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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요약서

과제고유번호
해당단계

연구기간

2008.7.1~

2010.6.30
단계구분 1/2

연 구 사 업 명
중 사 업 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세부사업명 고유강점기술육성

연 구 과 제 명
대 과 제 명

세부과제명 차세대 U-Mo 연구로핵연료 개발

연 구 책 임 자 박종만

해당단계

참 여

연구원수

총 : 4.93명

내부 : 2.1명

외부 : 2.83명

해당단계

연 구 비

정부 : 500,000천원

기업 : 천원

계 : 500,000천원

총연구기간

참 여

연구원수

총 : 4.93명

내부 : 2.1명

외부 : 2.83명

총연구비

정부: 500,000천원

기업 : 천원

계 : 500,000천원

연구기관명 및

소 속 부 서 명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로핵연료개발부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 상대국연구기관명 :

위 탁 연 구 연구기관명 : 연구책임자 :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 보고서면수

○ 원심분무 U-Mo 분말 해외수출

- 벨기에 SCK CEN 연구소에 NU-7Mo(5 kg) 및 LEU-7Mo(2 kg) 2009.07 선적 (US$ 71,000)

- 프랑스 CEA 연구소에 DU-8Mo(5 kg) 공급 계약 (US$ 19,000)

- 세계 연구로 핵연료 시장 선점 및 KAERI의 윈심분무 분말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공인

○ KOMO-3 조사시험 핵연료에 대한 조사후 시험 수행

- 조대립 U-Mo 입자사용, U-Mo에 제3원소 첨가 및 Al-Si 합금기지 적용한 반응층 분율 저감 기술 개

발, 조사 중 U-Mo와 Al 기지간의 반응층 성장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반영하여 핵연료 온도 변화를

예측하는 프로그램 개발

○ 12 종류의 고온 고출력 조사시험(KOMO-4) 분산핵연료 제조 및 특성시험 수행. MATRA-h code 이용

정상상태 및 과도상태에서의 안전성 확인. OR3 조사공에서 132.1 EFPD동안 조사시험 수행

○조사된 12종류의 KOMO-4 U-Mo 핵연료 중 5종류의 조사시편에 대한 PIE 시험 및 자료생산

- 최대 55.3% 연소된 분산핵연료 및 pre-IL 형성 핵연료에 대한 cladding 산화층, KOMO-3와 비교 팽윤

량 30% 이상 저감, 미세조직, 반응층 두께분포, Al-Si 합금기지에 5wt%Si 이상 첨가시 반응층 형성 획

기적으로 저감, EPMA 분석을 통한 모든 조사핵연료 반응층에서 Si이 반응층/Al-Si 기지의 경계에

10at% 정도 소량 분포하면서 조사 중 기지로 부터의 Al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intrinsic

mechanism을 규명(세계최초)

○ 반응층 저감 U-7Mo/Al-5Si, U-7Mo-1Ti/Al-5Si 다심핵연료 제조 제조기술 개발( 6gU/cc), 열처리법에
의한 신개념 Si-coated U-Mo 제조기술 개발 (세계최초) 및 in-situ 중성자 회절분석 통한
U-Mo/Al-Si 고온반응특성 노외시험 및 평가

○ 외국의 실용화 연소시험 최신자료(RRTR-8/9, AFIP, IRIS) 입수 및 분석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글 RERTR 프로그램, 고성능 연구로, 원심분무 U-Mo 핵연료, 조사시험

영 어
RERTR program, high performance research reactors, atomized

U-Mo fuel, irradi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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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목 : 차세대 U-Mo 연구로핵연료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특허기술인 원심분무 방법으로 제조된 우라늄 고밀도

(5~6 gU/cc)의 차세대 U-Mo 봉상핵연료에 대하여 고온 고출력 조건 하에서

조사안정성 확보 및 실용화 개발

□ 세계 유일의 상용급 원심분무 U-Mo 핵연료 기술에 대하여 원자력 선진국으

로 수출기반구축 및 향후 지속적인 연구로 수출과 연계

□ U 고밀도의 U-Mo 핵연료를 사용함으로서 하나로 노심에서의 구동핵연료 집

합체 수(24개→20개)를 줄여서 조사공의 추가 확보(OR 조사공 4개) 및 노심

장주기화(130%) 실현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기술목표

□ 노내조사(KOMO-3) 시험한 U-Mo 봉상핵연료에 대한 연소성능평가 완료

□ 고온 고출력 조사시험(KOMO-4) 후보핵연료 선정

□ 반응문제 개선한 고온 고출력 조사시험

□ 고온고출력 조사시험(KOMO-4) 핵연료에 대한 연소성능평가 착수

□ 신개념의 U 고밀도 봉상핵연료 개발 및 특성평가

□ 외국의 실용화 연소시험 최신자료 입수 및 분석

2) 내용 및 범위

□ 노내조사(KOMO-3) 시험한 U-Mo 봉상핵연료에 대한 연소성능평가 완료

ㅇ 조사된 U-Mo 핵연료에 대한 조사후시험 및 연소성능 평가

ㅇ U-Mo 봉상핵연료의 조사 중 온도 및 팽윤 예측 Code 수립

□ 고온 고출력 조사시험(KOMO-4) 후보핵연료 선정

ㅇ 연소성능 평가로부터 대상핵연료 선정

ㅇ 조사시험 조건 설정

□ 반응문제 개선한 고온 고출력 조사시험

ㅇ 조사시험(KOMO-4) 핵연료봉 제조 및 특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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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노심안전성 평가

ㅇ 하나로 조사시험

□ 고온고출력 조사시험(KOMO-4) 핵연료에 대한 연소성능평가 착수

ㅇ 조사된 U-Mo 핵연료에 대한 조사후시험 및 자료생산

ㅇ U-Mo 봉상핵연료 조사성능 예측Code 개발

□ 신개념의 U 고밀도 봉상핵연료 개발 및 특성평가

ㅇ 반응층 저감 다심핵연료 제조기술 개발(6 gU/cc)

ㅇ U-Mo/Al-Si 고온반응특성 노외시험 및 평가

□ 외국의 실용화 연소시험 최신자료 입수 및 분석

ㅇ 외국의 고온/고출력 U-Mo 핵연료 조사시험 결과 입수 및 분석

Ⅳ. 연구개발결과

□ 원심분무 U-Mo 분말 해외수출

ㅇ 벨기에 SCK・CEN 연구소 및 프랑스 CEA에 원심 분무 분말 수출

□ 노내 조사(KOMO-3) 시험 U-Mo 봉상핵연료 연소성능 평가완료

ㅇ조사된 U-Mo 핵연료에 대한 조사후시험 및 연소성능 평가

- 조대립 U-Mo 입자사용, U-Mo에 소량의 제3원소 첨가 및 Al-Si 합금기지

적용으로 고온 조사조건에서도 반응층 분율을 최대 40% 이내로 저감하여

KOMO-2 조사시험시의 완전반응 방지할 수 있는 기술개발.

ㅇ U-Mo 봉상핵연료의 조사 중 온도 및 팽윤 예측 Code 수립

- 조사 중 U-Mo와 Al 기지간의 반응 층 성장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반영하

여 핵연료 온도 변화를 예측하는 프로그램 개발

□ 고온 고출력 조사시험(KOMO-4) 후보핵연료 선정

ㅇ 연소성능 평가로부터 대상핵연료 선정

- 반응 층 성장을 최소화하는 5 gU/cc의 U-Mo-X(X=Zr,Ti) / Al-Si (Si=

2,5,8wt%) 분산 핵연료 선정

- 반응 층 안정화 원소인 Si의 역할을 분석하기 위해 10 ㎛ 두께의 Si-rich
반응 층을 미리 형성시킨 U-7Mo 분산핵연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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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사시험 조건 설정

- 고온(최대 200℃) 고출력(최대 107 kW/m) 조건에서 시험하여 봉상 U-Mo

핵연료의 선출력 한계도출 위함

□ 반응 문제를 개선한 고온 고출력 조사 시험

ㅇ 조사시험(KOMO-4) 핵연료봉 제조 및 특성평가

- 12 종류의 고온 고출력 조사 시험용 분산 핵연료 제조 및 특성 시험 수행

ㅇ 노심안전성 평가

- MATRA-h 코드이용 정상 상태 및 과도 상태에서의 불확실도를 감안한

보수적 평가를 수행하여 안전성 확인

ㅇ하나로 조사시험

- 하나로 OR3 조사공에서 132.1EFPD(평균 연소도 47.1%) 동안 조사시험

수행

□ 고온 고출력 조사시험(KOMO-4) 핵연료에 대한 연소성능 평가 착수

ㅇ 조사된 U-Mo 핵연료에 대한 조사후시험 및 자료생산

- Si 첨가에 의한 반응 층 형성 획기적 감소 확인

- Pre-interaction layer 형성시킨 핵연료에서의 반응 층 성장 억제 확인

- 조사 중 U-Mo/Al 반응층 성장억제에 관한 Si의 거동과 관련된 고온조건

에서의 irradiation mechanism을 세계 최초로 발견 및 향후 전 세계

U-Mo 핵연료의 개발방향을 제시

ㅇ U-Mo 봉상핵연료 조사 성능 예측 Code 개발

- U-Mo/Al 뿐만아니라 U-Mo/Al-Si 분산핵연료의 반응층의 두께변화, 부피

분율 변화, 핵연료 심재 팽윤량, 중심온도 변화 등을 계산할 수 있는 관계

식을 수립하여 코드에 반영.

□ 신개념의 U 고밀도 봉상핵연료 개발 및 특성평가

ㅇ 반응층 저감 다심핵연료 제조기술 개발(6 gU/cc)

- 반응 층 저감 U-7Mo/Al-5Si, U-7Mo-1Ti/Al-5Si 다심핵연료 제조 제조기

술 개발(6 gU/cc)

- 열처리 법에 의한 신개념 Si-coated U-Mo 제조기술 개발 (세계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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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U-Mo/Al-Si 고온반응특성 노외시험 및 평가

-In-situ 중성자 회절분석 통한U-Mo/Al-Si 고온반응특성 노외시험 및 평가

□외국의 실용화 연소시험 최신자료 입수 및 분석

ㅇ 외국의 고온/고출력 U-Mo 핵연료 조사시험 결과 입수 및 분석

- 외국의 실용화 연소 시험 최신 자료(RRTR-8/9, AFIR, IRIS) 입수 및 분석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하나로에서 조사시험을 포함한 차세대 U-Mo 연구로핵연료 연구개발 결과

는 가까운 장래에 하나로 노심을 U-Mo 핵연료로 전환을 위한 실증시험

자료에 활용

ㅇ현재 하나로에서 사용중인 U3Si 분산핵연료 보다 우라늄 밀도가 높은 U-Mo

분산핵연료를 사용하여 구동 핵연료 hole(4개의 OR hole)을 조사공으로 사

용 가능

ㅇ 하나로 노심전환시 U-Mo 핵연료의 인허가를 대비한 qualification 시험자료로

활용

ㅇ 향후 국내에 추진될 하나로 후속 연구로 건설시 본 연구에서 개발된 기술을

적용한 U-Mo 핵연료로 최적의 노심성능 개량

ㅇ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는 금속핵연료로서 액체금속로 및 중소형 원자로의 핵

연료와 유사한 기술이므로 이러한 핵연료 개발에 활용

ㅇ 사용후 핵연료량을 최소화하기 시키는데 본 우라늄 고밀도 핵연료 기술이

활용

□ 2016년 상용화 예정인 U-Mo 핵연료의 수출기반 구축

ㅇ 2016년 U-Mo 핵연료 실용화시 노심전환 예상되는 벨기에 BR-2, 프랑스 ILL,

JHR 및 호주 OPAL 연구로는출력조건이 기존 U-Si 핵연료(100~150 W/㎠) 보다

매우 높은 최대 470 W/㎠의 출력밀도를 요구함. 연구로 가동시 핵연료 온도는

KOMO-4 조사시험 조건과 유사하여본 연구에서 수행된원심분무 U-Mo 핵연료

의 고온 고출력 조사시험 결과는 외국의 고성능 연구로 핵연료 개발시 중요한

back-up data로활용될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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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 연구에서 개발된 고온 고출력 적용 가능한 원심분무 U-Mo 핵연료 기술을 이

용하여 외국의 연구로에 원심분무 U-Mo 분말을 사용하도록 하고, 아울러

원심분무 U-Mo 분말 수출 및 기술 이전을 통한 외화 획득

ㅇ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될 연구로 수출을 대비, 세계적 선도기술인 연구로 핵연료

기술을접목하여연구로수출경쟁력제고에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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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Title : Development of U-Mo research reactor fuel for

next generation

Ⅱ. Background and Objectives

□ Development of high-U density (5~6 gU/cc) U-Mo fuel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rod type U-Mo fuel.

- Examination of the fuel safety of high-U density U-Mo fuel rod under

the high duty irradiation condition (max. power density : 110 kW/m).

- Development of the next generation U-Mo fuel rod which has the

interaction layer lower than 50%.

□ Establishment of foundation for exportation of centrifugal atomized U-Mo

powder.

- Exportation of centrifugal atomized U-Mo powder.

Ⅲ. Scope

1) Objectives

□ Completion of Post irradiation examination for KOMO-3 irradiated fuel rods.

□ Select the dispersion fuel rod candidates for KOMO-4 irradiation test.

□ Irradiation test to solve the problems of interaction layer formation

(KOMO-4)

□ Set the post irradiation examination of KOMO-4 irradiated fuel rods.

□ Development and characterization of innovative high U density fuel rods

□ Obtain and analyze foreign new irradiation test DB

2) Contents

□ Completion of post irradiation examination for KOMO-3 irradiated fuel rods.

ㅇ Post irradiation examination and verification of irradiation performance

ㅇ Swelling and temperature estimation code for U-Mo fuel rods

□ Select the dispersion fuel rod candidates for KOMO-4 irradiation test.

ㅇ Select the fuel candidates for irradiation based on the performanc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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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Define the irradiation condition.

□ Irradiation test to solve the problems of interaction layer formation

(KOMO-4)

ㅇ Fabrication of dispersion fuel rods for KOMO-4 test

ㅇ Evaluation of in-reactor safety

ㅇ HANARO irradiation

□ Set the post irradiation examination of KOMO-4 irradiated fuel rods.

ㅇ Set the PIE and produce the DB

ㅇ Development of irradiation performance estimation code for U-Mo fuel

□ Development and characterization of innovative high U density fuel rods

ㅇ Fabrication technology development of Multi-wire fuel (6gU/cc)

ㅇ Out-of pile test of U-Mo/Al-Si to examine high temperature reaction

□ Obtain and analyze foreign new irradiation test DB

ㅇ Analysis the high temperature, high powder irradiation test results of

U-Mo fuel

Ⅳ. Results

□ Exportation of centrifugal atomized U-Mo powder

ㅇBelgium SCK/CEN : NU-7Mo(5kg) & LEU-7Mo(2kg)

ㅇFrance CEA : DU-8Mo(5kg)

□ Completion of post irradiation examination for KOMO-3 irradiated fuel

rods.

ㅇReduce the interaction layer in the fuel meat below 40vol% by using

large U-Mo particles, doping alloy elements in U-Mo particle, or using

Al-Si alloy matrix

ㅇDevelopment of interaction layer growth model & fuel temperature

calculation program

□ Select the dispersion fuel rod candidates for KOMO-4 irradiation test.

ㅇ Select the fuel candidates based on the performance test

- 5 gU/cc of U-Mo-X(X=Zr,Ti) / Al-Si (Si= 2,5,8wt%) dispersion fuel

which can minimize the interaction layer growth

- 10㎛ thick of Si-rich pre-interaction layer formed U-7Mo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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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Design the irradiation condition

- Set the high temperature (max. 200℃) and high power(max. 107

kW/m) irradiation environment to verify the linear power limit for a

U-Mo fuel rod.

□ Irradiation test to solve the problems of interaction layer formation

(KOMO-4)

ㅇ Fabrication of dispersion fuel rods for KOMO-4 test

- 12 kinds of fuel rods

ㅇ Evaluation of in-reactor safety

- Verification of fuel safety in steady and transient state by using

MATRA-h code (△TONB (16.8℃), MCHFR 2.70)

ㅇHANARO irradiation

- Irradiation for 132.1 EFPD (ave. burnup 47.1%) in OR3

□ Set the post irradiation examination of KOMO-4 irradiated fuel rods.

ㅇ Set the PIE and produce the DB

- Measurements of oxidation layer in cladding, fuel microstructure,

thickness of interaction layer

- Swelling was decreased by 30%

- Formation of interaction layer was remarkably decreased by doping
5wt% Si in Al matrix

- Investigate intrinsic blocking mechanism of Al diffusion by Si.

ㅇ Development of irradiation performance estimation code for U-Mo fuel

□ Development and characterization of innovative high U density fuel rods

ㅇ Fabrication technology development of Multi-wire fuel (6gU/cc)

- U-7Mo/Al-5Si, U-7Mo-1Ti/Al-5Si (6 gU/cc)

- New fabrication process of Si-coated U-Mo powder by thermal

treatment

ㅇ Out-of pile test of U-Mo/Al-Si to examine high temperature reaction

-In-situ neutron diffraction study of high temperature interaction in

U-Mo/Al-Si

□ Obtain and analyze foreign new irradiation test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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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Analysis the high temperature, high powder irradiation test results of

U-Mo fuel

- RRTR-8/9, AFIR, IRIS

Ⅴ. Proposals for Application

□ Prior occupation of the nuclear fuel market for research reactor.

□ Increase the irradiation test hole of HANARO reactor and enhance

the reactor fuel efficiency.

□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in export of research re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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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연구로에서는 1984 년도에 개발된 U3Si 또는 U2Si2 분산

핵연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핵개발 방지 목적으로 US-origin의 spent fuel은 일정 기

간 후에 미국으로 반송을 해야 한다. 그러나 U-Si 합금 분산 핵연료는 최대 4.8

gU/cc의 우라늄 밀도로 제조되기 때문에 HEU를 사용하고 있는 높은 중성자속이

필요한 고성능 연구로에서 같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최대 8~9 gU/cc의 LEU 합

금 분산핵연료가 사용되어야 하는데 U-Si 합금 분산 핵연료로는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U-Mo 핵연료는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가 처분가능하면서 높은 우라늄 밀도

로 인하여 RERTR 프로그램에서는 차세대 연구로 핵연료로서 1996년부터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향후 재처리 처분 가능하고 미국으로의 반송이 필요

없는 U 고밀도의 연구로용 U-Mo 핵연료를 개발하여 전 세계 모든 원자로에서 사

용하도록 선언하였다. 따라서 RERTR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U-Mo 합금을 이용한 고

밀도 우라늄 연구로 핵연료 검증 시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핵연료 성능 검증이 완

료되는 2016년 이후 ILL, BR-2, JHR, OPAL, FRM-II 등 최소 5개의 고성능 연구로

에서 U-Mo 핵연료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들 연구로에서 성공적으

로 핵연료 전환이 이루어지고 나면 다른 연구로들도 점차 U-Mo를 이용한 핵연료

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U-Mo를 이용한 핵연료는 분말 형태의 U-Mo 분말을 Al 금속 기지에 분산시킨

형태의 분산 핵연료로 제조된다. U-Si 계 금속 핵연료 분말의 경우 기계적인 파쇄

방법(comminution process)을 이용한다. 그러나 U-Mo 분말을 제조하기 위해 기존

의 기계적인 파쇄방법 사용할 경우, U-Mo 합금 자체의 연성으로 인하여 분말화가

매우 힘들다. 한국 원자력 연구원은 독보적인 U-Mo 금속 핵연료 분말 제조 방법인

원심분무 분말 제조 방법을 창안하였고, 원심분무법이 생산성, 경제성 및 핵연료 성

능 면에서 매우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은 RERTR program을 중심으로 세

계적으로 추진중인 U-Mo 핵연료 개발연구에 참여하여 미국(ANL, INL, BWXT), 프

랑스(CERCA), 아르헨티나(CNEA) 등에 조사시험 핵연료 제조용으로 원심분무

U-Mo 분말 시료를 공급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하여 제조된 핵연료에 대하여 연소거

동 확인을 위한 조사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의 역할은 RERTR program 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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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프랑스 등에서 추진 중인 판상형의 U 고밀도 U-Mo 분산핵연료(8-9 gU/cc)

개발에 필요한 조사시험용 원심분무 U-Mo 분말을 원자력 선진국에 공급하고 하나

로 노심전환이 가능한 우라늄 고밀도(5~6 gU/cc)의 U-Mo 분산핵연료가 요구되는

봉상의 핵연료를 개발 추진하는 것이다.

U-Mo 핵연료와 Al 기지간의 반응문제가 해소된 차세대 봉상 U-Mo 핵연료 기술

이 개발되면, 하나로 핵연료의 장주기화(~130%)가 가능하게 되어 사용후 핵연료 발

생량이 저감되며, 구동핵연료 집합체 수를 줄여서 조사공의 추가 확보(OR 조사공 4

개)하여 조사 공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U-Mo 핵연료를 하나로 노

심에 적용하여 조사공을 추가 확보하려면 약 5 gU/cc 이상의 U 밀도를 갖는 봉상

U-Mo 핵연료가 요구된다. 그러나 판상핵연료(핵연료온도 100℃)와 달리 봉상 U-Mo

분산핵연료는 고온조건(200℃ 이상)에서 연소가 진행되므로 고온/고출력 조사조건

에서의 봉상 U-Mo 핵연료(최대 6 gU/cc) 거동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미국, 프랑

스와 같은 원자력선진국의 경우 현재 실용화 전단계인 마지막 실증시험을 준비, 또

는 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한국은 봉상 U-Mo 핵연료 개발이 상대적

으로 2～3년 뒤처져 있는 상태이다. 원심분무 U-Mo 핵연료의 성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든 조사 조건에서의 핵연료 안전성이 입증이 되어야하며 이럴

경우에만 세계 시장에서의 우월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상용화가 가능한 원심분무법으로 만든 U-Mo 핵연료의 노내 조사성능이 입증되

면, 핵비확산 정책에 의하여 향후 전 세계 연구용 원자로가 Uranium Silicide 핵연

료에서 U-Mo 핵연료로 노심전환을 하게 됨에 따라 원심분무 U-Mo 핵연료 분말을

수출하게 되어 2010년대 초반부터 연간 10~30 억원의 분말 수출 가능하다. 또한 가

까운 장래에 연구로 건설계획이 있는 외국(베트남 10 MW, 네덜란드 PALLAS 80

MW)에 연구로를 수출할 경우 경쟁력 있는 원심분무 U-Mo 핵연료 기술을 적용하

여 수출 경쟁력 제고할 수 있다. 개발된 우라늄 고밀도의 U-Mo 핵연료기술을 하나

로에 적용하여 노심전환을 하게 되면 핵연료의 장주기화(30%), 구동핵연료 수요 감

소(24개→20개) 및 조사공 추가확보(OR조사공 4개)로 인하여 핵 연료비 절감 및 조

사공 활용 극대화로 인한 연간 1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고준위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발생량 감소로 인한 추가적인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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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개발의 목적 및 범위

본 과제는 2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개발의 최종목표는 하나로 노심 전환을

위한 U-Mo 봉상 핵연료 실용화 개발 및 원심분무 U-Mo 핵연료 분말의 수출 기반

구축 대하여 설정되었고, 각각의 1 단계 최종목표는 다음과 같다.

○ 하나로 노심전환 가능한 우라늄 고밀도(5~6 gU/cc)의 차세대 U-Mo 봉상핵연

료 실용화 개발

- 우라늄 고밀도(5~6 gU/cc)의 봉상 U-Mo 핵연료에 대한 고온 고출력

(최대 110 kW/m) 하에서의 조사안정성 확인

○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원심분무 U-Mo 핵연료 분말의 수출기반구축

- 원심분무 U-Mo 분말의 수출가능성 확보

1단계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설정한 기술 목표 및 관련된 연구내용 및 범

위를 표 1-1에 정리하였다. 표 1-1에 나타낸 각각의 연구내용은 본 보고서의 제3장

에서 연구 수행내용 및 결과를 분류하여 작성하는데 기준을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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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목 표 연 구 내 용

노내조사(KOMO-3) 시험한

U-Mo 봉상핵연료에 대한

연소성능평가 완료

ㅇ 조사된 U-Mo 핵연료에 대한 조사후시험 및 연소

성능 평가

ㅇ U-Mo 봉상핵연료의 조사중 온도 및 팽윤 예측

Code 수립

고온 고출력

조사시험(KOMO-4)

후보핵연료 선정

ㅇ 연소성능 평가로부터 대상핵연료 선정

ㅇ 조사시험 조건 설정

반응문제 개선한 고온

고출력 조사시험(KOMO-4)

ㅇ 조사시험(KOMO-4) 핵연료봉 제조 및 특성평가

ㅇ 노심안전성 평가

ㅇ 하나로 조사시험

조사시험(KOMO-4) 핵연료

에 대한 연소성능 평가 착수

ㅇ 조사된 U-Mo 핵연료에 대한 조사후시험 및 자료

생산

ㅇ U-Mo 봉상핵연료 조사성능 예측Code 개발

신개념의 U 고밀도

봉상핵연료 개발 및

특성평가

ㅇ 반응층 저감 다심핵연료 제조기술 개발(6gU/cc)

ㅇ U-Mo/Al-Si 고온반응특성 노외시험 및 평가

외국의 실용화 연소시험

최신자료 입수 및 분석

ㅇ 외국의 고온/고출력 U-Mo 핵연료 조사시험 결과

입수 및 분석

표 1-1. 1단계 기술목표 및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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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연구용 원자로로 사용되는 분산형 핵연료는 작은 연료입자를 열전도성이 좋은

금속기지에 균일하게 분산시킨 핵연료이므로 연료의 중심과 표면 간에 온도 차이가

작다. 연료 입자의 크기가 핵분열파편(fission fragment)의 도달거리인 10 ㎛ 보다

크면 핵분열편이 연료입자 내부 또는 입자 주위에서 정지되므로 금속기지의 조사손

상이 크게 일어나지 않아 높은 연소도로 연소시킬 수 있다. 분산 연료는 핵연료와

냉각수가 직접 접촉하지 않으므로 피복관이 파손되는 경우에도 연료의 극히 일부분

만 냉각재에 노출된다. 핵연료의 일부가 파손되더라도 계속 운전할 필요가 있는 원

자로 또는 연구용 원자로의 핵연료에 적합하다. 그러나 분산형 핵연료는 기지 금속

이 중성자를 흡수할 뿐만 아니라 연료 밀도를 낮추기 때문에 중성자 경제성은 다른

연료에 비하여 크게 떨어지는 단점도 있다. 연구용 원자로에 사용되는 분산형 핵연

료의 특징 및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제 1 절 국외 현황

1. UAlx 분산형 연료

재료 시험로(material test reactor)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연구용 원자로는 맨 처

음 1952년경에 Al-U 합금을 사용하였다. 우라늄 함량이 약 25wt% 정도이므로 90%

이상의 농축우라늄을 사용하였다. Al-U 합금의 내부 미세조직을 보면 Al에 UAl3와

UAl4가 침전입자가 분산된 형태이다. 1970년대 후반에 핵비확산 정책으로 추진하는

저농축 우라늄 연료 개발(RERTR program)에서는 합금방법에서 UAlx의 분말을 제

조한 후 Al 분말과 혼합하고 성형하는 제조방법을 개발하여 우라늄 함량을 1.7

gU/cc에서 2.3 gU/cc로 높였다.

UAlx는 UAl2, UAl3, UAl4의 3개의 금속간 화합물을 갖고 있는데, 각 화합물의

특성은 표 2-1과 같다. 상기 중에 UAl2는 우라늄 농도가 제일 높으나 발화성이 강

하여 스스로 발화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UAl3는 발화성이 UAl2보다 낮다. UAl2

나 UAl3는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 쉽게 알루미늄과 반응하여 UAl4를 생성한다. 가공

된 UAlx-Al 분산형 핵연료의 연료 입자는 UAl3와 UAl4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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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lx-Al 분산형 핵연료의 제조 공정에서 가장 어려운 공정은 순수한 우라늄 알

루미나이드(UAlx)를 제조하는 것이다. UAl4는 밀도가 낮으므로 uranium 밀도를 높

게 하려면 UAl4가 형성되지 않도록 함이 중요하다. UAlx는 보통 arc furnace에서

제조하는데 일단 ingot를 제조하면 UAlx가 brittle하여 분말 제조에는 문제가 없다.

노내 조사 중의 연소거동은 주로 고체상 핵분열 생성물에 의한 팽윤이 지배적이

고 연료입자와 기지물질 Al과의 상호반응에 의한 팽창은 크지 않으며, Xe이나 Kr도

UAlx에 고용되어 팽윤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18wt.%와 23wt.%의 U-Al합금

판상핵연료를 13에서 83%까지 연소시켰을 경우 팽윤은 -1 ～ +4% 정도 발생하였다

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50wt.% U-Al 핵연료를 50%까지 연소시켰을 경우에도 뚜

렷한 팽윤이 없다고 한다.

UAl2와 UAl3는 Al과 반응하여 UAl4를 이루며 열이 발생한다. UAl2가 UAl3보다

Al과의 반응이 빠르며 더 많은 열을 발생한다. 반응은 온도에 따라 반응속도가 증

가되는데 525℃ 이상 되면 급격해진다.

표 2-1. 우라늄 알루미나이드의 특성.

화합물
이론밀도

(g/cc)

우라늄 농도

(gU/cc)

융점

(℃)
결정구조

UAl2 8.14 6.64 1590 면심입방

UAl3 6.80 5.08 1350 단순입방

UAl4 6.06 4.16 730 사방

2. U3O8-Al 핵연료

U3O8 물질을 stainless나 BeO에 분산시킨 핵연료를 특수 목적의 원자로에 사용

되기 시작하였고, U3O8-Al 분산 핵연료는 1960년대에 개발되었는데, Al-U 합금형

핵연료보다 uranium density가 30～50% 더 높다. 핵연료 제조 시에 U3O8 분말을

Al과 혼합하여 제조하지만, 제조 중에 또는 노내 조사 중에 반응되어 U4O9 및 UO2

물질이 형성된다. 이 물질들에 대한 물성은 표 2-2와 같다.

1978년까지는 최고 U density는 1.3 gU/cc이었으나 RERTR program은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기 위하여 밀도를 3.2 gU/cc까지 개발하였다.

1955년에 Al 기지에 UO2를 분산시킨 핵연료를 개발한 적이 있다. 제조가 어려웠

으며 제조 중에 500℃ 보다 높게 온도가 올라가면 UO2가 Al과 반응이 일어나고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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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조사중에 팽윤이 크게 발생하였다. 그러나 Al에 U3O8를 분산시킨 핵연료는 상기

온도에서 반응이 훨씬 적게 일어나 안정성이 우수하다. 핵연료입자와 기지 Al과의

반응이 일어나도 부피 팽창이 발생하지 않는다.

노내 조사시에는 온도가 낮을 경우 안정성이 우수하다. 그러나 고연소도나 U3O8

분말 고함량 분산핵연료는 기지 물질 Al이 모두 반응에 소진되며 최종 반응물은

UAl4와 Al2O3이다. 매우 미세한 UAl4가 Al2O3에 분산된 형태가 되며 UAl4입자에서

나오는 핵분열 파편 물질의 충돌충격에 의하여 Al2O3물질이 비정질도 형성된다. 기

체 상태의 핵분열 원소는 비정질에서 쉽게 이동하여 bubble을 형성하므로 팽윤이

크게 발생하게 된다. 1×1018 n/m2.s에서 고연소도까지 핵연료가 안정하게 거동하였

으나, 2.5×1018 n/m2.s에서는 U3O8 핵연료입자가 완전히 반응되었다.

1963년에 ATR 원자로 핵연료로 사용하였고 HFIR 원자로 핵연료로 주로 사용되

어 왔다. U3O8은 H2O2 침전, 800℃로 질소분위기에서 배소, 1400℃에서 제 2차 배

소 후 분쇄에 의하여 제조한다. 배소 온도를 높이면 취성이 증가된다. U3O8의 분

말입자 크기 분포는 150 ㎛이하이며 44 ㎛이하의 분포는 40wt.% 이하이다.

표 2-2. 각 산화우라늄 물질별 물성.

물질 밀도(g/cc) U 함량(wt.%) U 밀도(gU/cc)

UO2 10.96 88.2 9.6

U4O9 11.19 86.9 9.7

U3O8 8.30 84.8 7.0

3. Uranium Silicide(U3Si, U3Si2)-Al 핵연료

Uranium silicide는 U와 Si의 금속간 화합물로 U3Si, U3Si2, USi 등이 있으나 노

내 조사 안정성이 좋고 uranium 함량이 많은 것으로 핵연료로 대상이 된 것은

U3Si와 U3Si2이다. U3Si의 Si 조성은 이론적 조성 3.78wt.% 보다 약간 높은 3.9～

4.0wt.%인 것으로 알려졌다. U3Si는 합금 용탕이 응고되어 생성되지 않고 U3Si2 상

과 U금속 α상이 형성되어 약 800℃에서 열처리를 하면 포석반응에 의하여 얻어진

다. U3Si2는 U-Si 합금 용탕을 응고시키면 바로 생성되며 Si의 이론조성이 7.3wt.%

이나, 이보다 약간 높은 7.5wt.%Si을 조성을 사용한다. 7.3wt.%보다 낮으면 U3Si2

phase 외에 Uss 와 U3Si2가 혼합 된 영역이 생긴다. Uss는 노내조사 안정성이 나쁘

기 때문이다. U3Si와 U3Si2 물질에서 이론조성의 우라늄 밀도는 각각 15.4 g/cc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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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g/cc 로 측정되었다.

표 2-3. Uranium Silicide 물질별 물성.

물질 밀도(g/cc) U 함량(wt%) U 밀도(gU/cc)

U3Si 15.4 96.1 14.7

U3Si2 12.2 92.7 11.3

USi 11.0 89.5 9.8

핵비확산 목적으로 고농축핵연료(LEU)를 저농축핵연료(LEU)로 대체하고자 미국

을 주축으로 설립한 RERTR program은 핵연료의 농축도를 낮추기 위하여 우라늄

장입 비율을 높이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 목적을 충족하는 방안으로 우라늄 밀도

가 높으며 연소 안정성이 우수한 우라늄 합금 물질을 찾는데 노력한 결과 uranium

과 silicon의 금속간 화합물인 U3Si2 또는 U3Si가 선정되었다.

U3Si는 경도가 265 DPH로 비교적 강인한 성질이 있어 깨어 분말로 만들기

어렵다. U3Si2는 경도가 742 DPH로 취약하여 잘 부서져 분말을 제조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너무 brittle하여 쉽게 파쇄되어 목적하는 150 ㎛ 이하의 분말입자가

쉽게 얻어지나 너무 미세하게 부서지는 경향이 있어 325 mesh 즉 44 ㎛이하의

분말이 15～40%정도로 제한하고 있다. 심지어는 판상 핵연료의 압연

성형공정에서도 큰 입자가 부서져 미세한 분말의 분율이 증가하는 현상도 있다.

분말은 공기중의 산소와 반응하여 발화하는 특성이 있어 질소나 알곤 분위기에서

분쇄작업을 한다.

핵연료의 농축도를 낮추는 대신 우라늄밀도를 높이기 위해 핵연료분말을

40%이상 높이면 분산핵연료 심재의 물성이 강하게 되어 압연 성형 시에 핵연료

심재가 양끝부분에 두껍고 중간은 얇은 "dog bone"현상이 발생한다. 두꺼운 부분은

피복 두께가 얇게 되고, 단위 면적 당 핵분열 물질량이 많아져 단위 면적 당 열

발생율이 증가되어 위험성을 초래한다.

U3Si2과 Al의 반응에서 UAl2나 UAl3보다 반응이 느리며 핵연료 압연시 예열 온

도 약 500℃ 이하에서 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반응은 온도에 따라 증가하는

데 600 ℃이상에서 상당히 빠르게 일어난다. Al과 반응되면 생성물은 U(Al,Si)3로

알려졌다. U3Si와 U3Si2의 열전도도가 15 W/m․K로 비슷하다.

노내 조사 안정성은 U3Si2가 U3Si보다 우수하다. U3Si2는 핵분열 기체 성분들이

sub-micron 크기의 매우 작은 bubble로 존재하는 반면, U3Si는 큰 기포로 형성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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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는 기포가 서로 연결되어 보다 큰 팽윤을 발생시킨다. 미국 NRC로부터

uranium silicide 분산핵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서 1980년 후반부터

고농축의 UAlx핵연료를 저농축 uranium silicide분산핵연료로 전환하는 사업을 점

차적으로 추진하였다. Uranium silicide 분산물질로 허가받은 uranium 밀도는 4.8

g/cc이다. 현재는 연구로의 약 90% 정도가 저농축 uranium silicide 분산핵연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하나로도 이러한 배경으로 U3Si분산핵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4. U-Mo 합금 분말 분산핵연료

일부 대형의 고성능 연구로의 핵연료는 약 8～9 g/cc의 uranium밀도가 필요하

다. Uranium silicide(U3Si2) 분산핵연료의 우라늄 최대밀도는 4.8 gU/cc로 상기 조

건을 맞출 수 없다. 따라서 uranium silicide보다 uranium 밀도가 높은 물질을 찾는

연구를 착수하였다. 미국 ANL연구소는 고속증식로 핵연료 개발 경험으로부터 감마

상 우라늄합금이 연소 안정성이 우수한 특성을 활용하여 준안정 감마상을 형성하는

U-Mo 합금과 U-Zr-Nb 합금으로 분산된 핵연료를 시제조하여 연소성능을 규명하는

연구를 1996년부터 수행하였다. 제 1차 조사시험(RERTR-1&2)에서는 후보재 선정

목적으로 저출력으로 연소시켰고 제 2차 시험(RERTR-3)에서는 고밀도 고출력 저연

소도 연소시험을 하였으며 제 3차 시험(RERTR-4&5)은 고밀도/고출력/고연소시험

을 추진하고 있다.

제 1차 노내 조사시험이 1997년부터 ATR에서 수행되었다. 후보재료의 대상은

U-Mo계 합금과 U-Zr-Nb합금, 그리고 비교하기 위하여 U3Si2 및 U2Mo 분산재료를

선정하였다. Mo 함량은 4, 6, 8 10wt.%로 변화시키고 감마상 안정화 효과가 큰 Ru

Pt, Sn과 같은 금속을 U-6wt.%Mo 합금에 제 3합금원소로 소량 첨가한 삼원합금들

을 대상으로 하였다.

가. 제 1단계 후보재료별 저밀도, 저출력, 저/고연소도 노내조사시험

감마상의 우라늄 합금은 강인하여 기존의 핵연료 제조방법인 파쇄방법을 적용하

기가 어렵다. 미국에서 사용한 방법은 합금괴를 rotary file로 갈아내어 얻어지는 분

말로 생산성이 시간당 수 gram 정도로 극히 저조하고 불순물도 file 공구가 마모되

어 불순물이 수 % 정도 혼입되며 목적하는 핵연료분말입도 분율도 50% 이하로 매

우 저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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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에서 개발한 원심분무 제조기술은 합금용탕을 고속회전하는 원반

(disk)위에 주입하여 원심력으로 분무하여 분말을 제조하는 방법이다. 용탕입자는

표면장력에 의하여 구형을 이루면서 응고되며 비표면적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응고속

도가 매우 빠르다. 핵연료제조에 적합한 120 mesh 이하의 입도분포는 95%이상으로

높다. Batch당 우라늄 취급량은 임계관리로 4 kg으로 제한되는데 회수율은 97%정도

로 높고 원심분무하는 시간은 약 3분 정도로 생산성이 좋다. 이러한 배경으로 미국

은 가장 성능이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U-10wt.%Mo합금에 대하여 한국원자력(연)

이 원심분무방법으로 핵연료 시료를 제조하여 공급하기를 미국은 요청하였다.

노내조사시험 핵연료는 장축 51 mm 단축이 9.5 mm의 타원형인데 두께는 일반

핵연료와 같이 0.5 mm 인 microplate 핵연료이다. 핵연료분말의 부피분율은 25%로

목표하는 부피분율의 절반정도이다. 따라서 노내 연소 중 연료 중심온도가 약 70

℃로 낮다. 2개의 vehicle에 각각 32개 후보재료 microplate 핵연료를 장전하여 미국

ATR 원자로에서 1997년 8월 23일부터 RERTR-1 이라고 부르는 한 vehicle은 연소

도가 40% 되도록 94일 동안 조사시켰고 RERTR-2라고 부르는 다른 vehicle은 연소

도가 70% 될 때까지 232일 동안 조사시켰다.

U-Zr-Nb핵연료는 핵연료입자와 기지물질과의 반응이 상당히 진행되어 기지물질

aluminum이 상당히 감소됨을 보였고 큰 cavity 들이 형성되었으며 미반응된 핵연

료물질 영역은 핵분열 생성 가스의 bubble이 크게 성장되어 분포되었음을 나타냈

다. U-Zr-Nb 분산핵연료는 대체로 팽윤이 크게 발생되어 고성능 연구로의 우라늄

고밀도 핵연료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U-Mo계 분산핵연료는 Mo함량에 따라 다른 거동을 나타냈다. 4wt.%Mo 함량은

U-Zr-Nb과 유사하게 핵연료입자와 기지물질 aluminum과의 반응이 크게 일어났고

핵연료 생성 가스 bubble도 상당히 크게 성장됨을 보인 반면에 10 wt.%Mo함량에

서는 기지물질과의 반응이 기존 U3Si2와 유사하게 매우 느리게 진행됨을 보였고 핵

분열 생성 가스 bubble은 40% 연소도에서는 결정립계를 따라 매우 작은 bubble이

드물게 발생되었고 70% 연소에서는 전 영역에서 많은 수의 bubble들이 발생하였으

나 크기가 submicron으로 작아 고성능 연구로의 우라늄 고밀도 핵연료로 사용 가

능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Mo 함량이 많을수록 연소 안정성이 좋게 나타났으나 Mo

원소는 중성자 흡수 단면적이 크고 합금물질의 uranium 밀도가 저하되므로 목적하

는 핵연료 용도로 사용 가능한 Mo 최저함량을 선정하여야 한다. 대체로 6wt.%Mo

이상의 조성에서 사용 가능한 안정성을 나타냈으나 이보다 1wt.% 높은 U-7wt.%Mo

물질을 향후 실용화에 적용하는 합금조성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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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6wt.%Mo에 제 3 합금원소로 Pt와 Ru를 첨가한데 대하여 연소성능의 향상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Pt를 첨가한 합금은 제조공정과정에서 준안정 γ상이

분해됨을 나타냈다.

원심분무 분말 분산 핵연료는 같은 조성 물질의 파쇄분말분산 핵연료보다 더 우

수한 핵연료 연소 거동을 나타냈다. 연소시킨 핵연료에는 핵분열 생성가스 bubble

들의 발생수가 파쇄 핵연료보다 적으며 bubble 크기도 다소 작은 것으로 관찰되었

다. 핵연료입자와 기지와의 반응층은 거의 같은 두께로 반응되었으나 구형 분말의

비표면적이 적기 때문에 총 반응된 부피분율이 작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Mo 함량별 및 제조방법별 핵연료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팽윤을 일으키는 요인

별로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검토해 보면 팽윤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핵연료입자와 기지와의 반응이고 두 번째인 요인은 핵분열 생성 가스 bubble 형성

이다. 핵분열 생성물 중 고체로 존재하는 원소들에 의한 팽윤은 Mo 함량 및 제조

방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Mo 함량이 증가할수록 반응

에 의한 팽윤 및 bubble형성에 의한 팽윤이 감소됨을 보였고 원심분무 핵연료는 파

쇄 핵연료 보다 반응 팽윤 및 bubble 형성 팽윤이 가장 적게 발생되는 우수함을 나

타내었다.

나. 제 2단계 U-Mo계 분산재료의 고밀도, 고출력, 저연소도 노내조사시험

연구로용 핵연료 개발의 최종 목표인 고성능연구로 핵연료는 8～9 gU/cc가 요

구되며 온도가 200℃ 보다 높게 형성된다. 이와 유사한 조건으로 U-Mo계 분산핵연

료를 노내조사시험하는 RERTR-3를 추진하였다. Mo 함량을 6, 7, 8, 10wt.%로 변화

하여 파쇄방법, 원심분무 방법 및 arc sputtering 방법으로 U-6wt.%Mo조성합금의

핵연료를 제조하였다. U-Mo 합금핵연료에서 의도적으로 준안정 gamma 상을 분해

시킨 핵연료 및 결정립을 조대화시킨 핵연료들을 조사시험에 포함시켰다. 삼원합금

재료는 전 노내조사시험에서 우수한 감마안정성을 나타낸 Ru와 노외특성시험에서

gamma상 안정 효과를 나타낸 Os 합금원소를 첨가한 삼원합금을 포함하였다.

1999년 10월부터 12월까지 미국 ATR 원자로 B-7 hole에서 약 40% 연소시킨 핵

연료시료에 대하여 두께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계산된 심부 온도 증가에 따라 두께

변화가 증가됨을 나타냈다. 제 1차 저출력 조사시험에서는 U-10wt.%Mo 반응층 두

께가 약 3～4 ㎛이었으나 제 2차 고출력 시험에서는 높은 온도의 영향으로 약 최대

10 ㎛까지 반응됨을 보였다. Mo 함량이 적은 U-6%Mo 핵연료가 반응층이 더 두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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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형성되었고 제 3 합금원소 Os 핵연료의 반응층이 약간 감소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핵분열 생성 가스 bubble은 RERTR-1,2와 같은 경향으로 결정입

계에서 형성되었으나 발생 수는 적게 나타냈다. 가스 bubble이 높은 온도형성에 의

하여 큰 영향이 없으나 Mo 함량이 적은 U-6%Mo핵연료에서 보다 많은 수의

bubble이 형성되었다.

U-Mo 핵연료입자와 기지 물질 Al의 상호반응으로 생성되는 물질은 (U,Mo)Alx

로 추정하고 있다. UAl4는 UAl3에 비교하여 열전도도가 약 절반정도이며 기지 물질

Al과 비교하면 약 40분에 1일에 해당한다. 반응이 진행하여 열전도도가 좋은 Al가

continuous phase에서 discontinuous phase로 되면 열전도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Al

이 소진될수록 핵연료 심재의 온도는 최고 온도에 도달하게 된다.

다. 제 3단계 중밀도/고밀도, 중/고출력, 중/고연소도 시험

노내 조사 핵연료는 mini-plate형태로 외형 칫수는 L 100 mm × W 25 mm × T

1.4 mm 이고, 핵연료 심재는 L 88.9 mm × W 20.3 mm × T 0.635 mm로 실제 판

상 핵연료를 가로/세로 방향으로 2 차원적으로 축소시킨 핵연료이다. 따라서 판상

핵연료의 연소 거동을 대부분 알아낼 수 있는 형상이다. RERTR-4, 5는 각각 한

vehicle로 원심분무 방법으로 제조된 U-10%Mo, U-8%Mo, U-7%Mo, U-6%Mo,

U-6%Mo-1.7%Os 분말과, AECL에서 기존 기계적 파쇄 방법으로 제조한 U-10%Mo

와 U-7%Mo분말을 사용하여 Al기지에 분산시킨 mini-plate 27개, U3Si2 분말로 분산

시킨 mini-plate가 3개로 구성되는데 RERTR-4는 U-Mo foil을 Al로 cladding한

mini-plate 2개를 추가로 장입하였다. RERTR-4, 및 5를 각각 연소도 50%, 80% 목표

로 하여 2000년 8월에 ATR에 장입하였으나 연소도 80% 목표로 한 RERTR-5에서

failure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RERTR-5를 116 일(EFPD) 동안 약 50%연소시킨 후

2001년 1월에 인출하였고 대신 RERTR-4를 연소도 80%까지 연소시킨 후 2001년 9

월에 인출하였다.

원심분무 및 파쇄에 의해 만들어진 U-10Mo 분산 mini-plate들에 대하여 연소도별

로 팽윤을 비교하여보면, 50at%의 중간 연소도에서는 파쇄 U-10Mo 분산핵연료가

다소 양호한 팽윤 결과를 보였다. 그 이유로 파쇄입자 핵연료에서 공정 중에

porosity가 더 많이 발생하여 팽윤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약 80%의

고연소도에서는 두 종류 핵연료가 거의 동일한 팽윤이 일어났다.

U-Mo 핵연료입자 내부의 핵분열 기체의 거동은 약 40% 연소도까지는 결정립계



- 13 -

에서 작은 bubble들이 형성되었고, 50% 연소도부터는 재결정에 의한 매우 작은 결

정립이 생성되면서 더 많은 기포들이 형성됨을 보였다. 따라서 재결정 전단계의 핵

연료 입자 팽윤율은 0.4～0.5Vol%/연소도% 이나 재결정 후에는 0.7～0.75Vol%/연

소도%이다. 재결정 시작 연소도는 핵연료 조직 내의 내부 응력 및 결함에 의하여

다른데, 기계적인 파쇄방법으로 제조한 핵연료는 보다 낮은 연소도에서 재결정에

의한 결정립 미세화가 일어난다.

8 gU/cc의 고밀도 판상 핵연료는 80% 연소도에서 약 15% 정도의 두께 증가를

나타냈다. 중요한 결과는 U-Mo 핵연료 입자 내에 핵분열 기체 기포들이 매우 작게

균일하게 분포되었고 break-away swelling이 발생되지 않았던 것이다. 핵연료입자

와 기지 물질 Al과 반응은 온도가 높을수록 많이 일어나 저밀도 반응물 생성으로

팽윤이 크게 발생되었으나, Al 기지 물질의 량에 의하여 제한된다. 핵연료 심재의

초기 온도가 높으면 상호반응이 빨리 일어나 단 시간 내에 기지물질 Al을 소진하고

상호반응이 종료되며 상호반응에 의한 팽윤도 최댓값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핵연

료 물질 U-Mo와 반응물질 (U-Mo)Alx의 두 물질의 조사에 의한 팽윤을 비교하면

(U-Mo)Alx 물질의 팽윤이 더 작기 때문에 안정한 물질을 먼저 생성시키면 오히려

노내 조사 안정성이 더 우수한 결과를 갖게 된다. 온도가 가장 낮은 부분은 연소

종료시점까지 상호 반응 분율이 적어 핵연료 심재의 팽윤은 주로 U-Mo 입자의 팽

윤에 의존된다. 중간 온도 조건에서는 비교적 천천히 상호 반응되어 연소 종료 시

기에 대부분의 U-Mo를 소진시키는 경우에는 연소 중에 미반응된 U-Mo물질에 의

한 팽윤이 발생하므로 고온에서 일찍 안정한 (U-Mo)Alx물질이 형성하였을 경우보

다 팽윤량이 더 많아 최대의 팽윤 값을 갖게 된다.

RERTR 1～5에 걸쳐 U-Mo 분산 핵연료 시료를 노내 조사시험한 결과, 안정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연구용 원자로에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라. 재처리 가능한 U-Mo재료의 연구로용 핵연료 실용화 추진

연구용 원자로에서 발생된 미국 origin의 사용후핵연료는 미국이 인수하였으나

2006년 5월까지 장전하는 핵연료만 회수하고 종료하는 정책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는 프랑스 COGEMA에서 재처리 처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핵비확산 정책으로 전환 사용한 저농축 uranium silicide 핵연료는

재처리 처분이 곤란하고 신규 개발 중인 U-Mo 분산핵연료는 재처리 처분이 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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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COGEMA는 RERTR 회의에서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RERTR program은

현재 사용중인 uranium silicide를 U-Mo 분산 핵연료로 대체하고자 중간밀도의

U-Mo분산 핵연료 실용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실용화 대상은

U-7wt.%Mo 분산물질로 우라늄 밀도 6 gU/cc를 목표로 하였다. 미국 ANL은 2000

년 1월에 workshop을 개최하여 실용화 인허가에 필요한 핵연료의 특성 또는 성능

시험 항목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미국은 실용화를 위한 노내 조사시험을 할 수

있는 연구로가 없어서 외국 네덜란드의 HFR-Petten 연구시험로를 이용할 계획이다.

시험 핵연료를 BWXT에서 한국원자력(연)이 공급하는 원심분무 핵연료분말을 사용

하여 각 2set의 핵연료제조를 추진하고 있던 중 KAERI에서 특허 출원한 “원심분무

U-Mo 기술”과 관련하여 미국 DOE와 분쟁이 발생하여 중단되었다가 2002년

RERTR meeting에서는 조사시험 핵연료 제조를 재착수한다고 발표하였다. 반 정도

는 원심분무 U-Mo 분말로 제조하고 나머지 반은 카나다 AECL에서 파쇄 방법으로

제조한 분말로 제조하였다. 프랑스 CERCA는 1997년에 U-7Mo 분말과 U-9Mo 분말

을 grinding 방법으로 제조하여 우라늄 밀도를 8 gU/cc로 판상핵연료 제조하여 프

랑스 OSIRIS 원자로와 네델란드의 HFR원자로에서 표 2-4와 같이 조사시험을 하였

다. OSIRIS의 조사시험은 1999년 9월부터 시작하여 순조롭게 조사시험이 진행되었

으나 그러나 HFR의 조사시험은 2000년도 4월에 장전하였으나 핵연료 failure가 발

생하여 총 10 주기에서 2 주기 조사시킨 후 2000년도 6월에 인출하였다. OSIRIS 조

사시험 핵연료는 20% 농축 우라늄을 사용하여 출력 밀도가 낮았을 뿐 아니라 표면

열방출량도 비교적 낮아 전반적으로 조사시험에 문제가 없었으나 HFR 조사시험핵

연료는 농축도가 35%인 우라늄을 사용하여 보다 출력 밀도도 높고 표면 열방출량

도 큰 HFR plate 4번에서 failure가 발생하였다. 35% 농축 우라늄 핵연료의 표면에

는 약 80 ㎛정도의 부식층 즉 열전도성이 극히 나쁜 boehmite 물질층이 형성되어

핵연료 피복재는 물론 핵연료 심재에도 온도가 높게 상승되었고 파쇄한 비정형의

모서리가 많은 핵연료분말을 사용하여 핵연료 심재의 두께가 균일하지 않아서 핵연

료 심재층은 두껍고 피복층도 얇은 취약한 곳에서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

다.

프랑스는 2001년부터 U-Mo group을 구성하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CEA,

CERCA, COGEMA, TECHICATOME, NOVATOME이 참여하고 있다. 2010 년까지

8 gU/cc의 U-Mo분산 판상핵연료의 실용화를 완료시키고자 목표를 수립하였다. 제

2단계 노내조사시험을 KAERI가 공급한 원심분무 U-7wt.%Mo 분말로 노내조사시험

핵연료를 제조하여 OSIRIS와 BR2에서 2002년 말경부터 노내조사시험을 착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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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프랑스는 핵연료 피복재의 표면 열방출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 2차 OSIRIS

시험 핵연료는 제 1차 값 170 W/cm2 보다 높은 250 W/cm2에 목표를 두었고, 제

2차 BR 시험 핵연료는 제 1차 값인 250 W/cm2보다 높은 350 W/cm2에 목표를 둔

점이 특이하다. 프랑스는 새로운 연구용 원자로 JHR(the Jules Horowitz Reactor)를

2010년 완성할 목표로 추진 중인데 U-Mo 핵연료를 사용하고자 검토 중이다. 핵연

료의 uranium density는 8 g-U/cc이며 U-Mo 판상 핵연료를 서둘러 개발하고자 노

력 중이다.

표 2-4. 프랑스 CERCA의 U-Mo 분산 판상핵연료 조사시험.

Reactor OSIRIS HFR

Fuel plate 1 2 3 1 2 3 4

Enrichment
(U-235) 19.65% 19.66% 19.66% 19.65% 35.54% 19.66% 34.86%

Mo content 7.6wt.% 8.7wt.% 8.7wt.% 7.6wt.% 6.6wt.% 8.7wt.% 9.6wt.%

U density 8.3
gU/cc

8.1 
gU/cc

7.9 
gU/cc

8.2 
gU/cc

8.1 
gU/cc

8.0 
gU/cc

8.2 
gU/cc

Porosity 12.4% 10.9 13.0 13.5 14.7 11.5 10.8

Irr. Time 
(days) 46 155 241 48.4 48.4 48.4 48.4

Max. 
surfacic 
power

(W/cm2) 

132 138 121 170 241.6 136.6 236.4

Max. 
Burnup (%) 16.1 41.6 54.0 15.6 13.6 14.5 14.7

mean 
volumic
Power 

3.5 kW/cm3 ⇒2.5 kW/cm3 59.8 kW/plate

Calculated 
cladding 

temperatur
e

below 100℃ 185℃(enrichment 35%), 
130℃(enrichment 20%)

아르헨티나 CNEA 연구소에서는 2000년 3월까지 한국 KAERI에서 NU-7%Mo의

분말을 공급받아서 10월까지 핵연료 제조공정 조건을 수립한 다음 KAERI에서

LEU-7%Mo 원심분무 분말을 공급받아 3 set의 핵연료 집합체를 제조하여 RA-3 연

구로에서 2003년 9월부터 노내조사시험을 수행한 바 있다. 또한 U-Mo핵연료 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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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HMD(Hydration, Milling, Dehydration) 방법으로 제조하는 기술을 창안 개발하

였고 생산 공정 개발 중이며 HMD U-Mo 분말로 핵연료를 제조하여 노내조사시험

을 수행한 결과 U-Mo 입자의 porous한 특성으로 인하여 Al 기지와의 사이에 예상

보다 매우 심한 반응층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HMD 법에 의한 U-Mo 분말의 성능

개선을 위해서 핵연료입자 표면에 SiC coating 등의 방법으로 반응문제 개선을 위

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RERTR 조사시험에 참여하여 미국에서 개발된

U-Mo 박판을 이용한 monolithic 판상핵연료 제조과정에 참여하여 일부 핵연료를

Zircaloy-4 재질의 피복재로 성형하여 미국 INL에 공급한 바 있다. 최근의 RERTR-6

조사시험 결과에 따르면 Zircaloy-4 로 피복된 monolithic 판상핵연료는 반응층이

거의 없어서 또 하나의 유력한 대안으로 발표하였다.

5. Monolithic U-Mo 핵연료

RERTR-4 노내조사시험에 U-10Mo 합금의 얇은 disk(두께 0.3 mm × 직경 12

mm)를 함유한 두 개의 mini-plate를 장입하였다. U-10wt.%Mo의 uranium density

는 15.3 gU/cc이다. 우라늄 밀도가 8 gU/cc인 분산핵연료로 동등한 두께를 계산하

면 0.56 mm 이고 다시 porosity를 10%감안하면 동등한 핵연료 심재의 두께는 0.63

mm에 해당한다. RERTR-4 시험에서 다른 8.0 gU/cc의 U-Mo분산 mini-plate와 동

등하다.

약 75at% 노내조사 후의 mini-plate의 두께 증가율은 약 12%로 8 gU/cc의

U-Mo분산핵연료의 두께 증가율 약 15%보다 작게 나타내, monolithic U-Mo거동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Monolithic U-Mo foil과 Al cladding 사이의 반응

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 대부분 monolithic U-Mo foil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핵

분열 기체 기포들은 매우 작은 크기로 균일하면서 조밀하게 분포됨을 보였다. 이러

한 기포의 생성 형태는 재결정에 의하여 미세화된 결정립계에서 기포들이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Monolithic U-Mo 핵연료는 매우 적은 부피 변화로 연구로 핵연

료로 사용 가능하므로 Monolithic 핵연료 제조방법이 경제적으로 적합하게 개발되

면 기존 연구로는 물론 향후 연구로의 LEU 핵연료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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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내 개발 현황 및 기술 수준

1. 한국원자력(연)의 U-Mo 분산 봉상 핵연료 노내 조사시험

핵 비확산 정책으로 미국을 주축으로 수립된 RERTR program은 연구로 핵연료를

저농축 핵연료로 대체하고자 우라늄 고밀도 저농축 핵연료 개발을 1970년대 말부터

추진하였다. 우라늄 밀도 4.8 gU/cc의 uranium silicide 분산핵연료가 개발되어

1980년대 말부터 1 MW 이상인 연구로의 핵연료를 저농축 uranium silicide 분산핵

연료로 대체하도록 추진하여 현재 약 90% 정도까지 이르고 있다. 이 정책에 따라

하나로의 구동핵연료도 저농축 U3Si 분산 핵연료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나머

지 10%에 해당하는 고성능 연구용 원자로도 저농축 핵연료로 대체하고자 약 8

gU/cc의 고밀도 핵연료를 1996년부터 개발을 착수하였다. 핵연료 대상물질로 감마

상 우라늄 합금 물질을 선정하여 노내 조사시험한 결과, Mo 함량이 7wt.%이상인

U-Mo합금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U-Mo 합금은 강인한 기계적 특성으로 기

존의 파쇄 방법으로 분말을 제조하기가 어렵고, 한국원자력(연)에서 개발한 원심분

무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

한편, 핵저항성 저농축 핵연료로 대체 사용하는 정책을 주도한 미국은 사용 후

핵연료를 미국으로 환수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환수 정책은 2006년에 종

료되어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 처분하는 방법으로 정책이 변경 수립되었다. 재

처리 처분이 가능한 프랑스의 COGEMA에서는 현재 사용 중인 uranium silicide 분

산핵연료는 재처리가 곤란하고, 개발 중인 U-Mo 핵연료는 재처리가 용이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RERTR program은 현재 사용 중인 uranium silicide 분산핵연

료를 U-Mo 핵연료로 교체하고자, 개발중인 U-Mo 핵연료의 실용화를 추진하게 되

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한국원자력(연)은 U-Mo 분산 봉상 핵연료를 하나로에서 조사

시험하여 실용화하는 사업을 원자력 중장기 연구개발 사업과제로 2000년도부터 추

진하게 되었다. U-Mo 분산핵연료가 하나로에 구동 핵연료로 실용화되면, 하나로의

사용 후 핵연료 처리 정책이 다변화되어 유리하게 되며 우라늄 고밀도의 U-Mo 핵

연료를 사용함으로 핵연료주기를 연장할 수 있고, 구동 핵연료 집합체 수를 줄일

수 있어 조사공 추가 확보도 가능하다.

제 1차 U-Mo 노내 조사시험의 대상 핵연료는 현재 하나로에서 사용중인 U3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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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핵연료와 동등한 우라늄 밀도(3.4 gU/cc)의 U-Mo 분산 봉상 핵연료와 외국에

서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고밀도(6.0 gU/cc)의 봉상 핵연료로 하였다. 하나로와

동등한 우라늄 밀도 핵연료는 하나로 표준형 핵연료봉과 같은 사양으로 제조하고,

고밀도인 6.0 gU/cc의 핵연료는 심부 온도가 너무 높게 상승되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핵연료 심재 직경을 5.5 mm로 작게 선정하였다. 2001년 6월 26일 장전하여

노내 조사시험을 하였으나 손상이 발생하여 8월 24일에 원자로 운전이 중단되었고

8월 27일에 인출하였다. 높은 우라늄 밀도(6 gU/cc)의 핵연료봉에서 출력이 가장

높은 부위에서 피복재의 손상이 발생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손상부위의 핵연료 단

면을 관찰한 결과 양호한 열전도도를 갖게 하는 Al의 기지 물질은 대부분 반응되어

밀도가 작고 열전도도가 낮은 (U-Mo)Alx로 반응되었고, 팽윤으로 인하여 피복재가

파손되었으며, 중심부로부터 void가 형성되어 주변으로 확산됨을 나타냈다. 손상의

주원인은 U-Mo 입자와 Al 기지와의 상호반응이 과다하게 일어나면서 저밀도 물질

형성에 의한 팽윤이 크게 발생하여 피복재에도 영향을 주면서 피복 압출에서 다소

불완전하게 결합된 취약한 부위에서 파열되는 현상이 발생되었으며, 중심부에는 온

도가 매우 높게 상승되어 void가 크게 형성되면서 주변으로 확산하는 경향을 나타

냈다.

제 2차 노내 조사시험에서는 U-Mo 분산핵연료가 최대로 허용하는 우라늄 밀도

와 출력을 찾는데 목표로 하였다. U-Mo 입자와 Al 기지와의 상호반응이 급격히

일어나지 않도록 핵연료 심재의 우라늄 밀도를 6 gU/cc에서 4.0～4.5 gU/cc로 대폭

하향 조정하였다. 상호반응은 핵연료입자 크기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입자 크기

가 서로 다른 핵연료봉을 조사 시험하였고, 핵연료봉의 주기연장과 관련하여 독극

물을 첨가한 핵연료를 조사 시험하였으며, 또한 핵연료 피복재가 냉각수에 부식되

어 표면에 열전도성이 나쁜 bohemite층의 형성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기 위

해 피복재 표면에 산화층 형성 전처리 및 Ni coating한 핵연료봉을 노내 조사시험

하였다. RERTR-4의 노내 조사시험에서 순수한 U-Mo 박판을 Al으로 피복한 판상

핵연료(Monolitic U-Mo plate fuel)를 시험한 결과에서 매우 우수한 결과를 얻은바

있다. U-Mo 물질은 고온까지 핵분열 생성 기체의 기포 형성에 의한 팽윤이 매우

적게 형성하면서 안정하게 거동하는 특성을 이용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순수

U-Mo 물질로 얇은 두께의 tube형 핵연료는 U-Mo 입자와 Al의 상호반응을 배제하

는 형상의 핵연료이므로 노내 조사거동이 우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 2차 조사시

험에 1개의 U-Mo tube를 넣은 핵연료를 포함시켰다. 제 2차 노내조사시험 핵연료

집합체를 성공적으로 제조하여 하나로에 2003년 1월에 장전하여 노내조사시험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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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여, 약 60%까지 정상적으로 연소시켰다.

제 2차 노내조사시험 결과, Tube 핵연료 시편을 제외한 모든 U-Mo 분산핵연료

에서 5.3～16.3%의 팽윤량 변화를 나타내었다. 4 gU/cc U-7wt.%Mo 핵연료에서,

Ni-coated U-Mo 핵연료와 standard 핵연료의 팽윤량은 연소도와 거의 직선적인 관

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연료봉 피복재에 치밀한 산화피막을 입힌

pre-oxidation 핵연료의 팽윤과 큰 입자크기의 핵연료는 비교적 낮은 팽윤 거동을

나타내었다. 한편 4.5 gU/cc U-Mo 핵연료는 62at% U-235 보다 높은 연소도에서

는 4.0 gU/cc 핵연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팽윤 특성을 나타내었다. 즉 4.5

gU/cc 핵연료가 직경 5.49 mm의 reduced core로 제조되어 직경 6.35 mm의

standard core로 제조된 4.0 gU/cc 핵연료에 비해 U 밀도는 높지만 단위 길이당

U-Mo 핵연료의 장입량이 약 20% 작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입자가 조사 후기에 거의 완전 반응되었기 때문에 4.0 gU/cc 핵연료의 팽윤이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U-Mo 핵연료에서 Mo의 함량을 9wt%로 증가한 491-H2 핵

연료는 U-7wt.%Mo 핵연료의 팽윤특성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초기 선출력 조절을

위하여 4wt.%의 Er2O3를 첨가한 494-BP2 핵연료는 약간의 개선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Tube 핵연료의 직경변화로부터 swelling 변화를 측정한 결과 약 52%의

높은 팽윤특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높은 팽윤량은 주로 tube 핵연료의 외경보다

tube 내경과 Al 봉 사이에 고온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free volume 형태의 0.5 mm

간격을 가진 gap이 대부분 tube 핵연료로 채워지면서 팽윤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결

과이다. U-Mo tube를 석영관에 주조하여 제조하는 공정에서 석영관으로부터 Si 분

순물이 비교적 다량 혼입되어 상기와 같은 많은 swelling을 일으킨 것으로 분석 관

찰되었다. U-Mo 핵연료의 조사특성 분석 기준용으로 선정된 4 gU/cc U3Si 분산

핵연료는 68at% BU에서도 8.3%의 낮은 팽윤량을 보였으며 전 연소도 구간에서

U-Mo 핵연료에 비해서 가장 낮은 팽윤 특성을 나타내었다.

제 3차 봉상 U-Mo 노내 조사시험에서는 제 1차 및 제2차 조사시험 결과에서 밝

혀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ⅰ) U-Mo 입자를 조대하게제조하여 핵연료분말 입

자와 알루미늄 기지 간의 계면반응을 억제시키고자 하였고, ⅱ) U-Mo 분산핵연료

대신에 신형상 순물질 핵연료인 tube 형 및 다심형 핵연료를 제조하여 U-Mo 핵연

료분말 입자와 알루미늄 기지 간의 반응을 배제하고자 하였고, ⅲ) U-Mo계 합금에

제 3 합금원소(Si, Zr)를 소량 첨가하여 노내 안정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고, ⅳ) 기

지물질로 순수한 알루미늄 대신에 소량의 Si 원소를 첨가한 Al-Si 합금 기지물질을

사용하여 U-Mo 핵연료분말 입자와의 반응을 억제시키고자 하는 등의 주안점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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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제 3차 조사시험 핵연료를 설계, 제조하여 2006년 2월 8일 부터 하나로 OR3

조사공에서 조사시험을 수행하여 2007년 7월2일까지 약 54at%U-235의 평균연소도

까지 조사되었다. 현재 12개의 조사 핵연료봉에 대하여 부분적인 조사후시험을 수

행한 결과 200~300 ㎛의 큰 핵연료 입자크기를 갖는 U-7Mo/Al 분산핵연료

(557-MD1)에서 최대 70 ㎛의 반응층 두께에도 불구하고 심재 중심부에서 40%의 반

응층 분율을 나타내어 전체적으로 10.4%의 낮은 팽윤특성을 나타내었다. 연소중 반

응층 생성으로 인한 온도증가를 예측모델을 통하여 계산한 결과 연소 중 최대 온도

가 37% BU에서 202℃로 계산되어 KOMO-2 조사시험시에 같은 U 밀도로 조사되어

심재 전체가 반응층으로 변한 494-H2 시험핵연료의 조사 중 최대온도가 약 480℃임

을 고려할 때, 큰 입자크기의 U-Mo 핵연료 분말을 사용함으로서 봉상 U-Mo 분산

핵연료에서 팽윤 억제를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입증하였다. 이와 함께

U-7Mo-1Zr/Al(558-MD1)과 같이 소량의 제3원소를 U-Mo 첨가한 경우와 Al-2Si 합

금기지를 사용한 U-Mo 분산핵연료(557-HS1)의 경우에 팽윤량이 각각 9%와 8%로

측정되어 합금효과를 확인하였다. 특히 557-HS1 시험핵연료에서는 557-MD1에서 보

다 최대 반응층 두께가 40 ㎛로 감소하여 고온 조사조건에서 Al-Si 합금기지가 핵

연료의 팽윤 억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2. 세부 기술사항의 검토 분석결과

가. 국내․외 세부기술 수준 비교

핵심 기술
비교

국명

국내 기술

수준
근 거

◇ 분산핵연료 제조기술 카나다 100 - 하나로 핵연료 국산화

◇ 우라늄 고밀도 핵연료

제조기술
프랑스 90

- 원심분무 제조기술을 고밀도

핵연료에 응용

◇ 분산핵연료 연소성능

시험/평가 기술
미국 90

- ANL과 공동연구를 통한 기

술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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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정단위별 주요 기술(技術)내용 및 그 기술수준의 분석 결과

1) 외국의 경우

상기 국․내외 기술수준 비교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핵연료기술은 크게 분산핵연

료 제조기술, 우라늄 고밀도 핵연료 기술 그리고 연소성능 시험기술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미국 BWXT, 프랑스 CERCA 등에서 압연에 의해 U3Si2 핵연료 심재를 판

상으로 압연하여 제조하고 있으며, 카나다 AECL에서는 압출에 의해 U3Si 핵연료심

재를 성형하여 봉상핵연료를 제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파쇄분말 분산핵연료 제조

기술이 개발 완료되어 자국의 연구로용 핵연료를 생산하고 있을 만 아니라 수출까

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라늄 고밀도 핵연료에 대해서는 ～ 4.8 gU/cc 까지 U3Si2

핵연료가 개발되어 미국 NRC의 승인을 받았으며, 세계의 모든 연구로를 저농축 핵

연료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8～9 gU/cc까지의 loading density에 대해서는 1996

년부터 미국 ANL을 중심으로 RERTR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고 있다. 분산핵연료

연소성능시험에 대해서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에서는 조사시편 설계, 조사방법,

조사후 분석 등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조사시험을 통해 새로운 핵연료를

개발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핵연

료 팽윤거동에 대해 DART model 등 고유의 모델도 개발해 놓은 상태이다.

2) 국내의 경우

1987년도부터 연구로용 분산핵연료 제조기술 개발에 착수하여 현재 카나다에서

개발한 제조방법과 마찬가지로 압출에 의해 제조된 U3Si 핵연료심재를 성형하여 봉

상핵연료를 제조하고 있다. 우라늄 고밀도 핵연료에 대해서는 한국원자력(연)에서

창안한 원심분무 분말제조기술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이미 U-Mo 핵

연료에 대해서는 중요한 특성분석을 거의 마쳤으며, 고밀도 핵연료를 개발하고자

미국 ANL과 1996년 12월부터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압출 및 전자빔 용접 기

술은 계속하여 기술향상을 시켰으나 현재 문제점을 계속 보완하고 있으며, 조사후

시험 기술은 선진국에 비하여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다. 기존 공정방법․기술에 대한 현황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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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원자로는 주로 high flux의 중성자를 이용함에 따라 핵연료로 90％이상

고농축우라늄(HEU)을 원료로 하는 핵연료를 사용하였으나, 핵확산 방지 정책의 일

환으로 1978년 이후 미국을 위시한 35개국이 참가하여 RERTR(저농축 연구용 원자

로)핵연료 개발 국제협력체가 구성되어 새로운 연구용 원자로용 핵연료 개발을 수

행하고 있다. 원자로 및 핵연료 경제성을 목적으로 U-loading(단위 부피당 우라늄밀

도)를 향상시키고 핵연료의 농축도를 감소시키고자 국제공동 협력체제로 수행하고

있다. 원자로특성에 커다란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 졌으며 그간 U6Fe,

U3O8, U-Si, Cr, Al, Fe계 합금, U-Al 합금, U-Si-Al 합금, U3Si/U3Si2 분말 분산형

등 다양한 개발을 수행하였다. 미국 등 대부분의 연구용 원자로에서 사용되는 핵연

료는 판상 형태로 U3Si는 연소도가 높을 경우 팽윤이 크게 발생되는 문제가 있지만,

U-loading이 낮지만 loading penalty를 감수하고 U3Si2를 핵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카나다 및 한국의 하나로에서 사용하는 핵연료는 봉형으로 U3Si를 사용해

도 구조상 압축응력이 작용하여 높은 연소도 까지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

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도 우리 기술로 연구로핵연료를 설계 제조하여 핵연료를

공급하고 이를 통하여 핵연료소재를 개량시키는 것이 원자력 산업기술 개발의 초석

이 된다. 1987년부터 국가 특정과제로 하나로 핵연료 개발연구를 수행하여 핵연료

설계를 하였고 핵연료집합체를 시험 제조한 바 있으며 현재 수입에만 의존하던 핵

연료를 전량 국산화하여 하나로에 공급 중에 있다.

한편, 연구용 원자로의 핵연료로 고농축 우라늄 핵연료가 사용되었으나 핵비확산

정책의 일환으로 저농축 우라늄핵연료를 개발하여 전환하고자 전 세계적인 RERTR

program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저농축 uranium silicide(U3Si, U3Si2)분산 핵연료가

개발되어 1980년대 중반부터 핵연료 전환사용이 추진되었으나 고성능 연구용 원자

로에는 기능상 전환이 불가한 문제가 발생되었다. 모든 연구용 원자로에 핵비확산

저농축 우라늄 핵연료를 전환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라늄밀도를 높여야 하는 필요성

에 의하여 RERTR program에서는 미국 DOE의 지원 하에 전 세계적으로 우라늄

고밀도 핵연료 개발을 1996년부터 다시 추진하고 있다. 특히 U3Si는 질긴 성질이 있

어 파쇄하여 분말화하는 까다로운 공정을 거치지 않고 합금용탕을 atomizing으로

바로 분말화하여 급속응고된 구형분말을 제조하는 기술을 자체 창안 및 개발하여

국내는 물론 미국, 독일에 신물질 특허로 등록하였다. 본 창안 기술에 대한 연구결

과를 1990년부터 1994년에 걸쳐 RERTR 국제회의에도 발표하여 본 핵연료의 우수

성을 인정받았으며 미국의 ANL에서는 Oak Ridge에 건설예정인 ANS high

performance 원자로의 핵연료에 사용목적으로 검토하고자 atomized U3Si2 분말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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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요청하여 1992년에 시료를 제공한 바 있으며 그 이후 예비시험을 수행한 결과

결과가 양호하여 본 핵연료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첫 단계로 미국

ATR 원자로에 우라늄 고밀도 핵연료 재료(주로 gamma상 우라늄 합금)에 대한 미

소 시편(micro plate) 조사 시험을 97년 6월경 착수하였다. 국내에서는 하나로 핵연

료를 핵비확산 정책의 일환으로 저농축 우라늄 실리사이드(U3Si) 분산핵연료로 선정

하였고 국산화를 위하여 1987년부터 핵연료기술을 추진하여 제조공정기술개발이 완

료되어 현재 하나로에 전량 공급하고 있다. 개발과정에서 원심분무 방법으로 구형

입자 분산핵연료를 제조하는 신공정을 개발하여 국제 특허를 획득하였는데 입자의

구형화로 핵연료의 성형성, 열전도성, 열양립성 등의 향상으로 핵연료 성능이 향상

되며 합금 용탕에서 바로 분말을 제조하는 특성으로 RERTR program이 추진하는

gamma상 우라늄 합금 고밀도 핵연료 제조에 적합한 제조공정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간 약 10년간의 연구결과로 제조공정기술개발이 완성된 단계로 양산화에는 기술

면에서 큰 어려움이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라늄 고밀도의 연

구로 개량 핵연료 개발은 미국의 ANL과 국제협력으로 수행함에 의하여 괄목할만

한 결과가 얻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원심분무에 의한 고밀도 우라늄 핵연료가 개발

되면 전 세계의 고성능 연구용 원자로의 핵연료로 확산 보급될 전망으로 창안 기술

수출에 의한 외화 획득에 기여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우라늄 함량이 증가되면 핵

연료의 장주기화가 가능하여 사용 후 핵연료 발생량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건설되어 운전 중인 하나로의 핵연료는 봉상 핵연료(rod

type)로 카나다의 핵연료와 같은 형태이다. 본 핵연료를 개발하기 이전 '86년에 카

나다 AECL에서는 기술 이전비로 2,000 만불을 요구한 바 있다. 연간 40 다발의 수

입 금액은 약 400만 US＄이었지만 자체 국산화한 결과 약 300 만불이 소요되어, 매

년 100 만불의 원가절감과 함께 저농축우라늄 금속 원료 수입액을 감안하면 연간

약 200 만불 정도의 수입대체 효과가 발생한다. 그간 특정과제로 수행하여 창안하

여 개발한 atomized 구형 분말핵연료는 국제적으로 핵연료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받은 실정으로 미국의 ANL 연구소와 본 atomized U-Mo 분말을 사

용하여 판상핵연료를 제조하여 원자로 노내 연소시험을 통하여 성능우수성을 입증

시키는 공동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며 advanced RERTR 핵연료로 활용하고자 하고,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본 핵연료가 확산활용 되도록 추진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핵연료제조에 진공합금기술, 동심압출, 전자빔용접기술 등을 산업체에 파급 시

키면 산업발전에도 간접적인 기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원자력기술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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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존을 탈피하여 자주성 확립 도모하며 원자력기술을 향상시켜 원자력에너지를

안전하게 이용하여 석유에너지 위기를 해소하면서 국민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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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원심분무 U-Mo 분말 해외수출

1. U-Mo 원심 분무 분말 수출 내역

93%U-235의 고농축(HEU) 핵연료를 사용하는 벨기에의 BR-2 연구로는 2016년

이후 RERTR program 계획에 따라 핵연료 공급이 전면 중단될 예정으로 이를 대체

할 19.75%U-235의 저농축(LEU) U-Mo 핵연료를 개발할 예정에 있다. 이에 따라 벨

기에 SCK․CEN 연구소는 핵연료 공급기관인 프랑스 CERCA와 연계하여 BR-2 원

자로에 적용될 U-Mo 핵연료의 개발을 위한 U-Mo 핵연료 시 제조 및 조사성능 시

험을 위하여 원심분무 NU-7Mo 및 LEU-7Mo 분말공급을 KAERI에 요청하여 2009

년 7월에 공급하였다. 이와 함께 2010년도에 프랑스 CEA 연구소(노외시험용)에서

KAERI에 원심분무 NU-8Mo 분말 공급을 KAERI에 요청하였다. 현재 U-Mo 분말

시료 수출은 2016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연구로 핵연료가 U-Mo 핵연료로 전환되

는 시점에 맞춰서 세계시장 선점 관점에서 경제적 중요성이 크고, 또한 KAERI의

윈심분무 분말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공인 받는 기술적 의미가 있다.

표 3-1. 1 단계 원심분무 분말 수출 내역

국가 분말 종류 수량 금액 비고 용도 선적일

벨기에

SCK-CEN

NU-7Mo 5 kg US $ 15,000
천연우라늄

U-235 0.7% BR-2 핵연료

qualification
2009.07

LEU-7Mo 2 kg US $ 56,000
저농축우라늄

U-235 19.75%

프랑스

CEA
NU-8Mo 5 kg US $ 19,000

감손우라늄

U-235<0.2%
노외시험 2010.09

합 계 32 kg US $ 90,000

2. 프랑스 수출 U-8wt%Mo 원심 분무 분말 상세 내역

프랑스 CEA는 U-8wt.%Mo 합금 조성을 가지는 5 kg의 원심 분무 분말 공급을

요청하였다. 두 번의 제조를 통해 각각 2.5 kg의 원심 분무 분말을 제조하였으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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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된 U-Mo 분말의 성분 분석 결과 합금 중 Mo의 함량이 각각 8.0±0.1(wt%) 및

7.9±0.1(wt%)로 측정되었다. CEA가 요구한 Mo 함량 오차 범위를 초과하여 만족하

는 값으로 원심 분무 분말의 균질도가 매우 우수함을 알 수 있다. 그림은 각각 1차

차와 2차에서 제조된 원심분무 분말의 무게 분포와 입자 지름 분포를 보인다. 평균

입자 지름은 각각 50.4 μm와 45.3 μm 였는 값으로 원심 분무 분말의 균질도가 매

우 우수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1은 각각 1차와 2차에서 제조된 원심분무 분말의

무게 분포와 입자 지름 분포를 보인다. 평균 입자 지름은 각각 50.4 μm와 45.3 μm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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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a) 1차 (b) 2차 제조된 원심분무 분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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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노내 조사(KOMO-3) 시험한 U-Mo 봉상핵연료

에 대한 연소성능평가 완료

1. 서 론

제 3차 봉상 U-Mo 노내조사시험에서는 제 1차 및 제 2차 조사시험 결과에서 밝

혀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ⅰ) U-Mo 입자를 조대하게제조하여 핵연료분말 입

자와 알루미늄 기지 간의 계면반응을 억제시키고자 하였고, ⅱ) U-Mo 분산핵연료

대신에 신형상 순물질 핵연료인 tube 형 및 다심형 핵연료를 제조하여 U-Mo 핵연

료분말 입자와 알루미늄 기지 간의 반응을 배제하고자 하였고, ⅲ) U-Mo계 합금에

제 3 합금원소(Si, Zr)를 소량 첨가하여 노내 안정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고, ⅳ) 기

지물질로 순수한 알루미늄 대신에 소량의 Si 원소를 첨가한 Al-Si 합금 기지물질을

사용하여 U-Mo 핵연료분말 입자와의 반응을 억제시키고자 하는 등의 주안점을 가

지고, 제 3차 조사시험 핵연료를 설계, 제조하였다.

노 내 조사된 12 종류의 U-Mo 분산핵연료, 다심핵연료 및 tube 핵연료에 대한

조사후시험 및 연소성능 평가를 완료하였다. U-Mo 분산핵연료에서 조대립 U-Mo

입자 사용, U-Mo에 소량의 제 3원소 첨가 및 Al-Si 합금기지 적용으로, KOMO-2

조사시험 핵연료와 비교시에 최대 8%의 팽윤량이 감소되어 U-Mo와 Al 기지 사이

의 심한 고온반응 문제를 해결하였다. Monolithic 봉상핵연료인 다심(6.0 gU/cc) 및

tube(13.2 gU/cc) 핵연료에서 분산핵연료(최대 12%) 보다 낮은 팽윤(5.3~8.3%) 특성

을 확인하였다.

2. 조사 후 시험 결과

가. KOMO-3 핵연료의 조사이력

연소시험 핵연료(KH-06-C-001)는 41주기 운전노심(2006.2.8)에 장전되어 49주기

운전 후(2007.7.2) 노심에서 인출되었다. 다발 평균 방출 연소도는 약 54at.%U-235로

계산되었으며 국부 최대 연소도는 약 66at.%U-235이었다. 운전일수는 30 MW 출력

으로 206 FPD (Full Power day)이었다. 노심 내 장전 위치 이동 경로는 OR5(23

FPD 장전) → OR3(183 FPD 장전) 이었다. (그림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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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KOMO-3 핵연료의 조사시험 이력.

나. 조사연료봉 외관관찰

조사 집합체를 해체한 후 핵연료봉에 대한 외관 검사를 수행하였다. 모든 시험연

료봉을 관찰한 결과 조사시험시 선출력이 가장 높았던 부위에서도 cladding oxide

층의 spallation 현상이 없는 건전한 핵연료봉 외관을 나타내었다.(그림 3-3)

다. Gamma Scanning

조사 핵연료봉을 절단하기 전에 연소도 분석을 위하여 gamma scan을 실시하였

다. 핵연료봉과 검출기와의 거리는 1600 mm 이었으며 축방향 세기분포를 0.5X0.5

mm 크기의 collimator를 사용하여 연료심재 끝단에서부터 3 mm 씩 500 초의 간격

으로 측정하였다. 일부 화학분석으로 연소도를 측정한 결과 비교하기 위하여 최대

연소도 부위에서 100,000 초 동안 측정한 후 핵종 스펙트럼을 분석하였다.

조사된 분산 핵연료봉에 대하여 최대 연소도 부위(~65at%U-235)와 50at%U-235의

상대적으로 낮은 연소도 부위에서 절단을 하여 조직시험, 밀도측정, EPMA 분석을

위한 시편을 채취하였다.(그림 3-4,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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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표면 산화층

KOMO-3 핵연료봉의 조사시험 중 생성된 피복재 표면의 산화층에 대한 두께 측

정 결과, 낮은 선출력으로 조사되어 50% 연소된 핵연료봉 표면에서는 32～35 ㎛의

두께가 측정되었으며 최대 선출력 부위(95 kW/m, 65% 연소도)에서는 KOMO-2 조

사시험 핵연료(35～47 ㎛)와 비슷한 45～54 ㎛ 두께의 산화층이 관찰되었다.(그림

3-6) KOMO-3 핵연료 중 유일하게 조사시험 전에 autoclave를 이용하여 치밀한 산

화막 처리를 안한 핵연료(557MD-2)의 산화층 두께(48 ㎛)는 표면 산화막 처리한 핵

연료(557MD-1, 50 ㎛)와 거의 비슷하여 치밀한 산화막 전처리가 하나로 노심조건에

서 산화층 성장억제에 영향이 없음이 밝혀졌다

마. 분산핵연료에 대한 PIE 분석

1) 미세조직

KOMO-3 조사시험된 분산핵연료에 대한 미세조직을 그림 3-7~3-22에 나타내었

다. 분말 크기(105～210 ㎛, 210～300 ㎛, 300～425 ㎛)가 다른 조대립 U-7Mo/Al 분

산핵연료에 대하여 미세조직을 관찰한 결과(그림 3-7~3-14), U-Mo 입자가 클수록

Al 기지와의 접촉 면적이 적어지면서 분산핵연료 심재 내에 U-Mo와 Al 사이의 상

호반응에 의해 생성된 낮은 열전도도 특성을 갖는 (U,Mo)Alx 반응층(reaction

layer)의 분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기존의 150 ㎛ 이하의 분말크기를 적

용한 U-7Mo/Al 분산핵연료에 대한 고온 조사시험을 수행하였던 KOMO-2 조사시

험에서는 U-Mo와 Al 사이에 완전반응이 발생하여 심재 내에 모든 분산핵연료 조직

이 대부분 U(Mo,Al)x의 uranium aluminide 상으로 형성되었으나 KOMO-3 조사시

험에서와 같이 100 ㎛ 이상의 비교적 큰 입자크기의 분말을 사용하면 65%의 연소

도 후에도 분산핵연료 형태가 남아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측정된 최대 팽

윤량도 분말크기가 감소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표. 3-2) 하지만

U-7Mo/Al 분산핵연료에서 65% 연소 후 측정된 최대 반응층 두께는 약 70 ㎛ 정도

였음을 감안하면, 큰 입자크기의 효과에 의한 완전반응에 이르는 시간을 늦추는 효

과일 뿐, 근본적인 반응층 두께 감소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소량의 제 3원소를 첨가한 U-7Mo-1Zr/Al(558MD-1) 핵연료에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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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두께와 팽윤량는 각각 최대 50 ㎛ 및 9%로 측정되어 Zr 첨가가 고온 조사조건

에서 핵연료의 팽윤억제에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U-Mo에 소량의 Si을 첨

가한 U-7Mo-0.2Si/Al(559MD-1) 핵연료는 Si 첨가하지 않은 핵연료(557MD-1)와 거

의 비슷한 70 ㎛ 두께의 반응층과 11.7%의 팽윤량을 나타내어 개선효과가 없었다.

Al-Si 기지를 사용한 U-7Mo/Al-Si 분산핵연료에서는 Si 함량에 따른 반응층 성

장억제 효과를 확인하였다. Al 기지 내에 Si 첨가량이 0.4% 및 2%로 증가함에 따라

반응층 두께는 U-7Mo/Al-2Si(557HS-1) 핵연료에서 약 40 ㎛ 까지 감소하고 최대

팽윤량 역시 KOMO-3 분산 핵연료 중 가장 작은 8%로 측정되어 고온 조사조건에

서 Al-Si 합금기지가 핵연료의 팽윤 억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2) 반응층 두께분포

조사 중 온도가 가장 높은 핵연료 심재중심으로부터 온도가 가장 낮은 표면까지

의 반경방향으로 거리에 따른 반응층 두께분포를 분석한 분석하였다. 그림

3-23~3-24은 U-Mo 입자크기를 달리한 U-7Mo/Al 분산핵연료로부터 측정된 최대연

소도(~65%) 부위와 50% 연소도 부위에서의 반응층 두께 분포이다. 최대 연소도 부

위에서 측정된 반응층 두께분포(그림 3-23)는 U-Mo 입자크기의 영향이 비교적 뚜렷

하지 않았으나, 50% 연소도 부위에서 측정된 반응층의 두께는 U-Mo 입자크기가

클수록 뚜렷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210~300 ㎛의 큰 핵연료 입자크기를

갖는 U-7Mo/Al 분산핵연료(557-MD1)에서 최대 70 ㎛의 반응층 두께에도 불구하고

심재 중심부에서 40%의 반응층 분율을 나타내어 전체적으로 10.4%의 낮은 팽윤특

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105～210 ㎛ 크기의 U-Mo/Al(557SD-1) 핵연료에서는 최대

12%, 557LD-1(300～425 ㎛) 핵연료는 10.6%로 측정되어 팽윤에 미치는 U-Mo 입자

크기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그림 3-25는 U-7Mo/Al 분산핵연료에 소량의 Si을 첨가함에 따라 반응층 두께분

포에 미치는 영향을 잘 나타내고 있다. 먼저 U-7Mo에 0.2wt%의 Si을 첨가

(U-7Mo-0.2Si/Al)하여도 반응층 두께의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에 Al 기지에 소량

(0.4wt%)의 Si을 첨가하면(U-7Mo/Al-0.4Si) 최대 반응층 두께가 ~70 ㎛에서 50~60

㎛ 정도로 약간 감소하였다. 따라서 반응층 성장 억제를 위해서는 U-Mo 핵연료 보

다는 Al 기지에 적절한 양의 Si이 첨가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26는 ~65% 연소된 U-7Mo/Al-xSi(x=0, 0.4, 2wt%) 분산핵연료(210-300 ㎛)

의 반응층 두께 분포를 나타낸다. U-7Mo/Al 분산핵연료의 최대 반응층 두께는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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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었고, 0.4wt% Si 첨가한 경우(U-7Mo/Al-0.4Si) 최대 반응층 두께는 40~50 ㎛

시에 비하여 2wt% Si이 첨가된 U-7Mo/Al-2Si 분산핵연료에서 반응층 두께가 최소

화 되어 최대 40 ㎛로 감소되었다.

그림 3-27에서는 U-7Mo에 1wt%의 Zr을 첨가한 U-7Mo-1Zr/Al 분산핵연료의 반

응층 성장 거동을 U-7Mo/Al과 U-7Mo/Al-2Si 분산핵연료와 비교하였다.

U-7Mo-1Zr/Al 분산핵연료에서 나타난 반응층 두께는 최대 50 ㎛ 정도로서

U-7Mo/Al 보다는 약 20 ㎛ 정도 낮은 반면에 U-7Mo/Al-2Si과 비교하면 오히려

약 10 ㎛ 정도 큰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소량의 Zr을 U-Mo에 첨가하여도 상

당량의 반응층 성장 억제효과가 있으나, 2wt% Si을 첨가한 Al-Si 합금기지를 사용

할 경우 보다는 억제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3) 팽윤량 비교

조사된 U-Mo 핵연료의 팽윤량 평가를 위하여 핵연료 시편의 심재외경을 정확하

게 측정하여 조사전의 치수와 비교하였고, 핵연료봉 길이방향으로의 치수변화는 없

다고 가정함으로서 체적변화량을 측정하여 팽윤량을 계산하였다. 측정된 핵연료 심

재의 팽윤량을 표 3-3에 정리하였다. 다심 및 Tube 핵연료 시편을 제외한 모든

U-Mo 분산핵연료에서 8.1～11.7%의 팽윤량 변화를 나타내었다.

그림 3-28은 KOMO-3 분산핵연료의 연소초기의 심재중심부 온도(BOL T)에 따른

측정된 팽윤량의 변화를 KOMO-2 핵연료의 팽윤량과 같이 비교하였다. 조사시에

발생되는 반응층 성장은 조사 유기 열적 활성화 과정 (irradiation-assisted thermally

activated process)로 진행됨을 고려할 때, BOL 온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U-Mo와 Al 기지 사이에 완전반응이 진행되었던 KOMO-2 핵연료에 비해

큰 입자 크기의 U-Mo 분말을 사용하고, U-Mo-X 삼원계 합금 사용 및 Al 기지에

소량의 Si을 첨가하여 조사 말기에도 완전 반응이 억제된 KOMO-3 핵연료는 상대

적으로 낮은 팽윤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4) 온도해석

연소도가 63%인 U-Mo/Al 분산핵연료(557MD-1)의 조사중 반응층 생성으로 인

한 온도증가를 ANSYS code를 이용한 예측 모델을 통하여 계산한 결과(그림 3-29),

최대 온도가 37% BU에서 204℃로 계산되었다. 이는 KOMO-2 조사시험때 심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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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반응층으로 변한 4.5 gU/cc의 U-7Mo/Al 분산핵연료(494-H2)의 조사중 최대온

도가 약 480℃이었음을 고려할 때, 큰 입자크기의 U-Mo 핵연료 분말 사용이 봉상

U-Mo 분산핵연료에서 반응층 감소를 통한 팽윤 억제를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임을 입증하였다.

5) 반응층에 대한 EPMA 조성분석

약 65% 연소된 U-7Mo/Al(557MD-1) 및 U-7Mo/Al-2Si(557HS-1) 분산핵연료의

반응층에 대한 조성을 EPMA 분석으로 수행하였다. 조사중 최대온도가 204℃ 까지

도달한 U-7Mo/Al(557MD-1) 핵연료심 중심부에서 형성된 반응층 조성은

(U,Mo)Al3.7로 측정되었으며(그림 3-30) 조사중 최대온도가 약 150℃으로 평가된 핵

연료심 외곽(periphery)의 반응층 조성은 (U,Mo)Al4.7로 측정되어 온도가 낮을수록

Al 함량이 높은 반응층이 생성되었다.(그림 3-31) 한편 U-7Mo/Al-2Si(557HS-1) 핵연

료의 심재 중심부 및 외곽에서의 반응층 조성은 (U,Mo)(Al,Si)3.1 및 (U,Mo)(Al,Si)4.7

로 측정되어 Al-Si 합금기지를 사용하더라도 약 200℃의 고온 영역에서 형성되는

반응층의 (Al+Si)/(U+Mo)이 더욱 감소하였다.(그림 3-32) 조사중 Al-Si 합금기지로

부터 반응층으로 확산된 Si 량은 최대 10at%이었으며 반응층/Al-Si 기지의 경계에

주로 분포하였다. U-Mo 분산핵연료에서 Al-Si 합금기지의 사용은 Al 기지만을 사용

하는 경우에 비해서 모든 온도 영역에 걸쳐서 (Al+Si)/(U+Mo) 비율이 낮은 안정화

된 반응층이 형성되었다. 이를 통하여 안정화된 반응층의 형성은 반응층을 통한 추

가적인 Al의 확산 속도를 억제함으로서 반응층 성장을 제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

다.(그림 3-33, 3-34)

바. 다심핵연료봉의 조사시험 및 결과

1) U-Mo 다심핵연료 조사시험 조건

제조된 조사시험용 U-Mo 다심핵연료를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에 2006년 2월부

터 2007년 7월까지 장전하여 조사시험 하였다. 조사시험 조건은 30 MW 열출력으로

운전되는 하나로 원자로 내의 조사공에 시험 핵연료 집합체를 장전하였다. 시험 핵

연료 집합체는 하나로 18봉 핵연료 집합체의 형상과 같은 집합체에 12개의 시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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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봉을 최외곽 링에 배치하였으며, 이들 중 한 개가 U-7Mo/Al 다심핵연료봉이었

다. 조사시험 중 U-7Mo 다심핵연료의 burn-up은 약 39.63at%였고, 206

EFPD(effective full power days) 동안 조사시켰다. 평균 선출력은 56.7 kW/m, 최대

선출력은 73.9 kW/m였고, 연소도에 따른 선출력 이력은 그림 3-35와 같다. U-7Mo

의 밀도는 약 17.53 g/cc, 농축도는 19.75%이고, 다심핵연료봉의 우라늄의 밀도가 6

gU/cc(U의 부피분율:36.8%)인 경우, fission density는 3.27x 1021 f/cm3이고, fission

rate density는 약 1.84 x 1014 f/sec-cm3이다.

2) 조사후시험 결과 팽윤량 평가

팽윤량 평가는 조사된 핵연료 시편의 심재 외경을 측정하여 조사 전의 치수와

비교하였고, 핵연료봉 길이 방향으로의 치수 변화는 없다고 가정함으로서 체적변화

량을 측정하여 팽윤량을 계산하였다. U-7Mo/Al 다심핵연료봉의 팽윤량은 표 3-3과

같이 약 8.3% 이었다.

그림 3-36와 같이 U-7Mo 심재의 안쪽 경계면의 반응층 두께는 35 μm ~ 88 μm

이었다. 산화층의 두께는 그림 3-37과 같이 약 28 ~ 38 μm이었다.

조사전

지름

(mm)

조사후

지름

(mm)

조사전

면적

분율(%)

조사후

면적

분율(%)

제조시

면적

(mm2)

조사시험

후 면적

(mm2)

팽윤량

(%)

U-Mo

wire
1.95 2.11 36.8 40.2 11.95 14.13 18.2

Al 6.43 6.69 63.2 54.1 20.52 19.02

반응층 5.7 2.00

합계 32.47 35.15 8.3

표 3-3. Fuel meat swelling of U-7Mo multi-wire monolithic fuel.

그림 3-36에서 4 개의 U-Mo wire 중 2개는 반응층이 두꺼웠고, 2 개는 반응층의

두께가 40 μm 미만으로 반응층의 두께가 작았다. 이러한 반응층의 두께 차이의 원

인은 심재 제조 시 2개의 심재는 다른 심재보다 지름이 작았다. 따라서 swaging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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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쪽으로 틈새가 생겼다. 따라서 이 틈새 때문에 확산 반응이 어려워 중심쪽 경계

면에서의 반응층이 작게 나타났으며, 잘 접촉된 외곽 쪽으로 확산 두께가 더 두꺼

웠다.

체적 팽윤량 예측은 RERTR의 분산핵연료의 팽윤 평가에 사용되었던 식[1]을 사

용하였고, 반응층 두께는 KOMO-2 분산핵연료의 반응층 계산으로 검증된 식[2]을

계산하였으며, 이러한 식은 실험식이다.

김[1]에 의하면, 조사 중 U-Mo가 재결정이 생성되는 연소도에 이르면 팽윤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2 단계의 식을 제안하였다.


∆

 × · for  × 


∆

 × · for ≥×  

여기서 f는 U-Mo 핵연료 심재의 fission density(fissions/cm3)이다.

다심봉의 조사시험 시 fission density 3.27 x 1021 f/cm3의 값을 위 (3-1) 및 (3-2)

식에 대입하면 U-Mo의 핵분열생성물에 의한 팽윤량은 약 18.2%가 된다. 제조 시

핵연료심 중 U-Mo의 분율은 36.8%이므로 전체 핵연료심의 팽윤 중 약 6.7 %가

U-Mo의 팽윤에 기인한다.

반응층의 두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핵연료 심재의 온도 분포를 계산하여야 한다.

조사 시험 전에 안정한 조사 시험이 되도록 하나로 최대 선출력 120 kW/m에 대한

다심봉의 온도분포를 계산하였지만, 실제 조사 시험 시 다심봉의 평균 선출력은

56.7 kW/m였고, 최대 선출력은 73.9 kW/m였다. 또한 조사시험 시 핵연료봉 표면

에서 산화층의 발생하게 되면, 열전달 율이 떨어지게 되므로, 이를 고려하려 Ansys

code를 사용하여 심재 경계면의 온도를 재계산하게 되었다. 해석조건으로는 최대

선출력 74 kW/m, 산화층의 두께를 약 40 μm, U-Mo 핵연료 열전도도 15 W/m-K,

Al 기지 열전도도 220 W/m-K, 핵연료봉 경계면에서의 열전달계수 65,000 W/m2-K

로 하였다.

해석결과는 그림 3-38과 같이 심재 안쪽의 위치에서는 200℃이고, 바깥쪽 위치에

서는 155℃로 평가되었다. 이 온도에 대해 (3-3)의 반응두께 평가식에 대입하면 심

재 안쪽의 반응층의 두께는 68 μm, 심재 바깥쪽은 26 μm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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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층의 면적은 1.28 mm2로 제조 시 심재 면적 32.47 mm2 대비 3.9%이다.

   ×  ·  ·∆·exp

   

   ×  ·  ·∆·exp

  ≥ 

반응층 형성에 따른 팽윤량은 반응에 참여한 U-Mo와 Al와 반응 생성물

(U-Mo)Alx의 밀도 변화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U-7Mo의 측정 밀도는 17.06 g/cc, U-7Mo의 무게/몰는 215.2 g(20% LEU), Al의

밀도 2.7 g/cc, 반응생성물은 (U-Mo)Al3 ~ (U-Mo)Al4.4라고 가정하고, (U-Mo)Al3.5의

밀도가 5.95 g/cc라고 하면,


∆

×

 × 
  ····················································· (3-5)

즉 반응층이 생성되면, 반응층 생성에 의한 체적 팽윤량은 약 9.3% 발생한다.

따라서 반응층의 면적이 3.9%이므로 반응층 생성에 의한 팽윤 기여량은 0.36% 가

된다.

또한 반응층에서 발생하는 핵분열생성물에 의한 팽윤량은 3-6식으로 계산하면,

9.8% 이므로, 반응층의 면적 3.9%에 이 값을 곱하면, 0.38%가 된다.


∆

 × · ······························································································· (3-6)

계산식에 의한 팽윤량 예측량은 U-Mo의 팽윤량 ~ 6.7%와 반응층 생성에 의한

팽윤 기여량 ~ 0.74%를 합하면, 약 7.44%로 평가되었는데, 실제치 8.3% 보다 작게

평가되었다.

팽윤 측정 결과, 반응층에 의한 팽윤보다는 핵분열물질에 의한 팽윤량이 더 큰

변수로, 이러한 결과는 분산핵연료에 비해 반응 면적이 작은 Monolithic 핵연료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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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Tube 핵연료 조사시험 결과

U-7Mo Tube 형태의 Monolithic 핵연료는 외경 6.35 mm, 내경 4.9 mm, 두께

0.72 ~ 0.73 mm, 길이 5 mm의 Ring 형태로 만들어 양단에 end plug 연결 방법으

로 tube 시편을 조립한 후 피복압출하여 조사시험편을 만들었다. 우라늄 밀도는

16.31 gU/cc였다.

Tube 핵연료의 BOL 온도는 262℃, 평균선출력은 88.94 kW/m로 조사시켰으며,

조사후 시험 결과 팽윤량은 5.4%로 KOMO-3 조사시편 중 가장 적었다.

그림 3-39은 80배로 찍은 광학현미경 사진이다. 오른쪽에는 열 팽창에 의한 크랙

으로 보이는 금이 나있는데, 전체적으로 깨지거나 부푼 것과 같은 파손 없이 잘 조

사되었다. 미세조직 관찰은 광학현미경으로 200배로 하였으며, 그림 3-40, 3-41과 같

이 결정입도의 크기가 50 ~ 150 μm인 tube 핵연료 입계를 따라서 pore가 분포되어

있었다. 그림 3-42와 같이 반응층의 두께는 8 ~ 10 μm로 아주 적었다.

3. 결 론

2001년 6월에 고밀도(6.0 gU/cc) 핵연료를 포함한 U-Mo 분산핵연료를 이용하여

제 1차 노내조사시험을 수행하였으며, 2003년 1월 9일에 중밀도(4.0 또는 4.5

gU/cc) U-Mo 핵연료를 포함한 제 2차 U-Mo 노내조사시험을 평균연소도 60

at%U-235까지 수행하였다. 제 3차 노내조사시험은 제 1차 및 제 2차 시험결과에

나타난 반응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대립 U-Mo 분말을 사용한 4.5 gU/cc의

U-Mo/Al-Si 분산핵연료를 기본으로 선정하여 2006년 2월 8일에 시작하여 2007년 7

월 2일 까지 206 일간 조사하여 약 54at%의 연소도까지 수행하였다.

3차 조사 시험에서는 U-Mo 분산핵연료에서 조대립 U-Mo 입자 사용, U-Mo에

소량의 제3원소 첨가 및 Al-Si 합금기지 적용으로, KOMO-2 조사시험 핵연료와 비

교 시에 최대 8%의 팽윤량이 감소되어 U-Mo와 Al 기지 사이의 심한 고온반응 문

제를 해결하였다.

다심 핵연료봉을 제조하기 위하여, 지름 2 mm 석영관을 주형으로 사용한 저압

주조 방법을 적용, U-7Mo 지름 1.97 mm의 핵연료 선재를 주조하였다.

압출에 의한 Al 심재를 제조 후, 지름 약 2 mm의 Groove에 U-7Mo를 장입 후

Swaging 방법에 의해 원형의 핵연료 심재를 제조할 수 있었다.

반응층에 의한 핵연료 팽윤량은 약 0.74% 정도로 추정되며, 핵분열물질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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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윤량은 ~ 6.7%로 평가되었다. 추정 핵연료 심재의 온도는 최대 332℃로 평가되었

으며, 안쪽 경계면의 온도는 200℃, 바깥쪽의 경계면의 온도는 155℃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온도는 분산핵연료와 비교하면 더 낮은 온도로 평가된다.

조사 시험 결과 측정된 팽윤량은 ~ 8.3%로서 KOMO-3의 평균입도 분산핵연료의

팽윤량 ~12% 보다 적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U-Mo 분산핵연료보다 반응계면

적이 작으며, 핵연료 온도(중심 최대 온도:332℃, 안쪽 계면온도: 200℃)가 낮아 반응

에 의한 팽윤량이 적었기 때문에 얻은 결과이며, 조사시험평가 결과 U-Mo/Al 분산

핵연료의 반응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Monolithic 다심핵연료를 성공적으로 제조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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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KOMO-3 핵연료의 선출력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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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4.5 gU/cc U-7Mo/Al(557MD-1) 조사후 연관관찰 사진.료봉의 외

그림 3-4. KOMO-3 조사후 연료봉의 Gamma Scan 결과 및 절단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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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최대 연소도 부위에서 절단된 KOMO-3 조사후 핵연료봉의 저배율 단면.

그림 3-6. KOMO-3 핵연료의 대표적인 표면산화층 관찰결과.(최대 선출력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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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7Mo/Al 300~425 ㎛(557-LD1) (64.8% BU)

Periphery Middle Center

U-7Mo/Al 300~425 ㎛(557-LD1) (43.8% BU)

Periphery Middle Center

U-7Mo/Al 210~300 ㎛(557-MD1) (63% BU)

Periphery Middle Center

U-7Mo/Al 210~300 ㎛(557-MD1) (44.8% BU)

Periphery Middl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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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7Mo/Al 105~210 ㎛(557-SD1) (65.2% BU)

Periphery Middle Center

U-7Mo/Al 105~210 ㎛(557-SD1) (47.0% BU)

Periphery Middle Center

U-7Mo/Al without oxide layer 210~300 ㎛(557-MD2) (65.6% BU)

Periphery Middle Center

U-7Mo-1Zr/Al 210~300 ㎛(558-MD1) (64.2% BU)

Periphery Middl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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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7Mo-1Zr/Al 210~300 ㎛(558-MD1) (48.4% BU)

Periphery Middle Center

U-7Mo-0.2Si/Al 210~300 ㎛(559-MD2) (64.6% BU)

Periphery Middle Center

U-7Mo-0.2Si/Al 210~300 ㎛(559-MD2) (47.0% BU)

Periphery Middle Center

U-7Mo/Al-0.4Si 210~300 ㎛(557-LS1) (62.4% 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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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7Mo/Al-2Si 210~300 ㎛(557-HS1) (64.9% BU)

Periphery Middle Center

U-7Mo/Al-2Si 210~300 ㎛(557-HS1) (47.5% BU)

Periphery Middle Center

U3Si2/Al (560-SD2) (68.8% BU)

Periphery Middle Center

U3Si2/Al (560-SD2) (47.9% BU)

Periphery Middle Center

그림 3-7. KOMO-3 분산핵연료의 연소도별, 심재 위치별 미세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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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65% 연소된 KOMO-3 분산핵연료의 quarter-size 심재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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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U-7Mo/Al 300~425 ㎛(557-LD1) (64.8% BU) 핵연료 심재단면.

그림 3-10. U-7Mo/Al 300~425 ㎛(557-LD1) (43.8% BU) 핵연료 심재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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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U-7Mo/Al 210~300 ㎛(557-MD1) (63% BU) 핵연료 심재단면.

그림 3-12. U-7Mo/Al 210~300 ㎛(557-MD1) (44.8% BU) 핵연료 심재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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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U-7Mo/Al 105~210 ㎛(557-SD1) (65.2% BU) 핵연료 심재단면.

그림 3-14. U-7Mo/Al 105~210 ㎛(557-SD1) (47.0% BU) 핵연료 심재단면.



- 49 -

그림 3-15. U-7Mo-1Zr/Al 210~300 ㎛(558-MD1) (64.2% BU) 핵연료

심재단면.

그림 3-16. U-7Mo-1Zr/Al 210~300 ㎛(558-MD1) (48.4% BU) 핵연료 심재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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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U-7Mo-0.2Si/Al 210~300 ㎛(559-MD2) (64.6% BU) 핵연료

심재단면.

그림 3-18. U-7Mo-0.2Si/Al 210~300 ㎛(559-MD2) (47.0% BU) 핵연료 심재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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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U-7Mo/Al-2Si 210~300 ㎛(557-HS1) (64.9% BU) 핵연료 심재단면.

그림 3-20. U-7Mo/Al-2Si 210~300 ㎛(557-HS1) (47.5% BU) 핵연료 심재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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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U-7Mo/Al-0.4Si 210~300 ㎛(557-LS1) (62.4% BU) 핵연료

심재단면.

그림 3-22. U-7Mo/Al without oxide layer 210~300 ㎛(557-MD2) (65.6% BU)

핵연료 심재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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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65% 연소된 U-7Mo/Al 분산핵연료의 입자크기에 따른

반응층두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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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50% 연소된 U-7Mo/Al 분산핵연료의 입자크기에 따른

반응층 두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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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65% 연소된 U-7Mo/Al 분산핵연료(210-300 ㎛)의 Si 첨가

방법에 따른 반응층두께 분포.

그림 3-26. ~65% 연소된 U-7Mo/Al-xSi(x=0, 0.4, 2 wt%) 분산핵연료

(210-300 ㎛)의 반응층 두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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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65% 연소된 U-7Mo/Al, U-7Mo-1Zr/Al, U-7Mo/Al-2Si

분산핵연료(210-300 ㎛)의 반응층 두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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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KOMO-3 분산핵연료의 BOL 온도에 따른 팽윤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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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KOMO-3 조사시험된 U-7Mo/Al 분산핵연료(EOL)의 심재 위치별

(a) 상분포 및 (b)온도이력.



- 57 -

0 10 20 30 40 50 60 7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AlILU-7Mo

U-7Mo/Al (63.2% BU)
Fuel Meat Center

 

 

C
he

m
ic

al
 C

om
po

si
tio

n 
(a

t.%
)

Distance (mm)

 Al
 U
 Mo

그림 3-30. U-7Mo/Al(557MD-1) 핵연료(63% 연소후) 중심부의 반응층 EPMA

분석결과. (심재 중심온도 ~200℃, x=3.7 in (U,Mo)Al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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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U-7Mo/Al(557MD-1) 핵연료(44.7% 연소후) 중심부의 반응층 EPMA

분석결과. (심재 중심온도 ~150℃, x=4.7 in (U,Mo)Al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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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U-7Mo/Al-2Si(557-HS1) 핵연료(64.8% 연소후) 중심부의 반응층 EPMA

분석결과. (심재 중심온도 ~200℃, x=3.1 in (U,Mo)(Al,S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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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U-7Mo/Al-2Si(557-HS1) 핵연료(64.8% 연소후) 중심부의 반응층 EPMA

분석결과. (심재 중심온도 ~120℃, x=4.7 in (U,Mo)(Al,S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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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U-7Mo/Al-2Si(557-HS1) 핵연료의 반응층에서 (Al+Si)/(U+Mo) 비 변화.

그림 3-35. Linear power histories of Bottom section of U-7Mo Multi-wire

in the KOMO-3 irradi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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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Thicknesses of inside interaction layers of U-7Mo 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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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7. Thicknesses of oxidation layer of U-7Mo 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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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 Temperature profile of the multi-wire monolithic fuel with

irradiation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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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9. Panoramic views (x 80) of the U-7Mo tube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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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0. Optical micrographs(x200) of the U-7Mo tube fuel

그림 3-41. Optical micrographs(x200) of the U-7Mo tube fuel in #2 of Fi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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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 Thickness of the interaction layers of the U-7Mo tube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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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고온고출력 조사시험(KOMO-4) 후보핵연료 선정

및 조사 시험

1. 서 론

제 4차 노내 조사시험에서는 제 3차 조사시험 결과를 반영하여, 하나로 노심에

우라늄 장입밀도 한계를 최대 5.0 gU/cc로 설정한 봉상 U-7Mo (또는 U-7Mo-1X

(X=Zr,Ti)/Al-ySi(y=0,2,5,8) 분산핵연료를 대부분 210～300 ㎛의 조대 핵연료 분말로

만들어 노내 조사 시험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U-Mo/Al 분산핵연료에서

생성되는 반응층의 안정화 방안으로 밝혀진 바 있는 Si 첨가효과를 최대화하기 위

하여 Al 기지내의 Si 함량을 2, 5, 8wt%로 다양하게 변화시킨 Al-Si 합금기지를 사

용하여 고온 조사조건에서 반응층 성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의 분산핵연료 조

합과 허용될 수 있는 최대 선출력 조건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 4차 조사시험용 봉상 U-Mo 분산핵연료에 대해서는 18봉 집합체의 최외각에

12개의 시험봉과 내부에는 6 개의 dummy 핵연료봉을 배치하고 OR-3 조사공에서

장전후 조사시험 기간 동안 시험 핵연료봉의 위치를 고정함으로서 보다 정확한 연

소이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첫째 reference 핵연료로서

제 3차 조사시험에 사용되었던 U-7Mo 분말 크기를 달리한 (① 105~210 ㎛, ②

210~300 ㎛, ③ 300~425 ㎛) 4.5 gU/cc Al 기지 분산핵연료를 다시 노내 조사시험

하여 연소성능의 정량적 비교를 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로, 대부분 210～300 ㎛ 분

말크기를 갖는 U-7Mo 분산핵연료와 1wt%의 제 3 합금원소 (Ti, Zr)를 소량 첨가한

3원계 U-7Mo-1X(X=Zr,Ti) 분산핵연료를 노내 조사시험하여 함금원소의 첨가에 따

른 연소성능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로, U-7Mo 및 U-7Mo-1X(X=Zr,Ti) 분산

핵연료에서 기지물질을 순수한 알루미늄 대신에 소량의 Si 원소를 첨가한

Al-(2,5,8)wt%Si 합금을 사용하여 Si이 첨가되지 않은 알루미늄기지 U-Mo 분산핵연

료와의 연소성능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노심 장전초기의 출력 peaking을

제어하기 위하여 0.2wt.% CdO와 0.1wt.% B4C 등의 독물질 (burnable poison)을 소

량 첨가한 U-7Mo/Al-5Si 분산핵연료를 추가하였으며, U-Mo 핵연료 입자 표면에

약 10 ㎛ 두께의 Si-rich 반응층을 미리 형성시킨 U-7Mo(또는 U-7Mo-1Ti)/Al-5Si

분산핵연료를 조사시험하여 고온 조사조건에서 Al 기지의 확산거동 변화에 미치는

반응층 안정화 원소인 Si의 역할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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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시험 개요

가. 조사 시험 일정

제 4차 조사시험(KOMO-4) 집합체는 평균 40% 연소를 목표로 OR-3 조사공에서

2008년 12월 19일 56주기 운전부터 조사시험을 한 뒤 냉각을 거쳐 조사후 시험을

할 예정이다. 평균 연소도가 40%에 도달하는 제 4차 U-Mo 조사시험 기간은 하나

로가 30 MW의 출력 조건으로 HELIOS 코드로 평가한 순 조사일수(EFPD)는 약

160일 (약 9 주기)정도이다.

나. 조사시험 조건

조사 시험은 핵연료 중심온도를 200℃이하가 되도록 핵연료봉의 최대 선출력을

제한하고자 한다. 200℃가 초과되는 계산된 최대 선출력은 107 kW/m 이다. 이에

따라 연소시험 전 기간에 걸쳐 제어봉의 위치 변화를 고려하더라도 제한 선출력을

초과하지 않는 조건에서 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운전시의 원자로 입출구 온도 조건은 하나로의 운영기술지침서에 제시된 영역

내에서 유지될 것이며, 본 시험 다발의 장전에 따른 제반 요건도 모두 운영기술지

침을 충족시켜야 한다.

다. 조사 전 검사

봉상 U-Mo 핵연료의 연소성능평가와 관련한 조사 전 시험 핵연료의 검사는 다

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1) 핵연료 분말의 화학분석

2) 핵연료 미세조직 관찰 : 조사로 인한 핵연료의 미세구조 변화 및 Al 기

와의 반응층 등을 조사 후와 비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

파괴시험용 핵연료를 이용하여 관찰한다.

- 핵연료 심재내 U-Mo 분말 크기 및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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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연료 심재내 U-Mo 분말의 미세 조직

- 반응층 형성 U-Mo/Al-Si 분산핵연료에서의 반응층 두께 및 조성변화

3) 시험핵연료 심재의 겉보기 밀도

4) 핵연료 심재의 U-235 물질의 균질성을 gamma scanning 방법으로 검사

5) 핵연료봉 피복의 결함 유무를 와전류 탐상법으로 검사

6) 핵연료봉 봉단 마개 전자빔 용접부에 대한 RTR 검사

7) 외관검사 : 조사 시험 개시 전에 시험핵연료의 외관상태와 결함 유무를

안으로 확인

8) 핵연료 집합체 및 핵연료 봉의 길이 및 직경 등 치수 측정

9) 조사시험 집합체의 조립후 예비검사 및 최종검사

라. 조사 후 평가 계획

하나로 핵연료의 정기 점검 시, KOMO-4 조사시험 집합체 내의 시험 핵연료봉

에 대한 육안검사를 하나로 운영절차서에 따라 수행한다. 육안검사를 수행한 후, 시

험봉의 건전성이 유지되고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조사시험을 계속 수행

한다. 조사재시험시설에서의 봉상 U-Mo 분산핵연료의 조사후 측정/평가항목을 표

3-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수행한다. 표 3-4에서와 같이, 조사 완료한 시험 핵연료의

변형상태, 피복관 부식 및 파손상태, 봉단마개 용접부위 건전성 등을 camera를 이

용하여 촬영한다. 외관검사 결과, pitting 등의 결함부위가 발생하면, 이 부위에 대

한 정밀측정, 파괴검사 수행여부 및 방법을 조사재 시험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봉

상 U-Mo 핵연료봉에 대해 γ-ray spectrometer를 사용하여 연료봉 위치에 따른 정

성적인 연소도를 측정하여 해석치와 비교한다. 평균연소도 부위와 국부 최대 연소

도 위치에서 핵연료봉을 절단한 다음 조사후 핵연료봉으로부터 치수 및 밀도 변화

를 측정하여 조사전의 측정치와 비교로 부터 팽윤도를 측정한다. 그리고 광학현미

경을 사용하여 거시적 반응층, 기포 크기 분포 및 산화층 두께를 분석하고, EPMA

를 사용하여 기포 형태 및 크기 분포, 반응층 및 핵분열 반응생성물의 조성 등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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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시험 핵연료 봉 및 집합체에 대한 조사후 측정/평가 항목.

집합체 및 시험봉

목표

연소도

(at.%)

예상

조사공
측정/분석 항목

조사 핵연료 집합체

40 OR-3

-육안검사 (건전성, crud)

-집합체 부품 마모검사

-사진 촬영 등

조사핵연료 기지 물질
U-Mo

입자크기

-육안 관찰 (피복재

표면상태)

-Dimension 측정

(팽윤 계산)

-광학 현미경 관찰

(상호반응층, 산화층)

-산화층 두께 측정

-SEM 관찰

(핵분열 생성기포의 크기

및 분포, 상호반응층)

-밀도 측정 (팽윤)

-Gamma scanning

(연소도 측정)

-EPMA 측정

(반응층 조성, 핵분열

반응생성물 변화)

U-7Mo/Al

(4.5 g-U/cc)
Al 1050

105~210 ㎛

210~300 ㎛

300~425 ㎛

U-7Mo/Al-Si

(5.0 g-U/cc)

Al-2Si 210~300 ㎛

Al-5Si <150 ㎛

Al-5Si 210~300 ㎛

Al-5Si

B4C+CdO
210~300 ㎛

Al-5Si

반응층 형성
210~300 ㎛

Al-8Si 150~210 ㎛

U-7Mo-1Zr/Al-Si

(5.0 g-U/cc)
Al-5Si 210~300 ㎛

U-7Mo-1Ti/Al-Si

(5.0 g-U/cc)

Al-5Si 210~300 ㎛

Al-5Si

반응층 형성
210~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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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시험 집합체 제원

KOMO-4 조사시험봉은 그림 3-43에서와 같이 핵연료심재 길이가 50~200 mm로

짧게 제작되었으며 각 조사시험봉의 목표 선출력을 맞추기 위하여 노심 상부에 위

치하도록 나머지 부분은 Al-6061 dummy rod로 연결되었다. 핵연료심은 직경 6.35

mm의 standard core와 동일하게 제작되었으며 원심분무 U-7wt.%Mo,

U-7wt.%Mo-1wt.%Zr, U-7wt.%Mo-1wt.%Ti를 이용하여 최소길이의 조사시험봉으로

부터 최대의 조사시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우라늄 밀도 및 길이가 다른 12개의

조사시험용 핵연료봉을 설계하였다. 12 개의 조사시험봉을 18봉형 핵연료 집합체의

최외각에 배치하고 내각 6개에는 모의핵연료봉을 추가하여 핵연료 집합체를 구성하

였다. 각 조사시험봉 및 집합체의 설계 제원은 표 3-5 및 표 3-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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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핵연료 심

봉

번호

U 밀도

(gU/cc)
핵연료 기지 물질 길이 (위치)

핵연료입자

크기(μm)
기타

1 4.5 U-7Mo Al 1050
50

(150~200)
105~210 reference

2 4.5 U-7Mo Al 1050
50

(150~200)
210~300 reference

3 4.5 U-7Mo Al 1050
50

(150~200)
300~425 reference

4 5.0 U-7Mo Al-2Si 200 (150~350) 210~300
Si effect
(2wt%)

5 5.0 U-7Mo Al-5Si 200 (150~350) 210~300 Si effect(5wt%)

6 5.0 U-7Mo Al-5Si 200 (150~350) <150 Si effect
(normal particle size)

7 5.0 U-7Mo-1Zr Al-5Si 200 (150~350) 210~300
Si effect(5wt%) +
ternary alloy(Zr)

8 5.0 U-7Mo-1Ti Al-5Si 200 (150~350) 210~300 Si effect(5wt%) +
ternary alloy(Ti)

9 5.0 U-7Mo Al-8Si 200 (150~350) 150~210
Si effect
(8wt%)

10 5.0 U-7Mo

Al-5Si

Burnable

Poison

200 (150~350) 210~300
burnable poison

(Cd 0.2wt%, B 0.1wt%)

11 5.0 U-7Mo Al-5Si
50

(150~200)
210~300

pre-interaction layer
at particle surface

12 5.0 U-7Mo-1Ti Al-5Si
50

(150~200)
210~300 pre-interaction layer

at particle surface

표 3-5. U-Mo 4차 조사시험 핵연료 (위치: 노심 중심에서 거리)



- 72 -

나. 핵연료 피복관 및 봉

표 3-6. 조사시험 핵연료집합체 공칭 설계 제원.

구 분 Standard 비고

연료심 직경(mm) 6.35

피복재 재료 Al-1060

두께 (mm) 0.76±0.08

핀높이 (mm) 1.02 REF

핀두께 (mm) 0.76±0.07

핀수 (No. of fins/element) 8

피복관 직경 (핀제외, mm) 7.87±0.08

봉 직경 (핀포함, mm) 9.91
+0.13
-0.1

봉 전체 길이(mm) 760

다. 모의봉

- 모의 핵연료심 : Al 1060

- 피복재 재료 : Al 1060

- 핀 높이 (mm) : 1.02

- 핀 두께 (mm) : 0.76

- 핀 수 (no. of fins per element) : 8

- 기타 : 모의봉 외부 설계 제원은 상기 조사 시험봉과 동일

- 핵연료봉 삼각형 pitch 간격 : 12 mm

- 핵연료봉 간격 : 0.6 mm (핀끝단과 핀끝단 최소 간격)

- Pitch원 직경 내환 : 24 mm, 외환: 47.18 mm

- 다발 전체길이 : 961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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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핵연료 제조방법 및 결과

가. 조대 U-Mo 분말제조 및 특성

KOMO-4 조사시험에서 사용할 조대입자 U-7wt%Mo 및 U-7wt%Mo-1wt%Zr 및

U-7wt%Mo-1wt%Ti 분산 핵연료봉을 제조하기 위한 원심분무 분말을 다음과 같이

제조하였다. 사용한 원료는 미국 BWXT Y-12 저농축 우라늄 및 Johnson Matthey사

의 Mo 제품을 이용하였다. 핵연료로 사용하기 적절한 입도 크기를 제조하기 위하

여 안정화 지르코니아 도가니에서 고주파 유도 진공 용해하여 디스크 직경 40 mm

및 회전속도 8,000 rpm 조건으로 출탕온도는 1580℃에서 U-Mo 분말을 원심분무

제조하였다.

그림 3-44은 원심분무에 의해 제조된 조대입자 U-7Mo 합금 분말의 크기별 형

상이며, 그림 3-45는 제조된 U-Mo 분말에 대하여 Sieve analysis로 분석한 입도 분

포도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입도 분석결과 원심분무 U-Mo 입자의 크기는 대부분

약 100～500 ㎛로 분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원심분무 U-Mo 분말제조 수율은

95% 이상이었으며 성분별 화학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3-7에 나타내었다. 또한,

제조된 U-Mo 분말에 대한 상분석을 위하여 XRD 회절분석한 결과, 그림 3-46에서

와 같이 모든 원심분무 U-Mo 핵연료 분말은 meta-stable bcc 구조의 γ-phase가 관

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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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원심분무 U-Mo 및 U-Mo-X 합금분말의 화학조성.

        시  료  명

 분 석 원 소

LEU-7Mo

(557 batch)

LEU-7Mo

(676 batch)

LEU-Mo-1Zr

(558 batch)

LEU-Mo-1Ti

(677 batch)

 Mo (wt%) 6.2±0.1 6.97±0.07 6.8±0.1 6.95±0.05

   Ti         (㎍/g) 6.0±0.1
0.83 ± 

0.01(wt%)

 Zr (㎍/g) 14.1±0.2 139±3 0.82±0.01(wt%) 60.6 ± 2.1

   Si        (mg/g) 0.12±0.002 0.18±0.004

 Al (㎍/g) 12.0±0.4 11.7±0.4

 B          (㎍/g) < 1 < 1

 Cd        (㎍/g) < 1 < 1

 Co   (㎍/g) < 1 < 1

 Cu        (㎍/g) 16.1±0.3 25.1±0.4 14.0±0.3 19.6±0.4

 Ni    (㎍/g) 21.5±0.8 81.8±1.2 24.8±0.9 81.2±1.2

 Fe        (㎍/g) 46.3±2.1 177±2 70.9±2.2 138±2

 Li       (㎍/g) < 1 < 1

 C       (㎍/g) 150 50  40 30

 H         (㎍/g)  5.4 20   9.8 12

 O         (㎍/g)  2044 380  143 40

 N     (㎍/g)  35 70  42 110

U

-isotope 

(wt%)

U-234 0.14 0.1431 0.14 0.1443

U-235 19.71±0.11 19.8195±0.0010 19.72±0.11 19.8477±0.0030

U-236 0.20 0.1171 0.20 0.1171

U-238 79.95±0.11 79.9203 ± 0.0012 79.94±0.11 79.8909±0.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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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연료봉 제조

1) KOMO-4 조사시험용 분산핵연료 심재 제조

KOMO-3 조사시험에서 사용되었던 U-Mo 핵연료 입자크기에 따른 분산핵연료제

조를 위해서 557 batch의 U-7Mo 핵연료 분말에 대하여 105~200, 210~300, 300~425

㎛의 입도 별로 선택하여 4.5 gU/cc의 핵연료 장입량으로 제조하였다. 이때 기지물

질은 순수한 Al 분말을 사용하였다. 핵연료 심재 제조는 6.35 mm 직경의 표준 심

재 하나로용 구동핵연료 제조요건에 따라 제작하였다. KOMO-4 조사시험용 4.5

gU/cc의 U-7Mo/Al 분산핵연료 제작에 사용된 Al-1050 분말은 Alcan MD101 분말

이었으며 각각의 분말을 V-type mixer에서 95 rpm의 조건으로 2 시간동안 혼합한

다음 double action press에서 성형체를 제조하였다. 성형된 분산핵연료 압분체를

수직압출기에서 직경 6.5 mm의 압출금형을 이용하여 압출하여 표준 직경의 심재를

제조하였다. 이때 U-Mo 분산핵연료는 조대립 입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핵연료 입자

의 적절한 분산도 유지를 위하여 5 회 재압출을 하였다. 압출온도는 400℃이었으며

이외의 모든 공정조건 및 작업절차는 하나로 핵연료 분말압출 작업절차서(HFMI

250-1, rev. 2)를 따라 수행하였다.

KOMO-4 조사시험용 Al-Si 합금기지 5 gU/cc U-Mo 분산핵연료 심재를 제조하

였다. Al-Si 합금분말은 기계연구원에서 gas atomizing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Al-2wt%Si, Al-5wt%Si, Al-8wt%Si의 3 종류의 150 ㎛ 이하 입도크기의 분말을 사용

하였다. 그림 3-47은 U-Mo/(Al-Si) 분산핵연료봉 제조에 사용된 Al-Si 합금분말의

SEM 사진을 나타낸다. 이와함께 표 3-8는 Al-Si 합금분말의 화학분석 결과를 나타

낸다. 대부분 210~300 ㎛의 크기로 선택된 원심분무 U-7Mo, U-7Mo-1Zr,

U-7Mo-1Ti 분말과 Al-2Si, Al-5Si, Al-8Si의 합금기지 분말을 이용하여 표 3-7에서와

같은 분산핵연료 조합으로 5.0 gU/cc 핵연료 장입량의 심재를 U-Mo/Al 분산핵연

료 제조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하였다. 이와 함께 150 ㎛ 이하의 입도분포를

갖는 U-7Mo/Al-5Si 분산핵연료(676-ND)도 제조하였다.

조사시험 연소초기의 선출력 제어를 위하여 독물질(burnable poision)으로

0.2wt%Cd와 0.1wt%B이 첨가된 5 gU/cc U-7Mo/Al-5Si 분산핵연료(676-CB)를 제조

하였다. 이때 독물질 원료로서 99.99% 순도의 CdO 분말과 99.5% 순도의 B4C 분말

을 사용하였다.

U-Mo 입자 표면에 반응층 형성된 2 종류의 U-7Mo/Al-5Si(677-IL)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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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7Mo-1Ti/Al-5Si(677-IL) 분산핵연료를 제조하기 위하여 5 gU/cc 우라늄 밀도로

제작된 U-7Mo/Al-5Si(676-5S) 및 U-7Mo-1Ti/Al-5Si(677-5Si) 심재를 진공분위기에서

580℃ 1시간의 조건으로 열처리 하였다. 열처리 후에 측정된 반응층 두께는 약 10

㎛ 이었으며 반응층 내의 Si 함량은 최대 50at% 이었다.

표 3-9는 KOMO-4 조사시험용 핵연료 심재를 제조후의 핵연료별 심재길이, 직

경, 심재무게, 겉보기 밀도, 우라늄 무게 측정결과를 나타낸다. 반응층 형성된

U-Mo/Al-Si 분산핵연료를 제외한 모든 조사핵연료 심재는 97% 이상의 이론밀도를

나타내어 목표로 한 우라늄 밀도를 잘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그

림 3-48에서와 같이 조사핵연료 심재의 단면에 대한 저배율 광학현미경 관찰 결과,

대부분의 분산핵연료가 200 ㎛ 이상의 조대립 원심분무 U-Mo 분말을 이용하여 제

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KOMO-3 핵연료 심재에 비하여 핵연료 입자의 분산도

가 비교적 일정하였다.

표 3-8. Al-Si 합금분말의 화학분석 결과.

단위(wt.%)

AL-2Si Al-5Si Al-8Si

Al 98.01 94.96 91.96

Si 1.91 4.90 7.90

Fe 0.04 0.09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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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KOMO-4 분산핵연료 제조결과.

핵연료
I.D.

핵연료

조성

기지

조성
U 밀도
g-U/cc

핵연료

입자크기

(㎛)

심재

길이

(mm)

심재

직경

(mm)

심재

무게

(g)

심재

밀도

(%TD)

U

무게

(g)

557-SD3

U-7Mo Al
1060

4.5

105-210 50.11 6.36 9.28 99.44 6.15

557-MD3 210-300 50.05 6.36 9.17 98.40 6.07

557-LD3 300-425 50.09 6.36 9.31 99.81 6.17

557-2S1

U-7Mo

Al-2Si 5.0 210-300 200.05 6.36 44.30 99.71 30.58

676-5S1 Al-5Si 5.0 210-300 200.10 6.36 44.01 99.12 30.41

676-ND1 Al-5Si 5.0 <150 200.10 6.36 44.08 99.29 30.46

676-8S2 Al-8Si 5.0 150-210 200.00 6.35 43.62 98.76 30.18

558-5S1 U-7Mo-1Zr Al-5Si 5.0 210-300 200.10 6.36 44.35 99.39 30.51

677-5S1 U-7Mo-1Ti Al-5Si 5.0 210-300 200.10 6.36 43.52 97.64 29.98

676-CB1 U-7Mo
Al-5Si 5.0 210-300

199.95 6.36 43.40 97.82 29.99
with 0.2wt%CdO + 0.1wt%B4C

676-IL1 U-7Mo
Al-5Si 5.0 210-300

50.13 6.35 9.26 93.47 6.40
with pre-interaction layer

677-IL1 U-7Mo-1Ti
Al-5Si 5.0 210-300

50.23 6.34 9.45 95.23 6.51
with pre-interaction layer

합 계 353.7 243.4

입자크기가 큰 조대립 원심분무 U-Mo 핵연료 분말일수록 기존의 U-Mo 핵연료

분말(그림 3-49)에 비하여 원심분무 과정에서 냉각속도가 상대적으로 작아서 핵연료

분말내의 입계에 Mo 원소가 편석되어 격자상수가 다른 두 개의 γ상을 나타내는

cell 조직이 관찰되지 않았다.(그림 3-50) 그림 3-51에서와 같이 KOMO-4 조사시험을

위하여 추가로 제조한 U-7Mo(676 batch) 분말과 소량의 제3원소를 첨가한 원심분무

U-Mo-X (X=Zr,Ti) 합금분말도 조대립 U-7Mo와 유사한 단일 γ상을 갖는 단면조직

을 나타내며, 특히 U-7Mo-Ti 합금분말은 분말제조시의 높은 응고속도로 인하여

U-Mo 기지 내에 고 Ti 함량의 석출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높은 γ상 안정성을 갖는

과포화 solid solution된 조직임을 확인하였다.

그림 3-52 및 3-53는 580℃에서 1시간 동안 진공열처리한 후에 U-Mo 핵연료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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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표면에 반응층을 형성시킨 U-7Mo/Al-5Si(676-IL) 및 U-7Mo-1Ti/Al-5Si(677-IL)

분산핵연료의 단면조직을 나타낸다. 핵연료 심재를 진공 열처리한 후에 거의 모든

핵연료 입자에서 약 10 ㎛ 두께의 반응층이 균일하게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림 3-54은 반응층 내의 성분변화를 ESD로 분석한 결과이다. Al-Si 기지로부터 Si 원

소가 확산하여 반응중 내에 최대 50 at% 까지 관찰되었으며 U과 Al 함량은 각각

20～50 at% 정도로 관찰되었다. 그림 3-55와 3-56는 반응층 내의 원소별 X-ray

mapping 결과를 나타낸다. Si 원소가 Al-5Si 기지로부터 고온 확산하여 반응층 내

에 고르게 분포하였다.

2) KOMO-4 조사시험용 핵연료봉 제조

KOMO-4 조사시험 핵연료봉 제조과정은 하나로 구동핵연료의 제조방법 및 검사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인발된 분산 연료봉은 핵연료 심재봉의 길이가 핵연

료 종류에 따라서 50~200 mm가 되도록 양단을 절단하고 나머지는 Al 6061

dummy 봉으로 연결하여 노심의 상부에 위치하도록 배치하였다.(그림 3-43 참조)

핵연료 양단에 봉단(plug)을 끼울 구멍을 가공하고 봉단 마개를 삽입한 다음 홈 부

위를 rolling 방법으로 눌러 고정한다. 봉단 마개가 접합된 핵연료심을 동심압출

방법으로 피복을 하였다. 동심압출 시에는 die를 510℃ ~ 515℃로 예열하고 ram 속

도를 20 mm/sec로 작동시켜 압출 피복하였다. 피복 치수를 맞추기 위하여 그림

표 3-10에서와 같이 모의 핵연료심으로 피복 압출하여 단면을 측정하여 합격될 경

우 실제 핵연료심을 피복 압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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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KOMO-4 핵연료봉 동심압출후의 치수측정결과.

번호 기준치수(mm) 측정치(mm) 결과 번호 기준치수(mm) 측정치(mm) 결과

1 9.91±0.13 9.95 합격 10 0.76±0.08 0.79 합격

2 0.76±0.07 0.79 합격 11 9.91±0.13 9.94 합격

3 7.87±0.08 7.93 합격 12 7.87±0.08 7.92 합격

4 0.76±0.08 0.78 합격 13 0.76±0.08 0.79 합격

5 9.91±0.13 9.94 합격 14 0.76±0.07 0.79 합격

6 7.87±0.08 7.92 합격 15 0.76±0.08 0.80 합격

7 0.76±0.08 0.79 합격 16 0.76±0.08 0.78 합격

8 9.91±0.13 9.92 합격 17 0.76±0.08 0.79 합격

9 7.87±0.08 7.93 합격 18 0.76±0.08 0.78 합격

피복 표면의 결함은 와전류 탐상으로 결함의 크기가 0.13 mm 이하이어야 하고

fin의 결함은 총 길이가 10 mm 이하로 적합 판정을 하였다. 진직도는 기하학적 허

용오차가 0.49 mm 이내로 맞추었고 직경 10.4 mm tube를 통과로 합부 판정을 하

였다. CNC 선반으로 피복된 핵연료 봉의 양끝을 기계 가공하여 봉단 마개와 피복

층을 용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핵연료봉을 초음파를 사용하여 세척하였다. 세척된

핵연료봉을 진공 건조기에서 건조시킨 다음 전자빔 용접기의 chamber에 설치한 다

음 용접기를 가동하여 용접을 하였다. 그림 3-57과 같이 Real time X-ray

radiography로 용접부의 결함을 검사하였다. 결함이 없는 용접부 두께가 0.33 mm

이상인 핵연료봉만 적합 판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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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KOMO-3 조사시험 핵연료봉 봉단마개 용접부 RTR 검사결과

핵연료봉

번호

결 함 위 치  및  크 기

개별판정Top end Bottom end

결함유무(
개수)

건전부크기(
mm)

결함유무(
개수)

건전부크기(
mm)

557-SD3 3 0.40 3 0.40 합격

557-MD3 . 0.76 2 0.60 합격

557-LD3 3 0.44 2 0.52 합격

557-2S1 2 0.34 2 0.45 합격

676-5S1 3 0.40 2 0.65 합격

676-ND1 . 0.75 2 0.41 합격

558-5S1 2 0.49 . 0.76 합격

677-5S1 2 0.69 1 0.45 합격

676-8S2 2 0.52 3 0.48 합격

676-CB1 3 0.36 4 0.46 합격

676-IL1 . 0.74 3 0.34 합격

677-IL1 2 0.40 4 0.39 합격

다. 집합체 조립

집합체 부품은 표 3-12의 도면에 명시된 규격에 따라 전문 가공업체(대우S&T

(주))에서 제작되었고, 특히 space plate와 end plate는 모두 기계가공으로 제작하였

다. 원자재 검사를 비롯하여 모든 부품 제작은 관련 절차서에 따라 수행하였다.

OR-3 조사공에서 조사시험 기간동안 KOMO-4 핵연료 집합체의 방향성 유지하도록

하였다. OR-3 조사공에서 노심 방향으로 가장 가깝게 향하도록 배치될

U-7Mo-1Zr/Al-5Si(558-5S1) 및 U-7Mo-1Ti/Al-5Si(677-5S1) 핵연료봉에 대해서는 top

end plug의 길이를 표준 핵연료봉보다 10 mm 더 크게 제작하였다.(그림 3-59) 이

와 함께 558-5S1과 677-5S1 핵연료봉이 조립되는 top end plate의 한 면에는

anodizing 처리를 하지 않음으로서 집합체의 방향성 파악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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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봉, 상하부 end plate, spacer plate, spacer tube, washer 및 top guide를 1차

조립하였고 핵연료봉과 하부 end plate는 기계적으로 결합시켰다. 이 때 연료봉 하

단부에 burr가 있는지 육안 검사하고 필요하면 샌드페이퍼로 제거하였고 모든 작업

은 깨끗한 면장갑을 착용하고 취급하였다.

Grapple head의 나사부가 central rod와 체결 가능 여부를 조립 전에 사전 점검

하였다. 사전에 조립된 central rod에 spring, bushing과 1차 조립된 핵연료봉을 끼

운 후, central rod 상부에 thrust washer, grapple head lock과 grapple head를 차

례로 조립하였다. Grapple head lock이 top guide에 부드럽게 회전할 여유를 주기

위하여 grapple head를 최대로 체결한 후 반바퀴 역으로 회전시킨다. 조립을 완료

한 후 grapple head와 grapple head lock의 TIG용접을 실시하고, 용접부위에 대하

여 PT검사를 실시하였다. 최종 육안검사, 전체길이 측정 및 기능검사를 수행하였

다. 표 3-13은 KOMO-4 조사시험 집합체의 최종조립후의 입력 자료이다.

표 3-12. 집합체 부품제작에 사용한 도면.

도 면 명 도 면 번 호

 General assembly  AECL 37-37000-102-01-GA-A0  Rev. 15

 Fuel element(Dummy)  하나로-DUMMY-001  Rev. 0

 Fuel element(Rod)  INFDD-KOMO4-01~12, Rev. 0

 Top End plate  AECL 37-37000-142-01-DD-A1  Rev. 1

 Bottom End plate  AECL 37-37000-105-01-DD-A1  Rev. 1

 Top guide  AECL 37-37000-117-01-DD-A2  Rev. 11

 Bottom guide  AECL 37-37000-109-01-DD-A2  Rev. 10

 Space plate  AECL 37-37000-119-01-DD-A1  Rev. 4

 Hard ware details  AECL 37-37000-122-01-DD-A0  Rev.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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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KOMO-4 조사시험 핵연료봉 조립표

집합체  번호 KH08C-001

집합체 무게 3013.4 (g) 전체 심재 무게 353.75 (g)
전체 U 무게 333.41 (g) 전체 U-235 무게 48.08 (g)

번호 핵연료봉 번호 밀도
핵연료 봉 

무게 (g)

심재 

무게(g)
U 무게 (g)

U 235 

무게 (g)

1 DUMMY 111.26

2 DUMMY 109.95

3 DUMMY 110.54

4 DUMMY 111.11

5 DUMMY 110.78

6 DUMMY 110.65

7 557-SD3 6.75 116.84 9.28 6.15 1.21

8 557-MD3 6.68 116.25 9.17 6.07 1.20

9 557-LD3 6.78 116.75 9.31 6.17 1.22

10 557-2S1 7.22 139.06 44.30 30.58 6.04

11 676-5S1 7.17 138.17 44.01 30.41 6.01

12 676-ND1 7.18 138.77 44.08 30.46 6.02

13 558-5S1 7.23 139.60 44.35 30.51 6.03

14 677-5S1 7.09 138.91 43.52 29.98 5.92

15 676-8S2 7.13 138.81 43.62 30.18 5.96

16 676-CB1 7.07 138.95 43.40 29.99 5.92

17 676-IL1 6.76 116.54 9.26 6.40 1.26

18 677-IL1 6.91 116.72 9.45 6.51 1.29

 핵연료봉 배열도 (18봉)    top end view of bottom end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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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성 분석평가

가. 최대 선출력 평가

KOMO-4 조사시험봉의 상세 내역과 OR-3 조사공에서의 봉별 위치는 표 4-14 및

그림 3-60에 각각 나타내었다. 시험 핵연료봉은 핵연료 집합체의 외곽에 핵연료 심

재의 길이를 짧게 하여 노심 위쪽 방향에 배치시켰다. FTL IPS(Fuel Test Loop

In-Pile Section)가 노내 조사공 IR1에 장전되는 것을 고려하여 계산한 선출력은 평

균 선출력과 최대 선출력으로 구분하여 표 3-15에 나타내었다. 계산된 최대 선출력

은 핵연료봉 6번에서 106.9 kW/m로 나타났는데, 핵연료봉 6~9번은 비슷한 출력을

나타낸다. 연소에 따른 선출력 변화는 축방향 위치 +15.0~+20.0 cm (길이, 5 cm)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계산 결과는 표 3-16 , 3-17 및 그림 3-61에 나타내었다. 그림

3-62은 최대 선출력을 나타내는 +16 cm 위치에서 각 핵연료봉의 연소에 따른 선출

력 변화이다. 주기 중에 제어봉 위치에 따라 나타나는 출력 변화는 고려하지 않았

으며, 평균적인 출력으로 나타낸 것이다. 시험 핵연료가 하나로 핵연료 중심에서 위

쪽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주기 초에는 평균 선출력 보다 낮아지며 주기 말에는 평균

선출력 보다 높아진다. 가장 높은 선출력은 새 핵연료일 때 제어봉 위치 650 mm에

서 발생하며, 표 3-15에 나타낸 바와 같다.

나. 반응도 효과

하나로 운영기술 지침서에 의하면 노심에 장전하는 한 개의 실험물이 인출, 삽입

및 파손 등으로 인하여 노심에 삽입되는 정반응도는 12.5 mk를 초과할 수 없다.

새 핵연료에 의한 완전 장전 노심에 대해 OR3에 KOMO-4 조사시험 다발이 장전된

경우와 모의 다발이 장전된 경우의 유효 증배계수를 MCNP로 계산하여 시험 다발

장전에 의한 정반응도 삽입량을 구한 결과 1.0 mk로서 실험물의 반응도 제한 값인

12.5 mk보다 훨씬 적은 값이다. 시험 다발 파손에 의한 반응도나 시험 다발이 경수

로 대체된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값을 가질 것이므로 반응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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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

번호

U

밀도
(gU/cc)

핵연료 기지 물질 길이 (위치)
U-Mo입자

크기(μm)
기타

1 4.5 U-7Mo Al 50 (150~200) 105~210 reference

2 4.5 U-7Mo Al 50 (150~200) 210~300 reference

3 4.5 U-7Mo Al 50 (150~200) 300~425 reference

4 5.0 U-7Mo Al-2Si 200 (150~350) 210~300
Si effect
(2wt%)

5 5.0 U-7Mo Al-5Si 200 (150~350) 210~300
Si effect
(5wt%)

6 5.0 U-7Mo Al-5Si 200 (150~350) <150 Si effect
(normal particle size)

7 5.0 U-7Mo-1Zr Al-5Si 200 (150~350) 210~300
Si effect(5wt%) +
ternary alloy(Zr)

8 5.0 U-7Mo-1Ti Al-5Si 200 (150~350) 210~300
Si effect(5wt%) +
ternary alloy(Ti)

9 5.0 U-7Mo Al-8Si 200 (150~350) 150~210 Si effect
(8wt%)

10 5.0 U-7Mo Al-5Si+B+Cd 200 (150~350) 210~300
burnable poison

(Cd 0.2, B 0.1wt%)

11 5.0 U-7Mo Al-5Si 50 (150~200) 210~300
pre-interaction layer
at particle surface

12 5.0 U-7Mo-1Ti Al-5Si 50 (150~200) 210~300
pre-interaction layer
at particle surface

표 3-14.  U-Mo 4차 조사시험 핵연료 (위치: 노심 중심에서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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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각 시험 핵연료봉의 평균 및 최대 선출력 분포

(제어봉 위치: 450 및 650 mm, 원자로 출력: 30 MW)

 - 평균 선출력, 제어봉 위치 450 mm

위치 시험 핵연료봉 번호

(cm) 1 2 3 4 5 6 7 8 9 10 11 12

16 71.2 75.5 77.0 82.7 83.2 82.7 84.0 85.0 83.6 75.3 83.5 82.8 

17 81.2 87.4 85.1 91.0 94.3 92.6 92.3 93.0 92.5 80.1 90.8 94.3 

18 77.8 78.2 79.2 83.1 83.4 84.1 83.2 84.3 82.8 71.4 79.5 84.8 

19 77.8 78.6 79.0 79.8 77.7 79.2 79.1 79.0 75.3 69.0 79.3 83.6 

20 64.1 63.8 61.3 80.3 76.0 74.8 76.0 74.5 75.2 67.0 64.8 69.4 

21 81.5 75.4 74.2 72.6 73.7 73.6 67.2 

22 80.7 73.9 73.0 70.4 71.0 71.1 68.6 

23 78.0 71.7 68.9 68.7 69.3 71.7 68.6 

24 77.0 70.6 68.4 66.7 65.5 67.6 67.1 

25 74.9 68.2 65.5 64.9 65.3 65.5 62.3 

26 75.3 66.3 64.6 62.6 62.3 63.0 61.5 

27 71.2 63.6 61.6 59.7 59.6 61.6 60.1 

28 68.8 61.7 60.7 59.0 57.0 57.7 56.7 

29 65.5 60.5 56.2 56.2 52.6 56.8 54.2 

30 64.5 57.4 54.5 52.8 51.9 53.0 52.9 

31 62.4 53.8 53.8 49.2 50.6 50.7 50.7 

32 59.7 52.0 49.8 48.9 47.5 49.1 47.6 

33 57.0 51.5 49.2 46.4 46.6 46.1 46.1 

34 59.4 52.2 49.7 47.7 45.7 47.2 46.7 

35 46.2 43.6 42.3 38.8 36.3 36.8 38.9 

최대 81.2 87.4 85.1 91.0 94.3 92.6 92.3 93.0 92.5 80.1 90.8 94.3 

 - 최대 선출력, 제어봉 위치 650 mm

위치 시험 핵연료봉 번호

(cm) 1 2 3 4 5 6 7 8 9 10 11 12 

16 82.5 83.1 85.8 92.8 95.5 97.6 95.1 96.5 95.3 83.8 90.1 90.3 

17 92.4 95.2 97.0 103.3 104.9 106.9 106.7 106.2 106.0 89.6 100.2 100.2 

18 87.2 88.0 89.9 93.6 97.6 96.8 96.7 97.8 96.2 79.8 92.3 93.7 

19 89.9 89.1 89.7 91.1 92.9 95.0 92.8 91.2 91.4 79.1 93.5 96.6 

20 73.2 70.6 69.2 90.8 89.7 90.2 90.7 88.2 88.4 78.3 74.8 77.2 

21 93.7 89.0 89.3 88.0 88.1 86.0 80.7 

22 95.0 88.6 87.2 87.0 84.7 85.4 79.4 

23 92.7 85.7 86.3 84.9 83.0 83.3 78.7 

24 91.2 84.5 85.0 81.2 82.2 81.4 77.5 

25 91.1 81.1 81.2 79.6 79.9 79.6 74.3 

26 86.4 80.6 77.4 77.2 77.1 77.1 72.9 

27 86.7 76.9 76.2 73.2 75.9 75.1 69.6 

28 80.8 73.5 73.2 72.5 71.4 69.8 68.2 

29 80.4 71.4 71.0 68.6 68.3 68.4 66.5 

30 76.7 70.3 65.8 66.0 63.8 65.2 63.8 

31 73.7 68.0 65.6 64.8 62.3 61.9 60.7 

32 72.1 64.2 63.8 61.2 58.8 60.1 56.4 

33 71.0 64.2 62.0 59.8 56.8 57.7 55.9 

34 71.5 64.7 62.9 59.7 57.6 57.1 53.9 

35 57.2 51.4 52.2 48.7 47.7 46.2 45.6 

최대 92.4 95.2 97.0 103.3 104.9 106.9 106.7 106.2 106.0 89.6 100.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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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unp

rod-1 rod-2 rod-3 rod-4 rod-5 rod-6 rod-7 rod-8 rod-9
rod-1

0
rod-11

rod-1
2

(MWD/

    MTU)
%U235

0 0.0 76.5 77.5 78.6 85.5 86.8 86.5 85.1 82.9 80.8 69.2 79.6 80.7 

0 0.0 74.7 75.6 76.7 83.4 84.6 84.4 83.0 81.0 78.9 67.7 77.7 78.8 

50 0.0 74.5 75.5 76.6 83.2 84.5 84.3 82.9 80.9 78.8 67.7 77.6 78.7 

100 0.1 74.5 75.4 76.5 83.1 84.4 84.2 82.8 80.8 78.7 67.7 77.5 78.6 

200 0.1 74.4 75.3 76.4 83.1 84.3 84.1 82.7 80.7 78.7 67.8 77.4 78.5 

300 0.2 74.3 75.2 76.3 83.0 84.3 84.0 82.7 80.6 78.6 67.8 77.4 78.4 

400 0.3 74.2 75.1 76.2 82.9 84.2 84.0 82.6 80.6 78.5 67.9 77.3 78.4 

500 0.3 74.2 75.1 76.2 82.8 84.1 83.9 82.5 80.5 78.5 68.0 77.3 78.3 

1000 0.6 73.9 74.8 75.9 82.6 83.8 83.6 82.3 80.3 78.3 68.4 77.1 78.1 

1500 0.9 73.7 74.6 75.7 82.3 83.6 83.4 82.1 80.1 78.2 68.8 77.0 77.9 

2000 1.2 73.6 74.5 75.5 82.1 83.4 83.2 81.9 79.9 78.1 69.2 76.9 77.7 

2500 1.6 73.4 74.3 75.4 82.0 83.2 83.1 81.7 79.8 78.0 69.6 76.8 77.6 

3000 1.9 73.3 74.2 75.2 81.8 83.1 82.9 81.6 79.7 77.9 69.9 76.7 77.5 

3500 2.2 73.2 74.1 75.1 81.7 83.0 82.8 81.5 79.6 77.9 70.2 76.6 77.4 

4000 2.5 73.1 73.9 75.0 81.6 82.8 82.6 81.3 79.4 77.8 70.4 76.6 77.3 

4500 2.8 73.0 73.8 74.9 81.4 82.7 82.5 81.2 79.3 77.7 70.6 76.5 77.2 

5000 3.1 72.8 73.7 74.7 81.3 82.6 82.4 81.1 79.2 77.6 70.8 76.4 77.1 

7500 4.7 72.3 73.2 74.2 80.7 82.0 81.8 80.5 78.7 77.2 71.5 76.0 76.6 

10000 6.2 71.8 72.6 73.6 80.1 81.3 81.2 79.9 78.2 76.7 71.8 75.6 76.1 

15000 9.3 70.6 71.4 72.4 78.9 80.0 79.9 78.7 77.0 75.7 71.7 74.6 75.0 

20000 12.4 69.4 70.2 71.1 77.6 78.7 78.6 77.5 75.8 74.6 71.3 73.5 73.9 

25000 15.4 68.2 68.9 69.8 76.3 77.3 77.2 76.1 74.6 73.4 70.7 72.4 72.7 

30000 18.5 66.9 67.6 68.5 74.9 75.9 75.8 74.8 73.3 72.2 70.0 71.2 71.5 

35000 21.6 65.6 66.3 67.1 73.5 74.5 74.4 73.4 72.0 71.0 69.2 70.0 70.2 

40000 24.6 64.3 64.9 65.7 72.0 73.0 72.9 72.0 70.6 69.7 68.3 68.7 68.9 

45000 27.6 62.9 63.5 64.2 70.5 71.4 71.3 70.5 69.2 68.3 67.3 67.4 67.6 

50000 30.7 61.5 62.0 62.7 69.0 69.8 69.7 68.9 67.7 66.9 66.1 66.0 66.2 

55000 33.7 60.0 60.5 61.1 67.3 68.1 68.0 67.3 66.2 65.4 64.9 64.6 64.7 

60000 36.7 58.5 58.9 59.5 65.7 66.4 66.3 65.7 64.7 63.9 63.6 63.1 63.2 

65000 39.7 56.9 57.3 57.9 63.9 64.6 64.6 64.0 63.0 62.4 62.2 61.6 61.7 

70000 42.7 55.2 55.7 56.2 62.1 62.7 62.7 62.2 61.3 60.7 60.7 60.0 60.1 

75000 45.6 53.6 53.9 54.4 60.3 60.8 60.8 60.4 59.6 59.0 59.1 58.4 58.4 

80000 48.6 51.8 52.2 52.6 58.4 58.9 58.9 58.5 57.8 57.3 57.5 56.7 56.7 

85000 51.5 50.0 50.3 50.7 56.4 56.8 56.8 56.5 55.9 55.5 55.7 54.9 54.9 

90000 54.5 48.2 48.4 48.7 54.3 54.7 54.7 54.5 54.0 53.6 53.9 53.1 53.0 

95000 57.4 46.3 46.5 46.7 52.1 52.5 52.5 52.4 52.0 51.7 52.0 51.2 51.1 

100000 60.3 44.3 44.5 44.7 49.9 50.2 50.3 50.2 49.9 49.6 50.0 49.2 49.1 

105000 63.2 42.3 42.4 42.5 47.6 47.8 47.9 47.9 47.7 47.5 47.9 47.1 47.0 

110000 66.0 40.1 40.2 40.3 45.2 45.4 45.5 45.5 45.4 45.3 45.7 45.0 44.8 

115000 68.9 37.9 37.9 38.0 42.7 42.8 43.0 43.1 43.1 43.0 43.5 42.7 42.5 

120000 71.7 35.7 35.6 35.6 40.1 40.2 40.3 40.5 40.6 40.6 41.1 40.4 40.2 

125000 74.5 33.3 33.2 33.2 37.4 37.4 37.6 37.9 38.0 38.1 38.6 37.9 37.7 

130000 77.2 30.9 30.7 30.6 34.6 34.6 34.8 35.1 35.3 35.5 36.0 35.3 35.1 

140000 82.6 25.7 25.5 25.3 28.6 28.6 28.8 29.2 29.7 29.9 30.4 29.8 29.6 

150000 87.8 20.3 20.0 19.7 22.4 22.3 22.5 23.0 23.5 24.3 23.0 23.5 23.9 

표 3-16 . 연소에 따른 각 시험 핵연료봉의 평균 선출력 변화 (원자로 출력: 30

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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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Burunp
rod-1 rod-2 rod-3 rod-4 rod-5 rod-6 rod-7 rod-8 rod-9 rod-10 rod-11

rod-1
2days %U-235

0.0 0.0 7.54 7.64 7.75 8.43 8.56 8.53 7.97 7.96 6.83 8.39 8.18 7.85 

0.0 0.0 7.36 7.45 7.56 8.22 8.35 8.32 7.78 7.77 6.68 8.18 7.98 7.66 

0.1 0.0 7.35 7.44 7.55 8.21 8.33 8.31 7.77 7.75 6.68 8.17 7.97 7.65 

0.2 0.1 7.34 7.43 7.54 8.20 8.32 8.30 7.76 7.75 6.68 8.17 7.96 7.64 

0.4 0.1 7.33 7.42 7.53 8.19 8.32 8.29 7.75 7.74 6.68 8.16 7.96 7.63 

0.6 0.2 7.32 7.42 7.53 8.18 8.31 8.29 7.75 7.73 6.69 8.15 7.95 7.63 

0.8 0.3 7.32 7.41 7.52 8.17 8.30 8.28 7.74 7.73 6.70 8.14 7.94 7.62 

1.0 0.3 7.31 7.40 7.51 8.17 8.29 8.27 7.74 7.72 6.70 8.14 7.94 7.62 

2.0 0.6 7.29 7.38 7.49 8.14 8.27 8.25 7.72 7.70 6.75 8.11 7.91 7.60 

3.0 0.9 7.27 7.36 7.47 8.12 8.24 8.22 7.71 7.68 6.79 8.09 7.90 7.59 

3.9 1.2 7.25 7.34 7.45 8.10 8.22 8.20 7.70 7.66 6.82 8.07 7.88 7.58 

4.9 1.6 7.24 7.33 7.43 8.08 8.21 8.19 7.69 7.65 6.86 8.06 7.87 7.57 

5.9 1.9 7.23 7.31 7.42 8.07 8.19 8.17 7.68 7.64 6.89 8.04 7.86 7.56 

6.9 2.2 7.22 7.30 7.41 8.06 8.18 8.16 7.68 7.63 6.92 8.03 7.84 7.56 

7.9 2.5 7.20 7.29 7.39 8.04 8.17 8.15 7.67 7.62 6.94 8.02 7.83 7.55 

8.9 2.8 7.19 7.28 7.38 8.03 8.15 8.14 7.66 7.61 6.96 8.01 7.82 7.54 

9.9 3.1 7.18 7.27 7.37 8.02 8.14 8.12 7.65 7.60 6.98 8.00 7.81 7.53 

14.9 4.7 7.13 7.21 7.31 7.96 8.08 8.06 7.61 7.55 7.05 7.94 7.76 7.50 

19.9 6.2 7.08 7.16 7.25 7.90 8.02 8.00 7.57 7.50 7.08 7.88 7.71 7.45 

30.2 9.3 6.96 7.04 7.13 7.78 7.89 7.88 7.47 7.40 7.07 7.76 7.60 7.35 

40.5 12.4 6.85 6.92 7.01 7.65 7.76 7.75 7.36 7.29 7.03 7.64 7.48 7.25 

51.1 15.4 6.72 6.80 6.88 7.52 7.63 7.61 7.24 7.17 6.97 7.51 7.35 7.14 

61.8 18.5 6.60 6.67 6.75 7.39 7.49 7.47 7.12 7.05 6.91 7.38 7.23 7.02 

72.7 21.6 6.47 6.54 6.62 7.25 7.34 7.33 7.00 6.92 6.83 7.24 7.10 6.90 

83.9 24.6 6.34 6.40 6.48 7.10 7.19 7.18 6.87 6.80 6.74 7.10 6.96 6.78 

95.2 27.6 6.20 6.26 6.33 6.95 7.04 7.03 6.74 6.66 6.63 6.95 6.82 6.65 

106.9 30.7 6.06 6.12 6.18 6.80 6.88 6.87 6.60 6.52 6.52 6.80 6.68 6.51 

118.8 33.7 5.91 5.97 6.03 6.64 6.71 6.71 6.45 6.38 6.40 6.64 6.53 6.37 

130.9 36.7 5.76 5.81 5.87 6.47 6.55 6.54 6.30 6.23 6.27 6.48 6.37 6.23 

143.5 39.7 5.61 5.65 5.71 6.30 6.37 6.37 6.15 6.08 6.13 6.31 6.21 6.07 

156.3 42.7 5.45 5.49 5.54 6.13 6.19 6.18 5.99 5.92 5.98 6.13 6.05 5.92 

169.6 45.6 5.28 5.32 5.36 5.94 6.00 6.00 5.82 5.76 5.83 5.95 5.87 5.76 

183.3 48.6 5.11 5.14 5.18 5.75 5.80 5.80 5.65 5.59 5.66 5.77 5.70 5.59 

197.4 51.5 4.93 4.96 5.00 5.56 5.60 5.60 5.47 5.41 5.49 5.57 5.51 5.41 

212.1 54.5 4.75 4.78 4.81 5.35 5.39 5.40 5.28 5.23 5.31 5.37 5.32 5.23 

227.3 57.4 4.56 4.58 4.61 5.14 5.17 5.18 5.09 5.04 5.13 5.16 5.12 5.04 

243.3 60.3 4.37 4.38 4.40 4.92 4.95 4.96 4.89 4.84 4.93 4.95 4.92 4.85 

259.9 63.2 4.17 4.18 4.19 4.69 4.72 4.73 4.68 4.63 4.72 4.72 4.70 4.65 

277.5 66.0 3.96 3.96 3.97 4.46 4.47 4.48 4.47 4.42 4.51 4.49 4.48 4.43 

296.0 68.9 3.74 3.74 3.75 4.21 4.22 4.23 4.24 4.19 4.29 4.25 4.24 4.21 

315.7 71.7 3.52 3.51 3.51 3.95 3.96 3.98 4.00 3.96 4.05 4.00 4.00 3.98 

336.7 74.5 3.28 3.27 3.27 3.68 3.69 3.70 3.75 3.72 3.81 3.73 3.75 3.74 

359.4 77.2 3.04 3.03 3.02 3.41 3.41 3.43 3.50 3.46 3.55 3.46 3.48 3.48 

411.3 82.6 2.54 2.51 2.49 2.82 2.82 2.84 2.95 2.92 3.00 2.88 2.92 2.94 

476.0 87.8 2.00 1.97 1.95 2.21 2.20 2.22 2.35 2.33 2.40 2.27 2.32 2.35 

표 3-17. 연소에 따른 각 시험 핵연료봉의 핵분열 밀도 [x1013 fissions/cm3]



- 88 -

다. KOMO-4 조사시험 핵연료 온도해석

U-Mo 핵연료의 열전도도는 다음과 같은 식을 사용하였다. (T는 절대온도)

KUMo=0.034T - 0.56 (W/mK)

또한 1 wt%의 Zr 및 Ti 첨가는 U-Mo 핵연료 열전도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첨가되지 않은 U-Mo 핵연료의 열전도도와 동일한 열전도도 값을 사용하

였다. 기지의 열전도도는 Al 과 Si의 열전도도값의 차이가 크므로 Si 첨가 효과를

고려하여 Si이 첨가될수록 무게 분율에 비례하여 감소되는 열전도도 값을 사용하였

다. 이때 Al 1050의 열전도도로는 220 W/mK를 사용하였고, Si 의 열전도도는 99

W/mK를 사용하였다. 핵연료입자와 기지의 열전도도를 알고 핵연료입자의 부피분

율을 알면 다음 식을 이용하여 심재의 열전도도를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kc는 핵연료입자의 열전도도, Vc는 핵연료입자의 부피분율, km은 기지의

열전도도이다. 또한 11번 봉과 12번 봉은 10 ㎛의 반응층을 형성시키기 때문에 심

재의 열전도도가 추가로 감소하게 된다. 반응층의 열전도도는 5~15 W/mK의 범위

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고려하여 10 W/mK의 반응층이 10 ㎛ 두께로

구형 U-Mo 입자를 둘러싸고 형성된 구조를 가정하여 심재의 열전도도를 계산하였

다. 이때 반응된 입자의 열전도도는 아래의 식을 사용하였다.






  
 

 
 

이때 Y는 반응층의 두께이고 R은 반응된 입자의 반경이다.

실제로 제조된 심재는 이론밀도에 약간 못 미치는 상대밀도를 갖기 때문에 기

공에 의한 열전도도의 저하를 나타내게 된다. 기공도에 의한 열전도도의 감소는 다

음 식에 의해 계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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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 의하면 기공도가 증가할수록 열전도도는 감소하게 된다. 기공도를 고려

한 심재의 열전도도를 표 3-18에 나타내었다. 4.5 gU/cc의 핵연료보다 5.0 gU/cc의

핵연료가 약간 낮은 열전도도를 보이는데 이는 핵연료의 부피 분율이 27%에서 30%

로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10 ㎛의 반응층을 형성시킨 11번 봉과

12번 봉의 열전도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반응층의 열전도도가 반

응전 U-Mo와 Al의 혼합된 상태의 열전도도 보다 낮기 때문에 반응층이 성장할수록

심재의 열전도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반응되지 않은 5 gU/cc 핵연료봉 중에서 8

번 봉의 열전도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8번 봉의 기공도가 가장 크기 때문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모든 효과를 고려한 주기초(BOL) 중심온도를 계산한 결과를 표3-19에 나

타내었다. 최대 온도는 8번 봉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최대선출력은 6번 봉에서 얻어

지지만 8번 봉의 기공도가 크기 때문에 열전도도가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3-18. 핵연료봉 별 심재 열전도도

No. Fuel
ID

핵연료

조성

핵연료

입자크기
 (mm)

기지물질
심재

길이
 (mm)

U-밀도
(g-U/cc)

기공도
심재열
전도도
(W/mK)

　

1 557-LD

U-7Mo

300-425

Al 1050 50 4.5

0.0019 140.6

Reference2 557-MD 210-300 0.0160 136.4

3 557-SD 105-210 0.0056 139.5

4 557-2S U-7Mo 210-300 Al-2Si 200 5 0.0029 130.3 Si Effect (2wt%)

5 676-5S U-7Mo 210-300 Al-5Si 200 5 0.0088 126.7 Si Effect (5wt%)

6 676-ND U-7Mo <150 Al-5Si 200 5 0.0071 127.2
Si Effect under 
normal fuel particle 
size distribution

7 558-5S U-7Mo-1Z
r 210-300 Al-5Si 200 5 0.0061 127.4  Si Effect (5wt%) 

+ Ternary Alloy(Zr, 
Ti)8 677-5S U-7Mo-1T

i 210-300 Al-5Si 200 5 0.0236 122.8

9 676-8S U-7Mo 150-210 Al-8Si 200 5 0.0124 123.7 Si Effect (8wt%)

10 676-CB U-7Mo 210-300
Al-5Si

 +
 Poison

200 5 0.0218 123.2

with Poison 
Material
 CdO 0.2 wt% + 
B4C 0.1 wt%

11 676-IL U-7Mo
210-300 Al-5Si 50 5

121.9 P r e- I n t e r a c t i o n 
layer at Particle 
Surface by 
A n n e a l i n g 
Treatment

12 677-IL U-7Mo-1T
i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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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핵연료봉 별 주기초 중심온도

No. Fuel
ID

핵연료

조성

핵연료

입자크기
 (㎛)

기지물질
심재

길이
(mm)

U-밀도
(g-U/cc)

BOL 
T(C)

최대

선출력
(kW/m)

　

1 557-LD

U-7Mo

300-425

Al 1050 50 4.5

171.5 92.4

Reference2 557-MD 210-300 177.2 95.2

3 557-SD 105-210 178.5 97.0

4 557-2S U-7Mo 210-300 Al-2Si 200 5 191.8 103.3 Si Effect (2wt%)

5 676-5S U-7Mo 210-300 Al-5Si 200 5 196.2 104.9 Si Effect (5wt%)

6 676-ND U-7Mo <150 Al-5Si 200 5 198.9 106.9
Si Effect under 
normal fuel particle 
size distribution

7 558-5S U-7Mo-1Z
r 210-300 Al-5Si 200 5 198.5 106.7  Si Effect (5wt%) 

+ Ternary Alloy(Zr, 
Ti)8 677-5S U-7Mo-1Ti210-300 Al-5Si 200 5 200.3 106.2

9 676-8S U-7Mo 150-210 Al-8Si 200 5 199.7 106.0 Si Effect (8wt%)

10 676-CB U-7Mo 210-300
Al-5Si

 +
 Poison

200 5 175.1 89.6

with Poison 
Material
 CdO 0.2 wt% + 
B4C 0.1 wt%

11 676-IL U-7Mo
210-300 Al-5Si 50 5

191.7 100.2 P r e- I n t e r a c t i o n 
layer at Particle 
Surface by 
A n n e a l i n g 
Treatment

12 677-IL U-7Mo-1Ti 191.7 100.2

라. KOMO-4 시험다발 장전시 열적 여유도 평가

열적 여유도 평가 대상 변수로는 MCHFR, ONB (Onset of Nucleate Boiling) 여

유도(△TONB)와 핵연료 중심온도가 있다. MCHFR은 과도상태에 대하여 적용하고

ONB 여유도는 정상상태에 대해서, 핵연료 중심온도는 정상상태와 과도상태에 모두

적용한다. 핵연료봉의 표면 열속과 관련이 있는 MCHFR과 △TONB는 하나로 핵연

료와 동일한 값을 적용한다. 핵연료 중심온도의 경우 KOMO-4 심재의 물성치에 대

한 시험 자료가 부족하므로 RERTR-3 nanoplate의 조사시험 시 최대 온도인 220℃

를 정상상태 주기초(BOL) 중심온도 제한치로, 과도상태에서는 하나로와 같이 485℃

로 설정하였다. 표 3-19에서는 KOMO-4 시험 핵연료에 적용하는 열수력 제한치를

보여주고 있다.

부수로 계산은 현재 하나로 노심의 열수력 해석에 사용하고 있는 MATRA-h

code를 사용하였다. 부수로 계산 모델은 18봉 집합체의 1/6 모델을 취하였으며 노

물리 계산 결과, 출력이 가장 높은 6번 봉 U-7Mo를 외곽에 위치하고 내부에는 알

루미늄 모의봉을 두었다. 부수로 해석에서는 표면열속과 냉각 조건에 좌우되는

MCHFR 및 △TONB와 핵연료 중심온도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열여유도 평가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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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과 같으며 정상상태와 과도상태에서 대한 제한 사고인 RIA와 펌프축 고착사

고에서 각각 제한치를 모두 만족하였다. 정상상태 핵연료 중심온도의 경우

MATRA-h 계산 온도는 193.2℃이었으나 5.3절의 기공도를 고려한 온도해석 결과에

서 최대 온도가 200.3℃이었으므로 핵연료 최대 온도는 이 값을 적용하였다. 결론적

으로 KOMO-4 연소시험용 핵연료다발을 OR-3에 장전하여 조사시킬 경우 노심의

열적 여유도는 확보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표 3-20. MATRA-h 열적 여유도 평가 결과

적용 운전조건 평가 변수 제한치 계산 결과 Remark

정상 상태

최대 선출력 (kW/m) - 106.9 MCNP

△TONB (℃) 11.2 26.9

핵연료 중심온도 (℃) 220 200.3
장전 주기 초

(BOC)

제어봉 인출사고 핵연료 중심온도 (℃) 485 321.3
산화층 온도차

85℃ 포함

펌프축 고착사고 MCHFR 1.86 3.19

마. 환경 영향 평가

표 3-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4.5 gU/cc 심재 직경 6.35 mm U-Mo계 분산핵연료

및 5.0 gU/cc 심재 직경 6.35 mm U-Mo계 분산핵연료의 선형 우라늄 장전량은 각

각 1.425, 1.583 gU/cm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각 시험 핵연료의 길이를 곱하면 시

험 다발에 장전된 우라늄 총량은 258.8 g이며 이는 하나로 채널 유동 차단 사고 시

가정한 36봉 다발의 우라늄 총량인 2169 g의 11.9%에 불과하여 하나로의 환경 영향

평가 기준을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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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나로 조사시험

KOMO-4 조사시험 집합체는 하나로 OR-3 조사공에서 2008년 12월 22일 56주기

운전부터 조사시험을 시작하여 132.1 FPD(Full Power Day) 동안 하나로에서 조사

된 후 방출연소도 47.1at%U-235로 인출되었으며 이후 하나로 수조에서 냉각되었다.

조사시험 중 최대 선출력은 105.69 kW/m (U-7Mo-1Ti/Al-5Si 핵연료)이었고, 조사

후 반응층 형성시킨 U-7Mo-1Ti/Al-5Si 핵연료에서 56at%U-235의 국부 최대 연소도

를 나타내었다. 시험핵연료는 조사 초기에 가장 높은 선출력 변화를 받기 때문에

핵연료의 건전성 유무를 주기마다 수중 표면 관찰하였다.(그림 3-64) 조사 기간중

KOMO-4 핵연료봉 외관은 별다른 이상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성공적으로 조사시험

이 수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3-65)

7. 결론

제 4차 U-Mo 핵연료 조사시험에서는 지난 3 번에 걸친 조사시험 결과를 참고로

하여 U-Mo 분산핵연료 내의 우라늄 밀도, Al-Si 합금기지의 사용, 이외에 반응층

형성 분산핵연료 등의 조사시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대한 핵연료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지난 노내조사시험 수행결과에 근거하여, 모든 핵연료봉에 대하여 한계 선출력이

최대 120 kW/m 이하가 되도록 하였다. 또한, U-Mo의 정상상태 최대온도 제한값을

제 3차 조사시험과 동일하게 220℃로 하였으며, 과도상태에서는 하나로와 같이 48

5℃로 설정하였다.

U-Mo 핵연료 장전에 따른 반응도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새 핵연료에 의한

완전 장전 노심에 대해 OR-3에 U-Mo 조사시험 다발이 장전된 경우와 모의 다발이

장전된 경우의 유효증배계수를 MCNP로 계산하였다. 새 핵연료에 의한 완전 장전

노심에 대해 OR-3에 KOMO-4 조사시험 다발이 장전된 경우와 모의 다발이 장전된

경우의 유효 증배계수를 MCNP로 계산하여 시험 다발 장전에 의한 정반응도 삽입

량을 구한 결과 1.0 mk로서 실험물의 반응도 제한 값인 12.5 mk보다 훨씬 적은 것

으로 나타났다.

제 4차 U-Mo 조사시험 핵연료를 노심에 장전하였을 때 노심의 열적 여유도를

MATRA-h를 이용한 부수로 해석과 ANSYS를 이용한 3차원 온도계산을 통하여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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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였다. 열여유도 평가를 위한 최대 출력으로 106.7 kW/m이었으며, 최대 온도는

200.3℃ 로서 평가 노인 220℃에 비해 충분한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수로 해석 결과에 따르면 과도상태인 RIA 사고 시에는 최대 중심온도가 산화층

에서의 온도증가를 포함하여 321.3℃로 설계 노인 485℃를 충분히에 장하였다. 이

와 같이 정상상태와 예상 과도상태 모두 충분한 여유도를 갖고 설계를 노치를 장

하였다. 그러므로 제 4차 조사시험용 U-Mo 핵연료 다발을 노심에 장전하여 조사시

킬 경우 노심의 열적 여유도는 확보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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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 KOMO-4 조사시험용 분산핵연료봉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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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5-210 ㎛

(b) 210-300 ㎛

(c) 300-425 ㎛

그림 3-44. LEU-7wt.%Mo(557 batch) 합금 원심분무 분말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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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 원심분무법으로 제조된 U-Mo 분말의 입도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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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6. U-Mo 분말 X-ray 회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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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lcan MD 101 분말(Al) (b) Al-2Si 분말

(c) Al-5Si 분말 (d) Al-8Si 분말

그림 3-47. Al-Si 합금분말의 전자현미경 사진.



- 99 -

(a) 557-SD3(105-210 ㎛) (b) 557-MD3(210-300 ㎛) (c) 557-LD3(300-425 ㎛)

(d) 557-2S1(210-300 ㎛) (e) 676-8S2(150-210 ㎛) (f) 676-5S1(210-300 ㎛)

(g) 558-5S1(210-300 ㎛) (h) 677-5S1(210-300 ㎛) (i) 676-ND1(<150 ㎛)

(j) 676-CB1(210-300 ㎛) (k) 676-IL1(210-300 ㎛) (l) 677-IL1(210-300 ㎛)

그림 3-48. KOMO-4 조사시험 핵연료심재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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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9. 100 ㎛ 이하 크기를 갖는 원심분무 U-7Mo 핵연료 분말의 단면조직.

(a) 105-210 ㎛(557SD) (b) 210-300 ㎛(557MD) (c) 300-425 ㎛(557LD)

그림 3-50. 원심분무 U-7Mo 핵연료 분말(557batch)의 분말크기에 따른 단면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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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7Mo(676-5S)

(b) U-7Mo-1Zr (558-5S)

(c) U-7Mo-1Ti (677-5S)

그림 3-51. 원심분무 U-7Mo 및 U-7Mo-1X(X=Zr,Ti) 핵연료 분말(210-300㎛)의

단면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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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 반응층 형성 U-7Mo/Al-5Si(676-IL) 분산핵연료의 단면조직.

그림 3-53. 반응층 형성 U-7Mo-1Ti/Al-5Si(677-IL) 분산핵연료의 단면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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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 반응층 형성 U-Mo/Al-Si 분산핵연료에서 반응층내 성분변화.

SEM U Al

Mo Si

그림 3-55. U-7Mo/Al-5Si(676-IL) 분산핵연료에서 반응층내 원소별 mapping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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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 U Al

Ti Mo Si

그림 3-56. U-7Mo-1Ti/Al-5Si(677-IL) 분산핵연료에서 반응층내 원소별 mapping

결과.

그림 3-57. U-7Mo-1Zr/Al-5Si(558-5S1) 핵연료봉의 top 용접부 RTR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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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8. KOMO-4 조사시험 집합체 조립후 사진.

그림 3-59. KOMO-4 조사시험 집합체의 상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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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0. 시험 핵연료봉의 배치 (HELIOS 계산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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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 연소에 따른 각 시험 핵연료봉의 평균 선출력 변화

   (5 cm 평균, 축방향 위치: +15.0~+20.0 cm)

그림 3-62. 각 시험 핵연료봉의 최대 선출력 분포

                           (제어봉 위치: 65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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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3. KOMO-4 조사핵연료봉의 연소에 따른 최대 선출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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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4. KOMO-4 시험집합체의 조사중 표면관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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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5. KOMO-4 핵연료의 조사중 선출력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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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조사시험(KOMO-4) 핵연료에 대한 연소 성능

평가 착수

1. 서 론

고온 고출력 조사 시험인 KOMO-4 핵연료들에 대한 조사 후 시험을 착수하였
다. 이번 단계에서는 Al 기지 상에 Si을 첨가한 핵연료에 대해 반응층 형상 및 형성
기구에 대해 관찰하여 Si 첨가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U-Mo 봉상 핵연료 조사
중 팽윤 및 중심온도 예측 코드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계산된 값과 실측값을
비교하여 성능을 평가하였다.

2. U-Mo/Al-Si 분산 핵연료의 조사후 시험

KOMO-4 조사 시험된 총 12 종류의 핵연료 중에서 Al-Si 합금기지의 Si 함량에

따른 5 종류의 U-7Mo/Al-xSi(x=0,2,5,8wt%)에 대하여 미세조직 관찰 및 EPMA 분

석을 통한 조사후시험을 수행하였다.(그림 3-66) 표 3-21은 U-7Mo/Al-xSi 분산핵연

료의 KOMO-4 조사이력 및 팽윤량 결과를 나타낸다.

표 3-21. U-7Mo/Al-xSi 분산핵연료의 KOMO-4 조사이력 및 팽윤량 결과.

I.D. 557-MD3 557-2S1 676-5S1 676-8S2 676-IL1

조성 U-7Mo/Al U-7Mo/Al-2Si U-7Mo/Al-5Si U-7Mo/Al-8Si U-7Mo/Al-5Si
(pre-IL)

U-loading
gU/cc

4.5 5.0 5.0 5.0 5.0

U-Mo
입자크기(㎛) 210-200 210-300 210-300 105-210 210-300

최대 연소도
at%U-235 55.3 50.9 49.0 48.0 54.5

최대 선출력
kW/m

94.6 104.8 100.2 87.5 95.9

팽윤량(%) 8.76 7.02 6.36 7.16 5.11

KOMO-4 핵연료봉의 조사시험 중 최대 선출력 부위에서 생성된 피복재 표면의

산화층에 대한 두께 측정 결과, KOMO-2 조사시험 핵연료(35～47 ㎛) 및 KOMO-3

조사시험 핵연료(45～54 ㎛)와 비슷한 40~50 ㎛ 두께의 산화층이 관찰되었다.(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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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U-7Mo/Al 분산핵연료에 대하여 미세조직을 관찰한 결과, 55.3% 연소도 부위에

서 최대 반응층 두께는 약 40 ㎛이었으며, 미세조직 단면으로부터 측정된 팽윤량과

반응층 분율은 각각 8.76% 및 22.0%이었다. 그러나 Al-Si 기지를 사용한

U-7Mo/Al-Si 분산핵연료에서는 Si 함량에 따른 반응층 성장억제 효과를 확인하였

다. U-7Mo/Al-xSi (x=0,2,5,8 wt.%) 핵연료에서 Al 기지에 Si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측정된 최대 반응층은 ~20 ㎛(U-7Mo/Al-2Si), ~13 ㎛(U-7Mo/Al-5Si), ~7 ㎛(U-7Mo

/Al-8Si) 으로서 반응층 두께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비교적 균일한 반응층 두께를

나타내었다.(그림 3-68, 3-69, 3-70) 이와함께 U-7Mo/Al-5Si 핵연료의 단면에서 측정

된 반응층 분율은 7.9%로서 Si 첨가하지 않은 U-7Mo/Al 핵연료(22%)와 비교하여

Al 기지에 5wt.%의 Si 첨가로 인하여 반응층 형성을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현재까지 밝혀진 Al-Si 합금기지를 사용함으로서 판형핵연료에서의 반응층 성장

은 조사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으로 인하여 2wt.% Si의 첨가만으로도 충분한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그림 3-70에서와 같이 본 연구를 통하여 약

200℃의 고온 조사조건에서 U-Mo/Al-Si 분산핵연료에 대한 조사시험을 수행한 결

과, Si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반응층 성장은 지속적으로 억제되고 충분한 반응층 성

장 억제효과를 위해서는 약 5wt.% 이상의 Si 첨가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로

부터 U-Mo/Al-Si 핵연료에서 반응층 성장에 미치는 온도 효과를 새롭게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KOMO-4 조사시험 핵연료에서 측정된 팽윤량을 이전의 KOMO-2&3 시험결과와

비교한 결과, 조사초기 핵연료 중심온도가 200℃로 이전 조사시험 조건보다 더 가

혹한 조사조건에도 불구하고 Al-Si 합금기지의 사용시 6.36~7.16%의 낮은 팽윤 거동

을 나타내었다.(그림 3-71)

3. U-Mo/Al-Si 분산핵연료의 EPMA 분석

KOMO-4 조사시험한 U-Mo/Al-Si 분산핵연료의 반응층에 대한 조성을 EPMA

분석하였다. 그림 3-72은 50.9% 조사된 U-7Mo/Al-2Si(557-2S1) 핵연료심 중심부에서

형성된 반응층 에 대한 EPMA 분석결과이다. KOMO-3 조사시험과 동일하게 반응

층의 조성은 (U,Mo)(Al,Si)3.1 이었고 조사중 Al-Si 합금기지로부터 반응층으로 확산

된 Si 량은 최대 10at%로 주로 반응층/Al-Si 기지의 경계에 분포하였다.(그림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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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반응층 내의 Si 분포 특성은 측정에 사용된 모든 U-Mo/Al-Si 핵연료에서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미국, 프랑스에서는 지금까지 U-Mo/Al-Si 핵연료에서 조사중

생성되는 반응층에 Si이 U-Mo 입자 표면의 recoil zone에서 확산되어

(U,Mo)(Al,Si)x 반응층을 형성하고, Si은 반응층 내에서 골고루 분포할 것으로 설명

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많은 연구자 들에 의해 발표된 U-Mo/Al-Si 노외 확산실

험 결과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는 200℃의 고온 조사조건에

도 불구하고, 모든 조사핵연료 반응층에서는 Si이 반응층/Al-Si 기지의 경계에

10at% 정도 소량 분포하면서 조사중 기지로 부터의 Al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

여 반응층 성장 속도를 크게 낮춘다는 새로운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기존의

Si 확산 model에 오류가 있음을 세계 최초로 규명할 수 있었다.

4. pre-interaction layer 형성 U-7Mo/Al-5Si 분산핵연료(676-IL1)의 조사후

시험

580℃, 1시간 진공열처리하여 U-Mo 입자 표면에 약 50at% Si이 포함된 10 ㎛ 두

께의 (U,Mo)(Al,Si)3 반응층을 미리 형성시킨 5 gU/cc U-7Mo/Al-5Si 분산핵연료

(676-IL1)를 54.5%의 연소도까지 조사시험한 결과, 그림 3-74, 3-75에서와 같이 반응

층 두께는 약 16 ㎛로 측정되어 pre-interaction layer가 조사중 5~6 ㎛ 정도 성장하

였다. 그러나 초기 반응층이 없는 같은 종류의 676-5S1 핵연료에서 측정된 최대 반

응층이 약 13 ㎛임을 고려할 때, pre-interaction layer가 없더라도 충분한 반응층 성

장 억제효과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pre-interaction layer 형성은 별로 효과적이지 못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EPMA 실험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76, 3-77에서와 같이 676-IL1 핵연료의 반응층에서 조사전과 비교하여 거의

비슷한 조성 분포를 나타내었으며, 일부 반응층/Al-Si 기지 경계에서 추가적인 Al

확산에 의한 Si depletion 부위가 관찰되었다.

5. U-Mo 봉상핵연료의 조사 중 온도 및 팽윤 예측 Code 수립

조사 중 성장하는 U-Mo와 Al 기지 간의 반응층은 핵연료 심재의 열전도도를 변

화시키므로 반응층 성장 모델을 수립하여 핵연료 성능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코

드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1차년도에서는 U-Mo/Al 분산핵연료의 온도 변화를

계산하였으나 당해연도에서는 U-Mo/Al 뿐만아니라 U-Mo/Al-Si 분산핵연료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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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측정팽윤량 계산 팽윤량

U-Mo/Al (4.5 gU/cc) 8.8% 8.9%

U-Mo/Al-2Si (5.0 gU/cc) 7.0% 7.8%

U-Mo/Al-5Si (5.0 gU/cc) 6.4% 7.2%

U-Mo/Al-8Si (5.0 gU/cc) 7.2%

응층의 두께변화, 부피분율 변화, 핵연료 심재 팽윤량, 중심온도 변화 등을 계산할

수 있는 관계식을 수립하여 코드에 반영하였다.

그림 3-78는 조사후시험으로 측정된 U-Mo/Al 분산핵연료, U-Mo/Al-2Si 분산핵

연료, U-Mo/Al-5Si 분산핵연료의 반응층 두께를 바탕으로 반응층 성장속도 모델을

구한 후 코드에 의해 계산된 반경방항 반응층 두께를 도시한 결과이다. 반응층 성

장속도 모델은 RERTR 국제공동연구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아래와 같은 경험식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
ø
ö

ç
è
æ -×D××=
RT
QtfAY exp2/12 &

Y는 반응층 두께, f& 는 fission rate density (fissions/cm3-s), t는 조사 시간(s), R

은 기체상수, T는 절대온도(K), A는 상수, Q는 활성화에너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Si

함량에 따른 상수값의 변화를 구할 수 있었으며 Si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상수값이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79은 성능 계산 프로그램에 의해 계산된 U-Mo/Al 분산핵연료,

U-Mo/Al-2Si 분산핵연료, U-Mo/Al-5Si 분산핵연료의 온도 변화를 나타낸다. 선출

력이 연소 후반기에 감소하는 것과는 달리 핵연료 심재의 중심온도는 그다지 감소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반응층의 성장으로 인하여 핵연료 심재의 열

전도도가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최대 온도는 약 30at% 연소도 부근에

서 나타났다.

그림 3-80는 U-Mo/Al-5Si 분산핵연료의 반응층 부피분율을 반경 방향에 따라 측

정한 결과와 계산한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U-Mo/Al-5Si 분산핵연료의 반응층 부피

분율은 반경 방향 위치에 따라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10% 미만의 값을 가

지고 있었다.

다음 표 3-22는 성능해석 프로그램에 의해 계산된 팽윤량을 측정량과 비교한 결

과이다. 반응층 부피분율이 높은 U-Mo/Al 분산핵연료가 약간 높은 팽윤량이 측정

되었으며 계산에서도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22. 측정 팽윤량과 계산 팽윤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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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KOMO-4 조사 핵연료에 대한 조사후 시험을 착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5 gU/cc U-Mo/Al-Si 분산핵연료에서 기지내 Si 함량이 5wt% 이상 첨가시
U-Mo 핵연료와의 반응층 형성을 획기적으로 감소(반응층 분율 :
U-7Mo/Al(22%) → U-7Mo/Al-5Si(7.9%))

∙ Pre-interaction layer 형성시킨 U-7Mo/Al-5Si 핵연료는 55% 연소후에도 반응
층 성장이 거의 없음을 확인

∙ 조사 중 U-Mo/Al 반응층 성장억제에 관한 Si의 거동과 관련된 고온조건에서
의 irradiation mechanism을 세계 최초로 발견 및 향후 전세계 U-Mo 핵연료
의 개발방향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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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6. KOMO-4 핵연료의 대표적인 표면산화층 관찰결과.(최대 선출력 부위)

(a) U-7Mo/Al (55.3%BU) (b) U-7Mo/Al-2Si (50.9%BU)

(c) U-7Mo/Al-5Si (49%BU) (b) U-7Mo/Al-8Si (48%BU)

그림 3-67. 조사시험된 U-7Mo/Al-xSi (x=0,2,5,8wt.%) 핵연료의 심재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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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8. 조사시험된 U-7Mo/Al-xSi (x=0,2,5,8wt.%) 핵연료의

미세조직(연소도:~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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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69. U-7Mo/Al-Si 핵연료의 반응층 두께 분포(~50%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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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0. 봉상의 KOMO-4 핵연료와 외국의 판형핵연료와의 반응층 거동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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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 BOL(begin-of-life) 핵연료 중심온도에 따른 U-Mo/Al-Si

핵연료의 팽윤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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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2. 50.9% 조사된 U-7Mo/Al-2Si(557-2S1) 핵연료의 반응층 EPMA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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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Image Mapping Mo Image Mapping 

Si Image Mapping U Image Mapping 

그림 3-73. 50.9% 조사된 U-7Mo/Al-2Si(557-2S1) 핵연료의 원소별 X-ray

mapping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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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조사전 (580℃, 1hr 열처리후) (b) 조사후 (54.5%BU)

그림3-74. 10 ㎛ 두께의 방응층 형성된 U-7Mo/Al-5Si(676-IL1) 핵연료의

미세조직.

그림 3-75. 조사시험된 반응층 형성 U-7Mo/Al-5Si (676-IL1) 핵연료의 심재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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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6. 54.5% 조사된 pre-IL U-7Mo/Al-5Si(676-IL1) 핵연료의 반응층 EPMA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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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Image Mapping Mo Image Mapping 

Si Image Mapping U Image Mapping 

그림 3-77. 54.5% 조사된 pre-IL U-7Mo/Al-5Si(676-IL1) 핵연료의 원소별 X-ray

mapping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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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8. 조사후시험으로 측정된 반응층 두께와 계산된 반응층 두께(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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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9. 연소 이력에 따른 온도 변화 계산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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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0. 반경 방향에 따른 반응층 부피분율 측정값과 계산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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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절 신개념의 U 고밀도 봉상핵연료 개발 및 특성평가

1. 반응 층 저감 다심핵연료 제조기술 개발(6 gU/cc)

가. U-7Mo-1Ti/Al-5Si 다심핵연료 제조

U-Mo 분산핵연료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U-Mo 분말 입자의 크기는 50 ~ 150

μm이다. 지름 2 mm의 U-Mo 선재 4개를 그림 3-81와 같이 배치한 6 gU/cc의

Monolithic U-7Mo/Al 핵연료는 분산핵연료보다 비표면적 및 반응계면적이 1/30 ~

1/60 작아, 근본적으로 분산핵연료의 반응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연료이며,

U-7Mo/Al 다심핵연료를 제조하여 KOMO-3 노내 조사시험을 한 결과 분산핵연료

보다 팽윤이 적고, 반응층이 작은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이번 단계에서는 기지물질에 5wt.% Si을 첨가하고, U-7Mo에 1wt.% Ti을 첨가하

여, 반응층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Monolithic 다심핵연료를 제조하여 반응

층 두께를 관찰하기 위한 노외 시험을 수행하였다.

다심핵연료 선재를 주조하기 위하여 Injection casting 방법을 적용하여, 내경 2

mm, 두께 1 mm 길이 200 mm의 석영관 주형을 사용하여 다심핵연료 선재를 주조

하였다. 고주파 유도로를 사용하여 도가니를 ~ 103 Torr진공상태에서 1450℃로 가열

하여 U-Mo 용탕을 만든 후 석영관 주형을 용탕에 담근 후 Ar 가스를 주입하면 석

영관 내부가 진공상태이고, 외부가 대기압으로 누르므로, 석영관 안으로 용탕이 상

승하여 채워지게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직경 약 2 mm, 길이 약 150 mm의

U-7Mo와 U-7Mo-1Ti의 선재를 제조한 후 화학성분을 분석한 결과 표 3-23와 같다.

그림 3-82과 같은 압출 die를 300톤 압출기에 넣고, Al 또는 Al-5Si를 400℃로 예

열한 후 압출하여 4개의 groove를 가진 Al 또는 Al-5Si 봉을 제조하였다. 이 봉에

그림 3-83와 같이 U-Mo 선재를 넣은 후 그림 3-84와 같은 swaging 단조장치를 사

용하여 지름 6.35의 원주형의 심재를 만든 후, 순수 알루미늄으로 피복압출기를 사

용하여 8개 핀이 달린 그림 3-85와 같은 하나로용 다심핵연료봉을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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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 Ti Fe(ppm) Al(ppm) Cu(ppm)

U-7Mo(#696) 8.1±0.2 - 506±2 727±15 47.5±1.1

U-7Mo-(상)(#697) 6.6±0.2 - 628±2 981±1.1 53.1±1.1

U-7Mo-(하)(#697) 6.0±0.2 - 760±2 1030±17 60.4±1.1

U-7Mo-1Ti(#698) 8.0±0.2 0.73±0.01 675±2 749±16 53.9±1.2

U-7Mo-1Ti

(상)(#699)
7.6±0.2 0.52±0.01 709±2 1041±17 62.6±1.1

U-7Mo-1Ti

(하)(#699)
7.5±0.2 0.68±0.02 658±2 829±15 61.1±1.1

표 3-23. 주조된 다심 wire 화학성분 분석 결과

나. U-7Mo-1Ti/Al-5Si 다심핵연료 노외시험

반응 층을 저감시키기 위해 제조된 U-7Mo/Al-5Si과 U-7Mo-1Ti/Al-5Si 다심핵연

료봉에 대해 580℃ 및 600℃에서 5시간 열처리하여 반응층 두께를 관찰하였다.

Injection casting 방법으로 주조된 다심 선재를 XRD로 상분석을 해보면, 그림 3-86

과 같이 석영관과의 반응에 의해 Si이 함유된 α상의 U-Mo와 U2Mo로 분해된 상이

다.

반응시험 결과 그림 3-87과 같이 580 ~ 600℃에서 5시간 열처리한 반응층의 두

께는 25 ~ 50 μm로 측정되었다. 다심핵연료봉이 아닌, 평판을 사용한 U-7Mo/Al

확산쌍 실험에서는 반응층의 두께는 ~ 170 μm, U-7Mo/Al-5Si는 ~ 50 μm이며, 이

와 비교해보면, 기지를 Al-5Si를 사용한 다심핵연료봉에서도 Si에 의한 반응층 저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심핵연료 제조 시 이러한 조합을 사용하면, 보다 안

정한 핵연료 조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겠다.

2. U-Mo/Al-Si 고온반응특성 노외시험 및 평가

가. U-Mo 입자에 Si을 도포하기 위한 Si 분말과 U-Mo 분말 혼합 열처리 방

법 개발

U-Mo와 Al 기지 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확산 방지층으로 Si 함량이 높을수

록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실리콘 분말과의 반응을 이용하여

U-Mo 분말 표면에 Si-rich 반응층의 형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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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Inner Layer

(at%)

Outer Layer

(at%)

Oxide Layer

(at%)

O ‐ ‐ 75.5

Si 50.2 61.7 3.9

Mo 1.5 7.7 1.0

U 48.3 30.6 19.6

분무된 U-7Mo 분말(200-500 ㎛)과 주조된 U-7Mo 시편을 실리콘 분말(99%, 325

mesh, Sigma-Aldrich) 속에 장입한 후 진공 분위기(~1 Pa), 900℃에서 1시간동안 열

처리하였다. 그림 3-88(a)은 열처리 한 후 sieve로 분리하여 회수된 원심분무 분말을

보여주며 그림 3-88(b)와 같이 단면의 미세조직을 분석한 결과 Si 함량이 50- 분

at% 범위를 가지는 반응층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표 3-24). 또한 원심 분무

후 passivation 열처리에 의해 형성된 산화막이 표면에 잔존하고 있음도 확인하였

다.

표 3-24. 900℃ 1시간 동안 실리콘 분말 반응에 의해 U-7Mo 분말 표면에 형성된

반응층 조성

나. Si 도포된 U-Mo plate와 Al plate를 결합한 확산쌍 실험

Si-rich 반응층의 확산 방지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확산쌍 실험이 가능

한 U-7Mo 잉곳을 주조하여 판상 시편을 확보하고 원심분무 분말과 같이 감마상

(bcc)이 되도록 950℃에서 25시간동안 열처리한 후 실리콘 분말 내에 장입하여 반응

열처리를 수행하였다(900
o
C 1시간). 그림 3-89은 약 5 ㎛의 Si-rich 반응층이 표면에

형성된 단면 미세조직을 보여준다. 형성된 반응층의 실리콘 함량은 약 65at%로서

원심 분무 분말 표면에 형성된 반응층의 조성과 거의 유사하였다.

실리콘 함유 반응층이 Al 기지와의 확산 반응을 억제하는 효과를 조사하기 위하

여 560~600℃ 범위에서 U-7Mo 시편과 Al-(0,2,5wt.%)Si 시편과의 확산쌍 시험을 수

행하였다. Si 반응층으로 코팅된 U-7Mo 시편을 코팅되지 않은 U-7Mo 시편과 동시

에 사용하여 Si 반응층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림 3-90는 580℃에서 5시간 동안 확

산쌍 열처리를 수행한 후 단면의 조직을 비교한 결과이다. 코팅되지 않은 U-7Mo와

Al-5Si는 약 50 ㎛의 반응층이 성장한 반면에 코팅된 U-7Mo와 Al 간의 확산쌍은

5~10 ㎛의 Si 반응층이 유지되고 있었다. 이는 Si을 Al 기지에 첨가하지 않고 U-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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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에 반응시키는 것이 더욱 효과적으로 확산반응층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림 3-91는 코팅되지 않은 U-7Mo 시편을 사용한 U-7Mo/Al, U-7Mo/Al-2Si,

U-7Mo/Al-5Si 확산쌍과 코팅된 U-7Mo 시편을 사용한 U-7Mo/Al 확산쌍의 열처리

시간에 따른 반응층의 두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코팅되지 않은 U-7Mo 시

편을 사용할 경우 순수한 Al과의 반응층은 매우 급격히 성장하며, Si을 Al에 첨가

하게 되면 반응층의 성장속도가 감소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코팅된 U-7Mo 시편

을 사용할 경우 Al에 Si을 첨가한 경우보다 더욱 반응층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음

을 알 수 있다. 표 3-25는 확산쌍 실험 전후의 반응층의 조성 변화를 측정한 결과로

서 Si 반응층으로 코팅된 U-7Mo의 경우 Si 반응층의 조성이 크게 변화되지 않고

약 5at%의 Al이 침투하는 것으로 그쳤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코팅되지 않은

U-7Mo와 Al-Si의 경우 반응층의 조성은 Si 함량이 약 30at%로서 Si 분말과의 반응

에 의해 형성된 Si 반응층의 65 at%보다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Si 함량이

높을수록 U-Mo와 Al 간의 확산 반응을 억제하는 효과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으며 Si 분말과의 반응에 의한 Si 반응층 형성 방법이 원심 분무 분말에도 직접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25. 확산쌍 실험 전후의 U-7Mo 표면의 반응층의 조성 비교.

Element
Si‐rich Layer before 

Diffusion Couple Test 
(at%)

Si‐rich Layer after 
Diffusion Couple Test

(at%)

Interaction layer in  
 U‐Mo vs. Al‐Si

(at%)
Al ‐ 4.8 49.6

Si 64.9 63.0 29.1

Mo 7.4 3.2 3.9

U 27.6 29.0 17.4

다. U-Mo/Al 분산 핵연료 및 U-Mo/Al-Si 분산핵연료에서의 반응층에 대한

실시간 중성자 회절시험

U-Mo/Al 분산 핵연료에서 연소 시간에 따른 U-Mo/Al 반응층 형성 양상은 핵

연료 성능을 결정한다. 따라서 연소 시간에 변화에 따른 반응상의 전개 및 반응층

형성 속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이를 통해 연소도에 따른 핵연료 성능 변화를 예



- 131 -

측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U-7Mo 핵연료 입자 분말

을 각각 Al 기지와 Al-5Si 기지에 분산시켜 제조한 두 종류의 핵연료 봉들을 550℃

에서 열처리하면서 20분 간격으로 실시간 중성자 회절 실험을 수행하여 등온 열처

리 시 시간에 따른 반응상의 변화에 대해 관찰하였다.

지름이 210～297 μm 범위의 U-7Mo 분말을 사용하여 연료 심재를 제조하였고

이때 U loading 양은 3.0 gU/cm3 이였으며, 심재의 크기는 지름이 6mm이고 높이

가 50 mm이다. 시험편 당 10시간 열처리 하여 총 30개의 중성자 회절 도형을 얻었

다.

중성자 회절 시험이 끝난 시험편은 SEM과 EDS를 이용하여 미세 조직과 반응층

성분 분석을 수행하였다. SEM과 EDS 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반응층을

구성하는 결정상 들을 예측한 후 측정된 중성자 회절 도형을 Rietveld 방법으로 분

석하여 반응상들의 결정 구조 및 정량적인 구성 비율을 결정하였다.

1) U-7Mo/Al 시험 결과

그림 3-92(a)는 중성자 회절이 끝난 시편의 단면 사진을 보인다. 선택된 여러 반

응충들에 대해 EDS 실험을 수행하여 얻어진 반응층의 조성 변화를 그림 3-92(b)에

종합하여 나타내었다. 반응층의 두께 및 모양은 다양하고 불규칙하며 수 μm에서 수

백 μm 두께를 가진다. EDS 실험 결과 반응층의 조성은 그림 3-92(b)에 타원으로 표

시한 바와 같이 Al/(U+Mo) 비가 약 3인 특정한 조성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그림 3-93는 550℃ 10시간 등온 열처리 동안 20 분 간격으로 측정한 중성자 회절

도형 중 일부를 보인다. 초기 시험편은 γ-상의 U-7Mo 분말과 Al 기지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열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γ-(U-7Mo) 상은 Mo 함량이

적은 α-U과 Mo이 많은 γ‘-(U2Mo) 상으로 상분리가 일어나며 시간이 더욱 경과하면

(U,Mo)Al3 의 반응상이 관찰되고 반응상에 의한 회절 peak의 강도가 증가한다.

그림 3-94은 측정된 전 회절 도형에 대해 Rietveld 분석을 수행하여 시간에 따른

상 분리 및 반응층 성장량을 정량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γ-(U-7Mo)는 열

처리 초기부터 상분리가 일어나며, (U,Mo)Al3 이 주 반응상이며 이 반응 상의 분률

은 시간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U,Mo)Al3 이외의 반응

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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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7Mo/Al-5Si 시험 결과

그림 3-95(a)는 중성자 회절이 끝난 시편의 단면 사진을 보인다. 선택된 여러 반

응충들에 대해 EDS 실험을 수행하여 얻어진 반응층의 조성 변화를 그림 3-95(b)에

종합하여 나타내었다. U-7Mo/Al 분산 핵연료 결과(그림 3-92(a))와 비교해 보면 반

응층의 두께가 상대적으로 얇다. EDS 실험 결과 반응층의 조성은 그림 3-95(b)에

타원으로 표시한 바와 같이 (Al+Si)/(U+Mo) 비가 약 1-2 사이인 영역과 3인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그림 3-96은 550℃ 10시간 등온 열처리 동안 20 분 간격으로 측정한 중성자 회절

도형 중 일부를 보인다. 초기 시험편은 γ-상의 U-7Mo 분말과 Al 기지로 구성되어

있고 Si이 석출물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열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γ-(U-7Mo) 상은 Mo 함량이 적은 α-U과 Mo이 많은 γ‘-(U2Mo) 상으로 상분리

가 일어난다. 그러나 U-7Mo/Al 시편에서 관찰되던 반응상의 회절 peak는 10시간이

경과하여도 쉽게 관찰되지 않는다..

그림 3-97은 측정된 전 회절 도형에 대해 Rietveld 분석을 수행하여 시간에 따른

상 분리 및 반응층 성장량을 정량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γ-(U-7Mo)는 열

처리 초기부터 상분리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간에 따른 상분리 양상

은 (U-7Mo)/Al 시편이 보이는 양상과 매우 유사하다. 반면에 반응상에 대한 회절

peak은 10시간의 열처리 후에도 크게 관찰되지 않으므로 Si의 첨가로 반응상의 성

장이 현저히 억제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i 석출물에 대한 회절 peak 강도는

열처리 시간 증가에 따라 감소된다. U-Mo/Al 분산 핵연료 및 U-Mo/Al-Si 분산핵

연료에서의 반응층에 대한 실시간 중성자 회절시험을 통해 상분리가 일어나는 시

간, 반응층 형성 시간, 반응층 형성 속도 및 반응층 형성에 미치는 Si의 영향등에

대한 정량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었으며 향 후 연소도에 따른 핵연료 거동을 예측

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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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o wire

Al Cladding 

Matrix(Al)

그림 3-81. 6 gU/cc Monolithic 다심 U-Mo 핵연료 개념도

그림 3-82. 다심 U-Mo wire 제조용 압출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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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3. 4개의 홈이 파진 Al 심재에 삽입된 U-Mo wire.

그림 3-84. swaging 단조 방법에 의한 다심 심재 제조.



- 135 -

그림 3-85. 제조된 다심핵연료봉

그림 3-86. U-7Mo 다심 wire의 XRD 상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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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7Mo/Al-5Si U-7Mo/Al-5Si

(a) 580도에서 5시간(~30 μm) (b) 600도에서 5시간( ~28 μm)

U-7Mo-1Ti/Al-5Si U-7Mo-1Ti/Al-5Si

(c) 580도에서 5시간 (~ 25 μm) (d) 600도에서 5시간 (~ 50 μm)

그림 3-87. 기지를 Al-5Si로 제조한 다심핵연료봉의 고온 확산실험 결과

그림 3-88. 900℃에서 1시간 동안 실리콘 분말 함침에 의해 코팅된 U-7Mo

분말의 형상(a)과 단면 미세조직(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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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9. 900℃에서 1시간 동안 실리콘 분말과의 반응에 의해 코팅된 감마상

U-7Mo 시편의 단면 미세조직.

그림 3-90. U-7Mo/Al-5Si 확산쌍과 코팅된 U-7Mo/Al의 반응층 변화 비교

(580℃, 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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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92. (a) BS SEM으로 관찰한 회절 시험 후 U-7Mo/Al 분산 핵연료의

조직 사진.

(b) 여러 선택된 반응층에서 관찰된 반응층에서의 등 간격 성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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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3. U-7Mo/Al 분산 핵연료의 열처리 시간 증가에 따른 중성자

회절 도형변화.

그림 3-94. 550℃에서 10시간 동안 열처리된 U-7Mo/Al 시편의 시간에

따른 상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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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95. (a) BS SEM으로 관찰한 회절 시험 후 U-7Mo/Al-5Si 분산

핵연료의 조직 사진.

(b) 여러 선택된 반응층에서 관찰된 반응층에서의 등 간격 성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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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6. U-7Mo/Al-5Si 분산 핵연료의 열처리 시간 증가에 따른 중성자

회절 도형변화.

그림 3-97. 550℃에서 10시간 동안 열처리된 U-7Mo/Al-5Si 시편의 시간에 따른

상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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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절 외국의 실용화 조사시험결과 추적

1. 미국의 RERTR 조사시험 결과

RERTR-4 조사시험에서는 U-10Mo/Al 분산핵연료 고출력 부위에서 핵분열 기체

에 의한 기공이 성장하여 과도한 핵연료 두께 증가를 일으키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그림 3-98) 이 현상은 반응층이 조사에 의해 비정질화 되어 일어나는 현상

으로서 U3Si 핵연료의 조사시험에서도 이미 관찰된 바 있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 미

국에서는 Al 기지에 Si을 첨가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RERTR-6 조

사시험에서 Al-0.2wt.%Si, Al-0.3wt.%Si, 6061Al(0.9wt.%Si), Al-2wt.%Si,

4043Al(5wt.%Si) 다섯 종류의 기지를 사용하여 조사용 분산핵연료 시편을 제조하였

다.

RERTR-4, RERTR-5, RERTR-6 조사시험의 연소도에 따른 fission rate

(fissions/cm3-s) 를 비교하면 그림 3-99과 같다. RERTR-6의 경우 RERTR-4 또는

RERTR-5 보다는 약간 낮은 fission rate로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00에서 보여주듯이 각 plate 핵연료의 두께 변화를 측정하여 비교한 결

과 Si의 함량과 plate 핵연료의 두께 변화가 뚜렷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Si이 많이 첨가된 Al-5Si 기지의 핵연료의 경우 가장 낮은 두께 증가를 보였으나, Si

이 적게 첨가된 Al-0.2Si 기지의 핵연료는 가장 높은 두께 증가를 보였다.(그림

3-101)

조사후시험에 의한 미세조직을 분석한 결과 Si이 적게 함유되어 있는 Al-0.2Si 기

지를 사용한 핵연료의 경우 fission rate가 높아서 반응층이 많이 형성되고 연소도가

높은 지역에서 핵분열 기체에 의한 기공이 성장하여 핵연료 두께가 크게 증가한 것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wt.%의 Si이 함유된 Al-2Si 기지를 사용한 핵연료의 경우 반응층 성장이

매우 적고 핵분열 기체에 의한 기공 성장이 관찰되지 않아 핵연료 두께 변화가 적

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02)

기지의 Si 함량에 따른 반응층 두께를 비교하면 그림 3-103과 같다. Si이 적게 들

어간 Al-0.2Si 기지 핵연료에서는 저온부에서도 10 ㎛이상의 반응층이 형성된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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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이 2wt.% 함유된 Al-2Si 기지 핵연료에서는 고온부에서 2 ㎛의 반응층 형성에 그

치고 있어 현격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Al-6061(0.8wt.% Si) 기지를 사용한 핵연

료는 고온부에서 2.5-7 ㎛의 반응층 형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Al-6061보다는

Al-2Si 기지가 반응층 성장 억제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104과 같이 좌측의 노외 확산쌍 시험을 통해 기지의 Si이 반응층 내로 우

선 침투하여 반응층은 상대적으로 높은 Si 함량을 보이는 반면 반응층 주변의 기지

는 Si이 희소한 영역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원자 단위의 전산 모사를 통해

서도 예측된 바 있으며 U과 Si의 화학적 친화성으로 인한 up-hill 확산 현상으로 분

석된다. 실제 조사후 시험에서도 반응층 주변에 Si 입자들이 희소한 영역이 관찰되

고 있다. 따라서 반응층 내에 Si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기지 내에 Si이 충분히 존재하지 않으면 반응층이 성장함에 따라 반응층 내

의 Si 농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6061합금 기지의 경우 반응층이 성장한 지역에서

핵분열 기체에 의한 기공 성장을 보이는 것은 반응층 내부에 Si 함량이 충분하지

않음으로 인해 반응층의 안정성이 낮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반응층 내의 Si 함량이 낮아지지 않도록 충분한 Si 의 공급이 가능한 기지 조성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RERTR-6 조사시험의 결과로는 2wt.% 이상의 Si 함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05는 반응층의 성장에 따라 반응층 내의 Si 함량이 어떻게 변화되는 지

를 계산한 도표이다. 기지내에 Si 함량이 많을수록 보다 두꺼운 반응층 두께까지 반

응층 안정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5at% Si 이상을 유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삼원계 U-Mo-X 합금을 사용한 고출력 시험인 RERTR-8 조사시험의 시간에 따른

열속은 그림 3-106과 같다. 초기에 300 W/cm
2

MEU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LEU로

환산한 평균 연소도가 88at%에 이르기 때문에 고연소도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림 3-107에서와 같이 RERTR-8 조사시험결과 Al-5Si을 사용한 핵연료는 매우

안정한 반응층을 형성하여 LEU로 환산한 연소도가 100at%가 넘는 고출력에서도 반

응층 두께가 2-3 ㎛에 그치고 있다. 그대신 고출력 부위의 핵연료 가장자리에서 핵

분열 기체에 의한 기공이 관찰되고 있다.

핵연료의 가장자리에 기공이 형성되는 현상은 그림 3-108와 같이 RERTR-7 조사

시험에서 Al-5Si을 사용한 핵연료에서도 85at%의 연소도에서 관찰된 바 있다.

지금까지의 미국 RERTR 조사시험 결과로부터 여러 조사시험 결과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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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약 5.5x1021 fissions/cm3의 fission density에서 핵연료 가장자리의 기공이 발

생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는 평균 연소도인 60at% 보다 높은 값으로서 실제 핵연

료의 사용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3-109)

2. 프랑스의 실크기 조사시험 현황

프랑스는 OSIRIS 연구로에서 실크기로 U-Mo 판상핵연료를 조사시험해오고 있

다. IRIS-1 조사시험에서는 파쇄 분말을 사용하여 낮은 열속(130 W/cm2)에서 조사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나 열속을 240 W/cm2으로 올린 IRIS-2 시험에서는

2.0-2.5x1021 fissions/cm3의 fission density에서 핵연료의 두께가 급격히 증가하여

조사시험이 중단된 바 있다.

그 이후 프랑스에서도 기지에 Si을 첨가하는 방안을 수용하여 Al-0.3wt.% Si 기

지와 Al-2.1wt.% Si을 사용하는 IRIS-3 조사시험을 실시하였고 핵연료 두께가 급격

히 증가하지 않고 안정한 거동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여 미국에 이어 Al 기지에 Si

첨가 효과가 유효함을 실증하였다.(그림 3-110) 그 이후 수행된 IRIS-TUM 조사시험

을 통해 파쇄 분말에서도 Al-2.1wt.% 기지의 경우 순수 Al 기지보다 두께가 덜 증

가됨을 확인하였다. 현재에는 IRIS-4 조사시험을 통해 U-Mo 분말의 표면산화가 연

소거동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려고 하고 있다. 그림 3-111는 약 1.5 ㎛로 산화막이

입혀진 U-Mo 핵연료 분말로 제조된 8 gU/cc의 분산핵연료 미세조직을 나타내고

있다.

표 3.26. 프랑스의 U-Mo 핵연료 조사시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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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IRIS-3의 조사후시험은 벨기에의 SCK-CEN에서 수행되었다. 그림 3-112은

약 49at% 연소된 IRIS-3의 판상핵연료의 단면으로서 기지는 Al-2.1wt.%Si이 사용되

었고 피복재는 AG3NE 합금이 사용되었다.

그림 3-113는 반응층을 중심으로 EPMA 원소 mapping을 수행한 결과를 보여준

다. 반응층의 성장과 Si의 분포를 비교하여보면 Si 입자가 U-Mo 입자와 만나는 지

점에서 반응층이 성장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반응층이 성장하다가 Si

입자를 만나게 되면 반응층 성장이 억제되면서 울퉁불퉁한 반응층을 형성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114과 같이 line scan을 통해 조성 분포를 살펴보면 반응층에서의 Si 함량

이 기지 보다 약간 높게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반응층 내에 Si입자가 존재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3-115와 같이 다른 부위를 line scan해 보면 기지

내에 존재하는 Si 입자와 가까운 반응층 외부가 반응층 내부보다 Si 함량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3. U-Mo 원심분무분말을 이용한 미국의 U-Mo 핵연료 개발 현황

AFIP는 ATR Full-size-plate In Center flux trap Position의 약자로 mini-plate 크

기의 판형핵연료를 원형 크기의 판형 핵연료로 증가시켜 조사시험을 통해 핵연료

성능 검증을 수행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AFIP-1에서는 U-7Mo 핵연료 분말이

Al-2wt.%Si 기지 합금과 Al-4.8wt.%Si 기지 합금에 분산된 두 종류의 분산 핵연료

plate에 대한 조사 시험이 수행되었다. 평균 U 밀도는 8 gU/cc 이며 한국원자력연

구원이 공급한 우라늄 농축도 19.85%의 U-Mo 원심분무분말을 이용하여 BWXT에서

핵연료 plate를 제조하였다. 조사시험은 최대 열유속 ~300 W/cm2에서 이루어졌으

며 2007년 6월에 조사를 시작하였고 2009년에 조사후 시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3-116은 조사 시험에 사용한 핵연료 plate의 형상과 크기를 보인다.

그림 3-117과 3-118는 각 각 조사 후 시편에 대한 전체 단면 사진과 연소도가 낮

은 영역(~2.0x1021 fissions/cm3)과 가장 높은 영역(~3.8x1021 fissions/cm3)에서의 미

세 조직 사진을 보인다. 그림 3-116에서 연소 후 핵연료 plate의 형상이 잘 유지되

고 있으며, 그림 3-117에서 Al 기지 내 Si 함량이 높은 경우 반응층의 성장이 약간

억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27는 두 핵연료 plate에 대해 측정된 팽윤량을

나타낸다. KAERI 공급 원심분무분말로 제조된 실크기 핵연료 plate가 비교적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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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연소 거동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27. 핵연료 plate 팽윤 측정 결과

Plate ave. fuel

swelling
Peak fuel swelling

plate ave. fission

density(fissions/cm
3
)

U-7Mo/Al-2Si 16.9% 31.5% 3.2x1021

U-7Mo/Al-5Si 16.3% 27.2% 3.35x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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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8. 미국의 RERTR-4 조사시험 결과.

그림 3-99. 미국의 RERTR 조사시험의 연소도에 따른 fission rate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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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0. 미국의 RERTR 조사시험 핵연료의 조사위치별 팽윤량 변화.

그림 101. RERTR-6 조사시험 핵연료(U-7Mo/Al-0.2Si, 8 gU/cc) 조사후

시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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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2. RERTR-6 조사시험 핵연료(U-7Mo/Al-2Si, 8 gU/cc) 조사후

시험결과.

그림 3-103. Al 기지내 Si 함량에 따른 RERTR-6 조사후 시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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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4. U-Mo/Al-Si 분산핵연료에 대한 조사시험에서 U-Mo 입자주위의

Al-Si 기지에 Si 잔류분포 및 전산모사 결과.

그림 3-105. Al 기지내 Si 함량에 따른 반응층 두께와 Si 함유량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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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6. RERTR-8 조사시험 핵연료의 조사중 출력밀도(W/㎠) 변화.

그림 3-107. RERTR-8 조사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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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8. RERTR-7 조사시험 결과(U-7Mo/Al-4.8Si, 85at%LEU BU).

그림 3-109. Fission density에 따른 U-Mo 핵연료의 팽윤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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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0. 프랑스 IRIS 조사시험 U-Mo 핵연료에서 fission density에 따른

핵연료 두께변화.

그림 3-111. U-Mo 표면에 산화막을 입힌 프랑스 IRIS-4 조사시험용

U-Mo/Al-Si 분산핵연료 미세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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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 프랑스 IRIS-3 U-Mo/Al-2Si 분산핵연료 조사시험 미세조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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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 IRIS-3 조사시험된 U-Mo/Al-2Si 분산핵연료에서 원소별

mapping 사진.

그림 3-114. IRIS-3 조사시험된 U-Mo/Al-2Si 분산핵연료에서 원소별

EPMA line scan 결과(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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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5. IRIS-3 조사시험된 U-Mo/Al-2Si 분산핵연료에서 원소별

EPMA line scan 결과(Ⅱ).

(a) (b)

그림 3-116. AFIP-1 조사시험에 사용된 핵연료 plate 형상(a) 과 크기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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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7. KAERI 원심분무 U-Mo 분말 함유 핵연료 plate에 대한 조사 후

시편 단면 사진

그림 3-118. 기지 내 Si 함량 변화에 따른 조사 후 시편의 미세조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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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연구개발 목표를 100% 달성 하였고, 그 내용의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원심분무 U-Mo 분말 해외수출

• 벨기에 SCK・CEN 연구소 및 프랑스 CEA에 원심 분무 분말 수출

국가 분말 종류 수량 금액 비고 용도 선적일

벨기에

SCK-CEN

NU-7Mo 5 kg US $ 15,000
천연우라늄

U-235 0.7% BR-2 핵연료

qualification
2009.07

LEU-7Mo 2 kg US $ 56,000
저농축우라늄

U-235 19.75%

프랑스

CEA
NU-8Mo 5 kg US $ 19,000

감손우라늄

U-235<0.2%
노외시험 2010.09

합 계 32 kg US $ 90,000

⇨ 해외 연구소에 원심 분무 U-Mo 분말 수출하였고 해외에서는 공급된 분말을

이용하여 U-Mo 핵연료 검증시험 진행 중이므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였다.

2. 노내 조사(KOMO-3) 시험 U-Mo 봉상핵연료 연소성능 평가완료

• 조사된 U-Mo 핵연료에 대한 조사후시험 및 연소성능 평가

- 조대립 U-Mo 입자사용, U-Mo에 소량의 제3원소 첨가 및 Al-Si 합금기지

적용으로 고온 조사조건에서도 반응 층 분율을 최대 40% 이내로 저감하여

KOMO-2 조사시험시의 완전반응 방지할 수 있는 기술개발.

• U-Mo 봉상핵연료의 조사 중 온도 및 팽윤 예측 Code 수립

- 조사 중 U-Mo와 Al 기지간의 반응 층 성장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반영하

여 핵연료 온도 변화를 예측하는 프로그램 개발

⇨ KOMO-3 조사 후 시험을 완료하여 반응 층 저감 기술과 봉상 핵연료 봉 성능

해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여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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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온 고출력 조사시험(KOMO-4) 후보핵연료 선정

• 연소성능 평가로부터 대상핵연료 선정

- 반응 층 성장을 최소화하는 5 gU/cc의

U-Mo-X(X=Zr,Ti)/Al-Si(Si=2,5,8wt.%) 분산 핵연료 선정

- 반응층 안정화 원소인 Si의 역할을 분석하기 위해 10 ㎛ 두께의 Si-rich 반
응층을 미리 형성시킨 U-7Mo 분산핵연료 선정

• 조사시험 조건 설정

- 고온(최대 200℃) 고출력(최대 107 kW/m) 조건에서 시험하여 봉상 U-Mo

핵연료의 선출력 한계도출 위함

⇨ 총 12 종의 핵연료 봉을 선정하고 고온 고출력 조사 조건을 선정하여 예비 평

가를 수행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하였다.

4. 반응 문제를 개선한 고온 고출력 조사 시험

• 조사시험(KOMO-4) 핵연료봉 제조 및 특성평가

- 12 종류의 고온 고출력 조사 시험용 분산 핵연료 제조 및 특성 시험 수행

• 노심안전성 평가

- MATRA-h 코드이용 정상 상태 및 과도 상태에서의 불확실도를 감안한

보수적 평가를 수행하여 안전성 확인

• 하나로 조사시험

- 하나로 OR3 조사공에서 132.1EFPD(평균 연소도 47.1%) 동안 조사시험 수행

⇨ 총 12 종의 KOMO-4 조사 시험용 핵연료 봉을 제조하고 이를 하나로에서 성

공적으로 연소 시험함으로써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였다.

5. 고온 고출력 조사시험(KOMO-4) 핵연료에 대한 연소성능 평가 착수

• 조사된 U-Mo 핵연료에 대한 조사후시험 및 자료생산

- Si 첨가에 의한 반응 층 형성 획기적 감소 확인

- Pre-interaction layer 형성시킨 핵연료에서의 반응 층 성장 억제 확인

- 조사 중 U-Mo/Al 반응층 성장억제에 관한 Si의 거동과 관련된 고온조건에



- 161 -

서의 irradiation mechanism을 세계 최초로 발견 및 향후 전 세계 U-Mo 핵

연료의 개발방향을 제시

• U-Mo 봉상핵연료 조사 성능 예측 Code 개발

- U-Mo/Al 뿐만아니라 U-Mo/Al-Si 분산핵연료의 반응층의 두께변화, 부피분

율 변화, 핵연료 심재 팽윤량, 중심온도 변화 등을 계산할 수 있는 관계식을

수립하여 코드에 반영.

⇨ KOMO-4 조사 후 시험을 통해 반응층 형성을 억제하는 Si의 역할을 세계 최

초로 발견하였고, Al-Si 기지의 봉상 핵연료에 대한 연소 성능 예측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였다.

6. 신개념의 U 고밀도 봉상핵연료 개발 및 특성평가

• 반응층 저감 다심핵연료 제조기술 개발(6 gU/cc)

- 반응 층 저감 U-7Mo/Al-5Si, U-7Mo-1Ti/Al-5Si 다심핵연료 제조 제조기술

개발(6 gU/cc)

- 열처리 법에 의한 신개념 Si-coated U-Mo 제조기술 개발 (세계최초)

• U-Mo/Al-Si 고온반응특성 노외시험 및 평가

-In-situ 중성자 회절분석 통한U-Mo/Al-Si 고온반응특성 노외시험 및 평가

⇨ 반응층 저감 다심 핵연료 제조 기술을 개발하고 Si-coated U-Mo분말 제조 기

술을 개발하고 특성을 분석하여 특허 출원 및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여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였다.

7. 외국의 실용화 연소시험 최신자료 입수 및 분석

• 외국의 고온/고출력 U-Mo 핵연료 조사시험 결과 입수 및 분석

- 외국의 실용화 연소 시험 최신 자료(RRTR-8/9, AFIR, IRIS) 입수 및 분석

⇨ 외국의 U-Mo 실용화 조사시험에 대한 결과를 입수 분석하여 목표를 달성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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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U-Mo 핵연료 기술은 연구로용 핵연료 뿐 아니라 중소형 발전로 용 핵연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원심 분무 분말은 미래 고속로용 금속핵연료 분말 제조에 활용될

수 있다. 고온 고출력 환경에서의 조사 시험 기술은 관련 핵연료 기술 개발에 활용

될 수 있다. 개발된 평가 기술 및 database는 핵연료 설계 및 안전성 해석에 필수적

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RERTR 프로그램이나 다른 핵연료

관련 database에 부족한 점을 보완 할 수 있으므로 핵연료 설계 기술 발전에 기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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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

 

□ 하나로에서 조사시험을 포함한 차세대 U-Mo 연구로핵연료 연구개발

결과는 가까운 장래에 하나로 노심을 U-Mo 핵연료로 전환을 위한 실

증시험 자료에 활용

ㅇ현재 하나로에서 사용중인 U3Si 분산핵연료 보다 우라늄 밀도가 높은 U-Mo

분산핵연료를 사용하여 구동 핵연료 hole(4개의 OR hole)을 조사공으로 사

용 가능

ㅇ 하나로 노심전환시 U-Mo 핵연료의 인허가를 대비한 qualification 시험자료로

활용

ㅇ 향후 국내에 추진될 하나로 후속 연구로 건설시 본 연구에서 개발된 기술을

적용한 U-Mo 핵연료로 최적의 노심성능 개량

ㅇ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는 금속핵연료로서 액체금속로 및 중소형 원자로의 핵

연료와 유사한 기술이므로 이러한 핵연료 개발에 활용

ㅇ 사용후 핵연료량을 최소화하기 시키는데 본 우라늄 고밀도 핵연료 기술이

활용

□ 2016년 상용화 예정인 U-Mo 핵연료의 수출기반 구축

ㅇ 2016년 U-Mo 핵연료 실용화시 노심전환 예상되는 벨기에 BR-2, 프랑스 ILL,

JHR 및 호주 OPAL 연구로는출력조건이 기존 U-Si 핵연료(100~150 W/㎠) 보다

매우 높은 최대 470 W/㎠의 출력밀도를 요구함. 연구로 가동시 핵연료 온도는

KOMO-4 조사시험 조건과 유사하여본 연구에서 수행된원심분무 U-Mo 핵연료

의 고온 고출력 조사시험 결과는 외국의 고성능 연구로 핵연료 개발시 중요한

back-up data로활용될예정임.

ㅇ 본 연구에서 개발된 고온 고출력 적용가능한 원심분무 U-Mo 핵연료 기술을 이

용하여 외국의 연구로에 원심분무 U-Mo 분말을 사용하도록 하고, 아울러

원심분무 U-Mo 분말 수출 및 기술 이전을 통한 외화 획득

ㅇ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될 연구로 수출을 대비, 세계적 선도기술인 연구로 핵연료

기술을접목하여연구로수출경쟁력제고에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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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

정보

 

- RERTR 2008 학회 논문 모음

- RERTR 2009 학회 논문 모음

- RRFM 2010 학회 논문 모음집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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