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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화규소 코팅층의 온도의존 역학 특성 평가에는 LPCVD 방법을 이용하여 흑연 기판에 증착온도

를 달리함으로써 미세구조가 서로 다른 탄화규소 코팅층를 이용하였다.

1300°C에서 증착된 코팅층은 (111)의 우선 방위성과 round-isotropic 형태의 미세구조를 가지고 

1350°C에서는 (220)우선 방위성과 faceted-columnar 형태의 미세구조를 가진다.

상온에서 1350°C에서 증착된 코팅층의 상온 강도 값이 1300°C의 경우보다 높게 측정되었고, 

500°C, 700°C에서 측정된 고온 강도 값은 두 코팅층 모두 감소를 보였으며 1300°C에서 증착된 

탄화규소 코팅층의 감소율이 1350°C에서 증착된 경우의 감소율 보다 낮았다.

저온증착 시편의 경우 weibull계수가 낮고 고온증착 시편은 경우 그 계수가 높게 나타난다.

Raman과 AES를 이용해 잔류하는 규소의 존재를 확인하고 정량적인 분석을 수행 하였다.

HRTEM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1300°C에서 증착된 시편은 면결함 없이 다결정 탄화규소 코팅층

이 나타나는 것을, 1350°C에서 증착된 시편은 많은 적층결함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1000°C에서의 고온 강도 측정을 위하여 시편 고정 홀더를 연결한 치구를 보다 고온 환경에

서 안정한 Alumina를 사용하여 제작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피복핵연료, 탄화규소, 증착, 파괴강도, Raman, AES, HRTEM, 통계적 분석  

  어
 TRISO coated fuel, SiC, deposition, fracture strength, Raman, AES, 

HRTEM, weibull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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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TRISO 피복핵연료 코 층의 고온 역학특성 평가기법 개발  평가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차후 리 사용될 것으로 상되는 고온가스로  고온가스로 기술에 있어 

국제 인 경쟁력을 가지기 해서는 두 가지 원자로에서 사용되는 TRISO형 피복

입자 핵연료의 생산에 한 기술 확보가 으로 필요하다. TRISO형 피복입자 

핵연료에 한 기  공정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본 탁연구과제의 모과제인 수소생

산용 고온가스로에 한 기  실험  응용, 실용화 등의 각 단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연료를 안정 으로 공 할 수 있는 기 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

다. 한, 고온가스로 혹은 고온가스로가 원자력 발 용으로 용될 경우에도 국

내에서 생산된 피복입자 핵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장 이 있으며, 기 비용 감 

효과도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고온가스로 혹은 고온가스로에 의한 원자력 발

의 도입 시기를 앞당기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TRISO 구조 핵연료에서 치 한 SiC 층은 BISO 핵연료의 최외각 층이 차단하

지 못한 핵분열 생성물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코 층의 기계  특성이 

TRISO 입자의 열 /기계  안정성을 결정하는 요한 인자가 된다. 기존의 

irradiation  heating test에 의한 반응 생성물의 출 확인 실험은 안정성의 문제 

 복잡한 공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핵연료 입자 설계, 연료 제조공정의 개발  새

로운 코 소재의 개발에 있어서 비교  간단한 조사 (pre-irradiation)단계의 연료

입자 코 층의 기계  특성 평가를 한 새로운 특성 평가 기법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한, 고온가스로의 운용온도는 약 1000 °C로 TRISO 피복핵연료 코 층의 

고온 안정성 평가를 한 탄화규소 층의 온도의존성 역학특성 평가가 필요하게 되

었다. 고온 역학특성 평가 기법은 조사  단계의 고온 역학특성 평가 기법을 용

하여 SiC 코 층의 고온강도를 평가함으로써 고온가스로  고온가스로 안정성 

평가와 TRISO 입자 내의 코  재료 개발  설계에 크게 활용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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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탄화규소 코 층의 괴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그 동안 본 연구 그룹에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 다. 이  하나는 탄화규소와 상이한 탄성특성을 갖는 재

료와 층상구조를 제작하고, 이 층장구조의 표면에 집 하 을 가하는 겨우, 코 층

의 아래 부분에 인장 응력이 집 되고, 임계하 에서 방사형 균열이 발생하게 된다. 

이 임계 하  값은 경험 으로 개발된 하 -응력 계식을 통해 코 층의 강도를 

평가할 수 있다. 한, 실제 TRISO 피복핵연료의 괴모델을 구 한 내부 압력 인

가에 의한 괴 강도 평가 기법도 제시하 다. 그러나 실제 고온가스로의 운용온도

는 약 1000 °C로 TRISO 피복핵연료는 고온 환경에 노출되게 되며, 이에 따라 탄화

규소 코 층의 고온 안정성 평가를 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고온에서의 탄화규소 코 층의 기계  성질 평가를 해 마이

크로 인장기법을 이용하 다. 마이크로 인장기법은 INSTRON 8848 장비를 통해 구

 되었으며 얇은 탄화규소 코 층을 고려하여 홀더와 그립을 고안하 고 이 기법

을 통해 700°C까지 고온강도를 측정하 다. 화학 증착법을 이용하여 평  흑연 소

재에 탄화규소를 코 한 후, 평  흑연을 열처리하여 다양한 미세구조를 갖는 탄화

규소 코 층을 제작하 으며, 제작한 탄화규소 코 층을 이용하여 일반 으로 인장

실험에서 사용되어지는 식을 통해 탄화규소 코 층의 강도를 측정하 다. 실험 결

과를 토 로 하여 탄화규소 코 층의 미세구조와 기계  특성 사이의 계에 해 

논하 고, 700°C까지 탄화규소 코 층의 온도의존성 역학 특성을 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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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개발결과

탄화규소 코 층의 기계  특성을 평가하기 하여 low pressure chemical 

vapor deposition 방법을 이용하여 흑연 기 에 탄화규소를 증착하 다. 인장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고온 마이크로 인장기법을 이용한 강도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이

를 용하 다. 다양한 종류의 탄화규소 코 층을 얻을 수 있었으며, 그 기계  특

성을 평가하 다.

탄화규소 코 층의 기계  특성을 평가하기 해 CVD 방법을 이용하여 흑연 

평  에 탄화규소를 각각 1300 
o
C, 1350 

o
C에서 증착하 으며, 증착온도에 따른 

탄화규소 코 층의 미세구조 변화를 알아보았다. X-선 회 실험 결과, 두 온도에서 

증착된 탄화규소는 항상 β-SiC임을 확인하 다. 1300 °C에서 증착된 탄화규소 코

층은 (111)의 우선방 성을 가지며 1350 °C에서는 (220)방향으로 증착이 되는 것

을 확인하 다. 일반 으로 증착 기구가 surface kinetics인 구간에서는 (111) 방향

의 우선방 로 증착되고, 증착 기구가 mass transfer 인 구간에서는 증착율에 따라 

우선 방 가 달라지며 높은 증착율을 가지는 경우에는 (220) 방향의 우선방 로 증

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방  증착면이 (111)에서 (220)으로 변하는 온도는 

MTS flow rate와 압력, mixing ratio의 차이에 의해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체 으로 낮은 온도 구간에서는 표면반응에 의해 지배 (surface reaction 

controlled) 되고, 높은 온도 구간에서는 물질 달에 의해 지배 (mass transport 

controlled) 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증착온도가 1300 °C에서는 surface kinetics

가 지배 인 증착이 이루어지며, 1350 °C에서는 mass transport가 지배 인 증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증착 온도에 따라 주사 자 미경으로 찰한 코 층의 표면 상 변화를 Fig. 

5에 나타내었다. 주사 자 미경(SEM)으로 코 층의 표면을 찰한 결과에 의하면  

(111) 우선 방 를 가지는 1300 °C에서 증착된 탄화규소 코 층은 domed top모양

을 지닌 구조를 지니지만, 증착 온도가 1350 °C로 증가하면서 faceted 모양의 구조

를 갖는다. 본 실험에서는 “domed top -> faceted”의 변화가 1350 °C 이후의 온도

에서 나타났으며, 이 온도는 반응 의 크기나 모양 혹은 반응조건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증착 온도가 증가할수록 grain의 크기가 조 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Grain의 



- 6 -

크기는 1300 °C에서 증착된 코 층의 경우 0.5∼2 μm, 1350 °C의 경우 4∼8 μm로 

측정되었다. Round 형태를 가진 grain은 기상 원료물질의 과포화도가 낮고 증착 표

면에 흡착된 원료 물질들의 이동도가 클 때 얻어지기 때문에 그 크기가 작고 형태

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faceted 형태를 가진 grain은 기상 원료물

질의 과포화도가 증가하고 표면의 이동도가 낮아질 때 얻어지기 때문에 조 한 크

기를 가지고 형태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상온에서 측정한 탄화규소 코 층의 괴강도는 1300 °C에서 증착된 코 층의 

경우에는 평균 507 MPa의 괴강도 값을 나타내며, 1350 °C에서 증착된 탄화규소 

코 층은 평균 810 MPa의 괴강도 값을 나타냈다. 고온인 500 °C에서 측정한 

괴강도는 1300 °C에서 증착된 탄화규소 코 층의 경우에는 평균 437 MPa의 괴

강도 값을 나타내며, 1350 °C에서 증착된 탄화규소 코 층의 경우에는 평균 628 

MPa의 괴강도 값을 나타냈다. 700 °C에서 측정한 괴강도는 1300 °C에서 증착

된 탄화규소 코 층은 253∼499 MPa의 괴강도 값을 나타내며 평균은 407 MPa

을 나타내고, 1350°C에서 증착된 코 층은 358∼604 MPa의 괴강도 값을 나타내

며 평균은 486 MPa을 나타냈다. 이는 상온에서의 측정결과와 동일하게 낮은 온도

에서 증착된 코 층보다 높은 온도에서 증착된 코 층의 괴강도가 큼을 알 수 있

고 괴 강도 값의 표  편차는 증착 온도가 올라갈수록 어드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Weibull statistic을 이용하여 통계학 인 분석을 하 다. 상온에서 탄

화규소 코 층의 괴강도의 mean strength(σf)와 weibull modulus(m)는 각각 1300 

°C에서 증착된 코 층은 σf = 542 MPa와 m = 6.68, 1350 °C에서 증착된 코 층은 

σf = 857.91 MPa와 m = 7.99의 값을 나타내었다. 500°C에서 탄화규소 코 층의 

괴강도의 mean strength와 weibull modulus는 각각 1300 °C에서 증착된 코 층은 

σf = 477.03 MPa와 m = 4.71, 1350 °C에서 증착된 경우는 σf = 670.28 MPa와 m = 

6.63의 값을 나타내었다. 700°C에서 탄화규소 괴강도의 mean strength와 weibull 

modulus는 각각 1300 °C에서 증착된 코 층은 σf = 475.71 MPa와 m = 7.71, 1350 

°C에서 증착된 경우는 σf = 591.34 MPa와 m = 6.92의 값을 나타내었다. 500°C, 

700°C의 고온 환경에서 증착 온도가 높아질수록 탄화규소 코 층의 괴강도는 증

가하는 경향을 보 고 weibull modulus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다. 

Raman 분석을 통해 탄화규소 코 층 내부 결함을 분석하 다. 측정된 스펙트

럼의 650과 1050 cm-1의 역에서 탄화규소 코 층의 TO(zone-center trans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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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cal phonon mode)와 LO(zone-center longitudinal optical phonon mode) 신호가 

나타나며 1450과 1750 cm
-1
 Second order band-SiC 신호가 나타난다. 한, 450과 

650 cm-1 역에서 완만한 신호와 약 520 cm-1에서 신호가 나타났는데 이 결과로부

터 비결정질 규소와 결정화된 규소가 탄화규소 코 층에 잔류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 결과는 1500 
o
C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증착되면 탄화규소 형성에 기인하는 

탄소 종의 낮은 표면 반응으로 인해 규소 입자가 탄화규소 코 층에 잔류하게 되는 

반면, 높은 온도에서 증착되는 경우, 더욱 반응 분자들이 형성돼서 화학 양론 비를 

가지는 탄화규소 코 층이 형성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Auger Electron 

Spectroscopy 분석을 통해 탄화규소 코 층 내부의 잔류하는 규소를 정량 으로 분

석하 다. 1분의 스퍼터링 후, 두 조성의 비율은 일정해지며 증착온도가 다른 두 코

층 모두 규소와 탄소가 화학양론 비를 나타내지 않았다. 1300 
o
C에서 증착된 코

층의 경우 약 10 %, 1350 oC에서 증착된 경우 약 14 %로 각각 규소의 양이 더 

많이 존재하 다. 고분해능 자 미경(High Resolution TEM)을 이용하여 탄화규

소 코 층의 내부 결함을 찰하 다. 1300 
o
C에서 증착된 코 층의 경우 면결함 

없이 다결정 탄화규소 코 층이 나타나는 반면, 1350 oC에서 증착된 코 층에서는 

많은 층결함(stacking fault)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택 역 자회

(SAED, selected area electron diffraction) 결과에서도 모든 역에서 무늬 형태

의 회 빔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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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TRISO형 피복입자 핵연료의 연구  개발은 에 지 효율, 2차 에 지원의 이

용  다른 노형에 비해 처리 비용이 은 핵폐기물로 인하여 경제 이며, 이로 인

해 약되는 비용은 본 연구의 재투자  하청 산업, 친환경 인 연구  산업분야 

발 과 간 인 련을 갖는 다른 산업 분야에 집  투자되어 본 기술의 개발과 

련된 여러 산업분야의 발 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상된다.

본 연구를 통해 TRISO 핵연료 입자의 조사  기계  평가 기법을 획득하

으며 조사 후(post-irradiation) 실험보다 간단하고 정확한 평가 기법을 제안하 다. 

한 700°C까지의 고온 환경에서 탄화규소 코 층의 기계  성질을 평가 할 수 있

는 기법을 개발하여 측정함으로서 실제 고온가스로의 가동온도부근인 1000o까지에

서의  TRISO 피복핵연료 코 층의 괴강도 값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

다. 이와 같은 TRISO 입자 코 층의 기계  물성 평가 자료는 TRISO 입자내의 

코  재료 개발  설계에 활용될 것으로 기 된다.



- 9 -

S U M M A R Y

High temperature gas cooled reactor (HTGR) has been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promising nuclear reactor in the near future because of many 

advantages including high inherent safety to avoid environmental pollution, high 

thermal efficiency and the role of secondary energy source. TRIstructural 

ISOtropic (TRISO) nuclear coated fuel particles used in HTGR is deposited by 

FBCVD(Fludized bed CVD) method and composed of 4 layers as OPyC, SiC, 

IPyC and Buffer PyC. Silicon carbide(SiC) have a number of prominent 

properties such as excellent mechanical properties and chemical resistance at 

high temperature. SiC is excellent ceramic material such as excellent strength, 

hardness, corrosion resistance, oxidation resistance and impurity protection at 

high temperature. SiC coating layer has been introduced as protective layer in 

TRISO nuclear fuel particle of high temperature gas cooled reactor (HTGR) due 

to excellent mechanical stability at high temperature. So the strength evaluation 

method of SiC coating layer is important to inhibit the fracture of the TRISO 

particle. Various methods have been proposed to evaluate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SiC thin film such as flexural strength test, tri-layer test, crush 

test and internal pressurization test at room temperature. 

Although SiC has excellent properties, it has a critical disadvantage in that 

the mechanical integrity decreases by thermal dissociation and phase change at 

high temperature. It is important to study for high temperature stability in SiC 

coating layers, because TRISO fuel particles were operating at high temperature 

around 1000 °C. However, few works have been attempted to characterize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SiC thin film at high temperature around 1000 °C, 

which is the real working temperature of TRISO particles in the reactor.

In this study, the micro tensile test was conducted in order to measure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SiC coating layers at elevated temperature. SiC coating 

layer was fabricated on the carbon substrate using chemical vapor deposition 

process at different deposition temperature. Deposition temperature affects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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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tructure of SiC coating layers, round-isotropic or faceted-columnar 

structure. After reducing carbon substrate, the fracture strength of SiC coating 

layers was measured by the micro tensile method at room temperature and 500 

°C, 700 °C. The micro tensile system was composed of Muffle Furnace, cooling 

system, Al2O3 hoder, Si3N4 pin and Inconel holder for high temperature and load 

protect system was used to protect the sample from the heat expansion of 

holder.

From the results, we can conclude that the hardness, fracture strength, and 

weibull modulus decreased and no significant change in the modulus is observed 

with increase in temperature. And, it was observed that the temperature 

dependent strength was related to the microstructure of SiC coating 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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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목 차

Fig. 1. Schematics of CVD system.

Fig. 2. SiC coating layer for tensile test (a) Schematic of tensile sample, (b) 

Before and after heat treatment 

Fig. 3. Schematic of micro tensile test and experimental setup at room          

temperature.

Fig. 4. X-ray diffraction result of the SiC coating layers at various temperature.

Fig. 5. Scanning electron micrograph of the surface of the SiC coating layers 

deposited at various temperature (a) 1300 °C, (b) 1350 °C.

Fig. 6. Morphology-process relationships in CVD-SiC.

Fig. 7. Scanning electron micrograph of the cross sectional area of the SiC 

coating layers deposited at various temperature (a) 1300 °C, (b) 1350 °C.

Fig. 8. Scanning electron micrograph of the inner surface of the SiC coating 

layers deposited at various temperature (a) 1300 °C, (b) 1350 °C.

Fig. 9. Raman analysis results of the SiC coating layers deposited at various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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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Auger electron spectroscopy results of the SiC coating layers (a) SiC 

coatings deposited at 1300 °C, (b) SiC coatings deposited at 1350 °C.

Fig. 11. High Resolution TEM results of the SiC coating layers

        (a) SiC coatings deposited at 1300 °C, (b) SiC coatings deposited at 

1350 °C.

Fig. 12. Tensile strength of SiC coating layers at room temperature and high 

temperature. (a) SiC-1300 °C, (b) SiC-1350 °C.

Fig. 13. Weibull modulus of SiC coating layers at room temperature and high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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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원자력 열에 지를 이용하는 방법에는 발  분야뿐만 아니라 수소의 생산 등 

비발  분야가 있다.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에는 화석연료 공정, 기분해 공정, 열

화학 공정 등이 있는데, 원자력 에 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정에 비해 기

술경제성이 뛰어난 장 이 있다. 수소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재 많이 쓰이고 

있는 에 지원을 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 지원으로 각 받고 있다. 수소 에 지

는 사용 시 기존의 화석 연료를 이용한 에 지 생산과는 달리 환경오염을 거의 일

으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수소를 에 지원으로 이용할 경우 국제

인 환경 규제에 효율 으로 응할 수 있다. 한, 국내에서 수소를 생산하여 에

지원으로 이용하게 되면, 석유와 같이 재 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에 지원을 

체할 수 있고 그 결과로 안정 인 에 지 수 체계 실 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

한 이유로 원자력 발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을 심으로 원자력 에 지를 이용한 

수소 생산에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에 한 기 인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재까지 국제 인 원자력 수소생산 기술 개발은 고온가스로

(HTGR : High Temperature Gas-Cooled Reactor)를 이용한 수증기 개질, 

iodine-sulfur, 물 기분해 공정 등에 집 되어 왔고, 더 효율 인 수소 생산을 

한 차세  수소 생산 방식으로 기존의 고온가스로 신 고온가스로(VHTR : 

Very High Temperature Reactor)를 이용하는 방식이 제안되고 개발되어지고 있다. 

고온가스로 혹은 고온가스로에 있어 요한 요소 기술  하나인 TRISO형 

피복입자 핵연료는 핵 분열시 혹은 핵분열 후 방사능 유출을 방지하기 하여 높은 

강도와 안정성을 가져야 하며, 이를 하여 TRISO형 핵연료에 interlayer로서 SiC 

층이 제안되었고, 많은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 SiC를 interlayer로 사용

한 피복입자 핵연료보다 더 고온의 가스를 발생시키고 고출력 도를 달성하고, 고 

연소온도에서도 견딜 수 있는 핵연료의 개발 역시 요하며, 이를 하여 SiC를 

ZrC로 체하는 방법이 제안되고 연구 개발되어 지고 있다. 

차후 리 사용될 것이라 상되는 고온가스로  고온가스로 기술에 있어 

국제 인 경쟁력을 가지기 해서는 두 가지 원자로에서 사용되는 TRISO형 피복

입자 핵연료의 생산에 한 기술 확보가 으로 필요하다. TRISO형 피복입자 

핵연료에 한 기  공정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본 탁연구과제의 모과제인 수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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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용 고온가스로에 한 기  실험  응용, 실용화 등의 각 단계에서 연구개발

에 필요한 연료의 안정 인 공 의 기 를 확립할 수 있으리라 상된다. 한, 고

온가스로 혹은 고온가스로가 원자력 발 용으로 용될 때도 국내에서 생산된 피

복입자 핵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 도 가지고 있으며, 기 비용 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고온가스로 혹은 고온가스로에 의한 원자력 발 의 도입 

시기를 앞당기는 데에 기여할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최근의 기술보호

주의 장벽의 극 화에 따라, 향후 상되는 선진국의 피복입자 핵연료(TRISO형) 

제조에 한 기술 독  등의 여건변화에 처하기 한 원천 기술을 보유하는 데에 

큰 도움을  수 있다는 면에서 더욱 그 요성이 강조된다. 

고온가스로  고온가스로는 에 지 효율 면에서, 2차 에 지원의 이용이 가

능하며 다른 노형에 비해 핵폐기물이 상 으로 어 처리 비용이 다는 면에서 

경제 이다. 고온가스로  고온가스로의 사용에 있어서 피복입자 핵연료의 연구, 

기술개발이 성공 으로 수행되어 원천 기술을 확보하게 된다면 고온가스로  고

온가스로의 상용화가 시작될 때 선진국으로부터 기술도입이 필요 없기 때문에 막

한 수입 체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한, 수소생산용 고온가스로의 기술개발에 

도움을 주어 국내 기술에 의한 고온가스로의 실용화시기를 앞당겨서 재 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석유에 지  석탄, 천연가스 등의 수입 체 효과  공해 

방지 시설이나 환경 정화 등에 드는 비용 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경제 ․

산업 인 측면에서도 매우 요하다. 그리고 피복입자 핵연료 제조 기술을 산업화

하여 연속 인 련 기술개발  연구 인력양성 등에도 큰 도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확보된 기술을 원자력 미개발국에 수출하여 수익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사회  측면에서의 기여 효과는 인들의 가장 큰 심사 의 

하나인 환경차원에서의 성과를 들 수 있다. 피복입자 핵연료를 사용하는 고온가스

로 혹은 고온가스로는 기존의 원자로에 비해 방사능 출의 험이 고, SiC를 

interlayer로 사용한 피복입자 핵연료 자체도 SiC 층에 의한 방사능 차폐 효과가 뛰

어나기 때문에, 혹시 생길지 모르는 핵연료 유출 사고 시에도 환경오염을 최소화시

킬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그리고 석유, 석탄 등의 화석연료에 비해 에 지 효율이 

높고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이 어 온실효과를 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원자

력으로 얻은 열을 2차 에 지원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며, 핵폐기물이 기존의 원자

로에 비해서 상 으로 다. 이러한 피복입자 핵연료의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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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을 통한 인력 양성  고용 증가 등 부가  효과도 기 할 수 있다.

TRISO 구조 핵연료는 BISO 구조의 최외각 층인 치 화 PyC 층을 치 한 

SiC(혹은 ZrC)층으로 감싸고 그 주 를 다시 치 한 PyC층으로 감싼 구조를 하고 

있다. 이 때, 치 한 SiC 층은 BISO 핵연료의 최외각 층이 차단하지 못한 핵분열 

생성물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며, 가장 외각의 PyC층은 치  SiC층의 외부로부터 작

용하는 기계  혹은 화학  침부식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러한 각 

구성층들의 물리  특성  두께, 그리고 괴강도등의 기계  특성이 TRISO 입자

의 열 /기계  화성을 결정하는 요한 인자들이 된다. 기존의 BISO 혹은 

TRISO 입자의 평가 방법은 irradiation  heating test에 의한 반응 생성물의 출

을 확xISO실험이었다. 이러한 평가 방식@치 성의 문제  복잡한 공정이 요

구된다. 그러므로 핵연료 입자 설계, 연료 제조공정의 개발  새로운 코 소재의 

개발에 있어서는 비교  간단한 조사 (pre-irradiation기계단계의 연료입자 코 층의 

기계  특성 평가를 한 새로운 특성 평가 기법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조사 

계단계의 새로운 특성 평가 기법을하고 하여 TRISO 입자에서의 SiC 코 Xin도

를 평가함으로써 코  증착공정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 

HTGR의 성과는 TRISO 입자의 안정성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핵연료 보호층의 

손상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재 TRISO 입자에서의 조사 시험 결과 일어나는 

코 층의 손상에 한 여러 가지 모델이 제시되어 있다. 그 에서 내부 압력 증가

에 의한 탄화규소 코 층의 인장 응력 생성에 의한 괴 모델이 실제 괴 양상에 

부합되는 것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핵연료 보호 층의 산모사 연구 결과 TRISO 

입자 내부에 압력이 발생하는 경우 탄화규소 층 안쪽 체에서 인장 압력이 집 되

는 것을 확인하 다. 따라서 탄화규소 코 층의 기계  특성을 측정하여 TRISO 입

자의 손을 측할 수 있다.

탄화규소는 높은 경도와 좋은 마모 항성 등의 우수한 기계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고온에서 산화 항성과 높은 열충격 항성 등의 우수한 열  특성, 넓은 

energy gap과 높은 최  류 도 등의 우수한 기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

한 특성은 고온에서의 높은 응용분야를 가지게 되어 엔진이나 우주선의 세라믹 복

합재료, 고 력 디바이스, 그리고 핵연료 입자의 코 층 등에 사용된다. 그 에서, 

차세  원자력 에 지원으로 연구되고 있는 고온가스냉각로(High Temperature 

Gas-cooled Reactor, HTGR)의 연료인 입자형 핵연료(TRISO)의 코 층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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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의 핵연료와 핵연료를 보호하고 있는 열분해 탄소 층, 탄화규소 층, 그리고 다

시 열분해 탄소 층으로 이루어진 TRISO 입자에서의 높은 기계  강도의 유지이다.

탄화규소 코 층의 괴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한 연구는 다양한 방향에

서 이루어져 왔다. 다양한 조건을 가진 탄화규소 코 층에 한 괴 강도 연구가 

산 모사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으며, 휨 강도 측정 등 하 에 의한 탄화규소 코

층의 괴 거동에 한 연구도 이루어져있는 상태이다. 선 연구에서는 탄화규소 코

층의 기계  특성을 측정하기 하여 다양한 괴강도 측정법을 시도하 다. 

지 까지의 탄화규소 코 층의 기계  성질을 측정하는 방법들은 상온에서 측

정되는 것으로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HTGR는 약 1000 °C의 고온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실제 인 응용에 있어서 TRISO 피복핵연료는 고온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핵연료를 보호하고 핵연료의 기계  특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

므로 탄화규소 코 층의 온도의존성 역학특성 평가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고

온에서의 탄화규소 코 층의 기계  성질 평가를 해 마이크로 인장기법을 이용하

다. 마이크로 인장기법은 micro force system인 INSTRON 8848 장비를 통해 구

 하 다. 고온 환경에서의 실험을 해 furnace를 달고 고온에서 변 가 없는 홀

더와 cooling system을 제작하 다. 한, 얇은 탄화규소 코 층을 고려하여 홀더와 

그립방법을 고안하 고 이 기법을 통해 700 °C까지 고온강도를 측정하 다. 화학 

증착법을 이용하여 평  흑연 소재에 탄화규소를 코 한 후, 평  흑연을 열처리하

여 다양한 미세구조를 갖는 탄화규소 코 층을 제작하 으며, 제작한 탄화규소 코

층을 이용하여 일반 으로 인장실험에서 사용되는 식들을 통해 탄화규소 코 층

의 강도를 측정하 다. 실험 결과를 토 로 하여 미세구조와 탄화규소 코 층의 기

계  특성 사이의 계에 해 평가하 고, 700 °C까지 탄화규소 코 층의 온도의

존성 역학 특성 한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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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제 1  국내외 기술개발 황

1. 독일 

- 1970년 에 U/Th cycle의 확립을 목표로 AVR  THTGR 에서 Th을 연료핵으

로 한 시험이 범 하게 행해졌으나. 핵 비확산 정책으로 Th의 이용이 지되

자 HTGR Module과 HTGR-500의 핵연료로 농축 UO2를 사용하기로 결정 연

구하 다.

- 1980년  까지 큰 규모의 생산경험을 이룩해왔다. 

- 1985 이 에 5개의 비교 생산물에 의하여 속 오염의 한계(핵분열생성물의 

생성에 한 방출 비율)는 1.1×10
-6
 정도로 규정하여 연구해왔다. 

- matrix graphite 오염을 측하여 보통 검출한계를 정하고 그 값은 10-6이하이

다.

2. 미국

- MTGR 공정 확립 후 미세 공정 변수에 한 측정  연구가 수행되었다.

- 1977년의 핵 비확산정책에 의해 HEU의 사용이 지된 상황에서 핵연료에 

한 타당성 시험 후 UCO/ThO2가 선택, 연구되었다.

- UO2, UC2 의 혼합을 된 Kernel fuel 혼합으로 CO  압력과정 생략하면서 열

 이동, 압력 vessel failure, SiC 산화를 그러뜨리는 공정 연구가 진행되었

다.

- Compact matrix내에서 속 오염의 한계는 1×10
-5
 정도이고, SiC층 결함에 

의해서는 5×10-5 정도로 정해져있다.

3. 일본

- 1969년에 시작된 다목  HTTR 개발 과제의 기부터 TRISO 피복, 농축 

UO2 핵연료의 개발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핵 비확산정책의 향을 받지 않고 

재까지 일 되게 개발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 1992년 HTTR fuel 생산을 두 배로 늘린 이후 기 SiC층 결함으로 5×10
-4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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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방출되었지만 이후 개선된 제조 공정 기술로 3.9×10
-6
 정도가 나왔으며, 

속 오염은 3×10
-5
 정도를 나타냈다. 

- 더 개선된 제조 공정의 사용으로 규모와 공정과정을 이고 있다. 

- 일반 으로 상되어지는 방사능 방출비율이 5×10
-4
 이다.

4. 러시아

- TRISO 피복, 농축 UO2 핵연료가 사용, 연구되나 SiC층의 두께가 40 ㎛로 다

른 것보다 다소 두껍게 하고 있는 것과 5  피복층의 피복입자도 시험 상으로 

연구 수행 이다.

- U-235 오염은 4×10
-6
 정도이고, 오염된 코 입자의 방사능 방출은 10

-4
이하로 

정해져있다.

- 더 나은 기계  성질을 한 pyrocarbon binder의 사용을 통하여 발 되어왔다.

5. 국

- 방사능 방출되는 속 오염의 한계는 4×10
-6
 정도이고, 요한 인자인 SiC층 

강도와 Young율 조사와 코 된 미세구조 찰에 은 두어 연구 되고 있다.

- 청화 학 핵능기술연구소  서남 반응공정설계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피복  

연료핵 제조시험이 행해지고 있으며, 독일과 공동개발 인 10 MW  Test 

HTGR Module용 핵연료로 농축 UO2가 연구되고 있다.

에서 기술한 5개국의 피복입자 핵연료(TRISO형)의 연구는 나라별로 각 나라

의 노형이나 기술 방식에 따라 다양한 분야로 연구 개발되고 있다. 재 량생산을 

목표로 하는 2기의 상용 고온가스로가 연구  개념 구상이 되고 있다. 재의 고온가

스로용 핵연료에 있어서 결함핵연료는 거의 없다. 단지, 핵연료를 제조할 때 압분 공

정에서만 입자결함을 일으킬 수 있지만 매우 낮은 수 이다. 고품질의 핵연료 제조

공정이 확립되기 해 연구  개발이 수행되어야 하고, 핵연료 결함과 핵분열생성

물 방출에 한 가상  사고 시나리오에 한 연구도 병행 되어야 한다. 오랜 기

간의 연구의 결과로 상당한 수 의 기술이 쌓여 있는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는 기술 으로는 차이가 조  뒤처지고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선진국 기술 

수 에 비해 약 10∼40% 정도인 국내 기술을 선진국 수 으로 끌어올리기 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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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실한 상황이다. 국내의 기술 수 은 국외의 기술 수 에 비해 상당히 뒤떨

어져 있으므로, 직 인 비교는 어렵지만, 효율이 제일 좋은 것으로 알려진 독일 

방식의 TRISO형 피복입자 핵연료 제조기술에 기반을 둔 기술 연구가 수행되고 있

다.

연료입자의 안정성을 해 코 층의 기계  특성을 평가하는 일은 일반 으로 선진국

에서 행하는 조사 실험 후의 균열 찰이다. 조사(Irradiation)  고온에서의 실험에서, 입자

들은 Pressure Induced failure, Kernel-coating interaction, SiC dissociation and 

increase in SiC porosity at high temperatures, SiC-fission product interaction, 

Irradation effects on coating integrity 등의 복합 이고 다양한 성능 제한 기구에 

의해 균열이 발생하므로 실제 균열을 일으키는 핵심기구를 규명하는데 어려움이 따

른다. 본 연구에서는 고온 환경에서 운용되어지는 TRISO 피복핵연료 코 층임을 고

려하여 선 연구의 상온에서 탄화규소 코 층의 괴강도 측정이라는 한계를 극복하

고자 한다. 탄화규소 코 층의 온도의존성 역학 특성 평가를 해 고온에서 기계  

성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법인 고온 마이크로 인장기법을 제시하여 고온강도와 

탄성율을 측정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조사 에 연료입자 코 층의 고온 

괴강도  기계  특성 평가기술을 확보하면 고온 가스 냉각로를 한 연료 입자

의 코 층의 고온 안정성을 고려한 설계  제조 공정 정립을 한 평가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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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개발 결과의 국내외에서의 치

본 연구개발의 목표는 고온환경에서 운용되는 TRISO 피복핵연료의 온도의존

성 역학특성 평가하는 기술과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다. 고온 환경에 노출되어있

어 핵연료를 보호하고 핵연료의 기계  특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탄화규소 코

층의 온도의존성 역학특성 평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가 향후 실제 생산에 

응용될 때, 이와 같은 평가기술과 테이터가 기술 으로 요한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피복입자 핵연료 제조에 한 재 국내의 기술 수 이 국외에 뒤떨어지

는 이유는 재까지 이를 한 체계 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다양한 평가기술과 

정량화된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국내의 코  기술은 외국에 

비해 뒤떨어지는 수 이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개발의 결과로부터 평가기술을 향

상시키고 정량화된 온도의존성 데이터를 분석하여 응용한다면, 상당한 수 의 피복

입자 핵연료를 제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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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가. 실험 방법 

(1) 탄화규소 코 층의 제작 방법

본 실험에서는 흑연(graphite)을 기 으로 하는 화학 증착법을 이용하여 탄화

규소 코 층을 제작하 다. 실험에서 기 으로 사용된 흑연 (IG11, Toyo Tanso, 

Osaka, Japan)은 SiC 와 열팽창계수가 비슷한 재료이다. Substrate는 직경 15 cm, 

두께 5 mm인 Disc 형태로 emery paper로 grinding한 후 60 °C로 가열된 oven에서 

수분을 제거하 다. 이 후 표면을 polishing 하여 화학 증착에 사용하 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탄화규소 화학 증착 장치의 개략 인 그림을 Fig. 1에 나

타내었다. 실험에 사용한 반응기체는 고순도 수소와 purging용으로 고순도 아르곤을 사

용하 으며, 각 기체의 유량은 MFC(Mass Flow Controller)를 이용하여 조 하 으

며 사용온도와 압력에 따라 보정시켰다. 탄화규소 증착 반응에 필요한 반응물은 

Methyltrichlorosilane(CH3SiCl3 : MTS)용액을 사용하 으며 수소를 carrier gas로 

이용하여 MTS를 버블링시킴으로써 기화하는 CH3SiCl3와 수소 가스의 혼합물을 반

응 내로 유입시켰다. 이 때 MTS는 온도에 따라 증기압이 변하지만 0 °C에서 증

기압이 60 torr인 을 이용하여 bubbler의 온도를 0 °C로 일정하게 유지시켰으며, 

증착 압력과 bubbler를 통과하는 운반 가스의 유량에 따라 MTS가 반응로 내로 유

입되는 양을 조 하 다. 반응 은 내경이 50 mm, 길이가 800 mm인 투명한 

quartz tube로 만들어진 open flow type의 수평형이다. 반응  내의 압력은 반응

에 부착된 진공 게이지에 의해 압력변화를 감지하여 반응 과 진공펌  사이에 있

는 needle valve를 사용하여 일정하게 유지시켰다. Substrate와 반응하고 나온 나머

지 잔류 가스들은 Scrubber를 통해 모아서 배출시켰다. 

Cleaning 단계를 거친 substrate를 반응  내로 장입한 후 진공펌 를 작동시

켜 반응  내부를 purging 한 후 고순도 수소를 흘려주어 purging 하 다. 반응  내

부가 충분히 수소 가스 분 기가 되었을 때 로를 작동시켜 정해진 온도까지 상승시

켜 주었다. 정해진 온도가 되었을 때 정해진 증착 압력으로 유지시키면서 반응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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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MTS를 반응  내에 유입시킴으로써 탄화규소의 화학 증착을 시작하 다. 증착 

조건은 증착 압력을 10 torr, total flow rate를 640 sccm, mixing ratio (MTS/H2)를 

4로 하 으며, 증착 온도를 1300 °C와 1350 °C로 변화시켜 다른 미세구조를 가지는 

탄화규소를 증착하 다. 증착 시간은 40 min∼120 min으로 하 다. 정해진 증착 반

응 시간이 경과되었을 때 MTS 유입을 단시킴으로써 증착 반응은 끝나게 된다. 

이 때 반응  내에 수소가스만 유입시켜 수소 분 기하에서 반응하지 못한 기체와 

생성기체를 배기시켜 주었다. 탄화규소 코 층의 미세구조는 주사 자 미경(SEM)

을 통하여 표면을 찰하 으며, 탄화규소 코 층의 결정 조직과 결정 방 는 

X-ray diffractometer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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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s of CV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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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화규소 코 층의 인장 시편 제작 방법

1300와 1350°C에서 증착된 탄화규소 코 층을 Fig. 2 (a)의 도면으로 제작 한

다. 커  되어 생성되는 edge면의 flaw를 최소화 하기 해 Nano Second Laser 

(MicrAblater M2000E/Y)장비를 사용하여 laser writing 하 다. 조건은 355 nm 

wavelengths, 4.3 W power로 하고 5회 루 를 돌려 writing 하 다. 이 장비는 실

리콘 웨이퍼를 커 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탄화규소 코 층은 강

도가 높고 두꺼운 두께로 인해 여러 번의 writing이 필요하 다. 탄화규소 코 층의 

마이크로 인장실험은 리 알려진 방법이 아니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도면은 한

국표 연구소(KRISS)에서 마이크로 인장 실험에 사용한 도면을 용하 다. Laser 

writing과정이 끝난 후 흑연 기 에서 탄화규소 코 층을 얻기 해 열처리를 시행

한다. 일반 으로 흑연은 고온에서 산화되므로 800 °C환경에서 3시간 동안 열처리 

하 다. Fig. 2 (b)는 열처리 후의 탄화규소 코 층을 보여주고 있으며 얇은 마이

크로 인장 시편이 성공 으로 얻어짐을 알 수 있다. 

(3) 탄화규소 코 층의 강도 평가 방법

수십μm의 두께를 가지는 탄화규소 코 층의 강도를 마이크로 인장 기법으로 

측정하기 한 실험의 그림을 Fig. 3에 나타내었다. 마이크로 인장 실험을 한 다

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데 략 인 개념은 동일하며 시편을 고정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 시편 자체가 그립 홀더에 의해 고정되는 방법, 시편형태에 맞는 틀을 

제작하여 시편 자체를 고정하는 법, 시편을 평  홀더에 에폭시를 통해 고정되는 

방법, 그리고 시편에 구멍을 만들어 핀으로 홀더에 고정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

이 제시되고 있다.[6, 7, 8] 시편을 그립으로 고정하는 경우, 그립에 의해 고정되는 

동안 시편이 손상되거나 단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두께가 얇고 약한 코 층으로

의 용은 부 합하며 틀 제작과 핀으로의 고정은 고정되는 시편부분의 두께가 얇

은 경우 응력집 을 유도한 부분이 아닌 고정되는 부분에서 단이 발생하게 되어 

본 연구에서는 합하지 않다. 한 에폭시를 이용한 고정 방법은 실험 도  발생

하는 misalignment에 시편이 단되기 쉬우므로 부 합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알려진 시편 고정 방법을 모두 고려하여 시편을 ceramic adhesive(A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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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amic D, Japan)를 이용하여 홀더에 부착하여 핀으로 고정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이 방법은 실험이 가장 편하고 misalignment에 강한 핀 방법에서 발생할 수 있

는 단 문제를 해결하여 free-standing 조건에서 실험이 가능한 방법이다.

본 실험에 사용된 INSTRON 8848장비는 Micro force system이라 하여 아래쪽

에 고정된 정  로드셀(Static Load cell)이 수 마이크로 로드까지 측정이 가능한 장

비로 인장응력이 굉장히 낮은 박막이나 fiber의 단강도 측정에 많이 사용한다. 

Furnace는 약 1000 °C까지 가열이 가능하며 홀더를 덮는 형태로 사용된다. 모든 홀

더는 고온 실험을 해 제작하 는데 시편은 ceramic adhesive(ARON Ceramic D, 

Japan)를 이용하여 홀더에 고정시키며, 시편 부착에 쓰인 홀더와 핀으로 고정되는 

홀더는 고온 변형이 없는 Al2O3로 제작되고 고정에 쓰인 핀은 직경이 매우 작은 것

과 가해지는 힘을 고려하여 매우 강한 Si3N4로 제작하 다. 장비와 시편 고정 홀더

부분을 연결한 홀더는 고온 환경에 변형이 은 Inconel을 사용하 으며 로드셀과 

장비에 직  맞닿는 부분은 water cooling이 가능하게 제작하여 고온에서 측정 시 

높은 온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향을 최소화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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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 SiC coating layer for tensile test

(a) Schematic of tensile sample, (b) Before and after heat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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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hematic of micro tensile test and experimental setup at room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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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탄화규소 코 층 특성 평가 

(1) 증착온도에 따른 미세구조의 변화

탄화규소 코 층의 기계  특성을 평가하기 해 CVD 방법을 이용하여 흑연 

평  에 탄화규소를 증착하 으며, 증착온도에 따른 탄화규소 코 층의 미세구조 

변화를 알아보았다. 각 온도에서 증착한 탄화규소의 결정구조와 우선방 를 알아보

기 해 X-선 회 실험을 행하 으며 그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X-선 회 실

험 결과, 두 온도에서 증착된 탄화규소는 항상 β-SiC임을 알 수 있었다. 1300 °C에

서 증착된 탄화규소 코 층은 (111)의 우선 방 성을 가지며 1350 °C에서는 (220)방

향으로 증착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 으로 화학 기상 증착은 핵 생성과 성

장이 반복되는 과정이므로 방향이 서로 다른 인 하는 결정의 상 인 성장속도는 

각 결정면의 방향성에 의해 결정되어 핵 생성의 반복되지 않는 조건에서 증착층이 

성장함에 따라 결정 고유의 우선방 를 가진다고 보고되고 있다.[1] 화학 증착에서 

증착 기구에 따른 우선방  성장에 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Kim 등[2]

의 결과에 의하면 증착 기구가 surface kinetics인 구간에서는 (111) 방향의 우선방

로 증착되고, 증착 기구가 mass transfer 인 구간에서는 증착율에 따라 우선 방

가 달라지며 높은 증착율을 가지는 경우에는 (220) 방향의 우선방 로 증착된다. 우

선방  증착면이 (111)에서 (220)으로 변하는 온도는 MTS flow rate와 압력, 

mixing ratio의 차이에 의해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3, 4, 5] 체 으로 

낮은 온도 구간에서는 표면반응에 의해 지배 (surface reaction controlled) 되고, 높

은 온도 구간에서는 물질 달에 의해 지배 (mass transport controlled) 된다고 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시행한 화학 기상 증착에서 증착온도가 온인 1300 °C에

서는 surface kinetics가 지배 인 증착 과정이 이루어지며, 고온인 1350 °C에서는 

mass transport가 지배 인 증착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증착 온도에 따라 주사 자 미경으로 찰한 코 층의 표면 상 변화를 Fig. 

5에 나타내었다. 이 결과에 의하면 증착 온도가 높을수록 domed top모양에서 차

으로 각이 진 (faceted)모양으로 변화한다. (111) 우선 방 를 가지는 1300 °C에서 

증착된 탄화규소 코 층은 domed top모양을 지닌 구조를 지니지만, 증착 온도가 

1350 °C로 증가하면서 faceted 모양의 구조를 갖는다. 이 결과는 Fig. 6에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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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 등[5, 6]의 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각이 진 부분이 나타나는 온도 

구간에서 그의 결과와는 차이 을 보인다. Chin 등의 보고에 의하면 1500 °C 이상

의 온도에서 나타나지만 본 실험에서는 1350 °C 이후의 온도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 은 반응 의 크기나 모양 혹은 반응조건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여 

진다. Grain의 크기 한 증착온도에 따라 변화 하는데 Fig. 5에서 나타난 바와 같

이 증착 온도가 증가할수록 grain의 크기가 조 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Grain의 

크기는 1300 °C에서 증착된 코 층의 경우 0.5∼2 μm, 1350 °C의 경우 4∼8 μm로 

측정되었다. Round 형태를 가진 grain은 기상 원료물질의 과포화도가 낮고 증착 표

면에 흡착된 원료 물질들의 이동도가 클 때 얻어지기 때문에 그 크기가 작고 형태

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faceted 형태를 가진 grain은 기상 원료물

질의 과포화도가 증가하고 표면의 이동도가 낮아질 때 얻어지기 때문에 조 한 크

기를 가지고 형태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2) 증착온도에 따른 단면의 변화

탄화규소의 단면을 찰하기 해 흑연 기 을 다이아몬드 커  펜으로 스크

래치를  후 단 시킨다. Fig. 7은 증착 온도에 따라 주사 자 미경으로 찰한 

코 층의 단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 결과에 의하면 증착 온도가 증가할수록 

탄화규소 코 층의 두께는 증가하며 (111) 우선 방 를 가지는 1300 °C에서 증착된 

탄화규소 코 층은 isotropic형태를 나타내며 증착 온도가 1350 °C로 증가하면서 

columnar형태를 나타낸다. 측정된 두께는 1300 °C인 경우 25∼30 μm, 1350 °C인 

경우 45∼50 μm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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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X-ray diffraction result of the SiC coating layers at various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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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5. Scanning electron micrograph of the surface of the SiC coating layers 

deposited at various temperature (a) 1300 °C, (b) 135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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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orphology-process relationships in CVD-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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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7. Scanning electron micrograph of the cross sectional area of the SiC 

coating layers deposited at various temperature (a) 1300 °C, (b) 135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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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탄화규소 코 층과 흑연 기  경계면의 양상

  

    탄화규소와 흑연 기  사이의 경계면 상태를 알아보기 해 800 °C에서 3시간 

동안 하소 과정을 거쳐 흑연 기 으로부터 코 층을 떨어뜨리고 얻어진 코 층을 

한 차례 더 하소 과정을 거쳐 흑연을 완 히 제거하 다. 두 차례의 하소 과정을 

통해 얻어진 탄화규소 코 층을 주사 자 미경으로 찰하여 탄화규소 코 층과 

기  사이의 경계면을 Fig. 8에 나타내었다. 이 결과로부터, 증착온도에 계없이 

모든 탄화규소 코 층이 거친 경계표면을 지닌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H2와 

CH3SiCl3를 원료기체로 한 탄화규소 화학 증착 반응기구 에서 탄소가 들어가는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에 CH3SiCl3에서 생성된 탄소가 아닌 흑연 기 에 있는 탄소

와 반응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1300 °C 구간에서 일어난 증착 과정의 경우, 

surface kinetics가 지배 인 증착이 이루어지므로 흑연 기  표면에의 탄소와 반응

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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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canning electron micrograph of the inner surface of the SiC coating 

layers deposited at various temperature (a) 1300 °C, (b) 135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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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탄화규소 코 층 내에 존재하는 결함

 

     화학 기상 증착법으로 만들어진 탄화규소 코 층의 내부 결함을 분석하기 

해 Raman, AES, 그리고 TEM 분석을 실시하 다. 코 층 내에 잔류하는 종들은 

XRD 분석을 통해 측정할 수 없지만, Raman spectroscopy는 더 포 으로 상분석

이 가능하므로 잔류하는 규소  탄소를 측정할 수 있다. Figure 9는 증착온도가 

다른 탄화규소 코 층의 Raman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측정된 스펙트럼을 보

면 650과 1050 cm
-1
의 역에서 탄화규소 코 층의 TO (zone-center transverse 

optical phonon mode)와 LO (zone-center longitudinal optical phonon mode) 신호

가 나타나며 1450과 1750 cm
-1
Secondorderband-SiC신호가 나타난다. 한, 450과 

650 cm
-1
역에서 완만한 신호와 약 520 cm

-1
에서 신호가 나타나는데 이 결과로부

터 비결정질 규소와 결정화된 규소가 탄화규소 코 층에 잔류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 하는데, 낮은 온도(1500 °C이하)에서 증착되면 탄화규

소 형성에 기인하는 탄소 종의 낮은 표면 반응으로 인해 규소 입자가 탄화규소 코

층에 잔류하게 된다. 반면, 높은 온도에서 증착되는 경우, 더욱 반응 분자들이 형

성되어 화학 양론 비를 가지는 탄화규소 코 층이 형성된다. 그리고, 1600 °C이상

의 증착온도가 되면 탄소 입자가 코 층에 잔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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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Raman analysis results of the SiC coating layers deposited at various 

temperature.

   

     Auger electron spectroscopy는 수백 Angstrom 크기로 집속된 자 빔을 재

료의 표면에 입사시켜 방출되는 Auger 자의 에 지를 측정하여 재료 표면을 구

성하고 있는 원소의 종류  양을 분석해내는 표면 분석 장비이다. Figure 10은 

AES 분석 후 얻을 수 있는 스퍼터링 시간에 따른 규소와 탄소의 양을 체 조성에

서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1분의 스퍼터링 시간 후, 두 조성의 비율은 일정해 지며 

증착온도가 다른 두 코 층 모두 규소와 탄소가 화학양론 비를 나타내지 않았다. 

1300 
o
C에서 증착된 코 층의 경우 약 10 %, 1350 

o
C에서 증착된 경우 약 14 %로 

각각 규소의 양이 더 많이 존재하 다. 이 결과는 앞서 말한 Raman 분석의 결과 

나타나는 잔류 규소의 존재를 재확인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잔류하는 규소를 정량

으로 분석한 것이다. 

    탄화규소 코 층의 내부 결함을 찰하기 해 고분해능 자 미경 (High 

Resolution TEM)을 실시하 다. 탄화규소 코 층의 양면을 폴리싱한 뒤 TEM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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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에 에폭시를 이용하여 시편을 부착하여 이온 폴리싱을 실시하 다. 서로 미세

구조를 가진 탄화규소 코 층의 HRTEM 분석 결과를 Fig. 11 (a)와 (b)에 나타내

었다. Figure 11 (a)의 1300 °C에서 얻어진 탄화규소 코 층의 HRTEM 결과에서는 

면결함 없이 다결정 탄화규소 코 층이 나타나는 반면, (b)의 1350 °C에서 증착된 

코 층에서는 많은 층결함 (stacking fault)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택

역 자 회  (SAED, selected area electron diffraction) 결과에서도 모든 역에서 

무늬 형태의 회 빔이 나타나므로 1350°C에서 탄화규소 코 층이 증착되는 경우 

많은 면결함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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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Auger electron spectroscopy results of the SiC coating layers

(a) SiC coatings deposited at 1300 °C, (b) SiC coatings deposited at 135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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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High Resolution TEM results of the SiC coating layers

(a) SiC coatings deposited at 1300 °C, (b) SiC coatings deposited at 135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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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탄화규소 코 층의 강도 평가

(1) 고온 강도 측정  신뢰도에 한 논의

Laser writing과정을 마치고 열처리 후 제작된 마이크로 인장 실험용 탄화규소 

코 층의 고온 괴강도를 측정하 다. Al2O3 홀더에 ceramic adhesive(ARON 

Ceramic D, Japan)를 사용하여 고정한 뒤 Si3N4 핀에 끼워 inconel 홀더에 고정된 

Al2O3홀더에 고정 하 다. Ceramic adhesive의 경화를 해 90°C에서 약 2시간의 

열처리 과정을 거친 후 온도를 증가시켜 500 °C에서 10분간 유지 하 다. Actuator

를 0.01 mm/s의 속도로 이동시키고 홀더의 열팽창에 의한 시편의 압축 응력을 제

거하기 해 Load protect system을 사용하 다. 단된 시편의 두께를 주사 자

미경을 통해 측정하고 최  로드값을 단면 으로 나 어 괴 강도를 계산하 다. 

Fig. 12는 상온 강도 측정에서 사용한 시편인 1300 °C와 1350 °C에서 증착된 

탄화규소 코 층의 상온과 500 °C, 700 °C에서 측정된 괴 강도를 비교하기 해 

(a)와 (b)에 각각 나타내었으며 여러 회 실험 후 평균을 막 로 나태내고 최 값과 

최소값은 직선바로 나타내었다. 상온에서 측정한 결과는, 1300 °C에서 증착된 탄화

규소 코 층은 405∼644MPa의 괴강도 값을 나타내며 평균 507.53 MPa의 괴강

도 값을 나타내고, 1350 °C에서 증착된 탄화규소 코 층은 625∼958 MPa의 괴강

도 값을 나타내며 평균 810 MPa의 괴강도 값을 나타냈다. 고온인 500 °C에서 측

정한 결과는, 1300 °C에서 증착된 탄화규소 코 층은 360∼563 MPa의 괴강도 값

을 나타내며 평균 437 MPa의 괴강도 값을 나타내고, 1350 °C에서 증착된 코 층

은 532∼751 MPa의 괴강도 값을 나타내며 평균 628 MPa의 괴강도 값을 나타

냈다. 700 °C에서 측정한 결과는, 1300 °C에서 증착된 탄화규소 코 층은 253∼499 

MPa의 괴강도 값을 나타내며 평균 407 MPa의 괴강도 값을 가지는 반면 1350 

°C에서 증착된 코 층은 358∼604 MPa의 괴강도 값을 나타내며 486 MPa의 

괴강도 값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상온에서의 측정결과와 동일하게 고온에서도 낮

은 온도에서 증착된 코 층보다 높은 온도에서 증착된 코 층의 괴강도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 고 괴강도 값의 표  편차는 증착 온도가 올라갈수록 

어드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 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괴 강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며 1300 °C에서 증착된 코 층의 괴강도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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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에서 476 MPa를 나타내다가 500 
o
C에서는 437 MPa로 약 8 %의 감소율를 보

으며, 700 
o
C에서는 408 MPa로 500 

o
C에서의 괴강도 비 약 7 %, 상온에서의 

괴강도 비 약 14 %의 감소율을 나타내었다. 1350 °C에서 증착된 코 층의 

괴강도는 상온에서 779 MPa를 나타내다가 500 
o
C에서는 628 MPa로 약 19 %의 감

소율을 보 으며, 700 
o
C에서는 487 MPa로 500 

o
C에서의 괴강도 비 약 22 %, 

상온에서의 괴강도 비 약 37 %의 감소율을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를 통해 1300 

o
C에서 증착한 코 층보다는 1350 

o
C에서 증착한 코 층의 괴강도가 높게 나타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증착 온도가 증가할수록 grain의 크기가 조 해

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Grain의 크기는 1300 °C에서 증착

된 코 층의 경우 0.5∼2 μm, 1350 °C의 경우 4∼8 μm로 측정되었으며, 1300 oC에

서 증착된 코 층의 경우 round 형태, 1350 
o
C에서 증착된 코 층의 경우는 dom4 %

형태의 grain을 가진 것을 확인하 다. Round 형태의 grain은 기상 원료물질의 과

포화도가 낮고 증착 표면에 흡착된 원료 물질들의 이동도가 클 때 얻어지기 때문에 

그 크기가 작고 형태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faceted 형태를 가진 

grain은 기상 원료물질의 과포화도가 증가하고 표면의 이동도가 낮아질 때 얻어지

기 때문에 조 한 크기를 가지고 형태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결과들로부터 생각해볼 때 증착온도에 따른 괴강도의 변화는 grain의 크기

와 모양과 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증착 할 때 표면의 이동도가 낮을수록 

크고 faceted 형태의 grain을 얻을 수 있고 이런 코 층의 경우 상 으로 강한 

괴강도 값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통계학 인 평가를 해 weibull statistic을 이용하 으며, weibull plot을 Fig. 

13에 나타내었다. 상온에서 탄화규소 코 층의 괴강도의 mean strength(σf)와 

weibull modulus(m)는 1300 °C에서 증착된 코 층은 σf = 542 MPa와 m = 6.68, 

1350 °C에서 증착된 코 층은 σf = 857 MPa와 m = 7.99의 값을 나타내었다. 500 

°C에서 탄화규소 괴강도의 mean strength와 weibull modulus는 1300 °C에서 증

착된 코 층은 σf = 477 MPa와 m = 4.71, 1350 °C에서 증착된 코 층은 σf = 670 

MPa와 m = 6.63의 값을 나타내었다. 700 °C에서 탄화규소 괴강도의 mean 

strength와 weibull modulus는 1300 °C에서 증착된 코 층은 σf = 475 MPa와 m = 

7.71, 1350 °C에서 증착된 코 층은 σf = 591 MPa와 m = 6.92의 값을 나타내었다. 

500 °C, 700 °C의 고온 환경에서 증착 온도가 높아질수록 탄화규소 코 층의 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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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 고 weibull modulus(σf)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상온에서의 괴강도는 1300 °C에서 증착된 코 층의 경우 σf = 

509 MPa를 나타내다가 500 °C에서는 σf = 477 MPa로 약 6 %의 감소율을 나타냈

으며, 700 °C에서는 σf = 475 MPa로 500 °C 비 약 0.4 %의 아주 작은 감소율을 

나타냈으며 상온 비 약 7 %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1350 °C에서 증착된 코 층의 

경우 상온에서는 σf = 835 MPa를 나타내다가 500 °C에서는 σf = 670 MPa로 약 20 

%의 감소율을 나타냈으며, 700 °C에서는 σf = 591 MPa로 500 °C 비 약 12 %, 상

온 비 약 29 %의 감소율을 나타내었다. 1300 °C에서 증착된 코 층의 weibull 

modulus(m)는 상온에서는 m = 6.49를 나타내고 500 °C에서는 m = 4.71로 크게 감

소하다가 700 °C에서는 m = 7.71로 증가하 다. 1350 °C에서 증착된 코 층의 

Weibull modulus는 상온에서는 m = 6.22를 나타내다가 500 °C에서는 6.63, 700 °C

에서는 m = 6.92을 나타내었다. 1300 °C에서 증착된 코 층이 1350 °C에서 증착된 

코 층보다 온도 증가에 따른 mean strength의 감소율이 체로 크며 weibull 

modulus는 체 으로 낮은 것을 확인하 다. 이를 통해 앞선 실험 결과에서 살펴 

본 증착온도와 괴강도의 계를 재확인 할 수 있었으며, 증착온도가 1300 °C인 

코 층보다 1350 °C인 코 층의 weibull modulus가 높게 나타남으로써 1350 °C에

서 증착된 코 층의 신뢰도가 더 높은 것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탄화규소는 좋은 기계  특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고온에서 산화 항성과 높

은 열 충격 항성 등의 우수한 열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고온에서 높은 응용분야를 

가지는 재료로 HTGR의 연료인 TRISO의 코 층으로 사용되며 핵연료 자체를 보

호하여 높은 기계  강도를 유지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온도인 500 °C와 700 

°C에서의 강도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상하 으나 1350 °C에서 증착된 탄화규소 코

층의 경우 700 °C에서 괴강도는 상온 괴강도에 비해 약 40 %의 감소를 보여 

TRISO의 실제 운용온도인 1000 °C에서는 큰 감소가 있을 것으로 상된다. 탄화규

소 코 층의 고온 역학특성에 한 연구는 활발히 연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본 연

구결과들을 토 로 하여 TRISO의 실제 운용온도인 1000 °C까지의 역학특성 평가

가 필요하다. 반면, 1300 °C에서 증착되어 작은 grain 크기를 가지는 코 층은 약 

20 %의 감소율 보여 큰 grain 크기를 가지는 1350 °C에서 증착된 코 층에 비해 

낮은 감소율을 보 다. 따라서 고온에서 탄화규소 코 층의 고온강도 감소율은 미

세구조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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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12. Tensile strength of SiC coating layers at room temperature and 

high temperature. (a) SiC-1300, (b) SiC-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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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1. 연구개발 목표

  가. 당해연도 연구개발 목표

- 본 연구에서는 탄화규소 코 층과 같이 매우 얇고 취성이 강한 시편에 맞는 

홀더와 그립을 고안 하여 마이크로 인장기법을 설계하고 상온과 500 °C, 700 °C에

서 탄화규소 코 층의 괴강도를 측정하고 데이터를 얻는 실험을 수행하 다. 장

기 으로는 리 용 가능한 고온 마이크로 인장기법을 개발하고자 1000 °C에서의 

강도측정방법을 고안하 다. 마이크로 인장기법은 박막의 기계  성질을 측정 할 

수 있는 직 측정법으로 다른 강도 측정법에 비해 간편하고 신뢰도가 높아 리 사

용되고 있다. 

나. 평가의 착안  (주요 상 결과물 포함)

- 탄화규소 코 층을 한 고온 마이크로 인장 기법의 개발

- 고온 마이크로 인장 기법을 통한 탄화규소 코 층의 고온 강도 데이터 확보

- 탄화규소 코 층의 고온 강도 평가  통계  해석

- 국내외 논문 투고  학술 발표

 <논문>

· K. –I. Park, J. –H. Kim, H. –K. Lee, D. K. Kim, “High temperature 

mechanical properties of CVD-SiC thin films,” Mod. Phys. Lett. B, vol. 

23, pp 3877-3886 (2009)

<학술발표>

· K. –I. Park, J. –H. Kim, H. –K. Lee, D. K. Kim, “High temperature 

mechanical properties of CVD-SiC thin films,” The 3rd international 

Symposium on Functional Materials 2009, June 15-18, Jinju, Korea,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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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Park, J. H. Kim, H. –K. Kim, D. K. Kim, “High Temperature 

Mechanical Properties of CVD-SiC Coating Layer for Nuclear Fuel 

Particle”, Materials Science & Technology 2009 Conference & 

Exhibition, Oct 25-29, Pittsburgh, PA, USA, (2009)

· 박귀일, 이 근, 김도경, “Characterization of High Temperature Fracture 

Strength of CVD-SiC Coating Layer for Nuclear Fuel Particle by Micro 

Tensile Test”, 한국세라믹학회  춘계총회  연구발표회, 포항, Apr 23-24, 

(2009)

· 박귀일, 이 근, 김종호, 김도경, “High Temperature Mechanical 

Properties of Chemical Vapor Deposited SiC”, 엔지니어링  세라믹스 심포지

움, 무주, Jun 18-19 (2009)

· 김도경, 이 근, 박귀일, 김민우, “Characterization of Mechanical 

Properties of SiC Ceramics: from CVD thin SiC film to rare-earth doped 

bulk SiC ceramics”, 제 23 회 첨단구조재료  심포지엄, , Sep 24-25 

(2009)

  다. 당해연도 연구개발 내용

- 다양한 미세구조를 가지는 탄화규소 코 층 모델 재료의 제작

- 탄화규소 코 층의 고온강도 측정을 한 마이크로 인장 기법의 개발

- 마이크로 인장 기법을 통한 탄화규소 코 층의 강도 평가

① 상온에서 괴강도는 1350 °C에서 증착한 코 층의 경우 강도가 810 

MPa로 1300 °C에서 증착된 코 층의 괴강도 507 MPa보다 높게 측

정 되었으면 weibull modulus는 각각 6.68과 7.99로 비슷한 값을 나타

내었다.

② 500 °C에서 괴강도는 1300 °C에서 증착된 코 층의 경우 437 MPa, 

1350 °C에서 증착된 코 층의 경우 628 MPa로 상온에서의 괴강도

에 비해 각각 약 14 %와 22 % 정도의 감소를 보임. 1350 °C에서 증

착된 코 층이 1300 °C에서 증착된 코 층보다 큰 감소를 보임.

③ 700 °C에서 괴강도는 1300 °C에서 증착된 코 층의 경우 408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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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C에서 증착된 코 층의 경우 487 MPa로 상온에서의 괴강도

에 비해 각각 약 20 %와 40 % 정도의 감소를 보임. 1350 °C에서 증

착된 코 층이 1300 °C에서 증착된 코 층보다 큰 감소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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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가.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구 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및 범위 추진 내용

제 2차년도

(2009. 3 ∼ 

2010. 2)

고온 마이크로 

인장기법 개발

상온에서 700 °C까지 탄

화규소 코팅층의 인장실험

을 위한 고온 마이크로 인

장기법을 개발한다.

- LPCVD 방법으로 제작된 탄화규소 

코팅층에 Laser cutting을 이용해 시

편 제작

- Micro force system (INSTRON 

8848)을 이용해 고온인장강도 측정 

장비 구현

- Inconel을 이용해 holder를 제작하

고 Ceramic adhesive를 이용해 시

편을 holder에 고정

시편의 미세주조 

및 특성 평가

시편의 고온강도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미세구조를 

관찰하고 특성을 

평가한다.

- SEM을 이용해 증착면의 grain type

과 size를 관찰

- Laman을 이용해 잔류 규소를 확인

- Auger를 이용해 잔류 규소를 재확인

하고 정량적 분석을 시도

- TEM을 이용해 1350 oC에서 증착된 

시편 내부에 stacking fault의 존재 

확인

탄화규소 코팅층의 

고온강도 평가

고온 마이크로 인장기법을 

이용해 고온강도를 

측정한다.

- 상온과 500 oC, 700 oC에서 파괴강

도를 측정

- 전 영역에서 1350 oC에서 증착된 

코팅층이 1300 oC에서 증착된 코팅

층보다 높은 강도값을 나타냄

- 상온과 500 oC에서는 1350 oC에서 

증착된 시편이 1300 oC에서 증착된 

시편보다 높은 weibull modulus 값

을 나타냄

- 700 oC에서는 1300 oC에서 증착된 

시편이 1350 oC에서 증착된 시편보

다 높은 weibull modulus 값을 나타

냄

새로운 방법의 

고온 마이크로 

인장기법 모색

1000oC에서 측정 가능한 

고온 마이크로 인장 

기법을 제시한다.

- 고온에서 pin의 강도저하로 인한 오

차와 승온 중 열팽창으로 인한 

stress를 최소화하기 위해 Hook 

type의 ceramic holder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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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상기 평가의 착안 에 따른 목표 달성도에 한 자체평가

- 탄화규소 코 층을 마이크로 인장 기법을 통해 상온과 고온에서 측정하 다.

- 1350 °C에서 증착된 경우의 상온 괴강도는 810 MPa로 1300 °C의 경우 

507 MPa 보다 더 높게 측정된 반면, weibull modulus는 6.68, 7.99로 비슷한 

값을 나타내었다.

- 500 °C에서 개발된 마이크로 인장 기법으로 탄화규소 코 층의 고온강도를 

측정하 고 1350 °C에서 증착된 코 층의 경우 628 MPa의 강도와 6.63의 

weibull modulus로 약 22 %의 강도 감소를 보인 반면, 1300 °C에서 증착된 

코 층은 437 MPa의 강도와 4.71의 weibull modulus로 강도 감소는 약 14 

%로 큰 감소를 보이지 않았지만 weibull modulus는 감소하 다. 

- 700 °C에서 개발된 마이크로 인장 기법으로 탄화규소 코 층의 고온강도를 

측정하 고 1350 °C에서 증착된 코 층의 경우 486 MPa의 강도와 6.92의 

weibull modulus로 상온에 비해 약 40 %의 감소를 보인 반면, 1300 °C에서 

증착된 코 층의 경우 407 MPa의 강도와 7.71의 weibull modulus로 상온에 

비해 약 20 %의 감소를 나타내었고 weibull modulus는 격하게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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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재 고온 가스로인 HTGR (High Temperature Gas cooled Reactor)에 탄화규

소가 코 된 TRISO 피복입자 핵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탄화규소는 높은 경도와 좋

은 마모 항성 등의 우수한 기계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고온에서 산화 항성과 

높은 열 충격 항성 등의 우수한 열  특성, 넓은 energy gap과 높은 최  류 

도 등의 우수한 기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고온에서의 높은 응

용분야를 가지게 되어 엔진이나 우주선의 세라믹 복합재료, 고 력 디바이스, 그리

고 핵연료 입자의 코 층 등에 사용된다. 그 에서, 차세  원자력 에 지원으로 

연구되고 있는 고온가스냉각로(High Temperature Gas cooled Reactor, HTGR)의 

연료인 입자형 핵연료(TRISO)의 코 층의 역할은 내부의 핵연료와 핵연료를 보호

하고 있는 열분해 탄소 층, 탄화규소 층, 그리고 다시 열분해 탄소 층으로 이루어진 

TRISO 입자에서의 높은 기계  강도 유지이다.

코 층의 특성평가 연구는 피복입자 핵연료 제조 기술에 있어서 요한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피복입자 핵연료 제조에 한 원천 기술 확보와 더불어 제작된 

피복입자에 한 특성을 평가하여 핵연료의 새로운 설계와 제조 공정에 그 정보를 

제공함으로 실제 생산 기술 확보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미 연구된 결과와 선 

연구에서는 탄화규소 코 층의 기계  특성을 측정하기 하여 다양한 괴강도 측

정법을 시도하 다. 삼 층을 이용하는 코 층의 강도 측정 기법을 통해 유한요소

법 해석 결과를 통해 삼 층에서의 강도 평가식을 도출한 삼 층 강도 평가, 반구 

쉘을 형 인덴터로 인덴테이션 하여 표면에 인장응력이 집 되어 괴가 일어날 

때 인덴테이션 하 과 집 되는 인장응력과의 계식에서 강도 평가식을 유도한 

Direct strength measurement 방법, 반구 쉘 는 평  코 층을 알루미늄 실린더

에 부착하고 내부 압력을 가해 깨지는 힘과 두께의 계식을 유한요소법 해석으로 

강도 평가 식을 유도한 내부 인가법 등은 코 층의 특성 평가에 리 사용되는 방

법이다.

앞에서 열거한 탄화규소 코 층의 기계  성질 측정법들은 상온에서 측정되는 

것으로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HTGR는 약 1000 °C의 고온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TRISO 피복핵연료는 고온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핵연료를 보호하고 핵연료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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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특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탄화규소 코 층의 온도의존성 역학특성 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탄화규소 코 층의 고온 특성평가에 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이며 그 방법 한 잘 알려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고온에서의 

탄화규소 코 층의 기계  성질 평가를 해 마이크로 인장기법을 이용하 다. 고

온 환경에서의 실험을 해 furnace를 달고 고온에서 변 가 없는 홀더와 cooling 

system을 제작하 다. 한, 얇은 탄화규소 코 층을 고려하여 홀더와 그립을 고안

하 고 이 기법을 통해 700 °C까지 고온강도를 측정하 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코

층의 특성 평가 기법은 조사 후 과정에 용하는 기법으로, 특성 평가 실험이 복

잡하지 않고 비교  간단하게 특성 평가가 가능하므로 많은 응용이 가능하다. 코

층 내의 역학 계를 확인하고, 기계  특성 해석 결과를 확보함으로써 층간의 계

면 안정성을 확보 할 수 있다. 한 통계  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괴강도의 특성

을 확보 할 수 있다.

화학증착법을 이용한 TRISO형 피복입자 핵연료 제조 공정 기술은 고온가스

로 이용에 있어서 요한 핵심 기술  하나이다. 본 연구 개발이 성공 으로 수행

될 경우 고온 환경에서 작동되는 TRISO의 고온 변화와 수명을 측할 수 있고 나

아가 TRISO의 코  기술에 용하여 고온 환경에서 장기 작동이 가능한 핵연료 

개발에 큰 도움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만약에 생길지도 모를 원자력 사고를 

비 하고 측 하여 인명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의 기술 수

에 뒤떨어져 있는 피복입자 핵연료 제조 공정 기술 개발을 한 기 를 다짐으로

써 실제 고온가스로가 사용되게 되었을 때, 코 된 핵연료의 수입 체 효과를 

가져 오는 경제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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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15-20 내외)

TRISO 피복입자핵연료에서 탄화규소 코팅층의 고온 인장 강도 측정기법을 제시하고 

증착온도와 측정온도에 따른 인장강도 변화를 연구 실험을 하였다. 1300 oC와 1350 

oC에서 증착된 시편을 이용해 제시한 고온 인장강도 측정기법을 이용해 상온, 500 oC, 

700 oC에서의 탄화규소 코팅층의 강도를 측정하였으며, 측정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인장강도가 감소하는 것과 동일한 측정 온도에서는 코팅층의 증착온도가 높을수록 강도

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Weibull distribution을 이용해 실험 결과를 통계

적으로 분석을 하였으며, 온도에 따라 파괴강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X-선 회절분석법을 통해 탄화규소 코팅층의 증착온도에 따른 미세구조 및 단면의 변

화를 분석하여 증착온도에 따른 결정의 우선방위성을 분석하였다. 즉, 1300 oC에서 증

착된 시편의 경우 (111)과 (220), 1350oC에서 증착된 시편의 경우 (220)의 우선방위성

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Raman, AES를 통해 탄화규소 코팅층 내부에 잔류하는 규소

의 존재를 확인하고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HRTEM을 이용하여 1300 oC에서 증착된 

시편의 경우 면결함 없이 다결정 탄화규소 코팅층이 존재하고, 1350 oC에서 증착된 시

편의 경우 많은 적층결함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제명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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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5-20 Lines)

SiC coating layer has been introduced as protective layer in TRISO nuclear 

fuel particle of high temperature gas cooled reactor (HTGR) due to excellent 

mechanduel stabi dty at high temperature. It is important to study for high 

temperature stability in SiC coating layers, because TRISO fuel particles were 

operating at high temperature around 1000 °C.

In this study, the nanoindentation test and micro tensile test were conducted 

in order to measure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SiC coating layers at elevated 

temperature. SiC coating film was fabricated on the carbon substrate using chemical 

vapor deposition process with different microstructures and thicknesses.  

Nanoindentation test was performed for the analysis of the hardness, modulus and 

creep properties up to 500 °C. Impression creep method applied to nanoindentation 

and creep properties of SiC coating layers were characterized by nanoindentation 

creep test. The fracture strength of SiC coating layers was measured by the micro 

tensile method at room temperature and 500 °C. 

From the results, we can conclude that the hardness and fracture strength are 

decreased with temperature and no significant change in the modulus is observed 

with increase in temperature. The deformation mechanism for indentation creep and 

creep rate changes as the testing temperature increased.

  Subject Keywords

  (About 10 words)

TRISO coated fuel, SiC coating layer, Nanoindentation, Micro tensile test, High 

temperature mechanical property, Fracture strength, weibull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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