과 기능성의 변화에 향을 미칠 것으로 단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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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6.  원자로  (NBG-17)의 산화 ·후 High resolution O1s 측정결과  : 

(a) 산화 , (b) 산화후

  

(a) (b)

그림 7. 원자로  (NBG-25)의 산화 ·후 High resolution O1s 측정결과 : 

(a) 산화 , (b) 산화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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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8. 원자로  흑연의 산화 ·후의 젖음성 측정결과 : (a) IG-110, 

 (b) NBG-17

그림8는 원자로  흑연 (IG-110, NBG-17)의 산화 ·후의 젖음성 측정결

과로서 산화 에 비해 산화 후에는 각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산화후에 흑연의 표면이 더 물에 해 친수  성질을 갖게 된 것으로 

단되어 진다. 원자로  흑연의 산화 ·후의 표면에 지와 극성 비극성 값을 표3

에 나타내었다. 산화처리된 원자로  흑연의 경우 극성값은 증가하 으며, 이러

한 결과로 볼 때 산화처리를 통해서 흑연의 표면극성 정도가 상승한 것으로 

단 되어진다. [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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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원자로  흑연의 산화 ·후의 표면에 지 측정결과

Sample 
Surface free energy

(mJ/m2)

Dispersive 

(mJ/m2)

Polar

(mJ/m2) 

IG-110 51.67 50.04 1.63 

IG-110

(oxidation) 
49.40 47.16 2.26 

NBG-17 42.30 41.95 0.72 

NBG-17

(oxidation) 
51.50 49.22 2.28 

(a)

(b)

그림 9. 산화 ·후의 원자로  흑연의 77K/N2 등온흡착 곡선; (a) NBG-17, (b) 

IG-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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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는 산화 ·후의 원자로  흑연의 77K/N2 등온흡착 곡선을 나타낸 

결과로서, NBG-17과 IG-110의 경우 높은 상 압에서 속하게 상승하는 것이 

찰 되었다.

표3는 원자로  흑연의 산화  후의 비표면 의 변화, 총기공부피, 평균기

공직경등을 찰한 결과로서, NBG-17에 비해 IG-110의 비표면 은 증가하 으

며, NBG-17의 경우 미세기공 부피가 주로 증가하 으나, 반면에 기공은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그러나 IG-110의 경우 미세기공과 기공 둘 다 증가 

하 다. 이러한 결과는 NBG-17의 경우 산화를 통해 부분 미세기공이 발달하

지만 IG-110의 경우 NBG-17보다 더 왕성한 산화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

공과 기공이 발달하는 것으로 단되어진다. 이러한 메카니즘은 그림 10에 나

타내었다. 

표 3. 산화 ·후의 원자로  흑연의  BET surface area 

NBG-17 NBG-17
(oxidation) IG-110 IG-110

(oxidation)
BET surface area

(m2g-1) 0.12 0.44 0.09 1.47

Micropore volume
(cm3g-1) 0.0000477 0.000594 0.0000205 0.000107

Total pore volume
(cm3g-1) 0.000359 0.001380 0.001280 0.007050

Mesopore volume 
(cm3g-1) 0.000312 0.000782 0.001260 0.006950

Average pore 
diameter

(Ǻ)
60.9 63.2 142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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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원자로  흑연의 산화 메커니즘 

3. 결과  토의

본 연구에서는 흑연노심구조물의 고온·고 성자 조사환경하 거동이해를 바

탕으로 최 흑연 선정에 필요한 비교항목을 선정한 후 비교 ·시험평가에 필요한 

연구가 주요하게 수행되었다.

1. 산화가 진행됨에 따라 흑연 표면에 기공이 증가함이 찰 되었으며, IG-110이 

높은 내산화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함

2. NBG-18의 경우 600℃ 온도에서 30시간 정도 산화 했을 때 5.6%의 무게 감량

을 보 는데 내부 이물질의 존재 는 샘  가공시 이물질 침투 여부의 재확인

이 필요

3. NBG-17의 경우 NBG-18과 NBG-25에 비해 높은 내산화성을 보 으며. 

IG-110이 IG-430에 비해 높은 산화 항이 찰됨

4. XPS 측정 결과 산화 의 흑연에 비해 산화후 흑연의 O1S값이 증가함이 찰

되었으며, 산화후 흑연 표면에 극성 산소 능기의 존재를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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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극성 값의 증감을 통해 각 샘 들의 산화 메커니즘의 추정이 가능하 으며, 

비표면  측정 자료를 통해 규명.

6. NBG-17의 경우 비표면 이 약간 증가하 으나 IG-110의 경우 상당히 증가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각각의 원자로  흑연의 원재료 상태 표면 

상태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으로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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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연구목표달성도

본 연구에서 수행된 연구의 목표는 

- 산화 ·후 미세구조 분석 (5, 10wt.% loss) (Task 1)

- 산화에 따른 미세구조변화 비교 분석 (Task 2)

     - 원료, 성형 방법  제조특성에 따른 비교 분석 논문작성 (Task 3)

       (IG-110, NBG-18, IG-430, NBG-25, NBG-17)

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자체평가 하 다. 연구목표의 달

성도를 그림 11 에 도시하 다.

Research Tasks
Degree of Achievement

(0%)                                           (100%)

Task 1
Obj.

Achiev.

Task 2
Obj.

Achiev.

Task 2
Obj.

Achiev.

Total

그림 11. 연구 목표 달성도

※ 발표논문

-  Oxidation Behavior of IG and NBG Nuclear Graphites 

   (Nuclear Engineering and Design 투고 )

- Nuclear Graphites (I) : Oxidation Behaviors (Carbon letters, 10, 239-249, 2009)

- Nuclear Graphites (II):  Mechanical Properties (Carbon letters, 11, 41-4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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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련분야에의 기여도

본 연구에서 수행한 연구주제는 국내외 으로 수행된 바가 매우 으며 특

히 흑연의 산화 후의 특성에 한 실험  평가를 수행한 연구는 일부를 제외

하곤 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화  산화 후 물성특성이 우수한 

NHDD 노심지지체 (core support structure) 용 흑연 grade 선정에 필요한 기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며, 흑연제조 기 자료  노심지지체 (core support 

structure) 설계, 수명 리 참고자료 확보할 수 있다. 한 흑연소재 련 기 학

문 발   인력양성을 이끌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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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원자로  흑연의 산화 후 물성평가법 확립

2. 선정  품질확인을 한 산화특성자료 확보 

 

3. 원자로  흑연의 시험·분석  modelling 기술 확보 

4.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되는 흑연소재의 물리/화학  평가기술을 통해 국내 세 

흑연 련 업체들을 기술 으로 지원하여 궁극 으로는 국내에서 소요되는 원

자로  흑연을 국내기술 자립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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