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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NGNP 프로그램 중 고온가스로 핵연료 UO2 및 UCO 분말 제조에 대한 기

존 자료의 분석으로부터 기존에 수행되었던 kernel제조 방식 및 분말특성에 대

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초고온가스로 핵연료가 갖추어야 할 specification으로

부터 UCO kernel의 제조공정 개선 및 carbon 의 분산 특성을 개선하고자 하

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Broth용액 제조시 첨가되는 carbon black의 물성분석

및 혼합특성 평가 실험을 통해 새로운 carbon과 carbon mixing방법의 개발 및

이를 이용한 kernel입자의 제조결과 kernel의 특성과 수율이 개선되었음을 보

고하였다. Cabot type G carbon으로 만들어진 slurry B 사용해서 매우 균일한

chemistry를 갖는 고밀도 kernel이 반복적으로 생산하였고, carbon은 ADUN보

다는 HMTA에 분산시키는 것이 효율적이었음이 밝혀졌다.

Forming process의 변화는 공정 개선의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forming

nozzle의 plugging문제 해결, forming run time의 획기적인 단축 등 많은 성과

를 나타내었다. Carbon의 적절한 선택으로 인해 중간물질을 고온에서 sintering

할 경우 운전시간을 기존의 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하였으며, 핵연료 제조공

정 개선 과정에서 carbon dispersion의 개선과 함께 irregular 혹은 bumpy

surface kernel을 제거할 수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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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NGNP program for high specification of HTGR nuclear fuel through the

GEN IV study is be progressed. Furthermore, because the NGNP program

have a highly focused goal like UCO kernel, kernel fabrication and coating

types varied which made selection of a US reference fabrication process. In

this study, it was evaluated from the reviews on the UO2 and UCO kernel

fabrication technologies and its particle characteristics. For improving the

UCO qualities, first it was improved the kernel fabrication processes and

carbon dispersion method also. New method for carbon dispersion in broth

solution was developed, and its characteristics was evaluated from the AGR

irradiation tests used the UCO kernel.

In fabrication process, also process parameter variation tests in both

forming and sintering steps led to an increased understanding of the

acceptable ranges for process parameters and additional reduction in

required operating times. Another result of this test program was to double

the kernel production rate. Following the development tests, approximately

40 kg of natural uranium UCO kernels have been produced for use in

coater scale up tests, and approximately 10 kg of low enriched uranium

UCO kernels for use in the AGR-2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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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및 서론

고온가스로 핵연료에서 개량 연료핵입자의 제조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기존

에 사용하던 산화물 연료를 바탕으로 한 TRISO입자를 사용해서 미국형 핵연

료인 block형으로 제조한 후 연료의 조사시험에서 나타난 산화물 연료의 단점

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기존에 사용되던 UO2연료핵입자를 사용한 조사시험에

서 발생된 문제점을 종합해 보면 초기 TRISO입자 제조과정에서 구형 UO2연

료핵입자 표면에 열분해성 탄소를 피복하는데 이 피복층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열역학적으로 기계구조적인 결함의 가능성과, 핵연료 조사에서 발생되는

fission 가스에 의해 발생되는 입자내부의 압력에 대한 영향, 산화물 연료가 근

본적으로 갖고 산소가 열분해 탄소와 반응에 의한 CO압력의 증가현상, TRISO

입자 내부에 있는 구형 UO2연료핵입자가 고온에서 위치를 미세하게나마 이동

하게 되는 현상, 산화물연료에서 핵분열 생성물로 인해 방출되는 Pd의 공격에

의한 부식현상의 초래, Cs 분열생성물의 방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서 그 근본

원인을 찾고 있다. 즉

-Thermo-mechanical response of PyC layer

-Fission gas pressure of UO2 kernel

-CO gas pressure increase by carbon and oxygen reaction

-UO2 kernel migration in TRISO structure by high temperature

-Pd attack

-Cs release

산화물연료를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독일연료와 2000년대 초 미국에서

NGNP계획의 일환으로 설계된 초고온가스로 핵연료의 specification을 비교한

보고에 의하면, 양국의 확연한 입장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ORNL입장에서 보

면 기존의 독일 연료의 경우 초고온에서 사용된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그들이

주장해온 각종 산화물 연료의 장점을 부인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들의 분석에

따르면 그림1과 같은 구분을 통해 초고온가스로를 지향하는 NGNP 고온가스로

핵연료의 경우 기존의 UO2연료 대신 UCO 연료를 대체 연료로 제안하고 있으

며, 기존의 UO2연료를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보완 사항을 가하여 그 가능

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들이 구상하고 있는 대체연료의 가능성으로는 기존 UO2연료의 크기를 줄

여서 입자 자체의 내구성을 강화하는 방안, 기존의 UO2를 UCO 로 변환시키는

방안, 기존의 UO2연료핵 입자의 표면 피복시 ZrC 물질을 1차 피복시킨 후

TRISO 형태이 피복과정을 거치는 방안, 기존 TRISO 피복시 핵분열생성물의

최후 차단 방벽인 SiC 피복 대신 ZrC를 이용해서 피복하는 방안 등이 언급되

고 있으나(그림2 참조), 이의 적용을 위해서는 수많은 관련 연구와 공정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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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Reduced kernel size

-Change kernel to UCO

-Change kernel to UO2*

-Replace to SiC with ZrC

상기에서 언급된 각종 방법에 대한 장점과 단점은 표1과 같이 정리될 수 있

는데, 이는 아직 제안된 상태로 극히 일부만이 부분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

나 그 동안 고온가스로 핵연료의 제조에 대한 연구침체와 투자의 감소로 인해

명맥만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1. NGNP 초고온가스로 핵연료 specification.

이러한 과정에서 2000년대 초 화석연료에 대한 위기의식의 고취와 화석연

료에 의한 탄소배출양의 규제, 청정에너지인 수소가스에 대한 기대감 등에 의

해 고온가스로가 또 다시 각광을 받게 됨으로 인해 고온가스로 핵연료의 연구

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되고, 그 동안 독일을 중심으로 한 산화물연료의 평

가에서 미진한 부분이 미국의 관련 연구자들에 의해 문제점이 제기되게 되고,

아울러 초고온가스 영역으로 핵연료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기존의 UO2연료의

품질개선 관점과 새로운 개념의 UCO 연료에 대한 개발가능성이 좀 더 표면화

되면서, 독일을 중심으로 한 UO2 연료 제조국과 미국의 주로 주장하는 UCO

연료의 특징 및 장단점 비교에 대한 평가서들이 발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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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ZrC를 이용한 피복방안.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환경변화를 감지하고 기존에 많이 연구 개발된

UO2연료핵입자의 제조를 기본개념으로 하고, 추후 핵연료 물질 변화에 대비하

기 위해 이제까지 미국에서 진행되어 온 UCO연료의 제조과정과 문제점 및 공

정개발 과정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 보기로 하였다. UCO 핵연료 제조관련 기술

현황이나 기타 보고 및 논문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으나, 연구의 대강만이 발

표되어 있을 뿐 자세한 자료들은 미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분석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미리 밝혀둔

다.

표 1. UO2와 UCO 핵연료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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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량 연료

2.1 서언

AGR/NGNP연료 개발과 품질관리 프로그램의 목적은 NGNP의 운전과 허

가를 획득하기 위한 자료의 제공과 미국에서 수소와 에너지 생산을 위한 원자

로의 조기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이다. 연료의 품질관리 자료는 연료생산과

관리와 관련된 기술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 진입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함이다. 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은 계획된 조사 시험을 위해 고품질의 kernel

입자 제조, TRISO피복입자와 연료체를 저비용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공

정을 개발하는 것이다.

현재 NGNP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피복입자는 UCO 혹은 UO2를 고려하고

있다. AGR-1연료입자는 uranium oxide - uranium carbide (UO2-UCx)혼합물

로 흔히 UCO로 쓰여지는 물질이다. AGR연료의 사양으로는 입자의 직경,

aspect ratio, density, enrichment, total uranium content, [C]/[U] ratio,

[O]/[U] ratio와 불순물 15종에 대한 것이다.

AGR/NGNP연료 개발과 품질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연료입자 제조공정은

2004년 초에 ORNL에서 소규모 coater개발을 위해 natural UCO를 제조할 목

적으로 개발이 시작되었다. 일련의 생산과정 중에 [O]/[U] ratio가 규격보다 약

간 높게 나타났다. 연료입자의 chemistry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가 2004년 중반

에 시작되었다. Broth용액중의 [C]/[U] ratio 증진으로 인해 최종 소결 입자의

chemistry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실험과정 중에 소결 입자의 밀도가 감

소되었고, 따라서 broth 용액중에 C의 dispersion 방법과 소결 조건이 최종 소

결 입자의 밀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이 계속되었다.

AGR-1연료를 위해 chemistry와 밀도를 맞출 수 있는 조건으로 연료입자

들을 제조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350 micron의 AGR-1연료를 성공적으

로 제조하기 위해 carbon dispersion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 green kernel의

strength와 morphology 최적화를 위한 broth chemistry 조절, 최적의 carbon

black 선택과 dispersion방법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kernel을 이용해서 소결 공

정에 대한 변수의 재평가들에 대한 사항들이 밝혀졌다.

이 실험으로부터 얻어진 공정 개선에 따라 AGR-2 연료를 위해 425 micron

입자가 제조되었다.

2.2 Kernel 제조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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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1연료에 대한 입자제조 공정을 그림3에 나타내었다. 입자제조 공정

에서 첫번째 단계는 고순도 우라늄산화물을 질산에 용해시켜 ADUN 용액을

제조하는 것이다. 235U의 농축도를 맞추기 위해 natural과 농축 우라늄을 혼합

해서 용액을 제조하였다. 여기서 만들어진 ADUN용액은 다음 공정인 
forming run을 위해 저장된다. Kernel forming 과정은 여러 단계로 구성되

어 있다. AGR-1 입자를 위해서 사용한 공정은 carbon black, Tmol 과 urea 용

액을 ADUN용액과 혼합하고, 이 혼합용액에 HMTA 용액을 첨가하여 broth를

제조하는 것이다.

그림 3. AGR-1 Kernel제조공정.

이 broth 용액을 이용해서 균일한 크기의 구형 액적을 만들기 위해

vibrating orifice에 강제로 공급한다. 만들어진 액적들은 TCE column 안으로

떨어지면서 열전달을 받아 구형 액적 속의 원료물질들이 분해하는 분해성성물

과 반응하여 침전물을 형성한다. TCE와 액적 사이의 계면장력에 의해 액적은

구형으로 변화하며, TCE의 열원으로부터 액적 내부에 함유되어 있던 urea의

열분해에 의해 NH4
+와 CO2가 발생된다. Broth 액적을 가열하면 HMTA와 열

분해하여 NH3를 방출하면서 우라늄이온과 암모늄 이온의 반응에 의해 gelation

과정이 개시된다. Urea는 ADUN용액은 액적속에 존재하는 반응물질들이 사

전에 premature precipitation되는 것을 예방하고, ADUN complex를 형성시켜

안정화에 기여하고, 좀 더 많은 NH4
+를 생성한다.



- 6 -

Urea의 역할은 UO2
2+이온의 complex and stabilize되게 하고, HMTA의 분

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Geled kernel은 후속과정으로 세척하고, 건조, 선

별하여 sampling해서 사용 여부를 판단한다.

Calcination, carbothermic reduction 및 sintering을 위해서 가열된

fluidized bed reactor안에 green kernel 유동화시킨다. Calcination은 적절한 온

도에서 100% 수소분위기에서 수행하는데, green kernel의 oxide matrix내부로

부터 hydration water를 제거하고, uranium oxyhydroxide는 UO3로 열분해되고

UO2로 환원된다. Carbothermic reduction 단계에서 온도를 1680℃까지 올리고

가스분위기를 Ar+CO 혼합가스로 변환시키고 운전한다. Kernel 속에 있는

carbon은 UO2와 반응하여 UC2 혹은 UC와 CO로 변환된다. 변환공정의 3번째

단계에서 온도를 다시 kernel의 densify를 위해 올린다. Kernel을 냉각하고 유

동층 반응기에서 분리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 검사를 수행한다.

AGR-1 test를 위해 7 batch의 kernel이 약 4.42Kg 정도 만들어졌다. 표2

에 kernel에 대한 물성을 요약하였고, 그림4, 5에 loose 입자와 cross section

사진을 나타내었다. 표2에서 보면 입자의 물성 특성은 모든 specification에 맞

지만, 그림에서 보면 입자 표면과 내부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것은 chemistry, 밀도, 다른 물성 등에도 변화의 가능성을 알 수 있다. 후속 테

스트의 첫째 목적은 batch간 혹은 batch내부에서도 균일성 증진에 있다.

표 2. AGR-1 Kernel 물성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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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AGR-1 kernel의 Ceramographic photograph.

그림 5 . AGR-1 loose kernel.

2.3 Broth용액 제조

2.3.1 Carbon dispersion

초기의 입자 제조에 대한 연구는 forming run동안에 carbon black의

dispersion을 증진시켜 broth 조성 변화와 입자의 밀도증진에 주력하였다. 이

실험을 위해 ADUN보다 HMTA안에 carbon black의 dispersion 시키는 것에

대한 평가, surfactant에 대한 carbon black ratio의 최적화, 다른 dispersant의

평가, 다른 carbon black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해서 설계되어 실험이 수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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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규모 실험에서 각각의 carbon black과 surfactant, 여러 종류의 carbon

black들을 선택하여 B&W 실험라인에서 특성 실험이 수행되었다.

Ravan 1000(Columbian Chemical Company 생산)이 AGR-1연료를 위해

사용되었고, 이 실험에 사용되었다. Cabot corporation에 의해 개발된 표면 변

형된 carbon의 prototype이다. 형태 F와 G로 표기된 Cabot carbon이

anionic hydrophilic 기능을 갖도록 설계되었고 이는 surfactant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F형태의 carbon은 carbon에 phenylcarboxylic acid

group이 grafting되어 변형된 것이고, G형태는 phenylsulfonate group이

graphting된 것이다.

B&W에서 초기 시험에서 acidic 과 base용액에 F와 G형태의 dispersant를

5가지 혼합방법을 사용해서 비교하였다. ADUN용액을 모사한 acidic용액은 거

의 증류수 안에 3.2M urea가 질산으로 산화되어 있는 상태로 pH는 대략 2정도

를 나타낸다. Basic용액은 거의 3.2M HMTA와 3.2M urea가 증류수 속에 용

해된 것으로 산성화는 되지 않았다. Dispersion실험은 5가지 방법을 사용했는

데, magnetic stirrer를 이용한 off-line vortex mixing, in-line impeller

agitation, in-line mechanical shear pump mixing, in-line ultrasonic shear,

in-line mechanical shear와 ultrasonic shear의 혼합방법으로 수행하였다.

Cabot type G의 carbon black은 B&W 액상실험에서 쉽게 wet되고 분산되

었지만 type F는 잘 분산되지 않았다. 하지만 type G도 impeller mixing 혹은

vortex mixing시에는 비교적 잘 wet되고 분산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mechanical shear pump를 사용하는 경우 제일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Mechanical shear pump를 사용할 경우 투여 후 초기 몇 분만에 잘 wet되고

분산도 되었지만, 분산의 homogenity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조금씩 증진되

어 30~40분 경과 후 최적상태에 도달함을 optical microscopy를 관찰한 결과로

부터 알 수 있었다. 이때를 carbon이 1~sub micron크기의 입자가 완전 분산된

것으로 보았다.

Simulation 용액에서 분산에 대한 image를 0~40분 동안 관찰하여 그림6, 7

에 나타내었다. 그림6는 Cabot G type carbon이 어떠한 mechanical mixing없

이도 잘 wet되고 거의 용액상에서 순간적으로 분산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약 5 micron 이하의 agglomerate을 형성하면서 분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7은 mechanical shear mixing을 40분 동안 시킨 경우 육안으로는 거의 뭉

침 현상이 없는 아주 작은 agglomerate들이 분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Submicron으로 추측되는 agglomerate입자들이 아주 잘 분산되어 있음을

illuminating light를 비쳐보면 알 수 있다.

Mechanical shear 실험에서 G carbon black은 안정하고 깨지지 않는 것으

로 보인다. 동일한 조건으로 type F carbon은 동일한 용액에서 잘 분산되지

않았으며 90분이상 mechanical shear mixing을 수행해도 50 micron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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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glomerate들이 존재한다. Type F carbon은 mechanical shear mixing에서는

type G carbon보다 훨씬 안정성이 떨어지고 모든 실험에서 oily film현상을 나

타내었다.

그림 6. Cabot type-G카본(mechanical shear mixing을 하지 않음).

그림7. Cabot type-G 카본(mechanical shear mixing 40분).

Cobot G type carbon black의 경우 ultrasonic shear treatment는

mechanical shear mixing보다는 훨씬 효과가 적었다. Ultrasonic시간을 연장할

수록 분산에 oily slick현상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ultrasonic energy가 carbon

surface에 화학적으로 graft되어 있는 dispersant molecules을 분열시키는 것으

로 생각된다. Surface graft의 파괴는 분산을 불안정하게 하고 carbon black을

다시 re-agglomerate시키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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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5가지 mixing 방법을 사용해서 type G carbon black을 사

용해서 HMTA-urea용액에서 분산실험을 수행하였다. Optical microscopy측정

에서 위에서 설명한 5가지 mixing 방법 모두 10분 이내에서 좋은 분산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8에 한 예로 magnetic stirrer bar를 이용한 vortex mixing

후 10분 후에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8에서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 image에서 회색의 균질성으로 약 몇 개의

아주 작은 agglomerate만 보이고 대부분 carbon black이 submicron크기로 개

별적으로 분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 dispersion을 pH 4~6

으로 acidified시키면 약간의 re-agglomerate들이 관찰되기 때문에 Cobat G

carbon black은 HMTA-urea액 하에서는 완전 안정성을 나타내지는 못한다.

HMTA용액에서 type G carbon black의 결과를 바탕으로 type F carbon black

을 선택해서 magnetic stirring을 사용해서 실험한 결과 type G처럼 잘 분산되

지 못했다.

그림 8. Cabot type-G 카본(HMTA-urea용액, vortex mixing10분).

B&W pilot scale kernel fabrication 공정을 위해서 7가지 실험들이 carbon

black types와 분산 방법을 비교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Forming run을 위해

Raven 1000 carbon black 을 ADUN용액에 분산시켰고, Raven 1000을 HMTA

에, Cabot type G carbon black을 ADUN에, Cabot type G carbon black을

HMTA에 각각 분산시켰다. 또한 2가지 Cabot G type carbon black이

pre-mixed된 suspension을 실험하였다. Cobat는 분말로 환원되거나 혹은 물을

제거하기 전에 화학적인 grafting공정을 제외한 suspension이나 slurry로 제조

되었다. B suspension은 반응 부산물을 정제하였고, A suspension은
정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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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은 소결입자의 물성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Slurry B에 대해서는 반복

실험이 수행되었다.

표 3. 1890℃에서 소결된 실험 결과

여기서의 7번의 forming run 실험으로부터 얻어진 green kernel들은

AGR-1 kernel의 소결 조건을 사용해서 동일한 조건에서 소결되었다(표4 참

조). 표3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run에서의 chemistry는 수용 가능한 결과를 나

타내었다. Cobat type G carbon black의 경우 HMTA안에 분산된 solid 혹은

slurry를 이용한 경우 밀도는 좋았지만 다른 경우보다는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 실험으로부터 얻어진 소결 입자의 단면에 대한 image를 그림9에 나타내

었다. Run 59300의 경우 오염되었거나 몇몇 입자들에서 겉모양이 다르게 나타

난 것을 알 수 있다. Run 59315과 Run 59316의 입자에서 carbon의 분산이 잘

안된 것으로 예측되는 pore들이 나타났다. Run 59318과 Run 59319의 경우 내

부 구조가 좀 더 균일한 구조를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실험으로부터 얻어

진 입자의 표면 모양에서 약간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

그림10에서 보는 것처럼 HMTA에 분산된 Cobat G carbon black으로 만

들어진 입자의 내부 모양은 매우 균일한 2상의 microstructure를 갖고 있는 반

면에 이 입자의 표면 모양은 smooth하고 spherical한 그리고 reflective한 모양

에서 non-spherical convoluted한 모양으로 변화되었다. 가장 균일한 표면 모양

을 나타내는 입자는 Run 59318과 Run 59319이었다.

이러한 실험결과를 기초로 두 개의 큰 변화들이 B&W kernel forming

process 만들어졌다. Raven 1000 carbon black 은 Cobat slurry B로 대체되었

고, 이 carbon black은 ADUN용액에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HMTA에 분산

시키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이러한 변화들로부터 gelled 입자의 carbon 분산의 정도가 개선되었고, 이

어지는 소결에서도 높은 소결 밀도와 좋은 균일성을 갖는 입자를 제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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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이 공정으로 기존의 후드 속에서 행해지던 dry surfactant와 dry

carbon powder의 ultrasonic 혹은 mechanical shear dispersion 작업이 플라스

틱 용기를 사용해서 두 액체의 혼합으로 대체되어 3시간 정도 걸리던 공정시

간이 약 15분으로 줄어들었다. Nozzle을 사용해서 구형 액적을 제조하는 과정

에서 plugging 현상도 줄어들었는데, 이는 아마도 종전에는 응집된 carbon

black이 원인으로 작용했는데, 공정 개선 후에는 사용된 carbon black의 표면

이 변형된 것이 주 원인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Carbon의 dispersion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은 경비 절감으로 이어지고 kernel homogenity개선은 수율의 증

가와 더불어 폐기물의 감소를 가져왔다.

그림 9. 각 시료들에서 얻어진 입자의 ceramographic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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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59314(왼쪽)번과 59318(오른쪽)실험으로부터 얻어진 loose kernel.

2.3.2 Carbon black의 선택조건

GEN IV 고온가스로를 위한 핵연료로 UO2와 UC2가 혼합된 구형 UCO입

자를 carbon 과 SiC로 피복한 입자를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를 갖는 연

료는 효율성, 장수명, 안전성 등에 장점을 갖는다. UO2-UC2 연료핵입자에 대한

관심은 지난 몇 년간 흥미를 끌고 있다. 1970년대 후반 실험실 규모의 UO3․

2H2O-C gel 구형입자가 ORNL에서 처음 제조되었다.

공정은 ADUN용액(pH=1.9~2.0)과 HMTA와 수용액상의 Urea pH=10~10.5)

사이에 sol-gel 반응을 기초로 한 내부겔화 공정을 기초로 했다. ORNL에서

최초의 연구는 carbon black을 surfactant로 분산시켜 gelation시키기 전에 이

용액을 공정으로 도입하는 것이었다. C/U ratio=0.8~1.2 조성을 갖는 여러

batch의 건조 gel입자가 제조되어서 "oxicarbide(UO2+UC2)" 입자가 소결되어

제조되었다. 그러나 제조조건이나 최적 조건은 제조할 때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그 후에 ADUN-HMTA/Urea system을 사용하는 internal gelation의

chemistry에 대한 깊은 연구가 수행되었고, 공정 변수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어

좋은 품질을 갖는 UCO입자의 제조가 2004년 ORNL에서 제조되었다.

고품질의 carbon을 포함하는 kernel의 제조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고밀도의 kernel입자를 얻기 위한 핵심 요구사항은 thermochemical step 전에

UO2 gel입자 내부에 균일하게 carbon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UC2는 carbon과

함께 UO2의 직접 환원에 의해 형성된다. 따라서 큰 carbon 입자 존재하거나

혹은 agglomeration이 존재하면 소결과정 동안 void를 형성하기 때문에 바람직

하지 않다. 좋은 밀도를 가는 입자를 만들기 위해 carbon particle은 5 micron

이하의 입자를 분산시켜야 하며 1 micron 이하의 입자를 분산시키는 것이 바

람직하다. Carbon 분산은 초기 ADUN용액(pH=1.9~2.0)이나 혹은 broth 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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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4.4~4.5) 혹은 HMTA/Urea 용액(pH=10~10.5) 등과 같이 pH 변화 폭이 큰

용액에서도 견뎌야 한다. 또한 용해된 전해질(2.6~2.9M UO2
2+, 4.4M NO3

-,

HMTA와 Urea(3.18M)등과 같은 고농도에서도 견뎌야 한다.

Carbon black의 정확한 선택과 분산 조건의 선택이 균일한 구형 UCO입자

제조에 필수적이다. 모든 단계에서 안정된 분산을 유지하려면 carbon black의

표면 특성과 용액의 parameter 그리고 분산제의 물성 등이 적절히 조합되어

최적상태를 나타내야 한다.

Nano size carbon black은 여러 종류의 모양과 구조를 갖고 서로 엉켜진

상태로 존재한다. Carbon black의 unit 특성인 aggregate들은 agglomerate를

만들어 fluffy free flowing 을 형성하거나 bead와 결합한다. 이상적인 분산 조

건 하에서 agglomerate는 부서져서 aggregate를 만든다. Re-agglomeration에

대한 안정된 분산을 위한 방법은 aggregate의 surface wetting을 증진시키거나

정전기적 반발력 개질, 고분자 물질을 이용한 흡착제로 피복 등을 생각할 수

있다.

Carbon black의 물리 혹은 표면화학적 특성이 분산에 영향을 미친다. 비표

면적이 큰 미세 carbon black은 분산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Aggregate의

조밀한 구조로 된 carbon(low structure carbon)은 complex carbon(high

structure carbon)보다 분산시키기가 더욱 어렵다. 입자표면에 극성 관능기

(carboxyls, phenols, lactones, quinones)를 갖는 carbon은 wetting을 증진시키

거나 혹은 정전기적 전하를 띄게 하는 등 여러 잇점이 있다. 모든 물리적 변수

들이 일정하다면 높은 휘발성 content를 가는 carbon black은 쉽게 분산이 이

루어진다. 어떤 carbon 들은 제조과정에서 물속에서 분산성을 높이기 위해 산

화 처리를 거치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표면 그룹들이 이상적이지는 않다.

표면 그룹의 pH response가 중요하다. 전통적으로 분산도는 분산제

(surfactant)를 사용하면 증진된다. 그들의 작용은 carbon black의 hydrophobic

표면에서 surfactant의 non-polar tail의 흡착, 바깥을 향한 hydrophilic head의

solvation에 기초한다. 이온성(약산이나 약 염기) 그룹을 갖는 surfactant는

carbon-water 계면에서 pH-dependent charge를 띠어 그들의 효율성은 pH에

크게 의존하고 anionic surfactant는 염기성 용액에 사용 가능하며, cationic

surfactant는 산성 용액으로 제한된다. Non-ionic surfactant는 polar 그룹을 포

함하고 분산작용은 pH에 무관하며 non-ionic polar group의 낮은

hydrophilizing 효과로 인해 고 농도의 용액에도 사용 가능하다.

Surfactant를 사용한 전통적인 분산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carbon의 표면을 강한 화학결합을 이용한 chemical group으로 중합시키는 방

법이다. 이것은 선택적으로 중합된 chemical group을 통해 표면 특성을 좋게

하는 것으로 modifier의 표면 농도를 잘 조절하면 가능하다. 표면 개질제는 화

학적으로 결합되기 때문에 carbon의 분산은 용액의 조건(pH, ionic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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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좀 더 안정적이다.

2.3.3 Carbon black의 선택 및 dispersion 실험

이 연구를 위해 선택된 물질은 낮은 비표면적을 갖는 사용의 고 순도

carbon black(Raven 1000, Raven 1040, Raven M)과 Black pearls L(Cabot 회

사) 제품이다. 이들 carbon의 분산은 여러 형태의 ionic, non-ionic을 포함하는

surfactant를 첨가해서 만들어졌다. Cabot에서 diazonium salts를 사용해서 다

양한 표면 개질 carbon들에 대해서 결과를 비교하였다. 표면 개질이 되지 않은

시료(sample A), oxidized counterpart(sample B), aliphatic amino group으로

개질 된 carbon(sample E), carboxyl group으로 개질 된 carbon (sample F),

Sodium sulfonate function(sample G)를 포함한다.

이 연구를 위해 선택되었던 여러 가지의 carbon black 시료의 표면 특성은

N2 흡착에 의해 분석되었다. BET 비표면적과 비표면적의 두께가 carbon

black의 비표면 특성을 규정한 ASTM 방법 D 6556-04와 비슷하게 측정되었

다. Q ;표면적 두께(t-method)는 external area를 나타내는 것으로 micro-pore

는 포함하지 않는다. Pore 직경에 대한 비표면적 분포, pore volume은 NLDFT

이론을 응용한 software를 사용해서 계산하였다.

Carbon black의 volatile content는 IGA-1를 사용해서 열중량분석을 수행하

였다. Carbon sample들은 먼저 상온에서 dynamic vacuum(<10 Pa)을 2시간

동한 수행하여 de-gassing하고 800℃까지 3℃/min의 가열속도로 진공 가열하

였다. 무게 감량 비율은 초기 de-gassing 후 시료의 무게로부터 계산하였다.

XPS 분석도 수행되었다. Carbon 1s 전자들의 escape depth는 7 nm이었다. 원

소분석도 수행되었다. Photometric titration이 수행되었고 pH-sensitive glass

electrode를 사용하였다.

모든 용액은 0.2 S cm
-1
의 증류수가 사용되었다. 0.5 g carbon black을 0.1N

NaNO3 50mL에 첨가하여 시료를 만들었다. CO2 제거를 위해 Ar purge를 수행

하였으며, 0.1N HNO3 혹은 0.1N NaOH 용액을 사용하여 pH shift를 보정하였

으며, pH 3.5~10.5까지 측정 가능하다. 적어도 6시간 동안 평형을 유지한 후

monotonic equivalent point(MET) 적정을 시작되었다. FRIR은 BioRad FTIR

이 사용되었고, carbon sample은 하룻동안 순수 KBr과 혼합하여 thin tablet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Particle size distribution은 Horiba 700 LA laser particle

analyzer를 사용해서 측정하였다.

2.3.4 실험결과 및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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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1 표면특성

표4에 총 BET, external surface area, micro-pore의 surface area, pore

volume, cumulative DFT pore volume을 나타내었다. 표4에 나타난 모든 자료

로부터 carbon black은 non-porous carbon임을 알 수 있었다. 단지 Black

pearls L은 아주 미세하게나마 internal porosity를 나타내었다. 그림11에 나타

낸 density functional theory(DFT)계산에서 이 carbon의 비표면적은 약

80m2/g을 나타내었고 2nm 이하의 pore를 포함하고 있었다.

반대로 Raven series carbon black은 약 20~40m2/g의 비표면적을 나타내었으

며 2nm 이하 pore를 포함하고 있었다. 접촉면에서는 약 20~30nm pore를 갖는

다. 표면 개질 carbon black은 표면 개질 group의 열적인 낮은 안정성 때문에

N2 흡착을 수행하지 않았다.

표 4. 여러 가지 기술로 제조된 carbon black의 물성

2.3.4.2 Volatile content

표5와 그림12에 나타낸 volatile content는 공급자로부터 받은 자료로 Black

pearl L과 Raven 1000은 surface-oxidized carbon이고 Raven M은 아니다. 그

림11의 열중량분석에 의한 무게 감량 곡선에서 물을 첨가하면 약 100℃에서

peak가 없어졌고, Black pearls L과 Raven 1000의 oxidized carbon에서 탈착

peak가 나타났다. 문헌 자료를 기초로 carbon 표면에 존재하는 carboxyl

group(300~350℃) 및 phenol 혹은 lactons(600℃) group의 분해로 이어진다.

그림12은 또한 Cobat sample G의 경우 약 500℃에서 중합되었던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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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이 분해됨을 알 수 있다.

표 5. 여러 종류 carbon black의 점도에 따른 pH와 매질상태 및 surfactant의 영향

그림 11. 액체질소를 이용해 측정된 BET와 pore di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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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진공상태에서 carbon black의 열분해시 무게감량 곡선.

2.3.4.3 Surface chemical analysis

XPS를 이용해서 선택된 시료의 표면 조성을 분석하였다. Oxidized carbon

black(Raven 1000), non-oxidized carbon black(Raven M), 표면 개질된 carbon

black(Cabot G)에 대한 spectrum이 수집되었다. 그림13의 overlay high

resolution spectra에서 C, N, O, Na, S에 관련된 energy range가 다름을 알 수

있다(V 3p valence band에서 3p 상태의 vacant에 대한 것처럼). XPS 분석

spectra에서는 Raven 1000과 Raven M시료 사이에서의 차이점을 나타나지 않

았다.

284.6eV(C 1s)에서 나타난 main peak는 C-C 와 C-H 결합이 predominance

한 것을 나타낸다. 계속된 형상이 고 에너지에서 절대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표5에서 본 여러 종류의 산화물이거나 혹은 어떤 물질이 연속적으로 에너지를

상실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산소의 경우 Raven M(0.4 at %)에서보다

Raven 1000(1.4 at%)의 표면에서 풍부한 것으로 보였고, O 1s peak(532.5 eV)

는 산소가 탄소와 결합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표면 개질된 Cabot sample G에 있는 산소 peak는 536.3 eV에서 나타났는

데, 이는 산소와 S가 결합한 것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XPS 분석에서 표면에

서 S(2 at%)와 산소(7.2at %)의 큰 농도를 나타내었다. S peak(S 2p)는 163.9

eV에서 S-C, S-H로 deconvoluted된 것으로 보이고, >168 eV에서

S
4+
(sulfates, sulfonates)로 deconvoluted된 것 같다. 나중 peak는 Cabot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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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에서 확실하게 나타났다. Na peak는 Na+에 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Cabot

sample G의 valence band region은 Na 2p(29.3 eV) 와 O 2s(22.9 eV) 전자

level과는 구별되었고 20eV 이하의 넓은 모양은 C 2s(12-22 eV), C 2p(5-12

eV) 전자 level로 모든 sample(3가지)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 결과

로부터 sample G는 sodium sulfonate(-SO3Na)로 개질된 된 것을 나타내고 있

다.

그림 13. 여러 종류의 carbon black시료에 대한 XPS spectra.

2.3.4.4 Acid-base properties and pH effects

Carbon black sample의 표면화학 group에 대한 pH의 영향을 좀 더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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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위한 정보는 photentiometric titration에 의해 acid-base 물성 특성을 직

접 얻을 수 있다. Carbon 표면 위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이성 원자들 중 단연

산소는 그림14에서 보는 것처럼 carbon 위에 존재하는 표면 groupdnl에 넓은

범위에 참가한다.

이러한 group 들 중 어떤 것은 acid-base 성질(weak acid인 carboxyl group,

very weak acid 인 phenol group)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은 redox 물성

(quinone-phenol couple)을, 그리고 다른 것들은 neutral 혹은 정상상태에서 활

성을 나타내지 않는(ketone, ester) 성질이 있다. Carbon의 염기성은 Bronsted

basic group(pyrones)과, Lewis basic site(micrographitic structure의 basal

palanedn의 p 전자), 여러 redox active site(Chromene, phenoxide)에서 전자

결합에 의한 산화 등의 성질을 나타낸다.

그림14. Carbon내부에 있는 graphite layer의 edge상에 있는 산소를

포함하는 관능기의 schematic representation.

Carbon surface을 장식하는 여러 그룹의 acidic strength는 acidity

constant(pKa) 항과 관련이 있고, acid-base 평형의 mass action law로부터 유

도할 수 있다.

=S-H ↔ =S
-
+ H

+

pKa = log Ka

= log [{=S-}[H+]/{= S-H}

여기서 =S는 carbon의 surface site, { }과 [ ]는 surface concentration 과

solution concentration을 나타낸다.

Acid-base 특성을 갖는 surface group의 확인을 위한 potentiometric titration

방법은 강산 혹은 강염기에 첨가하는 수용 전해질 첨가제에 의한 carbon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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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의한 pH 측정에 기초하고 있다. Proton balance는 blank 조건에서 기대

하는 pH로 titrant를 첨가한 후 평형 pH와 비교해서 계산한다. 결과는 proton

binding isotherm으로 나타나고 proton bound의 m-mole 혹은 용액의 pH 함수

로 carbon sample g 당 방출된 m-mole 수로 나타낸다.

실험적으로 proton binding isotherm은 surface group의 평형에서의 평균 물

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각각의 acidity 상수를 갖고 있다. Acidity constant pKa

의 분포가 연속적이라고 가정하면 F(pK)는 실험적으로 만들어진 proton

binding isotherm Q(pH)으로 부터 계산할 수 있고, 다음 적분식으로 풀 수 있

다.

Q(pH) = ∫ q(pH,pKa) F(pKa) d pKa + Qo

여기서 q(pH,pKa)는 강 pKa strength를 갖는 acid-base site에 대한 local

binding isotherm을 나타내고, Qo는 background 상수 항이다. Proton affinity

distribution 함수 F(pKa)는 carbon 표면의 pKa spectrum이다. 이것은 그들이

acid strength(pKa)의 함수로서 surface group(m-mole/g)의 distribution을 나

타내는 것이다. 산화물에 대한 surface hydroxyl의 특성에 대한 첫 번째 개발

로서 pKa spectra의 계산을 위한 potentiometric 방법이 후에 carbon material

의 acid-base 물성의 특성 분석에까지 확장되었다. 후에 carbon에 대한 표면

기능성 group의 특성을 위한 Boehm titration 방법의 상대적인 강력한 방법으

로 평가되었다.

그림15에 산과 염기로 분리 적정하는 데서 측정된 proton binding isotherm

을 나타내었다. Q(pH)의 음수 값은 weak 나 혹은 very weak acid로부터

proton의 해리에 의해 음으로 charge된 표면을 나타낸다. 정규적인 방법

(SAIEUS code)을 사용하는 이 자료로부터 계산된 pKa spectra를 그림15에 나

타내었다. 이 결과들은 위에서 보였던 volatile content와 surface chemical

group의 acid-base response 사이의 관계를 흥미롭게 표현하고 있다.

가장 높은 volatile content를 갖는 대부분의 oxidized carbon(Raven 1040과

Black pearl L)은 acidic immersion pH과 염기성 용액내에서 음성의 표면

charge를 가장 많이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acidic surface group의 큰 농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반대로 낮은 volatile content(Raven M 과 Raven 1000)를

갖는 carbon은 amphoteric 성질과 surface group의 낮은 농도를 갖는다.

그림16의 pKa spectra는 여러 종류의 carbon에 대한 functional group의 정

의를 위해 사용되는데 전통적인 유기물 기능의 pKa 값에 기초를 두고 있다.

모든 carbon에 대한 dominanr group은 phenol(pKa 9-10.5)과 lactone(pKa

7-8)이고, carboxyl group(pKa 4-5)은 모든 상용 carbon에 존재하고 그림(15a)

에 보는 것처럼 매우 낮은 농도를 나타낸다. 모든 상용 carbon 중 가장 높은

volatile content를 갖고 있는 Black pearl L carbon은 복잡한 pKa spectrum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마도 carboxyl과 lacrone으로 예상되는 낮은 pKa의 기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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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은 수의 phenolic group으로 되어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5. Potentiometric titration에 의해 측정된 proton binding isotherms.

그림 16. Proton affinity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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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개질된 carbon group(그림 16b)에서 sample A(개질되지 않은 sample)

와 -SO3Na로 개질된 carbon(sample G)는 neutral immersion pH를 갖고 있고,

모든 다른 carbon들은 acidic이다. 표면 개질되지 않은 Cobat A의 pKa

spectrum은 상용 sample Raven 1000과 함께 striking resemblance를 갖고 있

고 두 carbon은 neutral immersion pH, 낮은 정도의 surface oxidation과 낮은

농도의 surface group를 갖고 있다. -SO3Na group를 갖고 있는 sample G의

pKa spectrum은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

Sodium sulfonate는 매우 강한 산(sulfuric acid, pKa=-6.5)과 강 염기

(sodium hydroxide, pKa=15.7)로부터 유도된다. 그림15 b)에 있는 표면 개질된

sample의 pKa spectra는 점진적으로 pH 4~10 사이에서 peak의 개수가 증가한

다. 그러나 이 peak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열거하지 않은 이유는 적정 기술

이 carbon surface 그룹과 해리된 counter ion의 용액과의 반응 사이에 구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2.3.4.5 IR spectra

Carbon black의 낮은 비표면적과 기능성 group의 낮은 개수 때문에 FTIR

spectra의 질은 낮은 편이다(그림17). 그러나 여러 개의 정성적인 결론을 도출

할 수 있다. 상용 carbon black에서 3430-3460cm-1 과 1000-1200cm-1에서 선

명한 모양이 나오는데 모든 sample에서 phenolic hydroxyl group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Phenolic group은 potentiometric titration과 pKa spectra(그

림16)에 의해서도 나타났다.

표면 개질된 carbon에서 sulfonate group의 존재(pKa spectra에서는 나타나지

않은)는 Cabot G에서 나타났다(1117 과 1170cm-1 에서). Sample F의 carboxyl

group은 FTIR에서 나타나지 않았는데, 1660-1769cm-1에서 미량의 잔존 water

와 overlap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group은 그림(15)의 proton

affinity distribution spectra에서는 pKa 4~5에서 분명히 나타났다. Sample E

의 amino group은 1050과 1213cm-1에서 pair band를 통해 나타났다.

2.3.4.6 분산 특성

선정된 조성의 점도는 carbon black의 분산을 모사하는 조건에서 측정되었

다. 기본적인 조성은 Urea-HMTA수용액 또는 산성의 조건 즉

Urea-HMTA+ADUN으로 gelation 공정의 pH와 온도 조건을 비교하기 위해서

다. 점도계는 Brookfield DV-III rheometer가 사용되었고 온도는 5℃에서 측정

하였다. 모든 용액은 non-Newtonian 즉 측정된 점도는 rheometer의 shear

rate에 따라 변한다. 표5 에 보고된 점도 값들은 5 rpm의 일정한 shear rat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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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측정되었다.

그림 17. Carbon black의 FT-IR spectrum.

2.3.4.7 분산실험결과의 종합

역사적으로 양이온 분산제(Tamol SN)로 수용액상의 HMTA-Urea 염기성용액

에서 Raven 1000을 분산시켜 사용하였다. Tamol SN은 naphthylmetane

sunfonate 응축물의 Na 염이다. 분산 작용의 mechanism은 두겹(two-fold)으로

bulky하고 hydrophobic naphthalene 고리들이 carbon 표면의 non-polar patch

들 위해 dynamically 흡착되고, 양이온 sulfonate group이 carbon black

aggregate 들 사이에서 정전기적인 반발력에 의해 강하게 유도된다. Sulfonate

group이 어떤 용액의 pH에서도 음으로 charge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양의

surfactant carbon black aggregates의 hydrophobic site 위에 흡착되는 분산제

의 양에 의존하는 분산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뒤쪽 부분은 carbon black의 표면화학에 의존하는 것으로 더 산화된 즉

more hydrophilic한 carbon, surfactant의 흡착에 유용한 hydrophobic site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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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좀 더 많은 surfactant가 주어진 pH에서 안정한 분산

을 생산할 수 있는 음이온 전하의 충분한 표면 밀도를 만들기 위해 필요로 한

다. 그러나 이것은 surfactant가 부족하더라도 oxidized carbon은 그들의 acidic

surface group (carboxyl, phenol)의 해리를 통해 음전하 표면으로 발달한다는

것과는 대립되는 사실이다.

한편, weak acid group의 deprotonation은 그림6의 proton binding isotherm

에서 보는 것처럼 용액의 pH에 강한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두 가지 반대되

는 경향의 balance는 매우 복잡한 효과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oxidized

carbon black은 개질되지 않은 counterpart보다 안정한 분산을 형성하기 위해

분산제가 덜 필요하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 분산제의 요구사항은 용

액의 pH에 매우 영향을 받는다.

양이온 surfactant Tamol SN과 oxidized carbon(Black pearl L)에 대해서,

acidic range에서 분산제의 요구가 갑자기 증가한다. 이 사실은 왜 초기에 양이

온 분산제 Tamol SN carbon black(Raven 1000과 Black pearl L)이 비록 과량의

surfactant가 사용되었을 지라도 pH가 염기에서 산으로 shift된 것처럼 불안정

한 분산을 가져왔는지를 설명해 준다. Acidulation의 불안정한 효과는

HMTA-Urea 용액에서 제조된 안정된 분산에 ADUN을 적가하면 갑자기 점도

가 증가하는 것을 보면 쉽게 감지된다.

비이온성 surfactant는 pH 변화에 덜 민감하다. 대부분의 비온성 surfactant

는 hydrophilic ether group이 hydrophobic backbone에 중합된 것으로 구성된

다. 그들의 분산 작용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자 segment의 hydrophobic과

hydrophilic 특성의 결과에 기인한다. 그러나 ether polar group의

hydrophilizing 효과는 ionized function의 효과 보다는 낮다. 결과적으로 대부분

의 비이온성 surfactant는 효과적인 분산 성질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많은 polar

group을 가진 큰 분자량을 가져야만 한다.

비 이온성 surfactant는 이온성 surfactant 보다 고농도 용액에 더 효율적이

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은 carbon black loading 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지 않고

비이온성 surfactant로 제조된 분산은 high polymer 농도 때문에 점도가 많이

높다. 이것은 Raven 1000과 2가지 비이온성 분산제(Tergitol XD, BorchiGen

0451)로 test한 결과에서 나타났는데, 전자는 분자량 2990을 가는 ethylene

oxide-propylene oxide co-polymer이고 후자는 비이온성 polyurethane

oligomer이다.

비록 pH가 10-2.5로 변화되어도 Tergitol XD과 Raven 1000으로 만들어진

분산제의 안정성에 특별한 효과는 없고 점도는 UO2 미세구 제조에 대한 범위

를 초과한다(표5에 있는 선 5와 6).

이제 carbon black surface 위에 분산제의 흡착에 기초한 정전기적 혹은

steric repulsion에 의해 제조되었던 예전의 용액은 안정적으로 남아있거나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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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큰 pH 변화에 점도를 증가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분명해졌다. 이유는 표면

에 흡착된 분산제의 농도는 용액의 pH 변화에 따라 강하게 변하는 동안에 조

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표면 개질 carbon의 장점은 안정된 화학적 결합을 통해 그들 표면에 중합된

ionisble group의 농도를 일정하게 한다. 이러한 양상은 pH가 변화하에서도

예측 가능하다. 예를 들어 amino group으로 표면 개질된 carbon은 양전하로

charge된 표면으로 변하고 amino group(pKa 10-11)의 특정한 pKa 값보다 낮

은 모든 pH 값에서 안정한 분산을 생성한다. weak carboxyl acid 기능으로 개

질된 것들은 음전하를 가지게 되고 carboxyl acid group(pKa 4-5)의 pKa 범위

보다 높은 모든 pH에서 분산된다. 반대로 알콜기로 개질된 시료는 용액의 pH

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group은 acid-base 반응에 참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을 분산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Sodium sulfonate로 개발된 시료는 모든 용액의 pH에서 해리되

어 pH 변화가 커도 분산된 상태로 남는다. 이는 Cabot 회사의 test에서 밝혀진

바 있다. 어떤 surfactant의 첨가도 없고 단지 20mL의 증류수에 0.1g의

carbon을 단순히 투입한 경우, sample E (C6H4(CH2)2NH2), sample

F(C6H4COOH), sample G(C6H4-SO3Na)의 경우 pH 3.5(sample E), pH

4.2(sample F), pH 6.7(sample G)에서 여러 날 동안 안정한 분산 상태를 보였

다.

반대로 sample D(C6H4(CH2)2OH)는 부분적으로 분산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sample A와 sample B는 전혀 분산을 이루지 못했다. Sample E와 F로 만들어

진 분산은 적어도 3일 동안 안정한 분산 상태를 나타내었고, sample G의 경우

2달 이상 안정된 상태를 보였다.

Sample E, F, G는 HMTA-Urea 용액(pH 10)에서 단순한 기계적인 혼합을

한 경우에도 안정된 상태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Tamol SN 존재하에 Raven

1000의 분산과는 아주 대비되는 결과이다.

2.4 Broth Parameters

Broth parameter 실험을 하는 주요 목적은 소결 입자의 crush strength와

friability감소에 대한 물성특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green

kernel 제조시 양호한 hardness와 abrasion에 대한 저항성 혹은 후속 공정에서

발생되는 cracking을 일으키는 carbon이 함유된 broth에 대한 broth

parameters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Collins와 Hunt[ ]는 강한 UO2 kernel을

제조하기 위한 broth formation에서의 주요 변수들에 대한 특성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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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gel 형성 온도, [NO3]/[U] ratio 확정하기 위하여 2개의 주요 변수들로

U molarity 와 [HMTA]/[U] ratio를 들었다.

그들은 높은 U 농도와 [HMTA]/[U] ratio가 hard한 gel sphere를 형성할 수

있지만 drying과정에서 cracking 경향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반면에 낮은 [U]

농도와 [HMTA]/[U] ratio는 gel sphere가 soft해지고 표면이 취급과정 혹은 세

척과정 동안 abrasion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제안된 UO2 kernel형성을

위한 이상적인 ideal broth zone은 그림 18에서 보는 것과 같은 2개의 solid

line 사이에 존재한다.

B&W에서 UCO kernel을 위한 초기 개발과 AGR-1 생산을 위한 forming

run에서 UO2 kernel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UCO

forming run에서 U의 molarity는 1.09~1.22사이였고, [HMTA]/[U] ratio는

1.22~1,41 구간이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kernel은 crush strength가 좋지 않았

고, 약간의 입자들에서 friability가 관찰되었다. 추가된 후속 run에서 좀 더 높

은 U molarity와 1.18~1.32 범위의 [HMTA]/[U] ratio를 사용해서 ideal broth

zone의 broth를 만들어 사용한 경우 좀 더 강한 kernel을 제조할 수 있었다. 10

번의 시험에서 broth 조건을 밝히기 위해 선택되었으며 그림(18)의 red square

로 표시된 부분으로 나타내었다.

1개의 point는 확실히 solid line보다 낮았고, 2개 point는 높게 나타났지만

boundary 조건으로 평가되었다. 모든 gelled kernel batch를 이상조건에서 소결

처리하였다. Gelled sphere density, sintered kernel crush strength, aspect

ratio, surface appearance, internal defect와 chemistry(O/U, C/U ratio)들에 대

한 영향을 평가하였다. 여기에 사용된 방법은 Cabot slurry B를 사용하였고,

ADUN에 mixing하기 전에 HMTA에 carbon black을 dispersion시켰다.

그림 18. Ideal broth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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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broth parameter가 crush strength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림19와 20에 crush strength와 broth variable사이에 관계를 나타냈다.

Crush strength측정에 대한 standard deviation은 0.43~0.84 lbs사이를 나타내

었다. 그림에서의 Error bar는 standard deviation을 나타낸다. Green kernel

density는 broth의 우라늄 농도와 [HMTA]/[U] ratio가 높으면 감소한다. 그러

나 소결 밀도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다.

여러 개의 loose particle과 sintered particle에 대한 image와 cross section에

대한 표면과 내부 결함에 대해서 기술 분석이 수행되었다. Surface형태와 내

부 결함에 대한 표시를 위해 자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표시하였다. 제한적인 시

료로 인해서 결함에 대한 정량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주간적인 관점을 배제하기 위해 표6에 있는 모든 값들은 B&W engineer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하였다. 표면 모양은 type I (매끈하고 높은 reflective),

type 2(evenly texture and poorly reflective), type 3(bumpy or irregular)로 분

류하였다. 59331과 59333번 등 2batch는 type2를 나타내었고 다른 모든 batch

들은 type 1이 주로 많이 나타났다. 그림18의 ideal broth zone을 벗어난 범위

에서 제조된 kernel은 type 2를 나타내었다.

그림 19. kernel crush strength와 우라늄 농도와의 관계.

그러나 batch 59334(ideal broth zone의 상부에 있던)는 type 1과 type 2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내부 결함에 대해서는 4개의 group으로 분류

하였다. Lens-shaped void입자(lenticular)와 round void or nearly round void,

pullout(dark area by erosion or grinding/polishing)과 crack 등 4개로 분류하

였으며, pullout은 후에 friability를 나타낼 수 있다. 상기에서 말하는 void는

crack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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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에 보여준 10개의 batch중에 4개는 가장 낮은 우라늄 농도를 사용해

서 만든 입자로 crack이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에 다른 batch들은 약 2%이상

crack이 발생되었다. 59334(가장 높은 [HMTA]/[U] ratio)에서는 약 6%정도의

pullout을 나타내었다. 실험 데이터 사이에서는 broth parameter와 lenticular 혹

은 round void와의 어떤 특별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59337과 59310

batch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defect를 나타내었고, 반면에 59333 batch는 crack

도 발생되지 않았고 pullout현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20. Kernel crush strength와 HMTA/U 비율과의 관계.

표 6. 소결입자의 표면과 내부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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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입자의 평균 aspect ratio는 broth의 HMTA/U ratio와 상관 관계가 제일

높으며, 우라늄 농도와의 관계는 크지 않다. 가장 좋은 구형도를 가진 입자는

일관되게 HMTA/U ratio가 가장 높을 때 나타났다.

예상한 것처럼 소결입자의 C/U, O/U chemistry는 broth의 우라늄 농도,

HMTA/U ratio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나 예상할 구 있는 것은 broth의

C/U ratio가 kernel chemistry에 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

림21에 broth의 C/U ratio에 대한 kernel chemistry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 모든 실험에서 얻어진 kernel은 specification properties를 만족하며 broth

parameter가 좋은 UCO kernel을 만드는데 어떤 중요한 상관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UO2제조에 사용되는 broth parameter 범위를 UCO kernel 제조

에 사용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

그림 21. 소결입자 C/U비와 broth용액 C/U비와의 관계.

2.5 Sintering parameters

AGR-1 kernel 생산을 위해 사용할 수 잇는 sintering 계획의 baseline을 표7

에 나타내었다. 대안의 계획표와 5개 소결 test는 개선된 forming process를 사

용해서 green kernel을 제조한 것으로 수행하였다.

Densification 온도는 1890℃에서 1800℃로 감소시켰고 4시간의 hold time을

갖도록 하였다. kernel density는 10.9 g/cm
3
에서 9.6g/cm

3
으로 크게 감소되었

다. 1890℃에서 holding time 10분으로 한 경우 10.0g/cm3을 나타내었지만 60분

의 holding time을 갖는 경우 4시간의 holding time을 갖는 경우와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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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g/cm3을 나타내었다.

CO/Ar 분위기 holding time 1시간에서 Ar분위기 35분으로 carbothermic을

감소시킨 경우 소결 밀도에는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들을 기초

로 소결 조건의 baseline을 1가지 변화시켜 최종 소결 시간을 240분에서 60분

으로 줄이는 것이 추천되었다.

표 7. 소결 조건 baseline.

2.6 Improved process demonstrations & AGR-2 kernel

fabrication

위에서 설명한 kernel입자 제조공정 개선에 따라 약 20kg의 425m 크기의

UCO kernel이 생산되었다. B&W kernel line에서는 2008년 재개된 natural

uranium 20kg, low-enriched uranium UCO kernel을 거의 15달에 제조하였으

며 이는 AGR-2 연료로 사용되었다. 첫 20kg 제조에서 14개의 forming과

sintering batch로 생산하였다. 모든 batch에서 만들어진 kernel은 specification

을 만족시켰다. 이 kernel에 대한 composite property를 표8에 나타내었다.

14번의 test 중 12번에 대한 forming process에 대한 yield는 95~99%이었다.

나머지 2번의 yield는 80%를 나타내었다. 처음 4번의 forming run에서 우라늄

농도는 4 mole로 처리되었으나 batch size는 나머지 10번의 run에 대한 것의

double이다. Batch size의 증가는 Cabot carbon black slurry를 사용함에 따라

mixing time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초기 6 batch에서 C/U ratio가 0.37에서 0.34로 점점 줄어들므로써 carbon

slurry feed material의 분석이 신속히 이루어졌다. Slurry중의 carbon 비율이

생산자가 제공한 보고서보다 더 낮았음이 밝혀졌다. Feed carbon rate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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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나머지 run들을 수행하였고 소결 kernel의 C/U ratio는 0.4로 고정되었다.

표 8. Lot 69304 UCO kernel의 물성

Batch들 중의 한 batch에서 sintering 동안 coolant leak가 발생되어 1680℃

에서 holding하고 furnace를 shutdown하였다. kernel을 장전한 채 질소분위기

에서 온도를 떨어뜨리고, leak를 보수하고 소결을 다시 수행하였다. 이 kernel

의 특성과 육안 검사에서 어떠한 불리한 효과도 나타내지 않았다.

2008년 초 kernel의 재 가동에서 forming과 sintering 과정에서 잘 이루어졌으

며 20kg의 natural uranium UCO뿐만 아니라 10Kg의 low-enriched uranium

UCO kernel 제조에서 아무 문제없이 수행되었다. 여기서 만들어진 2개의

kernel lots에 대한 평균적인 물성을 표9에 나타내었다.

LEU composite로부터 제조된 loose particle과 mounted kernel의 사진을 그림

22과 23에 나타내었다.

그림 22. Loose AGR-2 UCO ker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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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AGR-2 kernel의 ceramograph.

표 9. 2008년에 생산된 UCO ker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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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NGNP 프로그램 중 고온가스로 핵연료 UO2 및 UCO 분말 제조에 대한 기존

자료의 분석으로부터 기존에 수행되었던 kernel제조 방식 및 분말특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초고온가스로 핵연료가 갖추어야 할 specification으로부

터 UCO kernel의 제조공정 개선 및 carbon 의 분산 특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Broth용액 제조시 첨가되는 carbon black의 물성분석 및

혼합특성 평가 실험을 통해 새로운 carbon과 carbon mixing방법의 개발 및 이

를 이용한 kernel입자의 제조결과 kernel의 특성과 수율이 개선되었다. Cabot

type G carbon으로 만들어진 slurry B 사용해서 매우 균일한 chemistry를 갖

는 고밀도 kernel이 반복적으로 생산하였고, carbon은 ADUN보다는 HMTA에

분산시키는 것이 효율적이었다.

Forming process의 변화는 공정 개선의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forming

nozzle의 plugging문제 해결, forming run time의 획기적인 단축 등 많은 성과

를 나타내었다. Carbon의 적절한 선택으로 인해 중간물질을 고온에서 sintering

할 경우 운전시간을 기존의 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하였으며, 핵연료 제조공

정 개선 과정에서 carbon dispersion의 개선과 함께 irregular 혹은 bumpy

surface kernel을 제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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