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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유동층반응기를 사용해서 입자표면을 피복하기 위해 필요한 He 혹은 Ar 가스의 양에 대해 계

산된 이론적인 유량이 실제 공정운전에서 사용되는 가스의 공급양보다 적게 나타나게 되면, 이것

은 이 반응시스템에 대한 공정개선의 가능성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이론

적인 식을 실제 시스템에 적용해 본 결과 이론적으로 계산한 결과에서 유동 초기 유동가스의 공

급유량은 감소하다가 일정한 온도에 도달하면 공급량이 증가하게 되고, 유동반응기 내부의 온도

가 증가하면 공급유량은 감소하였다. 유동을 위해 공급되는 가스의 최소유량은 반응기의 압력이 

0.1atm에서 60atm까지의 범위에서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혹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로부터 유도된 방정식에서는 유동가스를 이용해서 입자의 표면을 피복하는 경우 일정

한 두께까지 피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온도증가에 따라 피복가스의 공급가스의 유량을 적절하

게 조절하면 운전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추후 이러한 연구결과

를 확인하기 위해  

   -유동을 위해 필요한 가스의 유량을 줄이기 위해 bed의 균일성을 개선할 목적으로 유동층 반응

기의 설계를 개선하는 연구 

 -피복온도가 증가할 때 가스 유량의 감소와 일정한 온도에서 피복할 때 적절한 가스유량 프로그

램에 대한 잇점에 관한 연구 

 -피복공정에서 유동가스의 최소화를 위해서 상압보다 낮은 압력에서 유동에 대한 연구 

 -피복가스의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의 효과 

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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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Calculations of gas flow requirements and of other related parameters in the fluidized-bed 

process used to coat nuclear fuel particles are presented. These data include: volumes and 

surfaces of spheres for diameters of 50 to 500㎛; number of theses spheres in 1 g for densities of 

2 to 11 g/cm3; overall densities of coated spheres for initial particle diameters of 50 to 500㎛, 

initial densities of 8 to 11 g/cm3, coating densities of 1.0 to 2.2 g/cm3, and final particle diameters 

of 100 to 1000㎛; viscosities of Ar, CO2, He, and H2 for temperatures up to 2200℃; minimum flows 

of He and Ar necessary to fluidized nuclear fuel particles at 20℃; coefficients for converting the 

20℃ minimum fluidization gas flows to high-temperature flows (up to 2200℃); variation of 

particle diameter with time for constant weight deposition rate; variation of coating gas flow for 

constant linear growth of the coating; comparison of coating time at constant weight deposition 

rate and at constant coating growth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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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핵연료입자의 피복에 대한 연구는 영국 UKAEA(United Kingdom Atomic Energy Authority)의 

Huddle[1]과 Battle Memorial Institute[2], GA[3], ORNL[4,5]등의 연구기관에서 활발히 진행된 바 있

다. 최근에는 고온가스로 핵연료의 피복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고 있으며, 여러 사 기업과 화학관

련 회사들에 의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곤란한 점으로 피복시키려는 입자의 형태에 

따라 비용이 연관되기 때문에, 공정 개발과 관련된 피복 특성들이 확인되어야 한다.  

피복입자의 핵심을 구성하는 구형 UO2(혹은 UCO)입자의 제조는 개발하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공정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internal gelation공정(미국,인도)과 external 

gelation공정(독일,일본)과 total gelation공정(중국)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개발 초기

에는 내부겔화공정을 고려하였으나, 공정 운전의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독일과의 협력체제를 

이용하여 외부겔화 공정을 개발하게 되었다.  

그러나 외부겔화 공정에서 제조되는 연료핵입자는 산화물 형태의 UO2입자가 대부분으로, 최근

에 GEN-IV를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는 초고온가스로 핵연료의 개발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자, 

UCO입자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궁극적으로 UCO입자를 제조하려는 경향이 주 이슈로 떠오

르면서 제조공정의 review와 함께 품질 증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에서 초고온가스로 핵연료로 사용예정인 UCO입자의 제조에 대한 최근의 동향은 GA를 중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2000년대 초기 독일과의 국제협력에서 그들이 응용했던 기술은 외부

겔화 공정을 이용해서 UCO입자를 제조하는 방법으로 탄소의 source로 PVA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AU gel입자를 만들고 이를 열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외부겔화공정에서 사용하는 방법

과는 다른 rotary calciner와 rotary sintering furnace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UCO입자를 제조한 경

험을 갖고 있다. 공정의 운전 흐름은 

1. Broth preparation 

2. Sphere formation 

3. Precipitation(external gelation) 

4. Water washing(AWD 1) 

5. IPA washing(AWD 2) 

6. Drying(AWD 3) 

7. Calcining (rotary calciner) 

8. Sintering(rotary sintering furnace) 

9. Tabling 

공정의 순서에 따라 이 과정에 대한 각각은 구별되며 앞부분의 단위공정에서 만들어진 물질들이 

후속으로 연결되는데 초기 구형 연료핵입자의 제조와 함께, 제조된 구형입자의 표면을 3중으로 

피복하는 피복공정의 개발이 필수적이고, 이때 피복과정에서 사용되는 유동층반응기의 형태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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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메커니즘, 피복가스의 유량 등 공정변수가 다양하다.  

그러나 독일과의 국제공동 연구가 끝난 후, DOE의 계약하에 GA에서 개발된 UCO입자 제조 

공정은 내부겔화공정을 사용해서 carbon black를 탄소의 source로 활용하는 공정이 ORNL에서 개

발되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1980년대 말 원자력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발생함에 따라 

핵연료제조에 대한 연구가 중단되어 암흑기를 겪다가, 2000년대 초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의 충족

과 화석연료의 과대 사용으로 발생되는 지구온난화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차세대 청정에너지원으

로 각광받게 될 수소가스 생산이 가능한 고온가스로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이와 더불

어 핵연료 개발에 대한 재해석이 진행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종전에 개발, 축적되었던 

각종 자료들의 분석과정에서 산화물 연료와 혼합물 연료의 특성이 분석되고, 미국에서는 초고온

가스로에 사용할 핵연료로 UCO연료를 선택하여, 기존의 제조방식에 대한 review와 제조공정의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춰 공정의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UCO연료핵 입자 제조과정에서 기존의 독일공정과는 다른 물질흐름을 갖는 공정

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발전시키고 있으며, 공정의 흐름은  

1. Broth preparation 

2. Sphere formation 

3. Precipitation 

4. Water washing 

5. Alcohol washing 

6. Drying 

7. Calcining and Reduction & Sintering (fluidized bed reactor, once through) 

8. Tabling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공정운전에 대한 방법이나 특성 및 장치특성에 대

해서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기밀사항으로 분류하여 외부의 노출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고온가스로에서 사용되는 핵연료로는 주로 산화물(UO2) 연료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

되어 왔지만, 원자로 출구온도가 높아지는 초고온가스로에서는 산화물 연료에 대한 부정적인 시

각과 더불어 미국에서는 UCO입자에 대한 연구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UO2

형태나 UCO형태의 핵연료 제조공정은 거의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단지 UCO입자 제조공정

의 경우 제조된 구형 Gel입자의 열분해 과정에서 유동층반응기를 사용한다는 것과 이를 운전하는 

과정에 대한 특성 분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ORNL에서는 열분해를 위한 유동층반응기의 유동

특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본 보고서에서는 초기 구형입자 제조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

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유동층반응기 운전에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하였다. 

 

우선 구형의 연료핵입자의 제조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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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2.1 미세구 제조 

 

1) Broth용액 제조 

Broth는 gelled microsphere를 생산하기 위해 암모니아와 반응하는 공급물질로 세라믹형태의 핵연

료 물질로 변환된다. Broth 용액은 3가지 성분으로 만들어지는데 외부겔화 공정에서 사용되는 성

분은 UNH(Uranyl Nitrate) 용액, PVA(Polyvinyl Alcohol)분산,THFA(Tetrahydrofurfuryl Alcohol)을 사

용하는데 반해 내부겔화공정의 경우 deficient UN용액(ADUN), HMTA, Urea등을 사용한다. 

UNH용액 : UNH용액은 UO3분말을 질산에 용해시켜 제조한다. UO3는 질산에서 

disproportionation에 의해 물로 변화되는데, 반응식은 

UO3 + 2HNO3 + 5H2O → UO2(NO3)2 6H2O 

용해속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UO3를 급격하게 교반하면서 용해시키며 상기반응식에서 계산된 양

보다 질산의 양을 부족하게 사용해서 acid deficient한 상태로 용액이 얻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UNH용액은 geometrically safe한 용기에서 안전하게 보관한다. 

PVA분산 : PVA는 - (CH2-CHOH) -  구조를 갖는 linear polymer이다.  GSP공정에서 PVA의 역할은 

broth용액의 rheological 물성을 조절해서 구형 액적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이

외에 PVA는 UCO 연료핵입자의 Carbon source로 사용된다. PVA는 물과의 급속한 교반으로 용해

시킨다. 

THFA : THFA는 상기에서 만들어진 broth용액의 rheological change를 서서히 진행시키는 역할을 

한다.  

 

2)  Sphere formation   

구형 액적은 broth 용기에서 유량 제어를 통해 작은 needle을 통과시키면서 암모니아수 칼럼으로 

떨어뜨린다. Broth용액의 온도는 열교환기를 통해 조절한다. 작은 needle을 통과한 액적은 표면장

력이 작용하여 구형으로 원형복원되고 암모니아 가스층을 통과하면서 표면경화를 거친 후 칼럼 

내부로 떨어진다. 칼럼에서 적절한 숙성이 진행되면서 다음공정으로 이동한다.  

 

3)  침전 및 추출칼럼 

부분적으로 gelled된 kernel들은 6” column으로 모이고 이 칼럼은 그림3에서 보는 것처럼 연속 5

단계 count-current 공정이다.  Gelled kernel은 중력으로 떨어지게 되고 암모니아수가 count-

current로 흐른다. Uranyl ion이 암모니아와 반응할 때 ammonium urinate(AU)이 형성된다. 여기에

는 몇가지 이견이 있는데, 이 이유는 uranyl nitrate가 암모니아와 반응하면서 다음과 같은 여러 

형태의 분자 구조를 갖는 생성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UO2(NO3)2  + NH4OH  →  (UO3∙2H2O) 

 (3UO3∙NH3∙5H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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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3∙NH3∙3H2O)           +  NH4NO3 

(UO3∙2NH3∙4H2O) }  

 

암모니아수 gelation칼럼에서는 계속적으로 AU의 침전반응이 진행되고 암모니아수 용액속으로 반

응부산물인 ammonium nitrate가 추출된다. 만들어진 kernel은 하부에 위치한 저장조로 침강되고 

다음 공정인 세척공정으로 이송된다.  

 

4)  물세척 

이 칼럼에서 과량의 암모니아, THFA 및 nitrate들이 물 속으로 추출되고 gelled polyuranate는 IPA 

칼럼으로 이송된다. Kernel은 4단의 물 칼럼에서 세척되는데, 상부에서 중력으로 침강하고 

counter-current로 하부에서 물이 유동한다. 초기에 인입되는 신선한 증류수는 최종 단의 하부에

서 공급되고, 평균 잔류시간은 약 60분이 소요된다. 세척이 종료되면 중력에 의해서 최종단 하부

에 있는 저장조로 kernel이 모이게 되고, 증류수로 차있던 최종단에는 kernel로 대체된다. 모여진 

kernel은 다음 공정인 IPA세척 단계로 수동으로 이송된다. 

 

5)  IPA세척 

이 칼럼에서 물, 암모니아, THFA 및 nitrate 가 추출된다. 칼럼으로 4단으로 구성되고 각 단 하부

에 accumulator가 장착된다. 각 단은 각각으로 recirculator가 장착되어 있다. 칼럼은 그림(4)와 같

다.  Kernel은 4단 칼럼의 최상부에서 공급되고 중력으로 하강하면서 counter-current로 흐르는 

IPA와 접촉하면서 세척이 진행되고 IPA는 하부에서 공급된다. IPA 칼럼에서 평균 잔류시간은 거의 

45분 정도이고 잔류시간은 각 단에 장착되어 있는 recirculator의 흐름에 의해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Kernel은 칼럼의 하부에 장착된 저장조로 모이고 저장이 완료되면 dryer tank로 이송

한다.  

 

6)  건조 

공급되었던 모든 물, 알코올 들이 건조기에서 제거된다. 건조기는 그림5에 나타내었고, 참고문헌 

1에 자세히 언급하였다.  알코올 에 있던 kernel은 rotary dryer에 공급하고 온도가 조절된 질소분

위기에서 젖은 상태의 입자들이 tumbling되면서 건조가 진행된다. 여기서 발생된 solvent-rich hot 

nitrogen는 출구에서 냉각되어 물과 알코올로 응축되고 응축되지 않는 nitrogen은 재 가열하여 

dryer로 재 공급된다. 건조되는 동안 kernel의 부피감소(shrinkage)가 일어난다. 건조된 kernel의 

부피는 초기 액적의 약 44%가 된다.  

 

7)  하소 

Rotary calciner가 사용되었으며 그림7과 같다. 하소는 gelled 입자의 구성 성분인 PVA가 열분해되

면서 발열하는 mild한 발열반응으로 열처리과정이다. 이 반응은 주로 280~300℃에서 발생하며, 

PVA의 열분해는 주로 2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첫 번째는 휘발성 생성물의 형성에 의해 수행되는 

dehydration이고, 두 번째는 카본과 약간의 휘발성 hydrocarbon들이 생성되는 과정이다. 또한, 하

소가 진행되는 동안 화학적으로 결합되었던 물과 암모니아가 날라가고, 우라늄산화물이 CO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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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면서 환원이 진행된다. AU의 하소는 UO2로 최종 환원될 때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된다.  

20~200℃사이에서 dehydration이 발생하고, 200~350℃사이에서 물과 암모니아의 방출에 의해 열

분해되며 350~450℃사이에서 UO3 고체 안에 잔류하였던 암모니아가 환원되어 U3O8 혹은 U4O9

으로 환원된다. 최종 UO2로의 환원은 500℃에서 일어난다.  

Rotary 하소로는 300℃까지 서서히 가열되면서 온도 조절되고, 그 온도에서 30~60분 정도 유지

한다.  그 후 650~700℃까지 급격하게 온도를 올리고, 30~60분 정도 유지하며 온도 가열은 직선

적으로 가열한다. 총 운전시간은 24시간 걸린다.   

 

8)  소결 

UCO kernel의 최종 열처리는 rotary sintering furnace에서 수행하며 그림8에 나타내었다. 요구되는 

최종 kernel의 화학적인 조성은 UO2와 UC2의 혼합물로 여기서 UC2는 20 mol%이하여야 하고 나

머지는 UO2이다. 원하는 최종밀도와 화학적 조성을 얻기 위해 소결 온도는 적어도 1800℃정도는 

되어야 한다. 

이 소결로는 1600℃까지 자동으로 조절되며 이 온도에서 30 분 유지하고 1800℃까지 가열한 후 

30분 유지 후 상온으로 냉각한다. 총 운전시간은 거의 24시간 정도이다.  

 

9)  분리 

진동 테이블을 이용해서 구형입자와 그렇지 못한 입자를 구분한다(그림9참조). 진동 테이블은 Y축

으로 약간 경사를 갖고 있으며, X축으로 진동시킨다. 따라서, 둥근 kernel입자는 테이블 아래쪽으

로 굴러 내리고, 그렇지 않은 입자는 테이블의 옆으로 굴러가서 분리된다.   

 

 

2.2 유동층반응기의 적용 

 

핵연료입자의 피복에 대한 연구는 소규모 형태로 수동작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때 사용되는 반응기인 유동층반응기는 고온으로 유지되어 있는 수직반응기 내부에 피복시킬 입

자를 부유시키는 장치와 장비들로 이루어져 있다. 대표적인 예로 카본 피복을 위해 사용되는 장

비를 그림[1]에 간단히 나타내었다. 장치 및 장비를 보면 유도가열로 혹은 유도저항 가열로 안에

서 1500~2000 로 가열되는 수직의 graphite tube가 반응기 역할을 하며, 구형 입자가 이 tube안

에서 하부에서 인입되는 유동가스에 의해 유동 형태를 유지하게 된다.  

입자의 실질적인 표면 피복은 tube하부에서 인입되는 유동가스에 소량의 피복가스를 혼합하

여 인입시킴으로써 진행된다. 고온지역을 통과하면서 유동가스에 혼합된 탄화수소 가스가 분해되

고, 각 입자들의 표면에 분해생성물인 카본이 피복되는 구조이다.  

핵연료 입자의 피복에 대한 일반적인 조건들은  

- 피복반응기의 직경 : 3~5 inch 

- 입자의 직경 : 15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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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자의 밀도 : 8~11 g/cm3 

- 탄화수소 : 아세틸렌 혹은 메탄 가스의 2~25% 

- 피복두께 : 2~100㎛ 

- 피복시간 : 5~12 hrs 

등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공정 운전 조건이 중요한 요인인데, 중요 문제점 중의 하나

는 입자의 유동과 피복을 위해 사용되는 가스 공급 유량이 정확하게 현재까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각각의 시스템에서 피복이 진행되는 동안 입자의 직경, 밀도, 점도 등이 

변하고, 인입되는 가스의 온도, 밀도, 점도 등이 피복장치 내부에서 급속하게 변하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유동층반응기 운전과정에서 유동가스의 유량에 관련해서, 유동을 좀 더 

원활하게 하면서 입자 표면피복을 수행할 수 있는 가스공급 유량에 대한 것으로 여기에는  

- He(or Ar) 가스를 사용해서 입자 직경 50~1000㎛, 밀도 2~11g/cm3, 온도 20~2200℃에서 

피복두께의 밀도 1.0~2.2g/cm3을 갖도록 하는 최소유동을 위한 가스유량 

- 피복가스를 일정하게 공급할 때 일정한 피복두께를 갖을 수 있도록 하는 가스유량 

- 피복가스의 변화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Fig.1. Schematic flow diagram of a fluidized-bed co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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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입자 유동을 위한 최소유량 

 

피복장치 안에서 입자가 유동하기 위한 인입 가스의 최소 유량은 인입되는 가스의 물성, 온도, 입

자의 모양, 직경과 밀도, 입자와 bed void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상수 값인 εm 등에 의해서 결정

된다. 유동을 위한 최소유량인 Gmf는 Leva의 표현[7,8]에 의해 제시된 방정식에 의해 유도할 수 

있다.  

                                                                  (1) 

 

                                                             (2) 

 

여기서, 

   Δp  = pressure drop through fluidized bed 

L  = fluidized bed height 

Vm= minimum fluid velocity for fluidization 

Φ = particle shape factor 

D = particle diameter 

μ = fluid viscosity 

g = gravity acceleration 

ρf= fluid density 

ρs= solid density 

εm= bed-voidage fraction at point of minimum fluidization  

 

상기 방정식 (1), (2) 및 Gmf에 따라 유동을 위한 최소 질량속도는 Gmf = Vm∙ρf 로 표현할 수 있음

을 감안하면  

                                                        (3) 

 

여기서, Gmf = g/sec/cm2를 나타낸다. 

 

100~500㎛ 크기를 갖는 구형 핵연료 입자의 경우, 상기 (3)식은 약식 계산을 위해 단순화시

킬 수 있다. 먼저 입자의 shape factor 는 입자의 모양이 구형이기 때문에 1로 대체할 수 있고

[9], 이 경우 상기 최소 유동공간 εm은 균일한 입자분포를 갖게 되면 0.406의 평균값을 갖는다. 

이 값은 C.Van Heeden, A.P.P.Nobel 과 D.W.Van Kreveley[10]등에 의해 제안된 것으로, 이 값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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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연구자들[11,12]이 제안한 값과 유사하다. 이상을 위 (3)식에 대입하면 

 

                                                         (4) 

여기서,  

    Gmf = g/sec/cm2 

    D   = ㎛ 

    μ   = cP 

    ρf, ρs = g/cm3 

 

표(1)에 0℃, 1기압 하에서 Ar, He가스 상당 유량을 나타내었다.  상기 방정식 (4)는 Re(Reynolds 

number) 10 이하의 유동 조건에서 적용할 수 있다.  이는 피복공정에 적용할 수 잇는 조건이다. 

Re가 10보다 큰 경우 Gmf는 Re가 100일 경우 drag coefficient를 곱해서 0.5를, Re가 1000일 경우 

0.25를 곱한 값을 사용한다.  

    Re = (Gmf X D) / μ 

여기서  

   Gmf = g/sec/cm2 

    D  = cm    

    μ  = Poise 

를 나타낸다. 

 

Table 1. Gas Flow Equivalents for 0℃ and 1 atm. 

 Ar He 

Mass flow, g/sec/cm2, Gmf 

Mass flow, lb/hr/ft2 

Volume flow, std sfm/ft2 

Velocity, cm/sec 

Velocity, fps 

1 

7373 

1104 

561 

18.4 

1 

7373 

11030 

5603 

184 

 

핵연료입자의 표면피복 공정에서 입자의 유동을 위한 최소 가스유량을 계산하기 위해, 모든 

항목에 대한 입자의 크기와 밀도를 알아야 한다. 일정한 피복율, 성장율을 위해 시간 함수로서 입

자 크기의 변동에 대해서는 다음에 언급한다.  

초기와 최종 입자 크기, 초기입자, 피복밀도의 함수로서 입자의 밀도는 그림(A4~A23)에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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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온, 상압에서 Ar과 He가스를 사용해서 core density = 9.0과 피복밀도 1.0, 1.5, 1.8, 과 2.0일 

경우 적용 예를 그림 (2~9)에 나타내었다. 초기에 Gmf가 감소하는 것은 곡선을 구성하기 위한 것

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피복이 진행되는 동안 피복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Gmf가 증가한다. 이것

은 초기에 입자 밀도의 강하에 의한 영향으로 입자의 직경이 증가함에 따라 나중에는 방정식(4)

보다 더 큰 값을 나타낸다. 이러한 값들은 균일한 입자를 사용한 유동실험에서 Leva와 다른 연구

자들에 의해 발표된 것과 일치한다[12].  

한편, 불균일한 입자가 존재할 때 모든 bed 내에서 균일한 혼합을 위해 공급되는 가스 유량

의 실질적인 값은 Gmf 보다 크다.  예를 들어 spouting bed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가스 공급 중

앙부분에 있는 입자들은 상방향으로 올라가고 원주방향에서 위치의 변화없이 그대로 서서히 내려

온다. 이러한 행동의 한 징후가 polyhedral-shaped피복 형태이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서 다른 측정시스템에 대해서도 빠른 계산을 위해, 상기 (4)식은  

                                                        (4a) 

                                                                   (4b) 

로 사용할 수 있고, 여기서 

    G’mf = g/hr/cm2 

    D   = ㎛ 

    μ   = cP 

    ρs, ρf = g/cm3 

    G’’mf = lb/hr/ft2 

이 방정식에 대한 nomogram은 그림 10에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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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 Minimum gas flow for fluidization Gmf with Ar at 20℃, 1 atm, particle density=9.0g/cm3,  

and coating density=1.0g/cm3. 

 

 

 

 

Fig.3. Minimum gas flow for fluidization Gmf with Ar at 20℃, 1 atm, particle density=9.0g/cm3,  

and coating density=1.5g/c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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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 Minimum gas flow for fluidization Gmf with Ar at 20℃, 1 atm, particle density=9.0g/cm3,  

and coating density=1.8g/cm3. 

 

 

 

Fig.5. Minimum gas flow for fluidization Gmf with Ar at 20℃, 1 atm, particle density=9.0g/cm3,  

and coating density=2.0g/c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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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 Minimum gas flow for fluidization Gmf with He at 20℃, 1 atm, particle density=9.0g/cm3,  

and coating density=1.0g/cm3. 

 

 

 

 

Fig.7. Minimum gas flow for fluidization Gmf with He at 20℃, 1 atm, particle density=9.0g/cm3,  

and coating density=1.5g/c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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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8. Minimum gas flow for fluidization Gmf with He at 20℃, 1 atm, particle density=9.0g/cm3,  

and coating density=1.8g/cm3. 

 

 

 

 

Fig.9. Minimum gas flow for fluidization Gmf with He at 20℃, 1 atm, particle density=9.0g/cm3,  

and coating density=2.0g/c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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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Nomogram of equation G’mf=2X10-2 Do2/μ (ρs-ρf)ρf. 

 

2.2.2 유동층에서 최소유량에 대한 온도효과 

 

상기 방정식 (4)는 최소 유동가스 유량 Gmf는 ρf/μ 에 비례한다는 것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

면 유동가스의 동점도(kinematic viscosity)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온도 T에서 유동을 위한 최소 

가스유량은 유동 온도 coefficient RT에 상온에서의 유량을 곱해서 계산할 수 있고,  

RT = (ρfT/μT) / (ρf20/μ20)  

의 관계에 의해 그림 11, 12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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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1. Temperature coefficient of Gmf for Ar at 1 atm pressure. 

 

고온에서 가스의 점도는 수월하게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의 점도 값을 

extrapolating하여 사용했다. 그 결과는 그림A24~A27에 나타내었다.  

ORNL의 수학팀의 C.W.Nestor에 의해 μ=a+b√T +cT를 기초로 하였다.  

여기서  

T=absolute temp. K  

μ=viscosity, micro-poise 

a,b,c=다음과 같다. 

Gases a b c 

He 

Ar 

CO2 

H2 

-11.32 

-155.2 

-141.8 

-14.96 

9.265 

22.45 

16.82 

5.055 

0.1642 

-0.12422 

0.00724 

0.05536 

 

그림 11과 12는 Gmf에 따른 온도 의존성을 극명하게 나타낸다. 예를 들어 2000℃에서 최소 유동

을 위한 가스 필요량은 상온에서 필요한 가스 필요량의 거의 1/20 정도밖에 필요하지 않다. 이 

곡선은 피복 온도에 따라 porous, laminar, columnar등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실은 피복 특

성에 따라 가스 유량을 조정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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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2. Temperature coefficient of Gmf for He at 1 atm pressure. 

 

 

2.2.3 유동층에서 최소유량에 대한 압력효과 

 

J.Kestin, W.Leidenfrost등에 의한 최근의 연구에서[14], He, Ar, H2의 점도는 절대압력이 1/10 

atm에서 60atm으로 변화될 때 몇 % 밖에 변하지 않음을 보고하고 있다.  Gmf는 가스의 밀도에 비

례하고, 점도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 자신은 압력에 비례) Gmf는 거의 가스 압력에 비례한다.  

이와 관련된 예를 핵연료 제조과정에 적용해 보면 

(1) Subatomspheric pressure 의 적용으로 피복 공정에서 유동가스를 감소시킬 수 있고 

(2) 어떤 압력과 온도 조건에서 입자를 유동시키기 위한 가스량으로부터 필요한 열 공급량을 

추산할 수 있다 

 

 

2.2.4 입자의 직경에 대한 영향 

일정한 유속으로 반응기안에 입자를 통해 hydrocarbon이 흐를 때 입자 표면에서 피복되는 

질량율(mass rate)는 일정하다[15].  따라서 일정하게 피복두께가 증가하면 입자의 표면적이 증가

하기 때문에 일정한 감소율을 나타낸다.  

어느 시간에서 입자의 직경 Dt는 다음 방정식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    

        Vt = Vo  + c t                                                                   (5) 

        Vo = ΠDo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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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 = ΠDt3/6                                                                     (6) 

그런데   Dt =(6/π)1/3 (Vo-c t)1/3                                                 (7) 

                   Dt =Do {(1+6c/(πDo
3) t)1/3                                              (8) 

                   C = Wo/(ρ d N)                       

(9)  

여기서   Vt = volume of spherical particle at time t (cm3) 

         Vo = volume of spherical particle at time to (cm3) 

         Dt = diameter of spherical particle at time t (cm) 

         c = volume of carbon deposited per minute (cm3) 

         Do = diameter of spherical particle at time t (cm) 

         t  = time (min) 

        Wo = weight of carbon(or other coating) deposited per g of particle per min. 

         ρd = density of deposit (g/cm3)  

         N = number of uncoated spheres in 1 g (첨부 그림A-2) 

 

입자 밀도 9.0 g/cm3과 피복밀도 2.0 g/cm3을 적용한 그림 13은 상기 방정식 (5)~(9)를 적용한 것

이다. 입자의 직경이 150㎛인 입자의 분당 피복량 4.4mg에 대한 입자 직경의 크기 변화폭은 0.98

㎛/min으로 나타났다.  다른 입자 직경에 대한 변화폭은 

     Initial particle diameter(㎛)           coating deposition rate(mg/min) 

               50                                   13.2 

              100                                    6.6 

              150                                    4.4 

              200                                    3.3 

              250                                    2.6 

              300                                    2.2 

              350                                    1.9 

              400                                    1.6 

              450                                    1.5 

              500                                    1.3 

 

그림에서 입자의 크기에 따라 성장율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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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Particle growth at constant Hydrocarbon flows; initial growth 0.98㎛/min, core density  

9.0g/cm3, and coating density 2.0g/cm3. 

 

 

2.2.5 일정한 피복을 위한 유량의 프로그램밍 

피복이 진행되는 동안 입자 직경의 일정한 증가는 입자의 표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인입되

는 피복물질을 일정하게 조절하는게 필요하다. 만약 시간당 입자 직경의 증가율을 α 라고 하면, 

시간 t에서 입자의 직경은  

     Dt = Do (1+αt)                                                                    (10) 

입자의 부피는 

     Vt  = π (Dt)3 /6 

= π/6 Do
3 (1 + α t)3                                                           (11) 

따라서, 시간 당 입자 부피의 증가는  

     dV/dt = π/6 Do
3 ∙ 3(1+αt)2 α 

           = (παDo
3)/ 2 (1+α t)2                                                                                     (12) 

입자 1g이 시간당 카본이 피복되는 무게는  

      W = ρd N (dV/dt) 

= (π α ρ d N Do
3)/2 (1+αt)2                                                   (13) 

여기서, ρd= 피복밀도를 나타낸다.  여기서 

     Wo = (π α ρ d N Do
3)/2                                                           (14) 

이기 때문에, 카본의 침적의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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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 Wo (1 + α t)2                                                                (15) 

이 된다.  그림 14에 있는 곡선은 여러 크기를 갖는 입자들에 대한 분당 피복되는 피복물질의 양

을 나타낸 것으로, 입자의 밀도를 9.0 g/cm3, 피복층의 밀도를 2.0 g/cm3로 가정하고 0.98㎛

/min/g의 일정한 속도로 피복될 경우에 대해서 나타낸 것이다.   

 

 

Fig.14. Programming of Hydrocarbon flow for a constant particle growth rate of 0.98 ㎛/min. 

 

 

 

2.2.6 피복시간의 비교 

 

일정한 카본 피복율로 원하는 입자의 직경 Dt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 tw는 방정식(8)과(9)로

부터 

     tw = π/6c (Dt
3-Do

3)                                                                (16) 

     tw = (π ρd N)/(6Wo) (Dt
3-Do

3)                                                       (17) 

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일정한 입자 성장율에서 직경 D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 tα 는 

     tα = (Dt-Do)/Do α                                                                  (18) 

     α = 2Wo/(π ρ N Do
3)                                                              (19) 

 tα  = (π ρ N Do
2)/2Wo (Dt-Do)                                                       (20) 

으로 표시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방정식 (17)과 (20)으로부터 일정한 카본 피복율에 대한 tα 와 

tw 의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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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α/tw = 3 Do
2 / (Dt

2 +DtDo + Do
2) 

         = 3 / {1 + (Dt/Do) + (Dt/Do)2 }                                                  (21) 

방정식 (21)은 입자의 크기나 피복 밀도와는 무관한 두 개의 피복 시간의 비율로 단지 초기 입자

와 최종 입자의 직경에 의존하는 방정식임을 알 수 있다. 이를 간략한 예로 나타내 보면 

            Dt/Do                   tα/tw  

            2.0                     0.43 

            2.5                     0.31 

            3.0                     0.23 

와 같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일정한 피복율로 피복되는 입자의 경우 피복 시간은 시각적으로 줄어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초기에 일정한 피복율인 0.98㎛/min로 일정하게 피복된다고 하면 150㎛입자의 

경우 피복두께를 100㎛라고 하면, 그림(13)을 적용할 경우 약 10 시간의 피복시간이 걸려야  350

㎛ 직경의 최종 입자를 얻을 수 있음을 알려준다.  

그러나, 피복율을 0.98㎛/min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피복가스의 유량을 조절하면서 피복을 진

행하면 피복시간은 350㎛ 입자를 얻을 때까지 3시간 16분 정도 걸릴 수 있음도 그림(13)으로부터 

알 수 있다.  

한편, 유동층반응기의 경우 반응기내부에서 입자의 원활한 유동을 위해서는 적정량의 반응가스

필요하며, 너무 많거나 적은 양의 반응가스나 유동가스를 투입할 경우 가스의 낭비나 혹은 유동

의 불량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유동상태를 유지하면서 가급적이면 공급되는 유동

가스(반응가스)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유동층에 사용되는 반응가스의 경우 비활성 가스

인 아르곤 가스가 유동가스로 사용된다. 핵연료를 포함한 유동층반응기의 경우 반응기에 공급되

는 가스의 양은 공급되는 가스의 양과 반응기를 채우고 반응후 나가는 방출가스와의 관계가 중요

하다.  

따라서, 유동층 반응기의 방출구조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반응기 내부에서 반응온도가 다른 

구간을 가질 때는 온도를 조절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응기 내부를 냉각 혹은 재가열하는 

제약된 구속 요건을 가질 필요가 없는 유동층 반응기의 구조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일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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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피복공정에서 핵연료 입자의 유동을 위해 필요한 He 혹은 Ar 가스의 계산된 이론적인 유량은 대

부분 이 공정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가스의 양보다 적다.  이것은 이 시스템에서 공정 개선의 가

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데이터에서 초기 유동가스의 유량은 감소하다가 일정한 온도에 도달하

면 증가하고 만약 피복온도가 증가하면 유량은 감소한다. 유동을 위해 공급되는 가스의 최소유량

은 0.1atm에서 60atm까지의 범위에서 증가하거나 혹은 감소하는 것에 비례적이다. 방정식에서는 

또한 어떤 피복 두께까지 피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피복가스의 유량을 적절하게 조절하면 획기

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유동을 위해 필요한 가스의 유량을 줄이기 위해 bed의 균일성을 개선할 목적으로 유동층 반응

기의 설계를 개선하는 연구 

 -피복온도가 증가할 때 가스 유량의 감소와 일정한 온도에서 피복할 때 적절한 가스유량 프로그

램에 대한 잇점에 관한 연구 

 -피복공정에서 유동가스의 최소화를 위해서 상압보다 낮은 압력에서 유동에 대한 연구 

 -피복가스의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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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Fig. A-1. Surface of a sphere of variable diameter. 

 

 

 

 

Fig. A-2. Number of spheres in 1 g as a function of diameter and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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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A-3. Surface area of 1 g of 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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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A-4. Sphere density for initial density of 8 g/cm3 and coating density of 1 g/cm3. 

 

 

 

 

Fig. A-5. Sphere density for initial density of 8 g/cm3 and coating density of 1.5 g/c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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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A-6. Sphere density for initial density of 8 g/cm3 and coating density of 1.8 g/cm3. 

 

 

 

 

Fig. A-7. Sphere density for initial density of 8 g/cm3 and coating density of 2.0 g/c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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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A-8. Sphere density for initial density of 8 g/cm3 and coating density of 2.2 g/cm3. 

 

 

 

 

Fig. A-9. Sphere density for initial density of 9 g/cm3 and coating density of 1.0 g/c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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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A-10. Sphere density for initial density of 9 g/cm3 and coating density of 1.5 g/cm3. 

 

 

 

 

Fig. A-11. Sphere density for initial density of 9 g/cm3 and coating density of 1.8 g/c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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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A-12. Sphere density for initial density of 9 g/cm3 and coating density of 2.0 g/cm3. 

 

 

 

 

Fig. A-13. Sphere density for initial density of 9 g/cm3 and coating density 2.2 g/c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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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A-14. Sphere density for initial density of 10 g/cm3 and coating density of 1.0 g/cm3. 

 

 

 

 

Fig. A-15. Sphere density for initial density of 10 g/cm3 and coating density of 1.5 g/c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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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A-16. Sphere density for initial density of 10 g/cm3 and coating density of 1.8 g/cm3. 

 

 

 

 

Fig. A-17. Sphere density for initial density of 10 g/cm3 and coating density of 2.0 g/c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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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A-18. Sphere density for initial density of 10 g/cm3 and coating density of 2.2 g/cm3. 

 

 

 

 

Fig. A-19. Sphere density for initial density of 11 g/cm3 and coating density of 1.0 g/c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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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A-20. Sphere density for initial density of 11 g/cm3 and coating density of 1.5 g/cm3. 

 

 

 

 

Fig. A-21. Sphere density for initial density of 11 g/cm3 and coating density of 1.8 g/c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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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A-22. Sphere density for initial density of 11 g/cm3 and coating density of 2.0 g/cm3. 

 

 

 

Fig. A-23. Sphere density for initial density of 11 g/cm3 and coating density of 2.2 g/c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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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A-24. Viscosity of Ar gas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Fig. A-25. Viscosity of CO2 gas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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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A-26. Viscosity of He gas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Fig. A-27. Viscosity of H2 gas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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