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안과제(  ), 일반과제(○)      KAERI/RR-3131/2009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가공 기술개발

(Dry Refabrication Technology Development of 

Spent Nuclear Fuel)

한국원자력연구원

교 육 과 학 기 술 부



제 출 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가공 기술개발과제의 보고서로 제출

합니다.

2010. 4. 20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원자력연구원

주관연구책임자 : 이정원

연 구 원 : 송기찬, 박근일, 박장진

강권호, 이재원, 김수성

류호진, 문제선, 신진명

나상호, 박창제, 양재환

조광훈, 이도연, 이영순

이철용, 김광욱, 윤지섭

김경표, 엄성호, 유병옥

정정환, 양문상, 김청한

김주학, 김지현, 전종익

이해원, 윤여완, 김성훈

김영희, 주윤정, 정재한

신원철, 신태식, 강효정



보고서 요약서

과제고유번호
해 당 단 계

연 구 기 간

2007.03.01∼

2010.02.28
단 계 구 분

(1단계)/

(2단계)

연 구 사 업 명
중 사 업 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세부사업명 핵연료주기

연 구 과 제 명
대 과 제 명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가공 기술개발

세부과제명

연 구 책 임 자 이정원

해당단계

참 여

연구원수

총 : 51.71명

내부 : 34.35명

외부 : 17.36명

해당

단계

연구비

정부 : 5,700,000천원

기업 : 천원

계 : 5,700,000천원

총연구

기간

참 여

연구원수

총 : 51.71명

내부 : 34.35명

외부 : 17.36명

총

연구비

정부 : 5,700,000천원

기업 : 천원

계 : 5,700,000천원

연구기관명 및

소 속 부 서 명

한국원자력연구원

재순환 핵연료 기술개발부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 상대국연구기관명 :

위 탁 연 구 연구기관명 : 연구책임자 :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 보고서면수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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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가공 기술개발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국제적인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여 지속적인 원자력 기술 이용을 위해서

는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은 필연적이며, 국제적으로 투명성이 확보된 핵비

확산성 선진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건식 재가

공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지만, 국내 여건상 초우라늄 원소와 같이 민감 물질이 함유된

사용후핵연료 이용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다. 그러나 본 과제는 현재 한-미 간 공동결

정(JD)을 통하여 국내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연

구 과제로서, 선진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공통 요소 기술과 사용후핵

연료 특성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며, 그 동안 축적된 기술과 know-how, 그리고 사용

후핵연료 특성 자료들의 확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과제를 통

하여 불순물이 다량 함유된 사용후핵연료 재순환을 위한 핵연료 주기 기술개발에 다

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핵심 기반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단계 목표

○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원격 제조 기술개발

○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고도 전처리 공정 및 배기체 처리 기술 개발

○ 건식 재가공전환체 물성과 핵분열기체 확산 거동에 미치는 불순물 종류의 영향

분석

2. 주요 연구 수행내용

가. 건식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제조 기술개발

(1)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원격 제조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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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후핵연료 이용 표준물질 제조 기술개발

(3) 희토류원소 분리 거동 특성 평가

(4) Single 전극 모듈식 원격 다발 용접장치 제작

나.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고도 전처리 공정 개발

(1) 사용후핵연료 탈피복 기술 개발

(2) 휘발성 산화처리 공정 및 배기체 처리 기술개발

(3) 폐피복관 염소처리 기술개발

(3) DFDF 핫셀 공정장비 운영 고도화

다. 건식 재가공 전환체 물성 특성 연구

(1) 핵분열생성물 종류에 따른 재가공 산화물전환체의 열/기계 물성 평가

(2) 물성 측정용 모의 재가공 금속전환체 제조 기술 분석 및 표준 확립

(3) 재가공 금속전환체의 열/기계 물성 평가

(4) 하나로 조사시험 조건에서의 핵분열기체 확산거동에 미치는 불순물 영향 분석

(5) 물성 측정 자료의 신뢰도 평가를 위한 불확도 분석 기술 개발

IV. 연구개발 결과

1. 건식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제조 기술개발

가.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원격 제조 기술개발

○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이용 탈피복 및 분말화 기술 개선

-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봉 이용 탈피복율 특성 평가 자료 확보

- 저/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분말 입자크기 분포 특성 자료 확보

○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제조 특성 평가

- 저/고연소도 혼합분말 이용 산화물전환체 제조 자격화 공정 성능 검증

○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제조 기술개발

- 전 연소도 범위 사용후핵연료 대상, 각 단위 장치별 자격화 공정 조건 재설정

나. 사용후핵연료 이용 표준물질 제조 기술개발

○ 사용후핵연료 표준물질 제조 기술성 분석

- 건식 재가공 공정을 이용한 표준물질 제조 개념 설정

○ 사용후핵연료 이용 분말형 표준물질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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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후핵연료 연소도별 분말형 표준물질 제조 및 특성 평가

- 분말형 표준물질 내 핵분열성물질 물질 및 핵분열생성물 분포 특성 평가

○ 사용후핵연료 이용 펠렛형 표준물질 제조

- 사용후핵연료 연소도별 펠렛형 표준물질 제조 및 화학분석 자료 확보

- 연소도 혼합 분말 이용, 제조한 펠렛형 표준물질 핵물질 분포 특성 및 U, Pu,

연소도 측정 자료 분석

다. 희토류원소 분리 거동 특성 평가

○ 산화공정에 의한 희토류원소 분리거동 특성 평가(SIMFUEL 이용)

- 고온 산화공정에 의한 열처리 온도별 희토류원소 복합성분 상분리율 특성 분석

- 희토류원소 상분리 공정 물질수지 설정 및 응용성 분석

○ 기계적 분리에 의한 희토류원소 분리 특성 평가(SIMFUEL 이용)

- 희토류원소 기계적 분리 후보기술 분석 및 방법 선정 : 고구배 자성분리 기술

- 기계적 방법에 의한 열처리 조건별 희토류원소 분리 특성 평가

○ 저함량 희토류원소 함유 분말 이용 산화물전환체 제조 특성 평가(SIMFUEL 이

용)

- 자성분리에 의한 희토류원소 함유 분말 분리 효율 개선

- 고온 열처리 분말 내 희토류원소 함량별 산화물전환체 제조 특성 평가

라. Single 전극 모듈식 다발 용접장치 제작

○ 핫셀 원격 용접 기술성 분석

- Zr-4 접합판 원격 용접기술 분석 및 공정 변수 특성 평가

- 원격 다발 용접장치 모듈화 예비 개념 설정 및 기본 설계 자료 생산

○ Single 전극 모듈식 원격 다발 상단 용접장치 제작

- 원격 다발 상단 용접장치 모듈화 상세 방안 설정

- 상단 용접장치 모듈별 상세 설계 및 도면 작성

- 핫셀 용접성 평가를 위한 정밀치수 측정 기술 분석

○ Single 전극 모듈식 원격 다발 용접장치 제작

- 하단 용접장치 모듈화 개념 설정 및 상세 설계 자료 생산

- Pro-E 이용 모듈식 용접장치 원격성 모의 시험

- 모듈식 상·하단 용접장치 조립 및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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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고도 전처리공정 개발

가. 사용후핵연료 탈피복 기술개발

○ 저연소도(37 GWd/tU) 사용후핵연료의 2.5 cm Rod-Cut의 경우 500℃, 공기분위

기에서 10시간 산화탈피복시 탈피복율 99%이상

○ 고연소도(50 GWd/tU 이상) 사용후 핵연료의 경우 산화 탈피복율이 30% 정도로

회전운동이 필요함을 확인

○ 고효율 수평형 기계적 슬리팅 장치 이용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60 GWd/tU,

Zirlo 피복관)를 슬리팅하였음. 탈피복율 약 74%였고, 피복관 내면에 26% 핵물질

잔류.

○ 수평형 기계적 슬리팅 장치를 이용하여 25cm Rod-Cut 1개를 슬리팅하는데 약

0.5분 소요되는 효율적인 공정임.

나. 휘발성산화공정 및 배기체처리기술개발

○ 휘발성 산화공정의 준휘발성 핵분열생성물 제거율 증대를 위한 준휘발성 핵종 산

화처리 단계의 조건 도출(700℃, 3시간, 산소) 및 고온 단계의 조건 도출(1200℃,

3시간, 7≦압력(torr)≦76 )

○ 회전형 휘발성 산화장치 이용하여 전해환원이 용이한 구형 다공성 연료입자 제조

가능성 확인 및 국내특허 출원

○ 200 gHM/batch 규모 휘발성산화장치 및 배기체 실험장치 설계, 제작 기술 확보

○ 선택적 세슘 및 테크네튬 포집필터 개발

○ 사용후핵연료 이용 필터의 포집성능 확인 및 운전자료 확보

다. 폐피복관 염소 처리 기술개발

○ 기계적 방법을 이용한 Zr 산화피막 제거기 개발

○ 온도, 염소농도 변화에 따른 염소반응 실험 자료 확보

○ 폐피복관 염화물 불순물 제거 실험 장치 설계 제작 및 열처리 실험시 불순물

(Fe+Cr+Sn)함량 감소 실험자료 확보

라. DFDF 핫셀 공정 장비 운용 고도화

○ DFDF 핫셀의 10대 원격조정기를 안전하게 해체, 제염, 고장수리, 설치 재사용

○ IAEA로부터 DFDF Roof Door 개방 및 핫셀 폐기물 RWTF Monolith 이송저장

관련 승인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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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DF 핫셀 최초로 폐기물 이송용 캐스크와 Roof Door를 통해 5개 폐기물 용기

RWTF Monolith로 안전하게 이송 저장

3. 건식 재가공 전환체 물성특성 연구

가. 핵분열 생성물 종류에 따른 건식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열/기계 물성 평가

○ 모의 산화물 전환체 제조공정 확립

- 연소도에 따른 밀링조건, 성형압력, 소결조건 등 모의 산화물전환체 제조공정

확립

○ 핵분열생성물 종류에 따른 재가공 산화물 전환체 열/기계물성 평가

- 연소도 함수의 용융점 모델 도출

- 분말화시간, 산화유도시간, 산화속도, 활성화에너지의 온도와 연소도함수 모델

도출

- 연소도별 모의 산화물전환체의 크리프 변형속도, 항복응력, 탄성계수 온도함수

모델 도출

○ 재가공 금속 전환체 열/기계물성 평가

- 연소도별 온도함수의 비열모델 도출

- 연소도별 온도함수의 열팽창, 밀도, 순간 열팽창계수 모델 도출

- 연소도별 온도함수의 열확산도, 열전도도 모델 도출

- 연소도별 온도함수의 산화속도 모델 도출

- 탄성계수 측정기를 이용하여 상온, 공기분위기에서 탄성계수 측정

나. 건식 재가공 전환체의 핵분열 기체 확산 거동 분석

○ 산화물전환체의 확산계수 자료 생산

○ 금속전환체의 확산계수 자료 생산

○ 고용체 원자가에 따른 확산계수 모델 제시

다. 물성 측정자료의 신뢰도 평가를 위한 불확도 평가

○ 표준물질를 이용한 측정 장비의 시스템 교정 방법 및 물성 종류에 따라 불확도

평가식 제시

○ 시스템 교정을 통한 불확도 평가 기술 개발

- 표준물질 이용 산화속도, 비열, 열팽창, 열확산도 측정 장비의 시스템 교정(B형)

과 반복측정에 의한 A형 불확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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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건식 재가공 기술 개발의 결과는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위한 국내 선진 핵연료주기 핵심 요소기술 개발에 기반기술로 활용

○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특성 평가 자료는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을 위하

여 광범위하게 활용

○ 사용후핵연료 고도 전처리공정 기술 확보를 통해 파이로 기술을 이용한 사용후핵

연료의 고속로 재순환 기술개발에 기여

○ 사용후핵연료 연소도별 건식 재가공 특성 평가 자료는 파이로 공정 개발과 연계

하여 관련 분야에 직접적으로 활용.

○ 다양한 연소도 범위의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전처

리 공정,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제조 특성에 대한 원천 기술 자료를 생산함으로서

사용후핵연료 저장 및 재순환, 처분 등 핵연료 주기 연구 개발에 필수적인 기술

자료로 응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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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영문 요약문)

I. Project Title

Dry Refabrication Technology Development of Spent Nuclear Fuel

II. Objectives and Necessities of the Project

Technology development for the proliferation resistant nuclear fuel cycle is

necessary to sustain the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in the nuclear renaissance

era. It is necessary to develop dry refabrication technology for the advanced

proliferation resistant nuclear fuel cycle. However, fuel cycle studies using spent

fuel are limited in ROK. In this study, experiments of dry process by using

SIMFUEL was conducted and improvements in DUPIC process technology was

performed as an option of dry process. It is possible to obtain key experimental

data and important spent fuel properties from this study, which are applicable to

nuclear fuel cycle technology for the recycling of the spent fuel with various

fission product elements.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1. Research Objective of the Phase

○ Remote fabrication technology improvements of dry process oxide products

using high burnup spent fuel

○ Development of advanced pre-treatment process of spent nuclear fuel and

off-gas treatment technology

○ Analysis of the effects of impurities on the materials properties and fission

gas diffusion behaviour of dry process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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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jor Research Scope

A. Development of fabrication technology for dry process oxide products

(1) Remote fabrication technology development of dry process oxide products

using high burnup spent fuel

(2) Fabrication technology development of spent fuel standard material

(3) Characterization of the separation behaviour of rare earth elements

(4) Fabrication of modulated bundle welding equipment using single electrode

B. Advanced pre-treatment process development of spent nuclear fuel

(1) Development of spent fuel decladding technology

(2) Development of oxidation process and off-gas treatment technology

(3) Development of treatment of zircaloy tube

(4) Improvement of DFDF hot cell process equipment operation

C. Research on the property characteristics of dry process products

(1) Characterization of thermal/mechanical properties of dry process oxide

products

(2) Analysis of fabrication technology and standardization of simulated dry

process metal products

(3) Characterization of thermal/mechanical properties of dry process metal

products

(4) Analysis of the effects of impurities on the fission gas diffusion behaviour

under the HANARO irradiation test conditions

(5) Development of uncertainty analysis technology for the reliability assessment

of measured materials properties data

IV. Results of the Project

1. Development of fabrication technology for dry process oxide products

A. Remote fabrication technology development of dry process oxide

products using high burnup spent fuel

• Improvement of decladding and powdering technology of high burnup spent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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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rovement of decladding and powdering technology of spent fuel with

higher burnup more than 50,000 MWd/tU

- Characterization of oxide products powder

• Characterization of fabrication properties of dry process oxide products using

high burnup spent fuel

- Characterization of fabrication properties of oxide produces using mixed

burnup spent fuel

- Evaluation of the effects of heat treatment on the oxide products fabrication

properties

• Fabrication technology development of dry process oxide products using high

burnup spent fuel

- Optimization of fabrication process

- Comprehensive evaluation of QA remote fabrication process

B. Fabrication technology development of spent fuel standard material

• Fabrication technology analysis of oxide spent fuel standard material

- Evaluation methodology of powder-type and pellet-type spent fuel standard

material

- Fabrication technology analysis of oxide spent fuel standard material

• Fabrication of powder-type spent fuel standard material

- Fabr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powder-type spent fuel standard material

- Characterization of fissile material and fission products distribution in

powder-type spent fuel standard material

• Fabrication of pellet-type spent fuel standard material

- Fabr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pellet-type spent fuel standard material

- Characterization of fissile material and fission products distribution in

pellet-type spent fuel standard material

C. Characterization of the powdering behaviour of rare earth elements

• Evaluation of powdering by oxidation process of SIMFUEL

- Powdering phase behavior of rare earth elements by high temperature

oxidation

- Applicability evaluation of rare earth powder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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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aluation of powdering by mechanical process of SIMFUEL

- Selection for candidate mechanical powdering techniques

- Characterization of mechanical powdering performance of rare earth

• Fabrication behaviour of oxide products with lower rare earth element content

by using SIMFUEL

- Fabrication of SIMFUEL powder containing rare earth element

D. Fabrication of modulated bundle welding equipment using single

electrode

• Analysis of remote welding technology for hot cell

- Analysis of remote welding technology of Zr-4 end-plate

- Basic design of modulated remote bundle welding equipment

• Fabrication of modulated upper bundle welding equipment using single

electrode

- Conceptualization of modulated upper bundle welding equipment

- Detailed design of the modules of upper bundle welding equipment

• Analysis of dimensional measurement technology for weldability evaluations in

hot cell

• Fabrication of modulated lower bundle welding equipment using single

electrode

- Design of modulated lower bundle welding equipment

- Simulation of remote operation of the modulated welding equipment by the

Pro-E program

- Assembling of modulated welding equipment

2. Advanced pre-treatment process development of spent nuclear fuel

A. Development of spent fuel decladding technology

• 2.5 cm rod-cut of low burnup spent fuel with 37,000 MWd/tU showed that

decladding yield is more than 99% when heat treated at 500℃, for 10 hours in

air atmosphere.

• High burnup spent fuel rod with 50 GWd/tU showed 30% of decladding y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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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gh burnup spent fuel rod was slitted by using a high efficiency horizontal

mechanical slitting machine and the decladding yield was about 74%.

• One 25 cm rod-cut was slitted in 0.5 min. by the horizontal slitting machine.

B. Development of oxidation process and off-gas treatment technology

• Optimization of the oxidation process condition to increase the removal ratio of

the semi-volatile fission products in the process : 700℃, 3 hours, oxygen

• Fabrication of the spherical porous particle by using rotary oxidation

equipment

• Technology development for the design and manufacturing of 200 gHM/batch

oxidation equipment and off-gas treatment equipment

• Development selective trap filters for Cs and Tc

• Evaluation of the trap performance of the trap filters by using spent fuel

C. Development of treatment of zircaloy tube

• Development of mechanical oxide remover for Zr cladding alloy

• Test of treatment of zircaloy tube in various conditions

• Design and manufacturing of tube treatment equipment

D. Improvement of DFDF hot cell process equipment operation

• Disassembling, decontamination, repairing and re-install of 10 manipulators

DFDF hot cell

• IAEA approval of the opening of DFDF roof door and the transportation of the

hot cell waste to RWTF Monolith

• Transport 5 waste containers from DFDF hot cell to RWTF Monolith through

roof door by using a waste transport cask

3. Research on the property characteristics of dry process products

A. Characterization of thermal/mechanical properties of dry process oxide

products

• Fabrication process of simulated dry process oxide products

- Optimization of milling, compaction and sintering conditions with varying

discharge burnup

• Characterization of thermal/mechanical properties of dry process oxide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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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ment of a melting point model with varying discharge burnup

- Development of powdering time, oxidation induction time, oxidation rate,

and activation energy models with varying discharge burnup

- Development of creep rate, yield strength, elastic modulus models with

varying discharge burnup

• Characterization of thermal/mechanical properties of dry process metal products

- Development of a specific heat model with varying discharge burnup

- Development of thermal expansion and density models with varying

discharge burnup

- Development of thermal diffusivity and thermal conductivity models with

varying discharge burnup

- Development of an oxidation rate model with varying discharge burnup

- Elastic modulus measurement of dry process products at room temperature

B. Analysis of the effects of impurities on the fission gas diffusion

behaviour under the HANARO irradiation test conditions

• Production of fission gas diffusivity data in oxide products

• Production of fission gas diffusivity data in metal products

• Development of a fission gas diffusivity model with the valence of solid

solution elements

C. Development of uncertainty analysis technology for the reliability

assessment of measured materials properties data

• System calibration by using reference material and uncertainty evaluation of

material properties measurements

• Uncertainty analysis by system calibration

- System calibration (B-type uncertainty) of oxidation rate, specific heat, and

thermal diffusivity measurement equipment and A-type uncertainty analysis

by repeated measurements

V. Proposal for Applications

○ The study result of the development of dry refabrication technology can be a

basis for developing the key technology of advanced fuel cycle.

○ Characterization data of the spent fuel dry refabrication can be used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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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the proliferation resistant nuclear fuel cycle technology.

○ Advanced pre-treatment process of spent fuel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spent fuel recycling technology in the future.

○ Characterization data of the dry refabrication of spent fuel with varying

discharge burnups can also be used in the spent fuel recycling technology.

○ Key technical data on the powdering process and oxide products dry

refabrication properties by using spent fuel with varying discharge burnup

can be used in nuclear fuel cycle R&D including spent fuel storage, recycling

and dis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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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 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개발 목적 및 필요성

국제적인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여 지속적인 원자력 기술 이용을 위해서

는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은 필연적이며, 국제적으로 투명성이 확보된 핵비

확산성 선진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건식 재가

공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지만, 국내 여건상 초우라늄 원소와 같이 민감 물질이 함유된

사용후핵연료 이용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다. 그러나 본 과제는 현재 한-미 간 공동결

정(JD)을 통하여 국내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연

구 과제로서, 선진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공통 요소 기술과 사용후핵

연료 특성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며, 그 동안 축적된 기술과 know-how, 그리고 사용

후핵연료 특성 자료들의 확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과제를 통

하여 불순물이 다량 함유된 사용후핵연료 재순환을 위한 핵연료 주기 기술개발에 다

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핵심 기반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직접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확보하는 건식 재가공 기술 및 특성 자료

들은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서 확보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며, 또한 민감 기술로 인

식되어 국제 공동연구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독자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본 과제

수행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기술 및 자료는 선진 핵연료주기 기술 개발의 기반을 구

축하여 원자력 산업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국가 에너지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 경제성

에 많은 이득이 되는 필수적인 기술이다.

아울러 사용후핵연료 재순환을 위한 원천 기술 개발 및 기술 자료 생산을 통하여

유관 기술 분야의 기술 인력 양성과 원자력 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원자력에 대

한 국제 신뢰도 향상 및 국민 수용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제 2 절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본 연구 단계인 2007년 ∼ 2009년도 수행한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가공 기술개발”

대과제 연구의 단계 목표 및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

1. 단계 목표

○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원격 제조 기술개발

○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고도 전처리 공정 및 배기체 처리 기술 개발

○ 건식 재가공전환체 물성과 핵분열기체 확산 거동에 미치는 불순물 종류의 영향

분석

2. 주요 연구 수행내용

가. 건식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제조 기술개발

(1)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원격 제조 기술 개발

(2) 사용후핵연료 이용 표준물질 제조 기술개발

(3) 희토류원소 분리 거동 특성 평가

(4) Single 전극 모듈식 원격 다발 용접장치 제작

나.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고도 전처리 공정 개발

(1) 사용후핵연료 탈피복 기술 개발

(2) 휘발성 산화처리 공정 및 배기체 처리 기술개발

(3) 폐피복관 염소처리 기술개발

(3) DFDF 핫셀 공정장비 운영 고도화

다. 건식 재가공 전환체 물성 특성 연구

(1) 핵분열생성물 종류에 따른 재가공 산화물전환체의 열/기계 물성 평가

(2) 물성 측정용 모의 재가공 금속전환체 제조 기술 분석 및 표준 확립

(3) 재가공 금속전환체(U-TRU)의 열/기계 물성 평가

(4) 하나로 조사시험 조건에서의 핵분열기체 확산거동에 미치는 불순물 영향 분석

(5) 물성 측정 자료의 신뢰도 평가를 위한 불확도 분석 기술 개발



- 3 -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제 1 절 건식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제조 기술개발

1. 국외 연구 동향

○ 사용후핵연료 연소도별 기계적 탈피복 및 분말화 기술

- 미국 INL 등에서는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산화 탈피복 기술을 이용, 분말화 특

성 연구를 수행 중에 있음.

- 미국 ORNL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습식 공정에의 응용을 위한 분말화 기술 개선

연구를 수행 중에 있음

- 미국, 유럽 등에서 PWR 사용후핵연료 분말화 기술 연구는 현재까지 40,000

MWd/tU 이하의 저연소도 사용후핵연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고연소도의 경

우는 MOX 사용후핵연료만을 대상으로 기술 개발이 추진중임

- 일본 IRI, 동경전력에서는 고도 전처리공정 기술개발과 연계하여 산화 탈피복에

의한 사용후핵연료 분말화 연구를 수행중이며, 주로 저연소도 사용후핵연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사용후핵연료 연소도별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원격 제조 기술

-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제조 기술은 주로 AIROX 및 OREOX

공정을 기반으로 한 원격 제조 기술 이며, 연소도 40,000 MWd/tU 이하의 사용

후핵연료를 대상으로 개발된 기술임.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건식 재

가공 기술개발은 최근에 간헐적으로 수행되고 있음

- 건식 공정인 파이로 공정에서는 연소도 50,000 MWd/tU 이하의 사용후핵연료를

대상으로 기술 개발이 수행되고 있음

○ 사용후핵연료 표준물질 제조 기술

-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핵물질 계량용 표준물질 제조 기술 연구는 새로운 연구

분야로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수행되는 핵심 기초 연구임

- 기존에는 사용후핵연료 자체를 재가공하지 않고 표준시료로 사용하였음. .

○ 산화-기계적 분리법 이용 희토류원소 건식 상분리 거동 특성 평가

- 산화공정을 이용하여 상변화에 의한 고용상 핵분열생성물 제어 연구는 캐나다에

서 일부 수행한 적이 있으나 현재 중단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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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일본 대학에서 산화-황화반응을 통한 희토류 원소의 분리 연구를 기초 연

구 수준에서 수행 중에 있음.

○ 원격 다발 용접 기술

- 캐나다의 AECL, 미국의 ORNL에서 핫셀 원격 TIG 용접이 수행된 바가 있음.

- 일본 JAEA에서 JMTR용 재계장 연료봉의 원격 용접 및 고속 증식로용 MOX

핵연료를 이용한 핀 용접을 수행하고 있어 핫셀에서의 원격 용접 기술은 연료봉

제조 수준의 용접 기술까지는 확립 단계임

- 연료봉을 일체화하는 원격 집합 용접에 대한 기술개발은 시도된 바가 없음.

2. 국내 연구 동향

○ 사용후핵연료 연소도별 기계적 탈피복 및 분말화 기술

- 한국 원자력연구소에서는 OREOX공정에 사용할 핵연료 물질 공급을 위하여 기

계적 탈피복 방법(mechanical slitting method)에 의한 분말화 실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 연소도 범위 사용후핵연료를 대상으로 핵연료 회수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기계적 탈피복후 분말화 기술 연구를 수행중임.

○ 사용후핵연료 연소도별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원격 제조 기술

- 국내에서는 실제 사용후핵연료(연소도 27,300 MWd/tU 기준)를 이용하여 품질이

우수한 건식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원격 제조에 성공하고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격화 공정을 설정함.

- 최근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할 경우 품질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산화물

전환체 원격 제조 공정을 새롭게 제시하고 이를 다양하게 검증하고 있음.

○ 사용후핵연료 표준물질 제조 기술

- 국내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표준물질 제조 기술을 수행한 적이 없으며,

사용후핵연료 연소도별 연료봉 시편을 활용하여 표준물질 형태별, 함량별 시료

제조 기술 개발을 수행중임.

○ 산화-기계적 분리법 이용 희토류원소 건식 상분리 거동 특성 평가

- 사용후핵연료를 모사한 SIMFUEL의 제조 기술이 확보되어 있으며, 모의 핵연료

를 이용한 고온 산화 공정과 SIMFUEL을 이용한 열 환원반응에 따른 핵분열생

성물의 제어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한 고용상 핵분열생성물 특성 분석에 대한 기

초 실험을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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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 다발 용접 기술

- 국내에서 핫셀 용접기술은 한국 원자력연구소에서 듀픽 핵연료 개발 목적으로

핫셀에서 원격 레이저 용접장치를 개발해서 국내 최초로 듀픽 연료봉, NRU 조

사시험 연료봉 및 하나로 조사시험 축소 연료봉(mini-element) 등을 수차례 제

조한 바 있음.

- 핵연료 다발 제조 시 핫셀에서의 원격 용접을 위한 장치개발 및 응용을 위한 실

증실험에 대한 연구는 본 연구가 유일하며, 최근 핵연료주기 기술 개발과 관련

하여 고방사성 핫셀에서 원격 운전 장치 개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제 2 절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고도 전처리 공정개발

1. 국외 연구 동향

○ 미국 INL과 한국 KAERI는 파이로용 전처리공정개발을 목표로 INERI과제(사용

후핵연료 고도 휘발성산화기술개발)를 2007년도 11월부터 3년간 일정으로 수행하

고 있음. INL은 KAERI와 공동으로 KAERI가 주도적으로 개발한 배기체처리 장

치를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로부터 휘발된 Cs, Tc, I를 각기 다른 필터를 이용

선택적으로 포집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음. INL은 소형 회전로를 이용하

여 KAERI가 SIMFUEL을 이용 확인한 다공성 입자제조 개념을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검증하려는 계획을 검토중임.

○ 2008년 일본 CRIEPI는 소결체를 이용 이론밀도 63%, 70%의 다공성 소결체를 제

조하였으며, 이 소결체를 이용 전해환원 실험을 수행한 결과 약 10시간이내 전류

효율 62~64%로 금속으로 환원되는 양호한 결과를 얻었음.

○ 2005년 일본 NDC(Nuclear Development Co) & MHI(Mitsbishi Heavy

Industries)에서는 PULDOX(PULverization and Decladding technology of the

spent OXide fuel by the dry pyrochemical)라는 전처리공정을 개발하였음. 이들

은 사용후핵연료이용 탈피복, 분말화 실험하고, 1000℃, 진공에서 최대 90%의 세

슘 제거 효율을 얻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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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연구 동향

○ KAERI는 2004년 5월부터 3년간 미국 INL, ORNL과 제1차 INERI과제를 수행한

바 있음. 제2차 INERI과제는 파이로 전처리공정개발을 목적으로 미국 INL과

2007년 11월부터 수행중에 있음. (습식공정을 개발하는 ORNL은 INERI과제에서

제외했으면 좋겠다는 미국 DOE의 의견이 있었음)

○ KAERI는 지난 1단계 연구에서 “전해환원 입자원료 제조, 주요 핵분열생성물 미

리 제거, 제거된 핵분열생성물의 선택적 포집” 개념의 PRESENT(Particle size

control, fission products REmoval, SElective Nuclide Trapping) 공정이라 명명

한 고도 전처리공정을 도출하여 이를 실험실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음. 즉, 200

gHM/batch 규모 회전로형 휘발성산화장치를 개발하고, SIMFUEL과 상기 회전

로를 이용하여 다공성 입자 제조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특허출원 하였음. 또

한, 실험실규모 선택적 배기체처리 실험장치를 개발하고 Cs, Tc, I 핵종의 선택

적 포집이 가능한 필터를 개발하여 상기 배기체처리장치를 이용 선택적 포집가

능성을 확인하여 이를 특허 출원 하였음.

제 3 절 건식 재가공 전환체 물성 특성 연구

1. 국외 연구 동향

○ 미국의 새로운 원자력 정책 구상인 GNEP(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에

는 방사성폐기물 발생량 저감 및 사용후핵연료 속에 함유된 초우라늄 원소를 반

감기가 짧은 핵종으로 변환시키고, 이를 연소 소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는 ABR(Advanced Burner Reactor) 개념이 포함되어 있음. 이처럼 사용후

핵연료를 재활용하기 위해 핵분열생성물이 불순물로 다량 함유된 고방사성 물질

을 ABR 연료로 재가공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함. 따라서 재가공된 금속핵연료

또는 산화물핵연료의 노내 건전성 평가를 위한 필수 자료인 물성특성 평가 연구

가 수행 중에 있음.

○ 독일의 ITU에서는 고방사성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이용하여 열확산도 측정을 꾸

준히 해오고 있으며, 초고온에서의 물성 측정과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물성 측

정 분야에서는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일본의 JAEA에서는 사용후핵연

료의 열확산도 측정 장치를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NMIJ에서는 물성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대규모 과제를 수행 중에 있음. 프랑스 CEA에서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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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체-피복관 상호 작용 분야에 관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며, 기계적 상호작용

(Pellet-Clad Mechanical Interaction, PCMI)과 화학적 상호작용(Pellet-Clad

Chemical Interaction, PCCI)으로 나뉘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2. 국내 연구 동향

○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이용한 물성 평가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며, 건식 저장

을 위한 산화거동 실험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음. 현재는 핵분열생성물이 함유된

모의 핵연료를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나 건식 재가공 핵연료의 물성을 평가하고

있음.

○ 세라믹 핵연료의 경우 현재 상용로에서 사용되고 있는 UO2와 경수로용 신형 핵

연료와 미래형 핵연료인 Gd와 Ce 등이 첨가된 UO2 핵연료의 성능 평가를 위해

물성 연구를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주로 비열, 열팽창, 열확산도 및 용융점

등의 열물성과 탄성계수, 크리프 등과 같은 기계물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 모의 핵연료를 이용한 사용후핵연료와 건식 재가공 핵연료의 물성 평가는 비열,

열팽창, 열확산도와 같은 열물성과 탄성계수, 고온경도, 크리프 등과 같은 기계물

성 그리고 산화거동, 핵분열기체 확산계수 측정과 같은 화학적 물성을 측정하여

온도 및 연소도에 따른 모델 개발을 일부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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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건식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제조 기술개발

1.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원격 제조 기술개발

○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이용 탈피복 및 분말화 기술 개선

-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봉 이용 탈피복율 특성 평가 자료 확보

- 저/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분말 입자크기 분포 특성 자료 확보

○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제조 특성 평가

- 저/고연소도 혼합분말 이용 산화물전환체 제조 자격화 공정 성능 검증

○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제조 기술개발

- 전 연소도 범위 사용후핵연료 대상, 각 단위 장치별 자격화 공정 조건 재설정

2. 사용후핵연료 이용 표준물질 제조 기술개발

○ 사용후핵연료 표준물질 제조 기술성 분석

- 건식 재가공 공정을 이용한 표준물질 제조 개념 설정

○ 사용후핵연료 이용 분말형 표준물질 제조

- 사용후핵연료 연소도별 분말형 표준물질 제조 및 특성 평가

- 분말형 표준물질 내 핵분열성물질 물질 및 핵분열생성물 분포 특성 평가

○ 사용후핵연료 이용 펠렛형 표준물질 제조

- 사용후핵연료 연소도별 펠렛형 표준물질 제조 및 화학분석 자료 확보

- 연소도 혼합 분말 이용, 제조한 펠렛형 표준물질 핵물질 분포 특성 및 U, Pu,

연소도 측정 자료 분석

3. 희토류원소 분리 거동 특성 평가(SIMFUEL 이용)

○ 산화공정에 의한 희토류원소 분리거동 특성 평가(SIMFUEL 이용)

- 고온 산화공정에 의한 열처리 온도별 희토류원소 복합성분 상분리율 특성 분석

- 희토류원소 상분리 공정 물질수지 설정 및 응용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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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적 분리에 의한 희토류원소 분리 특성 평가(SIMFUEL 이용)

- 희토류원소 기계적 분리 후보기술 분석 및 방법 선정 : 고구배 자성분리 기술

- 기계적 방법에 의한 열처리 조건별 희토류원소 분리 특성 평가

○ 저함량 희토류원소 함유 분말 이용 산화물전환체 제조 특성 평가(SIMFUEL 이

용)

- 자성분리에 의한 희토류원소 함유 분말 분리 효율 개선

- 고온 열처리 분말 내 희토류원소 함량별 산화물전환체 제조 특성 평가

4. Single 전극 모듈식 다발 용접장치 제작

○ 핫셀 원격 용접 기술성 분석

- Zr-4 접합판 원격 용접기술 분석 및 공정 변수 특성 평가

- 원격 다발 용접장치 모듈화 예비 개념 설정 및 기본 설계 자료 생산

○ Single 전극 모듈식 원격 다발 상단 용접장치 제작

- 원격 다발 상단 용접장치 모듈화 상세 방안 설정

- 상단 용접장치 모듈별 상세 설계 및 도면 작성

- 핫셀 용접성 평가를 위한 정밀치수 측정 기술 분석

○ Single 전극 모듈식 원격 다발 용접장치 제작

- 하단 용접장치 모듈화 개념 설정 및 상세 설계 자료 생산

- Pro-E 이용 모듈식 용접장치 원격성 모의 시험

- 모듈식 상·하단 용접장치 조립 및 제작

제 2 절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고도 전처리 공정개발

1. 사용후핵연료 탈피복 기술개발

○ 저연소도(37 GWd/tU) 사용후핵연료의 2.5 cm Rod-Cut의 경우 500℃, 공기분위

기에서 10시간 산화탈피복시 탈피복율이 99%이상

○ 고연소도(50 GWd/tU 이상) 사용후 핵연료의 경우 산화 탈피복율이 30% 정도로

회전운동이 필요한 것을 확인

○ 고효율 수평형 기계적 슬리팅 장치 이용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60 GWd/tU,

Zirlo 피복관)를 슬리팅하였음. 탈피복율 약 74%였고, 피복관 내면에 26% 핵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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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함.

○ 수평형 기계적 슬리팅 장치를 이용하여 25cm Rod-Cut 1개를 슬리팅하는데 약

0.5분 소요되는 효율적인 공정임

2. 휘발성 산화공정 및 배기체처리 기술개발

○ 휘발성 산화공정의 준휘발성 핵분열생성물 제거율 증대를 위한 준휘발성 핵종 산

화처리 단계의 조건 도출(700℃, 3시간, 산소) 및 고온 단계의 조건 도출(1200℃,

3시간, 7≦압력(torr)≦76 )

○ 회전형 휘발성 산화장치 이용하여 전해환원이 용이한 구형 다공성 연료입자 제조

가능성 확인 및 국내특허 출원

○ 200 gHM/batch 규모 휘발성산화장치 및 배기체 실험장치 설계, 제작 기술 확보

○ 선택적 세슘 및 테크네튬 포집필터 개발

○ 사용후핵연료 이용 필터의 포집성능 확인 및 운전자료 확보

3. 폐피복관 염소 처리 기술개발

○ 기계적 방법을 이용한 Zr 산화피막 제거기 개발

○ 온도, 염소농도 변화에 따른 염소반응 실험 자료 확보

○ 폐피복관 염화물 불순물 제거 실험 장치 설계 제작 및 열처리 실험시 불순물

(Fe+Cr+Sn)함량 감소 실험자료 확보

4. DFDF 핫셀 공정 장비 운용 고도화

○ DFDF 핫셀 10대 원격조정기를 안전하게 해체, 제염, 고장수리, 설치하여 재사용

○ IAEA로부터 DFDF Roof Door 개방 및 핫셀폐기물 RWTF Monolith 이송저장

관련 승인 취득

○ DFDF 핫셀 최초로 폐기물 이송용 캐스크와 Roof Door를 통해 5개 폐기물 용기

를 RWTF Monolith로 안전하게 이송 저장함

제 3 절 건식 재가공 전환체 물성 특성 연구

1. 핵분열 생성물 종류에 따른 건식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열/기계 물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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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의 산화물 전환체 제조공정 확립

- 연소도에 따른 밀링조건, 성형압력, 소결조건 등 모의 산화물전환체 제조공정

확립

○ 핵분열생성물 종류에 따른 재가공 산화물 전환체 열/기계물성 평가

- 연소도 함수의 용융점 모델 도출

- 분말화시간, 산화유도시간, 산화속도, 활성화에너지의 온도와 연소도함수 모델

도출

- 연소도별 모의 산화물전환체의 크리프 변형속도, 항복응력, 탄성계수 온도함수

모델 도출

○ 재가공 금속 전환체 열/기계물성 평가

- 연소도별 온도함수의 비열모델 도출

- 연소도별 온도함수의 열팽창, 밀도, 순간 열팽창계수 모델 도출

- 연소도별 온도함수의 열확산도, 열전도도 모델 도출

- 연소도별 온도함수의 산화속도 모델 도출

- 탄성계수 측정기를 이용하여 상온, 공기분위기에서 탄성계수 측정

2. 건식 재가공 전환체의 핵분열 기체 확산 거동 분석

○ 산화물전환체의 확산계수 자료 생산

○ 금속전환체의 확산계수 자료 생산

○ 고용체 원자가에 따른 확산계수 모델 제시

3. 물성 측정 자료의 신뢰도 평가를 위한 불확도 평가

○ 표준물질을 이용한 측정장비의 시스템 교정 방법 및 물성 종류에 따라 불확도

평가식 제시

○ 시스템 교정을 통한 불확도 평가 기술 개발

- 표준물질 이용 산화속도, 비열, 열팽창, 열확산도 측정 장비의 시스템 교정(B형)

과 반복측정에 의한 A형 불확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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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 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절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본 연구과제는 한-미 공동결정(JD)에 의거하여 고방사성 핫셀에서 실제 사용후핵

연료를 이용하여 연구 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과제로서, 후행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에 필수적인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가공 핵심 기술 자료 및 모의 사용후핵연

료(SIMFUEL)를 이용한 연구 결과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

되고 있는 여러 핵연료주기 기술 대안 연구 개발에 활용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대과제에서 보유한 사용후핵연료 취급 핫셀 시설 및 장비, mock-up 시

설, 그리고 UO2 취급 각종 실험 시설 및 장치들을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위한 국내 선진 핵연료주기 기술 개발에 활용성이 높은 핵심 기술 자료들을 생산하고

관련 타 과제 연구개발에 연계 활용함으로써, 대과제 단계 연구목표를 성공적으로 달

성하였다.

1. 건식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제조 기술개발

- 핫셀 시설 및 관련 장비를 이용하여, 국외적으로 자료 생산이 거의 없는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및 저/고연소도 혼합에 따른 분말화, 핵물질 계량용 표준물질 제조

기술 및 건식 재가공 원격 제조 특성 평가 연구 결과는 국내 선진 핵연료주기 특

히 파이로 공정 등에 활용성이 높은 선행 기술로서, 실제 파이로 공정과의 연계를

통하여 기술 파급성을 증대시키고 있어 과제 연구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였음.

- 본 단계 연구개발에서 구축 중인 모듈식 원격 다발 용접장치 설계 및 원격 운영

성 평가 연구 결과는 사용후핵연료를 취급하기 위한 파이로 및 SFR 핵연료 제조

공정에서 원격 운전장치 개발에 연계 활용함으로써, 기술 파급성이 높은 연구 성

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함.

2.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고도 전처리 공정 기술개발

- 회전형 휘발성 산화장치와 SIMFUEL을 이용하여 성형, 소결 등의 부가 공정이 없

는 휘발성 산화 입자 제조 공정을 개발하였음. 이 공정으로 전해환원공정의 충전

율과 전해환원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최대 20mm 크기의 다공성 입자를 제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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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 세부과제 1 : 건식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제조기술

개발
100

○고연소도 사용후

핵연료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제조 기술개발

-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58, 65

GWd/tU)봉 이용 기계적 탈피복 특성

평가 : 1차 기계적 탈피복(～ 96%),

피복관 hull 산화 처리후 (99% 이상)

-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분말화 공정

개선 : 미분쇄후 분말화 (> 99%

100

- 고연소도

사용후핵연

료봉 이용

핫셀 측정

자료 평가

음. 상기 입자 제조 기술을 PRIDE 전용 Voloxidizer 설계에 반영하여 전해환원공

정에 입자 형태의 원료물질을 공급할 예정으로 파이로 전처리 기술과의 연계 및

파급성을 극대화함으로서, 과제 연구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였음.

- 선택적 세슘 및 테크네튬 포집필터를 개발하여, 석탄회 필터에는 Cs, 칼슘필터에

는 Re(Tc 대용), AgX필터에는 I이 선택적으로 분리 포집되는 기술을 확보하였음.

고연소도, 저연소도 SF를 이용하여 석탄회필터로 세슘 포집한 결과 전량 포집됨

을 확인함으로써 명실공히 배기체 핵종별 분리포집 필터기술을 세계 처음으로 확

보하였음.

3. 건식 재가공 전환체 물성 특성 연구

- 건식 재가공전환체의 물성 측정을 위한 모의 재가공전환체의 제조공정을 확립하

여 재현성 있는 시료의 제공으로 물성 측정 자료의 신뢰성을 향상시켰음. 또한 물

성 측정은 KS, ASTM, ISO 표준 규격에 따라 수행하였으며, 불확도 평가를 통해

물성 자료에 신뢰성을 부여하였음. 핵분열기체 확산은 전산모사 및 조사시험을 통

해 확산계수를 생산하였음. 이러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지경부 국가참조표준센

터로부터 “핵연료재료 물성 특성 데이터 센타”로 지정 받았음.

- 따라서 재현성 있는 물성 측정 자료를 생산과 실험 결과에 대한 창의적 해석을

통해 물성 특성 모델을 개발하여 본 과제의 연구목표인 “건식 재가공 전환체의 열

/기계 물성 자료 생산 및 하나로 조사시험 조건에서의 핵분열기체 확산거동 분석”

을 만족함으로서, 과제 연구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였음.

이상과 같은 각 세부 연구 목표별 주요 연구 개발 실적은 다음 표와 같으며, 계획

대비 연구 목표를 100%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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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 저/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연소도

혼합시(6종류) 산화물전환체 품질기준

(이론밀도 95%이상) 만족 자격화

공정 개선 및 성능 입증

- 제조 단위 공정별 평가 항목 설정 :

탈피복 ～ 산화물전환체 제조공정

-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봉 기계적

탈피복장치 보완 및 성능시험

- 핫셀 원격운전 경험 반영 전 연소도

범위 사용후핵연료 건식재가공

자격화 공정 재설정

- 저/고연소도

사용후핵연

료 혼합분말

이용 원격

제조

- 핫셀 원격

운전 자료

및 know-

how 기술

종합 평가

○사용후핵연료

이용 표준물질

제조 기술 개발

- 신개념 사용후핵연료 표준물질 제조

공정 설정 (특허 출원)

- 사용후핵연료 연소도별 분말형

표준물질 제조 : 6종류(세슘 유무)

- DSNC이용 분말형 표준물질의

핵물질 균질도 ± 5% 만족 입증

- 연소도별 분말형 표준물질 내

핵분열성물질 /연소도 분석

- 연소도별 펠렛형 표준물질 제조 및

DSNC 이용 중성자 계측

- 고연소도 펠렛형 표준물질 화학분석

을 통한 핵분열성물질/ 연소도 특성

평가

100

국내외 기술

자료 분석을

통한 제조

공정 설정

- 저/고연소도

사용후핵연

료 이용

시료 제조

및 DSNC

/화학분석

결과평가

○희토류원소 분리

거동 특성 평가

(SIMFUEL이용)

- 단일/복합성분 희토류원소 이용 고온

산화 열처리 (1,100℃ ～ 1,400℃)에

따른 상분리율 자료 확보 : 30

GWd/tU (>82%), 60 GWd/tU (>91%)

- 희토류원소 함유 입자 분리율 증가를

위한 저온 열처리 공정 조건 설정

- 자성분리 효율 증대를 위한 공정 선정

및 장치 개념 설계

- 희토류원소 함유별 모의 소결체 제조

완료

- 분리 단위공정별 효율 평가

100

- SIMFUEL

이용 열처리

분말 SEM/

화학분석을

통한 상분리

율 평가

- 희토류원소

함유량별

제조 특성

자료생산

○Single 전극

모듈식 원격

다발 용접장치

설계 및 제작

- Zr-4 접합판 용접공정 변수 분석 및

기술 개선

- 모듈식 원격 다발 용접장치 기본 설계

- 원격 다발 상단 용접장치 모듈화 상세

100

- 핫셀 용접

기술 자료

을 통한

장치 개념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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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설정 및 모듈별 상세설계,

도면작성

- Pro-E 이용 모듈장치별 해체/조립

원격 운영성 평가 모의(mock-up) 시험

- 상단 용접장치 제작용 핵심부품 확보

및 기존 멀티핀 용접장치 이용 장치

개량 제작

- 다발 용접강도, 치수측정 공정관리의

판정 기준 비교 및 기술 분석

- 모듈식 하단 용접장치, 연료봉 조립 및

다발 회전부 기본 설계 완료

- Pro-E 이용 각 모듈별 원격 조립, 해체

모의시험을 통한 설계 자료 보완 완료

- 모듈식 원격 다발 전체 용접장치 조립

설계 완료

- 각 모듈별 제작 도면 작성 완료

- 모듈식 원격 다발 용접장치 제작 및

mock-up 시설내 구축

- 기본 설계후

Pro-E 이용

전체장치

모듈별 원격

성 평가를

통한 설계

자료 보완

및 제작도면

작성

■ 세부과제 2 :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고도 전처리 공정

개발
100

○사용후핵연료

탈피복 기술개발

- 정적 조건하 연소도, 산화온도에 따른

산화탈피복 실험자료 확보

- 저연소도(37 GWd/tU) 사용후핵연료의

2.5 cm Rod-Cut의 경우 500℃,

공기분위기에서 10시간 산화시

탈피복율이 99%이상

- 고연소도(50 GWd/tU 이상) 사용후

핵연료의 경우 산화 탈피복율이 30%

정도로 회전운동이 필요한 것을 확인

- 고효율 수평형 기계적 슬리팅 장치

이용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60

GWd/tU, Zirlo 피복관)를

슬리팅하였음. 탈피복율 약 74%였고,

피복관 내면에 26% 핵물질 잔류함.

산화탈피복 방법 추가 적용시 우라늄

회수율 99%였음

- 수평형 기계적 슬리팅 장치를

이용하여 25cm Rod-Cut 1개를

슬리팅하는데 약 0.5분 소요되는

효율적인 공정임

100

-저연소도

산화 탈피복

율: 99%이상

-연소도 60

GWd/tU

기계적

탈피복 후

산화 탈피복

율: 99%이상

○휘발성 산화기술 - 준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의 산화처리 100 -Ru 산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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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공정 조건 도출(700℃, 3시간, 산소)

- 준휘발성 핵분열생성물 제거율

증대를 위한 휘발성 산화공정 조건

도출(1200℃, 3시간,

7≦압력(torr)≦76 )

- 고정형 고온 배기체 처리장치와

In-Line 형인 200 kgHM/batch

회전형 휘발성 산화장치 개발 (국내

특허 출원)

- 회전형 휘발성 산화장치 이용하여

전해환원이 용이한 구형 다공성

연료입자 제조 (국내특허 출원)

- PRIDE 시설 전해환원공정에 구형

다공성 연료입자 제조 장치 개념

설계

89%

-RuO2,

Cs2MoO4

휘발율: 99%

-회전형

Voloxidier

이용 그래뉼

제조

-PRIDE

시설용 장치

금년 제작

(일반회계)

○배기체 처리

기술 개발

- 200 gHM/batch 규모 배기체 실험장치

설계, 제작 기술 확보

- 상압 및 진공하 Cs, Tc, I의 선택적

분리 기술 확보

- 필터의 건전성이 유지되는 세슘의

포집량 분석 및 필터 교체 운영 방식

개발

- 선택적 세슘 및 테크네튬 포집필터

개발

- 사용후핵연료 이용 필터의 포집성능

확인 및 운전자료 확보

100

-SIMFUEL

이용 상압

포집:

XRD분석

결과 선택적

분리 확인

-사용후핵연료

이용 Cs

포집율: 99%

이상

○폐피복관 염소

처리 기술개발

- 염소 가스의 안전취급 시설 확보 및

취급법 체득

- 기계적 방법을 이용한 Zr 산화피막

제거기 개발

- 염소반응 실험장치 설계 및 장치 확보

- 온도, 염소농도 변화에 따른 염소반응

실험 자료 확보

- 폐피복관 산화 온도에 따른 염소 반응

실험 자료 확보

- 산화피막 제거율에 따른 염소반응 실험

자료 확보

- 폐피복관 염소처리법에 대한 공정도

도출

- 폐피복관 염화물 불순물 제거 장치

100

-기계적

산화피막

제거율: 45%

-피복관

반응율: 99%

-폐피복관

처리공정도:

(1차)ZrCl4

비점이용

휘발분리

(2차)저비점이

용 Sn, Nd,

Fe 염화물

휘발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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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DFDF 핫셀

공정 장비 운용

고도화

- DFDF 핫셀의 10대 원격조정기를

안전하게 해체, 제염, 고장수리,

설치하여 재사용

- IAEA로부터 DFDF Roof Door 개방

및 핫셀폐기물 RWTF Monolith

이송저장관련 승인 취득

- 10년간 누적된 핫셀 폐기물을 50리터

폐기물 용기에 정리 적재함

- DFDF 핫셀 최초로 폐기물 이송용

캐스크와 Roof Door를 통해 5개

폐기물 용기를 RWTF Monolith로

안전하게 이송 저장함

- QC로의 파손 알루미나 튜브 교체

100

-원격조정기

10대 수리

-IAEA 승인

취득

-폐기물 5

드럼 이송

저장

-QC로 튜브

교체

■ 세부과제 3 : 건식 재가공전환체 물성 특성 연구 100

○재가공 산화물

전환체 물성

평가

- 연소도(30, 60 120 GWd/tU) 및

고용체 원자가 (+3: Nd, +4: Ce, +5:

Nb)에 따른 밀링(0.5, 0.5, 4hr),

성형압력(300 MPa), 소결조건(1750

℃ 6hr) 등 모의 산화물전환체

제조공정 확립

- 핵분열생성물 종류에 따른 산화속도

측정

- 산화 유도시간, 활성화 에너지의

온도와 연소도 함수 모델

도출(30-120 GWd/tU, 300 -400℃)

- 핵분열생성물 종류에 따른 연소도

(30, 60, 120 GWd/tU)별 모의

산화물전환체 크리프 변형 속도 측정

및 모델 도출

- 핵분열생성물 종류에 따른 연소도

(30, 60, 120 GWd/tU)별 모의

산화물전환체 항복응력 측정 및 모델

도출

- 탄성계수 유도 및 모델 도출

- 고용체 원자가에 따른 연소도별 온도

함수 의 열팽창 측정 및 모델 도출

- 순간 열팽창계수, 밀도 계산 및

모델 도출 (상온-1500 ℃, 30, 60, 120

GWd/tU)

100

-물성측정용

시료의 밀도

기준 95%

이상 만족

-표준규격에

따라 실험

및 자료생산
ASTME2402:05

-원자로 운전

조건에서

크리프,항복

응력측정,

Hooke's law

이용 탄성

계수 계산

-표준규격에

따라 실험

및 자료생산

KS M ISO

113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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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공 금속

전환체 물성평가

- 연소도별 비열 측정 및 온도함수

모델 도출 (상온-600 ℃, 35~80

GWd/tU)

- 연소도별 열팽창 측정 및 온도함수

모델 도출

- 연소도별 온도함수의 순간 열팽창

계수, 밀도 계산 및 모델 도출

(상온-600 ℃, 35~80 GWd/tU)

- 연소도별 열확산도 측정 및 온도함수

모델 도출 (상온-600 ℃, 35~80

GWd/tU)

- 연소도별 온도함수의 열전도도 계산

및 모델 도출 (상온-600 ℃, 35~80

GWd/tU)

- 연소도별 산화속도 측정 및 온도함수

모델 도출 (상온-600 ℃, 35~80

GWd/tU)

- 탄성계수 측정기를 이용하여 상온,

기 분위기에서 탄성계수 측정

100

-표준규격에

따라 실험

수행 및

자료생산

-비열: KS M

ISO 11357

-열팽창: KS M

ISO 11359-2

-열확산도: KS

L 1604

-산화속도: KS

M ISO 11358

-

○재가공전환체

핵분열 기체

확산거동 분석

- 전산모사 이용 산화물전환체의

확산계수 자료 3.19×10-18 cm2/s

- 전산모사 이용 금속전환체의

확산계수 자료 3.73×10-14 cm2/s

100

-문헌값과 잘

일치함

○물성측정 자료의

신뢰도 평가를

위한 불확도

평가

- 표준물질을 이용한 측정장비의

시스템 교정 방법 및 물성 종류에

따라 불확도 평가식 제시

- 비열, 열팽창, 산화속도 및 열확산도

측정 자료의 불확도 평가 자료

100

-ISO측정불확

도 표현

지침(GUM)

및 불확도

전문가 검증

총 계 100

제 2 절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1. 건식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제조 기술개발

- 사용후핵연료 연소도별 탈피복 및 분말화 개선 기술 등의 핵심 기술 자료 등은

파이로 공정을 포함한 핵연료주기 기술개발 원천 기술로 활용 가능.

-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표준물질 제조 기술은 핵연료주기 공정 전반적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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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계량관리에 직접 활용 가능함.

- 다양한 연소도 범위의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전처

리 공정,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제조 특성에 대한 원천 기술 자료를 생산함으로서

사용후핵연료 저장 및 재순환, 처분 등 핵연료 주기 연구 개발에 필수적인 기술

자료를 생산할 수 있음.

- 파이로 공정에 앞서 불순물 제어를 위한 전처리 공정으로 활용하여 공정의 효율

을 높일 수 있는 선행 공정으로서 역할도 기대됨.

- 건식 공정에 의한 불순물 제어을 통하여 불순물이 낮은 분말을 별도 공정으로 처

리함으로서 재순환 핵연료 주기 공정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리 용량의 증대가 기

대되며, 아울러 원격 제조 공정 효율 및 제조된 전환체의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 사용후핵연료 연소도별 건식 재가공 특성 평가 자료는 파이로 공정 개발과 연계

하여 관련 분야에 직접적으로 활용함.

2.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고도 전처리 공정 기술개발

- 회전형 휘발성 산화장치와 SIMFUEL을 이용하여 성형, 소결 등의 부가 공정이

없는 휘발성 산화 입자 제조 공정을 개발하였음. 이 공정으로 전해환원공정의 충

전율과 전해환원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최대 20mm 크기의 다공성 입자 시작품을

제조하였음. 상기 입자 제조 기술을 PRIDE 전용 Voloxidizer 설계에 반영하여

전해환원공정에 입자 형태의 원료물질을 공급할 예정임. 상기 기술을 특허출원하

여 원천기술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였음.

- 선택적 세슘 및 테크네튬 포집필터를 개발하여, 석탄회 필터에는 Cs, 칼슘필터

에는 Re(Tc 대용), AgX필터에는 I이 선택적으로 분리 포집되는 기술을 확보하였

음. 상기 기술로 인해 염폐기물 처리공정의 고준위폐기물 발생량이 줄어들고, Cs

필터는 감마소스로 활용할 수 있는 우수한 기술임. 관련 기술을 국내특허로 출원

하였으며, 2010년 상반기 미국 특허로도 출원하여 원천기술을 확보하는데 기여하

겠음.

- 저연소도와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50 GWd/tU 기준) 이용 산화 탈피복 및 기계

적 탈피복 핫셀 시험을 통하여 탈피복율 99% 이상의 공정조건을 설정하고, 향후

공학규모 탈피복 공정 개발을 위해 필요한 핵심자료를 확보하는데 기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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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식 재가공 전환체 물성 특성 연구

- 건식 재가공 전환체 물성특성연구 결과는 국내의 타 핵연료 관련 연구 분야(사용

후핵연료 관리, SFR핵연료, 신형핵연료 등)를 선도하고 있으며, 이들 과제의 수

행에 많은 참고 자료 및 기술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재가공 전환체 내의 핵분열기체 확산거동 분석 결과는 국내의 타 핵연료 관련 연

구 분야(사용후핵연료 관리 등)를 선도하고 있으며, 이들 과제의 수행에 많은 참

고 자료 및 기술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물성 측정 자료 신뢰도 평가를 위한 불확도 평가 기술개발 결과는 핵연료 및 재

료물성 측정자료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기술로서 관련 연구 분야(사용후핵연료 관

리, 미래형 산화물핵연료, 신형핵연료 등)를 선도하고 있으며, 이들 과제의 수행

에 많은 참고 자료 및 기술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모의 건식 재가공 전환체 제조 공정 확립, 물성 특성 분석 기술 등은 신개념 핵

연료 연구개발에 있어 필히 확보해야 하는 필수 요소 기술로서, 본 과제가 다양

한 선행 연구 결과를 생산하고 있음.

- 불순물을 다량 함유한 건식 재가공 전환체의 물성 특성 분석 기술은 GEN-IV 등

미래형 핵연료주기 시스템에 사용되는 신개념 핵연료의 성능 해석 기술 발전에

공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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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제 1 절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체계 구축

본 대과제는 사용후핵연료를 형질 변경하여 후행 핵연료주기에 공통으로 필요한 핵

심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연구 과제로서, 다음과 같은 주요 연구를 수행

하였다.

○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원격 제조 기술개발

○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고도 전처리 공정 및 배기체 처리 기술 개발

○ 건식 재가공전환체 물성과 핵분열기체 확산 거동에 미치는 불순물 종류의 영향

분석

본 연구 개발을 통하여 구축한 각 연구 항목별 세부과제 및 타분야 에의 활용방안

체계를 아래와 같이 구축하였다.

§ 핵연료 원격 제조 장치, 설계/제작 기술 및 운용 기술, 금속전환체 물성 자료SFR 핵연료

§ 핫셀 공정장비 운용 기술, SF 표준물질 시제품, SF 탈피복 공정 자료파이로 시스템

§ SIMFUEL 다공성 입자, 전처리공정 물질수지 자료, 금속전환체 물성특성 자료파이로 공정

§ 핵연료 원격 제조 장치, 설계/제작 기술 및 운용 기술, 금속전환체 물성 자료SFR 핵연료

§ 핫셀 공정장비 운용 기술, SF 표준물질 시제품, SF 탈피복 공정 자료파이로 시스템

§ SIMFUEL 다공성 입자, 전처리공정 물질수지 자료, 금속전환체 물성특성 자료파이로 공정

• 다성분 배기체 처리기술
• DFDF 핫셀 장비 보수

• S/F 연소도별 산화
특성 자료

•연소도별 SIMFUEL 
•연소도별 산화 거동 자료

• SF 산화 실험 자료

건식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제조 기술 개발

건식 재가공
전환체

물성 특성 연구

•산화물전환체 특성 자료
•표준물질 시제품

•연소도별 분말화 자료
•고방사성핵종 방출거동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고도 전처리
공정 개발

고준위폐기물

장기 관리

기술 개발

악티나이드

위해도 저감

기술개발

재가공전환체
물성자료

전처리공정
폐기물 특성자료

SIMFUEL
공급

스크랩
재활용기술

• 다성분 배기체 처리기술
• DFDF 핫셀 장비 보수

• S/F 연소도별 산화
특성 자료

•연소도별 SIMFUEL 
•연소도별 산화 거동 자료

• SF 산화 실험 자료

건식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제조 기술 개발

건식 재가공
전환체

물성 특성 연구

•산화물전환체 특성 자료
•표준물질 시제품

•연소도별 분말화 자료
•고방사성핵종 방출거동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고도 전처리
공정 개발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고도 전처리
공정 개발

고준위폐기물

장기 관리

기술 개발

악티나이드

위해도 저감

기술개발

재가공전환체
물성자료

전처리공정
폐기물 특성자료

SIMFUEL
공급

스크랩
재활용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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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항목

세부과제 간

연계

타분야 연계

활용 세부과제 및 타분야

활용 연계 내용생산

과제

활용

과제

연계

타과제명

활용

시점

사용후

핵연료

연소도별

분말화 특성

자료

세부 1
세부 2

세부 3

고온

용융염

전해환원

공정개발

2009년

상반기

-실제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별 분말

화 특성 자료를 확보하고, 전해환원

공정에 활용 가능한 분말 입자크기

제어 자료를 생산중임.

-전해환원 공정과 연계 세미나를 개

최하고 자료 활용 방안을 논의하여,

2009년도에 분말 입자 제공
핵물질

계량용

표준물질

제조

특성 자료

세부 1 세부 3

핵물질

계량

안전조치

기술개발

2009년

하반기

-2008년에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

한 분말형 표준물질 제조 및 특성

평가 자료를 확보하였음.

-핵물질 계량용으로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안전조치 분야와 주기적으로

사
용
후
핵
연
료

건
식

재
가
공

기
술
개
발

핵주기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개발

PWR

사용후핵연료

부피 감용

기술개발

고준위폐기물

장기 관리

기술 개발

§SIMFUEL 물성 자료
§금속전환체 물성 자료

고속로핵연료

핵심 기반

기술개발

§핵연료 원격 제조 장치
설계/제작 기술 및 운용 기술

§금속전환체 물성 자료

§고속로 핵연료 설계 시방

§SIMFUEL 제조 기술
§고방열/장수명 핵종 거동 특성

§금속전환체 조성 자료

§사용후핵연료 연소도별 분말화 특성 자료
§핫셀 공정장비 운용 기술

§SF 탈피복 공정 자료
§분말화 공정 자료
§금속전환체 물성 자료

§SF 탈피복/분말화 장치 설계요건
§공학 규모 탈피복장치 설계요건
§SF 표준물질 설계 자료

§SF 표준물질 시제품
§SIMFUEL 제조 기술
§고도 핫셀 운영 기술

악티나이드

위해도 저감

기술개발

§SIMFUEL 제조 기술
§SF 분말화 기술 및 특성 자료

사
용
후
핵
연
료

건
식

재
가
공

기
술
개
발

핵주기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개발

PWR

사용후핵연료

부피 감용

기술개발

고준위폐기물

장기 관리

기술 개발

§SIMFUEL 물성 자료
§금속전환체 물성 자료
§SIMFUEL 물성 자료
§금속전환체 물성 자료

고속로핵연료

핵심 기반

기술개발

§핵연료 원격 제조 장치
설계/제작 기술 및 운용 기술

§금속전환체 물성 자료

§고속로 핵연료 설계 시방

§SIMFUEL 제조 기술
§고방열/장수명 핵종 거동 특성

§금속전환체 조성 자료

§사용후핵연료 연소도별 분말화 특성 자료
§핫셀 공정장비 운용 기술

§SIMFUEL 제조 기술
§고방열/장수명 핵종 거동 특성

§금속전환체 조성 자료

§사용후핵연료 연소도별 분말화 특성 자료
§핫셀 공정장비 운용 기술

§SF 탈피복 공정 자료
§분말화 공정 자료
§금속전환체 물성 자료

§SF 탈피복/분말화 장치 설계요건
§공학 규모 탈피복장치 설계요건
§SF 표준물질 설계 자료

§SF 표준물질 시제품
§SIMFUEL 제조 기술
§고도 핫셀 운영 기술

§SF 탈피복 공정 자료
§분말화 공정 자료
§금속전환체 물성 자료

§SF 탈피복/분말화 장치 설계요건
§공학 규모 탈피복장치 설계요건
§SF 표준물질 설계 자료

§SF 표준물질 시제품
§SIMFUEL 제조 기술
§고도 핫셀 운영 기술

악티나이드

위해도 저감

기술개발

§SIMFUEL 제조 기술
§SF 분말화 기술 및 특성 자료
§SIMFUEL 제조 기술
§SF 분말화 기술 및 특성 자료

제 2 절 연구개발 결과 활용실적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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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하고, 2009년도에 분말형 표준

물질 활용을 우선 추진키로 함

희토류원소

상분리 특성

자료

세부 1 세부 3

고온

용융염

전해환원/

전해정련

공정 개발

악티나이

드 위해도

저감화

기술개발

2010년

이후

-SIMFUEL 이용한 파이로공정 실험

자료 확보후 희토류원소 사전 분리

의 응용성을 평가하고자 함.

-본 기술의 파생 응용분야로서, 파이

로공정 포함 후행 핵연료주기 기술

개발분야에서 최근에 SIMFUEL 이

용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수행되어

SIMFUEL 공급 및 관련 제조기술

연계가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모듈식 원격

다발

용접장치

설계 자료

세부 1 세부 2

소듐냉각

고속로

핵연료

핵심기반

기술 개발

2008년

～

2009년

-2008년에 소듐냉각 고속로용 핵연료

핵심 기술개발 과제에 참여하여

TRU 금속 핵연료심 원격 제조용

장치의 모듈화 및 개념설계 기술 개

발에 본 기술을 접목하여 활용 중에

있음

산화 및

기계적

탈피복

실험결과

세부 2 세부 1

핵연료주

기 원격

취급

기술개발

2010년

이후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연소도

별 산화 탈피복 및 기계적 탈피복

기술의 핫셀 시험 자료를 확보하고

기술 개선중에 중에 있음

-대용량 탈피복 기술 개발을 위하여

본 시험자료를 바탕으로 원격취급

기술개발 분야와 연계 세미나를 개

최하고 자료 활용 방안을 지속적으

로 논의중에 있음

휘발성산화

공정

실험자료

(Cs, NM, I

핵종제거율)

세부 2
세부 1

세부 3

PRIDE

전용

산화처리

및

입자제조

장치개발

2009년

3분기

-2008년 4월, 12월 개최된 과제간 연

계회의에서 Cs, NM, I 등의 핵종

휘발율, 휘발성산화물질의 방사능,

붕괴열 등 자료를 제시함. 이를 바

탕으로 PRIDE 시설에 설치될 장치

의 설계에반영함

SIMFUEL

U3O8

입도제어

결과

세부 2 세부 1

고온

용융염

전해환원

공정개발

2009년

2분기

-200 gHM/batch 규모 회전형 고도

휘발성 산화장치(voloxidizer)에서

성공적으로 제조되는 구형 다공성

SIMFUEL 그래뉼을 “고온 용융염

전해환원 공정 개발”과제에 2회 제

공. 공정연계세미나

고도 전처리 세부 2 세부 1 고온 2009년 -여러 가지 조건(분위기, 온도,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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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조건

용융염

전해환원

공정개발
3분기

등)에서 실험한 결과를 바탕으로

PRIDE 시설에 장착될 25 kg 규모

휘발성산화장치를 본 과제 연구원들

이 2009년 “PRIDE 전용 산화처리

및 입자제조 장치개발”과제를 수행

하여 반영함

배기체

실험자료 세부 2 세부 1

염폐기물

재생고화

시스템

개발

2010년

이후

-여러 가지 조건(분위기, 온도, 압력

등)에서 핵종별 선택적으로 포집한

필터 실험결과와 필터 운전조건, 필

터 교환조건을 바탕으로 ESDF 시

설에 장착될 대용량 휘발성산화장치

의 배기체처리시스템를 본 과제 연

구원들이 직접 참여 설계할 예정임.

건식 재가공

전환체 기계

물성 자료

세부 3 세부 1

사용후핵

연료관리

사용후

핵연료

저장용기

개발

핵연료

성능평가

2009년

초

-건식 재가공 전환체의 크리프, 항복

강도 및 탄성계수와 같은 기계물성

은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및 처분의

건전성 평가와 회수우라늄의 재활용

또는 pyro-processing과 같은 사용

후핵연료를 재가공하는 공정의 전처

리에 필요한 기초물성자료임. 본 과

제에서 생산한 기계물성자료는 사용

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와 재할용을

위한 공정에 필요한 자료임.

-사용후핵연료 저장 및 수송과제와

연계하여 본 과제에서 생산한 기초

물성자료를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본 과제에서 생산한 물성자료를 경

제적이고, 접근 및 활용이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웹상에 DB를 구축할 계

획임.

-국가참조표준센터에서 운영하는 DB

시스템에 본 과제에서 생산한 물성

자료 DB를 접목시킬 계획을 논의

중에 있음.

건식 재가공

전환체

열물성 특성

세부 3 세부 1

고온

용융염

전해환원

공정개발

파이로

2009년

말

-건식 재가공전환체의 비열, 열팽창

및 열전도도와 같은 열물성과 산화

속도와 같은 화학물성은 금속전환체

의 냉각특성, 온도분포, 산화진행 상

황 파악 등과 같이 저장 및 처분의

건전성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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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금속핵연

료 성능

평가

회수

우라늄

재활용

는 인자임. 이런 물성 자료는 금속

전환체의 용기개발 등에 필요한 기

초자료임.

-본 과제에서 생산한 건식 재가공전

환체의 열물성자료는 전화환원공정

및 저장용기 개발의 기초자료로 제

공할 계획임.

-본 과제에서 생산한 물성자료를 경

제적이고, 접근 및 활용이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웹상에 DB를 구축할 계

획임.

-국가참조표준센터에서 운영하는 DB

시스템에 본 과제에서 생산한 물성

자료 DB를 접목시킬 계획을 논의

중에 있음.

재가공

전환체

핵분열기체

확산거동

자료

세부 3 세부 2

핵연료

설계 및

성능평가

사용후

핵연료

고도전처

리 공정

2010년

말

-재가공전환체의 핵분열기체 확산거

동은 저장용기내의 압력상승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자임. 이런

물성 자료는 재가공전환체의 장기건

전성 평가와 용기개발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임.

-본 과제에서 생산한 자료는 전화환

원공정 및 저장용기 개발의 기초자

료로 제공할 계획임.

-본 과제에서 생산한 물성자료를 경

제적이고, 접근 및 활용이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웹상에 DB를 구축할 계

획임.

-국가참조표준센터에서 운영하는 DB

시스템에 본 과제에서 생산한 물성

자료 DB를 접목시킬 계획을 논의

중에 있음.

물성측정

자료의

불확도

세부 3
세부 1

세부 2

원자력

수출

2010년

말

-실험장비 및 측정 자료의 불확도 평

가는 본 과제에서 생산한 물성자료

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함.

-원자력수출시 신뢰성이 확보된 물성

자료를 제공함으로서 수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주) 1. 세부과제 1 : 건식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제조 기술개발

2. 세부과제 2 :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고도 전처리 공정개발

3. 세부과제 3 : 건식 재가공 전환체 물성 특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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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Metal Fuel Cycle, Global 2009, Paris (2009)

○ Preliminary Results of Voloxidation Processing of Kilogram Quant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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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Paris (2009)

○ Marcoule Pierrelatte Brochure, CEA(2009)

○ Marcoule Atalante Brochure, CEA(2009)

제 3 절 건식 재가공 전환체 물성 특성 연구

○ M. Kurata, T. Inoue and C. Sari, "Redistribution behavior of various

constituents in U-Pu-Zr alloy and U-Pu-Zr alloy containing minor

actinides and rare earths in a temperature gradient, J. Nucl. Mater., 208

(1944) 144-158

○ ISO, Guide to the Expression of Uncertainty in Measurements, (ISO,

Geneva,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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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건식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제조 기술개발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국제적인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여 지속적인 원자력 기술 이용을 위해서

는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은 필연적이며, 국제적으로 투명성이 확보된 핵비

확산성 후행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기술 개발

이 필수적이지만, 국내 여건상 초우라늄 원소와 같이 민감 물질이 함유된 사용후핵연

료 이용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다. 그러나 본 과제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이용한

건식 재가공 원격 제조 연구가 유일하게 접근이 가능하며,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

한 건식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원격 제조 기술개발 연구를 통해 불순물이 다량 함유된

사용후핵연료 재순환을 위한 핵연료 주기 기술개발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핵심

기반기술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가공 기술의 후행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에의 지속적이

고 다양한 활용을 위하여, 최근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과 연계하여 현재의 기술 수준

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 요소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다. 특히 최근 핵연료 고연소도화 특

성을 반영하여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제조 특성에 미치는 연소도

영향 평가 및 핵물질 계량용 표준물질 제조 기술개발, 그리고 고방사성 핵물질을 이용

한 신뢰도 높은 핫셀 운용기술 및 장비 개선 등의 관련 기반기술 확립이 요구된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최종 목표 및 단계별 연구 목표

○ 최종 목표

- 연소도 특성 반영한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원격 제조기술 및

자격화 공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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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 주요 연구 수행내용

○ 단계(‘07 ∼’09) 목표

-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이용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원격 제조기술 및 자료 구축

가.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원격 제조 기술개발

(1)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분말화 기술 개선

(2)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산화물전환채 제조 특성 평가

(3)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산화물전환채 제조 기술 개발

나. 사용후핵연료 이용 표준물질 제조 기술개발

(1) 사용후핵연료 표준물질 제조 기술성 분석

(2) 사용후핵연료 이용 분말형 표준물질 제조

(3) 사용후핵연료 이용 펠렛형 표준물질 제조

다. 희토류원소 분리거동 특성 평가

(1) 산화공정에 의한 희토류원소 분리거동 평가(SIMFUEL 이용)

(2) 기계적 분리에 의한 희토류원소 분리특성 평가(SIMFUEL 이용)

(3) 저함량 희토류원소 함유 분말 이용 산화물전환체 제조특성 평가(SIMFUEL

이용)

라. Single 전극 모듈식 다발 용접장치 개발

(1) 핫셀 원격 용접 기술성 분석

(2) Single 전극 모듈식 원격 다발 용접장치 설계

(3) 핫셀 용접성 평가를 위한 정밀치수 측정기술 분석

(4) Single 전극 모듈식 원격 다발 용접장치 제작

IV. 연구개발 결과

1.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원격 제조 기술개발

가.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이용 탈피복 및 분말화 기술 개선

•연소도 50,000 MWd/tU 이상 사용후핵연료 탈피복 및 분말화 기술 개선

- 영광 원전 방출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연료봉(J502-R13 : 연소도 52,000

MWd/ tU, J502-C16 : 60,000 MWd/tU) DFDF로 이송 및 연소도 특성 자료 확

보 : 산화 탈피복 및 분말화 시험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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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58,000, 65,000 MWd/tU)봉 이용, 기계적 탈피복 방법

에 의한 핵연료 회수율(탈피복율) 특성 평가 자료를 확보함 : 종합적으로 기계

적 방법에 의한 탈피복율은 94 ～ 96%, 잔류 피복관 hull을 추가 산화 처리할

경우 총 탈피복율은 99% 이상이었음.

- 사용후핵연료봉 두께 및 직경에 무관하고 연속 탈피복 공정이 가능한 수평형

기계적 탈피복 장치 설계, 제작하고,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봉을 이용하여 탈피

복 핫셀 성능 시험을 수행한 결과 응용성을 확인하였으며, 일부 개선 사항을 도

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격 운전이 용이하도록 신규 장치를 제작함.

•제조된 산화물전환체 분말 특성 평가

- 연소도 65,000 MWd/tU 사용후핵연료 경우 1차 산화에서 미산화된 덩어리

sieve 분리, 미분쇄후 OREOX 처리시 99%이상 분말화를 위한 공정을 제시하

고, 58,000 MWd/tU 사용후핵연료는 1차 산화로 99%이상 분말화 가능함을 확

인함.

- 저/고연소도(35,000, 65,000 MWd/tU) 사용후핵연료 분말 입자크기 분포 분석

결과, 산화분말은 40㎛ 이하가 92%이상, OREOX 분말은 70㎛가 약 82%이었음.

나.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제조 특성 평가

•저/고연소도 혼합분말을 이용한 산화물전환체 제조 특성 평가

- 저연소도 사용후핵연료봉 (37,000 MWd/tU, Q43-F16) 1 kg을 DFDF 핫셀내로

이송하여 전처리분야 산화 탈피복 핫셀 실험에 사용.

- 연소도가 다른 사용후핵연료가 혼합될 경우 분말화 및 산화물전환체 제조 특성

을 평가를 위하여, 연소도별 혼합비율 기준을 설정함 : 연소도 45,000 MWd/tU

기준 베취별 Cm 함량(0.006%) 동일하게 저/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혼합하여 6

베취 제조 특성을 평가함 [3 베취(1X～3X) : Cs 함유, 3 베취(4X～6X) : Cs 미

함유].

- 6 베취별 제조된 최종 압분체 특성 평가 결과, 단일 연소도의 경우에 비하여 낮

은 밀도를 보였음.

•산화물전환체 제조 특성에 미치는 열처리 영향 평가

- 연소도 혼합에 따른 산화물전환체 원격 제조시, 기존 자격화공정 소결조건

(1,800 ℃, 10시간)에서 제조된 각 베취별 소결체 밀도는 이론밀도의 약 93% 로

품질 기준(95% TD 이상)을 만족 못함.

- 연소도 혼합 산화물전환체 품질기준(이론밀도 95%이상)을 만족할 수 있는 자격



- iv -

화 공정을 개선하고 성능을 검증함 : 개선된 소결 공정조건 (1,300 ℃, 3시간 →

1,800 ℃, 10시간)

다.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제조 기술개발

•제조 단위공정별 최적 조건 설정

- 10년간의 핫셀 원격 운전 경험을 반영하여 단위 공정별 원격 제조 장치의 운영

기술을 종합 평가함.

- 탈피복 공정 : 기계적 탈피복장치를 이용하여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봉 기계적

탈피복 특성 시운전을 수행하고, 원격 탈피복 공정장치의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신규 탈피복장치를 제작함.

- 분말화 공정, 밀링, 압분, 소결 공정 : 각 단위 공정별로 원격 운영 경험을 평가

하고, 기존 장치 도면을 바탕으로 단위 장치별 모듈화 형상을 제시함.

•원격 제조 자격화 공정 종합 평가

- 전 연소도 범위의 사용후핵연료를 대상으로 산화물전환체 제조를 위한 각 단위

장치별 개선 사항을 바탕으로 자격화 공정 조건을 재설정함.

2. 사용후핵연료 이용 표준물질 제조 기술개발

가. 사용후핵연료 표준물질 제조 기술성 분석

•산화물전환체 형태별 표준물질 평가 방법론 개발

- 사용후핵연료내 핵물질 계측용 표준물질 관련 자료 조사를 통하여 건식 재가공

공정을 이용한 표준물질 제조 개념을 설정함.

•산화물전환체 표준물질 제조 기술성 분석

- 기존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가공 공정에서 확립된 품질보증 문서 체계를 활용하

여 균질한 핵물질 계측용 표준물질 제조용 건식 재가공 공정 제조 공정도를 설

계함.

- 분말 압분/소결 조건 조절을 통한 밀도 변화 및 연소도별 혼합을 통한 핵물질

함량 변화가 가능한 제조 방안을 도출하고, 세슘 방출분율 변화를 통한 감마선

원 함량 조절 가능 사용후핵연료 표준물질 제조 방안을 도출함.

나. 사용후핵연료 이용 분말형 표준물질 제조

•핵분열성물질 함량별 분말형 표준물질 제조 및 특성 평가

- 연소도별(27,000 ～65,000 MWd/tU)로 세슘이 미함유된 소결체 재산화하여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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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분말형 표준물질을 제조함.

- 사용후핵연료 연소도별 핵분열성 물질 함량을 ORIGEN 코드 계산 결과를 바탕

으로 분석하고, 27,000 ～65,000 MWd/tU 범위 연소도별 분말에 대하여 DSNC

이용 중성자 선량을 측정함.

- DSNC 중성자 선량 반복측정에 의한 분말형 표준물질 균질도를 측정한 결과,

샘플간 편차는 Cm 분포 균질도 기준으로 ± 5% 만족함.

- 사용후핵연료 연소도 혼합 기준(4.0%, 45,000 MWd/tU, Cm 함량 0.006 wt%)을

설정하고, 저/고 연소도 혼합 분말을 DSNC를 이용하여 중성자 선량을 측정함.

•분말형 표준물질 내 핵분열성물질 물질 및 핵분열생성물 분포 특성 평가

- 35,000, 58,000, 65,000 MWd/tU 사용후핵연료 분말형 표준물질 4 종류의 화학분

석을 위하여 시료를 이송하고 분말 시료내 U, Pu 동위원소 함량의 화학분석 자

료를 확보함.

- ORIGEN 코드 결과와 화학분석 결과 비교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 연소도 보

정이 필요함을 확인함.

다. 사용후핵연료 이용 펠렛형 표준물질 제조

•연소도별 펠렛형 표준물질 제조 및 특성 평가

- 건식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제조 공정을 이용한 화학적으로 매우 균질한 펠렛형

표준물질을 제조할 수 있는 공정을 설정함 : 펠렛형 표준물질내 샘플링 위치에

따라 민감 물질의 농도가 변화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음.

- 펠렛형 표준물질 대상 사용후핵연료 연소도를 설정함 : 단일 연소도(27,000,

35,000, 65,000 MWd/tU), 연소도 혼합(45,000 MWd/tU).

- 저연소도 (27,000, 35,000 MWd/tU)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펠렛형 표준물질

를 제조하고, 화학분석(U, Pu, 연소도 측정) 자료를 확보함.

-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이용, 연소도별 펠렛형 표준물질를 제조하고, 펠렛형 표

준물질의 상대밀도를 평가함.

- 사용후핵연료 표준물질 활용도를 높이고 오염 및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하여

지르칼로이 재질의 표준물질 밀봉용 봉형 용기를 설계하고 제작하였음.

•펠렛형 표준물질내 핵분열성물질 및 핵분열생성물 분포 특성 평가

- 펠렛 내 핵물질 균일도 증가를 위한 제조공정 개선을 위하여 혼합 연소도 펠렛

의 중성자 방출 특성을 DSNC를 활용하여 핵물질 균일도를 평가함.

- 입수한 IAEA 표준선원을 활용, DSNC의 측정 효율 평가 결과 약 4.4%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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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기존 약 8 ∼ 10.8%보다 낮은 값을 보여 보정함.

- 연소도 혼합 분말을 이용하여 제조한 펠렛형 표준물질의 핵물질 분포 특성을

DSNC를 활용하여 평가하였으며, U, Pu 및 연소도 측정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분석함.

3. 희토류원소 분리 거동 특성 평가

가. 산화공정에 의한 희토류원소 분리거동 특성 평가(SIMFUEL 이용)

•고온 산화공정에 의한 희토류원소 복합성분 상분리 거동 특성 분석

- 단일성분 희토류 원소(Ce, Nd, Sm, Eu, Gd)를 이용하여 열처리 온도에 따른 상

분리 거동 분석 결과, 상분리율은 온도가 증가할수록 높아짐을 확인함 : 연소도

30,000 MWd/tU에서는 82% 이상, 60,000 MWd/tU에서는 91% 이상임.

- 복합성분(Sr, Zr, Nd) 희토류 원소 상분리 거동 분석 결과, 희토류 원소는 Sr과

함께 고농도로 농축되고 Zr에는 일부 농축됨을 확인함.

•희토류원소 분리기술 응용성 평가

- 희토류 상분리 공정 물질수지를 설정하고, 상분리율 및 기계적 분리효율을 가정

한 물질수지를 설정하여 희토류 상분리 공정의 파이로 공정에의 응용 가능성을

분석함.

나. 기계적 분리에 의한 희토류원소 분리 특성 평가(SIMFUEL 이용)

•희토류원소 기계적 분리 후보기술 분석 및 방법 선정

- 건식법에 의한 기계적 분리 후보 공정 기술을 비교한 결과, 후보 기술로서 진동

체 분리, 고구배 자성분리 기술(자성이 낮은 상자성 미세 입자 분리 가능, 자성

SUS필터 이용)을 선정함.

•기계적 방법에 의한 희토류원소 분리 특성 평가

- 고농도 희토류원소 고용 (U1-yREy)O2+z 입자 입도크기(0.5～1.5 ㎛)와 U3O8 상

입도크기(10 ㎛ 이상) 차이에 의하여 기계적 분리를 위한 기초 자료 확보함.

- 환원․저온(360℃) 산화조건하에서 열처리에 의한 고농도 희토류원소 함유 결합

입자의 분리율이 증가함을 확인함 : U3O8이 비교적 균일하게 파쇄되어 분리됨.

- 진동/Sieve 이용 기계적 분리 특성 평가 결과, 20 ㎛이상의 분말에도 약 1.5 ㎛

입자인 (U1-yNdy)4O9 가 분포하며 20 ㎛이하의 분말에도 U3O8 입자들이 분포되

어 분말 입도차이에 의한 분리는 힘든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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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석 이용 기계적 분리를 위하여 희토류원소 함유량이 다른 상들의 자화율 측

정 결과, (U1-yREy)4O9 자화율이 U3O8 자화율보다 약 5배 높으며, 오존 처리시

자화율 차이가 큰(약 90배 차이) 분말을 제조할 수 있음을 확인함 : UO2 >

U4O9(UO2.25) > U3O8 > UO3

- 저온 환원․산화처리 분말 및 오존처리 분말 이용한 자성분리 특성 실험 결과,

U1-yNdy)4O9 입자 분리율은 환원․산화(350℃) 2회 반복/오존처리 포집분말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였음.

- 고구배 자성을 이용한 희토류원소 함유 분말의 기계적 분리 공정조건을 설정하

였음.

다. 저함량 희토류원소 함유 분말 이용 산화물전환체 제조 특성 평가(SIMFUEL

이용)

•희토류원소 함유 분말 분리효율 및 제조 특성 평가

- 저온 환원․산화 반복 처리함에 따른 자성분리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대용산화

물(NiO : U1-yREy) O2+z대용, Y2O3: UO3대용)을 이용하여 평가한 결과, 반복처

리회수 증가에 따라 (U1-yREy)O2+z 포집율은 증가하나 UO3는 감소함을 알 수

있었음.

- 고온산화 처리된 결합입자가 분리된 분말을 이용, 자성분리 실험 수행 결과, 반

복 처리에 따라 포집물의 함량이 감소하고 투과물 내의 희토류 원소 조성은

감소함을 보임.

- 결합입자 분리 개선을 위하여 밀링 공정 도입 및 자성분리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추가 분리공정 흐름도를 설정하고, 자성 분리 실험을 통하여 희토류원소

함유 분말의 분리 가능성을 확인함.

- 고온 열처리 분말내 희토류원소 함량 변화에 따른 산화물전환체 제조 특성 평

가 결과, 밀링 공정을 도입할 경우 희토류원소 함량에 무관하게 품질 기준인 이

론밀도의 95% 이상을 만족함을 확인함.

4. Single 전극 모듈식 다발 용접장치 제작

가. 핫셀 원격 용접 기술성 분석

•Zr-4 접합판 원격 용접기술 분석

- DFDF 핫셀에서 다발 원격 용접공정 개발을 위하여 Zr-4 end-plate 용접공정

변수의 제어 및 다발용접 공정변수의 자료 구축을 통하여 end-plate 용접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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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weld line 분석, 균일한 접합강도 유지 및 다발 치수검사 등의 기술 특성을

분석함.

- Zr-4 접합판 용접공정 변수 분석을 통하여 핫셀 용접시 개선하여야 할 기술 항

목은 end-plate 용접을 위한 연료봉 원격조립 특수치구 개발, Zr-4 용접부 weld

line 제거를 위한 용접변수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함.

•모듈식 원격 다발 용접장치 기본설계

- 기존에 수행한 multi-pin 집합연료 용접장치의 개선 사항을 분석한 후 조작과

크기 면에서 간결하고 핫셀에서 다발 제조 및 원격조립을 개선할 수 있는 모듈

화 예비 개념을 설정하였음.

- 모듈식 원격 용접장치 주요 구성을 크게 상단부, 가지전극 교환부, end-plate 이

송 삽입부, 다발 회전부 및 다발의 상하 조정을 위한 하단부로 모듈화하고 기본

설계 자료를 생산함.

나. Single 전극 모듈식 원격 다발 상단 용접장치 제작

•원격 다발 상단 용접장치 모듈화 상세 방안 설정

- 모듈식 원격다발 상단용접장치의 기본 요소를 구성하고, 원격 운전을 고려하여

각 주요 세부 모듈별 설계 반영 사항을 설정함.

•상단 용접장치 모듈별 상세 설계 및 도면 작성

- 상단 주전극 용접헤드 조립을 위한 기본 설계 및 도면을 작성하고, Pro-E를 이

용한 용접헤드 3D 설계 및 도면 분석을 통하여 상단 주전극 용접헤드 원격 모

의 성능시험을 수행함.

- A면/B면 가지 전극부 조립을 위한 설계 도면을 작성하고, Pro/E를 이용한 가지

전극부 3D 설계 및 도면을 작성함.

- A/B면 접합판 이송삽입부 조립설계 도면을 작성하고, Pro-E 이용 접합판 이송

삽입부 3D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접합판 이송삽입부 모의실험을 수행함.

- 모듈식 상단 용접장치는 크게 4 개의 sub 모듈로 구성하고, 부품 수 및 조립작

업을 최소화하는 조립설계 방법을 평가하여 상세 설계함.

다. 핫셀 용접성 평가를 위한 정밀치수 측정 기술 분석

- 연료다발 치수측정의 검사방법 기준 설정을 위하여, 연료다발 용접성 평가를 위

한 치수검사 측정기 비교 분석 및 원격운용 시 치수측정의 검사방법 보완을 위

한 사전 기술 검토를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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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다발 용접강도 공정관리 기준 비교 분석을 통하여 치수측정 공정관리의 판

정기준 기술을 검토하였음.

라. Single 전극 모듈식 원격 다발 용접장치 제작

•모듈식 하단 용접장치 설계

- 모듈식 하단 다발장치 중 다발회전 장치와 연료봉 조립 장치 기본설계 후, 부품

별 분해, 해체 및 결합이 가능하도록 모듈화 개념으로 설계를 완료하고, 원격성

시험 및 운영 보완을 위한 모델링 설계를 수행함.

- 모듈식 원격 다발 전체 용접장치 제작을 위하여 상세부품을 확보함.

- 모의시험용 모듈식 원격 다발 용접장치의 1차 설계 모형도를 완성하고 이를 바

탕으로 상세 설계 및 제작 도면을 확보함.

- 전체 모듈식 원격 다발 용접장치의 part별 원격 운용성에 대한 설계 항목별 점

검 사항을 설정하고, 구성 핵심 part별 기본 설계 자료에 대한 원격 운영성 상

세 분석을 수행함.

•Pro-E 이용 모듈식 용접장치 원격성 모의 시험

- Pro-Engineer 프로그램을 이용한 모듈식 원격 다발 용접장치의 모델링 설계 및

모사실험을 수행하고, 가상 원격조작기(manipulator)를 이용한 모의작업 진행,

상 하단 주요 부품조립에 대한 분해, 해체 및 결합 특성을 평가함.

•모듈식 상·하단 용접장치 조립 및 제작

- 원격성 모의 시험을 바탕으로 설계 개선후 모듈식 원격 용접장치를 제작하고,

mock-up 시험시설 모의 핫셀에 설치하였음.

- 모의 시설내에서모듈식 다발 용접장치의 원격성 성능 시험을 위한 세부 점검

항목별 주요 구성 부품을 설정하였음.

V.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 사용후핵연료 연소도별 탈피복 및 분말화 개선 기술 등의 핵심 기술 자료 등은

파이로 공정을 포함한 핵연료주기 기술개발 원천 기술로 직접 활용할 계획임.

• 사용후핵연료 연소도별 건식 재가공 특성 평가 자료는 파이로 공정 개발과 연계

하여 관련 분야에 직접적으로 활용함.

•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표준물질 제조 기술은 핵연료주기 공정 전반적의

핵물질 계량관리에 직접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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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연소도 범위의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전처

리 공정,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제조 특성에 대한 원천 기술 자료를 생산함으로

서 사용후핵연료 저장 및 재순환, 처분 등 핵연료 주기 연구 개발에 필수적인

기술 자료로 응용 가능함.

• 파이로 공정에 앞서 불순물 제어를 위한 전처리 공정으로 활용하여 공정의 효율

을 높일 수 있는 선행 공정으로서 역할도 기대됨.

• 건식 공정에 의한 불순물 제어을 통하여 불순물이 낮은 분말을 별도 공정으로

처리함으로서 재순환 핵연료 주기 공정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리 용량의 증대가

기대되며, 아울러 원격 제조 공정 효율 및 제조된 전환체의 품질 향상에 응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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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영문 요약문)

I.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Fabrication Technology for Dry Process Oxide Products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echnology development for the proliferation resistant nuclear fuel cycle is

necessary to continue the peaceful application of nuclear energy in the nuclear

renaissance era. While the technology development studies using real spent fuel are

limited due to the sensitivity of handling of transuranic elements in ROK, remote

experiments of dry process by using real spent fuel have been accessible in this

study. It is needed to obtain key experimental data which are applicable to nuclear

fuel cycle technology for spent fuel recycling.

Application technology of the spent fuel dry process technology to the back end

of nuclear fuel cycle should be developed by considering the recent technical

development worldwide. Because the average discharge burnup of spent fuel have

been increased recently, the effects of high burnup on the fabrication of dry

process oxide products and spent fuel standard material for the nuclear materials

measurement technology development are required. Hot cell operation technology

for high radioactive nuclear material and improved remote equipment design

technology are also required.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1. Final Objectives and Research Objectives of the Phase

○ Final Objectives

- Remote fabrication technology and QA process development of spent fuel d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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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oxide products considering burnup characteristics

○ Objectives of the Phase(2007-2009)

- Remote fabrication technology development of dry process oxide products and

the experimental database establishment by using high burnup spent fuel

2. Major Research Scope

A. Remote fabrication technology development of dry process oxide

products using high burnup spent fuel

• Improvement of powdering technology of high burnup spent fuel

• Characterization of fabrication properties of dry process oxide products using

high burnup spent fuel

• Fabrication technology development of dry process oxide products using high

burnup spent fuel

B. Fabrication technology development of spent fuel standard material

• Fabrication technology analysis of spent fuel standard material

• Fabrication of powder-type spent fuel standard material

• Fabrication of pellet-type spent fuel standard material

C. Characterization of the separation behaviour of rare earth (RE) elements

• Evaluation of RE elements separation by oxidation process of SIMFUEL

• Evaluation of RE elements separation by mechanical process of SIMFUEL

• Fabrication behaviour of oxide products with lower rare earth element

content by using SIMFUEL

D. Fabrication of modulated bundle welding equipment using single

electrode

• Analysis of remote welding technology for hot cell

• Fabrication of modulated upper bundle welding equipment using single

electrode

•Analysis of dimensional measurement technology for weldability evaluations

in hot cell

• Fabrication of modulated bundle welding equipment using single electr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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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Results of the Project

1. Remote fabrication technology development of dry process oxide products

using high burnup spent fuel

A. Improvement of decladding and powdering technology using high burnup

spent fuel

• Improvement of decladding and powdering technology of spent fuel with higher

burnup more than 50,000 MWd/tU

- Spent fuel rods discharged from Younggwang NPP (J502-R13 and J502-C16)

were transported to the DFDF hot cell for oxidative decladding and

powdering experiments.

- Yield by mechanical decladding of high burnup spent fuel (58,000, 65,000

MWd/tU) were 94-96 % only and the total yield after additional oxidation of

the cladding hull was more than 99%.

- Horizontal mechanical decladding machine has been designed and

manufactured for the evaluation of the applicability of the mechanical

decladding of high burnup spent fuel rods in a hot cell.

• Characterization of oxide products powder

- For spent fuel rods with 65,000 MWd/tU, powdering over 99% could be

obtained by additional milling and OREOX after 1st oxidation, whereas

powdering over 99% could be obtained by 1st oxidation for spent fuel rods

with 58,000 MWd/tU.

- Powder size distribution: after 1
st

oxidation 92% were less than 40 ㎛, after

OREOX 82% were less than 70 ㎛.

B. Characterization of fabrication properties of dry process oxide products

using high burnup spent fuel

• Characterization of fabrication properties of oxide produces using mixed burnup

spent fuel

- Low burnup spentfuel rod(37,000 MWd/tU, Q43-F16) was transported to the

DFDF hot cell for oxidative decladding experiments.

- For the characterization of powdering and sintering behaviour of mixed

burnup powder, mixing criteria was chosen to contain 0.006% Cm a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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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spent fuel with 45,000 MWd/tU.

- Compaction densities of mixed burnup spent fuel powder were lower than

those of single burnup spent fuel powder

• Evaluation of the effects of heat treatment on the oxide products fabrication

properties

- Sintered densities of mixed burnup powder after 1,800 ℃ for 10 hours was

about 93% TD(Theoretical Density) which is less than 95% TD in the QA

fabrication process.

- By adding an intermediate heat treatment at 1,300 ℃ for 3 hours, sintered

density higher than 95% TD could be obtained.

C. Fabrication technology development of dry process oxide products using

high burnup spent fuel

• Optimization of fabrication process

- Comprehensive evaluation of operation technology of remote fabrication

equipment based on the hot cell operation experiences for 10 years.

- Upgraded mechanical decladding equipment was manufactured based on

design improvements from mechanical decladding experiments of high

burnup spent fuel.

- Modularization concepts of powdering, milling and sintering process

equipment was developed based on the remote operation experiences

• Comprehensive evaluation of QA remote fabrication process

- Revise the QA fabrication process based on the improvements of each

process and equipment design considering wide range of discharge burnup of

spent fuel.

2. Fabrication technology development of spent fuel standard material

A. Fabrication technology analysis of oxide spent fuel standard material

• Evaluation methodology of powder-type and pellet-type spent fuel standard

material

- A concept of standard material for nuclear material measurement in spent

fuel by using dry process has been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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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brication technology analysis of oxide spent fuel standard material

- Fabrication procedures of standard material for nuclear material measurement

were established based on the QA documents of dry process of spent fuel.

- Fabrication methods of spent fuel standard material with varying density,

fissile material content and gamma-ray source element (Cs) content has

been proposed

B. Fabrication of powder-type spent fuel standard material

• Fabr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powder-type spent fuel standard material

- Three kinds of powder-type spent fuel standard material were fabricated by

using spent fuel with various burnups ranging from 27,000 to 65,000

MWd/tU.

- Content of fissile elements was calculated by ORIGEN code and neutron

emission intensities of the spent fuel standard material were measured.

- Homogeneity of spent fuel standard material measured by Cm content and

the deviation was less than ±5%.

- Mixed burnup spent fuel standard material was fabricated by the criteria of

45,000 MWd/tU and Cm content of 0.006 wt%.

• Characterization of fissile material and fission products distribution in

powder-type spent fuel standard material

- Chemical analysis samples for spent fuel standard material with a burnup of

35,000, 58,000, 65,000 MWd/tU were transported and their concentrations of

U and Pu isotopes were measured.

- Burnups of spent fuel rods should be corrected because calculated values

and measured values showed some differences.

C. Fabrication of pellet-type spent fuel standard material

• Fabr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pellet-type spent fuel standard material

- Fabrication process of homogeneous pellet-type spent fuel standard material

was established by using the dry process oxide fuel fabrication process.

- Pellet-type spent fuel standard material was fabricated by spent fuel with a

burnup of 27,000, 35,000, and 65,000 MWd/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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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llet-type spent fuel standard material was fabricated by using mixed

burnup spent fuel powder to make the reference burnup of 45,000 MWd/tU.

- Chemical analysis data of pellet-type spent fuel standard material were

obtained.

- A container for spent fuel standard material was fabricated.

• Characterization of fissile material and fission products distribution in

pellet-type spent fuel standard material

- Homogeneity of fissile elements in pellet-type spent fuel standard material

was evaluated by DSNC measurement.

- IAEA Cf-253 neutron source was used to correct the efficiency of DSNC.

- Fissile element content in pellet-type spent fuel standard material from

mixed burnup spent fuel powder was evaluated by DSNC measurement.

3. Characterization of the separation behaviour of rare earth elements

A. Evaluation of separation by oxidation process of SIMFUEL

• Phase separation behavior of rare earth elements by high temperature

oxidation

- SIMFUEL with single rare earth element (Ce, Nd, Sm, Eu, Gd) showed that

the phase separation ratio was enhanced with increasing tempearature (more

that 82% for 30,000 MWd/tU and more than 91% for 60,000 MWd/tU).

- SIMFUEL with rare earth compound (Sr, Zr, Nd) test showed that rare

earth elements were enriched with Sr and partly enriched with Zr.

• Applicability evaluation of rare earth separation technology

- Utilization of rare earth phase separation process in pyroprocessing was

evaluated by assuming mass balance of rare earth phase separation, the

phase separation ratio and the mechanical separation efficiency

B. Evaluation of separation by mechanical process of SIMFUEL

• Selection for candidate mechanical separation techniques

- Vibro-sieve separation and magnetic separation were selected among dry

mechanical separation techniques.

• Characterization of mechanical separation performance of rare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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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ze difference of rare earth enriched (U1-yREy)O2+z powder(0.5～1.5 ㎛) and

U3O8 powder (10 ㎛) were obtained.

- Separation ratio of rare earth enriched powder was increased in a low

temperature(350℃) oxidation condition due to the uniform powdering of U3O8

- Vibration sieve separation is not possible due to the agglomeration of fine

powders.

- Magnetization measurement of rare earth containing phases showed that

(U1-yREy)4O9 has 5 times higher magnetization than U3O8 and the

magnetization difference would be enlarged to 90 times by formation of UO3

when oxidized by ozone.

- The highest separation efficiency was obtained when 2 cycles of reduction

and oxidation(350℃) in ozone were conducted

C. Fabrication behaviour of oxide products with lower rare earth element

content by using SIMFUEL

• Fabrication behavior of rare earth element containing powder

- The effects of the repeated low temperature reduction and oxidation on

magnetic separation efficiency was evaluated by using NiO and Y2O3.

- Separation experiment with a milling process and the additional separation

process enhancing the magnetic separation efficiency showed separation

possibility of rare earth element containing powder.

- Sintering density of high temperature heat treated oxide powder with

varying rare earth content was measured more than 95% TD when milling

process was introduced.

4. Fabrication of modulated bundle welding equipment using single electrode

A. Analysis of remote welding technology for hot cell

• Analysis of remote welding technology of Zr-4 end-plate

- Technical analysis of weld line, uniform bonding strength, and bundle

dimensional measurement for the Zr-4 end plate welding process.

- Evaluate welding process parameters for the remote assembling jig

development and Zr-4 weld line rem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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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ic design of modulated remote bundle welding equipment

- Preliminary concept of modulated welding equipment was established based

on the multi-pin welding equipment.

- Welding equipment was modulated into upper part, branch electrode change

station, end-plate insert part, bundle rotation part and lower part.

B. Fabrication of modulated upper bundle welding equipment using single

electrode

• Conceptualization of modulated upper bundle welding equipment

- Basic items of upper bundle welding equipment were identified and

important design parameters were detailed considering remote operation.

• Detailed design of the modules of upper bundle welding equipment

- The modules of upper bundle welding equipment was designed and the

remote operation performance of the upper bundle module was evaluated by

using the Pro-E program.

- Sub-modules of the modules of upper bundle welding equipment were

designed to minimize the number of parts and assembling procedures.

C. Analysis of dimensional measurement technology for weldability

evaluations in hot cell

- Technical reviews on the dimensional measurement criteria, measurement

system, and measurement methods of the welded bundle were carried out.

- Technical reviews on the quality control of the welding strength were

carried out.

D. Fabrication of modulated lower bundle welding equipment using single

electrode

• Design of modulated lower bundle welding equipment

- Basic items of lower bundle welding equipment such as bundle rotation and

fuel rod assembling were designed and important design parameters were

detailed considering remote operation, disassembling and coupling.

- Check lists for design parameters for the remote operability were prepared

and the remote operation performance of each part was analysed.

• Simulation of remote operation of the modulated welding equipment b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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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E program

- Modeling and simulation test of modulated remote welding equipment was

conducted by using the Pro-E program.

- Operation, disassembling and coupling properties were evaluated by using

virtual manipulators.

• Assembling of modulated welding equipment

- Modulated remote welding equipment was manufactured and installed at a

hot cell in the DUPIC mock-up facility.

- Check lists of the major parts and their functions for the remote operation

performance evaluation in the mock-up facility were prepared

V. Proposal for Further study and Applications

• Key technologies of decladding and powdering technologies of spent fuel are

planned to be applied to technology development of nuclear fuel cycle

including pyroprocessing.

• Characterization data of dry process oxide products using spent fuel with

various burnup could be used directly in the pyroprocessing technology

development

• Standard material fabrication technology by using real spent fuel can be used

for nuclear material measurements in a process of nuclear fuel cycle

• Basic technology data of decladding, powdering and oxide pellet fabrication

by using real spent fuel with various discharge burnup can be used in spent

fuel management studies such as spent fuel storage, recycling and disposal

• Rare earth element control technology can be used as a pre-treatment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pyro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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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 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국제적인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여 지속적인 원자력 기술 이용을 위해서는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은 필연적이며, 선진 원자력 국가로의 진입을 목적으

로 독자적인 국내 핵연료주기 기술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따라서

핵확산 저항성을 유지하면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위한 건식 직접 재가공 원격 제

조 기술은 핵연료주기의 핵심 요소기술로서, 장기적으로 미래형 원자력 시스템에 본

기술을 접목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투명성이 확보된 핵비확산성 후행 핵연료주기 기

술개발을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지만, 국내 여건상 초

우라늄 원소와 같이 민감 물질이 함유된 사용후핵연료 이용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다.

그러나 본 과제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이용한 건식 재가공 원격 제조 연구가 유

일하게 접근이 가능하며,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건식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원격

제조 기술개발 연구를 통해 불순물이 다량 함유된 사용후핵연료 재순환을 위한 핵연

료 주기 기술 개발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핵심 기반기술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본 과제에서는 핵연료 원격 제조 공정 설비를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조사재시험시설

(IMEF, Irradiated Material Examination Facility) 핫셀내에 설치하고 국내에서 유일하

게 실제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여 건식 재가공 핵연료를 국내 최초로 제조함

으로써 핵연료 원격 제조를 위한 기초기술을 확보한 상태이다. 아울러 고방사성 핵물

질을 이용한 신뢰도 높은 원격 핵연료 제조 기술개발을 위해 요구되는 핫셀에서 원격

작업 기술 및 장비 개선 그리고 원격 운용기술 개발과 더불어 사용후핵연료의 특성분

석, 고방사성 물질 취급기술 및 원격 품질관리 기술 등 관련 핵심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였다. 이상의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건식 재가공 원격 제조기술을 후행 핵연료

주기 기술개발에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기술개발 동향과 연

계하여 현재의 기술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 요소기술 개발 등의 관련 기반기술

확립이 요구된다.

1. 기술적 측면의 중요성

누적되는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위한 후행 핵연료주기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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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소도의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원격 제조 핵심 기술 자료

는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현재 국내

적으로 본 과제는 미국으로부터 JD(Joint Determination)를 승인받아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이용하여 형질 변경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유일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1999년부터 축적된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원격 제조기술 및 경험을 바탕으로

핫셀용 원격 다발 용접 기술은 JD와의 연계성 및 듀픽 기술의 완성도 차원에서 개발

할 필요가 있다. 그림 1.1.1.1은 본 세부과제의 연구 개발을 위한 기술적 필요성 및 추

진 전략을 도식화한 것이다.

경수로 핵연료
장주기 고연소도화

경수로 핵연료
장주기 고연소도화

사용후핵연료 이용 핵연료 원격 제조 기반 기술 확보

Spent
Fuel

한-미간 JD에 의한 사용후핵연료 형질 변경 연구 가능

장기 저장중
저연소도

경수로 핵연료

장기 저장중
저연소도

경수로 핵연료

장기적 관점 : 다양한 연소도 범위의 사용후핵연료 발생

사용후핵연료 연소도 특성 반영 핵연료 주기 공정 개발
(건식 재가공 원격 제조 특성 핵심 기술 자료 확보가 필요함)

사용후핵연료
연소도별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제조
핵심기술자료 생산

핫셀 이용
원격 다발 제조기술

확보를 통한
듀픽기술 완성

연소도별 사용후핵연료
이용 핵물질계량용
표준물질 제조기술

개발

경수로 핵연료
장주기 고연소도화

경수로 핵연료
장주기 고연소도화

사용후핵연료 이용 핵연료 원격 제조 기반 기술 확보

Spent
Fuel

Spent
Fuel

한-미간 JD에 의한 사용후핵연료 형질 변경 연구 가능

장기 저장중
저연소도

경수로 핵연료

장기 저장중
저연소도

경수로 핵연료

장기적 관점 : 다양한 연소도 범위의 사용후핵연료 발생

사용후핵연료 연소도 특성 반영 핵연료 주기 공정 개발
(건식 재가공 원격 제조 특성 핵심 기술 자료 확보가 필요함)

사용후핵연료
연소도별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제조
핵심기술자료 생산

핫셀 이용
원격 다발 제조기술

확보를 통한
듀픽기술 완성

연소도별 사용후핵연료
이용 핵물질계량용
표준물질 제조기술

개발

그림 1.1.1.1. 연구개발 과제의 기술적 필요성 및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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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건식 재가공 기술에 의한 재순환 핵연료 주기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기존 원자로에서 발생되어 저장중인 사용후핵연료 특성을 반영하여야 하

며, 처리 대상 사용후핵연료 연소도 범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매우 다양한 분포

를 가지게 된다. 그림 1.1.1.2에 도식한 바와 같이 핵연료의 장주기 고연소도화가 일반

적인 추세이며, 사용후핵연료 연소도 특성에 따라 핵분열생성물 함량이 다르므로 이를

반영한 원격 제조 기술성 분석, 특히 "dirty" 재순환 핵연료의 품질 개선 연구 관점에

서 건식 공정 조건에서의 사용후핵연료 연소도 특성을 반영한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원격 제조기술 특성 평가 자료를 다양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림 1.1.1.2. Average discharge burnup(GWd/tHM) of the Peak Reload Batch in

Europe

특히 장기적으로 후행 핵연료주기 분야와의 연계성 강화를 목적으로, 사용후핵연료

원격 재가공 기술, 다양한 특성 및 형태의 핵연료 제조를 위한 기술 개선과 파이로 공

정(pyroprocess)을 포함한 관련 핵연료주기 공정개발 등을 위한 잠재적 기술력을 확보

할 필요가 있다. 필수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핵연료주기 공통 요소 기술을 보면, 고연

소도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연소도별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이용하여 탈피복 및 분말

화 특성 평가를 통한 대용량 탈피복-분말화 공정 개발, 연소도별 핵분열생성물 거동

특성 및 상분리를 통한 사전 제거 기술, 향후 핵연료주기 공정 개발에 다양하게 사용

가능한 핵물질 계량용 산화물 및 금속 형태의 사용후핵연료 표준물질 제조 기술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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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수 있다.

그리고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핵연료 소결체, 연료봉 원격 제조 기술은 이미 확보

되어 있으며, 멀티핀 핵연료 원격 제조 기술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듀픽 기술의 완성

을 위하여 전략적 차원에서 핫셀에서 원격 다발 용접 기술 개발을 수행하여야 하며,

아울러 건식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원격 제조 기술개발을 통하여 사용후핵연료를 이용

한 원격 재가공 장비 개선 및 방사선 차폐시설 장비의 원격 운전 및 유지보수를 위한

보다 다양한 핵심 know-how 기술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 기술은 공학규모를 포함한

미래형 핵연료주기 공정 개발의 설계 시에 필수적으로 응용 가능하므로, 사용후핵연료

를 직접 이용한 원격 제조 기술 개선을 위한 포괄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2. 경제적 측면의 중요성

사용후핵연료를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관점에서 본 과제를 통해 확보될 핵심 원격

제조 기술 및 개선된 원격 시험 설비는 국내의 미래형 원자로 핵연료 개발 및 향후

고려되고 있는 공학규모 핵연료주기 공정개발에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며, 이러한 핵심

자료 확보를 통해 원자력 기술의 자립을 위한 독자적인 기술력 확보가 가능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 경제에 많은 이득이 기대된다.

또한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후핵연료 물질을 이용하여 핫셀에서 원격 제조공정

을 수행하는 후행 핵연료주기 기술개발 과제로서 타 기관 및 과제에의 인력, 설비 등

의 활용이 가능하며, 산업계에 기술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며, 사용후핵연료

재활용과 관련된 유관 기술 분야의 기술 인력 양성 및 산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3. 사회적 측면의 중요성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위한 원천 기술 개발 및 기술 자료 생산을 통하여 유관 기

술 분야의 기술 인력 양성 및 원자력 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원자력에 대한 국

제 신뢰도 향상 및 국민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다. 특히 사용후핵연료의 효율적인 관

리와 원자력에 대한 국민 이해 및 신뢰도가 필요한 시점에서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가

공 특성 자료들은 핵연료주기의 새로운 기술 방안 제시에 활용 가능하고, 사용후핵연

료 재활용을 위한 핵심 기반 기술 구축에 매우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과 같이 본 과제를 통해 생산된 재가공전환체 원격 제조 기술 핵심 자료는 국가

원자력 기술 자립에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누적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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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하고,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통해 원자력에 대한 환경 친화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제 2 절 연구과제 기획 개요

제 2차 중장기과제 계획에 의하여 2002년 ∼ 2006년까지 수행된 대과제명 "핵비확

산성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기술개발"의 세부과제인 “핵연료 원격 제조 기술개발”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06년 하반기부터 신규 기획에 의거하여 “건식 재가공 산화물

전환체 제조 기술개발” 과제명으로 아래의 연구 목표 및 연구 범위를 설정하였다. 본

과제는 사용후핵연료를 형질 변경하여 후행 핵연료주기 에 공통으로 필요한 핵심 기

술을 개발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연구 과제이다.

○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제조 기술개발

○ 핵물질 계량용 사용후핵연료 표준물질 제조 기술개발

○ 산화-기계적 분리법 이용 희토류원소 건식 분리 기술개발

○ 원격 다발 용접기술 개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연구는 현재까지 국내적으로 TRU 등의 핵물질을 취급하기에

는 민감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본 세부 과제는 연구개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국제

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과제로서, 기존 2차 중장기 과제와의 연구 항목별 차별성을 아

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핵물질 계량용
사용후핵연료
표준물질 제조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제조 기술 개발

Module형
원격 다발 용접

기술 개발

불순물 다량 함유한 사용후
핵연료의 소결 특성 평가

건식 재가공핵연료의
품질 특성 평가

Multi-pin 집합연료
원격 제조 기술 수립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이용
재가공핵연료 소결 특성 평가

사용후핵연료 연소도별
건식핵연료 제조 특성 평가

사용후핵연료 이용
원격 제조장비 및 기반 기술 응용

핵분열생성물 방출 거동과
소결 특성과의 연계성 평가

사용후핵연료 이용 분말 및 펠렛
원격 제조 장비 및 기반 기술 응용

Multi-pin 집합연료 원격
용접장치 제작 및 mock-up 이용
원격 용접 기술성 평가 기술 응용

건식 재가공핵연료의
품질 특성 평가

연소도 특성 반영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산화물전환체의

원격 제조 자격화 공정 개발

SIMFUEL 이용
소결 기술 개선

SIMFUEL 제조 기반 기술
및 첨가제 영향 평가 기술 응용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체계적 원천 기술 자료 생산

산화-기계적 분리 이용 다성분
희토류 원소 분리 기술 연구를

새롭게 수행

핵물질 계량용 표준물질
제조 연구를 최초로 수행

핵분열성물질 함유 표준물질
제조는 사용후핵연료 이용이 필수

세부 연구 내용 2차 중장기 수행 내용
3차 중장기 수행 내용

연계성 차별성

핫셀 원격 공정장비를 이용한
다발 원격 제조 연구 최초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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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의

공동결정 (JD, Joint Determination) : 한-미 원자력 협력협정 제8조 C항에

따라 미국 원산 사용후핵연료를 국내에서 형질 변경할 경우 관련 세부

연구개발 항목에 대해 미국의 동의를 받아 수행해야 하는 행정적 절차를

말함.

핫셀 : 사용후핵연료 등에서 방출되는 고 방사선 및 중성자를 차폐하여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조된 시설의 작업 공간으로, 고밀도

콘크리트 벽체의 두께는 약 1.2 m 정도 됨. 특히 사용후핵연료 분말을

취급하는 시설은 작업 공간 내벽이 스텐레스강으로 라이닝 되어 있음.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 사용후핵연료를 건식으로 직접 재가공한 산화물 형태의

재가공체로서 핵분열생성물이 불순물로 다량 함유되어 있는 “dirty oxide

product”를 칭함.

원격 제조 : 사용후핵연료 등 고방사성 핵물질을 핫셀 내에 설치된 원격 공정

장치와 로봇팔 등을 이용하여 재가공 산화물전환체를 제조한 작업을

말함.

탈피복 : 원자로에서 태운 사용후핵연료는 초기에 피복관에 둘려싸여 있으며,

사용후핵물질 재료를 얻기 위해서는 피복관으로부터 이를 분리하여야

하는 데 이를 탈피복 기술이라고 말함. 사용후핵연료 탈피복 기술에는

크게 기계적 탈피복 및 기체를 이용한 탈피복 방법이 있음.

분말화 :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가공 및 파이로 공정 등을 위해서는

피복관으로부터 분리된 덩어리 형태의 핵물질을 공정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분말로 전환시켜야 하며 이를 분말화 기술이라 함.

제 3 차 원자력 진흥종합 계획에서 핵연료주기 기술분야 내 과제로 아래와 같이 세

부 연구 내용을 설정하였다.

○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이용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원격 제조기술 및 자료 구축

-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원격 제조 기술개발

- 사용후핵연료 이용 표준물질 제조 기술개발

- 희토류원소 분리거동 특성 평가

- Single 전극 모듈식 다발 용접장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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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물질 : 핵비확산성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공정별로

사용한 핵연료내에 플루토늄을 포함한 핵물질 양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용후핵연료내에 함유된 핵물질 양을 보다 정확하게 계량하기

위하여 특수하게 제조된 산화물전환체를 표준물질이라 말함. 표준물질

형태는 크게 분말형, 펠렛형으로 구분되며, 공정별로 특별하게 얻어진

물리적 형태를 들 수 있음.

제 3 절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본 단계인 2007년 ∼ 2009년도 수행한 “건식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제조 기술개발”

세부과제 연구의 최종 목표 및 단계별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최종 목표 및 단계별 연구 목표

○ 최종 목표

- 연소도 특성 반영한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원격 제조기술 및

자격화 공정 개발

2. 단계 주요 연구 수행내용

○ 단계(‘07 ∼’09) 목표

-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이용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원격 제조기술 및 자료 구축

가.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원격 제조 기술개발

(1)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분말화 기술 개선

(2)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산화물전환채 제조 특성 평가

(3)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산화물전환채 제조 기술 개발

나. 사용후핵연료 이용 표준물질 제조 기술개발

(1) 사용후핵연료 표준물질 제조 기술성 분석

(2) 사용후핵연료 이용 분말형 표준물질 제조

(3) 사용후핵연료 이용 펠렛형 표준물질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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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희토류원소 분리거동 특성 평가

(1) 산화공정에 의한 희토류원소 분리거동 평가(SIMFUEL 이용)

(2) 기계적 분리에 의한 희토류원소 분리특성 평가(SIMFUEL 이용)

(3) 저함량 희토류원소 함유 분말 이용 산화물전환체 제조특성 평가(SIMFUEL

이용)

라. Single 전극 모듈식 다발 용접장치 개발

(1) 핫셀 원격 용접 기술성 분석

(2) Single 전극 모듈식 원격 다발 용접장치 설계

(3) 핫셀 용접성 평가를 위한 정밀치수 측정기술 분석

(4) Single 전극 모듈식 원격 다발 용접장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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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제 1 절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가공 기술개발

1. 연구 동향 개요

국외에서는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원격 제조 기술에 기초하여 산

화물 핵연료를 포함한 여러 가지 형태의 재순환 기술을 개발 중이며, 특히 미래 원자

력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재순환 핵연료주기 기술 개발 완성을 위하여 "Dirty

Fuel-Clean Waste" 개념을 만족할 수 있는 "dirty" 재순환 핵연료 기술개발 연구가 미

국, 일본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2.1.1.1. 2.1.1.2]. 또한 사용후핵연료를 효율

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선진 핵연료주기 기술의 실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종합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2.1.1.3].

- 누적되는 사용후핵연료를 환경 친화성과 핵확산 저항성이 높은 기술을 이용하여

감량화

- 사용후핵연료 처리 과정 중 발생하는 고준위 및 중저준위 폐기물을 최소화

- 독성이 크고 장반감기인 핵종 군들을 회수하여 고속로에서 완전 연소시킴으로서

폐기물의 관리 기간을 수십만년에서 수백년으로 단축하고 처분 부담을 획기적으

로 감소시킴.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에서 고려하여 할 필수 요소 중 하나는 연소도 특성으로

서, 사용후핵연료 연소도 변화에 따라 핵분열생성물 함량이 다르므로 이를 반영한 원

격 제조 기술성 분석, 특히 "dirty" 재순환 핵연료의 품질 개선 연구 관점에서 건식 공

정 조건에서의 사용후핵연료 연소도 특성을 반영한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원격 제조기

술 특성 평가 연구는 미국, 일본, 유럽 국가에서도 초기 단계이며, 고연소도 사용후핵

연료 관리 방안에 대하여 IAEA에서 분석을 수행 중에 있다[2.1.1.4].

2.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가.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 동향

최근 주로 원자로의 경제성 향상을 위한 성능 개선 및 신형 핵연료 개발을 통하여

원자력발전소의 핵연료 연소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용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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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특성이 달라지게 된다[2.1.2.1]. 즉 원자로에서 핵연료 연소도가 증가함에 따라 동

일 출력 기준으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은 감소하게 되며 이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측

면에서 유리하게 되지만 궁극적으로 후행 핵연료주기 기술개발 측면에서 사용후핵연

료 재활용 혹은 처분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2.1.1.4]. 경수로 원자로 운전 이력을 보면,

핵연료 연소도는 수십년 전과 비교하여 전 세계적으로 약 2배 정도 증가하였으며(그림

1.1.1.1 참조), 그림 2.1.2.1에 도식한 국내 사용후핵연료 연소도 변화를 보면, 2005년도

까지 집합체 평균 연소도는 45,000 MWd/tU 까지 증가하였고 최대 연소도는 58,000

MWd/tU 까지 증가하였다. 그림 2.1.2.2는 235U 초기 농축도에 따른 연소도 변화를 도

식한 결과이다.

그림 2.1.2.1. 국내 사용후핵연료 연소도 변화 추세

그림 2.1.2.2. 235U 초기 농축도에 따른 연소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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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위한 후행 핵연료주기 기술개발과 연계하여 이상의

연소도 증가 추세는 사용후핵연료 이송, 취급, 저장뿐만 아니라 본 과제에서 수행하는

건식 재가공 공정 개발시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후행 핵연료주기 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다음

과 같은 중요한 특성들을 고려하여야 한다[2.1.2.2, 2.1.2.3].

- 핵연료 건전성 측면 : 습식 및 건식 저장, 처분장으로의 이송을 고려하여 핵연료

집합체의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최종 처분장에서 저장 기준이 설정되어 있

지 않기 때문에 건식 저장 시설에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꺼내어 수송용기에

담고 다시 최종 처분장으로 이송하여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핵연료 건전성 확보

는 중요하다.

- 붕괴열(decay heat) 발생 :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로부터 방출되는 열은 기존 저

연소도 핵연료보다 더 높기 때문에 건식/습식 저장 및 수송시 필수적으로 고려하

여야 한다. 특히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를 건식 저장할 경우 연소도에 따른 붕괴

열 및 중성자 방사능으로 인하여 안전한 저장 온도 및 차폐 성능을 확보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하며,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가 55 GWd/tU에서 69 GWd/tU

으로 약 25% 정도 증가할 경우 붕괴열은 비슷한 비율로 높아진다[2.1.1.4]. 그러

나 냉각기간에 따라 붕괴열은 감소하지만 감소 폭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완만해

지고,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기준으로 1 kW 이하로 붕괴열이 감소하기 위

해서는 약 10년(55 GWd/tU) ∼ 20년(69 GWd/tU)이 소요된다(그림 2.1.2.3 참조).

참고로 MOX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동일 연소도 기준으로 1 kW 이하로 붕괴열

이 감소하기 위해서는 약 100년(55 GWd/tU) ∼ 200년(69 GWd/tU)이 필요하다.

- 고방사능(Radiation) :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로부터 방출되는 (η, γ) 고방사능은

건식 저장 및 수송시 필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성자에 의한 방사능

은 붕괴열 특성과 달리 냉각기간이 10년에서 100년으로 증가할 경우 그림 2.1.2.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10배 정도 감소하지만 그 이후에는 거의 비슷한 값을

보여준다.

나. 국외 연구 개발 동향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가공에 의한 산화물전환체 원격 제조를 위하여 개발된 핵심 기

술은 산화/환원 공정에 의한 분말 처리 기술이다. 건식 재가공 산화물전환체를 제조하

기 위한 분말 처리 공정으로는 미국의 Rockwell International사에서 개발한 AIR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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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ics International Reduction Oxidation) 공정[2.1.2.4], 캐나다의 AECL과 한국의

KAERI에서 개발한 OREOX(Oxidation and Reduction of Oxide Fuel) 공정이 있으며

[2.1.2.5], 특히 OREOX 공정은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듀픽 핵연료 제조 공정 중

듀픽 분말 제조에 활용되었다[2.1.2.6].

Decay H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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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ing Time

kWFA

MOX

UO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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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MWd/kgHM

55 MWd/kg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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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3 Decay heat of UO2 and MOX-FAs dependent on burnup and cooling

time(Burnup : Discharge burn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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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4 Neutron activity of UO2 and MOX-FAs dependent on burnup and

cooling time(Burnup : Discharge burn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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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두 공정에서는 연소도 약 40,000 MWd/tU 이하의 사용후핵연료를 대상으로

기술 개발을 수행하였으며,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한 연구 결과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재순환 핵연료주기 기술 개발 흐름과

병행하여 다양한 연소도 특성을 가지는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가공 제조 특성 평가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적으로 사용후핵연료 연소도가 증가할 경우 핵분열생성물

함량이 증가하고 원자로에서 PCI(Pellet Cladding Interaction) 현상이 심화되어 탈피복

및 분말화율이 저하되게 된다[2.1.2.7, 2.1.2.8].

따라서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기존의 재처리 공정에서 적용한 탈피복 방법은

습식공정인 절단 및 용해(chop & leach) 공정을 이용하고 있으나 최근 기계적 탈피복,

산화 탈피복, 레이저를 이용한 탈피복, 염소 탈피복법 등 다양한 기술에 대하여 활발

히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2.1.2.9 ∼ 2.1.2.13]. 미국 INL(Idaho National Laboratory)은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탈피복을 위해 산화 탈피복(DEOX, Decladding via Oxidation)

방법에 대하여 사용후핵연료봉 길이, 탈피복 온도, 산화 분위기 등을 변화시키면서 탈

피복율, 입도 크기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2.1.2.13]. 미국

ORNL, 일본 IRI, 동경전력에서는 염소 탈피복 방법을 최근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으며,

이 방법은 폐피복관 중 지르코늄만 순수하게 분리 회수할 수 있어 회수 지르코늄을

중저준위 폐기물로 처분하거나 혹은 재활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장 각광

받고 있으나 플루토늄 분리의 우려로 인해 한국에서는 연구개발 제약이 예상된다. 미

국 SCIENTEC사, Gamma Engineering사, 한국 원자력연구소에서는 1997년 레이저 이

용 탈피복 방법을 제안한 바 있다. 이 방법은 기계적 탈피복 방법에 비하여 탈피복 속

도가 증대되고 원격 조작성이 좋으나 고연소도 핵연료의 경우 별도의 핵물질 회수공

정이 필요하며, 현재 미국 ORNL에서는 이 방법에 대하여 최근 관심을 갖고 미국

SCIENTEC사와 재검토하고 있다[2.1.2.10].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표준물질 제조 기술은 국제적으로 핵확산저항성에 대한 요

구가 강화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사용후핵연료 내 민감 물질의 계량관리를 요구

하고 있어 필수적으로 개발해야 할 기술이나, 이에 대한 선진 각국의 연구 보고는 없

다. 유사 기술로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건식 처리하여 분말 및 재가공 핵연료를 제조하

는 미국의 AIROX 기술[2.1.2.4]과 캐나다의 OREOX 기술이 있으며[2.1.2.5], 핵분열생

성물 함량에 따른 분말 및 펠렛 내 균일도 자료는 다양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다. 현재

는 사용후핵연료 표준물질 시료는 감마 측정에 따른 연소도 값을 기반으로 한 사용후

핵연료 연소도별 연료봉 시편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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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연구 개발 동향

국내에서는 실제 사용후핵연료(연소도 27,300 MWd/tU 기준)를 이용하여 품질이 우

수한 건식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원격 제조에 성공하고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격화

공정을 설정하였다. 설정된 자격화 공정 개선을 목적으로,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내 핵분열생성물 함량 증가에 따른 건식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제조 특성 기본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할

경우 품질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소결공정을 새롭게 제시하였고, 또한 연소도 65,000

MWd/tU의 고방사능, 고함량의 핵분열생성물이 함유된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여 핵분

열생성물 제어를 위한 거동 특성에 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SIMFUEL을

이용하여 핵분열생성물 함량이 증가할 경우 소결 특성을 평가하고 소결 촉진제 및 첨

가제를 이용한 고밀도, 큰 결정립 산화물전환체 제조 기술 개선 연구를 수행하였다

[2.1.2.14, 2.1.2.15].

한국 원자력연구소에서는 OREOX공정에 사용할 핵연료 물질 공급을 위하여 기계

적 탈피복 방법(mechanical slitting method)에 의한 탈피복 실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기계적 탈피복 방법을 개선하여 핵연료물질 회수를 위

한 기초 연구를 현재 수행 중에 있으나, 핵연료 회수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기계적

탈피복 방법 및 산화 탈피복 방법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차세대관리공정

(ACP, Advanced Conditioning Process) 기술개발에 요구되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량 증

대를 위하여 여러 개의 봉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기계적 탈피복 방법도 고려하고

있으나[2.1.2.16],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이용한 연구는 전무하다.

국내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표준물질 제조 기술을 수행한 적이 없으며, 사

용후핵연료 연소도별 연료봉 시편을 활용하여 건식 재가공 핵연료 개발에 필요한 사

용후핵연료 계량관리를 위한 중성자 검출장치에 사용하였다. 표준물질 제조 유사 기술

로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용후핵연

료 열처리 과정 중 휘발되는 핵분열생성물의 제어와 핵연료 물질 내 감마핵종의 균질

성을 개선한다면 표준물질 형태별, 함량별 시료 제조 기술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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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SIMFUEL 이용 건식재가공 제조기술 개발 현황

1. 연구 동향 개요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연구는 고방사성 사용후 핵연료의 취급에 의한 시험수행에

제한이 많아 실제 사용후 경수로 핵연료를 모사한 모의 사용후핵연료(SIMFUEL) 소

결체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있다. SIMFUEL 소결체는 핵분열 기체 및 휘발성 핵분열생

성물을 제외하고 UO2 기지에 고용원소, 산화석출물, 금속석출물로 구성된 3개 그룹의

화학적 상태 및 미세구조를 모사한 것이다. SIMFUEL 소결체는 농축 우라늄 대신에

천연 이산화우라늄, 핵분열생성물 대신에 비방사능의 산화물을 사용하여 제조된다.

따라서 SIMFUEL 소결체는 조사된 사용후핵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방사성

물질이며, 조사된 핵연료와 유사한 미세구조로 인하여 SIMFUEL 소결체는 열전도도,

핵분열 생성 기체 이동, 산화거동, 침출거동, 전기화학, 핵연료-피복관 상호거동, 조사

손상 연구, 물리적 특성연구, 건식재가공 핵연료 제조기술 개선, 사용후 핵연료 차세대

관리공정 개발(ACP) 등과 같은 다양한 연구에 이용되고 있다.

건식재가공 핵연료 제조기술 개선에 SIMFUEL 소결체를 이용할 경우 분말특성 분

석 및 개량, 분말의 성형성 분석 및 개선, 소결조건/분위기조절을 통한 소결체 특성 분

석 및 개량과 같은 다양한 시험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현재 SIMFUEL 소결체를 이용하여 고온 산화후 상분리 분말의 건식재가공 핵연료

제조기술는 KAERI에서만 수행하고 있으며, SIMFUEL 소결체를 이용한 파이로공정

연구에 국내․외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2.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가. 국외 연구개발 동향

1994년도에 SIMFUEL 소결체를 이용하여 산화․환원처리 반복회수에 따라 생성된

분말 및 후속으로 planetary 밀링에 의한 생성된 분말을 특성화하였다. 산화․환원처리

분말 및 planetary 밀링 분말에 대한 소결특성을 분석하였다. 이 후부터는 더 이상

SIMFUEL 소결체를 이용한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으며, SIMFUEL 소결체로부터 이용

하여 얻은 분말 및 제조공정 자료를 이용하여 건식재가공 핵연료 소결체를 제조하였

다.

고온 산화 공정법은 UO2.00 이상에서 금속상태로 존재하는 Cs과 같은 저융점의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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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 핵분열생성물 원소와 Ru, Tc와 같은 고융점의 핵분열생성물을 산화에 의해서

휘발성 산화물을 전환시켜 제어하는 방법이다. 특히 캐나다 AECL에서는 1,100℃～

1,600 ℃의 산화 조건에서 Ru와 같은 고융점의 금속 석출물 형태로 존재하는 핵분열

생성물을 제어함과 동시에 UO2에 고용되어 있는 희토류계 핵분열생성물의 제어 가능

성을 제시하였다[2.2.2.1]. 희토류 고용 UO2를 고온 산화 처리하여 희토류 함량이 높은

U4O9 상과 희토류 함량이 낮은 U3O8 상이 생성됨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용

후핵연료를 사용하여 고온 산화 처리를 한 후에 희토류 고함량 U4O9 입자와 희토류

저함량 U3O8 입자에 대하여 사용후핵연료 중에 함유된 희토류 원소(La, Ce, Nd, Pr,

Sm)를 EPMA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U4O9 입자 내에 희토류 원소의 함량이 높아짐

을 확인하였다[2.2.2.2]. 현재 이 기술에 대한 추가 연구는 더 이상 수행되지 않고 있다.

일본의 핵주기개발원(JNCDI)과 동북대학교의 다원물질연구소는 공동으로 희토류

고용 우라늄산화물을 황화 반응에 의한 황화물로 전환시킨 후에 자성분리에 의해 희

토류를 분리하여 사용후핵연료 재가공에 적용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

다[2.2.2.3, 2.2.2.4]. 또한 일본의 CRIEPI는 SIMFUEL 소결체를 이용하여 고온 산화에

의해 생성된 분말을 펠렛형 소결체를 제조하여 파이로공정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2.2.5].

나. 국내 연구개발 동향

1994년부터 SIMFUEL을 이용한 건식재가공 핵연료 제조기술이 연구가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SIMFUEL 소결체 제조기술 개발 및 특성화가 수립되었으며, SIMFUEL

소결체의 산화․환원처리 반복횟수에 따른 생성분말의 특성화를 통해 최적 분말 처리

조건이 확립되었다. 이를 토대로 1995～2001년에는 연소도 35,000 MWd/tU SIMFUEL

소결체를 이용하여 산화․환원처리 분말에 대한 attrition 밀링과 밀링시간에 따른 생

성 분말의 특성화 및 모의 건식재가공 핵연료 소결체 제조조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였으며, 소결체 밀도가 이론밀도의 95% 이상인 건전한 소결체를 얻을 수 있었다.

2002～2004년에는 불순물이 다량 함유된 고연소도인 60,000 MWd/tU SIMFUEL 소

결체를 이용하여 소결체 특성평가 연구를 수행하였다[2.2.2.6]. 소결특성을 비교평가 위

해서 연소도 35,000 MWd/tU SIMFUEL 소결체를 이용한 소결체 제조 실험도 병행하

였다. SIMFUEL 소결체를 이용한 산화․환원처리 공정조건별 분말 제조기술 개선을

통해서 산화․환원처리 공정을 최적화하였다. 후속공정인 미분쇄 공정, 압분/소결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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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최적화 연구가 이루어 졌다. 불순물이 다량 함유된 모의 건식재가공 핵연료

소결체 내의 불순물 성분별 균질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분말처리 공정 중에서 혼합

공정에 의한 분말의 균질한 혼합조건을 화학분석을 통해 확보하였다. 최종 생성물인

소결체 내의 불순물 성분의 균질한 분포특성을 EPMA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SIMFUEL 소결체를 이용한 최적 분말처리공정에서 얻은 모의 건식재가공 핵연료

소결체의 결정립 크기는 연소도 35,000 MWd/tU의 경우에는 7 ㎛, 연소도 60,000

MWd/tU에서는 4 ㎛로 매우 작았다. 밀도와 결정립 크기와 같은 소결체 특성 및 소

결공정 개선을 위해 TiO2, Nb2O5와 같은 소결촉진제를 이용하는 방법을 적용한 시험

이 수행되었다. 연소도 35,000 MWd/tU의 사용후 핵연료를 사용하여 DFDF에서 3회

산화․환원처리 실험을 한 결과에 의하면 핵분열 기체인 Kr의 경우 1차 환원처리 단

계에서 모두 제거됨을 보였다. 따라서 연소도 35,000 MWd/tU SIMFUEL 소결체를 1

회 산화․환원처리 하여 생성된 분말을 약 120분 동안 미분쇄를 한 후에 소결촉진제

를 첨가하여 밀도와 결정립 크기가 향상된 소결체 제조공정 기술을 확보하였다. 연소

도 60,000 MWd/tU 소결체를 3회 산화․환원처리 하여 생성된 분말에 소결촉진제를

첨가한 경우에 밀도는 증가하였다. 결정립 크기는 연소도 350,000 MWd/tU와 비슷한

비율로 증가하였으나 큰 결정립은 얻을 수 없었다.

2005～2006년에는 고밀도와 큰 결정립(> 15㎛) 소결체 제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서 불순물 성분이 분말특성 및 결정립 크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다양한 소

결촉진제를 첨가하여 제조특성을 조사하였다[2.2.2.7]. 불순물중 금속석출물이 결정립

크기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며, 소결촉진제로 TiO2를 0.2 wt.% 첨가하고 소결온도를

1,800℃로 하여 결정립크기가 15 ㎛ 이상인 소결체 제조기술을 확보하였다.

사용후핵연료 핵분열생성물의 황화반응 특성 조사를 위해 단일성분 희토류 고용

UO2의 고온 산화 생성 상분리 분말에 대해 선택적 황화반응을 하였으며, 고온 산화후

환원분말에서만 선택적 황화반응에 의해서 희토류 농축 우라늄 산황화물이 생성되었

음을 확인하였다[2.2.2.8].

또한 최근에는 전해환원공정에서의 금속전환체 제조실험을 위해서 SIMFUEL 소결

체를 산화하여 분말로 만든 후에 다양한 형태의 입자(분말, 그래뉼, 펠렛)제조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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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다발 용접장치 기술개발 현황

1. 기술 동향 개요

건식재가공 산화물 핵연료 다발의 제조를 위한 봉단마개와 접합판의 용접방법을 위

해서는 원격조정이 가능한 핵연료 다발 용접장치가 필요하며, 특히 핫셀 내에서 연료

봉 조립 및 핵연료 다발 제조 시 접합부의 용접품질과 용접성능 향상을 고려할 때 반

드시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다. 핵연료 다발은 연소 시 원자로 내의 인접 연료봉과 일

정 간격으로 유지되면서, 연료봉에 냉각수가 흐르는 방향으로 조립하게 된다. 또한, 이

것은 건식재가공 핵연료 다발이 원자로에서 가동되는 동안 손상이 잘 되는 부위가 핵

연료 다발의 접합판과 봉단마개의 용접부이기 때문에 건전한 용접은 핵연료 의 안전

성과 수명에 직결된다고 할 수 있겠다. 건식재가공 핵연료 다발을 위한 접합판 용접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원자력 분야의 핵연료가공 관련 원격 용접기술은 세계적인 추세에

서 볼 때 점차 연구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2.3.1.1].

본 연구에서는 핵연료 연료봉을 이용한 용접기술의 개발 결과 즉, 핵연료 다발 부

품인 봉단마개와 접합판을 이용한 용접특성 조사[2.3.1.2], 치공구 설계 개선, 그리고 원

격 용접기술 등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얻었으며, 현재 산업체 제

조분야에서 유사한 중소기업체와 공동으로 이와 관련된 기술정보 제공 및 기술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의 핵연료 다발 제조의 기술수준은 원천적인 기초자료가 미흡하

고, 거의 대부분 해외기술에 의해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식재가공 핵연료 다발의

원격 용접장치는 고도의 품질 성능이 요구되는 생산기술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

면, 각 장치 모듈들의 적절한 조합을 통하여 요소 하나하나의 가치에 비하여 월등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반적인 설계기술을 뜻한다. 즉 기계 전자와 같은 요소기술이

나 적용 분야만의 전문 지식보다는 그 요소기술들이 종합적인 능력을 발휘할 때, 탁월

한 부가가치가 발생되기 때문에 여러 기술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줄 때 효율적인 설

계기술이 가능해 진다.

건식재가공 핵연료를 이용한 모의 펠렛 및 연료봉 제조와 특성실험을 바탕으로 그

동안 핫셀에서 핵연료를 제조한 바가 있으며, 연료봉에 펠렛을 장전하여 연료봉 제조

의 마지막 단계인 밀봉용접을 할 수 있는 기반기술이 마련되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건식재가공 핵연료 다발 제조를 위한 전초적인 단계로서 먼저 원전에 상용되고 있는

다발제조에 관한 기술 자료를 분석하였고, 또한 원격 다발 용접장치 설계를 위한 개념

확립을 위해 다발용접공정의 기술성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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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다발 용접장치 개발 분석

가. 개요

건식재가공 핵연료 다발의 제조를 하기 위해서 원격조정이 가능한 원격 용접장치가

필요하며, 특히 핫셀 내에서 연료봉 조립 및 핵연료 다발 제조 시 접합부의 용접품질

의 건전성과 용접성능 향상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다발 제조장치의 적합 설계를 위

해서는 생산 공정과 작업자의 일을 장치개발 및 제조공정을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반

영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본 절에서는 건식재가공 핵연료 다발의 원격 용접장치

개발 전에 현재의 상용 중인 중수로용 핵연료 다발의 제조 공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

아보고, 국내 연료공장의 다발용접기에 관한 성능을 비교 분석한 다음 품질 검사에 대

한 기술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나. 다발 용접장치 공정 분석

(1) 중수로 다발의 구성 및 특성

중수로 핵연료 다발의 주요 재료는 지르칼로이-4 및 UO2이며 지르칼로이-4피복관,

간격체, 지지체, 봉단마개, 봉단 접합판, 흑연 도포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UO2 소결체

가 장전된 연료 다발의 무게는 약 24kg 이고, 이중 90% 이상이 UO2이다. 중수로 핵연

료 다발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

- 고밀도의 천연 UO2 소결체

- 두께가 얇은 피복관(collapsible)

- 고도의 건전성을 갖는 봉단마개 용접

- UO2 소결체와 지르칼로이-4 피복관 사이의 흑연도표

- 유도 경납땜된 간격체, 지지체

- 간단한 구조의 집합체

중수로 핵연료 다발은 그림 2.3.2.1의 제조공정 흐름에 의해 37개의 연료봉이 2개의

봉단 접합판(end-plate)에 일정한 배열로 용접, 조립되어 있으며, 각 연료봉은 지르칼

로이-4 피복관에 29-31개의 천연 UO2 소결체 (pellet)가 장진되어 그 양단이 지르칼로

이-4 봉단마개(end capping)로 용접, 밀봉되어 있다[2.3.1.3, 2.3.1.4]. 연료봉 사이의 간

격은 연료봉 외면에 부착된 지르칼로이-4 간격체 (spacer pad)에 의하여 일정하게 유

지되며, 원자로에 핵연료 다발을 장진할 시 입력관 (pressure tube)과 핵연료 다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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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다발의 외환봉에 지르칼로이-4 지지체(bearing pad)가

부착되어 있다. 또한 피복관 내부에는 얇은 흑연층이 도포되어 있으며, 이는 피복관과

UO2 소결체의 interaction을 감소시킨다.

Sort and Stack

UO2 Loading / EC Welding

Bundle Welding

He Leak Test

Bundle Wash

Final Inspection

Packing / Shipping

Bundle Repair

그림 2.3.2.1 핵연료 다발의 제조공정 흐름도

(2) 중수로 다발 제원 및 부품 구성

중수로 다발은 중수로용 전용 핵연료를 가지고 있으며, 길이 493mm의 연료봉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되어 조립된 원통 다발형 집합체로, 중심봉 1개, 내환봉 6개, 중

환봉 12개, 외환봉 18개의 연료봉과 이들의 양단을 지지해주는 2개의 봉단접합판으로

된다. 다음은 중수로 핵연료 다발의 주요 제원과 표 2.3.2.1에서와 같이 부품 구성을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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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경: ø 102.49 Max.

- 길이: 495.30 ±0.75

- 무게: 약 24kg

표 2.3.2.1 핵연료 다발의 부품 구성

구 분
피복관 종류

1/Bundle
W1 W2 W3 W4 W6

Tube 1 6 12 6 12 37

End-plate 2 2

Bearing Pad - - - 18 36 54

Spacer 0.8mm 6/6 5/30 6/72 6/36 3/36 180

Spacer 0.6mm - - 1/12 - - 12

End cap 2 12 24 12 24 74

Pellet 31/31 31/186 31/372 31/186 31/372 1147

(3) 다발 용접장치

중수로 핵연료 다발의 용접은 저항용접(resistance projection welding)을 이용하여

7 bundle carrousel ststion 상의 조립치구에 가 조립된 연료봉들을 봉단접합판과 결합

하여 CANDU6 다발을 생산해 내는 공정을 말하며[2.3.1.5, 2.3.1.6], 그리고 아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여 작업 시작 전, 후에 연료봉의 위치별 시편 샘플을 채취하여 용접강도

를 측정하여 공정관리를 수행한다.

(가) 용접기의 일반 모드

7 bundle carrousel ststion 상에서 공급되고 가 조립된 연료봉의 정상적인 일반 모

드로 아래와 같은 순서에 의해 용접공정이 진행된다.

① 소결체 장입 및 봉단마개 용접이 완료된 연료봉을 연료 집합체 가조립 작업대(7

bundle carousal station)상에서 각 종류(W1, W2, W3, W4, W6) 별로 37개의

연료봉을 그림 2.3.2.2의 집합체용 조립치구(bundle fixture)에 조립한다.

② 가 조립치구는 컨베이어를 통하여 봉단접합판을 이용하는 용접장치(bundle

assembly welder로 이송시킨다.

③ 컨베이어와 input elevator를 통해 이송된 가 조립치구는 bundle probe station

에서 돌출된 연료봉의 유무를 센서를 통해 감시한다.

④ Barcode reader는 가 조립치구에 부착되어있는 barcode 정보를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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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에 전송하고 연료다발의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이때 번호각인 시스템

은 봉단접합판에 번호를 각인하여 상부 J-plate에 삽입한다.

⑤ 1차(상부) welding station에서 연료다발의 상부 봉단접합판을 이용하는 용접을

수행한다.

⑥ 1차 용접이 끝난 핵연료 다발은 가 조립치구가 이탈되어 2차(하부) welding

station에 대기하고, 번호각인 시스템은 하부 봉단접합판에 번호를 각인하여 하

부 J-plate에 삽입한다.

⑦ 1차 용접된 핵연료 다발은 2차(하부) welding station으로 이송되어 하부 연료

다발 용접을 완료 한 후 weighing station에서 무게를 측정 후 vision system은

봉단 접합판의 상. 하부 일련번호가 일치되는지 확인하고 연료다발의 번호와 무

게 기록을 main server에 전송한다.

⑧ 무게 측정이 끝난 핵연료 다발은 헬륨 누출시험의 inspection chamber station으

로 이송하게 된다.

    

(다발 용접치구) (조립된 다발)

그림 2.3.2.2 조립된 fixture 및 핵연료 다발

(나) 재작업 모드

① 외환봉 교체 및 재작업 (그림 2.3.2.3)

- 외환 연료봉에 발생한 불량 연료봉의 교체 작업에 적용

- 핵연료 다발 당 최대 8개 연료봉까지 교체 가능

- 한번 교체한 연료봉을 재작업 할 경우에는 핵연료 다발을 해체한 후 재작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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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핵연료 다발 해체 및 재작업

- 교체될 외환 연료봉이 8개 이상이거나 내부 연료봉이 손상 되었을 경우의 연
료다발을 해체

- 해당 연료봉을 교체한 후 재조립 및 용접 작업을 해야 한다.

- 한번 해체하여 재작업을 한 집합체는 다시 재작업을 할 수 없다.

(하단 용접치구)

(조립된 다발)

그림 2.3.2.3 외환봉의 재작업 fixture

(다) 다발 용접공정 장비의 구성

그림 2.3.2.4에서와 같이 중수로 핵연료 다발 용접에 사용하게 될 공정장비 각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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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은 다음과 같다.

1) Input elevator

2) Bundle probe station

3) 봉단접합판 번호각인 시스템

4) Welding station

5) Vision system

6) Weighing station

7) System control

8) MEDAR welder

그림 2.3.2.4 핵연료 다발용 용접공정장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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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Input elevator

그림 2.3.2.5에서와 같이 7 bundle carrousel station에서 공급된 bundle assembly

fixture는 conveyor를 타고 bundle assembly welding 공정으로 이송되며 input

elevator 상에 이르게 되면 cylinder에 의해 input elevator가 상승하여 bundle probe

station (bundle holding station)으로 bundle assembly fixture를 공급하는데 사용된다.

② Bundle probe station

Bundle assembly fixture에 가 조립되어 있는 element들의 정렬 상태 및 welding

station 상에서의 J-plate 와 element 상부와의 gap이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는가를 점

검하며, 정렬된 연료봉 용접부에 압축공기를 불어 넣어 이물질을 제거 단일용접 자국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용접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③ 봉단접합판 번호각인 시스템

양산 중인 중수로 핵연료 다발은 그림 2.3.2.6과 같이 제조이력에 대한 관리를 위

하여 연료다발에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이때 일련번호는 7자리로 구성하며 앞의 두 자

리는 생산년도를 나타내고 나머지 5자리는 일련번호로 구성되며 번호각인 높이는

2.5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각인 깊이는 재료 두께의 1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상 하단 한쪽 면 또는 양쪽 면 모두에 잘못된 번호가 각인되었을 경우 잘못된 번호를

지운 후 수동으로 바른 번호를 각인한다. 이때 wetzel dot mechanical marker가

EDP system에 의해 부여된 해당 bundle No.를 적재된 봉단접합판 magazine에서

인출하여 상 하단 end-plate에 각인하고, gripper는 각인된 봉단접합판을 J-plate에 공

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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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5 핵연료 다발용 input elevator

그림 2.3.2.6 봉단접합판 일련번호 각인 시스템

④ Welding station

First welding station에서는 가조립된 연료봉과 봉단 접합판과의 상부면(기

준면)과 하부면을 용접하는 곳으로 각각 2축(회전축, 직선 운동축)의 서보 모터를

이용하여 위치를 제어하며 연료봉의 위치 고정은 J-plate를 사용하며, 용접 시 조

립 fixture가 air cylinder에 의해 상승하여 J-plate에 고정되며 weld gun을 이용하여

37 point의 연료봉 용접을 수행한다.

㉮ 용접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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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단접합판의 형상과 연료봉이 접촉되는 부분의 end-plate의 형상에 따라 다르며,

MEDAR welder에 내장되어 있는 program에 따라 각 연료봉별 welding parameter로

자동으로 조절된다. 각 연료봉별 end-plate와의 welding은 J-plate 내에서 power

electrode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때 ground electrode가 endcap 양쪽에 균일하게 접촉함

으로써 전류 loop를 형성하여 준다.

㉯ 주요 구성

- Rotation Table

- Diaphragm Cylinder

- J-Plate

- Weld Gun

- Ground Striker

- Air Spring

- Power Electrode

- Ground Bushing

•회전 테이블

그림 2.3.2.7에서와 같이 first welding station과 second welding station의

element 위치를 찾는데 사용되는 index이며 weld gun이 장착된 직선 축과 서보모터와

회전축 서보모터 제어를 통해 연료봉의 용접 위치를 제어한다. 즉, ground electrode와

J-plate가 장착되어 있는 table은 serve motor에 의해 원주방향 (X-θ system)으로 운

동하며, power electrode가 장착되어 있는 weld head (welding gun)은 또 다른 servo

motor에 의해 축 방향으로 직선운동을 하면서 welding될 연료봉의 위치를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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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7 핵연료 다발용 회전 테이블

• J-plate

그림 2.3.2.8과 같이 중수로 다발의 최종 외형과 다발의 치수 품질요건을 결정하

는 용접치구로 상, 하부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질은 두랄루민 계열(Al-7075 T6)에

절연을 위해 표면에 anodizing 처리를 하고 ground bushing과 조립되어 구성되어 있

다.

그림 2.3.2.8 핵연료 다발용 J-plate

• Weld 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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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9에서와 같이 1, 2차 welding station에서 가 조립된 연료봉과 봉단접합

판을 용접하는 장치로 서보모터의 직선운동 축에 고정되어 있으며 diaphragm cylinder

의 하단에 장치되어 상․하 직선운동을 하며 weld gun에는 air spring, ground

striker, power 전극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 조립 fixture의 연료봉이 J-plate에

insert 되며 2축의 서보모터 위치제어에 의해 봉단접합판 용접을 수행한다. 이때

welding gun은 매년 overhaul하여 seal element를 교체해주고 bearing의 상태를 점검

해야 한다.

그림 2.3.2.9 Diaphram cylinder 및 welding gun

•Ground Striker

Weld gun의 하단에 부착되어 weld gun과 diaphragm cylinder의 직선운동에 의

해 air spring 의해 동작되며 중심축은 power 전극을 고정하여 봉단접합판에 접촉되

고, air spring이 내장된 ground striker는 ground bushing, 봉단마개와 통전되어 용접

을 수행한다. 그리고 ground striker의 하단에 돌출된 면이 ground bushing과 통전하

여 용접이 수행되므로 접촉면에 이물질을 제거하며, 항상 평면을 유지하여야 한다.

• Air Spring

Ground striker 안에 내 장되어 m ain cy linder에 가 해 진 force를 pow er

electrode와 ground electrode로 균일하게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Air

cylinder의 cylinder와 piston 사이의 기밀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O-ring은 시간이 지

남에 따라 마모되며, 특히 lubricant에 의해 손상될 수 있다. 그리고 O-ring의 손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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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cylinder와 piston이 손상이 되면 power 전극과 ground 전극의 압력 불균형으

로 용접품질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 Air cylinder의 design은 stroke가 air cylinder

직경에 비해 매우 적으므로 piston이 바르지 않을 경우 cylinder와 binding을 일으켜

main cylinder에 의해 가해지는 force가 power electrode와 ground electrode로 균등히

분배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electrode 교체 시마다 air cylinder의 smooth한 작동 여부

를 점검해야 한다.

•Power 전극

End-plate와 접촉하 는 main electrode로 weld current는 power electrode를

통해 end-plate와 end cap으로 전달되며, 이때 end-plate의 아래면과 end cap 표면

사이에 nugget가 형성된다. Power electrode와 end-plate의 직각도는 용접 품질과 전

극의 수명에 영향을 주며 electrode tip 내부로 cooling water를 공급하여 열 충격에

의한 전극의 수명을 연장시킨다. 표 2.3.2.2는 power electrode의 교체주기를 보여 준

다. 그림 2.3.2.10의 power electrode는 용접면을 재가공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re-machining 시 weld gun에 연결되는 부분이 편평하게 가공되어야 하며 end-plate와

접촉하는 부분도 end-plate와 수직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표 2.3.2.2 Power electrode의 교체주기

Recommended Number of Bundles

Welded Between Electrode Changes

Fuel Type Station #2 (1st end) Station #4 (2nd End)

Bruce 300 300

Pickering 680 680

600MW 300 300

Hydro Quebce 600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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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10 Power electrode

• Ground Bushing

봉단마개 와 접촉하 는 전 극 을 그림 2.3.2.11에 서 와 같 이 ground

electrode 또는 ground bushing 이라고 하며 ground electrode는 J-plate hole과 절

연을 유지하여야 하며, end-plate와 직접 접촉을 허용하지 않으며 end-cap과 접촉해

야만 한다. 봉단마개와 접촉되는 전극으로 용접 중 ground electrode에 가해지는 힘

은 실제 용접 force로 이용되지는 않지만 end cap과 균일하게 접촉하게 하여 용접을

위한 전류회로를 형성하게 하여 용접을 수행하며, 용접 중 ground electrode와 다

른 부분의 접촉으로 인한 arc, burn, spitting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Ground electrode

는 37개 element의 각 position에 해당하는 위치에 장착되며 position별 electrode의

형상은 element가 end-plate에 결합되는 곳의 end plate 형상에 따라 다르며, 6 종류

의 37개 electrode가 장착된다.

Ground electrode는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열 변형이나 마모 때문에 주기적으로

Re-machining해 주어야 한다. Re-machining 시 end cap과 접촉하는 면의 taper를 정

확히 가공되어야 한다. 이때 ground striker와 닿는 부분은 평면을 유지 하여야 하며,

37개 ground electrode의 길이는 모두 같아야 한다. 다음은 element 위치별 ground

electrode type을 표 2.3.2.3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 32 -

표 2.3.2.3 Element 위치별 ground electrode type

Element 위치
Element

type

Element

수 량

Element / End-plate

결합형태

Ground

electrode 종류

Element W1 1 Center 1 Center Type 1

Inner element W2 6
3 Inner ring intern web

3 Inner ring

Type 2

Type 3

Intermediate

element
W3 12

3 Intern ring outer web

3 Intern ring

6 Intern ring outer web

Type 4

Type 3

Type 5

Outer element
W4

W5

12

6

12 Outer ring

6 Outer ring web

Type 3

Type 6

그림 2.3.2.11 Ground bushing

⑤ Weighing station

완성된 bundle의 전체무게 계량으로 사용되며, 그림 2.3.2.12에서와 같이 second

end welding station에서 gripper에 의해 weighing station으로 이동되어 Setra system

사의 70 CP weigh scale이 bundle 무게를 측정한다. 이때 측정 data는 vision system

controller로 보내져 formatting 된다. 이 측정 data와 vision system에 의해 읽혀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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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다발의 이력이 EDP system으로 전송하게 된다.

그림 2.3.2.12 Weighing scale

⑥ Vision system

연료봉 조립 fixture의 barcode는 이전까지 수행한 앞 공정의 제조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립된 7 bundle에 연료다발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봉단접합

판에 번호를 각인하며, 그림 2.3.2.13에서와 같이 용접된 핵연료 다발 상․하 면의 일

련번호 일치 여부 확인, 무게 계량된 다발의 번호를 잃어 barcode 라벨을 생성시키며

이력을 전산 시스템에 전송하고 data값이 다를 경우 welder는 가동 중지된다.

⑦ System control

다발 용접장치의 전체적인 sequence control을 하며, J-plate의 용접될 위치의 선

정도 PLC에 의해 이루어진다. 또한 용접될 element의 위치 선정 및 용접을 위한 제반

준비가 갖추어 지면 PLC는weld controller에 용접될 element의 위치선정(즉, weld

controller 내에서 weld sequence 선정에 필요) 및 용접준비가 완료임을 통보한다.

Weld controller는 해당 weld sequence를 선정하여 용접 전류를 흘리고, 용접이 완료

되었음을 PLC와 연결하여 통신한다. 다른 element들에 대해서도 위의 순서를 반복하

여 차례로 용접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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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13 Vision system

⑦ System control

다발 용접장치의 전체적인 sequence control을 하며, J-platedㅣ 용접될 위치

의 선정도 PLC에 의해 이루어진다. 또한 용접될 element의 위치 선정 및 용접

을 위한 제반 준비가 갖추어 지면 PLC는 weld controller에 용접될 element의

위치선정 (즉, weld controller 내에서 weld sequence 선정에 필요) 및 용접준

비가 완료임을 통보한다. Weld controller는 해당 weld sequence를 선정하여 용

접전류를 흘리고, 용접이 완료되었음을 PLC와 연결하여 통신한다. 다른

element등에 대해서도 위의 순서를 반복하여 차례로 용접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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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국가 연구 동향
개발

단계

사용후핵연

료 연소도별

탈피복 및

분말화기술

미국

일본

-미국 INL은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탈피복을 위해 산화

탈피복(DEOX, Decladding via Oxidation) 방법에 대하

여 실험을 수행하고 있음.

-미국 ORNL에서는 염소 탈피복 방법이 최근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음. 이 방법은 폐피복관 중 지르코늄만 순수

하게 분리 회수 할 수 있어 중저준위 폐기물 혹은 재활

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플루토늄 분리의 우려로 인

해 한국에서는 연구개발 제약이 예상됨.

-일본 IRI, 동경전력에서는 염소 탈피복 방법에 연구하고

이 방법이 폐피복관 중 지르코늄만 순수하게 분리 회수

할 수 있어 저준위 폐기물 혹은 재활용될 수 있다는 연

구결과를 발표함.

응용

응용

사용후핵연

료 연소도별

재가공

산화물

전환체 원격

제조기술

미국

캐나다

캐나다

일본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제조 기술은

주로 AIROX 및 OREOX 공정을 기반으로 한 원격 제조

기술 이며, 연소도 40,000 MWd/tU 이하의 사용후핵연료

를 대상으로 개발된 기술임.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건식 재가공 기술개발은 최근에 간헐적으로 수행

되고 있음.

-건식 공정인 파이로 공정에서는 연소도 50,000 MWd/tU

이하의 사용후핵연료를 대상으로 기술 개발이 수행되고

있음.

-산화공정을 이용하여 상변화에 의한 고용상 핵분열생성

물 제어 연구는 캐나다에서 일부 수행한 적이 있으나 현

재는 중단된 상태임.

-최근 일본 대학에서 산화-황화반응을 통한 희토류 원소

의 분리 연구를 기초 연구 수준에서 수행 중에 있음.

개발

사용후핵연

료 표준물질

제조 기술

미국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핵물질 계량용 표준물질 제조

기술 연구는 새로운 연구 분야로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수행되는 핵심 기초 연구임.

-기존에는 사용후핵연료 자체를 재가공하지 않고 표준시

료로 사용하였음.

기초

제 4 절 세부 기술사항의 검토 분석

1. 국외 기술 현황 요약

(개발단계 : 기초, 개발, 응용, 실용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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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다발

용접 기술

미국

캐나다

-캐나다의 AECL, 미국의 ORNL에서 핫셀 원격 TIG 용

접이 수행된 바가 있음.

-일본 JAEA에서 JMTR용 재계장 연료봉의 원격 용접

및 고속 증식로용 MOX 핵연료를 이용한 핀 용접을 수

행하고 있어 핫셀에서의 원격 용접 기술은 연료봉 제조

수준의 용접 기술까지는 확립 단계임.

-연료봉을 일체화하는 원격 집합 용접에 대한 기술개발

은 시도된 바가 없음.

개발

핵심기술
비교국

(기관)
국내 연구 동향

단계 종료 후

기술수준

비교(%)

1단계 2단계

사용후핵연료

연소도별

탈피복 및

분말화 기술

미국

(ORNL)

일본

(IRI,

동경

전력)

-한국 원자력연구소에서는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 기계적 탈피복과 고연소도핵연료에 대한

산화 탈피복 기술 개발을 일부 실시한 바 있음.

-한국 원자력연구소에서는 이를 개선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봉을 기계적으로 탈피복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기계적 탈피복 방법은 고연소도

핵연료 폐피복관에 잔류하는 핵연료 물질 회수

를 위하여 기술 개선이 필요함.

70 90

사용후핵연료

연소도별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원격 제조

기술

미국

캐나다

일본

-고방사성 핫셀에서 연소도 27,300 MWd/tU 범

위의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품질기준을 만족

하는 산화물전환체 제조를 위한 자격화 공정을

설정하였고,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기초연구를 수행함

70 90

희토류 원소

건식 상분리

기술

캐나다

일본

-모의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산화-환원 반응에

따른 희토류원소중 Nd 단일성분의 거동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 실험을 수행함.

60 80

사용후핵연료

표준물질

제조 기술

미국

캐나다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건식 재가공기술을

통하여 중수로 원전용 산화물 핵연료 제조공정

을 확립함.

-국내 최초로 건식 재순환 핵연료 제조기술을 구

60 90

2. 공정 단위별 주요 기술사항 및 국내 기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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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였으나, 표준물질 제조를 위한 연구는 수행

되지 않았음. 따라서 국내 기술 수준이 선진국

수준이 됨.

원격 다발

용접 기술

미국

캐나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고방사성 핫셀에서 원격

레이저 용접장치를 이용한 건식 재가공 연료봉

및 조사시험 축소 연료봉 등을 제조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모의시설을 이용한 멀티핀

(multi- pin) 집합연료 원격 용접기술 기초 연구

를 수행중임.

-핫셀 내에서 원격 다발 용접 기술은 국내․외적

으로 처음 시도되는 연구로서 선진국과의 기술

수준 비교는 힘들며, 국내 기술 수준이 선진국

수준이 됨.

60 80

3. 기술 개발의 방향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개발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국내 미래 원자력 시스템 기

술은 건식처리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직접 재가공 산화물핵연료 제조 기술과 사용

후핵연료 파이로 공정과 연계된 SFR 기술로 나눌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 파이로 공정

및 TRU 핵연료 제조기술은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의 약 96%에 달하는 잉여우라늄을

제거함으로서 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여 처분장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잔여

TRU 물질은 SFR 핵연료로 만들어 에너지를 생산하고 장수명 핵종을 소멸처리 할 수

있는 기술로 현재 미국 및 미래 우리나라 핵연료주기를 완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

술로 연구 중 있다.

미국은 상용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AFCI 프로그램을 통해 핵확산저항성이

증가된 습식 재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재처리한 후, TRU 및 장반감기 핵분열생성물까

지도 고속로를 이용하여 소멸시키고 또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일본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고속로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고 있으며, 공학적 규모 시

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고속로 및 관련 세라믹 핵연료주기 기술을 확립하여 상용화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착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세계적 연구개발 추세로 보아 사용후핵연료의 약 95 %를 차지하는 우라늄

은 분리하여 기존 원자로에 활용하고, 또는 저준위폐기물로 분류하여 천층 처분하고,

일부의 우라늄을 포함한 TRU를 회수하여 고속로에 재순환하여 에너지 생산과 함께

소멸시킴으로서 향상된 핵확산저항성을 유지하면서 자원 활용성, 경제성 및 환경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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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위한 산화물 핵연료 건식처리 기술인 듀픽 기술

을 통하여 세계적으로 핵투명성을 인정받았으며 향후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기술개

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가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 장기 연구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사용후연료 재활용을 위한 선진 핵연료주기 기술인 파이로 건

식처리 공정 기술 연구개발을 수행 중에 있다. 따라서 본 과제를 통하여 국내적으로는

사용후핵연료 재활용과 관련된 핵심 요소 기술을 상당 부분 확보함으로서, 향후 활발하게

수행 전망되는 사용후핵연료 건식 처리(파이로 공정 기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

된다. 그림 2.4.4.1은 국내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위하여 건식처리 개념을 도입한 파이

로 공정과 고속로와의 연계 주기의 흐름도이다.

그림 2.4.4.1.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위한 파이로-고속로 연계 주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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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원격

제조 기술개발

1. 연구 개요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위한 핵비확산성 건식공정 산화물 핵연료 기술개발을 목적

으로 DFDF (DUPIC Fuel Fabrication Facility, IMEF M6) 핫셀에서 평균 연소도

27,300 MWd/tU 경수로 사용후핵연료(G23 집합체내 연료봉)를 이용하여 전 단계(2000

～2002년도) 연구에서 핵연료 분말, 소결체, 연료봉 제조 자격화 공정을 구축하고 이를

최적화하였다[2.1.2.14, 2.1.2.15]. 이상과 같이 건식 재가공 핵연료 원격 제조를 위한 최

적화 공정은 주로 저연소도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핵연료 제조공정흐름에 따라 핵

연료 분말, 소결체, 연료봉 제조 특성을 평가하였으며, 최적화된 공정을 이용하여 원격

제조 실험을 수행한 결과, 120 MPa 이하의 압력으로 성형하고 1800～1850℃의

Ar-4%H2 분위기에서 10 시간 소결한 결과 이론밀도 95% 이상이고 표면 균열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핵연료를 제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원자로의 경제성 향상 및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의 감소를 위하여 핵연료의 장주기 고연소도화가 일반적인 추세

이므로 전 단계에서 설정한 건식 재가공 핵연료 원격 제조를 위한 최적화 공정 조건

이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할 경우에도 품질이 우수한 핵연료를 원격 제조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저연소도 사용후핵연료와 달리

불순물 함량 즉 핵분열생성물 함량이 더 높은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건식

재가공 핵연료 원격 제조를 위하여 기개발한 자격화 공정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사용후핵연료 연소도 변화에 따른 주요 특성 변화를 건식 재가공 핵연료 원격 제조

와의 연관성 관점에서 재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장 중요한 특성 변화는 핵연료

연소도가 증가할수록 사용후핵연료내 핵분열생성물의 양 즉 불순물의 양은 증가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연소도가 증가할수록 산화속도가 더 느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1.2.7, 2.1.2.8]. 지금까지 알려진 연소도 변화에 따른 산화 메커니즘 특성을 보면,

UO2+X 산화물과 핵분열생성물이 산화과정에서 안정한 형태 즉 (U,FP)4O9 상을 이루어

분말화가 상대적으로 늦게 일어나게 되며 높은 온도에서도 이러한 상이 존재함으로서

일부 핵연료는 U3O8 상으로 분말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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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주로 모의 사용후핵연료(Simulated spent fuel)를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실제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연구 결과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즉 연소도가 증가

할수록 산화속도가 느려지면 산화공정에서 분말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소도 증가에 따라 건식 재가공시 제조특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용후핵연

료 특성 변화중 중요한 또 하나의 사항은 핵연료 자체의 미세조직 변화이다 [2.1.2.7,

3.1.1.1]. 즉 핵연료 연소도가 증가할수록 소결체 표면은 국부적인 연소가 중심보다 크

기 때문에 핵분열 기체량이 편중화되어 기포의 밀집현상이 발생하며 Rim 영역의 UO2

는 0.1～0.5 ㎛크기의 아주 작은 미세 결정립들로 분리되는 미세 구조상의 변화가 일

어나게 된다 [2.1.2.7]. 아울러 연소도가 증가할수록 건식 재가공 핵연료 소결체 제조의

원료물질로 사용되는 핵연료의 미세구조는 반경방향으로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아

울러 세슘 등의 준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의 분포도가 매우 다양한 형태를 이루게 되므

로, 미세구조 및 핵분열생성물의 분포가 균일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소

도가 증가할수록 핵분열생성물 함량 증가 및 미세 조직 변화에 의하여 사용후핵연료

의 분말화 및 분말 자체의 특성이 크게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특성들은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공정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전 단계 연구에서 65,000

MWD/tU 고연소도 핵연료를 이용하여 기존에 설정된 최적화 제조 공정조건(표 3.1.1.1

참조)에서 분말 및 압분체, 소결 특성을 예비 분석한 결과, 기존의 27,000 ～ 35,000

MWd/tU 연소도를 가지는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소결특성 실험결과와 다르게 동일

한 제조공정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소결체 밀도가 이론밀도의 약 93%(93% T.D.)로 상

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크게 분말의 특성 차이 및 핵연료내 불순

물로 다량 함유된 핵분열생성물의 소결시 미치는 영향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본 단계 연구에서는 울진 2호기 원자력발전소에서 2001년도 방출된 K23 핵

연료 집합체내 현재 조사후시험시설(PIEF)에 저장되어 있는 핵연료봉중 고연소도 사

용후핵연료 (K23-M03 연료봉, 평균 연소도 58,000 및 65,000 MWd/tU)를 이용한

OREOX 공정조건 변화 및 소결공정 조건 변화에 따른 소결특성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후핵연료내 불순물 함량이 소결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기존에 설정한 건식 재가공 제조 자격화 공정을 검증하였다. 아울러 지금까

지 수행한 사용후핵연료 연소도 변화에 따른 분말화 및 소결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

하였으며, 향후 개선 기술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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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분말화 기술 개선

가. 연소도 50 GWd/tU 이상 사용후핵연료 탈피복 및 분말화 기술 개선

(1)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선정 및 이송

최근 원자로에서 핵연료의 장주기 고연소도화 추세에 따라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건식 재가공 공정 개선 실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후시험시설(PIEF)에 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에서 영광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출된 J502 집합체중 일부 핵연료봉을

선정하여 DFDF 핫셀로 이송하였다.

표 3.1.2.1의 J502 집합체 연소 이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합체 평균 연소도는

47,789 MWd /tU 이고 냉각 기간은 약 1.8년으로 매우 짧으며 피복관 재질은 Zirlo이

다. J502 집합체중 J502-R13 및 C-16 연료봉을 선정하고, PIEF에서 Cs 감마핵종의 분

포도 측정에 의한 연소도 분포인 그림 3.1.2.1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소도가 균일한 영

역을 설정하여 25 cm 길이로 절단한 후 연료봉 당 약 1 kg-U(총 2 kg-U)을 DFDF

시설로 이송하였다(그림 3.1.2.2 및 표 3.1.2.2 참조).

표 3.1.2.1. J502 집합체의 연소 이력

영광4호기 장입 방출 EFPD
집합체 주기

연소도

연소이력 6주기 2001-06-28 2002-10-14 469 19.799

7주기 2002-11-22 2004-04-03 490 20.628

8주기 2004-05-15 2005-08-25 465 7.362

집합체 평균연소도 47.789 GWd/tU

농축도 4.49 w/o
피복관 Zirlo

U/rod 1.831 kg

냉각기간 645 days 2007-06-01 기준

연료봉 J502-R13 J502-C16

봉평균 연소도, GWd/tU 48.973 55.362

Thermal power, W/rod

Fission product 1.26E+01 1.48E+01

Actinides 1.21E+00 1.64E+00

Total 1.38E+01 1.64E+01

비출력, W/gU 7.56E+03 8.97E+03

영광4호기 J502 집합체 연소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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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 J502-R13, C16 연료봉 연소도 분포 측정 자료

그림 3.1.2.2. DFDF로 이송된 사용후핵연료 봉

표 3.1.2.2. 영광 원전 방출 J502-R13, C16 연료봉의 주요 특성.

Rod No.
평균 연소도

(MWd/tU)

이송영역 연소도

(MWd/tU)

Rod-cut

갯수

이송 무게

(U-basis)

25 cm rod-cut

총 무게

J502-R13 48,973 52,000 10개 약 1 kg-U 약 160g/rod-cut

J502-C16 55,362 60,000 10개 약 1 kg-U 약 160g/rod-cut

합 계 20개 2 k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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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수직형 탈피복장치 이용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탈피복 성능평가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K23-M03, K23-B16 연료봉(연소도 65,000 및 58,000

MWd/tU) rod-cut을 이용하여 기존 수직형 기계적 탈피복 장치에 의한 핵연료 회수율

(탈피복율)을 핵물질 계량용 장비인 DSNC(DUPIC Safeguard Neutron Counter) 장비

를 이용하여 구하였다. DSNC는 핵물질로부터 방출되는 Cm-244 중성자를 측정하여

핵물질 양을 계량하며, 탈피복율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탈피복율  탈피복전 사용후핵연료  으로부터    수
탈피복된 로부터     수

×

최종 탈피복된 폐피복관(hull)의 화학분석을 통하여 우라늄 양을 구하면 탈피복율을

보다 정확하게 구할 수 있지만, 화학분석 시간이 장기간 소요된다. 그러나 DSNC 측정

치는 핵물질 양에 무관하게 선형성을 가지므로 본 방법에 의하여 구한 탈피복율은 큰

오차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 단계에 수행한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봉 rod-cut 및 기계적 탈피복후 폐피복관

을 포함하여 2007년도 추가로 신규 연료봉 rod-cut을 이용하여 탈피복 전후의 시편에

대한 DSNC 측정 자료를 바탕으로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봉 rod-cut에 대한 탈피복율

을 구하고 이를 표 3.1.2.3에 종합 정리하였다.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봉에 대한 기계

적 탈피복후 피복관 내부 표면을 육안으로 관찰한 결과를 보면, K23-M03 사용후핵연

료봉의 경우 탈피복후 피복관 내면에 다량의 핵연료 부착 정도는 연료봉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났으며, K23-B16 사용후핵연료봉의 경우 탈피복후 피복관 내면에 핵연료는 육

안으로 관찰되지 않았다.

표 3.1.2.3.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봉 rod-cut 기계적 탈피복에 의한 탈피복율

Rod No.
평균 연소도

(MWd/tU)

1차 탈피복율 Hull 산화후 탈피복율

탈피복율 (%) 탈피복율 (%)

K23-M03 65,000 96.22 99.59
K23-M03 65,000 93.74 99.55

평균 94.98 99.57

K23-B16 58,000 99.05 99.69
J502-R13 52,000 99.06 99.92
J502-C16 60,000 97.52 99.58

표 3.1.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봉 rod-cut의 1차 기계적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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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에 의한 탈피복율(핵연료 회수율)은 K23-M03 연료봉의 경우 평균 94 ～ 96% 범

위인 반면 연소도가 약간 낮은 K23-B16 연료봉의 경우 약 99%로 연소도가 매우 높

을 경우 장주기 연소에 따른 핵연료의 스웰링과 PCI 현상에 의하여 탈피복율이 약간

낮게 나타났다. 참고로 연소도 40,000 MWd/tU 이하의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1차 기계

적 방법에 의한 탈피복율은 99.8%이상으로 전량 핵연료를 회수할 수 있었다. 따라서

탈피복후 폐피복관 내부의 핵연료를 회수하기 위하여 폐피복관만을 500℃에서 10시간

산화시켜 분말을 회수하고 탈피복율을 구한 결과 K23-M03의 경우 99.6%로 크게 상

승하였고 K23-B16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99.7%로 나타났다. J502 집합체 연료봉에 대

한 탈피복 실험 결과를 보면(표 3.1.2.3 참조), 1차 탈피복율은 연소도가 낮을 경우

99% 이상이지만 연소도가 더 높은 J502-C16 연료봉은 97.5%로 나타났으며, 2차 산화

처리할 경우 탈피복율은 99.5% 이상이었다.

종합적으로 보면,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봉 rod-cut을 기계적 탈피복후 산화 처리

하면 최종 탈피복율은 99.5%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화 처리한 폐피복관의 내부

에 침투한 우라늄을 고려하면 최종 탈피복율은 99.9%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즉

2006년도에 수행한 분석 결과를 보면, 그림 3.1.2.3은 K23-M03 사용후핵연료봉의 최종

산화 처리된 폐피복관 내부 표면을 EPMA probe size 1㎛, 측정간격 1㎛의 조건에서

분석한 결과로서 오른 쪽 끝부분이 핵연료와 접촉한 폐피복관의 내면을 나타낸다. 연

소도가 높은 65,000 MWd/tU 폐피복관의 경우 TRU 잔류물이 폐피복관의 내면에 부

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 내부로 침투된 TRU 핵물질은 쉽게 제거되지 않는다. 폐

피복관 내부로 침투한 핵물질 양을 정량적으로 정확히 구하기는 쉽지 않지만, 침투 우

라늄을 고려하면 1차 기계적 탈피복 및 2차 산화 처리할 경우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봉 탈피복율은 99.9%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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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3. K23-M03 산화 처리된 hull 내부 깊이에 따른 U 농도 분포 특성

(3)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탈피복 기술 개선

기계적 탈피복에 의한 핵연료를 회수시 사용후핵연료 연소도별로 피복관 재원 및 열

화 특성이 달라 기존의 기계적 탈피복 장치로는 조업이 효율적이지 못하였다. 특히

K23-B16 연료봉 피복관 재질은 low-tin Zircaloy-4로서 두께 0.57 mm(외경 : 9.5

mm, 내경 : 8.357 mm)이며, J502 집합체 연료봉 피복관은 Zirlo로서 두께 0.635 mm

(외경 : 9.7 mm, 내경 : 8.43 mm)인 반면에, 저연소도 사용후핵연료(평균 연소도

35,000 MWd/tU)의 연료봉 피복관은 Zircaloy-4로서 두께는 0.62 mm(외경 : 10.72

mm, 내경 : 9.48 mm)로서 연소도가 달라짐에 따라 외경 및 두께가 달라 blade 간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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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조정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 연소도에 무관하게 즉

피복관 재원 및 열화 특성에 관계없이 기계적 탈피복이 가능한 기술 개발을 목표로

기계적 탈피복 장치를 새롭게 설계하고 이를 제작하였다. 표 3.1.2.4는 기존 수직형 탈

피복 장치의 단점과 새롭게 개념을 설정한 수평형 기계적 탈피복 장치의 장점을 비교

한 것이다.

표 3.1.2.4. 기존 기계적 탈피복 장치 단점 및 개선 사항

기존 수직형 탈피복장치 단점 개선 사항
•Blade가 3단으로 구성되어 원격 교

체가 용이하지 못함

•사용후핵연료 연소도별 피복관 재질

및 두께 등이 약간 상이하므로 연소

도별로 blade 교체 필요

•수직형이므로 길이 제한이 있으며,

연속 탈피복 공정이 힘듬

•3단 blade로 인하여 피복관 칩 발생

•Blade를 1단으로 하여 원격 교체 용이하고

피복관 칩 발생량 저하

•피복관 재질 및 두께에 무관하게 blade의 절

단 깊이 간격을 자동으로 조정함

•수평형으로 로울러에 의하여 연료봉을 공급

하므로 연속 탈피복 공정이 가능. 즉 연료봉

길이에 무관하여 공정 시간 단축 가능

•후단에 hull 절단, hull 및 핵연료 물질 분리,

분말화 연속 공정 설치가 가능

사용후핵연료 연소도 특성을 반영하여 대용량 기계적 탈피복 및 분말화 장치 개발

을 목표로 주요 설계 사항을 반영하여 장치를 설계, 제작하였고, 장치 예비 성능 실험

을 수행하여 구동 모터 등을 교체하였다. 현재 산화된 비방사성 피복관 재료를 이용하

여 탈피복 기초 실험을 수행중이며, 동시에 핫셀에 투입하기 전 장치 개선을 위하여

장치의 원격 운전성 및 보수를 위한 mock-up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장치는 4 단계 연속 공정으로 운전되며, 크게 로울러 형태 봉 장입 장치, 피복관

절단장치, 분리된 핵연료 물질 회수 및 hull 압착/절단 장치, 산화 장치로 구성된다. 사

용후핵연료 봉 장입장치는 구동, 회전 로울러 1쌍으로 구성되고 4단계 가압식 로울러

로 구성되며, 유압 모터에 의하여 구동된다. 로울러 간격 조정은 유압 램을 이용하여

릴리프 밸브로 자동 조절하며 이를 이용하여 핵연료봉이 휘어지는 것을 자동으로 잡

아준다. 연료봉 절단은 피복관 두께에 무관하게 유압 릴리프 밸브로 최대 1 mm 까지

자동 조정 할 수 있다. Hull 압착 및 절단은 탈피복된 hull 분할 압착판에 삽입하여 로

울러에 의하여 압착하고 인출하면서 원하는 위치에서 절단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림 3.1.2.4는 상기의 설계 사항을 반영하여 장치를 제작하기 위한 설계 도면으로

서 크게 4 가지 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 3.1.2.5는 zircaloy-4 피복관을 이용하여

탈피복 실험을 수행중인 사진이다. 예비 시험 결과, 수평으로 연료봉을 삽입하면서 기

계적 탈피복에 의한 피복관 절단에는 큰 문제가 없었으며, 로울러에 의한 자동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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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위하여 장치를 일부 보수하였다.

그림 3.1.2.4. 수평형 기계적 탈피복 장치 설계 도면

그림 3.1.2.5. 연료봉 절단 예비시험 사진

(4) 연소도 50,000 MWd/tU 이상 사용후핵연료 분말화 공정 개선

연소도 50,000 MWd/tU 이상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500℃에서 10시간 1차

산화시키고 OREOX 공정중 산화 시간을 5시간으로 증가시킬 경우, 1차 산화시간을 증

가시킴에 따라 무게이득은 약간 증가하였으나 1차 산화후 무게이득은 연소도 58,000

MWd/tU K23-B16 핵연료의 경우 이론 값인 3.95 wt% 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나

K23-M03 핵연료와는 다르게 분말화가 충분히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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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연소도 60,000 MWd/tU 이하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99% 이상의 분말화가 가능

하지만, 65,000 MWd/tU 사용후핵연료의 경우는 1차 산화후 미분말화된 것만을 sieve

를 이용하여 분리하고 이를 밀링하여 산화 분말과 혼합후 OREOX 처리할 경우 거의

전량 분말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K23-M03 사용후핵연료의 경우에 대하여 1

차 산화 처리-미산화 분말 밀링-분말 혼합하여 제조한 분말 특성을 분석하였다.

나. 제조된 산화물전환체 분말 특성 평가

(1) 사용후핵연료 이용 제조된 분말 입자크기 분포 측정

통상적으로 SEM 등의 기기를 이용한 분말 형상을 분석하거나 sieve를 이용한 방법

을 사용할 수 있다. 현 단계에서 사용후핵연료 취급 분석이 한계가 있으므로, 약간의

오차는 수반되지만 상호 특성 비교는 가능하므로, 고연소도 및 저연소도 사용후핵연료

로부터 제조된 분말의 입자 크기 분포를 sieve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ASTM

B214-86(금속 분말의 sieve 분석)에 제시된 분석 절차에 준하여 15분간 교반과 동시

에 진동을 주고 US 표준 mesh 50, 70, 100, 200, 400를 사용하여 분말 입자 분포 특성

을 분석하였다.

그림 3.1.2.6은 K23-M03 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일부 분말 밀링후 혼합) 및

OREOX 분말의 입자 크기 분포를 G23-L2A(39,600 MWd/tU) 사용후핵연료 산화 분말

과 비교한 결과이다. 아울러 전처리 분야에서 수행한 J502-R13(연소도 52,000

MWd/tU) 사용후핵연료 봉의 산화 탈피복후 제조된 분말의 입자 크기 분포를 표

3.1.2.5에 정리하였다.

(2) 사용후핵연료 이용 제조된 분말 입자 크기 분포 특성

그림 3.1.2.6의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산화 분말(1차 산화후 미산화 분말 밀링-혼

합 분말)은 대부분 40 ㎛ 이하가 대부분인 반면, OREOX 분말 입자는 70㎛가 상당 부

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자 크기 분포는 연소도에 무관한 것으로 나타

났다. INL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500℃에서 제조한 산화 분말의 입자 크기 분

포를 sieve법에 의하여 측정한 연구 결과를 보면, 산화 분말 입자는 35㎛가 92%이상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SIMFUEL를 이용하여 측정한 OREOX 분말 입자크기는 산화 분말보다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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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크기가 더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본 측정 결과는 사용후핵연료 자체의 특성

이 SIMUEL과 다르거나 혹은 OREOX 분말이 라멜라 층을 형성하는 입자 특성으로

인하여 sieve법으로 측정할 경우 산화 분말보다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표 3.1.2.5. J502-R13 사용후핵연료봉 rod-cut 산화 탈피복 제조 분말 입자 분포

Mesh No. 입자크기(㎛) Sieve별 분말 무게(g) 분율(%)

70 200 ～ 210 5.65 13.7
100 149 ～ 150 3.30 8.0

2001 70 ～ 74 4.45 10.8
400 37 ～ 40 5.03 12.2

400이하 <37 이하 22.81 55.3

합계 41.24 100

그림 3.1.2.6. 사용후핵연료 종류별 산화 분말, OREOX 분말 입자크기 분포

3.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제조 특성 평가

가. 저/고연소도 혼합분말을 이용한 산화물전환체 제조 특성 평가

(1) 사용후핵연료 이송 및 DFDF 핫셀내 저장현황

현재 DFDF 핫셀에는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하여 연소도 범위 27,000

MWd/tU ∼ 65,000 MWd/tU의 사용후핵연료 약 21 kg(U 기준)을 저장중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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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MWd/tU 이하 저연소도 사용후핵연료는 건식 재가공 원격제조 자격화 공정 수립

에 대부분 사용하여 저연소도 사용후핵연료가 필요하다. 특히 대과제내 “사용후핵연

료 재가공 고도 전처리 공정 개발” 세부과제의 산화 탈피복 시험을 위하여 조사후시험

시설(PIEF)에 저장중인 고리 원전 방출 Q43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중 Q43-F16 연료봉

을 선정하고, 대상 연료봉의 균일 연소도 영역을 설정하여 25 cm 길이로 절단한 후

약 1 kg-U(총 10개 rod-cut)을 DFDF 핫셀로 이송하였다. Q43-F16 연료봉 연소도는

36,600 MWd/tU 이고 냉각 기간은 약 7.5년이며, 피복관 재질은 Zircaloy-4이다.

(2) 혼합비율에 따른 분말화/압분 특성

(가) 연소도 혼합비율 결정

표 3.1.3.1은 DFDF 핫셀에 저장중인 연소도별 사용후핵연료 물리적 특성을 정리한

표이며, 저/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혼합 비율은 본 과제내 “분말형 표준물질 제조 기

술개발 분야”와 연계하여 결정하였다.

표 3.1.3.1. DFDF 핫셀내 저장중인 사용후핵연료

베취명 G23-B5 G23-K10A Q43-F16 J502-R13 J502-C16 K23-B16 K23-M03

연소도

(GWd/tU)
27.3 35 37 52 60 58 65

Rod-cut × × 10개 8개 10개 4개 ×
Fragment × × × × × ○ ×
산화분말 ○ ○ × × ○ ○ ○

소결체 ○ ○ × × ○ ○ ○

(주 : ×-무보유, ○-보유)

혼합 비율 결정은 Cm 함량이 각 베취별로 동일하게 함유되도록 하였으며, 여기서

Cm 함량은 45,000 MWd/tU 연소도(4% 농축도) 사용후핵연료내 양을 기준으로 하였

다. 표 3.1.3.2은 총 6 베취 연소도 혼합비율 및 혼합시 핵연료 이론밀도, 핵분열생성

물(FP) 분율, Cs 분율을 정리한 것으로, 크게 Cs 등이 포함되지 않은 소결체와 재가공

하지 않은 사용후핵연료 fragment로 구분하여 혼합 제조 특성을 평가하였다.

표 3.1.3.2에 제시된 저/고 사용후핵연료 혼합비율을 기준으로, 표 3.1.3.3에 제시된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를 위한 자격화 공정(Qualified process) 순서 및 실험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화/OREOX 분말 및 최종 압분체 약 120개를 제조하였다.

먼저 저/고연소도 혼합에 따른 분말화 특성을 보면, 연소도가 증가할수록 핵분열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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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베취

연소도

(GWd/

tU)

형태
무게

(g)

무게

분율

이론

밀도

혼합

이론

밀도

FP분율

(%)

혼합FP

분율

Cs

분율

혼합Cs

분율

1X
G23-K10A+

K23-B16

35

58

Fragment

소결체

151.4

48.6

0.757

0.243

10.739

10.630
10.713

3.6

6.0
4,18

0.14

0.00
0.11

2X
G23-K10A+

J502-C16

35

60

Fragment

Fragment

146,1

53.9

0.730

0.270

10.739

10.622
10.707

3.6

6.0
4.25

0.14

0.22
0.16

3X
G23-K10A+

K23-M03

35

65

Fragment

Fragment

171.4

28.6

0.857

0.143

10.739

10.603
10.720

3.6

6.8
4.06

0.14

0.24
0.15

4X
G23-B5+

K23-B16

27.3

58
소결체

141.5

54.9

0.725

0.275

10.782

10.630
10.740

2.8

6.0
3.68

0.00

0.00
0.00

5X
G23-B5+

J502-C16

27.3

60

소결체

Fragment

139.4

60.6

0.697

0.303

10.782

10.622
10.733

2.8

6.0
3.77

0.00

0.22
0.07

6X
G23-B5+

K23-M03

27.3

65
소결체

167.2

32.8

0.836

0.164

10.782

10.603
10.752

2.8

6.8
3.46

0.00

0.00
0.00

성물 함량 증가 및 미세 조직 변화에 의하여 사용후핵연료 분말화 및 분말 자체 특성

이 영향을 받으므로, 저/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가 혼합되었을 경우 분말화 특성이 연

소도별로 독립적인지 여부를 평가하였다. 연소도를 혼합할 경우 제조된 산화 분말의

경우 무게 이득은 4.1 % ∼ 4.2 %로서, 단일 연소도 분말이 단순 혼합된 분말화 특성

결과와 거의 비슷하였다. 즉 단일 연소도 기준 각 산화 분말 무게 이득은 27,000

MWd/tU는 4.21%, 65,000 MWd/tU는 3.5%이므로 표 3.1.3.2의 혼합 분율을 적용하면

계산상으로 약 4.1 % 가 된다. 이는 연소도 혼합시에 저연소도 사용후핵연료 함량이

70% 이상이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림 3.1.3.1은 혼합 연소도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

여 제조한 산화분말 및 OREOX 분말 사진이다.

표 3.1.3.2. 저/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혼합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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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3. 사용후핵연료 이용 건식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제조 자격화 공정 조건

순서 공정 자격화 시험조건
1 Slitting 공정 - Mechanical slitting

2 산화공정 - 산화조건 : 500 ℃, 5시간, 공기, 8 L/min
- 가열속도 : 4 ℃/분

3 산화․환원공정
(OREOX Process)

- 산화 : 450 ℃, 2시간, 공기, 5.5 L/min
- 환원 : 700 ℃, 7시간, 아르곤/4% 수소, 13 L/min
- Passivation : 80 ℃, 4시간, 아르곤/2% 산소, 2 L/min

4 미분쇄공정 - 수평식 ball-milling 방식
∘Milling time : 20분 (10분: 450rpm, 10분:600rpm)

5 혼합(I)공정 - 0.2 wt% zinc stearate 주입, 20분간 혼합

6 예비압분 및
조립화 공정

- 압분압력 : 64 MPa
- 조립화후 Sieving :# 18 통과(1 mm)

7 혼합(II)공정 - 0.2 wt% zinc stearate (2차혼합), 20분간 혼합

8 최종압분 - 최종 압분압력 : 120 MPa 일정
- Die 직경 : 12.69 mm

9 탈왁스공정 - 800 ℃, 3시간, 아르곤/4% 수소, 8 L/min

10 소결 공정 - 소결1 : 1,800 ℃(10시간) 4% 수소/Ar
- 소결2 : 1,300 ℃(3시간), 1,800 ℃(10시간) 4% 수소/Ar

(a) 산화 분말

(b) OREOX 분말

그림 3.1.3.1. 혼합 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산화 및 OREOX 분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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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소도 혼합비에 따른 분말화/압분 특성

여기서 산화분말 충진 밀도는 3X series(35+65 MWd/tU)경우 3.45 g/㎤로서, 단일

연소도(35,000 MWd/tU : 3.18 g/㎤, 65,000 MWd/tU : 3.61 g/㎤)별로 단순 혼합한 계

산 값(3.24 g/㎤)보다 더 높은 값을 보여 연소도 혼합에 의하여 산화 분말 특성이 약

간 달라지게 된다. 그림 3.1.3.2는 혼합 연소도 각 베취별 최종 압분체 밀도값 변화를

도식한 결과이다.

(1X) G23-K10A+K23-B16 (2X)G23-K10A+J502-C16

(3X) G23-K10A+K23-M03 (4X) G23-K10A+K23-B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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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X) G23-K10A+J502-C16 (6X) G23-K10A+K23-M03

그림 3.1.3.2. 저/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혼합 베취별 최종 압분체 시편 밀도값 변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취내 압분체 밀도는 거의 차이가 없이 일정한 값을 보

여주어 원격 제조 실험의 재현성을 확인하였다. 표 3.1.3.4는 각 베취별 최종 압분체

밀도 평균값을 정리한 것이며, 소결체를 재산화하여 제조한 압분체 밀도는 6.0 ∼ 6.3

g/㎤ 범위로서 Cs이 함유된 사용후핵연료 fragment을 이용하여 제조한 압분체 밀도

범위 6.3 ∼ 6.5 g/㎤ 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소결체를 재산화후 제조한 OREOX

분말의 성형성이 초기 사용후핵연료 분말 성형성보다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1.3.4. 저/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혼합에 따른 베취별 최종 압분체 밀도 평균값

비교

베취
G23-K10A

+
K23-B16

G23-K10A
+

J502-C16

G23-K10A
+

K23-M03

G23-B5+
K23-B16

G23-B5+
J502-C16

G23-B5+
K23-M03

Series 1X 2X 3X 4X 5X 6X

측정밀도(g/㎤) 6.26 6.49 6.50 6.08 6.32 6.03

계산밀도(g/㎤) 6.56 6.55 6.57 6.62 6.60 6.63

* 계산밀도 : 단일 연소도 이용 제조된 압분체 측정자료(그림 1-3 참조) 기준하여,

단순 혼합만을 고려하여 계산한 밀도 값

(G23-B5 : 6.68, G23-K10A : 6.60, K23-B16 : 6.45, J052-C16 : 6.42, K23-M03 :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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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4에 제시한 계산 밀도는 단일 연소도 사용후핵연료 OREOX 분말을 이용하

여 자격화 공정 조건으로 120 Mpa 성형압력에서 제조한 최종 압분체 밀도 값을 기준

(그림 3.1.3.2 참조)으로 연소도별 혼합 비율(표 3.1.3.2)을 적용하여 단순 계산한 압분

체 밀도로서 6.55 ～ 6.63 g/㎤ 범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표 3.1.3.4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실제 혼합 연소도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제조한 압분체 측정 값은 계산 값보다

전체적으로 약간 낮은 값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소도 혼합시 저연소도 사용

후핵연료 함량이 73%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연소도 혼합시 서로 상이한 특성의 분말의

혼합에 기인하여 분말의 성형성이 단일 연소도에 비하여 다소 떨어진다는 것을 암시

하고 있다.

핵연료 제조시 최종 압분체 밀도가 낮을수록 소결체의 밀도는 일반적으로 감소한

다. 그림 3.1.3.3에서와 같이 연소도 증가시 동일 압분 압력에서 최종 압분체 밀도 감

소의 주 원인은 분말 특성 변화로 압분 압력을 증가시켜 최종 압분체 밀도 기준값(～

6.5 g/㎤ )이상으로 제조는 가능하지만, 압력이 증가할 경우 소결체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림 3.1.3.3. 연소도 증가에 따른 최종 압분체 밀도 변화(단일 연소도 기준)

(다) 혼합비율별 산화물전환체 제조 특성 평가

각 베취별로 제조한 최종 압분체를 이용하여 기존 자격화 소결 공정 조건(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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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1)인 1,800℃에서 10시간 소결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3.1.3.4는 연소도 혼합시

베취내 소결체 밀도 변화의 대표적 결과를 도식한 것으로, 시편별 소결체 밀도는 거의

일정한 값으로 실험의 재현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3.4. 저/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혼합 베취별 소결체 밀도값 변화(1X series)

표 3.1.3.5에는 각 베취별 소결체 밀도 평균값 및 계산 밀도를 비교, 정리하였다. 표

3.1.3.5의 소결체 계산 밀도는 앞서와 동일하게 단일 연소도 분말을 이용, 1,800℃ 소결

조건에서 제조한 소결체 밀도 값을 기준으로, 표 3.1.3.2의 연소도별 혼합 비율을 이용

하여 단순 계산한 밀도로 10.3 g/㎤ 부근 값을 나타내었다.

표 3.1.3.5. 저/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혼합에 따른 베취별 소결체 밀도 평균값 비교

베취
G23-K10A

+
K23-B16

G23-K10A
+

J502-C16

G23-K10A
+

K23-M03

G23-B5+
K23-B16

G23-B5+
J502-C16

G23-B5+
K23-M03

측정밀도(g/㎤) 9.86
(93.0%**)

9.86
(93.0%)

9.78
(92.1%)

9.83
(92.5%)

9.86
(92.8%)

9.92
(93.2%)

계산밀도(g/㎤)* 10.26
(95.7%**)

10.24
(95.6%)

10.27
(95.8%)

10.34
(96.3%)

10.32
(96.2%)

10.37
(96.3%)

* 계산밀도 : 단일 연소도 분말이용 제조된 소결체 측정자료 기준하여 단순 혼합만

고려하여 계산한 밀도 값

(G23-B5 : 10.45, G23-K10A : 10.32, K23-B16 : 10.06, J052-C16 : 10.02,

K23-M03 : 9.95)

** % of Theoretical Density, T.D.(g/㎤)=10.96-7.25778×10
-6
×(BU)+2.7156×10

-11
×(BU)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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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5에 제시한 바와 같이, 혼합 연소도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제조한 소결

체 밀도는 9.8 ∼ 9.9 g/㎤ 범위로 혼합 연소도 이론 밀도의 약 93% 정도이었다. 이는

계산 밀도 값을 기준으로 구한 % T.D와 비교하면 약 2.5 ∼ 3% 정도의 낮은 값으로,

재가공 소결체 분말 및 사용후핵연료 fragment 이용한 경우 모두 비슷한 경향을 나타

내었다.

여기서 Cs이 포함되지 않은 소결체의 재산화에 의한 분말의 경우는 앞서 언급한

최종 압분체의 밀도가 다소 낮기 때문에 소결체 밀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사용후핵연료 fragment를 이용하여 제조한 압분체 밀도는 연소도 혼합을

하더라도 압분체 계산 밀도보다 크게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소도 혼합에 의한 소

결 특성은 기존 단일 연소도 분말을 이용한 경우와 약간 다를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

서 최종 압분체 제조시 압분 압력을 증가시키지 않고 개선된 소결 공정을 적용하여

제조 특성을 평가하였으며, 시험 결과는 나. 항에 언급하였다.

나. 산화물전환체 제조 특성에 미치는 열처리 특성 평가

(1) OREOX 처리 조건에 따른 혼합분말 제조 특성

표 3.1.3.6은 연소도 혼합시 각 베취별 OREOX 처리 전후 분말의 무게 변화를 정리

한 결과이다. 사용후핵연료 연소도 혼합에 따른 기술적 사항으로 저/고연소도 분말의

균질화를 들 수 있으며, 분말 입도는 산화 및 OREOX 공정, 밀링에 의해 결정되고, 분

말 입도가 작을수록 소결 밀도가 향상된다.

표 3.1.3.6. 저/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혼합베취별 OREOX 처리전후 분말 무게 비교

베취 G23-K10A+
K23-B16

G23-K10A+
J502-C16

G23-K10A+
K23-M03

G23-B5+
K23-B16

G23-B5+
J502-C16

G23-B5+
K23-M03

OREOX전 196.55 195.58 199.32 200.97 199.89 200.35

OREOX후 188.31 186.59 190.15 193.83 192.26 192.94

무게감소(%) 4.19 4.60 4.60 3.46 3.82 3.70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fragment 를 혼합하여 산화할 경

우 무게 이득은 4.1 % ∼ 4.2 %로서 35,000 MWd/tU 연소도 사용후핵연료에 해당되

는 값으로 판단하였다(그림 3.1.3.5 참조). 이는 저연소도 사용후핵연료 함량이 70% 이

상이기 때문으로 일부 고연소도 분말은 산화 지연으로 인한 미세 분말화가 안될 수도

있다. OREOX 처리 시에 저연소도와 고연소도 분말의 입도는 고용된 불순물 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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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산화/환원 거동의 차이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분말 충진 밀도가 커져 압분 특

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회 산화, 환원을 반복하는 OREOX 처리후 각 베취별 무

게 감소 %는 서로 다르게 나타났는 데, 단일 연소도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무게 감소

%는 연소도에 약간 영향을 받으며 감소율은 평균 4.1% 정도이다. 그러나 G23-K10A

(35,000 MWd/tU)을 기준 저연소도 사용후핵연료로 이용한 경우 대부분 무게 감소율

은 4.2 % 이상이지만, 소결체 재산화한 분말의 경우는 더 낮게 나타나, OREOX 처리

시 분말화 특성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1.3.5. 연소도 증가에 따른 산화후 무게 이득 변화(단일 연소도 기준)

(2) 소결 공정조건 변화에 따른 제조 특성

사용후핵연료 연소도 혼합시 소결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인자는 크게 치밀화

정도와 불순물 함량으로 여겨진다. 불순물 함량은 연소도에 의해 결정되며 고용형 불

순물과 석출형 불순물이 있고, 일반적으로 불순물은 소결을 방해하여 입도를 작게 하

고 소결 밀도를 낮게 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석출형 불순물(Mo-Tc-Ru 계 금속 석

출물)은 입계에 석출되어 소결 시 입계의 이동을 방해한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 연소

도 혼합시 소결체 밀도는 거시적으로 단일 연소도의 경향과 일치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연소도 혼합시 Cm 함량 기준으로 45,000 MWd/tU 이지만 고연소도에서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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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 비율이 높아서 불순물 기준으로는 해당 연소도가 낮아져 불순물 함량 기준은

36,000 ∼ 42,000 MWd/tU 연소도 범위에 해당되고, 단일 연소도 기준 소결체 밀도는

10.2 ∼ 10.3 g/㎤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표 3.1.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결 1 공정(1,800℃, 10시간)이용 제조한 소

결체 밀도 값은 9.8 ∼ 9.9 g/㎤ 이었는 바, 소결 2 공정(1,300℃, 3시간 후→ 1,800℃,

10시간)을 이용하여 소결 공정 조건 변화에 따른 제조 특성을 평가하였다. 표 3.1.3.8은

사용후핵연료 연소도 혼합시 베취별 소결 공정조건 변화에 따른 소결체 밀도 평균값

을 비교 정리한 것이며, 그림 3.1.3.6은 소결 1, 소결 2 공정에 의한 소결체 밀도 변화

을 도식한 것이다.

표 3.1.3.7. 사용후핵연료 혼합시 베취별 소결공정 변화에 따른 소결체 밀도 평균값

베취
G23-K10A

+
K23-B16

G23-K10A
+

J502-C16

G23-K10A
+

K23-M03

G23-B5+
K23-B16

G23-B5+
J502-C16

G23-B5+
K23-M03

소결 1

(1,800℃,10시간)

9.86

(93.0%)

9.86

(93.0%)

9.78

(92.1%)

9.83

(92.5%)

9.86

(92.8%)

9.92

(93.2%)

소결 2

(1,300℃,3시간 →

1,800℃, 10시간)

10.19

(95.13%)

10.30

(96.2%)

10.27

(95.8%)

10.00

(94.51%)

10.24

(95.44%)

10.12

(94.63%)

그림 3.1.3.6. 저/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혼합 베취별 소결공정 변화에 따른

이론 밀도값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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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공정 2 (MSP, Modified Sintering Process)를 적용할 경우 대부분의 베취내

소결체 밀도가 95% T.D.(Theoretical Density) 이상을 보여 주었다. 단 소결체 재산화

한 분말을 이용한 2 베취(G23-B5+K23-B16, K23-M03)의 경우 95% T.D.에 0.5% 정

도 낮게 나타나 분말의 소결성이 재순환에 의하여 약간 떨어졌음을 확인하였지만, 소

결 1 공정 보다 약 2% T.D. 만큼 증가하였다.

이상과 같이 사용후핵연료 연소도가 다른 분말을 혼합하여 건식 재가공 산화물 소

결체를 제조할 경우에도 개선된 소결 공정((1,300℃, 3시간 후→ 1,800℃, 10시간)을 이

용시 95% T.D.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소결체를 제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3) 연소도 혼합에 따른 적정 제조조건 설정

불순물 함량이 서로 다른 저/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혼합에 따른 건식 재가공 산화

물 전환체 제조 특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단일 연소도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제조 특

성과 비교하여 연소도 혼합에 의한 원격 제조 적정 공정조건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 연소도를 혼합하여 제조한 OREOX 분말의 특성은 단일 연소도 이용한 경우와

약간 상이하므로 분말 소결성 (충진밀도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 개선이 요

구된다.

- 혼합 연소도 분말을 이용하여 제조한 최종 압분체 밀도는 단일 연소도를 이용한

경우보다 낮아 적정 성형압력을 설정하여야 한다.

- 개선된 소결 공정(MSP, 소결공정 2, 1,300℃에서 약 3시간 유지후 1,800℃ 승온

하여 10시간 유지)을 적용할 경우 연소도 혼합에 영향을 받지 않고 95% T.D. 이

상의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건식 재가공 산화물 소결체를 제조할 수 있다.

4.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제조 기술 개발

가. 제조 단위공정별 최적 조건 설정

(1) 연소도 특성 반영 수평식 탈피복 장치 성능시험 및 개선사항 평가

수평식 탈피복 장치는 사용후핵연료 rod-cut 길이 및 피복관 형태(직경, 재질 종류)

에 무관하게 탈피복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으며, 이 장치의 성능을 입증하기 위하여

DFDF M6a 핫셀에 수평식 탈피복 장치를 그림 3.1.4.1과 같이 설치하여 시운전 및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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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시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3.1.4.1. DFDF 핫셀내에 설치된 수평식 탈피복장치

(가) 수평식 탈피복 장치 핫셀 성능시험

수평식 탈피복 장치의 핵심 부분은 핵연료봉이 삽입된 후 수평으로 이동시키는 로라

구동 로러와 봉을 절단하는 blade(날물)이다. 로러 구동은 모터(90W)를 이용하여기어

감속비 60:1로 워엄 기어에 의하여 운전되며, 모터의 속도는 주파수 제어 방식인 인버

터로서 모터 회전속도를 0에서 3,600회전으로 제어가 가능하며, 실제 시운전시에는 약

1,000회전이하로 가동하였다.

수평식 탈피복 장치의 운전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며, 그림 3.1.4.2에 보여 주

눈 바와 같이 장치 우측에서 연료봉을 장입하고 수평 이동후 blade 장치에서 연료봉이

절단된다.

그림 3.1.4.2. 수평식 탈피복장치 이용 연료봉 절단 핫셀 시험 사진

- 운전 순서 1 : 탈피복 장치에 사용후핵연료 봉을 삽입하기 위하여 장치에 전원을

공급하고 모터를 제어반에 의해 약 500회전으로 가동하면, 4단계의 고정 로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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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각각의 평 기어에 의해 동력이 전달되어 분당 약 10회전이하로 구동된다.

- 운전 순서 2 : 탈피복할 사용후핵연료 봉을 구동되고 있는 로라 입구에 수평 길

이방향으로 원격 조작기를 이용하여 장입하면 각 단계(4단)의 고정 및 회전로라

에 사용후핵연료 봉이 밀착되어 가압되며, 상하로 구성된 절단 blade 부분으로

이동시킨다.

- 운전 순서 3 : 연료봉이 로라에 의해 절단 blade 부분으로 이동되면서 상하에 장

착된 절단 blade의 간격을 사용후핵연료 봉이 원활하게 절단되도록 조절하며, 상

하 방향으로 사용후핵연료 봉이 절단되고, 분할 판에 의해 절단된 연료봉이 양쪽

방향으로 벌어지면서 사용후핵연료와 피복관이 분리된다.

- 운전 순서 4 : 절단된 피복관과 핵연료를 장치 하부에 설치된 용기에 담고 폐피

복관과 핵연료를 sieve를 이용하여 분리한 후 무게 측정을 통하여 핵연료 회수율

을 구한다.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로서 J502-C16 연료봉(연소도 60,000 MWd/tU) rod-cut

(25cm 길이)을 이용하여 수평식 탈피복 장치에 의한 핫셀 성능시험을 수행하였다. 그

림 3.1.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용후핵연료 원료물질을 회수하였으며, 폐피복관 내면

에 핵연료가 다량 부착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3.1.4.3. 수평식 탈피복장치 이용 J502-C16 연료봉 절단 사진

이상과 같이 수행한 수평식 탈피복 장치의 핫셀 시운전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으며, 장치 일부의 개선 사항을 도출하였다.

- 수평식 탈피복 장치의 시운전은 25 cm 길이의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봉을 이용

하여 총 3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 먼저 장치 성능 예비 시험을 수행하였는데, 사용후핵연료 봉이 장치에 장입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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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구동로라에 의해서 연료봉이 진행되는 상태를 저속으로 구동하여 원활이

진행되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하였고, 절단 blade에 의해 사용후핵연료 봉이 절단

이 되도록 blade 간격을 조절나사에 의해 조절을 하였다. 이때 blade의 간격을 조

절하기 위하여 로라 구동부분을 여러 차례 전진과 후진을 반복적으로 하였으며

분할판에 의해 사용후 핵연료와 피복관이 잘 분리되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하였

다.

- 첫번째 시운전에서는 예비 시험 결과와 연계해서 계속 운전 모드로 수행하였다.

25 cm 길이의 사용후핵연료 봉이 거의 탈피복된 후 마지막 약 30 mm정도는 한

단의 구동 로라에 의해서 작동되므로 절단 blade까지 밀어 주는 힘이 약하기 때

문에 4단의 구동 로라에 동력을 얻기 위하여 모의 핵연료봉 또는 다른 사용후핵

연료 봉을 장입하였다. 따라서 본 시운전에서는 수평식 탈피복장치의 연속운전을

고려하여 새로운 사용후핵연료 봉을 장입하여 연속적으로 운전하여 1차 시운전

을 원활히 수행하였다.

- 두 번째 시운전에서, 사용후핵연료 봉 약 150 mm 정도 운전이 된 후 탈피복 장

치가 중단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분석한 결과, 로라 축을 고정하는 상부 나사

가 이완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조치하고 계속 운전을 하였으나, 분할판에서 양쪽

방향으로 분리되어야 할 절단된 피복관이 부러지는 것이 확인되고 정상적으로 탈

피복이 되지 않았다. 로라 구동을 전진과 후진 반복적으로 운전하며 절단 blade

의 조절나사를 조정하며 운전 중 절단 blade 상부 지지대가 파손되었다.

- 수평식 탈피복 장치는 핫셀에서 원격으로 운전되어야 하므로 본 장치의 설계시

각 부분의 고장 발생 빈도를 고려하여 모듈화 하였다. 따라서 파손된 날물은 장

치 설계시 고려 사항이었으며 예비로 제작한 blade 부분을 교체 하였다.

- 세 번째 시운전에서는 파손된 절단날물을 새로 교환하여 탈피복 시험을 수행하였

으며, 그림 3.1.4.3과 탈피복후 폐피복관 사진이다.

(나) 수평식 탈피복 장치 개선사항 도출

시운전 결과를 토대로 수평식 탈피복 장치를 개선 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구동 로라의 축휨 및 로라 고정 : 구동로라 축의 휨으로 인해 사용후 핵연료봉이

절단날물에 적절한 절단 축력을 제공하지 못하므로 사용후 핵연료 봉이 로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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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서 정지 또는 미끄러짐현상 등으로 탈피복이 원활하게 되지 못한다. 따라서

구동로라 축의 휨을 방지하기 위해서 로라와 구동축을 바로 체결하지 않고 박스

형태의 구조로 축을 상하로 지지하여 축의 중간에 동력전달 기어 및 로라를 체결

하도록 한다.

그림 3.1.4.4. 탈피복된 폐피복관 사진

- 구동 및 고정 로라 간격 조절 : 구동 및 고정 로라는 4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구동 로라는 사용후핵연료 봉을 탈피복 장치로 장입시키는 역할을 하며

구동과 고정 로라의 간격은 사용후핵연료 봉의 직경보다 약간 적게 유지하여 사

용후핵연료 봉이 탈피복 장치로 쉽게 장입되도록 해준다. 두, 세 번째 단에서는

첫 번째 단계 보다 간격을 적게 하여 구동되는 동력을 사용후핵연료 봉에 전달하

여 절단 blade에 이동시켜 blade에 의해 수직 절단이 원활히 되도록 한다. 그러나

기 제작된 탈피복장치는 구동 및 고정 로라 간격을 나사에 의해 조절하도록 되어

있어 수직 절단에 필요한 동력을 예측 할 수가 없고 사용후핵연료 봉의 절단 상

태를 육안으로 관찰하며 조절을 하고 있어 모터의 구동에 과부하로 인한 멈춤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를 보완 하고 절단에 필요한 동력을 예측하기 위하여 구동

및 고정 로라의 간격을 소형 유압 실린더에 의해 작동되도록 하고 각단의 유압

실린더에 압력조절 밸브를 부착하여 각단에 적절한 간격과 동력을 전달하도록 하

는 개선 사항을 도출하였다.

- 또한 절단 blade의 지지대 파손, 탈피복된 폐피복관의 분할판 각도 조절, 절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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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피복관과 사용후핵연료 회수, 폐피복관 절단 처리 부분에 대한 장치 개선이 필

요하다.

(다) 개선 사항 반영 수평식 탈피복 장치 제작

○ 목 적 : 사용후핵연료 봉 피복관을 절단하여 사용후핵연료와 피복관을 연속

적으로 분리/회수하고, 회수된 사용후핵연료를 산화공정을 거쳐 분말로 제조

하기 위한 장치로서, 고방사선 차폐 핫셀 구역에서 원격으로 운영하면서 유

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각 세부 장치를 모듈형식으로 구성한다.

○ 본 장치는 크게 3 단계 공정으로 구분된다.

- 사용후핵연료 봉 장입 : 다단 로라 구동 방식

- 사용후핵연료 피복관 절단 : 가압식 고강도 로라 절단 방식

- 사용후핵연료 피복관 처리 : 로라 압착 방식

○ 설계상의 요건 : 본 장치는 핫셀에서 운영을 목적으로 하므로 원격 제어 및

원격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각 단계별 장치로 구성하되 각 단계 장치별 부

품 등의 조립은 원격 조작이 가능하도록 설계 제작 하여야한다.

○ 주요 운전 특성 고려한 제작 기본 요건 (그림 3.1.4.5 참조)

- 본 장치의 첫 단계인 사용후핵연료 봉 장입을 위한 다단 로라 구동 부분은

최소 4단 이상의 로라를 거치면서 사용후핵연료 봉의 휨상태 또는 뒤틀림

상태가 없도록 직선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 사용후핵연료 봉 피복관 절단을 원활히 하도록 해야 하며 로라의 압력을

유압 릴리프밸브로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 사용후핵연료 봉 탈피복시 로라 및 blade 압력에 의해 사용후핵연료 물질

이 비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회수할 수 있도록 본 장치에 투명한 개폐식 뚜

껑을 부착한다.

- 본 장치는 핫셀에 원격 설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소형으로 제작

하여야 하며 이때 장치의 기능에 이상이 없도록 설계 제작 하여야 한다.

- 본 장치의 부품은 조립 및 분해가 쉽도록 모듈식으로 구성을 해야 하며 각

부품은 규격화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장치의 특성상 부품을 주문

제작할 경우 그에 따른 도면과 제작업체를 명시하고 부품의 공급이 원활하

도록 제작 요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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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 장치 구성

- 본 장치는 사용후핵연료 봉 피복관을 blade에 의해 수직방향으로 이등분

하여 피복관과 사용후핵연료를 분리 하는 장치로서 크게 봉 장입, 피복관

절단, 피복관 세분처리 단계 등으로 모듈 형태로 구성하였다.

- 사용후핵연료 장입 모듈은 구동과 회전로라가 한 쌍으로 된 4단 이상의 가

압식 로라로 구성되어 있으며 봉의 가압 방법은 고정된 구동 로라가 회전

하는 로라 간격을 조절하여, 장입 단계부터 가압하여 사용후핵연료 봉의 휨

또는 비틀림 상태를 바르게 잡아주어 피복관 절단시에 절단 blade를 보호

하고 원활한 피복관 절단을 하도록 한다.

- 피복관 절단 모듈은 사용후핵연료 봉 피복관 중심에서 상, 하 두개의 원형

절단 blade로서 피복관을 이등분 절단하며, 이때 피복관에 접촉된 blade의

균질한 절단을 위하여 blade가 피복관 최대 두께인 1mm 이상 침입 하지

않도록 blade 주위에 원통형의 안내자(guide)를 설치하여 blade 보호 및 피

복관을 균일하게 절단하도록 한다.

- 피복관 세분 처리 모듈은 이등분된 절단 피복관을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고

또한 피복관에 묻어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모듈로서, 절단

된 피복관 모듈은 분할 guide pin에 의해 모듈로 진행이 되며, 진입해 들어

온 피복관은 일차적으로 로러에 의해 순차적으로 압착되며 압착이 완료 된

후 피복 관 양면을 흠집을 낼 수 있도록 설계된(nulling) 로러에 의해 피복

관에 묻어 있는 사용후핵연료 물질을 완전히 제거 한 후 일정한 길이로 절

단한다.

- 절단된 사용후 핵연료봉의 핵연료 부스러기는 장치하부에 부착된 호퍼

(hopper)에 담겨지며 로터리 밸브에 의해서 산화장치에 투입된다.

○ 장치 구동 방법 및 제어 시스템

- 본 장치의 구동은 유압 구동 방식으로 각 모듈에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

하여 압력 조절 밸브를 설치하여 조절하도록 하며, 제어판에는 유압을 작동

하는 전원과 유압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호등을 구성하여야 한다.

- 본 장치를 구동하는 유압 장치는 최소형의 무소음 유니트로 구성하며 제어

판넬과 일체형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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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장치의 이상 작동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각 모듈에 부착하여 제어판

에서 지시할 수 있어야 하며 이상 작동 시에는 경고음 및 경고등의 작동과

함께 유압 구동을 차단하고 이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본 장치의 전원은 220V 단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수평식 탈피복 장치 개발을 위하여 1차로 제작된 장치를 이용한 핫셀 시운전 결과

를 토대로 장치 개선 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평식 탈피복 장치를 그림

3.1.4.5와 같이 재설계하였다. 그림 3.1.4.6와 같이 제작전 장치 형상화에 의한 설계 자

료 분석을 통하여 장치 모듈화 내용을 추가하고, 2차 수평식 탈피복 장치를 제작하였

다. 향후 본 장치를 이용한 모의 성능 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핫셀에

설치할 수평식 탈피복 장치를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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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5. 개선 사항 반영 수평식 탈피복 장치 설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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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6. 수평식 탈피복 장치 형상 및 제작된 장치

(2) 원격 제조 공정 개선 사항 평가

(가) 원격 제조 공정 2 : OREOX 공정 운영 및 개선 사항 평가

○ 문제점 : OREOX-트레이 취급시 트레이 이동 및 취급 시에 잡아주는 손잡이

부분이 다소 약함

→ 해결책 : 산화 환원 시에 주로 분말을 취급하고 최대 2 kg 까지 취급하므

로 안전하고 충분하게 그립력을 전달할 수 있는 트레이 손잡이 부분 개선

(나) 원격 제조 공정 3 : 미분쇄(밀링)공정 운영 및 개선 사항 평가

○ 문제점 : 밀링 jar 배출구, 투입구의 고정부 조작 어려움. 핫셀내 공간의 협소

함으로 인하여 원격 조작기를 이용한 운전상 어려움이 있음

→ 해결책 : 현재 적용된 나사식 체결방식에서는 체결나사부의 전용치구를 준

비하거나 탈착시에도 나사가 완전히 이탈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또한

몸체 자체는 많이 움직여지는 부분은 아니므로 원터치 등의 체결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상대적으로 조작이 쉬운 장치(예 : 혼합기)와 힘

이 필요한 장치의 배치를 필수적으로 고려하여함.

○ 문제점 : 내용물의 혼입 관련. 연소도가 다른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며 이에

따른 여러 베취의 분말을 이용한 실험을 하는 경우에, 밀링 jar 내부에 스크

류식 회전 칼날과 밀링 볼이 많이 섞여있어서 충분하게 배출을 시켜주더라도

밀링 볼 등에 분말이 묻어서 남아있음. 밀링 jar 배출구, 투입구의 고정부 조

작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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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책 : 밀링 실험후 필요시마다 알코올 등을 넣어서 수월하게 닦아줄 수

있는 장치 개선이 필요.

(다) 원격 제조 공정 4 : 혼합기(mixer) 운영 및 개선 사항 평가

○ 문제점 : 가동시 장비의 전체적 미끌림 현상이 있음. 혼합기 가동시, 분말 등

이 담겨있어서 더욱 무거워진 회전부에 비해 몸체의 무게가 가벼워서 전체적

으로 이동하는 미끄럼 현상이 일어남.

→ 해결책 : 잘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 고정부분의 재료 선정 필요. 회전부의

무게를 감안하여 본체의 무게가 좀 더 중량감 있게 제작이 되었어야 했음.

○ 문제점 : 혼합 jar의 장착 및 탈착시의 고정 방식 문제. 나사식으로 체결을

하는 기존방식은 과도한 회전(약 50회)을 요하도록 만들어져서 원격 조작기

로 운전하기에는 힘듬.

→ 해결책 : 풀림방지 시스템이 충분하게 설정된 원터치 체결방식이나 적당한

회전수의 나사식으로 설계 필요.

(라) 원격 제조 공정 5 : 시료 절단장치 운영 및 개선 사항 평가

○ 문제점 : 주로 다이아몬드 saw의 cutter-blade 부분의 교체가 필요하게 되는

데, 소형으로 만들어져 분해 및 조립이 상당히 어려웠음.

→ 해결책 : 시편 제작용 cutter-blade 부분을 전체 교환할 수 있도록 모듈식

으로 설계할 필요있음.

○ 문제점 : 냉각수 이용에 따른 바닥 오염 문제. 사용되는 냉각수통의 용량이

적었고, 냉각수통을 꺼내기가 어려웠으며 냉각수가 시편 및 홀더를 타고 흘

러내려서 바닥을 오염시키는 현상이 발생.

→ 해결책 : 냉각수통의 용량을 조금 더 키우고, 수월한 탈부착 방식의 설계가

필요하고, 주위로 흘러내리는 냉각수도 한곳으로 모일 수 있도록 받침 다이

등의 보완이 필요함.

○ 문제점 : 시편 홀더 부분의 취급성 문제. 초기 제작시 주로 펠렛만을 취급하

려고 목적으로 홀더가 제작되어서, 작은 시편의 절단이나 rod-cut 등을 절단

시장착이 다소 어려움.

→ 해결책 : 홀더 부분만 수월하게 모듈로 분리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제

작이 필요함.

(마) 원격 제조 공정 6 : 압분공정 장치 운영 및 개선 사항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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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 실린더와 유압펌프를 연결하는 호스 장착의 어려움. 커넥터가

quick-connector 시스템으로 되어있지만 커넥터의 덮개를 잡아당기면서 끼워

맞추는 방식인데 커넥터 덮개부분이 원격 조작기로 잡아당기기에는 크기도

작으며, 낮은 커널링으로 미끌어지며 제대로 조작을 하기에는 한쪽으로 치우

쳐서 설치가 되어서, 한쪽의 원격 조작기로서만 조작하여 끼워 맞추기에는

거의 불가능하였고 전용치구를 제작하여 탈부착하는데 어려웠던 실정임.

→ 해결책 : 공간이 충분하여 설치가 되어 양쪽의 원격 조작기 접근이 확보가

된다면 가능성도 있어 보이나, 설치 전에 미리 커넥터 덮개부분에 그리핑시

충분한 힘을 가할 수 있도록 돌기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봄.

○ 문제점 : 높은 메인 조작부 문제, 주로 조작을 하게 되고 조그만 펠렛을 다루

는 메인 작업대 부분의 높이가 시야보다 너무 높아서 분말 및 펠렛, 주변 청

소 등의 조작들을 하기가 쉽지 않음..

→ 해결책 : 하부 실린더 쪽에도 상부와 같은 스트로크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메인 조작부 높이가 올라가기는 했으나, 역방식의 스트로크를 적용하는 방

식이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바) 원격 제조 공정 7 : 소결공정 장치 운영 및 개선 사항 평가

○ 문제점 : 공급되는 냉각수의 높은 압력 문제. 구성된 냉각수 라인 계통이 전

체적으로 협소하게 설계가 되었으며, 요구되는 원활한 온도 제어를 위해서

투입하는 냉각수의 압력을 높여 줄 수밖에 없었음.

→ 해결책 : 낮은 압력에서도 충분하게 냉각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냉각수 재

킷을 좀 더 크게 만들고, 냉각수가 유입되는 부분의 폭을 좀 더 키워서 제

작되도록 설계가 필요.

○ 문제점 : 냉각수 및 소결용 기체 공급 압력 게이지의 선정 문제. 플라스틱계

열의 유기 재료 등으로 구성된 게이지를 사용하였으나 오래가지 않아 방사선

으로 인하여 파손됨.

→ 해결책 : 방사선에 조금 더 강한 게이지 선정이 요구됨. 냉각수 유량 게이

지의 경우 금속 재료를 이용하고 오리피스 유량계로 대체하여 사용함.

○ 문제점 : 진공 시스템 문제. 소결로 가동 시에 진공도를 체크를 위해 설치된

피라니게이지가 방사선에 매우 취약하여 쉽게 고장이 나게 됨. 설치 위치가

원격조작기 접근이 쉽지 않은 뒤쪽 부분에 치우쳐 있어서 고장 교체 시에 상

당히 어려움이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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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책 : 소결로 가동시 진공도가 피라니게이지를 통한 요구한 값에 도달을

해야만 정상적인 프로그램이 작동하게 되어있는 바, 강제로 진공 제한치를

변경하여 소결로를 가동하였지만, 궁극적으로 방사선 노출에 조금 더 유리

한 게이지 선정이 필요.

○ 문제점 : 소결용 펠렛-트레이 장착대 문제. 소결용 펠렛-트레이를 장착하는

아이(die)가 다우얼 방식으로만 고정이 되어있어서 소결 후 펠렛-트레이를 꺼

낼 시에 소결용 펠렛-트레이와 장착다이의 소착현상(고온에서 장시간 소결을

하면 장착 다이와 소결용 펠렛-트레이 다리 부분이 달라붙는 현상이 일어나

고 특히 많은 양의 펠렛을 소결하는 경우에는 좀 더 빈번히 나타나고 강하게

달라붙는 현상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다이의 전체가 따라 올라와서 다우얼

고정 핀과의 이탈현상이 종종 발생됨.

→ 해결책 : 같은 다우얼 방식일지라도 다우얼 구멍의 직경을 키워주거나, 핀

이 수월하게 끼워지도록 충분한 테이퍼를 적용하고, 장착 다이의 고정방식

의 변경과 다이의 자체도 좀 더 중량감이 있도록 설계가 필요.

소결용 펠렛 트레이를 장착 및 탈착 시에 좀 더 충분한 거리 확보가 필요

했고, 기존 앞부분에 설치된 게이지 냉각수라인 등을 여유 공간 부분에 위

치할 수 있도록 설치가 필요.

○ 문제점 : 노체하부 뚜껑의 체결부분 문제. 기존 4개의 고정용 볼트로 체결이

되고 있는데, 위치를 찾기가 어렵고, 탈착 시 회전수가 조금 과도(약 14회전

이상)하게 되면 고정용 볼트가 뚜껑에서 이탈이 되는 현상이 발생

→ 해결책 : 고정용 볼트의 위치를 찾기가 더욱 수월하도록 설계가 되어야 하

고, 회전수가 다소 많더라도 볼트가 뚜껑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설계 제작이

필요.

○ 문제점 : 가스 배출구 부분의 협소함 문제. 소결시 기체와 함께 배출되는 핵

종 중에 세슘은 배출관 등에 쉽게 달라붙는 특성이 강하여 배출라인이 막혀

서 노내의 압력이 높아지는 현상이 많이 발생됨.

→ 해결책 : 직경이 더 큰 배출라인을 사용하거나, 배출 라인에 세슘 등이 달

라붙지 않고 기체상으로 휘발되어 세슘 포집필터에서 제거되도록 배출 라

인 및 세슘 필터를 650℃ 이상으로 유지하였음. 세슘 포집필터의 경우 고장

수리 시에 좀 더 수월하도록 복잡한 부분을 어셈블리로 교체 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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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원격 제조 공정 8 : Centerless grinder 장치 운영 및 개선 사항 평가

○ 문제점 : 펠렛 장·탈착의 어려움 문제. 일반적으로 많은 개수의 연삭을 요하

는 경우에 현재의 feed-back 방식보다는 feed-through 방식이 유리하지만,

주어진 공간 여건상 뒷부분의 공간을 접근하기가 어려워 연삭을 마친 펠렛을

다시 꺼내야하는 복잡한 현재의 시스템을 선택.

→ 해결책 : 부득이 현재의 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장착 및 탈착을 좀 더 수월

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

○ 문제점 : 분진 처리 문제. 높은 회전수로 펠렛을 연마하게 되는 가공이므로

매우 미세하고 상당히 많은 량의 분진이 발생하게 됨. 분진 회수장치로서 일

반적으로 사용하는 진공청소기를 보완, 개조하여 집진장비로 사용을 하고 있

으나, 주 구성부품들이 방사선에 약한 재료들이 사용되어서 장비의 수명이

상당히 짧았음.

→ 해결책 : 크기가 작고, 미세한 분진까지도 확실하게 잡아주는 집진장치를

구입 설치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음. 상용의 집진장치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

로 판단되며, 핫셀 여건에 맞는 집진장치를 설계, 제작할 필요가 있음.

(아) 원격 제조 공정 9 : 펠렛 loading 및 stack 장치 운영 및 개선 사항 평가

○ 문제점 : 펠렛 loading 장치의 경우 90도 수직형으로 각도가 고정이 되어 제

작되었으나 각도를 변화시켜서 loading 할 수도 있도록 제작 필요. 펠렛

stack 장치의 경우 펠렛을 걸쳐놓는 부분을 비교적 두꺼운 철사로 제작하였

으나, 요구되는 펠렛 개수가 많을 경우 변형이 일어남

→ 해결책 : 펠렛 loading 장치의 경우 loading 주둥이 부분을 매우 정확하고

매끄럽게 가공을 하여 만들어 줄 것. 펠렛 stack 장치의 경우 좀 더 두꺼운

봉이나 V-블럭 등의 형태로 제작을 요함

(자) 원격 제조용 공구 및 치구 운영 및 개선 사항 평가

○ 장치 운영을 위하여 모든 공구, 치구의 규격이 필요하지만, 주로 많이 사용되

는 공구의 규격이 더욱 세세하게 정리가 되어야 할 것임.

○ 주로 많이 사용되는 부분은 가능한 중복되는 형식과 크기로 설계제작이 되어

야하고, 그에 따른 정확한 치구가 선정되고 공구가 준비 정리되어야 함.

○ 장비의 나사 및 볼트 등의 체결시 일정하고 정확한 토크를 제공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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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능한 소형의 전동이나 공압 공구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봄.

○ 핫셀 내의 여러 가지 상황을 직접 관찰하고 이미지로 보관하기 위해서는, 내

부의 조명과 두꺼운 차폐유리를 통한 이미지는 간혹 부정확한 면도 있어서

좀 더 세밀한 관찰을 위해서는, 수명이 비교적 짧고 값도 비싼 면도 없지 않

으나 소형카메라를 직접 넣어서 관찰 및 이미지를 확보하는 것도 큰 효과를

볼 것이라 판단됨.

(차) 핵물질 저장 및 취급 용기

○ 문제점 : 많이 사용되었던 알루미늄 계통의 용기가 부식이 많이 일어남.

→ 해결책 : 핵물질의 저장 및 취급 용기는 가능한 내부식성 용기를 사용해야

할 것임.

(카) 장비 공통 개선 사항

○ 각 장비의 보수 및 정비 시에 호이스트 hook을 이용한 이동이 필요하게 될

때, 수월하게 조작하기 위해서 설치 전에 중심을 정확하게 찾아서 장비에

hook용 고리 및 전용 고리를 갖춤.

○ OREOX 가열로와 같이 장비 본체에 고리를 설치하기가 힘든 경우에는 부득

이 전용 거푸집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거푸집자체가 복잡하지 않아야 하고,

가능한 용접보다는 조립하는 형태로 제작되는 편이 고장 및 수리를 하기에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음.

○ 풀림방지 나사가 적용되는 부품들은 가능한 모듈로서 교체가 가능하도록 설

계가 필요함.

○ 각 장치의 라벨링, 무게, 재질, 투입일자 등 상세한 이력서 기록이 중요함.

○ 각 장치의 제작시 폐기처리 과정을 고려하여 설계 및 제작시 가능한 부품들

의 크기가 사용되는 폐기물 용기 내에 쉽게 담을 수 있도록 제작할 것.

나. 원격 제조 자격화 공정 종합 평가

(1) 원격 운전을 고려한 산화물전환체 원격 제조 자격화 공정 설정

현재 DFDF 핫셀에는 약 25종의 산화물전환체 원격 제조 장비가 설치되어 1999년부

터 약 10년간 원격 운영되었으며, 표 3.1.3.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사용후핵연료 탈피복

공정부터 최종 소결체 제조 공정까지 원격제조 자격화 공정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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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다양한 연소도 범위의 사용후핵연료를 취급에 따른 자격화 공정 조건을 검증한 결

과, 탈피복 공정 및 소결 공정에 대한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자격화 공정을 재설정하

여 표 3.1.4.1에 정리하였다.

(2) 단위 공정 장치별 모듈화 예비 방안

아울러 핵연료주기 기술개발 관련 핫셀에서 원격 운전 장치에 대한 설계 및 원격 운

영성 평가 기술 개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그동안의 핫셀 원격 운영 경험을 반영

하여 각 단위 공정별 장치에 대한 원격성을 재평가하고 표 3.1.4.2와 같이 각 단위 공

정 장치별로 모듈화 방안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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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1. 고연소도 및 연소도 혼합 사용후핵연료 이용시 건식 재가공 산화물

전환체 제조 자격화 공정 조건

순서 공정 자격화 공정 조건

1 Slitting 공정 •수평식 기계적 탈피복 기술

2 산화공정

•저연소도 사용후핵연료 (50,000 GWd/tU 이하)

- 산화조건 : 500 ℃, 5시간, 공기, 8 L/min

- 가열속도 : 4 ℃/분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50,000 GWd/tU 이상)

- 산화조건 : 500 ℃, 10시간, 공기, 8 L/min

- 가열속도 : 4 ℃/분

3
산화․환원공정

(OREOX Process)

•산화 : 450 ℃, 4시간, 공기, 5.5 L/min

•환원 : 700 ℃, 7시간, 아르곤/4% 수소, 13 L/min

•Passivation : 80 ℃, 4시간, 아르곤/2% 산소, 2 L/min

4 미분쇄공정
•수평식 ball-milling 방식

- Milling time : 20분 (10분: 450rpm, 10분:600rpm)

5 혼합(I)공정 •0.2 wt% zinc stearate 주입, 20분간 혼합

6
예비압분 및

조립화 공정

•압분압력 : 64 MPa

•조립화후 Sieving :# 18 통과(1 mm)

7 혼합(II)공정 •0.2 wt% zinc stearate (2차혼합), 20분간 혼합

8 최종압분
•최종 압분압력 : 120 MPa 일정

• Die 직경 : 12.69 mm

9 탈왁스공정 •800 ℃, 3시간, 아르곤/4% 수소, 8 L/min

10 소결 공정

•저연소도 사용후핵연료 (50,000 GWd/tU 이하)

- 1,800 ℃(10시간) 4% 수소/Ar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50,000 GWd/tU 이상)

- 1,300 ℃(3시간) → 1,800 ℃(10시간) 4% 수소/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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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2. 건식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제조 단위 공정장치 모듈화 형상

순서 공정 장치 모듈화 형상

1 Slitting 공정

2
산화공정

산화․환원공정
(OREOX Process)

3 미분쇄공정

4 혼합 공정

5 압분 공정

6 소결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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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사용후핵연료 이용 표준물질 제조 기술 개발

1. 사용후핵연료 표준물질 제조 기술성 분석

사용후핵연료를 취급하는 핵연료주기 공정은 안전 조치를 위해 사용후핵연료 내에

존재하는 민감 핵물질의 계량 관리가 필수적으로 적용된다. 현재 사용후핵연료 내에

존재하는 민감 핵물질의 계량 관리를 위해서는 감마선 분석이나 중성자 계측기를 이

용한 비파괴분석법 (Non-Destructive Assay, NDA)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3.2.1.1]. 그

예로서 건식 재가공 산화물 핵연료의 핵물질 계측용으로는 중성자 계측을 활용하는

DSNC (DUPIC Safeguards Neutron Counter)가 개발되어 한국원자력연구원 IMEF에

위치한 DFDF (DUPIC Fuel Development Facility)에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다[3.2.1.2].

그림 3.2.1.1 은 DSNC의 구조를 개념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림 3.2.1.1 Schematic illustration of DSNC

이러한 중성자 계측기의 정밀한 측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교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표준 물질로는 Cf-252 등 표준 선원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표준 선원

만으로는 사용후핵연료 내에 존재하는 밀도별 차폐효과, 감마선원의 간섭효과 등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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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할 수 없기때문에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표준 물질로 활용하여 교정용 비교 데이터

를 생산하고자 시도하고 있다[3.2.1.3]. 그러나 연소된 상태의 사용후핵연료는 연료봉

길이방향 위치나 소결체 반경방향 위치에 따라 연소도가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표준

물질로는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3.2.1.4]. 그림 3.2.1.2는 연소도에

따른 반경방향의 Pu 함량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소결체의 가장자리 부위에서 급

격히 연소도가 증가하여 Pu 함량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2.1.2 Radial distribution of Pu concentration in spent fuel

따라서 DSNC와 같은 중성자 계측기를 보정하기 위하여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그

대로 사용하는 것은 많은 불확도를 내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계측기의 보정 및 신

뢰도 향상을 위하여 사용후핵연료의 형태나 연소도에 따른 계측치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표준물질이 필요하다. 한편, DUPIC 핵연료 개발과정에서 확립된 사용후핵연

료 건식재가공 기술은 사용후핵연료를 산화-환원 공정에 의해 미세한 분말로 변환시

킨 후 다시 재소결하는 공정을 거치므로 균질한 사용후핵연료 표준물질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로 기대되고 있다. 그림 3.2.1.3은 개략적인 DUPIC 핵연료 제조공정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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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있다[3.2.1.5].

그림 3.2.1.3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DUPIC fuel fabrication process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사용후핵연료 내의 핵물질 계량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용후핵연료 표준물질의 제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사용

후핵연료 산화물 전환체의 형태별 표준물질 평가 방법론 및 제조 기술성에 대하여 분

석하였다.

가. 산화물전환체 형태별 표준물질 평가 방법론 개발

표준물질(Reference Material)은 의도된 목적에 맞도록 만들어진 특성치가 충분히 균

질하고 안정적인 물질로서 측정 시스템 교정 및 품질 관리에 사용된다. 표준물질은 인

증 표준물질과 품질관리 물질로 나뉘어질 수 있다. 인증 표준물질(Certified Reference

Material)은 특성값과 관련된 불확도 및 소급성(traceability)이 언급된 인증서가 있는

표준물질이다. 품질관리물질 (Quality Control Materials, QCM)은 품질관리를 위해 사

용되는 표준물질로서, 대개 내부 사용을 목적으로 시험실에서 생산되는 내부표준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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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ouse Reference Material)이다. 내부 표준물질이란 인증 표준물질이 없는 경우이

거나 인증 표준물질이 매우 고가여서 대체할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내부 표준물질

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년에 걸친 충분한 입수 가능성, 입증된 균질성 및 안정성, 소급

성을 보증하는 내부 인증 분석, 교정의 불확도를 만족하는 정량화된 불확도를 인증 표

준 물질 이용하여 유효화하여야 하며 이때 소급성이란 측정결과가 명시된 불확도를

만족하면서 연결되는 비교를 통해 국제표준에 관련시켜질 수 있는 특성을 말한다. 품

질관리 물질이란 표준물질의 하나로서 품질관리 목적으로는 사용가능하지만 품질보증

을 위해서는 사용될 수 없다. 품질관리 물질은 새로운 공정의 유효화를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이미 유효화된 공정의 검증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품질관리물질은 경

향분석, 결과값 비교, 기기성능체크, 반복성 검토, 샘플체크 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연

소 이력 및 냉각 기간에 따라 조성이 다양할 수 밖에 없는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표

준물질은 품질관리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표준물질 인증 프로젝트 설계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된다.

- 표준물질의 정의

- 샘플링 절차 및 시료 제조 절차 설계

- 균질성과 안정성 시험에 적절한 측정방법 선정

- 표준물질의 특성화 방법 설계

- 샘플링 및 시료제조

- 특성화에 적합한 방법의 선정

- 균질성 및 안정성 시험

- 표준물질의 특성화

- 균질성 시험, 안정성 시험, 특성화 결과의 조합 (측정 불확도의 평가 포함)

- 인증의 설계와 적절한 경우 인증 보고서

표준물질은 NIST, NBL, ERM 과 같은 표준 물질 생산 및 인증 기관에서 제조하며

방사성 동위원소 인증 표준물질의 예로서 NIST에서는 Pu-239 표준물질을 그림

3.2.1.4와 같은 인증서와 함께 공급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관련 표준물질에 대한 문

서들은 ISO 문서, ASTM 문서, NRC 규제 문서 등이 있으며 표준물질에 관한 ISO 문

서는 표 3.2.1.1에, 민감 핵물질 계측 관련 ASTM 표준문서는 표 3.2.1.2에, 민감 핵물

질 계측 관련 NRC 규제 문서는 표 3.2.1.3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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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No. Title

KS A ISO Guide 30 표준물질 관련 용어 및 정의

KS A ISO Guide 31 표준물질-인증서 및 라벨의 내용

KS A ISO Guide 32 분석 화학에서 교정 및 인증 표준 물질 사용

KS A ISO Guide 33 인증 표준 물질의 사용

KS A ISO Guide 34 표준물질 생산 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 요건

KS A ISO Guide 35 표준물질의 인증-일반적 및 통계적 원칙

Reference No. Title

C1030-03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ation of Plutonium

Isotopic Composition by Gamma-Ray Spectrometry
C1133-03 Standard Test Method for Nondestructive Assay of Special

Nuclear Material in Low Density Scrap and Waste by

Segmented Passive Gamma-Ray Scanning
C1207-03 Standard Test Method for Nondestructive Assay of

Plutonium in Scrap and Waste by Passive Neutron

Coincidence Counting
C1221-92 Standard Test Method for Nondestructive Analysis of

그림 3.2.1.4 A certificate of Pu-239 reference material from NIST

표 3.2.1.1 ISO documents on referenc material

표 3.2.1.2 ASTM documents on standard test method for nuclear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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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Nuclear Materials in Homogeneous Solutions by

Gamma-Ray Spectrometry
C1268-94 Standard Test Method for Quantitative Determination of

Americium 241 in Plutonium by Gamma-Ray Spectrometry
C1316-01 Standard Test Method for Nondestructive Assay of Nuclear

Material in Scrap and Waste by Passive-Active Neutron

Counting Using a 252 Cf Shuffler
C1455-00 Standard Guide for Nondestructive Assay of Special Nuclear

Material Holdup Using Gamma-Ray Spectroscopic Methods
C1493-01 Standard Test Method for Non-Destructive Assay of Nuclear

Material in Waste by Passive and Active Neutron Counting

Using a Differential Die-Away System

C1500-02 Standard Test Method for Nondestructive Assay of

Plutonium by Passive Neutron Multiplicity Counting
C1514-02 Standard Test Method for Measurement of 235U Fraction

using the Enrichment Meter Principle

Reference No. Title
NRC Regulatory

Guide 5.11

Nondestructive Assay of Special Nuclear Materials

Contained in Scrap and Waste

표 3.2.1.3 US NRC documents on standard test method for nuclear material

사용후핵연료 내에 존재하는 민감 핵물질의 측정은 시료를 용해하여 분석하는 화학

분석법이 있고, 시료를 주어진 형태 그대로 측정하는 비파괴 분석법으로 구분할 수 있

다. 비파괴 분석법은 시료 준비 및 분석에 많은 절차와 오랜 시간이 걸리는 화학분석

법을 보완할 수 있으므로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 냉각기간, 초기농축도와 같은 속성

을 검증하거나, 사용후핵연료 내에 존재하는 핵물질 함량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비파괴 분석법에서 핵물질의 정량 분석은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

를 평가한 후 핵물질 함량을 코드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직접 일부 핵물질의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감마선 분석법을 이용하면 핵분열생성물 동위원소들의 비율을 이용하여 사용후핵연

료의 연소도, 조사 이력이나 냉각 기간 등을 측정할 수 있다[3.2.1.6]. 그러나 기존에 널

리 사용되는
134
Cs/

137
Cs비율에 의한 연소도 평가법은 50,000 MWd/t 이상의 고연소도

에서는 오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3.2.1.5와 같이 PIEF에서 보관중인 K23집

합체의 B16연료봉(울진#2)의 경우 노심 운영코드에 의한 계산 연소도와
134
Cs/

137
Cs비

율에 의한 측정 연소도 사이에 20%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감마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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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연소도 측정의 오차를 줄여서 핵물질 함량 계산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필

요한 실정이다.

그림 3.2.1.5 Comparison between the calculated burnup and the measured burnup

by gamma spectroscopy for the K23-B16 spent fuel rod.

사용후핵연료에서 방출되는 중성자는 Cm-244의 자발핵분열에 의한 중성자가 대부

분이다[3.2.1.7]. 사용후핵연료 내의 핵물질 계량은 그림 3.2.1.6과 같이 중성자 계수를

통해 Cm-244의 질량을 측정하고 화학분석을 통해 얻어지는 Pu, U 조성과 코드 계산

을 통해 얻어지는 Pu/Cm, U/Cm 질량비를 이용해 Pu, U의 질량을 계산하게 된다. 따

라서 Pu 및 U의 측정 불확도에는 중성자 계측기의 측정 불확도 외에 화학 분석의 측

정 불확도와 코드 계산의 측정 불확도가 합성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측정 불확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용후핵연료 표준물질이 필요하다.

- 첫째, 화학분석을 위한 샘플링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표준시료의 구성이

균질해야 한다.

- 둘째, 코드 계산을 위해서는 표준시료의 정확한 물리적(밀도, 무게), 화학적(분자

식) 명세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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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표준시료에 포함되어 있는 Cm-244 및 주요 핵분열성 악티나이드 원소들의

정확한 함유량 정보가 있어야 한다.

- 넷째, 교정곡선 생산을 위해 다양한 질량의 표준시료가 준비되어야 한다.

그림 3.2.1.6 Cm-244 중성자 계측을 이용한 사용후핵연료내 핵물질 계량 흐름도

DUPIC 핵연료의 제조공정은 균질한 분말 및 소결체를 제조할 수 있고, 다양한 연

소도의 사용후핵연료의 균질한 혼합이 가능하여 위와 같은 자격을 만족시키는 사용후

핵연료 산화물 전환체의 형태별 표준물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산화물전환체 표준물질 제조 기술성 분석

표준물질의 제조공정은 품질 보증 문서에 의해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표준물질의

제조공정과 DUPIC 핵연료 제조공정은 그 최종 산출물의 형태만 다를 뿐 각 단계별로

동일한 조건 범위에서 동일한 공정 장치를 사용하게 되므로 근본적인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DUIPIC 핵연료 제조공정 품질 보증 문서는 사용후핵연료 표준

물질 제조공정 절차 확립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용후핵연료

건식재가공 공정은 다음과 같은 DUPIC 핵연료 제조공정 품질 보증(QA) 문서에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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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 DUPIC 핵연료 제조를 위한 품질보증 프로그램 개발 (CAN3- Z299.2 -85)

- 조사시험용 DUPIC 핵연료 제조 및 운전 절차서 개발 (MOP)

- 조사시험용 DUPIC 핵연료 제조 사용서 및 시험검사계획서 개발

그림 3.2.1.7은 본 과제를 통해 도출된 사용후핵연료 표준물질의 제조 공정의 흐름

도를 나타낸다.

그림 3.2.1.7 Flow chart of the spent fuel reference material fabrication process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 DFDF 핫셀에서는 27,000 MWd/t에서 65,000 MWd/t 연소

도 범위의 사용후핵연료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연소도의 사용후핵연료를 사용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연소도로 제조된 분말을 혼합할 경우 다양한 핵물질 함량을

가지는 사용후핵연료 표준물질을 제조할 수 있다. 산화 및 환원 열처리를 반복함에 따

라 사용후핵연료 펠렛은 미세한 분말로 변환되며 이 과정에서 Xe, Kr, I, Cs과 같이

핵분열 기체 또는 휘발성 핵분열생성물들이 방출되게 된다. Attrition mill 또는 shaker

mixer를 사용하여 분말을 균질하게 혼합한 후 화학분석을 통해 U, Pu, Cm 등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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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1 2 3 4 Ave STD

U 0.93627 0.94638 0.96563 0.95832 0.95165 0.01296
Pu 0.00828 0.00824 0.00837 0.00843 0.00833 0.00009
U-234 0.000178 0.000182 0.000181 0.000185 0.00018 0.00000
U-235 0.01012 0.010232 0.010458 0.010371 0.01030 0.00015

U-236 0.003545 0.003616 0.003434 0.003517 0.00353 0.00008
U-238 0.922423 0.932353 0.951553 0.944243 0.93764 0.01287
Pu-239 0.005205 0.005162 0.005279 0.00527 0.00523 0.00006
Pu-240 0.001984 0.001972 0.002014 0.002033 0.00200 0.00003
Pu-241 0.000552 0.000545 0.000558 0.000563 0.00055 0.00001
Pu-242 0.000386 0.000379 0.000386 0.00039 0.00039 0.00000

Isotope Average
Standard

Deviation

Standard

Uncertainty

Degree

of

Freedom

Coverage

Factor,

k95

Expanded

Uncertainty

%

Uncertailty

U 0.95165 0.01296 0.006482 3 3.18 0.020614 2.2

Pu 0.00833 0.00009 4.3E-05 3 3.18 0.000137 1.6

U-234 0.00018 0.00000 1.44E-06 3 3.18 4.59E-06 2.5

U-235 0.01030 0.00015 7.47E-05 3 3.18 0.000238 2.3

U-236 0.00353 0.00008 3.76E-05 3 3.18 0.00012 3.4

U-238 0.93764 0.01287 0.006434 3 3.18 0.020459 2.2

Pu-239 0.00523 0.00006 2.78E-05 3 3.18 8.83E-05 1.7

Pu-240 0.00200 0.00003 1.39E-05 3 3.18 4.42E-05 2.2

Pu-241 0.00055 0.00001 3.88E-06 3 3.18 1.24E-05 2.2

Pu-242 0.00039 0.00000 2.29E-06 3 3.18 7.27E-06 1.9

핵종들이 균질하게 혼합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게 되며 기본적으로는 그 반복 측정 오

차가 5% 이내인 것을 목표로 한다. 균질성이 입증된 재가공 분말은 필요에 따라 분말,

압분체, 소결체 등으로 가공하여 다양한 밀도를 갖도록 조절되게 된다. 그 이후 중성

자 계측 결과와 화학분석 결과 간의 상호 비교를 통해 핵물질 측정에 사용될 수 있는

교정 관계식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1.4는 27,300 MWd/MTU의 연소도를 가지는 G23 핵연료봉을 건식 재가공한

후 화학조성 분석을 반복 수행한 결과이다.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핵종별 균질도를

평가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측정 불확도를 평가하여 표 3.2.1.5에 나타내었다.

표 3.2.1.4. Chemical composition of dry-processed spent fuel powder.

표 3.2.1.5 Uncertainty analysis of chemical composition of dry-processed spent

fuel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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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량 함유된 Pu-238을 제외한 나머지 핵종들은 4% 이내의 측정 불확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불확도의 정의는 측정 결과에 관련하여 측정량을 합리적

으로 정한 값들의 산포 특성을 나타내는 파라미터를 나타내며 균질성은 특성값의 차

이가 불확도 요소에 비교하여 무시할 정도일 때 균질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측정 불확도 평가 방법은 사용후핵연료와 건식 재가공 전환체의 화학조성의 균

질도를 비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용후핵연료 내에 존재하는 감마선원 핵분열생성물들은 비파괴형 사용후핵연료 계

측에 간섭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Cf-252등 표준 선원은 Cs,

Sr 등 감마선원 핵분열생성물이 존재하는 사용후핵연료와는 다른 계측 거동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감마선원 핵분열 생성물의 함량의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표

준물질 시료가 필요하다. 가장 강한 감마선원인 Cs은 휘발성이 높아 산화, 환원 공정

및 소결 공정에서 휘발되는 특성이 있으며 열처리 온도, 분위기 및 시간의 조절을 통

하여 Cs의 잔류 함량을 조절할 수 있다[3.2.1.8]. 그림 3.2.1.8은 산화 분위기에서 온도

를 올려가면서 Cs의 방출거동을 측정한 결과로서 Cs은 800 ℃에서부터 방출되기 시작

해서 1300 ℃에서 방출이 완료되었다. 따라서 DUPIC 핵연료 제조공정에서 산화 열처

리 온도를 조절할 경우 사용후핵연료 내에 존재하는 Cs 함량을 조절할 수 있다. 사용

후핵연료 소결체를 산화 및 환원 열처리를 통해 분말화한 후 균질하게 혼합하고, 열처

리 온도를 조절하여 감마선원인 Cs 함량을 조절한 후, 압분하거나 소결함으로써 감마

선원 존재의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표준물질을 제조할 수 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분말 혼합체의 압분 및 소결을 통하여 상대 밀도가 조

절된 사용후 핵연료 표준물질을 제조할 수 있으며 이러한 표준물질은 밀도 변화에 의

한 효과를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DUPIC 핵연료 제조공정을 활

용하면 사용후핵연료 및 핵물질 계량을 위한 중성자 계측기의 교정에 사용될 수 있으

며, 기존 Cf-252 표준선원에서 구현할 수 없는 감마선원의 효과, 밀도차에 의한 효과

등을 검증할 수 있고, 기존 사용후핵연료 rod-cut으로 구현할 수 없는 균질성과 핵분

열 물질 농도조절이 가능한 우수한 표준물질 제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표준물질 제조기술은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금속핵연료를 제조하는 파이로 공정과

같은 타분야에도 사용가능하므로 그 활용범위가 광범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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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8 Release behaviour of Cs during the heating of spent fuel

2. 사용후핵연료 이용 분말형 표준물질 제조

사용후핵연료 내에 존재하는 민감 핵물질의 계량을 위한 비파괴분석법 중 듀픽 핵

연료의 핵물질 계측용으로 개발되었던 DSNC (DUPIC Safeguards Neutron Counter)

는 사용후핵연료 내에 존재하는 Cm이 방출하는 중성자를 계수한 후 ORIGEN 코드로

계산된 해당 연소도의 U/Cm 비율 및 Pu/Cm 비율을 이용하여 U 및 Pu 함량을 검증

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3.2.2.1]. 그러나 사용후핵연료는 핵연료 표면의 연소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결체 반경 방향의 핵물질 분포가 연소

도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DSNC와 같은 중성자 계측기를 보정하기 위하여 실

제 사용후핵연료봉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길이 방향으로 연소도가 일정한 사용후핵연

료 연료봉을 선택한 후 반경 방향으로 일부가 아닌 전체를 포함하는 슬라이스에 대한

화학 분석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표준물질(Reference Material)은 목적에 맞도록 만

들어진 특성치가 충분히 균질하고 안정적인 물질로서, 특히 사용후핵연료 표준물질의

기본 자격 요건은 시료 내의 화학 조성의 균질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건식 재가

공 공정을 통해 제조된 사용후핵연료 표준물질은 분말화와 혼합공정 및 소결 공정을

거치게 되므로 연소된 후의 사용후핵연료 rod-cut과는 달리 전체적으로 균질한 화학조

성을 가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소도의 사용후핵연료를 사

용하여 핵분열성 물질 함량을 조절한 분말형 표준물질을 제조하여 분말형 표준물질

내 핵분열생성물 분포특성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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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핵분열성물질 함량별 표준물질 제조 및 특성 평가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는 길이방향의 연소도 차이, 반경방향의 연소도 차이 등으로

인하여 불균일한 미세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표준물

질은 이러한 사용후핵연료의 불균일성을 균질화할 수 있는 공정을 통하여 제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건식 재가공 기술을 이용하여 균질한 분말형 사용후

핵연료 표준물질의 제조하는 절차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듀픽 핵연료 제조를 위

한 품질 보증 프로그램 개발 (CAN3-Z299.2-85)", "조사시험용 듀픽 핵연료 제조 및

운전 절차서 개발 (MOP)", "조사시험용 듀픽 핵연료 제조 사용서 및 시험검사계획서

개발" 등의 듀픽 핵연료 제조공정 품질 보증(QA) 문서에 확립된 사용후핵연료 건식재

가공 공정은 그림 3.2.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산화 탈피복, 분말화 공정, 소결 공정 등

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3.2.2.1. Qualified process of DUPIC fuel fabrication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는 산화탈피복된 후 OREOX라는 반복 산화환원 공정을 거치

면서 소결 가능한 분말로 변화되게 된다. 조성이 분균일하던 사용후핵연료는 분말화

공정과 혼합 공정을 거치면서 조성의 균질도가 높아지게 된다. 산화 후 혼합한 분말의

화학 성분을 측정한 결과 우라늄과 플루토늄 동위원소들의 측정 편차가 측정 불확도

(5% 이내)보다 작은 값을 나타낸 바 있다[3.2.2.2]. 이는 사용후핵연료의 산화 후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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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도 화학성분 측정 불확도 이내의 균질도를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추가적인 균질화를 위하여 분말화 공정 이후 소결 공정을 거치면 고온 확산에 의한

조성 균질화 효과로 인하여 더욱 미세한 영역까지 균질한 상태로 변화되게 된다. 단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가공 공정에 의한 최종 산물은 소결체 형태이므로 이를 활용한

분말형 사용후핵연료 표준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소결체의 재산화를 통한 분말화 공정

을 추가적으로 적용여야 한다. 다양한 연소도의 사용후핵연료를 분말화하고 연소도별

분말 혼합 공정을 활용하면 다양한 핵물질 함량을 가지는 분말형 사용후핵연료 표준

물질을 제조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분말형 사용후핵연료 표준물질을 화학 분석 및

중성자 계측에 활용하고자 듀픽 핵연료 품질보증절차에 의해 건식 재가공핵연료 소결

체를 제조하고 이를 재산화하여 분말형 표준물질을 제조하였다. 이때 사용된 사용후핵

연료는 평균연소도 27,000 MWd/tU의 G23-B5, 평균연소도 58,000 MWd/tU 인

K23-B16, 평균연소도 65,000 MWd/tU인 K23-M03 연료봉이었으며 각 연료봉에서 연

소도가 균일한 부분을 절단하여 사용하였다. 건식 재가공 공정을 활용하여 제조된 산

화물 소결체를 DFDF 핫셀에서 OREOX용 산화로를 사용하여 재산화할 때 산화온도

및 시간 조건은 500℃ 10시간이었다. 그림 3.2.2.2는 건식 재가공 산화물 소결체로부터

재산화된 분말형 사용후핵연료 표준물질의 사진이며 분말화되지 않은 덩어리들이 육

안으로 관찰되지 않아 모든 소결체가 완전히 분말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2.2.2. A photo of re-oxidized powder of DUPIC fuel

소결체의 무게와 재산화 분말의 무게를 측정하여 재산화에 따른 무게 변화를 측정

한 결과 표 3.2.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UO2에서 U3O8 변환될 때 예상되는 약 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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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봉
평균 연소도

(MWd/tU)
소결체 무게 산화 분말 무게 증가

K23-B5 27,000 507.4 g 528.0 g 4.1 %
G23-B16 58,000 307.8 g 320.5 g 4.2 %

K23-M03 65,000 518.2 g 539.9 g 4.2 %

무게변화 값을 나타내었으며 연소도별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3.2.2.1. Mass changes after re-oxidization of DUPIC fuel pellets

제조된 표준물질의 균질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표준물질의 일부분을 샘플링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분말형 표준물질의 균질도 평가를

위하여 KS A ISO 11648-2에 준하여 분말을 샘플링하였다. 한 번에 채취되는 분말의

양은 약 10 g 이었고 트레이에 넓게 펼쳐진 분말의 여러 부분에서 10개의 샘플을 채

취하여 각각 동일한 크기의 유리병에 보관하였다. 표준물질 내의 민감 핵종 함량 균질

도를 평가할 수 있는 특성치로는 민감 핵종의 화학 성분, 감마선 선량, 중성자 선량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후핵연료 내에 존재하는 Cm에 의한 중성자 선량을 중

성자 계측기로 측정하여 샘플 간 편차를 비교하는 방식을 통해 표준물질의 균질도를

평가하였다. 그림 3.2.2.3은 DFDF 핫셀내 중성자 계측기인 DSNC (DUPIC Safeguards

Neutron Counter)를 이용한 사용후핵연료내 중성자 선량 측정 사진이다.

그림 3.2.2.3. Neutron counter measurement of spent fuel standard material by

using DSNC in IMEF DFDF hot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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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값 산화분말(혼합전) 혼합분말 재산화분말
평균 double rate(CPS) 391 378 370

반복 측정 편차 13 13 13

샘플간 편차 23 16 14

불확도(%) (95% 신뢰수준) 4.2 3.0 2.6

DSNC 의 중성자 계측 효율은 Cf-252 표준선원을 사용하여 교정되며 이를 이용하

면 Cm 함량과 중성자 선량 계수와의 관계식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Cf-252 표준선

원의 수명이 길지 않고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표준물질을 제조할 수 있다면 DSNC의 교정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된

다.

혼합 및 소결 공정이 사용후핵연료 표준물질의 균질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65,000 MWd/tU 연소도 사용후핵연료(K23-M03)를 이용하여 혼합전 산화분말,

혼합된 산화분말, 소결체 재산화 분말을 제조하고 각각 10개의 샘플을 채취한 후 각각

의 중성자 선량을 DSNC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재산화 분말은 건식 재가공 공정을

이용하여 제조된 건식 재가공 산화물 소결체를 산화시켜 분말화를 수행하여 제조한

것이다. 표 3.2.2.2는 DSNC 측정값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DSNC 측정은 1회

당 30초간 측정(백그라운드 배제한 double rate 값)하였으며 이를 10회 반복 측정하였

다. 같은 샘플에 대해 반복 측정한 결과로부터 평균값의 편차를 얻어 DSNC 장치의

측정 불확도를 얻을 수 있었으며 그 값은 95% 신뢰수준에서 약 2.5%로 산출되었다.

또한 10개의 샘플 간 평균값의 편차를 측정하여 비교한 결과, 혼합 후 산화분말과 소

결체 재산화 분말은 반복 측정의 편차와 샘플간 측정 편차가 유사하게 측정되었으나,

혼합 전 산화분말의 경우에는 반복 측정의 편차보다 샘플간 측정 편차가 더욱 큰 것

을 알 수 있다. 이는 혼합 후 산화분말과 소결체 재산화 분말은 우수한 균질도를 가지

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며 혼합 전 산화분말은 DSNC 측정 불확도보다 큰 편차를 보임

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균질함을 보이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혼합 전 산화

분말의 불균질함이 혼합 공정 후에 소결체 재산화 분말과 유사한 샘플간 편차로 감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혼합 공정이 분말형 표준물질의 균질도를 향상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장 높은 균질도는 건식재가공 핵연료 소결

체를 재산화한 분말에서 얻어졌다.

표 3.2.2.2. DSNC measurements and statistics for spent fuel with a burnup of

65,000 MWd/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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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말형 표준물질내 핵분열성물질 및 핵분열생성물 분포특성 평가

DFDF 핫셀로 이송된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하여 사용후핵연료 분말형 표준물질을

제조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내 핵분열성물질 함량을 ORIGEN 코드

를 이용하여 평가하고 연소도 별로 그림 3.2.2.4에 도시하였다. 사용후핵연료별로 초기

농축도, 연소이력, 냉각기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연소도별로 일반적인 변화 경향을

도출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전체적인 경향을 비교하여 볼 때 Cm 함량의 경우 연소

도가 증가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따라서 고연소도 핵연료일수록

DSNC에서 측정되는 중성자 선량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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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4. Calculated content of several fissile elements in spent fuel with

the burnups

DUPIC 제조공정을 이용하여 제조된 건식재가공 핵연료 소결체를 재산화한 분말을

이용하여 측정한 DSNC 측정 결과를 이용하여 그림 3.2.2.5와 같이 연소도에 따른 Cm

함량과 중성자 선량과의 관계를 도시하였다. 중성자 선량은 DSNC의 double rate 값을

사용하였으며 Cm 함량은 연소도별로 ORIGEN 코드를 이용하여 계산된 값을 사용하

였다. 중성자 측정 선량은 연소도별로 계산된 Cm 함량에 비례하는 선형성을 나타내었

다. 이 데이터는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별로 DSNC 측정결과를 비교한 최초의 결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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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100g 이상을 측정했던 이전 결과와는 달리 10g의 소량의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

중성자 선량을 측정한 결과로서 향후 safeguards 업무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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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5. Variation of neutron counting with Cm content

DSNC를 통하여 연소도별 측정된 중성자 선량과 계산된 Cm 함량은 다음과 같은 1

차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Y (DSNC double rate) = 10482.6 XCm (wt%) + 23.6

원칙적으로는 상수항은 시편을 넣지 않았을 때 측정한 background 값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후핵연료 시편을 DSNC에 넣지 않고 측정한 값은 0에 가까

운 값이었기 때문에 위 식에서 상수항은 DSNC의 측정 오차 또는 Cm 함량 계산값의

오차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만일 그림 3.2.2.6과 같이 DSNC로 측정한 중성자

선량을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를 기준으로 상수항이 0이 되도록 1차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Y (DSNC double rate) = 11325 XCm (wt%)

위 식에 의하여 저연소도의 Cm 함량을 계산하면 0.00273 wt%가 된다. 이는 ORIGEN

으로 계산한 0.0007 wt%보다 매우 큰 값으로서 저연소도 사용후핵연료의 Cm 함량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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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의 오차에 대하여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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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6. Variation of neutron counting with Cm content

사용후핵연료 연소도에 따라 핵분열성 물질의 밀도가 변화되며 필요에 의해서는 저

연소도 사용후핵연료와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를 혼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용후핵

연료 변화가 핵물질 계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균질한 사

용후핵연료 표준물질을 제조할 수 있는 건식 재가공 기술의 활용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분말형 사용후핵연료 표준물질의 장점은 다양한 연소도의 사용후핵연료를 혼합하여

핵물질 함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파이로 공정 장치 설계에 사

용하는 사용후핵연료 기준인 4.0%, 연소도 45,000 MWd/tU, 냉각기간 10년에 해당하는

핵물질 함량을 갖는 사용후핵연료 표준물질을 제조하고 이를 평가하였다[3.2.2.3].

Table 3.2.2.3은 사용후핵연료 내에 존재하는 Pu, TRU(Pu, Np, Am, Cm), Cm 함량을

ORIGEN으로 계산한 결과이며, 표 3.2.2.4와 표 3.2.2.5는 기준 핵물질을 Pu, TRU, Cm

으로 설정함에 따른 27,000, 58,000 MWd/tU 사용후핵연료의 혼합비율과 27,000,

65,000 MWd/tU 사용후핵연료의 혼합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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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도(MWd/tU)
27,000

(G23-B5)

58,000

(K23-B16)

65,000

(K23-M03)

45,000

(농축도4.0%,냉각10년)

Pu 함량(wt%) 0.788 1.533 1.696 1.172

TRU 함량(wt%) 0.884 1.746 1.929 1.315

Cm 함량 (wt%) 0.0007 0.020 0.033 0.006

표 3.2.2.3. Comparison of Pu, TRU and Cm content in spent fuel with varying

burnup.

표 3.2.2.4 Mixing ratio of 27,000 and 58,000 MWd/tU spent fuel

기준 핵물질 27000 MWd/tU 58000 MWd/tU

Pu 48.5 wt% 51.5 wt%

TRU 50.0 wt% 50.0 wt%

Cm 72.5 wt% 27.5 wt%

표 3.2.2.5 Mixing ratio of 27,000 and 65,000 MWd/tU spent fuel

기준 핵물질 27000 MWd/tU 58000 MWd/tU

Pu 48.5 wt% 51.5 wt%

TRU 50.0 wt% 50.0 wt%

Cm 72.5 wt% 27.5 wt%

연소도가 증가함에 따라 TRU 원소들의 함량이 증가하긴 하지만 그 변화 정도는

일정하지 않다. 이는 Pu 기준으로 사용후핵연료 표준물질을 제조할 경우 그 내부에 존

재하는 TRU 함량 또는 Cm 함량은 기준 핵연료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준 핵물질이 변화함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의 혼합비율은 모두 다름을 알 수 있다. 특

히 Cm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의 혼합 함량이 크게 감소하는데

이는 Cm 이 연소도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핵종에 비해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말형 사용후핵연료 표준물질을 제조하기 위하여 기준 핵연료의 핵종 조

성 중에서 Cm 을 기준으로 연소도별 혼합을 수행하였다. 저연소도 사용후핵연료 분말

과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분말을 혼합하였을 때의 Cm 농도가 기준 핵연료에 대하여

계산된 Cm 농도가 되도록 저연소도 사용후핵연료 분말과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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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의 무게비를 조절하였다.

초기농축도 4.0%, 방출연소도 45000 MWd/tU, 냉각기간 10년 조건에 해당하는 기

준 사용후핵연료의 Cm 함량은 0.006 wt% 이다. 연소도가 다른 분말을 혼합하였을 경

우 균질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분말 혼합 공정을 거친 후 10g 샘플을 10개씩 채취하여

DSNC로 중성자 선량을 측정하였다. 측정된 중성자 선량은 그림 3.2.2.7과 같이 나타내

었으며, 평균 63.7 (double rate) 표준편차 10.2를 나타내었다.

그림 3.2.2.7 DSNC measurement of mixed burnup spent fuel standard material

각 시료별로 측정에 의한 표준편차에서 구한 평균 불확도는 5% 수준으로 혼합 연

소도 시료는 균질하게 혼합되었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혼합 종류별 DSNC 측정

선량의 차이는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각 ORIGEN 코드 계산에 사용된

사용후핵연료 연소도의 오차와 ORIGEN 코드 계산의 오차 등에 기인하여 정확한 Cm

함유량을 알 수 없는데에서 기인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는 화학성분 분석을 통하

여 실제 함유되어 있는 Cm 함량을 평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현재까지는 Cm

분석기술이 국내에 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므로, 여러 연소도의 Pu 및 U의 함량을

측정하여 계산된 Cm/Pu 비율 및 Cm/U 비율과 비교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표준물질을 제조하기 위하여 화학분석에 의한 U, Pu함량과 ORIGEN

으로 계산한 U, Pu 함량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며, 화학분석에 의하여 구한 연소도

비교도 ORIGEN 계산에 의한 Cm 함량 도출의 정밀도 향상에 필수적인 부분이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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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아래와 같은 5종의 사용후핵연료 분말의 화학성분 분석을 위하여 IMEF에서

PIEF로 각 시료당 약 1g 의 분말을 이송하였으며, 표 3.2.2.6-3.2.2.8은 화학분석 결과

이다.

· K10A-O : 고리1, 농축도 3.2%, 연소도 35,000MWd/tU, 탈피복 산화처리 분말

· B5-R : 고리1, 농축도 3.2%, 연소도 27,300MWd/tU, 소결체 재산화 분말

· M03-O : 울진2, 농축도 4.2%, 연소도 65,000MWd/tU, 탈피복 산화처리 분말

· M03-R : 울진2, 농축도 4.2%, 연소도 65,000/MWd/tU, 소결체 재산화 분말

· B16-R : 울진2, 농축도 4.2%, 연소도 58,000MWd/tU, 소결체 재산화 분말

화학 분석 결과 저연소도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한 분말형 표준물질의 연소도는 감마

스캔으로 측정한 연소도와 거의 일치하였으나 50,000 MWd/tU 이상의 고연소도 사용

후핵연료를 사용한 분말형 표준물질의 연소도는 감마 스캔으로 측정한 연소도 보다는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M03 시편의 경우 탈피복 산화처리 분말과 소결체 재산화

분말 간의 연소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산화물 재가공 소결체 제조 시 탈피복 산

화처리 분말 중 고연소도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연

소도 혼합한 분말형 표준물질의 경우 연소도 혼합 종류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실제

연소도와 감마 스캔으로 측정된 연소도의 차이로 인하여 연소도를 근거로 계산된 Cm

의 함량이 실제보다 많게 계산되었기 때문이다.

표 3.2.2.6. Burnup measurements by Nd-148 chemical analysis

Sample GWD/MT

K10A-O 35.6

B5-R 28.7

M03-O 56.9

M03-R 52.2

B16-R 50.7

3. 사용후핵연료 이용 펠렛형 표준물질 제조

표준물질의 요건 중 가장 중요한 사양은 표준물질 내 핵물질의 균일성이다. 사용후

핵연료는 연소됨에 따라 펠렛의 외각 부분에 고연소도 rim 영역을 형성하게 된다. 따

라서 펠렛의 중심부와 핵분열 생성물의 함량이 다르게 되어 불균일성을 나타내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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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만일 탈피복한 사용후핵연료에서 화학 성분 분석을 위한 샘플링을 하게 된다면 샘

플링 위치에 따라 플루토늄과 같은 민감 물질의 농도가 크게 다르게 될 것이다.

표 3.2.2.7. Plutonium measurements by chemical analysis

Sample
Pu-mg/g-Sample(S.F.)

Pu-total Pu-238 Pu-239 Pu-240 Pu-241 Pu-242

K10A-O 7.33 0.16 4.25 1.99 0.37 0.55

B5-R 8.48 0.29 4.26 2.26 0.91 0.76

M03-O 9.13 0.40 4.36 2.43 0.96 0.98

M03-R 9.81 0.47 4.68 2.60 1.02 1.04

B16-R 9.71 0.34 4.89 2.58 1.04 0.86

표 3.2.2.8. Uranium measurements by chemical analysis

Sample
U-mg/g-sample(S.F.)

U-total U-234 U-235 U-236 U-238

K10A-O 756 0.16 5.42 3.38 747.8

B5-R 787 0.16 8.34 3.16 775.2

M03-O 755 0.17 3.67 4.84 746.32

M03-R 822 0.21 4.17 5.23 812.37

B16-R 771 0.19 5.46 4.88 760.47

그러나 건식 재가공 핵연료 자격화 제조 공정을 활용하게 되면 탈피복 후 산화 공정

을 통하여 사용후핵연료 펠렛의 조각들이 분말화되어 미세한 입자로 변화되게 되며

후속 혼합 공정과 밀링 공정을 통하여 물리적으로 균일하게 혼합된 분말이 형성되고,

열적 확산이 활발히 일어나는 소결 공정으로 통하여 화학적으로 매우 균질한 펠렛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펠렛형 표준물질의 경우 샘플링 위치에 따라 민감 물질의 농도

가 변화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혼합연소도 펠렛형 표준물질은 저연소도 사

용후핵연료와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의 혼합으로 핵물질의 농도를 조절 가능한 표준

물질을 제조할 수 있다. 이로써 표준물질 내의 핵물질의 농도가 핵연료주기 공정 상에

서 측정하려는 물질의 농도 범위와 유사하도록 임의로 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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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소도별 펠렛형 표준물질 제조 및 특성 평가

펠렛형 사용후핵연료 표준물질을 제조하기 위한 제조 공정으로 건식 재가공 핵연료

개발 시 확립된 자격화 제조 공정이 활용되었다. DUPIC 핵연료 제조를 위한 품질 보

증 프로그램(CAN3-Z299.2-85)과 조사시험용 DUPIC 핵연료 제조 절차서(MOP)를 활

용하게 되면 펠렛 내 핵분열성 물질의 균일도가 보장된 펠렛형 표준물질을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펠렛형 사용후핵연료 표준물질의 대상으로 건식 재가공 핵연료

자격화 공정으로 제조된 소결체 중 저연소도용으로 G23-B5과 G23-K10A 사용후핵연

료를 선정하였고 고연소도용으로 K23-B16, J502-C13, K23-M03 사용후핵연료를 선정

하였다. 또한 사용후핵연료의 중성자 방출 특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연소도 범위

를 기준 사용후핵연료와 유사하도록 변화시키기 위하여 저연소도 사용후핵연료와 고

연소도 사용후핵연료를 혼합하여 소결한 혼합 연소도 펠렛을 제조하였다[3.2.3.1]. 이때

기준이 된 연소도는 45,000 MWd/tU이다. 표 3.2.3.1은 혼합연소도 펠렛을 제조하기 위

하여 각 연소도별로 혼합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값은 ORIGEN 코드를 이용한

계산값에 근거하여 도출하였다.

표 3.2.3.1 Mixing ratio of low burnup powder and high burnup powder

번호 저연소도 분말 고연소도 분말

1 G23-K10A (151.4 g) K23-B16 (48.6 g)

2 G23-K10A (146.1 g) J502-C16 (53.9 g)

3 G23-K10A (171.4 g) K23-M03 (28.6 g)

4 G23-B5 (145.1 g) K23-B16 (54.9 g)

5 G23-B5 (139.4 g) J502-C16 (60.6 g)

6 G23-B5 (167.2 g) K23-M03 (32.8 g)

또한 사용후핵연료 표준물질의 활용도를 높이고 오염 및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물질을 밀봉할 수 있는 지르칼로이 재질의 봉형 용기를 설계하고 그림 3.2.3.1과

같이 제작하였다. 분말형 표준물질 및 펠렛형 표준물질 모두 적용할 수 있으며 표준물

질의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핫셀 내에서 용접이 가능하도록 설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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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핫셀간 이송이 필요할 경우 사용후핵연료 분말의 누출에 의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림 3.2.3.1 Pellet-type spent fuel standard material holder

그림 3.2.3.2 Cf-252 neutron source

펠렛형 표준물질을 활용하여 사용후핵연료 표준물질의 중성자 방출 거동을 측정하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DSNC 교정 및 활용방안을 수립하였다.

(1) Cf-252 표준선원의 DSNC 측정

(2) Cf-252 중성자 방출 계산값과 측정값을 비교, DSNC 중성자 계수 효율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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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후핵연료 표준물질의 DSNC 측정

(4) 중성자 계수 효율을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 표준물질의 중성자 방출값 계산

(5) 사용후핵연료 표준물질의 중성자 방출값으로 Cm-244 함량 계산

(6) ORIGEN 코드로 계산된 Cm/Pu 비를 이용하여 표준물질 내의 Pu 함량 계산

펠렛형 표준물질의 특성 평가를 위해 DSNC의 중성자 계수 효율을 교정할 수 있는

Cf-252 표준선원(E8-281)을 그림 3.2.3.2와 같이 IAEA로부터 입수하여 DFDF 핫셀에

반입하였다. 표준 선원의 중성자 방출 특성을 확인한 결과 그림 3.2.3.3과 같이 2008년

2월 1일 기준으로 351,500 neutron/sec의 방출 특성(81.9 μCi)을 가지고 있었으며 반감

기는 2.645년이므로, 2009년 9월 1일 기준으로 232,112 neutron/sec의 방출 특성을 나

타내게 된다. 이는 표 3.2.3.2에 제시된 바와 같이 2.34x1012 n/sec-g의 중성자 방출계

수를 이용하여 계산하면 9.9x10-8 g에 해당한다.

그림 3.2.3.3 Calibration certificate of the Cf-252 neutron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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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2 Cf-252 neutron source characteristics

Neutron Emission Rate 2.34x1012  n/sec g  
 4.4 x109  n/sec Ci

Neutron per fission 3.76        

Average neutron energy 2.35 MeV

Capsule size < 1cc

Effective half life 2.645 years

Total heating 38.5 w/g

γ Dose at 1 meter 160 RAD / h-g

N Dose at 1 meter 2200 rem / h-g

입수한 IAEA 표준선원을 활용하여 DSNC의 측정 효율을 평가하였다. Cf-252 표준

선원을 그림 3.2.3.3과 같이 알루미늄 용기에 담아 DSNC에 장입하고 반복 측정하였을

때 평균 10,114 neutron/sec (singles 기준)의 값이 측정되어 반감기를 고려하여 계산

된 232,112 neutron/sec의 방출 특성과 대비하여 볼 때 약 4.4%의 효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최초로 사용되기 시작한 1999년의 13.5% 및 2008년 평가된

10.8%보다 낮은 값으로 센서와 연결된 회로의 이상에 의하여 측정 효율이 낮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2.3.3 Cf-252 source holder and the DSNC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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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펠렛형 표준물질 내 핵분열성물질 및 핵분열생성물 분포 특성 분석

펠렛형 표준물질 내 존재하는 핵분열성 물질 중 Cm, Pu 등은 중성자를 방출하는

특성이 있다. 그림 3.2.3.4와 같이 사용후핵연료에서 검출되는 대부분의 자발 중성자는

Cm-244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DSNC의 중성자 계측 효율과

Cm-244의 자발 중성자 방출률인 1.08 X 107 n/s-g을 이용하면 측정되는 표준물질 내

의 Cm-244의 함량을 구할 수 있다. 이때 (α,n)반응에 의한 중성자는 shift resister 회

로를 사용하여 분리되며 유도핵분열 중성자는 multiplicity counter 회로를 사용하여

분리되기 때문에 측정에서 무시할 수 있다.

그림 3.2.3.4. Neutron emission rate of isotopes in spent fuel with cooling time

그림 3.2.3.5는 10 g의 연소도별 펠렛형 표준물질을 사용하여 DSNC로 측정한 후

중성자 방출 특성을 측졍한 결과이다[3.2.3.2]. 또한 그림 3.2.3.6은 중성자 방출 특성을

Cm-244 함량으로 계산한 결과이다. 같은 무게의 펠렛형 표준물질을 사용하여 측정할

때 연소도에 따라서 Cm-244 함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2.3.3과

같이 ORIGEN 코드로 계산한 값과 DSNC 측정한 결과로부터 계산한 값을 비교하면

Cm 농도가 높은 고연소도 펠렛형 표준물질의 경우 Cm 함량의 오차가 적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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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5 Neutron emission with burnup of pellet-type spent fuel

standard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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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6 Calculated Cm-244 content with burn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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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봉 화학분석연소도
(GWd/t)

Cm-244 계산값
(g/MTU)

Cm-244측정값
(g/MTU)

G23-K10A 33 10 26

G23-B16 51 108 118

K23-M03 57 173 181

표 3.2.3.3 Comparison of calculated and measured Cm-244 content with burnup

펠렛형 표준물질 내에 존재하는 핵분열성 물질 및 핵분열생성물 분포 특성을 평가

하기 위하여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한 펠렛형 표준물질에 대한 화학분석을 수행하였다.

펠렛형 표준물질의 화학분석 범위는 우라늄, 플루토늄 핵종별 분석을 수행하는 것으로

선정하였다. 사용후핵연료 봉의 감마선 스캔에 의한 연소도 평가는 사용후핵연료 표면

에 고연소도 rim 영역이 형성되기 때문에 봉 내부의 평균값보다 높게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연소도의 평가를 위하여 Nd-148 핵종의 화학분석을 수행하도록 결정하

였다. 제조된 펠렛내 핵물질분포 화학분석을 위하여 DFDF 핫셀 내에 설치되어 있는

휠 컷터를 사용하여 화학분석용 펠렛을 디스크 형태로 샘플링 하였으며 각 시편의 평

균 무게는 약 1.5 g 이었다. 준비된 사용후핵연료 표준물질 시료는 DFDF에서 PIEF

건물 내에 있는 화학분석 핫셀로 이송되었다. 이송된 펠렛 샘플은 다음과 같다.

․저연소도: G23-K10A (고리1호기, 3.2%농축도, 평균연소도 35,000 MWd/MTU)

․혼합연소도: K10A-M03 (45,000 MWd/MTU),

․혼합연소도: B5-M03 (45,000 MWd/MTU)

표 3.2.3.4는 펠렛형 표준물질의 연소도를 측정한 결과로서 특히 혼합 연소도 펠렛

의 경우에는 목표했던 45,000 MWd/tU 보다 낮은 연소도가 측정되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는 분말형 표준물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연소도 분말의 실제 연소도가 감마

스캔에 의해 측정된 연소도보다 낮기 때문에 혼합된 분말의 연소도가 목표했던 연소

도보다 낮아지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3.5와 표 3.2.3.6은 펠렛형 표준물질 내

의 Pu 및 U 동위원소의 함량을 측정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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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핵연료

BU-NDA
(GWd/tU)

BU-화학
(GWd/tU)

Cm-244
계산값(NDA)

Cm-244
계산값(화학)

K23-M03 65 57 2.5 mg 1.2 mg

K23-B16 57 51 1.5 mg 0.8 mg

G23-K10A 35 33 0.1 mg 0.1 mg

표 3.2.3.4 Burnup measurements in pellet-type spent fuel standard material

Sample GWD/MT

K10 + M03 32.9

B5 + M03 38.2

K10A 34.4

표 3.2.3.5 Pu measurements in pellet-type spent fuel standard material

Sample
Pu-mg/g-Sample(S.F.)

Pu-total Pu-238 Pu-239 Pu-240 Pu-241 Pu-242

K10-M03-P 5.62 0.13 3.37 1.42 0.34 0.36

B5-MO3-P 7.96 0.21 4.47 2.15 0.48 0.64

G23-K10A-P 7.46 0.17 4.34 2.04 0.38 0.54

표 3.2.3.6 Uranium measurements in pellet-type spent fuel standard material

Sample
U-mg/g-sample(S.F.)

U-total U-234 U-235 U-236 U-238

K10-M03-P 809 0.19 7.71 3.59 797.4

B5-MO3-P 816 0.18 5.63 3.87 806.6

G23-K10A-P 807 0.16 5.94 3.57 797.4

표 3.2.3.7 Comparison of calculated Cm-244 content from NDA and chem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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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7은 감마스캔으로 연소도를 측정한 경우와 화학분석으로 연소도를 측정한

경우에 대한 Cm-244 함량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 3.2.3.7은 DSNC로 측정한 결과와

Cm-244 함량과의 관계식을 나타낸 것으로 화학분석으로 연소도를 측정한 펠렛형 표

준물질을 사용할 때와 감마 스캔으로 연소도를 측정한 사용후핵연료 rod-cut을 사용할

경우를 비교한 것이다. 보다 정확한 화학분석을 통하여 정확한 연소도가 측정된 펠렛

형 표준물질을 사용하여야 정확한 관계식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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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7 Relationship of DSNC doubles and Cm-244 content

본 연구를 통하여 후행핵주기 공정의 안전조치에 활용가능한 표준 물질 기술을 확

보할 수 있었으며, 사용후핵연료를 활용한 표준물질은 반감기가 짧은 표준선원

(Cf-252, 2.65년)을 대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연소도별 사용후핵연료 참조

표준 확보할 수 있었고 분말형, 펠렛형 등 전처리 공정 형태별 사용후핵연료 참조 표

준물질 확보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금속 전환체 및 TRU 표준물질 제조기술에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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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희토류원소 분리 거동 특성 평가

1. 산화공정에 의한 희토류원소 분리 거동 특성 평가 (SIMFUEL 이용)

UO2 핵연료의 연소 중에 핵분열생성물로 희토류(RE: rare-earth)원소들이 생성되

며, 연소 후에 UO2 기재에 고용된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 희토류원소는 핵분열생성물

의 약 30%, 연소시 중성자 흡수율의 약 50%를 차지한다. 연소된 UO2의 재활용에 있

어 불순물인 희토류원소를 제거한다면 재활용 핵연료 내 핵분열성 물질의 에너지 효

율을 더욱 높일 수 있다.

또한 고온 산화공정에 의해 준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의 대부분을 제거할 수 있기 때

문에 희토류원소 분리 기술의 파이로(pyroprocess)공정에 응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가. 고온 산화공정에 의한 희토류원소 복합성분 상분리 거동 특성 분석

(1) 단일성분 희토류원소 분리거동

(U0.963Nd0.037)O2, (U0.91Nd0.09)O2, (U0.92Ce0.08)O2, (U0.91Sm0.09)O2, (U0.91Eu0.09)O2,

(U0.91Gd0.09)O2 소결체를 제조하여 500℃에서 5시간동안 공기분위기하에서 분말화를 한

후에 1150～1400℃에서 8～18시간동안 산화열처리를 하여 생성된 분말의 기기 분석을

수행하여 희토류원소의 상분리 거동 특성을 분석하였다.

(가) 온도의 영향

우선 사용후핵연료내 희토류원소중에 농도가 가장 높은 Nd의 고용체인

(U0.963Nd0.037)O2를 사용하여 열처리 온도에 따른 희토류원소 상분리 거동특성을 분석하

였다. 상분리 거동 특성 분석은 고온에서 산화열처리를 하여 생성된 분말을 저온으로

냉각시킨 후에 이들 분말을 X선 회절분석, SEM관찰, EPMA분석을 하여 수행하였다.

X선 회절분석결과에 의하면 500℃에서는 (U0.963Nd0.037)3O8의 단일상만 존재하지만

1150℃ 이상에서는 입방정 구조의 (U1-yNdy)O2+z와 사방정 구조인 (U1-wNdw)3O8의 두

상으로 분리됨을 알 수 있었다(그림 3.3.1.1). 산화 열처리 온도의 증가에 따라서 생성

되는 (U1-wNdw)3O8 상의 특정 회절면에 대한 (U1-yNdy)O2+z 상의 회절면이 상대적으

로 강도가 커짐을 보였다(그림 3.3.1.1). 산화 열처리 온도에 따라 생성된 (U1-yNdy)O2+z

상의 양을 분석하기 위해서 (U1-yNdy)O2+z 상 및 (U1-wNdw)3O8 상의 적분강도는 아래

와 같은 회절면에서 계산을 하였으며, (U1-yNdy)O2+z 상의 양에 대한 분율은 식

(3.3.1.1)에 의해서 계산하여 그림 3.3.1.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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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I (U 1-yNd y)O 2+ z

I (U 1-yNd y)O 2+ z
+I (U 1-wNd w) 3O 8

(3.3.1.1)

여기서,

I (U 1-y ,Nd y)O 2+ z
= 2θ ≒ 28.4°에서 (U1-yNdy)O2+z 상의 적분강도

I (U 1-wNd w) 3O 8

= 2θ ≒ 21.4°에서 (U1-wNdw)3O8 상의 적분강도

이 방법은 (U1-yNdy)O2+z 상과 (U1-wNdw)3O8 상의 흡수계수가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계산을 한 것으로 산화 열처리 온도의 증가에 따라서 (U1-yNdy)O2+z 상의 양은 증가하

고 상대적으로 (U1-wNdw)3O8 상의 양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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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 온도에 따른 X-선 회절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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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2 온도에 따른 (U1-yNdy)O2+z 상의 분율

그림 3.3.1.3은 열처리 온도에 따른 분말 형상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큰 입자의 표면

에 작은 입자들이 석출되어 나온 형태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양이 적은 작은 입자는

(U1-yNdy)O2+z 상이며 양은 많은 큰 입자는 (U1-wNdw)3O8 상임을 알 수 있다. SEM의

scale 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U1-yNdy)O2+z 상의 입자크기를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1150℃에서 1400℃까지는 산화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약 0.5 ㎛에서 1.5 ㎛

까지 커짐을 알 수 있었다.

(U1-yREy)O2+z 상과 (U1-wREw)3O8 상의 화학적 조성을 EPMA로 분석한 결과에 의

하면 (U1-yREy)O2+z 상에서의 RE 농도(y)는 매우 높으며 열처리 온도증가에 따라서 감

소하였다(그림 3.3.1.4). 반면에, (U1-wREw)3O8 상에서 RE(w)의 농도는 약 0.3 mole %

로 일정하게 고용되었다.

순수한 사방정 구조의 U3O8 상을 고온 산화 열처리를 할 경우에 1123℃ 이상에서

는 UO2+z 상과 U3O8-q 상으로 상분리가 일어나며 온도증가에 따라서 UO2+z 상의 양은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U3O8-q 상의 양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

에 따라(U1-yREy)O2+z 상에서의 우라늄 이온의 농도(1-y) 증가와 함께 (U1-yREy)O2+z

상의 양이 증가하며, 상대적으로 (U1-wREw)3O8-q 상의 양은 감소하게 된다. 희토류원

소의 종류에 따라서 (U1-yREy)O2+z 상에서의 RE 농도(y)는 차이를 보였으며, RE 농도

는 Ce > Eu=Gd > Sm > Nd 순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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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150℃ (b) 1200℃

(c) 1300℃ (d) 1400℃

그림 3.3.1.3 열처리 온도에 따른 상분리 입자형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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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4 열처리 온도에 따른 (U1-yREy)O2+z 상에서의 RE(y)의 농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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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초기 희토류원소 농도의 영향

초기 RE 농도에 따른 상분리에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U0.91Nd0.09)O2 소결체를 앞에

서와 동일한 조건에서 열처리를 하여 얻은 분말을 X선 회절분석, SEM관찰, EPMA분

석을 하였으며 앞에서 수행한 (U0.91Nd0.09)O2 소결체의 열처리 기기분석 결과와 비교하

였다. 1200℃에서 열처리한 분말의 X선 회절분석 결과에 의하면 초기 소결체내의 Nd

농도가 높은 경우에 (U1-yREy)O2+z 상의 특성 회절면의 세기가 커졌다(그림 3.3.1.5).

(U1-yREy)O2+z 상의 적분강도 분율을 계산한 결과에 의하면 (U0.91Nd0.09)O2 소결체에

서는 0.45로 (U0.963Nd0.037)O2 소결체의 0.23보다 증가하였다. 이는 초기 소결체내의 Nd

농도가 높기 때문에 (U1-yNdy)O2+z 상의 양이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EPMA 분석결과에 의하면 열처리 온도에 따른 (U1-yNdy)O2+z 상 및 (U1-wNdw)3O8

상에서의 Nd 농도는 (U0.963Nd0.037)O2 소결체를 열처리한 분말과 동일한 농도를 보였다.

1200℃에서 열처리한 분말의 SEM 분석을 한 결과에 의하면 (U1-yNdy)O2+z 입자는

(U0.963Nd0.037)O2 소결체를 열처리한 분말의 (U1-yNdy)O2+z 입자와 거의 동일한 크기를

가지며 상대적으로 입자수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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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5 초기 Nd 농도가 다른 분말 X선 회절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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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6 (U0.91Nd0.09)O2 소결체 열처리 분말

(다) 분리특성 평가

고온 산화열처리에 의한 분리된 각각의 상에서 함유된 희토류원소의 양을 평가하기

위해 상분리율를 계산하였다. 상분리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선 화학반응식(33.1.2)으

로부터 (U1-yREy)O2+z 상과 (U1-wREw)3O8 상의 양을 계산하였다. (U1-yREy)O2+z 상에

서 z값은 RE 원소의 종류 및 농도(y)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여기서는

(U1-yREy)O2+z 상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산화도인 z=0.25로 가정하였다. 연소도 30,000

및 60,000 MWd/tU(5년 냉각)의 사용후핵연료에 대하여 열처리 온도에 따른

(U1-yREy)4O9 상에서의 RE의 농도(y)와 (U1-wREw)3O8 상에서의 RE 농도인 w=0.003을

위의 식에 대입하여 두상에서의 RE 양을 계산하였다.

( U 1- xRE z )O 2 +
1
24 (

-5 x+8y-3w
y-w )O 2

→
1
4 (

x-w
y-w )( U 1- yRE y) 4O 9+

1
3 (

y-x
y-w ) (U 1- w RE w) 3O 8

(3.3.1.2)

(U1-yREy)4O9 상에서의 RE 상분리율(phase separation ratio)은 식 (3.3.1.3)에 따라

서 계산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3.3.1.7에 나타내었다.

Phaseseparation ratiowt  RE gU  RE  O 
RE gU  REO 

RE gU  RE  O 
×   (3.3.1.3)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상분리율은 증가하게 된다. 이는 (U1-yREy)O2+z 상

의 양이 증가하고, 반대로 온도에 따라서 RE 농도(w)가 일정한 (U1-wREw)3O8 상의 양

이 감소에 의한 것이다(그림 3.3.1.7). 따라서 상분리율은 RE 농도(y)가 낮은 Nd의 경

우가 가장 높고 y가 높은 Ce가 가장 낮다. 또한 연소도 증가에 따라서 상분리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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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증가하였다. 상분리율은 연소도 30,000 MWd/tU에서는

82% 이상이며, 60,000 MWd/tU에서는 91% 이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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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7 RE 성분에 따른 상분리율

(U1-yREy)O2+z 입자를 (U1-wREw)3O8 입자로부터 기계적으로 분리할 경우에 기계적

분리효율에 따른 RE 입자의 총분리율을 평가하였다. 그림 3.3.1.8은 희토류원소중에 함

량이 가장 높은 Nd에 대한 것으로 산화열처리 온도는 I-NERI과제(사용후핵연료 고도

휘발성 산화공정기술개발)에서 수행하고 있는 최대온도인 1200℃를 기준으로 하여 계

산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Nd 성분의 총분리율은 기계적 분리효율을 80%로 가정

하면 연소도 30,000 MWd/tU인 경우에는 66%, 60,000 MWd/tU에서는 74%였다. 총분

리율을 8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연소도 30,000 MWd/tU에서는 87%, 60,000

MWd/tU에서는 97%의 기계적 분리효율을 요구된다.

(2) 복합성분 희토류원소 분리거동

복합성분 희토류원소(REs)의 분리거동 실험을 위해 희토류원소의 조성은 5년간 냉

각된 연소도 60,000 MWD/tU의 사용후핵연료를 모사하였으며, 조성은 ORIGEN-2 코

드로 계산하였다(표 3.3.1.1). 표 3.3.1.1의 조성을 갖는 소결체를 제조하여 50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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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동안 산화하여 분말을 만든 후에 1150～1400℃에서 산화 열처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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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8 Nd 원소의 기계적 분리효율에 따른 총분리율

복합성분 희토류원소도 단일성분의 희토류원소와 열처리 온도에 따라서 동일한 산

화거동을 가짐을 X선 회절분석(그림 3.3.1.9 및 10), SEM관찰(그림 3.3.1.11), EPMA분

석(표 3.3.1.1)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3.1.1 RE원소 초기농도 및 열처리온도에 따른 (U1-yREsy)O2+z 상의 RE원소 농도

원소
초기조성

(mole%)

열처리 온도에 따른 조성(mole%)

1150℃ 1200℃ 1300℃ 1400℃

U 96.62 58.5 60.5 62.6 64.5
Y

La

Ce

Pr

Nd

Sm

Eu

Gd

0.23

0.40

0.77

0.36

1.29

0.24

0.05

0.05

2.7

6.2

6.1

5.6

11.3

3.7

2.8

3.0

2.6

5.2

6.3

5.1

11.2

3.8

2.4

2.8

2.6

4.2

6.5

4.5

11.1

3.9

2.1

2.7

3.1

4.2

5.8

3.8

9.6

3.4

2.6

2.9

합계(REs) 3.38 41.5 39.5 37.4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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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RE 농도가 단일성분 실험 때 농도보다 낮기 때문에 X선 회절분석

(U1-yREsy)O2+z 상의 회절면의 세기가 낮고 상대적인 양을 나타내는 (U1-yREsy)O2+z

상의 적분강도 분율도 낮았다. 또한 SEM 관찰결과를 비교해보면 (U1-yREsy)O2+z 입자

의 수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EPMA 분석결과에 의하면 (U1-yREsy)O2+z 상에서의 RE

성분의 총농도는 단일성분인 Nd 보다는 전 온도범위에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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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9 REs의 열처리 온도에 따른 X선 회절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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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0 열처리 온도에 따른 (U1-yREsy)O2+z 상의 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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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150℃ (b) 1200℃

(c) 1300℃ (d) 1400℃

그림 3.3.1.11 REs의 열처리 온도에 따른 상분리 입자형상 변화

EPMA 분석시에 (U1-wREw)3O8 상에서의 각 RE 성분의 농도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없어서 식 (3.3.1.2)를 사용하여 분리된 상에서의 RE 성분의 함량을 계산할 수 없다.

따라서 상분리율을 계산하기 (U1-yREsy)O2+z 상에서의 REs 성분의 총농도, 상분리전

초기조성의 RE 평균분자량, (U1-wREsw)3O8 상에서의 REs 농도(w)를 0.003 mole로

일정하다고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상분리율은 연소도 30,000 MWd/tU에서는 열처리

온도증가에 따라서 82.41%에서 82.52%로 증가하였으며, 60,000 MWd/tU에서는

91.79%에서 91.9%까지 증가하였다(그림 3.3.1.12).

1,200℃에서 열처리한 경우에 REs의 총분리율은 기계적 분리효율을 80%로 가정하

면, 연소도 30,000 MWd/tU인 경우에는 66%, 60,000 MWd/tU에서는 73% 였다(그림

3.3.1.13). 총분리율을 8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연소도 30,000 MWd/tU에서는

97%, 60,000 MWd/tU에서는 87%의 기계적 분리효율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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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2 복합성분 희토류원소의 상분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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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3 복합성분 희토류원소의 기계적 분리효율에 따른 총분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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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성 원소 상분리

사용후핵연료의 UO2에 고용되는 대표적인 핵분열생성물인 RE, Zr 및 Sr 대신에

Nd2O3, ZrO2, SrO 시약을 이용하여 표 3.3.1.2와 같은 조성을 갖는 3종류의 소결체를

제조하여 이를 500℃에서 산화열처리를 하여 분말을 만들었다. 이 분말을 1200℃ 및

1400℃에서 산화열처리를 한 후에 생성된 분말에 대해서 X선 회절분석, SEM 관찰,

EPMA 분석을 수행하였다.

1,200℃에서 열처리한 분말의 X선 회절분석 결과에 의하면 Sr만 고용된 시료(USr)

의 경우에는 Sr 농도가 높은 사방정 구조의 (U0.786Sr0.214)7O18 상, Sr과 Nd이 함께 고

용된 시료(UNdSr)에서는 Nd와 Sr이 함께 농축된 (U1-yNdySrw)O2+z 상이 생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Zr까지 함께 고용된 시료(UNdSrZr)에 대해서도 3성분이 함께 농축

된 (U1-yNdySrwZrq)O2+z 상(1400℃)이 생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3.3.1.14).

SEM 관찰에 의하면 USr 시료를 열처리하여 생성된 (U0.786Sr0.214)7O18 상은 둥근 입

자 형태로는 관찰되지 않아서(그림 3.3.1.15.(a)) 이 상에 대해서 EPMA분석을 할 수

없었으며, 표 3.3.1.2에는 JCPDS의 분말회절파일과 일치는 상의 조성을 나타내었다.

UNdSr 및 UNdSrZr 시료에서는 (U1-yNdySrw)O2+z (그림 3.3.1.15.(b)) 및

(U1-yNdySrwZrq)O2+z 상(그림 3.3.1.15.(c))의 입자가 생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EPMA 분석결과를 표 3.3.1.2에 나타내었다.

표 3.3.1.2 고용성 원소 초기농도 및 열처리 후 분리상에서의 농도

시료 열처리 상
조성 (mole %)

U Nd Sr Zr

USr
열처리전 (U1-ySrw)O2 97 3
열처리후 (U0.786Sr0.214)7O18 78.6 21.4

UNdSr
열처리전 (U1-yNdySrw)O2 94 3 3
열처리후 (U1-yNdySrw)O2+z 65 19 17

UNdSrZr

열처리전 (U1-yNdySrwZrq)O2 85 9 1.1 3.9

열처리후
(U1-yNdySrwZrq)O2+z 63 25 3 9

(U1-yNdySrwZrq)3O8 96.7 0.2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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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4 고용성 원소 종류에 따른 X선 회절도형

(a) USr (b) UNdSr

(c) UNdZrSr

그림 3.3.1.15 고용성 원소 종류에 따른 상분리 입자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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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분열생성물인 Sr은 Cs과 함께 사용후핵연료가 높은 방사능을 띄게 하는 고 방사

능 물질로 사용후핵연료의 취급을 어렵게 하는데, 본 실험에 사용된 모의핵연료

(UNdSrZr)에서는 Sr은 단독으로 분리되지 않고 Nd와 함께 (U1-yNdySrwZrq)O2+z 상으

로 농축됨을 알 수 있다. (U1-yNdySrwZrq)3O8 상에서는 0.2%로 매우 낮게 함유되어

있었다. 반면에 Zr은 (U1-yNdySrwZrq)3O8 상에도 일부 남아 있었다. 알카리 토금속족

인 Sr2+ 양이온의 이온반경(표 3-3)은 U6+ 양이온의 이온반경 보다 매우 커서, 고온 산

화열처리시에 일어나는 격자변형 에너지를 완화하기 위해서 대부분이 빠져나와

(U1-yNdySrwZrq)O2+z 상을 생성하게 된다. 반면에 Zr4+ 양이온의 이온반경(표 3.3.1.3)은

U6+양이온의 이온반경과 거의 비슷하여 Zr의 약 37%는 (U1-yNdySrwZrq)3O8 상에 남

아 있게 되나, 약 63%는 이온반경이 큰 Sr2+와 함께 (U1-yNdySrwZrq)O2+z 상으로 분리

된다.

표 3.3.1.3 알카리 토금속, 희토류, 초우라늄 원소의 이온반경(Å)

[Handbooks of Chemistry and Physics, 84th Edition, CRC Press(2004)]

이온가 +2 +3 +4 +5 +6

배위수 6 8 6 8 6 8 6 6 8

U 1.03 0.89 1.00 0.76 0.73 0.86

Y 0.900 1.015

La 1.03 1.16

Ce 1.010 1.14 0.80 0.97

Pr 0.997 1.14 0.78 0.96

Nd 0.983 1.12

Pm 0.97 1.10

Sm 0.958 1.09

Eu 0.947 1.07

Gd 0.938 1.06

Tb 0.923 1.04 0.76 0.88

Dy 0.912 1.03

Ho 0.901 1.02

Er 0.890 1.00

Tm 0.880 0.99

Yb 0.99

Np 1.01 0.87 0.75 0.72

Pu 1.00 0.86 0.74 0.71

Am 0.98 1.09 0.85 0.95

Cm 0.97 0.85 0.95

Sr 1.18 1.26

Ba 1.35 1.42

Zr 0.74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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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희토류원소 분리 기술 응용성 평가

(1) 희토류 상분리공정 물질수지 계산

산화상 분리공정의 물질수지를 두개의 경우로 가정하여 분리하였다. 물질수지(I)은

사용후핵연료에 U, TRU 및 RE만 있으며 U과 TRU는 고온 산화시에 동일한 상으로

거동한다고 가정한 것으로 U와 TRU의 평균분자량, RE의 평균분자량, 복합성분 희토

류의 1,200℃ 열처리에 의해 분리된 (U1-yREsy)O2+z 상에서의 RE 농도 및

(U1-wREw)3O8 상에서의 RE 농도(0.003 mole)를 식 (3.3.1.2)에 대입하여 계산하였다.

Pu는 대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Ce는 고온 산화시에 상분리가 일어나며 또한 TRU

원소의 이온반경이 U4+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U6+가 많은 U3O8 상에 고용되지 못하

고 상분리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물질수지(II)는 TRU는 RE와 동일한 상

거동을 한다고 가정한 것으로 RE와 TRU의 평균분자량을 이용하여 물질수지(I)와 동

일한 절차에 의해서 계산하였다. 상분리율은 식(3.3.1.3)에 의해 계산하였으며 총분리

율은 기계적 분리효율이 90%로 가정하여 계산하여 물질흐름도를 작성하여 그림

3.3.1.16에 나타내었다. 물질흐름도에 나타낸 각 원소들의 무게는 초기 핵연료의 금속

성분의 무게를 1000으로 하여 나타낸 것이다.

물질수지(I)에서 RE의 상분리율은 91.7%, 총분리율은 82.5%였으며, 물질수지(II)에

서는 상분리율이 94.6%, 총분리율이 85.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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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6 고온산화 상분리공정의 물질 흐름도

(2) 희토류 상분리공정 응용성 분석

희토류 상분리공정에 의해서 Rh 및 Pd를 제외한 준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은 대부분

휘발제거 된다. 기계적 분리공정 후에 희토류 농축상의 분말은 전해정련공정에 희토류

함량이 낮은 분말은 전해환원공정에 응용 가능함을 보였다(그림 3.3.1.17).

그림 3.3.1.17 응용가능 예상 공정도



- 125 -

2. 기계적 분리에 의한 희토류원소 분리특성 평가 (SIMFUEL 이용)

가. 희토류원소 기계적 분리 후보기술 분석 및 방법선정

(1) 기계적 분리 후보 기술 분석

(U1-xREx)O2 소결체를 고온 산화공정에 의해서 생성되는 상분리생성물은

(U1-yREy)O2+z와 U3O8의 혼합물로 이루어진다. 상분리된 복합성분 RE가 고농도로 고용

된 (U1-yREy)O2+z의 입자크기는 1,150～1,400℃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0.5～1.5 ㎛

로 증가하나 미세한 입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U3O8 상의 입자크기도 온도에 따라 증가

하며 약 10 ㎛ 이상의 큰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복합성분 RE가 고농도로 고용된

(U1-yREy)O2+z의 농도(y)는 3.3.1항의 실험결과에 의하면, y=0.0415에서 y=0.0355로 온도

가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단일성분의 RE가 고농도 고용된

(U1-yREy)O2+z 상에서 y가 0.0355～0.0415인 경우에 밀도자료를 JCPDF에서 조사하여

표 3.3.2.1에 나타내었다. (U1-yREy)O2+z 상의 밀도는 8.915～10.091 g/cm3이며, U3O8 상

의 밀도(8.4 g/cm3)보다 약 1.06～1.2배가 큼을 알 수 있다.

표 3.3.2.1 단일성분의 RE가 고농도 고용된 상의 밀도

(U1-yREy)O2+z 상
밀도(g/cm3)

DX(계산) DM(측정)

(U0.65Y0.35)O2.2575

(U0.6Y0.4)O2.2

(U0.62La0.38)O2.225

(U0.6La0.4)O2.2025

(U1-yNd0.35)O2.26

9.649
9.321
9.634
9.517
10.091

-
8.920
9.360

-
9.870

고체 입자 혼합물의 입도크기 및 밀도차를 이용하여 분리하는 방법인 기계적 분리

후보 기술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계적 분리 기술로는 체분리(sieving or screening), 여

과(filtration), 침강(sedimentation), 원심분리(centrifuging), 풍체법(elutriation)이 있다.

자성분리(magnetic separation)의 효율도 혼합물의 입도크기 및 밀도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3.3.2.1, 3.3.2.2]. 분리공정 분류에 따른 후보기술을 분석하여 표 3.3.2.2에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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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2 기계적 분리 후보기술

분리공정분류 추진력 이용원리 장치예 분리한계 건․습식분류

체분리
중력, 진동 입도차 진동체 최소 : 20 ㎛ 건식, 습식

압력,
원심력 입도차

Air-jet sieving
(그림 3.3.2.1) 최소 : 5 ㎛ 건식(집진필요)

여과 압력 입도차 정밀여과막 최소: ～0.1 ㎛ 습식

침강 중력 밀도차 중액분리기
상온 최고비중액 :
5g/cm3 (Clerici용액) 습식

원심력
원심력 밀도, 입도차 Turbo-classifier

(그림 3.3.2.2)
최소: 0.5 ㎛ 건식(집진필요)

원심력 밀도, 입도차 사이클론
(그림 3.3.2.3)

사이클론직경 및 분
말 밀도 및 입도차
에 따라서 다양함

건식(집진필요)

풍체법 압력 밀도, 입도차
십자흐름공기분급기
(그림 3.3.2.4)

유속, 분말밀도 및
입도차에 따라서 다
양함

건식(집진필요)

자성분리
자력 자성, 입도차

드럼형
(그림 3.3.2.5.(a)) 큰 입자, 강자성 건식

자력 자성, 입도, 밀
도차

고구배자성분리기
(그림 3.3.2.5.(b))

미세입자, 상자성 습식, 건식 가능
성 연구필요

그림 3.3.2.1 Air-Jet Sieve; 1. Plexiglas Cover, 2. Sieve, 3. Air and Fine Powder

Flow 4. Rotating Slotted Nozzle, 5. Housing

그림 3.3.2.2 Turbo-Class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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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3 사이클론

그림 3.3.2.4 십자흐름 공기분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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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드럼형 (b) 고구배자성분리기

그림 3.3.2.5 자성분리기

(2) 후보 기술별 특성 비교 및 방법 선정

건식으로 가능한 분리공정 중에서 공기압을 이용하는 Air-jet sieving, Turbo-

classifier, 사이클론, 십자흐름공기분급기(cross-flow air classifier)는 후단에 집진설비

가 구축되어야 하며 또한 우라늄산화물의 오염 확산 가능성이 있다. 수압을 추진력으

로 하는 습식의 정밀 여과막 기술은 여과막 위에 여과케이크 층이 형성되기 때문에

공정효율이 저하된다. 밀도차를 이용하는 중액분리기는 최고 비중액의 밀도가 5.0 g/

㎤으로 (U1-yREy)O2+z 상의 밀도(8.915～10.091 g/㎤)와 U3O8 상의 밀도(8.4 g/㎤)의 중

간 밀도를 갖는 물질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3.2.2].

진동체 분리기는 20 ㎛ 까지 분리가 가능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핫셀에서도 조작이

가능하며 대량으로 분리조작이 가능성이 있다. 자성분리기 중에 드럼형은 철분을 함

유한 자성체로부터 비자성체로 분리하는 기술로 선광이나 폐기물로부터 철 성분을 갖

는 물질을 회수하는데 사용된다. 고온 상분리 분말은 상자성의 물질이며 분말이 미세

하기 때문에 포집 단면적이 큰 드럼형 자성분리기에는 정전기력에 의한 부착될 수 있

다. 자성이 낮은 상자성의 미세한 입자를 분리하기 위해서 고구배 자성분리 기술이

도입되었으며 자성이 있는 SUS 필터를 이용하여 미세한 입자들을 분리할 수 있다

[3.3.2.3]. 일본에서도 UO2와 희토류산화물의 혼합물, UO2와 희토류황화물의 혼합물을

0.2～0.8 Tesla의 자장하에서 고구배 자성분리 실험을 수행하였다[2.2.2.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동/Sieve 및 자성분리법을 선정하여 희토류원소 분말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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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실험을 수행하였다.

나. 기계적 방법에 의한 희토류원소 분리 특성 평가

고온 산화에 의한 상분리 기술 개요도를 그림 3.3.2.6에 나타내었다. 고온 산화열처

리에 의해 상분리된 (U1-yREy)O2+z 입자와 U3O8 입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분리가 요구되며, 분리된 입자들을 마지막으로 기계적 분리하는 기술이 필

요하여 본 연구에서는 화학적으로 결합입자 분리와 기계적 분리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3.3.2.6 고온산화 상분리 기술개요도

(1) 열처리 조건 변화에 따른 희토류원소 함유 입자의 분리 특성 평가

고온 산화열처리에 의해 상분리된 (U1-yREy)O2+z 입자와 U3O8 입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캐나다 AECL에서 적용한 초음파와 같은 방법으로 분리가 불가능하였

으며[2.2.2.2], 밀링에 의해서 U3O8 입자가 분쇄되나 일부만 분리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라늄 산화물의 환원․산화반응 동안 상변화에 의해 발생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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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응력과 압축응력(그림 3.3.2.7)을 이용하여 화학적 결합입자를 분리하고자 하였다.

- 환원반응 :

U3O8     +   U4O9((U,RE)4O9)  → UO2     +   UO2((U,RE)O2)

8.4 g/cm3         11.2 g/cm3                                 10.96 g/cm3 10.96 g/cm3

30% 부피수축(압축응력)
2% 부피팽창(인장응력)

- 산화반응 :

UO2     +   UO2((U,RE)O2)  → U3O8     +   U4O9((U,RE)4O9)

10.96 g/cm3         10.96 g/cm3                     8.4 g/cm3 11.2 g/cm3

30% 부피팽창(인장응력)
2% 부피수축(압축응력)

그림 3.3.2.7 환원․산화반응 동안 상변화에 의해 발생되는 인장응력과 압축응력

(가) 듀픽 환원․산화조건하에서 결합입자 분리

복합 성분의 희토류원소의 상분리거동 실험을 위해 희토류원소의 조성은 5년간 냉

각된 연소도 60,000 MWd/tU의 사용후핵연료를 모사하여 ORIGEN-2 코드로 계산하였

으며, 이에 상당하는 조성의 (U0.9662RE0.0338)O2 소결체를 제조하였다. 소결체를 500℃에

서 5시간동안 산화하여 분말로 만든 후에 1,150～1,400 ℃에서 산화열처리를 하였다.

환원 및 산화반응은 DUPIC 핵연료 제조시의 산화․환원공정의 열처리 온도인 500℃

및 700℃에서 5시간동안 수행하였다.

그림 3.3.2.8은 1,150 및 1,400℃에서 산화열처리 한 분말, 환원분말 및 산화분말을

SEM으로 관찰하여 나타낸 것으로 환원분말(그림 3.3.2.8.(a-2),(b-2))의 경우, UO2 입

자에 특징적인 띠가 형성되어 있으며 산화분말(그림 3.3.2.8.(a-3),(b-3))에서는 층상으

로 U3O8 입자가 파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400℃의 고온 산화열처리 후에 환

원․산화분말의 X선 회절면의 강도(그림 3.3.2.9.(d))는 순수한 U3O8 회절면의 강도(그

림 3.3.2.9.(a))와는 다른 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파쇄형상은 형석구조인 UO2의 (111)

회절면에 사방정 구조인 U3O8의 (001)면이 적층성장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SEM

관찰결과에 의하면 1,150℃보다 1,400℃에서 산화열처리를 한 경우에 U3O8 입자에 결

합된 (U1-yREy)O2+z 입자가 크기 때문에 환원․산화처리를 할 경우에 (U1-yREy)O2+z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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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더욱 잘 떨어져 나간 형태를 보였다.

그림 3.3.2.8 저온 환원․산화반응에 의한 결합입자 분리 형상; (a-1) 1150℃ 고온산화

분말, (a-2) 1150℃ 고온산화 후 환원분말, (a-3) 1150℃ 고온산화 후 환

원․산화분말. (b-1) 1400℃ 고온산화분말, (b-2) 1400℃ 고온산화 후 환

원분말, (b-3) 1400℃ 고온산화 후 환원․산화분말

그림 3.3.2.9 환원 및 산화분말의 X선 회절형태; (a) 순수한 U3O8 분말, (b) 고온산화분

말, (c) 고온산화 후 환원분말, (d) 고온산화 후 환원․산화분말

환원반응에 의해서 U3O8 입자는 30% 부피수축이 일어나며, U4O9(형석구조,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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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g/㎤)는 UO2로 상변태시에 2%의 부피수축이 일어나지만 두 입자의 파쇄와 같은

변형은 없었다. 분리대상인 RE 농도가 높은 (U1-yREy)O2+z 입자는 저온 환원․산화반

응 동안 알갱이 형태로 그대로 유지되었다. U3O8 입자의 파쇄 형상으로부터 산화열처

리 온도가 높을수록 (U1-yREy)O2+z 입자가 떨어져 나올 확률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저온 환원․산화반응에 의해 U3O8 입자로 부터 (U1-yREy)O2+z 입자를 더욱 많이 분

리시키기 위해 저온 환원․산화반응을 2회 반복하여 생성분말을 SEM으로 관찰하여

그림 3.3.2.10에 나타내었다. 2회 반복반응에 의해서 (U1-yREy)O2+z 입자가 더욱 많이

분리됨을 보였다.

그림 3.3.2.10 2회 반복 환원․산화반응에 의한 결합입자 분리 형상

(나) 환원․저온(360℃) 산화조건하에서 결합입자 분리

UO2 (밀도 : 10.96 g/㎤) 소결체를 산화할 경우에 중간상인 U4O9이 300～370℃에

서 생성되며 U4O9 상으로 전환된 후에 다시 U3O8 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따라서 중간상인 U4O9 (밀도: 11.2 g/㎤)가 U3O8 (밀도 8.4 g/㎤) 상으로 전환될

경우에 33%의 부피팽창에 의해 보다 작은 입자로 파쇄 될 수 있다. 그림 3.3.2.11은

700℃, 5시간 환원 후에 360℃에서 24시간 산화한 분말의 결합입자 분리 형상을 나타

낸 것으로 500℃에서 산화한 경우보다 U3O8 입자가 많이 파쇄되어 (U1-yREy)O2+z 입

자가 잘 분리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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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1 2회 반복 환원․산화(360℃)반응에 의한 결합입자 분리 형상

(2) 자화율 특성평가

(가) 자화율 평가

고온 산화열처리에 의해 생성된 혼합물의 자성분리를 위해서는 두 상간의 자화율

차가 커야한다. 따라서 자성분리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U1-yREy)O2+z, U3O8,

(U1-yREy)O2+z/U3O8 혼합상, UO2의 자화율을 측정하였다. 1150℃ 및 1200℃에서 고온

산화열처리에 의해 생성된 (U1-yREy)O2+z 상의 자화율을 측정하기 위해 (U1-yREy)O2+z

입자의 EPMA 조성분석 결과자료를 이용하여 (U1-yREy)O2+z 상의 소결체를 제조하였

다. 자화율 측정 시편은 U3O8 분말과 RE2O3 분말을 습식 attrition 밀링을 한 후 건조

하여 혼합분말 0.1 g을 직경 5 mm이 die에서 100 MPa로 성형한 다음에 성형체를

1150℃ 및 1200℃에서 공기분위기 하에서 10시간동안 열처리를 하여 제조하였다. 시

편을 X선 회절분석을 한 결과에 의하면 (U1-yREy)O2+z의 단일상이 얻어짐을 알 수 있

었다(그림 3.3.2.12).

그림 3.3.2.12 (U1-yREy)O2+z의 단일상의 X선 회절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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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2 자화율 측정 시편은 앞과 동일한 무게와 성형절차에 따라서 제조하였으며

UO2 시편은 1500℃에서 2시간동안 4%H2-Ar분위기에서 제조하였다. 자화율은 진동시

료자력계를 이용하여 0～10,000 Gauss에서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3.3.2.13에 나

타내었다.

그림 3.3.2.13 우라늄산화물의 자화율

자화율의 크기는 (U1-yREy)O2+z > UO2 > (U1-yREy)O2+z/U3O8 혼합상 > U3O8 순서

였다. (U1-yREy)O2+z {(U1-yREy)4O9}의 자화율은 희토류원소 중에 Pr2O3, Nd2O3, Eu2O3,

Gd2O3의 경우에는 자화율이 U4O9보다 높기 때문에 이러한 희토류원소가 고용되면 증

가하나, U4O9보다 자화율이 낮은 Y2O3, CeO2, 비자성인 La2O3가 고용되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U1-yREy)O2+z의 자화율은 1150℃에서 1200℃로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y가 0.415에서 0.395로 감소함에 따라서 약간 낮아졌다.

(나) 오존처리에 의한 자화율 차가 큰 혼합분말 제조

우라늄 산화물은 상자성(paramagnetic)을 갖는 물질로써 산화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자스핀이 감소하므로 자기모멘트는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우라늄산화물의 자화율

크기는 UO2 > U4O9(UO2.25) > U3O8 > UO3의 순이다. (U1-yREy)O2+z의 자화율은 대부

분 RE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고온 산화열처리에 의해 생

성되는 혼합상 분말의 분리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상자성의 미립자 분말을 분리할 수

있는 고구배자성분리 기술이 고려되고 있으며, 자성 분리효율은 두 상간의 자화율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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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클수록 증가할 수 있다.

동일 대과제내의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고도 전처리 공정 개발” 과제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오존처리에 의해서 U3O8 상이 UO3 상으로 산화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가장 최적조건인 200℃에서 1,150℃의 고온산화 생성물인 (U1-yREy)O2+z

/U3O8 혼합상의 분말을 6시간동안 오존처리를 하였다.

오존 산화반응에 의해서 (U1-yREy)O2+z/U3O8 혼합상 분말도 U3O8 분말과 비슷하게

오렌지색으로 변하였으나(그림 3.3.2.14), 혼합상 분말의 경우 검정색인 약 5 wt.% 함

유된 (U1-yREy)O2+z에 의해서 진해 보였다. 그림 3.3.2.15.(d)은 (U1-yREy)O2+z/U3O8 혼합

상 분말을 오존 산화반응을 시켜 얻어진 분말의 X선 회절분석 결과로 그림

3.3.2.15.(b)의 혼합상 중의 (U1-yREy)O2+z 상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그림 3.3.2.15.(c)와

같은 UO3 상이 생성되었다. 따라서 (U1-yREy)O2+z/U3O8 혼합상을 오존 산화반응을 시

킬 경우 아래 반응식과 같이 U3O8만이 선택적으로 반응하여 UO3로 상변화가 일어남

을 알 수 있었다.

O 3

U 3O 8→UO 3

O 3

U 3O 8+(U 1- yRE y)O 2+ z→ UO 3+(U 1- yRE y)O 2+ z(z=0.25)

그림 3.3.2.14 오존 산화반응에 색변화

그림 3.3.2.16은 오존 산화반응에 의해 생성된 분말형상을 SEM으로 관찰한 것으로

작고 둥근 입자는 (U1-yREy)4O9, 큰 입자들은 U3O8로 오존처리에 의해서 입자형상은

거의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상변화시에 U3O8 상의 밀도(8.4 g/㎤)와 UO3

상의 밀도(8.54 g/㎤)차가 거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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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5 오존 산화반응에 의한 상변화; (a) 순수 U3O8 분말, (b) 고온산화 혼합

상 분말, (c) U3O8 분말 오존처리 (d) 고온산화 혼합상 분말 오존처리

그림 3.3.2.16 오존 산화반응 후 분말형상

순수한 UO3 상의 자화율을 측정하여 그림 3.3.2.13에 나타내었다. 1150 및 1200℃에

서 산화열처리 한 (U1-yREy)4O9의 자화율은 각각 9.49 x 10-6 및 8.99 x 10-6 emu/g로

RE 고용에 의해서 U4O9의 자화율인 7.15 x 10-6 emu/g보다 높았다. 또한

(U1-yREy)4O9의 자화율은 U3O8의 자화율(1.75 x 10-6 g/㎤)보다 약 5배 높고, UO3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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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율(0.1 x 10-6 g/㎤)보다 약 90배 높다. 따라서 고온 산화열처리에 의해 생성된 서

로 붙어 있는 혼합상의 입자들을 저온 환원․산화반응에 의해 떼어내고 이를 오존 산

화반응을 시켜 자화율 차이가 큰 분말을 만들어 자성분리를 하면 분리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U0.585RE0.415)4O9

(1150℃ 열처리분말)

(U0.605RE0.395)4O9

(1200℃ 열처리분말)

U3O8 기준 5.4배 5.1배

UO3 기준 95배 90배

(3) 진동/Sieve 이용 기계적 분리 특성 평가

(가) 실험

분리체는 그림 3.3.2.17과 같은 망목크기로 구성하였으며 최저 20 ㎛까지 분리할 수

있는 진동/Sieve 장비를 이용하여 시간에 따라서 1400℃의 고온 산화후 환원․산화에

의해서 화학적으로 분리된 입자들에 대한 분리실험을 하였다. 1400℃의 고온 산화반응

의 화학양론식으로 부터 계산한 약 1.5 ㎛의 작은 입자인 (U1-yREy)4O9의 무게는 5

wt.%으로 20 ㎛ 크기의 체를 통과한 양이 5 wt.%가 될 때까지 체분리를 하였다. 실

험에는 2 g의 분말을 사용하였다.

그림 3.3.2.18은 20 ㎛이하의 분말을 5 wt.% 분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낸 것

으로 저온 환원․산화반응 반복회수의 증가에 따라서 시간이 증가되고, 산화열처리 온

도가 낮을수록 증가하였다. 이는 반복회수 증가, 산화열처리 온도가 낮을수록 미세한

분말이 많이 증가되어 체를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증가하였다.

45 mm

32 mm

20 mm

[사용 Sieve Mesh]

Pan

45 mm

32 mm

20 mm

[사용 Sieve Mesh]

Pan

그림 3.3.2.17 분리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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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8 시간에 따른 20 ㎛이하 체분리된 분말 양

체분리된 분말중의 (U1-yREy)4O9 입자와 U3O8 입자들의 상대적인 분리량을 SEM으

로 관찰하였으며, 산화온도를 500℃한 분말은 그림 3.3.2.19, 360℃로 한 분말은 그림

3.3.2.20에 나타내었다. 20 ㎛이상의 분말에도 약 1.5 ㎛ 입자인 (U1-yREy)4O9가 분포

하며, 20 ㎛이하의 분말에도 U3O8 입자들이 분포되었다. 체분리 분말의 SEM 관찰로

는 산화열처리 온도 및 환원․산화열처리 반복회수에 대한 영향을 거의 구분할 수 없

었다.

그림 3.3.2.19 진동 Sieving 분말 형상; (a-1) 1회 환원․산화분말 > 20㎛ , (a-2) 1회

환원․산화분말 < 20㎛, (b-1) 2회 환원․산화분말 > 20㎛, (b-2) 2회

환원․산화분말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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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0 진동 Sieving 분말 형상; (a-1) 1회 환원․산화분말 > 20 ㎛ , (a-2) 1

회 환원․산화분말 < 20 ㎛, (b-1) 2회 환원․산화분말 > 20 ㎛, (b-2)

2회 환원․산화분말 < 20 ㎛

(나) 분리정도

체분리된 분말의 분리효율을 평가하기 위해서 화학분석을 한 결과를 표 3.3.2.3에

나타내었다. (U1-yREy)4O9 입자가 분리되지 않고 대부분 20 ㎛이상의 체에 남아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표 3.3.2.3 진동체분리공정에 의한 희토류원소 함유 분말 분리결과

결합입자

분리조건

분리 분말

구분

분리물

함량비(wt.%)

분리물내

RE조성(wt.%)

RE조성

(wt.%)
500℃/1회

산화처리

> 20 ㎛ 93.23 1.32 92.57

＜ 20 ㎛ 6.77 1.46 7.43

500℃/2회

산화처리

> 20 ㎛ 94.60 1.40 94.27

＜ 20 ㎛ 5.40 1.49 5.73

(5) 자석 이용 기계적 분리 특성 평가

(가) 분리조건 선정을 위한 대용 산화물 이용 자성분리

대용 산화물로는 우라늄산화물과 자화율이 거의 동일한 산화물을 Handbook of



- 140 -

Chemistry and Physics에서 선정하였으며, 진동시료자력계로 자화율을 측정하여 나타

내었다(표 3.3.2.4). (U1-yREy)O2+z의 대용 산화물인 NiO의 자화율은 (U1-yREy)O2+z 보

다 자화율이 다소 낮으며, UO3의 대용 산화물인 Y2O3의 자화율은 UO3 보다 약간 낮

았다. 분말의 밀도는 모두 (U1-yREy)O2+z , U3O8, UO3보다 낮았다(표 3.3.2.5). 실험에

사용된 자성분리 장치는 그림 3.3.2.21과 같다. 영구자석(Nd-Fe-B)의 자장은 10,000

Gauss(1 Tesla)로 하였으며 분리조작은 분산매로서 에탄올을 사용하여 회분식으로 하

였다. 필터하우징은 비자성의 SUS316 재질, 크기는 W60 x D7 x H120 mm, 내용적

은 50 mL로 하여 제작하였다.

포집율을 높이기 위한 실험변수로 필터충전율, 산화물의 농도, 반복회수, 유속을 선

정하였으며 분리 최종단계에 1회 세척을 하였다(표 3.3.2.6). 포집대상인 NiO

[(U1-yREy)O2+z]를 대상으로 분리변수에 따른 실험결과에 의하면 필터충전율은 2.8

vol.%, NiO 농도는 1 wt.%, 반복회수는 3회, 유속은 0.73 cm/sec일 때가 가장 포집율

이 높아서(그림 3.3.2.22～25) 이러한 조건에서 표 3.3.2.6의 5항에 나타낸 조건에 따라

서 실험을 하였다(그림 3.3.2.26). 또한 분말 처리용량을 높이기 위해서 대용산화물의

농도를 2 wt.%로 하여 분리실험을 하였다(그림 3.3.2.27).

표 3.3.2.4 대용산화물의 선정 및 자화율

우라늄산화물
우라늄산화물의

자화율(emu/g)
대용 산화물

대용산화물의

자화율(emu/g)
(U1-yREy)O2+z 9.49 x 10-6 NiO 8.66 x 10-6

U3O8 1.75 x 10-6 Ti2O3 8.70 x 10-7

UO3 1.00 x 10
-7

Y2O3 1.96 x 10
-7

표 3.3.2.5 대용산화물의 분말특성

분말특성
대용 산화물

NiO Ti2O3 Y2O3

밀도 (g/㎤) 6.72 4.49 5.03

평균입도 (㎛) 2.7 7.2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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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1 고구배 자성분리 장치

표 3.3.2.6 포집 영향인자별 실험 내용 및 결과

실험 실험목적 대용산화물
종류

영향변수
포집율
(wt.%)

필터
충전율
(vol.%)

농도
(wt.%)

반복
회수

유속
(cm/sec)

세척
회수

1 기초실험 Y2O3, Ti2O3,
NiO

1.4 2 1 1.9 1 그림 3.3.2.22

2 농도영향 NiO 1.4 1～2 3 1.9 1 그림 3.3.2.23

3 유속영향 NiO 1.4 1 3 0.73～1.9 1 그림 3.3.2.24

4 필터충진율
영향

NiO 2.8 1 3 0.73 1 그림 3.3.2.25

5
농도 1wt.%
분리효율

Y2O3, Ti2O3,
NiO,

Y2O3/NiO=96.5
/3.5 wt%,
Ti2O3/NiO=96.

5/3.5 wt%

2.8 1 1～3 0.73 1 그림 3.3.2.26

6
농도 2wt.%
분리효율

Y2O3, Ti2O3,
NiO,

Y2O3/NiO=96.5
/3.5 wt%,
Ti2O3/NiO=96.

5/3.5 wt%

2.8 2 1 0.73 1 그림 3.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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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4 유속에 따른 포집율 그림 3.3.2.25 필터 충진율에 따른 포집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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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6 농도 1 wt.% 분리효율실험 그림 3.3.2.27 농도 2 wt.% 분리효율실험

농도 1 wt%(표 3.3.2.6의 실험 5) 및 농도 2 wt.%(표 3.3.2.6의 실험 6)의 대용산화

물 혼합물을 자성분리 후에 ICP로 분석한 결과를 표 3.3.2.7에 나타내었다. 포집물인

NiO 및 투과물인 Y2O3의 분리효율은 90%이상이 되었으나, 투과물인 Ti2O3의 분리효

율은 낮았다.

표 3.3.2.7 분리효율(Es) 및 총괄분리효율(Es_Total)

혼합물 농도(wt.%)
포집물,

Es_NiO

투과물, Es_Ti2O3

또는 Es_Y2O3

Es_Total

Ti2O3/NiO
1 80.6 38.9 31.4
2 89.3 45.2 40.4

Y2O3/NiO
1 81.5 90.7 73.9
2 93.2 932. 86.8

Y2O3/NiO 혼합물의 분리효율이 높았다. 따라서 자성분리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처리속도를 0.73～1.9 cm/sec로 하여 분리실험을 하였다. 다른 실험조건은 표 3.3.2.6의

실험6과 동일하게 하였다. 실험결과 유속이 증가함에 따라서 투과물인 Y2O3의 분리효

율은 90% 이상 이였으며, 유속에 따라서 증가하였다(그림 3.3.2.28). 반면에 포집물인

NiO의 분리효율은 유속증가에 따라서 감소하였다. 1400℃에서 상분리 분말에 대용산

화물의 분리효율을 적용하여 투과물내의 U과 RE의 상대적 함량을 계산한 결과는 그

림 3.3.2.29와 같다. 유속이 증가함에 따라서 투과물내의 RE의 함량이 증가되므로 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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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유속이 낮은 것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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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8 유속에 따른 대용 혼합 산화물의 분리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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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9 대용산화물 분리효율을 이용하여 계산한 투과물내 U 및 RE 조성

유속이 증가함에 따라서 포집대상물인 NiO의 분리효율이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저유속에서 투과물을 반복처리에 따른 분리효율을 평가하기 위해서 표3.3.2.6의 실험6

조건하에서 분리실험을 수행하였다. 유속 0.73 cm/sec에서는 반복처리에 의한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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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없으며, 유속 1.36 cm/sec에서는 NiO의 분리효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그림

3.3.2.30). 따라서 10,000 Gauss의 영구자석과 대용산화물을 이용한 고구배자성분리 실

험결과에 의하면 최적분리조건은 산화물 농도는 2 wt.%, 필터충전율 2.8 vol.%, 유속

0.73 cm/sec, 처리회수는 1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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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30 반복처리 회수에 따른 대용산화물의 자성분리 효율

(나) 저온 환원․산화처리 분말 및 오존처리 분말 자성분리

(U1-yREy)4O9 입자와 U3O8 또는 UO3 입자를 분리하기 위해서 대용산화물 자성분리

로부터 얻은 최적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표 3.3.2.8). (U1-yREy)4O9 입자의 포집율

을 높이기 위해서 분리실험 중에 투과액의 농도변화를 관찰하면서 반복세척을 하였다.

화학분석이 용이하게 시료 무게는 2 g으로 하였다.

(U1-yREy)4O9입자를 분리하기 위한 포집율은 5 wt.%가 되어야 하나 자성분리 실험

결과 포집율이 15 wt.% 이상이 됨을 알 수 있었다. 포집율 측면에서 보면 분말처리

는 환원․산화(350℃) 2회 반복/오존처리 > 환원․산화(500℃) 2회 반복/오존처리 >

환원․산화(350℃) 2회 반복 > 환원․산화(500℃) 2회 반복 = 환원․산화(350℃) 1회

> 환원․산화(500℃) 1회 순서였다(그림 3.3.2.31).

자성분리 후에 분말을 건조하여 포집분말, 투과분말 및 세척분말 내에

(U1-yREy)4O9 입자, U3O8 또는 UO3 입자들의 분리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SEM으로 관

찰하였다(그림 3.3.2.32～34). (U1-yREy)4O9 입자는 환원․산화(350℃) 2회 반복/오존처

리 포집(그림 3.3.2.34.(a-1))분말에서 가장 많이 분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UO3 상의 큰 입자들이 분포하고 있어서 분리효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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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과분말 및 세척분말에는 (U1-yREy)4O9 입자가 많이 관찰되지 않는다. 투과분말에는

U3O8 또는 UO3의 작은 입자들이 많이 관찰되나 세척분말에는 U3O8 또는 UO3의 큰

입자들이 많이 관찰되는데 이는 필터 충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분리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터충전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

표 3.3.2.8 희토류원소 상분리 분말의 고구배자성분리 조건

분말 종류
분리조건

필터 충전율
(vol.%)

농도
(wt.%)

반복
회수

유속
(cm/sec)

세척
회수

- 환원․산화(500℃) 1회
- 환원․산화(500℃) 2회 반복
- 환원․산화(350℃) 1회
- 환원․산화(350℃) 2회 반복
- 환원․산화(500℃) 2회 반복/오존처리
- 환원․산화(350℃) 2회 반복/오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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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31 저온 환원․산화처리 분말 및 오존처리 분말의 포집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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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32 환원․산화(500℃) 1회 및 2회 반복처리 분말의 분리형상; 1회 처리 분

말 : (a-1) 포집분말, (a-2) 투과분말, (a-3) 세척분말; 2회 처리 분말

(b-1) 포집분말, (b-2) 투과분말, (b-3) 세척분말

그림 3.3.2.33 환원․산화(360℃) 1회 및 2회 반복처리 분말의 분리형상; 1회 처리 분

말 : (a-1) 포집분말, (a-2) 투과분말, (a-3) 세척분말; 2회 처리 분말

(b-1) 포집분말, (b-2) 투과분말, (b-3) 세척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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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34 환원․산화(500 및 360℃) 2회 반복처리 후 오존처리 분말의 분리형상;

500℃ 처리 분말 : (a-1) 포집분말, (a-2) 투과분말, (a-3) 세척분말;

350℃ 처리 분말 (b-1) 포집분말, (b-2) 투과분말, (b-3) 세척분말

(나) 자성분리정도

자성분리 분말을 화학분석을 한 결과 분리정도를 표 3.3.2.9에 나타내었다. 동일하게

결합입자를 분리하기 위해 열처리를 한 경우에 자성분리방법이 체분리방법보다 분리

정도가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표 3.3.2.3). 희토류원소가 포집물내에 농축됨을 알 수

있었다.

표 3.3.2.9 상분리 희토류원소의 고구배자성분리정도

결합입자분리조건 분리물
분리물

함량비(wt.%)

분리물내

RE조성(wt.%)

RE조성

(wt.%)

500℃/1회

산화처리

포집물 71.39 1.55 78.33

투과물 28.16 1.07 21.67

500℃/2회

산화처리

포집물 50.62 1.75 64.44

투과물 49.38 0.99 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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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함량 희토류원소 함유 분말이용 산화물전환체 제조 특성 평가 (SIMFUEL

이용)

가. 희토류원소 함유 분말 분리효율 및 제조 특성 평가

(1) 희토류원소 함유 분말 분리효율

(가) 열화학적처리에 의한 결합입자 분리 증대조건

자성 분리후 SEM 관찰 및 화학분석결과에 의하면 결합입자에 의해 분리효율이 낮

아서 표 3.3.3.1과 같은 조건에서 저온 환원․산화처리를 반복하여 결합입자 분리율을

높이고자 하였다. SEM 관찰결과 700℃/5시간 환원처리 후에 320℃/24시간 산화처리

를 한 다음 다시 700℃/5시간 환원처리 후에 500℃/5시간 산화한 경우(시료번호 C2)가

가장 결합입자 분리율이 높았음을 관찰하였다(그림 3.3.3.1).

표 3.3.3.1 저온 환원․산화처리에 의한 결합입자 분리실험 조건

구분 시료번호 1회 환원/산화 시료번호 2회 환원/산화

1 A0 500oC/5hr A1 320oC/24hr

A2 500oC/5hr

2 B0 360oC/24hr B1 360oC/5hr

B2 500oC/5hr

3 C0 320oC/24hr C1 320oC/24hr

C2 500oC/5hr

그림 3.3.3.1 시료번호 C2



- 150 -

(나) 건식 자성분리

① 건식 자성분리기 제작

건식 자성분리를 위해서 Pulley 형태의 영구자석을 이용하는 방법을 선정하였다.

Pulley형 자성분리기는 진동기 또는 호퍼를 사용하여 선별효율이 높은 시료를 컨베이

어 벨트로 이송하여 영구자석 Pulley와 시료가 간접 접촉할 경우에 시료중에 있는 자

성체를 분리하는 방법이다. 자성체가 높은 분말은 그림 3.3.3.2.(a)에 나타낸 바와 같

이 자석이 끝나는 부분에 수집되며, 자성이 낮은 분말은 컨베이어 벨트에 이송되어 오

다 벨트의 이동속도 및 중력에 의해 낙하되어 Pulley의 최 앞단에서 수집되게 된다.

제작된 자성분리기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분말 투입장치

․호퍼 : 150W x 150D

․진동기 : 100W x 300L

- 이송 컨베이어 벨트: 150W x 300L

- 영구자석 Pulley : φ88 x 160L

- 영구자석

․재질 : Nd-Fe-B

․자장 : 13,000 Gauss(1.3 Tesla)

․자극수 : 6개

․자석 배열 : 그림 3.3.3.2.(b) 참조

자극 간격 : 17.6 mm

- 제어

․이송 컨베이어 속도 조절 : 30～45 m/min

․진동기 속도 조절 : Volume Adjustabl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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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자성분리기 (b) 자극배열

그림 3.3.3.2 설계된 Pulley형 자성분리기 및 자극배열 도면

그림 3.3.3.3은 제작된 Pulley형 자성분리기를 나타낸 것으로 이송 컨베이어 벨트는

대전방지가 된 폴리머 제품으로 되어있다.

이송 컨베이어 벨트

영구자석 풀리

진동기

그림 3.3.3.3 제작 Pulley형 자성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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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성분리 분말 제조 및 특성

자성분리를 위한 희토류원소의 상분리 분말 제조공정은 그림 3.3.3.4와 같다.

고온산화
(1400oC)

환원(700oC)/산화(500oC)

산화(800oC) b)

오존산화(200oC) c)

Ball Milling a)

자성분리 d)

환원(700oC)

Attrition Milling

환원(700oC)/산화(500oC)

산화(500oC)

SIMFUEL 소결체

RE-poor UO3

RE-rich (U,RE)O2

RE-rich (U,RE)O2

고온산화
(1400oC)

환원(700oC)/산화(320oC)

오존산화(200oC) c)

자성분리 d)

환원(700oC)

Attrition Milling

산화(500oC)

SIMFUEL 소결체

환원(700oC)/산화(500oC)

RE-poor UO3

공정 1(AP) 공정 2 (TP)

그림 3.3.3.4 자성분리 및 분말제조 공정도

AP공정은 Ball 밀링에 의해 산화처리에 의해 분리되지 않은 RE 농도가 높은 입자

와 RE 농도가 낮은 입자간의 결합입자를 떼어내어(그림 3.3.3.5.(a)) 자성분리효율을 높

이기 위해서 선정한 공정이다. Ball 밀링에 의해 agglomeration 형태로 변형된 분말입

자를 aggregate 입자형태(그림 3.3.3.5.(b))로 바꾸기 위해서 800℃에서 5시간동안 산화

열처리를 하였다. TP공정은 고온 산화공정을 제외하고 저온 산화․환원 열처리를 하

여 결합입자를 분리하여 자성분리를 위한 분말을 제조하였다(그림 3.3.3.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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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P : 밀링 (b) AP : 800℃산화 (c) TP : 2차 저온산화

그림 3.3.3.5 밀링 및 열처리 공정에 따른 분말 SEM관찰 형상

그림 3.3.3.6은 각 분말의 입도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Ball 밀링분말을 800℃에서 열

처리한 결과에 의하면 작은 입자들이 큰 입자로 변형됨을 알 수 있었다. TP 공정에

서는 AP공정보다 큰 입자들로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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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le Size (mm)

 AP : Ball Milling
 AP : Oxidation at 800oC
 TP : 2nd Oxidation at 500oC

그림 3.3.3.6 자성분리대상 분말의 입자분포

③ 자성분리 분말 제조 및 분리특성

AP 및 TP공정의 오존처리 분말과 산화열처리 분말을 이용하여 그림 3.3.3.3에 나타

낸 자성분리기를 이용하여 자성분리 실험을 수행하였다. TP공정에서 제조된 2종류의

분말은 모두 이송 컨베이어 벨트에 정전기적으로 부착되었다. Laser Particle Size

Analyzer에 의해 입도를 측정한 결과 AP공정의 분말 입도는 TP공정 분말보다 작다.

이는 입도측정에 앞서 5분동안 초음파 처리를 했기 때문에 Aggregate가 깨어져 작아

진 것으로 여겨진다. 초음파 처리를 하지 않은 분말은 Aggregate 형태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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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공정의 오존처리 분말의 경우에 공급량을 5 g하여 자성분리를 한 결과에 의하면 2

wt.%가 포집되며 0.6 wt.%는 이송 컨베이어 벨트에 부착되었다. 이들 분말을 정확도

는 떨어지지만 정성적인 Nd와 U의 상대적인 함량을 EDS를 이용하여 Area Scanning

분석을 한 결과(아래 표)에 의하면 포집된 분말내에 Nd의 함량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성(wt.%) 공급물 포집물 투과물 부착물

U 92.86 84.47 100 100
Nd 7.14 15.53 0 0

(다) 희토류원소 함유 분말 분리효율 평가

대용산화물을 이용한 습식의 고구배자성분리 실험결과에 의하면 분리효율이 90%

이상이 되었으며, 희토류원소 자성분리 실험결과에 의해서도 분리정도가 3.6배로 자성

필터에 많이 포집되었다. 습식의 고구배자성분리법을 이용하여 자성분리를 할 경우에

는 Ball 밀링공정을 추가하여 결합입자를 완전히 분리하면 분리효율을 더욱 높일 것으

로 여겨진다(3.3.3.7). 그러나 자성분리 처리용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구자석이 아닌

전자석 및 초전도자석이 요구되며 또한 냉각수 및 액체질소와 같은 냉매가 요구되며

건식재활용공정에서는 적합도가 비교적 낮다.

반면에 자장이 높은 영구자석을 이용할 경우에는 건식처리가 가능하며 처리용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Pulley형 자성분리기는 장치형태가 간단하여 처리용량

이 높으나 자성분리 실험결과에 의하면 자성분리장치 측면에서 보면 자극간의 배열간

격을 좁히고, Pulley 전단에 자석을 추가 설치, 그리고 공급라인(진동기)에 자극간과

일치하는 배열로 V 홈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 그리고 희토류원소 분말 측면

에서 보면 Ball 밀링 후에 Agglomerate를 해쇄하기 위한 추가공정과 U3O8 분말의 비

표면적을 낮출 수 있도록 산화처리 온도를 900℃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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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산화
(1400oC)

환원(700oC)/산화(500oC)

Ball Milling

자성분리

오존산화(200oC)

그림 3.3.3.7 자성분리 공정

(2) 희토류원소 함유 분말 제조 특성 평가

저함량 희토류원소 함유 분말 제조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희토류원소가 함유되지

않은 순수한 UO2, 그리고 연소도 60 GWd/tU의 SIMFUEL에 대한 RE원소의 분리효

율이 약 50%인 경우와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하여 연소도 30,000

MWd/tU 및 60,000 MWd/tU 상당하는 SIMFUEL을 제조하여(표 3.3.3.2) 저함량 희토

류원소 함유분말 및 분리효율에 따른 분말제조 특성을 평가하였다. 연소도 30,000 및

60,000 MWd/tU SIMFUEL의 RE/(U+RE) 비율은 각각 1.463 및 2.849 wt.%이다.

(가) 분말 특성

그림 3.3.3.4에 나타낸 2가지 공정에서 오존산화 및 자성분리를 제외하고 공정의 단

계별 제조된 분말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림 3.3.3.8은 연소도별 고온 산화분말을 SEM

관찰을 하여 나타낸 것으로 연소도의 증가에 따라서 RE 농도가 높은 입자가 커지게

되며 수량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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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2 SIMFUEL 제조에 사용된 핵분열생성물 대용산화물 및 조성

불순물
그룹

우라늄 및
핵분열생성물

대용
산화물

원소조성 (wt.%)

30
GWd/tU

60
GWd/tU

U UO2 96.885 93.810

고용원소

Y
La

Ce (Pu, Np)
a)

Nd (Pr, Sm)a)

Y2O3

La2O3

CeO2

Nd2O3

0.048
0.116
0.790
0.565

0.094
0.232
1.445
1.134

합계 1.519 2.903

고용원소/산화석출물
Sr
Zr
Ba

SrO
ZrO2

BaCO3

0.080
0.396
0.187

0.156
0.788
0.411

합계 0.663 1.355

금속석출물

Mo
Ru(Tc)

a)

Rh
Pd

MoO3

RuO2

Rh2O3

PdO

0.406
0.313
0.046
0.120

0.820
0.652
0.069
0.292

합계 0.885 1.833

산화/금속석출물 Te TeO2 0.048 0.100

a)괄호 속의 원소는 괄호 앞의 원소로 대치

그림 3.3.3.8 연소도별 고온 산화분말 SEM 형상

그림 3.3.3.9는 연소도별 SIMFUEL를 1400℃에서 4시간 공기중에 열처리를 하여

희토류원소 상분리 고온산화분말의 입도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입도측정은 Tapping기

가 부착되지 않는 Sieving 장비를 이용하여 ASTM B214 방법에 따라서 측정하였다.

SIMFUEL 소결체 결정립의 크기는 UO2 > 연소도 30 GWd/tU > 연소도 60 GWd/tU

순으로 500℃에서 SIMFUEL 소결체를 산화하여 생성된 산화분말 입자크기는 UO2 >

연소도 30 GWd/tU > 연소도 60 GWd/tU 순이 된다. 고온 산화를 한 경우에 연소도

가 높은 분말의 입자가 큰데 이는 작은 입자를 가진 분말이 보다 입자간의 접촉이 좋

아 큰 aggregate를 형성하여 입자가 커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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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9 연소도에 따른 고온 산화분말 입자분포

그림 3.3.3.10은 공정 및 공정단계별 생성된 분말의 평균입도를 Laser Particle Size

Analyzer(Malvern)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AP공정에서는 2차 산화

분말의 평균입도는 약 5 ㎛인데 이는 500℃에서의 산화, Ball 밀링, 그리고 800℃에서

의 산화 후에 측정한 것으로 Ball 밀링에 의해 입도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여겨진다.

3차 산화에 의해서도 입도는 감소하며, RE/(U+RE)=2.849를 제외하고 3차 환원시에는

입도가 증가하였다. TP공정에서는 3차 산화시까지 입도는 감소하며, 3차 환원시에는

AP공정과 동일하게 RE/(U+RE)=2.849를 제외하고 평균입도는 모두 증가하였다. 공정

과 상관없이 Attrition 밀링에 의해 분말은 1 ㎛이하의 미세분말이 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3.3.11은 공정 및 공정단계별 생성된 분말의 비표면적을 BET법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AP공정에 의해 얻은 분말의 비표면적이 TP공정 분말

보다 높음을 알 수 있었다. 3차 산화시까지는 3종류 분말의 비표면적은 모두 증가하

며, 환원시에는 RE/(U+RE)=0를 제외하고 모두 증가한다. Attrition 밀링에 의해서 분

말의 비표면적은 급격히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3.3.12-13은 3차 환원처리를 하여 얻은 분말의 형상을 SEM으로 관찰하여

나타낸 것이다. RE 함량이 동일한 경우에 AP공정의 분말입자의 표면이 더욱 거칠며

미세균열이 많이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RE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입자

표면이 더욱 거칠며 미세한 균열이 더욱 많이 생성되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RE

함량이 증가에 따른 비표면적의 증가는 그림 3.3.3.12.(b).(c) -13.(b).(c)에 보듯이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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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는 파쇄되지 않기 때문에 RE 함량의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RE 농도가 낮은

U3O8 또는 UO2 입자내에 고용된 Ba, Sr 및 Zr 등이 산화/환원반응을 지연시켜 입자

의 Bulk 파쇄에 의해 미세균열이 많이 생성된 것으로 여겨진다[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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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0 공정 및 공정단계별 생성분말의 평균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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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1 공정 및 공정단계별 생성분말의 비표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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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U+RE)=0 (b) RE/(U+RE)=1.463 (c) RE/(U+RE)=2.849

그림 3.3.3.12 AP공정 3차 환원처리 분말 SEM 관찰 형상

(a) RE/(U+RE)=0 (b) RE/(U+RE)=1.463 (c) RE/(U+RE)=2.849

그림 3.3.3.13 TP공정 3차 환원처리 분말 SEM 관찰 형상

(나) 성형 특성

공정별 1회 및 3회 Attrition 밀링을 한 분쇄분말에 윤활제인 Zinc Stearate를 0.2

wt%를 첨가하고 Tubular 혼합기로 30분간 혼합한 후에 일축의 유압압축기로 300

MPa의 압력을 가하여 혼합분말을 성형하였다. 그림 3.3.3.14는 성형밀도를 측정하여

나타낸 것이다. AP 및 TP공정 분쇄분말의 성형밀도는 모두 OREOX공정 후에 1회

Attrition 밀링을 한 분쇄분말 보다 밀도가 높은데 이는 밀링에 의해서 분말의 입자간

의 접촉이 이용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다) 소결 특성

성형체의 소결은 4%H2-Ar 분위기에서 800℃에서 1시간 유지하여 Zinc Stearate

를 휘발시킨 후에 1700℃에서 6시간동안 소결을 하였다. 소결체는 모두 균열이 생성

되지 않고 건전하였다. 소결밀도는 수침법으로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3.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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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내었다. Attrition 밀링을 3회 하였을 경우에 AP공정 및 TP공정에서 생성된 분

말은 모두 이론밀도의 95%이상을 만족하였다. 따라서 RE/(U+RE) 함량은 소결밀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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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4 공정별 RE/(U+RE) 함량에 따른 성형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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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5 공정별 RE/(U+RE) 함량에 따른 소결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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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희토류원소 분리공정 선정 및 장치 개념 설계

희토류원소 분리공정 선정에 있어 분리효율 뿐만 아니라 소결특성이 좋은 분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건식분리공정으로 자성분리가 가장 바람

직함을 알 수 있었으며, 소결특성이 좋은 분말을 제조할 수 있는 공정은 그림 3.3.3.16

과 같다.

본 연구기간동안 실험을 통해 얻은 자료를 통해 희토류원소 분리공정 장치는 표

3.3.3.3과 같은 성능을 갖추도록 개념설계를 할 수 있었다.

고온산화
(1400oC)

환원(700oC)/산화(500oC)

산화(900oC) 

오존산화(200oC) 

Ball Milling 

자성분리

산화(500oC)

SIMFUEL 소결체

RE-poor UO3

RE-rich (U,RE)O2

Deagglomeration

그림 3.3.3.16 희토류원소 함유분말 자성분리공정

표 3.3.3.3 희토류원소 분리공정 개념 설계

공정구분 장치 성능

1. 산화․환원처리
공정

고온산화 유동층 -최고온도 : 1500℃
-유동과 유량조절에 의한 입자간
Aggregate 생성방지저온환원/산화 유동층

오존산화 유동층

-오존 반응기 최고온도 : 300℃
-오존발생기 : 고주파 무성방전

방식
-오존반응기 : 유동층에 의한

반응율 증대
-배오존분해기 : 280℃

2. Deagglomeration공정 유동층 -유량조절에 의한 응집체 해쇄

3. Ball Milling공정
Ball
Milling

-수평식
-결합입자 분리만을 위한

Mild Milling

4. 자성분리공정
Pulley형
자성분리기

-대량분리 가능
-자장 : 13,000 Gauss 이상
-자극간의 간격 최소화
-미세분말 흡착방지용 이송
컨베이어 벨트

-벨트에 전처리용 자석추가 설치
-공급 진동기에 V 홈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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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Single 전극 모듈식 다발 용접장치 제작

1. 핫셀 원격 다발용접 기술성 분석

가. Zr-4 end-plate 원격 용접기술 분석

건식재가공 핵연료 다발의 용접공정은 봉단마개 용접된 연료봉들을 원격으로 설계

된 조립치구에 의해 일정한 배열로 조립하여 상단 및 하단을 end-plate 용접하는 것이

다. 다발을 위한 원격 용접공정은 DFDF 핫셀에서 원격조정기의 조작이 이루워지기

때문에 장치 취급의 원격화 및 모의 용접공정이 고려된 기술이 필요할 것이며, 아래의

표 3.4.1.1의 요약 내용과 같이 end-plate 용접공정 변수의 제어 및 다발용접 공정변수

의 data-base 구축, 연료봉 원격조립용 특수 tool 설계 및 상하단의 저항용접이 마친

후 end-plate 용접단면의 weld line 분석, 균일한 접합강도 유지 및 다발 치수검사 등

이 필요하게 된다. 핫셀 다발 용접공정에 있어서 가장 까다로운 작업은 37개의 연료봉

조립, end-plate 공급 및 정확한 위치에 용접이행 등이며, 이외에도 완전한 시야가 확

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으로 제 위치에 찾아서 연료봉 이동 배열, 내환봉과 외환봉

의 연료봉마다 적정 용접변수가 제어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개

발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DFDF 핫셀에서 다발 용접장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향후

다발 검사장치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표 3.4.1.1 핫셀 원격용접의 기술성 분석

-KNFC 와 동일 현상임.

(토크강도 5-9 N.m 양호)

-Weld line 제거 위한 용접변수

도출이 필요

3. Zr-4 endplate 접합부의

weld line 발생

-원격다발 용접공정 전의

연료봉 조립에 사용

-원격조작용 특수tool 설계, 

제작이 필요

2. Endplate 용접 위한 연료봉

원격조립용 tool 개발 필요

-용접공정 변수 최적화 대비

(다구치실험법 수행)

-용접공정 사전 자격화 data    

구축이 필요

1. Zr-4 endplate 용접공정

변수 미흡

개선 내용기술적 문제

-KNFC 와 동일 현상임.

(토크강도 5-9 N.m 양호)

-Weld line 제거 위한 용접변수

도출이 필요

3. Zr-4 endplate 접합부의

weld line 발생

-원격다발 용접공정 전의

연료봉 조립에 사용

-원격조작용 특수tool 설계, 

제작이 필요

2. Endplate 용접 위한 연료봉

원격조립용 tool 개발 필요

-용접공정 변수 최적화 대비

(다구치실험법 수행)

-용접공정 사전 자격화 data    

구축이 필요

1. Zr-4 endplate 용접공정

변수 미흡

개선 내용기술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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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듈식 원격 다발 용접장치 기본설계

건식재가공 핵연료 제조용 핫셀 원격용접은 DFDF 시설을 이용하여 봉단마개 용

접된 연료봉을 조립치구에 고정한 다음 원격으로 상단용접 헤드부로 이송하고 연료봉

이 장착된 조립치구 상단에 end-plate를 삽입한 후 상단용접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공

정인 하단 end-plate를 삽입한 후 다발을 180° 회전하여 end-plate 하단용접이 이루어

진다. 이와 같이 핫셀에서 원격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미 연구가 수행된 바 있는

multi-pin 집합연료 제조용으로 개발된 용접장치에 비하여 조작과 크기 면에서 간결하

게 설계되었고, 특히 핫셀에서의 다발 제조 및 원격조립이 개선되어 모듈화 개념으로

설계되었다. 표 3.4.1.2는 건식재가공 핵연료 다발용 원격 용접장치의 개념설계에서 개

선 전과 개선 후의 기술적 요약사항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3.4.1.1 및 그림 3.4.1.2

는 핫셀용 원격 용접장치에 대한 전체의 기본설계 개념도와 pro-engineer를 이용한 입

체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 3.4.1.2 핫셀 원격 용접장치 설계 시 개선 전과 개선 후의 요약사항

- 상하이동 CYL : 평행형 2ea사용

- Size : L990 x W620 x H730

- 상하이동 CYL : 수직형 1ea사용

- Size : L900 x W500 x H900

V

[Bottom Part]

- 상하 이동 LM Guider 분리 가능

- 회전부와 다발Gripper 해체 가능

- Size : L620 x H970

- 상하 이동 LM Guider 분리 불가

- 회전부와 다발Gripper 해체불가

- Size : L500 x H1200

IV

[Assembly Turner]

- 수작업에 의한 이동수단

- 고정용 CYL : 4ea

- Size : L1035 x W590 

- CYL 이용한 이동수단

- 이동용 CYL : 4ea, 

- 고정용 CYL : 4ea

- Size : L750 x W635

III

[Endplate Inserter]

- Cam Lever 이용한 X-Y Table 분리

- 수작업에 의한 설계 제작

- Size : L642 x W420 x H310

- A면/B면 가지전극부 교체 불가

- A면/B면 가지전극부 CYL로 이동

- Size : L700 x W250 x H350

II

[Branch Electrode 
Changer]

- Cam Lever 이용한 분리 가능

- W/D Head 교체 가능

- Size : H360 x L300

- CYL와 W/D Head 분리 불가

- W/D Head 뭉치 교체 불가

- Size : L300 x H400

I

[Top Part]

개선후 기술사항개선전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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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개선 후)

그림 3.4.1.1 핫셀 원격 용접장치의 개선된 기본설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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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도)

(측면도)

그림 3.4.1.2 Pro-E 이용한 원격 용접장치의 입체형상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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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듈식 부분별 조립장치 설계

모듈식 원격 조립장치의 주요 구성은 그림 3.4.1.3과 같이 크게 5가지로 구분되며,

이에 대한 부분별 구성품은 에어실린더와 x-y 테이블이 포함된 상단부, 가지전극 교

환부, end-plate 이송 삽입부, 다발 회전부 및 다발의 상하 조정을 위한 하단부이다.

이에 대한 각 구성품의 상세 요소는 end-plate 용접용 single 전극헤드, 다발용접의 순

서를 제어하는 index controller, 다발의 조립형태로 구성된 후 용접위치까지 원격으로

이송해주는 transfer system, 37개의 연료봉을 다발 형태로 만들어 주는 조립치구, 그

리고 end-plate를 setting 해주는 원격 이송치구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 3.4.1.3 모듈식 원격 조립장치의 개념 구성

그림 3.4.1.4는 모듈식 용접상단부에 대한 개선 전과 개선 후의 설계내용을 나타내고

있으며, 여기서 특이 사항은 그림 3.4.1.5에서와 같이 cam lever를 이용하여 에어실린

더와 용접헤드를 쉽게 분리 가능하도록 설계되었고, 또한 용접헤드의 전극을 용이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2개의 toggle clamp를 사용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3.4.1.6은 모듈식

가지전극 교환부에 대한 개선 전과 개선 후의 기본설계 내용을 나타내며, 여기서 A면

및 B면의 가지전극을 교체할 경우 cam lever를 이용하여 x-y 테이블을 분리 이동시

켜서 A면 및 B면의 jig plate base를 바꾸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3.4.1.7은 상단부의 주

전극 및 가지전극을 pro-engineer의 입체형상 도면으로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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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개선 후)

그림 3.4.1.4 모듈식 용접상단부의 개선된 기본설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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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5 헤드상단부의 cam lever를 이용한 분리 방법

그림 3.4.1.8은 모듈식 A면과 B면 end-plate 삽입부의 개선된 기본설계 내용을 나타

내고, 이때 3개의 실린더를 이용해서 위치 고정의 역할과 A면 및 B면의 jig plate에

end-plate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설계되었다. 그림 3.4.1.9는 end-plate 보관함에 대한

개선 전과 개선 후의 기본설계 내용을 나타내고 있으며, 여기서 end-plate 보관함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clamp 실린더를 해제하고 동시에 3개의 toggle clamp로 고정시키

면 end-plate 보관함이 쉽게 분리하게 된다. 이때 end-plate 보관함에 end-plate를 용

이하게 채우기 위해서는 특수 설계된 보조치구가 필요하다. 그림 3.4.1.10은 모듈식 A

면과 B면 end-plate 삽입부의 전체기기에 대한 개선된 기본설계 내용을 나타내며, 그

림 3.4.1.11 및 그림 3.4.1.12 는 end-plate 삽입부와 다발 conveyor의 부분별 Pro-E의

입체형상 도면을 보여준다. 그림 3.4.1.13은 모듈식 다발 회전부에 대한 개선 전과 개

선 후의 기본설계 내용을 나타내며, 이때 다발 회전부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상하 이동

LM 가이더가 사용되며, 또한 회전 구동부와 상하 이동 실린더를 분리하면서 마지막으

로 다발 gripper를 해체하도록 설계되었다. 여기서 회전 구동부와 다발 gripper를 해체

하기 위한 특수 설계된 보조치구가 필요하다. 그림 3.4.1.14는 모듈식 상하 이동용 하

단부에 대한 개선 전과 개선 후의 기본설계 내용을 나타내고 있으며, 여기서 기술적

특이 사항은 상하 이동용 실린더 위치를 직선 배열에서 양단 평행으로 배열하여 기존

의 z축 높이를 약 170mm 축소시켰으며, 또한 바퀴의 취부 형태가 변경되어서 용접장

치 하단부의 폭을 넓게 하여 안정적이고 장치무게의 균형을 갖게 하는 설계로 개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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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림 3.4.1.15 및 그림 3.4.1.16 은 다발 gripper의 부분별 pro-engineer를 이용한

형상설계 도면을 보여준다.

(개선 전)

(개선 후)

그림 3.4.1.6 모듈식 가지전극 교환부의 개선된 기본설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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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도)

(측면도)

그림 3.4.1.7 주전극부 및 가지전극부의 입체형상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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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면 삽입부)

(B면 삽입부)

그림 3.4.1.8 모듈식 A면/B면 end-plate 삽입부의 개선된 기본설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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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개선 후)

그림 3.4.1.9 모듈식 end-plate 보관함의 개선된 기본설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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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개선 후)

그림 3.4.1.10 End-plate 삽입부의 전체 기본설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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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도)

(측면도)

그림 3.4.1.11 End-plate 삽입부의 입체형상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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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도)

(측면도)

그림 3.4.1.12 다발 conveyor part의 입체형상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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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개선 후)

그림 3.4.1.13 모듈식 다발 회전부의 개선된 기본설계 도면



- 177 -

(개선 전)

(개선 후)

그림 3.4.1.14 모듈식 다발 하단부의 개선된 기본설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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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도)

(측면도)

그림 3.4.1.15 다발 gripper의 입체형상 도면



- 179 -

그림 3.4.1.16 다발을 이용한 원격 gripper의 입체형상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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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ingle 전극 모듈식 원격 다발 상단 용접장치 제작

가. 상단 용접장치 모듈화 설계 방안 설정

모듈식 원격 상단용접기는 핫셀 내에서 건식재가공 핵연료 다발을 제조하는데 사용

되며, 이때 다발용접은 봉단용접된 연료봉을 조립치구에 고정한 다음 원격으로 상단용

접 헤드부로 이송하고 연료봉이 장착된 조립치구 상단에 접합판을 장착한 후 상단용

접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공정인 하단 접합판을 장착한 후 180°회전하여 하단용접이

수행된다. 이와 같이 모든 공정과정이 핫셀 내에서 원격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

격조정기로 취급이 용이하도록 특수구조를 가진 설계가 필요하다. 표 3.4.2.1의 모듈식

상단 용접장치는 이미 수행된 바 있는 multi-pin 집합연료 제조용으로 개발된 용접기

에 비해 조작과 크기 면에서 간결하게 설계되었고, 특히 핫셀에서 다발 조립 및 원격

운용이 개선되어 모듈화 개념으로 설계되었다. 여기서 그림 3.4.2.1 및 3.4.2.2 는 모듈

식 원격 용접장치의 상단프레임과 용접헤드부에서 개선 전과 개선 후의 설계 내용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그림 3.4.2.3 및 3.4.2.4 는 원격 용접장치의 A/B면 가지전극부

및 접합판 이송부에 대한 개선 전후의 설계와 pro-engineer를 이용한 전체 입체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 3.4.2.1 모듈식 원격 용접장치의 기본구성 및 설계 반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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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개선 후)

그림 3.4.2.1 상단 프레임의 개선 전과 개선 후 설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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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개선 후)

그림 3.4.2.2 용접헤드의 개선 전과 개선 후 설계내용

(개선 전)                               (개선 후)

그림 3.4.2.3 A/B면 가지전극부의 개선 전과 개선 후 설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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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개선 후)

그림 3.4.2.4 A/B면 접합판 보관 및 이송부의 개선 전과 개선 후 설계내용

모듈식 상단 용접장치의 조립설계는 기본적으로 다발 용접작업의 완벽을 기하기 위

하여 장치설계의 단순화 및 보수 관리 운용 면에서 핫셀 내의 원격작업이 원활하면서

용이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표 3.4.2.2는 조립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나열 한

것으로 장치설계 시 조립 작업의 수를 줄이는 것은 부품의 수를 줄이는 것과 긴밀하

게 관련되어 있다. 본 모듈식 상단 용접장치는 크게 구분하면 주요 부품 4가지의 sub

assembly로 구성되어 있다. 조립설계 시 고려사항 중 먼저 부품 수 및 조립작업을 최

소화하는 설계방법은 그림 3.4.2.5에서와 같다.

표 3.4.2.2 모듈식 상단 용접장치 조립설계 시 고려사항

u 부품 수를 최소화하라

u 조립작업을 최소화

u 부품을 한 방향에서 조립하라

u 부품들의 편차를 허용하라

u 부품의 이송을 용이하게 하라

u 부품의 방향잡기를 용이하게 하라 (대칭성-비대칭성)

u 시야 조립이 가능한 부품의 조립방법을 선택 (복잡-단순)

u 부품의 삽입, 교체를 용이하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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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5 조립작업 및 부품 수를 최소화하는 설계방법

두 번째로는 모듈식 상단 용접장치의 조립설계 시 부품을 한 방향으로 조립되어야

하며, 그림 3.4.2.6에서와 같이 용접장치의 작동 특성상 가지전극테이블은 A/B면 접합

판 이송장치의 조립방향과 직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상단 용접장치의 주 프레

임에 A/B면 접합판 공급카트리지와 접합판 이송장치 그리고 가지전극테이블을 조립한

후 상단 용접헤드와 x-y 이송테이블을 마지막으로 조립할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

그림 3.4.2.6 조립설계 시 부품을 한 방향으로 설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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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는 조립설계 시 한 배치(batch)에서 제작된 부품들은 다른 배치에서 제작

된 부품들과 치수가 정확하게 같지 않을뿐더러 표면마무리도 같지 않은 경우가 허다

하다. 이러한 부품의 편차는 조립에서 정렬 불일치의 원인이 되며, 장치의 조립 시 추

가적인 힘 혹은 각각의 부품 사이에 여분의 틈새를 필요로 하거나 공차의 누적이 발

생하게 되어 특히 원격작업 시에는 조립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장치설계 시

부품 사이의 편차를 허용하는 공차를 고려함으로써 최소화될 수 있고, 여유 있는 반

경, 테이퍼 및 모따기 등이 설계 시에 고려되어 있다면 삽입 장착이 용이함. 본 상단

원격용접장치는 주전극 헤드부품이 조립되는 부분은 그림 3.4.2.7의 형상과 같이 가이

더 및 단차 가공을 주어 조립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용접헤드 뭉치는 별도로

각 부품마다 해체되어 하나의 뭉치로 조립 장착되고, 특히 핫셀 내에서 원격조정기를

이용하여 해체 및 교체 시 바로 부품을 교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진다.

그림 3.4.2.7 조립설계 시 부품의 편차허용 및 삽입교체가 용이한 설계방법

네 번째로는 조립설계 시 부품은 대칭면이 있는 경우 쉽게 방향을 잡을 수 있으며

가능하면 구형(원형)의 부품이 이상적이며, 원격으로 조립하는 동안에 최소한으로 회

전이 되면서 탈착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하나의 부품 이송을 용이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이러한 부품은 레일 방식이나 혹은 채널로 이송하게 되는데 특수 기구를 이용할

때 부품들이 뒤집혀지게 되어 조립 전에 다시 재 정렬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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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 3.4.2.8에서와 같이 원격으로 접합판을 삽입 고정하여 이송하는 동안 부품 동

작을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이송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면 삽입고정 치구의 설계 형태를 변경해야 한다.

그림 3.4.2.8 조립설계 시 부품의 방향잡기 및 이송을 용이하게 하는 설계방법

다섯 번째로는 조립설계 시 모든 부품은 한 방향으로 조립되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시야범위 내에서 부품 조립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각각의 부품은 명확한 위치가 정

해져 있어야 하고 다른 부품의 자리 잡기와 결합 일치(matching)를 가지고 있어야 하

며, 또한 이러한 조립용 치구를 더 이상 필요 없게 만들고 추가적인 보수를 위한 필요

성을 감소시키는 이점을 제공하게 한다. 만약 설계자가 여러 방향에서 조립하도록 지

정하면 추가적인 비용, 이송장치 및 검사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립설계가 더욱 복잡

해 질 수가 있다. 여기서 원격 용접장치의 조립설계에서 고려해 본다면 그림 3.4.2.9에

서와 같이 용접헤드와 A/B면 가지전극 부분은 원격 작업 시 소모품으로 자주 교환해

야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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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9 조립설계 시 시야 범위 내에서 설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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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듈식 상단 용접장치 상세 설계 및 도면 작성

모듈식 원격 상단용접장치의 상세설계는 그림 3.4.2.10에서와 같이 크게 4가지로 구

분되며, 이에 대한 sub assembly별 구성품은 상단 프레임, single 전극의 용접헤드,

A/B면 가지전극부 및 A/B면 접합판 보관 이송부이다. 이에 대한 각 상단 조립부의

상세설계는 그림 3.4.2.11에서와 같이 가이더를 포함한 주 프레임과, 그림 3.4.2.12의 에

어실린더와 x-y 테이블이 포함된 single 전극헤드, 그림 3.4.2.13의 가지전극 이송 가이

더 그리고 그림 3.4.2.14의 접합판 보관함과 이송 가이더로 구성된다.

그림 3.4.2.10 모듈식 원격 상단 용접장치의 상세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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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11 상단 프레임의 상세 설계도

그림 3.4.2.12 Single 전극 용접헤드의 상세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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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면 삽입부)

(B면 삽입부)

그림 3.4.2.13 A/B면 가지전극부의 상세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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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면 접합판 보관함)

(A/B면 접합판 이송부)

그림 3.4.2.14 A/B면 접합판 보관함 및 이송부의 상세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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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ro-E 이용한 모듈식 상단 용접장치 원격성 분석

모듈식 원격 상단용접장치의 모델링 설계는 PTC사의 Pro/E wildfire 3.0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3차원 형상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그림 3.4.2.15에서와 같이 전체적으로

3차원 형상을 구성하여 조립장치의 분해, 조립 및 구조형상을 분석하였다. 그림

3.4.2.16 및 3.4.2.17 에서는 주요 핵심 sub assembly인 single 전극의 용접헤드와 가지

전극의 조립 과정, 교체 방법 및 모의실험을 통하여 핫셀 내에서의 원격작업을 위한

기술적인 사항을 사전에 검증하고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운전 형태와 원격성 분석 및

공정순서에 따른 부분 요소 그리고 상황 분석 등을 검토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림 3.4.2.18은 종합적으로 상단 용접장치를 이용한 원격 작업과정과 Pro/E 이용한 애니

메이션으로 상세하게 모의동작을 하여 여러 가지 공정 순서 및 운전 조작 등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3.4.2.15 상단조립부의 분해 및 조립 구조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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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고정핀 분리)

(헤드 분리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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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이동 삽입)

(고정핀 삽입 완료)

그림 3.4.2.16 상단조립부의 주전극 교체 모의동작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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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전극 상판 분해)

(가지전극 추출핀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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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전극 교체 삽입)

(가지전극 상판 조립)

그림 3.4.2.17 상단조립부의 가지전극 교체 모의동작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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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18 상단조립부의 원격 용접작업 모의동작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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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핫셀 용접성 평가를 위한 정밀치수 측정 기술 분석

가. 용접성 평가 항목별 기술성 분석

건식재가공 핵연료 다발의 제조방법은 봉단접합판과 연료봉과의 저항용접에 의해

조립된다. 여기서 핫셀용 원격 다발용접기에 의한 공정순서는 용접제어의 조정에 의해

일정한 상태로 유지되며, 봉단접합판 용접에 대한 공정관리는 전류, 용접시간 및 주전

극 압력의 감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만약 조립방법 또는 공정변수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경우, 변경된 저항용접의 공정에 대한 용접성 평가의 자격시험이 수행된다. 이때

용접조건이 확립된 후 자격 승인시험이 실시되고 먼저 37개의 공정관리용 시편을 용

접한 다음 핵연료 다발 1개를 선택하여 다시 37개의 공정관리용 시편으로 용접하게

된다. 이때 PM시편이 완성된 후 용접성 평가를 위한 검사방법의 분석내용은 표

3.4.3.1에서와 같다.

표 3.4.3.1 다발 용접성 평가를 위한 검사기술의 비교

검사 항목
검사 방법

규격
기존 원격/운용 적용 시

∙봉단접합판의 용접강도 토크시험기
-원격 PM시편 지그

및 원격토크시험기
6.2Nm/8.5Nm

∙다발 직경(외경) 링게이지 -원격용 링게이지 102.48 Max.

∙다발 길이 길이게이지 -원격용 길이게이지 494.57-496.03

∙봉단각도 각도게이지 -원격용 각도게이지 71°05‘-72°55’

∙봉단모서리의 폭 두께게이지, 측량기 -원격용 측량기 3.06-3.69 mm

∙봉단마개 높이 처짐검사게이지 -원격용 처짐측정기 100.47 Min.

∙봉단접합판 높이 처짐검사게이지 -원격용 처짐측정기 96.89 Max.

∙지지체의 축방향 위치 높이게이지 -원격용 높이측정기 36.8-39.3mm

∙간격체의 세로 교차폭 스냅게이지 -원격용 스냅측정기 5.08 Max.

∙간격체의 가로 교차폭 스냅게이지 -원격용 스냅측정기 10.13 Max.

∙연료봉간 간격 간격체부품 검사 -원격용간격체검사기 1.33 Min.

∙연료봉의 처짐 처짐검사게이지 -원격용 처짐측정기 1.01 Min.

∙연료봉의 길이변화 직각도게이지 -원격용직각도게이지 0.54 Max.

∙봉단부의 용접상태 육안검사 -원격용 telescope

∙봉단접합판의 용접방향 육안검사 -원격용 telescope

∙결함검사 확대경(3X)
-원격용 확대경 및

쥼스테레오현미경
두께10%이내

∙굴곡검사 굴곡튜브게이지 -원격용 굴곡검사기 0°28‘

∙봉단접합판의 직각도 직각도게이지 -원격용직각도게이지 1.78 TIR

∙봉단접합판의 국부파형 직각도게이지 -원격용직각도게이지 0.56 Max.

∙지지체/간격체 중심위치 높이게이지 -원격용 높이게이지 ±0.79 mm

∙지지체의 원주방향 위치 용접고정구검사기
-원격용 용접고정구

및 방향측정 검사기
0°15‘ Max.

∙봉단접합판의 용접각도 용접고정구검사기
-원격용 용접고정구

및 방향각도 검사기
6°3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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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접검사 항목별 치수 측정 기술성 분석

다발 용접기를 이용한 용접성능 검사의 상세 기준은 먼저 연료다발의 모든 치수가

설계 규격 내에 있어야 하고, 표 3.4.3.2와 같이 접합판 A/B면 모두가 허용강도(외환

봉: >8.5 Nm, 내환봉: >6.2 Nm)를 만족시키고, 접합판 A/B면에서 연료봉 각각의 토

크치가 95% 이상의 신뢰도로 용접강도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동일한 품질 및

신뢰도로 2번에 걸친 PM시편의 용접강도에 의해 구하고 이를 실제로 작업 전에 수행

되어야 한다. 여기서 mockup 실험용 강도시험에서 적용될 data sheet는 표 3.4.3.3에서

와 같다. 또한 핵연료 다발의 외관관찰 시 용접부위의 치수 측정은 아래와 같은 품질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다.

∙봉단마개 표면에 발생한 0.25mm 깊이까지의 용접자국 또는 기타 흠집

∙용접 스플레터(splatter) : 연료봉이나 봉단접합판에 튀겨 부착된 작은 지르칼로이 분말형태

∙봉단접합판 또는 봉단마개 용접부위나 그 부근에 발생한 심하지 않은 산화(청색으로 변색)

∙봉단마개에 한쪽 전극만 접촉된 상태에서 용접된 것

∙봉단접합판 또는 봉단마개의 용접자국상에 발생된 심한 변색

∙봉단접합판 표면에 발생된 두께 5% 초과된 깊이의 표면 결함

이상과 같은 사항들이 발생되면, 이는 공정조사 및 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며,

또한 합격 판정은 승인된 외관상태 품질표준에 의거함.

표 3.4.3.2 핵연료 다발의 용접강도 공정관리 상세 기준

Specimens

Outer Fuel Rods Inner Fuel Rod

Top Parts(A) Bottom Parts(B) Top Parts(A) Bottom Parts(B)

Min. Acceptable

Strength (Nm)
9.6 8.5 6.9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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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3.3 핵연료 다발용 용접강도의 data sheet

Parameters Unit
Welding Parameters Values

#1 #2 #3 #4 #5 #6 #7 #8

Squeeze Delay Time cycle

Squeeze Time cycle

Up Slow Time cycle

Up Slow Current KA

Weld Time cycle

Weld Current KA

Hold Time cycle

Pulsation Count times

Air Pressure kgf/cm2

PWM Control Freq. Hz

Pin

No.

EPW-1 [N․m] EPW-2 [N․m] Pin

No.

EPW-1 [N․m] EPW-2 [N․m]

PM A B PM A B PM A B PM A B

1 20

2 21

3 22

4 23

5 24

6 25

7 26

8 27

9 28

10 29

11 30

12 31

13 32

14 33

15 34

16 35

17 36

18 3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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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재가공 핵연료 다발 제조공정에서 치수 측정을 위한 검사방법을 분석하면 크

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로 일상검사(normal inspection)은 치수 측정의 지침표에 따

라 매 핵연료 다발 당 검사를 수행하는 것이며, 둘째로 전항목 검사(shift inspection)

는 1/shift라는 1일 핵연료 다발 조립을 작업한 생산량을 지칭하는 것으로, 치수 측정

지침표에 따라 관련 검사항목을 1/shift로 검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작업공

정 전 자격화 시험(qualification test)의 시편검사는 각 검사항목에 대하여 전수 검사를

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치수 측정의 공정관리 합격 및 불합격의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

이 나열된다.

∙모든 검사항목중 치수 측정 지침표에 기술된 허용기준치를 이탈하지 않아야 함.

(단, 검사항목중 봉단용접상태, 봉단접합판 방향 및 외관검사는 아래의 기준에 따름)

∙봉단용접상태는 용접부위의 산화, 비정상적인 용접 전극자국, 접합판의 과다용융이

되지 않아야 함.

∙봉단접합판의 방향은 접합판 양단의 위치가 제위치상에 용접되어 있어야 함.

∙외관검사는 연료봉 휘임, 찌그러짐 및 상처발생, 표면에의 균열, 상흔, 유지 및

산화물 등이 있어서는 안됨.

∙두께결함은 조립된 상태의 각 부품에 두께의 10% 이상의 상흔이 있어서는 안됨.

∙부적합사항 처리: 측정검사 결과가 불합격으로 판정된 제품은 관련 품질보증

절차서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



- 202 -

다. 원격 다발 용접공정 절차서

1) 개요

본 절차서는 원격 제조 시 핵연료 다발의 용접공정에 사용되는 재료, 제조방법 및

품질표준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자 한다.

2) 참고 문서 (reference documents)

- TS-P70 월성로용 연료봉 제품 시방서

- WP-80 월성로용 연료다발 제품 시방서

- WP-70 봉단마개 용접 공정시방서

- W-800-M10 연료다발 제조도면

- W501-M10 봉단접합판 제조도면

3) 재료 (materials)

핵연료 다발 조립에 사용되는 봉단마개, 봉단접합판 및 연료봉은 W501-M10 및

WP-70에 의하여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

4) 제조방법

핵연료 다발은 제조도면(W800-M10) 및 작업지침서(QI-804-1)에 명시된 대로 봉단

접합판과 연료봉과의 저항용접에 의해 조립된다. 용접작업은 연료봉 및 봉단접합판의

산화방지를 위하여 불활성가스 He 분위기 상태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용접

sequence는 용접타이머의 조정에 의해 일정한 상태로 유지되며, 용접강도에 대한 공정

관리는 전류, 용접시간 및 압력 감시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조립된 연료

다발은 봉단접합판의 외부 표면에 각인된 다발 일련번호로 각각 구분된다.

5) 공정자격승인 (process qualification)

다발 제조방법 또는 공정변수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경우, 변경된 저항용접 공정에

대한 자격승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작업 및 용접공정 조건이 확립된 후 자격승인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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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래와 같이 수행된다. 먼저 37개의 공정관리용(PM) 시편을 용접한 다음, 연료다발

1개를 용접하고 다시 37개의 공정관리용 시편을 용접한다. 자격 승인 시의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다.

- 용접된 연료다발에 대한 치수검사

- 육안검사

- 연료다발 및 공정관리용 시편에 대한 토크강도 측정

치수검사 및 육안검사의 결과들이 규격을 만족하고, 최소의 토크강도가 95%의 신

뢰도로 합격되면 다발의 저항용접 공정에 대한 자격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6) 공정관리

핵연료 다발의 용접공정은 공정자격 승인시험의 과정에서 결정된 공정관리용 시편

과 연료다발의 상호관계를 이용하여 토크강도에 대해 확립된 작업조건의 한계에 의거

하여 관리되어진다. 최소의 토크강도를 확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료봉과 봉단접합판

의 1회 재용접도 가능하다.

7) 품질표준

(1) 토크강도

핵연료 다발의 봉단접합판과 연료봉단 마개와의 용접부위 강도는 표 3.4.3.4의 수치

를 초과하여야 한다.

표 3.4.3.4 외환봉 및 내환봉의 허용 토크강도 수치

외환봉 내환봉 및 기타 연료봉

6.8Nm 4.5Nm

(2) 용접부위의 외관상태

핵연료 다발 용접부의 외관상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용접표준을 적용하게 된다.

- 봉단마개 표면에 발생한 0.25mm 깊이까지의 용접자국 또는 기타 흠집

- 용접 스플레터(splatter) 혹은 스패터(spatter) : 연료봉이나 봉단접합판에 튀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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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된 작은 지르칼로이 분말 덩어리

- 봉단접합판 또는 봉단마개 용접부위나 그 부근에 발생한 산화상태 (청색으로

변색된 것)

- 봉단마개에 한쪽 전극만 접촉된 상태에서 용접된 것

- 봉단접합판 또는 봉단마개의 용접자국에 발생된 심한 변색(discoloring)

- 봉단접합판 표면에 발생된 두께 5% 초과 깊이의 표면결함

이상과 같은 것들이 발생되면 이러한 공정조사 및 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며 또한

합격 판정은 승인된 외관상태의 표준에 의거한다.

(3) 연료다발 치수

핵연료 다발의 도면 W80-M10 및 7.6 항의 샘플링 계획에 따라 치수검사를 실시해

야 한다.

(4) 청결상태

핵연료 다발의 표면에는 그리스, 오일, 먼지 및 기타 오염물질이 없어야 되며, 제품

상태는 고품질의 연료제조에 적합한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다발의 표면은 스와빙

(swabbing) 방법으로 우라늄 오염상태가 검사되어야 하며, 다발의 평균 오염상태는

2.8×10-8 gramNU/cm2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다발 표면의 우라늄 오염검사는

검사 계획에 준하여 실시한다.

(5) 연료다발의 기타사항

핵연료 다발에 대하여 제공하는 모든 사항은 아래와 같이 기록 및 유지해야 한다.

- 다발의 일련 번호 및 모델 번호

- 다발에 사용한 피복관, 봉단마개, 이산화우라늄, 지지체, 간격체 및 봉단접합판

등의 재료 롯트 번호

- ±10g 의 정밀도로 측정한 각 연료다발의 무게 및 이산화우라늄 무게 (kg으로

표시된다)

- 다발의 제조 완료일자

(6) 샘플링 시험

완성된 핵연료 다발에 대한 샘플링은 아래의 표 3.4.3.5에서와 같으며, 제품의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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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표 3.4.3.5 핵연료 다발 샘플링의 품질검사 일람표

1) 용접강도 1 PM (내환 및 외환에 대한 3개 이상/shift)

2) 다발 직경 100%
3) 다발 길이 1/shift

4) 봉단각도 (α) 100%
*

5) 봉단모서리의 폭 1/shift

6) 봉단마개 높이 1/shift

7) 봉단접합판 높이 100%
*

8) 지지체의 축방향 위치 100%

9) 간격체의 세로 교차폭 100%
*

10) 간격체의 가로 교차폭 100%
*

11) 연료봉간 간격 1/shift

12) 연료봉의 처짐 1/shift

13) 연료봉의 길이 변화 100%
*

14) 봉단부 용접상태 100%
15) 봉단접합판의 용접방향 100%

16) 결함검사 100%

17) 굴곡검사 100%
*

18) 봉단접합판의 직각도 1/shift
19) 봉단접합판의 국부파형 1/shift

20) 지지체 및 간격체의 중심위치 1/shift
21) 지지체의 원주방향 위치 용접지그 검사
22) 봉단접합판의 용접강도 용접지그 검사

* 다발제조 공정의 안정화상태에 따라 1/shift 이상의 샘플링 검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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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ingle 전극 모듈식 원격 다발 하단 용접장치 제작

가. 하단 용접장치 모듈화 설계 방안 설정

모듈식 원격 다발장치는 핫셀 내에서 연료봉을 조립하여 상하단의 end-plate 용접

하는데 사용되며, 이때 원격작업은 각각의 연료봉을 조립치구에 고정한 다음

end-plate를 이용하여 상단용접이 수행되면서 마지막 공정인 180°회전하여 하단용접이

수행된다. 이와 같이 모든 다발 제조과정이 핫셀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듈식

상단 및 하단 다발장치는 원격작업에 용이하도록 조립 설계가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

구는 하단 다발장치의 부품별 분해, 해체 및 결합이 가능하도록 모듈화 개념으로 1차

및 2차 설계를 완료하여 원격성 시험 및 운영 보완을 위한 모델링 설계가 수행되었다.

표 3.4.4.1 및 그림 3.4.4.1 과 같이 상단 용접헤드 part는 이미 설계가 수행되었고, 나

머지 장치인 다발회전 part와 연료봉 조립 part는 현재 설계가 완성되어 모델링 분석

이 진행 중이다. 그림 3.4.4.2는 mockup 시험시설에서 운영하게 될 모의시험용 원격

다발장치의 1차 설계 모형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기본설계 및 상세도면은

그림 3.4.4.3, 그림 3.4.4.4, 그림 3.4.4.5, 그림 3.4.4.6, 그림 3.4.4.7, 그림 3.4.4.8, 그림

3.4.4.9, 그림 3.4.4.10, 그림 3.4.4.11, 그림 3.4.4.12, 및 그림 3.4.4.13 이다. 또한 조사재시

험시설의 DFDF 내에서 설치하게 될 원격 다발장치는 그림 3.4.4.14 및 그림 3.4.4.15

와 같이 핫셀의 loop door (허용크기: 직경 450mm)를 이용한 분해, 해체 및 결합이 가

능하도록 설계가 반영된 2차 설계의 전체장치 모형도를 보여주고 있다.

표 3.4.4.1 원격 하단 다발장치의 설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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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1 전체 다발장치의 설계 구성

그림 3.4.4.2 모의시험용 다발장치의 1차 설계 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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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3 원격 전체 다발장치 1차 기본설계 도면

그림 3.4.4.4 메인프레임의 상단 장치부품 1차 상세설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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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5 메인프레임의 상단 장치부품 분해 도면

그림 3.4.4.6 메인프레임의 가지전극부품 1차 상세설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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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7 메인프레임의 접합판공급 장치부품 1차 상세설계 도면

그림 3.4.4.8 메인프레임의 접합판공급 장치부품 분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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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9 메인프레임의 하단상승 장치부품 1차 상세설계 도면

그림 3.4.4.10 하단부의 다발회전 장치부품 1차 상세설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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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11 하단부의 다발회전 장치부품 분해 도면

그림 3.4.4.12 하단부의 다발회전 장치부품 조립설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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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13 하단부의 연료봉조립 장치부품 1차 상세설계 도면

그림 3.4.4.14 Loop door를 이용한 원격 다발장치 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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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15 원격 전체 다발장치의 2차 설계 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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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Pro-E 이용한 모듈식 하단 용접장치 원격성 분석

그림 3.4.4.16과 같이 모듈식 다발장치 제작을 위한 설계방법은 동시공학(concurrent

enginnering)적으로 기술 검토 및 보완하면서 수행되었다. 그 중에서 원격 다발장치의

모델링 설계 및 모사실험은 PTC사의 pro-engine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차원 형상

화가 구현되었고, 여기서 그림 3.4.4.17은 전체의 3차원 형상을 구성하는 구조 형상, 부

품의 분해, 조립 등의 설계 사항을 보여주며, 또한 manipulator를 이용한 모의작업 진

행, 부분적인 부품 및 part별 장치 설계에 대한 분석 내용을 보여준다. 그림 3.4.4.18,

그림 3.4.4.19, 그림 3.4.4.20, 그림 3.4.4.21 및 그림 3.4.4.22 는 상 하단의 part별 주요

부품조립에 대한 분해, 해체 및 결합 형태를 보여준다.

그림 3.4.4.16 개선된 다발장치 설계 추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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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17 메인 프레임의 상․하단장치 분해 및 결합 모형도

그림 3.4.4.18 상단부의 용접헤드장치 분해 및 결합 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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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19 하단부의 다발상승장치 분해 및 결합 모형도

그림 3.4.4.20 하단부의 다발 회전장치 조립 및 결합 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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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21 하단부의 다발 회전장치 분해 및 결합 모형도

그림 3.4.4.22 하단부의 연료봉 조립장치 분해 및 결합 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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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듈식 상․하단 다발 용접장치 설계 개선

모듈식 상하단 다발장치의 조립설계는 기본적으로 원격 제조공정의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전체 부품설계의 단순화 및 보수 운용 면에서 hot cell 내의 manipulator 작업

이 용이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3.4.4.23 및 그림 3.4.4.24 는 상단의 용접헤드 part

에서 2차 설계가 진행 중인 모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여기서 설계 변경내용은 x-y

테이블에 부착된 서보모터의 직접 전달하는 방식에서 belt를 이용한 구동 방식과 x-y

테이블의 ball screw 사이즈를 교체하여 수정된 것이며, 기존보다 충분한 유효공간이

확보되었다.

그림 3.4.4.23 상단 용접헤드의 설계 변경

그림 3.4.4.24 상단 용접헤드의 수정된 설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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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25 및 그림 3.4.4.26 은 모의시험용 상하단의 메인 프레임 part에서 2차

설계가 진행 중인 모형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설계 내용은 핫셀 내에 loop door를 이

용하여 설치할 경우 메인 프레임을 4단 조립 형태로 구성해 보았다. 여기서 메인 프레

임의 크기는 직경 450mm 이며, 각각의 부품은 상단헤드 조립부, 접합판 공급이송 조

립부 및 밑판(bottom plate) 조립부로 hot cell 내에서 분리 및 결합이 가능하도록 설

계되었다.

그림 3.4.4.25 상․하단 메인프레임의 설계 변경

그림 3.4.4.26 상․하단 메인프레임의 4단 조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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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모듈식 다발 용접장치 원격 운용성 평가 및 모의 시험

그림 3.4.4.27과 같이 건식재가공 핵연료를 이용하는 다발용접장치를 제작 완성한

후 mock-up 모의시험 시설에 이동하여 모듈식 조립공정을 할 수 있는 원격 다발 용

접장치의 성능시험이 수행되었다. 본 용접장치의 기본 구성은 그림 3.4.4.28에서와 같

이 용접헤드 part, 회전 조립 part 및 연료봉 조립 part 이며, 이것은 핫셀 내에서 다발

조립 및 원격 운용이 가능하여 모듈화 개념으로 조립, 분해 및 교체할 수 있도록 구성

되었다. 표 3.4.4.2는 모듈식 원격 다발 용접장치의 제품 성능의 결과표를 보여주고 있

으며, 다음은 원격 다발 용접장치의 세부 점검 항목별 주요 구성부품을 나열하였다.

• 상▪하단 조립장치

▪Main electrode unit (그림3.4.4.28, 그림3.4.4.29, 그림3.4.4.30)

▪Branch electrode and branch electrode cover

(그림3.4.4.31, 그림3.4.4.32, 그림3.4.4.33)

▪X-Y stage unit (그림3.4.4.34)

▪Servo-motors (그림3.4.4.35)

▪Ball screw unit (그림3.4.4.36)

▪Diaphragm cylinder (그림3.4.4.37)

▪End-plate magazine box (그림3.4.4.38)

• 회전 조립장치

▪Rotary unit (그림3.4.4.39, 그림3.4.4.40)

▪Bundle transfer unit I (그림3.4.4.41)

• 연료봉 조립장치

▪Element Assembling unit (그림3.4.4.42, 그림3.4.4.43)

▪Bundle transfer unit II (그림3.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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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다발 용접장치)

그림 3.4.4.27 완성된 원격 상․하단 다발용접장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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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4.2 모듈식 다발 용접장치 원격성 및 운용성의 성능시험 결과표

구 분 세부 점검항목

성능 결과

[양호(○), 중간(△), 나쁨(×)]

장치

사진
접근성 조작성 용이성

1. 상․하단 조립장치

1-1 main electrode unit

(전극헤드 lock 분리→해체

→전극헤드 삽입)

그림3.4.4.28 ○ ○ ○

그림3.4.4.29 ○ ○ ○

그림3.4.4.30 ○ ○ ○

1-2 branch electrode and

branch electrode cover

(보조전극 cover 분리→보조

전극 해체→보조전극삽입)

그림3.4.4.31 ○ ○ ○

그림3.4.4.32 ○ ○ ○

그림3.4.4.33 ○ ○ ○

1-3 X-Y stage unit 그림3.4.4.34 △ △ △

1-4 servo-motors 그림3.4.4.35 △ △ △

1-5 ball screw unit 그림3.4.4.36 △ △ △

1-6 diaphragm cylinder 그림3.4.4.37 △ △ △

1-7 magazine box 그림3.4.4.38 △ △ △

2. 회전 조립장치
2-1 rotary unit (I/II)

그림3.4.4.39 ○ ○ ○

그림3.4.4.40 ○ ○ ○

2-2 bundle transfer unit(I) 그림3.4.4.41 ○ ○ ○

3. 연료봉 조립장치

3-1 element assembling

unit

그림3.4.4.42 ○ ○ ○

그림3.4.4.43 ○ ○ ○

3-2 bundle transfer unit(II) 그림3.4.4.44 ○ ○ ○

종합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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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28 원격조정기를 이용한 전극헤드뭉치 lock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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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29 원격조정기를 이용한 전극헤드뭉치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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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30 원격조정기를 이용한 전극헤드뭉치 교체



- 227 -

그림 3.4.4.31 원격조정기를 이용한 보조전극부 cover 분리

그림 3.4.4.32 원격조정기를 이용한 보조전극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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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33 원격조정기를 이용한 보조전극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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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34 X-Y stage unit

그림 3.4.4.35 Servo-mo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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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36 Ball screw unit

그림 3.4.4.37 Diaphragm cyl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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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38 Magazine bo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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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39 Rotary uni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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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40 Rotary unit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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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41 Bundle transfer unit (I)

그림 3.4.4.42 Element assembling unit (I)



- 235 -

그림 3.4.4.43 Element assembling unit (II)

그림 3.4.4.44 Bundle transfer unit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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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 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절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본 연구과제는 한-미 공동결정(JD)에 의거하여 고방사성 핫셀에서 실제 사용후핵

연료를 이용하여 연구 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과제로서, 세부 과제에서

생산한 후행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에 필수적인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가공 원격 제조

핵심 기술 자료 및 모의 사용후핵연료(SIMFUEL)를 이용한 연구 결과는 사용후핵연

료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되고 있는 여러 핵연료주기 기술 대안 연구 개발

에 활용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세부과제에서는 제한된 인력과 예산 한

계의 현실적인 여건에서도 과제에서 보유한 사용후핵연료 취급 핫셀 시설 및 장비,

mock-up 시설, 그리고 UO2 취급 각종 실험 시설 및 장치들을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위한 국내 선진 핵연료주기 기술 개발에 활용성이 높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기술 자료들을 생산하고 관련 타 과제 연구개발에 연계 활용함으로써,

본 세부과제 단계 연구목표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연구 성과를 거둔 것

으로 사료된다.

-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50,000 MWd/tU 이상)를 이용한 건식 재가공 산화물전환

체 원격 제조 연구에서는, SIMFUEL로 모사하기 힘든 탈피복, 분말화 특성 및

연소도가 혼합할 경우의 산화물전환체 제조 특성에 대한 핫셀 시험 자료를 생산

하여 사용후핵연료 회수율을 99%이상 달성할 수 있고 분말화 전환율이 99% 이

상인 개선 기술을 도출함으로서 향후 파이로 전처리공정에 필수적인 기반 기술

자료를 다양하게 확보하였음.

- 후행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을 위하여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할 핵비확산성 증진

에 필수적인 핵물질 계량 기술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분말 및

펠렛형 표준물질 제조 기반 기술을 개발함으로서 국내 사용후핵연료 이용을 위

한 신뢰도 증진에 기여하였음. 본 연구를 통하여 표준물질 형태별, 연소도별, 감

마선원 함량 조절 가능한 신개념 사용후핵연료 표준물질을 제조하여 샘플간 편

차(Cm 분포 균질도)가 IAEA에서 제시한 ± 5%를 만족함을 검증함으로서 향후

표준물질의 활용성이 매우 증진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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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제조

기술 개발
100%

○고연소도 사용후

핵연료 이용

분말화 기술개선

- 연소도 50GWd/tU이상 사용후핵연료

이용 기계적 탈피복 및 분말화 특성

자료 확보 : 피복관 내면에 약 10%

핵물질 고착

- 저/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분말 입자

크기 분포 특성 자료 구축 및 분말화

공정 개선 : 미분쇄후 분말화 (>

99% 이상)

100%

- 고연소도

사용후핵연

료봉 이용

hull 및 분말

시료 핫셀내

측정

○고연소도 사용후

핵연료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제조특성 평가

- 저/고연소도 혼합 분말 이용 산화물

전환체 원격 제조 특성 평가 자료 확보 :

단순 소결공정시 품질 기준 (95% TD

이상) 불만족

- 연소도 혼합시 품질기준 만족 적정 제조

조건 설정 : Two-step 소결 공정 성능

검증

100%

- 저/고연소도

사용후핵연

료 혼합분말

이용 원격

제조

-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공정에서 불순물로 고려하여 제거 대상인 희토류원소의 고

온 열처리에 의한 상분리 및 상분리된 분말의 기계적 분리 공정에 대한 기초 자

료를 충분히 확보하였음. 희토류 원소 상분리를 위한 고온 산화후 저온 열처리

공정을 설정하여 특허 출원하였으며, 적정 상분리 거동 조건을 도출함으로서 연

구 목표를 충분히 달성함.

- 듀픽 기술의 완성 측면에서 모듈식 원격 다발 용접장치 설계하고 각 모듈별 원격

운영성 특성을 설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가하여 모듈식 원격 다발 용접장치

설계 기술 및 원격 용접 장치 제작 기술 체계를 구축함으로서 단계 연구 목표를

달성하였음. 본 과제에서 수행한 모듈화 개념을 바탕으로 Pro-E 이용한 장치 기

본 설계 및 입체 형상 도면으로 모듈화 원격성에 대한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상

세 설계 기술을 개발함으로서 향후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파이로 공정 원격 운

전장치 및 TRU를 이용한 SFR 핵연료 원격 제조 장치에 본 개념을 활용하여 연

계성을 증진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상과 같은 세부 연구 목표별 주요 연구 개발 실적은 다음 표와 같으며, 계획 대

비 연구 목표를 100%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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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연소도 사용후

핵연료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제조기술 개발

- 산화물전환체 원격 제조 단위공정별

최적 조건 종합 검증

-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봉 기계적

탈피복장치 보완 및 성능시험

- 핫셀 원격운전 경험 반영 전

연소도범위 사용후핵연료 건식재가공

자격화 공정 재설정

100%

- 핫셀 원격

운전 자료

및 know-

how 기술

종합 평가

■ 사용후핵연료 이용 표준물질 제조 기술 개발 100%

○사용후핵연료

표준물질 제조

기술성 분석

- 산화물전환체 형태별 표준물질 평가

기술 현황 분석 및 방법론 제시

- 신개념 사용후핵연료 표준물질 제조

공정(안) 설정

- 표준물질 형태별 상세 실험 항목 도출

100%

- 국내외 기술

자료 분석을

통한 제조

공정 설정

○사용후핵연료

이용 분말형

표준물질 제조

- 사용후핵연료 연소도별 분말형

표준물질 제조 : 6종류(세슘 유무)

- DSNC이용 분말형 표준물질의

핵물질 균질도 ± 5% 만족 입증

- 연소도별 (35 ～ 65 GWD/tU)

분말형 표준물질 내

핵분열성물질/연소도 화학 분석 및

균질도 특성 평가

100%

- 저/고연소도

사용후핵연

료 분말이용

시료 제조

및 DSNC

/화학분석

결과 평가

○사용후핵연료

이용 펠렛형

표준물질 제조

- 저연소도 (27, 35 GWd/tU) 펠렛형

표준물질 1차 제조 및 화학분석 자료

확보

- 연소도별(27 ～ 65 GWd/tU) 펠렛형

표준물질 제조 및 DSNC 이용

중성자 계측

- Cf-252 표준 선원 이용 DSNC 교정

- 사용후핵연료 표준물질 함유 밀봉

용기 제작

- 고연소도 펠렛형 표준물질

화학분석을 통한 핵분열성물질/

연소도 특성 평가

100%

- 저/고연소도

사용후핵연

료 분말이용

제조된 펠렛

DSNC/화학

분석 결과

평가

■ 희토류원소 분리 거동 특성 평가 100%

○산화공정에 의한

희토류원소 분리

거동 특성평가

(SIMFUEL

이용)

- 고온 산화공정에 의한 희토류 원소

복합성분 상분리 거동 특성 분석

- 산화온도별 단일/복합성분 희토류

원소 상분리율 자료 확보 : 고온

산화 열처리( ～ 1,400℃)시 30

100%

- SIMFUEL

이용 열처리

분말 SEM/

화학분석을

통한 상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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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d/tU (>82%), 60 GWd/tU

(>91%)

- 희토류 상분리 공정 물질수지 설정

및 응용성 분석

율 평가

○기계적 분리에

의한 희토류원소

분리 특성평가

(SIMFUEL

이용)

- 희토류원소 기계적 분리 후보기술

분석 및 방법 선정

- 기계적 방법에 의한 희토류원소

분리율 증대를 위한 열처리 조건

개선 : 고온 산화후 저온

환원/산화(<500℃) 반복처리

- 희토류원소 함유 분말 열처리

조건별 자화율 특성 자료 확보 : UO2

> U4O9(UO2.25) > U3O8 > UO3

- 진동/Sieve 및 자석 이용 기계적

분리 특성 평가 자료 생산

100%

- 후보 기술

설정 및

열처리 분말

이용 자성

분리 실험을

통한 상분리

율 평가

○저함량 희토류

원소함유 분말

이용 산화물

전환체 제조특성

평가(SIMFUEL

이용)

- 고온산화 처리된 결합입자 분리를

위한 자성이용 특성 평가 자료 확보

- 결합입자 분리 개선을 위한 밀링

공정 도입 자성분리 공정 흐름도

설정

- 희토류원소 자성 분리 공정 실험을

통한 적정 조건 설정 및 장치 개념

설계 자료 구축 중

100%

- 자성분리한

분말 이용

희토류원소

함유량별

소결체 제조

특성자료

생산

■ Single 전극 모듈식 원격 다발 용접장치 설계 및

제작
100%

○핫셀 원격 용접

기술성 분석

- Zr-4 접합판 용접공정 변수 분석 및

개선 기술 평가

- 원격다발 용접공정용 특수 tool 설계,

도면 검토

- 모듈식 원격 다발 용접장치 개념

설정

- 모듈식 원격 다발 용접장치

기본설계 완료 : 상단 용접 헤드부,

접합판 가지전극 교환부, 이송

삽입부 및 다발 회전부

100%

- 핫셀 용접

기술 자료

을 통한

장치 개념

설정

○모듈식 원격 다발

상단 용접장치

제작

- 원격 다발 상단 용접장치 모듈화 상세

방안 설정 및 모듈별 상세설계,

도면작성

- Pro-E 이용 모듈장치별 해체/조립

원격 운영성 평가 모의(mock-up)

시험

100%

- 기본 설계후

Pro-E 이용

모듈장치별

분해/조립

평가에 의한

설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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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단 용접장치 제작용 핵심부품 확보

및 기존 멀티핀 용접장치 이용 장치

개량 제작

- 다발 용접강도, 치수측정 공정관리의

판정 기준 비교 및 기술 분석
○Single전극

모듈식 원격

다발 용접 장치

제작

- 모듈식 하단 용접장치, 연료봉 조립 및

다발 회전부 기본 설계 완료

- Pro-E 이용 각 모듈별 원격 조립,

해체 모의시험을 통한 설계 자료 보완

완료

- 모듈식 원격 다발 전체 용접장치 조립

설계 완료

- 각 모듈별 제작 도면 작성 완료

- 모듈식 원격 다발 용접장치 제작 및

mock-up 시설내 구축

100%

- 기본 설계후

Pro-E 이용

전체장치

모듈별 원격

성 평가를

통한 설계

자료 보완

및 제작도면

작성

- 장치 제작

완료

총계5) 100

제 2 절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1. 기술적 측면

- 사용후핵연료 연소도별 탈피복 및 분말화 개선 기술 등의 핵심 기술 자료 등은

파이로 공정을 포함한 핵연료주기 기술개발 원천 기술로 활용 가능.

-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표준물질 제조 기술은 핵연료주기 공정 전반적의 핵

물질 계량관리에 직접 활용 가능함.

- 다양한 연소도 범위의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전처

리 공정,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제조 특성에 대한 원천 기술 자료를 생산함으로서

사용후핵연료 저장 및 재순환, 처분 등 핵연료 주기 연구 개발에 필수적인 기술

자료를 생산할 수 있음.

- 파이로 공정에 앞서 불순물 제어를 위한 전처리 공정으로 활용하여 공정의 효율

을 높일 수 있는 선행 공정으로서 역할도 기대됨.

- 건식 공정에 의한 불순물 제어을 통하여 불순물이 낮은 분말을 별도 공정으로 처

리함으로서 재순환 핵연료 주기 공정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리 용량의 증대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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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되며, 아울러 원격 제조 공정 효율 및 제조된 전환체의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 사용후핵연료 연소도별 건식 재가공 특성 평가 자료는 파이로 공정 개발과 연계

하여 관련 분야에 직접적으로 활용함.

2. 경제, 산업적 측면

-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확보되는 원격 제조 핵심 기술 및 설비는 핵연료주기

공정 개발을 위한 투자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함.

- 핵연료주기 개발을 위한 핵심 자료 확보를 통해 원자력 기술의 자립을 위한 독자

적인 기술력 확보가 가능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 경제에 많은 이득이 기대됨.

- 사용후핵연료 감용을 위한 전해환원 기술과 사용후핵연료 재순환을 위한 파이로

공정 기술개발에 필요한 대용량 핫셀 설계 및 공정 구축 기술 확보가 가능함.

- 본 과제를 통해 확보 개발된 핵심 기술 및 시험 설비를 국내의 미래형 원자로 핵

연료 개발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기술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사용후핵연료를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재순환 산화물 핵연료 또는 금속

핵연료 특성 평가 자료 구축을 통해 원자력 기술 자립을 위한 독자적인 기술력

확보가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국가 경제에 많은 이득을 초래할 것으로 기대됨.

- 현재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전처리 공정으로서 부각되고 있는 탈피복-분말화 공

정 기술은 항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세계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개발하고 있음.

미국 AFCI에서 대용량 탈피복-분말화 공정 기술이 상용화 된다면 사용후핵연료

건식 처리 공정 기술에 있어 기술료 수입도 예상됨.

- 핵물질 계량용 표준물질 제조 기술은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기술의 투명성 확보

에 활용되며, 기술 수출도 가능함.

- 본 기술의 실험적 실증을 통해 미래형 핵연료주기 핵심 기술을 확보하여 원자력

기술의 세계적 추세인 Gen-IV, INPRO, GNEP 프로그램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

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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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제 1 절 주요 연구개발 결과

본 과제는 사용후핵연료를 형질 변경하여 후행 핵연료주기 에 공통으로 필요한 핵

심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연구 과제로서, 다음과 같은 주요 연구를 수행

하였다.

○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이용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원격 제조기술 및 자료 구축

-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원격 제조 기술개발

- 사용후핵연료 이용 표준물질 제조 기술개발

- 희토류원소 분리거동 특성 평가

- Single 전극 모듈식 다발 용접장치 개발

○ 본 연구 개발을 통하여 구축한 각 연구 항목별 활용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분야

SF 연소도 혼합
원격제조 기술개발

SF 이용 표준물질
제조 기술개발

모듈식 다발 원격
용접장치 설계, 제작

대표적

연구성과

¢저/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건식재가공 특성 자료 확보

v 기계적 탈피복 특성

v 산화분말 입자특성

v 연소도 혼합시 제조특성

원격 제조 특성 평가

¢SIMFUEL 제조 기술

¢다년간 핫셀 원격 운전 및

공정장치 원격 운영 경험

¢ 사용후핵연료 이용 분말, 

펠렛형 표준물질 제조 기술

v 연소도별 표준물질 제조

기술 : 균질도 검증

¢ 제조된 표준물질 특성 평가

자료 확보

v 형태별 중성자 방출특성

v 연소도 측정분석 자료

v 표준물질 응용성 분석

¢ 원격 공정장치 모듈화

및 설계 시스템 기반 구축

v 장치 모듈화 및 Pro-E 

이용 원격 모의시험

¢ 핫셀 운전 경험 반영

원격 mock-up 시험시설

구축 (SFR핵연료 연계)

타분야

활용

¢ 파이로 공정 자료 제공

: 실제 사용후핵연료와

SIMFUEL 차이점

¢ SIMFUEL 이용 과제에 분말, 

펠렛 제공, 정보 교환

¢ 핵물질 안전조치 분야 : 

핵물질 계량용으로 응용을

통한 향후 기술 개선 협의

¢ 사용후핵연료 이용 특성

분석 결과 공동 활용 협의

¢ SFR 핵연료 원격 제조

공정장치 모듈화에 활용

¢ PRIDE용 원격 공정장치

설계 방안 분석에 활용

향후

활용성

¢ 파이로 전처리공정 대용량

탈피복-분말화장치 개발

¢ 전처리공정 물질형태별

핵물질계량 기술 개선

¢ 전처리 원격 공정장치

설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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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개발 결과 활용실적 및 계획

연구 항목

세부과제간 연계 타분야 연계 활용

세부과제 및 타과제 활용 연계 내용생산

과제

활용

과제

연계

타과제명

활용

시점

사용후핵연

료 연소도별

분말화 특성

자료

세부 1
세부 21)

세부 32)

고온

용융염

전해환원

공정개발

2009년

상반기

-실제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별 분

말화 특성 자료를 확보하고, 전해

환원 공정에 활용 가능한 분말 입

자크기 제어 자료를 생산중임

-전해환원 공정과 연계 세미나를 개

최하고 자료 활용 방안을 논의하

여, 2009년도에 분말 입자 제공

핵물질

계량용

표준물질

제조

특성 자료

세부 1 세부 3

핵물질

계량

안전조치

기술개발

2009년

하반기

-2008년에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

용한 분말형 표준물질 제조 및 특

성 평가 자료를 확보하였음.

-핵물질 계량용으로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안전조치 분야와 주기적으

로 협의하고, 2009년도에 분말형

표준물질 활용을 우선 추진키로 함

희토류원소

상분리 특성

자료

세부 1 세부 3

고온

용융염

전해환원/

전해정련

공정 개발

악티나이

드 위해도

저감화

기술개발

2010년

이후

-SIMFUEL 이용한 파이로공정 실

험자료 확보후 희토류원소 사전 분

리의 응용성을 평가하고자 함

-본 기술의 파생 응용분야로서, 파

이로공정을 포함한 후행 핵연료주

기 기술 개발 분야에서 최근에

SIMFUEL 이용 연구가 매우 활발

하게 수행되어 SIMFUEL 공급 및

관련 제조기술 연계가 밀접하게 이

루어지고 있음

모듈식 원격

다발

용접장치

설계 자료

세부 1 세부 2

소듐냉각

고속로

핵연료

핵심기반

기술 개발

2008년

～

2009년

-2008년에 소듐냉각 고속로용 핵연

료 핵심 기술개발 과제에 참여하여

TRU 금속 핵연료심 원격 제조용

장치의 모듈화 및 개념설계 기술

개발에 본 기술을 접목하여 활용

중에 있음

(주) 1. 세부과제 2 :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고도 전처리 공정개발

2. 세부과제 3 : 건식 재가공 전환체 물성 특성 연구



- 245 -

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 Influence of High Burnup and MOX Fuel, and Advanced Core Operation on

Spent Fuel Management, IAEA TECDOC, In Press(2009)

○ Nuclear Fuels-Present and Future, J. of Nuclear Materials(2009)

○ Spent Fuel Reprocessing Options, IAEA-TECDOC-1587(2008)

○ Advances in Applications of Burnup Credit to Enhance Spent Fuel

Transportation, Storage, Reprocessing and Dispositions, IAEA-TECDOC-

1547(2007)

○ Processing of Used Nuclear Fuel for Recycle, UIC Nuclear Issues Briefing

Paper # 72(2007)

○ Remote Maintenance Design Guide for Compact Processing Units,

ORNL/TM-2000/124 (2000)

○ Design and Evaluation of Processes for Fuel Fabrication, Quarterly Progress

Report #1, UNLV AAA University Participation Program (2001)

○ Evaluation of Methods for Decladding LWR Fuel for a Pyroprocessing-Based

Reproocessing Plant, ORNL/TM-12104(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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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목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고도 전처리공정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개발의 목적

•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고도 전처리 공정 및 배기체 처리 기술 개발

- 사용후핵연료 고도 휘발성산화공정 개발

-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공정 배기체 및 폐피복관 처리 기술 개발

2. 연구개발의 필요성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위한 선진 핵연료주기 기술 중 전처리 공정기술은

사용후핵연료 습식 및 건식 처리 공정에 공통으로 이용되는 선행 기술로서, 세계

적으로 기술 고도화를 추진 중임. 이중 고도 휘발성 산화공정 채택 시 세슘 등

핵종의 제거로 방사능 준위가 약 50% 감소함. 이로 인해 후속공정의 방사능 부

하가 감소하여 관련 시설의 차폐 두께 감소, 공정장치의 내구수명 증대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예상됨. 본 과제에서 추진 중인 다공성 우라늄 산화물 입자는 전

해환원 속도가 크고, 염 이송이 적으며, 충전밀도가 높은 장점이 있음. 사용후핵

연료 전처리 공정 중에는 Kr, Xe, H-3등 휘발성 배기체와 Cs, Tc, I 등 준휘발

성 핵분열생성물이 발생하므로 시설의 안전 운영과 작업자의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해서 이에 대한 적절한 처리 및 관리 기술개발이 필요함. 상기 기체상핵분열

생성물을 선택적으로 포집하면 폐기물 처리 처분관점에서 많은 이득이 예상됨.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3년간 수행한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DFDF 핫셀에서의 탈피복 실험

- 산화 탈피복 공정의 온도 영향 평가



- ii -

-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특성을 고려한 DFDF 핫셀에서의 기계적 탈피복

기술 개선

- 사용후핵연료 이용 산화 탈피복 공정의 연소도 영향 평가

-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특성을 고려한 DFDF 핫셀에서의 기계적 탈피복

성능 실험 및 평가

- 사용후핵연료 이용 산화 탈피복 공정의 산화 분위기 영향 평가

• 휘발성산화공정 기술개발

- 오존 산화조건 하 오존 농도, 온도별 준휘발성 핵분열생성물 거동 특성

분석

- 산화 온도별 준휘발성 핵분열생성물 거동 특성 분석

- SIMFUEL을 이용한 산화 조건 하 연소도별 준휘발성 핵분열생성물 거동

특성 분석

- 200 gHM/batch 규모 SIMFUEL 이용 휘발성 산화 공정 실험 (약 1000

℃ 이상)

- 200 gHM/batch 규모 SIMFUEL 이용 휘발성 산화공정 고온 감압 산화실

험

- 준휘발성 핵분열생성물 제거율 증대를 위한 공정 조건 설정

• 배기체처리 기술개발

- 200 gHM/batch 규모 휘발성 산화공정 및 배기체 실험장치 제작 및 성능

실험

- 세슘포집재 성능 확인

- 200 gHM/batch 규모 SIMFUEL 이용 다핵종 배기체 처리 실험

· 단일핵종(Cs, Ru 등)이용 포집성능 개선

· SIMFUEL 이용 다핵종 배기체 처리 실험

- 사용후핵연료 산화 시 연소도별 준휘발성 핵분열생성물 거동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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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다성분 핵종 포집 성능 확인

- 200 gHM/batch 규모 SIMFUEL 이용 고온 감압 조건하 발생한 다핵종

배기체 처리 실험

• 폐피복관 처리기술

- 폐피복관 염소 처리를 위한 반응 유도장치 설계, 제작

- 폐피복관 염소 처리를 위한 반응 유도장치 성능 시험

- 폐피복관 처리를 위한 염소 주 반응장치 제작 및 성능 실험 (반응온도,

염소농도 영향 평가)

- 폐피복관 염소 처리공정 중 지르코늄 화합물 기-고 분리 실험 (순도 99%

이상)

• DFDF 핫셀 공정 장비 운용 고도화

- DFDF 핫셀 원격조정기 유지보수

- DFDF 핫셀폐기물 RWTF Monolith 이송 및 저장

Ⅳ. 연구개발 결과

당해 단계기간 중 주요 연구개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사용후핵연료 탈피복 기술개발

- 정적 조건하 연소도, 산화온도에 따른 산화탈피복 실험자료 확보

- 저연소도(37 GWd/tU) 사용후핵연료의 2.5 cm Rod-Cut의 경우 500℃, 공

기분위기에서 10시간 산화시 탈피복율이 99%이상

- 고연소도(50 GWd/tU 이상) 사용후 핵연료의 경우 산화 탈피복율이 30%

정도로 회전운동이 필요한 것을 확인

- 고효율 수평형 기계적 슬리팅 장치 이용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60

GWd/tU, Zirlo 피복관)를 슬리팅하였음. 탈피복율 약 74%였고, 피복관

내면에 26% 핵물질 잔류함. 산화탈피복 방법 추가 적용시 우라늄 회수율

99%였음

- 수평형 기계적 슬리팅 장치를 이용하여 25cm Rod-Cut 1개를 슬리팅하는

데 약 0.5분 소요되는 효율적인 공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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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발성산화공정 기술개발

- RuO2의 산화도 증대 및 CsI의 산화분해 실험을 하였으나 의미 있는

산화거동을 확인할 수 없었음

- U3O8 분말은 200℃, 6시간 오존산화에 의해서 단사정계 구조의 ε-UO3 상

으로 전환됨

- 휘발성 산화장치는 회전로형으로 고정 원통형보조기를 이용하여 고정형인

배기체 처리장치와 일체형을 이루도록 특수 제작하였음

- 열처리는 산소분위기에서 2단계(500, 700℃) 산화 후 알곤분위기에서 1,10

0℃/3hr로 하였으며, 회전로의 회전속도는 3 rpm으로 성능시험 및 확인

- 열역학적 특성계산에 의한 준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의 산화 및 휘발특성 분

석

․증기압: Tc2O7 > Cs > Cs2O > Cs2O2 > CsBr > CsI > MoO3>

RuO2> Cs2Te > Cs2MoO4> Cs2UO4

- 공기분위기하에서 준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의 산화 및 휘발 특성분석

․Re(Tc대용): 330℃에서 산화, 370℃에서 휘발시작, 800℃에서 98% 제거

됨

․CsI: 산화되지 않고 650℃에서 휘발시작, 800℃에서 98% 제거됨

- 금속석출물을 형성하는 단일성분의 금속분말을 열중량분석기로 산화 및

휘발거동을 분석

․산화속도: Mo > Ru > Rh

․휘발성: MoO3 > RuO2 > Rh2O3

- 금속석출물 형성 준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의 산화처리 공정 조건 설정:

700℃, 3시간, 산소

- 회전형 휘발성 산화장치 및 SIMFUEL 이용 그래뉼형 원료입자 제조성 2

회 시험 확인

- 준휘발성 핵분열생성물 제거율 증대를 위한 공정 조건 설정:

1200℃, 3시간, 7≦압력(torr)≦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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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조 휘발성 산화장치 이용 1 mm 이상 그래뉼형 원료입자 제조 증대

확인: 1 mm이상 수율: 71 wt.%, 벌크 밀도: 5.07 g/㎤, 겉보기 기공율:

39.5%

•핵종별 배기체 포집단위공정 기술개발

- PWR 사용후핵연료(초기농도: 4.5wt.%, 연소도: 45,000 MWd /tU, 냉각기

간: 25년)를 선정하여 처리규모 200g/batch의 배기체 처리장치를 설계하고

제작함

- 배기체 단위공정 포집장치 시제품의 성능시험은 단위포집장치의 온도, 진

공도, 기밀성에 대한 성능시험 결과 설계조건을 모두 만족함

- 세슘 교체시기에 관한 실험은 2-zone furnace를 이용하여 zero release 관

점을 기준으로 세슘 휘발량별 세슘 포집량 실험을 수행함

- 석탄회필터는 세슘 포집량 약 1.4(g-Cs/g-filter)에서도 필터의 건전성을

유지하였음. 또한 석탄회 필터 70g을 이용하여 약 44g(연소도 45 Gwd/tU

사용후핵연료 12kg 상당)의 세슘을 포집할 수 있음을 확인함

- 상압하 석탄회필터를 이용하여 1000℃에서 세슘과 몰리브덴을 동시 포집

함

- 상압하 석탄회필터와 칼슘필터를 이용하여 1000℃및 800℃에서 세슘과 레

늄을 분리 포집함

- 회전로형 휘발성 산화장치에서 SIMFUEL로부터 휘발된 다핵종 배기체

를 처리 하기위하여 석탄회필터(1000℃), 칼슘필터(800℃) 및 AgX(150℃)

를 이용하여 포집실험을 수행함

- 60,000 MWd/tU 및 35,000 MWd/tU 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의 세슘의 총

방출률은 각각 43%, 60% 임

- 사용후핵연료 산화실험 후 장입된 석탄회 필터를 감마스캐닝 한 결과 하

여 Cs-134와 Cs-137를 측정한 결과 대부분의 세슘이 필터 셋째 단 이내

에 전량 포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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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피복관 염소 처리 기술개발

- 염소 가스의 안전취급 시설 확보 및 취급법 체득

- 기계적 방법을 이용한 Zr 산화피막 제거기 개발

- 염소반응 실험장치 설계 및 장치 확보

- 온도, 염소농도 변화에 따른 염소반응 실험 자료 확보

- 폐피복관 산화 온도에 따른 염소 반응 실험 자료 확보

- 산화피막 제거율에 따른 염소반응 실험 자료 확보

- 폐피복관 염소처리법에 대한 공정도 도출

- 폐피복관 염화물 불순물 제거 장치 설계

- 폐피복관 염화물을 300℃, 350℃ 열처리시 불순물 (Fe+Cr+Sn)함량을 약

61% 이상 감소

•DFDF 핫셀 공정 장비 운용 고도화

- DFDF 핫셀의 10대 원격조정기를 안전하게 해체, 제염, 고장수리, 설치하

여 재사용

- IAEA로부터 DFDF Roof Door 개방 및 핫셀폐기물 RWTF Monolith 이

송저장관련 승인 취득

- 10년간 누적된 핫셀 폐기물을 50리터 폐기물 용기에 정리 적재함

- DFDF 핫셀 최초로 폐기물 이송용 캐스크와 Roof Door를 통해 5개 폐기

물 용기를 RWTF Monolith로 안전하게 이송 저장함

- QC로의 파손 알루미나 튜브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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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회전형 휘발성 산화장치를 이용한 그래뉼 제조 기술은 PRIDE 전용 공학규

모 Voloxidizer 설계에 본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그래뉼 형태의 연료입자를 전해

환원공정에 공급 예정임. 이 기술이 성공적으로 입증되면 ESPF 시설에도 적용할

예정임.

당 연구팀이 제안한 입도제어, 핵종제거, 선택적 핵종포집 (PRESENT,

Particle size control, REmoval of fission product, SElective Nuclide Trapping)

공정은 미국 AFCI 프로그램의 파이로공정, 습식 공정을 위한 전처리공정의 기술

주도권 확보에 활용될 수 있음.

선택적 핵종 포집기술은 세슘 필터의 경우 중저준위 폐기물이 되며, 감마

소스로 활용이 기대됨. 장수명핵종 Tc-99, I-129는 taget으로 제조하여 소멸처리

연구에 활용되는 것이 기대됨. 염폐기물 처리 기준 공정인 INL 세라믹공정으로

염폐기물을 처리한다고 가정하면, 본 공정은 INL 세라믹공정의 고준위폐기물을

상당히 감용 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고도 전처리 공정 개발을 통하여 미래형 핵연료주기

핵심기술을 확보하였으며 원자력 기술의 세계적 추세인 GEN-IV, INPRO, AFCI

프로그램에 능동적 대처에 활용함.

탈피복 기술, 휘발성 산화 처리 기술, 배기체 처리 기술, 폐피복관 염소처리

기술, 핫셀 공정장비 운용 고도화 기술은 ESPF의 기반기술로 활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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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영문 요약문)

I. Project Title :

Advanced Head-End Process Development of Spent Nuclear Fuel

II. Objectives and Necessities of the Project

A. Objectives

○ Development of advanced pre-treatment process and waste treatment

technology

- Advanced oxidation process, process optimization, large scale process

- Treatment technology of off-gas and cladding waste from

pre-treatment process, technology optimization, and large scale process

development

B. Necessities of the Project

Pre-treatment process technology of advanced nuclear fuel cycle is

common technology applied to both of wet and dry process of spent fuel.

This technology is being upgraded worldwidely. If the advanced oxidation

process is adopted, radioactive level of nuclear material is reduced by ～50%

due to removal of Cs, Tc, I, etc. This makes radio-active load of downstream

process be lowered. So, required shielding thickness of related facility can be

reduced and life span of process equipment can be increased. From this,

economic benefits can be expected. There are merits such as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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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reduction rate, low salt carry-over, high packing density, etc in porous

uranium particles, which is the research target of this project.

Volatile fission product(Kr, Xe, H-3, etc) and semi-volatile fission

product(Cs, Tc, I, etc) are released during pre-treatment process of spent

fuel. So, in order to operate related facility safely and to manage

radio-activity dose of operators safely, development of off-gas treatment

technology is needed. If gaseous fission products can be trapped selectively,

many benefits can be expected in view of treatment and disposal of filter

wastes.

Ⅲ.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e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are as follows:

A. Decladding experiment in DFDF hot cell using spent nuclear

fuel

- Evaluation on the effect of temperature on oxidative decladding process

- Improvement of mechanical slitting technology with considering high

burnup characteristics of spent fuel

- Evaluation on the effect of burnup on the oxidative decladding process

- Carrying out mechanical decladding experiment in DFDF and its

evaluation with considering burnup characteristics

- Evaluation on the effect of oxidation environment on oxidative

decladding process using spent fuel

B. Development of oxidation process

- Analysis on the effects of ozone concentration and temperature on

semi-volatile fission products behavior under oxidation condition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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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zone

- Analysis on the effect of oxidation temperature on semi-volatile fission

products behavior

- Analysis on the effect of burnup on semi-volatile fission products

behavior under oxidation condition using SIMFUEL

- Oxidation experiment(>～1,000℃) using SIMFUEL and a rotary

oxidizer (200 gHM/batch)

- Oxidation experiment(>～1,000℃ and vacuum) using SIMFUEL and a

rotary oxidizer (200 gHM/batch)

- Establish process condition for increasing removal rate of semi-volatile

fission products

C. Off gas treatment technology

- Fabrication and performance test of experimental off gas trapping

equipment

- Performance confirmation of cesium filter

- Experiment on treating multi-component off gas using SIMFUEL and

an off gas trapping equipment (200 gHM/batch)

· Improvement of trapping performance using single component(Cs, Ru

etc.)

· Experiment on treating multi-component off gas using SIMFUEL

- Analysis of semi-volatile fission product behavior with variation of

burn-up and performance confirmation for trapping multi-component

nuclides during oxidation of spent fuel

- Experiment on treating multi-component off gas using SIMFUEL and

an off gas trapping equipment (200 gHM/batch) under high

temperature and vacu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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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Treatment technology of Zircaloy tube

- Design and fabrication of pre-treatment equipment for treatment of

zircaloy tube

- Performance test of pre-treatment equipment for treatment of zircaloy

tube

- Fabrication and performance test of reactor for treatment of zircaloy

tube (effect evaluation of reaction temperature, gas concentration)

- Removal experiment of impurities from zirconium compound during

treatment process of zircaloy tube (purity> 99%)

E Efficient operation of process equipment in DFDF

- Maintenance of master slave manipulators in DFDF

- Transportation to RWTF monolith and storage of hot cell waste in

DFDF

Ⅳ. Results of this project

The results of this project are as follows:

A. Decladding experiment in DFDF hot cell using spent nuclear

fuel

- Obtain experimental data of oxidative decladding with variation of

burn-up, oxidation temperature under static condition

- In case of 2.5 cm rod-cut(low burn-up fuel, 37 GWd/tU), decladding

ratio was >99% when oxidation at 500℃ and for 10 hrs

- In case of high burn-up fuels(>50 GWd/tU), oxidative decladding ratio

was ～30%. So, rotation motion of rod-cuts was needed

- High burn-up fuel(60 GWd/tU) was slitted by a highly 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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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tal type mechanical slitter. Decladding ratio was 74% and 26%

of fuel meat was attached to inside of cladding hull. When additional

oxidative decladding was applied, recovery ratio of uranium was 99%.

- It took 0.5 min for new horizontal type slitter to slit a 25 cm rod-cut.

It was efficient

B. Development of oxidation process

- Ru metals and CsI powder could not be converted into RuO2 and

oxides of CsI

- U3O8 powder was completely converted into ε-UO3 monoclinic phase

at 200℃ for 6 hrs

- Design and fabrication of rotary-type oxidizer specially connected to

off-gas trapping uints for pulverization, oxidation, and particle size

control of powder using SIMFUEL

- Confirmation of oxidizer performance by blank test

(1) two steps' oxidation: 500 and 700℃ in O2, (2) particle size

control: 1,100℃ for 3 hrs in Ar, (3) rotational velocity of

oxidizer: 3 rpm

- Analysis of oxidation and vaporization behaviour of semi-volatile

fission products by using thermodynamic calculation

․Equilibrium vapor pressure:

T c 2O 7>C s>C s 2O>C s 2O 2>C sB r>C s I>M oO 3>R uO 2>C s 2 T e>

Cs2MoO4>Cs2UO4

- Experimental analysis of oxidation and vaporization behaviour of semi

-volatile fission products in air

․Re(surrogate of Tc): initiating oxidation at 330℃ and vaporization at

370℃, being removed upto 98% at 800℃ during heating

․CsI: could not be oxidized upto 800℃, initiating vaporization at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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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being removed upto 98% at 800℃ during heating

- Analysis of oxidation and vaporization behaviour of noble metals

forming metallic precipitates by using thermogravimetric analyzer:

․Oxidation rate: Mo > Ru > Rh

․Vaporization rate: MoO3 > RuO2 > Rh2O3

- Establishment of process conditions for oxidation of noble metals

forming metallic precipitates: at 700℃ for 3 hrs in oxygen

- Identification of fabricability for granule-type U3O8 SIMFUEL particles

by two batches' oxidation

- Establishment of process conditions to greatly increase vaporization

rate of semi-volatile fission products: at 1200℃ for 3 hrs under

process pressure range from 7.6 to 76 torr

- Production rate of the granule-type U3O8 SIMFUEL particles higher

than 1 mm was increased by using modified rotary oxidizer: product

rate of granule higher than 1 mm: 71 wt.%, bulk density: 5.07 g/㎤,

apparent porosity: 39.5% (1st experimental results)

C. Off gas treatment technology

- The OTS (Off-gas Trapping System) was designed and manufactured

on a lab-scale based on the estimated amount of fission products

evolved from the oxidation process of the 1 batch (200 g) of PWR

spent oxide fuel (4.5 wt% U-235 enrichment, 45,000 MWD/MTU and

5-years cooling)

- Performance evaluation of off-gas trapping system was conducted in

terms of temperature, vacuum degree, leak test. etc. It showed a good

agreement with the design criteria of this system

- Breakthrough curve experiments on fly ash filter in terms of cesium

volatilization quantities was conducted on the basis of the zero-release

of ces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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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hardness of fly ash filter was strong up to cesium trapping

quantity 1.4(g-Cs/g-filter).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fly ash

filter(70g) can trap up to about Cs of 44g(～ SF 12kg with bunn-up

of 45 Gwd/tU)

- Gaseous cesium and molybdenum were simultaneously trapped at the

trapping temperature of 1000℃ in air atmosphere using fly ash filter.

- Gaseous cesium and rhenium were separately trapped at the trapping

temperature of 1000℃ for fly ash filter and 800℃ for calcium filter in

air atmosphere

- Off-gases from SIMFUEL were trapped at the trapping temperature of

1000℃ for fly ash filter, 800℃ for calcium filter, and 150℃ for calcium

filter in oxygen and argon atmospheres in Rotary oxidizer

- The cesium release rate on a burn-up of spent fuel with 35,000 was

43%. In case of a burn-up of spent fuel with 60,000 MWd/tU, the

cesium release rate was 60%

- The performance test of fly ash filter was done in tube furnace

system at IMEF(Irradiation Materials Examination Facility) M6 hot

cell located in KAERI. Radioactive cesium was completely trapped

using fly ash filter

D. Treatment technology of zircaloy tube

- Establishment of treatment facility and of safe treatment method

- Development of mechanical apparatus for peeling off Zr oxidation film

- Design and fabrication of experimental reactor

- Obtain experimental data of reaction with variation of temperature and

gas concentration

- Obtain experimental data of gas reaction with variation of oxidation

temperature of zircaloy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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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tain experimental data of chlorine reaction with variation of removal

ratio of Zr oxidation film

- Establishment of process flow diagram for treatment of cladding hull

- Design and fabrication of experimental equipment for removing

impurities from compound of zircaloy tube

- Reduction (61%) of impurities (Fe+Cr+Sn) from compound of zircaloy

tube by heating at 300℃ and 350℃

E Efficient operation of process equipment in DFDF

- Dismantling, decontamination, repair, re-installation and reuse of 10

master slave manipulators in DFDF

- Obtain permission( DFDF roof door open, transportation to RWTF

monolith and storage of hot cell waste in DFDF) from IAEA

- Load of hot cell wastes accumulated for 10 years into 50 liter waste

containers

- For the first time, since opening DFDF, 5 waste containers were taken

out thru roof door and transported to RWTF monolith by solid waste

cask, and stored safely.

- Replacement of fractured alumina tube in QC furnace of DFDF

V. Proposal for Application

Granule manufacturing technology using a rotary oxidizer was utilized in

design and fabrication of PRIDE oxidizer. Granule type raw material is

supposed to be supplied to PRIDE electro-reduction process. If this

technology is successfully proven, it will be applied to the ESPF facility.

The concept of the PRESENT (Particle size control, REmoval of fission

product, SElective Nuclide Trapping) process proposed by this project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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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be used to obtain technology initiative in pre-treatment processes of

pyroprocessing and wet process in the AFCI program of USA.

Selective nuclide trapping technology can make cesium filter waste

become low/intermediate waste. Cesium filter will be used as gamma source

material. Long-lived Tc-99 and I-129 can be made as target and can be

utilized in transmutation research. Assuming that salt waste is treated as the

INL ceramic waste process, the PRESENT process can be used in reducing

high level waste of the INL reference ceramic process. Key technologies of

future nuclear fuel cycle were basically obtained through this project "

advanced pre-treatment process development of spent fuel". These

technologies will be utilized in preparing actively GEN-IV, INPRO, AFCI

programs, which is a main trend of worldwide nuclear technology.

Decladding technology, oxidation technology, off gas treatment technology

and maintenance technology of hot cell equipment, etc can be utilized as basic

technology for ES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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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 물질을 피복관으로 부터

분리하는 탈피복 공정, 이를 후속공정(습식인 경우 UREX 공정, 건식인 경우

Pyroprocessing 공정)에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핵분열생성물을 제

거하고, 후속공정에 적합한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상기 전처

리공정으로부터 휘발되는 기체상 핵분열 생성물을 안전하게 포집하는 배기체처

리 공정 개발과, 사용후핵연료 폐기물의 약 25%를 차지하는 폐피복관을 처리하

는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이러한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기술적, 경제적, 사회문화

적으로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가. 기술적 측면

기존의 휘발성산화공정은 주로 습식공정(PUREX 공정)을 위하여 개발되었

으나, 핵비확산성이 향상된 습식공정인 UREX 공정의 경우 기존의 chop & leach

전처리 공정만으로는 공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공정에

방해가 되는 Cs, Mo, Tc, Rh 등의 원소를 전처리 공정에서 제거할 필요가 있다.

Pyroprocessing 공정에서도 장수명 핵종(Tc-99, I-129, C-14 등), 고방열 핵

종(Cs 등), 귀금속 핵종(Mo, Rh, Te 등) 등을 전처리 공정에서 사전 제거할 경

우 후속공정의 방사능 감소, 공정효율 및 경제성 향상 등의 이점을 기대할 수 있

다.

또한, 이 공정을 통해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물질로 부터 휘발된 장수명 핵

종(Tc-99, I-129, C-14 등), 고방열 핵종(Cs 등), 귀금속 핵종(Mo, Rh, Te 등)

등 기체상 핵분열생성물을 안전하게 포집할 필요가 있다.

저온(약 500℃)에서 휘발성 산화(voloxidation) 시켜 분말화 하는 삼단-휘화

-용해 공정 (chop, voloxidation and leach process) 중의 기존 휘발성 산화공정

에서는 삼중수소만 제거하고 분말을 질산에 용해시킨다. 이 공정 조건에서는 삼

중수소만 제거되고 Cs은 물론 I, Kr, Xe, C-14 핵종도 거의 제거되지 않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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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후속 건식공정 중 하나인 전해환원(electrowinning) 공정에서 이들 제거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그러나, 전해환원 공정은 650℃ 고온의 리튬 염화물 분위기에서 수행되는바

이 공정의 배기체에는 다양한 염화물(LiCl, CsCl 등)의 미량 휘발이 예상되기 때

문에 Kr, Xe, C-14 핵종 포집은 물론 Li, Cs 등의 안전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된

다.

특히, 전극 방해 핵종인 요오드의 경우 전해환원반응기의 폐기물 염상(salt

phase)으로 이동하리라 예상되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한 처리방법은 정립되지 않

고 있다. 그림 1.1.1에는 저온 휘발성산화공정 채택시 핵종 흐름을 보여주고 있

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고도 휘발성 산화공정이 성공하면 기존 휘발

성 산화공정 채택시 제거가 안 되는 Cs, Kr, Xe, C-14, I, Ru, Tc, Mo 등 귀금속

(noble metal)들을 제거할 수 있다. 그림 1.1.2에는 고온 휘발성산화공정 채택시

핵종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1.1 기존 저온 휘발성산화공정의 핵종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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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고온 고도 휘발성산화공정의 핵종 흐름.

본 과제가 시작한 2007년 초, 전해환원 공정에서는 미세 분말 형태의 U3O8

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의 충전밀도는 약 2g/cc로서 전해환원 공정의 처리량을

증대시키는 데 제한이 따르고, 분말 취급으로 인한 분진 확산, 다공성 세라믹 용

기 사용에 따른 용기내 산소이온의 축적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공성 입자 형태로 바꾸어 전해환원 속도도 높이고, 충전밀도를

증대시켜 전해환원 공정의 처리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었다.

사용후핵연료 전처리 공정 중에는 공정폐기물과 배기체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처리 및 관리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핵종별 선택적 배기체 처

리기술은 시설의 안전 운영과 작업자의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해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사용후핵연료 재활용공정 폐기물의 25%를 차지하는 폐피복관은 습식처리

등 현재까지의 처리기술로는 고준위폐기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를 저준위폐기

물화 하는 기술개발이 강력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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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산업적 측면

고도 휘발성 산화공정 채택 시 세슘, 루테늄 등 핵종의 제거로 방사능 준위

가 약 50% 감소한다. 이로 인해 후속공정인 전해환원, 전해정련(electrorefining)

공정의 방사능 부하가 감소하여 전해환원, 전해정련 시설 및 공정장치의 설계 제

작 운영에 유리하다(차폐두께, 재료 내구연한 등).

휘발성산화공정에서의 세슘 제거로 폐용융염을 제올라이트를 이용하는 고준

위 세라믹 폐기물로 만드는 기존 공정에 비하여 고준위 폐기물양도 작고, 처리

효율도 높아 경제적인 처리가 예상된다.

Tc(* 장수명 핵종), Ru, Mo의 선 제거로 전해정련 공정의 처리 효율 향상

으로 인한 경제성 증대가 예상된다.

입도 조절 등으로 충전 밀도 향상이 예상된다. 이로 인한 전해환원 공정의

처리용량 증대로 공정의 경제성 향상이 예상된다.

전해환원 공정, 전해정련 공정, 염폐기물 처리 공정 등의 공정 효율 증대로

인한 전체 파이로 공정(pyroprocessing)의 경제성 향상이 예상된다.

핵종별 배기체 처리 기술은 고속로 금속핵연료 노심제조, 방사성 폐기물 유

리화 등의 산업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다.

다. 사회․문화적 측면

배기체, 폐피복관 등 고방사성 물질의 안전 취급 실례를 가시적으로 실증하

여 원자력(특히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국민이해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의 휘발성산화기술, 핵종제거, 폐피복관 처리

등 민감한 기술의 활발한 국제교류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관련 민감 기술에 대

한 국제 원자력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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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본 과제의 최종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고도 전처리 공정 및 배기체 처리 기술 개발

- 사용후핵연료 고도 휘발성산화공정 개발

-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공정 배기체 및 폐피복관 처리 기술 개발

2. 주요 연구내용

본 과제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DFDF 핫셀에서의 탈피복 실험

- 산화 탈피복 공정의 온도 영향 평가

-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특성을 고려한 DFDF 핫셀에서의 기계적 탈피복

기술 개선

- 사용후핵연료 이용 산화 탈피복 공정의 연소도 영향 평가

-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특성을 고려한 DFDF 핫셀에서의 기계적 탈피복

성능 실험 및 평가

- 사용후핵연료 이용 산화 탈피복 공정의 산화 분위기 영향 평가

• 휘발성산화공정 기술개발

- 오존 산화조건 하 오존 농도, 온도별 준휘발성 핵분열생성물 거동 특성

분석

- 산화 온도별 준휘발성 핵분열생성물 거동 특성 분석

- SIMFUEL을 이용한 산화 조건 하 연소도별 준휘발성 핵분열생성물 거동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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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gHM/batch 규모 SIMFUEL 이용 휘발성 산화 공정 실험 (약 1000

℃ 이상)

- 200 gHM/batch 규모 SIMFUEL 이용 휘발성 산화공정 고온 감압

산화실험

- 준휘발성 핵분열생성물 제거율 증대를 위한 공정 조건 설정

• 배기체처리 기술개발

- 200 gHM/batch 규모 휘발성 산화공정 및 배기체 실험장치 제작 및 성능

실험

- 세슘포집재 성능 확인

- 200 gHM/batch 규모 SIMFUEL 이용 다핵종 배기체 처리 실험

· 단일핵종(Cs, Ru 등)이용 포집성능 개선

· SIMFUEL 이용 다핵종 배기체 처리 실험

- 사용후핵연료 산화 시 연소도별 준휘발성 핵분열생성물 거동 특성 분석

및 다성분 핵종 포집 성능 확인

- 200 gHM/batch 규모 SIMFUEL 이용 고온 감압 조건하 발생한 다핵종

배기체 처리 실험

• 폐피복관 처리기술

- 폐피복관 염소 처리를 위한 반응 유도장치 설계, 제작

- 폐피복관 염소 처리를 위한 반응 유도장치 성능 시험

- 폐피복관 처리를 위한 염소 주 반응장치 제작 및 성능 실험 (반응온도,

염소농도 영향 평가)

- 폐피복관 염소 처리공정 중 지르코늄 화합물 기-고 분리 실험 (순도 99%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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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휘발성산화공정 기술개발 현황

1. 연구 동향 개요

저온(약 500℃)에서 휘발성 산화(voloxidation) 시켜 분말화 하는 삼단-휘발

성산화-용해 공정 (chop, voloxidation and leach process) 중의 기존 휘발성 산

화공정에서는 삼중수소만 제거하고 분말을 질산에 용해시켜 공정을 개발하였다.

이 공정 조건에서는 삼중수소만 제거되고 Cs은 물론 I, Kr, Xe, C-14 핵종도 거

의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후속 건식공정 중 하나인 전해환원(electrowinning) 공

정에서 제거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그러나 전해환원 공정은 650℃ 고온의 리튬 염화물 분위기에서 수행되는바

이 공정의 배기체에는 다양한 염화물(LiCl, CsCl 등)의 미량 휘발이 예상되기 때

문에 Kr, Xe, C-14 핵종 포집은 물론 Li, Cs 등의 안전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된

다. 이때, 요오드의 경우 전해환원반응기의 폐기물 염상(salt phase)으로 이동하

리라 예상되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한 처리방법은 정립되지 않고 있다.

KAERI-INL에서는 공동으로 고도 휘발성 산화공정을 개발을 하고 있으며

기존 휘발성 산화공정 채택 시에 제거되지 않는 Cs, Kr, Xe, C-14, I, Ru, Tc,

Mo 등 귀금속(noble metal)들을 제거하는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최근에 전해환원용 처리용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원료입자 조건으로는 전해

질의 침투가 용이한 다공성 구조, 충전율을 높일 수 있는 형태, 그리고 mm 단위

정도의 크기가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전해환원 중에 미소입자들이 분리되어 전

해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구조, 우라늄 금속전환체에 전해질이 부착되어 동반제거

를 감소시키는 형태가 요구되고 있다.

2.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가. 국외 동향

미국 INL은 PWR 사용후핵연료 전처리 공정의 휘발성 산화공정과 고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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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배기체 처리에 관하여 한국의 KAERI, 미국의 ORNL과 I-NERI 과제로 2004

년 6월부터 3년간 공동 연구를 진행하였다. 휘발성 산화공정 조건을 변화시켜 가

면서 다양한 핵분열 생성물 제거 거동을 분석하였다[2.1.2.1].

미국 INL은 파이로 공정에 적용할 목적으로 산화 탈피복율 최대, 적정 입도

유지, 고방사능 핵종인 세슘 제거, 장수명 핵종인 I-129, Tc-99, C-14 제거가 가

능한 고도 휘발성 산화공정을 개발하고 있으며[2.1.2.2], ORNL은 UREX+ 공정에

적용하기 위해 상기 핵종 외에 추가로 Mo, Ru, Pd 등을 제거하기 위한 휘발성

산화공정을 개발하고 있다.

ORNL에서는 UREX+ 공정을 위해 전처리 과정으로 Rotary-Kiln형태의 5

kg 규모 사용후핵연료 처리용 Voloxidizer를 이용하여 600℃까지 산화 탈피복,

분말화, 휘발성 핵종을 제거하고 있으며, I 핵종의 휘발 제거율을 높이기 위해서

산화처리 온도를 증가시키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일본 JAEA는 1992년 습식 재처리 질산 용해공정의 NOx 분위기 하에서 발

생하는 삼중수소 등의 제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용해공정 전 휘발성 산화공

정을 도입하였다. 회전로(rotary kiln)를 사용한 500 ℃의 휘발성 산화공정에서

성공적으로 U3O8 분말화 하였으며 대부분의 삼중수소를 제거하였다[2.1.2.3].

일본 NDC에서는 산화탈피복・분말화인 공정 PULDOX 공정을 개발하여 분

말제조 공정온도별 분말의 입도에 따른 1000℃의 감압하에서 핵종휘발 특성을

연구하였으며 미세입자의 분말에서 Cs 핵종의 휘발율이 높음을 보였다[2.1.2.4].

KAERI와 공동으로 “Development of Advanced Voloxidation Process for

Treatment of Spent Fuel"를 수행중인 INL에서는 0.5 mm이상의 전해환원용 원

료입자를 제조하기 위해서 교반 및 agglomeration이 가능한 형태의 Voloxidizer

를 제작하려고 있다.

일본의 CRIEPI에서는 연료입자의 전해환원 처리용량을 높이기 위해서

SIMFUEL을 이용하여 1000℃의 공기분위기하에서 휘발성 산화처리를 한 후에

얻은 분말을 성형 및 소결하여 펠렛형 원료입자를 제조하였다[2.1.2.5].

나. 국내 동향

KAERI는 휘발성 산화공정, 공정 중 핵분열 생성물 거동 특성 분석, 발생된

기체상 핵분열 생성물 포집에 관하여 미국 INL, ORNL과 2004년 6월 1일부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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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계획으로 I-NERI 과제로 공동 연구 중에 있으나,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

용하여 수행하는 실험은 한미 공동상설위원회 결정에 따라 미국 INL 핫셀에서

수행하기로 하였다.

KAERI는 DUPIC 핵연료 제조를 위해 약 500℃에서 산화 실험을 수행하여

Kr 제거율이 약 30% 이하, C-14의 제거율이 약 10% 이하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산화 환원(OREOX) 공정 중 Kr, C-14의 거동에 대하여 연구하여 대부분의 Kr,

C-14이 제거됨을 확인하였다. 소결 공정중의 세슘의 거동에 대하여 연구하여 대

부분의 세슘이 방출됨을 확인하였다[2.1.2.6].

KAERI에서는 SIMFUEL를 이용하여 전해환원용 그래뉼형 및 펠렛형 원료

입자를 제조하는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제 2 절 배기체 처리기술개발 현황

1. 연구 동향 개요

고온 공정인 건식 재가공 공정의 배기체처리와 관련하여 1992년 미국에서

LWR 사용후핵연료를 건식 처리하는 AIROX(Atomics International Reduction

and Oxidation) 공정에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및 처리방법에

관하여 일부 기술되어 있으나, 기술 보유 수준은 기초 연구단계 수준으로서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공정과 관련된 각 공정별 폐기물 처리방안, 처리조건, 처리효

율 등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며 기술 수준은 미흡한 상태이다. 또한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공정과 관련된 배기체 처리 기술은 현재 캐나다, 미국, 일본 등에서

일부 연구하고 있으나 배기체 처리기술의 핵심기술인 세슘, 루테늄 및 테크네튬

포집기술에 관한 KAERI의 국내 및 국외로의 특허 등록으로 인한 기술 선점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우수한 대체 배기체 처리기술의 출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한 본 과제의 성공을 저해할 수 있는 기술적 애로 요인은 없으나 배기체

처리 물질 내 각 핵종의 분석, 방사능 분석 등에 관한 분석기술의 확립이 선행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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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가. 국외 동향

캐나다 AECL은 1996년부터 건식 재가공 공정의 OREOX 및 소결로 배기체

처리 시스템을 설계하였으며 세슘의 포집물질로 Kenturky Stone 및 Redart

Clay를 포집재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이용한 산화 및 환원 분위기 변화, 포집 온

도, 유속, 최대 포집 용량 등에 관한 세슘 포집 실험을 수행하였다[2.2.2.1,

2.2.2.2]. 미국의 westing house에서는 melt-dilute 공정 시 발생하는 세슘을 처리

하기 위해서 glass frit, activated alumina 와 zeolite-based molecular sieves의

포집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activated alumina가 가장 강력히 세슘을 포집한

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미국의 Westing house에서는 activated alumina 와

zeolite 4A를 이용하여 melt-dilute 공정시 발생하는 세슘을 처리한 결과 세슘의

포집매질로서 zeolite 4A가 우수하다고 발표하였다[2.2.2.3]. 그밖에 일본, 미국, 독

일 등에서는 유리화 공정, 소각 공정 등 고온 공정으로부터 발생되는 Cs, Ru,

C-14, I, Kr, Xe, H-3 등의 배기체 처리 및 공정기술개발을 제거 효율, 재활용성,

처분 안전성의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으며 특히 폐기물 저감과 이에 따른 처리

및 처분 비용이 절감되는 기술 및 기존 기술의 개선 연구를 병행하여 각 현장에

적합한 포집기술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미국 INL과 ORNL에서는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전처리 공정의 휘발성 산화

공정과 고방사성 배기체 처리에 관하여 한국의 KAERI와 I-NERI과제로 2004년

6월부터 3년간 공동 연구를 진행하였다(1차 INERI과제). 이 과제에서 미국 INL

은 파이로 공정에 적용할 목적으로 산화 탈피복율 최대, 적정 입도 유지, 고방사

능 핵종인 세슘 제거, 장수명 핵종인 I-129, Tc-99, C-14 제거가 가능한 고온 휘

발성 산화공정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ORNL은 UREX+ 공정에 적용하기 위해 상

기 핵종 외에 추가로 Mo, Ru, Pd 등을 제거하기 위한 고온 휘발성 산화공정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상기과제에서 배기체 실험장치를 공동으로 설

계, 제작하고 INL핫셀에 설치하여 고온 진공분위기하에서 Cs, Tc, I 등 핵종이

성공적으로 휘발되고, 성공적으로 포집됨을 확인하였다[2.2.2.4].

ORNL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600℃이하에서 산화하는 저온 휘발

성산화 실험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공정 중 배출되는 휘발성핵종 Kr/Xe,

H-3, C-14, I 등의 배기체 처리연구를 수행하고 있다[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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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동향

원자력 연구소 건식공정 고방사성 핵물질처리 기술개발과제에서는 DFDF

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는 OREOX로 및 소결로 배기체 처리 장치를 설계, 제작하

여 DFDF 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는 OREOX로 및 소결로 배기체 처리 장치를

설계, 제작하여 2000년 3월부터 2007년 현재까지 원활히 운영 중에 있음. 1998년

부터 2001년 사이에는 조사후시험시설(PIEF) 9405 핫셀 내에 설치된 OREOX 소

결로에서 배출되는 배기체 처리 장치를 설계, 운전, 제염 및 해체한 경험과

know-how를 확보한 바 있다.

또한, “석탄회를 이용한 방사성 세슘의 포집 방법”에 관한 특허를 한국

(0192128), 일본(2902587), 프랑스(2740705)에 등록한 바 있고, “산업 배기가스 중

의 루테늄 화합물의 제거 방법과 포집재”에 관한 특허 역시 한국(198976), 일본

(3002158)에 등록하였다. 상기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석탄회와 이트리아 혼합재

를 사용한 휘발성 세슘과 루테늄 화합물의 동시 포집 방법”에 관한 특허도 한국

(0332981)에 등록한 바 있다. 더불어, 세슘 포집에 사용되는 석탄회를 배기가스

중의 중금속 즉, 카드뮴, 루비듐 등의 제거에도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여 이 기술

을 한국(6161)에 특허 등록하였다. 또한 “휘발성 레늄 또는 테크네튬 화합물 포

집제 및 이를 이용한 포집방법”에 관한 특허도 한국(655586)에 등록한 바 있다.

그 외 방사성탄소를 제거할 수 있는 칼슘필터를 개발하여 “이산화탄소 포집재,

그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포집방법”에 관한 특허도 한국(54451)에 출원하였

다.

KAERI에서는 즉, 200 gHM/batch 규모 회전로형 휘발성산화장치를 개발하

고, SIMFUEL과 상기 회전로를 이용하여 다공성 입자 제조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특허출원 하였다. 또한, 실험실규모 선택적 배기체처리 실험장치를 개발하

고 Cs, Tc, I 핵종의 선택적 포집이 가능한 필터를 개발하여 상기 배기체 처리장

치를 이용 선택적 포집가능성을 확인하여 이를 특허 출원 하였다.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배기체 처리 관련 기술은 현재

캐나다, 미국, 일본 등에서 일부 연구하고 있으나 배기체 처리기술의 핵심기술인

세슘 및 루테늄 포집기술에 관한 국내 및 국외로의 특허 등록으로 인하여 가까

운 시일 내에 우수한 대체 배기체 처리기술의 출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한 배

기체 처리 관련 기술 개발의 향상을 위해서는 배기체 처리물질 내 각 핵종의 분

석, 방사능 분석 등에 관한 분석기술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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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폐피복관 처리기술개발 현황

1. 연구 동향 개요

미국 ORNL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68년부터 2002년까지 미국에 보

관된 PWR 및 BWR의 사용후핵연료 다발 중 폐피복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림

2.3.1.1과 같다. 이 중 폐피복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중량을 기준으로 25.2 wt.%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부피로 환산하면 약 40 vol.%에 달한다.

Hull에는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외에도 피복관 원료금속 중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의 방사화 (예컨대, Sb-125, Co-60, Mn-54 등)로 생성되는 방사화생성물 및

핵분열생성물 등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일부 국가에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는데, 원자력 선진국에서 분류하고 있는 기준에 따르면 폐피복관은

표 2.3.1.1과 같이 분류된다.

건식공정 기계적 탈피복 방법으로 발생된 폐피복관 약 20,000～40,000

MWd/tU (29,000 nCi/g-Zry)을 기준으로 할 때, 미국의 분류기준에서는 TRU폐

기물, 일본의 기준으로는 TRU폐기물 (또는 중준위폐기물), 프랑스는 "Category

B"의 고준위폐기물에 해당되며, 영국 및 IAEA의 기준에 따르면 중준위 또는 중

저준위 폐기물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폐피복관은 α-activity 기준으로는

고준위폐기물에 해당되나, 열 발생률도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열 발생률이 특

별히 높은 Cs 및 Sr 등의 핵분열생성물이 다량 오염되어 있지 않는 한 폐피복관

은 현행법상으로 중저준위 폐기물에 해당된다. 국내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의 평균

연소도는 현재 약 28,000～32,000MWd/tU이며, 원전의 경제성 향상 방안으로

65,000MWd/tU 까지 연소도를 높여 발전하는 연구도 시험 중에 있다. 고연소도

로 원자력발전을 하는 경우, 여러 가지의 문헌으로 판단해 보면 폐피복관의 방사

능은 더욱더 높은 수준이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나라

에서도 폐기물 인수기준 혹은 폐기물 포장기준 등이 입안될 예정인데, 이 과정에

서 폐피복관에 대한 분류기준도 다른 국가들과 같은 수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

상된다. 국내 원자력발전소에 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 저장현황을 분석해 보면,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 대상 중 중량기준으로 약 1,000 톤이 심지층 처분 폐

피복관에 해당된다. 폐피복관 내면에는 핵연료 잔류물로 인한 TRU 및 핵분열생

성물로 오염되어 있어 미국의 분류기준에 따르면, 심지층 처분이 필요한 TRU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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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1 Average composition in weight percent, PWR and BWR

accumulated so far 1968 to 2002 and calculated on the basis of 40

years of cooling. -by OR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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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가 분류 기준

한국
-고준위폐기물이란 열 발생량 2 kW/m3 및 α-activity 4,000

Bq/g(108 nCi/g) 이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폐기물로 규정함.

미국

-조사 핵연료 및 습식 재처리용액을 고준위폐기물로 규정하며,

원자번호 92 (Uranium)이상, 반감기 5년 이상인 100 nCi/g의

폐기물은 TRU 폐기물로 규정함

일본

-폐기물을 부피기준으로 규정. 폐기물의 평균 비중을 약 10 g/cm3

으로 가정하면, 고체로서 고준위에 해당되는 폐기물은 방사능이

100,000 nCi/g인 폐기물, 고준위폐기물은 핵연료 재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액 및 그 고화체.

-TRU 폐기물은 다량의 α-방출핵종을 포함한 방사성폐기물로

구분하여 규정.

프랑스

-미국이나 일본처럼 고준위와 TRU폐기물을 각각 규정하지 않으나,

분류기준 Category A, Category B 및 Category C 중에서

Category B"가 미국의 고준위 및 TRU에 해당됨.

-"Category B"는 α-activity 3.7 GBq/ton (100 nCi/g) 이상이고,

반감기가 30년 이상(주로 α-방출핵종함유, 열 발생량은 미미함)인

장수명 핵종 (α-방출핵종 또는 TRU)을 함유한 중저준위 폐기물로

규정함.

영국

-방사능 농도 2.7×10
8

～ 2.7×10
10

nCi/g에 해당하고, 심각한 열

발생 특성을 갖는 폐기물, 그리고 재처리 폐액 등을

고준위폐기물로 규정함.

-100 nCi/g 이상의 α-activity를 갖는 폐기물은 중준위폐기물로

규정함.

IAEA

-열 발생률 2 kW/m3 이상이며, 방사능이 1.35 ×1020 ～ 1.35×1021

nCi/g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고준위폐기물로 분류 (주로,

사용후핵연료)함.

-100 nCi/g 이상의 방사능을 갖는 폐기물은 중저준위 폐기물로

규정함

표 2.3.1.1 사용후핵연료 폐피복관에 대한 각국의 방사성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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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 혹은 고준위폐기물로 분류된다.

따라서 폐피복관 폐기물을 천층 처분할 수 있는 저준위 폐기물화하는 연구

는 매우 필요하다. 이에 대한 연구로 zircaloy-4 폐피복관의 내면을 박리하여 폐

기물 준위를 낮추는 방법[2.3.1.1], 전해정련방법[2.3.1.2], 염소처리 방법[2.3.1.3] 등

이 연구되고 있다.

2.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가. 국외 동향

Hull의 방사화학적 특성연구와 관련하여 독일에서는 가압경수로 사용후핵연

료 Hull내에 분포되어 있는 Actinides 핵종의 방사능 분포를 관찰하였는데, 그

결과 (Pu-238 + Am -241)> Cm-244 > (Pu-239 + Pu-240) 순으로 분포되어 있

음을 확인하였고, 이들은 피복관 내부 표면의 10㎛ 이내에 99% 이상 분포되어

있으며, β/γ-핵종의 경우 Cs-137, Cs-134, H-3, Sb-125, Ru-106, Sr-90, Co-60

등이 전체 방사능의 94%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피복관 표면에 오염된 fission

product의 98% 이상이 피복관 내부 표면 10㎛ 이내에 분포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2.3.2.1].

미국 DOE 와 PNL 에서는 핵연료 집합체의 피복재와 하드웨어에 포함된

N, Ni, Co, Nb 및 Mo의 성분량을 방사화생성물(C-14, Ni-59, Ni-63, Co-60,

Nb-94 및 Tc-99)이 LLW로 분류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낮추는 연구를 수행하여

이러한 성분을 저준위 수준으로 낮춰 피복재와 하드웨어를 회수하여 새로운 집

합체에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피복재는 GTCC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

하다고 제시하였다[2.3.2.2, 2.3.2.3].

고준위 또는 TRU 폐기물로 분류되는 폐피복관의 방사능 준위를 낮추기 위

한 연구사례로, 미국의 경우 AIROX 공정에서 발생된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폐피

복관을 용매로 세척하였으나 용매에 용해된 일부 TRU 및 Ni-59, Ni-63 및

Nb-64가 표면에 잔존해 있어 결국은 GTCC 폐기물로 분류하였다[2.3.2.4].

일본 Toshiba 에서는 피복관을 전해정련 방법으로 고순도의 Zr 금속을 회

수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2.3.1.2]. 일본 IRI(Institute of Research and

Innovation)에서는 2004년 동경전력주식회사 및 도호쿠 대학과 함께 사용후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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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염소 탈피복하여 발생한 기체상의 ZrCl4를 분리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크롤 공정(Kroll Process)을 이용하여 Zr을 금속화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2.3.1.3].

나. 국내 동향

KAERI에서는 건식 공정에 의한 산화물핵연료 제조 공정에서 발생되는 경

수로 사용후핵연료 폐피복관의 특성을 분석한 바 있다[2.3.8]. 이 결과 연소도 약

～65,000 MWd/tU의 사용후핵연료 피복관의 경우 핵연료와 인접한 폐피복관 내

면 약 20 ㎛ 정도를 제거하면, non-TRU 혹은 중·저준위폐기물화 할 수 있을 것

이라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2.3.1.1].

이를 위하여 이온 건(ion-gun), Nd-YAG 펄스 레이저(pulse laser),

Nd-YAG C.W 레이저, 드라이아이스(dry ice) 펠렛 분사, STS 브러시 및 STS

휠 브러시, 사포, 염소기체반응법 등 건식공정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예비

실험을 수행하였음. 이 중 염소기체반응법에 의한 폐피복관 처리가 전체 면적을

균일하게 제거할 수 있고, 연구한 타 방법에 비하여 제거 효과가 가장 높았다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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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사용후핵연료 탈피복 기술개발

1. 산화 탈피복 공정의 온도 영향 평가

최근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위한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기술개발과 관련

하여 산화공정 (voloxidation) 공정에 의한 탈피복(oxidative decladding) 및 핵분

열 생성물 제거 기술 개선에 대한 연구가 여러 나라에서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봉으로부터 핵물질을 회수하는 탈피복 공정에 대하여 여러 가지

기술이 제안되었는데, 대표적인 탈피복 기술로서 사용후핵연료의 산화에 의한 분

말화를 통하여 핵물질을 분리하는 산화 탈피복 기술을 들 수 있다.

기존에 개발된 산화 탈피복 기술은 voloxidation 공정으로 불리며, 사용후핵

연료 산화를 통한 분말화 및 습식 용해조 용액 내 방사능을 줄이기 위하여 트리

튬을 사전 제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산화 피복 공정조건은 사용후

핵연료 봉 길이는 평균 5 cm, 산화 온도는 500℃, 산화 시간 약 5시간이었으며,

산화 탈피복에 의한 사용후핵연료 분리율은 99% 이상으로서, 본 공정에서 핵분

열 기체 중 트리튬 방출분율은 100%인 반면 기타 핵분열기체의 방출분율은 낮

다.

1970년대 수행된 산화 탈피복 연구는 대상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가 35,000

MWd/tU 이하의 저연소도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최근 핵연료의 장

주기 고연소도화가 일반적인 추세이므로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가 다량 발생하

고 있으며, 저연소도인 경우와 비교하여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봉 피복관 열화

특성 및 장주기에 의한 스웰링이 크게 증가하므로 이러한 특성들은 산화 탈피복

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조사재 시험시설 내

DFDF(DUPIC Fuel Development Facility) 핫셀에서 50,000 MWd/tU 이상의 고

연소도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연소도, 봉 길이, 산화 온도, 산화 시간 변화에

따른 탈피복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종류로는 울진 2호기 원자력발

전소에서 방출된 K23 핵연료 집합체내 핵연료봉중 K23-B16(연소도 58,000

MWd/tU) 연료봉 및 영광 4호기에서 2005년도 방출된 J502 핵연료 집합체내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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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봉중 J502-R13(52,000 MWd/tU), J502-C16 (60,000 MWd/tU) 연료봉을 사용

하였으며, 연료봉 전체 길이 중 연소도가 균일한 부분만을 절단하여 사용하였고,

연소도는 Cs-137 감마핵종 분포 측정 방법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DFDF 핫셀에

서 산화 탈피복 실험 조건을 표 3.1.1.1에 종합 정리하였으며, 산화 탈피복율은

아래의 식을 사용하여 구하였다.

표 3.1.1.1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이용 산화 탈피복 실험 조건

작업일련
번호

사용후헥연료
Rod-cut 길이

(mm)
기체종류 유량(L/min) 산화온도

산화시간
(시간)

작업일시 무게(gr)

K23-B16 30 공기 8 500oC 5 2007.06.28 19.28

(58,000 MWd/tU) 49 공기 8 500oC 5 33.42

66 공기 8 500oC 5 42.95

102 공기 8 500oC 5 65.07

총무게(g) 160.72

작업일련
번호

사용후헥연료
Rod-cut 길이

(mm)
기체종류 유량(L/min) 산화온도

산화시간
(시간)

작업일시 무게(gr)

K23-B16 30 공기 8 500oC 15 2007.9.13 18.60

(58,000 MWd/tU) 49 공기 8 500oC 15 31.58

(W07-04시편 재사용) 66 공기 8 500oC 15 41.85

102 공기 8 500oC 15 64.06

총무게(g) 156.09

J502-R13 30 공기 8 500oC 15 18.32

(52,000 MWd/tU) 50 공기 8 500oC 15 32.77

70 공기 8 500oC 15 45.06

총무게(g) 96.15

J502-C16 70 공기 8 500oC 15 47.21

(60,000 MWd/tU)
총무게(g) 47.21

작업일련
번호

사용후헥연료
Rod-cut 길이

(mm)
기체종류 유량(L/min) 산화온도

산화시간
(시간)

작업일시 무게(gr)

K23-B16 30 공기 8 700oC 15 2007.11.13 19.88

(58,000 MWd/tU) 70 공기 8 700oC 15 45.17

총무게(g) 65.05

J502-R13 30 공기 8 700oC 15 20.07

(52,000 MWd/tU) 70 공기 8 700oC 15 43.70

총무게(g) 63.77

J502-C16 30 공기 8 700oC 15 20.12

(60,000 MWd/tU) 70 공기 8 700oC 15 45.96

총무게(g) 66.08

작업일련
번호

사용후헥연료
Rod-cut 길이

(mm)
기체종류 유량(L/min) 산화온도

산화시간
(시간)

작업일시 무게(g)

J502-C16 34 공기 8 500oC 15 23.06

(60,000 MWd/tU) 50 공기 8 500oC 15 34.40

45 공기 8 500oC 15 29.73

50 공기 8 500oC 15 34.14

52 공기 8 500oC 15 24.64

14 공기 8 500oC 15 9.62

총무게(g) 155.59

W07-07

W07-04

W07-05

W07-06

DFDF 핫셀에서 산화 탈피복 실험을 위하여 25 cm 사용후핵연료봉을 일정

길이(3 ～ 10 cm)로 절단하여 rod-cut 시편을 준비하고, 본 시편을 수직으로 세

워 원하는 산화 온도(500, 700℃)에서 일정 시간(5, 15시간)동안 공기 분위기에서

산화시켰으며, 산화 동안 rod-cut 시편의 교반(통상적으로 산화 탈피복 실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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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로타리 킬른을 사용하여 교반함)을 수행하지 않고 정적 조건에서 수행하였다.

그림 3.1.1은 핫셀 내 산화 탈피복 실험 장치 및 대표적인 산화 전후의 rod-cut

시편 사진이다.

가. Rod-cut 길이에 따른 산화 탈피복율 변화

연소도 ～28,000 MWd/tU PWR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490～590℃에서

수행한 기존 산화 탈피복 실험 결과를 탈피복 관점에서 종합하면, 시편 길이가

2.5 ～ 3.8 cm인 경우 길이 영향은 거의 없이 탈피복율은 99%이상이었으며, 산

소 농도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본 조건에서 산화 온도 및 연소도

영향은 크지 않았다. 연소도 50,000 MWd/tU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480℃그림

3.1.1.1 산화 탈피복 실험 장치 및 산화 전후의 rod-cut 시편 사진

에서 10시간 정도 산화시킬 경우 봉내의 사용후핵연료가 거의 완전 분말화된 것

으로 확인하였고, 700℃에서 4시간 산화시킬 경우에는 분말화에 의한 핵연료 회

수율이 높지 않았다.

그림 3.1.1.2는 연소도 58,000 MWd/tU rod-cut 시편의 길이를 3～10 cm로

하고 500℃에서 5 시간 산화시킬 경우와 1차 산화된 rod-cut 시편들을 15시간

산화시킬 경우 탈피복율 변화를 도식한 결과로서, 연소도 52,000 MWd/tU

rod-cut 시편을 15시간 산화시킬 경우와 비교하였다. 전체적으로 시편 길이가 증

가할수록 산화 탈피복율은 감소하였고, 기존 산화 탈피복 조건(500℃에서 5 시간

산화)에서 핵연료 분말화에 의한 회수율은 3～7 %로 평균 5% 정도로 매우 낮아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는 산화 탈피복에 의하여 핵연료 회수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산화 시간을 15시간으로 증가시킬 경우 연소도 52,000

MWd/tU rod-cut 시편으로부터 탈피복율은 증가하여 3 cm인 경우 25%로서 연

소도를 고려할 경우 약 4배 증가하였고 시편 길이가 5 cm 이상일 경우 크게 감

소하였다. 즉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장주기 연소에 의한 핵연료의 스웰

링으로 인하여 핵연료와 피복관과의 gap이 거의 없어 핵연료봉 양 끝단만 산화

되어 분말화되고 내부 까지 공기의 침투가 매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

라서 산화 탈피복에 의한 핵연료 회수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산화 온도 및

시간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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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od-cut 시편 준비

(b) rod-cut 장착 및 산화 전․후 시편 사진, 회수된 분말

그림 3.1.1.1 산화 탈피복 실험 장치 및 산화 전후의 rod-cut 시편 사진

나. 산화 온도 및 연소도에 따른 산화 탈피복율 변화

그림 3.1.1.3은 연소도 52,000 ～ 60,000 MWd/tU 범위에서 산화 온도를 50

0℃, 700℃로 하고 15시간 산화시킬 경우, 연소도 및 산화 온도 증가에 따른 탈

피복율 변화를 도식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연소도가 증가함에 따라 산화 탈피

복율은 감소하였고, 특히 길이 7 cm 시편의 경우 500℃에서 산화 시킬 경우는

연소도에 무관하게 탈피복율이 거의 일정하였다.

동일 연소도에서 시편 길이를 7 cm로 하고 산화 온도가 500℃에서 700℃로

증가할 경우 탈피복율은 11%에서 63%로 증가하였고, 시편 길이가 3 cm일 경우

는 25%에서 83%로 3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즉 50,000 MWd/tU 이상의 고연

소도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산화 탈피복에 의하여 핵연료를 전량 분리하기 위해

서는 산화 온도를 700℃로 하고 산화 시간은 적어도 20시간 이상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저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산화 탈피복 공정과 비교하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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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산화 탈피복시 로타리 킬른에 의한 교반 공정은 필

수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1.1.2 500℃에서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rod-cut 길이 및 산화시간별

탈피복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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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rod-cut 일정 길이에서 산화온도별

탈피복율 변화

2.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특성을 고려한 기계적 탈피복 기술 개선

경수로 핵연료의 연소도는 1980년대까지는 약 30,000 MWd/tU 이였고, 2000

년대에는 약 55,000 MWd/tU 최근에는 연소도 70,000 MWd/tU의 핵연료가 개발

되고 있는 등 경수로 핵연료는 고연소도화 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고연소도화 되

어가는 핵연료를 재활용하기 위한 첫 단계인 탈피복공정에서의 특성을 정리하여

표 3.1.2.1에 정리하였다. 표와 같이 기계적 슬리팅 공정을 적용하였을 경우 연소

도 약 35,000 MWd/tU 까지의 저연소도 핵연료의 경우 기계적 탈피복만으로

99%이상의 연료물질 회수율을 얻을 수 있으나 약 65,000 MWd/tU 이상의 고연

소도 핵연료의 경우는 기계적 탈피복만으로는 불충분(회수율 약 96%)하여 기계

적 탈피복 후 산화탈피복 공정이 추가 수행되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를 2.5 ～ 5 cm 정도로 shearing하고 회전로(rotary kiln)에서

산화 탈피복할 경우 저연소도, 고연소도 모두 탈피복율이 우수하리라 판단된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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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1 탈피복 공정 특성 비교

현재, PWR 연료의 고연소도화는 피할수 없는 추세이므로 고연소도 핵연료

의 탈피복을 위해서는 산화탈피복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다. 또한, ORNL에서

UREX용 으로 그림 3.1.2.1의 rotary kiln 형 산화 탈피복장치를 구상하고 있다.

INL과 KAERI가 공동연구 중인 INERI 과제(사용후핵연료 고도 휘발성산화공정)

에서도 INL 핫셀용 rotary kiln형 산화 탈피복장치를 구상하고 있다. KAERI의

원격팀에서도 그림 3.1.2.2의 rotary kiln 형 산화탈피복장치를 구상하여 제작하였

다.

3. 사용후핵연료 이용 산화 탈피복 공정의 연소도 영향 평가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건식 처리 공

정 중 전처리 공정(head-end process)의 초기 단계는 사용후핵연료봉으로부터

핵물질을 분리, 회수하는 탈피복 공정이다. 따라서 고도 전처리 공정으로서 산화

공정 (voloxidation)에 의한 탈피복(oxidative decladding) 기술 개선에 대한 연구

가 여러 나라에서 활발히 수행되고 있으며, 본 과제에서도 2007년도에 연소도

50,000 MWd/tU 이상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을 이용하여 산화 탈피복 성능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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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 ORNL의 rotary kiln 산화 탈피복장치

그림 3.1.2.2 KAERI 원격팀의 산화 탈피복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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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한 바 있다.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의 산화탈피복 시험 결과를 종합하면, 연소도 52,000

～ 60,000 MWd/tU 범위에서 공기분위기 산화 온도 500℃, 산화시간 15시간일

경우, 연소도가 증가함에 따라 산화 탈피복율은 감소하였고, 봉 길이 30 ～ 100

mm 범위에서 탈피복율은 25 ～ 7%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50,000 MWd/tU

이상의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산화 탈피복에 의하여 핵연료를 전량 분

리하기 위해서는 산화 온도를 700℃로 하고 산화 시간은 적어도 20시간 이상 필

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2008년도에는 동일 실험 조건에서 37,000

MWd/tU 저연소도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산화 탈피복 실험을 수행하여 연소도

변화에 따른 산화 탈피복 특성을 종합 평가하였다.

가. 저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이용 산화 탈피복 특성 평가

본 과제에서는 “건식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제조 기술개발” 세부과제에서

PIEF로부터 DFDF (DUPIC Fuel Development Facility) 핫셀로 이송한 저연소도

사용후핵연료 봉을 이용하여 산화 탈피복 실험을 수행하였다. 고리 2호기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출된 Q43 집합체내 핵연료봉 중 Q43-F16을 사용하였으며, 연소도

는 37,000 MWd/tU로서 감마 스캐닝 후 연료봉 전체 길이 중 연소도가 균일한

부분만을 절단하여 이송하였다.

산화 탈피복 실험은 25 cm 길이의 Q43-F16 rod-cut 10개중 2개(rod-cut 7,

9번)를 이용하여 DFDF 핫셀에서 22～103 mm로 절단하고, 2007년도 실험 조건

과 동일하게 수직으로 연료봉을 세워 산화 온도 500℃, 산화 시간 10시간동안 공

기 분위기에서 산화시켰다. 즉 산화 시 rod-cut 시편을 교반하지 않고 정적 조건

에서 수행하였다. 그림 3.1.3.1은 핫셀 내 산화 탈피복 실험 장치 및 대표적인 산

화 전후의 rod-cut 시편 사진이며, 산화 탈피복율은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구하

였다. 참고적으로 탈피복 종료 후 rod-cut 시편을 DSNC를 이용하여 핵물질 잔

류 정도를 탈피복 실험 전 측정값과 비교하여 산화 탈피복 특성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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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피복율(%)= 100)
 -

1( ´-
무게산화탈피복전

산화무게피복관무게산화탈피복후

Rodcut
Rodcut

탈피복율(%)= 100)
 -

1( ´-
무게산화탈피복전

산화무게피복관무게산화탈피복후

Rodcut
Rodcut

a) rod-cut 및 수직 장착

(b) 산화 후 시편 및 분말

그림 3.1.3.1 산화 탈피복 실험 전․후 rod-cut 시편 및 분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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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2 500℃, 10시간 조건에서 연소도 37,000 MWd/tU

사용후핵연료 rod-cut 길이별 산화 탈피복율 변화

(2) Rod-cut 길이에 따른 산화 탈피복율 변화

그림 3.1.3.1(b)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화 탈피복후 상당량의 회수된

분말을 관찰할 수 있었고, 시편 길이가 작을 경우 봉내 핵물질은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연소도 37,000 MWd/tU rod-cut 시편 7, 9번에 대한 500℃에서 10시간 산화

시킬 경우, 길이 변화(22 ～ 103 mm)에 따른 산화 탈피복율 실험에 대한 정량적

결과를 표 3.1.1.3에 제시하였으며, 그림 3.1.3.2에 본 결과를 도식화하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연소도 사용후핵연료 봉을 500℃공기분위기에서

10시간 산화 탈피복할 경우, 봉 길이가 22 mm에서 103 mm로 증가하면 산화 탈

피복율은 99% 에서 22%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rod-cut 종류별로 산화 탈피복율

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즉 봉 길이가 증가할수록 탈피복율(핵물질 회수율)

은 감소하였으나, 2.5 cm 이하인 경우 탈피복율은 99%이상이었다. 이상의 저연

소도 사용후핵연료 산화 탈피복 실험 결과를 기존 실험 자료와 비교할 경우, 490

～ 590℃에서 연소도 28,000 MWd/tU PWR 사용후핵연료의 산화 탈피복율은 시

편 길이 40 mm 이하에서 99%이상으로 길이에 따른 영향이 거의 없으며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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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과제에서 수행한 37,000

MWd/tU 연소도의 산화 탈피복 실험에서는 길이 40 mm에서 약 60%로 나타나

더 낮은 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실험 결과와 약간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으

로 핵연료 연소도 및 산화 탈피복 실험 시 교반, 그리고 산소 농도의 차이에 기

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Rod-cut 길이

(mm)

초기 Rod-cut

무게(gr)

산화후 Rod-cut

무게(gr)

피복관무게

무게(gr)

피복관산화

무게증가분
(gr)

피복관무게

(산화무게
포함), gr

탈피복율

(%)

33 21.91 10.21 3.81 0.19 4.00 65.3
48 31.16 19.59 5.54 0.28 5.82 45.7
71 46.1 34.56 8.19 0.41 8.60 30.8
98 62.15 50.3 11.31 0.57 11.87 23.6

합계 161.32 114.66 28.85 30.29

Rod-cut 길이
(mm)

초기 Rod-cut
무게(gr)

산화후 Rod-cut
무게(gr)

피복관무게
무게(gr)

피복관산화
무게증가분

(gr)

피복관무게
(산화무게

포함), gr

탈피복율
(%)

22 14.37 2.77 2.54 0.13 2.67 99.1
51 33.68 23.13 5.89 0.29 6.18 38.4
73 47.83 37.26 8.42 0.42 8.85 27.1
103 65.36 54.86 11.89 0.59 12.48 19.9
합계 161.24 118.02 28.74 30.17

Q43-F16, 35,000 MWd/tU, Rod-cut 9번 탈피복율

Q43-F16, 35,000 MWd/tU, Rod-cut 7번 탈피복율

표 3.1.3.1 연소도 37,000 MWd/tU rod-cut 시편의 500℃, 10시간 공기 중

산화 탈피복 실험 결과

이상의 실험 결과를 2007년에 수행한 연소도 50,000 MWd/tU 이상 고연소

도 사용후핵연료 rod-cut 시편의 산화 탈피복 시킬 경우와 비교할 경우, 전체적

으로 시편 길이가 증가할수록 산화 탈피복율은 감소하는 경향은 동일하나, 500℃

15시간 산화조건에서 rod-cut 시편이 30 mm로 동일할 경우 고연소도 핵연료는

탈피복율이 약 20 ～ 26% 이었으나 저연소도 핵연료는 85% 이상의 산화 탈피복

율을 보여 연소도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와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실험 결과를 종합하여 산화 탈피복 특성에 미치

는 연소도 영향을 평가하였다.

나. 사용후핵연료 연소도 변화에 따른 산화 탈피복 특성 종합 평가

연소도 35,000～60,000 MWd/tU 범위에서 산화 온도 500 ～ 700℃, 산화 시

간 10 ～ 20 시간 산화시킬 경우, 연소도 변화에 따른 산화 탈피복율 변화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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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3.1.8에 종합적으로 도식하였다. 전체적으로 연소도가 증가함에 따라 산화 탈

피복율은 감소하였고, 특히 길이 70 mm 시편의 경우 500℃에서 산화시킬 경우

탈피복율은 30% 이하로 연소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낮게 나타나, 연료봉

길이가 70 mm 이상일 경우 회전운전에 의한 산화 탈피복율 증대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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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3 사용후핵연료 연소도 변화에 따른 산화 탈피복율

변화(온도, 길이별)

연소도 변화에 따른 영향을 상세히 살펴보면, 산화온도 500℃, 봉 길이 30

mm 조건에서 50,000 MWd/tU 이상 사용후핵연료 산화 탈피복율은 약 30%이하

이지만 연소도 40,000 MWd/tU이하에서 산화 탈피복율은 80% 이상으로 크게 차

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산화 탈피복에 의한 핵물질을 99%이상 회

수 할 수 있는 적정 공정조건은 연료봉 길이는 30 mm 이하가 필수적이다. 아울

러 연소도 40,000 MWd/tU 이하일 경우 500℃, 10시간 처리, 고연소도의 경우는

700℃ 약 15시간이며, 처리 효율의 증대를 위해서는 회전로 운전이 필요한 것으

로 평가할 수 있다.

4.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특성을 고려한 DFDF 핫셀에서의 기계적 탈피복

성능 실험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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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평형 탈피복장치 (b) 연료봉 장착 초기

가. 수평식 기계적 탈피복 장치 핫셀 시운전

DFDF 핫셀에서는 사용후핵연료 봉으로부터 핵물질을 분리, 회수하기 위하

여 기존에는 연료봉을 수직으로 세워 기계적 탈피복하는 slitter를 운영하였다. 그

러나 연소도 50,000 MWd/tU 이상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피복관 직경

등 재원 및 열화 특성이 달라 기존의 수직형 기계적 탈피복 장치인 slitter의

blade 간격을 수시로 조정하여야 하는 등 핵연료를 효과적으로 회수할 수 없었

다. 따라서 “건식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제조 기술개발” 세부과제에서 사용후핵연

료 연소도에 무관하게 즉 피복관 재원 및 열화 특성에 관계없이 기계적 탈피복

이 가능한 수평형 탈피복 장치를 새롭게 설계하고 이를 제작하였으며, 본 과제에

서는 본 장치를 DFDF 핫셀에 설치하여 운전을 위한 유틸리티 시스템을 구축하

고 시운전을 거친후 기계적 탈피복 성능 시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3.1.4.1는

DFDF 핫셀에 설치한 수평형 기계적 탈피복 장치 사진으로서, 영광원전 방출 고

연소도 사용후핵연료봉 (60,000 MWd/tU, J502-C16)을 이용한 탈피복 시험 운전

사진이다.

그림 3.1.4.1 DFDF 핫셀에 설치된 수평형 기계적 탈피복장치 사진

나.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봉 이용 기계적 탈피복 성능 실험 및 평가

DFDF 핫셀에 저장중인 영광운전 방출 60,000 MWd/tU 고연소도 사용후핵

연료봉(J502-C16) 25 cm rod-cut 3개를 이용하여 수평형 기계적 탈피복장치 성

능 시험을 수행하고, 기계적 탈피복후 추가 산화처리에 의하여 핵물질 회수율에

대한 정량적 특성 평가 자료를 확보하였다. 상기 핵연료봉 피복관 재질은 Zirlo로

서 외경 9.7 mm, 두께 0.64 mm로서, 그림 3.1.4.2(a)는 기계적 탈피복장치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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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봉 장입전 사진이고, 그림 3.1.4.2(b)는 탈피복후 절개된 피복관 및 회수된 분말

사진이다.

(a) 연료봉 장착전

(b) 탈피복후 회수 핵연료 및 피복관 내면 사진

그림 3.1.4.2 수평형 기계적 탈피복 장치 성능 시험 사진

연소도 60,000 MWd/tU 사용후핵연료봉 rod-cut 3개를 이용하여 기계적 탈

피복 성능 시험 결과, 25 cm rod-cut 1개를 절단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rod-cut

원격 장착 시간은 약 1분, 완전 절단에 필요한 시간은 약 0.5분이었다. 즉 PWR

사용후핵연료봉 총 길이를 380 cm로 할 경우 절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8분 정도

소요되며, 탈피복 장치를 2대 운영할 경우 PWR 집합체(17×17, 제어봉 포함) 총

연료봉의 기계적 탈피복 소요 시간은 약 20시간이다. 그러나 그림 3.1.1.10(b)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봉 이용 기계적 탈피복 공정만 수행한 결

과, 피복관 내면에 핵연료가 다량 강하게 부착되어 진동에 의하여 떨어지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65,000 MWd/tU(K23-M03) 연료봉도 비슷하

게 나타났다.

따라서 초기 rod-cut 무게 및 회수된 핵물질 무게를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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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피복후 피복관 내면에 부착된 핵연료 양은 초기 핵연료 양 대비 약 26%가 잔

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DSNC 측정 결과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였다 (표 3.1.1.4

참조). 따라서 피복관 내면에 부착된 핵연료를 회수하기 위하여 700℃에서 10시

간 산화처리하였으며, 회수된 분말 및 hull 무게 측정 및 hull 자체의 DSNC 분

석 결과를 토대로 99% 이상의 핵물질을 회수할 수 있었다(표 3.1.1.4 참조).

즉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봉 특성으로 인하여 핵물질을 99%이상 회수하기

위해서는 기계적 탈피복-산화 연계 처리 공정이 공정 효율측면에서 단순 산화

탈피복 공정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DFDF 핫셀 실험을 통하여 전 연소

도 범위의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탈피복 기반 핵심 자료를 확보하였다.

Rod

No.

기계적 탈피복율 산화처리 후 탈피복율

rod-cut

double

rate

핵연료 부착

피복관

double rate

탈피복율

(%)

rod-cut

double rate

hull

double rate

탈피복율

(%)

1 1,342.4 343.5 74.4 1,342.4 12.3 99.1

2 1,382.2 368.7 73.3 1,382.2 13.5 99.0

평균 1,362.3 356.1 73.9 1,362.3 12.9 99.1

표 3.1.4.1 연소도 60,000 MWd/tU rod-cut 시편의 기계적

탈피복-산화처리 시 단계별 DSNC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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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휘발성 산화공정개발

1. SIMFUEL이용 오존 산화조건하 오존농도, 온도별 준휘발성 핵분열생성

물 거동 특성 분석

가. 개요

오존은 불소 다음으로 강한 산화제로 오존산화를 할 경우 저온에서도 핵분열

생성물의 산화 및 분해산화, 그리고 우라늄산화물의 산화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

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정한 오존농도하에서 준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인

RuO2 및 CsI, 그리고 UO2 소결체 및 U3O8 분말을 이용하여 이들의 오존 산화거

동 특성을 분석하였다.

나. 오존 산화장치 제작

핵분열생성물 및 우라늄산화물의 산화거동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그림 3.2.1.1

과 같이 오존발생기, 반응기 및 미반응 오존을 분해하기 위한 배오존 분해기로

오존 산화장치를 구성하였다. 오존발생기는 고농도의 오존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고주파 무성방전방식, 배오존분해기는 열분해방식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3.2.1.1 오존 산화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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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농도가 높은 조건을 얻기 위해서 오존발생에 필요한 동력과 1 atm의 상

온에서 산소유량에 따른 오존농도를 측정하였다(그림 3.2.1.2). 오존농도는 동력의

증가와 유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증가하였으며 최대농도는 유량 50 ml/min에서

6.6 vol.%였으나 산화반응로의 관경이 40 mm로 크기 때문에 균질한 반응을 위

해 유량이 100 ml/min에서 오존농도가 6.2 vol.%인 조건을 본 실험에 적용하였

다.

그림 3.2.1.2 동력 및 유량에 따른 오존농도

다. SIMFUEL의 오존산화 특성

오존의 반감기는 120℃에서 1.5시간으로 매우 기나 250℃에서 1.5초로 극히 짧

다. 따라서 실험온도 범위를 175～225℃로 하여 반응시간에 따른 우라늄산화물의

산화거동 실험을 하였다. 사방정 구조인 U3O8 상(이론밀도: 8.4 g/㎤) 분말은 오

존과 반응하여 단사정계 구조의 ε-UO3 상(이론밀도: 8.73 g/㎤)으로 상변화가 일

어났으며, 200℃에서 6시간 반응에 의해서 UO3 상으로 완전히 전환됨을 오렌지

색으로 색변화(그림 3.2.1.3), X선 회절분석, 무게변화 측정에 의해서 확인하였다

(그림 3.2.1.4). 그러나, UO2 소결체 및 UO2 분말에서는 이러한 상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다.

(U,RE)3O8 상 및 (U,Sr)3O8 상은 고온 산화에 의해서 희토류 함량이 높은

(U,RE)O2+z 상과 U3O8상, (U,Sr)5O13 상과 U3O8 상으로 각각 분리된다. 오존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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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할 경우 생성되는 UO3 상은 모두 U6+이온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온반경 차

이가 15% 이상인 경우에 상대원소를 고용을 할 수 없다는 Goldschmit packing

rule에 의하면 (U,RE)3O8 상은 RE2O3 상 및 U3O8 상, (U,Sr)3O8 상은 SrO2 및

U3O8 상으로 분리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U0.91Nd0.09)3O8 및 (U0.91Sr0.09)3O8 분

말을 사용하여 6.2 vol.%의 오존을 이용하여 200℃에서 6시간동안 산화반응을 하

였다. 오존에 의한 산화반응결과, (U0.91Nd0.09)3O8 및 (U0.91Sr0.09)3O8 분말을 상분리

없이 (U0.91Nd0.09)O3 및 (U0.91Sr0.09)O3 분말로 상변태만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그

림 3.2.1.5). 저온에서는 격자변형에너지를 극복하고 (U0.91Nd0.09)O3 및

(U0.91Sr0.09)O3의 준안정상을 형성한다. 그러나 큰 격자변형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

에 온도를 올려 격자변형을 완화시키기 위해 분리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질소분

위기하 500℃에서 12시간동안 열처리를 하였으나 상분리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

다(그림 3.2.1.6).

라. 준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의 오존산화 특성

준휘발성 핵분열생성물중에 RuO2는 산소분위기하에서도 휘발성이 높은

RuO4(융점 : 25.4℃, 비점 : 40℃)로 산화되지 않는다. CsI는 융점이 621℃, 비점

이 1,280℃로 산화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면 융점이 432℃인 CsO2, 융점 및 비점이

각각 113.7℃와 184.4℃인 I2로 분해될 수 있다. U3O8의 오존산화에 의하면 산화

도가 높은 UO3로 전환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RuO2 및 CsI 시약을 사용하여

오존산화 실험을 수행하였다. 오존농도는 6.2 vol.%로 하여 200℃에서 6～18시간

동안 반응을 시켰다. RuO2의 오존산화 실험후 변색관찰(그림 3.2.1.7) 및 무게변

화를 측정한 결과 변화가 전혀 없었다.

CsI를 18시간동안 반응시킨 결과 1.09 wt.% 무게가 증가하였으며, X선 회전

분석에 의해 입방구조의 CsIO3 화합물이 생성됨을 알 수 있었다(그림 3.2.1.8).

CsIO3에 대한 융점 및 비점에 대한 자료 및 열분해온도에 대한 자료는 문헌검색

으로 확보할 수 없었다. UO3는 300℃ 이상에서 U3O8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4%H2-Ar 및 공기를 반복 교환 하는 OREOX공정 대신에 산소를 만을 이용한

저온 반복 산화환원공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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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 UO3 분말 그림 3.2.1.4 온도에 따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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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5 우라늄고용체의 오존산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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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6 MO3 화합물 열처리에 의한 상변화

그림 3.2.1.7 Ru 오존산화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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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8 CsI의 오존산화 반응 전후의 X선 회절형태 변화

2. 200 gHM/batch 규모 휘발성 산화공정 실험장치 제작 및 성능 실험

가. 200 gHM/batch 규모 휘발성 산화공정 실험장치 설계

(1) 개요

휘발성 산화공정(voloxidation)의 후속공정인 pyroprocess의 방사능 부하 및

공정 효율향상을 위해 핵분열생성물의 휘발율을 높이고 분말밀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고온진공이 가능한 휘발성 산화공정 실험장치가 요구된다. 따

라서 다량의 SIMFUEL을 이용한 핵분열생성물의 휘발거동 및 포집, 분말밀도를

높이기 위한 입도제어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 장치 설계/제작 및 성능실험을

수행하였다.

(2) 회전로형 휘발성 산화공정 실험장치 성능실험

I-NERI과제에서 2007년에 제작된 회전로형 휘발성 산화공정 실험장치의 성능

실험을 수행하였다. 회전로는 반응로 회전 구동부, 분말의 투입 및 회수용 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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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하이동), 발열부 및 제어반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3.2.2.1). 반응로에는 분

말의 분산에 의한 접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4개의 lifting flight를 설치하였

다. 반응로의 재질은 310S 스테인레스 스틸로 약 850℃에서 6시간동안 가열하면

표면이 검정색으로 산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가열온도는 800℃로 제한

된다. 반응로의 회전속도는 최대 1.2 rpm으로 되어 있다. 고온에서 회전구동 성

능, 분말의 투입 및 회수기능, 제어반의 기능, 설정온도에 따른 반응로 내부의 온

도를 점검하였으며 설계 성능을 만족하였다.

(a) 회전로 (b) 제어반

그림 3.2.2.1 회전로형 휘발성 산화공정 실험장치

고도 휘발성 산화공정의 후속공정 전해환원공정에서는 일반적으로 분말용기로

서 한국에서는 마그네시아 도가니 및 스테인레스 스틸망, 미국에서는 45 ㎛ 스테

인레스 스틸 망을 사용하고 있으며, 회분식 공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

라서 고도 휘발성 산화공정에서 분말입도를 제어할 경우에 전해환원공정의 공정

효율이 증대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치를 이용하여 분말입도를 제어하기 위해

소결이 개시되는 온도(Tamman 온도)가 276℃인 Bi2O3 분말을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Bi2O3의 이론밀도는 8.7 g/㎤ 로 U3O8의 이론밀도(8.4 g/㎤)와는 큰

차이가 없었다. 입도제어 실험은 온도를 450～800℃, 반응로 회전속도를 최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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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m하여 5시간동안 수행하였다. 그림 3.2.2.2.(a)는 열처리 온도에 따른 탭밀도 변

화를 나타낸 것으로 탭밀도는 765℃에서 64%(2.45→4.01 g/㎤)까지 크게 증가하

였다. 그림 3.2.2.2.(b)는 765℃에서 분말입도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열처리에 의해

서 입도 제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말의 변색은 단지 동일한 화학조성

을 갖는 결정변형체(삼사정계→ 단사정계)에 의한 것으로 X선 회절분석으로 확

인하였다.

(a) 탭밀도 변화 (b) 분말입도 변화

그림 3.2.2.2 입자크기 제어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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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온진공 휘발성 산화공정 실험장치 설계

약 1200℃, 1 torr의 고온진공공정에 의해서 준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을 휘발제

어하는 연구가 한국과 미국 간의 I-NERI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회전로형 휘발성 산화공정 실험장치는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로 온도의 한계 및

진공을 유지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성능향상 및

추가기능을 부여하여 고온진공 휘발성 산화공정 실험장치를 설계를 수행하였다.

- 산화탈피복 기능 추가

- 배기체 실험장치와 접속

- 온도 : 약 1,200℃(Inconel 재질)

- 진공도 : < 1 torr

- 반응로 회전속도 : 최대 60 rpm

고온진공 휘발성 산화공정 실험장치는 회분식으로 tumbling시키면서 산화탈

피복하여 다공판을 통해 분말을 반응로에 수집한 후 피복관을 제거한다. 진공을

유지하면서 분말을 tumbling 시켜 핵분열생성물을 휘발제거하는 동시에 분말의

입자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반응로의 재질로는 인코넬 600을 선정하였는데 이는 융점이 1,354～1,413℃로

낮으나 1,177℃까지 산화저항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고온 산화장비에 대부분 사용

되고 있다. 그림 3.2.2.3은 고온진공 휘발성 산화공정 실험장치도를 나타낸 것으

로 가스라인 및 온도제어선, 반응로 회전구동부, 반응로(산화탈피복, 산화반응로),

배기체 온도유지 가열부, 배기체연결부로 구성하였다.

진공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전부(산화탈피복부, 산화반응로)와 고정부로 분리하

였으며 고정부로는 반응로 guide를 설치하도록 하였다(그림 3.2.2.4). 회전부와 고

정부간의 진공은 내열성 O-ring에 의해서 유지된다(그림 3.2.2.5). 회전부와 고

정부간에 베어링을 설치하여 회전부의 원활한 회전과 장치무게에 의해 생기는

응력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배기체가 배관에 응축되지 않게 일정 온도 유지를 위해서 배기체 연결배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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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열기를 설치하도록 하였다(그림 3.2.2.6). 분말배출의 용이성을 반응로의 끝

부분을 cone 형태로 하였으며 여기에 인코넬 재질의 mesh를 설치할 것이다(그림

3.2.2.7). 반응로와 반응기체배관 및 온도센서간의 분리가 원활하도록 socket 형태

의 접속부를 갖도록 하였다(그림 3.2.2.8). 그리고 가열기의 유지보수를 위해 단일

체가 아닌 좌우 분리형으로 선정하였다(그림 3.2.2.9).

그림 3.2.2.3 고온진공 휘발성 산화공정 실험장치도

그림 3.2.2.4 회전 및 고정부



- 43 -

그림 3.2.2.5 회전/고정부간의 진공유지 O-ring

그림 3.2.2.6 배기체 온도유지 가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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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7 분말배출용 mesh

그림 3.2.2.8 유틸리티라인과 반응로 분리 그림 3.2.2.9 보수시 가열기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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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0 gHM/batch 규모 휘발성 산화공정 실험장치 제작 및 성능 실험

제작된 휘발성 산화장치를 그림 3.2.2.10에 나타내었으며, 그림 3.2.2.11은 배기

체 차리장치와 일체형을 같도록 배관이 연결된 부분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2.2.11은 열처리는 산소분위기에서 2단계(500, 700℃) 산화 후 알곤 분위기에서

1100℃/3hr로 한 휘발성 산화공정의 운전프로그램을 나타낸 것이며 이에 따라서

시운전 결과의 온도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회전로의 회전속도는 3 rpm하여 하였

다. 설정온도에 따라서 실측온도가 잘 맞음을 알 수 있었다.

(a) 회전형 휘발성 산화장치 (b)배기체 처리장치와 일체형

그림 3.2.2.10 휘발성 산화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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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화 온도별 준휘발성 핵분열생성물 거동 특성 분석

가. 개요

준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의 거동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순수한 금속 및 금속

석출물 상태인 핵분열생성물의 산화에 필요한 평형산소분압 및 휘발율을 평가하

기 위해서 산화(공기, 산소)분위기에 따른 평형증기압을 계산하여 휘발특성을 분

석하였다. 또한 공기분위기하에서 산화실험을 통해 휘발제거가 가능한 핵분열생

성물과 산화공정 운전조건을 제시할 수 있었다.

나. 열역학적 특성계산에 의한 준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의 산화 및 휘발특성

(1) Cs 및 Cs 화합물의 평형산소분압 및 평형증기압 계산

(가) 산화거동

Cs, Te 및 Cs 화합물의 융점 및 비점을 열역학적 데이터베이스인 HSC,

CRC 핸드북, 문헌을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를 표 3.2.3.1에 나타내었다. Cs이 산

화되면 융점이 증가되지만 594℃ 이하이며, Te은 산화되면 융점이 733℃로 증가

된다. 반면에, Cs2Te는 산화되면 융점이 감소한다. CsBr 및 CsI의 경우에는 융

점이 636℃ 이하였다. Cs2MoO4도 957℃에서 액상이 되었다.

열처리분위기에 따른 Cs, Te 및 Cs2Te의 산화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열역학

적 데이터베이스인 HSC를 이용하여 평형 산소분압을 계산하여 그림 3.2.3.1에 나

타내었다.

그림 3.2.3.1의 평형산소분압도로부터 얻은 열처리분위기에 따른 Cs, Te,

Cs2Te와 이들 산화물의 존재 상 및 온도범위를 요약하면 표 3.2.3.2와 같다.

Cs2O2(l)는 공기분위기하의 985℃이상에서는 Cs2O(l)로 열분해 되며, 산소

분위기하의 1120℃이상에서는 Cs2O(l)로 열분해 된다. Ar분위기에서 Cs(l)는

Cs2O(l)로 존재한다. 산소 및 공기분위기에서 Cs2Te은 Cs2TeO4(s)로 존재하

며, Ar분위기에서는 산화물인 Cs2TeO3(s)로 존재한다. 그리고 Ar분위기에

서 Te는 613℃이상에서 산화물인 TeO2(l)로 존재한다. 4%H2-Ar분위기에

서는 Cs, Te, Cs2Te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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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점(℃) 비점(℃)
Cs

Cs2O

Cs2O2

CsO2

28

490

594

432

671

-

-

-
Cs2Te

Cs2TeO3

Cs2TeO4

850[3.2.3.1]

810[3.2.3.2]

-

-

-

-
Te

TeO2

450

733

988

1245

CsBr 636 1300
CsI 621 1280

Cs2MoO4 957 -
Cs2UO4 - -

표 3.2.3.1 Cs 화합물의 융점 및 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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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 Cs, Te 및 Cs2Te의 산화에 필요한 평형산소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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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2 열처리 분위기에 따른 Cs, Te 및 Cs2Te의 존재 상 및 온도범위

원소 및

화합물
열처리분위기

상 및 온도

존재 상 온도(℃)

Cs

산소
Cs2O2(s) 500≤T<594
Cs2O2(l) 594≤T<1120

Cs2O(l) 1120<T≤1400

공기
Cs2O2(s) 500≤T<594
Cs2O2(l) 594≤T<985
Cs2O(l) 985≤T≤1400

산소, 공기, Ar Cs2O(l) 500≤T<671
4%H2-Ar Cs(l) 500≤T<671

Cs2Te
산소,공기 Cs2TeO4(s) 500≤T≤727

산소, 공기, Ar Cs2TeO3(s) 500≤T≤727
4%H2-Ar Cs2Te(s) 500≤T≤727

Te
산소 및 공기

TeO2(s) 500≤T<733
TeO2(l) 733≤T<988

Ar
TeO2(s) 500≤T＜613

Te(l) 613≤T<988
4%H2-Ar Te(l) 500≤T<988

(나) 휘발거동

열처리분위기에 따른 Cs(l), Cs2O2(s,l) 및 Cs2O(l)의 기화성 화학종 별로 평형증

기압을 계산하여 최대증기압을 나타낸 기화성 화학종의 평형증기압을 그림

3.2.3.2에 나타내었다. 산소 및 공기분위기에서는 Cs2O2(s,l) 및 Cs2O(l)가 C2O2(g)로

휘발될 경우에 가장 증기압이 높았다. Ar분위기에서는 Cs2O(l)이 Cs(g)로 휘발될

경우에 가장 증기압이 높았다. 4%H2-Ar분위기에서는 Cs(l)이 Cs(g)로 휘발될 경

우에 증기압이 가장 높았다. 670℃까지 열처리분위기에 따른 기화성 화학종의 평

형증기압 크기는 4%H2-Ar, 공기=산소, Ar 순서였다.

열처리분위기에 따른 Te(l) 및 TeO2(s,l)의 기화성 화학종 별로 평형증기압을 계

산하여 최대증기압을 나타낸 기화성 화학종의 평형증기압을 그림 3.2.3.3에 나타

내었다. 평형증기압은 Te(l)의 비점을 고려하여 987℃까지 계산하였다.

산소 및 공기분위기에서는 TeO2(s,l)가 Te2O4(g)로 휘발될 경우에 가장 증기압이

높았다. Ar분위기에서는 613℃까지는 TeO2(s), 이상의 온도에서는 Te(l)이 Te2(g)로

휘발될 경우에 가장 증기압이 높았다. 또한, 4%H2-Ar분위기에서도 Te(l)이 Te(g)

로 휘발될 경우에 증기압이 가장 높았다. 613℃까지 열처리분위기에 따른 기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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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종의 평형증기압 크기는 Ar, 4%H2-Ar, 공기=산소 순서였으며, 이상의 온도

에서는 Ar=4%H2-Ar, 공기=산소 순서였다. CsI 및 CsBr을 제외한 Cs 화합물의

휘발특성은 문헌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융점이 850℃인 Cs2Te(s)의 기화성 화학

종 및 증기압은 표 3.2.3.2와 같다[3.2.3.3]. Cs2Te(s,l)의 기화성 화학종중에 Cs(g)로

휘발될 경우에 증기압이 가장 높았다.

Semenov 등은[3.2.3.4] Knudsen effusion mass spectrometry를 이용하여 고상

의 Cs2TeO3(s)의 증발 거동을 연구한 결과 고상에서 Cs2TeO3(g)의 증기압은 다음

과 같다. Cs2TeO4 증발실험에 의하면 597℃ 이상에서는 Cs2TeO4(s)가 열분해 되

어 Cs2TeO3(s)로 전환되어 휘발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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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2 열처리분위기에 따른 Cs(l), Cs2O(l) 및 Cs2O2(s,l)의 기화성 화학종의

최대평형증기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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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3 열처리분위기에 따른 Te(l) 및 TeO2(s,l)의 기화성 화학종의 최대

평형증기압

표 3.2.3.3 Cs2Te의 기화성 화학종 및 증기압

원소 및 화합물 증기압( log p vap (Pa)) 온도(℃)

Cs(g) 8.3 - 8200/T(K) 477-927

Te(g) 8.0 - 9400/T(K) 717-937

CsTe(g) 7.9 - 9200/T(K) 782-937

Cs2Te(g) 6.6 - 7800/T(K) 777-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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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P Cs 2TeO 3
(Pa) = 11.161 -1.196×10 4/T(K) , 727≤T(℃)≤807

Yamawaki 등은[3.2.3.5] Knudsen effusion mass spectrometry를 이용하여 고

상 및 액상의 Cs2MoO4(s)의 증발 거동을 연구한 결과 고상 및 액상에서

Cs2MoO4(g)의 증기압은 다음과 같다. Cs2MoO4(s) 증기압 측정결과에 의하면 97

2℃ 이상에서는 Cs2MoO4(g)외의 다른 화학종의 생성으로 인해 증기압이 감소함

을 보였다.

log P Cs 2MoO 4
(Pa) = 11.02 -1.36×10 4/T(K) , 862≤T(℃)≤947

액상에서의 Cs2MoO4(g)의 증기압은 다음과 같다.

log P Cs 2MoO 4
(Pa) = 9.8 -1.21×10 4/T(K) , 957≤T(℃)≤972

Cordfunke 등[3.2.3.6]과 Spitsyn 등에[3.2.3.7] 의하면 Cs2UO4는 공기중에서 다

음과 같은 과정으로 열분해가 되며 Cs2UO4내의 Cs이 Cs2O(g)로 휘발됨을 제안하

였다.

2 Cs 2UO 4( s) ────→
650〫C

Cs 2U 2O 7( s)+ Cs 2O ( g)

5 Cs 2U 2O 7( s) ────→
900〫C

2Cs 4U 5O 17( s)+ Cs 2O ( g)

4 Cs 2U 5O 17( s) ─────→
1000〫C

5Cs 2U 4O 13( s)+ 3Cs 2O ( g)

Bharadwaj 등은[3.2.3.8] Cs2O(g)와 Cs2UO4에 대한 가능한 열역학적 자료를 이

용하여 반응 및 온도에 따른 Cs2O(g)의 평형증기분압을 계산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2.3.4와 같다. Cs 화합물의 증기압을 그림 3.2.3.4에 나타내었다. Cs 화합물별

로 문헌 및 HSC에서 수록된 온도범위에 차이가 있지만 화합물별로 기화성 화학

종의 증기압 크기는 CsI > CsBr > Cs2TeO3 > Cs2Te > Cs2MoO4 > Cs2UO4

순서였다. Cs2UO4(s)로 부터 Cs2O(g)가 휘발될 경우에 증기압이 매우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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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Cs2O(g) 증기분압( log p Cs 2O

(Pa))

727℃ 927℃ 1127℃

2 Cs 2UO 4( s) ────→
650〫C

Cs 2U 2O 7( s)+ Cs 2O ( g) -12.49 -7.79 -4.39

5 Cs 2U 2O 7( s) ────→
900〫C

2Cs 4U 5O 17( s)+ Cs 2O ( g)-15.29 -10.09 -6.39

4 Cs 2U 5O 17( s) ─────→
1000〫C

5Cs 2U 4O 13( s)+ 3Cs 2O ( g)-18.09 -12.69 -7.99

표 3.2.3.4 Cs2UO4와 평형상태에서의 Cs2O(g)의 평형증기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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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4 열처리분위기에 따른 Cs 화합물의 최대증기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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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의 평형산소분압 및 평형증기압 계산

(가) 산화거동

준휘발성 핵분열생성물중에서 귀금속인 Mo, Tc, Ru, Rh, Pd와 이의 금속석출

물은 융점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산화에 의한 휘발이 요구된다. 따라서 귀금속석출

물 및 순수한 금속의 산화에 필요한 평형산소분압을 계산할 필요가 있다.

귀금속석출물의 산화에 필요한 평형산소분압을 계산하기 위해서 규정용액모델

(regular solution model)에서 구한 활동도와 열역학적 데이터베이스인 HSC로 부

터 구한 각 반응에 대한 Gibbs 자유에너지 변화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또한 순

수한 귀금속의 산화에 필요한 평형산소분압을 HSC로 부터 구한 각 반응에 대한

Gibbs 자유에너지 변화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귀금속석출물의 열역학적 활동도는 상호작용 매개변수(interaction parameter,

E), α 상과 ε 상간의 Gibbs 자유에너지차 및 각 성분의 조성을 사용하여 규정용

액모델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였다. 상호작용매개변수는 Mo0.45Ru0.45Pd0.10와

Mo0.45Ru0.45Rh0.10 석출물의 경우에는 Kaufmann과 Bernstein의[3.2.3.9] 계산값,

Mo0.45Tc0.45Pd0.10 석출물에 대해서는 Haines 등에[3.2.3.9] 의해 제안된 값을 이용

하였다.

금속석출물 및 순수한 금속의 산화에 필요한 평형산소분압을 계산하여 그림

3.2.3.5-6에 나타내었다. 금속석출물이 순수한 금속보다 동일한 온도에서 산화에

는 보다 높은 평형산소분압이 요구되나 공기 및 산소분위기하에서 충분한 반응

시간이 주어진다면 모두 산화물로 전환됨을 알 수 있다.

압력 1 atm의 산소 및 공기분위기하에서 Mo(s)는 MoO3(s,l)(융점 : 801℃, 비점

: 1155℃) Tc는 Tc2O7(s,l)(융점 : 120℃, 비점 : 211℃ )로 최대의 산화도를 가지

나, Ru(s)는 RuO2(s)가 RuO4(s,l)(융점 : 25.4℃, 비점 : 112℃)로 산화하기 위해서는

1 atm 이상의 산소분압을 요한다(그림3.2.3.6). Pd(s)와 Rh(s)는 PdO(s) 및 Rh2O3(s)

로 산화한 후에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열분해하여 다시 Pd(s) 및 Rh(s)로 존재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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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5 금속석출물내 Mo, Tc, Ru, Rh, Pd 및 순수한 금속의 산화에

필요한 평형산소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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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6 Tc 및 Ru의 Tc2O7(s,l) 및 RuO4(l)로 산화에 필요한 평형산소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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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휘발거동

금속 및 금속산화물의 평형증기압을 열처리분위기에 따라서 계산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3.2.3.7-11에 나타내었다. Mo의 경우에는 산소 및 공기분위기하에서

평형증기압이 가장 높으며 증기압은 (MoO 3 ) 3( g) > (MoO 3 ) 4( g) >

(MoO 3 ) 2( g) > MoO 3 ( g)의 순서를 보였다(그림 3.2.3.7). Tc는 산소 및 공기분

위기하에서 Tc2O7(g)로 증발할 때 가장 증기압이 높았다(그림 3.2.3.8). Ru의 경우

에는 산소분위기하에서 평형증기압이 가장 높으며, RuO 3( g) 또는 RuO 4( g)로 증

발될 때 증기압이 가장 높다(그림 3.2.3.9). 978℃ 이하에서는 식 (1)에 따라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식 (2)에 따라 증발하게 된다.

RuO 2( s)+O 2( g)=RuO 4( g) (1)

RuO 2( s)+1/2O 2( g)=RuO 3( g) (2)

Rh의 경우에도 산소분위기하에서 평형증기압이 가장 높으며, 1,141℃ 이하에

서는 식(3)에 따라서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식 (4)에 따라 RhO2(g)로 증발하게 된

다(그림 3.2.3.10).

Rh 2O 3( s)+O 2( g)=RhO 2( g) (3)

Rh ( s)+O 2( g)=RhO 2( g) (4)

Pd는 다른 귀금속과는 달리 PdO(s)에서 보다는 Pd(s)에서 기체성 금속 또는 산

화물로 증발될 경우에 증기압이 높게 되며, PdO(g)보다 Pd(g)로 증발될 경우에 평

형증기압이 높다(그림 3.2.3.11). 따라서 알곤분위기하에서 Pd(g)로 증발될 경우 증

기압이 가장 높으며, 공기분위기에서는 780℃ 이상 그리고 산소분위기에서는 84

7℃ 이상에서는 알곤분위기 때와 동일한 평형증기압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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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7 열처리분위기에 따른 [Mo]A3, Mo(s), MoO2(s), 및 MoO3(s,l)의 기화성

화학종의 최대평형증기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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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8 열처리분위기에 따른 [Tc]A3, Tc(s) 및 TcO2(s)의 기화성

화학종의 최대평형증기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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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9 열처리분위기에 따른 [Ru]A2, Ru(s) 및 RuO2(s)의 기화성 화학종의

최대평형증기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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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0 열처리분위기에 따른 Rh(s), [Rh]A2, Rh2O3(s)의 기화성

화학종의 최대평형증기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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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1 열처리분위기에 따른 [Pd]A1, Pd(s) 및 PdO(s)의 기화성

화학종의 최대평형증기압

증기압 계산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열처리분위기에서 평형증기압이 가

장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산소분위기가 가장 좋음을 알 수 있었다.

원소 열처리조건

Mo

Tc

Ru

Rh

Pd

산소, 공기

산소, 공기

산소

산소

산소, 공기, 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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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증기압은 Tc2O7(g) > (MoO3)3(g) > RuO4(g) > RhO2(g) > Pd(g)의 순서로 높

았으며 이와 같은 순서대로 휘발제거 될 수 것으로 보이며 또한 온도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휘발/제거가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다. 준휘발성 핵분열생성물 거동 특성 분석

산화온도에 따른 휘발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핵분열생성물 대신에 Mo,

Re(Tc대용) Ru 및 RuO2, Rh, Pd, CsI 시약을 사용하여 공기분위기하에서 승온

속도를 5℃/min로 하여 1,450℃까지 가열하면서 TG-DTA

(thermogravimetric-differential thermal analysis)분석을 수행하였다. 귀금속 및

귀금속 산화물의 TG-DTA 분석 결과를 그림 3.2.3.12에 CsI의 TG-DTA 분석결

과를 그림 3.2.3.13에 나타내었다.

준휘발성 핵분열생성물 중에서 Mo는 400℃에서 산화가 개시되며 600℃에서는

MoO3(s)로 전환되었다. MoO3(s)의 800℃에서 용융되면서 급격한 휘발이 시작되었

다(그림 3.2.3.12.(a)).

Re는 330℃에서 산화가 개시되며 370℃에서는 휘발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

서 Re는 최대 산화도를 갖는 산화물은 Re2O7(s,l)(융점 : 297℃, 비점 : 360℃)로

전환과 동시에 휘발되는 것으로 여겨진다(그림 3.2.3.12.(b)).

Ru는 515℃에서 산화가 개시되며, 1,140℃에서 RuO2(s)로 전환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1,140℃ 이상에서 휘발이 시작되었다(그림 3.2.3.12.(c)). 그러나 RuO2(s)의

경우에는 1080℃에서 급격한 휘발이 시작됨을 알 수 있었다(그림 3.2.3.12.(d)).

Rh의 경우에는 다른 귀금속보다 높은 온도인 910℃에서 산화가 개시되었으며

1060℃에서 휘발이 시작되었다(그림 3.2.3.12.(e)). 공기분위기하 1,035℃에서

Rh2O3(s)는 Rh(s)로 열분해 되므로 휘발은 Rh ( s )+O 2( g)=RhO 2( g)와 같은 반응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Pd는 600℃에서 산화가 개시되나 완전히 PdO(s)로 산화되

지 않았으며 850℃에서 열분해가 일어난다(그림 3.2.3.12.(f)). 앞서 계산한 PdO

및 Pd의 평형증기압이 매우 낮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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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o (b) Re

(c) Ru (d) RuO2

(e) Rh (f) Pd

그림 3.2.3.12 귀금속 및 귀금속 산화물의 산화 휘발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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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분위기하에서 준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의 산화 및 휘발특성을 요약하여 표

3.2.3.5에 나타내었다. 산화개시 온도는 Rh가 910℃로 가장 높았으며 휘발시작 온

도는 1,060℃, Ru는 515℃에서 산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며 RuO2의 휘발이 1,080℃

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Ru 및 Rh까지 휘발제거하기 위해서는 1,100℃에서 산화하

는 바람직함을 알 수 있었다.

표 3.2.3.5 공기분위기하에서 준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의 산화 및 휘발 특성

CsI(s,l)(융점 : 621℃, 비점 : 1280℃)는 산화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며 약 650℃

에서 용융과 동시에 급격히 휘발이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그림 3.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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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3 CsI의 휘발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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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IMFUEL을 이용한 오존 산화조건하 연소도별 준휘발성 핵분열생성물

거동 특성 분석

가. 개요

준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의 제거율을 증대 시킬 수 있는 공정조건을 설정하기

위해서 주요 핵분열생성물과 증기압이 낮은 핵분열생성물을 선정하여 산소분위

기 하에서 온도에 따른 휘발거동 특성을 분석 및 평가를 하였다. 고도 휘발성

산화공정(온도 : 1,000～1,200℃)시에 우라늄산화물 분말의 입도제거 가능성을 분

석하기 위해 고정형 알루미나 튜브를 이용하여 공기 및 감압분위기에서 열처리

후 결정립 성장을 관찰하였다.

나. 준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의 산화거동특성 분석

Mo, Ru, Rh와 이의 금속석출물은 융점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산화에 의한 휘

발이 요구된다. 금속석출물의 입자크기는 문헌조사에 의하면 PWR 핵연료의 경

우에는 0.01～0.5 ㎛이다. 본 연구에서는 표 3.2.4.1에 나타낸 것과 같이 비표면적

과 밀도 자료로부터 구한 상당직경이 1 ㎛이하인 금속입자를 이용하여(그림

3.2.4.1) 산소분위기에서 입도에 따른 산화거동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50

0～1,000℃에서 5시간동안 열중량분석기를 이용하여 수행하였고, 산화율은 Mo,

Ru, Rh가 각각 MoO3, RuO2, Rh2O3로 전환되는 것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원소 입자크기
(㎛)

밀도
(g/cm3)

비표면적
(m2/g)

입도계산치
(deq, ㎛ )

Mo
1.5 10.2 2.17 0.27

<45 10.2 0.59 1.00

Ru
Black 12.1 26.08 0.02

<45 12.1 0.84 0.59

Rh
Black 12.4 25 0.02

<45 12.4 6.19 0.08

표 3.2.4.1 금속생성물 형성 단일성분 분말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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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Mo-1.5㎛ (a-2) Mo<45㎛

(b-1) Ru-black (b-2) Ru<45㎛

(c-1) Rh-black (c-2) Rh<45㎛

그림 3.2.4.1 실험에 사용된 금속생성물 형성 단일성분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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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2는 Mo, Ru, Rh와의 산화 및 휘발거동을 나타낸 것으로 입자크기에

따라서 산화 거동에 차이점은 있지만 산화속도는 Mo > Ru > Rh 순서였으며

휘발성은 MoO3 > RuO2 > Rh2O3 순서였다(그림 3.2.4.2, 3.2.4.3, 3.2.4.4, 3.2.4.5

참조). 고도 휘발성 산화장치의 재질의 산화부식이 허용된다면 800℃까지 산화하

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었다.

원소 입자크기
(㎛)

500℃ 600℃ 700℃ 800℃ 900℃ 1,000℃

Mo

1.5
4시간내,

99.8% 산화

승온중

600℃ 99.8%

산화

1.34%/hr

휘발

47.7%/hr

휘발 승온중 930℃에서

100% 휘발

<45
5시간,

89% 산화

1시간내,

99.8% 산화

1.33%/hr

휘발

46.8%/hr

휘발

Ru

Black
5시간,

77.3% 산화

5시간,

88.7% 산화

1시간내,

88.7%산화

휘발/산화, XRD분석: RuO2

단일상

<45
5시간,

10.8% 산화

5시간,

21.6% 산화

5시간,

30.6% 산화

5시간, 71%

산화

5시간,

80% 산화

XRD분석:

Ru/RuO2

혼합상

휘발/산화,

XRD분석:

RuO2

단일상

Rh

Black
5시간,

62.8% 산화

XRD분석:

단일상
- - - -

<45
5시간,

4.8% 산화

5시간,

46.7% 산화

5시간,

74.2% 산화

5시간,

84.2% 산화,

휘발/산화

휘발/산화

휘발/산화,

XRD분석:

Rh2O3

단일상

표 3.2.4.2 산화 및 휘발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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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2 Mo의 산화율(5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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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3 Ru의 산화율(5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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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4 Ru의 산화율(8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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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5 Rh의 산화율(500～1,000℃)

X선 회절분석결과에 의하면 Ru-black은 800℃에서 완전히 산화되었다(그림

(3.2.4.6.(b)). 반면에, Ru<45㎛는 900℃에서 극미량의 반응하지 않은 Ru가 존재하

며(그림 3.2.4.6.(d)), 1000℃에서는 RuO2로 완전히 산화반응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그림 3.2.4.6.(e)).

Rh 금속의 X선 회절분석결과에 의하면 Rh-black은 600℃에서 완전히 산화

되어 Rh2O3의 단일상을 보이며(3.2.4.7.(b)), Rh<45㎛ 분말은 1000℃에서 완전히

산화됨을 알 수 있었다(3.2.4.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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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6 Ru분말의 산화후 X선 회절분석 모형 ; (a) Ru, (b) Ru-black:

800℃, (c) Ru<45㎛: 800℃, (d) Ru<45㎛: 900℃, (e) Ru<4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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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7 Rh분말의 산화후 X선 회절분석 모형;

(a) Rh, (b) Rh-black: 600℃, (c) Ru<45㎛: 1000℃

평형증기압이 매우 낮은 RuO2 및 Rh2O3의 산화분위기 및 온도에 따른 휘발

속도를 TG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RuO2 및 Rh2O3분말의 비표면적은 각각

39.08 및 8.61 m2/g, 상당직경은 0.02 및 0.08 ㎛로 표 3.2.4.1의 금속분말과 동일

하였다. 가스유량은 50 ml/min, 가열/냉각속도는 20 ℃/min으로 하여, 1,000～

1,200℃에서 5시간 유지하였다. RuO2는 공기보다 산소분위기에서 휘발속도가 매

우 크며, 온도 증가에 따라 차이는 더욱 커졌다(그림 3.2.4.8). Rh2O3의 경우에는

휘발속도는 매우 낮았다. RuO2가 1,200℃에서 완전히 휘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은 산소에서는 7시간 공기에서는 15시간이 소요됨을 알 수 있었다.

M. Yamawaki 등의[3.2.3.5] Cs2MoO4(s) 증기압 측정결과에 의하면 972℃

이상에서는 Cs2MoO4(g)외의 다른 화학종의 생성으로 인해 증기압이 감소함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Cs2MoO4(s)의 휘발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Cs2MoO4를

1000～1200℃범위에서 산소, 공기, Ar분위기에서 휘발율을 측정한 결과를 그림

3.2.4.8에 나타내었다. 산소 및 공기분위기에서는 온도증가에 따라서 휘발율이

증가하였으며, 1200℃에서 5시간 내에 99% 이상 휘발되었으며, Ar 분위기에서는

1100℃에서 5시간 내에 99% 이상 휘발되었다. 그러나 1200℃의 Ar 분위기에서는

휘발율이 감소하였으며 99% 이상 휘발되기 위해서는 약 6시간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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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8 열처리분위기에 따른 Cs2MoO4, RuO2 및 Rh2O3의 휘발율

다. 고온 산화조건하 SIMFUEL 분말의 입자성장

알루미나 관형로 및 열중량분석기를 이용하여 공기분위기 및 진공하에서

(U0.91Nd0.09)3O8 분말의 입자성장을 관찰하였다. 알루미나관형로를 이용하여 공

기분위기하 온도 500～1200℃에서 입자성장을 SEM으로 관찰한 결과를 그림

2-55에 나타내었다. (U0.963Nd0.037)O2 소결체를 500℃에서 산화처리 하여 생성

된 분말은 "pop corn" 형상을 보이며(그림 3.2.4.9.(a)), 900℃에서의 입자형상은

500℃에서와 같은 거친 표면은 없어지나 한 개의 입자 내에 균열에 의해 생성된

미세입자들이 붙어 있는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다(그림 3.2.4.9.(b)). 그러나, 100

0℃에서는 이러한 미세입자들이 각각 하나의 둥근 입자로 변형되며 목형성(neck

formation)에 형성에 의해 입자성장이 시작되며(그림 3.2.4.9.(c)), 1,100～1,200℃

까지는 온도가 증가됨에 따라서 표면에너지를 낮추기 위해서 입자는 비교적 원

형에 가까우며, 치밀한 표면을 가진다(그림 3.2.4.9.(d),(e)). 또한 온도증가에 따라

서 입자가 성장함을 알 수 있었다.

알루미나관형로를 사용하여 (U0.91Nd0.09)3O8 분말을 1 torr의 진공을 유지

하면서 상온에서 1,200℃로 열처리를 하였으며 1,200℃에서 1시간동안 유지하였

다. SEM 관찰한 결과(그림 3.2.4.10)에 의하면 공기분위기와 동일하게 입자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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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관찰할 수 있었다. 열중량분석기를 이용하여 UO2 소결체를 500℃에서 5시간

동안 산화한 후에 열처리 온도 및 시간에 따른 분말형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그림 3.2.4.11에 나타내었다. 동일한 열처리시간에서는 온도의 증가에 따라서 입

자들이 성장과 동시에 치밀화 되어 분말덩어리를 forcep으로 취급하여도 쉽게 깨

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a) 500℃/2hr (b) 900℃/16hr (c) 1,000℃/16hr

(d) 1,100℃/16hr (e) 1,200℃/12hr

그림 3.2.4.9 온도에 따른 우라늄산화물 분말의 입자성장

그림 3.2.4.10 진공분위기하에서 입자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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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11 열처리 온도 및 시간에 따른 U3O8 분말형태

알루미나 관형로를 이용하여 (U0.91Nd0.09)3O8 분말을 진공분위기하 1,200℃에서

1시간동안 열처리한 분말형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그림 3.2.4.12에 나타내었다.

분말덩어리는 forcep으로 취급하는 동안 일부 깨어지나 부분적으로 덩어리 상태

를 그대로 유지함을 보였다.

그림 3.2.4.12 진공 열처리된 (U0.91Nd0.09)3O8 분말형태

5. 200 gHM/batch 규모 SIMFUEL 이용 휘발성 산화공정 실험(약 1,000℃)

가. 개요

휘발성 산화공정의 후속공정인 전해환원공정에 적합한 즉, 충전밀도가 높고

전해환원 속도가 빠른 구형 다공성인 원료입자를 제조하기 위해서 200

gHM/batch 규모 SIMFUEL을 처리할 수 있는 회전형의 휘발성 산화공정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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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그림 3.2.5.1)를 이용하여 2회의 기초적인 실험을 수행하였다. 연소도 60,000

MWd/tU에 해당하는 SIMFUEL을 제조하여 본 실험에 사용하였다(표 3.2.5.1).

그림 3.2.5.1 고도 휘발성 산화시스템96

불순물
그룹

우라늄 및
핵분열생성물

대용산화물 원소조성(wt.%
)

U UO2 93.810

고용원소

Y
La

Ce (Pu, Np)a)

Nd (Pr, Sm)
a)

Y2O3

La2O3

CeO2

Nd2O3

0.094
0.232
1.445
1.134

합계 2.903

고용원소/산화석출
물

Sr
Zr
Ba

SrO
ZrO2

BaCO3

0.156
0.788
0.411

합계 1.355

금속석출물

Mo
Ru(Tc)a)

Rh
Pd

MoO3

RuO2

Rh2O3

PdO

0.820
0.652
0.069
0.292

합계 1.833
산화/금속석출물 Te TeO2 0.100

표 3.2.5.1 SIMFUEL 제조에 사용된 핵분열생성물 대용산화물 및 조성

a)괄호속의 원소는 괄호앞의 원소로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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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도제어 실험 준비

(1) SIMFUEL 및 주요 준휘발성 핵분열생성물 첨가량

SIMFUEL에 첨가되지 않은 주요 준휘발성 핵분열생성인 Tc, CsI, Cs2MoO4

를 첨가하기 위해 Tc, I, Cs의 양을 ORIGEN 코드로 계산하여 표 3.2.5.2에 나타

내었다. Tc의 대용 금속은 Re, I는 전부 CsI로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Cs

의 일부는 CsI, 나머지는 Cs2MoO4로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첨가량을 계산하

였다(표 3.2.5.2). SIMFUEL 소결체는 200 gU/batch가 되도록 239 g을 사용하였

다.

핵분열생성물 존재비(g/gU)
대용

금속 및 화합물

실험에 사용된

분말 양 (g/200g U)
Tc

I

Cs

1.42 x10-3

4.50 x10-4

4.92 x10-3

Re

CsI

Cs2MoO4

0.283

0.184

1.425

표 3.2.5.2 주요 준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의 첨가량

(2) 휘발성 산화장치

실험에 사용된 휘발성 산화장치의 개략도를 그림 3.2.5.2에 나타내었다. 산

화탈피복열처리기와 산화진공열처리기는 회전형이며, 고정 원통형보조기의 배기

배관을 통해 고정형 배기체 처리장치와 연결된다. 산화진공열처리기에 리프팅 플

라이트(그림 3.2.5.3.(a))를 설치하여 분말을 유동시켜 열처리기기 내벽에 고착되

지 않도록 하였다. 분말의 비산을 방지하고 핵분열생성물의 휘발을 위해 산화진

공열처리기에 천공덮개(그림 3.2.5.3.(b))를 설치하였다.

(3) 입도제어 실험 1

(가) 실험

천공된 산화탈피복열처리기의 천공덮개를 열어 SIMFUEL 소결체 239 g을

주입하고(그림 3.2.5.4.(a)), 주요 모의 핵분열생성물인 Re, CsI, Cs2MoO4는 산화

진공열처리기의 천공덮개를 열어 주입하였다(그림 3.2.5.4.(b)).



- 73 -

그림 3.2.5.2 휘발성 산화장치의 개략도

(a) 리프팅 플라이트 (b) 천공덮게

그림 3.2.5.3 산화진공열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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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MFUEL 소결체 (b) 핵분열생성물 대용 시약

그림 3.2.5.4 시료주입

휘발성산화장치의 재질로 추천되고 있는 Inconel 600의 경우에는 공기분위

기의 약 815℃에서 약 417일 사용하여도 유효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온 산

소분위기에서의 부식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열처리 단

계는 700℃까지 산소분위기에서 산화를 한 후에 Inconel의 융용 시작 온도가 약

1,340℃인 점을 고려하여 최고 가열온도를 1,100℃로 설정하였다(그림 3.2.5.5).

SIMFUEL가 U3O8로 산화되는 온도를 고려하여 400℃부터 산화탈피복열처리기와

산화진공열처리기를 회전시켰으며 400℃부터 700℃까지는 3 rpm으로 분말을 분

산시켜 준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의 산화가 용이하고 핵분열기체의 휘발이 용이하

도록 하였다. 700℃이상의 고온에서는 분말의 응집시키기 위해 1 rpm으로 회전

시켰다. 산소 및 알곤가스의 유량은 1 L/min으로 하였다. 그림 3.2.5.6은 단위공

정별 온도변화를 data acquisition 하여 나타낸 온도 profile을 나타낸 것으로 휘

발성 산화장치는 설정온도인 1,100℃에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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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5 열처리 단계 및 열처리기 회전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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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6 단위공정별 온도 Profile

(나) 분말특성 분석

그림 3.2.5.7은 산화진공열처리기로부터 회수한 분말을 나타낸 것으로 회수시

에 그림 3.2.5.7.(a)과 같은 2 mm이상의 구형분말이 약 4% 흘러나왔고 그림

3.2.5.7.(b)～(c)는 산화진공열처리기의 외부를 타격하여 수집된 분말로 열처리기

내벽에 부착되었던 것이다. 구형분말 응집체는 분말층 상부에 회전하면서 응집된

것으로 여겨진다. 내벽에 있었던 분말응집체는 분말이 리프팅 플라이트가 높아(8

mm)서 회전하지 못하여 생성된 것으로 향후 리프팅 플라이트 높이를 낮출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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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8은 구형입자의 SEM 사진이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주먹밥

(rice-ball) 구조의 다공성 구형 응집체를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3.2.5.9에서 보는바와 같이 기본알갱이 크기는 약 10 μm 미만이고 기공이 잘 발

달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는 분말의 충전밀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공

성이기 때문에 리튬클로라이드 용융액의 침투가 용이하여 소결체 형태의 원료보

다 전해환원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Li과 산소이온의 물질전달만 원활하다면 기

본 알갱이 크기에 의해 전해환원속도는 정해지기 때문이다. 구형분말을 강도를

알아보기 ASTM B527에 따라서 탭핑을 한 결과 큰 변형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2.5.10). 향후, 리프팅 플라이트 높이조절, 회전속도 조절, 온도 조절 등을

통해 구형 응집체의 회수율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연구가 필요하다.

그림 3.2.5.7 산화 및 열처리 후 회수분말

그림 3.2.5.8 구형 응집체 SEM 사진



- 77 -

(a) 구형 원료입자 (b) 내벽부착 원료입자

그림 3.2.5.9 응집체 알갱이 및 기공 관찰

(a) 구형분말 (b) 200회 탭핑 (c) 3000회 탭핑

그림 3.2.5.10 탭핑에 따른 분말형상변화 관찰

내벽 부착분말의 이용가능성을 확인하기위하여 응집강도, pore 구조, 충전밀

도를 분석하였다. 내벽부착분말을 시간에 따라서 sieving을 한 결과를 그림

3.2.5.11에 나타내었다. sieving시간에 따라서 미세분말이 많이 생성되나 4 mm

이상 분말은 5분까지 sieving하여도 62 wt.% 이상 이였다(그림 3.2.5.11.(a)). 그

림 3.2.5.11.(b)는 sieving 시간에 따른 45 ㎛ 이상 분말 양으로 3분간 sieving하면

97 wt.%, 5분간 sieving하여도 86 wt.%로 많이 존재하여 내벽부착 응집체도 적

정 강도를 갖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3.2.5.9.(b)의 표면사진을 볼 때 알갱이 구

조, 기공구조도 전해환원에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응집체의 유동성이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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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밀도 향상과 취급이 불편하리라 사료된다. 그림 3.2.5.12는 내벽부착분말을

15분간 sieving한 분말의 탭밀도로 500℃분말의 겉보기 밀도 기준으로 45 ㎛ 이

상 분말은 290%, 전체 분말은 280%로 분말밀도가 향상되었다. 즉, 내부 부착분

말도 적정 강도, 적정 pore, 적정 충전밀도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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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11 내벽부착분말의 sieving 시간에 따른 입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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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12 15분 sieving 후 측정한 탭밀도

(4) 입도제어 실험 2

(가) 실험

입도제어 실험 1과는 달리 SIMFUEL을 500℃에서 저온 산화시켜 U3O8 분

말을 만든 후에 208 g 주입하고, 주요 모의 핵분열생성물인 Re, CsI, Cs2MoO4는

산화진공열처리기의 천공덮개를 열어 주입하였다. 그림에 나타낸 열처리 조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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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속도 조건에서 입도제어 실험을 수행하였다(그림 3.2.5.13). 이 단계에서 얻은

분말을 사용하여 1200℃에서 5시간 4%H2-Ar분위기에서 열처리하여 UO2 입자를

제조하였다.

(나) 분말특성 분석

실험 1과는 달리 구형에서 벗어난 송편모양의 원료입자가 얻어 졌으며 이는

산화진공열처리기의 회전속도의 증가에 의해 축방향으로 설치된 리프팅 플라이

트에 저항이 증가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그림 3.2.5.14). 원료입자를 절단한 면

을 관찰한 결과 균열과 큰 기공은 관찰되지 않았다(그림 3.2.5.15(a)). 그리고 환

원에 의해서도 균열은 관찰되지 않았다(그림 3.2.5.15(b)). 환원에 의해서 결정립

이 더욱 성장함과 동시에 결정립간의 목도 성장하였다(그림 3.2.5.16.(b)). 수침법

으로 밀도 및 겉보기 기공율을 측정한 결과 U3O8의 경우에는 2.69 g/㎤ 및 65%

였으며, UO2은 3.10 g/㎤ 및 65%로 기공율이 높은 원료입자가 얻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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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13 열처리 조건 및 회전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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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60 mm

H1= 17.4 mm

H2= 15.4 mm

Lifting Flight
W6.35xH8 mm

그림 3.2.5.14 리프팅 프라이트 구조 및 초기 분말층

그림 3.2.5.15 원료입자 절단면: (a) U3O8 및 (b) UO2

(a) (b)

10 mm

그림 3.2.5.16 원료입자 미세구조: (a) U3O8 및 (b) U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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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0 gHM/batch 규모 SIMFUEL 이용 휘발성 산화공정 고온감압

산화실험

가. 휘발성 산화공정 고온감압 산화실험

(1) 장치개조

산화진공열처리기의 내벽에 설치된 리프팅 플라이트는 원료입자의 구형 성

장을 방해하여 충전율을 낮추는 요인이 되어 현재 이를 개조하기 위해서 그림

3.2.6.1과 같이 휘발성 산화장치를 설계하였다. 배기체 처리장치와 일체형으로 접

속하기 위해서 연결 부분은 그림 3.2.6.2와 같이 구성하였다.

(2) 산화실험

Ar 분위기의 산소포텐샬이 감압분위기와 유사하기 때문에 Ar 분위기에서

입도제어 실험을 수행하였다. 연소도 30,000 MWd/tU의 SIMFUEL 200 g을

Voloxidizer에 장입한 후에 500℃ 공기분위기하에서 5시간동안 산화시킨 U3O8분

말을 만든 후에 Ar분위기하에서 1150℃까지 승온시킨 후에 Ar 분위기에서 115

0℃에서 5시간 동안 유지시켰으며 Ar분위기에서 상온까지 냉각을 하였다. 산화

분말의 충전율은 2 %, 분말층이 Slumping 운동 형상을 갖도록 2 rpm으로

Voloxidizer를 회전시켰다.

(3) 분말특성 분석

분말의 입도는 수평식 회전운동에 의한 입도를 분석할 수 있는 Sieve

Shaker를 이용하여 50～100 rpm에서 측정하였으며 입도분포 및 누적입도분포를

각각 그림 3.2.6.3 및 4에 나타내었다. 입도분포를 보면 75 rpm으로 회전속도를

증가시키면 5 mm 이상의 입자가 마모에 의해 파쇄되었으며, 75 rpm에서 100

rpm으로 증가시킬 경우에는 입도에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입도(Ps,

mm)분포를 보면 대부분 5≤Ps<2와 2≤Ps<1에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2.6.5). 100 rpm에서 분석한 누적입도분포를 보면 1 mm이상 70.9%, 500

㎛이상이 90.2% 이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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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1 개조 휘발성 실험장치

그림 3.2.6.2 배기체 처리장치와 접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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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3 1150℃ 열처리 분말 입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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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4 1150℃ 열처리 분말 누적입도분포

그래뉼의 특성을 측정한 결과를 표 3.2.6.1에 나타나내었다. 수침법으로 Bulk

밀도및 겉보기 기공율을 측정한 결과 3.2.5항에 나타낸 것보다 Bulk 밀도는 약 2

배 증가하였으며, 겉보기 기공율(%)은 1.7배 감소하였다. Stereo Microscopic을

이용하여 원형도를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0.63～0.95 범위로 충전율을 높일 수

있는 그래뉼 형태를 보였다(그림 3.2.6.4).

입도(Ps, mm)
Bulk

밀도(g/㎤)

겉보기

기공율(%)
원형도

2≤Ps<1 5.07 39.5 0.63～0.95

5≤Ps<2 5.13 37.5 0.8～0.93

표 3.2.6.1 그래뉼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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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Ps<1 mm (b) 5≤Ps<2 mm

그림 3.2.6.5 입자형상

나. 준휘발성 핵분열생성물 제거율 증대를 위한 공정 조건 설정

(1) 개요

주요 준휘발성 핵분열생성물 중에서 CsI, Re(Tc) 등은 공기분위기에서 가열과

정 중에 800℃에서 98% 휘발제거 되었다. 또한 Mo는 산소분위기에서 가열과정

중에 930℃에서 100% 휘발제거 되었다. 반면에 RuO2의 휘발율이 1,200℃의 산소

분위기에서도 17 %/hr로 낮으며, Rh2O3는 1100℃에서 0.11 %/hr로 극히 낮다.

따라서 휘발율을 높이기 위해서 진공도에 따른 RuO2, Rh2O3, Cs2MoO4의 휘발특

성을 분석하였다.

(2) 실험

압력을 0.76, 7.6, 76 torr로 유지한 후에 가열하면서 1,000～1,200℃에서 5시간

유지하였다. 무게변화 및 흡열반응(열분해)과 같은 휘발특성을 TG-DTA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3) 진공중 RuO2, Rh2O3, Cs2MoO4의 휘발특성

RuO2의 경우 압력 0.76 torr에서는 가열과정 중에 휘발성이 없는 Ru로 열분

해 되어 거의 휘발되지 않았으며, 7.6 및 76 torr에서는 1,200℃에서 98%까지 휘

발제거 되었다(그림 3.2.6.6). 그림 3.2.6.7에는 0.76 torr에서 1000～1200℃에서 열

처리한 분말의 X선 회절 모형을 나타낸 것으로 Ru 상이 생성됨을 보였다.

Rh2O3의 경우에는 0.76～76 torr에서 1000℃로 가열과정 중에 TG-DTA 분석결

과 휘발성이 없는 Rh로 열분해 되었다(그림 3.2.6.8). X선 회절분석에 의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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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상이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그림 3.2.6.9). 압력에 따른 Rh2O3의 열분해

온도는 그림 3.2.6.10과 같으며, 압력이 감소됨에 따라서 열분해 온도도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Cs2MoO4의 경우 열분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휘발개시온도

(VIT)는 공기분위기보다 진공하에서 보다 낮은 온도에서 개시되었다(그림

3.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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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6 진공도에 따른 RuO2 휘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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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7 RuO2 분말의 진공휘발후 X선 회절 모형; (a) 0.76 torr, 1000℃/1hr,

(b) 0.76 torr, 1000℃/5 hr, (c) 7.6 torr, 1100℃/1hr, (d) 0.76 torr,

1200℃/1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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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9 Rh2O3 분말의 진공휘발 후 X선 회절모형; (a) 76 torr, 5hr, (b) 7.6

torr, 1hr, (c) 0.76 torr, 1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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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거율 증대를 위한 공정조건

실험을 통해 준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의 제거율 증대를 위한 공정조건은 700℃

에서 3시간 동안 산화한 후에 압력을 7.6～76 torr로 조절하여 1,200℃에서 5시간

을 유지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그림 3.2.6.11).

그림 3.2.6.12 제거율 증대 공정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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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배기체 처리기술개발

1. 200 gHM/batch 규모 배기체 실험장치 제작 및 성능 실험

가. 배기체 실험장치 설계

(1) 개요

최근,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위한 pyroprocess에 대한 연구가 한국

KAERI, 미국 INL, 일본 CRIEPI 등에서 활발하다. Pyroprocess 공정은 산화물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금속화하는 전해환원 공정, 잉여우라늄을 회수하고 TRU

물질을 회수하는 정해정련 공정, 염폐기물 처리 공정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전해환원 공정에서 사용후핵연료 물질을 사용하려면 탈피복 공정을 거쳐 사용후

핵연료 봉으로부터 핵물질을 제거한 후, 이를 분말화 하여 전해환원 공정에 사용

하기 적합하도록 마그네시아 용기나 스테인레스 메쉬 용기에 핵물질을 장입하여

야 한다.

한편, 핵물질을 산화분위기에서 열적으로 분말화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핵분열생성물이 휘발하게 되는데 이 공정을 휘발성산화 공정이라 한다. 초기의

휘발성산화 공정은 습식공정을 위해 개발한 것으로 사용후핵연료 중 삼중수소

제거와 용해 속도 증가를 위한 분말화가 주목적이어서 대체로 500℃, 산화분위기

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초기의 기존 휘발성산화 공정은 표 3.3.1.1에 보는 바와

같이 삼중수소는 제거되나 Kr/Xe 핵종은 약 30% 미만, C-14과 요오드 등은 약

10% 미만 그리고 기타 Cs과 Tc 등은 거의 제거 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 휘발

성산화 공정을 pyroprocess에 적용할 경우 전해환원, 전해정련 공정의 배기체 처

리, 핵종분리, 공정효율 등에 부담이 된다. 이에 따라, 상기의 문제점들을 해결하

기 위하여 고온산화와 진공개념을 도입한 고도 휘발성산화공정을 개발하였다. 고

도 휘발성 산화공정에서는 표 3.3.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삼중수소뿐만 아니라

고방사능, 고방열 Cs, 장수명 I-129, Tc-99, C-14 핵종 등이 대부분 제거되며, 귀

금속인 Ru, 불활성 가스인 Kr/Xe도 대부분 제거 가능하다〔3.3.1.1〕.

한편, 사용후핵연료 전처리 공정 중에는 기체상 핵분열생성물 배기체가 발

생하므로 시설의 안전 운영과 작업자의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해서 이에 대한 적

절한 처리 및 관리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KAERI에서는 실험실 규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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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휘발성 핵종에 대한 선택적 포집특성연구를 수행한바 있다.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공학규모 배기체 처리장치를 설계 제작하고 이의 성능평가 연구를 수행

하기에 앞서 실험실적 규모의 배기체 처리장치를 설계 제작한 후 배기체 처리 경

험을 수행할 성능평가에 대한 선행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사용후핵연료 고도 휘발성 산화공정에서 방출

되는 휘발성 및 준휘발성 핵종을 안전하게 포집하기 위한 배기체처리 장치를 설

계 및 제작하였다. 200 kgHM/batch 처리 용량의 배기체 처리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하여 먼저 단위포집장치 별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물질수지도를 작성한 후 이

를 근거로 단위포집장치의 크기 및 포집재의 소요량을 산정하였다.

표 3.3.1.1 기존 휘발성산화공정과 고도 휘발성산화공정의 핵종 휘발율 비교

핵

종

기존 휘발성 산화공정의

휘발율, %

고도 휘발성

산화공정의 휘발율, %
비고

Kr/Xe 〈30 ～100

H-3 ～100 ～100

I-129 〈10 ～100 장수명 핵종

Tc-99 〈1 ～100 장수명 핵종

C-14 〈10 ～100 장수명 핵종

Cs 〈1 ～100 고방사성, 고방열

Ru 〈1 ～100 Noble metal

Mo 〈1 ～90 Noble metal

Rh 〈1 ～80 Noble metal

배기체 처리시스템 설계 기준 수립 시 휘발성 산화공정의 분위기 가스, 산

화제 및 온도 등의 운전변수에 따라 발생되는 다양한 휘발성 및 준휘발성 핵종

들을 안전하게 포집할 수 있는 포집매질, 처리 용량, 휘발 핵종, 핵종별 누출율,

포집온도, 필터 성능, 연결라인 온도 등을 고려하였다.

각 단위 포집장치들은 진공도(∼50 mtorr), 향후 핫셀에서도 이용 가능한 장

치의 원격성, 접근성, 운전성 및 효율적인 보수․유지를 위하여 포집장치가 개별

적으로 분리가 가능하도록 장치의 유연성, 포집 후 필터 분석을 위한 포집통의

분리성, 고온 내구성이 있는 장치의 재질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또한 배기체 처리시스템 제작시 포집장치에 대한 공정 흐름도는 단위포집장



- 91 -

치들의 포집매질의 특성을 일차적으로 고려하고, 다음으로 포집온도를 고려하였

다. 그리고 처리기체에 의한 오염 및 성능저하 등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설계하

였다.

(2) 사용후핵연료 선정 및 원소별 방사능량

현재 Pyroprocessing 공정의 기준 핵연료인 PWR(초기농도: 4.5wt.%, 연소

도: 45,000 MWd /tU, 냉각기간: 25년)을 선정하여 본 배기체 처리장치의 설계기

준으로 삼았다. 배기체 처리장치의 처리규모는 200g/batch 이었다. 처리대상 사

용후핵연료의 이력를 기준으로 ORIGEN-ARP (Automatic Rapid Processing)

code를 이용하여 고도 휘발성 산화 공정 중 발생되는 휘발성 및 준휘발성 핵종

의 총량을 계산하여 표 3.3.1.2에 나타내었다.

휘발성 산화공정은 공기분위기에서 운전되므로 휘발핵종의 화학적 형태는

산화물로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휘발성 산화공정의 공정조건은 처리온도 500～

1200℃, 진공조건 < 1 torr 범위에서 운전이 예상된다. 따라서 표 3.3.1.3에 제시

된 것처럼 휘발이 예상되는 휘발성 및 준휘발성 핵종으로서 Cs, Tc, Ru, Te,

Rh, Mo, I, H, C, Kr, Xe 을 선택하였고 Rh을 제외한 휘발 대상 핵종들이 전량

(100%)이 휘발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설계하였다.

배기체 처리장치의 흐름도를 그림 3.3.1.1에 제시하였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용후핵연료 고도 휘발성 산화공정 중 방출되는 배기가스들 중 방사선 및

붕괴열이 높은 Cs과 Rb, Cd, Mo 핵종들은 석탄회 세라믹필터가 충전된 포집층

을 통과시켜 이들 핵종 들을 안정한 형태로 고정화 시키는 방법을 이용하여 처

리한다. 그런 다음 Ca-based filter가 충전된 포집층을 통과시켜 Ru, Tc, C-14,

Te 핵종들을 처리한다. 마지막으로 첨착 제올라이트가 충전된 요오드 포집층을

통과시켜 배기가스들 중 요오드화합물이 포집되도록 설계하였다.

(3) 단위포집 공정별 주요 설계 원칙

(가) Voloxidation 공정의 포집대상 핵종을 Cs, Rb, Cd, Mo, Sb, Ru, Tc,

Te, C-14 및 I의 10 종으로 한다.

(나) inorganic filter), 그리고 I의 포집은 AgX 로 포집하며, 최적포집 온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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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oxidation

temp.

Removed rate(%)

Cs Tc Ru Te Rh Mo I H-3 C-14 Kr Xe

1200℃, <1 torr 100 100 100 100 80 100 100 100 100 100 100

표 3.3.1.3 Removal percent of target fission products by voloxidation process

각각 1000℃, 800℃ 및 150℃가 되도록 설계한다.

(다) Voloxidation 공정의 한 batch 크기는 200g의 사용후핵연료(4.5 wt.%,

Burn-up : 45,000 MWD/MTHM로 하며, 포집대상 핵종이 전량(100%)이 휘

발 공정 중 휘발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포집제의 양을 결정한다.

(라) 포집장치에 연결되는 모든 배기가스 이송배관은 각각의 휘발 핵종들이

배관 내부에 응축 및 침적되지 않도록 끓는점 이상의 온도가 유지되도록 한

다.

(마) 매 실험마다 핵종 휘발특성 및 필터의 성능실험을 수행하기로 한다.

Nuclides
Mass

Major isotopes
g %

Cs Cs2O 0.734 13.81 137

Tc Tc2O7 0.324 6.10 99

Ru RuO4 0.970 18.25 106

Te TeO2 0.160 3.01 125m

Rh Rh2O3 0.134 2.52 101, 102

Mo MoO3 1.362 25.63 93

I I2 0.061 1.15 129

H H2 1.8E-05 0.00 3

C CO2 0.044 0.83 14

Kr Kr 0.101 1.90 85

Xe Xe 1.424 26.80

Total 5.314 100.00

표 3.3.1.2 Nuclides and mass generated from voloxid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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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 Flow diagram of off-gas treatment system for voloxidation process

(바) 각 필터 unit는 축방향 포집농도 분포를 알기 위하여, 단위 길이별로 독

립적인 화학분석이 가능한 구조를 채택한다.

(사) Filter는 외경 1인치의 상용 튜브를 이용하며, 실험실에서 분리 및 제거

하기 용이한 구조로 설계한다.

(4) 배기체 단위공정 포집장치에 사용될 포집제의 특성

배기체 단위공정 포집장치에는 Fly ash filter, Calcium filter 및 Silver

impregnated zeolite(AgX)를 사용할 예정이며 이들의 포집특성은 표 3.3.1.4와 같

다.

(5) 단위 배기체 포집공정별 기체이송 배관 유지온도

휘발성 산화 장치에서 휘발되는 준휘발성 핵종들은 각 포집장치에 도달하기

전에 끓는점 이하로 냉각될 경우 배관내부에 응축되거나 축적되어 기체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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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각 포집장치별 제거대상 핵종의 끓는점 이상으로 배

관의 온도를 유지해야만 한다. 따라서 포집대상 핵종들이 이송될 배관의 최소 유

지온도는 기술한 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표 3.3.1.5와 같이 설계하였다.

(6) 배기체 단위공정 포집장치 설계시방 요약

배기체 단위공정 포집장치 제작에 반영한 단위공정 포집장치, 포집제, 포집

대상 핵종, 단위공정 포집장치 온도 상승능력, 예상되는 최적 포집온도 및 단위

포집장치의 공정변수 등을 요약하면 표 3.3.1.6과 같다.

(7) 배기체 단위공정 포집장치 설계

그림 3.3.1.2부터 그림 3.3.1.11까지 배기체 단위공정 포집장치 제작을 위한

포집장치의 설계도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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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pment
Trapping

Media
Design Base Remarks

Cs(Rb, Cd,
Mo)

trapping
unit

Fly ash
filter

Capacity : 250 mg- Cs2O
/g-bed

Velocity : < 20 cm/sec

Temperature : 800℃

Specific surface area :

9.31 m2/g

Porosity : 27 %

packing density : 0.5 g/cc

Disk type

Ru(Tc/C-14,
Te)

trapping
unit

Calcium
filter

Capacity : 120 mg-
RuO2 /g-bed

Velocity : < 20 cm/sec

Temperature : 800℃

Porosity : 30 %

Packing density : 0.3 g/cc

Disk type

I

trapping
unit

Silver

impregnate
d

zeolite

Capacity : 200
mg-I2/g-bed

Velocity : < 20 cm/sec

Temperature : ∼150℃

Ag content : 10 wt.%

Packing density : 0.65

Granular type

표 3.3.1.4 Characteristics of trapping media to be used off-gas trapping

system

Type of connection pipe Pipe temp. (℃)

Connection pipe between DEOX outlet and

Cs(Rb, Cd, Mo) trapping unit
over 650℃

Connection pipe between Cs(Rb, Cd, Mo) trapping

unit and Ru(Tc, C-14, Te) trapping unit
over 310℃

Connection pipe between Ru(Tc, C-14, Mo)

trapping unit and Iodine trapping unit
over 180℃

표 3.3.1.5 Minimum operation temperatures of each connection pipe in

off-gas trapp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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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pping unit
Trapping

media
FPs to be

trapped
Design

temp., ℃
Operating
temp., ℃

Design spec.

Cs (Rb, Cd,
Mo) trapping

unit

Fly ash

filter

Cs, Rb, Cd,
Mo

∼1,200 1000

D = 2.0cm

BH = 20.0cm

SV = 11.5cm/sec

CT= 1.7sec

Ru (Tc, C-14,
Te) trapping

unit

Calcium
filter

Ru, Tc,

C-14, Te
∼1,000 800

D = 2.0cm

BH = 20.0cm

SV = 8.0cm/sec

CT = 2.5sec

I

trapping unit
AgX I ∼500 150

D = 2.0cm

BH = 10.0cm

SV = 3.8cm/sec

CT = 2.6sec

표 3.3.1.6 Summary of design specification for off-gas trapping system

* D: diameter, BH: bed height, SV: superficial gas velocity, CT: contact time

나. 배기체 실험장치 제작

(1) 시제품 주요 단위공정 사양

배기체 단위공정 포집장치 설계사양을 근거로 포집장치 시제품을 제작하였

다.

(2) 주요 구성품

(가) 배기체 가열 장치 및 가열장치 제어반

(나) 시료장전 및 휘발 부분

(다) Cs Trapping part

(라) Ru Trapping part

(마) I Trapping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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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2 Assembly drawing of furnace

그림 3.3.1.3 Part assembly drawing of furn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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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4 Assembly drawing of furnace heater

그림 3.3.1.5 Assembly drawing of 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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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6 Part drawing of pipes

그림 3.3.1.7 Piping diagram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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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8 Piping diagram # 2

그림 3.3.1.9 Jig drawing of assembly and disassembly for pi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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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0 Design drawing of voloxidizer

그림 3.3.1.11 Design drawing of iodine trapping 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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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구성품의 제작사양

(가) 배기체 가열 장치 및 가열장치 제어반

① Horizontal Tube Furnace

㉮ SIC Furnace (2-Zone)

- 1200℃ 반응 영역

- Total Size ; OD920W×600D×530H

- 1-Zone

* 크기 ; OD450W×600D×530H (내부 크기: φ270×300)

* 용량 ; 18Kw(82A)

* Thermocouple ; R-Type Thermocouple (2EA)

- 2-Zone

* 크기 ; OD470W×600D×530H (내부 크기 :φ100×320L)

* 용량 ; 8Kw(36A)

* Thermocouple ; R-Type Thermocouple (2EA)

- 전원은 220V, 단상

㉯ Wire Kanthal Furnace (2-Zone)

- 1000℃ 이하의 반응 영역 (2-Zone × 1EA)

- Total Size ; OD940W×260D×263H

- 1-Zone

* 크기 ; OD470W×260D×263H (내부 크기는 φ164×320L)

* 용량 ; 2.2Kw(10A)

* Thermocouple ; K-Type Thermocouple (2EA)

- 2-Zone

* 크기 ; OD470W×626D×263H (내부 크기는 φ164×320L)

* 용량 ; 2.2Kw(10A)이고,

* Thermocouple ; K-Type TC (2EA)

- 전원은 220V, 단상

② Furnace Controller

㉮ PID Controller ;

- Yokogawa UP-351(4EA),

- Digital V-Meter(4ea), Volume &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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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PR (100A, 50A, 25A, 25A)

㉯ Indicator ; Yokogawa UT-150(2EA), Yokogawa UT-130(2EA)

(나) Voloxidizer part

① 본 장치는 시료를 장전하여 휘발시키는 부분으로 플랜지 접속을 통 해

기밀을 유지하며, 내부 온도 약 1,200℃에서도 건전성을 보장하여야 한

다.

② 용기 및 플랜지의 재질은 Inconel로 하고, 내부에는 시료를 넣은 crucible

을 안치시킬 수 있는 프레임을 설치하고, 또한 기체의 흐름을 지연시키

는 buffle plate를 설치한다.

③ 용기의 하단에는 온도에 따른 길이변화를 흡수할 수 있는 장치와 flow

meter(0.1∼10 L/min)를 설치한다.

④ 용기의 온도를 제어할 수 있는 TIC와 내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TI를

설치한다.

⑤ 플렌지 상부에 설치되는 배관에는 샘플을 채취할 수 있는 샘플 채취 장

치를 설치한다.

(다) Cs Trapping part

① 본 장치는 Cs을 포집하는 부분으로 Ring type container와 Spacer를 플

랜지 접속을 통해 기밀을 유지하며, 내부 온도 약 1200℃에서도 건전성

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Ring type container, Wire mesh, Spacer 및 플랜지의 재질은 STS 321

로 한다.

③ Ring type container, Wire mesh, Spacer 및 플랜지와의 접속부분은 기

밀을 유지하도록 기계가공을 하여야 한다.

④ 장치의 온도를 제어할 수 있는 TIC와 내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TI를

설치한다.

⑤ 플렌지 상부에 설치되는 배관에는 샘플을 채취할 수 있는 샘플 채취 장

치를설치한다.

(라) Ru Trapping part



- 104 -

① 본 장치는 Ru을 포집하는 부분으로 Ring type container와 Spacer를 플

랜지 접속을 통해 기밀을 유지하며, 내부 온도 약 800℃에서도 건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Ring type container, Spacer 및 플랜지의 재질은 STS 321로 한다.

③ Ring type container, Spacer 및 플랜지와의 접속부분은 기밀을 유지하

도록 기계가공을 하여야 한다.

④ 장치의 온도를 제어할 수 있는 TIC와 내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TI

를 설치한다.

⑤ 플렌지 상부에 설치되는 배관에는 샘플을 채취할 수 있는 샘플 채취 장

치를 설치한다.

(마) I Trapping part

① 본 장치는 I을 포집하는 부분으로 Mesh type container와 Spacer를 플

랜지 접속을 통해 기밀을 유지하며, 내부 온도 약 200℃에서도 건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Mesh type container, Spacer 및 플랜지의 재질은 STS 321로 한다.

③ 장치의 온도를 제어할 수 있는 TIC와 내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TI

를 설치한다.

④ 플렌지 상부에 설치되는 배관에는 샘플을 채취할 수 있는 샘플 채취 장

치를 설치한다.

(4) 제작된 장치의 주요 구성품 외관

그림 3.3.1.12부터 그림 3.3.1.18까지 제작된 배기체 단위공정 포집장치의 주

요 구성품 외관을 제시하였다

(5) 장치의 성능시험

제작된 배기체 단위공정 포집장치 시제품의 성능시험은 단위포집장치 가열

부분이 설계한 온도 (Cs 포집부분: 1000℃, Ru 포집부분: 800℃, I 포집부분: 15

0℃)로 제대로 유지하는지에 대한 온도조절 실험, 그리고 단위포집장치 가열부분



- 105 -

이 설계한 최고온도 (Cs 포집부분: 1200℃, Ru 포집부분: 800℃, I 포집부분: 50

0℃)까지 가열이 되는지에 대한성능시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trapping unit의

기밀실험도 수행하였다.

그림 3.3.1.1.2 Off-gas trapping system

그림 3.3.1.13 Control system of off-gas trapp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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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4 Heating part of voloxidizer and Cs

trapping units in off-gas trapping system

그림 3.3.1.15 Heating part of Ru trapping unit and I trapping units in

off-gas trapp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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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6 Voloxidizer and trapping units

그림 3.3.1.17 Voloxid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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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8 Vacuum system

배기체 단위공정 포집장치를 trapping unit 별로 원하는 입력 조건으로 가열

한 결과 입력 시간대로 Cs 포집부분은 1000℃, Ru 포집부분은 800℃ 그리고 I

포집부분은 150℃에 도달하여 안정한 온도 및 유지시간을 만족하였다(그림

3.3.1.19 참조). 또한 배기체 단위공정 포집장치를 각 trapping unit의 최대 온도로

가열한 결과 입력한 조건대로 Cs 포집부분은 1200℃, Ru 포집부분은 1000℃ 그

리고 I 포집부분은 500℃에 도달하여 안정한 온도 및 유지시간을 만족하였다.

또한 배기체 단위공정 포집장치의 trapping unit 별로 공기 유량(0.5 l/min)

조건에서 snoop를 이용하여 기밀실험을 수행한 결과 완벽한 기밀을 유지함을 확

인하였다. 또한 진공조건(<1 torr)에서 trapping unit 별로 snoop를 이용하여 기

밀실험을 수행한 결과 그림 3.3.1.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완벽한 기밀을 유지함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실험결과 배기체 단위공정 포집장치는 설계조건을 모두 만족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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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9 Temperature check of control system

in off-gas trapping system

그림 3.3.1.20 Vacuum check of vacuum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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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슘 포집재 성능확인

가. 개요

석탄회 필터가 장착된 세슘 포집탑을 설계를 위해서는 석탄회 필터의 앞단

부터 세슘이 차례로 포화된 후 어느 단에서 필터 교체시기를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포집특성 정보가 필요하다. 석탄회 필터의 세슘 포집특성 정보는 포집탑의

설계, 설치, 유지관리, 포집 효율 및 세슘 포집 후 필터의 처분 특성 연구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세슘 포집탑 출구에서의 세슘 농도는 포집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게

되는데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 곡선을 파과곡선 (Breakthrough curve)이라 하며,

석탄회 필터의 포집능력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계속 떨어지게 된다. 방사성 세

슘의 안전관리 측면에서 석탄회 필터의 세슘파과곡선은 일반 산업체에서 일반적

으로 적용하는 출구농도가 입구농도의 몇 %, 이런 식으로 파과점을 결정하는 것

은 문제가 있다. 석탄회 필터의 교체시기는 필터 끝단에서 세슘이 분석되기 전,

즉 zero release 관점을 기준으로 교체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향후 석탄회 필터를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 전처리 공정에 적용하기 위해서

는 스케일업을 대비한 세슘 교체시기에 자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zone furnace를 이용하여 세슘 휘발량별 세슘 포집량 실험을 수행하였다.

나. 실험방법

세슘 포집량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기체상 세슘의 공급원으로 사용한 시약

은 CsNO3 (Aldrich사, 99.9%)이었다. 실험에 사용한 석탄회 필터의 크기는 직경

44mm, 두께 10mm, 무게 약 8.2～10.3g 으로서 갈색을 띄고 있었다. 그리고

Mercury Porosimeter (AUTOPORE II, Micomeritrics Co.)로 측정한 석탄회 필

터의 기공률은 27% 이었다. 세슘 포집실험은 two-zone 관형 가열로 내에서 수

행하였다. 관형 가열로의 내경은 50mm이고 가열로는 배기체 발생부분과 배기체

포집부분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3.3.2.1의 two-zone 관형 가열로의 가열영역에서

세슘화합물을 기화시키고 세슘 포집영역의 가열영역에 알루미나 매트로 석탄회

필터의 외부를 감싼 후 이를 장착하여 기화된 세슘화합물이 포집되도록 구성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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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ium trapping quantity gCsg filter 반응 전 필터무게
반응 후 필터무게 반응 전 필터무게

석탄회 필터를 이용하여 세슘 휘발량 변화에 따른 석탄회 필터의 포집량을

분석하기 위해서 two-zone furnace cell 안에 장착된 alumina tube 내부에 44

mm(Ø) X 500 mm(H)부터 44 mm(Ø) X 1200 mm(H) 규격의 석탄회 필터가 장

착되었다. CsNO3의 휘발온도는 900℃이었고 세슘의 포집온도는 1000℃ 이었다.

그리고 carrier gas는 공기, 포집층의 공탑속도는 10 cm/sec 이었다. 세슘의 휘발

량은 실험 종료 후 남아있는 cesium nitrate의 무게를 측정하여 계산하였으며, 필

터의 단위 질량당 세슘의 포집량은 다음 식에 의거 산출되었다.

그림 3.3.2.1 Two-zone furnace

다. 실험결과

그림 3.3.2.2 ～ 3.3.2.10에 세슘 휘발량 2.7g부터 81.77g 까지 세슘 포집 후

석탄회 필터의 외관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림 3.3.2.2는 석탄회 필터 5단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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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세슘 휘발량 2.7g 을 포집한 후의 필터의 모습으로서 필터 1단 및 2단의 세

슘 포집량은 각각 0.25, 0.04 (g-Cs/g-filter) 이었고 세슘이 1 단 및 2단에 전량

포집되어 필터 3단 이후부터는 세슘이 포집되지 않았다. 그림 3.3.2.3은 석탄회

필터 5단을 이용하여 세슘 휘발량 5.4g 을 포집한 후의 필터의 모습으로서 필터

1단, 2단 및 3단의 세슘 포집량은 각각 0.48, 0.13, 0.002 (g-Cs/g-filter) 이었고

필터 4단 이후부터는 세슘이 포집되지 않았다. 그림 3.3.2.4에 석탄회 필터 5단을

이용하여 세슘 휘발량 8.20g 을 포집한 후의 필터의 모습을 나타냈다. 그림에 나

타난 바와 같이 필터 1단부터 3단까지의 세슘 포집량은 각각 0.67, 0.27, 0.06

(g-Cs/g-filter) 이었고 필터 4단 이후부터는 세슘이 포집되지 않았다. 그림

3.3.2.5에 세슘 휘발량 10.8g 을 포집한 후의 필터의 모습을 나타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필터 1단부터 4단까지의 세슘 포집량은 각각 0.71, 0.34, 0.11,

0.002 (g-Cs/g-filter) 이었고 필터 5단에는 세슘이 포집되지 않았다. 그림 3.3.2.6

은 석탄회 필터 6단을 이용하여 세슘 휘발량 13.4g 을 포집한 후의 필터의 모습

으로서 필터 1단부터 4단까지의 세슘 포집량은 각각 0.98, 0.38, 0.09, 0.01

(g-Cs/g-filter) 이었고 세슘이 5 단 및 6단에는 세슘이 포집되지 않았다. 그림

3.3.2.7에 석탄회 필터 8단을 이용하여 세슘 휘발량 19.04g 을 포집한 후의 필터

의 모습을 나타냈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필터 1단부터 5단까지의 세

슘포집량은 각각 1.15, 0.61, 0.31, 0.06, 0.008 (g-Cs/g-filter) 이었고 필터 6단 이

후부터는 세슘이 포집되지 않았다. 그림 3.3.2.8은 석탄회 필터 12단을 이용하여

세슘 휘발량 43.61g 을 포집한 후의 필터의 모습으로서 필터 1단부터 8단까지의

세슘포집량은 0.001에서 1.4(g-Cs/g-filter) 범위 이었고 9단 이후부터는 세슘이

포집되지 않았다.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석탄회 필터의 세슘 포집량이 약

1.4(g-Cs/g-filter) 에서도 필터의 건전성이 유지되었다. 따라서 세슘포집량 (세슘

농도구배) 전개 실험결과 약 70g의 석탄회 필터를 이용하여 세슘 약 44g (연소도

45 Gwd/tU 사용후핵연료 12kg 상당)의 세슘을 전량 포집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3.3.2.9에 석탄회 필터 12단을 이용하여 세슘 휘발량 53.8g 을 포집한

후의 필터의 모습을 나타냈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필터 1단부터 5단 까지

는 필터에 세슘이 과포화로 포집되어 개별 분리되지 않고 서로 뭉쳐 밀착되어

있었다. 따라서 필터 1단부터 5단 까지의 포집 전/후의 무게를 측정하여 이들의

세슘 평균 포집량을 계산하였고 이의 포집량은 1.104 (g-Cs/g-filter)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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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 Photograph of fly ash filters after trapping cesium at cesium

volatilization quantity of 2.7g

그림 3.3.2.3 Photograph of fly ash filters after trapping cesium at cesium

volatilization quantity of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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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4 Photograph of fly ash filters after trapping cesium at cesium

generation quantity of 8.2g

그림 3.3.2.5 Photograph of fly ash filters after trapping cesium at cesium

volatilization quantity of 10.8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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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6 Photograph of fly ash filters after trapping cesium at cesium

volatilization quantity of 13.4g

그림 3.3.2.7 Photograph of fly ash filters after trapping cesium at cesium

volatilization quantity of 19.0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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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8 Photograph of fly ash filters after trapping cesium at

cesium volatilization quantity of 43.61g

그림 3.3.2.9 Photograph of fly ash filter after trapping cesium at cesium

volatilization quantity of 53.8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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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0 Photograph of fly ash filters after trapping cesium at cesium

volatilization quantity of 81.8g

필터 6단부터 9단까지의 세슘포집량은 0.001에서 0.57(g-Cs/g-filter) 범위

이었고 필터 10단 이후부터는 세슘이 포집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그림 3.3.2.10

에 석탄회 필터 12단을 이용하여 세슘 휘발량 81.8g 을 포집한 후의 필터의 모습

을 나타냈다. 그림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필터 1단부터 5단 까지는 필터에 세슘이

과포화로 포집되어 서로 뭉쳐 개별 분리되지 않았다. 따라서 필터 1단부터 5단까

지의 포집 전/후의 무게를 측정하여 이들의 세슘 평균 포집량을 계산한 결과 이

의 포집량은 1.30(g-Cs/g-filter) 이었다. 필터 6단부터 11단까지의 세슘 포집량은

0.01에서 0.95(g-Cs/ g-filter) 범위 이었고 필터 12단에서는 세슘이 포집되지 않

았다. 또한 그림 3.3.2.2～ 3.3.2.10에서 보는 것처럼 포집 후 필터의 색 변화는 세

슘 포집 전 갈색에서 포집 후 세슘 포집량이 증가함에 따라 검갈색, 하늘색, 연

노란색 순으로 점차 변화되었다.

그림 3.3.2.11은 Cs 휘발량 2.7g부터 81.77g 까지 석탄회 필터의 세슘 포집량

은 세슘 휘발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되었다. 이는 세슘 휘발량이 증가함에 따라

반응속도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필터의

세슘 포집량은 필터 수, 즉 필터 깊이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그리고 필터

는 앞단부터 차례로 포화되어 뒷단으로 나가는 현상을 보였다. 또한 포집 전․후

필터의 무게분석을 통해 모든 세슘 휘발량에서 세슘이 전량 포집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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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슘 포집 후에 나타나는 석탄회 필터의 결정구조 및 미세 구조변화를 분석

하기 위해서 세슘 포집량 0.11에서 0.61(g-Cs/g-filter)까지인 석탄회 필터를

XRD로 분석한 결과를 그림 3.3.2.12에 제시하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

슘 포집량 0.11(g-Cs/ g-filter)인 경우 세슘이 석탄회 필터와 반응하여 pollucite

(CsAlSi2O6)상으로 포집되었다. 반면에 세슘 포집량 0.27 ～ 0.61(g-Cs/g-filter)의

경우 석탄회 필터에 포집된 세슘은 pollucite (CsAlSi2O6)상뿐만 아니라

Cs-nepheline (CsAlSiO4)상으로 포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세슘 포집량이

증가함에 따라 Cs-nepheline (CsAlSiO4)peak가 발달하는 경향을 보였다. 공기분

위기하에서 세슘 포집량 0.11에서 0.61(g-Cs/g-filter)까지인 석탄회와 기체상 세

슘 을 1000℃ 에서 반응시킨 후 형성된 반응생성물들의 구조를 X-선 회절분석으

로 상분석한 결과를 정리하여 표 3.3.2.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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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1 Cs trapping quantity on fly ash filter in terms of cesium

volatilization quantities in air atm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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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2 XRD patterns of fly ash filters after trapping cesium in terms of cesium

trapping quantities in air atmosphere

Cesium trapping quantity

(g-Cs/g-filter)
XRD results

0.11 CsAlSi2O6, CaAl2Si2O8

0.27 CsAlSi2O6, CsAlSiO4

0.48 CsAlSi2O6, CsAlSiO4

0.61 CsAlSi2O6, CsAlSiO4

표 3.3.2.1 XRD patterns of fly ash filters after trapping cesium at different

cesium trapping quantities in air atmosphere



- 120 -

3. 200 gHM/batch 규모 SIMFUEL 이용 다핵종 배기체 처리 실험

가. 단일 성분 시약 이용한 포집필터별 핵종 포집 실험

(1) Mo 포집실험

본 배기체 처리실험에 사용된 배기체 처리시스템은 pyroprocessing 공정의

기준 핵연료인 PWR(초기농도: 4.5wt.%, 연소도: 45,000 MWd /tU, 냉각기간: 25

년) 사용후핵연료 200g/batch 기준으로 제작되었다. 이 시스템은 그림 3.3.3.1에

나타난 것처럼 voloxidizer 부분과 3단계로 구성된 핵종 포집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몰리브덴 포집실험은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voloxidizer의 가열영역에서 배

기체 발생원을 기화시키고 포집로의 첫 번째 포집 zone에 석탄회 필터

(18mm(O.D) X 10mm(H)) 10단을 충전한 필터바스켓을 장착하여 기화된 배기체

를 포집한다. 본 실험은 기체상 몰리브덴의 공급원으로 MoO3 1.362g을 사용하였

다. 시약의 무게를 측정한 후 OTS 장치의 voloxidizer 안에 상기 시약을

alumina crucible에 넣은 후 이를 기체상 몰리브덴 발생원으로 사용하였다.

포집 온도 조건은 승온 1 시간 후에 첫 번째 포집 zone은 1000℃, 두 번째

포집 zone은 800℃에 도달되도록 한 후 2.5 시간 유지시켰다. 각각의 포집 zone

이 정해진 온도에 도달된 것을 확인한다. 그런 다음 voloxidizer의 온도를 1.5 시

간 후에 1200℃에 도달되도록 한 후 1 시간 유지시켰다. 또한 voloxidizer 가동

시작부터 공기를 0.5 L/min 유량으로 흘려보내며 포집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3.3.3.2에 몰리브덴 포집 후 석탄회 필터의 외관을 나타내었다.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석탄회 필터 6단까지 필터표면의 색이 갈색에서 회갈색으로 변하

였다. 몰리브덴 포집 후에 나타나는 석탄회 필터의 결정구조 및 미세 구조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석탄회 필터 1단을 XRD로 분석한 결과 그림 3.3.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몰리브덴이 powellite (CaMoO4) 상으로 포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림 3.3.3.4에 석탄회 필터 1단 및 7단의 SEM-EDX로 분석결과를 나타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석탄회 필터 1단을 SEM으로 관찰한 결과 표면은 침상

및 격자 상으의 결정상으로 나타난 반면에 석탄회 필터 7단의 표면은 반 쯤 녹

은 구형의 표면형상을 보였다. 또한 EDX를 이용하여 석탄회 필터 표면의 화학

조성을 분석한 결과 석탄회 필터 1단의 몰리브덴은 16.67 wt.% 로서 몰리브덴이

필터표면에 포집되어 있는 반면에 석탄회 필터 7단에서는 몰리브덴이 검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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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또한 무게분석을 통해 석탄회 필터 1～6단에 몰리브덴이 약 99% 이상

포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3.3.1 Inner part of off-gas trapping system

그림 3.3.3.2 기체상 몰리브덴 포집 후 석탄회 필터의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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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3 XRD patterns of 1'st fly ash filter

after trapping gaseous molybdenum

Matrix Correction:   ZAFElement Wt% At%

 O K 40.18 60.90

 NaK 00.49 00.52

 MgK 00.63 00.63

 AlK 16.01 14.39

 SiK 16.84 14.54

 MoL 16.67 04.21

 CaK 04.85 02.94

 FeK 04.33 01.88

( 1'st fly ash filter )

Matrix Correction:   ZAFElement Wt% At%

 O K 30.46 45.73

 NaK 01.37 01.43

 MgK 02.16 02.14

 AlK 13.57 12.08

 SiK 33.26 28.45

 CaK 11.40 06.83

 FeK 07.78 03.35

( 7'th fly ash filter )

그림 3.3.3.4 SEM-EDX analysis of 1'st and 7'th fly ash filters after trapping

gaseous molybde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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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s 포집실험

세슘 포집실험은 배기체 처리시스템의 voloxidizer에서 세슘 발생원을 기화

시키고 포집로의 첫 번째 포집 zone에 석탄회 필터(18mm(O.D) X 10mm(H)) 10

단을 충전한 필터바스켓을 장착하여 기화된 세슘을 포집한다. 기체상 세슘의 공

급원으로 CsNO3 1.025g 을 사용하였다. 시약의 무게를 측정한 후 OTS 장치의

voloxidizer 안에 상기 시약을 alumina crucible을 넣은 후 이를 기체상 세슘 발

생원으로 사용하였다. 석턴회 필터을 사용하여 포집온도 변화에 따른 세슘 포집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포집온도 1000℃ 및 1000℃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조건은 승온 1 시간 후에 첫 번째 포집 zone은 1000℃, 두 번째 포집

zone은 800℃에 도달되도록 한 후 2.5 시간 유지시켰다. 각각의 포집 zone이 정

해진 온도에 도달된 것을 확인한다. 그런 다음 voloxidizer의 온도를 1.5 시간 후

에 1200℃에 도달하도록 한 후 1 시간 유지시켰다. 또한 voloxidizer 가동 시작부

터 공기를 0.5 L/min 유량으로 흘려보냈다.

그림 3.3.3.5에 각 온도별 세슘 포집 후 석탄회 필터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포집온도 1000℃ 운전의 경우 석탄회 필터 6단까지, 포집

온도 1100℃ 운전의 경우 석탄회 필터 4단까지 필터 표면의 색이 갈색에서 검갈

색으로 변하였다. 또한 세슘 포집 후에 나타나는 석탄회 필터의 결정구조 및 미

세 구조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포집온도 1000℃ 및 1100℃에서 기체상 세슘을

포집한 석탄회 필터 각 1단을 XRD로 분석한 결과 그림 3.3.3.6에 나타난 것처럼

세슘이 포집온도 1000℃ 및 1100℃에서 pollucite (CsAlSi2O6) 상으로 포집되었다.

무게분석을 통해 석탄회 필터 1～6단에서 CsNO3에서 휘발되는 세슘이 전량 포

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3.3.7에 포집온도 1000℃에서 반응한 석탄회 필터 1단, 4단 및 5단의

SEM-EDX로 분석결과를 나타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응 후 석탄회 필

터 1단의 표면을 SEM으로 관찰한 결과 bulky crystal 형태의 pollucite 상을 나

타냈고 석탄회 필터 4단의 표면은 드문드문 bulky 한 pollucite 결정상을 나타낸

반면에 석탄회 필터 5단의 표면은 반 쯤 녹은 구형의 반응하지 않은 석탄회 필

터 초기의 표면형상을 보였다. 또한 EDX를 이용하여 석탄회 필터 표면의 화학

적 조성을 분석한 결과 석탄회 필터 1단 및 4단의 세슘은 45.43, 1.47 wt.%로서

세슘이 필터표면에 잘 포집되어 있는 반면에 석탄회 필터 5단의 세슘은 측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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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또한 무게분석을 통해 석탄회 필터 1～4단에 세슘이 전량 포집되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3.3.8에 포집온도 1100℃에서 반응한 석탄회 필터 1단, 3단 및 4단의

SEM-EDX로 분석결과를 나타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응 후 석탄회 필

터 1단 및 3단의 표면은 bulky 한 pollucite 결정상을 나타냈고 반면에 석탄회 필

터 4단의 표면은 반 쯤 녹은 구형으로서 석탄회 필터 초기의 표면형상을 보였다.

또한 EDX를 이용하여 필터 표면의 화학적 조성을 분석한 결과 석탄회 필터 1단

및 3단의 세슘은 10.63 wt.%, 5.49 wt.%로서 세슘이 필터표면에 잘 포집되어 있

는 반면에 석탄회 필터 4단에서는 세슘이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무게분석을 통

해 석탄회 필터 1～3단에 세슘이 전량 포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포집온도 1100℃ 실험과 비교해볼 때 같은 필터단에서 포집온도가 증가할수

록 석탄회 필터와 세슘의 반응속도가 증가하여 포집량이 증가하였으며 세슘이

뒤로 퍼지는 현상이 줄어들었다. 즉 석탄회 필터는 포집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세

슘 포집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포집온도 변화에 따른 대한 세슘

포집량의 상관관계에 대한 추가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 포집온도 1000℃

(b) 포집온도 1100℃

그림 3.3.3.5 기체상 세슘 포집 후 석탄회 필터의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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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6 XRD patterns of 1'st fly ash filter after trapping gaseous cesium

as a function of trapping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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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rix Correction:   ZAFElement Wt% At%
 O K 29.49 60.94
 NaK 00.58 00.83
 MgK 00.56 00.75
 AlK 06.20 07.60
 SiK 13.86 16.32
 MoL 00.96 00.33
 CaK 00.80 00.66
 CsL 45.43 11.30
 FeK 02.12 01.26

( 1'st fly ash filter )

Matrix Correction:   ZAFElement Wt% At%
 O K 25.57 40.56
 NaK 00.94 01.04
 MgK 01.60 01.67
 AlK 13.17 12.39
 SiK 34.66 31.33
 MoL 00.58 00.15
 CaK 14.39 09.11
 CsL 01.47 00.28
 FeK 07.62 03.47

( 4'th fly ash filter )

Matrix Correction:   ZAFElement Wt% At%
 O K 36.75 52.40
 NaK 02.95 02.93
 MgK 03.12 02.93
 AlK 22.72 19.21
 SiK 19.26 15.64
 MoL 00.00 00.00
 CaK 04.23 02.41
 CsL 00.00 00.00
 FeK 10.97 04.48

( 5'th fly ash filter )

그림 3.3.3.7 SEM-EDX analysis of 1'st, 4'th and 5'th fly ash filters after

trapping gaseous cesium at the trapping temperature of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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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rix Correction:   ZAFElement Wt% At%
 O K 55.21 77.93
 NaK 00.58 00.57
 MgK 07.95 07.38
 AlK 02.36 01.98
 SiK 01.41 01.14
 MoL 00.79 00.19
 CaK 03.05 01.72
 CsL 10.63 01.81
 FeK 18.01 07.28

( 1'st fly ash filter )

Matrix Correction:   ZAFElement Wt% At%
 O K 55.59 71.29
 NaK 03.05 02.72
 MgK 04.84 04.09
 AlK 11.43 08.69
 SiK 12.16 08.88
 MoL 01.11 00.24
 CaK 06.33 03.24
 CsL 05.49 00.85
 FeK 00.00 00.00

( 3'rd fly ash filter )

Matrix Correction:   ZAFElement Wt% At%
 O K 35.72 52.14
 NaK 01.09 01.11
 MgK 01.52 01.46
 AlK 12.31 10.66
 SiK 29.68 24.68
 MoL 00.34 00.08
 CaK 10.87 06.33
 CsL 00.00 00.00
 FeK 08.47 03.54

( 4'th fly ash filter )

그림 3.3.3.8 SEM-EDX analysis of 1'st, 3'rd and 4'th fly ash filters after

trapping gaseous cesium at the trapping temperature of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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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u 포집실험

루테늄 포집실험은 배기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voloxidizer에서 루테늄 발

생원을 기화시키고 포집로의 첫 번째 포집 zone의 가열영역에 칼슘필터

(18mm(O.D) X 10mm(H)) 10단을 충전한 필터바스켓을 장착하여 기화된 루테늄

을 포집하였다.

기체상 루테늄의 공급원으로 Ru 0.594g 을 사용하였다. 포집 온도 조건은

승온 1시간 후에 첫 번째 포집 zone은 800℃, 두 번째 포집 zone은 600℃에 도달

되도록 한 후 11.5시간 유지시켰다. 그런 다음 각각의 포집 zone이 정해진 온도

에 도달한 것을 확인하고, voloxidizer의 온도를 1.5시간 동안 1200℃에 도달되도

록 한 후 10시간 유지시켰다. 또한 voloxidizer 가동 시작부터 공기를 0.5 L/min

유량으로 흘려보내며 포집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3.3.3.9에 루테늄 포집 후 칼슘필터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림에 나타

난 것처럼 칼슘필터 1단 필터표면이 검갈색으로 변하였다. 칼슘필터 1단 및 2단

의 표면을 SEM-EDX로 분석하였다. 그림 3.3.3.10의 SEM-EDX 결과에 나타난

것처럼 SEM 영상 측정 결과에서는 칼슘필터 1단의 표면에 결정상이 형성된 것

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EDX를 이용하여 필터 1단 및 2단 표면의 화학적 조

성을 분석한 결과 1단의 루테늄은 45 wt.% 로서 칼슘필터 표면에 루테늄이 포집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칼슘필터 2단에서는 루테늄이 검출되지 않았

다. 루테늄 포집 후 칼슘 필터 1단을 XRD로 분석한 결과 그림 3.3.3.11에 나타난

것처럼 루테늄이 CaRuO3상으로 포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3.3.9 기체상 루테늄 포집 후 칼슘필터의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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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rix Correction:   ZAFElement Wt% At%
 OK 27.92 60.64
 AlK 00.36 00.47
 SiK 00.53 00.65
 RuL 44.85 15.42
 CaK 26.10 22.67
 FeK 00.25 00.16

( 1'st calcium filter )

Matrix Correction:   ZAFElement Wt% At%
 OK 51.05 71.94
 NaK 00.71 00.70
 AlK 00.37 00.31
 RuL 00.00 00.00
 SiK 00.51 00.41
 CaK 47.36 26.64

( 2'nd calcium ash filter )

그림 3.3.3.10 SEM-EDX analysis of 1'st and 2'nd calcium filters after

trapping gaseous ruthen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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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1 XRD patterns of 1'st calcium filter after

trapping gaseous ruthen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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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 포집실험

Tc는 인공 방사성 원소이기 때문에 surrogate로서 화학적 특성이 비슷한

Re(Aldrich Co. 99.9%)을 기체상 Tc의 공급원으로서 사용하였다. 레늄은 매우

높은 녹는점(>3180℃)을 가지며 환원분위기에서는 안정한 특성이 있다. 반면에

레늄은 많은 refractory metals 처럼 산소와 쉽게 반응을 하여 열열학적으로 안

정한 Re2O7(g), ReO3(g) 및 Re2O6(g)와 같은 레늄산화물을 형성한다고 알려져 있

다[3.3.3.1～5].

루테늄 포집실험은 배기체 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voloxidizer에서 레늄 발

생원을 기화시키고 포집로의 첫 번째 포집 zone에 칼슘필터(18mm(O.D) X

10mm(H)) 10단을 충전한 필터바스켓을 장착하여 기화된 레늄을 포집하였다. 기

체상 레늄의 공급원으로 Re 0. 206g 을 사용하였다.

포집 온도조건은 승온 1시간 후에 첫 번째 포집 zone은 800℃, 두 번째 포

집 zone은 600℃에 도달되도록 조정한 후 4시간 유지시켰다. 각각의 포집 zone이

정해진 온도에 도달한 것을 확인하고, voloxidizer의 온도를 1 시간 동안 560℃에

도달되도록 한 후 3 시간 유지시켰다. 이때 voloxidizer의 온도를 560℃에 도달되

도록 한 후 3시간 유지시켰다. 또한 voloxidizer 가동 시작부터 공기를 0.5 L/min

유량으로 흘려보내며 포집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3.3.3.12에 레늄 포집 후 칼슘필터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칼슘필터 1단 필터표면이 포집 전 흰색에서 포집 후 검갈색으로 변하였

다. 칼슘필터 1단 및 2단의 표면을 SEM-EDX로 분석하였다. 그림 3.3.3.13에 나

타난 것처럼 SEM 결과에서는 칼슘필터 1단의 표면에 결정상이 형성된 것을 관

찰할 수 있었다. 또한 EDX를 이용하여 1단 및 2단의 표면을 분석한 결과 1단의

레늄은 67 wt.% 로서 칼슘필터 표면에 레늄이 잘 포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반면에 칼슘필터 2단에서는 레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레늄 포집 후 칼슘필터를 XRD로 분석한 결과 그림 3.3.3.14에 나타난

것처럼 레늄은 calcium rhenium oxide hydrate(Ca(ReO4)2․2H2O) 상으로 포집되

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게분석을 통해 석탄회 필터 1단 내에 레늄이 약 전

량 포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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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2 기체상 레늄 포집 후 칼슘필터의 외관

Matrix Correction:   ZAFElement Wt% At%
 O K 14.41 50.35
 NaK 00.52 01.26
 MgK 00.49 01.12
 AlK 02.33 04.83
 SiK 03.32 06.62
 CaK 10.32 14.39
 FeK 01.18 01.18
 ReL 67.43 20.24

( 1'st calcium filter )

Matrix Correction:   ZAFElement Wt% At%
 O K 45.95 67.97
 AlK 00.32 00.28
 SiK 00.35 00.29
 CaK 53.00 31.30
 FeK 00.37 00.16
REL 00.00 00.00

( 2'nd calcium ash filter )

그림 3.3.3.13 SEM-EDX analysis of 1'st and 2'nd calcium filters after

trapping gaseous rhen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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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4 XRD patterns of 1'st calcium filter after trapping

gaseous rhenium

나. 다 성분 시약을 이용한 포집필터별 핵종 포집 실험

(1) Cs과 Mo 동시 포집실험

세슘과 몰리브덴 동시 포집실험은 배기체 포집장치의 voloxidizer의 가열영

역에서 배기체 발생원을 기화시키고 포집로의 첫 번째 포집 zone에 석탄회 필터

(18mm(O.D) X 10mm(H)) 10단을 충전한 필터바스켓을 장착하여 기화된 배기체

를 포집한다. 본 실험은 기체상 세슘과 몰리브덴의 공급원으로 MoO3 1.362g과

CsNO3 1.025g 을 사용하였다. 각 시약의 무게를 측정한 후 잘 혼합한다. 그런 다

음 OTS 장치의 voloxidizer 안에 상기 시약을 alumina crucible을 넣은 후 이를

기체상 세슘 및 몰리브덴 발생원으로 사용하였다.

포집 온도 조건은 승온 1시간 후에 첫 번째 포집 zone은 1000℃, 두 번째

포집 zone은 800℃에 도달되도록 조정한 후 2.5시간 유지시켰다. 각각의 포집

zone이 정해진 온도에 도달한 것을 확인하고, voloxidizer의 온도를 1.5시간 후에

1200℃에 도달하도록 한 후 1시간 유지시켰다. 또한 voloxidizer 가동 시작부터

공기를 0.5 L/min 유량으로 흘려보내며 포집실험을 수행하였다.

포집 실험 후 CsNO3와 MoO3 시약의 총 휘발률은 20.72%이었다. CsNO3와



- 133 -

MoO3의 휘발률을 고려하여 무게분석을 수행한 결과 석탄회 필터 3단 내에서 세

슘과 몰리브덴이 전량 포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에서 기술한 단일 성분

실험, 즉 몰리브덴과 세슘을 각각 휘발시켜 석탄회 필터에 포집한 양보다 작은

양이 포집이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휘발되지 않은 CsNO3와 MoO3의 잔존물을

XRD로 분석한 결과 그림 3.3.3.15에 나타난 것처럼 몰리브덴과 세슘이 용융되어

화합물 Cs2MO3O10 및 CsAl(MoO4) 1.5(SiO4)0.5 등 다른 화학종의 생성으로 인해

이들 화합물들의 포화증기압이 세슘과 몰리브덴의 각 포화증기압 보다 낮기 때

문에 휘발이 잘 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휘발량에 대한 차이가 생긴 것으로 판단

된다.

그림 3.3.3.16에 세슘과 몰리브덴 포집 후 석탄회 필터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석탄회 필터의 표면에는 큰 색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고

필터 1～3단의 색이 검갈색으로 변하였다. 석탄회 필터 1단부터 4단까지의 표면

을 SEM-EDX로 분석하였다. 그림 3.3.3.17의 SEM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

슘과 몰리브덴이 포집된 석탄회 필터 1단부터 3단까지의 표면의 상과 이들이 전

혀 포집되지 않은 석탄회 필터 4단의 상은 전혀 다름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EDX를 이용하여 석탄회 필터 1단의 표면의 화학적 조성을 분석한 결과 세슘은

22.14 wt.%, 몰리브덴은 31.58 wt.%이고 2단의 경우 세슘은 10.22 wt.%, 몰리브

덴은 36.70 wt.%이었다. 따라서 세슘과 몰리브덴이 필터표면에 잘 포집되어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석탄회 필터 3단의 경우 세슘은 불검출, 몰리브덴

은 39.98 wt.%로서 필터표면에 몰리브덴만 포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석탄회 필터 4단의 경우 세슘과 몰리브덴이 검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세슘

은 석탄회 필터 2단 내에 몰리브덴은 3단 내에 포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세슘과 몰리브덴의 포집 후에 나타나는 석탄회 필터의 결정구조 및 미

세 구조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석탄회 필터 1단을 XRD로 분석한 결과 그림

3.3.3.18에 제시된 것처럼 세슘은 pollucite (CsAlSi2O6)로 몰리브덴은 powellite

(CaMoO4) 형태로 포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몰리브덴이 powellite

(CaMoO4) 상으로 포집된 이유는 세슘이 pollucite (CsAlSi2O6)를 형성하기 위해

서 aluminosilicate와 먼저 반응함으로서 몰리브덴이 aluminium과 반응할 기회가

없어 석탄회 필터 내 calcium과 반응하여 powellite를 형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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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5 XRD patterns of molten salt containing cesium and

molybdenum

그림 3.3.3.16 기체상 세슘과 몰리브덴 포집 후 석탄회 필터의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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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rix Correction:   ZAFElement Wt% At%
 O K 28.74 62.88
 NaK 00.71 01.08
 MgK 01.11 01.59
 AlK 02.36 03.06
 SiK 07.93 09.88
 CaK 03.05 02.67
 CsL 22.14 05.83
 FeK 02.38 01.49
 MoK 31.58 11.52

( 1'st fly ash filter )

Matrix Correction:   ZAFElement Wt% At%
 O K 37.25 71.20
 NaK 01.03 01.36
 MgK 00.72 00.90
 AlK 02.12 02.40
 SiK 03.74 04.07
 CaK 07.02 05.36
 CsL 10.22 02.35
 FeK 01.21 00.66
 MoK 36.70 11.70

( 2'nd fly ash filter )

Matrix Correction:   ZAFElement Wt% At%
 O K 29.35 57.05
 NaK 00.64 00.87
 MgK 00.46 00.59
 AlK 06.72 07.74
 SiK 11.49 12.71
 CaK 08.24 06.39
 FeK 03.12 01.74
 MoK 39.98 12.95

( 3'rd fly ash filter )

Matrix Correction:   ZAFElement Wt% At%
 O K 37.50 53.29
 NaK 01.95 01.93
 MgK 01.76 01.65
 AlK 13.30 11.21
 SiK 29.38 23.79
 CaK 09.80 05.56
 FeK 06.31 02.57

( 4'th fly ash filter )

그림 3.3.3.17 SEM-EDX analysis from 1'st to 4'th fly ash filters after

trapping gaseous cesium and molybde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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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s과 Re 포집 실험

세슘과 레늄의 포집 실험은 배기체 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voloxidizer에서

세슘과 레늄 발생원을 기화시키고 포집로의 첫 번째 포집 zone에 석탄회 필터

(18mm(O.D) X 10mm(H)) 10단을 충전한 필터바스켓을 장착하여 기화된 세슘을

포집하고 두 번째 포집 zone에 칼슘필터 (18mm(O.D) X 10mm(H)) 10단을 충전

한 필터바스켓을 장착하여 기화된 레늄을 포집하였다.

또한 기체상 세슘 및 레늄의 공급원으로 CsNO3 1.025g과 Re 0.206g을 사용

하였다.각 시약의 무게를 측정한 후 잘 혼합한 후 OTS 장치의 voloxidizer 안에

상기 시약을 alumina crucible을 넣은 후 이를 기체상 세슘 및 몰리브덴 발생원

으로 사용하였다. 각 필터의 포집온도는 석턴회 필터의 경우 1000℃이었고 칼슘

필터는 800℃이었다.

포집 온도 조건은 승온 1시간 후에 첫 번째 포집 zone은 1000℃, 두 번째

포집 zone은 800℃에 도달되도록 한 후 6시간 등온 시켰다. 각각의 포집 zone이

정해진 온도에 도달한 것을 확인한 후 voloxidizer의 온도를 1시간 동안 560℃에

도달되도록 한 후 3시간 등온 후 온도를 1시간 후에 1200℃에 도달되도록 한 후

1시간 등온시켰다. Voloxidizer 가동 시작부터 공기를 0.5 L/min 유량으로 흘려

보냈다.

그림 3.3.3.18 XRD patterns of 1'st fly ash filter

after trapping gaseous cesium and molybde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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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9에 세슘 및 레늄 포집 후의 석탄회 필터와 칼슘필터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석탄회 필터 1～3단의 표면이 검갈색으로 변

하였다. 석탄회 필터 1단, 3단 및 4단의 표면을 SEM으로 모양을 확인하고 EDX

로 성분을 분석한 결과 그림 3.3.3.20에 나타난 것처럼 필터 1단 및 3단의 경우

세슘이 44.3, 40.8wt.%로 나타났고 4단은 세슘이 검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석탄

회 필터 1～3단 내에서 기체상 세슘이 포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세슘 포집 후

석탄회 필터 1단을 XRD로 분석한 결과 그림 3.3.3.21에 나타난 것처럼 세슘은

pollucite 형태로 포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필터 1단 부터 10단 까

지 석탄회 필터에 레늄이 0.09부터 3.13wt.% 범위로 분석되었다. 이는 석탄회 필

터의 칼슘성분이 레늄과 반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3.3.19에 레늄 포집 후 칼슘필터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칼슘필터 1단의 표면이 검갈색으로 변하였다. 그림 3.3.3.22에 나타난 것

처럼 칼슘필터 1단 및 2단의 표면을 SEM으로 형상을 확인한 후 EDX로 화학적

성분을 분석한 결과 1단의 경우 레늄은 30.21 wt.%로 나타났고 2단은 레늄이 검

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칼슘필터 1단에 레늄이 상당량 포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레늄 포집 후 칼슘필터를 XRD로 분석한 결과 그림 3.3.3.23에

나타난 것처럼 레늄은 calcium rhenium oxide hydrate(Ca(ReO4)2․2H2O) 상으

로 포집되었다. 무게분석을 통해 석탄회 필터 1단 내에 레늄이 전량 포집되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회전로형 휘발성 산화장치에서 SIMFUEL 이용 다핵종 배기체 처리 실

험

SIMFUEL 200g 에 Re 0.283g, CsI 0.184g 및 Cs2MoO4 1.425을 첨가시켜

기체상 세슘, 몰리브덴, 레늄 및 요오드의 공급원으로 사용하였다. 실험시 석탄회

필터(18mm (O.D) X 10mm(H))와 칼슘필터 각각 10단을 사용하였다. 또한 AgX

가 충전된 필터팩 5단을 사용하였다.

그림 3.2.5.1의 회전로형 휘발성 산화장치 운전조건에서 휘발되는 배기체를

포집하기위해서 석탄회 필터 포집온도는 1000℃, 칼슘필터 포집온도는 800℃ 및

AgX 포집온도는 150℃에 도달되도록 한 후 13시간 유지시켰다. 각각의 포집

zone이 정해진 온도에 도달된 것을 확인한 후 voloxidizer 운전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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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석탄회 필터

(b) 칼슘 필터

그림 3.3.3.19 기체상 세슘과 레늄 포집 후 석탄회 필터 및 칼슘필터의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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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rix Correction:   ZAFElement Wt% At%
 O K 29.88 62.47
 NaK 00.53 00.78
 MgK 00.62 00.85
 AlK 03.35 04.15
 SiK 11.74 13.98
 CaK 05.71 04.76
 CsL 44.31 11.15
 FeK 02.74 01.64
 ReL 01.12 00.20

( 1'st fly ash filter )

Matrix Correction:   ZAFElement Wt% At%
 O K 26.42 55.89
 NaK 00.90 01.32
 MgK 00.67 00.93
 AlK 06.96 08.73
 SiK 13.72 16.53
 CaK 04.82 04.07
 CsL 40.81 10.39
 FeK 02.58 01.56
 ReL 03.13 00.57

( 3'rd fly ash filter )

Matrix Correction:   ZAFElement Wt% At%
 O K 36.17 52.03
 NaK 1.55 01.55
 MgK 1.95 01.85
 AlK 13.05 11.13
 SiK 32.17 26.36
 CaK 07.30 04.19
 FeK 06.69 02.76
 ReL 01.12 00.14

( 4'th fly ash filter )

Matrix Correction:   ZAFElement Wt% At%
 O K 36.43 52.06
 NaK 01.46 01.45
 MgK 01.95 01.83
 AlK 13.05 11.06
 SiK 32.17 26.18
 CaK 8.23 04.69
 FeK 6.62 02.71
 ReL 00.09 00.01

( 10'th fly ash filter )

그림 3.3.3.20 SEM-EDX analysis of 1'st, 3‘rd, 4'th, and 10'th fly ash filters

after trapping gaseous cesium and rhen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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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21 XRD patterns of 1'st fly ash filter after

trapping gaseous cesium and rhenium

Matrix Correction:   ZAFElement Wt% At%
 O K 27.29 57.69
 NaK 00.33 00.49
 MgK 00.23 00.32
 AlK 00.36 00.46
 SiK 00.92 01.11
 CaK 40.36 34.06
 FeK 00.29 00.18
 ReL 30.21 04.94

( 1'st calcium filter )

Matrix Correction:   ZAFElement Wt% At%
 O K 47.32 69.03
 NaK 00.06 00.06
 MgK 00.13 00.12
 AlK 00.64 00.55
 SiK 00.37 00.31
 CaK 51.16 29.79
 FeK 00.32 00.13
 ReL 00.00 00.00

( 2'nd calcium filter )

그림 3.3.3.22 SEM-EDX analysis from 1'st and 2'nd calcium filters after

trapping gaseous cesium and rhen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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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23 XRD patterns of 1'st calcium filter

after trapping gaseous rhenium

회전로형 휘발성 산화장치를 이용하여 SIMFUEL로부터 휘발되는 Cs, Mo,

Ru, Re을 포집한 후 석탄회 필터, 칼슘필터 및 AgX의 모습을 그림 3.3.3.24에 나

타내었다.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석탄회 필터 1～9단까지 필터표면의 색이 갈색

에서 검갈색으로 변하였다. 레늄 포집 후 칼슘필터 1단 의 표면은 검갈색으로 변

하였다. 요오드 포집 후 AgX의 외관은 갈색에서 검갈색으로 변하였다. 이들 필

터의 첫째 단을 SEM-EDX로 분석한 결과 석탄회 필터에는 세슘과 몰리브덴, 칼

슘필터에는 루테늄과 레늄, AgX에는 요오드가 포집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석탄회 필터, 칼슘필터 및 AgX는 SIMFUEL로부터 휘발되는 배기체를 우수하게

포집하므로 실제 사용후핵연료 배기체 포집 조건 설정에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 성능개선 필터를 이용한 감압조건하 배기체 포집실험

(1) 성능 개선 필터 제조

조성 배합비, 온도, 소결온도, 바인더 비 및 바인더 등 변화에 따라 필터 제

조실험을 수행하였다(그림 3.3.3.25). 제조된 석탄회 필터 Ⅱ 및 칼슘 필터 Ⅱ를

그림 3.3.3.26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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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석탄회필터

(b) 칼슘필터

(c) AgX

그림 3.3.3.24 SIMFUEL 배기체 포집 후 석탄회 필터, 칼슘필터 및 AgX의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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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26 제조된 석탄회 필터 Ⅱ 및 칼슘 필터 Ⅱ

그림 3.3.3.25 필터 제조실험

(2) 단일성분 시약을 이용한 감압조건하 배기체 포집실험

(가) Re 포집실험

한국형 pyroprocessing 배기체 처리시스템의 설계기준인 사용후핵연료 200

g에 존재하는 Re의 양을 기체상 레늄의 공급원으로 이용하였다. Alumina

crucible(50ml) 내에 Re 0.206g을 넣은 후 voloxidizer 내부에 이를 장입하였다.

그림 3.3.3.27에 나타난 것처럼 포집 온도조건은 승온 1시간 후에 세슘 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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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ne은 800℃, 루테늄 포집 zone은 600℃에 도달되도록 한 후 6시간 유지시켰다.

각각의 포집 zone이 정해진 온도에 도달한 것을 확인하고, voloxidizer의 온도를

1시간 동안 500℃에 도달되도록 한 후 3시간 유지시켰다. 이때 voloxidizer의 온

도가 500℃로 상승하면 동시에 vacuum 펌프를 가동하여 76 torr의 진공을 유지

하여 포집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3.3.3.28에 진공조건하 레늄 포집 후 칼슘필터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

림에 나타난 것처럼 칼슘필터 1단 필터표면이 검회색으로 변하였다. 레늄 포집

후에 나타나는 칼슘필터의 결정구조 및 미세 구조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칼슘

필터 1단을 XRD로 분석한 결과 레늄은 calcium rhenium oxide

hydrate(Ca(ReO4)2․2H2O)형태로 포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Mo 포집실험

한국형 pyroprocessing 배기체 처리시스템의 설계기준인 PWR 사용후핵연

료 200 g에 존재하는 Mo의 양을 기준으로 기체상 몰리브덴의 공급원으로 실험

에 사용하였다. MoO3 1.362g 을 alumina crucible(50 ml) 내에 넣은 후

voloxidizer 내부에 이를 장입하였다. 포집 온도조건은 승온 1시간 후에 세슘 포

집 zone은 800℃, 레늄 포집 zone은 600℃에 도달되도록 한 후 6시간 등온시켰

다. 각각의 포집 zone이 정해진 온도에 도달한 것을 확인하고, voloxidizer의 온

도를 1시간 동안 500℃에 도달하도록 한 후 3시간 등온시켰다. 또한 voloxidizer

의 온도가 500℃로 상승하면 동시에 vacuum 펌프를 가동하여 76 torr의 진공을

유지하여 포집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3.3.3.29에 76 torr하 몰리브덴 포집 후 Ca-II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Ca-II 필터 1～3단에 걸쳐 색변화가 관찰되었다. 몰리브덴 포집후

Ca-II 필터 1～3단의 몰리브덴 포집능은 각각 0.31 g-Mo/g-filter, 0.19 g-Mo/g-filter

및 0.12 g-Mo/g-filter로서 필터의 무게가 상당량 증가하였다. 또한 몰리브덴 포집 후

에 나타나는 Ca-II 필터의 결정구조 및 미세 구조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필터 1단을

XRD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몰라브데늄은 그림 3.3.3.30에 나타난 것처럼

Powellite(CaMoO4) 상으로 포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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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27 Photograph of Ca-II filters after trapping Re under a vacuum

condition of 76 to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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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28 XRD patterns of Ca-II filter after trapping Re under a

vacuum condition of 76 to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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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29 Photograph of Ca-II filters after trapping Mo under a vacuum

condition of 76 to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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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30 XRD patterns of Ca-II filter after trapping Mo under a vacuum

condition of 76 to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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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31 Photograph of Ca-II filters after trapping Sb under a vacuum

condition of 76 torr

(다) Sb 포집실험

PWR 사용후핵연료 200g에 존재하는 Sb의 양을 기준으로 기체상 안티몬의

공급원으로 실험에 사용하였다. Alumina crucible(50ml)내에 Sb2O3 0.642g을 넣

은 후 voloxidizer 내부에 이를 장입하였다. 포집 온도조건은 승온 1시간 후에 첫

번째 zone은 800℃, 두 번째 포집 zone은 600 ℃에 도달되도록 조정한 후 6.5시

간 유지시켰다. 각각의 포집 zone이 정해진 온도에 도달한 것을 확인하고,

voloxidizer의 온도를 1.5시간 동안 1200℃에 도달하도록 한 후 5시간 유지시켰

다. 이때 voloxidizer의 온도가 500℃로 상승하면 동시에 vacuum 펌프를 가동하

여 76 torr의 진공을 유지하여 포집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3.3.3.31에 76 torr하 안티몬 포집 후 Ca-II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림

에 나타난 것처럼 Ca-II 필터 1～10단에 걸쳐 필터 표면이 노란색으로 나타났다.

안티몬 포집 후에 나타나는 Ca-II 필터의 결정구조 및 미세 구조변화를 분석하

기 위해서 필터 1단을 XRD로 분석하였다. 그림 3.3.3.32에 나타난 것처럼 분석

결과 안티몬은 Ca2Sb2O7 및 Mg2Sb2O7 형태로 포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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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32 XRD patterns of Ca-II filters after trapping gaseous Sb

under a vacuum condition of 76 torr

마. 향후 연구내용

본 1단계 연구에서는 실험실 규모에서 준휘발성 핵종에 대한 선택적 포집특

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현재까지 전처리공정 배기체 처리 기술은 lab-test에 한정

되어 있어 대용량 처리시 요구되는 scale-up 장치의 설계 및 제작 기술개발, 각

종 조건 변화에 대한 장치 및 필터의 적용성, 필터의 포집 효율 및 특성평가 등

에 관한 기술이 부족하다. 2단계 연구에서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공학규모 배기

체처리장치를 설계 제작하고 이의 성능평가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lab-test 배기체 처리공정 실험 결과 세슘 효율이 매우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나, scale up시에도 동일한 효과가 나올지 확신할 수 없다. 특히

Cs 처리설비의 경우 Cs 휘발온도, 발생하는 배기체의 입자크기, 공정의 제염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차기 단계에서는 scale-up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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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에서 처리특성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에 필요한 필터의

scale-up 연구도 병행할 예정이다. Cs 처리 설비의 경우 Cs 포집온도, 진공도,

발생하는 Cs 화학종, 포집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집실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지난 단계에서는 준휘발성 핵종(Cs, Tc, I)포집 연구 및 이의 배기

체 처리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 차지하였다. 하지만 휘발성핵종(H-3, C-14,

Kr, Xe)의 포집재 개발, 처리특성 및 이의 배기체 처리시스템에 관한 연구는 미

흡한 상태이다. 사용후핵연료 전처리 공정 시설의 안전 운영과 작업자의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해서 이에 대한 적절한 처리 및 관리 기술개발에 대한 연구개발이

시급한 상태이다. 따라서 차기 단계에서는 준휘발성핵종 및 휘발성 핵종 처리에

적합한 배기체 성분별 처리방안을 통합한 배기체 처리시스템 개발 연구가 시급

히 필요하다. 2 단계에 적정 예산이 주어지면 준휘발성 핵종(Cs, Tc, I)외에 휘발

성핵종(H-3, C-14, Kr, Xe)을 통합한 휘발성산화공정에 적합한 배기체 처리시스

템을 개발할 예정이었으나 기획 과정 중 예산부족으로 3단계(2012. 3 이후) 연구

로 순연되었다.

2단계 연구에서는 배기체 포집 연구에서 미진한 휘발성 핵종(H-3, C-14, 불

활성 기체 등)의 방사성 물질의 처리방안(필터의 종류, 공정의 조합에 대한 최적

화)에 대한 검토를 수행할 예정이며, 3단계 연구에서는 상기 휘발성 핵종 실험적

공학규모 통합 배기체 처리에 관한 연구도 수행할 예정이다.

4. 사용후핵연료 산화 시 연소도별 준휘발성 핵분열생성물 거동 특성 분석

및 다 성분 핵종 포집 성능 확인

가. 실험

사용후핵연료 산화 시 연소도별 준휘발성 핵분열생성물 거동 특성 분석 및

다성분 핵종의 포집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는 그림 3.3.4.1에 나탄 것처럼

Tube furnace, Alumina tube (60.96 mm (O.D.), 52.24 mm(I.D), 1000 mm (L)),

기체 공급라인, 배기체 입자제거장치(HEPA filter + Balston filter) 및 bubbler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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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다. 실험대상 사용후핵연료는 고연소도(60,000 MWd/tU (Batch #

J502-16)) SF산화분말 12.04g과 저연소도 (35,000 MWd/tU (Batch # Q43-F16))

SF 산화분말 11.82g을 실험에 이용하였다. 그림 3.3.4.2에 제시된 감마스펙트로미

터를 이용하여 5분 동안 감마핵종 count수를 측정하여 초기 값으로 설정 하고

시간에 따른 산화분말의 감마핵종 count수를 측정하여 이들 값을 상대 비교하여

세슘 방출률을 구하였다.

석탄회 필터(Cs, Rb, Cd, Mo 등 포집용 : 내경 18mm, 두께 10mm) 5개를

장입 및 칼슘필터 (Tc, Ru, Te 등 포집용 : 내경 18mm, 두께 10mm) 5개를 알

루미나 sheet를 이용하여 감싼 후 각각의 포집통(외경 51mm, 내경 20mm, 길이

70mm)에 장입하였다. 사용된 포집통을 표 3.3.4.1에 제시하였다. 산화분말의 산화

및 열처리 운전조건은 그림 3.3.4.3에 제시된 것처럼 산화분말을 산소분위기하

700℃에서 3시간 및 아르곤분위기하 1200℃에서 3시간 열처리 하였다. 각 필터의

포집온도 분포는 그림 3.3.4.4에 제시된 것처럼 550～1,000℃ 및 400～1,000℃ 이

었다.

그림 3.3.4.1 핫셀 내 설치된 tube furn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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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2 Gamma-spectrometry system

표 3.3.4.1 사용된 포집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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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3 산화분말의 산화 및 열처리 운전 조건

그림 3.3.4.4 Tube furnace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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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험 결과

연소도 60,000과 35,000 MWd/tU 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 이용하여 산소 분

위기하 700℃에서 3시간 및 아르곤 분위기하 1200℃에서 3시간 온도증가에 따른

세슘 방출률을 분석한 결과, 그림 3.3.4.5에 제시된 것처럼 방출 개시온도는 약

800℃부터 시작되었다. 상기 조건하 60,000 MWd/tU 및 35,000 MWd/tU 사용후

핵연료 산화분말의 세슘의 총 방출률은 각각 43%, 60% 이었다. 따라서 사용후핵

연료 내 세슘을 완전 방출하기 위해서는 산화온도 및 분위기 조절 외에 추가 진

공개념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용후핵연료 산화실험 후 장입된 석탄

회 필터 및 칼슘필터 필터바스켓을 꺼내어 필터바스켓 상단부분부터 하단까지

일정 간격으로 감마스캐닝하여 Cs-134와 Cs-137를 측정한 결과 그림 3.3.4.6에

나타난 것처럼 대부분의 세슘이 필터 셋째 단 이내에 전량 포집된 것으로 나타

나 필터의 세슘 포집효율이 매우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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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폐피복관 염소 처리 기술개발

1. 폐피복관 염소처리를 위한 반응 유도장치 제작 및 성능 시험

가. 염소화합물의 증기압 곡선 계산

염소기체는 약 300 ～ 370℃의 범위에서 Zr 금속과 반응하여 ZrCl4의 기체

상 화합물로 휘발되므로 반응온도를 330℃ 이하로 유지하면 그림 3.4.1처럼 고비

점 핵분열생성물의 염화물, 우라늄 염화물과 분리가 가능하다.

피복관 종류별 표준조성을 살펴보면 표 3.4.1.1과 같이 Zircaloy-4는 Ni, Nb

원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조사후 폐피복관에 장수명핵종인 Ni-59(반감기

75,000년), Nb-94(반감기 24,000년)을 의미 있게 포함하고 있지 않다. 반면에,

Zircaloy-2는 Ni를, 고연소도화 더불어 Nb를 함유하는 Zirlo는 Ni, Nb 원소를 포

함하고 있어 장수명핵종인 Ni-59, Nb-94를 의미 있게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class C 저준위폐기물로 분류되지 못하므로 염소법과 같은 특수한 방법으로 이

런 장수명핵종을 분리하여야만 class C 저준위폐기물로 만들 수 있다.

그림 3.4.1.1 염소화합물의 증기압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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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피복관은 피복관 구성 원소(Zr, Ni, Sn, Cr, Nb)와 잔류 핵연료물질(U,

TRU 등), 핵분열 생성물(Cs, Co 등)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각 원소의 염소화

반응 자발성을 판단하기위하여 HSC program을 이용하여 각 원소의 염화반응에

대하여 △G 값을 계산하였다. 검토된 반응은 모두 반응 온도 1,000℃ 범위에서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보아 자발적으로 일어난다고 판단된다. 염소화합물의 증

기압을 계산하기위하여 이상기체와 순수응축상 사이의 평형을 가정하여 계산하

였다. 예를 들면 ZrCl4(s) = ZrCl4(g) 반응의 경우 평형 상수 K= P(ZrCl4(g))이

며 Gibbs 자유에너지는 △G = -RTln (K)이다. 즉 P(ZrCl4(g))= exp(-△G/RT)

이므로 HSC program 이용하여 P(ZrCl4(g))을 계산하여 그림 3.4.1.2에 나타내었

다.

표 3.4.1.1 피복관 종류별 각종원소의 함량

그림 3.4.1.2 ZrO2 와 CCl4 반응의 △G 값



- 157 -

나. 폐피복관 전처리 기술개발

500℃ 산화분위기에서 산화된 Zircaloy-4 경수로용 피복관은 그림 3.4.1.3처

럼 염소와 반응하지 않는다. 따라서, 염소와 반응시키기 위해서는 산화피막을 제

거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열 충격법, 화학적 방법, 기계적방법을 고려하여 분

석 하였다. 우선, 열 충격법을 시험하기위하여 시료를 액체 질소에 급냉시켜 열

에 의해 산화막이 손상되는 정도를 현미경으로 관찰하였으나 그림 3.4.1.4와 같이

특별한 변화를 발견 할 수 없었다. 화학적 방법에의한 산화막 제거를 확인하기위

하여 다음과 같은 반응을 새롭게 고안하였다.

- ZrO2 + CCl4 = ZrCl4 + CO2

- ZrO2 + 2CCl4 = ZrCl4 + 2COCl2(phosgen)

이 반응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열역학적으로는 가능하리라 판단되나

반응물중 phosgen 발생 가능성으로 인하여 안전문제로 이 화학적 방법을 포기하

였다.

기계적 산화피막 제거장치는 산업폐기물 분쇄기의 압축, 굽힘, 충격, 전단,

마찰 개념을 이용하여 장치를 그림 3.4.1.5와 같이 설계하였고 그림 3.4.1.6에 제

작된 실험용 산화피막장치를 나타내었다.

중앙부분은 폐피복관 절편을 이동시키는 회전부분(이하 로타)으로 재질은

초경합금으로 금속의 탄화물 분말을 소성해서 만든 경도가 높은 초경합금이다.

뒷부분의 볼트부분과 연결된 판(이하 브레이커)은 폐피복관과 접촉시켜 피막을

제거하도록 하였으며 초경합금으로 만들어진 줄을 이용하였다. 또한 볼트부분과

브레이커를 연결하는 스프링은 로타에 의해 폐피복관이 회전할 때 브레이커가

시편에 힘을 가할 수 있는 조절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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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5 기계적 산화피막 제거장치

설계도

그림 3.4.1.6 제작된 기계적 산화피막

제거장치

그림 3.4.1.3 360℃ 염소반응 후의

시편

그림 3.4.1.4 액체질소 급냉 후

시편의 표면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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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7 기계적 방법에 있어 로타 횟수에 따른 산화막 제거

ZrO2 산화 피막 제거 실험 결과는 그림 3.4.1.7에서 보는 바와 같다. 왼쪽의

검은색을 띄는 폐피복관은 Zircaloy-4 금속을 산화시킨 것이며 오른쪽으로 갈수

록 로터 회전수를 증가시키며 산화피막을 제거한 실험 결과이다. 산화피막 제거

도를 정의하기 위하여 그림 3.4.1.8의 명암도를 이용하여 다음 식으로 정의하였

다.

산화피막제거율(%)= (1-시료 명암도/16)x100

위의 식으로 구한 산화피막 제거도 구하여 그림 3.4.1.9에 나타내었다.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로터 회전수가 증가함에 따라 산화피막 제거율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회전수 40에서 제거율은 약 45%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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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8 명암 대비표

그림 3.4.1.9 로터 회전수에 따른

산화피막제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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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피복관 처리를 위한 염소 주 반응장치 제작 및 성능 실험

가. 폐피복관 염소 처리실험

폐피복관 염소처리 장치를 그림 3.4.2.1에 나타내었다. 염소 실린더에서 나온

염소는 유량계를 거쳐 일정비율로 아르곤 가스와 섞여 반응기로 들어간다. 폐피

복관 처리 반응기는 직경 35 mm이고 염소가스 부식에 잘 견디고 열에 강한

quarts를 사용하였다. 미 반응 염소는 NaOH 용액 및 은첨착 활성탄 칼럼을 통

과하여 제거되도록 설계․제작하였다. 시료는 Zircaloy-4 피복관, Zirlo 피복관을

사용하였고, 500℃ 산소분위기에서 3시간 열처리 한 것과 아닌 것을 사용하였고,

실험조건은 반응온도 310, 330, 350, 370℃, Cl2 농도는 10, 20, 30%로 변화시키면

서 실험하였다. 반응물은 주로 ZrCl4가 함유된 연황색의 가루가 되며(그림

3.4.2.2), 그 조성 분석의 일예는 표 3.4.2.1와 같다. 500℃, 염소 농도 20%에서 반

응시간에 따른 반응율을 그림 3.4.2.3에 나타내었다. 반응시간에 따라 반응율은

증가하였으며 반응시간 50분에서 81%의 반응율을 보였다. 반응시작 전 사진을

그림 3.4.2.4에 반응 40분후의 사진을 그림 3.4.2.5에 나타내었다. 그림 3.4.2.6과

같이 염소농도에 따라서도 반응율이 증가하였다. 반응온도의 영향(그림 3.4.2.7)도

살펴보았다. 330℃까지는 반응속도가 증가하였으나 330℃ 부터는 다른 방해 반응

이 일어나 반응율이 상승하지 않고 일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Zr, % Fe, ppm Cr, ppm Sn, ppm

39.1 368 122 <50

표 3.4.2.1 피복관 염소화반응 생성물의 조성 분석의 일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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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1 염소반응 장치 그림 3.4.2.2 실험전 샘플 모습

그림 3.4.2.3 반응시간에 따른

반응률
그림 3.4.2.4 실험전 샘플 모습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나 기체속에 함유된 수분, 산소 등이 지르코늄과

반응하여 지르코늄 산화물을 형성 염화 반응속도가 더 이상 증가되지 않는 것도

의심해 볼만하다. 산화피막이 있는 경우 반응에 방해가 된다. 이 산화피막을 제

거하기위하여 지난해 개발한 기계적 산화피막제거기(그림 3.4.1.6)를 이용하였다.

산화피막을 제거하지 않은 경우, 산화피막을 25% 제거한 경우(그림 3.4.2.8), 산

화피막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 실험한 결과 반응율은 각각 18%, 52%, 58%로 나

타났다(그림 3.4.2.9). 산화피막을 25% 정도만 제거하여도 반응속도는 산화피막이

없는 경우의 약 90%에 해당한다. 산화탈피복 온도에 따른 염소 반응율을 그림

3.4.2.10에 나타내었다. 산화 탈피복 온도 550℃ 이상에서는 염소 반응율이 상당

히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이 경우는 산화피막을 제거하기위한 전처리 장치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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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7 반응온도에 따른 반응률
그림 3.4.2.8 산화피막이 25%

제거된 샘플

요함을 알 수 있다. Zirlo 피복관의의 경우는 30분반응시 50%로 Zircaloy-4의

(58%) 약 86%로 반응속도가 낮다. 그림 3.4.2.11과 3.4.2.12에 산화피막이 25% 제

거된 샘플의 반응 후 샘플의 모습과 Zirlo 시료의 반응 후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림 3.4.2.5 40분 실험 후

샘플 그림 3.4.2.6 Cl2농도에 따른 반응률



- 164 -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0 25 100

산화막 제거율(%)

반
응

률
(%

)

그림 3.4.2.9 산화막 제거율에 따른

반응률 (350℃, 염소농도 20%, 30분

반응)

그림 3.4.2.10 피복관 산화온도에

따른 반응율

그림 3.4.2.11 산화피막이 25% 제거된

샘플의 반응 후 샘플

그림 3.4.2.12 Zirlo 시료의 반응 후 모습

나. 폐피복관 처리 공정도 도출

피복관 종류별 표준조성을 살펴보면 표 3.4.1.1과 같이 Zircaloy-4는 Ni, Nb

원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조사후 폐피복관에 장수명핵종인 Ni-59(반감기

75,000년), Nb-94(반감기 24,000년)을 의미있게 포함하고 있지 않다. 반면에,

Zircaloy-2는 Ni를, 고연소도화 더불어 Nb를 함유하는 Zirlo 는 Ni, Nb 원소를

포함하고 있어 장수명핵종인 Ni-59, Nb-94를 의미있게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class C 저준위폐기물로 분류되지 못하므로 염소법과 같은 특수한 방법으로 이

런 장수명핵종을 분리하여야만 class C 저준위폐기물로 만들 수 있다.

그림 3.4.22에는 폐피복관 처리공정도를 나타내었다. 우선 약 330℃에서

염소 반응시켜 상부로 SnCl4, FeCl3, NbCl5, ZrCl4를 휘발시켜 이를 정밀 재 분리

한다. 한편, 약 3%인 잔류물(ZrO2, UCl4, CrCl3, CoCl2, CsCl, NiCl, TRU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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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13 폐피복관 염소처리 공정도(1)

고화시켜 고준위폐기물화 한다. 한편, 상부 휘발물은 유동층 분리장치를 이용하

여 SnCl4, FeCl3, NbCl5로 각각 분리하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잔류 물질은

Mg를 사용한 그림 3.4.2.14의 Kroll process로 Zr metal을 만들어 재활용이나 저

준위폐기물화 한다.

그림 3.4.2.14 폐피복관 염소처리 공정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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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15 폐피복관 염화물 불순물 제거 장치

3. 폐피복관 염소 처리 공정 중 지르코늄 화합물 기고 분리 실험

가. 분리 실험 장치와 실험 방법

위에서 기술한 폐피복관 염화물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기위한 실험 장치의 설

계도를 그림 3.4.3.1에 나타내었다. 이를 PYREX 유리로 제작한 사진을 그림

3.4.3.2에 나타냈고, 이를 조립하여 설치한 장치도는 그림 3.4.3.3과 같다.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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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2 염소화합물 분리 실험 장치

그림 3.4.3.1 파이렉스로 만든

실험장치 사진

순서는 ②부분에 폐피복관(Zircaloy-4) 염화물을 넣고 300℃, 10시간 유지하여

Sn, Fe 염화물을 휘발시킨다. 휘발된 Sn, Fe 염화물은 상온의 ③부분에서 회수

한다. 저비점 염화물을 제거한 후에는 온도를 약 350℃로 유지하여 ZrCl4를 휘발

시킨다. 휘발된 ZrCl4는 ③부분에서 회수한다. ②부분의 잔류물은 Zr 산화피막과

고비점 염화물이 남게된다. 만약 Zirlo 피복관을 실험할 경우는 Nb 염화물 휘발

을 위해서 ②부분을 약 280℃로 유지하는 것 이외는 Zircaloy-4의 경우와 동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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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3 실험 절차도.

본 실험에서는 표 3.4.1.1 과 같이 2번의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4개의 샘플을

채취하였다. 우선 Run 1 실험에서는 폐피복관(Zircaloy-4) 염화물을 넣고 300℃

에서 10시간 유지후 가열부분(No. 1), 냉각부분(No. 2)에서 샘플을 채취하였다.

Run 2 실험에서는 350℃에서 10시간 유지후 가열부분(No. 3), 냉각부분(No. 4)에

서 샘플을 채취하였다. 구체적인 실험 절차는 그림 3.4.3.3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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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No Run 1 Run 2

샘플 No No. 1 No. 2 No. 3 No. 4

가스 (Ar) ○ ○ ○ ○

유량 (100cc/min) ○ ○ ○ ○

온도 (300℃) ○ ○ - -

온도 (350℃) - - ○ ○

5시간 유지 - - - -

10시간 유지 ○ ○ ○ ○

샘플위치(히팅부분) ○ - ○ -

샘플위치(냉각부분) - ○ - ○

표 3.4.3.1 ZrCl4 분리실험 및 샘플 채취 조건

나. 실험 결과 및 토의

폐피복관 (Zircaloy-4) 염화물을 넣고 300℃에서 10시간을 유지하는 Run 1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실험에서는 약 2시간 경과 후 부터 분말이 나타나기 시작

해서 5시간경과 후에는 눈에 띄게 냉각되는 분말이 많았다. 10g의 염화물 중 휘

발된 양은 2.45g으로 24.5%가 휘발되었다. Run 1 실험 후 가열부분에 남아있는

시료 6.51g를 다시 350℃에서 10시간 유지하는 Run 2 실험을 수행한 결과 그림

3.4.3.6과 같이 내부 면에 막을 형성하였다. 내부 면에 붙어 있는 막을 제거하여

채집한 결과물을 그림 3.4.3.7에 나타냈다. 휘발된 염화물량은 2.03g으로 31%가

휘발하였다.

각 실험 중 채취한 시료의 화학분석 결과를 표 3.4.3.2 에 나타내었다. 괄호

속 숫자는 Zr을 100으로 보았을 때의 Fe, Cr, Sn 값을 나타내었다. 실험전 염화

물의 Fe, Cr, Sn의 불순물 함량은 0.098%인데 300℃에서 10시간 유지할 때 가열

부분 시료의 Fe, Cr, Sn 불순물 함량은 0.1277%이하이고 냉각부분의 함량은

0.034% 이하이다. 350℃에서 10시간 유지할 때 가열부분 시료의 Fe, Cr, Sn 불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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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6 350℃에서 10시간 경과 후

물 함량은 0.1846%이하이고 냉각부분의 함량은 0.038%이하이다. 즉 문헌자료의

Zr 순도는 98.24%인데 본 실험에 이용한 염화물의 Zr 순도는 99.90%로 비점이

낮은 염화물이 300~380℃ 반응 과정중 휘발된 것으로 사료된다. No. 1, No. 2,

No. 3, No. 4 시료의 순도는 각각 >99.87%, >99.97%, >99.82%, >99.96%로

99.8%를 상회하였다. 불순물 제거관점에서 볼때, 폐피복관 염화물을 300℃ 열처리

후 잔류물을 다시 350℃ 열처리시에는 불순물 (Fe+Cr+Sn)함량을 0.0982%에서

0.0384%이하로 약 61% 이상 감소시킬 수 있었다.

그림 3.4.3.4 300℃에서 2시간 경과

후 냉각부분에 포집된 분말

그림 3.4.3.5 300℃에서 5시간 경과 후

냉각부분에 포집된 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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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자료 실험전 시료 No. 1 No. 2 No. 3 No. 4

Zr
98.24%

(100)

48.7%

(100)

50.8%

(100)

2.2mg/mL

(100)

56.0%

(100)

39.2%

(100)

Fe
0.21%

(0.214%)

286(µg/g)

(0.0587%)

455(µg/mL)

(0.0896%)

0.35(µg/mL)

(0.0159%)

577(µg/g)

(0.103%)

<50(µg/g)

(<0.0128%)

Cr
0.1%

(0.102%)

111(µg/g)

(0.0228%)

144(µg/mL)

(0.0283%)

<0.20(µg/mL)

(<0.00909%)

258(µg/g)

(0.0461%)

<50(µg/g)

(<0.0128%)

Sn
1.45%

(1.476%)

81.2(µg/g)

(0.0167%)

<50(µg/mL)

(0.0098%)

<0.20(µg/mL)

(<0.00909%)

199(µg/g)

(0.03553)

<50(µg/g)

(<0.0128%)

Fe+

Cr+

Sn

(1.792%) (0.0982%) (<0.1277%) (<0.034%) (0.1846%) (<0.0384%)

표 3.4.3.2 각 염소화합물 시료의 화학분석 결과.

그림 3.4.3.7 350℃에서 10시간 유지 후

채집한 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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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DFDF 핫셀 공정장비 운용 고도화

소결로, 산화환원로 등 DFDF핫셀 공정장비는 설치한지 10년이 경과하여 노

후화되었다. 이들 공정장비의 운용 효율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시설

manipulator 의 유지보수, 공정장비의 고장난 부품 공급, 공정 폐기물의 폐기물관

리시설로의 반출 등이 필수적이다. 금번 과제기간에 많은 연구원들이 고생하며

수행한 manipulator 수리, 핫셀 천정에 있는 폐기물 roof door를 통한 품질관리로

알루미나튜브의 장입, 그간 적재되었던 핫셀폐기물을 RWTF로의 반입을 기술하

고자 한다. 표 3.5.1에는 DFDF 핫셀 유지보수 업무를 정리하였다.

기 간 업무 항목 구체적 수행 내용

3월초~

5월 말

Manipulator
수리/제염

- 고장 manipulator 총 개수 : 8개

- 대상 : windows 1, 2, 6, 8, 10

- 고장 수리 : 축 이탈, booth 손상

- Booth 손상 manipulator 제염수리

6월말 ~

7월말

알루미나튜브 반입

핫셀내 폐기물 이송

- Roof door 개방, 튜브 반입

- 폐기물 정리, 이송 : 5개

11월초 ~

12월초

화학분석핫셀

알루미늄 튜브제거

- 분말 시료이송중 뚜껑 개방됨

- 시료이송용 알루미늄 튜브 제거

- 알루미늄 튜브 이송 (IMEF)

11월중순~

12월중순
Manipulator 수리

- 고장 manipulator : Windows 2

- Wire 교체, booth 교체

- Booth 손상 manipulator 제염수리

표 3.5.1 DFDF 핫셀 유지보수 내력

1. Manipulator 수리/제염

1차 manipulator 수리작업은 2008년 3월 초에서부터 5월말까지 수행되었으

며 축 이탈, booth에 손상이 생겨 고장난 manipulator는 총 8대였다. 2차 수리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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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2 교체된 booth림 3.5.1.1 Manipulator booth

교체장면

업은 11월 중순에서부터 약 한 달간 계속되었고 2번 창문의 manipulator로 wire

및 booth를 교체 하였다. 그림 3.5.1.1은 1번 창문 우측의 manipulator로 손상된

booth를 새로운 booth로 교체하는 작업 광경이며 그림 3.5.1.2는 해체하여 놓은

손상된 manipulator booth임. 그림 3.5.1.3은 오염된 manipulator slave 부품을 서

비스 구역 내 제염실에서 제염하는 장면이다. Gripper 부분을 새것으로 교체하

여 재사용 하였다.

그림 3.5.1.3 오염된 manipulator slave 그림 3.5.1.4 50 L 고체 폐기물 용기 부

품 제염 장면

2. 핫셀 폐기물 이송 및 알루미나 튜브 반입

2000년 DFDF 핫셀문을 닫은 이래 핫셀 내부에 계속 폐기물이 누적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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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1 IAEA 봉인 제거 장면 그림 3.5.2.2 Roof door를 여는 장면

그림 3.5.2.3 DFDF roof door를

개봉한 장면

그림 3.5.2.4 고체폐기물 캐스크

다. 이를 2008년 과제기간 중 IAEA 승인을 받아 처음으로 RWTF monolith로

이송 보관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50리터 고체폐기물 용기(그림 3.5.1.4)에

폐기물을 담고 이 용기를 M6 b cell 천정에 있는 roof door의 IAEA 봉인을 풀

고(그림 3.5.2.1) roof door를 열고(그림 3.5.2.2, 그림 3.5.2.3) solid waste cask에

적재하여(그림 3.5.2.4) 이를 트럭을 이용(그림 3.5.2.5) RWTF monolith로 옮겨

저장하였다. 이번 기간 중 이송한 폐기물 용기는 총 5개 였다. Roof door를 개

봉한 기회를 이용하여 품질관리로의 깨어진 알루미나 튜브도 새롭게 장입하여

(그림 3.5.2.6) 설치 핵종휘발 포집 실험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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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5 고체폐기물 캐스크를

RWTF로 이송 중인 장면

그림 3.5.2.6 Roof door를 통한 알루미나

튜브 장입 장면



- 177 -

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관련분야

기여도

제 1 절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본 연구의 세부연구 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달성도 등을 표 4.1.1에 나타

내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부연구 목표는 사용후핵연료 탈피복 기술개발,

휘발성 산화기술 개발, 배기체 처리 기술개발, 폐피복관 염소 처리 기술개발,

DFDF 핫셀 공정장비 운용 고도화 등 5가지이다. 전 항목에 걸쳐 당초 정한 목

표를 달성하였다고 사료된다.

제 2 절 관련분야 기여도

회전형 휘발성 산화장치와 SIMFUEL을 이용하여 성형, 소결 등의 부가 공

정이 없는 휘발성 산화 입자 제조 공정을 개발하였다. 이 공정으로 전해환원공정

의 충전율과 전해환원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최대 20mm 크기의 다공성 입자 시

작품을 제조하였다. 상기 입자 제조 기술을 PRIDE 전용 Voloxidizer 설계에 반

영하여 전해환원공정에 입자 형태의 원료물질을 공급할 예정이다. 상기 기술을

특허출원하여 원천기술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였다.

선택적 세슘 및 테크네튬 포집필터를 개발하여, 석탄회 필터에는 Cs, 칼슘

필터에는 Re(Tc 대용), AgX필터에는 I이 선택적으로 분리 포집되는 기술을 확

보하였다. 상기 기술로 인해 염폐기물 처리공정의 고준위폐기물 발생량이 줄어들

고, Cs 필터는 감마소스로 활용할 수 있는 우수한 기술이다. 관련 기술을 국내특

허로 출원하였으며, 2010년 상반기 미국 특허로도 출원하여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겠다.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1,200℃ 아르곤 분위기에서 준휘발성핵종 세슘이

43% 휘발되었다. 공기분위기 1,200℃에서는 세슘이 약 90% 휘발되었다. INL 진

공분위기 1,200℃ 자료는 98% 제거율을 보였다. 석탄회필터를 감마스캐닝하여

Cs-134, Cs-137를 측정한 결과 세슘이 필터 셋째 단 이내에 전량 포집되어 포집

성능이 매우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비방사능의 단일 성분 준휘발성 핵분열

생성물의 산화 처리 공정조건을 도출 하였으며, 증기압이 낮은 핵분열생성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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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O2의 경우에 산소분위기에서도 휘발율이 낮아서 감압공정을 도입한 결과,

99%를 휘발 제거시킬 수 있는 공정조건을 도출하였다.

표 4.1.1 당해 단계 목표 및 달성도

세부연구
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치
(%)

연구목표
달성도3)

(%)
비고

사용후핵

연료

탈피복

기술개발

•정적 조건하 연소도, 산화온도에 따른 산화

탈피복 실험자료 확보.

•저연소도(37 GWd/tU) 사용후핵연료의 2.5

cm Rod-Cut의 경우 500℃, 공기분위기에

서 10시간 산화시 탈피복율이 99%이상.

•고연소도(50 GWd/tU 이상) 사용후핵연료

의 경우 산화 탈피복율이 30% 정도로 회

전운동이 필요한 것을 확인함.

•고효율 수평형 기계적 슬리팅 장치 이용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60 GWd/tU, Zirlo

피복관)를 슬리팅하였음. 탈피복율 약 74%

였고, 피복관 내면에 26% 핵물질 잔류함.

산화탈피복 방법 추가 적용시 우라늄 회수

율 99%였음.

•수평형 기계적 슬리팅 장치를 이용하여

25cm Rod-Cut 1개를 슬리팅하는데 약 0.5

분 소요되는 효율적인 공정임.

20 100

•저연소도

산화

탈피복율:

99%이상

•연소도 60

GWd/tU

기계적

탈피복 후

산화

탈피복율:

99%이상

휘발성

산화기술

개발

•준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의 산화처리 공정

조건 도출(700℃, 3시간, 산소).

•준휘발성 핵분열생성물 제거율 증대를 위

한 휘발성 산화공정 조건 도출(1200℃, 3

시간, 7≦압력(torr)≦76 ).

•고정형 고온 배기체 처리장치와 In-Line

형인 200 kgHM/batch 회전형 휘발성 산

화장치 개발 (국내 특허 출원).

•회전형 휘발성 산화장치 이용하여 전해환

원이 용이한 구형 다공성 연료입자 제조

(국내특허 출원).

•PRIDE 시설 전해환원공정에 구형 다공성

연료입자 제조 장치 개념 설계.

30 100

•Ru 산화율:

89%

•RuO2,

Cs2MoO4

휘발율:

99%

•회전형

Voloxidier

이용 그래뉼

제조

•PRIDE

시설용 장치

제작

(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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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
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배기체
처리
기술개발

•200 gHM/batch 규모 배기체 실험장치 설
계, 제작 기술 확보.

•상압 및 진공하 Cs, Tc, I의 선택적 분리 기
술 확보.

•필터의 건전성이 유지되는 세슘의 포집량
분석 및 필터 교체 운영 방식 개발.

•선택적 세슘 및 테크네튬 포집필터 개발.

•사용후핵연료 이용 필터의 포집성능 확인
및 운전자료 확보.

25 100

•SIMFUEL
이용 상압
포집:
XRD분석
결과 선택적
분리 확인

•사용후핵연
료 이용 Cs
포집율:
99% 이상

폐피복관
염소
처리
기술개발

•염소 가스의 안전취급 시설 확보 및 취급법
체득.

•기계적 방법을 이용한 Zr 산화피막 제거기
개발.

•염소반응 실험장치 설계 및 장치 확보

•온도, 염소농도 변화에 따른 염소반응 실험
자료 확보.

•폐피복관 산화 온도에 따른 염소 반응 실험
자료 확보.

•산화피막 제거율에 따른 염소반응 실험 자
료 확보.

•폐피복관 염소처리법에 대한 공정도 도출.

•폐피복관 염화물 불순물 제거 실험장치 설
계 제작.

•폐피복관 염화물을 300℃, 350℃ 열처리시
불순물 (Fe+Cr+Sn)함량을 약 61% 이상 감
소

15 100

•기계적
산화피막
제거율:
45%

•피복관
반응율:
99%

•폐피복관
처리공정도:
(1차)ZrCl4

비점이용
휘발분리
(2차)저비점
이용 Sn,
Nd, Fe
염화물
휘발분리

DFDF
핫셀
공정장비
운용
고도화

•DFDF 핫셀의 10대 원격조정기를 안전하게
해체, 제염, 고장수리, 설치하여 재사용.

•IAEA로부터 DFDF Roof Door 개방 및 핫
셀폐기물 RWTF Monolith 이송저장관련 승
인 취득.

•10년간 누적된 핫셀 폐기물을 50리터 폐기
물 용기에 정리 적재함.

•DFDF 핫셀 최초로 폐기물 이송용 캐스크와
Roof Door를 통해 5개 폐기물 용기를
RWTF Monolith로 안전하게 이송 저장함.

•QC로의 파손 알루미나 튜브 교체.

10 100

•원격조정기
10대 수리

•IAEA 승인
취득

•폐기물
5드럼 이송
저장

•QC로 튜브
교체

총계 100
잘못된 계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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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FUEL을 1000~1200℃에서 열처리한 결과 1000℃에서 분말 입자간의 목

이 형성되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입자들이 성장하여 입도제어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1,200℃ 열처리시 평균입도는 약 10배 증가되었고, 충전밀도는 초기

겉보기밀도 기준 약 280% 향상되었다. 고순도의 ZrCl4를 회수하기 위해 폐피복

관 염소처리 공정도를 도출하였으며 온도에 따른 선택적 휘발에 의해 불순물인

Sn, Fe, Nb 염화물을 제거하고 ZrCl4를 회수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저연소도와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50 GWd/tU 기준) 이용 산화 탈피복 및

기계적 탈피복 핫셀 시험을 통하여 탈피복율 99% 이상의 공정조건을 설정하고,

향후 대용량 탈피복 공정 개발을 위해 필요한 핵심자료를 확보하는데 기여하였

다. 200 gHM/batch 규모 SIMFUEL를 처리 할 수 있는 회전형 고온 휘발성 산

화장치와 일체형인 고정형 고온 배기체 처리 장치의 설계 및 제작 기술을 확보

하여 향후 공학규모 장치 설계를 위한 기본자료 확보하였다.

본 과제를 통해 개발된 상기의 기술들 즉, 탈피복 기술, 휘발성 산화 처리

기술, 배기체 처리 기술, 폐피복관 염소처리 기술, 핫셀 공정장비 운용 고도화 기

술은 파이로 ESPF 시설의 전처리 공정 구축에 기반 기술로 기여하리라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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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회전형 휘발성 산화장치를 이용한 그래뉼 제조 기술은 PRIDE 전용 25

kgHM/batch 규모 Voloxidizer 설계에 본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그래뉼 형태의 연

료입자를 전해환원공정에 공급 예정이다. 이 기술이 성공적으로 입증되면 ESPF

시설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당 연구팀이 제안한 입도제어, 핵종제거, 선택적 핵종포집 (PRESENT,

Particle size control, REmoval of fission product, SElective Nuclide Trapping)

공정은 향후 미국 AFCI 프로그램의 파이로공정, 습식 공정의 전처리공정에 적용

이 기대된다.

선택적 핵종 포집기술은 세슘 필터의 경우 중저준위 폐기물이 되며, 감마

소스로 활용이 기대된다. 장수명핵종 Tc-99, I-129는 taget으로 제조하여 소멸처

리 연구에 활용되는 것이 기대된다. 염폐기물 처리 기준 공정인 INL 세라믹공정

으로 염폐기물을 처리한다고 가정하면, 본 공정은 INL 세라믹공정의 고준위폐기

물을 상당히 감용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고도 전처리 공정 개발을 통하여 미래형 핵연료주기

핵심기술을 확보하였으며 원자력 기술의 세계적 추세인 GEN-IV, INPRO, AFCI

프로그램에 능동적 대처에 활용할 수 있다.

탈피복 기술, 휘발성 산화 처리 기술, 배기체 처리 기술, 폐피복관 염소처리

기술, 핫셀 공정장비 운용 고도화 기술은 ESPF의 기반기술로 활용할 예정이다.

회전형 고온 휘발성 산화장치와 일체형인 고정형 고온 배기체 처리 장치 기

술은 향후 국내외 전처리공정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핫셀 공정장비 유지보

수 기술은 사용후핵연료 시험시설 뿐만 아니라 향후 ESPF 시설에서도 활용 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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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전해환원용 처리용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연료입자 조건으로는 전해질의 침

투가 용이한 다공성 구조, 충전율을 높일 수 있는 형태, 그리고 mm 단위 정도의

크기가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전해환원 중에 미소입자들이 분리되어 전해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구조, 환원체에 전해물이 부착되어 동반제거를 감소시키는 형태

가 요구되고 있다. 일본의 CRIEPI에서는 연료입자의 전해환원 처리용량을 높이

기 위해서 SIMFUEL을 이용하여 1000℃의 공기분위기하에서 휘발성 산화처리를

한 후에 얻은 분말을 성형 및 소결하여 펠렛 연료입자를 제조하였다[6.1.1]. 이러

한 연료입자 제조방법은 성형과 소결과 같은 부가적인 공정이 요구된다.

ORNL에서는 UREX+ 공정을 위해 전처리 과정으로 Rotary-Kiln형태의 5

kg 규모 사용후핵연료 처리용 Voloxidizer를 이용하여 600℃까지 산화 탈피복,

분말화, 휘발성 핵종을 제거하고 있으며[6.1.2], I 핵종의 휘발 제거율을 높이기

위해서 산화처리 온도를 증가시키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럴 경우 세슘과 테

크네튬이 동반 휘발되며, KAERI가 보유하고 있는 이들 핵종 포집 기술이 필요

하게 된다. 따라서 습식 공정에도 KAERI 보유 배기체처리 기술이 적용될 가능

성이 있다.

KAERI와 INERI 과제 “Development of Advanced Voloxidation Process

for Treatment of Spent Fuel" 를 수행하고 있는 INL에서는 ANSTO와 함께 요

오드 필터 포집제를 주석분말을 이용 HIP 방법으로 encapsulation 고화체를 만드

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0.5 mm이상의 전해환원용 원료입자를 제조하기

위해서 소규모 Rotary-Kiln형태의 Voloxidizer 제작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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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건식 재가공전환체 물성특성 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개발의 목적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건식 공정으로 재가공한 산화물전환체와 전해환원 공정으

로부터 생산된 금속전환체의 재활용 또는 저장/처분에 필요한 물성 특성 분석을 위

한 핵심 요소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개발의 필요성

건식 재가공전환체 물성특성 연구는 기술적인 측면으로 건식 재가공 전환체의 물

성특성 평가 기술 및 측정 자료는 pyro 공정을 통해 생산된 금속 우라늄의 재활용

또는 SFR에서 사용될 TRU 함유 핵연료 등의 성능평가를 위한 요소 기술이다. 또한

사용후핵연료의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제조된 재순환 산화물 핵연료 또는 금속 핵연

료의 물성 모델 개발은 중간 저장 용기 및 시설 설계, 처분장의 열 해석, 그리고 향

후 건식 공정 핵연료의 실용화는 물론 고속로 핵연료 개발에 필요한 요소 기술 자료

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자원으로 재활용 차원에서 제조된 재순환 산

화물핵연료 또는 금속핵연료의 물성특성 모델개발을 통해 원자력 기술의 자립을 위

한 독자적인 기술력 확보가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국가 경제에 많은 이득을 초래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 관점에서는 본 과제에서 생산된 물성특성 자료를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 용기 설계 및 처분장 열해석을 최적화함으로써 향후 사용

후핵연료의 관리상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원자력에 대한 환경친화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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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제 1 단계 (2007년～2009년)에서 본 과제가 수행한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는 다

음과 같다.

○ 핵분열생성물 종류에 따른 재가공 산화물전환체의 열/기계 물성 평가

- 모의 산화물전환체를 이용한 산화속도 측정 실험 및 자료생산

- 모의 산화물전환체를 이용한 크리프, 항복강도, 탄성계수 측정 실험 자료 생산

- 모의 산화물전환체 이용 고용체의 원자가에 따른 격자상수, 열팽창, 용융점 측정

○ 물성 측정용 모의 재가공 금속전환체 제조 기술 분석 및 표준 확립

- 물성 측정용 모의 재가공 금속 전환체 제조법 비교분석

- 모의 재가공 금속전환체 제조 표준 확립

○ 재가공 금속전환체의 열/기계 물성 평가

- 모의 금속전환체를 이용한 비열, 열팽창, 열확산도 측정

- 금속전환체 저장조건에서의 산화 속도 측정

- 모의 금속전환체를 이용한 크리프, 항복강도, 탄성계수 측정

○ 하나로 조사시험 조건에서의 핵분열기체 확산거동에 미치는 불순물 영향 분석

- 하나로 조사 조건에서의 확산계수 코드 분석

- 하나로 조사시험 및 PIA 실험을 통한 확산계수 측정

○ 물성 측정 자료의 신뢰도 평가를 위한 불확도 분석 기술 개발

- 산화속도 시험기의 시스템 교정 및 산화 실험 자료의 불확도 평가

- 비열 시험기의 시스템 교정 및 비열 실험 자료의 불확도 평가

- 열팽창 시험기의 시스템 교정 및 열팽창 측정 자료의 불확도 평가

- 열확산 시험기의 시스템 교정 및 열확산 측정 자료의 불확도 평가

Ⅳ. 연구개발 결과

제 2 단계 연구개발을 통하여 얻어진 연구 결과와 핵심 요소 기술을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핵분열 생성물 종류에 따른 건식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열/기계 물성 평가

○ 모의 산화물 전환체 제조공정 확립

- 연소도에 따른 밀링조건, 성형압력, 소결조건 등 모의 산화물전환체 제조공정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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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분열생성물 종류에 따른 재가공 산화물 전환체 열/기계물성 평가

- 연소도 함수의 용융점 모델 도출

- 분말화시간, 산화유도시간, 산화속도, 활성화에너지의 온도와 연소도함수 모델 도출

- 연소도별 모의 산화물전환체의 크리프 변형속도, 항복응력, 탄성계수 온도함수 모

델 도출

○ 재가공 금속 전환체 열/기계물성 평가

- 연소도별 온도함수의 비열모델 도출

- 연소도별 온도함수의 열팽창, 밀도, 순간 열팽창계수 모델 도출

- 연소도별 온도함수의 열확산도, 열전도도 모델 도출

- 연소도별 온도함수의 산화속도 모델 도출

- 탄성계수 측정기를 이용하여 상온, 공기분위기에서 탄성계수 측정

건식 재가공 전환체의 핵분열 기체 확산 거동 분석

○ 산화물전환체의 확산계수 자료 생산

○ 금속전환체의 확산계수 자료 생산

○ 고용체 원자가에 따른 확산계수 모델 제시

물성측정자료의 신뢰도 평가를 위한 불확도 평가

○ 표준물질을 이용한 측정장비의 시스템 교정 방법 및 물성 종류에 따라 불확도 평

가식 제시

○ 시스템 교정을 통한 불확도 평가 기술 개발

- 표준물질 이용 산화속도, 비열, 열팽창, 열확산도 측정 장비의 시스템 교정(B형)과

반복측정에 의한 A형 불확도 평가

Ⅴ.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

Gen-IV 등 미래형 원자로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신개념 핵연료의 성능평가에 요구

되는 기초 물성자료 및 모델은 미래형 원자로 시스템 및 핵연료주기 기술개발 방향

설정을 위한 기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건식 재가공 전환체의 물성특성 평가 기

술 및 자료는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을 위한 재가공 전환체의 제조, 중간저장 용기

설계, 수송 용기 설계, 처분장 설계 및 SFR 핵연료 제조 등에 활용 할 수 있다.



- iv -

SUMMARY

(영문 요약문)

I. Project Title :

Study on the Property Characteristics of Dry Process Product

II. Objectives and Necessities of the Project

A. Objectives

The objective of the Project is to develop the key technology for analysing

the characteristics of material properties which is necessary for recycling or

storage/disposal of oxide product which is fabricated from spent PWR fuel using

the dry process and metal product which is produced from the electroreduction

process.

B. Necessities of the Project

In technological point of view, the data on technology for evaluating the

characteristics and measurements of material properties of dry process product is

the key technology for evaluating performance of TRU containing fuel which will

be used in SFR or for recycling of metal uranium which is produced from the

pyro process. Additionally, the development of property model for recycled oxide

or metal fuel fabricated in view of recycling of resource is the key technology

which is necessary for the design of interim storage container and utility,

thermal analysis at disposal site, and the practical use of dry process fuel in the

future,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fuel for fast reactor.

In economical point of view, it is possible to establish the original technology

for the independence of nuclear technology through the model development of the

property characteristics on the recycled oxide or metal fuel fabricated in view of

recycling of spent fuel, and it is expected that many profits to national economy

are brought about. In social point of view, environmentally friendly recognition

about nuclear energy can be spreaded by solving the problems 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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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spent fuel in the future through the optimization of interim container design

and thermal analysis of disposal site of spent fuel using the data of the

characteristics of material properties produced form this project.

Ⅲ.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In Phase I (2007~2009), the R&D scopes of the Project is as follows:

○ Thermal/mechanical properties evaluation of dry process oxide product

according to fission products

- Production of experimental data of oxidative speed using simulated oxide

products

- Production of experimental data of creep, yield strength, and elastic modulus

using simulated oxide products

- Measurement of lattice parameter, thermal expansion, and melting point

according to valence of solid solutions using simulated oxide products

○ Analysis of fabrication technology and establishment of standards of simulated

dry process metal products for measurement of material properties

- Comparison and analysis of fabricating methods of simulated dry process

metal products for measurement of material properties

- Establishment of fabrication standards for simulated dry process metal

products

○ Evaluation of thermal/mechanical properties for dry process metal products

- Measurement of heat capacity, thermal expansion, and thermal diffusivity

using simulated metal products

- Measurement of oxidative speed at storage condition of metal products

- Measurement of creep, yield strength, and elastic modulus using simulated

metal products

○ Analysis of impurity effects that affect the diffusive behavior of fission gas at

condition of HANARO irradiation test

- Analysis of the diffusivity coefficient code at HANARO irradiation condition

- Measurement of diffusivity coefficient through HANARO irradiation test and

PIA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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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chnology development of uncertainty analysis for reliability evaluation of

measurement data of material properties

- System calibration of an oxidative speed tester and uncertainty evaluation of

experimental data of oxidation

- System calibration of an heat capacity tester and uncertainty evaluation of

experimental data of heat capacity

- System calibration of an thermal expansion tester and uncertainty evaluation

of measurement data of thermal expansion

- System calibration of an thermal diffusivity tester and uncertainty evaluation

of measurement data of thermal diffusivity

Ⅳ. Results of this project

Key technologies and achievements of the Phase II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rmal/mechanical properties evaluation of dry process fuel according

to fission products

○ Establishment of fabrication process for simulated oxide products

- Establishment of fabrication process for simulated oxide products such as

milling condition, fabrication pressure, and sintering condition, etc, according

to burnup

○ Thermal/mechanical properties evaluation of dry process oxide products

according to fission products

- Model induction of melting point for the burnup function

- Model induction of temperature and burnup function for powdering time,

oxidation induction time, oxidative speed, and activation energy

- Model induction of temperature function for creep deforming speed, yield

strength, and elastic modulus of oxide products according to burnup

○ Thermal/mechanical properties evaluation of dry process metal products

- Heat capacity model induction for temperature functions according to burnup

- Model induction for thermal expansion, density, and instant thermal expa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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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fficient of temperature functions according to burnup

- Oxidative speed model induction for temperature functions according to burnup

- Measurement of elastic modulus at room temperature and air atmosphere

using an elastic modulus tester

Analysis of diffusive behavior of fission gases at dry process products

○ Data production of diffusivity coefficient of oxide products

○ Data production of diffusivity coefficient of metal products

○ Model presentation of diffusivity coefficient according to the valences of solid

solutions

Uncertainty evaluation for reliance assessment of material properties data

○ Presentation of uncertainty evaluation equations according to material

properties and methods of system calibration of instruments using standard

materials

○ Technology development of uncertainty evaluation through system calibration

- System calibration(B type) of measurement instruments for oxidative speed,

heat capacity, thermal expansion, and thermal diffusivity using standard

materials and uncertainty evaluation of A type by repeated measurement

V. Proposal for Application

Elemental data of material properties and models required for performance

validation of new concept fuel required for future reactor systems such as

Gen-IV can be implemented as fundamental data for directional establishment of

future reactor system and the technology development of nuclear fuel cycle.

Evaluation technology and measurement data for material properties of dry

process product can be implemented to the fabrication of dry process products

for recycling of spent fuels, the design of interim storage containers, and the

design of transporting containers, the design of disposal sites and the fabrication

of SFR fuel,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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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 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개발의 목적

용어 정의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 사용후핵연료를 건식으로 직접 재가공한 산화물 형태의

재가공체로서 핵분열생성물이 불순물로 다량 함유되어 있는 “dirty oxide

product”를 칭함.

재가공 금속전환체 : 사용후핵연료 전해환원 공정으로부터 생산된 금속 형태의

재가공체로서 사용후핵연료 부피감용 후 저장을 목적으로 하는 “dirty metal

ingot”를 칭함.

재가공 전환체 : 재가공 산화물전환체와 재가공 금속전환체를 통칭함.

불확도 분석 : 핵연료의 기계, 열 및 화학적 물성을 표준화된 방법으로 측정하여

생산된 자료의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제표준지침 (GUM, Guide of

Uncertainty for Measurement)에 따라 측정오차를 평가함.

- 본 과제의 연구개발 목적은 사용후핵연료를 재가공한 산화물전환체와 전해환원

공정으로부터 생산된 금속전환체의 재활용 또는 저장/처분에 필요한 물성 특성

분석을 핵심 요소 기술 개발이다. 재가공 전환체 물성 특성 분석을 위한 핵심 요

소 기술로는 물성 측정 시료 제조를 위한 모의 사용후핵연료 제조 기술, 재가공전

환체의 중간저장 및 처분 시스템 설계에 필요한 열 및 기계물성 평가 기술, 사용

후핵연료의 저장, 처분 및 재가공에 필요한 핵분열기체 확산거동 분석 기술, 측정

된 물성 자료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한 불확도 분석기술로 대별할 수 있음.

- 건식 재가공전환체의 물성특성 평가 기술 및 측정 자료는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

을 위한 재가공 전환체의 제조, 중간저장 용기 설계, 수송 용기 설계, 처분장 설계

및 SFR에서 사용될 TRU 함유 핵연료 등의 성능평가를 위한 필수 기초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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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성 특성 자료를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 용기 설계 및 처분장 열 해

석을 최적화함으로써 향후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상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원자력에 대한 환경친화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음.

- 건식 재가공 전환체의 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원자로에서 장기간 연소 후 방

출된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건식 재가공 전환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지만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물성 평가 연구에는 고방사능으로 인해 많

은 제약 사항이 수반됨. 따라서 해당 방출 연소도의 사용후핵연료와 핵분열생성물

원소 함량이 동일하도록 안정한 동위원소를 첨가하여 제조된 모의 사용후핵연료

를 이용하여 열․기계적 물성 등을 평가할 수 있음.

- 물성 평가에 모의 산화물전환체를 이용할 경우 무결함, 균질한 시료를 얻을 수 있

고, 소량의 다종류 시료 확보가 용이함.

- 전산모사를 통해 확산의 주된 요인인 핵연료 내의 원자의 결함 생성에너지를 제

일 원리 방법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음. 최종적인 확산계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초적인 핵연료의 결함에너지를 바탕으로 분자동력학 방법 및 kinetic 몬

테칼로 방법을 이용하여 모델링을 통한 확산계수를 구할 수 있음.

- 재가공 전환체를 포함한 핵연료내의 핵분열 기체의 확산거동은 연료봉의 노내 건

전성 평가, 사용후핵연료의 피복관 열화 평가, 수송 및 저장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표준물질을 이용하여 산화속도 측정 시스템의 교정을 수행함으로써 생산된 물성

측정 자료의 불확도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측정 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

음. 불확도 평가를 통해 신뢰성 있는 산화속도 자료는 재가공 전환체 관련 기술을

포함한 이와 유사한 분야로의 기술 응용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임.

- 산화속도, 비열, 열팽창, 열확산도 등을 포함한 측정 자료의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

한 불확도 평가는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었음. 특히 여러 가지 측

정 부품이 동시에 작용하는 장비의 B형 불확도 산출은 각 부품의 교정이 어렵기

때문에 불확도 산출이 쉽지 않음.

제 2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1. 연구개발의 과학기술, 사회경제적 중요성

가. 기술적 측면

- 건식 재가공 전환체의 물성특성 평가 기술 및 측정 자료는 pyro 공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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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된 금속 우라늄의 재활용 또는 SFR에서 사용될 TRU 함유 핵연료 등의

성능평가를 위한 요소 기술임. 또한 사용후핵연료의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제

조된 재순환 산화물 핵연료 또는 금속 핵연료의 물성 모델 개발은 중간 저장

용기 및 시설 설계, 처분장의 열 해석, 그리고 향후 건식 공정 핵연료의 실용

화는 물론 고속로 핵연료 개발에 필요한 요소 기술 자료임.

- 표준물질을 이용하여 물성특성 평가를 위한 측정 시스템의 교정을 수행함으로

써 생산된 물성 자료의 불확도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물성 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함.

- 전산모사를 통한 원자력에의 적용 분야 중 핵분열기체 확산거동 평가는 고비

용과 장시간 실험에만 의존하던 핵분열기체 확산거동 평가에 활용됨. 나아가

실제로 실험하기 힘든 고연소도 영역에서의 핵분열기체 확산거동 자료의 보

완이 가능함. 또한 방사화로 인한 사용후핵연료의 물성 예측에도 전산모사를

이용하면 효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됨.

나. 경제․산업적 측면

- 사용후핵연료를 자원으로 재활용 차원에서 제조된 재순환 산화물핵연료 또는

금속핵연료의 물성특성 모델개발을 통해 원자력 기술의 자립을 위한 독자적

인 기술력 확보가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국가 경제에 많은 이득을 초래할 것

으로 기대됨.

- 건식 재가공 전환체의 물성특성 평가 기술은 타 과제의 핵연료 물성 평가에

적용 가능하며 고온 재료를 이용하는 타 기관 및 과제에의 인력, 설비 등의

활용을 통하여 산업계으로의 기술 파급 효과가 매우 큼.

- 불확도 평가를 통해 신뢰성 있는 물성 특성 자료는 재가공 전환체 관련 기술

을 포함한 이와 유사한 분야로의 기술 이전 및 수출에 기여할 것임.

- 컴퓨터를 이용한 전산모사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작업으로써 고가의 실험장치

가 필요하지 않으며 많은 시험 인력을 요구하지 않고, 장시간 실험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경제적임. 또한 장시간 실험으로 인한 시험

기기의 마모, 파손 등 부가적인 교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다. 사회․문화적 측면

- 본 과제를 통해 생산된 재가공 전환체의 물성특성 자료는 사용후핵연료 재활

용을 위한 핵심 기반기술 구축에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 사용

후핵연료 관리에 필수적인 기초자료가 될 것임.

- 물성특성 자료를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 용기 설계 및 처분장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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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을 최적화함으로써 향후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상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를 통해 원자력에 대한 환경친화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음.

- 전산모사 기법은 고방사성 환경의 실험을 대신하여 모의로 컴퓨터상에서 수

행함으로써 위험한 실험 요소를 제거하여 안전한 원자력 문화에 기여할 것임.

제 3 절 연구개발의 범위

1. 연구개발 목표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가공 기술개발에 대한 핵심 기술 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식 재가공전환체 물성 특성 연구」과제에서는 연구개발 최종 목표와 제 1 단계

(2007년～2009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 최종목표

- 건식 재가공 전환체의 열/기계 물성 자료 생산 및 하나로 조사시험 조건에서

의 핵분열기체 확산거동 분석

• 건식 재가공 전환체의 물성과 핵분열기체 확산거동에 미치는 불순물 종류

의 영향 분석

• 건식 재가공 전환체의 물성과 핵분열기체 확산거동에 미치는 사용후핵연

료의 연소도 영향분석

나. 1 단계 연구내용

- 핵분열생성물 종류에 따른 재가공 산화물전환체의 열/기계 물성 평가

- 물성 측정용 모의 재가공 금속전환체 제조 기술 분석 및 표준 확립

- 재가공 금속전환체의 열/기계 물성 평가

- 물성 측정 자료의 신뢰도 평가를 위한 불확도 분석 기술 개발

- 하나로 조사시험 조건에서의 핵분열기체 확산거동에 미치는 불순물 영향 분석

다. 연차별 연구내용

(1) 1차년도(2007)

- 핵분열생성물 종류에 따른 재가공 산화물전환체의 열물성 평가

• 모의 산화물전환체를 이용한 산화속도 측정 실험 및 자료생산

• 실험자료 분석 및 특성모델 개발

- 핵분열생성물 종류에 따른 재가공 금속전환체의 물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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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성 측정용 모의 재가공 금속 전환체 제조기술 분석 및 표준 확립

• 제조법 비교 분석

- 하나로 조사 산화물전환체의 핵분열 기체 확산 거동 분석

• 하나로 조사 조건에서의 확산계수 코드 분석

- 물성 측정 자료의 신뢰도 평가를 위한 불확도 분석 기술 개발

• 산화속도 시험기의 시스템 교정 및 산화 실험 자료의 불확도 평가

(2) 2차년도(2008)

- 핵분열생성물 종류에 따른 재가공 산화물전환체의 기계물성 평가

• 모의 산화물전환체를 이용한 크리프, 항복강도, 탄성계수 측정 실험 자

료 생산

• 실험 자료 분석 및 특성 모델 개발

- 재가공 금속전환체의 열물성 평가

• 모의 금속전환체를 이용한 비열, 열팽창, 열확산도 측정

• 금속전환체 저장조건에서의 산화 속도 측정

• 실험 자료 분석 및 특성 모델 개발

- 하나로 조사 금속 전환체의 핵분열 기체 확산 거동 분석

• 하나로 조사시험 및 PIA 실험을 통한 확산계수 측정

- 비열 측정 장비 및 물성 측정 자료의 불확도 평가

• 비열 시험기의 시스템 교정 및 비열 실험 자료의 불확도 평가

(3) 3차년도(2009)

- 고용체의 원자가에 따른 재가공 산화물전환체의 물성 평가

• 모의 산화물전환체를 이용한 격자상수, 열팽창, 용융점 측정

• 실험 자료 분석 및 특성 모델 개발

- 재가공 금속전환체의 기계물성 평가

• 모의 금속전환체를 이용한 크리프, 항복강도, 탄성계수 측정

• 실험 자료 분석 및 특성 모델 개발

- 하나로 조사 고용체 함유 산화물전환체 내 핵분열기체 확산 거동 분석

• 하나로 조사시험 및 PIA 실험을 통한 확산계수 측정

- 열팽창 측정 장비 및 물성 측정 자료의 불확도 평가

• 열팽창 시험기의 시스템 교정 및 열팽창 측정 자료의 불확도 평가

2. 추진전략

단계 연구개발 목표 인 “건식 재가공 전환체의 열/기계 물성 자료 생산 및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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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시험 조건에서의 핵분열기체 확산거동 분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과 같은 추진 체계 및 전략을 수립하여 진행하였다.

가. 물성 측정용 모의 재가공 전환체 제조

- 재가공 산화물전환체의 경우 높은 방사능으로 인해 물성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핵분열 생성물과 화학적으로 동일한 안정한 대체물질을 첨가한 모의

재가공 전환체를 제조하여 물성 측정에 이용함.

- 재현성 있는 모의 재가공 전환체를 제조하기 위하여 분말처리 공정인

밀링조건, 성형조건을 확립함.

- 밀링조건 확립을 위하여 밀링시간 0～8시간에 따른 분말의 평균입자크기,

비표면적, O/U 비 등의 특성을 분석함.

- 성형조건을 확립하기 위하여 성형압 300 MPa, 400 MPa에 따른 성형밀도를

측정함.

- 밀링조건과 성형조건에 따른 소결특성을 분석하여 소결밀도 95 % 이상,

결정립크기 약 10 ㎛가 되는 조건을 최적 제조 조건으로 설정함.

나. 모의 재가공 전환체를 이용한 물성 측정 및 특성모델 생산

- 모의 재가공 전환체를 이용하여 핵분열 생성물 종류와 고용체의 원자가에

따른 물성을 측정함.

- 물성은 KS, ASTM, ISO 등 표준 규격에 따라 측정하여 재현성 있는 자료를

생산함.

- 물성 측정 장비는 표준 규격에 맞게 상용화된 장비를 이용하였으며, 장비의

공동 활용, 측정결과의 비교분석을 위한 숙련도 시험 등을 위해 경남대학교

공동기기원과 연구협력협정을 맺음.

- 물성 측정 자료의 불확도를 평가하여 신뢰성을 부여함.

- 물성 측정 자료를 분석하여 물성의 특성에 맞는 모델을 온도의 함수,

연소도의 함수로 도출함.

- 물성측정 결과발표 및 기술교류를 위하여 한국열물성학회, 한국원자력학회와

공동으로 핵재료 열물성 워크샵을 매년 개최함.

다. 재가공 전환체의 핵분열기체 확산거동 분석

- 확산거동 평가를 위한 제일원리 계산 및 분자동력학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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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모사 코드들에 대해 범용성, 대용량 계산성, 병렬 계산성 등을 비교

분석하여 적합한 코드를 선정함.

- 리눅스 클러스터 기반 전산모사 시스템 구축하고, KISTI 대용량

슈퍼컴퓨터를 활용하여 전산모사 계산함.

- 상용전산모사 코드를 이용하여 원자의 결함 생성에너지 및 결함 이동에너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생산함.

- 몬테칼로 알고리듬 작성 및 계산을 통한 재가공전환체의 확산계수를 평가함.

- 하나로 조사시험 및 조사후 가열시험을 통하여 확산계수를 평가하여 전산모사

코드를 검증함.

- 경희대, 조사재시험시설과 연계하여 조사후 가열 시험장치 공동 활용함.

라. 물성 측정 자료의 신뢰도 평가를 위한 불확도 분석 기술 개발

- 표준물질을 이용하여 온도 교정 및 시스템 교정을 통해 장비의 B형 불확도를

산출함.

- B형 불확도 추정방법에 대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불확도 전문가로부터

검증을 받음.

- 반복측정에 의해 A형 불확도를 산출함.

- ISO의 불확도 표현지침인 GUM에 따라 합성 및 확장 불확도를 산출함.

불확도 평가를
통한 물성특성 자료의

신뢰도 확보

불확도 평가를
통한 물성특성 자료의

신뢰도 확보

재가공 전환체 물성특성 측정평가 기반 기술 확보

물성특성
자료

물성특성 측정장비의 정상화 및 시료확보 선행

전산모사를 통한
물성 특성 자료의

상호 비교검증

전산모사를 통한
물성 특성 자료의

상호 비교검증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한 물성특성 평가 인프라 구축

재가공 전환체의 물성특성 자료 생산 및 평가기술 개발

재가공 전환체의
물성 특성 평가
기술 개발 및

자료 생산

전산모사를 통한
물성특성 예측

기술 개발

불확도 평가 기술 확보 및
측정자료의 신뢰성 증진

불확도 평가를
통한 물성특성 자료의

신뢰도 확보

불확도 평가를
통한 물성특성 자료의

신뢰도 확보

재가공 전환체 물성특성 측정평가 기반 기술 확보

물성특성
자료
물성특성
자료

물성특성 측정장비의 정상화 및 시료확보 선행

전산모사를 통한
물성 특성 자료의

상호 비교검증

전산모사를 통한
물성 특성 자료의

상호 비교검증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한 물성특성 평가 인프라 구축

재가공 전환체의 물성특성 자료 생산 및 평가기술 개발

재가공 전환체의
물성 특성 평가
기술 개발 및

자료 생산

전산모사를 통한
물성특성 예측

기술 개발

불확도 평가 기술 확보 및
측정자료의 신뢰성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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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

1. 건식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물성평가

-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이용한 물성 평가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며, 건식 저장

을 위한 산화거동 실험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음. 현재는 핵분열생성물이 함유된

모의 핵연료를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나 건식 재가공 핵연료의 물성을 평가하고

있음.

- 세라믹 핵연료의 경우 현재 상용로에서 사용되고 있는 UO2와 경수로용 신형 핵

연료와 미래형 핵연료인 Gd와 Ce 등이 첨가된 UO2 핵연료의 성능 평가를 위해

물성 연구를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주로 비열, 열팽창, 열확산도 및 용융점

등의 열물성과 탄성계수, 크리프 등과 같은 기계물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 모의 핵연료를 이용한 사용후핵연료와 건식 재가공 핵연료의 물성 평가는 비열,

열팽창, 열확산도와 같은 열물성과 탄성계수, 고온경도, 크리프 등과 같은 기계물

성 그리고 산화거동, 핵분열기체 확산계수 측정과 같은 화학적 물성을 측정하여

온도 및 연소도에 따른 모델 개발을 일부 수행하고 있음.

2. 건식 재가공 금속전환체 물성평가

- 금속핵연료의 경우 비열, 열전도도 등의 열물성과 산화거동과 같은 화학적 물성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주로 연구로용 핵연료인 U-Mo, U-Al 및 U-Si 합금 핵연

료를 중심으로 물성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또한 F.P.를 모사하여 U와 합금을 이

루는 재료에 대해 일부 열물성을 수행하였음. 그러나 TRU 핵연료와 같이 불순물

이 다량 함유된 U-TRU 또는 U-TRU-F.P.의 금속 핵연료의 물성 연구는 아직

수행되고 있지 않음.

3. 핵분열 기체 확산 거동 분석 기술

-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전산모사 기법을 활용하여 중성자에 의한 격납용기의 손

상 기구를 규명하는 연구를 중장기 과제로 수행하였음. 이러한 연구를 통해 방사

선에 의한 원자력 구조물의 건전성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경희대 등을 중심으로 핵분열기체 확산기구를 규명하기 위해 제일원리를 이용하



- 10 -

여 제논 입자의 거동을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음. 또한 여러 대학을 중심으로

전산모사에 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재가공 전환체나 불순물이 함유된 핵연료에 대한 물성특성 평가에 대한 전산모사

는 거의 수행된 바가 없음.

4. 물성 측정 자료 불확도 분석 기술

- 국내 연구 분야에서 물성 측정 자료의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한 불확도 평가로서

A형 불확도는 평가가 되었으나, B형 불확도 평가는 전무한 상태임.

- 최근 물성 부분의 전문 학술지 등에서는 측정 데이터를 인용할 경우 불확도를 요

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제 2 절 국외 기술개발 현황

1. 건식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물성평가

- 사용후핵연료의 운반 및 저장용기 설계, 처분장 건설, 재가공 공정 변수 확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 생산을 위해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등에서 수행 중에 있음.

- 미국의 새로운 원자력 정책 구상인 GNEP(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에

는 방사성폐기물 발생량 저감 및 사용후핵연료 속에 함유된 초우라늄 원소를 반

감기가 짧은 핵종으로 변환시키고, 이를 연소 소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는 ABR(Advanced Burner Reactor) 개념이 포함되어 있음. 이처럼 사용후

핵연료를 재활용하기 위해 핵분열생성물이 불순물로 다량 함유된 고방사성 물질

을 ABR 연료로 재가공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함. 따라서 재가공된 금속핵연료

또는 산화물핵연료의 노내 건전성 평가를 위한 필수 자료인 물성특성 평가 연구

가 수행 중에 있음.

- 독일의 ITU에서는 초고온까지 비열과 열전도도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각 물성의

기구에 대해서 규명하였음. 또한 고방사성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이용하여 열확산

도 측정을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초고온에서의 물성 측정과 사용후핵연료를 이

용한 물성 측정 분야에서는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핵연료의 탄성계수,

경도 등의 기계적 물성특성은 핵연료의 밀도와 연소도를 변화시키면서 측정하고

있음. 핵연료의 탄성계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초음파를 이용한 방법과 싱크로

트론을 이용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발표되고 있는 연소도에 따른 탄성

계수 측정 결과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좀 더 많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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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한 실정임.

- 일본의 JAEA에서는 사용후핵연료의 열확산도 측정 장치를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NMIJ에서는 물성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대규모 과제를 수행

중에 있음. 특히 Laser Flash 장치를 이용한 열확산도 측정 분야는 물론 불확도

평가분야에서도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핵분열기체 방출의 경우 일본에서

는 TiO2, Al2O3, SiO2 등의 미량 첨가 원소를 사용하여 결정립 크기를 크게 한

UO2 소결체를 제조하여 조사시험 한 결과, 미량 첨가 원소에 따른 우라늄 공공

의 농도가 핵분열기체의 방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규명하였음. 실험적으로는

조사된 핵연료 시편을 이용한 조사 후 가열 시험을 통하여 핵분열 기체의 확산

계수를 측정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핵연료 소결체와 피복관

의 상호작용으로 소결체에 압축 응력이 작용할 때 핵분열기체 기포의 성장이 억

제되고 핵분열기체의 방출이 감소되는 현상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고 있음.

- 프랑스 CEA에서는 소결체-피복관 상호 작용 분야에 관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

으며, 기계적 상호작용(Pellet-Clad Mechanical Interaction, PCMI)과 화학적 상호

작용(Pellet-Clad Chemical Interaction, PCCI)으로 나뉘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PCMI 연구 분야에서는 소결체의 변형성을 증가시켜 피복관의 파손 확률을 감소

시키기 위하여 Cr2O3와 같은 첨가원소를 사용하여 소결체의 크리프 특성을 향상

시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PCCI 연구 분야에서는 피복관에서 발생하는 응력

부식 균열(Stress Corrosion Cracking, SCC) 거동에 대한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고연소도 핵연료에서 관찰되는 소결체와 피복관의 상호 작용에 대한 연

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사용후핵연료를 모사한 모의 핵연료는 사용후핵연료 내에 존재하는 버블이나 핵

분열기체의 영향이 없는 재료 고유의 물성을 측정할 수 있고, 다양한 변수의 시

편을 제조하기가 용이하므로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처분을 위한 기초 물성 자료

생산과 재가공 산화물전환체의 제조공정 변수 확립 등에 활용되고 있음.

- 캐나다의 AECL에서는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 또는 처분을 위한 기초자료 확

보를 위해 모의 사용후핵연료 제조 관련 연구와 이를 이용하여 물성 평가에 대

해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특히 열전도도에 대해서는 기공, O/M 비, 연소

도, 핵분열생성물의 종류, 방사선에 의한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모델도

확립하였음.

2. 건식 재가공 금속전환체 물성평가

- 미국 ANL에서는 AAA 핵연료 후보로서 Zr에 초우라늄원소(Pu, Np, Am, Cm)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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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 있는 TRU-Zr 합금을 고려하고 있음 그러나 TRU-Zr 합금의 재료 물

성 자료가 전무한 상태이어서 이론적인 평가 또는 U-Zr 또는 U-Pu-Zr의 자료를

이용한 외삽법을 이용하여 값이나 모델을 제안하였음 각 원소들의 자료들을 수

집, 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데이터를 제시하고 합금에 포함되어 있는 각 원소들의

분율에 따른 단순 합산으로 합금 핵연료의 물성을 평가하였음

- 또한 TRU-N 핵연료의 물성 평가도 수행하였음 TRU 함유 금속핵연료 분야의

물성 연구는 미국이 가장 앞선 것으로 판단됨.

3. 핵분열 기체 확산 거동 분석 기술

- 일본은 1990년대 초부터 MXDORTO와 MXDTRICL의 코드를 개발하여 산화물

형태의 핵연료에 대한 물성을 분자동력학 기법으로 모사함으로써 기존 실험 자

료와 비교 검증하여 핵연료 성능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이산화우라

늄, 혼합핵연료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열팽창, 열전도도 등을 분자동력학 기법

으로 구하여 발표하였으며, 최근에는 불순물이 함유된 금속핵연료에 대해 분자동

력학 기법을 이용하여 발표하는 등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미국은 최근 양자역학, Molecular Dynamics(MD), Monte Carlo(MC) 방법 등의

기본 원리를 이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핵연료(Oxide, Carbide, Nitride, Composite)

물성 및 노내 거동을 예측하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특히, 핵연료

성능평가를 위해 MMSNF(Materials Models and Simulations for Nuclear Fuels)

라는 일련의 워크샵을 AFCI(Advanced Fuel Cycle Initiative) 프로그램의 일환으

로 추진하여 전산모사 분야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산디아 랩

(SNL)에서는 LAMMPS 코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최근에는 병렬계산을 이용

한 대용량 모사를 가능하게 함.

- 영국은 MOLDY라는 분자동력학 코드를 개발하였으며, 오스트리아에서는 VASP

제일원리 코드를 개발하여 고성능 계산체계 및 병렬계산 등을 제공하여 다양한

공학 분야에 응용되고 있음.

4. 물성 측정 자료 불확도 분석 기술

- 연구 분야에서 물성 측정 자료의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한 불확도 평가는 2000년

이후 들어 시작되었음 특히 여러 가지 측정 부품이 동시에 작용하는 장비의 B형

불확도 산출은 각 부품의 교정이 어렵기 때문에 불확도 산출이 쉽지 않음.

- 최근 물성 부분의 전문 학술지 등에서는 측정 데이터를 인용할 경우 불확도를 요

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일본의 NMIJ에서 열확산도 측정에 대해 불확도를 평가하여 발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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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CI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전산모사 적용예>

<물성 특성 분석을 위한 전산모사의 적용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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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국가 연구 동향
개발

단계

건식 재가공

전환체 물성

평가 기술

독일

캐나다

일본

미국

-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물성을 측정하였음.

- 용융점, 비열과 같은 초고온에서의 물성 측정 및

관련 기구 해석하였음.

- 사용후핵연료의 저장과 처분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모의 핵연료의 물성 평가 및 모델

개발하였음.

- TRU 함유 금속핵연료의 열물성 평가를 함유량

분율을 합산으로 수행하였음.

기초

응용

물성 측정

자료의 신뢰도

평가 기술

일본 - 일본의 NMIJ에서 열확산도 측정에 대해 불확도를

평가하여 발표하였음.

- 열확산도 측정 장비의 A형, B형 불확도

평가하였음.

- 최근 물성 부분의 전문 학술지 등에서는 측정

데이터를 인용할 경우 불확도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응용

전산모사를

이용한

물성특석 분석

기술

일본

미국

유럽

- 일본 Osaka 대학을 중심으로 분자동력학

모사코드인 MXDRTO와 MXDTRICL 등을

개발하여 핵연료의 물성 예측에 연구를 꾸준히

수행하고 있음.

- 2006년 Kyushu 대학에서는 불순물이 함유된

금속핵연료의 물성 예측에도 분자동력학 기법을

수행하여 자료를 생산하고 있음.

- 미국 AFCI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산학연 중심의

MMSNF 워크샵을 통해 전산모사 기술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미국 SNL에서는 LAMMPS 코드를 개발하여

대용량 분자동력학 모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음.

- 영국의 옥스퍼드대학교에서 MOLDY 코드를

개발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핵연료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 전산모사 기법을 응용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대학교에서는 VASP 라는

제일원리를 모사하는 상용코드를 개발하여 격자내

양자역학적 에너지 분포 등의 계산에 이용되고

있음.

응용

○ 선진국 기술 수준 현황 요약

(개발단계 : 기초, 개발, 응용, 실용화 단계)



- 15 -

제 3 절 국내․외 기술 수준 비교

1. 현 기술수준 비교

선진국도 시스템
교정을 통한 B형

불확도 평가는 미흡

물성 측정 자료의
신뢰도 평가

기술

비 고현 기술 수준 (기술 완성을 100 %로 표시)연구 내용

선진국은 제일원리, 
MD 기법으로 물성
평가 전산모사 단계

전산모사를
이용한 물성특성

분석 기술

선진국도 불순물
함유 금속전환체
물성연구 미흡

건식 재가공
전환체 물성 평가

기술

국내

선진국

20 %

40 %

40 %

50 %

50 %

10 %

선진국도 시스템
교정을 통한 B형

불확도 평가는 미흡

물성 측정 자료의
신뢰도 평가

기술

비 고현 기술 수준 (기술 완성을 100 %로 표시)연구 내용

선진국은 제일원리, 
MD 기법으로 물성
평가 전산모사 단계

전산모사를
이용한 물성특성

분석 기술

선진국도 불순물
함유 금속전환체
물성연구 미흡

건식 재가공
전환체 물성 평가

기술

국내

선진국

국내

선진국

20 %

40 %

40 %

50 %

40 %

50 %

50 %

10 %

○ 단계 종료후 선진국 기술 수준과의 비교

핵심기술
비교국

(기관)
국내 연구 동향

단계 종료 후

기술수준 비교(%)

1단계 2단계

건식 재가공

전환체 물성

평가 기술

독일

캐나다

미국

- 모의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열, 기계,

화학, 재료 물성 연구는 일부 수행되고

있으나, 다양한 물성의 측정은 초고온

(1900 K 이상)에서는 수행되지 않았음.

- U, U-Al, U-Mo, U-Si 등의 우라늄

금속 합금에 대한 물성 연구는 일부

수행된 바 있으나, TRU 및 다량의

핵분열생성물이 포함된 금속전환체에

대한 물성 연구는 전무한 상태임.

40 70

물성 측정

자료의 신뢰도

평가 기술

일본 -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처음으로 열팽창

측정기의 B형 불확도를 평가하였으며,

자체교정을 수행하였음.

70 90

전산모사를

이용한

물성특성 분석

기술

일본 - 국내에서는 분자동력학 및 제일원리를

기법을 이용하여 핵연료의 물성을

예측하는 기술 개발은 거의 수행된 적이

없음.

3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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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건식 재가공 산화물전환체의 물성 특성 모델 개발

경수로에서 연소된 연료를 건식 재가공 기술, 즉 핵분열생성물 처리 없이 그대로 재

활용하여 만든 재순환핵연료를 중수로에 장전하는 DUPIC 핵연료주기 또는 경수로에서

타고 남은 플루토늄을 재처리하여 혼합핵연료로 만들어 열중성자로 또는 고속로에 장

전하는 혼합핵연료주기가 개발되어 있다. 혼합핵연료의 물성 및 제조기술은 많은 나라

에서 수행되고 있는 반면에 재순환핵연료의 제조는 일부 수행되었지만, 물성 특성은 아

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재순환핵연료의 제조는 장기적으로 기존 원자로에서 발생되어 저장 중인 사용후핵연

료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즉, 처리 대상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 범위는 연료집합

체 및 연료봉마다 다양하며, 핵연료의 장주기․고연소도화에 따라 연소도 특성이 다르

므로, 생성되는 핵분열생성물의 함량도 다르게 된다. 또한 많은 종류의 핵분열생성물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미세조직이 균질한 핵연료 제조를 위하여, 기존의 순수 UO2 제조공

정과는 달리, 혼합핵연료 제조공정과 유사한 밀링 공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건식 재가공 핵연료의 열․기계적 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원자로에서 장기간 연

소 후 방출된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건식 재가공 핵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물성 평가 연구는 고방사성으로 인한 많은

제약 사항이 수반된다. 따라서 해당 방출 연소도의 사용후핵연료와 핵분열생성물의 원

소 함량이 동일하도록 안정한 동위원소를 첨가하여 제조된 모의 사용후핵연료를 이용

하여 열․기계적 물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1. 모의 산화물전환체 제조

모의 산화물전환체의 열․기계적 특성 평가에 적합한 소결밀도(96±1% T.D.), 무

결함 그리고 균질한 미세구조를 갖는 핵분열생성물 종류 및 고용체의 원자가에 따른

모의 산화물전환체를 제조하였으며, 또한 순수 UO2 소결펠렛을 제조하여 이들의 제

조 특성을 상대 비교하고자 하였다.

가. 순수 UO2 소결펠렛 제조

모의 산화물 전환체를 제조하기 위하여 기본 공정인 순수 UO2 소결펠렛 제조

공정에 밀링 공정을 삽입하여 밀링처리에 따른 분말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분말

특성에 따른 성형성 및 소결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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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 조건 및 실험 방법

일정량(50g)의 순수 UO2 분말을 다이나믹 밀(DM)에 장입하여 밀링시간에

따른 분말특성, 성형성 및 소결성을 조사하였다. 순수 UO2 소결펠렛의 제조

조건 그리고 분말 및 성형체, 소결체의 특성 측정방법은 다음 표 3.1.1에 나

타내었다.

제조 조건 측정 방법

- DM 시간(h)

: 0, 0.5, 1, 2, 4 & 8

- 윤활제 첨가량 및 혼합시간(h)

: 0.2wt%, 0.5

- 성형 압력(MPa)

: 300 & 430

- 소결 조건

: 1750 ℃, 6시간, 수소 분위기

- 분말의 입자크기

: 레이저법(Malvern, Mastersizer)

- 분말의 비표면적

: ASAP-2400 BET 장치

- 분말의 O/U 비 : 산화중량법

- 성형밀도 : 기하학적 방법

- 소결밀도

: 수침법(immersion method)

표 3.1.1. UO2 소결펠렛 제조 조건 및 특성 측정 방법

그림 3.1.1에 다이나믹 밀의 개략도를, 그림 3.1.2에 UO2 소결펠렛 제조공

정도를 제조변수와 함께 개략적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3.1.1. 다이나믹 밀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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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UO2 펠렛 제조공정 개략도

(2) 실험결과

다이나믹 밀의 밀링시간에 따른 분말의 특성 및 분쇄된 분말의 성형성 및

소결성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다이나믹 밀링이 UO2 분말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

- 밀링시간에 따른 분말 입자의 평균 크기

그림 3.1.3에 밀링시간에 따른 분말입자의 평균크기를 나타내었다. 그

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밀링시간이 증가할수록 분말의 평균 입자크기

는 감소하였다. 그러나 밀링시간이 0.5시간에서 평균 입자크기가 급격히

감소되며, 0.5시간 이상이 되면 분말입자크기는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것은 조대한 원료분말이 다이나믹 밀에 의해 1차적으로

분쇄되며, 이 분쇄된 분말이 시간에 따라 2차 분쇄(미분쇄) 됨을 보여주

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1.4에 밀링시간에 따른 분말의 입자크기 분

포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료분말의 입자

크기는 mono-modal 분포 형태를 보이나 밀링시간에 따라 분말의 입자

크기 분포는 bi-modal 형태로 전이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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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3. 밀링시간에 따른 UO2 분말의 평균 입자 크기

 그림 3.1.4. 밀링시간에 따른 UO2 분말의 입자 크기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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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말의 비표면적

그림 3.1.5에 분말의 밀링시간에 따른 분말의 비표면적을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말의 비표면적은 밀링시간 0.5 시간에서 최대

를 보이다가 밀링시간의 증가에 따라 비표면적이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림 3.1.5. 밀링시간에 따른 UO2 분말의 비표면적

- 분말의 O/U 비

그림 3.1.6에 분말의 밀링시간에 따른 분말의 O/U비를 나타내었다. 그

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말의 O/U비는 밀링시간의 증가에 따라 증가

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것은 다이나믹 밀의 밀링 메커니즘인 충격과

마찰 에너지에 의해 분말이 미분쇄되면서 산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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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밀링시간에 따른 UO2 분말의 O/U 비

(나) 미분쇄 UO2 분말의 성형성 및 소결성

- 밀링시간에 따른 분말 입자의 평균 크기 미분쇄 분말의 성형성

그림 3.1.7에 밀링시간에 따른 성형펠렛의 성형밀도를 성형압력 별로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밀링시간에 관계없이 성형압력이

증가하면 성형밀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며, 또한 성형압력에 관계

없이 밀링시간이 증가하면 성형밀도는 증가함을 보여준다. 밀링시간이

2시간까지는 급격히 성형밀도가 증가하는 반면에 4시간 이상에서는 거

의 포화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것은 밀링시간이 2시간까지는 원료분

말과 미분쇄된 분말입자가 적절히 분포되어 성형밀도가 급격히 증가되

지만, 4시간 이상에서는 미분쇄된 분말입자만 존재하여 미분쇄된 분말

입자가 군집되어(agglomerated) 분말의 겉보기 밀도를 증대시키기 때문

인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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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7. 밀링시간에 따른 성형밀도

- 밀링시간에 따른 소결성

그림 3.1.8에 밀링시간에 따른 소결펠렛의 소결밀도를 성형압력 별로 나

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형압력에 관계없이 밀링시간이 0.5

시간까지는 증가하다가 그 이상의 밀링시간에서는 밀링을 하지 않은 분말

의 소결밀도보다 훨씬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는 앞의 성형밀도와

반대되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말의 비표면적과 O/U 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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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8. 밀링시간에 따른 소결밀도

나. 핵분열생성물에 따른 모의 산화물전환체 제조

(1) 제조 조건 및 실험 방법

- 모의 산화물전환체는 연소도 별로 3 가지로 하였다. 즉 연소도 3 at%, 6

at% 그리고 12 at%이며, 이들의 기호를 각각 SS-1, SS-2 그리고 SS-4로

나타내었다. 모의 산화물전환체의 조성 및 이론밀도를 표 3.1.2에 나타내었

다.

Fission
product Surrogate

Weight of oxides (g)
SS-1 SS-2 SS-4

Sr SrO 0.0275 0.055 0.11
Y Y2O3 0.0195 0.039 0.078
Zr ZrO2 0.115 0.23 0.46
Te TeO2 0.0205 0.041 0.082

La(Am) La2O3 0.0695 0.139 0.278
Ce(Pu) CeO2 0.323 0.646 1.292
Nd(Pr,Sm) Nd2O3 0.2385 0.477 0.954
Total amount of f.p. (g) 0.8135 1.627 3.254

UO2 (g) 49.1865 48.373 46.746
Theoretical density

(g/cm3) 10.8897 10.8244 10.6938

표 3.1.2. 모의 산화물전환체의 조성 및 이론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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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의 산화물전환체 제조공정을 그림 3.1.9에 나타내었다. 모의 산화물전환

체 제조공정은 UO2 소결펠렛 제조공정과 거의 비슷하다. 다만 연소도에 따

른 사용후핵연료의 핵분열생성물을 모사하기 위하여 순수 UO2 분말에 모의

핵분열생성물 물질을 첨가․혼합하여 제작하였다. 첨가․혼합된 분말의 양은

UO2 소결펠렛 제조 조건과 동일하게 50 g으로 하였다.

그림 3.1.9. 모의 산화물전환체 제조공정 

- 모의 산화물전환체의 제조 조건 및 측정방법은 표 3.1.3과 같다. 제조조건

에 변수(밀링시간 및 성형압력)를 둔 것은 모의 산화물전환체의 열․기계적

특성 평가에 적합한 소결밀도(96±1%T.D.), 무결함 그리고 균질한 미세구조

를 갖는 소결펠렛을 제조하기 위함이다. SS-1 & SS-2의 다이나믹 밀링 시

간보다 SS-4의 다이나믹밀링 시간이 긴 것은 첨가함량이 증가할수록 밀링시

간은 증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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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조건 측정 방법

- 연소도에 따른 모의 물질의 기호 및

함량(wt%)

:SS-1(0.8135), SS-2(1.627), SS-4(3.254)

- 다이나믹 밀링 시간(h)

∙SS-1 & SS-2 ; 4조건(0~2)

∙SS-4 ; 5조건(0~8)

- 성형 압력(MPa)

: 3조건(200, 300 & 400)

- 소결 조건

: 1750 ℃, 6시간, 수소 분위기

- 성형밀도 : 기하학적 방법

- 소결밀도

: 수침법(immersion method)

- 결정립 크기

: Heyn의 선형교차법

(intercept method)

표 3.1.3. 모의 산화물전환체 제조 조건 및 특성 측정 방법

(2) 실험 결과

그림 3.1.10에 다이나믹 밀의 밀링 시간에 따른 3 종류(SS-1, SS-2 &

SS-4)의 모의 산화물전환체의 성형밀도 및 소결밀도를 나타내었다. 그림에

서 보는 바와 같이, SS-1(그림 3.1.10(가)) 및 SS-2(그림 3.1.10(나))의 경우,

다이나믹 밀링 시간이 증가하면 성형밀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소결밀

도는 밀링시간이 0.5 시간에서 최고의 소결밀도를 나타낸다. 반면에 SS-4(그

림 3.1.10(다))의 경우, 다이나믹 밀링 시간이 1 시간에서 최고의 소결밀도를

보인 후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포화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성형압력의 경

우, 성형압력이 증가하면 모의 물질의 첨가함량 및 다이나믹 밀링 시간에 관

계없이 소결밀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모의 산화물전환체 최적 조건 수립

열물성 및 기계물성용 측정 시료의 최적 조건을 수립하여 모의 산화물전

환체를 다음과 같이 제조하였다.

- 열물성(산화속도) 측정용 시료 제조

시료의 크기는 0.8g, 다이나믹 밀링시간은 SS-1인 경우, 0.25 시간, SS-2

인 경우 0.5 시간 그리고 SS-4인 경우 1 시간으로 하였으며, 성형압력은 400

MPa, 소결조건은 수소분위기 하에서 1750 ℃, 6 시간으로 하여 제조하였다.

- 기계물성(크리프, 항복응력 및 탄성계수) 측정용 시료 제조

크리프 시료의 크기는 5g, 그리고 항복응력 및 탄성계수 시료의 경우는

1g으로 하였다. 다이나믹 밀링 시간은 SS-1 및 SS-2의 경우, 0.5 시간 그리

고 SS-4인 경우 4시간 하였으며, 성형압력은 300 MPa, 소결조건은 수소분

위기 하에서 1750 ℃, 6 시간으로 하여 제조하였다.



- 27 -

0 1 2
45

50

55

60

90

95 sintered density

green density

 

 

SS-1
%

 T
.D

. 

Milling time (hrs)

,  200 MPa
,  300 MPa
,  400 MPa

그림 3.1.10(가). SS-1

0 1 2
45

50

55

60

90

95

sintered density

green density

 

 

% 
T.

D.

Milling times (hrs)

,  200 MPa
,  300 MPa
,  400 MPa

SS-2

그림 3.1.10(나). SS-2

0 2 4 6 8
45

50

55

60

90

95

sintered density

green density

 

 

%
 T

.D
.

Milling time (hrs)

,  200 MPa
,  300 MPa
,  400 MPa

SS-4

그림 3.1.10(다). SS-4

그림 3.1.10. 밀링시간에 따른 모의 산화물전환체의 성형밀도 및 소결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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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제조된 모의 산화물 전환체의 소결밀도를 표 3.1.4에, 그리고 모

의 물질 첨가량에 따른 미세구조를 그림 3.1.11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정립 크기는 모의 물질 첨가량 및 소결밀도에 관계없이 대략

10 ㎛로 나타났다.

소결펠렛 UO2 SS-1 SS-2 SS-4

소결밀도(%T.D.) 96.2±0.11 96.5±0.24 96.1±0.11 95.6±0.11

표 3.1.4. 순수 UO2 및 모의 산화물전환체의 소결밀도

그림 3.1.11. 모의 산화물전환체의 미세구조

다. 고용체의 원자가에 따른 모의 산화물전환체 제조

고용체의 원자가에 따른 모의 산화물전환체(simfuel)의 열물성(열팽창) 측정용

시료(시료 크기 ; 5g)와 하나로 조사시험 및 PIA 시험을 통한 산화물전환체 내

의 핵분열 기체 확산거동 분석용 시료(시료 크기 ; 0.3g)를 제조하였다.

(1) 제조 조건 및 실험 방법

- 모의 산화물전환체의 원자가는 3가와 4가로 하였으며, 3가 중에서는 대표

적인 고용체를 형성하는 원소로 Nd, 그리고 4가 중에서는 Ce를 선정하였다.

또한 원자가 별로 첨가량은 3 가지, 즉 연소도 3 at%, 6 at% 그리고 12 at%

로 하였다. 이들의 기호 및 조성은 다음 표 3.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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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가 원소 기호
Weight of oxides (g)

1(3 at%) 2(6 at%) 4(12 at%)

3 Nd2O3 Nd
0.8135 1.627 3.254

4 CeO2 Ce

UO2 (g) 49.1865 48.373 46.746

total (g) 50

표 3.1.5. 원자가에 따른 모의 산화물전환체의 기호 및 조성

- 원자가에 따른 모의 산화물전환체의 제조공정은 그림 3.1.9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핵분열생성물에 따른 모의 산화물전환체의 제조공정과 동일하다. 제조

조건 및 측정방법은 다음 표 3.1.6과 같다.

제조 조건 측정 방법

- 연소도에 따른 모의 물질의 기호 및

함량(wt%)

∙UO2-Nd2O3 인 경우

; Nd-1(0.8135), Nd-2(1.627), Nd-4(3.254)

∙UO2-CeO2 인 경우

; Ce-1(0.8135), Ce-2(1.627), Ce-4(3.254)

- 다이나믹 밀링 시간(h)

∙Nd-1, Ce-1 & Nd-2, Ce-2 ; 5조건(0.25~4)

∙Nd-4, Ce-4 ; 5조건(0.5~8)

- 성형 압력(MPa)

: 3조건(150, 300 & 4500)

- 소결 조건

: 1750 ℃, 6시간, 수소 분위기

- 성형밀도 : 기하학적 방법

- 소결밀도

: 수침법(immersion method)

- 결정립 크기

: Heyn의 선형교차법

(intercept method)

표 3.1.6. 원자가에 따른 모의 산화물전환체의 제조 조건 및 측정 방법

- 위의 표에서 제조조건을 변화시킨 것은 모의 산화물전환체의 열·기계적 특

성 평가에 적합한 소결밀도(96±1%T.D.), 무결함 그리고 균질한 미세구조를

갖는 소결펠렛을 제조하기 위함이다. 또한 Nd-1, Ce-1 그리고 Nd-2, Ce-2

의 다이나믹 밀링 시간보다 Nd-4, Ce-4의 다이나믹 밀링시간이 긴 것은 첨

가함량이 증가할수록 밀링시간의 증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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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결과

- (U,Nd)O2, 즉 3가인 Nd2O3를 UO2에 첨가한 경우

그림 3.1.12에 원자가가 3가인 Nd의 함량 및 밀링 시간에 따른 3 종류

(Nd-1, Nd-2 & Nd-4)의 모의 산화물전환체의 성형밀도 및 소결밀도를 나

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함량에 관계없이 성형압력이 증가하면

성형밀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밀링시간이 증가하면 성형밀도

는 증가하나 4시간 이상의 밀링시간에서는 거의 포화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반면에 소결밀도는 밀링시간이 증가하면 Nd-1 및 Nd-2의 경우 소결밀도는

감소하다가 포화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Nd-4의 경우에는 밀링시간이

증가하면 소결밀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 (U,Ce)O2, 즉 4가인 CeO2를 UO2에 첨가한 경우

그림 3.1.13에 원자가가 4가인 Ce의 함량 및 밀링 시간에 따른 3 종류

(Ce-1, Ce-2 & Ce-4)의 모의 산화물전환체의 성형밀도 및 소결밀도를 나타

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함량에 관계없이 성형압력이 증가하면 성

형밀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밀링시간이 증가하면 성형밀도는

증가하나 4시간 이상의 밀링시간에서는 거의 포화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반

면에 소결밀도는 밀링시간이 증가하면 Ce-1 및 Ce-2의 경우 소결밀도는 감

소하다가 포화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Ce-4의 경우에는 밀링시간이

증가하면 소결밀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 (U,Nd)O2 및 (U,Ce)O2의 미세구조

그림 3.1.14와 그림 3.1.15에 각각 원자가가 3가인 Nd의 함량과 4가인 Ce

의 함량에 따른 미세구조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Nd의 경

우 Nd-1과 Nd-2의 결정립 크기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Nd-4의 경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Ce의 경우, 함량이 증가할수록 결정립

크기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가를 첨가하였을 때보다 4가의 원자가를

첨가하였을 때 결정립 크기가 증가하는 것은 밀링시 밀링 메커니즘에 의해

생성된 열에 의해 분말이 산화되어, 결과적으로 분말의 O/U비가 증가된다.

이렇게 증가된 과잉산소(excess oxygen)에 의한 기여도가 원자가에 따라 다

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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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 Nd2O3의 첨가량 별 밀링시간 및 성형압력에 따른 성형 및 소결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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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 CeO2의 첨가량 별 밀링시간 및 성형압력에 따른 성형 및 소결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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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 Nd2O3의 첨가량에 따른 (U,Nd)O2의 결정립 크기

그림 3.1.15. CeO2의 첨가량에 따른 (U,Ce)O2의 결정립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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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분열 생성물 종류에 따른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열물성 평가

가. 모의 산화물전환체를 이용한 용융점 측정 및 특성 모델개발

- 최근의 핵연료 연구는 초고연소도, 고성능핵연료로 발전해가고 있으며, 이러한

핵연료의 열설계 방침에 있어서는 연료 최고 온도가 연료 융점 미만이 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이를 위하여 연료 융점은 극히 중요한 물성으로 인식되고, 융

점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의존성을 고려하여 융점평가를 행하고, 조사 중에 연료

온도가 융점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모재에 불

순물이 함유될 경우 용융점이 내려간다. 이는 핵연료의 건전성 평가에 좋지 않

은 영향을 미친다.

- 그림 3.1.16은 산화물전환체의 연소도에 따른 용융점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핵분열 생성물이 고용체를 형성하는 산화물전환체의 경우 연소도가 증가할수록

핵분열생성물의 양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 용융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용융점 모델 (연소도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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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6. 모의 산화물전환체의 연소도에 따른 용융점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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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의 산화물전환체를 이용한 산화속도 측정 및 특성 모델개발

(1) 산화거동

- UO2는 공기중에서 산화되어 U3O7 또는 U4O9의 중간상을 거쳐 U3O8으로

완전 산화된다. 비조사 펠렛, 저농도의 불순물함유 UO2, 저온 산화 (< 250

℃), CANDU 사용후핵연료 (연소도: 6-12 MWd/kgU) 등은 중간상으로

U4O9이 형성되고 LWR 사용후핵연료, 고농도의 불순물함유 UO2 등은 중간

상으로 U3O7이 형성된다. UO2는 이론밀도 10.96 g/cm3의 형석구조이며,

U3O8은 이론밀도 8.4 g/cm3의 사방정구조이다. UO2에서 U3O8으로 산화되면

서 23%의 밀도 감소와 35%의 부피팽창이 수반되며, 이때 발생하는 내부 응

력에 의해 분말화가 진행된다. 핵연료에서는 산화에 의한 부피팽창과 분말

화에 의해 피복관에 응력이 발생하여 피복관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

고, 핵연료의 물성을 변화시켜 노내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U3O8의

생성시간, 산화 진행속도 등은 사용후핵연료의 건식저장 시 허용상한온도

설정, 처분장 설계 등에 필요한 기본 자료로 활용된다. 사용후핵연료의 재활

용을 위한 탈피복 및 분말화 등에도 산화자료가 필요하다.

- 산화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온도, 수분, 첨가물, 산소 분압, 입자크

기, 결정립 크기, 밀도, 방사선, 대기 중에서의 경시, 물리적 파라미터 등이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산화거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온도의 영향과 건식 재

가공전환체에 함유되어 있는 불순물 중 고용체를 형성하는 성분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산화실험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구하였다.

• 산화진행속도를 평가하는 척도인 산화속도

• 산화의 용이성을 평가하는 활성화에너지

• 분말화, U3O8 상이 관찰되는 시간인 분말화 시간(PFT, Powder

Formation Time)

• 재료의 산화 저항도를 나타내는 산화유도시간(OIT, Oxidation Induction

Time)

(2) 산화실험

(가) 산화실험 관련 시험 규격

- ASTM E2402:05 : Standard Test Method for Mass Los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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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e Measurement Validation of Thermogravimetric Analyzers

(나) 실험장치 (그림 3.1.17 참조)

- 모델명 : TG 171, Analytic Technology Inc. Chan

- 온도범위 : 상온~1973 K

- 측정범위 : ~ 5 g, 22 cc

- 정밀도 : 1 μg

- 히터종류 : Kanthal Super 33

- 열전대 : Type K, B

(다) 실험재료

- 건식 재가공 산화물전환체의 산화거동에 미치는 고용체의 영향을 분

석하기 위해 고용체가 함유된 모의 핵연료를 이용하였으며, 연소도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연소도 3, 6, 12 at%의 사용후핵연료에 함유되어

있는 고용체를 함유한 모의 핵연료 (SS-1: 3 at%, SS-2: 6 at%, SS-4:

12 at%)를 이용하였다.

(라) 실험조건

- 온도범위: 573 ~ 873 K

- 수분: 0% (건조공기)

- 밀도: 95 ~ 96%

- 결정립 크기: 약 10 μm

- 시료: 모의 산화물전환체 (직경 : 8.4 mm, 두께 : 1.5 mm)

- 시료 무게: 800 mg

(마) 실험방법

- UO2 3몰이 O2 1몰과 반응하여 U3O8 1몰을 형성하면서 약 3.95 wt%

(810 g → 842 g)의 무게증가가 일어난다. 이처럼 산화과정 중에서 발

생하는 무게증가를 열질량분석기(TGA)를 이용하여 연속적으로 측정한

다.

- 온도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등온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한다.

- 상온에서 산화온도까지 상승기간 중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활성 기체를 공급하였고, 온도는 분당 50 ℃씩 올렸다. 각 시편의 무

게 및 분말화에 따른 표면적 편차를 줄이기 위해 시간에 따른 무게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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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초기무게로 나눈 자료를 이용하여 필요한 계산을 수행하였다. 시간

에 따른 무게증가와 초기무게와의 비를 그래프로 나타낸다.

- 실험 자료로부터 분말형성시간, 산화유도시간, 산화속도, 활성화 에너

지 등을 구한다.

- 시간, 온도 및 연소도에 다른 산화속도 등의 모델을 구한다.

그림 3.1.17. 열질량분석기의 개략도

(3) 실험 결과

(가) 산화물

- 그림 3.1.18은 산화실험 후 산화물과 표준 U3O8의 X선 회절결과이다.

산화물의 peak가 표준 U3O8의 peak와 잘 일치하여, U3O8의 형태로 완

전히 산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산화거동 관찰

- 그림 3.1.19는 모의 산화물전환체의 산화온도 별 시간에 따른 산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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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나타낸 것이다. 범례에서 숫자는 온도를 나타내며, SS-1은 3 at%,

SS-2는 6 at%, SS-4는 12 at%의 연소도에 해당하는 모의 산화물전환

체를 나타낸 것이다. 723 K까지의 온도범위에서는 산화반응 곡선이 UO2

→ U3O8 반응의 S자 형태 (sigmoidal)로서, 핵생성-성장의 반응 거동을

보이고 있다. 773 K 이상의 온도에서는 UO2 분말에서 일반적으로 관찰

되는 U3O7/U4O9 및 U3O8 형성이 중첩되는 parabolic 곡선 후 sigmoidal

반응곡선을 나타낸다. 따라서 723 K이하와 773 K이상에서의 산화 기구

가 다른 것으로 생각된다.

- 그림 3.1.20은 623 K와 723 K에서 UO2와 모의 산화물전환체의 산화

반응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연소도 3 at%에 해당하는 모의 산화물전환

체 SS-1이 가장 빨리 완전 산화가 되었으며, SS-2, SS-4의 순으로 완

전 산화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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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8. 산화 후 산화물의 XRD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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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9. 모의 산화물전환체의 산화온도별 시간에 따른 산화 분율

(Burn-up : SS1→3 at%, SS2→6 at%, SS4→12 at%)

(다) 산화유도시간(Oxidative Induction Time) 자료생산 및 모델 도출

- 그림 3.1.21은 온도 및 연소도에 따른 산화유도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온도가 증가할수록 산화유도시간은 지수 함수적으로 감소하며, 연소도

증가에 따라서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3.1.22는 산화유도시간을 Arrehenius 형태로 나타내기 위해 연소

도 별 산화유도시간을 절대온도의 역수로 나타내었다. 723 K이상에서는

Arrehenius 거동을 보이지 않아 673 K까지만 나타내었으며 이를 이용하

여 연소도 별 산화유도시간 모델을 온도의 함수로 나타내었다.

• 산화유도시간 모델 (온도 함수)

OITUO2 = 6.251×10
-8
e
10930/T

= 6.251×10
-8
e
90872/RT

, hr

OITSS1 = 3.293×10
-8 e11110/T = 3.293×10-7 e92369/RT, hr

OITSS2 = 2.016×10
-8
e
11580/T

= 2.016×10
-8
e
96276/RT

, hr

OITSS4 = 1.576×10
-8 e13450/T = 1.576×10-8 e111823/RT, hr

여기서 T는 절대온도, R은 기체상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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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0. 673 K 및 823 K에서 모의 산화물 전환체의 연소도별 시간에 따른 산화

분율 (Burn-up : SS-1→3 at%, SS-2→6 at%, SS-4→12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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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 연소도 별 온도에 따른 산화유도시간

UO2 = 6.251E-08e1.093E+01x

SS1 = 3.293E-08e1.111E+01x

SS2 = 2.016E-08e1.158E+01x

SS4 = 1.576E-09e1.345E+01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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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 절대온도 역수에 따른 산화유도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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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23은 온도별 산화유도시간을 연소도에 따라 나타내었다. 연소

도가 증가할수록 산화유도시간은 증가하며, 온도가 증가할수록 연소도에

따른 차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산화유도시간을 연소도

의 함수로 나타낸 모델이다.

• 산화유도시간 모델 (연소도 함수)

OIT623 = 0.142 B + 1.290, hr

OIT673 = 0.038 B + 0.394, hr

OIT773 = 0.0001 B + 0.126, hr

여기서 B는 연소도를 나타낸다.

OIT(623) = 0.142 B + 1.290
OIT(673) = 0.038 B + 0.394

OIT(773) = 0.0001 B +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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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3. 연소도에 따른 산화유도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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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분말화 시간(Powder Formation Time) 자료생산 및 모델 도출

- 그림 3.1.24은 연소도 별 온도에 따른 분말화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723 K까지의 온도범위에서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분말화 시간이 지수

함수적으로 감소하며,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일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소도가 증가함에 따라서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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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4. 온도에 따른 분말화시간

- 그림 3.1.25는 분말화 시간을 Arrehenius 형태로 나타내기 위해 연소

도 별 산화유도시간을 절대온도의 역수로 나타내었다. 723 K이상에서는

Arrehenius 거동을 보이지 않아 673 K까지만 나타내었으며 이를 이용

하여 연소도 별 분말화 시간 모델을 온도의 함수로 나타내었다.

• 분말화 시간 모델 (온도 함수) :

PFTUO2 = 6.444×10
-8 e10810/T = 6.444×10-8 e89874/RT, hr

PFTSS1 = 2.737×10
-8 e11320/T = 2.737×10-8 e94114/RT, hr

PFTSS2 = 1.187×10
-8 e12000/T = 1.187×10-8 e99768/RT, hr

PFTSS4 = 5.749×10
-9 e12810/T = 5.749×10-9 e106502/RT, hr

여기서 T는 절대온도, R은 기체상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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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2 = 6.444E-08e1.081E+01x

SS1 = 2.737E-08e1.132E+01x

SS2 = 1.187E-08e1.200E+01x

SS4 = 5.749E-09e1.281E+01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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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5. 절대온도 역수에 따른 분말화시간

- 그림 3.1.26은 온도 별 분말화 시간을 연소도에 따라 나타내었다. 연

소도가 증가할수록 분말화 시간은 증가하며, 온도가 증가할수록 연소도

에 따른 차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모델은 분말화 시간을

연소도의 함수로 나타낸 것이다.

• 분말화 시간 모델 (연소도 함수) :

PFT623 = 0.170 B + 1.438, hr

PFT673 = 0.058 B + 0.380, hr

PFT723 = 0.007 B + 0.142, hr

여기서 B는 연소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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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T(623)= 0.170 B + 1.438
PFT(673)= 0.058 B + 0.380
PFT(773)= 0.007B +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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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6. 연소도에 따른 분말화 시간

(마) 산화속도 자료생산 및 모델 도출

- 그림 3.1.27은 연소도 별 온도에 따른 산화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산

화속도는 완전 산화의 약 50% 산화된 시점에서 가장 빠르게 나타나므

로 이때의 산화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산화속도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73 K 이상에서는 온도에 따른 산화속도

의 상승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3.1.28은 산화속도를

Arrehenius 형태로 나타내기 위해 연소도 별 산화속도를 절대온도의 역

수로 나타내었다. 723 K이상에서는 Arrehenius 거동을 보이지 않아 673

K까지 범위에서 연소도 별 산화속도 모델을 온도의 함수로 나타내었다.

• 산화속도 모델 (온도 함수) :

RateUO2 = 2.860×10
9 e-11920/T = 2.860×109 e-99103/RT, %/hr

RateSS1 = 3.619×10
9 e-12010/T = 3.619×109 e-99851/RT, %/hr

RateSS2 = 4.915×10
9 e-12340/T = 4.915×109 e-102595/RT, %/hr

RateSS4 = 6.981×10
9 e-13030/T = 6.981×109 e-108331/RT, %/hr

여기서 T는 절대온도, R은 기체상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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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7. 연소도별 온도에 따른 산화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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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8. 절대온도 역수에 따른 산화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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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29는 온도 별 산화속도를 연소도에 따라 나타내었다. 연소도

가 증가할수록 산화속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도가 증가할

수록 연소도에 따른 차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모델은 산

화속도를 연소도의 함수로 나타낸 것이다.

• 산화속도 모델 (연소도 함수) :

Rate623 = -0.174 B + 4.188, hr

Rate673 = -0.603 B + 14.57, hr

Rate723 = -1.380 B + 52.33, hr

여기서 B는 연소도를 나타낸다.

(바) 활성화에너지 계산 및 모델도출

- 그림 3.1.30은 연소도에 따른 활성화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최대 산

화속도를 나타내는 약 50% 산화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활성화에너

지와 분말화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활성화에너지를 연소도에 따라 나

타냈다. 연소도가 증가할수록 활성화에너지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연소도가 증가할수록 산화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 활성화에너지 모델 (연소도 함수) :

Ea50% = 0.8029 B + 98.255, kJ/mol

EaPFT = 1.3991 B + 90.240, kJ/mol

여기서 B는 연소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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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9. 연소도에 따른 산화속도

Ea(50%) = 0.8029x + 98.255
Ea(PFT) = 1.3991x + 90.240

80

90

100

110

120

0 3 6 9 12 15

Burn-up, at%

A
ct

iv
at

io
n 

E
ne

rg
y,

 k
J/

m
ol

50%
PFT

그림 3.1.30. 연소도에 따른 활성화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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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분열 생성물 종류에 따른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기계물성 평가

- 핵연료의 기계적 물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온도, 응력, 조성, 기공도 그리고

결정립 크기 등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핵연료의 기계적 물성은 핵연료의 열적 물성

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핵연료는 조사 동안에 핵분열생성물에 의한 팽창

(swelling)으로 야기되는 내부응력, 열응력 그리고 열팽창 차이 등으로 인하여 상당

한 작용응력을 받는다. 이러한 작용응력에 대한 핵연료의 기계적 물성에 따라 전반

적으로 핵연료봉의 성능이 좌우된다.

- 응력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연료의 부피변화에 의해 피복관에 전달되는 응력이

다. 이 응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연료봉 내에 void volume을 만드는

것으로, 연료의 팽창을 내부적으로 수용하여 피복관 변형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극

한 상황에서 피복관에 접촉한 핵연료가 피복관에 일정 응력을 가하기 전에 핵연료의

변형이 보다 용이하게 서서히 일어나게 하는 것이 크리프 거동이다. 크리프는 일정

응력 하에서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일종의 영구변형이다.

- 핵연료는 조사 동안에 고온의 상태에 있으므로, 핵연료가 일정 기간 동안에 그 형

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장전 길이의 하중에 변형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정

도의 항복응력과 탄성계수를 가져야 한다. 특히 온도에 따른 항복응력과 탄성계수의

변형은 노내에서의 핵연료 거동에 매우 중요하다.

- 여기에서는 모의 산화물 전환체를 사용하여 연소도에 따른 핵분열생성물의 생성량

을 모사한 산화물전환체를 제조하여 크리프, 항복응력 및 탄성계수를 측정하여, 특성

에 맞는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가. 크리프 측정 및 특성 모델 개발

연소도에 따른 핵연료의 반경방향의 응력성분 증가는 피복관에 높은 원주응력을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연료-피복관 상호작용은 소성변형을 상당히 야기시켜 피복관

의 파손을 유도할 수 있다. 피복관에 가능한 한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 핵연료의 고

온 크리프 거동은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크리프 거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온도 및 응력의 영향과 건식 재가공전환체에 함유되어 있는 불순물 함량에 따른 영

향을 분석하기 위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크리프 실험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구하였다. 크리프 변형량은 순간변형(instantaneous strain)을 제한 후 3%로 하였다.

• 응력 및 온도에 따른 정상상태 크리프 변형속도 측정

• 천이응력(transition stress) 및 응력지수에 따른 크리프 변형 구간 및 율속

메커니즘 분석

• 율속 메커니즘에서의 크리프 활성화에너지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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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료 제조 및 실험 방법

- 시료 제조

건식 재가공 산화물전환체의 크리프 거동에 미치는 고용체의 영향을 분석

하기 위해 고용체가 함유된 모의 핵연료를 이용하였으며, 연소도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연소도 3, 6, 12 at%의 사용후핵연료에 함유되어 있는 고용체

를 함유한 모의 핵연료 (SS-1: 3 at%, SS-2: 6 at%, SS-4: 12 at%) 를 이

용하였다. 시료의 무게는 약 5 g, 직경은 8.20±0.1 mm, 길이는 8.80±0.1

mm 결정립 크기는 약 10 ㎛였다. 산화물전환체의 평균 소결밀도는 95～

96%T.D.이다.

- 실험 방법

온도에 따른 크리프 변형속도를 구하기 위해 두 가지 온도(1773 K, 1973

K)에서 수행하였다. 일정 온도에서 응력에 따른 크리프 변형속도를 구하기

위해 응력을 변화시켰다(10~80 MPa). 실험온도까지 시료의 O/U 비 증가 그

리고 텅스텐 발열체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소 기체를 계속 흘려주었

으며, 가열속도는 분당 20 ℃로 하였다.

각각의 시험에서 정상상태 크리프 변형속도, ε̇(1/sec)는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ε̇ =
ΔL/t
L

여기서 L은 초기 시료길이(mm), ΔL은 t시간 이후의 시료길이 변화(mm),

t는 시험 시간(sec)이다.

크리프 측정 장치는 그림 3.1.31에 나타내었으며, 압축크리프 시험으로 원자

로에서의 크리프 변형을 가장 잘 모사한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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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 크리프 시험 장치 개략도

(2) 실험 결과

실험 자료로부터 정상상태 크리프 변형속도, 천이응력, 응력지수 그리고

활성화에너지 등을 구하였다. 천이응력에 따른 응력지수 및 활성화에너지에

따른 크리프 변형속도의 모델을 구하였다.

- 크리프 변형속도

그림 3.1.32과 그림 3.1.33에 각각 온도 1773 K와 1973 K에서 응력에 따른

크리프 변형속도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도 1773 K에서

는 첨가량 증가(즉 SS-1에서 SS-4로 갈수록)에 따라 크리프 변형속도는 감

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 UO 
 SS   SS   SS ). 반면에 1973 K에서

는 첨가량이 많이 증가하면 크리프 변형속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 SS   SS   SS (UO 
는 중간에 다른 기울기로 존재함)]. 이는 온도 증

가에 따라 SS 첨가량이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고온으

로 갈수록 고용체를 형성하는 산화물 성분의 일부가 금속으로 석출되어 고

용경화의 효과가 감소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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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2. 1773 K에서의 응력에 따른 크리프 변형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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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3. 1973 K에서의 응력에 따른 크리프 변형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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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이응력,  및 응력지수, 

표 3.1.7에 온도에 따른 천이응력 및 응력지수를 나타내었다. 첨가량에 관

계없이 천이응력은 온도 1773 K에서는 약 60 MPa, 그리고 온도 1973 K에

서는 약 30 MPa로 나타났다. 또한 천이응력에 따라 각각의 구간에서 구한

응력지수로부터 저응력 구간에서는 확산 크리프가 그리고 고응력구간에서는

전위상승 크리프가 율속기구로 나타났다.

천이응력, (MPa) 응력지수, 

1773 K 1973 K 1773 K 1973 K

UO2 59 31 2.73 8.24 1.43 4.78

SS-1 65 32 2.00 6.19 0.82 3.64

SS-2 56 34 1.26 5.96 0.56 5.37

SS-4 51 28 0.78 5.77 0.41 4.66

표 3.1.7. 온도에 따른 천이응력 및 응력지수

- 크리프 활성화에너지

천이응력 미만 및 초과하는 응력(25.4 MPa 및 68.7 MPa)에서 온도에 따른

크리프 활성화에너지, 를 구하여 표 3.1.8과 그림 3.1.34와 그림 3.1.35에 각

각 나타내었다. 크리프 활성화에너지는 저응력구간에서 약 95 kcal/mole, 그

리고 고응력 구간에서 약 130 kcal/mole로 나타났다. 저응력 구간에서는

SS-2의 활성화에너지가 작게 나타났으며, 고응력구간에서는 SS-4의 활성화

에너지가 작게 나타났다.

크리프 활성화에너지 (kcal/mole)

응력 : 25.4 MPa(<) 응력 : 68.7 MPa(>)

UO2 96.5 125.8

SS-1 92.8 128.9

SS-2 84.6 128.5

SS-4 95.6 116.5

표 3.1.8. 천이응력 미만 및 초과 응력에서의 크리프 활성화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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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4. 25.4 MPa에서의 온도에 따른 크리프 활성화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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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5. 68.7 MPa에서의 온도에 따른 크리프 활성화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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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크리프 변형속도 모델 식

모의 산화물전환체의 첨가량에 따른 응력지수와 크리프 활성화에너지를

구하였으며, 크리프 변형속도 모델식을 다음과 같이 온도의 함수로 나타내었

다.

- UO2인 경우

UO  A∼expkcalmoleRT
B∼exp kcalmoleRT

- SS-1인 경우

SS A∼expkcalmoleRT
B∼exp kcalmoleRT

- SS-2인 경우

SS A∼expkcalmoleRT
∼exp kcalmoleRT

- SS-4인 경우

SS A∼expkcalmoleRT
B∼exp kcalmoleRT

나. 항복응력 측정 및 특성 모델 개발

다결정 산화물 핵연료는 용융점의 1/2 미만(T <1300 ℃)의 온도에서 주로 취

성을 갖는다. 취성 물질은 소성변형이 거의 없으므로, 응력을 가할 때 Hooke의

법칙을 따른다. 즉 응력이 제거되면 변형(strain)은 없어진다.

  E 
여기서 는 작용 응력(N/m2), 는 변형량 그리고 E는 탄성계수(m2/N)이다.

응력이 임계값을 초과하면 재료는 파괴되며, 탄성이 없으므로 취성파괴(brittle

fracture)라 하며, 이 임계응력을 파괴응력이라 한다. 온도가 충분히 높은 경우,

UO2와 같이 통상적인 취성 재료에서도 파괴가 일어나기 전에 어느 정도의 소성

변형이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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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6에 전형적인 응력-변형 곡선을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선형 부분이 탄

성 거동 구간으로, 기울기가 탄성계수이다. 그림에서 점 C가 항복점(yield point)

이다. 온도가 증가할수록 탄성계수는 감소하는데, 이는 격자점의 원자의 thermal

fluctuation의 진폭 증가에 의해 탄성변형이 쉽기 때문이다.

그림 3.1.36. 전형적인 응력-변형 곡선

(1) 시료 제조 및 실험 방법

- 시료 제조

건식 재가공 산화물전환체의 항복응력 및 이에 따른 탄성계수에 미치는

고용체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고용체가 함유된 모의 핵연료를 이용하였으

며, 연소도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연소도 3, 6, 12 at%의 사용후핵연료에

함유되어 있는 고용체를 함유한 모의 핵연료 (SS-1: 3 at%, SS-2: 6 at%,

SS-4: 12 at%)를 이용하였다.

모의 산화물전환체 시료의 크기는 직경이 8.30±0.1 mm, 길이가 2.0±0.1 mm

이며, 무게는 1.2±0.1 g, 시료의 소결밀도와 결정립크기는 각각 95~96%T.D.

와 약 10 μ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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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방법

항복응력 측정은 그림 3.1.37에 도시한 바와 같은 3등분점 굽힘시험 측정

시험기(경성시험기, Model : KST-02S)를 이용하였으며, 온도는 상온에서

1273 K까지 수행하였다. 시료의 O/U 비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소분위

기 하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각각의 시험에서 항복응력, 는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b h
FL

여기서 F는 파단시 하중(kg), L은 지간 거리(mm), b는 시편의 폭(mm), 그

리고 h는 시편의 높이(mm)이다.

`
Sample

Data Acquisiton

Vacuum Pump

Heater

Gas in Power Supply 
& Controller

Gas out

Pressure Gage

Thermocouple

Load

그림 3.1.37. 굽힘시험기 개략도(3등분점)

(2) 실험 결과

첨가량 및 온도 변화에 따른 항복응력을 그림 3.1.38에 나타내었다. 그림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온도가 증가할수록 항복응력은 선형적으로 감소하고 첨가

량이 증가할수록 항복응력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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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8. 온도에 따른 항복응력

(3) 항복응력 모델 식

모의 산화물전환체의 항복응력() 모델식을 온도()의 함수로 구하여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내었다.

• UO2의 경우 : UO  T (kg/mm2)
• SS-1인 경우 : SS T (kg/mm2)
• SS-2인 경우 : SS T (kg/mm2)
• SS-4인 경우 : SS T (kg/mm2)

다. 탄성 계수 측정 및 모델 식

탄성계수, E는 Hooke의 법칙에서 기울기로 다음 식과 같이 구한다.

E  


여기서 는 작용 응력(kg/mm2), 는 변형량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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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료 제조 및 실험방법

탄성계수 측정용 시료와 실험방법은 앞에서 기술한 항복응력 측정과 동일

하다.

(2) 실험결과

그림 3.1.39에 온도에 따른 탄성계수를 조성별로 나타내었다. 탄성계수는

온도증가에 따라 감소하였으며, 첨가량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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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9. 온도에 따른 탄성계수

(3) 탄성계수 모델 식

모의 산화물전환체의 첨가량에 따른 탄성계수를 항복응력과 변형량 간의

기울기로부터 구하여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내었다.

• UO2의 경우 : EUO  T (kg/mm2)
• SS-1인 경우 : ESS T (kg/mm2)
• SS-2인 경우 : ESS T (kg/mm2)
• SS-4인 경우 : ESS T (kg/m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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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용체 원자가에 따른 재가공 산화물전환체 물성 평가

가. 열팽창 측정 및 모델개발

(1) 열팽창 측정 관련 시험 규격

- KS M ISO 11359-2 : 플라스틱-열기계 분석(TMA)-제2부: 선 열팽창

계수와 유리 전이 온도의 측정

- ASTM E831 : Standard Test Method for Linear Thermal Expansion of

Solid Materials by Thermomechanical Analysis

- ISO/DIS 11359-3 : Plastics-Thermomechanical Analysis(TMA)

(2) 실험장치 (그림 3.1.40 참조)

- 모델명 : TMA-16/18(SETARAM, France)

- 온도범위 : 상온~1973 K

- 승온속도 : 최대 100 K/min.

- 측정범위 : 30 mm(L), 8.5 mm(D)

- 분해능 : 0.2 nm

(3) 실험재료

- 실험 재료는 열팽창에 미치는 고용체 원자가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원

자가가 다른 핵분열 생성물을 UO2에 첨가하여 모의 핵연료 제조공정에 따라

소결체를 제조하여 실험하였다. 핵분열 생성물의 종류는 +3가의 Nb, +4가의

Ce, +5가의 Nd 불순물을 첨가하였으며, 첨가물의 양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해 연소도 30,000, 60,000 및 120,000 MWd/tU 사용후핵연료에 해당하

는 고용체의 양을 첨가하여 모의 산화물전환체 소결체를 제조하였다.

(4) 실험방법

- 열팽창 측정 시험을 위하여 불활성 분위기에서 시편을 승온시키기 전에

가스의 흐름, 전기의 흐름 등과 같은 변화에 장비의 안정화를 위하여 30분간

유지시켰다. 분당 5 ℃의 승온 속도로 1500 ℃ 까지 가열하였으며, 1500 ℃

에서 1시간 유지시킨 후 분당 5 ℃의 냉각 속도로 상온까지 냉각시켰다. 온

도 상승에 따른 시편의 열팽창을 push rod를 통해 LVDT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실험 중 고온에서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순도 알곤

(99.999 %) 분위기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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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0. 열팽창 측정기 및 개략도 (Thermo-Mechanical

Analyzer, TMA)

(5) 실험 결과

- 그림 3.1.41은 Ce 및 Nd 함유 모의 재가공 산화물전환체와 UO2의 온도에

따른 열팽창 특성을 초기 길이에 대한 길이 변화의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

다. 여기서 Ce 1, Ce 2, Ce 4 및 Nd 1, Nd 2, Nd 4의 연소도 30,000, 60,000

및 120,000 MWd/tU 사용후핵연료의 모의 산화물전환체를 나타낸 것이다.

Ce 및 Nd 함유 모의 산화물전환체의 열팽창이 순수 UO2의 경우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불순물 함량이 많을수록 열팽창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순물로 인해 결합력이 약해져서 열팽창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4가의 고용체를 형성하는 Nd 함유 산화물전환체의 열팽창이 4가의

고용체를 형성하는 Ce 함유 산화물전환체의 열팽창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이로부터 4가의 고용체를 형성하는 Ce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가 3가의 고용

체를 형성하는 Nd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보다 결합력이 약할 것으로 추정된

다.

- 본 연구에서 측정한 열팽창 자료로부터 다음과 같은 열팽창 모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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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 함유 모의 재가공 산화물전환체의 열팽창 (온도 함수) :

dL/L (%) : 1.199×10-7 T2 + 1.002×10-3 T - 0.344 (Ce 1)

dL/L (%) : 1.107×10-7 T2 + 1.050×10-3 T - 0.352 (Ce 2)

dL/L (%) : 1.003×10-7 T2 + 1.130×10-3 T - 0.376 (Ce 4)

• Nd 함유 모의 재가공 산화물전환체의 열팽창 (온도 함수) :

dL/L (%) : 1.249×10-7 T2 + 0.955×10-3 T - 0.329 (Nd 1)

dL/L (%) : 1.452×10-7 T2 + 0.915×10-3 T - 0.317 (Nd 2)

dL/L (%) : 1.715×10-7 T2 + 0.905×10-3 T - 0.307 (Nd 4)

여기서 dL은 온도변화에 따른 길이변화(mm), L은 초기길이(mm), T는 절

대온도(K)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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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1. Ce, Nd 함유 모의 산화물 전환체 및 UO2의 열팽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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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온도에 따른 순간 열팽창계수, α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여기서 T는 온도(K), LT는 온도 T에서의 길이(mm), L298은 온도 298 K에서

길이(mm)를 나타낸다.

- 그림 3.1.42과 3.1.43은 각 온도에서의 순간 열팽창계수를 나타낸 것으로

온도 증가에 따라 증가하였다. 본 연구의 열팽창 데이터로부터 열팽창 및 순

간 열팽창계수 모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Ce 함유 모의 산화물전환체의 순간 열팽창계수 모델 :

α (K-1) = 2.149×10-4 T + 0.869 (Ce 1)

α (K-1) = 1.864×10-4 T + 0.948 (Ce 2)

α (K-1) = 1.598×10-4 T + 0.105 (Ce 4)

• Nd 함유 모의 산화물전환체의 순간 열팽창계수 모델 :

α (K-1) = 2.359×10-4 T + 0.804 (Nd 1)

α (K-1) = 2.225×10-4 T + 0.818 (Nd 2)

α (K-1) = 2.358×10-4 T + 0.843 (Nd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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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2. Ce 함유 모의 산화물전환체의 순간 열팽창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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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3. Nd 함유 모의 산화물전환체의 순간 열팽창계수

- 열팽창 실험 전체 온도 범위에서 평균 열팽창계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L298은 298 K에서, L1773은 1773 K에서의 길이(mm)를 나타낸다.

- 본 연구로부터 Ce 함유 모의 산화물전환체 Ce 1, Ce 2, Ce 4의 평균 열팽

창계수로 1.212×10-5 K-1, 1.246×10-5 K-1 및 1.314×10-5 K-1를 구하였으며,

Nd 함유 모의 산화물전환체 Nd 1, Nd 2, Nd 4의 평균 열팽창계수로

1.172×10-5 K-1, 1.179×10-5 K-1 및 1.233×10-5 K-1를 구하였다.

- 열팽창에 따른 밀도변화는 다음의 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여기서 ρ(T)와 ρ(298)은 온도 T와 298 K에서의 밀도(g/cm
3
), LT와 L298은

온도 T와 298 K에서 길이(mm)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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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44, 3.1.45는 열팽창에 따른 밀도변화를 나타낸 것으로서, 불순물

의 함량이 많을수록 밀도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온도가 1500 ℃까지 증가함

에 따라 Ce-1, Ce-2, Ce-4의 밀도는 초기밀도의 94.82%, 94.68%, 94.40% 까

지 줄어들었으며, Nd-1, Nd-2, Nd-4의 밀도는 초기밀도의 94.98%, 94.96%,

94.73% 까지 줄어들었다.

- 본 연구로부터 온도변화에 따른 밀도변화를 다음과 같이 2차 다항식의

모델로 제시한다.

• Ce 함유 모의 산화물전환체의 열팽창에 의한 밀도변화 :

ρ(T)/ρ(298) = -2.610×10-9 T2 - 3.083×10-5 T + 1.010 (Ce 1)

ρ(T)/ρ(298) = -2.297×10-9 T2 - 3.230×10-5 T + 1.011 (Ce 2)

ρ(T)/ρ(298) = -1.881×10-9 T2 - 3.476×10-5 T + 1.011 (Ce 4)

• Nd 함유 모의 산화물전환체의 열팽창에 의한 밀도변화 :

ρ(T)/ρ(298) = -2.820×10-9 T2 - 2.938×10-5 T + 1.010 (Nd 1)

ρ(T)/ρ(298) = -3.401×10-9 T2 - 2.824×10-5 T + 1.010 (Nd 2)

ρ(T)/ρ(298) = -4.091×10-9 T2 - 2.803×10-5 T + 1.009 (Nd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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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4. Ce 함유 모의 산화물전환체의 밀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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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5. Nd 함유 모의 산화물 전환체의 밀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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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건식 재가공 금속전환체의 물성 특성 모델 개발

1. 모의 금속전환체 제조기술 분석 및 표준확립

가. 금속연료의 특성

금속 연료는 세라믹 연료에 비해, 연료의 용융점이 낮으므로 냉각재 출구온도

를 높일 수 없어 원자로 효율의 저하 가능성이 있으며, 조사(irradiation) 시키면

연료의 부피팽창(swelling)이 크고, 플루토늄(Pu)을 첨가하면 용융점이 저하되며,

연료와 피복관과의 공정(eutectic) 등의 단점으로 인하여 현행의 원자력연료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금속 연료는 근본적으로 연료밀도가 높으며, 열

전도성도 우수하며, 플루토늄 재활용에 의한 첨가에 따른 용융점 저하는 지르코

늄(Zr) 첨가에 의해(U-Pu-Zr 합금연료), 그리고 연료의 조사에 의한 부피팽창도

연료의 smear density를 조정하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외에 재처리도 기존의 방법에 비해 콤팩트 시킬 수 있어, 우라늄 연료제조가

동일 시설에서 일체화가 가능하며, 미세 조직의 균질성면에서도 산화물이나 질

화물에 비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금속 연료주기에서는 Pu를 순수한 형태로 추출하거나 취급하는 공정이 없어

핵확산 민감성에 강한 저항성이 있다. 합금연료(U-Pu-Zr)에는 넵투늄(Np), 아메

리슘(Am), 퀴륨(Cm) 등의 MA(Minor Actinide)와 희토류(RE ; Rare Earth)가

기본적으로 함유되어 있다(U-Pu-Zr-MA-RE). MA와 RE가 다량으로 모재

(matrix)에 함유된 경우에는 공존하는 상이 완전히 분리하여 모재(U-Pu-Zr)와

혼합되지 않는 반면에, MA와 RE의 양이 수 % 이내로 함유된 경우에는 MA와

RE가 공존하는 상이 석출되지만 매트릭스 중에 균질하게 분산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그림 3.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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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U-Pu-Zr-5MA-5RE합금의 미세조직 사진

이러한 원소의 회수와 단수명 핵분열생성물로의 변환은 고준위 폐기물 저장의

장기간 위험성을 줄일 수 있어 원자력에너지를 좀 더 매력적으로 할 수 있다.

RE가 함유되는 이유는 RE의 염화물 생성 자유에너지가 악티나이드의 염화물의

값에 가까워서 파이로프로세싱의 용융염 전해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혼입된다. 즉,

소량의 불순물 혼합이나 소멸처리를 고려한 경우의 RE 원소의 혼입 등 연료 조

성의 허용도가 세라믹 연료에 비해 큰 만큼 제조도 용이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금속합금 연료는 차세대 연료로써 강력한 선택방안으로 고

려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위와 같은 사항을 근거 하여 금속연료의 제조기술을

조사․비교분석하여 표준 제조 방법을 수립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MA의 대체물

질을 조사하여, 향후 표준 제조방법을 확립하고자 한다.

나. 금속연료 제조법의 종류 및 장단점

EBR-1 연료 제조가 용융주조법으로 이루어진 관계로, 현재의 우라늄 합금 연

료의 제조는 원심주조를 비롯한 다양한 용융주조법(melting & casting method)

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PM법(Powder Metallurgy method)이 눈부시게

발달하고 있으며, 일부 금속합금 연료 제조법에 대한 적용이 연구되고 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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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MA 및 RE가 함유된 금속합금 연료의 제조는 주조법과 PM법의 혼합 방식에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금속합금 연료를 구형입자로 제조하여 피복관에 충전하

는 방법도 보고되고 있다.

여기서는 주조법, PM법 그리고 기타 제조법을 상호 비교․조사하였으며, 원격

기기의 발달과 함께 금속합금연료의 제조방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공정의 단순성

원자로에서 나온 지 수 주일 지난 조사된 합금연료도 원격취급이 용이하도록

제조공정이 가능한 한 단순하여야 한다.

- 제품의 생산성

다원계의 금속(U-Pu-Zr-MA-RE)을 제조할 경우, 특히 모재(matrix) 내에서의

MA와 RE의 혼합성 및 용해성(Am & RE의 편석) 그리고 휘발성(Am의 휘발)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제조법을 개발하여야 양호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또한

가공률을 제어할 수 있다.

- 피복관과의 양립성

연료의 부피팽창에 따른 연료와 피복관 간의 상호작용(FCI, Fuel Cladding

(mechanical & chemical) Interaction)을 개선하기 위하여 smear density를

75%(자유 공간 ; 25%)로 낮추거나 연료 내에서 방출된 핵분열생성물의 자체 격

납 및 직경 변화율의 감소를 위한 기공 형성 또는 연료와 피복관 간의 barrier의

수용이 가능한 가를 분석한다.

- 방사성 폐기물 발생

금속합금 연료는 사용후연료의 재활용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소멸이 목적

이므로, 가능한 한 금속합금 연료의 제조에 따른 방사성 폐기물의 생성량이 작아

야 한다.

(1) 용융주조(melting & casting)법

일반적인 주조 공정에 의해 생산된 주괴(ingot)에서 금속연료를 가공하기 위

해서는, 가공하기 쉽게 가열하여야 하며, 원하는 크기로 만들기 위한 대규모 압

출 프레스가 필요하며, 이러한 공정의 추가 여부에 따라 시설 확장이 요구된다.

또한 금속연료를 압연(rolling)과 압출(extruding)할 경우, 열적 사이클 효과에 바

람직하지 않은 금속연료의 집합조직이 발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일반적인 주조법에 의한 금속연료의 가공에 대한 기술성 및 경제성은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의 주조법과는 달리 새로운 주조법이 나타났다. 즉

일반적인 주조법에서는 제조가 곤란한 형상의 것, 표면 정도가 높은 것, 재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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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고 안정한 강도를 특히 필요로 하는 것 등의 주조에는 각각 그에 맞는 특

수 주조법이 행해지고 있다. 특주 주조법에는 원심주조법, 진공주조법, 저압주조

법, 중력주조법, 연속주조법 등이 있으며, 이러한 주조법 중에서 EBR-II 연료의

주조법인 사출주조법에 대해 간략히 기술한다.

- 사출 주조법(injection casting method)

이 방법에 의한 EBR-II 연료봉 제작은 백업공정(backup process)으로 고

려된 원심주조법과 함께 1956년 말에 개발되기 시작되었다. 용융정련 공정

의 개발에서 샘플링 경험에 근거하여 석영, 고순도 실리카 유리 또는 흑연

몰드의 사용이 제안되었다. 우라늄 및 합금 용탕의 샘플을 보로실리케이트

유리나 실리카 관에서 응고시켜 직경이 작고 표면이 매끄러운 우라늄 제품

을 만들었다. U-Zr 합금이나 U-Pu-Zr 합금으로 시작되는 금속합금연료 제

조에서는 EBR-II의 노심연료나 시험연료의 제조에 적용된 이 방법에 의한

실적이 가장 풍부하다. 이 방법은 설비가 콤팩트(compact) 하고, 조업순서가

단순하며, 단시간에 다수의 연료 슬러그(slug)의 주조가 가능하다는 등의 장

점을 갖는 반면에, 파괴된 주형이 방사성 폐기물이고, 양단을 절단하는 등 1

뱃치당 가공률이 나쁘다는 등의 단점도 있다. 이와 같은 단점 중에서 주형

이 폐기물로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료 성분의 하나인 Zr으로 만든

주형에 연료합금을 주입, Zr을 취부한 상태 그대로를 연료 슬러그로 하여

피복관에 장전하는 연료개념이 시도되었다. 몰드인 Zr관의 두께는 약 0.2

mm이므로 연료 슬러그 전체의 Zr 함량을 통상의 10 wt%로 유지시키기 위

하여 주입 연료합금의 Zr 농도는 3 wt%로 하였다. 이 방법으로 28 개의

U-Zr 연료와 12 개의 U-Pu-Zr 연료가 성공적으로 주조되어, EBR-II 에서

조사시험이 수행되었다. 이 연료개념에서는 바깥쪽의 Zr 층이 연료-피복관

상호작용(FCCI)에 대한 barrier로 작용하는 것도 기대되었다. 그러나 2 at%

까지의 조사(照射)결과, Zr 층의 일부가 파손되어 barrier로서의 신뢰성은 낮

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2) 용융 및 PM (melting & PM) 혼합법

- 선PM-후주조 (PM-melting)법

MA와 RE를 함유한 소멸처리 실증시험용 연료(U-19%Pu-10%Zr-5%

MA-5%RE) 제조에서는 U-Pu-Zr-MA 합금 분말과 RE 합금 분말을 우선

기계적으로 혼합한 후, 이트리아 제의 주형에 충전하여, 이것을 용해-응고시

키는 것으로, 길이가 작은 연료 슬러그 제조에 이 방법을 적용한다. 이와 같

은 방법을 택한 이유는 RE와 U-Pu-Zr 모재와의 상호 용해도가 작고, 그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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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중도 다르므로, 단순한 용해로는 균질한 U-19Pu-10Zr-5MA-5RE 합금

이 얻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 선 melting-후 PM(melting-PM)법

하나로(Hanaro) 금속합금 연료인 U-Si를 용융 및 구상화(melting &

atomizing)하여 원하는 직경의 구형의 U3Si 분말을 선별한 후, 여기에 Al 분

말을 첨가하여 혼합 및 성형하여 연료 심재(fuel meat)를 만든다.

(3) PM 법(Powder Metallurgy method)

PM의 시작물질은 분말이다. PM은 원하는 형태로 가공이 용이하고, 작은 칫

수의 제품에 용이하여 소량 다품종 생산에 적합한 기술이다. 특히 기계적 혼합

(mechanical mixing)의 기술개량으로 인하여 다 성분의 재질을 갖는 제품의 제

조가 가능하며, 밀링 등의 미분쇄 공정의 도입으로 인하여 분말을 미분쇄시킬 수

있어, 다성분의 제품 제조시에 균질성이 양호하며, 또한 이러한 이유로 편석 등

이 용이한 재료에 더욱 적합한 기술로 알려져 있다.

PM 기술은 대부분의 금속 분말, 특히 단열 금속(refractory metal)의 제품

제조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PM 기술은 기본적으로 제품 내에 기공이 존

재하며, 원하는 기공의 크기를 만들고자 할 때는 적절량의 기공형성제의 첨가가

가능한 기술이다. 따라서 PM 기술은 세라믹 원자력연료의 제조에 대부분 도입

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속연료인 경우, 지금까지는 용융에 의한 주조 기술이 대

세를 이루고 있지만, 향후 PM 기술이 접목될 경우, PM 기술에 의한 금속연료

제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소멸처리용 연료를 제조할 경우, 제품이

다성분을 이루므로 이러한 합금연료를 제조할 경우, PM 기술이 적합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연료의 부피팽창을 수용할 수 있는 연료 내의 기공 크기 및 그 분

포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PM 기술을 이용하여 금속합금연료 제조에 대한 실적은 아직은

미비한 실정이다. PM 기술을 이용한 금속합금연료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한다.

- U-10wt%Zr 금속합금 연료 제조

U-10wt%Zr 금속합금 연료는 ANL(Argonne National Lab.)에서 개발한

IFR(Integral Fast Reactor)의 합금 연료이다. McDeavitt & Solomon은 이

합금연료를 용융에 의한 주조법보다는 PM 법을 이용하여 제조하고자 하였

다. 이들은 구형의 U 금속분말(크기 ; 177 ㎛)에 Zr 분말(크기 ; 44 ㎛)을 일

정 비율 계량하여 첨가한 후 기계적으로 혼합한다. 혼합된 금속합금 분말은

11200 kg/cm
2
의 고압으로 성형한 성형체(직경 ; 7.4 mm)의 밀도는

80%T.D. 이상의 높은 밀도를 얻는다. 성형압이 높은 이유는 U 금속구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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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나 크기 때문에 쉽게 변형되지 않으므로, U 금속 구 주위의 Zr을 변형시

키기 위하여 필요하다. 소결은 진공 분위기하에서 2 단계의 온도와 시간

(1100 ℃에서 0.5 시간, 1200 ℃에서 6 시간)으로 수행한다. 1100 ℃에서 일

정시간 소결하면 소결 및 혼합은 이루어지나, 장시간 소결하여도 기공이 완

전히 닫히지 않으며, 2단계로 소결하는 것은 순수 U 금속의 용융점이 1130

℃이므로, 소결온도를 바로 1200 ℃로 올릴 경우, 혼합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렵다. U-10wt%Zr에서 합금의 고상선 온도는 약 1250 ℃이어서 합금연료

는 용융되지 않는다. 이 방법으로 소결할 경우, 합금의 소결밀도는 >

92%T.D. 이다.

- U-60wt%Zr 금속합금 연료 제조

U-60wt%Zr 금속합금 연료는 KAERI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에서 개발한 HYPER(Hybrid Powder Extraction Reactor)의 합금

연료이다. B.S. Lee 등은 이 금속연료를 PM 법으로 제조하였다. 이들은 원

심주조에 의해 생성된 U 구형 분말(크기 ; 55 ㎛)에 H-DH

(Hydride-DeHydirde) 공정으로 제조한 Zr 분말(크기 ; 60 ㎛)을 일정 비율

첨가하여 혼합하였다. 혼합은 75rpm으로 회전하는 공축 회전 드럼형 혼합기

(off-axis rotating drum mixer)에서 2 시간 혼합하였다. 혼합된 분말은 양압

프레스에서 성형압력 900～4400 kg/cm2으로 성형하였다. 이때의 성형밀도는

60～75%T.D.로 나타났다. 제조된 성형체는 진공분위기, 소결온도 1400～

1500 ℃에서 2 시간 소결한 결과 소결밀도는 93～98%T.D.로 나타났다. 이들

은 동일한 소결밀도를 얻기 위하여 기존의 주조법에 의한 것보다 PM법으로

제조할 경우 소결온도가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

(4) 기타 제조법

- 용융에 의한 구형 입자 제조

∙ 오가타 다카시케와 오가와 토루는 U-Zr 합금을 이트리아 도가니에서

용해한 후, 바닥에서 직경 0.3 mm의 구멍을 통해서 적하시켜, 외경 약 0.8

mm의 구형 입자를 제조하였다. 이 U-Zr 구형 입자는 일본 원자력연구소

의 JRR-2에서 약 1.3 at%까지 조사시켜, FP 가스 방출률이나 외경 변화량

등을 측정하였다. 이와 같은 구형 입자를 본드 Na와 혼합하여 피복관 내

에 충전할 경우 방사성 폐기물이 되는 몰드가 불필요한 장점이 있는 금속

연료 제조법으로 제안되고 있다.

∙ KAERI에서는 용융금속의 원심분무에 의한 구형의 금속합금 연료를 제

조한 경험이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원하는 크기의 구형입자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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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하여 적절히 조합할 경우, FCCI가 거의 없는 양호한 금속연료를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sol-gel에 의한 구형 입자 제조

sol-gel에 의한 구형의 세라믹 연료가 고온가스로의 연료로 제조되어 사용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을 좀 더 보완하고 응용한다면 금속합금 연료에서

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금속연료의 제조법의 종류와 그 제조법에 따른 장단점을 표 3.2.1과 표

3.2.2에 각각 수록하였다.

Melting & Casting Melting & PM* PM* 기타

Casting

- injection casting

(EBR-II fuel)

- centrifugal casting

(EBR-I fuel)

- 선PM-후melting

(소멸처리 실증

시험용 연료)

비교적 길이가

작은 연료 slug

제조

- 선melting-후PM

(Hanaro fuel)

- IFR fuel

- HYPER** fuel

• 소량다품종에 적합

• 작은 치수 제조용이

• 편석 등이 용이한

재료에 적합

• 기계적 혼합기술 향

상

sphere 제조

- melting-sphere

(도가니에서 적하)

- melting-spere

(원심분무)

- sol-gel 법

*PM : Powder Metallurgy, ** HYPER : Hybrid Powder Extraction Reactor

표 3.2.1. 금속 합금 연료 제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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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법 장 점 단 점
Reactor

(fuel type)

melting

&

casting

centrifugal

casting

(원심

주조법)

- 가공이 필요 없는

정밀주조 가능

- 조업과정이 신속

- 설비 간단

- EBR-II 연료 부적합

(직경이 작고 길이가 길어

짐)

- 용융로와 몰드의 분해에

장시간 소요

EBR-I

(U-2Zr)

injection

casting

(사출

주조법)

- 설비가 compact

- 조업순서가 단순

- 단시간에 다수의 연료

주조가 가능

-파괴된 주형이 방사성폐기물

(Zr 주형 사용 일부 해결)

-양단 절단 등 뱃치당 가공률

불량

EBR-II

(U-20Pu-10Zr)

PM

&

melting

PM-

melting

- (U-Pu-Zr-MA) 합금분말+RE 분말 → 기계적 혼합

→ 용해 → 응고

(RE와 U-Pu-Zr의 상호 용해도가 작고, 비중이 달라

단순 용해로 균질합금 제조 곤란)

; 길이가 작은 slug 제조에 적합

소멸처리용

실증로

(U-19Pu-10Zr

-

5MA-5RE)

Melting-

PM

- [(U3Si 합금) 용해후 분말화(atomizing)]+Al 분말

→ 혼합 및 성형 → 압출

하나로

[(U3Si)-Al]

PM

- 소량다품종에 적합

- 작은 치수 제조용이

- 편석 등이 용이한

재료에 적합

- 기계적 혼합기술 향상

- 세라믹연료에는 많은

경험이 있으나

금속연료에는 그다지

적용되지 않음.

- IFR

(U-10Zr)

- HYPER

(U-60Zr)

표 3.2.2. 금속 합금연료 제조법의 장단점

다. 우라늄 합금 제조 표준 공정 수립

용융주조법에 의해 수립된 금속합금연료 제조공정은 많이 보고되고 있다. 여

기서는 PM 법에 의한 금속합금 연료의 취급 및 제조공정을 표준화하여 수립하

고 향후, 모의물질을 이용하여 확립하고자 한다.

(1) PM법에 의한 금속연료 취급

금속연료 분말은 가화성이 크므로(highly pyrophoric) 발화 및 오염을 방지

하기 위하여 대기가 아닌 글로브박스(glove box)와 같은 특별한 설비를 이용

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글로브박스의 내부는 불활성 가스 분위기이어야 한

다. 따라서 재료의 저장 및 처리 과정은 가능한 한 글로브박스 내에서 수행

되어야 한다. 글로브박스 분위기는 산소 흡수시약(Oxy Absorbant, Alltech

Associates, Inc.)과 molecular sieve material (Grade 514GT 4A)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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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된 가스로, 산소와 수분이 1 ppm 미만으로 정제된 고순도 Ar 가스이다.

취급 동안에 분말이 외부로 노출되므로 글로브박스 환경에서의 산소 함량은

zirconia solid state oxygen cell로 모니터 한다. 시작 분말은 가능한 한 장기

간의 산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글로브박스 내에서 봉인된 용기(jar)에 저장

한다. 10 ppm 이상의 산소 함량은 최종 소결 펠렛의 오염을 상당히 유발한

다. 또한 글로브박스는 누설로 인하여 주변으로부터 글로브박스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산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압(positive pressure)으로 유지한다.

압력 스위치 제어 솔레노이드 밸브를 조정하여 글로브박스의 내압을 340∼

1700 mmAq의 압력으로 유지한다. 유압 프레스 및 전자 저울이 글로브박스

내에 있어 분말 혼합에서부터 성형체 제조까지의 모든 공정이 제어된 분위

기에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제조된 성형체는 진공 열처리로에서 소결한다.

용기는 U와 Zr에 반응을 하지 않은 텅스텐(W) 재질로 만든다.

금속 우라늄 연료는 고활성의 금속이므로, 취급의 부주의로 인하여 분말의

표면이 산화되어 흑색의 산화층이 형성될 수도 있다. 흑색의 산화층은 확산

과 소결의 barrier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러한 흑색 산화층은 분말의 혼합

및 성형 전에 제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결이 방해되어 소결밀도도 감

소하며 펠렛 내의 기공도 폐기공이 되지 않는다. 이 흑색의 산화층은 묽은

용액으로 산세처리하여 제거해야 한다. 즉 우라늄 분말을 글로브박스 내에

있는 시험관에 놓고 소량의 물에 담근다. 진한 질산을 최대 25 v/o까지 물에

서서히 첨가한다. 질산이 산화층을 용해할 때, 가스와 열이 발생하고 우라닐

질산 용액은 착반응(complex reaction)을 통하여 형성된다. 이 과정이 10 분

이상 연장될 경우, 반응은 분말을 가열시켜 물속에 있는 산소가 우라늄을 재

산화시킬 수 있다. 산화층이 제거된 우라늄은 광택이 난다. 깨끗한 분말은

먼저 물로 세척한 후, 잔유 질산을 제거하기 위하여 에틸 알코올로 세척하고

글로브박스에서 증발·건조시킨다. 이 과정은 vapor가 방출되므로 글로브박스

분위기를 좋지 않게 하므로 가능한 한 액체의 개방 노출시간을 최소화하는

주의가 요구된다.

(2) PM에 의한 금속합금 연료 제조공정

PM 법에 의한 금속합금 연료의 제조 공정은 일반 PM 법과 동일한 공정

으로 수행된다. 즉 합금연료인 경우, 계량된 분말 간의 혼합(분쇄 장치에 의

한), 성형 그리고 소결 공정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공정을 바탕으

로, 모의물질을 사용하여 제조공정을 수립하여 최종적으로 발전로용의 금속

연료의 제조에 적용하고자 한다. 다음에 U-Pu-Zr-MA-RE의 합금연료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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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할 경우 성분 원소의 첨가량을 나타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모의물질을

선정할 경우, 이와 유사한 첨가량으로 모의 금속연료를 제조하고자 한다.

• Pu : Pu는 3원계 합금인 경우(U-Pu-Zr), 약 10∼19% 함유된다.

• MA : MA는 주로 Np와 Am이다.

MA를 5% 첨가할 경우, Am 2% 그리고 Np 3% 이다.

• RE : RE는 주로 Nd, Ce 그리고 Y이다.

RE가 5% 함유된 경우, Nd 3.6%, Ce 1.2% 그리고 Y는 0.2% 이다.

라. 액티나이드 모의 물질 선정

액티나이드는 방사성 물질이므로 핫셀에서 원격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핫셀 바깥에서 충분한 실험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험의 신속성과 경제성

그리고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모의물질(simulated material)을 이용하여 충분히

실험조건을 수립한 후, 핫셀에서의 실험의 수행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

다.

액티나이드의 전자 분포 즉 전자의 편재화(localization) 및 비편재화는 아주

중요하다. 편재화는 각의 전자가 원자의 core 안에 들어있어 다른 각의 전자와는

거의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의 이러한 분포가 원소의 재료

특성(원자반경, 결정구조, 상변태), 열적, 전기적 및 자기적 특성에 영향을 미친

다. 이들 특성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액티나이드 모의 물질을 구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액티나이드와

유사한 란타나이드와 비교하였으며, 혼합산화물(MOX) 연료에서 PuO2 대신에

CeO2를 모의 물질로 선정한 이유를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금속합금 연료에

들어갈 액티나이드(Pu와 MA)의 모의물질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1) 액티나이드와 란타나이드의 비교

란타나이드는 세륨(Ce)에서 시작하여 14개의 4f 전자가 하나씩 부가되어

루테늄(Lu)에서 끝난다. 반면에 액티나이드 원소는 토륨(Th)에서 시작하여

14개의 5f 전자가 들어가 로렌슘(Lr)에서 끝난다(표 3.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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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타나이드 액티나이드

원소 전자배치 원소 전자배치 원소 전자배치 원소 전자배치

Ce

Pr

Nd

Pm

Sm

Eu

Gd

4f 5d 6s2

4f3 6s2

4f4 6s2

4f5 6s2

4f6 6s2

4f7 6s2

4f7 5d 6s2

Tb

Dy

Ho

Er

Tm

Yb

Lu

4f9 6s2

4f10 6s2

4f11 6s2

4f12 6s2

4f13 6s2

4f14 6s2

4f14 5d 6s2

Th

Pa

U

Np

Pu

Am

Cm

6d 7s2

5f2 6d 7s2

5f3 6d 7s2

5f4 6d 7s2

5f6 7s2

5f7 7s2

5f7 6d 7s2

Bk

Cf

Es

Fm

Md

No

Lr

5f9 7s2

5f10 7s2

5f11 7s2

5f12 7s2

5f13 7s2

5f14 7s2

5f14 6d 7s2

표 3.2.3. 란타나이드와 액티나이드 원소의 전자배치

란타나이드 원소와 액티나이드 원소는 주기율표에서 각각 III B 족의 제6

주기 및 제7주기에 위치하므로 각각의 그룹 내에서 유사한 화학적 거동을

취할 뿐 아니라 양 그룹 간에서도 대응되는 원소 그룹은 유사한 화학적 거

동을 보인다. 예를 들어 f 전자궤도가 절반 채워져 안정성이 높은 원소로 7

개의 4f 전자를 갖는 가돌리늄(Gd)과 7개의 5f 전자를 갖는 퀴륨(Cm)은 아

주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 반면에 5f 전자가 4f 전자에 비해 결합에너지가

작다. 이는 가벼운 액티나이드 원소가 보다 높은 산화 상태를 취하기 쉽다는

것과 관련된다. 그 결과 란타나이드 원소의 경우에는 수용액 중에서 주된 산

화상태가 확실하게 3가인 반면에 액티나이드 원소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원

자가를 취하게 된다.

란탄(La)을 기본으로 하는 위에서 언급한 악티나이드 금속의 결정구조를

그림 3.2.2에 나타내었다. 또한 증발열, 용융점 그리고 원자부피 및 결정구조

를 란타나이드 금속과 비교하기 위해 그림 3.2.3에 나타내었다. 금속 Pa, U,

Np, Pu의 결정구조는 복잡하며 란타나이드 금속과는 대응되지 않는다. 란타

나이드 금속은 일반적으로 저온에서는 hcp나 fcc 구조이지만 고온에서는

bcc 구조를 갖는다. 반면에 가벼운(輕) 악티나이드 원소는 용융점 근처에서

bcc 구조를 갖지만, Pu 이후의 원소에서는 이것이 fcc 구조로 된다. Am부터

Es 원소의 경우는 용융점 이하의 전체 온도영역에서 특징적 결정구조는 fcc

나 dhcp(이중조밀육방) 구조이다. U, Np, Pu 등의 경우는 특히 저온에서 복

잡한 결정구조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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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액티나이드 금속의 결정구조

그림 3.2.3. 액티나이드와 란타나이드의 증발점, 용융점, 원자부피 및 결정구조

(2) 혼합산화물(MOX)의 모의물질 선정 타당성 검토

CeO2는 현재 PuO2의 모의 물질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CeO2

의 특성 즉 상태도, 결함구조, 결정구조, 격자상수 그리고 산소포텐셜 등 대

부분의 특성이 PuO2의 특성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들 특성을 표

3.2.4에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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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O2 CeO2

(UO2)와의 상태도 고용체 형성 고용체 형성

O/M 비
stoichiometry &

hypostoichiometry

stoichiometry &

hypostoichiometry

결정 구조
fluorite type의 단일상

fcc (30% Pu)

fluorite type의 단일상

fcc (34% Ce)

격자상수 5.3960Å 5.4110Å

산소 포텐셜,  O 
-100 kcal/mole -90 kcal/mole

표 3.2.4. PuO2와 CeO2의 주요 특성

(3) Pu 및 MA 대체 모의물질 선정

Pu 및 MA 대체 모의 물질 선정은 Pu 및 MA의 재료 특성 및 열 특성 그

리고 전자상태를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특성을 갖는 성분을 선정하고자 하

였다. U-Pu-Zr 금속합금 연료에서 MA 중 Np는 연료 매트릭스에 용해되는

반면에 Am과 RE는 불용성 물질로 석출된다. 원소별 특성은 다음에 나타내

었다.

(가) 플루토늄(Pu)

플루토늄의 전자분포는 5f66d2 이다. 플루토늄은 640 ℃에서 용융되며,

이 용융점 이하의 온도에서 6 개의 상이 존재한다. 또한 플루토늄은 액

체상태의 밀도가 고체상태의 밀도보다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 표

3.2.5에 상에 따른 결정구조, 밀도 그리고 열팽창 계수를 나타내었다.

Pu의 전자분포에 대한 전산모사를 그림 3.2.4에 나타내었다.

상

(phase)

온도

(℃)
결정구조

밀도

(g/cm3)

열팽창계수

(10-6/℃)

-Pu

-Pu

-Pu

-Pu

 ′-Pu
-Pu

< 122

122-205

205-318

318-452

452-476

476-640

primitive monoclinic

body-centered monoclinic

FCO(face-centered orthorhombic)

FCC(face-centered cubic)

BCT(body-centered tetragonal)

BCC(body-centered cubic)

19.86

17.70

17.14

15.92

16.00

16.51

59

30.3

33.3

-8.8

-63

25.6

표 3.2.5. Pu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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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Pu의 전자분포

(나) 넵투늄(Np)

넵투늄의 전자분포는 5f46d17s2 이다. 넵투늄은 639 ℃에서 용융되며,

이 용융점 이하의 온도에서 3 개의 상이 존재한다. 다음 표 3.2.6에 상

에 따른 결정구조와 밀도를 나타내었다. NP의 전자분포에 대한 전산모

사를 그림 3.2.5에 나타내었다.

상

(phase)

온도

(℃)
결정구조

밀도

(g/cm3)

-Np

-Np

-Np

< 280

280-576

576-639

Orthorhombic

Tetragonal

BCC(body-centered cubic)

20.47

19.38

18.08

표 3.2.6. Np 특성

그림 3.2.5. Np의 전자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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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은 U-Pu-Zr matrix에서 용해되는 원소이다. Np만 -Pu의 field를

확장하는, 즉 -phase를 안정화시킨다. 또한 Np는 -phase를 크게 확

장하는 유일한 원소이다. U, Hf 및 Zr의 제한된 용해도가 -phase에

존재한다. Ti, Hf 및 Zr을 첨가할 경우, 상온 또는 그 이하로 급냉(rapid

queching)시키면 -phase가 유지된다. Np(및 U)는 Pu의 용융점을 조금

저하시키는 반면에 Hf, Zr 및 Ti은 소량 첨가되어도 용융점이 크게 올

라간다.

(다) 아메리슘(Am)과 모의물질

아메리슘의 전자분포는 5f77s2 이다. 아메리슘은 1176 ℃에서 용융되

며, 이 용융점 이하의 온도에서 3 개의 상이 존재한다. 다음 표 3.2.7에

상에 따른 결정구조와 밀도를 나타내었다.

Am의 5f 전자는 완전히 편재화 되어 있다. 원자반경이 큰 아메리슘

이 이보다 작은 -Pu 격자 내로 치환될 경우(-Pu의 원자반경 ; 1.644

Å, Am의 원자반경 ; 1.73 Å), Pu 내의 5f 전자를 국부화시켜 결과적으

로 플루토늄의 -phase을 안정화시킨다. Pu에서 5f 전자의 편재화 증가

는 플루토늄의 크기를 증가시켜 Vegard 법칙에서 positive deviation을

일으킨다.

상

(phase)

온도

(℃)
결정구조

밀도

(g/cm3)

-Am

-Am

-Am

< 769

769-1077

1077-1176

dhcp(double hcp)

FCC(face-centered cubic)

Orthorhombic

13.78

13.77

-

표 3.2.7. Am 특성

- 모의물질, 세륨(Ce) 선정 이유

• U-Pu-Zr 매트릭스에서 Am과 RE는 석출된다. Ce는 RE이므로

석출된다. 따라서 U-Pu-Zr 매트릭스에서 석출되는 경향이 유사하다.

• 세륨의 격자상수와 원자반경은 아메리슘과 유사하며(표 3.2.8 참

조), Am 및 Ce 모두 Pu에 첨가될 경우, 격자상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그림 3.2.6참조).

• 또한 U-19Pu-10Zr-5MA(2Am3Np)-5RE(3.6Nd1.2Ce0.2Y) (wt%)

의 온도 구배에 따른 MA와 RE의 재분포 거동에서 Am과 Ce가 비슷

하게 나타났다(그림 3.2.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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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자상수(Å) 원자반경(Å)

Am 4.90 1.73

Ce
(metastable) 4.96 1.71

(stable) 5.16 1.825

표 3.2.8. Am과 Ce의 격자상수 및 원자반경

그림 3.2.6. Al, Ga Ce 및 Am이 첨가된  상의 격자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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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U-19Pu-10Zr-5MA-5RE에서 Am, Nd 및 Ce의 재분포

2. 재가공 금속전환체 제조

가. 재가공 금속전환체

- 재가공 금속전환체는 사용후핵연료의 수송, 저장 및 처분을 위한 부피감용 공

정에서 산화물 사용후핵연료를 금속으로 전환시키므로써 밀도를 높여 부피를 줄

이는 공정에서 발생한다. 즉, 그림 3.2.8과 같은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공정

(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 ACP)의 Pyroprocessing을 거치고

나면 방사 능, 발열량, 부피 등이 모두 1/4 정도로 감소하게 되어 저장·관리가

용이하게 된다.

- Pyroprocessing은 PWR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분말화한 후 U3O8으로 변환

하고 LiCl 용융염 계에서 산화물 핵연료를 Li 금속으로 환원하는 금속전환공정을

근간으로 하는 공정이다.

- 사용후핵연료에 존재하는 핵분열생성기체와 휘발성물질, 준휘발성물질 등은

탈피복공정과 고온 voloxidation 공정 중에 휘발, 금속전환체에는 금속형태의 U,

TRU, FP가 존재한다. 표 3.2.9는 농축도 4.5 wt% 핵연료의 연소도 55,000

MWd/tU와 냉각기간 10년의 사용후핵연료 10,000 kg을 금속으로 전환하였을 경

우 금속전환체에 존재하는 주요 성분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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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공정

성분 함량(kg)

U 9247(92.5%)

TRU

Np 8.669

140.244
(1.4%)

Pu 119.587

Am 10.965

Cm 1.022

NM
Mo 10.99876 39.006

(0.49%)Pd 25.27

RE

La 12.89272

110.993
(1.1%)

Ce 25.9853

Pr 11.85062

Nd 43.19736

Sm 8.825282

Zr 56.0763
56.076
(0.56%)

표 3.2.9. 금속전환체의 주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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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의 재가공 금속전환체

- 재가공 금속전환체의 열물성 평가를 위하여 높은 방사선 때문에 모의 재가공

금속전환체를 이용하였다. 금속전환체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은 TRU가 약 1.4

%, noble metal(NM)이 약 0.5 %, rare earth(RE)가 약 1.1% 정도 포함되어 있

다.

- 모의 금속전환체에서는 RE를 대표하는 Nd와 TRU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Pu

을 대체하기 위한 Ce를 모의 금속전환체의 합금원소로 선정하였다. 사용후핵연

료의 연소도에 따라 금속전환체에 포함되어 있는 핵분열생성물의 함량이 달라

진다.

- 본 연구에서는 금속전환체의 열물성에 미치는 사용후핵연료 연소도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연소도 35,000, 55,000 및 80,000 MWd/tU의 불순물 함량을 변

화시킨 3가지 모의 재가공전환체의 조성을 결정하였다. 표 3.2.10은 모의 재가공

금속전환체에 포함되어 있는 조성과 함량을 나타낸 것이다.

성분

농도, wt%

SM-1

(35,000, MWd/tU)

SM-2

(55,000, MWd/tU)

SM-3

(80,000, MWd/tU)

Ce 0.89 1.4 2.04

Nd 0.70 1.1 1.60

Pd 0.25 0.39 0.57

Zr 0.36 0.56 0.81

계 2.20 3.45 5.02

표 3.2.10. 모의 금속전환체의 주요 조성 및 함량

다. 모의 재가공 금속전환체 제조

- 순도 99.99% U 금속 잉곳을 절단하여 세척한 후 순도 99.95% Ce, Nd, Pd 및

Zr 금속과 함께 흑연 도가니에 장입한 후, 압력 2x10
-3
torr와 승온속도 25~30

℃/min로 합금원소와 성분비에 따라 1400~1600 ℃까지 가열하여 용해한다. 그런

연후에 준비된 석영관 Mold를 용탕에 장입하는 순간 알곤 가스의 주입 및 흡입

(Injection Casting), 인출 뒤 노냉에 의한 시편제조를 실시하였다. 그림 3.2.9는

이러한 몰드와 용해주조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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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용해주조 과정

3. 재가공 금속전환체의 열물성 평가

가. 모의 금속전환체를 이용한 비열 측정 및 모델개발

재가공 금속전환체의 비열 특성은 장기건식저장과 처분 시 금속전환체의 온도

변화 및 저장용기와 처분공의 온도분포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는 저장용기의 크리

프에 영향을 주며 궁극적으로 저장시스템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자이다.

또한 비열 특성은 열전도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수송용기, 장기 건식 저장시스

템 또는 처분시스템의 열해석의 주요인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비열은 재가공 금속

전환체의 수송, 저장 및 처분 시스템의 허용온도 유지를 위한 열적안정성 평가의 주

요 설계변수가 된다.

(1) 시험 규격

- KS M ISO 11357: 플라스틱-시차주사열량계(DSC) - 제4부: 비열용량

측정

- ASTM E 1269-05: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Specific

Heat Capacity by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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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장치 (그림 3.2.10 참조)

- 모델명 : DSC 200F3(NETZSCH, Germany)

- 온도범위 : 상온~873 K (정확도 : 0.1 K)

- 승온속도 : 0.001 ~ 100 ℃/min.

- 측정범위 : ± 600 mW

- 분해능 : 0.2 μW

- 분위기 : 불활성

(3) 실험 재료

- 시편은 모의 연료심으로부터 선반을 이용하여 직경 3 mm로 가공하였으

며, 다이아몬드 절단기를 이용하여 길이 1.5 mm의 크기로 절단하였다. 시

편을 올려놓는 팬과의 접촉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1000 grit SiC paper를

이용하여 표면 연마를 하였다.

그림 3.2.10. 비열 측정기 및 개략도(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

(4) 실험 방법

- 비열 측정 시험을 위하여 불활성 분위기에서 시편을 승온시키기 전에 가

스의 흐름, 전기의 흐름 등과 같은 변화에 장비의 안정화를 위하여 5분간

유지시켰다. 분당 5 ℃의 승온 속도로 600 ℃ 까지 가열하였으며, 600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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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분 유지시킨 후 분당 20 ℃의 냉각 속도로 상온까지 냉각시켰다. 또한

실험 전에는 공기와의 반응으로 형성된 산화막을 제거하기 위하여 연마처

리하였다. 실험 중 고온에서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순도 알곤

(99.999 %) 분위기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5) 실험 결과

- 그림 3.2.11는 재가공 금속전환체의 온도에 따른 비열 특성을 나타낸 것이

다. 여기서 SM-1, SM-2 및 SM-3는 연소도 35,000, 55,000 및 80,000

MWd/tU 사용후핵연료의 모의 금속전환체를 나타낸 것이다. 연소도 증가

즉, 불순물의 양이 많을수록 비열 값이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는 불순물의 양이 적어 전체 비열에 미치는 영향

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모의 금속전환체의 온도에 따른 비열모델은 다음

과 같다.

• 비열 모델 (온도 함수) :

Cp (J/g-K) = 1.259×10
-7 T2 - 8.241×10-5 T + 0.1371 (SM-1)

Cp (J/g-K) = 1.591×10
-7 T2 - 1.181×10-4 T + 0.1467 (SM-2)

Cp (J/g-K) = 1.811×10
-7 T2 - 1.439×10-4 T + 0.1542 (SM-3)

여기서 Cp는 정압비열(J/g-K), T는 절대온도(K)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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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 금속전환체의 비열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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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의 금속전환체를 이용한 열팽창 측정 및 모델개발

(1) 시험 규격

- KS M ISO 11359-2 : 플라스틱-열기계 분석(TMA) -제2부: 선

열팽창계수와 유리 전이 온도의 측정

- ASTM E831 : Standard Test Method for Linear Thermal Expansion of

Solid Materials by Thermomechanical Analysis

- ISO/DIS 11359-3 : Plastics-Thermomechanical Analysis(TMA)

(2) 실험장치 (그림 3.2.12 참조)

- 모델명 : TMA-16/18(SETARAM, France)

- 온도범위 : 상온~1973 K

- 승온속도 : 최대 100 K/min.

- 측정범위 : 30 mm(L), 8.5 mm(D)

- 분해능 : 0.2 nm

- 분위기 : 불활성

(3) 실험재료

- 시편은 모의 연료심으로부터 선반을 이용하여 직경 8 mm로 가공하였으

며, 다이아몬드 절단기를 이용하여 길이 10 mm의 크기로 절단하였다. push

rod 및 sample holder와의 접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시편의 양면을 600

grit SiC paper를 이용하여 표면 연마를 하였다.

(4) 실험방법

- 열팽창 측정 시험을 위하여 불활성 분위기에서 시편을 승온시키기 전에

가스의 흐름, 전기의 흐름 등과 같은 변화에 장비의 안정화를 위하여 30분

간 유지시켰다. 분당 5 ℃의 승온 속도로 600 ℃ 까지 가열하였으며, 600 ℃

에서 1시간 유지시킨 후 분당 5 ℃의 냉각 속도로 상온까지 냉각시켰다. 온

도 상승에 따른 시편의 열팽창을 push rod를 통해 LVDT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실험 중 고온에서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순도 알곤

(99.999 %) 분위기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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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 열팽창 측정기 및 개략도 (Thermo-Mechanical Analyzer, TMA)

(5) 실험 결과

- 그림 3.2.13은 재가공 금속전환체의 온도에 따른 열팽창 특성을 초기 길이

에 대한 길이 변화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SM-1, SM-2 및

SM-3는 연소도 35,000, 55,000 및 80,000 MWd/tU 사용후핵연료의 모의 금

속전환체를 나타낸 것이다. 모의 금속전환체의 열팽창이 금속우라늄의 경우

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불순물 함량이 많을수록 열팽창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순물로 인해 결합력이 약해져서 열팽창이 증가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각 온도에 따른 순간 열팽창계수, α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T는 온도(K), LT는 온도 T에서의 길이(mm), L298은 온도 298 K에서

길이(mm)를 나타낸다.

- 본 연구에서 측정한 열팽창 자료로부터 다음과 같은 열팽창 모델을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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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팽창 모델 (온도 함수) :

dL/L (%) : 7.765×10-7 T2 + 1.159×10-3 T - 0.4434 (SM-1)

dL/L (%) : 1.156×10-6 T2 + 9.589×10-4 T - 0.4180 (SM-2)

dL/L (%) : 1.715×10-6 T2 + 5.195×10-4 T - 0.3302 (SM-3)

여기서 dL은 온도변화에 따른 길이변화(mm), L은 초기길이(mm), T는

절대온도(K)를 나타낸다.

0

0.5

1

1.5

2

300 400 500 600 700 800 900
Temperature, K.

dL
/L

, %
.

SM-1

SM-2

SM-3

U-metal

그림 3.2.13. 온도에 따른 열팽창

- 그림 3.2.14는 각 온도에서의 순간 열팽창계수를 나타낸 것으로 온도 증가

에 따라 증가하였다. 본 연구의 열팽창 데이터로부터 열팽창 및 순간 열팽

창계수 모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순간 열팽창계수 모델 (온도 함수) :

α (K-1) = 1.586×10-3 T + 1.050 (SM-1)

α (K-1) = 2.286×10-3 T + 0.844 (SM-2)

α (K-1) = 3.867×10-3 T + 0.111 (SM-3)

여기서 α 는 순간 열팽창 계수(K-1)를 나타내며, T는 절대온도(K)를 나타

낸다.



- 92 -

- 열팽창 실험 전체 온도 범위에서 평균 열팽창계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L298은 온도 298 K에서, L873은 온도 873 K에서의 길이(mm), T는

절대온도(K)를 나타낸다.

본 연구로부터 금속전환체 SM-1, SM-2 및 SM-3의 평균 열팽창계수로

2.3452×10-5 K-1, 4.0116×10-5 K-1 및 6.4031×10-5 K-1를 구하였다.

- 금속전환체의 열팽창에 따른 밀도변화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ρ(T)와 ρ(298)은 온도 T와 298 K에서의 밀도(g/cm3), LT와 L298은

온도 T와 298 K에서 길이(mm)를 나타낸다.

- 그림 3.2.15는 열팽창에 따른 밀도변화를 나타낸 것으로서, 불순물의 함량

이 많을수록 밀도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온도가 600 ℃까지 증가함에 따라

SM-1, SM-2 및 SM-3의 밀도는 초기밀도의 96.6%, 96.2%, 95.8% 까지 줄

어들었다. 본 연구로부터 온도변화에 따른 밀도변화를 다음과 같이 2차 다

항식의 모델로 제시한다.

• 밀도변화 모델 (온도 함수) :

ρ(T)/ρ(298) = -2.031×10-8 T2 - 3.692×10-5 T + 1.014 (SM-1)

ρ(T)/ρ(298) = -3.077×10-8 T2 - 3.167×10-5 T + 1.013 (SM-2)

ρ(T)/ρ(298) = -4.634×10-8 T2 - 1.958×10-5 T + 1.011 (SM-3)

여기서 ρ(298)는 온도 298 K에서, ρ(T)는 온도 T(K)에서의 밀도(g/cm3)

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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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열확산도 측정 및 모델개발

재가공 금속전환체의 열확산도는 장기건식저장과 처분 시 발생하는 열을 외부로

방출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물성으로 금속의 경우 온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

이 있다. 이는 비열, 밀도와 더불어 열전도도를 계산하기 위한 변수로서, 저장시스템

및 처분시스템의 온도분포를 결정짓는 가장 큰 인자이다. 따라서 열확산도는 재가공

금속전환체의 수송, 저장 및 처분 시스템의 허용온도 유지를 위한 열안정성 평가의

주요 설계변수가 된다.

(1) 비열 측정 관련 시험 규격

- KS L 1604 : 파인 세라믹스-단일체 세라믹스의 레이저 플래쉬법에 의한

열반사율, 비열용량, 열전도율 시험방법

(2) 실험 장치 (그림 3.2.16 참조)

- 모델명 : LFA-407(NETZSCH, Germany)

- 온도범위 : 상온~2273 K

- 승온속도 : 최대 100 K/min.

- 측정범위 : 6 mm, 10 mm, 12 mm(D)

- 분위기 : 진공

그림 3.2.16. 열확산도 측정장비 및 개략도 (LFA, Laser Flash App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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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재료

- 시편은 모의 연료심으로부터 선반을 이용하여 직경 8 mm로 가공하였으

며, 다이아몬드 절단기를 이용하여 길이 10 mm의 크기로 절단하였다. 시편

의 표면조도에 의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양면을 600 grit SiC paper를 이용

하여 표면 연마를 하였다. 레이저의 에너지 반사를 막기 위해 graphite를 도

포하였다.

(4) 실험 방법

- 실험은 대류에 의한 열확산을 막기 위해 진공 중, 상온에서 600 ℃까지의

온도범위에서 100 ℃ 간격으로 수행되었다. 분당 5 ℃로 승온하여 측정온도

에 도달하면 레이저로 열에너지를 시편에 가한다. 열에너지는 열확산에 의해

시편 후면으로 전달된다. 후면의 온도변화를 연속적으로 측정하여 최대온도

도달시간의 반을 이용하여 다음 식으로 열확산도, α를 계산한다.

 

 

여기서 L은 시편의 두께(mm), t1/2는 시편 후면 최대온도 도달시간의 (sec)

반을 나타낸다.

(5) 실험 결과

- 그림 3.2.17은 재가공 금속전환체의 온도에 따른 열확산도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SM-1, SM-2 및 SM-3는 연소도 35,000, 55,000 및 80,000

MWd/tU 사용후핵연료의 모의 금속전환체를 나타낸 것이다. 모의 금속전환

체의 열확산도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연소도가 증가할수록,

즉 불순물 함량이 많을수록 열확산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금

속전환체의 온도가 증가할수록 자유전자의 운동이 활발해져 열에너지의 운

반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불순물이 많아지면 열확산에 방해가

되는 결함 등이 많아져 전자의 이동 경로를 차단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로부터 얻은 열확산도 데이터로부터 다음과 같은 모델을 구하였다.

• 열확산도 모델 (온도 함수) :

α (cm2/s) : 6.413×10-5 T + 0.08904 (SM-1)

α (cm2/s) : 5.759×10-5 T + 0.08290 (SM-2)

α (cm2/s) : 4.837×10-5 T + 0.07877 (SM-3)

여기서 α는 열확산도(cm2/s), T는 절대온도(K)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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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전도도(k)는 다음과 같이 밀도(ρ), 비열(Cp), 열확산도(α)를 이용하여 구

할 수 있다.

k = ρ․α․Cp

- 그림 3.2.18은 본 연구로부터 구한 밀도, 비열, 열확산도를 이용하여 계산

한 열전도도를 나타낸 것이다. 열확산도와 유사하게 온도증가에 따라 증가

하고, 불순물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열전도도에 미

치는 변수들 중에 열확산도의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연

구로부터 계산한 열전도도 데이터로부터 다음과 같은 모델을 구하였다.

• 열전도도 모델 (온도 함수) :

k = 2.970×10-4 T + 0.1418 (SM-1)

k = 2.734×10-4 T + 0.1296 (SM-2)

k = 2.481×10-4 T + 0.1281 (SM-3)

여기서 k는 열전도도(W/m-K), T는 절대온도(K)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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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7. 금속전환체의 열확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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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8. 금속전환체의 열전도도

라. 산화속도 측정 및 모델 개발

재가공 금속전환체는 금속우라늄이 주성분으로, 금속우라늄의 경우 분말과 같이

비표면적이 큰 경우는 공기 중 자연 발화될 정도로 산화성이 강하다. 재가공 금속전

환체의 산화는 물성의 변화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에는 부피의 팽창과 같은 물리적

변화도 수반한다. 사용후핵연료의 장기 건식저장의 경우, 산화에 의한 분말화 조건으

로 저장시스템의 온도 한계를 결정할 정도로 산화거동이 장기 건식저장 시스템의 건

전성 평가에 중요한 설계변수가 된다.

(1) 시험 규격

- KS M ISO 11358 : 플라스틱-고분자의 열중량 분석(TG) - 일반원리

- ASTM E 2402-05 : Standard Test Method for Mass Loss and Residue

Measurement Validation of Thermogravimetric

Analyzers

(2) 실험장치 (그림 3.2.19 참조)

- 모델명 : TGA-DTA 92(SETARAM,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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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범위 : 상온 ～ 1273 K

- 승온속도 : 최대 100 K/min.

- 측정용량 : 0.1 ~ 400 mg

- 분해능 : 1 μg

- 분위기 : 공기

(3) 실험재료

- 시편은 모의 연료심으로부터 선반을 이용하여 직경 8 mm로 가공하였으

며, 다이아몬드 절단기를 이용하여 길이 1.3 mm의 크기로 절단하였다. 표면

조도가 반응 면적에 미치는 영향을 적게 하기 위하여 시편의 양면을 600

grit SiC paper를 이용하여 표면 연마를 하였다.

(4) 실험방법

- 산화속도 측정 시험은 온도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등온조건에서

공기 중 실험을 수행하였다. 시편을 승온시키기 전에 장비의 안정화를 위해

상온에서 1분간 유지시켰다. 등온조건까지 승온 과정 중 산화되는 것을 피

하기 위해 분당 50 ℃의 승온 속도로 가열하였다. 등온조건에서는 시간에

따른 무게변화를 1.3분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그림 3.2.19. 산화속도 측정장비 (TGA, Thermo-Gravimetric Analy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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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험 결과

- 그림 3.2.20은 재가공 금속전환체의 온도에 따른 산화거동을 나타낸 것이

다. 여기서 SM-1, SM-2 및 SM-3는 연소도 35,000, 55,000 및 80,000

MWd/tU 사용후핵연료의 모의 금속전환체를 나타낸 것이다. 온도가 증가할

수록 산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SM2와 SM3의 경우 500 ℃

에서 초기산화는 400 ℃에서보다 빠르게 나타났으나 일정시간 후에는 400

℃의 산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는 UO2의 경우처럼 고온에서 소성이

증가하여 표면에 형성된 산화막 산화에 대한 저항 역활을 하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

- 그림 3.2.21는 재가공 금속전환체의 산화속도를 온도의 역수로 나타낸 것

이다. 그림으로부터 모의 금속전환체의 산화속도 모델을 다음과 같이 온도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 산화속도 모델 (온도 함수) :

dw/dt (mg/cm2-min.) = 3.774×106 e-85.05/RT(SM-1)

dw/dt (mg/cm2-min.) = 1.690×107 e-91.62/RT(SM-2)

dw/dt (mg/cm2-min.) = 2.725×107 e-93.03/RT(SM-3)

여기서 dw/dt 는 산화속도, R은 기체상수, T는 절대온도를 나타낸다.

- 산화속도 모델식으로부터 SM-1, SM-2 및 SM-3의 산화에 대한 활성화

에너지를 각각 85.05, 91.62, 93.03 kJ/mol-K로 구하였다.

- 그림 3.2.22은 재가공 금속전환체의 연소도에 따른 산화속도를 나타낸 것

이다. 그림으로부터 모의 금속전환체의 산화속도 모델을 다음과 같이 연소도

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 산화속도 모델 (연소도 함수) :

dw/dt (mg/cm2-min.) = 0.0045 B + 0.0457 (573 K)

dw/dt (mg/cm2-min.) = 0.0396 B + 0.2033 (623 K)

dw/dt (mg/cm2-min.) = 0.1356 B + 0.4072 (673 K)

여기서 dw/dt 는 산화속도, B는 연소도(at%)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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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0. 금속전환체 종류별 온도에 따른 산화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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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 금속전환체 종류별 온도의 역수에 따른 산화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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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 온도별 연소도에 따른 산화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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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가공 금속전환체의 기계물성 평가

우라늄 합금 금속 연료는 최근 고속로용 신형 연료의 하나로써 주목받고 있다. 이들

연료 합금의 swelling 양은 다른 세라믹 연료에 비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 변형

거동은 조사거동 해석의 중요한 항목의 하나로 되어 있다.

가. 크리프

금속연료의 노내 사용온도는 전형적인 설계에서는 700 K~1200 K(T/Tm > 0.5,

Tm ; 용융점)으로, 이와 같은 고온에서는 가스 swelling 외에 크리프 변형이 중요하

다. 크리프 변형속도는 일정 하중을 크리프 시험시편에 걸고 장시간에 걸쳐 시험시

편의 연신양을 직접 측정하여 구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금속 시료인 경우에는 인

장시험으로, 세라믹 시료인 경우에는 압축 시험을 많이 이용한다. 그러나 우라늄 금

속인 경우, 수십 mm의 시험시편을 제조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며, 불활성 분위기

의 조건에서도 장시간의 고온에서 유지하는 동안 현저한 산화가 예상되는 등의 제약

조건으로 인해 압축시험이 사용되기도 한다.

(1) 시편 준비 및 실험 방법

시편의 조성(wt%)은 96.9U-0.1Pd-1.1Nd-0.5Zr-1.4Ce이며, 시편은 원통형으

로 직경은 8.6±0.4 mm, 길이는 10.5±0.3 mm이다. 크리프 시험은 압축시험으로

수행하였으며, 시험장치는 모의 산화물전환체에서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그림

3.1.15 참조). 알곤 분위기 하에서 온도는 2 조건(873 K & 973 K), 응력은

15~150 MPa으로 변화시켜 크리프 변형속도를 구하였다. 순간변형을 제하고 크

리프 변형량은 5%로 하였다.

(2) 실험 결과

그림 3.2.23과 그림 3.2.24에 각각 온도 873 K와 973 K에서의 응력에 따른

시료(96.9U-0.1Pd-1.1Nd-0.5Zr-1.4Ce)의 크리프 변형속도를 나타내었다. 그림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온도와 응력이 증가할수록 크리프 변형속도는 증가함을 보여

준다. 다만 일정 응력 이상에서는 크리프 변형속도가 급격히 증가함을 보여준다.

크리프 변형속도가 급격히 변하기 시작하는 응력을 천이응력,  이라 하며, 천

이응력보다 작은 구간(<)과 큰 구간(>)에서 작용하는 메커니즘은 다르다.

온도 873 K에서 천이응력, 은 75.3 MPa로 나타났으며, 천이응력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응력지수, 이 1.71, 천이응력보다 큰 구간(>)에서 응력지

수, 는 5.07로 나타났다. 또한 온도 973 K에서 천이응력, 은 30.2 MPa로 나타

났으며, 천이응력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응력지수, 이 0.68, 천이응력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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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구간(>)에서 응력지수, 는 4.61로 나타났다. 응력지수가 2보다 작은 값에

서 작용하는 메커니즘은 일반적으로 확산 크리프가, 그리고 응력지수가 4~5인

값에서는 전위상승 크리프가 율속기구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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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3. 873 K에서의 응력에 따른 크리프 변형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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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4. 973 K에서의 응력에 따른 크리프 변형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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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탄성계수

(1) 시편 준비 및 실험 방법

시편의 조성(wt%)은 96.9U-0.1Pd-1.1Nd-0.5Zr-1.4Ce이며, 시편은 원통형

으로 직경은 8.6±0.4 mm, 길이는 10.5±0.3 mm이다. 탄성계수 측정시험기

(RUSpec, Quasar Inc.)는 그림 3.2.25과 같으며, 측정원리는 Piezoelectric

transducer를 이용하여 장착된 샘플의 한쪽면에 사용자가 지정한 연속파를

흘리고, 다른 면에서 통과한 반응을 측정한다. 상온의 대기중에서 측정하였

다.

시편을 탄성계수 측정기에 장착한 뒤 90 - 200 Hz 사이의 초음파를 흘려

10개의 공진주파수를 측정한다. CylModel에서 U 금속에 대한 C11(=216.92),

C44(=77.87)의 값을 초기값으로 입력하고 측정한 공진주파수를 입력하여 탄

성계수, E를 구한다.

그림 3.2.25. 탄성계수 측정기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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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결과

10개 시료의 탄성계수 평균값과 오차 그리고 순수 U 금속에 대한 이론값

을 다음 표 3.2.11에 나타내었다. 모의 금속전환체의 탄성계수는 순수한 우라

늄 금속의 값과 비교하여 대략 1.75% 내외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시료에 포함된 불순물에 의해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시료명 탄성계수, E(GPa)

모의 금속전환체 193.33±2.02

순수 우라늄 190

표 3.2.11. 모의 금속전환체의 측정 탄성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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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건식 재가공전환체내 핵분열 기체 확산거동 분석

1. 하나로 조사조건에서의 확산계수 코드분석

가. 핵분열기체 확산거동 배경

우라늄산화물 핵연료는 원자로에서 연소가 진행됨에 따라 핵분열생성물을 포

함하며 지논 및 세슘과 같은 핵분열 생성기체도 발생한다. 이러한 핵분열 생성

기체는 핵연료의 입자경계로 이동하여 터널을 형성하고 개기공을 통해 핵연료와

피복재의 갭이나 플래넘으로 방출되어 핵연료봉의 내압을 상승시키고 피복관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친다. 확산 거동 실험은 핵연료를 실험로 등에서 수십분 조

사시킨 후 냉각주로 annealing 시험후 방출되는 지논 기체의 검출되는 방사능의

세기를 측정하여 확산계수를 측정한다.[3.3.1][3.3.2] 하지만 이러한 실험은 매우

복잡하고, 차폐 장치 및 검출기 등 장비를 요구하고, 실험로를 통한 조사시험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실험을 보충하기 위해 전산모사를 통한 확산거동 방법

이 연구되고 있다. 전산모사를 통해 확산의 주된 요인인 핵연료 내의 원자의 결

함 생성에너지를 제일 원리 방법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최종적인 확산계수

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초적인 핵연료의 결함에너지를 바탕으로 분자동

력학 방법 및 kinetic 몬테칼로 방법을 이용하여 모델링을 통한 확산계수를 구할

수 있다.[3.3.3] 그림 3.3.1은 불순물이 포함된 핵연료의 확산계수를 구하는 전산

모사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전산모사를 통해 확산의 주된 요인인 핵연료 내의

원자의 결함 생성에너지를 구하기 위해 제일원리 전산모사 코드 및 분자동력학

코드들을 비교하였다. 전산모사 코드들의 특징을 분석하여, 범용성, 적용 가능성,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병렬화 및 계산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VASP 코드로 선

정하였다.[3.3.4] 핵분열 기체의 확산거동은 연료봉의 노내 건전성 평가, 사용후핵

연료의 피복관 열화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107 -

그림 3.3.1. 불순물 함유한 핵연료의 확산계수 전산모사 방법

나. 하나로 조사 조건에서의 확산계수 코드 분석

(1) VASP (Vienna Ab-initio Simulation Package)

VASP는 제일원리 (ab-initio) 양자역학적 분자동력학 시뮬레이션을 하는

코드로서 슈도포텐설 (pseudopotential)과 PAW (projector-Augmented

Wave method) 방법과 평면 파동 기저함수 (plane wave basis set)을 이용

하여 계산을 수행한다. 유한한 온도에서 LDA (local density approximation)

근사하는데 분자동력학 상태에서 전자의 기저상태에서의 변분법적인 양과

정확한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전자와 이온간의 상호 작용은 ultra-soft

Vanderbilt pseudopotential (US-PP)과 PAW 방법으로 설명한다. US-PP와

PAW 방법은 전이 금속과 첫 번째 행의 원소에 대해 원자당 plane-wave의

수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 VASP 코드는 슈퍼-스칼라 프로세서나 벡터 컴

퓨터, 병렬 컴퓨터에서 원활하게 작동한다.

(2) TOMBO (TOhoku Mixed-Basis Orbitals program)

TOMBO는 일본의 토호큐 대학에서 개발한 상용 프로그램으로서,

full-potential all-electron mixed basis 코드로 특히 클러스터와 분자 계산에



- 108 -

이용되며 유기체를 포함한 빛, 3차원 전이 금속 계산에 이용된다. 구조 최적

화와 hyperfine 구조 계산, 진동 해석, 분자동력학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기존의 pseudopotential 방법을 이용하면 원자간 거리가 짧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 작은 클러스터나 높은 압력조건, 그리고 동특성 입자 모사나 핵

과 원자가 상태가 혼합된 경우 해의 유효성이 문제가 되어 hyper splitting

문제를 처리하기 힘든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ll-electron 방법을 도입하여 정확성을 높였다. 계산의 적용 분야는 단일의

클러스터, local (spin) density 근사와 generalized gradient 근사 (GGA),

spin-polarized 계산, 전자의 전하 밀도의 최적화된 선형과 Broyden 혼합, 구

조 최적화, 분자 동력학 모사, 진동 해석, 페르미 접촉 반응, dipole 모멘트

등에 적용되어 여러 가지 형태로 출력을 제공한다. 최적화된 계산 방법을 도

입하여 계산을 성능을 향상 및 병렬화 구현하고 있다.

(3) G03(Gaussian 03)

양자역학의 기본적인 법칙에서 시작한 Gaussian 코드는 에너지와 분자 구

조, 분자 시스템의 진동 주파수 등을 계산하는데 이용되며 기본적인 수치 계

산을 통한 수많은 분자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이용된다. 이 코드를 통하여 분

자와 반응들에 대해 광범위한 조건하에서 계산을 수행할 수 있으며 안정된

핵종과 복합체 등에 대해서도 적용을 할 수 있고 특히 단수명 핵종과 전이

구조를 가진 핵종에 대해 계산이 힘들고 실험적으로 수행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도 계산이 가능하다. 하나 또는 두개의 전자에서 적분은 가우

스 함수를 이용하여 수행한다. 기저함수는 직교 가우시안 또는 방향각 모멘

트 함수를 이용하며 그 외에도 다양한 기저함수를 이용할 수 있다. 적분값은

메모리에 저장되어 추후 계산에 활용할 수 있다. fast multi-pole 방법과

sparse matrix 방법을 도입하여 계산의 성능을 향상시킴. 원자의 orbital을

분자의 orbital로 변환하는데 원자의 orbital 적분을 메모리에 저장하는

in-core 방법과 저장하지 않는 direct 방법, 일부를 디스크에 저장하는

semi-direct 방법, 그리고 모두를 디스크에 저장하는 conventional 방법 등이

있다. 범밀도 함수 이론 계산에선 Coulomb 부분의 계산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density fitting 방법을 이용하였고 상호 교환 에너지 처리에서는 수치

적분을 이용하여 성능을 향상시킨다. 그리고 PC 환경, 병렬 계산 등을 제공

하는 상용 소프트웨어이다.

(4) ADF (Amsterdam Density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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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F 코드 패키지는 제일원리 전자 구조 계산 소프트웨어이다. 특히 균질

또는 비균질 결정구조, 무기 화학, 중금속 화학, 여러 종류의 분광학, 생화학

등의 연구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ADF 코드는 전자기 분광분석에 널리 이

용되고 있으며 전이 금속과 중금속 합금 등에도 이용된다. 병렬 계산 기법을

도입하여 성능을 향상시켰으며 기체 상태나 표면, 용매 내, 단백질 환경, 주

기적 시스템에서의 분자를 처리할 수 있다. ADF 코드는 정확한 적분 기법

을 도입하였고 안정적인 self consistent function 의 수렴 알고리듬을 이용하

고 있다. 최신의 exchange-correlation 함수를 이용하며, 기저함수로는 모든

핵종에 대해 전체 전자를 다루고 있다. 또한 linear scaling 기법을 도입하여

빠르고 리눅스 환경에서도 매우 우수한 병렬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PC 환경, 병렬 계산 등을 제공하는 상용 소프트웨어이다.

(5) Material Studio (DMol3, CASTEP)

화학과 재료 분야 연구에 이용되어 모델링이나 전산 모사 해를 구하는데

적절한 소프트웨어로 결정 구조, 결정화 과정, 폴리머 특성, 결정해석 등을

해석하는데 이용된다.

(6) ATK (Atomistix ToolKit)

ATK는 제일원리 전자 구조 프로그램으로서 나노 구조 시스템과 관련된

semi-infinite 전극에 대한 전기적 특성 모델에 이용 된다. 특히, 두 전극 의

특성 화학과 재료 분야 연구에 이용되어 모델링이나 전산 모사 해를 구하는

데 적절한 소프트웨어로 결정 구조, 결정화 과정, 폴리머 특성, 결정해석 등

을 해석하는데 이용된다.

(7) WIEN2k

WIEN2k 코드는 범밀도 함수 이론을 이용하여 고체의 전자 구조를 계산을

수행한다. full-potential augmented plane-wave 방법과 local orbital 방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밴드 구조 계산에서 매우 정확한 해를 제공한다. 범밀도 함

수이론에서 local spin density 근사와 개선된 generalized gradient 근사 방

법이 사용된다.

(8) CASINO

CASINO 코드는 유한 시스템과 주기적인 시스템에 대해 양자 몬테칼로

방법으로 전자의 구조를 계산한다.

(9) SIESTA (Spanish Initiative for Electronic Simulation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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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usands of Atoms)

SIESTA는 분자와 고체의 제일 원리 분자 동력학 모사와 전자 구조 계산

을 수행하는 전사 모사 프로그램이다. local density 근사 (LDA-LSD) 방법

과 generalized gradient 근사 (GGA) 방법에 근거한 Kohn-Sham

self-consistent density functional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을 수행한다.

(10) ABINIT

ABINIT 코드는 범밀도 함수 방법으로 분자와 주기적인 고체의 핵과 전자

로 구성된 시스템의 전자 구조와 전하 밀도, 총 에너지를 계산하는 패키지이

다. pseudopotential과 planewave basis를 이용하여 계산을 수행한다.

ABINIT 코드는 범밀도 함수이론에 의해 작용하는 힘과 응력에 따른 기하

학적 구조을 최적화하고 이러한 작용힘을 이용하여 분자 동력학 모사도 수

행한다. 또한 동력학적 행렬, Born 유효 전하, 유전체의 텐서도 생성한다. 여

기된 상태는 시간에 의존하는 범밀도 함수이론과 시간 섭동 이론을 이용하

여 계산한다. 그리고 무료로 제공하며 병렬화 및 리눅스 환경에 계산을 수행

할 수 있다.

(11) CPMD (Car-Parrinello Molecular Dynamics)

CPMD 코드는 plane wave와 pseudopotential 함수가 구현된 범밀도 함수

이론에 근거한 제일 원리 분자 동력학 코드이다.

(12) PWscf (Plane-Wave Self-Consistent Field)

PWscf 코드는 범밀도 함수 이론과 범밀도 섭동(perturbation) 이론에 근거

한 전자 구조 계산 코드이다. plane wave와 pseudopotential 기저함수를 이

용하여 계산을 수행한다.

(13) MOLDY

영국의 옥스퍼드대학의 지질학과에서 개발한 코드로 고전적인 분자동력학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PC에서 구현이 되며 병렬화로 계산의 성능을 높인

무료 소프트웨어이다.

(14) LAMMS(Large-scale Atomic/Molecular Massively Parallel

Simulator)

고전적인 분자동력학 코드로 포텐셜에 대해서는 바이오 분자, 폴리머, 금

속, 반도체, 그리고 coarse-grain 시스템에 대해 제공해준다. 원자를 모델링

하는데 이용되며 병렬화로 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 미국의 샌디아 연구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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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개발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코드 시스템으로 다양한 포텐셜을 제공하고

있으며 long-range Coulomb 계산의 경우 Ewald 방법, particle-mesh Ewald

방법 등을 적용하고 있다. 2차원 및 3차원 계산을 수행하며 압력 제어는

Nose/Hoover barostatting 방법을 이용한다. 비평형 MD 계산도 가능하며 여

러 경계조건 및 제약 조건 하에서도 계산을 수행한다.

표 3.3.1은 여러 전산모사 코드중 VASP, TOMBO, ABINIT, MOLDY 그

리고 LAMMPS의 특징을 비교하고 있다.

코드명 VASP TOMBO ABINIT MOLDY LAMMPS

개발국 오스트리아 일본 벨기에 영국 미국

계산방법
제일원리

슈도포텐셜

제일원리

전체 포텐셜

제일원리

슈도포텐셜
분자동력학 분자동력학

적용분야

전자밀도

자유에너지

전하량

전자밀도

자유에너지

전자밀도

자유에너지

분자의

상호작용

확산계수

분자의

상호작용

확산계수

계산환경

PC

Workstation

병렬화

PC

Workstation

병렬화

PC

Workstation

병렬화

PC

Workstation

병렬화

PC

Workstation

병렬화

라이센스 유료 유료 공개 공개 공개

표 3.3.1. 전산모사 코드 비교

다. 제일 원리 전산모사 방법론

전산모사는 이온의 운동에서 전자의 운동을 분리하여 고려하는

Born-Oppenheimer 근사를 이용한다. 이렇게 하여 다중이온과 전자를 다중전자

의 문제로 변환하여 풀게된다. 범밀도 함수 (Density functional theory, DFT)은

전자의 밀도함수로 전체에너지를 표시하는 이론이다. 결국 전산모사를 통해서

전자의 밀도가 미지수인 Kohn-Sham 방정식을 풀게된다. 여기서 주로 국부밀도

근사 (Local Density Approximation)를 이용한 전자와 전자의 상호작용을 고려

하고 이온과 전자 사이의 가상 포텐셜을 이용하여 계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입력할 정보는 대상 원자의 기본 정보 및 위치, 격자상수, 수렴성을 위한 cut-off

에너지, 브릴루앙 영역의 k-point 개수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초기 전하밀도를

예측하고 Kohn-Sham 해밀토니안으로 포텐셜을 구한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

로 원자에 작용하는 힘과 총에너지를 구한다. 이러한 계산에서 메모리 및 계산

시간이 다량 요구되어 주로 병렬화를 통해 전산모사의 효용성을 높이며 퓨리에

변환 및 최적화 기법 등의 수치 알고리듬이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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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VASP 코드의 특성 분석

VASP 코드는 임의의 구조에 대해 자동적으로 대칭성을 결정할 수 있는 특징

을 가지고 있다. 또한, 행렬의 대각화(diagonalization)과 Pulay/Broyden 전하 밀

도 혼합(charge density mixing) 기법을 효율적으로 활용함. 이러한 방법은 전자

와 이온의 운동 방정식을 직접 적분하여 모사하는 고전적인 Car-Parrinello 방법

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게 된다. 작용 힘과 텐서는 VASP 계산 결과로

구해지며 기저상태로 원자의 이동도 모사된다. VASP 코드는 PAW 방법과

US-PP를 이용한다. 심지어 탄소(C)나 산소(O) 같은 첫 번째행의 원소와 전이

금속에 대해서도 기저함수의 크기는 충분히 작게 유지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많아야 원자당 100 개의 plane wave (PW)가 벌크 물질을 설명하는데 이용되고,

원자당 50 PW 정도로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기에 충분하다. 어떠한 Plane

wave 프로그램에서도 실행 시간은 N3의 스케일 정도로 여기서 N은 시스템의

원자가 전자 수이다. VASP에서는 cubic 부분의 pre-factor가 시스템 크기에 대

해 효과적인 스케일로 작용하여 대부분의 경우 무시됨. 이러한 것은 실제 공간

에서 포텐셜에 대한 부분적인 분포를 평가하지 않고 orthogonalization을 작게

유지하기 때문임. 대략 2,000 전자 밴드의 시스템에 대해 N3 부분은 다른 부분

과 비교할 수 있다. VASP는 4,000 원자가전자를 가진 시스템에 대해 유용하다

고 할 수 있다. VASP는 전통적인 self-consistency 싸이클을 이용하여 전자의

기저상태를 계산한다. 고성능의 수치기법과 결합하여 효과적이고, 견고하며 빠른

계산을 통해 Kohn-Sham functional의 self-consistent한 해를 산출하게 됨. 현재

가장 빠른 반복적인 행렬 orthogonalization 방법(RMM-DISS, Blocked

Davidson 방법 등)을 도입하여 응용하여 계산을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대칭성

코드는 또한 bulk 물질이나 대칭성 클러스터 계산에 있어 효과적인 계산을 수행

하여 Monkhorst Pack 특이점(special point)을 찾는데 이용된다. Brillouin 영역

에서 smearing 방법이나 tetrahedron 방법을 이용하여 band-structure 에너지에

대해 적분을 수행한다. VASP 코드의 입력은 총 4개의 파일로 INCAR,

POSCAR, POTCAR, KPOINTS 이다. 출력은 OUTCAR, CHG, CHGCAR,

CONTCAR, DOSCAR, EIGENVAL, IBZKPT, OSZICAR, PCDAT, PROCAR 등

이다.

(1) INCAR

주된 입력 파일로 무슨 계산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각 행은 ‘=’로 값을 지정하고 하나 또는 여러 값을 지정할 수 있다. 대부분

은 기본 입력값으로 지정되어 이용할 수 있다. 에너지 cutoff 값은 POTCAR

파일에서 지정하여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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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OSCAR

각 이온의 위치 정보를 나타내고 있는 파일이다. 세부적으로 격자의 구조,

이온의 위치, 초기 속도, predictor-corrector의 위치를 나타낸다.

(3) KPOINTS

k-point 초기 상태를 나타내는 파일이다. 만약에 메쉬 크기가 큰 문제를

풀 경우 k-point를 생성하는데 오랜 계산시간이 소요되므로 같은 k-point를

여러 번 반복하여 이용할 경우는 출력파일인 IBZKPT 파일을 KPOINTS로

복사하여 이용할 수도 있다.

(4) POTCAR

슈도포텐셜을 포함하고 있으며 원자에 대한 정보(무게, 원자가, 에너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INCAR 파일에서 원자가나 무게를 지정할 필요가 없

다. 또한 기본 에너지 cutoff (ENMAX, ENMIN)을 포함하고 있어 INCAR

파일에 ENCUT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 VASP에서 제공되는 슈도포텐셜은

ultra soft 형태이다. 슈도포텐셜을 생성하는 작업은 매우 복잡하고 더 이상

제공해주지 않기 때문에 VASP-PAW 패키지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POTCAR 파일에서는 원자의 기준 상태에서의 에너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VASP에서는 결합에너지(cohesive energy)를 계산하

게 된다. 이 결합에너지는 각 원자의 스핀 자화(spin-polarization)에 대해 교

정을 필요로 한다. 또한 POTCAR 파일에서는 RRKJ(Rappe, Rabe, Kaxiras

and Joannopoulos) 운동에너지 제한치에 대한 근사 오차에 대한 정보를 포

함하고 있다. 이러한 근사는 결합에너지를 계산할 때 고려되고 있기 때문에

결합에너지가 에너지 cutoff 값보다 감소하지 않게 된다. RRKJ 운동에너지

는 대개 매우 정확하며 결합에너지의 오차를 상당부분 보정한다. 그러나 이

것은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전이될 때(s -> d, s -> p)는 그다지 정확하

게 작동하지 않는다. PAW 포텐셜 또한 이용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PAW

포텐셜은 US-PP (ultra-soft pseudopotential) 보다 정확하다. 이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반경방향의 cutoff가 US-PP에서 사용하는 반경보다 작

다. 두 번째 이유는 핵 내에서 모든 노드와 관련된 정확한 원자가 파동

함수가 재구성되기 때문이다. PAW 포텐셜에서는 핵 반경이 작아서 요구되

는 에너지 cutoff와 기저함수의 집합이 다소간 커질 수 있다. 만약에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US-PP도 사용될 수 있다. 실제 계산

에서 기저함수 집합에서의 증가는 그다지 크지 않으며 C, N, O 원소에 대해

에너지 cutoff 도 많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US-PP에 비해 그다지 많은 계

산시간이 PAW 계산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다. PAW는 여러 가지 버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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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기준 버전은 확장자가 없는 것이다. 아래와 같이 확장자에 따라 포텐

셜 함수의 종류가 다르게 나타난다.

-no extenstion: 기준 포텐셜 함수

_h : 기준 포텐셜함수보다 경화된 (harder) 포텐셜

_s : 기준 포텐셜함수보다 연화된 (softer) 포텐셜

_pv : p semi-core 상태가 원자가로 이용된 포텐셜

_sv : s semi-core 상태가 원자가로 이용된 포텐셜

_d : d semi-core 상태가 원자가로 이용된 포텐셜

(5) OSZICAR

VASP 계산에서 각 단계별 수렴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다.

(6) IBZKPT

KPOINTS와 같은 역할을 하는 파일로 계산하는 중에 KPOINTS 정보로

부터 자동적으로 k-point 및 가중치를 생성하여 저장한다.

(7) CONTCAR

각 ion 계산 단계후에 작업의 끝 부분에 POSCAR 포맷으로 원자의 위치

정보가 저장된 파일이다.

(8) CHGCAR, CHG

격자 벡터, 원자 위치, 전체 전하 밀도 등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이

CHGCAR 파일은 VASP를 재가동 하는데 현재의 전하 정보로 이용된다.

CHG 파일은 전하량을 시각화하는데 이용된다.

(9) WAVECAR

연속 계산에서 파동함수의 정보를 담고 있다. 동력학 모사의 경우

(IBRION=0) 파동함수는 다음 단계의 근사치로 잘 적용된다. 또한

CONTCAR, CHGCAR 파일 등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재계산에 이용된다. 정

적인 계산이나 relaxation 계산 시 (IBRION=-1,1,2) 파동함수는 마지막 단계

의 Kohn-Sham 방정식의 해이다.

(10) EIGENVAL

마지막 계산 단계에서의 Kohn-Sham 방정식의 고유치를 모두 k-point에

대해 저장하고 있다.

(11) DOSCAR

전자 상태의 밀도 (Density of state)를 저장하고 있는데, 적분된 DOS 값

도 포함하고 있다. 단위는 number of states/unit cell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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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PROCAR

궤도 spd 나 위치에 투사된 파동함수를 담고 있다. 이 파동함수는 파동함

수를 조화함수로 투사하여 계산한다.

(13) PCDAT

pair correlation 함수를 포함하고 있다.

그림 3.3.2. VASP 코드의 계산순서

그림 3.3.3. 슈도포텐셜의 분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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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VASP 코드의 입력 및 출력

마. 단위셀 UO2 전산모사 예비 계산

(1) 계산 조건

결함 에너지는 핵분열 생성기체의 확산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이를 파악

하기 위하여 핵분열 생성물을 종류에 따라 3가와 4가, 5가로 나누어 단위셀

에 대해 VASP 코드를 이용하여 결함 생성에너지를 계산하였다. 초기 농축

도 및 염소도 3.0 wt% 및 30,000 MWD/tHM 이며 10년 냉각된 핵연료를

기준으로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다. 각 원자가에 따른 핵종의 조성은 아

래와 같다.

+3가 원자: Nd (1.08%), La (0.23%), Y (0.10%)

+4가 원자: Ce (1.70%), Zr (0.80%), Ru (0.68%)

+5가 원자: Ba (0.33%), Pd (0.22%), Sr (0.18%)

전산모사 계산 순서는 우선 초기 정상상태에서 격자 상수를 변화시키면서

총 자유에너지를 계산한다. 각 핵종(U, O)에 대하여 자유에너지를 계산하고,

최종적으로 Birch 내삽 방법을 통하여 최적의 격자 상수와 cohesive 에너지

를 구한다. 계산 조건은 L(S)DA+U 방법을 이용하였고 k-point는 2X2X2 사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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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함에너지 계산 결과

(가) 점결함 생성에너지 ( 
)

 
 

   

 :  원소의 내부 에너지,


   :  원소의 결함시 자유 에너지,

  : 정상 상태의 자유 에너지

(나) interstitial 결함 생성에너지 ( )

  
    


   :  원소 내부에 위치할 때 자유 에너지,

(다) 결함에너지 계산 결과 분석:

산소의 결함 에너지는 원자가에 따른 영향이 적다. 그리고

interstitial을 가지는 구조에서는 우라늄 결함이 쉽게 생긴다. 3가와 5

가의 불순물이 포함된 경우 우라늄에 비해 interstitial 로 생성되기 힘

들다. 단위셀에서는 결함간 영향으로 인해 계산상 오차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중셀 계산을 추후 수행해야한다. 그림 3.3.5는 UO2의 단

위셀의 격자상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표 3.3.2는 단위셀의 결함

에너지를 원자가에 따라 보여주고 있다. 약 5.44 Å에서 최적의 격자상

수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3.2에서 보듯이 UO2에서 산

소의 결합생성에너지는 6.14 eV로 문헌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는데 이

는 계산에 사용된 조건이 상이한 원인에 기인한다. 한편 우라늄의 결

함생성에너지는 5.9 eV로 문헌값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interstitial 생

성에너지는 7.7 eV로 나타났다. 불순물이 UO2 내부의 격자 내부에 첨

가한 경우 결함에너지에 영향을 주어 산소의 결함생성에너지는 전반적

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불순물이 우라늄과 대체하여 위치하는 경

우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산소의 결함생성에너지는 단일 UO2와 유사하

게 나타났다. 그리고 내부에 불순물이 위치하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

여 쉽게 우라늄 결함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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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 UO2 단위셀의 격자상수

UO2

La (+3가) 첨가 Ba (+5가) 첨가 문헌

UO2 내부
UO2에서

U와 대체
UO2 내부

UO2에서

U와 대체
문헌

 
6.14 3.19 6.12 5.94 6.11 3.55

 
5.93 -60.24 6.47 -57.51 11.14 6.25

  7.74 22.80 - 22.83 - 6.58

표 3.3.2. UO2 단위셀의 결함에너지 (eV)

바. 핵분열기체 확산거동 전산모사

(1) 금속전환체의 핵분열기체 확산 거동 조사

금속전환체는 자체적으로 핵분열성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핵분열

반응으로 인해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내부에 핵분열기체가 생성된다. 방출

된 핵분열기체는 금속전환체의 저장 용기 내부에 누적되어 용기의 건전성

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금속우라늄에서 핵분열기체의 자료는 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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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본 연구의 전산모사로 평가된 금속전환체의 핵분열기체 확산거동 자

료는 향후 금속전환체의 건전성 평가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금속우라

늄의 경우에는 Xe과 Kr 같은 불활성의 핵분열기체의 확산에 대한 문헌자

료 (그림 3.3.6)에 따르면, Xe의 확산계수는 약 1.0×10-13 cm2/s이며, Kr의

경우 약 1000 oC에서 2.0×10-13 cm2/s 정도의 확산계수를 보인다. 연소가

진행됨에 따라 금속우라늄의 경우 내부의 핵분열생성물로 인한 결함에너지

의 감소로 인해 핵분열기체의 확산속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3.7은 불순물을 함유한 경우 핵연료의 확산계수를 전산모사로 구하는 체

계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제일원리 계산을 통해 우라늄과 산소, 그리고 지

논과 같은 핵분열생성기체의 공공을 통한 이동에너지를 구해야한다.[3.3.5]

그리고 공공생성에너지도 같이 평가하여 구해야 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자

료를 분자동력학 방법을 이용하여 우라늄이나 산소의 공공 분포를 구하게

된다. 위의 일련의 자료를 바탕으로 KMC 단계에서 수 ms 및 수  단계

까지 계산을 수행하여 불순물이 함유된 UO2 핵연료에서 확산계수를 구하

게 된다.

그림 3.3.6. 이산화우라늄과 금속 우라늄의 확산계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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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 불순물 함유한 핵연료의 확산계수 전산모사 방법

(2) 전산모사 도구 및 계산 조건

제일원리 전산모사를 통해 확산의 주요인인 핵연료내의 원자의 결함 형성

에너지 및 결함 이동에너지 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핵연료의 확산계수를 예

측하기 위하여 결함 형성에너지를 입력으로 하는 분자동력학 방법 및

kinetic 몬테칼로 방법 등이 이용된다. 위의 그림 3.3.7은 불순물이 포함된 핵

연료의 확산계수를 구하는 전산모사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제일원리 전산모

사 코드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에서 개발한 VASP을 이용하였고 KISTI

슈퍼컴퓨터 IBM P595 시스템을 이용하였다. 금속우라늄과 불순물을 함유한

경우 결함 생성에너지와 지논의 이동에너지를 산출하여 그림 3.3.8에 나타내

었다. 우라늄의 경우 사방정계 구조의 알파상을 선정하였으며 2×2×2로 다중

격자에 대해 k-point 수는 11×11×11, 전자와 이온의 상호작용은 PAW

(Projector-augmented wave) 포텐셜을 이용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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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 공공 형성에너지 및 지논의 이동에너지

(3) 금속전환체의 결함 형성 전산모사 평가 결과

표 3.3.3과 표 3.3.4는 전산모사에 의해 우라늄에서 결함 형성에너지와 지

논의 이동에너지 계산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각각 1.39 eV와 1.58 eV으로

계산되었다. 불순물의 원자가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우라늄 격자에 3

가 이온의 대표로 Nd 원소, 4가 이온은 Ce, 5가 이온은 Ba가 각각 우라늄

대신에 위치하고 있을 경우를 가정하였다. 그 결과 Nd가 불순물로 있는 경

우 결함 형성에너지는 0.85 eV, 지논의 이동에너지는 1.93 eV로 얻었고 Ce

의 경우는 결함 형성에너지는 0.95 eV이며 지논의 이동에너지는 1.85 eV로

얻었으며, Ba의 경우 결함 형성에너지는 0.62 eV, 지논 이동에너지는 2.09

eV로 나타났다. 금속우라늄에 TRU 핵종이 함유된 경우에 대해서도 결함 형

성에너지와 지논의 이동에너지를 불순물을 함유한 경우와 같이 계산하였다.

표 3.3.5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주로 고려한 TRU 핵종은 Np, Pu, Am으로

제일원리계산을 위해 오스트리아 비엔나대학에서 포텐셜을 제공받아 계산하

였다. 우라늄의 결함 생성에너지와 비교하면 U+Np의 경우 약 21% 감소한

1.10 eV를 보이고, U+Pu 및 U+Am은 유사하게 19% 감소한 1.14 eV의 값을

나타내었다. 지논의 이동에너지의 경우 순수한 우라늄의 경우보다 TRU의

영향으로 지논이 이동하는데 보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U+Np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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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증가한 1.78 eV, U+Pu의 경우 9% 증가한 1.72 eV, U+Am의 경우 약

7% 증가한 1.69 eV로 각각 평가되었다. 전반적으로 TRU가 함유된 경우 결

함 형성에너지와 지논의 이동에너지는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Cases
Charge

(C)

Bulk

Modulus

(GPa)

Fermi Energy

(eV)

Band Energy

(eV)

Free Energy

(eV)
E_V

U

U-V

U+Nd

U+Nd-V

U+Ce

U+Ce-V

U+Ba

U+Ba-V

117.4

100.0

113.3

96.4

113.4

96.7

112.8

95.9

87.5

31.9

113.7

74.6

107.9

69.4

129.6

85.3

20.6

17.7

20.7

17.9

20.3

17.4

19.5

16.6

615.3

277.9

624.6

292.9

583.3

254.1

488.0

176.2

-93.6

-82.4

-68.7

-62.0

-71.7

-64.1

-59.9

-54.9

-

1.39

-

0.85

-

0.95

-

0.62

표 3.3.3. U의 전산모사 계산 결과 및 결함 형성에너지

Cases
Charge

(C)

Bulk Modulus

(GPa)

Fermi

Energy

(eV)

Band

Energy (eV)

Free Energy

(eV)
E_m

U+Xe*

U+Xe-V**

U+Nd+Xe

U+Nd+Xe-V

U+Ce+Xe

U+Ce+Xe-V

U+Ba+Xe

U+Ba+Xe-V

137.0

108.0

133.0

104.2

133.0

104.4

132.4

103.7

574.9

111.2

600.0

135.1

594.3

129.0

618.6

149.1

21.0

18.6

21.2

18.8

20.0

17.4

19.5

16.6

668.1

405.7

676.4

418.3

632.5

377.5

529.8

291.3

102.5

-69.8

130.3

-46.5

127.4

-49.3

139.4

-38.2

24.5

1.58

24.9

1.93

24.9

1.85

24.9

2.09

표 3.3.4. U의 전산모사 계산 결과 및 Xe의 이동에너지

* 지논이 격자간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 격자간의 지논이 이동하여 우라늄 공공으로 이동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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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Charge

(C)

Bulk
Modulus

(GPa)

Fermi
Energy

(eV)

Band
Energy

(eV)

Free
Energy

(eV)

E_V or
E_m
(eV)

U 117.4 87.5 20.6 615.3 -93.6 -

U-V 100.0 31.9 17.7 277.9 -82.4 1.40*

U+Np 118.3 84.0 21.0 680.3 -81.3 -

U+Np-V 100.9 64.3 18.1 333.1 -72.5 1.10

U+Pu 119.5 98.4 20.9 681.3 -83.0 -

U+Pu-V 102.1 62.2 18.0 332.6 -73.9 1.14

U+Am 130.8 97.7 20.8 682.9 -84.3 -

U+Am-V 110.4 61.6 17.9 332.6 -75.2 1.14

U+Xe-V 108.0 111.2 18.6 405.7 -69.8 1.58**

U+Np+Xe-
V 109.0 124.5 19.0 464.1 -58.2 1.78

U+Pu+Xe-
V 110.2 120.9 18.9 464.0 -60.1 1.72

U+Am+Xe
-V 120.949 119.5 18.8 464.6 -61.7 1.69

표 3.3.5. U-TRU의 전산모사 계산 결과

* 결함 형성에너지, **지논의 이동에너지

사. 확산계수 코드 개발

(1) AKMC (Atomistic Kinetic Monte Carlo)를 이용한 확산거동 알고리듬

개발

몬테칼로(Monte Carlo) 방법은 랜덤변수를 생성하여 입자의 운동 및 반응

을 확률론적으로 모사하는 방법으로 위치, 방향, 에너지 등을 결정할 때 랜

덤변수를 생성하여 이용한다. 주로 중성자, 전자, 양성자, 광자 등의 입자와

공공, 포논 등 비입자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KMC(Kinetic Monte

Carlo) 방법은 기존의 몬테칼로 방법에 추가하여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의 상

관관계도 고려한다.[3.3.7] 또한 온도에 대한 변동도 고려하며 1×106～1×107

원자들에 대해 적용이 가능하며 매우 긴 CPU 시간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재료의 전위나 조대화와 같은 복합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처리하기가

힘든 단점이 있다. AKMC (Atomistic Kinetic Monte Carlo) 방법은 기존의

KMC 방법의 단점을 보완한 방법으로, 상변화를 고려한 동특성 계산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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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다. 열 경화(thermal ageing)나 확산 영향 등을 고려할 수 있고, 점 결

함 확산 모델로 기존 KMC 방법의 단점인 혼합된 현상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3.3.8] 주로 이러한 KMC나 AKMC 방법은 재료의 방사성에 의한

거동 분석에 널리 이용되어 왔다. 여기서 확산 모델에 적용하기 위해 공공

(vacancy)의 이동을 이용하는데 주로 단일 공공만을 이용하는 수준이며 다

중 공공에 대한 모델은 복잡하고 시간 변수와 혼재되어 있어 연구 중에 있

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vacancy)의 이동을 중심으로 한 AKMC 방법을 이

용하여 유한한 온도에서 공공의 이동을 지논의 이동으로 가정하였다. 공공의

운동은 격자에서 격자 이동과 그 자리에서의 진동 두 가지로 가정하였다. 그

림 3.3.9는 금속전환체에서 지논의 확산 거동을 평가하기 위한 AKMC 코드

의 계산 알고리듬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초기 입력을 바탕으로 공공을 한쪽

면에서 시작하여 진동과 이동의 운동으로 모사하는데 이를 랜덤변수를 산출

하여 확률로 선택한다. 그 자리에서 유지하는 경우 유지 시간만을 산정하며

이동하는 경우 주위 원소의 위치를 고려하여 랜덤하게 이동시킨 후 가장 가

까운 공공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이를 계속 반복하여 공공이 격자의 표면으

로 방출되면 방출비를 산정할 수 있고 Booth 이론을 이용하면 확산계수를

구할 수 있다.(그림 3.3.10 및 그림 3.3.11 참조)

그림 3.3.9. 지논의 확산거동 평가를 위한 AKMC 코드의 계산 알고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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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0. 지논의 확산거동을 모사한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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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 전산모사에 의한 지논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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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산모사를 통한 금속전환체의 확산계수 예측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AKMC 방법을 이용하여 금속우라늄에서 지논의

확산계수를 산출하는 코드는 병렬 알고리듬을 채택하여 대용량 계산이 가능

하게 하였으며, 사용자 편의 입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 편의상

AKMC-XEU로 명명하였으며, C 언어로 구성되어 있고 MPICH 병렬 소프트

웨어를 이용하고 있다. 총 랜덤운동 횟수는 1×108이고 프로그램 실행은 리눅

스 클러스터 시스템에서 총 8개의 CPU에서 수행되었다. 입자의 진동에 대한

확률을 계산할 때 필요한 온도는 1000 K로 가정하였다. 우라늄 사방정계의

결정크기는 4×4×4로 정하였고 비교를 하기 위해 진동 에너지는 문헌의 값을

기초로 하여 1.0 eV로 정하였다. 그리고 공공의 생성에너지와 지논의 이동에

너지를 이용하여 각각 공공 및 지논의 금속우라늄의 다중 격자에서의 확산

계수를 산출하여 표 3.3.4에 나타내었다. 우라늄의 경우, 지논의 확산계수는

3.73×10-14 cm2/s로서, 문헌의 값( 1.0×10-14～1.0×10-13 cm2/s) 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전자의 영향이 저온확산에서 지배적이므로 전산모사의

경우 이론값과 실험값과 비교하면 외부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확산계수가

낮게 평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Nd, Ce, Ba가 포함된 금속우라늄에서 지논의

확산계수와 TRU 핵종(Np, Pu, Am)이 첨가된 경우 확산계수를 평가하여 표

3.3.6에 나타내었다.

Case
Migration energy of Xe

(eV)
Diffusion coefficient

(cm
2
/s)

U 1.58 3.73E-14

U+Nd 1.93 2.22E-13

U+Ce 1.85 6.14E-14

U+Ba 2.09 1.77E-14

U+Np 1.78 2.90E-14

U+Pu 1.72 2.99E-14

U+Am 1.69 2.95E-14

표 3.3.6. AKMC 코드를 이용한 확산계수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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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산모사를 통한 산화물전환체의 확산계수 예측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AKMC 방법을 이용하여 이산화우라늄에서 지논의

확산계수를 산출하는 코드는 병렬 알고리듬을 채택하여 대용량 계산이 가능

하게 하였으며, 사용자 편의 입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 편의상

AKMC-UO2로 명명하였으며, C 언어로 구성되어 있고 MPICH 병렬 소프트

웨어를 이용하고 있다. 총 랜덤운동 횟수는 1×108이고 프로그램 실행은 리눅

스 클러스터 시스템에서 총 8개의 CPU에서 수행되었다. 입자의 진동에 대한

확률을 계산할 때 필요한 온도는 1600 K로 가정하였다. 이산화우라늄의 면

심입방구조의 결정크기는 2×2×2로 정하였고 비교를 하기 위해 진동 에너지

는 문헌의 값을 기초로 하여 1.0 eV로 정하였다. 그리고 공공의 생성에너지

와 지논의 이동에너지를 이용하여 각각 공공 및 지논의 금속우라늄의 다중

격자에서의 확산계수를 산출하여 표 3.3.7에 나타내었다. 이산화우라늄의 경

우, 지논의 확산계수는 3.19×10-18 cm2/s로서, 문헌의 값(1.0×10-18～1.0×10-17

cm2/s)을 비교하면 비교적 일치하게 나타났다.[3.3.9][3.3.10] 그리고 불순물이

들어간 경우는 결정구조에 하나의 우라늄을 대신하여 La, Ce, Ba 가 침투된

것으로 가정하였기에 그 영향이 크지 않고 3.02×10-18 cm2/s에서 3.04×10-18

cm2/s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Case
Defect formation energy of

U (eV) Diffusion coefficient (cm2/s)

UO2 4.5 3.19E-18

UO2+La 8.4 3.04E-18

UO2+Ce 6.9 3.02E-18

UO2+Ba 7.5 3.03E-18

표 3.3.7. AKMC 코드를 이용한 이산화우라늄의 확산계수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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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로 조사시험 및 PIA 시험을 통한 확산계수 측정

가. 실험순서 및 장치 원리

고용체 함유 시편은 아래 표 3.3.8과 같이 원자가를 고려하여 3종의 세라믹 소

결체를 제조한다. 실린더형의 소결체 3개 (약 300 mg)를 준비하여 불활성분위기

인 He 기체를 잠입한 지르칼로이 튜브내에 밀봉 용접하여 조사시편을 제작한다.

이렇게 제작된 핵연료 조사 시편은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에서 IP-4 조사공에

서 약 16 분간 조사된 후 10∼11일 정도 냉각한다. 이 기간 동안 높은 선량과

잠열이 충분한 준위로 내려간다. 실험에 알맞은 상태가 되도록 기다렸다. 대기

중에서 실험이 가능한 선량 (약 300 μCi)으로 식혀진 핵연료 시편을 조사재시험

시설로 이송하여 1시간에 걸쳐 Ge-Detector를 이용 감마 스캐닝(Gamma-

scanning)을 한다. 이 단계에서 핵연료 내에 존재하는 초기 제논(핵분열 기체 :

Xe-133)의 양을 계산하기 위해 측정하며 여기서 나온 데이터는 ORIGEN-S 코

드 계산을 위한 기본 자료로 사용된다. 조사시편 리그를 절단후 도가니에 담긴

조사된 핵연료를 담아 전기로 내부에 삽입한다. 가열 시간은 시편의 상태에 따

라 변하는데 약 10 시간 정도로 온도는 정상조건에서 1400 ℃ ∼ 1600 ℃로 가

열한다. 가열실험 중에 발생하는 제논 기체는 액화질소 포집부에 누적 응결되고,

이 제논의 양은 Ge-Detector를 통해 일정 시간당 붕괴된 계수(Net-count)로 실

시간 측정된다. 이렇게 쌓인 제논의 방사능 양을 이용해서 초기 핵연료에 생성

된 값에 대한 방출 분율로 나타내며, 이 값을 이용하여 확산계수 및 활성화 에너

지를 구하게 된다.[3.3.11] 그림 3.3.12는 확산계수 측정실험을 위한 전체적인 실

험실 배치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장치별로 도시화하여 그림 3.3.13에 나타내

었다.

 
SS-1

(연소도 3 at%)

SS-2

(6 at%)

SS-4

(12 at%)

Nd2O3

0.005 g

(1.63 wt%)

0.010 g

(3.25 wt%)

0.020 g

(6.51 wt%)
CeO2

Nb2O5

UO2 0.295 g 0.290 g 0.280 g

Total 0.300 g 0.300 g 0.300 g

표 3.3.8. 고용체 함유에 따른 모의핵연료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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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2. 확산계수 측정 실험장비 사진

그림 3.3.13. 확산계수 측정 실험 장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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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Xe의 방사능을 결정하기 위하여 ORIGEN-S 코드를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방출되는 핵종을 근거로 하여 비교 평가하여 산출하게 된다.[3.3.12] 우선

상대적으로 백그라운드 낮은 I-132와 La-140 핵종을 찾아 그 값을 이용한다. 추

가적으로 각각 에너지에 따른 검출기의 효율을 알아야 한다. 효율을 구하기 위

해 제작 일자와 제작당시 방사능을 알고 있는 참고 선원 Ba-133, Cs-137 그리

고 Co-60을 이용하여 실제 방사능에 대한 효율을 기존에 구하였다. 이때 기준이

되는 원소는 Cs-137로 정하고 Cs-137의 파고 효율을 1로 보았을 때 각각의 선

원의 파고를 비교하여 비례식으로 방사능을 구한 후, 실제 방사능과 비교 상대

측정 효율을 찾게 된다. 이 방법은 표준선원을 가지고 측정하는 절대효율은 간

편하지만 기하학적 구조가 일정해야 하는 제약이 따르고 표준선원을 제작해야하

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 방법은 현재 사용하는 계측기로는 적용하기 힘들

어 상대 효율측정 법을 사용한 것이다. 이 방법에서 나온 효율을 I-132에서 생긴

두 개의 파고와 La-140에서 생긴 파고, 3개의 파고에 적용해 각각 실제 방사능

량을 구하고 그 방사능량이 나오는 시점을 ORIGEN-S 코드를 사용하여 최초 연

소도값을 변화시켜 찾아낸다. 이때 실험으로 나온 I-132와 La-140의 실제 방사

능 양과 코드로 계산해 나온 양을 맞춰야 하는데, 그 오차는 1%미만으로 하여

연소도 값을 찾는다. 연소도값을 찾으면 실험전의 시편에 Xe-133의 존재하는 방

사능량을 역으로 알 수 있다. 그 다음 포집되는 Xe-133의 양을 이용해서 방출량

을 측정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포집된 Xe-133의 파고를 우리가 알고 있

는 방사능으로 바꿔 줘야 한다. 이를 위해 Ba-133 (80.9keV-33%)을 포집장치의

제논이 모이는 위치와 동일하게 위치시키고 측정하여 정량분석을 하였는데

Xe-133의 에너지와 거의 같아서 이때에는 에너지에 따른 효율을 계산할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 방사능을 총 방사능에 대한 비로 방출 분율을 구할

수 있었다. 확산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따른 방출분율(Fractional

release : f) 값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나온 방출분율은 시간의 제곱근에 비례하

는 식으로 도출 될 수 있다. 이 모델은 f<0.3일때 f2과 t는 시간에 따른 온도변화

에서 각각의 온도마다 다른 기울기의 직선을 형성하게 된다. 이 기울기 값을 통

해서 확산계수(D') 값을 도출 해낼 수 있다. 이 방법은 온도별로 기울기가 상승

하며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이용하여 확산계수의 값을 구하게 된다. 본 실험에

서도 1400℃∼1600℃에서 온도를 올리면 각각의 온도에서 기울기가 다르게 직선

이 나타나며 각 온도별로 확산계수를 산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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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물성 측정 자료의 신뢰도 평가를 위한 불확도 분석

기술 개발

1. 산화속도 시험기의 시스템 교정 및 산화 실험 자료의 불확도 평가

가. 산화속도 시험기의 시스템 교정

산화속도 시험은 주로 TGA (Thermogravimetry Analyzer)를 이용하여 수행

되는데 온도나 시간의 함수로 시료의 무게변화를 측정한다. 시스템 교정을 위해

서는 표준물질을 이용하여 시스템 전체를 교정할 수 있고 열전대와 같은 주요

구성 부품을 분해하여 교정할 수 있다. 산화속도 시험을 위한 인증 표준물질을

구하기 힘들고 일부 장비 제조업체에서 제공하는 물질이 있으나 이는 소급성이

없어서 참고용으로 이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산화속도를 측정할 때 주된 영향을

주는 열전대와 무게의 기준인 분동을 교정하여 시스템교정으로 불확도 평가를

수행하였다.[3.3.13][3.3.14]

나. 산화속도 실험자료의 불확도 평가

평균 산화속도는 일정 시간동안의 무게 변화를 시간으로 나누어 정의하며 다

음과 같은 식으로 표시된다.

 ∆




×

여기서  : 최종 무게 (mg)

 : 초기 무게 (mg)

 : 열전대의 교정인자

∆ : 시간 변화 (hr)
(1) 불확도 인자

(가) 초기 무게 (
)

- 저울의 불확도 (
)

표준 시료인 분동 (1g)의 교정 결과, B형

- 저울의 분해능 (
)

TGA내의 저울의 최소 분해능, B형

- 합성 불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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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 자유도(
)

  
∞





 


 





∞

(나) 최종 무게 ()

- 저울의 불확도 (
)

표준 시료인 분동 (1g)의 교정 결과, B형

- 저울의 분해능 (
)

TGA내의 저울의 최소 분해능, B형

- 반복 측정에 의한 표준오차 (
)

TGA에서 반복측정에 의한 표준오차, A형



  
   

 
  



  
  

- 합성불확도

 
 

 
 

- 유효 자유도()

  
∞ , 

  

 


 


 


 




 





(다) 열전대의 교정인자 ( )

- 열전대의 교정인자: 열전대 교정 성적서 결과, B형

- 자유도(  ) = 무한대(∞)

(2) 합성 불확도 산출

(가) 산화속도 시험의 합성 불확도

합성 불확도는 다음과 같이 구하며 유효자유도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

 
 ⋅



여기서, 감도계수는 열중량 실험식을 편미분하여 다음과 같이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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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유효 자유도 ()


 

 


 
 

 
 




(3) 산화속도 시험의 확장 불확도

확장 불확도는 위에서 구한 유효 자유도를 이용하여 t분포 표의 신뢰구간

(약 95 %)에 해당하는 자유도 column에 나타난 k값을 곱하여 산출한다. 그

림 3.4.1은 산화속도 시험의 불확도 평가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 (신뢰수준 약 95%)

그림 3.4.1. 산화속도시험기의 시스템 교정 및 불확도 평가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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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hr)
산화속도 (1/hr)

1회 2회 3회 평균 표준오차 확장불확도

0.08 4.9783E-02 6.0548E-02 5.1817E-02 5.4050E-02 3.3020E-03 1.4252E-02

0.17 7.8273E-02 8.6332E-02 8.2359E-02 8.2321E-02 2.3266E-03 1.0077E-02

0.25 9.4714E-02 9.7887E-02 9.9411E-02 9.7338E-02 1.3835E-03 6.0937E-03

0.33 1.0181E-01 1.0256E-01 1.0622E-01 1.0353E-01 1.3618E-03 6.0141E-03

0.42 9.3319E-02 9.2277E-02 9.2403E-02 9.2666E-02 3.2858E-04 1.0584E-03

0.50 7.8609E-02 7.7561E-02 7.7892E-02 7.7892E-02 3.5889E-04 1.1932E-03

표 3.4.1. 산화속도 실험 자료

0.00

0.01

0.02

0.03

0.04

0 10 20 30Time, min.

W
ei

gh
t G

ai
n

Measure1
Measure2
Measure3
Average

그림 3.4.2. 무게이득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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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도 인자 값 불확도 유형

초기 무게 (
)

- 분동 교정 (
)

- 저울 분해능 ()

자유도 ()

감도계수 (), 1/hr

1.0050E-02

1.0000E-02

1.0000E-03

∞

-2.5534E-03

B 형

B 형

최종 무게 ( )

- 분동 교정 (
)

- 저울 분해능 ()

- 반복 측정 (
)

자유도

감도계수 (), 1/hr

1.4638E-01

1.0000E-02

1.0000E-03

1.4603E-01

2.0004E+00

2.4577E-03

B 형

B 형

A 형

열전대 교정 ( )

자유도 ( )

감도계수 ( ), 1/hr

3.0000E-03

∞

7.7892E-02

B 형

합성불확도 (), 1/hr

유효자유도 ()

4.2975E-04

4.1113E+00

평균산화속도, 1/hr

확장불확도 ( ), 1/hr

포함인자 ()

7.7892E-02

1.1932E-03

2.78

표 3.4.2. 산화속도 실험의 불확도 요약표 (0.5 hr)

0.00

0.05

0.10

0.15

0.20

0.00 0.10 0.20 0.30 0.40 0.50
Time, hr.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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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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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V
e

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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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r.

Measure1
Measure2
Measure3
Average

그림 3.4.3. 산화속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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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열 시험기의 시스템 교정 및 실험 자료의 불확도 평가

가. 비열 실험장비의 시스템 교정

비열 시험에 사용된 DSC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는 온도의 함수

로 시료의 열량 변화를 측정한다. DSC의 B형 불확도를 구하기 위해 불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온도, 열량, 초기무게 등이다. 이중 무게 측정에 영향을 미

치는 저울의 경우 교정이 가능하나, 시스템 내부에 장착되어있는 온도계, 열량계

등은 교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표준물질을 이용한 시스템교정을 통하여 B형

불확도를 산출한다. 즉, 표준물질을 반복 측정한 (비열값±A형 불확도)와 표준물

질 공급 기관에서 제시한 (비열값±확장 불확도)의 불확도를 이용하여 시스템의

교정인자인 합성 불확도를 구한다. 이 방법은 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확도를 포

괄적으로 구하는 방법으로 간단하고 다른 시험법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다. 표

준물질로 사파이어를 이용하여 시스템 교정을 수행하였다.

나. 비열 실험자료의 불확도 평가

비열()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시된다.

 ∆


×

여기서  : 온도 에서의 열량 (J),  : 초기 무게 (g),  : 시스템 교정

인자, ∆ : 온도 차이(K)
(1) 불확도 인자

(가) 초기 무게 ( 
)

- 저울의 불확도 ( 
) : 표준 시료인 분동 (1 g)의 교정 결과, B형

- 저울의 분해능 ( 
) : DSC내의 저울의 최소 분해능, B형

- 합성 불확도

 
 

  

 

- 유효 자유도 ( 
)

 
  

∞  

 

  
 

  

 



∞

(나) 열량 ()

- 반복 측정에 의한 표준오차 () : DSC에서 반복측정에 의한 표준

오차, 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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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 자유도()

   

(다) 시스템의 교정인자 ()

- 표준물질의 불확도 () : 표준물질 성적서 결과, B형

- 반복측정에 의한 불확도 () : 표준물질을 이용 회 반복측정으로

교정, A형


  

   
 
  



 
  

- 합성 불확도

  


 
 

- 자유도 (  )

 ∞ ,     ,  
 

  




(2) 합성 불확도 산출

(가) 비열 시험의 합성 불확도

합성 불확도와 유효자유도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

 
 ⋅



여기서, 감도계수는 비열 식을 편미분하여 다음과 같이 구한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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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 자유도 ()는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3) 비열 시험의 확장 불확도

확장 불확도는 위에서 구한 유효 자유도를 이용하여 t분포 표의 신뢰구간

(약 95 %)에 해당하는 자유도 column에 나타난 k값을 곱하여 산출한다.

  × (신뢰수준 약 95%)

그림 3.4.4는 비열 실험의 불확도 평가 과정을 나타낸 것이며, 그림 3.4.5는

표준물질을 반복측정하여 구한 비열 값을 나타낸 것이다. 시스템 교정인자

에 의한 불확도와 모의 금속전환체의 비열 측정값의 불확도, 감도계수, 합성

불확도 및 확장 불확도를 평가하여 표 3.4.3에 나타내었다.

그림 3.4.4. 비열 실험의 불확도 평가 과정



- 139 -

0

0.5

1

1.5

2

0 100 200 300 400 500 600

Temperature (oC)

Sp
ec

ifi
c 

H
ea

t 
(J
/g

K)

ref1

ref2

ref3
ref4

ref5

average-cal

그림 3.4.5. 표준물질의 비열 변화

표 3.4.3. 비열 시험 결과 및 불확도

온도

(℃)

비열

(J/(gK))

불확도 감도계수
합성
불확도

포함
인자

확장
불확도

u_m

(g)

u_Q/T

(J/K)
u_f

C_m

(J/(g
2
K))

C_Q/T

(1/g)

C_f

(J/(gK))

u

(J/(gK))
k

U

(J/(gK))

50 0.127 7.64E-6 3.33E-4 4.30E-3 -4.66 0.287 0.125 5.49E-04 2.0 1.10E-03

60 0.127 7.64E-6 3.48E-4 4.37E-3 -4.76 0.192 0.125 5.53E-04 2.0 1.11E-03

70 0.127 7.64E-6 3.86E-4 4.45E-3 -4.86 0.144 0.125 5.58E-04 2.0 1.12E-03

80 0.126 7.64E-6 4.24E-4 4.54E-3 -4.95 0.115 0.124 5.66E-04 2.0 1.13E-03

90 0.126 7.64E-6 4.49E-4 4.60E-3 -5.04 0.0959 0.124 5.71E-04 2.0 1.14E-03

100 0.126 7.64E-6 4.39E-4 4.70E-3 -5.12 0.0822 0.124 5.86E-04 2.0 1.17E-03

200 0.131 7.64E-6 5.09E-4 5.62E-3 -5.76 0.0340 0.128 7.21E-04 2.0 1.44E-03

300 0.122 7.64E-6 3.78E-4 6.32E-3 -6.15 0.0215 0.119 7.54E-04 2.0 1.51E-03

400 0.115 7.64E-6 5.01E-4 6.98E-3 -6.42 0.0157 0.112 7.84E-04 2.0 1.57E-03

500 0.064 7.64E-6 8.84E-4 8.13E-3 -6.61 0.0124 0.0615 5.03E-04 2.0 1.01E-03

550 0.074 7.64E-6 1.11E-3 8.28E-3 -6.69 0.0113 0.0713 5.93E-04 2.0 1.19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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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열팽창 시험기의 시스템 교정 및 실험 자료의 불확도 평가

가. 열팽창 실험장비의 시스템 교정

열팽창 시험에 사용된 Dilatometer는 온도변화에 따른 시료의 길이 팽창을 측

정한다. 이러한 Dilatometer 시스템의 B형 불확도를 구하기 위해 불확도에 영향

을 미치는 주된 요인은 온도와 길이이다. 물론 시료의 결정구조에 따라 이방성

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등방성 열팽창 시료로 가정하였다. 초기길이는

실험실의 온도와 그에 따른 열팽창률, 측정자의 교정성적서, 측정자의 분해능 등

이 불확도의 요인으로 고려된다. 최종길이는 반복측정에 의한 A형 불확도만을

고려하여도 충분하다. 그 외 Dilatometer 시스템 각 부품에 대한 불확도 요인을

찾아내야 하지만 고가의 시스템으로 조립 및 분해가 여의치 않으며 시스템의 건

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표준물질을 이용한 시스템교정을 통하여 B형 불확도를 산

출한다. 즉, 표준물질을 반복 측정한 (열팽창값±A형 불확도)와 표준물질 공급 기

관에서 제시한 (열팽창값±확장 불확도)의 불확도를 이용하여 시스템의 교정인자

인 합성 불확도를 구한다. 이 방법은 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확도를 포괄적으로

구하는 방법으로 간단하고 다른 시험법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다. 표준물질로

알루미나를 이용하여 시스템 교정을 수행하였다.[3.3.15]

나. 열팽창 실험자료의 불확도 평가

열팽창( )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시된다.

 

 
× 

여기서  : 온도 에서의 길이 (mm),  : 초기 길이 (mm),   : 온도 

에서 시스템 교정인자

(1) 불확도 인자

(가) 초기 길이 ()

- 측정자의 불확도 () : 표준 시료를 이용한 교정 성적서 결과, B형

- 저울의 분해능 () : 측정자의 최소 분해능, B형

- 상온에서의 초기길이의 변화 () : 상온에서 시료의 열팽창률, B형

- 합성 불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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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 자유도 ()

     ∞  
 

 
 




∞

(나) 최종길이 ( )

반복 측정에 의한 표준오차 ( ) : Dilatometer에서 반복측정에 의한

표준오차, A형

 
  

   
 
  



 
  

유효 자유도(  )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다) 시스템의 교정인자 ()

- 표준물질의 불확도 ( ) : 표준물질 성적서 결과, B형

- 반복측정에 의한 불확도 () : 표준물질을 이용 회 반복측정으로

교정, A형


   

   
 
  



 
  

- 합성 불확도

 


 
 

- 자유도 ( )

 ∞ ,     ,   
 

 




(2) 합성 불확도 산출

(가) 비열 시험의 합성 불확도

합성 불확도와 유효자유도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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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감도계수는 비열 식을 편미분하여 다음과 같이 구한다.






 
⋅




⋅






 
⋅








 
⋅

 

유효 자유도 ()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3) 열팽창 시험의 확장 불확도

확장 불확도는 위에서 구한 유효 자유도를 이용하여 t분포 표의 신뢰구간

(약 95 %)에 해당하는 자유도 column에 나타난 k값을 곱하여 산출한다.

  × (신뢰수준 약 95%)

그림 3.4.6은 비열 실험의 불확도 평가 과정을 나타낸 것이며, 그림 3.4.7은

표준물질을 반복 측정하여 구한 비열 값을 나타낸 것이다. 시스템 교정인자

에 의한 불확도와 모의 금속전환체의 비열 측정값의 불확도, 감도계수, 합성

불확도 및 확장 불확도를 평가하여 표 3.4.4에 나타내었다.

그림 3.4.6. 열팽창 실험의 불확도 평가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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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7. 표준물질의 열팽창 변화

표 3.4.4. 열팽창 시험 결과 및 불확도

온도(℃)
Al2O3

열팽창

감도계수

(Cl(T))

감도계수

(cl0)

감도계수

(Cfcal)

합성표준
불확도

(Uc)

포함
인자

(k)

확장불확
도

(Utot)

100 4.20E-4 0.117 -0.117 4.20E-4 2.04E-4 2.0 4.07E-4

200 1.09E-3 0.117 -0.117 1.09E-3 2.04E-4 2.0 4.07E-4

300 1.83E-3 0.117 -0.117 1.83E-3 2.04E-4 2.0 4.08E-4

400 2.63E-3 0.117 -0.117 2.63E-3 2.04E-4 2.0 4.08E-4

500 3.44E-3 0.117 -0.117 3.44E-3 2.04E-4 2.0 4.08E-4

600 4.28E-3 0.117 -0.117 4.28E-3 2.04E-4 2.0 4.09E-4

700 5.16E-3 0.117 -0.118 5.16E-3 2.05E-4 2.0 4.09E-4

800 6.05E-3 0.117 -0.118 6.05E-3 2.05E-4 2.0 4.09E-4

900 6.99E-3 0.117 -0.118 6.99E-3 2.05E-4 2.0 4.10E-4

1000 7.94E-3 0.117 -0.118 7.94E-3 2.05E-4 2.0 4.10E-4

1100 8.92E-3 0.117 -0.118 8.92E-3 2.05E-4 2.0 4.11E-4

1200 9.92E-3 0.117 -0.118 9.92E-3 2.05E-4 2.0 4.11E-4

1300 1.10E-2 0.117 -0.118 1.10E-2 2.06E-4 2.0 4.11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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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열확산도 시험기의 시스템 교정 및 실험 자료의 불확도 평가

가. 열확산도 실험장비의 시스템 교정

열확산도 시험에 사용된 Laser Flash는 한쪽면에 레이저를 투사하면 일정시간

후 반대편에 열이 전달된다. 전달된 열은 적외선 센서로 읽어 온도변화를 측정

한 후 시간에 대한 함수로 열확산정도를 계산한다. 이러한 Laser Flash 시스템

의 B형 불확도를 구하기 위해 불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은 초기 두께와

시간이다. 초기길이는 측정자의 분해능과 측정자의 교정성적서의 불확도 등이

불확도의 요인으로 고려된다. 시간등을 포함한 열확산도값은 반복측정에 의한 A

형 불확도만을 고려하여도 충분하다. 그 외 Laser Flash 시스템 각 부품에 대한

불확도 요인을 찾아내야 하지만 고가의 시스템으로 조립 및 분해가 여의치 않으

며 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표준물질을 이용한 시스템교정을 통하여 B

형 불확도를 산출한다. 표준물질로 그래파이트를 이용하여 시스템 교정을 수행

하였다.

나. 열확산도 실험자료의 불확도 평가

열확산도( )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시된다.

  
 ⋅  ⋅   

여기서

 = 열확산도(Thermal Diffusivity), 측정 대상이 되는 양 (측정량),

 = 0.1388

 = 초기 시료의 두께 (단위, mm)

 = 시료 반대편으로 열전달되는 시간의 1/2 (단위, sec), 시스템내에서 측정

 = 시스템 교정인자

(1) 불확도 인자 도출

(가) 초기 두께 ()

- 측정자의 불확도 ()

표준 시료를 이용한 교정 성적서 결과, B형

- 측정자의 분해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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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자의 최소 분해능, B형

- 합성 불확도

  

- 유효 자유도(
)

     ∞

(나) 열확산도 값 ()

- 반복 측정에 의한 표준오차 (  )

Laser Flash에서 반복측정에 의한 표준오차, A형

  
 



 
  



 
 

  

- 유효 자유도()

    ,

(다) 시스템의 교정인자 ()

- 표준물질의 불확도 ()

표준물질 성적서 결과, B형

- 반복측정에 의한 불확도 ()

표준물질을 이용 회 반복측정으로 교정, A형


  

   
 
  



 
  

- 합성 불확도

 


 
 

- 자유도 (  )

 ∞ ,     ,  
 

  




(2) 합성불확도 산출

합성 불확도는 다음과 같이 구하며 유효자유도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

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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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감도계수는 열중량 실험식을 편미분하여 다음과 같이 구한다.




⋅ 




⋅ 



⋅


⋅ 


⋅

유효 자유도 ()는 아래와 같이 구해진다.

 
 

 
 


 

 





(3) 확장 불확도 산출

확장 불확도는 위에서 구한 유효 자유도를 이용하여 t분포 표의 신뢰구간

(약 95 %)에 해당하는 자유도 column에 나타난 k값을 곱하여 산출한다.


 × (신뢰수준 약 95%)

 

System Calibration  

with Reference Material  

(InSb) 

Thermal Diffusivity Experiments 
(Graphite) 

Uncertainty Evaluation 

Initial Sample Thickness (d) 
- B type: resolution 

- B type: calibration 

Time (t) 

- A type: iterative measurement  

System Calibration (fcal) 
- A type: calibration test 

- B type: CRM report  

calftcdf ´= 2/1
2 /

그림 3.4.8. 열확산 불확도 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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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9. 열확산 측정값 및 불확도

표 3.4.5. 열확산 측정값의 불확도

온도(℃)
열확산 측정

평균 (mm2/sec)

확장 불확도

(mm2/sec)
포함인자

25 90.3594 18.8802 2.01

100 68.1428 15.0469 2.01

300 38.6726 9.9724 2.01

500 27.3842 7.9175 2.01

700 21.5856 7.0115 2.01

900 18.0552 6.4281 2.01

1100 15.58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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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본 장의 제 1 절에서는 『건식 재가공 전환체 물성 특성 연구』과제의 1단계(200

7～2009) 연구개발 목표인 1) 건식 재가공 산화물 전환체 물성 평가, 2) 건식 재가공

금속 전환체 물성 평가 3) 하나로 조가시험 조건에서의 핵분열기체 확산 거동에 미

치는 불순물 영향분석 그리고 4) 물성 측정 자료의 신뢰도 평가를 위한 불확도 분석

기술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개발 추진 전략 및 주요 연구 결과에 대해, 그리고

제 2 절에서는 연구개발 결과의 대외 기여도에 관하여 간략히 기술한다.

제 1 단계 세부 연구개발 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및 달성도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를 표 4.1.1에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제 1 절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1. 연구개발 목표

가. 최종목표

- 건식 재가공 전환체의 열/기계 물성 자료 생산 및 하나로 조사시험 조건에서

의 핵분열기체 확산거동 분석

• 건식 재가공 전환체의 물성과 핵분열기체 확산거동에 미치는 불순물 종류의

영향 분석

• 건식 재가공 전환체의 물성과 핵분열기체 확산거동에 미치는 사용후핵연료

의 연소도 영향분석

나. 1 단계 연구내용

- 핵분열생성물 종류에 따른 재가공 산화물전환체의 열/기계 물성 평가

- 물성 측정용 모의 재가공 금속전환체 제조 기술 분석 및 표준 확립

- 재가공 금속전환체(U-TRU)의 열/기계 물성 평가

- 물성 측정 자료의 신뢰도 평가를 위한 불확도 분석 기술 개발

- 하나로 조사시험 조건에서의 핵분열기체 확산거동에 미치는 불순물 영향 분석

2. 주요 연구결과

가. 물성 측정용 모의 재가공 전환체 제조

- 재가공전환체의 물성 특성을 연구하기위해 핵분열 생성물에 따른 모의 산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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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체 제조 공정을 확립하였다. 연소도에 따른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30, 60,

120 GWd/tU에 해당하는 모의 사용후핵연료의 제조공정을 확립하였다. 또한

고용체 원자가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원자가가 다른 고용체(Nd: 3가, Ce: 4

가, Nb: 5가)가 함유된 모의 산화물전환체의 제조 공정을 확립하였다.

나. 모의 재가공 전환체를 이용한 물성 측정 및 특성모델 생산

(1) 재가공 산화물전환체의 물성 특성 연구

- 모의 산화물전환체를 이용하여 용융점을 측정하여 특성 모델을 개발하였

다. 핵분열 생성물이 고용체를 형성하는 산화물전환체의 경우 연소도가 증

가 할수록 핵분열생성물의 양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 용윰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모의 산화물전환체를 이용 산화속도를 측정하였으며 산화속도, 분말화시간

(PFT, Powder Formation Time), 산화유도시간(OIT, Oxidative Induction

Time) 및 활성화에너지를 구하였다.

- 모의 산화물전환체를 이용하여 크리프 변형을 측정하였으며, 온도와 압력

에 따른 크리프 변형속도, 천이응력 및 활성화 에너지를 구하였다.

- 고용체 원자가에 다른 모의 산화물전환체의 열팽창을 측정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온도에 따른 밀도변화를 구하였다.

- 모의 산화물전환체를 이용하여 항복응력을 측정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탄성계수를 구하였다.

(2) 재가공 금속전환체의 물성 특성 연구

- 모의 금속전환체를 이용하여 비열을 측정하였으며, 연소도에 따른 비열 모

델을 온도함수로 구하였다.

- 모의 금속전환체를 이용하여 열팽창을 측정하였으며, 연소도에 따른 열팽

창 모델을 온도함수로 구하였다.

- 연소도에 따른 평균 열팽창 계수와 순간 열팽창 계수 및 밀도변화를 구하

였다.

- 모의 금속전환체를 이용하여 열확산도를 측정하였으며, 연소도에 따른 열

확산도를 온도함수로 구하였다.

- 비열, 밀도 및 열확산도를 이용하여 열전도도를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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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의 금속전환체를 이용하여 산화속도를 측정하였으며, 연소도에 따른 산

화속도 모델을 온도함수로 구하였다.

다. 재가공 전환체의 핵분열기체 확산거동 분석

- 확산거동을 평가할 수 있는 전산 모사 코드들에 대해 범용성, 대용량 계산성,

병렬 계산성 등을 비교 분석하였음.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에서 개발한 제일

원리 전산모사코드인 VASP을 선정하여 확산거동의 주요 인자인 결함 생성에

너지 및 지논의 결함간 이동에너지를 평가하였음.

- 공공(vacancy)의 이동을 중심으로 한 AKMC (Atomistic Kinetic Monte

Carlo) 방법을 이용하여 유한한 온도에서 공공의 이동을 지논의 이동으로 가

정한 확산거동 알고리듬을 개발하였음.

- 슈퍼컴퓨터를 활용하여 대용량 전산모사 코드 실행하였으며 예비 계산으로 이

산화우라늄의 단위셀에 대한 결함생성에너지 및 지논의 이동에너지 등을 계산

하였음. VASP 코드를 이용하여 고용체의 원자가에 따른 결함 생성에너지를

계산하였음.

라. 물성 측정 자료의 신뢰도 평가를 위한 불확도 분석 기술 개발

- 산화속도 시험의 경우 표준물질을 이용하여 시스템 교정을 수행하였으며, 분동

을 교정하여 저울을 보정하였음.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시스템 교정방법을 이용

한 불확도 평가 기법으로 산화속도 측정의 각 요인별 불확도를 평가하였음. 불

확도 인자로 초기 무게, 최종무게, 열전대 교정인자 등을 도출하였음.

- 국제표준기구(ISO)의 불확도 평가절차에 따라 비열 시험의 B형 불확도를 각

요인별(초기무게, 열량, 시스템 교정인자 등)로 구하였으며 표준물질을 이용한

시스템 교정 방법으로 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확도를 평가하였음. 표준물질로

사파이어를 이용하였음.

- 열팽창 시험의 경우 표준물질을 이용하여 시스템 교정을 수행하였으며, 온도계

및 마이크로미터는 교정을 통해 불확도 요인에 포함 시켰음.

- 열확산도 측정 자료의 시스템 교정을 통한 B형 불확도를 구하기 위해 불확도

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은 초기 두께와 시간을 고려하였고 불확도 평가

모델식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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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연구목표
달성도3)

(%)

•재가공 산화물

전환체 물성평가

100

- 모의 산화물

전환체 제조

- 연소도(30, 60 120 GWd/tU)에 따른 밀링(0.5, 0.5,

4hr), 성형압력(300 MPa), 소결조건(1750 ℃ 6hr) 등

모의 산화물전환체 제조공정 확립

⇒ 밀도: 96.0% TD

- 고용체 원자가(+3: Nd, +4: Ce, +5: Nb)에 따른

밀링(4, 1, 1 hr), 성형압력(300 MPa), 소결조건

(1750 ℃ 6hr) 등 모의 산화물 전환체 제조공정 확립

⇒ 밀도: 95.5% TD

- 핵분열생성물

종류에 따른

재가공 산화물

전환체 열물성

평가

- 연소도 함수 용융점 모델 도출

- 분말화시간, 산화유도시간, 산화속도, 활성화에너지의

온도와 연소도 함수 모델 도출

(30~120 GWd/tU, 300~400℃)

- 핵분열생성물

종류에 따른

재가공 산화물

전환체 기계물성

평가

- 연소도(30, 60, 120 GWd/tU)별 모의 산화물전환체의

크리프 변형속도, 항복응력, 탄성계수

온도함수(상온-1000 ℃) 모델 도출

- 고용체 원자가에

따른 재가공

산화물 전환체

물성 평가

- 연소도별 온도함수의 열팽창, 밀도, 순간 열팽창계수

모델 도출 (상온~1500 ℃, 30~120 GWd/tU)

•재가공 금속

전환체 물성평가

100

- 재가공 금속

전환체 열물성

평가

- 연소도별(35, 55, 80 GWd/tU) 온도함수(상온~600

℃)의 비열모델 도출

- 연소도별 온도함수의 열팽창, 밀도, 순간 열팽창계수

모델 도출

- 연소도별 온도함수의 열확산도, 열전도도 모델 도출

- 연소도별 온도함수의 산화속도 모델 도출

- 재가공 금속

전환체 기계물성

평가

- 탄성계수 측정기를 이용하여 상온, 공기 분위기에서

탄성계수 측정 : 193.33 ± 2.02 GPa

표 4.1.1 세부연구목표 및 달성도



- 153 -

•재가공 전환체의

핵분열 기체

확산거동 분석

100

- 산화물전환체의

핵분열 기체

확산거동 분석

- 산화물전환체의 확산계수 자료생산 3.19×10-18 cm2/s

- 금속 전환체의

핵분열 기체

확산거동 분석

- 금속전환체의 확산계수 자료생산 3.73×10-14 cm2/s

- 하나로 조사를

통한 재가공

산화물 전환체의

핵분열 기체

확산거동 분석

- 고용체 원자가에 따른 확산계수 모델 제시

•물성측정자료의

신뢰도 평가를

위한 불확도 평가

- 표준물질을 이용한 측정장비의 시스템 교정 방법 및

물성 종류에 따라 불확도 평가식을 제시함.

- 물성 종류와 무관하게 시스템 교정을 통한 통합적인

불확도 평가 기법의 새로이 제시함.

100

- 산화속도 측정

장비 및 측정

자료의

불확도평가

- 표준물질 이용 산화속도 측정 장비의 시스템

교정(B형)과 반복측정에 의한 A형 불확도 평가

- 합성 및 확장 불확도를 산출함.

- 산화속도 및 불확도: (7.79×10-2±1.19×10-3) hr-1

- 비열 측정 장비

및 측정 자료의

불확도 평가

- 온도 표준물질(In: 156.6 ℃m Zn: 419.47 ℃) 이용

비열 측정장비의 시스템 교정(B형)과 반복측정에

의한 A형 불확도 평가

- 합성 및 확장 불확도를 산출함.

- 비열 및 불확도: (6.37×10-2±1.01×10-3) J/(gK)
- 열팽창 측정 장비

및 측정 자료의

불확도 평가

- Al2O3 이용 열팽창 측정장비의 시스템 교정(B형)과

반복측정에 의한 A형 불확도 평가

- 합성 및 확장 불확도를 산출함.

- 1300 ℃에서 열팽창 및 불확도: (1,10×10-2±4.11×10-4)
- 열확산도 측정

장비 및 측정

자료의

불확도평가

- Graphite 이용 열확산도 측정 장비의 시스템

교정(B형)과 반복측정에 의한 A형 불확도 평가

- 합성 및 확장 불확도를 산출함.

- 1300 ℃에서 열확산도 및 불확도:

(18.05±2.904)mm2/s
총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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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본 과제에서 지난 3년간의 제 1 단계 연구개발을 통하여 획득한 연구개발 경험 및

결과가 기술적으로 타 관련 과제에 기여하는 바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정리할 수

있다.

- 건식 재가공 전환체 물성특성연구 결과는 국내의 타 핵연료 관련 연구 분야(사용

후핵연료 관리, SFR핵연료, 신형핵연료 등)를 선도하고 있으며, 이들 과제의 수행

에 많은 참고 자료 및 기술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재가공 전환체 내의 핵분열기체 확산거동 분석 결과는 국내의 타 핵연료 관련 연

구 분야(사용후핵연료 관리 등)를 선도하고 있으며, 이들 과제의 수행에 많은 참

고 자료 및 기술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물성 측정 자료 신뢰도 평가를 위한 불확도 평가 기술개발 결과는 핵연료 및 재

료물성 측정자료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기술로서 관련 연구 분야(사용후핵연료 관

리, 미래형 산화물핵연료, 신형핵연료 등)를 선도하고 있으며, 이들 과제의 수행에

많은 참고 자료 및 기술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모의 건식 재가공 전환체 제조 공정 확립, 물성 특성 분석 기술 등은 신개념 핵연

료 연구개발에 있어 필히 확보해야 하는 필수 요소 기술로서, 본 과제가 다양한

선행 연구 결과를 생산하고 있음.

- 불순물을 다량 함유한 건식 재가공 전환체의 물성 특성 분석 기술은 GEN-IV 등

미래형 핵연료주기 시스템에 사용되는 신개념 핵연료의 성능 해석 기술 발전에

공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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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

1. 경제적 측면

-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는 “Dirty Fuel"의 신뢰성 있는 물성 자료 및 특성 모델

은 노심해석이나 건전성 평가에 활용되어 불확실성을 줄여 설계의 안전 인자를

낮추고, 출력과 연소도를 증진시킴으로서 많은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음.

- 사용후핵연료 금속전환체의 신뢰성 있는 물성 자료 및 특성 모델은 운반용기, 임

시저장 용기 최종 처분장 설계 등 장기관리에 활용되어 불확실성을 줄여 설계의

안전 인자를 낮출 수 있어 운반, 저장 및 처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컴퓨터를 이용한 전산모사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작업으로써 고가의 실험장치가

필요하지 않으며 많은 시험 인력을 요구하지 않고, 장시간 실험으로 인한 추가적

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경제적임.

2. 사회적 측면

-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는 “Dirty Fuel" 또는 사용후핵연료 금속전환체의 신뢰성

있는 물성 자료를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서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환경친화적 인식을 확산 시킬 수 있음.

- Gen-IV 등 미래형 원자로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신개념 핵연료의 성능평가에 요구

되는 기초 물성자료 및 모델은 미래형 원자로 시스템 및 핵연료주기 기술개발 방

향 설정을 위한 기반 자료로 활용함.

3. 기술적 측면

- 건식 재가공 전환체의 물성특성 평가 기술 및 측정 자료는 사용후핵연료의 재활

용을 위한 재가공 전환체의 제조, 중간저장 용기 설계, 수송 용기 설계, 처분장 설

계 및 SFR에서 사용될 TRU 함유 핵연료 등의 성능평가 등에 활용될 필수 기초

자료임.

- 모의 재가공 전환체의 제조공정 확립 및 시료 제조는 고방사성 재가공 전환체를

대신해서 물성 측정에 활용 될 수 있으며, 차폐시설이나 원격 설비를 이용해야하

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품종, 소량 시료 제조가 가능하여 다양한 변수에 따른

실험 및 예측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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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모사를 통한 원자력에의 적용 분야 중 핵분열기체 확산거동 평가는 고비용과

장시간 실험에만 의존하던 핵분열기체 확산거동 평가에 활용됨. 나아가 실제로 실

험하기 힘든 고연소도 영역에서의 핵분열기체 확산거동 자료의 보완이 가능함.

- 따라서 건식 재가공핵연료 물성측정 자료 및 모델은 핵연료주기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핵연료주기 기술개발 방향 수립 결정의 기초 자

료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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