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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o 불순물 다량 함유한 사용후핵물질 소결성 평가 및 핵연료 원격제조기술 확립
o 원격 핵연료 제조/재료 특성 및 핵분열생성물 거동 특성 연구
o 조사시험용 축소 연료봉 및 핵연료봉 시제품 제조
2. 연구결과
o Simfuel 및 건식재가공핵연료 소결체내 불순물 성분별 분포분석 및 고연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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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Simfuel 이용 첨가제에 따른 소결 특성 개선
o 원격 핵연료 제조/재료 특성 및 핵분열생성물 거동 특성 연구
o 하나로 계장 조사시험용 건식 재가공 핵연료 소결체 및 축소 연료봉 제조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o 불순물 함유 사용후핵연료 원격 핵연료 제조/검사 기술 확보 및 핵분열 물질 거동
평가를 통한 통한 고건전성 미래형 핵연료 개발 기반 기술개발에 활용.
o GEN-IV, INPRO, AFCI 프로그램 등의 국제 공동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
한 핵심 요소기술개발에 충분히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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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과제관리번호는 기재하지 않음
2. 본 초록은 전산파일과 함께 제출.

요

약

문

I. 제 목
핵연료 원격 제조 기술개발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국제 원자력 정책을 고려할 때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은 필연적이
며, 원자력의 지속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의 핵확산 저항성
을 유지하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건식 직접 재가공에 의한 건식
공정 산화물핵연료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그리고 본 기술은 핵연료주기의 핵심
요소 기술로서 국제적인 추세인 GEN-IV, INPRO 및 AFCI 등의 미래형 원자
력 시스템에 접목할 수 있다. 선진 원자력 국가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독자적 핵연료주기 기술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2001년에 성공적으로 완료된 경․중수로 연계 핵연료(DUPIC : Direct use of
spent PWR fuel in CANDU reactor)기술을 바탕으로 한 본 연구는 평화적 목
적의 원자력 이용에 적합한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기술로서 연구개발의 투명
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연구이며, 현재 국내에서 사용후핵연료의 형질 변경을
통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연구로,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처분 및
관리해야 할 폐기 대상물이 아니라,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이용하는 핵심 기
술을 개발하고자 하며, 독창적인 사용후핵연료 건식 직접 가공 핵연료 기술개
발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핵연료주기 분야의 잠재적 기술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
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건식 직접 가공한 산화물 재활
용 기술개발을 통해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실험실적 핵
심 요소 기술개발에 주력하며, GEN-IV 등 미래형 원자로 개념에 연계될 수 있
는 건식 재가공 핵연료의 특성 분석 및 관련 기반 기술개발을 수행하였다.
◎ 최종 목표
- 불순물 다량 함유한 사용후핵물질의 소결 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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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식 재가공 핵연료의 품질 특성 평가
- 조사시험용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
○ 제 1 단계 연구목표(2002. 04. 1～2005. 02. 28)
- 불순물 다량 함유한 사용후 핵물질 소결 특성 평가
- 조사시험용 축소 연료봉 및 핵연료봉 시제품 제조
○ 제 2 단계 연구목표(2005. 03. 01～2007. 02. 28)
-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기술 검증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이용)
- 계장 조사시험용 축소 연료봉 제조
- Multi-pin 집합연료 원격 제조 기술성 입증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핵비확산성 건식공정 산화물 핵연료 기술개발의 세부과제인 본 연구 “핵연
료 원격 제조 기술개발”은 제 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2001. 7)과 2001년 12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연구 기획에 따라 사용후핵연료를 건식, 직접 가공
방식으로 재가공하여 핵연료를 제조하고,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기술을 이용
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핵심 요소 기술을 실험실 규모로 입증하는 것이다. 이
를 위해 사용후핵연료를 건식 공정을 통하여 직접 가공한 산화물 핵연료 기술개
발과 관련된 핵심 요소 기술을 도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에 연구
목표를 두었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제 1 단계 주요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불순물 다량 함유한 사용후 핵물질 소결 특성 평가
•Simfuel을 이용한 불순물 함유 핵물질 소결 특성 평가
•Simfuel 소결체내 불순물 성분별 분포 분석
•불순물 함유 사용후핵물질 소결 특성 평가
•사용후핵물질 소결체내 불순물 성분별 분포 분석
2. 핵연료 제조 및 공정 기술 개선
•핵연료봉 제조공정 흐름도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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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분말/소결체 제조 공정 및 품질관리 체계 구축
•핵연료 분말/소결체 제조기술 개선
•분말 미분쇄/조립화기술 개선
•유동층 이용 제조된 분말제조 기술 최적화 및 응용
•핵연료 소결기술 개선
•Multi-pin 집합개념 핵연료의 제조 기술 타당성 분석
•핵연료봉 용접기술개선
3. 원격 제조/재료특성 연구
•OREOX공정, 분말밀링 및 압분/소결 공정 최적화 연구
•고밀도 소결체 제조특성 연구
•핵종 거동 및 화학적 특성 연구
•제조 공정조건별 핵분열생성물 거동 특성 연구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활용 기술 분석
•건식 직접 가공공정 최적화
4. 조사시험용 핵연료봉 제조
•하나로 조사시험용 건식 재가공 핵연료봉 제조
•조사시험용 건식 재가공 핵연료봉 시제품 제조

IV. 연구개발 결과
본 연구는 핵연료 원격 제조설비를 IMEF 핫셀내에 설치하고, 실제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여 건식 재가공 핵연료를 제조하고 연료봉 원격 제조를
위한 핵심기술들을 확보함으로써 본 연구의 최종 연구개발 목표를 무난히 달성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고방사성 핵물질을 이용한 신뢰도
높은 multi-pin 연료집합 원격 제조 기술까지 확보하여 완전한 핵연료 원격 제
조기술을 완성해 나갈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나열할 것 같으면 다음
과 같다.
• 사용후핵연료 사용에 따른 국제적 연구 투명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고, 원자
력기술 선진국에서 개발된 핵연료 제조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서 캐나다, 미국 및 IAEA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함.

- iii -

• 기 개발된 핵연료 분말, 소결체 및 연료봉 제조기술과 품질검사 및 관리기
술을 원천기술로 최대한 활용 발전시켰음.
• 기 개발되어 원격 운용 중에 있는 핵연료 제조/검사 장비에 대해서는 원
격기술에 경험이 많은 캐나다 AECL, 미국 ORNL 등과 상호 협력하여 원
격 운용 효율성을 제고함.
• 사용후핵연료를 모사한 simulated fuels(Simfuel)를 이용하여 고방사성 사
용후핵연료 물질취급에 따른 제한성을 극복함으로서 고연소도 핵연료 및
불순물이 첨가된 분말의 균질성 향상기술과 소결체 특성분석을 통하여 사
용후 핵물질 소결체 특성을 평가함.
• Simfuel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건식 재가공 공
정에 의한 사용후 핵물질 소결특성을 분석함.
• 위탁과제로서 Spark Plasma Sintering을 이용한 핵연료의 소결거동을 분
석하고 신소결 기술에서 응용성을 평가함.
• 건식 공정 산화물 핵연료 제조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이용
해서 차폐시설에서 관련 연구개발을 수행해야 하므로 DUPIC 연구에서 개
발된 연구시설과 원격 제조기술, 장비 원격 운용기술을 최대한 활용함.
• DUPIC 핵연료 제조기술 개발에서 구축된 제조 품질보증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전반적인 핵연료 원격 제조 기술개발 활동에 적용 가능토록 함.
• 기존 개발된 기술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조공정 흐름도 및 분말, 소결체,
핵연료봉 제조 공정기술의 최적화를 수행함.
• 기존 OREOX공정 개선을 위하여 개량공정을 적용하여 UO2 핵연료의 분
말화 특성 시험을 수행하고 최적의 분말 유동화 및 기상-고상 반응성 향
상을 위한 장치개발을 수행함.
• 핵연료 품질관리 범위, 검사항목 등은 핵연료 조사시험 요구사양에 맞추
고 성능 및 안전성에 미치는 주요 영향을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함.
• 사용후핵연료 취급에 따른 핵물질 화학분석, 핵물질 계량관리, 핵물질 안
전관리, 폐기물 처리기술 등 타 연구 분야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만큼 이
들 연구 분야와 적극적인 상호협조를 통하여 연구 목표를 달성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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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연구소 조사재 시험시설 및 조사후 시험시설에서 개발한 검사
장비(조직검사장치, 와류시험기, 경도측정기 등)를 적극 활용하고, 개발 중
인 장비(분말특성측정장비, 비파괴 결함검사기, 주사 전자현미경 등)도 적
극 활용하여 건식 공정 산화물 핵연료에 대한 특성 규명을 수행함.
• 고밀도 소결체 제조특성 연구 및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활용 기술 분석을
수행함.
• 고온공정에서 사용후핵연료로부터 핵분열생성물 방출 거동에 관한 국내,외
연구 개발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후핵연료 특성별로 산화
및 OREOX 공정조건별로 휘발성 핵종 및 준휘발성 핵종 방출율 데이터를
확보함.
• 핵연료 제조기술개발에서 운행 중인 시스템 중 제조 공정으로부터 방출된
핵분열 생성물 포집 장치의 감마 스케닝 결과를 최대한 활용하여 방출거
동을 평가함.
• 소결공정으로부터 방출되는 핵분열생성물 중 세슘 등의 준휘발성 핵종 방
출거동이 핵연료 제조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소규모 고
온 가열로를 별도로 이용한 세부 실험을 수행함.
• 핵연료 품질관리의 범위, 시험검사 항목 등은 핵연료 조사시험 요구사양에
맞추어 성능 및 안전성에 미치는 주요 영향을 감안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제조기술과 품질관리기술을 개발함.
• 조사시험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핵연료 소결체 및 연료봉을 제조함.

본 기술개발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향상된 품질의 건식 재가공 핵연료
를 제조할 수 있는 핵연료 원격 제조기술을 확립하고, 계장용 핵연료 소결체
및 축소 연료봉을 제조하였으며, 그리고 차폐시설를 이용한 장비의 원격 운용
기술, hot cell용 제조장비들의 설계, 제작 기술이 확보되었다. 그 외에도 국내
에서는 처음으로 사용후핵연료 물질을 이용해 계장 조사시험용 재가공 핵연
료를 만들어 하나로 조사시험용으로 공급함으로써 후행핵연료주기 관련 건식
처리 기술개발 및 GEN-IV 연구의 원천기술로서 발전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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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후행핵연료주기 관련 핵연료 기술개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명
실공히 세계 최고의 직접 건식 재가공 핵연료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크게 제고시킬 수 있었다.

V.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국내 처음으로 성공한 열적, 기계적 처리만으로 고방사성의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해 건식 재가공 핵연료를 제조하는 핵심기술인 원격 제조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최초로 사용후핵연료 중 휘발성 및 준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의 거동특성을
분석하고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였으며,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기술 개량을
통해 1회-OREOX 공정기술 개발, 분말 미분쇄 공정기술 확립, 압분 윤활제 첨
가기술 개선 및 분말 유동층 반응기술을 개발하였으며, 계장조사시험용 재가공
핵연료 소결체 및 연료봉 제조기술을 확립하고, 운용 중인 25 여종의 원격 핵
연료 제조/검사 장치들의 핫셀내 고방사성 환경 하, 장기간 사용에 따른 원격
유지/보수기술을 수립하였다. 또한 CAN3 Z299.2-85 품질보증기준에 준하는 건
식 재가공 핵연료제조 품질보증 시스템 적용 및 운영으로 제조품질을 입증하였
다. 본 기술은 그 동안 축적된 우리의 DUPIC기술을 바탕으로 재가공 원격 기
술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이제는 미국 및 카나다 보다 우위의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로 인해 INPRO, AFCI, I-NERI 프로그램 등을 통한 국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자 많은 제안을 받아 공동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취급에 따른 IAEA 및 미국 정부의 사전승인을 획득하고, 또한
필요한 선진기술을 효율적으로 흡수하여 hot cell 장비의 원격 운용/관리기술,
제조공정기술 및 품질관리기술, 그리고 휘발성 배기체의 포집기술 등을 성공적
으로 확보하고, 더 나아가 제조기술 개량시험을 성실히 수행하여 보다 경제적
이고 효율적인 세계 최고의 직접 재가공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본 기술은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후행핵연료주기 관련 핵연
료 개발의 기반기술로 활용될 것이며, 더 나아가 Gen-IV 등 미래형원자로 시
스템의 핵연료주기기술로서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 vi -

SUMMARY
(영 문 요 약 문)

I.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Nuclear Fuel Remote Fabrication Technology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Considering

the

current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policy,

the

proliferation resistant nuclear fuel cycle is strongly required. In order to
maintain the sustainability of nuclear energy, the development of recycling
technology of spent fuel is requested in a proliferation resistant way.
Furthermore, the development of a new nuclear fuel cycle technology like
DUPIC is strongly demanded for Korea in the verge of the entrance into
advanced

nuclear

industry

country.

The

dry

processed

nuclear

fuel

technology is to reuse the fissile materials remained in spent PWR fuel by
directly refabricating the dry processed nuclear fuel using dry processes. This
fuel technology can be applied to the advanced future nuclear fuel program
such as GEN-IV, INPRO, and AFCI as an essential technology. And also
the unique nuclear fuel cycle technology is necessary for Korea in the verge
of the entrance into advanced nuclear industry country.
This study is the only research work treating and handling spent PWR
fuel in Korea and was carried out on the basis of the DUPIC technology
which was successfully developed in 2001 and known as a proliferation
resistant fuel technology. By performing this study, the essential technology
to recycle a spent fuel which is not a waste to dispose of will be developed
and a technical capacity to be used in the future fuel cycle will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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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ed.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essential technology of dry
refabrication using spent fuel materials in a laboratory scale on the basis of
proliferation resistance policy and assess the characteristics of the dry
recycled fuel to be applied to the future reactor system like GEN-IV.
• Final Objectives
- Evaluation of the sinterability of spent fuel materials containing various
fission products
- Evaluation of the quality properties of dry recycled fuels
- Fabrication of dry recycled fuel for irradiation tests
• Phase I Objectives : 2002. 4. 1 ～ 2005. 2. 28
- Evaluation of the sinterability of spent fuel materials containing various
fission products
- Fabrication of dry recycled fuel mini-elements for irradiation tests and
fuel elements for demonstration.
• Phase II Objectives : 2005. 3. 1 ～ 2007. 2. 28
- Verification of the refabrication technology for dry recycled fuel by using
a high burnup spent PWR fuel
-

Fabrication

of

dry

recycled

fuel

mini-elements

for

instrumented

irradiation tests
- Verification of the remote fabrication technology of multi-pin assembling
fuel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is study is one of the sub projects of the program "Development of
Proliferation Resistant Fuel Technology" which was launched in accordance
with the long-term R&D plan(2001. 7) and STEPI's R&D plan.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essential technology of dry refabrication 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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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nt fuel materials in a laboratory scale on the basis of proliferation
resistance policy. The emphasis is placed on the assessment and the
development of the essential technology of dry refabrication using spent fuel
materials. The major scope and contents of the phase I (2002. 4. 1 - 2005. 2.
28) study are as follows:

1. Evaluation of the sinterability of spent fuel materials containing various
fission products
• Evaluation of the sinterability of Simfuel containing various fission
products
• Analysis of the distribution of impurity elements in the Simfuel pellets
• Evaluation of the sinterability of spent fuel material containing various
fission products
• Analysis of the distribution of impurity elements in the spent fuel pellets
2. Improvement of fuel manufacturing and process technology
• Optimization of fuel element manufacturing process flow
• Establishment of fuel powder/pellet manufacturing process and quality
control system
• Improvement of fuel powder and pellet manufacturing technology
• Improvement of powder milling and granulation technology
• Development of powdering technology using fluidized bed
• Improvement of fuel sintering technology
• Feasibility study on the manufacturing technology of multi-pin assembling
fuel
• Improvement of the welding technology of fuel element
3. Study on remote fuel fabrication and material properties
• Study on the optimizing of OREOX process, milling process, pressing
and sintering process
• Study on the fabrication and properties of high density pellets
• Study on the release behavior and chemical properties of fission g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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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y on the release behavior of fission products in terms of fabrication
conditions
• Analysis of dry recycling technology of spent fuel
• Optimization of dry directly refabricating process
4. Fabrication of fuel element for irradiation tests
• Fabrication of dry recycled fuel mini-elements for the irradiation testing
in HANARO
• Fabrication of dry recycled fuel elements for demonstration.

IV. Results of the Project
The goal of the project was successfully achieved by installing and
maintaining some remote operating equipment in hot cell and manufacturing
dry recycled fuel pellets and elements using actual spent PWR fuel. The full
scope remote fuel fabrication technology will be completed by developing the
remote fabrication technology of the multi-pin assembling fuel in the next
phase. The research achievements obtained up to now are as follows:
• Conducting the study in the frame of th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between

AECL,

US

DOS

and

IAEA

in

order

to

obtain

the

transparence and reliability in our research and efficiently absorb the
advanced fuel technology from them
• Making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fuel fabrication and quality control
technology developed for DUPIC as an original technology
• Raising the efficiency of remote operation of the equipment in hot cell
through the collaboration between AECL and ORNL.
• Evaluating the sinterability of the Simfuel material by characterizing the
sintered pellets and developing the powder homogenizing technology
with Simfuel
• Analyzing the sinterability of the spent fuel material produced by dry
refabrication technology based on the results of Simfuel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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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aluating the application of the spark plasma sintering to the remote
fuel refabrication as a new technology
• Making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fuel fabrication equipment and
facility and remote handling technology developed for DUPIC
• Improving the quality assurance program to be used in the overall
remote fuel refabrication activities
• Optimizing the process flow, powdering, pelletizing, and fuel element
fabrication technology
• Performing the fluidizing experiments to improve OREOX process and
the development of fluidized bed reactor to enhance the reaction
between gas and solid(UO2)
• Developing the relevant technology such as chemical analysis, material
accounting,

material

safeguards,

and

waste

treatment

which

are

necessary for treating spent fuel with the assistance of related research
area.
• Characterizing the dry refabricated fuel with the equipment and
instruments which are operated and developed in IMEF and PIEF
• Assessing the fabrication properties of high density pellets and the
technology of dry recycling of spent fuel
• Compiling the data on the release behavior of volatile and semi-volatile
fission products in terms of OREOX process conditions and spent fuel
burnups based on the assessments of state of the art report published
• Evaluating the release behavior by using the gamma-scanning results of
trapping filter operated in the hot cell
• Conducting the experiment to evaluate the effects of semi-volatile
fission products like Cs on the fabrication properties by specially
operating a small scale high temperature furnace.
• Developing the efficient technique to implement fabrication and quality
control technology, considering the effects of the scope of QC and test
items on the fuel performance and safety
• Manufacturing dry refabricated fuel pellets and elements satisfying the
fuel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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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the remote fuel fabrication technology to make a dry
refabricated fuel with an enhanced quality was established. And the
instrumented fuel pellets and mini-elements were manufactured for the
irradiation testing in HANARO. The design and development technology of
the remote fabrication equipment and the remote operating and maintenance
technology

of

the

equipment

in

hot

cell

were

also

achieved.

These

achievements will be used in and applied to the future back-end fuel cycle
and GEN-IV fuel cycle and be a milestone for Korea to be an advanced
nuclear country in the world.

V. Proposal for Further study and Applications
The successful achievements of this study are the development of remote
fuel fabrication technology by only thermal and mechanical processing using
an actual spent PWR fuel, the compilation of data on the release behavior of
volatile and semi-volatile fission products in spent fuel, the improvement of
the dry refabrication processes, and the development of the remote operating
and maintenance technology of the equipment in hot cell, etc. This study is
the only research work treating and handling spent PWR fuel in Korea and
the achievements is considered as an higher level comparing with US and
Canada in the dry fuel processing field. Therefore, some international projects
in association with INPRO, AFCI, I-NERI Program were proposed and
implemented.
On the basis of these achievements, the technology obtained by this study
will be used in our future back-end fuel cycle as a fundamental and
essential technology and applied to the future advanced fuel cycle system
like a GEN-IV fuel cycle as a proliferation resistant nuclear fuel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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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 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원자력의 지속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의 핵확산 저항성
을 유지하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건식 직접 재가공에 의한 건식
공정 산화물핵연료 개발이 요구된다. 그리고 본 기술은 핵연료주기의 핵심 요
소 기술로서 국제적인 추세인 GEN-IV, INPRO 및 AFCI 등의 미래형 원자력
시스템에 접목할 수 있다. 선진 원자력 국가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
리 나라는 독자적 핵연료주기 기술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2001년에 성공적으로 완료된 경․중수로 연계 핵연료(DUPIC : Direct use of
spent PWR fuel in CANDU reactor)기술을 바탕으로 한 본 연구는 평화적 목
적의 원자력 이용에 적합한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기술로서 연구개발의 투명
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연구이며, 현재 국내에서 사용후핵연료의 형질 변경을
통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연구로,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처분 및
관리해야 할 폐기 대상물이 아니라,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이용하는 핵심 기
술을 개발하고자 하며, 독창적인 사용후핵연료 건식 직접 가공 핵연료 기술개
발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핵연료주기 분야의 잠재적 기술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
다.

1. 기술적 측면의 중요성
2001년 성공적으로 확보한 DUPIC 핵연료 제조 및 공정 기반기술을 바탕으
로 이 기술을 더욱 향상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되는 기
술은 사용후핵연료를 건식 공정으로 직접 가공하여 제조된 산화물핵연료를 이
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원자로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기술이 될 것이다.
불순물 다량 함유한 사용후핵물질 소결 특성 평가를 통해 건식재가공 핵연료의
특성을 파악하고 관련 DB를 구축할 것이며, 조사시험용 축소 연료봉 및 핵연
료봉 시제품 제조를 통해 재가공 핵연료의 성능평가와 더불어 그 제조기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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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고 방사성 물질취급에 필수적으로 요
구되는 핵연료 원격 제조/검사기술, 장비의 원격 운용 및 정비기술, 핵종거동
분석 및 배기체 처리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핵연료 직접 재가공 핵심기술을 확보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재가공 핵연료의 특성분석, 동위원소 함량분석 및 핵물질
재고관리 기술 등의 기술개발을 통하여 후행핵연료주기 관련 기반기술을 확보
할 수 있다.

2. 경제적 측면의 중요성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 나라는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에너지 자원
의 재활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우라늄 원료물질을 절약할 수 있고
핵연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핵연료의 개발은 당연히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사용후핵연료의 누적량과 처리 문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현 상황에서 사
용후핵연료의 누적량 억제가 필요하며 발생된 사용후핵연료의 처리비용을 절감
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는
기술로서 누적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를 완화하고,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을 통해 원자력에 대한 환경친화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통한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 제고도 가능하다.

3. 사회적 측면의 중요성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환경오염과 사용후핵연료 처리 및 안전
한 원자력에 대한 국민 이해 및 신뢰도가 필요한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이
다. 즉, 본 기술을 통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시 우라늄 구입비용 절감뿐만 아
니라 사용후핵연료 누적량 감소에 따른 저장비용의 감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의 절감 효과가 클 뿐 아니라,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산화물 처리 및 활용 기술은 사용후핵연료 감용 기술로 적용 가능하며, 고준위
폐기물저장 부지의 획기적 감소, 잉여 우라늄의 효율적 재활용 등이 기대되어
경제, 산업적 효과가 매우 클 것이며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통해 원자력에 대
한 환경친화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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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계획 기획

핵비확산성 건식공정 산화물 핵연료 기술개발의 세부과제인 본 연구 “핵연
료 원격 제조 기술개발”은 제 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2001. 7)과 2001년 12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연구 기획에 따라 사용후핵연료를 건식, 직접 가공
방식으로 재가공하여 핵연료를 제조하고,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기술을 이용
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핵심 요소 기술을 실험실 규모로 입증하는 것이다. 이
를 위해 사용후핵연료를 건식 공정을 통하여 직접 가공한 산화물 핵연료 기술개
발과 관련된 핵심 요소 기술을 도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에 연구
목표를 두었다. 기존의 기술 체계는 2001년까지의 연구개발 최종 목표인
“DUPIC 핵연료 양립성, 경제성, 기술 타당성 평가” 및 “DUPIC 핵연료 기술개
발”에 초점을 맞추어 모든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하여 왔으나, 여기서의 연구개발
방향은 제 2 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부응하여 단기적으로는 “실험실 규모의
경․중수로 연계핵연료 요소기술 개발 추진”에 역점을 두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기술개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계획 수립 및 기술 기반 확립 체계를 갖추고자 하였다. 따라서본 연
구 단계에서는 DUPIC 핵연료의 실용화 및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배제하고,
사용후핵연료를 건식 직접 가공한 산화물 재활용 기술개발을 통해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실험실적 핵심 요소 기술개발에 주력하며,
GEN-IV 등 미래형 원자로 개념에 연계될 수 있는 건식 재가공 핵연료의 특성
분석 및 관련 기반 기술개발을 수행하였다.
여기서 말하는“실험실 규모”라 함은 실용화를 위한 대용량 시설 및 대용량
처리기술로의 발전을 위한 대규모의 신규 투자를 배제한다는 의미로서, 현재
구축된 아래와 같은 실험실 규모의 연구시설을 바탕으로, 필요하다면 이를 일
부 개량 및 보완하여, 이들 연구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범위의 연구 규모로
정의하였다.
○ 기 확보된 실험실 규모의 연구시설
- IMEF M6 hot-cell (DFDF : DUPIC Fuel Development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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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EF hot-cell (화학분석실험실 포함)
- 하나로(HANARO)의 노내 조사시험공
- DUPIC 모의 시험 시설 (Mock-up)
- RWTF (Radioactive Waste Treatment Facility)

그리고 본 연구는 사용후핵연료를 건식, 직접가공 방식으로 재가공하여 핵연
료를 제조하고, 이의 성능평가를 통하여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기술의 확립을
그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는 바, 이러한 목표에 부합되는 핵심 요소기술을 다
음과 같이 분류, 정의할 수 있다.
○ 사용후핵연료 취급 기술
- 핵연료 원격 제조/검사 기술
- 원격 핵연료 가공시설 운용 기술
- 원격 핵연료 제조/검사장비 개발 기술
- 건식 공정 고방사성 핵물질 취급 및 관리 기술
○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연구의 국제적 투명성 확보기술
- 원격 핵물질 계량관리 기술
- 핵연료주기 안전조치 시스템 기술
○ 신개념 핵연료 개발기술
- 핵연료 조사 및 성능시험 기술
- 건식 재가공 핵연료 특성 분석 및 성능평가 기술
- 건식 재가공 핵연료 노물리 해석 기술
- 핵연료주기 계통 분석 기술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제 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취지를 충분
히 살려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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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본 핵연료 원격 제조 기술 개발 연구의 최종 목표 및 단계별 연구내용은 다
음과 같다.

○ 최종 목표
- 불순물 다량 함유한 사용후핵물질의 소결 특성 평가
- 건식 재가공 핵연료의 품질 특성 평가
- 조사시험용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
○ 제 1 단계 연구목표(2002. 04. 1～ 2005. 02. 28)
- 불순물 다량 함유한 사용후 핵물질 소결 특성 평가
- 조사시험용 축소 연료봉 및 핵연료봉 시제품 제조
○ 제 2 단계 연구목표(2005. 03. 01 ～ 2007. 02. 28)
-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기술 검증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이용)
- 계장 조사시험용 축소 연료봉 제조
- Multi-pin 집합연료 원격 제조 기술성 입증

1. 제 1 단계 주요 연구 수행내용
가. 불순물 다량 함유한 사용후 핵물질 소결 특성 평가
(1) Simfuel을 이용한 불순물 함유 핵물질 소결 특성 평가
(2) Simfuel 소결체내 불순물 성분별 분포 분석
(3) 불순물 함유 사용후핵물질 소결 특성 평가
(4) 사용후핵물질 소결체내 불순물 성분별 분포 분석

나. 핵연료 제조 및 공정 기술 개선
(1) 핵연료봉 제조공정 흐름도 최적화
(2) 핵연료 분말/소결체 제조 공정 및 품질관리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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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연료 분말/소결체 제조기술 개선
(4) 분말 미분쇄/조립화기술 개선
(5) 유동층 이용 제조된 분말제조 기술 최적화 및 응용
(6) 핵연료 소결기술 개선
(7) Multi-pin 집합개념 핵연료의 제조 기술 타당성 분석
(8) 핵연료봉 용접기술개선

다. 원격 제조/재료특성 연구
(1) OREOX공정, 분말밀링 및 압분/소결 공정 최적화 연구
(2) 고밀도 소결체 제조특성 연구
(3) 핵종 거동 및 화학적 특성 연구
(4) 제조공정조건별 핵분열생성물 거동 특성 연구
(5)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활용 기술 분석
(6) 건식 직접 가공공정 최적화

라. 조사시험용 핵연료봉 제조
(1) 4차 하나로 조사시험용 건식 재가공 핵연료봉 제조
(2) 5차 하나로 계장조사시험용 건식 재가공 핵연료봉 제조

2. 제 2 단계 주요 연구 수행내용
가.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 기술 검증
(1) 고연소도(65,000 MWd/tU)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제조기술 확립
(2) 제조공정중 핵종(Cs) 방출에 따른 소결 특성 분석
(3) 고연소도(55,000 MWd/tU)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제조기술 확립
(4) 연소도(27,000～65,000 MWd/tU)변화에 따른 제조특성 평가
(5) 연소도별 핵종방출에 따른 소결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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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연료 제조 /재료 특성 연구
(1) 큰 결정립 소결체 제조 기술 수립
(2) 소결 촉진제 첨가 소결 특성 평가
(3) 재가공 핵연료 상세 제조공정 흐름 최적화
(4) Simfuel 이용한 고밀도, 큰 결정립 소결체 제조 기술 확립

다. 계장조사시험용 연료봉 원격 제조
(1) 계장조사시험용 건식 재가공 소결체 및 연료봉 제조

라. Multi-pin 집합연료 원격제조 기술 수립
(1) Multi-pin 집합연료 원격 용접장치 설계, 제작
(2) Multi-pin 집합연료 원격제조 기술방안 수립
(3) Multi-pin 집합연료 원격 조립장치 설계, 제작
(4) Multi-pin 집합연료 원격제조 기술방안 확립
(5) Multi-pin 집합연료 원격 제조성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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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원자력의 지속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해서는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기술을
이용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사용후핵연료의 핵확산 저
항성을 유지하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건식 처리기술이 최근 주목
을 받고 있다. 특히 핵연료 직접 재가공 기술과 사용후핵연료 전해제련 기술은
미국 주도 하에 국제 공동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 4세대 원자로시스템 개발에서도
고온 건식 처리에 의한 재활용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볼 때, 에너지를 생산하
고 소멸처리 할 수 있는 기술로 미래 한국의 핵연료주기를 완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술로 생각된다.
직접 재가공에 의한 건식공정 산화물 핵연료 기술은 기존의 경․중수로 연계
핵연료(DUPIC : Direct Use of spent PWR fuel in CANDU reactor)기술에
바탕을 둔 것으로 사용후핵연료를 건식 처리공정만으로 미래형 핵연료로 가공
함으로써 사용후핵연료에 남아있는 핵분열 물질을 재활용할 수 있고, 다중 재
순환(multi-recycling)으로 잔여 TRU 물질을 소멸처리 할 수도 있는 이미 국제
적으로 그 연구 투명성이 인정된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기술이다.

제 1 절 사용후핵연료 건식처리 기술개발 현황
1. 건식 재처리 기술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나누어 습식법과 건식법이 있다. 습
식법은

수용액을

사용해

처리하는

방법으로

PUREX(Plutonium-URanium

EXtraction)법을 그 예로 들 수 있으며[2.1.1.1], 수용액을 사용하지 않는 건식
법에는 용융염 중의 전해회수법이나 할로겐화물의 증기압 차이를 이용한 휘발
법 등을 들 수 있다[2.1.1.2]. 특히 1977년에 핵확산금지에 대한 원자력정책이
발표되면서 핵확산 저항성이 높은 건식법에 대한 연구가 최근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2.1.1.3]. 건식법은 습식법에 비해 공정이 단순하고, compact하며, 방사성
폐액이 방출되지 않고, 용매로 인한 방사성 손상이 없으며, 임계질량이 커지는 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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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있으나, 반면에 고온처리를 해야 한다는 점, Pu의 순도가 습식법보다 좋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핵비확산성 관점에서 장점으로 작
용하고 있다.
용융염을 사용한 건식법의 특징은 핵분열생성물(FP)의 분리계수가 높지 않
으므로 공정이 단순해져 경제성이 향상되며, 반감기가 긴 TRU(Pu, Np, Am,
Cm)를 한꺼번에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여 TRU 폐기물이 적게 되는 점이다. 사
용핵연료에는 연료로서 장입한 우라늄(U) 외에 U이 핵분열하여 생긴 TRU와
각 종 핵분열생성물(FP)이 들어 있다. 용융염법을 이용한 고온야금법으로 FP
의 분리 방법은 그 목적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에서 FP을 분리하여 U와 TRU를
회수하는 건식재처리법과 PUREX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액에서
FP을 분리하여 반감기가 긴 TRU를 회수하는 건식분리법으로 구분된다.
한편 불화물 휘발법은 고농축 우라늄 금속연료의 재처리기술로서 1950년대
부터 미국에서 개발이 시작되어 1950년대 후반부터는 고속로 산화물 핵연료의
재처리 기술로서 미국, 프랑스, 벨기에, 러시아, 일본에서 많이 연구되었다. 그
러나 각 국에서 고속로 핵연료의 재처리법으로 습식법이 채택됨으로써 연구가
중단되었다. 그러나 근래에 다시 불화물 용융염로나 경수로-FBR 핵주기의 재
처리방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는 다른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개념인 건식처리는 1960년대 초에 미국
AI (Atomic Internationals)사에서 용매추출과 고순도 분리를 하지 않고 공정의
복잡성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검토하면서 제안된 AIROX(Atomics International
Reduction Oxidation) 건식공정[2.1.1.4]을 1980년대에 다시 평가하여 핵확산금
지 규정에 적합한 핵연료 주기기술개발에 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건식
공정이란 액체용매를 사용하지 않고 열적인 처리만으로 고체와 기체간의 화학
반응으로 형성되는 화합물들의 상변화를 이용하는 것이며, 이를 사용후핵연료
처리 기술에 적용한 것이 건식처리이다. 따라서 건식처리는 비분리 공정이며,
핵연료 내에 비휘발성 고체 핵분열생성물을 함유하고, 또한 핵분열성 원소들을
분리하기 위한 공정개선이 어렵다는 점에서 핵비확산성을 잘 만족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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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AIROX 건식처리 기술
건식처리 기술의 대표적인 기술인 AIROX 기술은 가압 경수로(PWR)에서
연소된 사용후핵연료를 다시 CANDU 원자로에서 사용하려는 DUPIC핵연료 기
술의 OREOX(Oxidation and REduction of OXide fuel)기술과 원리상 동일한
것으로 UO2를 400-500℃에서 산화시켜 U3O8으로 상변태 시키고, 다시 600-85
0℃ 에서 다시 환원시키는 과정을 반복해서 분말을 제조하는 기술이다. UO2 소
결체는 산화중에 약 35%의 부피팽창이 있는데, 여기에 기인하는 내부응력이
충분히 이완되지 않기 때문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소결체가 분말로 변한다. 산
화‧환원 반응을 계속 반복하면 아주 미세한 분말을 얻을 수 있어서, 성형, 소결
을 해서 핵연료로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밀도를 얻을 수 있다. 그 자세한 이
론적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UO2의 산화
U-O계는 산화상태에 따라 UO2, U4O9, U3O8, UO3가 존재하는 매우 복잡한
이성분계이다. 그리고 stoichiometry에서 벗어날 때, 물리화학적 성질이 크게 변
한다[2.1.1.5]. AIROX공정에서는 cubic 결정구조를 갖는 UO2 (10.96 g/cm3)가
3
orthorhombic 결정구조를 갖는 U3O8 (8 g/cm )으로 산화되는데, 이때의 부피팽

창에 기인하는 응력이 충분히 이완되지 않아서 분말로 변한다. UO2 산화기구에
대한 연구는

소결체보다는

분말에서,

조사(irradiated)

상태보다는

미조사

(unirradiated) 상태에서 대부분 수행되었다. Robert는 매우 낮은 온도에서 산
소가 UO2 분말에 화학흡착(chemi-sorption)하는 현상을 연구하여, 산소의 화학
흡착이 -185℃에서 수 분 내에 완료되고, 여분의 산소가 있으면 -80℃이상 온
도에서는 UO2 격자 속으로 흡수된다고 발표하였다[2.1.1.6, 2.1.1.7]. Anderson
등이 -130∼50℃와 130～180℃ 온도범위에서 분말의 산화에 대해서 연구한 결
과에 따르면[2.1.1.8], -185℃에서 산소의 화학흡착 후, 산소의 흡수량은 -130～
50℃에서는 시간의 대수값에 따라서 증가하고 130～180℃에서는 확산지배 반응
의 특성을 보인다. 그렇지만 압력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 변한다. Aronson 등은
UO2 분말의 산화를 대기 중 또는 산소분위기 160∼350℃ 온도범위에서 연구하
여, 산화가 두 단계를 통해서 진행된다고 주장하였다[2.1.1.9]. 첫째 단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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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이 UO2.34±0.03인 tetragonal 상이 형성되는데 이 반응의 속도는 산소가 UO2
격자를 통해서 확산하는 속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둘째 단계는 U3O8의 핵생성
과 성장인데 성장반응이 율속반응이다. 258℃ 이하에서는 UO2.34에서 산화가 정
지하지만, 더 고온에서는 U2.34에서 U3O8으로 산화가 계속된다. 첫 번째 단계에
서는 입자의 분말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Hoekstra 등은 300℃ 이하에서 UO2와
U4O9 분말의 산화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2.1.1.10]. 저온에서 UO2의 산화는
확산이 지배하는데, U3O7 또는 U4O9 상을 통해서 진행된다. U3O8 상은 반드시
U3O8 상에서 핵 생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온도가 300℃를 넘으면, 두 번째 산화
과정(step)이 첫 번째 산화과정과 서로 중복되어 한 과정처럼 나타나게 된다.
Scott와 Harrison은 UO2 분말을 대기 중에서 800℃까지 5 ℃/min로 다음에 10
℃/min로 가열하면서 산화거동을 연구하였다[2.1.1.11]. 연구결과에 따르면,
UO2는 tetragonal상인 UO2.3±0.02를 거쳐서 U3O8으로 산화한다. 가열속도를 5 ℃
/min에서 10 ℃/min으로 변화시키면, 산화속도는 약 2 배가 되고, 두 단계의
산화거동이 한 단계인 것처럼 나타난다. 그런데, 분말입자의 평균 크기가 2 μm
보다 크면 산화거동이 한 단계처럼 보이고, 평균크기가 0.23∼0.053 μm이면 두
단계로 나타난다. Peakall 등은 대기 중 350∼1000℃온도 범위에서 UO2 소결체
의 산화거동을 발표하였다[2.1.1.12]. 350℃∼600℃ 범위에서는 15∼90분의 잠복
기가 있으며, 최대 산화속도는 약 500℃에서 관찰되었다. 그리고 잠복기는 소결
체의 표면조건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나타났다. Smith는 UO2 소결체와 UO2에
0.1∼0.5wt% fissia를 함유한 소결체에 대해서 산소분압 0.4∼106 kPa, 온도 0
∼450 ℃조건에서 산화실험을 하였다[2.1.1.13]. 실험결과에 따르면, 초기에는
산화속도가 매우 빠르지만 점점 감소하여 시간이 지나면 산화속도가 일정해진
다. Smith는 UO2에서 U3O8으로 산화하는 과정을 다음 반응으로 설명했다.
① UO2 표면에 산소가 화학흡착 되고 화학 흡착층 위에 산소가 흡수
② 얇은 두께의 중간 산화물(U3O7 또는 U4O9) 층을 통한 산소 확산
③ 결정립계에서 U3O8의 핵생성 및 성장
첫 번째 단계에서 산소의 흡수는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산화는 전체적으로
산소가 U3O7 또는 U4O9 층을 확산하는 과정에 의해서 율속된다. U3O8이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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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성장하기에 충분할 만큼 산소흡수가 되면, U3O8이 소결체에서 떨어져 나
오면서 산화가 빨라지게 된다. UO2의 산화속도는 산소분압에 직접 비례하였고,
0.1∼5wt% fissia가 첨가됨에 따라서 확산의 활성화 에너지가 22 kcal/mole에서
28 kcal/mole로 증가하였다. 조사된 UO2에서도 확산의 활성화 에너지가 증가하
는 것이 Harrison 등에 의해서 확인되었다[2.1.1.14]. 그들은 UO2와 8.5%연소도
까지 조사된 UO2를 대기 중 320∼380℃에서 산화 실험하여, 산화거동이 두 단
계임을 보였고 산화기구가 중성자 조사에 의해서 크게 영향받지 않음을 보였
다. 그렇지만 중성자 조사는 산화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었고, 두 번째 단계의
활성화에너지가 15 kcal/mole에서 25 kcal/mole(8.5% 연소도)로 증가하였다.
Peakall[2.1.1.12]과 Iwasaki[2.1.1.15]는 대기 중에서 UO2 pellet을 산화시험 하
면서, 650℃이상에서는 산화속도가 늦어지고 표면에 치밀한 U3O8 상이 형성된
다고 보고하였다. 산화가 느려지는 이유로는 표면에 보호층이 형성되기 보다는
U3O8 분말이 재 소결되면서 비표면적이 감소하기 때문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2.1.1.16], UO2 pellet을 대기중 900℃에서

산화시켰을 때 U3O8의 분말 대신에 치밀한 층이 형성된다. 표면에서 X-선 회
절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orthorhombic 구조의 (001)면은 회절세기가 급격히
감소하고 c-축과 평행인 면 중에서 (130), (060), (260)면의 회절세기가 비정상
적으로 증가했다. 또한, 주상 결정립 (columnar grain)이 표면부터 내부로 발달
했는데 U3O8 격자의 c-축 방향은 주상 결정립의 방향과 수직하였다. 따라서
UO2에서 U3O8으로 변태할 때 가장 큰 격자 팽창이 수반되어야 하는 c-축 방향
으로는 거의 성장하지 않고 이와 수직한 다른 방향으로만 성장하도록 우라늄
원자와 산소 원자의 확산이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주상 결정립
성장에서는 변태에 수반되는 응력이 감소하므로 U3O8이 분말화하지 않고 치밀
한 층을 형성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기 중에서 UO2분말을 산화시킬때, 수분이 존재하면 속도가 빨라진다는 보
고가 있다[2.1.1.17]. 그렇지만 이 연구들은 저온 (113℃∼180℃)에서 실시된 것
들이고 관심있는 온도 영역(약 400℃이상)에서는 수분효과에 대해서는 자료가
발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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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라늄 산화물의 환원
우라늄

산화물의

환원에

대한 연구자료는

산화에

대한 것보다

적다.

DeHollander는 UO3와 U3O8을 수소로 환원하여, 환원속도가 수소의 압력에 직
접 비례함을 알았다[2.1.1.18]. 그리고 환원 중에 분말의 비표면적이 약 10 배까
지도 증가할 수 있으며 비표면적이 다르면 kinetic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였다.
그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625℃에서 환원했을 때 부피변화에 의한 분말화가 가
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DeMarco와 Mendel은 300∼400℃온도 범위에서 UO3
를 수소로 환원했을 때, 비표면적이 큰 분말(26.3 m2/g)에서는 환원반응이 두
단계로 나타났다(UO3 → UO2.56 → UO2). 그리고 확산보다는 표면에서의 반응
이 환원반응을 율속한다고 주장하였다[2.1.1.19]. Kuhlman은 온도 400∼600℃
수소압력 10∼101 kPa 조건에서 UO3와 U3O8의 환원을 연구하였다[2.1.1.20,
2.1.1.21]. 환원속도는 수소압력에 직접 비례하였으며, UO3에서 U3O8으로 환원,
그리고 U3O8에서 UO2로 환원반응이 kinetic관점에서 거의 유사하였다. Tanford
등은 온도 450∼850℃ 수소분위기에서 U3O8의 환원에 대해서 연구 발표하였다
[2.1.1.22]. 환원 반응속도는 수소압력에 직접 비례하며, 활성화 에너지는 30.7
kcal/mole로 계산되었다. 환원속도는 온도가 400℃ 부터 650℃까지 상승함에
따라서 급속히 증가하여 약750℃에서 최대치를 보이고 850℃ 에서는 약간 감소
하였다. UO2를 U3O8으로 산화시킬 때 U4O9 상이 중간상으로 관찰이 되는데,
UO3 또는 U3O8을 환원시킬 때는 관찰되지 않는다. OREOX 공정에서는 산화가
완전하지 못해서 U4O9 상이 존재할 수도 있다. Aronson과 Clayton이 온도 400
∼600℃, 수소압력 2.1∼66.5 kPa 조건에서 U4O9 분말의 환원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U4O9이 UO2로 환원하는 반응은 3 단계로 이루어진다[2.1.1.23].
① 입자의 표면에서 수소와 격자속의 산소가 반응해서 물을 형성
② 계면에서 U4O9이 UO2＋x로 상변태
③ 계면에서 방출된 산소가 UO2＋x 상을 통해서 확산
그들은 kinetic 자료로부터 확산(③ 단계)보다는 표면반응(① 단계)이 전체
0.7
환원 반응의 율속단계라고 주장하였다. 반응속도는 수소압력(P )에 비례하였

으며 활성화 에너지는 25±3 kcal/mole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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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IROX 건식처리 기술을 이용한 핵연료주기 기술
(1) 경수로 핵연료주기
AIROX 공정만으로 처리하여 경수로에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건식처리된 분
말의 핵분열 물질농도를 증가시키는 농축과정이 필요하다. 농축분말의 원료물
질로는 고속로 blanket 핵연료나 새로운 U 분말의 원료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대략, 사용후경수로 핵연료의 50～85％ 정도가 경수로에 재사용될 수 있으며,
나머지 15～50％는 핵비확산 특성이 있는 다른 처리 방법으로 핵분열 물질을
회수하여 새로운 경수로핵연료의 초기노심에 사용, 혹은 폐기물로 처리하면 된
다. 재사용되는 비율이 50～85％로 변화하게 될 때, 재사용량이 증가될수록 농
축단계시 U-235 농도는 5～20％로 증가되어야 한다. 이 경우 농축단계가 핵비
확산 특성을 유지하려면 U-235 최대농도는 20％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사용되는 핵연료에는 중성자를 흡수하는 성질의 핵분열 생성물이
포함되므로 재가공된 핵연료에는 핵분열 물질 농도가 약간 높아져야 한다. 또
한, 중성자 흡수 단면적은 각각의 핵분열 생성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AIROX 공정으로 제거되는 핵분열 물질의 종류와 양은 매우 중요하게 된다.

(2) 고속로 핵연료주기
고속로의 구동(driver) 핵연료는 blanket 핵연료로부터 회수하여 재가공되어
야 하므로, AIROX 공정은 핵분열 물질을 분리해내는 재처리 공정과 함께 수
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농축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사용후 구동핵연료와 20～
30％의

사용후

blanket

핵연료를

핵비확산

특성이

있는(CIVEX

혹은

PYROCIVEX) 방법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70～80％의 사용후 blanket 핵연료
는 AIROX 만으로 처리한다. 한 예로서 Atomics International Parfait core 고
속로 핵연료 주기의 분석 결과를 보면, AIROX만으로 처리 가능한 최대량은
사용후핵연료의 89％로 계산되었는데, CIVEX나 PYROCIVEX 재처리의 생성
물을 48％ fissile, 42％ fertile, 10 w/o 핵분열 생성물로 가정하였다. 결국 고속
로 핵연료 주기에서, 구동핵연료를 재가공하기 위해 AIROX만으로 처리되는 blan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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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의 양은 CIVEX 혹은 PYROCIVEX로 만들어진 생성물의 핵분열 물질농도에
의존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만약, CIVEX나 PYROCIVEX 생성물의 핵분열 물
질농도가 낮아지게 되면, 구동핵연료로 제조되는 blanket 핵연료의 양이 비례적
으로 적어지는 반면 다른 재처리 방법으로 처리해야 되는 blanket 핵연료의 양
은 증가하게 된다.

(3) 고속로-경수로 연계 핵연료주기
1000 MWe의 고속로 핵연료는 400 MWe 경수로에 필요한 핵연료를 공급할
수 있으며, 고속로 blanket 핵연료에서 증식된 농축도가 경수로 핵연료에서 요
구되는 농축도 3～4％를 만족시킬 수 있으므로 이상적인 핵연료 주기이다. 그
러므로 고속로 blanket 핵연료를 AIROX만으로 처리한 후 경수로에 이용하고,
사용후 경수로핵연료와 사용후 구동 핵연료심(driver fuel core)은 AIROX와 부
가적인 재처리를 거쳐 구동 핵연료심으로 재사용하여야 한다.

2.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가. 국외 연구개발 동향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여 원자력 발전에 이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경수
로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한 후 혼합핵연료로 가공하여 경수로 또는 고속로에
재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처리와 혼합핵연료 가공은 군사적으로 민감한 플
루토늄(Pu)을 분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조치가 심각한 정치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1974년 인도의 핵실험 여파는 세계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주
었으며 미국이 국제정치 차원의 핵 비확산(Non-proliferation)운동을 전개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미국은 1970년대 후반 핵연료주기를 재평가하기 위한
NASAP (Non-proliferation Alternative Systems Assessment Program) 계획을
추진하였고, 동일선상에서 IAEA주관 하에 INFCE (International Nuclear Fuel
Cycle Evaluation)가 추진되었다. 이 두 계획은 1950년대 추진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Atoms for Peace) 계획을 20여 년 후에 핵 비확산 차원에서 재평가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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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되었다. 이 평가 작업에는 상용화된 기술은 물론 개발이 중단되었거나 새로
운 기술로서의 잠재력이 있는 여러 가지 핵연료주기 대안들이 총망라되었다.
NASAP/INFCE 프로그램 이후 핵 확산 저항성 핵연료주기 개발은 미국의
IFR 프로그램이 명맥을 이어가다가 90년대 초에 중단되었으며, 90년대 미국과
러시아의 잉여 플루토늄 처리 문제가 대두되면서 다시 핵 확산 저항성 핵연료
주기 문제가 국제 원자력계의 hot issue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1994
년 미국학술원 (U. S. National Academy of Science)에서 냉전 후 핵 감축 조
치로 핵무기 해체에서 발생하는 플루토늄의 처분 대안 평가에서 핵물질 안전조
치의 기본 요건으로서 사용후핵연료 표준 (Spent Fuel Standard) 개념을 제시
한 바 있다. 또한 2000년부터 미국 DOE에서 추진하고 있는 NERI 프로그램,
GEN-IV 프로그램 등에서도 핵 확산 저항성이 중요한 연구 항목 선정 요건 중
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DUPIC 기술과 유사한 해외 기술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50년대 말부터
60년대 전반에 걸쳐 실험실적 규모로 Rockwell Internationals 사에서 개발했던
AIROX (Atomics International Reduction Oxidation)를 들 수 있다[2.1.14]. 이
개념은 건식처리 공정으로서 DUPIC 핵연료의 OREOX 공정과 기술적으로 공
통점이 많다. 이 기술은 그 후 PUREX 공정의 상용화에 따라 개발이 중단되었
으나 70년대 후반 핵확산 저항성 후행 핵연료주기 대안으로 새로운 관심의 대
상으로 부각된 바 있다. 또 90년대 초에는 미국 DOE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대
안 조사 차원에서 INEL에서 재평가된 바 있다. 또한 핵연료 제조기술 관점에
서 DUPIC 기술과 유사한 기술이라면, MOX 핵연료 가공이라 할 수 있다.
MOX 핵연료는 재처리된 플루토늄을 경수로 또는 고속로 연료로 재사용하는
목표로 일찍부터 많은 기술개발이 이루어져 이미 70년대에는 상용화 실증 단계
에 이르렀으나, 미국의 GESMO (Generic Environmental Statement of Mixed
Oxide) 평가 계획으로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매듭되기 전 핵확산 금지 운동의
여파로 상용화가 중지되었다. 그러나 재처리를 상용화한 유럽과 일본 등에서
상용화가 계속 추진되었다. 70년대 후반 핵 확산 문제의 여파로 미국에서는
MOX 핵연료의 핵확산 저항성을 증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제염 또는 spi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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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경수로 MOX 핵연료의 원격가공에 대한 평가들이 수행되었다. 이러한 기술
은 AIROX나 DUPIC 기술과 많은 부분이 동일하며 다만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전처리와 분말 처리 부분이 다르다. 이 차이는 MOX 핵연료는 연료 물질은 재
처리를 통해 습식으로 얻는데 비해 AIROX와 DUPIC 공정에서는 건식으로 열
처리에 의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AIROX나 DUPIC은 경수로 사용후핵
연료 재처리와 MOX 핵연료 가공을 하나로 통합한 공정으로 볼 수도 있다. 현
재 유럽에서 운영 또는 건설되고 있는 MOX 가공 시설들은 고도의 자동화 기
술이 도입되고 있어 무인 공장 개념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MOX
가공시설 뿐 아니라 UO2 연료 가공 시설도 같은 추세이다.
최근

미국의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은

AAA(Advanced

Accelerator

Application) 프로그램과 AFCI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으나 현실적 문제로
AAA프로그램은 중단되고 AFCI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다[2.1.1.3]. AFCI프로
그램에 따르면 상용원전으로부터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AFCI 프로그램 Series
I에 따라서 UREX+라는 핵확산 저항성이 증가된 습식재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재처리한 후 기존 경수로에 소멸하는 기술을 2015년까지 완성할 계획이며,
Series II에서는 더욱 핵확산저항성이 향상된 Pyro-processing 기술을 적용하여
악티나이드뿐만 아니라 장반감기 핵분열 생성물까지 소멸시키기 위한 금속 핵
연료 제조 기술완성, 그리고 고속로 및 ADS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 및 소멸 기
술을 2030년까지 완성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ANL(Argonne National
Laboratory)에서는 일찍부터 EBR 고속로를 중심으로 하는 금속 핵연료 개발에
착수하여 고속로 사업 중단 시까지 지속적인 연구를 계속해 왔다. 1960년대 중
반 ANL의 Idaho 시험센터에서는 FCF(Fuel Cycle Facility)를 건설하여 EBRⅡ용 금속핵연료 제조를 pilot 규모로 실증하였다. ANL에서는 EBR-Ⅱ와 FCF
의 성공적인 운영 결과로 IFR(Integral Fast Reactor) 개념을 제안하여 실증 규
모 계획에 착수한 바 있으나 미국 정부 당국의 EBR-Ⅱ 가동 정지 조치와 IFR
에 대한 타당성 논란으로 프로그램이 중단되었다가 현재 AFR(Advanced Fast
Reactor) 프로그램으로 다시 착수한 상태이다. 2001년 10월에 착수된 AFR 프로
그램은 2011년까지 200 tHM/y 규모의 LWR 사용후핵연료를 건식처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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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R 핵연료 물질 생산 시설을 ANL-W에 확보하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
며, GEN-IV 개념으로의 발전이 예상되고 있다. IFR 기술은 일본의 관심을 끌
어 러시아 RIAR 연구소의 Vipac 기술과 함께 원격가공 기술 개발의 활발한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미국과의 IFR 공동연구가 1995년에
중단된 이래로 CRIEPI의 금속 연료 건식 재순환 프로젝트, JAERI 주도의
OMEGA 프로그램 및 JNC 주관 하의 고속로(Fast Reactor) 상업화 연구가 수
행되어 왔으며, 사용후핵연료 건식 처리 기술개발 및 금속 핵연료주기의 실용
화를 위한 제 2 단계 연구가 수행될 예정이다.
한편, 핵비확산성을 만족하면서 경제성과 환경친화성을 만족하는 핵연료주기
의 도출이 대두되어 국제적으로 미래 핵연료주기 개념의 연구가 시작되고 있
다. IAEA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는 INPRO(Intern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나 미국과 원자력 선진국들이 함께 추진하
고 있는 GEN-IV 등을 들 수 있다. GEN-IV 원자로에 적용할 핵연료 주기는
비순환 핵연료주기 기술의 GEN-IV 원자로에 적용, 부분 순환 핵연료주기 기
술의 GEN-IV 원자로에 활용, 우라늄 및 플루토늄 이용 완전 순환 핵연료주기
기술의 GEN-IV 원자로에 활용 및 Minor Actinide의 완전 순환 핵연료주기 기
술의 GEN-IV 원자로에 활용 등의 4 가지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다. 최근 러
시아에서도

DUPIC

기술을

이용한

고연소도

ADS

(Accelerator-Driven

System) 핵연료주기에 대한 개념적 타당성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Th+Pa+U) 세라믹 핵연료를 장전하는 경수로 시스템에 대한 타당성 연구도
진행되고 있으며, 이 연구도 DUPIC 기술을 이용한 50～100년의 원전 수명 주
기의 원자로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 국내 기술개발 동향
경수로(PWR)와 중수로(CANDU)의 동시 보유국인 우리나라는 PWR 사용
후핵연료를 비분리처리 후, 혼합핵연료로 가공하여 CANDU 원자로에 재사용하는
탄뎀(Tandem) 핵연료 주기에 관해 그 타당성을 1984년 AECL과 공동 연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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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 이는 전체 우라늄의 이용률 증대와 폐기물 감소 측면에서 아주 유리한
핵연료주기로 그 타당성 및 경제성에 관해 고무적인 결과를 얻었으나, 핵비확산
(Proliferation-Resistance) 정책 및 재처리 기술에 대한 정치적 문제로 연구가
중단되고 말았다. 그러다가 1990년대 초반부터 한․미․카 공동연구로 시작된
DUPIC 핵연료주기가 NAS에서 제시한 Spent Fuel Standard 개념과 비슷한 핵
확산 저항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제거, 우라늄 절약, 중수
로 사용후핵연료 처분량 감축 등 직접 처분에 비해 일석다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1992년 수행된 한․미․카 3국간의 DUPIC기
술 타당성 연구는 매우 긍정적인 결론으로 마무리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DUPIC
개념의 실험적 검증을 위한 제 2단계 연구가 2002년까지 추진되어 성공적으로
끝났으며, 이어서 3단계 DUPIC 핵연료 성능검증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지금까지의 국내 연구개발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핵연료 기술 개발
Fresh 우라늄을 이용한 핵연료 제조기술은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한전원자력
연료(주)에서 개발하였고, 현재 한전원자력연료(주)에서 핵연료를 생산하고 있
다. 그리고 중수로용(CANDU-6) 핵연료의 국산화 연구 수행을 통하여 중수로
핵연료의 설계 및 제조기술이 개발되었고, CANDU-6형 핵연료의 노내시험 및
성능평가는 카나다 AECL의 시설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사용후핵연료 물질
을 이용한 새로운 핵연료의 설계/제조, 노내 조사시험 및 성능 입증 시험 관련
연구는 1990년초 시작된 DUPIC 핵연료 연구가 처음이었다.

(2) DUPIC 기술의 타당성 연구
1991년부터 1993년까지 한국, 카나다, 미국 3국의 국제공동 연구로 DUPIC
타당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계적 처리 5 가지 방안과 분말 처리 2 가지 방안
을 제안하고, 각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각기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여 최
적 방안으로

OREOX (Oxidation and Reduction of Oxide Fuel) 공정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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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 기술방안별 기술성 분석
타당성 분석은 제조 및 품질관리(Q.C.), 핵연료 취급, 노물리, 성능, 폐기물
처리, 핵물질 보장조치, 인허가 분야별로 수행하였으며 기존 상용 원자로에의
적용성도 분석하였다.

- 기술 방안별 기술타당성 및 난이도 분석
각 기술방안에 대하여 제조기술 관점에서 제조공정 흐름도, 제조 및 품질관
리공정도를 개발하고 제조공정 및 기술의 난이도, 운전/보수의 난이도, 제조생
산성 등을 분석하였다. OREOX 공정은 핵연료의 균질도, 노물리 및 성능 면에
서 다른 방안에 비해 우수하며, 처리 도중 일부의 핵분열생성물을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관련 연구시험 시설의 구축
1996년부터

가동된

조사재시험시설

(Irradiated

Material

Examination

Facility : IMEF) 중 M6 Hot cell을 보완하여 약 25 종의 원격 핵연료 제조장
치를 개발, 설치하고,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사용후핵연료를 bulk 단위로 해체하
여 핵연료를 가공할 수 있는 실험실 규모의 사용후핵연료 취급 연구시설을
1999년 10월에 구축함으로써 고방사성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연구 기반시설을
확보하게 되었다.

(4)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DUPIC 핵연료 소결체 및 연료봉 제조
1998년 12월 IAEA로부터 DUPIC 연구시설에서의 사용후핵연료 이용 연구
를 허가받음으로써 시설 부록(Facility Attachment)이 시행되었으며, 이어서
1999년 4월 미국으로부터, 국내에서는 최초로, 미국 원산 사용후 경수로 사용후
핵연료 51 kg을 본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양국 정부의 공동결의(Joint
Determination : JD)가 체결되었으며, 2000년부터는 DUPIC 핵연료 원격연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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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활용하여 기존의 중수로용 핵연료 설계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DUPIC 핵
연료 소결체를 성공적으로 제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하나로를 이용한 조사시
험용 소형 연료봉과 중수로용 핵연료봉을 원격 제조하는데 성공하였다.

(5)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건식 재가공 핵연료 소결체 및 연료봉 제조
2002년 1월, 미국과 2007년까지 미국 원산 사용후핵연료 200 kg을 사용하기
위한 공동결의를 양국간 체결함으로써 본격적인 원격 핵연료 기술개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고, 그 동안 수행되었던 원격 제조 및 공정기술 연구결과를 바
탕으로 카나다원자력공사(AECL)의 연구용 원자로(NRU) 및 중수로 핵연료의
설계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건식 재가공 핵연료 소결체 및 연료봉 제조 공정의
자격화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제조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

고 한국원자력연구소 및 카나다원자력공사로부터 핵연료 제조품질에 대한 인정
을 받았다. 또한, 소결체 제조공정흐름에 있어 병목공정인 산화/환원공정 처리
기술을 개량하고, 소결 첨가제로 TiO2 분말을 혼합, 압분, 소결하여 이론밀도의
96%이상이며, 입자 크기도 조대한 성능이 향상된 소결체를 제조하는 기술도
개발하였다. 또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재가공 핵연료 분말 및 소결체 특성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하였다.

(6) DUPIC 핵연료 소결체의 하나로 조사시험 및 성능 평가
2000년 5월 10일부터 2000년 7월 10일까지 2개월 간 조사시험용 DUPIC 핵
연료봉을 하나로에 장전하여, 약 48 kW/m의 평균 선출력으로 (최대 선출력은
약 60 kW/m) DUPIC 소결체의 성능평가를 위한 노내 조사시험(irradiation
test)을 수행하였으며, 조사된 DUPIC 핵연료봉은 IMEF 및 PIEF로 이송되어
외관 검사, 광학현미경을 이용한 조직 검사, 피복관의 Profilometry 등 조사후시
험을 수행하였다. 2000년에 수행된 DUPIC 핵연료의 하나로 조사시험은 국내
최초의 DUPIC 핵연료 조사시험이므로, 약 2 개월동안 단기간의 조사시험 만을
수행한 후 성능 평가를 수행하고, 2001년 6월부터 2002년 2월까지 하나로를 이
용한 두 번째의 장기 노내 조사시험(목표 연소도 7,000 MWd/tU 이상)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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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수행한 산화물 핵연료 조사시험으로는 1999년에 수행한
DUPIC SIMFUEL 조사시험, 2000년에 수행한 DUPIC 소결체 조사시험, 그리
고 2001년 6월부터 수행한제 2 차 DUPIC 소결체 하나로 조사시험 모두가 국
내 독자 기술로 수행된 것이다. DUPIC 핵연료의 노내 거동 평가 관련 전산 코
드 및 관련 material database에 대해서도 분석 중이며, DUPIC 소결체의 하나
로 조사시험 및 조사후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성능을 분석중이다. 또한, DUPIC
소결체의 열적/기계적 물성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DUPIC 소결체 고유
의 물성 모델을 수립하기 위하여, 연소도별 DUPIC SIMFUEL을 제조하고 이
를 이용한 물성 실험을 수행 중에 있다.

(7) 건식 재가공 핵연료 소결체의 하나로 조사시험 및 성능 평가
건식 재가공 핵연료 소결체의 성능 평가를 위하여 하나로를 이용하여 조사
시험을 수행하였다. 2002년도에는 제 4차 소결체 조사시험을 2002년 6월부터
10월까지 수행하였으며, 특히 이중 하나의 조사시험 연료봉은 3차 조사시험봉
을 연장 재조사시킴으로써 원격 조사장치 취급기술의 확립과 고 연소도 조사시
험을 달성할 수 있었다. 하나로 조사시험시 연료봉의 최대 선출력은 약 35
kW/m, 최대 연소도는 약 7,000 MWd/tU 이었다. 소결체의 조사 거동 평가를
위하여 외관 검사, 조직 사진 관찰, 감마 스캐닝 등의 조사후시험을 실시하였으
며, 현재 상세 조사후시험을 수행 중에 있다.

(8) DUPIC 핵연료와 기존의 중수로와 양립성 평가
DUPIC 핵연료의 장전 방식을 2-Bundle shift로, 핵연료의 조성을 fresh
uranium을 이용하여 fissile content 만을 일정하게 조정하고, 핵연료 중심봉에
독극물 핵연료봉을 포함하여 핵연료를 제조하면 기존의 중수로와 핵적, 안전성
측면에서 대부분 양립성을 만족함을 확인하였으며, 경제성은 핵연료 가공비는
기존보다 훨씬 비싸나,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처리 비용이 필요 없고, 중수로용
핵연료 제조용 천연 우라늄이 절감되며, DUPIC 핵연료의 연소도가 기존의 핵
연료보다 약 2 배(15,000 MWD/MTU) 정도 높아, 재처리 및 혼합핵연료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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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 되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경제성 분석은 현재
실험실 규모로 연구를 추진하는 단계이므로 경제성을 단언하기는 어려운 실정
이다.

(9) 건식 재가공 핵연료의 기존 원자로와 양립성 평가
건식 재가공 핵연료 안전특성 해석을 위하여 중수로에서의 SDS2 독물질 주
입 계통 검증 해석을 수행하였고, 핵연료다발 축방향 출력의 임계 열유속 영향
을 평가하고, 그 양립성을 열 여유도 측면에서 기존 37개 핵연료다발 장전 채
널과 양립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리고 제 4세대 원자력시스템에서 고려되
고 있는 핵연료주기, 즉, 비순환, 부분 핵분열성 물질 재순환, 전체 핵분열성 물
질 재순환, 전체 actinide 재순환에 대한 핵연료 주기분석 방법론을 연구하였다.
제 4세대 원자력시스템의 핵연료주기 분석시 사용되고 있는 DYMOND 코드를
이용한 핵연료주기 분석 방법론을 도입하고, 건식 재가공 핵연료의 활용 가능
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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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고온 열처리공정 핵종거동 특성 연구 현황
1. 연구동향 개요
사용후핵연료가 고온조건에 노출될 경우 핵연료로부터 여러 종류의 핵분열
생성물이 방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조건은 원자로 사고시와 같은 고온 공정조
건과 사용후핵연료의 건식 재가공 제조 조건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원자로 사고 발생시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최근 연구에서는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2.2.1.1], 원자로의 위험도 및 사고가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LOCA 선원항(Source term,
환경 중에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의 종류와 양)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필요
한데, 원자로 사고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종류 및 그 양은 전산 코드를 사
용하여 예측하고 있다[2.2.1.2～3]. 전산 코드 구축시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
핵연료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양이며, 따라서 원자로 사고시
핵연료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의 종류와 양을 실험적으로 정확하게 구하여
야 하고, 원자로 사고 발생시에 핵연료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종류 및
양에 관하여 세계적으로 많은 유사 실험들로부터 그들의 거동특성에 관한 연구
는 이 선원항의 예측을 보다 신뢰성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2.2.1.4～2.2.1.6].
핵분열생성물 방출 거동과 관련된 다른 연구분야는 사용후핵연료의 건식 재
가공시 핵연료 분말/소결 공정과 같은 고온조건에서의 핵분열생성물의 방출거
동 특성 분석 및 사용후핵연료 고온 용융(Pyrochemical)공정으로부터 방출되는
핵분열기체 또는 핵분열생성물 방출거동 특성분석 분야를 들 수 있다. 앞서 언
급한 원자로 사고시 핵종 방출거동 특성평가 분야에서는 주로 고온 스팀분위기
에서 핵연료의 산화 등에 의한 핵분열생성물의 방출 특성을 규명하고 있지만,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가공분야에서는 스팀 분위기가 아닌 건조조건에서 방출
거동을 분석하기 때문에 핵분열생성물의 특성에 따라 원자로 사고시 조건에서
방출 특성과 달라지게 된다. 핵분열생성물의 방출에 관한 최초의 연구는 미국
의 ORNL을 시작으로 하여 프랑스 CEA, 영국의 AEA, 캐나다의 AECL에서
각각 수행되었으며 최근 일본 JAERI에서도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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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서 수행중인 핵분열생성물 방출거동 시험에 대한 특성을 표 2.2.1.1에 비교․
정리하였다.

표 2.2.1.1 Summary of out-of-pile fission product release experiments
시험명/
국가
HI/VI
(ORNL,
미국)
UCT/UCE
/HCE,
HOX
(캐나다)
HEVA/
VERCORS
(Grenoble
프랑스)
AET
(영국)

VEGA
(일본)

분위기

시험 핵연료

스팀
Segment
수소
(15～20cm)
공기
(10～47
(0.1 MPa) GWd/tU)
Fragment
공기
Segment
스팀
(< 30g)
수소
(25～58
(0.1 MPa)
GWd/tU)
Segment
스팀
(3 펠렛)
수소
(10～55
(0.1 MPa)
GWd/tU)
Fragment
공기
(< 30g)
스팀
(26 GWd/
수소
tU)
(0.1 MPa)
공기
스팀
수소
(0.1, 10
MPa)

온도

주요 수행 내용

진행상황

․Kr,Cs 방출데이터 확보
1,400～
․분위기에 따라 휘발성핵종
2,425℃
방출량 변화

400～
2,000℃

1,630～
2,350℃

650～
1,400℃

Fragment
Segment
2,500～
(<30g)
2,900℃
(47 GWd/
tU)

․스팀 또는 공기에 의한 산
화가 핵종방출 특성에 미
치는 영향 평가
․DUPIC핵연료
제조공정별
핵종방출 특성 평가
․재조사에 의한 I, Ba, Te 등
의 방출 특성 평가
․에어로졸 형태 핵종의 분포
측정
․스팀 또는 공기의 산화조건
에서 주요 핵분열 생성물
방출율 측정 및 메카니즘
규명
․고온, 스팀/공기분위기에서
핵종방출 특성 평가
․고압조건에서 핵종 방출 특
성 비교
․MOX 핵연료의 핵종방출특
성 평가

종료

진행 또는
완료
VERCOR
S
-HT 시험
진행중
진행 또는
완료

진행중

핫셀에서의 테스트와 병행하여, 원자로 자체에서 핵분열 생성물 방출특성 평
가 테스트(In-pile test)도 각 국에서 많이 수행하고 있으며

In-pile 테스트는

여러 분위기 및 압력 조건, UO2의 용융온도까지 다루고 있으며 핵연료 온도 및
압력은 테스트 장치의 위치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온도 및 분위기 조
건에 따른 핵분열생성물 방출거동 상관관계는 상당한 오차를 보일 수 있고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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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Out-pile 테스트와 같이 보다 정밀한 온도/압력
조건에서의 핵분열생성물 방출거동에 대한 시험이 요구된다.
미국 ORNL에서는 LWR 사용후핵연료를

775～2,700K 온도범위로 과열하

는 과정에서 핵분열생성물의 방출거동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핵분열생성물의 방출 메카니즘을 제시하였다. 최근에는 핵연료의 거동을 좀 더
현실적으로 모사할 수 있는 HI(Horizontal Induction-heated, 1981년 시작),
VI(Vertical Induction- heated, 1985년 시작) 및 HS(Horizontal Simulant) 테
스트 등을 통하여 핵연료의 배열, 가열방법 및 분위기가 핵분열생성물의 방출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주요 관심 대상 핵분열생성물은 기
체상(Kr) 및 휘발성(Iodine), 준휘발성 핵분열 생성물(Cs)로서 냉각기간이 상
대적으로 긴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측정 가능한 핵분열생성물의
종류는 한계가 있었다[2.2.1.7].
캐나다에서는 고온조건에서 핵분열생성물의 방출거동에 미치는 핵연료의 산
화 영향을 주로 평가하였는 데, 핵연료의 산화로 의한 UO2 모체내의 핵분열
기체의 방출 동특성 상관관계를 정립하였다. 또한 사용후 핵연료의 재활용을
위한 건식 재가공 공정의 경우 핵연료봉의 탈피복후 사용후 핵연료의 분말화
및 소결과정을 거치는 데 이러한 일련의 제조 과정에서 온도 및 기체 분위기
변화에 따라 휘발성 및 준휘발성 핵종이 방출하게 된다. 캐나다 CRNL(Chalk
River National Lab.)에서는 건식 재가공(DUPIC) 공정개발과 관련하여 핵연료
제조과정으로부터 발생하는 핵분열생성물 및 핵분열기체의 방출 특성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HOX(Hot-Cell OREOX eXperiment)로 명명하였고, HOX
테스트는 1994년부터 시작하여 HOX1 ～ HOX3 시험을 수행하였다[2.2.1.8].
HOX-1 시험은 1994년 2월～3월의 두 달간 수행되었으며, 여러 온도 및 기체분
위기 조건에서 핵분열 생성물의 방출특성 예비 실험, 2가지 유형의 PWR 사용
후핵연료로부터 분말 및 소결체 제조 특성, SEM 분석을 통한 OREOX 처리된
분말의 형상 등을 분석하여 핵분열 생성물의 방출거동과의 상호 연계성 분석을
주안점을 두고 수행하였다. HOX-2 시험은 1995년 3월과 4월에 수행되었고,
소결성이 우수한 분말 특성 분석에 초점을 두고 OREOX 공정을 보다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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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평가하였으며 여러 가지 OREOX 공정조건별로 얻은 분말을 이용하여
압분체 및 소결체를 제조하였다. 특히 다양한 OREOX 및 소결공정 조건에서
방출되는 핵분열생성물(특히 Kr과 Cs)의 거동을 평가하였다.
일본에서는 원자로 사고시에 핵연료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성 핵종의 종류 및
거동 특성에 관한 다른 나라의 많은 유사실험 들을 광범위하게 분석한 후 이들
이 수행하지 않은 온도 영역에서 핵종 방출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
수행된 세계 각국의 연구는 실험온도가 최대 2,800℃ 정도이고, 또 요오드나 세
슘과 같은 휘발성의 방사성물질을 주 대상으로 한 것이며, 준휘발성 및 비휘발
성 방사성 물질의 방출에 대한 유사한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행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일본 JAERI에서는 핵연료의 융점(약 2,840℃) 가까운 고온상태에서 휘
발성 방사성 물질 뿐만 아니라 Sr, Ba, Eu와 같은 준휘발성, 비휘발성의 방사
성물질은 물론 U, Np, Pu 와 같은 악티나이드 원소의 방출거동을 연구하는 동
시에 MOX 연료(U와 Pu의 혼합 산화물 연료)로부터의 방출 거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VEGA(Verification Experiments of radionuclide Gas/ Aerosol release)
장치를 제작하여 이미 1998년부터 핫셀에서 시험 중에 있다[2.2.1.9].
프랑스

CENG(Centre

D'Etude

Nucleaire

de

Grenoble)에서는

HEVA/

VERCORS 테스트를 통하여 비슷한 시험을 수행하였다. VERCORS-HT 테스
트는 1996년도에 시작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얻는 데 실패하였고,
HEVA/VERCORS 테스트에서는 시험 핵연료를 재조사(re-irradiation)하여 단
반감기 핵분열 생성물의 방출 특성을 평가하였다. 최근에는 많은 데이터를 얻
어내어 미국 ORNL 연구 결과와 비교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2.2.1.10].

특히

PHEBUS 원자로에서 핵분열 생성물 방출 거동 뿐만 아니라 원자로 열화(Core
degradation)

특성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PHEBUS-FP 프로그램은 선원항(Source term)에 관련된 모든 현상, 즉 열화된
노심으로부터 핵분열생성물 방출, 핵분열생성물의 격납용기로의 확산, 격납용기
에서의 거동 등을 분석․평가하였다[2.2.1.11].
이상과 같이 핵분열기체 및 준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의 방출 특성 시험은 여
러 나라에서 많이 수행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프랑스에서 수행한 결과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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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하고 미국, 캐나다, 일본에서 고온조건에서 핵분열생성물 방출거동과 관련하
여 수행한 연구 내용, 결과를 국가 별로 요약,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2. 미국 ORNL 연구동향
미국 ORNL(Oak Ridge National Laboratory)에서는 고 방사능 상업용
LWR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핵분열생성물의 방출거동에 관한 연구는 1976년
에 시작되어 1993년까지 수행하였으며, 고온조건에서 방출되는 핵분열 생성물
의 이동 거동 및 화학적 형태, 방출 속도 등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HI(Horizontal

Induction-heated)

테스트[2.2.2.1～2.2.2.6]

및

VI(Vertical

Induction-heated) 테스트[2.2.2.7～2.2.2.13]를 수행하였다. 본 시험은 원자로 사
고시를 포함한 고온조건에서 핵연료내 핵분열 생성물의 물리․화학적 특성이 심
하게 변화하므로 핵분열 생성물의 방출에 관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 고온 조건에서 핵연료로부터 방출되는 핵분열생
성물의 종류 및 방출량을 시험적으로 구하고 모델링을 통하여 이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HI 테스트는 198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주요 관심 대상으로서 Zr-UO2의 반
응이 핵분열생성물의 방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인데, 가능한 메
커니즘으로서 용융된 Zricaloy가 UO2 입계(grain boundary)에 침투하여 펠렛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VI 테스트는 198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핵연료가
실제로 원자로에 장전되는 경우와 같이 핵연료 시편을 전기로와 수직방향으로
위치시켜 핵연료가 용융 과정에서 보이는 거동을 보다 현실적으로 모사하였다.
VI 테스트는 노내 실험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수행되었으며, 가열방법이 핵분열
생성물의 방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2.2.1.7].
본 항에서는 미국 ORNL에서 1975년 ～ 1993년 사이에 수행한 핵분열 생성
물 방출 시험 주요 결과(VI-1～7, HI-Series)를 정리하였으며, 이상의 시험결과
로부터 얻어진 핵종별 확산계수에 대한 정보는 여러 가지 확산모델에 의하여
일어날 수 있는 방출 특성을 적절히 모사할 수 있는 기본 데이터로 활용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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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험 방법
표 2.2.2.1의 실험조건에서 표 2.2.2.2의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핵종 거동
시험을 수행하였는데, HI 테스트는 1,675～2,275K, VI 테스트는 2,300～2,700 K
이었다.
그림 2.2.2.1은 핵연료 시편의 가열을 위해 특수 제작한 유도로이며, 그림
2.2.2.2는 핫셀내 실험장치 구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표 2.2.2.1 Test temperature and gas flow rates in HI, VI tests
First/Second Temperature

Gas Flow Rate(L/min)

Test No. Atmosphere Heat up
Holding
rate(K/s Temp.(K)
Ar
time(min)
)

He

H2O

H2

HI-1

Steam

1.2

1675

30

0.3

1.0

HI-2

Steam

1.3

2000

20

0.3

1.0

HI-3

Steam

2.1

2275

20

0.15

0.3

HI-4

Steam

2.3

2200

20

0.15

0.32

HI-5

Steam

1.1

2025

20

0.25

0.41

HI-6

Steam

2.3

2250

1

0.28

3.0

VI-1

Steam

1.0/0.6

2020/2300

20/20

0.40

1.54

VI-2

Steam

0.8

2300

60

0.30

1.54

VI-3

Steam

0.3/0.3

2000/2700

20/20

0.40

1.60

VI-4

Hydrogen

0.7/1.1

660/2440

23/20

0.405

0.40
5

VI-5

Hydrogen

0.25/1.2 2000/2720

20/20

0.40

0.40

VI-6

H2/Steam

VI-7

Air/Steam 0.48/0.48 2000/2000

0.83

60

0.40 0.15～1.0 0.40

20/20

0.9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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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

1.0

표 2.2.2.2 Fuel Characteristics used in HI and VI-tests
Test
No.

Reactor

HI-1 H.B. Robinson
HI-2 H.B. Robinson
HI-3 H.B. Robinson
HI-4 Peach Bottom 2
HI-5
Oconee
HI-6
Monticello
VI-1
Oconee
VI-2
BR3
VI-3
BR3
VI-4
BR3
VI-5
BR3
VI-6
BR3
VI-7
Monticello

Grain
Fission gas
Burnup
Diameter
release
(MWd/kgU)
(㎛)
in-reactor(%)
28.1
3.4
0.3
28.1
3.9
0.3
25.2
4.3
0.3
10.1
6.6
10.2
38.3
8.9
4.1
40.3
8.0
2.0
40
9.2
0.7
～2
44
12
～2
44
12
47
12
～5
～2
42
12
～2
42
12
40.3
8.0
2.0

Fuel
length
(m)
203
203
203
203
152
152
152
152
152
152
152
152
152

그림 2.2.2.1 Vertical fission-product release furn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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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2
mass
(g)
137.3
135.3
136.2
254.6
107.5
126.0
109.2
82.0
81.1
78.2
80.8
81.5
126.0

그림 2.2.2.2 Vertical fission-product release apparatus

유도로내에 위치한 핵연료 시편으로부터 방출되는 핵분열생성물은 3개의 트
레인으로 구성된 포집장치에서 포집되는데, 각각의 트레인은 열구배관(Thermal
Gradient Tube), 세 가지 형태의 필터 및 저온 활성탄 포집장치 등으로 구성되
어 있다. TGT에서 온도를 400K까지 낮추며 내부 표면은 백금(Pt)재질의 실린
더를 삽입하여 대부분의 실험에서 사용하는데, 백금을 사용하면 핵분열 생성물
에 의한 튜브의 화학적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다[2.2.2.14, 2.2.2.15]. 그러나 스
팀 및 수소 분위기에서는 산화 전처리된 스테인레스강이나 전처리하지 않은 스
테인레스강을 각각 사용하였다. 필터 포집 장치 구성을 보면 압축된 석영면
(Quartz wool)-두 층의 HEPA 필터가 전 단계에 설치되어 있고 실험 전후
TGT와 필터의 무게를 각각 측정하여 침적된 양을 구한다. 전단계 필터 후단에
3개의 활성탄 필터 카트리지가 설치되어 있는 데, 휘발성 핵종인 요오드 및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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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드 화합물을 포집하기 위하여 TEDA (TriEthylene DiAmine) 화학약품이 첨
착된 활성탄을 사용하였다. 조립된 필터들을 약 400～420K로 가열하여 수분의
응축 및 첨착제 휘발을 방지하였다. 최종적으로 응축 및 건조 단계(저온에서
제올라이트 사용)를 거친 후 액체질소 또는 프레온 기체를 이용하여 -78℃의
저온으로 유지되는 활성탄 포집장치에 의하여 불활성기체를 포집하였다.
핵분열생성물의 연속 측정을 위하여 여러개의 감마 스펙트로미터 검출기를
이용하였으며, 실험전후의 핵분열생성물의 방출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ORIGEN-2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핵연료 내에 존재하는 핵분열생성물의 양을
계산하였고[2.2.2.16], 또한 감마 스펙트로메터를 이용하여 실험 전후의 감마 방
출 핵종의 양을 측정하였다. 핵연료에 대한 ORIGEN-2 계산자료와 핵분열생성
물의 포집장치에서 측정된 감마핵종방출자료를 비교하여 핵분열생성물의 방출
율과 그 핵분열생성물의 이동특성 및 침착특성을

분석하였다.

나. 주요 결과 및 분석
HI 및 VI 테스트로부터 방출되는 핵분열생성물들중 주요 관심 대상 핵종의
방출율을 표 2.2.2.3에 수록하였다. 주요 핵분열 생성물의 방출 특성 시험 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스팀 분위기하에서 수행한 HI 테스트의 경우 휘발성 핵분열생성물(Kr, I,
Cs)은 3%(1,675K)～60%(2,275K)의 방출율을 보였고 소량의 Ag와 Sb의 방출
도 관찰되었으며, 시험후 20분이내에 60%이상의 상당량의 핵분열생성물이 방
출되었다. TGT(1,125～425K) 내에서 요오드 CsI 형태로 침적된 것으로 판단되
며, 그 외 몇 군데에서 CsI 이외의 요오드 화합물도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침
착 거동 연구로부터 Sb는 지수 함수적으로 침착되고 백금으로 된 TGT와 쉽게
합금 되어지는데 이로부터 Sb가 증기(vapor) 상태로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었
다. HI-3, 4, 5 테스트의 경우 핵연료와 연료봉과의 상호 반응이 핵연료봉 용융
점(～2,100 K) 이상에서 일어남을 알 수 있었지만, Zr-UO2 반응은 Kr, Cs, I와
같은 핵분열생성물의 방출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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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3 Released amount of fission products during HI and VI tests
Test

Temp.

NO.

(K)

HI-1
HI-2
HI-3
HI-4
HI-5
HI-6
VI-1A
VI-1B
VI-1C
Total
VI-2A
VI-2B
VI-2C
Total
VI-3A
VI-3B
VI-3C
Total
VI-4A
VI-4B
VI-4C
Total
VI-5A
VI-5B
VI-5C
Total
VI-6A
VI-6B
VI-6C
Total
VI-7A
VI-7B
VI-7C
Total

1,675
2,000
2,275
2,200
2,025
2,100
2,000
2.240
2,300
2,300
2,150
2,298
2,302

Effective
time
(min)
33.19
20.23
21.80
19.91
23.05
9.33
24.67
14.00
16.15
27.37
9.76
18.01
41.82

2,000
2,530
2,704
2,700
2,290
2,431
2,445
2,440
2,005
2,515
2,720
2,700
2,150
2,311
2,314

24.12
19.53
22.86
31.22
8.06
8.01
13.66
24.64
23.23
7.20
21.38
26.46
13.22
18.01
43.03

2,000
2,300
2,300
2,300

28.3
10.1
23.6
30.9

85

Kr

2.83
51.5
59.0
21.1
15.8
29.6

46.0

26.2
66.2
7.03
99.5
85.2
6.5
2.7
94.4
31.4
57.8
10.8
100
42.0
16.9
16.4
75.3
39
14
12
69

Amount released (%
Te
134
129
Cs
I
(appx.)
2.48 ～0.25
1.75
50.50 65.6
～0.5
58.80 43.2
～0.3
31.70 30.1
<0.4
20.30 27.3
33.10 30.1
28.62 23.2
17.44 11.4
17.17 10.6
63.23 45.3
31.24 20.6
26.20 15.9
3.5
9.71
67.15 40.0
1.7
22.10 24.2
68.8
65.74 50.8
28.3
4.0
12.03
98.8
99.87 79.0
59.03 45.2
26.19 13.9
10.65 27.7
95.87 86.8
3.2
30.85 33.5
25.0
59.68 34.0
53.3
2.7
9.43
81.5
99.96 70.2
5.0
30.1
47.0
4.0
7.1
12.1
54.4
39.5
21.1
63.4
76.7
80.2
23
40.8
8
11.8
11
18.8
42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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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Inventory)
125

Sb

154

Eu

>0.02
1.55
>0.001
>0.009 <0.6
>0.33 ～0.021
0.068
0.14
10.68
22.34
33.16
0.09
49.0
19.0
68.1
～0.1
80.6
18.6
99.2
<0.01
18.26
1.46
0.28
3.26
0.09
1.64
18.63
6.36
0.85
0.18
35.03
9.84
21.47
8.04
17.88 57.35
2.4
0
0.1
0.6
11.2
63.5
13.7
63.5
0
5.0
47.0
52.0
0.045

106

Ru

0
0.13
4.88
5.01

0

0

<2.8

(1) 휘발성 핵분열생성물 방출 거동
불활성 기체(Kr, Xe), 할로겐 원소(I, Br), 알칼리 금속(Cs, Rb)과 같은 휘
발성 및 준휘발성 핵분열생성물들은 낮은 온도에서 방출된다. VI 테스트 결과,
온도가 핵분열생성물의 방출에 가장 큰 변수였지만 분위기와 유지시간 등도 주
요한 변수로 작용하였고, 연소도, 조사온도, 핵연료의 grain 크기와 승온속도 등
도 핵분열생성물의 방출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 HI 테스트의 경우 휘발성 핵분열생성물(Kr, I, Cs)은 3%(1,675K)～
60%(2,275K)의 방출율을 보였지만, VI 테스트에서는 HI 테스트보다 온도가 더
높기 때문에 휘발성 핵분열 생성물의 방출율은 대부분 99%이상을 나타내었다.

(가) Iodine(요오드)
요오드는 가장 유해한 핵분열생성물 중 하나로서 방출되는 화학종의 형태
및 방출 후 거동은 대단히 중요하다. TGT에 침착 되어있는 핵분열생성물 특히
요오드나 세슘 등의 분포상태와 필터에 부착되어 있는 핵분열생성물을 비교하
여 이들 핵분열생성물의

화합적 결합형태 및 이동 특성을 예측할 수 있다.

HI 테스트시 방출되는 요오드의 화학적 형태는 방출율이 1%를 초과하는 실험
에서 방출되는 요오드는 거의 모두 원소요오드보다 상대적으로 덜 휘발성인
CsI 형태로 존재하였으며, HI 테스트는 스팀 분위기에서 시험을 수행하였기 때
문에 미량의 원소요오드(I2), HI 및 CH3I도 발생하였다. 일반적으로 방출된 요
오드 중 약 1%만이 휘발성 형태인 I2, HI 등으로 존재하며 휘발성 형태로 존재
하는 요오드의 총량은 상대적으로 일정하였는 데, 이러한 사실로부터 핵연료로
부터 생성되는 요오드가 불순물과 반응하여 휘발성 형태의 요오드로 전환되는
메카니즘이 일정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참고적으로 핵연료로
부터 TGT 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초 이하이지만 침적된 물질은 배
관으로 흐르고 있는 기체 분위기에 20분 이상 노출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결과
는 요오드의 거동에 관한 Beahm의 연구결과와 상당히 잘 일치한다[2.2.2.17,
2.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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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및 Cs의 시험결과와 다르게

I의 방출 속도는 온도변화에 따라 데이터가

129

매우 불규칙한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으로는 방출된 요오드의 측
정방법상의 오차일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하였다.

I의 방사능은 TGT

129

및 필터내에 침적된 핵종을 용해시켜(NH4(OH)2+ H2O2 용액)와 용액내의
과 다른 핵종들을 분리한 후 neutron activation 방법을 사용하여

Cs

137

I로 전환시

130

켜 농도를 측정한다. 이 경우 요오드의 완전 용해가 이루어져야 하는 데 예비
테스트 결과 약 95%의 용출율을 보였지만 이에 대한 보정이 정확히 수행되지
않았다. 또 하나의 원인으로는 ORIGEN-2 코드 결과 값에 대한 신뢰도를 들
수 있다[2.2.2.16]. 요오드 방출율은 다른 핵종과 다르게 ORIGEN 코드 계산값
을 기준으로 구하는 데(직접 측정이 어려움) 코드 계산값에 따라 방출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나) Kr 및 Cs
세슘(Cs)은 fission yield가 요오드의 약 10배이며, 요오드보다 반감기가 길
고, 인체나 주위환경에의 위해도가 크다. 핵분열생성물의 이동특성은 핵분열생
성물의 성질뿐 아니라 주위분위기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으며 사고의 결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수증기분위기 하에서 수행한 실험결과(VI-3)와 수소분
위기 하에서 수행된(VI-5) 실험결과를 비교해 보면, 분위기에 따라 핵분열생성
물의 이동특성이 다르다는것을 알 수 있었다. 수증기 분위기 하에서는 CsI와
CsOH의 복합 형태로 방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약 10%의 Cs은 CsI와 같
은 거동특성을 보이고, 나머지 90%는 CsOH와 같은 거동특성을 보였다. 유도로
출구의 좁은 온도구간에서 Cs2ZrO3형태의 혼합물이 형성되었는데, 이는 추적자
를 이용하여 수행한 유사한 실험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2.2.2.19]. 유도로 외부
에서 Cs의 70%는 에어로졸 형태로 필터에 포집되고 나머지 30%는 기상의 증
기 형태로 TGT에 응축된다. 그러나 수소 분위기에서는(VI-5 테스트) 증기상
과 에어로졸 형태가 서로 역전되는 분포를 보이는데 이로부터 수소분위기 하에
서는 대부분의 Cs이 증기상으로 방출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즉 60%의
세슘은 TGT에, 33%는 필터에 포집되었다[2.2.2.19]. 따라서 수증기 비율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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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서는 소량의 Cs만이 증기 형태로 방출되고 대부분의 Cs는 에어로졸 형태
로 방출되므로 증기 형태로 방출된 Cs는 발전소내 차가운 부분에 응축되고, 에
어로졸 형태로 방출된 Cs는 멀리 이동하게 되어 Cs의 포집을 위한 고용량, 고
효율의 필터 시스템이 필요하게 된다. 즉 Cs의 경우 산화분위기가 환원분위기
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HI/VI 테스트로부터 온도변화에 따른 Kr 및 Cs의 방출 속도를 보면, 1,700K
이상의 온도에서 Kr과 Cs의 방출속도는 유사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Kr의 방출속도가 Cs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Kr의 경우, 핵연료봉이 손상될 경
우 plenum에 존재한 기체가 처음으로 방출되고, 핵연료 내에 존재하는 Kr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서서히 방출하게 된다. 500～900K(223℃～623℃) 온도
범위에서 Kr의 전형적인 방출율은 핵연료 inventory의 1 ～ 2% 정도이다
[2.2.2.20]. 이상의 결과는 방출특성 시험시 핵연료봉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한 결과로서, DUPIC 핵연료 제조공정과 같이 연료봉이 없는 핵연료 시편만
을 사용하여 시험할 경우 Kr 및 Cs의 방출속도는 크게 달라진다. 전체적으로
보면, 10-10cm2/sec의 확산계수가 10%/분(방출계수 0.1/분)의 방출 속도에 해당
하며, 확산계수에서 100배 변화할 경우 방출분율은 10배 정도 변화한다. 1,600K
이하의 온도에서 Cs의 방출속도가 요오드 방출 속도보다 낮게 나타났는 데, 그
이유는 이 온도 영역에서는 보통 cesium uranates를 형성하기 때문으로 해석하
였다[2.2.2.20～2.2.2.22].
VI 테스트로부터 휘발성/준휘발성 핵분열 생성물의 방출 거동중 가장 특징
적인 점은 Kr과 Cs의 시간 및 온도변화에 따른 방출거동은 분위기에 상관없이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Br과 Rb의 방출거동도 각각 화학적 유사성을 가지
는 요오드 및 세슘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K와 2,700K 온도의 수증기
분위기하에서 수행한 VI-3 test의 온도이력 및 온도변화에 따른 Kr, Cs의 방출
거동을 그림 2.2.2.3.에 나타내었으며, 스팀(VI-3)과 수소(VI-5) 분위기에서 휘
발성 핵분열 생성물의 방출 속도는 매우 빨라 2,700K에 도달한 후 10분이내에
완료되며, Kr-85와 Cs-134는 VI 모든 테스트에서 거의 유사한 거동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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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3 Temperature, fission-product release, and collection train
operating histories for test VI-3.

(2) 비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의 방출
열역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비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은 준휘발성(Te, Sb), 저
휘발성(Sr, Ba, Eu), refractories Mo, Ru, Zr, Ce) 3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
으며, 이러한 핵분열생성물의 물리․화학적 성질은 산화상태에 따라 급격하게 변
화하므로 분위기에 따라 서로 다른 방출특성을 보인다. 예를 들면, Mo, Ru, Te
등의 금속원소와 그 산화물은 서로 다른 방출특성을 보이고 있는 데, 핵연료내
핵분열 생성물의 화학적 형태에 따른 이론 방출속도에 대해서 많은 분석이 수
행되었다[2.2.2.19,2.2.2.23]. 일반적으로 저휘발성 그룹에 대한 방출자료는 휘발
성 그룹에 비하여 고온의 실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으므로 방출 자료들도 상대
적으로 빈약하다. HI/VI 테스트에서 비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의 방출 거동은 휘
발성 핵분열 생성물의 방출 거동과 다르게 시험 분위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
으며 Sb, Te, Eu, Mo, Ba, Sr 핵종을

중심으로 방출거동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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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3와 VI-5 테스트후 유도로 바닥에서부터 거리에 따른 주요 핵분열생성물
분포를 측정한 결과, VI-3 실험의 경우 핵연료봉이 완전히 산화되었지만 핵연
료는 손상되지 않았으며, 수소 분위기(VI-5 테스트)에서는 핵연료봉 및 핵연료
가 시험후 손상되었다. Sb와 Te의 방출속도는 금속 핵연료봉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훨씬 낮았으며 또한 상당량의 Eu이 핵연료로부터 방출되어 유
도로 상부에 누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Kr과 Cs의 방출
거동은 기체 분위기에 민감하지 않고 유사한 거동을 보였지만 비휘발성 핵분열
생성물의 거동은 기체 분위기 및 핵연료봉의 산화/용융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났다(표 2.2.2.4. 참조).
표 2.2.2.4 Release data as function of temperature and atmosphere
Fission product released
Test No.

Maximum
Effective
Reactive
temperature, K time, min atmosphere

(% of inventory)
Cs
Sb
Eu
(Kr, I)
(Te)
(Ba, Sr)
22
0
0

VI-3A

2000

34

Steam

VI-5A

2000

33

Hydrogen

31

0

1

VI-2AB

2300

25

Steam

57

49

0

VI-4ABC

2440

31

Hydrogen

96

6.4

19

VI-3ABC

2700

46

Steam

100

99

～0.01

VI-5ABC

2700

31

Hydrogen

100

18

57

Eu, Ba, Sr의 경우는 원소가 산화물 형태보다 더 휘발성이 강하므로 환원상
태에서 최대 방출이 일어나게 되며, 시험결과 Eu의 거동이 Ba이나 Sr의 거동
과 거의 일치하였다. Sb의 경우는 스팀 분위기에서 더 높은 방출율(VI-3 :
99%, VI-5 : 18%)을 보였으며, Eu의 경우는 수소 분위기에서 더 높게(VI-3 :
<0.01%, VI-5 : 57.4%) 나타났다. 이와 같이 Sb와 Eu의 방출거동 특성이 차이
가 나는 이유는 원소와 산화물의 특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수소분위기에서
Eu의 방출율이 더 커진 것은 핵연료로부터 방출되는 Eu2O3가 산화가가 더 낮
은 산화물로 환원되거나 또는 Eu 원소로 환원되었기 때문이다. Alchard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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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ert는 가장 비휘발성인 Eu2O3는 1,600℃ 수소분위기에서 Eu3O4로 환원되어
휘발된다고 보고하였다[2.2.2.24]. 아울러 Sb와 Te은 고온에서 핵연료로부터 손
쉽게 방출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핵연료봉 금속과 결합한 상태로 존재하
고 있어 연료봉이 완전히 산화될 때까지는 연료봉 안에 갇혀있고 산화가 거의
끝날 경우 급격하게 방출된다. Te의 이러한 거동은 모의 zircaloy-clad UO2 핵
연료를

사용하여

실험한 Collins

등의

실험결과와

잘

일치한다[2.2.2.23].

Refractory 금속인 Ru, Mo의 경우는 산화물(RuO4, MoO3)이 원소형태보다 훨
씬 휘발성이 강하므로 산화 분위기에서 방출율이 더 증가하게 된다. 초창기
ORNL에서 LWR 핵연료를 공기 중에서 실험한 결과 Lorenz 등은 Ru이 775K
부근의 온도에서도 낮지만 감지될 수 있는 정도의 방출율을 보인다고 보고한
바 있다[2.2.2.25].

CRL의 Iglesias 등은 핵연료 시편만을 사용하여 공기분위기

에서 가열할 경우 상당히 높은 Ru 방출율을 보였으며 1,600K에서 Ru의 방출율
이 100%에 달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2.2.2.26]. 그러나 VI-3 테스트(2,700K,
수증기분위기)에서 Ru은 약 5% 정도의 방출율을 보였으며, VI-7 테스트
(2,000K, 공기/스팀 분위기)에서는 3%미만의 방출율을 나타내었고 나머지 테
스트에서는 거의 방출되지 않았다. Mo와 Ba의 방출율은 2,300K이하의 모든 실
험에서 1% 이하로 매우 낮았으나 VI-3 실험의 경우 2,700K에서 10～20%로
비교적 높은 방출율을 보였다. 아울러 Zr이나 Ce은 핵연료로부터 거의 방출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2.4에 나타낸 바와 같이, VI-5 테스트에서 Sb, Te, Eu의 방출율은 기
타 VI 테스트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핵연료봉의 산화 및
용융시 강한 환원 분위기(Zr의 산화에 의한 수소 발생)가 형성되어 UO2의 환
원 및 산화물 형태의 핵분열생성물(Eu, Sr, Ba 등)의 환원반응에 의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방출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Zircaloy의 산화
및 용융반응이 비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의 방출 거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악티나이드 원소의 경우 방출율은 매우 낮았으며, 방출될 경우
주로 에어로졸 형태가 대부분이다. VI-2 테스트(2,300K, 수증기분위기)에서는
0.026%의 우라늄이 VI-3 테스트(2,700K, 수증기분위기)에서는 0.69%의 우라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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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도로 외부에 축적되었다. 원자로 안전성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플루토늄(Pu)은 위 두 실험에서 우라늄의 방출율보다 적어도 한 단계
낮은 방출율을 보였다.

(4) 핵연료 연소도의 영향 해석
연소도는 확산 계수에 영향을 미친다. 중연소도, 고연소도 핵연료를 사용하
여 수행한 ORNL 핵분열생성물 방출 특성 시험으로부터 측정한 grain 크기는
Booth와 Rymer 방정식에서의 equivalent sphere size에 해당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저연소도

핵연료를

저온에서

가열한

실험에서는

입계와

edge가

open-pore 구조내에서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없었다.
ORNL에서는 상대적으로 좁은 영역 내의 연소도를 가진 핵연료를 가지고 실험
을 수행한 결과 핵분열 생성물 방출 특성에 미치는 연소도의 영향을 충분히 분
석할 수 있는 결과를 얻지는 못하였다.

다. 시험 결과의 종합 분석
ORNL에서는 고온조건에서 핵분열생성물의 방출에 관한 핫셀 시험을 온도,
시간, 기체 분위기, 연소도 등의 변수로 하여 광범위하게 수행하였고, 이들 결
과를 이용하여 원자로 사고시 해석을 위한 전산 코드에 적용할 수 있는 대다수
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였다. 특히 ORNL 확산 방출 모델은 핵분열 생성물
의 방출을 예측하는데 있어 사용이 간편하고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핵분열 생
성물 방출 관련 실험에서 휘발성 핵종의 방출속도를 계산하는데 적절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주요 시험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LWR 사용후핵연료를 대상으로 1,700～2,700 K의 온도범위에서 휘발성 핵분
열생성물들에 대하여 수행한 방출 실험결과, Kr 및 Cs의 방출속도는 대단히
크고 서로간에 유사한 방출거동을 보였다. 특히 2,700 K 부근의 고온에서는
거의 모든 휘발성 핵종이 약 10분만에 전부 방출되었다.
- 다만 알칼리 금속의 경우에는 화학적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수증기 또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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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위기 하에서 서로 다른 이동특성을 보여준다. Cs의 경우 환원분위기에서
는 주로 응축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산화분위기에서는 대부분이 에어로
졸

형태로 존재한다. 공기 또는 유기물질에 노출이 되면 halide 원소의 이동

특성은 크게 변화되어 안전성 해석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이 경우 비휘발성인 CsI가 휘발성인 I2나 유기요오드와 같은 형태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중요한 인자로 간주된다.
- 비휘발성인 원소들의 방출은 분위기(수증기 또는 산소)에 민감하였다. Te,
Sb의 경우 방출속도가 휘발성 핵종과 비슷한 정도로 보이지만, 이들 핵분열
생성물은 금속 zircaloy에 갇혀있어서 피복관이이 완전 산화될 때까지는 방출
되지 않는다.
- 고온(2,700 K)에서의 실험결과로부터 분위기가 비휘발성 원소들의 방출속도
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었다. 수소분위기 하에서 Eu의 방출율은 수증기분
위기에서의 방출율보다 약 1000배정도 크지만, Sb의 방출율은 수증기에서의
방출율의 약1/5정도이다. 이러한 실험결과로부터 핵분열생성물의 방출율이 분
위기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수증기분위기 하에서 형성되는 에어로졸 양과 방출되는 총량은 공기분위기
하에서 형성되는 에어로졸 양과 방출되는 총량보다 약 5배정도 높았다. 에어
로졸은 순수한 증기보다 상대적으로 잘 움직일 수 있는 형태이므로 그 위험
도가 커진다.

3. 캐나다 연구 동향
캐나다에서는 고온조건에서 핵분열생성물의 방출거동에 미치는 핵연료의 산
화 영향을 주로 평가하였는 데, 핵연료의 산화로 인하여 UO2 모체내의 핵분열
기체의 확산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화와 방출 동특성 상관관계를
정립하였다[2.2.3.1, 2.2.3.2]. 아울러 가압경수로 사용후핵연료는 CANDU(가압
중수로)에 재사용하기에 충분한 핵분열성 물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캐나다는
한국 원자력연구소와 공동으로 가압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건식공정을 이용하여
CANDU 원자로에 재사용하기 위한 DUPIC(Direct Use of Spent PWR Fuel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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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U)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고품질
의 CANDU 핵연료 소결체 제조 시험을 수행하였는 데, 모든 공정은 높은 방사
능 때문에 차폐된 핫셀내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처리공정 중에 유출되는 핵분열
생성물들은 감시와 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하고 이 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피복관의 취급도 중요하다.
캐나다 CRNL(Chalk River National Lab.)에서는 DUPIC 공정개발과 관련하
여 핵연료 제조과정으로부터 발생하는 핵분열생성물 및 핵분열기체의 방출 특
성

시험을

수행하였으며[2.2.3.2～2.2.3.5],

이를

HOX(Hot-Cell

OREOX

eXperiment)로 명명하였다. HOX 테스트는 1994년부터 시작하여 HOX1 ～
HOX3 시험을 수행하였다. PWR 사용후핵연료로 부터 소결성이 우수한 UO2
분말을 제조하기 위하여 OREOX (Oxidation/REduction of OXide fuel)공정을
선택하였다. 3회의 산화/환원 공정동안 UO2는 U3O8로 산화되고 다시 UO2로의
변화 과정을 겪으며, 산화과정 동안 약 32%의 부피증가가 이루어짐으로서 분
말화가 이루어지고, 주기적인 산화-환원 과정을 통해서 미세분말을 얻을 수가
있다. 특히 소결공정보다는 OREOX 공정에서 상당량의 핵분열생성물을 제거하
기 위하여 1,100℃에서 annealing 단계를 도입하였다. 아울러 환원단계에서
12%CO/Ar 기체를 사용하여 핵분열 생성물의 방출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시험
도 HOX-1 시험에서 수행하였다[2.2.3.4]. HOX-1 시험은 1994년 2월～3월의 두
달간 수행되었으며, 여러 온도 및 기체분위기 조건에서 핵분열 생성물의 방출
특성 예비 실험, 2가지 유형의 PWR 사용후핵연료로부터 분말 및 소결체 제조
특성, SEM 분석을 통한 OREOX 처리된 분말의 형상 등을 분석하여 핵분열
생성물의 방출거동과의 상호 연계성 분석을 주안점을 두고 수행하였다. HOX-2
시험은 1995년 3월과 4월에 수행되었고, 소결성이 우수한 분말 특성 분석에 초
점을 두고 OREOX 공정을 보다 상세하게 평가하였으며 여러 가지 OREOX 공
정조건별로 얻은 분말을 이용하여 압분체 및 소결체를 제조하였다. 특히 다양
한 OREOX 및 소결공정 조건에서 방출되는 핵분열생성물(특히 Kr과 Cs)의 거
동을 평가하였다[2.2.1.8].
본 절에서는 캐나다에서 수행한 DUPIC 핵연료 제조공정으로부터 방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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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분열생성물 거동 특성을 주로 분석한 HOX-1 및 HOX-2의 시험결과를 정리
하였다.

가. HOX 실험 조건
(1) 사용후핵연료 특성
HOX-1, 2 시험에서는 연소도가 다른 두 가지 종류의 가압경수로(LWR) 사
용후핵연료를 사용하였다. 핵연료 A는 초기 U-235 농축도 2.55%,

연소도

28,000 MWD/ MTU, 원자로로부터 방출일시는 1974년 5월이며, 핵연료 B는
초기 농축도 3.5%, 연소도 58,000 MWD/MTU, 방출일시는 1988년 2월이었다.
HOX-1,2 시험에서는 fragment 형태의 사용후핵연료 시편을 사용하였고, 초기
산화온도와 핵분열 생성물 방출특성에 미치는 핵연료 연소도의 영향을 고찰하
기 위하여 두 가지 핵연료 모두 산화실험에 사용하였다. 아울러 HOX-2 실험에
서는 DUPIC 핵연료 제조 관점에서 공정변수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핵연
료 A만 사용하여 OREOX 공정을 통한 소결체 제조 특성 시험도 병행하여 수
행하였다. HOX-2 시험에서는 OREOX 공정과 소결공정 동안 Ru의 유출특성을
시험하기 위하여 Darlington 발전소에 저장중인 사용후핵연료 시편(약 1g)을
실험 시료에 첨가하여 사용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사용후핵연료(K03250Z
다발중

12번

핵연료봉)는

초기

U-235

농축도

0.71%,

연소도

9,600

MWD/MTU 로서 원자로 방출일시는 1993년 7월이었다.

(2) 시험 방법
그림 2.2.3.1은 시험 장비의 전체적인 개략도이다. 핫셀내에 설치된 장비는
가열로, 산소센서, 비상흡입장치, 가스 세정장치, 분말압분 프레스, 수동 유압펌
프 등이며, 핫셀 외부에 설치된 장치는 감마 측정장비, 가스 공급장치, 제어판
넬, 데이터 수집시스템 등이다. 핫셀 외부에 2 대의 감마 스펙트로미터를 설치
하여 핵분열 생성물의 방출정도를 측정한다. 하나는 가열로에 들어있는 핵연료
시료의 핵분열 생성물 함유량을 직접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며, Kr-85 불활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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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는 핫셀 외부의 납으로 쌓인 상자 안에 설치된 또 다른 감마 스펙트로미터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그림 2.2.3.1 Schematic of equipment setup of the HOX experiments

감마 스펙트로미터를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 시편내 핵분열 생성물의 방사
능을 직접 측정함으로서 Cs, Ru, Eu 등의 방출 정도를 구할 수 있다. 즉 시험
전과 시험기간동안 시편 counting 속도를 측정하여 아래 식으로 방출율을 구할
수 있다[2.2.3.6].
R = (1-

It
)×100%
Is

여기서 It : 시험기간중 감마선 counting 속도
Is : 시험전의 동일 γ-선 counting 속도(각 핵종별 표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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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It 와 Is 값이 같을 경우 해당 핵분열생성물의 방출은 일어나지 않은 것
이며, It 가 0이면 100% 방출된 것이다.
그러나 UO2 시편의 경우 산화시 U3O8으로 변환되어 분말화가 일어나므로
시편밀도가 낮아지고 분말의 spreading으로 인한 기하학적 특성 변화가 일어나
감마 스펙트로미터에 노출된 표면적이 커지게 되어 이에 따른 γ-선 측정값이
증가하게 된다. 공기중 산화시험시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 It 가 Is 값보다 커
지는 경우가 나타나 “Negative release(방출율 감소)”를 보였다. 이러한 경우
시료의 기하학적 변화를고려하여야 하는 데 HOX 시험에서는 구체적인 데이터
를 구하지 못하였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Kr-85 측정을 위하여
delay coil를 사용하였는 데 감마 측정 시스템의 기하학적인 특성을 고려하고
표준선원을

사용하여

검출기의

측정

효율을

보정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counting 속도를 방사능(activity)으로 변환하였다. 이 경우 delay coil내 Kr의
counting 속도는 기체 유량과 체류시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고려하여 Kr-85의 방사능을 구하였다.

(3) HOX-1, 2 시험조건
HOX-1, 2 시험에서 설정한 OREOX 주요 공정 조건은 표 2.2.3.1～2.2.3.3과
같다.
HOX-1에서 사용한 총 시편은 18개로서

핵연료 A의 경우는 16개, 핵연료

B는 2개의 시편을 사용하였으며, HOX-2 시험 총 회수는 8회로서, 특히 2가지
유형(OREOX 공정 및 고온 산화실험)의 시험을 주로 실시하였다.
핵연료 A와 B의 피복관 annealing 실험(S1과 S2)은 공기분위기에서 수행하
였으며, 온도는 각각 500℃와 600℃ 이었다. 실험에 사용된 피복관의 길이는
50mm로서 annealing은 1시간동안 실시하였고, 실험 전․후에 대하여 γ-선 방사
능을 측정하였다. 아울러 가열로 튜브와 필터를 OREOX와 소결공정 후 튜브와
필터의 길이축 방향으로의 방사능 분포 측정을 위하여 γ-선 분석을 실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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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1 List of HOX-1 test conditions and sample weights of each batch
최대온도에서
정지시간 (시간)

시험명

시험조건

HX1
HX2

HXA

440℃(공기)
HX1 → 1,320℃(공기)
HX2 → 1,300℃(공기) →
1,740℃(공기)
400℃(공기)→ 1,400℃(공기)

HX4

HX1 → 1,400℃(공기)

HX5

HY2 → HX4
HXA→ 700℃(4% H2/Ar)→
1 → 0.5
100℃(CO2)
HR1→ 400℃(공기)
1
HR2→ 700℃(4% H2/Ar)→
1 → 0.5
100℃(CO2)
HRA→400℃(공기)→700℃
1 → 1 → 0.5
(4%H2/Ar)→100℃(CO2)
HXA→500℃(12%CO/Ar)→
2 → 0.5
100℃(CO2)
H R4 → 400 ℃ ( 공 기 ) → 500 ℃
1→ 2 → 0.5
(12%CO/Ar)→100℃(CO2)
H R5 → 400 ℃ ( 공 기 ) → 500 ℃
1→ 2 → 0.5
(12%CO/Ar)→100℃(CO2)
1,400℃ (4%H 2 /Ar) → 1,400℃
(공기) → 700℃ (4%H 2 /Ar) → 1→ 3→ 1 → 1
400℃ (공기)
HR7 → 700℃ (4%H 2 /Ar) → 40
1→ 1 → 1 →
0℃ (공기) → 700℃ (4%H 2/Ar)
0.5
→100℃(CO2)
HY2→HR7→HRB
핵연료 B
400℃(공기)→ 1,400℃(공기)
3 → 4
AR1 → 700℃ (4%H 2 /Ar) → 40
0℃ (공기) → 700℃ (4%H 2/Ar) 1→ 1 → 1 →
→ 4 0 0 ℃ ( 공 기 ) → 7 0 0 ℃ → 1 → 1 →0.5
(4%H2/Ar)→100℃(CO2)
400℃(공기)→ 1,400℃(공기)
2.5 → 3
AR2→ 500℃ (12%CO/Ar) →
400℃ ( 공 기 ) → 500℃
2→ 1 → 2 →
(12%CO/Ar)→400℃(공기)→
→ 1 → 2 →0.5
500℃(12%CO/ Ar)→ 100℃
(CO2)

HY2

HR1
HR2
HRA
HR3
HR4
HR5
HR6
HR7

HRB
HR8
AR1
ARA
AR2

ARB

핵연료 A
4.5
1.5

시료
갯수

88.2±13.2
68.6±10.3

○
○

58.8±8.8

○

○

1

19.7±3.0
19.6±3.9
(HX5포함)
9.8±1.5

3

9.8±0.3

○

2

6.6±0.8

○

2

6.6±0.8

○

1

3.3±0.5

○

3

9.9±1.3

○

2

6.6±0.8

○

1

3.3±0.8

○

14.8±2.3
(HRB포함)

○

5.0±2.3

○

9
7

1.5 → 0.5

6

2.5 → 3.5

6

4

1

* 유량 : 대부분 1.0 ℓ/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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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당
각 벳취당 SEM
추정
추정무게 (g) 분석
무게

2

10

3

5

1

9.8±1.5
1

5

5.3±0.4

1
1

1

5.3±0.4

5

○

4.5±0.4

4.5±0.4

○

표 2.2.3.2 List of HOX-2 test conditions and sample weights of each batch
시험명

시험조건

Test 1
○3-Cycles OREOX 시험 수행후 각 조건별 시험
- 350℃(공기), 4.5 h → 700℃(4% H2/Ar), 2.5 h
- 350℃(공기), 3.5 h → 700℃(4% H2/Ar), 2 h
- 350℃(공기), 2 h → 700℃(4% H2/Ar), 2 h

시료
갯수

6

T12

○1-Cycles OREOX 추가
-500℃(공기), 2 h → 700℃(4% H2/Ar), 7 h

2

T13

○T12 시료 압분시험
-압력(20/50 ksi)→압분밀도(59.6% TD)→소결전 Broken

1

T14

○1-Cycles OREOX 추가
-400℃(공기), 3.5 h → 700℃(4% H2/Ar), 4 h

1

T15

○T14 시료 압분시험
-압력(20/50 ksi)→ Broken

1

○압분시험: 압력(20/50 ksi)→ Broken
T16 ○Broken 펠렛의 3-Cycles OREOX 추가(T7 시험조건임)
-500℃(공기), → 700℃(4% H2/Ar), 시간: T7조건 참조
T17
○압분체 소결 : 1,650℃(4% H2/Ar), 1.25 L/min, 5 hr

시료당
SEM
추정
분석
무게

60

○

○

○
(T16B
)

2

Test 2

○4-Cycles OREOX
- 400℃(공기),2.5 h→1,400℃(공기),3 h→700℃(4% H2/Ar), 3 h
- 350℃(공기),11 h → 700℃(4% H2/Ar), 3.5 h
- 350℃(공기), 3.5 h → 700℃(4% H2/Ar), 3.5 h
- 350℃(공기), 3 h → 700℃(4% H2/Ar), 4 h
T22
○추가 공정 없음
T23

6

60

2

T24

○1-Cycles OREOX 추가
-500℃(공기), 2 h → 700℃(4% H2/Ar), 7 h

2

T25

○T24 시료 압분시험
-압력(20/50 ksi)→압분밀도(58.3 TD)
-소결:1,650℃(4% H2/Ar),1.25 L/min, 5 hr→ 88.1% TD

1

○압분시험: 압력(20/50 ksi)→ Broken
T26 ○Broken 펠렛의 3-Cycles OREOX 추가(T7 시험조건임)
-500℃(공기), → 700℃(4% H2/Ar), 시간: T7조건 참조
T27
○압분시험: 압력(20/50 ksi)→ Broke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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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속)
시험명

시험조건

Test 3
○3-Cycles OREOX 시험 수행후 각 조건별 시험
- 400℃(공기), 3.5 h → 700℃(4% H2/Ar), 7.5 h
- 400℃(공기), 3.5 h → 700℃(4% H2/Ar), 4.8 h
- 400℃(공기), 3.5 h → 700℃(4% H2/Ar), 2 h
○1-Cycles OREOX 추가
T35
-500℃(공기), 2 h → 700℃(4% H2/Ar), 7 h
T36
○압분시험: 압력(20/50 ksi)→ Broken
T33
○압분시험: 압력(20/50 ksi)→ Broken
T34
T31
○시험 실패
T32
Test 7(KAERI에서 수행한 자격화시험과 유사)
○3-Cycles OREOX
- 500℃(공기), 2.7 h → 700℃(4% H2/Ar), 5.8 h
- 500℃(공기), 11.5 h → 700℃(4% H2/Ar), 5 h
- 500℃(공기), 2.3 h → 700℃(4% H2/Ar), 4.8 h
T71 ○압분시험: 압력(25/60 ksi)→ 압분밀도(59.2% TD)
T72
○압분시험: 압력(15/40 ksi)→ 압분밀도(57.2% TD)
T73
T74
○압분시험: 압력(20/50 ksi)→ 압분밀도(60.3% TD)
T75
○소결 : 1,650℃(4% H2/Ar),1.25 L/min, 5 hr
○소결체 밀도
소결
- T71 : 86.1 %(침적밀도)
공정**
- T72, T3 : 73.8% (기하학적 밀도)
- T74, T75 : 86.0% (침적밀도)

시료
갯수

6

시료당
SEM
추정
분석
무게

60

○
(T36)

2
2

○

1

5
(R) *

50

1
(R)

○

2
2

○

2

(주) * R : T16, T17, T26, T27 파손된 펠렛 Recycle
** 필터부근의 가열로 튜브 깨짐, 재소결함
표 2.2.3.3 Oxidation conditions of HOX-2 test
시험명

시험조건

시료
갯수

시료당
SEM
추정
분석
무게

T8

○400℃(공기), 2 h : 핵연료 A(T82), B(T81)

2

10

T5

○500℃(공기), 2 h : 핵연료 A(T52), B(T51)

2

10

T6

○600℃(공기), 2 h : 핵연료 A(T62), B(T61)

2

10

T9

○700℃(공기), 2 h : 핵연료 A(T82), B(T91)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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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시험 결과
HOX-1 시험은 다양한 제조 조건에서 분말의 형상 및 사용후핵연료로 부터
핵분열 기체 및 핵분열 생성물의 방출 거동에 관한 예비 시험에 주안점을 두었
으며, HOX-2 시험은 DUPIC 핵연료 제조 관점에 주 목적을 두고 중점적으로
실험을 수행하였고 여러 시험 조건에서 핵분열 기체 및 핵분열 생성물의 제거
특성 평가시험도 병행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2000 ～ 2002년도 초반까지 IMEF M6 핫셀에서 사용후
핵연료를 이용한 DUPIC 핵연료 제조공정 시험을 다양하게 수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DUPIC 핵연료 제조공정 조건을 최적화하였다. HOX 시험조건과
KAERI에서 설정한 최적 제조조건과 비교하여 보면, HOX-2 시험중 Test-7이
KAERI 제조조건과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가) HOX-1 시험
HOX-1 시험에서 측정한 핵분열 생성물은 Kr, Cs, Eu 및 Ru(핵연료 B에서
만 측정됨)이었다. 캐나다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입계(grain boundary)에 존재하
는 핵분열 생성물 존재 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험을 수행하였는 데
[2.2.3.1, 2.2.3.7], HOX-1 시험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수행한
핵분열 생성물의 방출 특성에 미치는 UO2 산화의 영향 시험 결과와 유사하였
다[2.2.3.8, 2.2.3.9].
① Kr 방출 특성
표 2.2.3.1에 제시된 시험조건에서 얻은 Kr 방출 결과를 표 2.2.3.4에 정리하
였다. 여기서 ORIGEM 코드 결과로부터 얻은 inventory를 기준으로 구한 방출
분율(% of inventory)가 100을 넘는 경우는 시료의 무게와 ORIGEN 코드의
계산결과에 의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핵연료 A와 B로부터 Kr의 방출 동역학적 특성은 비슷하지만 방출양은 연소
도의 영향으로 차이를 보였다.
- 공기중에서 Kr의 방출이 시작되는 온도는 약 400℃이고 온도가 증가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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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에서 1,400℃) 추가로 방출이 일어났다.
- 핵연료 A의 경우(연소도 28,000 MWD/MTU) 400℃에서 총 방출율은 약
3.5%였으나(HXA 시험), 핵연료 B(연소도 58,000 MWD/MTU)의 경우는
27～28%였다(AR1 시험). 이는 핵연료의 연소도가 증가함에 따라 입계내에
핵분열기체인 Kr-85의 존재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 기체 분위기에 따른 영향으로서 특히 HR7 시험에서 1,400℃, 4%H2/Ar 분위
기에서 Kr의 방출은 없었지만 공기를 공급하여 계속 가열할 경우 방출량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Kr의 방출 특성이 기체 분위기에 의존하는 것 보다 기체
종류별에 따라 핵연료의 산화가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생
각된다.

표 2.2.3.4 Summary of Kr release in HOX-1 tests
시험명 전처리

시험조건

440℃, 공기
1,320℃, 공기
1400℃, 공기
400℃, 공기
HXA None
1400℃, 공기
HR1 HXA 700℃, 4%H2/Ar
1,400℃, 4%H2/Ar
HR7 None
1400℃, 공기
400℃, 공기
AR1
〃
1400℃, 공기
400℃, 공기
〃
AR2
1400℃, 공기
HX1
HX2
HX4

None
HX1
HX1

88.2±13.2
68.6±10.3
9.9±5.4

계산된
Inventory
(mCi)
167.6
130.3
18.8

19,7±3.0

37.4

9.8±0.3

18.6

5.0±4.8

9.5

5.3±0.4

38.1

4.5±0.4

32.4

추정
시료양(g)

방출량
(mCi)
9.35
141.7
19.9
1.6
44.3
0.09
0.0
12.8
14.2
44.6
8.3
22.3

방출분율
(% of
inventory)
5.6
109
106
4.3
118
0.5
0.0
13.5
37
117
26
69

② Cs 방출 특성
세슘의 경우 700℃이하의 시험 조건에서는 핵연료로부터 방출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1,320℃～1,400℃의 공기분위기에서 U3O8을 가열할 경우 방출되었으
며, Cs가 방출된 시험 조건에서의 결과를 표 2.2.3.5에 정리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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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연료 A의 경우 800～ 820℃의 온도범위에서 방출이 시작되었지만 핵연료
B의 경우는 방출이 시작되는 온도 범위는 710～ 750℃였다.
- 1,400℃, 공기분위기에서 약 200～230분 경과후 방출된 Cs 총 양은 inventory
를 기준으로 약 97～98%였으며, 핵연료 종류에 무관하게 나타났다
- 온도변화에 따른 영향을 보면, 핵연료 A의 경우 최대 온도가 1,320℃에서
(HX2) 약 92분 경과후 Cs의 방출율은 72%정도 였으나 1,400℃에서(HX4)에
서는 84%로 증가하였다.
- 핵연료 A 시편(fragment)을 4%H2/Ar 분위기에서 1,400℃까지 가열하고 15
분간 유지할 경우 Cs의 방출이 없었지만 공기로 기체를 전환시킬 경우에는
150 분후 Cs의 방출율은 약 96%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Kr의 경우와 마찬
가지 현상으로 해석되며 KAERI에서 수행한 핵연료 제조공정시 Cs의 방출거
동과는 차이를 보였다.

표 2.2.3.5 Summary of Cs release in HOX-1 tests
방출분율
비 고
(%)
*
Negative -400℃, 17분후 나타남
-800℃ 도달후 방출 시작됨
76
-1,320℃, 92분후 방출율

시험명

전처리

시험조건

HX1

None

440℃, 공기

HX2

HX1

1,320℃, 공기

HX4

HX1

1,400℃, 공기

97

400℃, 공기

Negative

1400℃, 공기

98

1,400℃,
4%H2/Ar
1400℃, 공기
700℃, 4%H2/Ar
400℃, 공기

Not
detected
96
Not
detected

400℃, 공기

Not
detected
97
Not
detected
98

HXA

None

HR7

None

AR1

None

1400℃, 공기
AR2

None

400℃, 공기
1400℃, 공기

*

-820℃ 도달후 방출 시작됨
-1,420℃, 233분후 방출율
-400℃, 40분후 나타남
-800℃ 도달후 방출 시작됨
-1,400℃, 217분후 방출율
-1,400℃, 15분후까지 측정
-1,400℃, 150분후 방출율

-400℃, 172분후까지 측정
-1,400℃, 233분후 방출율
-400℃, 170분까지 측정
-1,400℃, 200분후 방출율

* Negative : 시료의 기하학적 특성 변화(분말화)로 counting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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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HOX-2 시험
핵분열 생성물의 방출 특성 및 제조 특성 시험을 위하여 핵연료 A만을 사용
하여 수행하였고, 핵분열생성물 방출 특성에 미치는 산화의 영향과 연소도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핵연료 B만을 사용하였다. 아울러 가열로 튜브와 필
터, 피복관의의 감마 방사능 측정도 병행하였다.
① OREOX 및 소결공정중 핵분열생성물 방출 특성
핵분열생성물 방출 특성과 관련하여 얻은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 Test 7 : 350℃ 공기분위기에서의 산화 및 700℃, Ar/4%H2 분위기에서의 환
원공정 동안 Kr-85만 방출되었으며, Cs, Eu 및 Ru 등은 방출되지 않았다. 한
국원자력연구소에서 수행한 DUPIC 핵연료 제조를 위한 자격화 시험조건과
유사한 Test 7 시험 조건중 OREOX 공정 동안 Kr의 방출 동역학 결과를 보
면, Kr은 각각의 산화-환원단계별로 모두 방출되었으나 대부분의 Kr 유출은
첫 번째의 산화-환원 과정에서 나타났다. Test 7-OREOX 공정에서 Kr 유출
이 첫 번째 산화과정에서 Kr의 방출율은 약 21%이었고, 첫 번째 환원단계에
서 약 68%의 방출이 나타났다. 2번째와 3번째의 산화-환원 단계에서 방출량
은 총 방출량을 기준으로 약

11%정도였다.

- Test 2 : 많은 양의 핵분열 생성물을 방출시키기 위하여 400℃에서 산화시킨
후 1400℃까지 가열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열로 튜브가 1400℃에 도달한지
1,500초 후에 파열되었으며 파열이 일어난 직후 공급기체를 Ar/4%H2로 전환
되었고 ESU 장치가 작동되어 핵분열생성물의 핫셀내로 확산을 감소시켰다.
가열로 튜브를 교체한 후 실험을 계속 진행시키며 방출시험을 수행한 결과,
고온 산화과정동안 Kr은 91%가 방출되었고(이 값은 가열로 튜브가 파열된
경우에 방출된 약간의 Kr을 포함한 결과), 2번째와 3번째의 산화-환원 과정
중에는 약 0.4%에 불과한 매우 적은 양의 Kr이 방출되었다. Cs의 경우 약
55%가 고온산화-환원 과정에서 방출되었다.
- 소결공정 : 소결중에 Kr의 방출은 거의 없었으며 이는 OREOX 공정중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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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Kr이 방출되었기 때문이다. Cs는 소결온도가 1200℃에 도달했을 때
방출되기 시작하였으며, 총 방출량은 시험전 초기 측정값과 비교하여 약 5
5～65% 정도였다. 소결공정중에 Eu의 방출이 일어난 것으로 측정되었지만
이는 시료의 기하학적인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전의 수행한
동일 조건의 CRL 실험에서는 Eu은 방출되지 않았고[2.2.3.10] 또한 가열로
튜브와 필터의 γ선 측정에서도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Cs의 방출 특성도
시료의 기하학적 변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방출율은 더 낮
아질 것이다.
② 필터에 포집된 핵분열생성물 방사능 측정
OREOX와 소결공정에서 방출된 핵분열생성물의 KSB 필터에 의한 포집성능
을 분석하였다. Eu은 방출되지 않았으므로 Cs와 Ru의 필터 포집성능을 측정하
였고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Test 2 시험
- OREOX 공정동안 필터 표면 온도와 시료 온도를 측정하였다. 시료 온도가
annealing 온도에 도달하였을 때 가열로 튜브가 파괴되었으며, 시료온도가
1400℃인 경우 공기 흐름방향 위쪽 표면 필터의 온도는 900℃, 흐름방향 아
래쪽 온도는 480℃였다. 시험이 끝난후 가열로와 필터내 Cs-137에 대한 분포
를 측정한 결과, 필터가 위치한 지점에서 Cs-137 측정값이 매우 높게 나타났
고, Cs-134의 경우는 Cs-137과 비슷한 유형을 보여주고 있으나 낮은 측정값
을 보여 주었다. Eu-154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방출된 Ru은 필터주위에 포집
된 것으로 나타났다.
- 필터를 가열로 튜브에서 제거한 후 튜브만의 γ-스캐닝을 수행하였다. 튜브내
Cs와 Ru의 측정값은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이로부터 Cs 및 Ru는 대부분 필
터에 포집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필터내에 포집된 Cs의 방사능 분포를 길이 방향으로 측정한 결과이다. 필터
길이 방향에 따른 Cs-134, 137의 6개의 방사능 측정 데이터(두께 2/3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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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첩된 데이터는 필터 층별로 위와 아래쪽 표면에 대해서 측정한 값을 나
타냄)로부터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방사능은 필터의 중앙 부분에서 분포되
어 있었다. Ru-106의 경우 매우 낮은 방사능과 측정 지연으로 인하여 필터에
서는 측정되지 않았다.
- 가열로 튜브가 파손된 후 수행한 OREOX 공정에서 시료 온도와 필터 표면
의 온도를 측정한 결과, 시료 온도가 1400℃일 경우 필터 유입측과 유출측의
온도는 각각 810℃와 480℃ 이었다. Eu와 Ru는 가열로 튜브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며 Cs은 필터 주위에 포집된 것을 알 수 있었다.
- T2S 실험 즉, 1650℃에서 소결공정중 필터 전․후방 온도 격차는 560℃이었으
며 유하방향 위쪽의 온도는 1,040℃이었고 아래쪽의 온도는 480℃의 값을 나
타내었다. 소결공정중 γ-스캐닝 결과 Eu, Cs, Ru 등이 방출되지 않았으며 필
터의 γ선 측정 결과 Cs의 방사능은 5MBq 이하로 매우 낮고 필터 두께 방향
에 따라 일정한 분포를 보였는 데, 이는 불활성 분위기에서 시험 결과와 일
치한다.
○ Test 7 시험
- 소결 과정중(T7S) 1,350℃에서 가열로 튜브의 파손으로 인하여 실험이 중지
되었다. 튜브 파손시 가열로 튜브의 Cs 방사능을 측정한 결과, 최대 방사능은
필터 주위에서 관찰되었고 Eu와 Ru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필터가 제거된
후 필터 설치장소의 Cs 계측율은 1/10로 감소하였다. 필터 내에서의 Cs 방사
능 분포 측정 결과, 대부분의 방사능은 필터의 1/3 상류 방향에 위치하는 것
을 알 수 있으며 3개의 단면 중에서 중간 부분보다 맨 아래쪽 단면이 더 높
은 값을 보였다.
- 두번째 소결공정(T7SC 공정)을 가열로 튜브 내에서 필터를 제거한 후에 수
행하였다. 압분체들은 1,650℃, 4%H2/Ar 분위기 하에서 5.5 시간동안 소결하
였으며 소결공정 후 소결로 튜브내의 Cs의 분포는 튜브의 끝단에서 높은 방
사능 분포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시험에 사용한 필터는
Cs의 포집에 매우 유용한 것을 알 수 있다.

- 59 -

③ 산화분위기에서 핵분열 생성물 방출 특성
400～700℃ 공기분위기 하에서 1시간 동안 핵연료 A, B의 산화실험을 수행
하였다(T8, T5, T6, T9 실험). 산화실험 동안 Kr만이 방출되었으며, 사용된 핵
연료의 양은 같았지만 산화온도에 따라 방출되는 Kr의 양은 다르게 나타났다.
방출율를 방사능의 정도로 환산하면 400℃와 500℃, 600℃, 700℃에서의 Kr 방
출비는 1 : 1.6 : 1.9 : 4.4였다. Annealing 온도가 높아질수록 Kr의 방출량은
증가하였다.
④ 결론 및 분석
HOX-2 시험에서는 분말 특성과 가공 조건에 따른 압분 특성 이외에도 산화
온도나 산화-환원 주기의 횟수, annealing 과정, 핵연료의 연소도[2.2.1.2], 핵분
열생성물의 방출/포집 특성을 평가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 HOX-1 시험에서와 같이[2.2.3.3], 350℃～400℃, 공기 분위기에서 산화 공정
동안 Kr이 방출되었으며, 다음 단계인 700℃, Ar/4%H2 분위기의 환원공정에
서도 추가적인 Kr 방출이 일어났다. 최초의 산화-환원 주기에서 대부분의 Kr
이 방출되었고 이어지는 산화-환원 과정에서 잔류 Kr이 방출되었다.
- 400℃에서 산화된 분말의 경우 약 11%의 Kr이 남아있었으나, 1,400℃에서의
annealing을 거친 시료는 약 0.4%만이 남아 있었다. OREOX 공정 동안 대부
분의 Kr이 방출되어 소결공정에서는 거의 방출되지 않았다.
- Cs 방출 특성은 Kr의 방출과 매우 다른 경향을 보였다. OREOX 공정중 35
0～500℃, 산화공정에서 Cs의 유출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으나, 분말의 Cs 함
유량 중의 58%가 1,400℃에서 annealing되는 동안 방출되었다. 소결공정 중
에도 Cs가 유출되었다.
- 고온에서의 annealing공정이 Cs 방출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1400℃에
서 annealing후 제조된 압분체 분말(T2S 시험)은 Cs가 다량 방출되었으나,
500℃의 저온에서 제조된 압분체의 분말은(T7S 시험) 대부분의 Cs를 함유하
고 있었다. 필터의 Cs 방사능 측정 결과를 보면, T7S가 T2S보다 10배정도
높은 값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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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B 점토필터를 이용한 방출된 Cs와 Ru의 포집효율은 우수하였다. 필터의
위쪽과 아래쪽 온도차는 330℃～560℃로 시료의 온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
으며, 필터의 방사능은 전반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필터를 사용한 가
열로 튜브와 사용하지 않은 튜브를 비교하여 보면, 필터가 없는 튜브에서는
Cs가 튜브 끝단까지 이동하였다.
- 필터의 포집 메커니즘을 보면, 대부분의 Cs가 pollucite(CsAlSi2O6)의 형태로
KSB 필터에 포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필터의 온도는 950℃～1400℃
정도이며 Cs는 Cs 산화물이나 수산화물 형태로 배출된다. 또한 Cs는 온도가
950℃～1100℃ 일 때 유리상 형태로(CsAlSi5O12) 포집될 수 있다. Cs와 Ru는
필터와의 화학반응과 온도차에 기인하는 물리적 침적 메커니즘에 의해 포집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400℃～700℃에서 핵연료이 산화기간동안 Kr의 유출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
라 증가하였고 Cs의 유출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분말의 성상을 관찰한
결과 최적제조 온도는 500℃근처인 것으로 판단된다[2.2.3.11].
HOX-2 시험에서는 핵연료 A 시료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OREOX 공정조
건에서 UO2 분말를 제조하였으며, 제조된 분말로 압분체와 소결체를 제조하였
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HOX-2 시험은

3-cycles OREOX 공정을 적용하였으며, Ar/2%O2 기체를

이용한 산화피복 처리단계(passivation)를 포함하였다. 제조된 분말은 압분과
정을 거친 후 1650℃, Ar/4%H2 기체분위기에서 소결공정을 거치게 된다.
- 첫 번째 산화/환원 주기에서 대부분의 Kr이 방출되었고 남아있는 Kr은 이후
주기 동안에 방출되었기 때문에 소결기간 중에는 Kr의 방출이 거의 없었다.
400 ～ 550℃의 산화과정에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Kr의 방출량은 증가하
였다.
- 세슘의 경우에서 350～500℃로 운전되는

OREOX 공정에서 방출되지 않았

으나 1400℃ 공기분위기에서 산화시킨 경우 분말이 annealing 되며 많은 양
의 Cs가 방출되었다. 1650℃, Ar/4%H2 기체분위기의 소결과정 중에 초기
Cs양의 절반이 방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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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연구 동향
원자로의 안전성 평가를 목적으로 사고시에 핵연료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성
핵종의 종류, 양 및 거동특성에 대하여 세계적으로 많은 유사 실험들이 수행되
었고 현재에도 개발된 코드의 신뢰성 증대를 위하여 다양한 시험이 수행 중에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는 시험온도가 최대 2,800 ℃ 정도이고, 또
요오드나 세슘과 같은 휘발성의 방사성물질을 주 대상으로 한 것이 대다수로서
준휘발성이나 비휘발성의 방사성물질에 대한 동종의 연구는 지금까지 행해지지
않았다. 핵연료의 융점(약 2,840 ℃)을 상회하는 온도에서의 방출거동이나 실제
원자로의 노심과 같은 고압에서의 방출거동에 대해서는 실험의 곤란성으로 인
하여 거의 연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1979 년 발생한 TMI 발전소의
냉각재 유출 사고 분석결과 핵연료의 융점 부근까지 온도가 상승한 경우가 발
생하였는 바 핵연료의 융점을 초과하는 온도에서의 방사성 핵종의 방출거동 시
험이 필요하게 되었다. 핵연료의 융점 가까운 고온상태에서는 휘발성의 방사성
물질 뿐만 아니라 Sr, Ba, Eu와 같은 준휘발성, 비휘발성의 방사성물질은 물론
U, Np, Pu 와 같은 악티나이드 원소도 방출되기 쉬운 상태가 된다. 따라서 이
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일본

원자력연구소(JAERI

Tokai

Research

Establishment)내 원자력 안전성 연구센터(Nuclear Safety Research Center)원자로 안전성연구팀(Reactor Safety Research Dept.)에서는 고온/고압조건(최
대 3,000℃, 10 bar)에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여 1999년 9월부
터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VEGA (Verification Experiments of radionuclide
Gas/Aerosol release)」프로그램 시험을 수행중에 있으며, 향후 6년간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및 MOX 핵연료를 이용한 핵종 방출 거동 시험 계획을 수립하였
다.

가. 시험 장치 및 방법
VEGA 시험시설은 Tokai 연구소 핵연료시험시설(RFTF)내 No. 5 핫셀내에
설치되어 있다. 본 시험장치는 크게 스팀/기체 공급 시스템, 핵연료를 가열하는
고주파 유도 가열로, 방사성 미립자를 포집하는 열구배관(TGT, The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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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ient Tube) 및 필터 박스, cascade impactor, 그리고 방사성 불활성기체 및
요오드, 트리튬 등을 포집하는 저온 포집장치(areosol/charcoal 필터), 핵연료
및 방출되는 핵분열생성물의 방사능량을 연속으로 측정하는 감마 측정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치 구성도 및 사진은 2.2.4.1에 나타낸 바와 같고 그
림 2.2.4.2은 기체 핵분열생성물 포집장치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1) 시험 장치
유도로에 사용되는 재질은 최대 사용온도와 산화/환원 분위기에 따라 달라
지는 데, 최대 온도가 2,200℃ 이하일 경우 ZrO2를 사용하며 그 이상의 온도에
서는 환원분위기일 경우 텅스텐(W)을 사용하고 산화분위기에서는 ThO2를 사
용한다. ThO2는 원자력 재료로서 가공이 쉽지는 않으며 원심 slip 캐스팅 혹은
금속 몰딩 기술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산화분위기에서는 ThO2 재질의 유도
가열로(그림 2.2.4.3)를 사용하였고, 환원성 분위기에서 사용하는 텅스텐 재질의
유도로(그림 2.2.4.4)를 사용하였는 데 ThO2 유도로와 구조는 유사하지만,
graphite suspector가 없으며 텅스텐을 직접 가열하여 열을 전달한다. 내관 외측
에는 가열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열반사판 등이 설치되어 있고 외측의 열반
사판에는 열에 강한 탄탈륨(Ta)을 사용하였다.

그림 2.2.4.1 Photography of VEGA facility : Inside Hot-cell and Out-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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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2 Photography of gaseous fission product trap device

그림 2.2.4.3 Schematic of VEGA furnace for oxidizing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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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4 Schematic of VEGA furnace for inert condition

(나) 휘발성 핵분열생성물 및 방사성 기체 포집장치
TGT 및 cascade impactor, 필터박스는 핫셀 내부에 위치하지만 불활성기체
및 요오드 포집장치는 핫셀 부근에 위치한 격납공간에 설치되어 있다.
핵연료를 가열하게 되면 방사성물질이 방출되는데, 포집계통 내의 각 부분의
온도를 서로 다르게 유지함으로써 휘발성, 준휘발성과 비휘발성의 방사성물질
을 구분하여 포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준휘발성, 비휘발성의 방사성물질은 유
도로 출구 근처에 있는 고온의 배관부인 TGT에 침착시켜 포집한다. 이 부분의
배관온도는 휘발성의 방사성물질이 침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실험 중에는
750 ℃ 이상 되도록 유지하여 준다. 대표적인 휘발성 방사성물질인 요오드화 세
슘(CsI)의 융점은 620 ℃ 정도이고, 이들은 융점근처에서는 미립자 상태로 되어
배관벽에 침착되어 버리기 때문에 융점보다 고온인 700 ℃를 유지시키면 거의
대부분의 요오드화세슘은 기체상태로 된다. 기체 상태로 된 휘발성 방사성물질
은 750 ℃～200 ℃로 제어되고 있는 열구배관의 후단에 있는 방사성 미립자 포
집계에서 제거된다[2.2.4.1]. 또한 방사성 요오드는 0℃를 유지하고 있는 활성탄
층에서 포집되고 건조기를 거친후 -70 ℃이하(Fluorine 화합물을 이용하여 냉각
함)로 냉각된 활성탄 층에서 불활성 기체인 Kr이 포집된다. 건조기 내부와 저
온 활성탄 층가까이에 Ge semiconductor detector를 설치하여 방출되는 감마선
을 연속으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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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용후핵연료 특성 및 시험 조건
테스트 시편의 최대 크기는 길이 6 cm, 직경 14.3 cm로서 핵연료봉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두 가지 시편을 모두 사용하며, 시편의 사용 최대 무게는
약 100 g 이다. VEGA 시험에서 다루는 사용후핵연료는 PWR, BWR 및
MOX 핵연료로서 연소도는 26 ～ 61 GWd/tU 범위로 설정하였다. I-131과 같
은 단반감기 핵종의 방출 거동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핵연료 시편을 NSRR 혹
은 JRR-3에서 재조사하여 사용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VEGA 테스트
조건은 최대 온도 3,000℃, 압력 0.1 ～ 1.0 MPa이며, 핵분열생성물의 방출특성
및 화학적 거동 변화에 미치는 공급 기체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He, H2 및
공기, 스팀등을 단독 또는 혼합기체를 공급하며 이때 공급 유량은 5 L/min로
서 ORNL의 HI-VI 테스트(1 ～ 3 L/min)보다 더 높은 조건에서 시험하였다.
아울러 핵분열생성물의 방출 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어봉 재질(Ag, In, Cd 및
Boron) 및 연소도의 영향도 동시에 평가할 예정이다.
연소도 47 GWd/tU인 가압경수로형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1999년 9월부
터 2001년 5월까지 VEGA-1 ～ VEGA-4 테스트를 수행하였으며, 시험 조건을
표 2.2.4.1에 정리하였다.

다. 시험 결과 및 분석
VEGA-1～VEGA-4 시험조건 및 핵종별 방출율을 표 2.2.4.2에 정리하였다.

(1) 핵분열 생성물 방출 특성에 미치는 압력 영향(VEGA-1,2)
지금까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고온조건에서 조사된 핵연료로부터 핵분열생
성물 방출 속도를 얻기 위한 시험은 장치 제작 및 운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상압에서 주로 수행하였고 이 결과를 이용하여 모델식에 필요한 상관식을 설정
하고 고압조건에서의 선원항 계산 모델에 이를 동시에 적용하였다. 그러나
VEGA-1 및 2 테스트에서는 핵분열생성물의 방출거동에 미치는 압력의 영향
및 핵분열 생성물 방출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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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1 Test conditions of VEGA program
시험 항목

VEGA-1

VEGA-2

VEGA-3

VEGA-4

시험 일시

1999.9

2000.4

2000.10

2001.5

핵연료 시편
시험 조건
-최대온도(K)
-압 력(MPa)
-유량(ℓ/min)
-분위기

온도 이력

시험 목적

PWR 사용후핵연료
- 연소도 : 47,000 MWD/MTU
- 냉각기간 : 6 ～ 6.5년
- 사용후핵연료 : 동일 Rod내 핵연료 약 10 g
2,773
2,773
0.1
1.0
1.0STD
6.0STD
He
He
- 2,000 K까지 1K/s 속도로 가열
- 2,000 K : 20분간 유지
- 2,300 K : 20분간 유지
- 2,773 K : 10분 유지(VEGA-1)
- 2,773 K : 20분 유지(VEGA-2)
-기준 데이터
-고압조건에서
수집
방출특성 시험
-시설 성능시험

-

3,123
0.1
1.0STD
He
2,300 K :1K/s
속도로 가열
2,300 K : 20분
2,773 K : 20분
3,123 K : 10분

-고온조건에서
방출특성 시험

2,773
1.0
?
Steam

-산화분위기
시험
(ThO 2 사용)

먼저 예비 실험으로서 가열후의 각 장치별로 감마선 세기 및 Kr-85 포집 정
도를 여러 개의 감마선 측정기를 이용하여 구하였으며 필터에 포집된 세슘의
감마선 세기가 증가함에 따라 Kr-85의 감마선 세기도 동시에 증가하기 시작하
였다. VEGA-1, 2 테스트에서 시간에 따른 핵분열생성물의 방출 특성을 감마
선 측정장치를 이용하여 연속으로 측정할 경우 피크 에너지 선명도(resolution)
가 충분하지 않았는 데 이는 고주파 유도로로부터 발생된 전기 파장의 영향 때
문이다[2.2.4.2]. 따라서 시험후 튜브 및 필터 등에 침적된 핵분열생성물을
off-line으로 측정하여 총괄 방출율(total fractional release)을 구하였다.
그림 2.2.4.5는 감마선 측정장치를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 및 Cs 방
출율 변화를 도식한 결과로서,

두 테스트가 비슷한 온도 이력을 거치고 있지

만(단 최대 온도에서 온도유지 시간이 VEGA-2 테스트가 10분정도 더 길게
시험함) VEGA-1 테스트에서의 Cs 방출율보다 노내 압력이 1.0 MPa로 더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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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VEGA-2 테스트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 감마 에너지 피크를 이용하여 구한
Cs의 방출율(fractional release)은 85% (VEGA-1), 61%(VEGA-2)로 나타났
는 데, 시험중 Eu의 감마 에너지 세기는 거의 변함이 없었으므로 본 계산시
Eu은 전혀 방출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2.2.4.2 Main results of fission product release rate in VEGA tests
VEGA-1

시험 항목
시험 조건
-최대온도(K)
-압 력(MPa)
-유량(ℓ/min)
-분위기

온도 이력

주요 핵종
방출율

-

VEGA-2

2,773
2,773
0.1
1.0
1.0STD
6.0STD
He
He
2,000 K까지 1K/s 속도로 가열
2,000 K : 20분간 유지
2,300 K : 20분간 유지
2,773 K : 10분 유지(VEGA-1)
2,773 K : 20분 유지(VEGA-2)
Cs : 85%
- Cs : 61%
Eu : 0%
- Eu : 0%

VEGA-3

-

VEGA-4

3,123
2,773
0.1
1.0
1.0STD
?
Steam
He
2,300 K :1K/s
속도로 가열
2,300 K : 20분
2,773 K : 20분
3,123 K : 10분
Cs : 99.7%
- Cs : 99.9%

- Eu : 0%

- Eu : 0%

그림 2.2.4.5 Fuel temperature and Cs fractional releases measured in
VEGA-1 and 2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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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변화에 따른 세슘의 방출속도의 차이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기 위하여
시험후 각 장치에 침적된 핵분열생성물의 양을 비교하였다. VEGA-1 및 2 테
스트후 각 장치에 침적된 여러 종류의 핵분열생성물 분포를 off-line으로 측정
한 결과(그림 2.2.4.6 참조), VEGA-1 테스트의 경우 800K 부근에서 TGT에
상당량의 세슘이 응축되었으며 TGT-A, B, C에 모두 비슷한 양이 응축되었지
만, VEGA-2 테스트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양이 응축되었다. 이러한 현상
은 VEGA-2 테스트로부터 세슘 방출양이 VEGA-1 테스트때 보다 낮고 또한
헬륨 유량도 더 높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아울러 여러 종류 세슘 화합물의
온도에 따른 증기압을 고려하여 볼 때 800K에서 응축량이 많은 것으로 보아
이 온도에서 휘발도가 높지 않은 CsI 형태로 응축된 것으로 판단되며, Cs-134
와 Cs-137의 분포 특성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TGT 등의 각 장치에 침적 또는
포집된 Cs-137의 정량적인 분포를 측정하기 위하여 질산용액에 각 장치를 넣고
용해시킨 후 감마선 측정을 수행한 결과, VEGA-1 테스트의 경우는 TGT나
필터보다는 각 장치의 연결 부위 등 불특정 영역에 많은 양이 침적되었지만
VEGA-2 테스트의 경우는 TGT와 필터에 많은 양이 응축되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VEGA-1 테스트로부터 세슘 방출양이 상대적으로 많고
유량도 낮기 때문에 불특정 부분에 침적/응축된 것으로 판단된다.

(2) 핵분열 생성물 방출 특성에 미치는 온도 영향(VEGA-1,3)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핵분열생성물의 방출속도는 Arrhenius 법칙에 따르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VEGA-1(2,773 K) 및 VEGA-3(3,123 K)
테스트의 온도이력에 따른 핵분열생성물의 방출 특성을 비교․평가한 결과, 세슘
방출율은

99.8%(VEGA-3),

85%(VEGA-1)이었으며,

시험이

완료된

후

off-line 측정으로 구한 총괄 방출율을 표 2.2.4.3에 종합 정리하였다[2.2.4.3.].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방출율이 높아졌으며 온도에 따른
방출속도를 정량화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온도-방출속도 상관식을 얻어내었고 이
러한 상관식은 모델 식에 입력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의 특성별로
상관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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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가 생산되어야 한다.

k

9.29×10 3
= 1.45× exp ,
T

(VEGA-1, 1,623 K≤T≤2,773 K)

k

= 0.25× exp -

5.75×10 3
,
T

(VEGA-3, 1,623 K≤T≤3,100 K)

[
[

]
]

그림 2.2.4.6 Comparison of Cs deposition onto TGTs between VEGA-1 and
VEG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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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3 Preliminary data on fractional release estimated from intensity
change of γ-peaks obtained by off-line measurement
VEGA-1
VERGA-2
VEGA-3
VEGA-4
VI-3 *
Nuclide Energy Released Error Release Error Release Error Release Error Release
(keV)
%
(%) d % (%) d % (%) d % (%) d %
Cs-134
605
85
0.1
62
0.3
99.5
0.08
98.9
0.4
99.9
γ-ray

Cs-137

662

86

0.1

61

0.2

99.5

0.03

93.4

0.13

Ru-106

622

0.05

7.2

0

8.5

0

19.0

52

18.7

Ce-144

696

0

53.8

0

17.2

724

0

4.4.

0

5.0

0

0

0

7.1

1275

0

3.0

0

2.0

0

0

0

3.8

Eu-154

5
<0.2
<0.01

* ORNL 테스트 VI-3 : 2,700K (20분), 스팀 분위기

지금까지 수행한 VEGA 테스트에서는 사용후핵연료로부터 온도 및 압력 변
화에 따른 반감기가 어느 정도 긴 감마 핵종들의 방출 특성을 평가하였는데,
2004～2005년도에는 사용후핵연료를 재조사하여 단반감기 핵종 및 비휘발성,
핵분열 생성물, 악티나이드 원소들의 방출 특성 평가 및 고연소도 UO2 및 조사
된 MOX 핵연료를 핵분열생성물 방출 특성 분석을 위하여 온도, 압력, 기체 분
위기 변화에 따른 영향을 수행중에 있다.

5. 시험 결과 종합 분석
고온조건에서 사용후핵연료로부터 핵분열생성물 및 핵분열성 물질의 방출특
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원자로 사고시 조건을 중심으로 각국에서 수행중인 시험
결과를 종합 정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원자로 사고시 조건에서 핵종 방출
시험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시험결과가 많지 않은 사용후핵연료의 건식 재가
공시 제조조건에서 핵분열기체 및 핵분열생성물의 방출특성을 평가하였다.
원자로 사고시 조건에서 핵분열생성물 방출특성 연구는 원자로의 위험도 및
사고가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LOCA 선원항(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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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환경 중에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의 종류와 양)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한
전산 코드개발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원자로 사고시의 조건인 고
온 스팀분위기에서 핵연료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의 종류와 양을 실험적으
로 정확하게 구하여야 한다. 핵분열생성물 방출 거동과 관련된 다른 연구분야
로서 사용후핵연료의 건식 재활용 공정을 들 수 있는 데, 그 예로서 사용후핵
연료 건식 재가공시 핵연료의 분말화/소결 공정과 같은 고온조건에서의 핵분열
생성물의 방출거동 특성 분석, 사용후핵연료 고온 용융(Pyrochemical)공정으로
부터 방출되는 핵분열기체 또는 핵분열생성물 방출거동 특성분석 분야를 들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원자로 사고시 핵종 방출거동 특성평가 분야에서는 주로 고
온 스팀분위기에서 핵연료의 산화 등에 의한 핵분열생성물의 방출 특성을 규명
하기 위하여많은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지만,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가공분야에
서는 스팀 분위기가 아닌 건조조건에서 방출 거동을 분석하기 때문에 핵분열생
성물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원자로 사고시 조건에서 방출 특성과 달라지게 되
며, 이를 위하여 핫셀을 이용한 다양한 조건에서의 실험 데이터의 확보가 필수
적이다.
핵분열생성물의 방출에 관한 최초의 연구는 미국의 ORNL을 시작으로 하여
프랑스 CEA, 영국의 AEA, 캐나다의 AECL에서 각각 수행되었으며 최근 일
본 JAERI에서도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각 나라에서 사용한
사용후핵연료의 특성 및 기체 분위기가 서로 상이하므로 주요 핵분열생성물의
방출율을 상호비교하기 다소 어려운 점은 있다.
지금까지의 시험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핵분열생성물 방출에 영향이
가장 큰 변수는 온도이며, 그 이외 핵연료 산화 정도, 연소도, 전처리 조건 등
을 들 수 있다.
먼저 핵연료의 산화에 따른 영향을 보면 산화에 의한 UO2 모체내 핵분열 기
체의 확산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화와 방출 동특성 상관관계를 정
립하기 위한 실험을 주로 수행하였다. 그러나 지르칼로이 핵연료봉이 핵연료
산화의 방호막으로 작용하는 원자로내에서는 기하학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핵분
열생성물 방출 거동이 달라진다. 미국 ORNL에서 수행한 테스트 결과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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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85와 Cs-137의 온도 변화에 따른 확산계수 변화와

모델식과 실험 데이터

와의 차이점을 해석한 결과, 확산 모델이 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의 방출거동을
잘 예측하였고, UO2 모체내 grain에서의 확산에 의한 영향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도의 영향을 보면, Kr-85와 Cs-137의 방출속도가 주로 입계내에
서의 확산에 의존하며 확산은 주로 온도 함수이기 때문에 연소도가 증가함에
따라 방출속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0,000 MWD/ MTU 이상의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로부터 핵분열생성물 방출속도에 대한 시험데이터는 많
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 하나의 변수인 분위기의 영향을 보면, 산화(스팀, 공기) 또는 환원 분위기
(수소)에 따라 핵분열 생성물 방출속도 및 이동 거동은 달라진다. UO2가 산화되
면 핵연료 모체내의 핵분열생성물 확산도가 증가하게 되고, 또한 산화 포텐샬에
의하여 반응성이 있는 핵분열생성물의 화학적 형태가 달라지므로 이는 핵분열생
성물의 유동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UO2와 원자로 재료와의 화학적 반응
에 의하여 UO2 용융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핵연료 용융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는 노심 구성을 변화시켜 핵분열생성물의 방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s-137의 경우 고온의 산화분위기에서의 방출율은 거의 100%에 근
접하나 고온이라도 환원분위기 또는 수증기 분위기 하에서는 15 ～ 65%의 방출
율을 보였다. 또한 캐나다 AECL에서는 DUPIC 핵연료제조공정의 산화, 환원과
정과 유사한 조건 하에서 사용후핵연료 fragment로부터 발생되는 세슘의 방출율
을 측정한 결과, 400℃ ～ 700℃ 사이의 온도범위에서는 산화/환원분위기에 관계
없이 방출율이 적었으며 산화분위기에서 온도를 1,200℃ ～ 1,400℃ 온도범위로
증가시킬 경우 거의 100%에 가까운 방출율을 보여 주었다. 루테늄(Ru)의 경우
공기중에서 산화될 때 방출속도는 약간 증가하지만 방출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Sb, Mo 및 Ag의 경우도 비슷한 거동을 보였다. 반면에 Ba, Sr Eu의 경
우는 산화분위기보다는 환원분위기에서 방출속도가 증가한다. 이상과 같이 분위
기 기체에 따라 핵분열생성물의 방출속도는 달라지는 데 지금까지의 시험들은 주
로 정성적인 데이터를 얻는 데 치중하였고 정량적인 데이터를 얻기 위한 시험은
부족한 실정이다. 그 예로서 미국 ORNL에서 수행한 HI-2와 HI-3 테스트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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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산화분위기에서 Kr-85 핵분열기체의 방출속도는 증가하였는 데, 본 시험은
20～60분 정도 수행되었기 때문에 핵연료 자체의 광범위한 산화에 의한 영향은
파악하지 못하였다. 즉 시편인 핵연료봉에 구멍을 뚫어 공기분위기에서 산화가
일어나게 하였으며 장기간 가열하여 핵연료 자체가 산화가 일어날 경우는 다른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입계 inventory(grain boundary inventory)는 핵분열기체의 방출과 관련하여
mechanistic

모델링시

매우

중요하며

해석

코드로는

FASTGRASS,

FEMAXI-IV 및 VICTORIA 등을 들 수 있다. 핵연료를 급격하게 가열할 경우
입계내 핵분열 기체의 방출은 핵연료의 팽창에 영향을 미치며 이와 같이 입계
inventroy 측정 시험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공기중에서 UO2를
산화시킬 경우 입계내 핵분열기체의 방출에 관한 시험을 수행한 적이 있으며 핵
분열 기체는 약 500℃의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도 방출되어 UO2 모체로부터
분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가공의 관점에서 보면 수소 분위기 및 공기-스팀 분위
기(건조공기 분위기에서 데이터는 많지 않음)에서 온도 범위별 주요 핵분열생
성물의 방출율을 비교하였으며 이를 표 2.2.5.1., 2.2.5.2에 이를 각각 정리하였
다. 아울러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가공(DUPIC 공정) 제조조건으로 설정된 50
0℃ ～ 1800℃, 공기 및 수소기체 분위기에서 방출가능한 주요 핵분열생성물의
방출율을 각 나라에서 얻은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표 2.2.5.3.에 상호 비교하였
다.
종합적으로 보면,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가공조건에서 고려하여야 할
관심대상

핵분열생성물은

Kr-85,

I-129,

Cs-134/Cs-137,

Ru-106,

주요

Ce-144,

Sb-125, Eu-154/Eu-155, Zr-95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
가공조건은 원자로 사고시의 온도보다도 훨씬 낮아 다양한 핵분열생성물이 방
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시험 분위기가 공기/스팀 조건이 아닌 건조공
기/수소 분위기이므로 기존의 각 나라에서 얻은 핵분열생성물 방출율보다는 비
슷한 온도 범위로 가정할 경우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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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5.1 Comparison of released percent of main fission products in hydrogen atmosphere

시험기관
(시험명)
미국
(VI)

사용후핵연료 특성
연소도
냉각
(MWD/MTU) 기간(년)

주요 핵종 방출분율
(Released % of inventory)

시험조건
시료
형태

온도 (℃)

85

Kr

129

I

131

I

42,000

10

Seg.(20cm)

1,700

31

33

-

42,000

10

Seg.(20cm)

2,450

100

70

2,100

15

1,400

프랑스
36,000
(HEVA) (Reirradiation)
캐나다
28,000
(HOX)
영국
26,000
(AEAT)
일본
47,000
(VEGA)

10
20
7
6

Seg.(20g
UO2)
Fragment
(5 g)
Fragment
(2 g)
Seg.(10 g
UO2)

*

137

Cs

106

Ru

144

Ce

125

Sb

154

Eu

155

Eu

95

Zr

31

0

0

0.2

0.8

0

0

-

99.9

0

0

18

57

0

0

30

-

30

0

0

0

5

0

0

0

0

0

0

0

0

0

0

0

0

1,000

-

<0.5

0

<0.05

0

0

0

0

0

0

2,500

100

-

0

85

0.05

0

0

0

0

0

(주) * : No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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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5.2 Comparison of released percent of main fission products in air (including steam) atmosphere

시험기관
(시험명)

연소도

냉각
(MWD/MTU) 기간(년)

주요 핵종 방출분율

시험조건

사용후핵연료 특성
시료
형태

온도 (℃)

(Released % of inventory)
85

Kr

129

131

I

I

137

Cs

106

Ru

144

Ce

125

Sb

154

Eu

155

Eu

95

Zr

미국
(VI)

40,300

10

Seg.(20cm)

1,620

39

23

-

*

41

0

0

0

0

0

0

40,300

10

Seg.(20cm)

2,000

69

42

-

71

<3

0

52

0.05

0

0

프랑스

36,000

1,800

65

62

-

66

-

-

-

-

-

-

1,400

100

-

0

96

-

0

0

0

0

0

1,250

100

20

-

43

9.5

-

-

-

-

-

2,500

100

-

0

93

52(?)

0

-

0

0

0

(HEVA) (Reirradiation)
캐나다
28,000
(HOX)
영국
26,000
(AEAT)
일본
47,000
(VEGA)

10
20
7
6.5

Seg.(20g
UO2)
Fragment
(5 g)
Fragment
(2 g)
Seg.(10 g
UO2)

(주) * : No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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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5.3 Comparison of released percent of various fission products under DUPIC fuel fabrication condition

시험기관
(시험명)
미국
(VI)
프랑스
(HEVA)
캐나다
(HOX)
일본
(VEGA)
한국
(DUPIC)

연소도

냉각
(MWD/MTU) 기간(년)
40,300

10

28,000

10

28,000

20

47,000

6.5

27,000

15

35,000

13

주요 핵종 방출분율

시험조건

사용후핵연료 특성
시료
형태

온도
분위기
( ℃)

공기/
스팀
수소/
Seg.(20g
1,800
스팀
UO2)
Fragment 700/ 공기/
(5 g)
1,650 수소
Seg.(10 g
2,500 스팀
UO2)
분말/
700/ 공기/
소결체
1,750 수소
700/ 공기/
분말/

Seg.(20cm) 2,000

소결체

1,750

수소

(Released % of inventory)
85

I

131

42

0

71

3

0

52

0.05

0

0

-

0

38

<2

<3

20

<3

0

0

100

-

0

65

0

0

-

0

0

0

-

-

0

94

52

0

-

0

0

0

100

-

0

0/99

-

0

0/40

0

0

0

100

-

0

0/99

-

0

-

0

0

0

Kr

69
-

*

(주) * : No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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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I

137

Cs

106

Ru

144

Ce

125

Sb

154

Eu

155

Eu

95

Zr

제 3 절 세부기술 사항의 검토분석
1. 국내.외 기술수준 비교

핵심 기술

세계 최고수준
(기술보유국)
사용후핵연료

국내 기술수준
(현재 기준)

비

고

취급

기술은 상용화수준
-제조기술 수준에서는 현
이며, 혼합핵연료용 사용후핵연료의
재 캐나다와 거의 동등함
제조기술은 확보되 건식처리에 의한
사용후핵연료
-사용후핵연료 원격 제조
어 있으나 사용후핵
분말, 소결체
취급 및 분말,
기술검증, 핵연료 제조사
연료의 건식처리법 제조기술은 국내
소결체
양의 정밀도 및 최적화
에 의한 분말 및 최초로 개발되어
측면에서 국내에서 독보
제조기술
DUPIC핵연료 제조 기술검증 및 개선
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
기술은 개발단계임
단계에 도달
음.
( 미 국, 캐 나 다 , 프 랑

연료봉 원격
제조 기술

스)
전극아크방식의
원격 연료봉단
용접기술은 미국
ORNL, 캐나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방식
광섬유를 이용한
연료봉단 레이져
용접기술을 개발

준임

AECL에서 수행
다발 원격제조
기술

연구 사례가 없음

과 동일하게 연구를 수행
한 경우가 없으며, 원격
용접기술은 선두기술 수

다발 원격용접
장치 개념설계

사용후핵연료 건식 사용후핵연료 이용
처리에 의한 소결체 원격절단, 분말처리
제조/검사장비 운용 공정 및 소결체
기술은 개발단계이 제조장비의 원격
제조/검사장비 며, 고온용융 금속전 자동화장비 확보,
환공정 장비는 실증 품질관리를 위한
운용기술
시험규모임
원격 검사장비
원격

(캐나다,러시아,미

개선 및 정밀도

국)

증대방안 개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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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 원격용접 기술은 독
자적인 기술개발을 추구
하고 있음
-기존 상용 핵연료 제조
기술과는 달리 고방사성
물질 취급을 위한 핫셀
운용기술, 원격조정기술,
차폐기술 등을 고려한 원
격 제조장비의 개발이 요
구되며 국내에서 유일하
게 사용후핵연료 원격 제
조 및 검사장비 기반기술
을 확보하게 됨

핵심 기술

세계 최고수준
(기술보유국)

국내 기술수준
(현재 기준)

비

고

글로브박스 이용 품 사용후핵연료 이
-중수로 및 경수로 상용 핵
질관리 기술은 일부 용 핵연료 및 연
원격 제조
연료 제조 품질관리 및 보
개발, manipulator이 료봉 품질관리/
핵연료
증체계는 상용화되어 있으
용 차폐시설에서 품 보증체계는 확립
품질관리/보증
나, 사용후핵연료 이용 핵
질관리 기술은 초기 되며, 다발 품질
기술
연료 품질관리기술은 세계
단계임 (캐나다, 미 관리 및 보증기
수준과 동일한 수준임
국)
술개발 단계

2. 핵심기술별 기술수준 비교

핵심기술

사용후핵연료
건식 직접 재
가공 기술

사용후핵연료
취급기술 및
분말, 소결체
제조기술

국내기술수준

비교국
명

1단계
2단계
3단계
근거
(‘97-’01) (‘02-’04) (‘05-’06)
캐나다
50%
80%
100% -1단계에서 기초적인 재가공
기술이 수립된 상태이며, 2 단
AECL
계에서 본격적인 개량, 개선
연구를 통해 재가공 기술이
확립되었음.
-3단계에서는 확립된 기술을
안정화, 최적화 함으로써 직접
재가공 기술이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임.
미국
50%
80%
100% -사용후핵연료 취급 기술은 상
용화수준, 혼합핵연료용 제조
캐나다
기술은 확보되어 있음. S/F의
프랑스
건식처리법에 의한 분말 및
소결체 제조기술은 국외에서
도 개발단계로서 제조기술 수
준에서는 현재 캐나다와 거의
동등함
-사용후핵연료 원격 제조기술
검증, 핵연료 제조사양의 정
밀도 및 최적화 측면에서 국
내에서 독보적인 수준 유지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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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비교국
명
미국
ORNL
캐나다
AECL

원격 핵연료
제조/검사
장비 개발기술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
특성 분석 및
평가 기술

건식 재가공에
따른 핵종
거동 특성
분석 기술

캐나다
AECL

캐나다
AECL

국내기술수준
1단계
2단계
3단계
근거
(‘97-’01) (‘02-’04) (‘05-’06)
60%
90%
100% -사용후핵연료 건식처리에 의한
소결체 제조/검사장비 운용
기술은 개발단계이며, 사용후
핵연료 이용 원격절단, 분말처
리 공정 및 소결체 제조장비의
원격 자동화장비 확보
-2 단계 연구에서 원격 핵연료
제조/검사 장비 개량 및 원격
보수를을 통해 원격 핵연료 장
비 개발기술을 완성할 수 있었
음, 3단계에서는 원격 운용에
따른 개발기술을 더욱 개선함
으로써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
임.
-광섬유를 이용한 연료봉단 레
이져 용접기술은 국외에서 연
구를 수행한 경우가 없으며,
원격 용접기술은 선두기술 수
준임
50%
80%
90% -2 단계 연구에서는 원격 분석
기술을 더욱 개선하고 기존의
자료들과 비교할 수 있는 DB
를 구축하였으며, 3 단계에서
는 이를 바탕으로 건식 재가공
에 따른 제조 특성을 규명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것임.
50%
80%
90% -2단계 연구에서는 실험적 연구
를 통해 핵종 거동 특성을 분
석하여 기존의 실험 결과와 비
교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건식 재가공에 따른
배기체 거동 분석 기술을 완성
하는 수준에 도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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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 중인 새로운 기술
미래형 원자로용 핵연료주기기술은 건식처리 기술을 바탕으로 한 직접 재가
공 산화물핵연료 기술과 사용후핵연료 전해제련 및 경수로용 TRU산화물 핵연
료 제조기술, 사용후핵연료 질화변환, 전해정련 및 소멸처리용 TRU질화물 핵
연료 제조기술로 나눌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 전해제련 및 경수로용 TRU산화
물 핵연료 제조기술은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의 약 96%에 달하는 잉여우라늄을
제거함으로서 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여 처분장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잔여 TRU 물질은 경수로 핵연료로 만들어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멸처리 할
수 있는 기술로 현재 미국 및 미래 우리나라 핵연료주기를 완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술로 연구 중 있다[2.1.1.3]. 한편 사용후핵연료 질화변환, 전해정련
및 소멸처리로용 TRU질화물 핵연료 제조기술에 있어 건식 변환 기술은 산화
물 사용후핵연료를 건식 환원 반응에 의해 변환시키는 기술로서 질화물 핵연료
를 제조하는 데 중요한 기술이며[2.1.1.2], 질화물 핵연료 가공기술은 사용후핵
연료에서 변환된 질화물을 이용하여 소멸처리로용 핵연료를 제조하는 기술로서
매우 중요하다.
OREOX 기술은 산화물 핵연료의 재사용을 위한 건식처리 기술로서 사용후
PWR 핵연료를 CANDU 핵연료용 소결체를 만들기 위한 재순환 UO2 분말을
만들기 위해 연속적으로 산화,환원 처리를 한다. OREOX 기술의 제일 큰 특징
은 사용후핵연료로부터 핵분열생성물(fission products)의 부분적 제거가 가능한
것으로 연구결과에 의하면 불활성 기체 및 휘발성 반응생성물(Cs, I, Te)의 9
9％가 제거되며, 준 휘발물질(Ru, Mo)도 일부 제거된다고 하였다.

또 산화온

도를 올림으로써 준 휘발물질의 제거를 더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원과정
중 천이금속의 제거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현재 국제 원자력 연구 개발방향을 볼 때, DUPIC 핵연료 기술을 바탕으로
한 건식 재가공 핵연료 기술은 세계적으로 그 핵투명성을 인정받고 있는 기술
로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을 위한 국내 주도로 카나다, 미국 및
IAEA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보다 진보된 기술로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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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식처리 기술의 전망
미국은 상용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AFCI 프로그램을 통해 핵확산
저항성이 증가된 UREX+라는 습식 재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재처리한 후,
TRU를 기존 경수로에 소멸하는 기술을 2015년경까지 완성하고, 더욱 핵확산저
항성이 향상된 고온 건식처리 기술을 2020년경까지 완성하여, 이를 이용하여
마이너 악티나이드(MA)와 장반감기 핵분열생성물까지도 고속로 혹은 ADS를
이용하여 소멸시키고 또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을 2030년경까지 완성하고자
하고 있다[2.1.1.3]. 이와 병행하여 2030년대에는 GEN-IV 원자력시스템이 상용
화되어 고온 건식처리 기술과 연계하여 에너지 자원의 지속성(sustainability),
핵확산저항성 증가, 경제성 향상, 환경영향 최소화를 만족하는 원자로 및 핵연
료주기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국제적인 공동연구그룹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고속로 연구개발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며, 2005
년까지 고속로용 핵연료 선정을 마무리 짓고, 이어서 2010년까지 공학적 규모
시험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5년까지 새로운 고속로 및 관련 세라믹
핵연료주기 기술이 확립되어 2010년대 후반에는 상용화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
트가 착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을 포함하여 유럽 10여 개국이 모여 소멸에 대한 기
술검토그룹 (TWG, Technical Working Group)이 조직되었으며, 2001년에 향후
P&T 및 ADS의 연구 방향과 일정을 포함하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 로드
맵 의하면 2001년부터 2014년까지 1단계에서는 2005년부터 실험 규모의 ADS
를 건설하여 2단계가 시작되는 2015년부터 운전을 시작하여 각종 실험을 수행
하고, 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2030년부터 원형로급 시설을 개발하여 배치하
고 2040년부터 산업 규모의 시설을 건설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연구개발 추세로 보아 사용후핵연료의 약 95 %를 차지하는
우라늄은 분리하여 기존 원자로에 활용하고, 또는 저준위폐기물로 분류하여 천
층 처분하고, 일부의 우라늄을 포함한 TRU는 회수하여 경수로, 고속로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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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임계로에 재순환하여 에너지 생산과 함께 소멸시킴으로서 향상된 핵확산저항
성을 유지하면서 자원 활용성, 경제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적으로는 1990년대 DUPIC 핵연료 연구가 시작되면서 후행핵연료주기 연구
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1992년부터 원자력 중장기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후
행핵연료 주기 관련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왔는데, 군분리 기술, DUPIC, 액체금속
로 등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1996년까지는 주로 기술적 타당성 분석과 향후
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 기반 연구에 중점을 두고 수행되었으며, 1997년부터 소멸
기술 개발이 진행되었는데, 가속기 구동 미임계원자로, 소위 “HYPER”라는 프로
그램이 시작되어 향후 개발해야 할 핵심 기술들이 도출되어 국내 핵변환연구가 시
작되었다. 1997년도부터 수행된 사용후핵연료 금속전환 공정개발은 현재 많은 진
전을 이루어 선진국 수준의 Pyro-processing 기술을 갖게 되었으며, 현재 추진되
고 있는 소멸을 위한 군분리(Partitioning) 기술과 연계하면 사용후핵연료 활용 및
장수명핵종 소멸기술로 발전될 수도 있다. 경·중수로 연계핵연료주기(DUPIC) 기
술개발에 이어 2002년부터 새로이 시작된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기술개발은 국제
적으로는 우수한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기술로 인정받고 있는 DUPIC 프로그램
의 틀을 유지하면서, 국내적으로는 사용후핵연료 재활용과 관련된 핵심 요소 기술
을 확보하고자 시작되었는데, 본 연구는 현재 미국 주도 하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
는 Gen-IV 프로그램의 근본 개념인 “Dirty Fuel, Clean Waste”의 개념과 핵확산
저항성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므로 건식처리 기술에 있어
DUPIC 기술만큼은 세계 기술을 선도하는 입장에 있다 할 수 있으나, 소멸처리 기
술의 일부와 건식처리 시설 응용을 위한 infrastructure 기술의 일부 등은 외국기
술 도입 후 적응하는 적응 단계라 할 수 있다.
국내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에 대한 발전 방향은 다음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
이 건식처리 개념을 도입한 Pyro-processing 개념에 바탕을 두어 고속로 핵연
료 제조, ADS 용 핵연료 생산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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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1 국내 후행 핵연료주기 연구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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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제 1 절 불순물 다량 함유한 사용후핵물질 소결 특성 평가
1. Simfuel을 이용한 불순물 함유 핵물질 소결 특성 평가
가. 불순물이 첨가된 분말의 균질성 향상 기술
사용후 핵연료 집합체는 각 연료봉마다 연소도에 차이가 있고 한 개의 연료
봉도 길이에 따라서 연소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순물(핵분열생성물)의 함
량 및 화학적 조성에 차이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핵연료 분말내 불순물의 조
성이 불균일할 경우에 제조된 핵연료 소결체내 불순물이 불균일하게 분포되어
핵연료의 성능저하 및 결함이 생기게 된다. 예를 들어, 핵분열의 독성으로 작용
하는 희토류(rare earth)에 의해서 핵연료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건식공정 산화물 핵연료을 제조시에는 연료봉에서 제거된 펠렛을 산화한 후 불
순물의 함량 및 화학적 조성이 균일한 분말을 얻기 위해서 혼합을 수행하고 있
다(그림 3.1.1.1).

그림 3.1.1.1 건식재가공핵연료 소결체 제조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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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공정 후에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분말의 균질도 측정은 정확도는 떨어지
지만 측정결과를 신속하게 알 수 있는 비파괴적 방법인 DSNC법과 정밀도가
높은 파괴적 방법인 화학적법이 이용되고 있다. 혼합분말을 산화․환원처리 후에
혼합 및 입자크기의 미세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Attrition Mill에 의해

더욱 균

질한 분말을 얻을 수 있다.

(1) 불순물 균질화 기술
분말의 균질한 혼합을 위해서 핵연료 분말 혼합에 사용되는 실험실적 규모
와

상용규모의

대표적인

혼합기를

조사하였다.

핵연료

제조에는

텀블링

(tumbling) 형태의 혼합기와 내부스크류(internal screw) 형태의 혼합기가 사용
Ⓡ
되고 있다. 텀블링 형태의 혼합기로는 Turbula , DUPIC 핵연료 제조연구를 위

해 자체기술로 제작하여 DFDF 핫셀에 설치하여 사용되고 있는 DFDF 혼합기
Ⓡ

및 V형 혼합기가 있으며 이들은 원격조작이 매우 용이하다. Turbula

및

DFDF 혼합기는 텀블링 챔버내 분말용기를 장전 및 제거할 수 있는 형태다. 국
내 핵연료제조회사에서는 내부 스크류 혼합기의 일종인 NautaⓇ 혼합기가 사용
하고 있으며 겉보기 밀도차이가 있는 분말 및 흐름성의 차이가 있는 분말의 경
우에는 분말간의 밀도차에 의한 분리가 일어나 균질성이 떨어질 수 있다.
MOX 핵연료 제조시에는 혼합 및 미분쇄가 동시에 일어나는 볼 밀링 및
Attrition 밀링에 의한 혼합분말의 균질화를 수행하고 있다.

(2) 혼합 용기 개조 및 성능실험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분말의 균질화 연구를 위해서 원격운용 관점에서
DFDF에서 설치된 혼합기(그림 3.1.1.2(1))를 선정하였으며, 다양한 운동(회전,
병진, 역전)에 의해 혼합이 일어나도록 그림 3.1.1.2(2)와 같이 혼합용기의 각도
를 0°에서 90°까지 조절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설계․제작하였다. 혼합기의 회전
속도는 10 ～ 90 rpm, 혼합용기의 크기는 직경 100 mm, 길이 180 mm로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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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조전

(a) θ = 0

(b) θ = 45°

(c) θ = 90°

(2) 개조후
그림 3.1.1.2 개조 분말혼합기

혼합기의 혼합속도 및 혼합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서로 색깔이 다른 직경
1 mm의 두 종류의 지르코니아 비드(bead)를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표
3.1.1.1). 혼합정도의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두개 비드의 무게를 동일하
게 하여 혼합하였다. 혼합물의 충진량은 드럼형 혼합기의 운전조건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혼합용기 부피의 33.3%였으며 이 양을 본 실험에 적용하였다.
우선 시간에 따른 최적혼합조건을 얻기 위해서 혼합기 각도는 45°, 혼합기 회
전속도는 45 rpm으로 하여 5분에서 60동안 혼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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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1 혼합실험에 사용된 비드의 특성
특성
재질
색깔
밀도(g/㎤)
겉보기밀도(g/㎤)
직경(mm)

CYZ
CCZ
ZrO2(3mol Y2O3) ZrO2(14mol CeO2)
흰색
진노란색
6.02
6.90
3.70
3.90
1
1

지르코니아 비드를 이용한 혼합실험에 의하면 비드는 유동성이 좋아서 혼합
은 5～10분(총회전수 : 225～450)이내에 거의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그림
3.1.1.3). 혼합정도는 상대차(식 1)에 의해 평가하였는데 상대차는 5%미만으로
NRU 조사용 DUPIC 핵연료 제조를 위해 작성된 Procurement Document내에
설정된 시용후핵연료 산화분말의 균일도(homogeneity)는 5% 미만을 만족하고
있다.
RD(%) =

|x pm -x s|
×100
xs

(식 1)

xpm : 완전혼합 상태 성분의 조성,
xs : 혼합물 채취 시료의 조성

(a) 혼합전

(b) 혼합후

그림 3.1.1.3 비드를 이용한 혼합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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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조 혼합기의 혼합각도 및 혼합시간에 따른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표
3.1.1.2와 같은 특성을 갖는 분말을 사용하여 혼합실험을 수행하였다.

표 3.1.1.2 개조 혼합기 성능실험에 사용된 분말특성

분말특성

혼합각도

혼합시간

Fe3O4 분말

ZrO2분말

UO2

Nd2O3

평균입자크기(㎛)

7.88

12.08

2.91

0.91

밀도(g/㎤)

6.237

6.02

10.96

6.02

겉보기 밀도(g/㎤)

0.46

1.52

1.23

3.9

혼합용기 각도에 따른 혼합기의 혼합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유동성이 나쁜
Fe3O4와 ZrO2 이종의 분말을 사용하여 45 rpm에서 1시간동안 혼합실험을 수행
하였으며, 실험 batch당 5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ICP-MS를 이용하여 Fe, Zr의
농도를 분석하였다.
화학분석결과에 의하면 혼합기의 모든 설정 각도에서 상대차는 5% 미만이
었으며, 혼합기 각도 60°에서 혼합이 가장 잘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그림
3.1.1.4).

모의 핵연료 불순물의 혼합시간에 따른 혼합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UO2(ADU)분말과 Nd2O3분말을 사용하여 혼합용기 각도 60°, 회전속도 45 rpm
에서 1～10시간동안 혼합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batch당 5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ICP-MS를 이용하여 Nd의 농도를 분
석하였다.

혼합시간의 길어짐에 따라서 혼합정도를 나타내는 Nd에 대한 상대

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1시간이내에 2%미만의 허용치인 5%이하의 균
질도를 만족하였다(그림 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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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 혼합각도에 따른 혼합도

그림 3.1.1.5 혼합시간에 따른 모의 불순물 혼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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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불순물 함유 Simfuel 소결체 특성 분석
Simfuel 소결체의 특성분석은 밀도, 결정립 형태 및 크기, 기공의 형태 및
크기와 같은 물성분석과 소결체내 불순물의 분포 및 조성은 EPMA (electron
probe X-ray microanalysis)에 의해서 주로 수행되고 있다. Simfuel에 첨가되는
주요 모사 산화물 원소로는 UO2 기지에 고용되는 산화물로 Sr, Zr, Y, La,
Ce(Pu, Np), Nd(Pr, Sm), 기지와 결정립계에 분포하는 산화석출물로 Ba, Zr,
Mo, Te이 있으며 BaZrO3 화합물이 결정립계에 분산되어 있다. 기지와 결정립
계에 분포하는 금속석출물 Mo, Ru(Tc), Rh, Pd, Te이 있다.

이러한 석출물들

은 결정립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순물 함유 Simfuel의 소결체 특성은 분말처리조건 및 성형압에 의해서 크
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표 3.1.1.3).

표 3.1.1.3 불순물 함유 Simfuel의 소결특성
순번
1
2
3
4
5
6
7
8
9
11
12
13
14
15
16
17
18
19

OREOX
처리
반복회수
3
3
3
3
3
3
3
3
3
3
3
3
3
1
1
1
1
1

분쇄시간
(분)
15분X5회
15분X5회
15분X5회
15분X5회
15분X5회
15분X5회
15분X5회
15
60
120
15
15
15
120
120
120
120
120

성형
압력 밀도
(MPa) (g/㎤)
200
6.37
130
6.11
142
6.12
154
6.13
165
6.21
94
5.92
118
5.96
300
6.14
300
6.37
300
6.47
100
5.67
200
5.99
350
6.20
300
6.68
150
6.33
200
6.48
300
6.68
400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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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800
1800
1800
1800

소결
시간
밀도
(hr) (g/㎤)
10
10.14
10
10.37
10
10.37
10
10.39
10
10.40
12
10.43
12
10.46
6
10.34
6
10.28
6
10.40
6
10.28
6
10.31
6
10.32
6
10.25
6
10.29
6
10.32
6
10.35
6
10.37

소결체
검사
결함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균열
균열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3회 산화․환원처리분말은 미분쇄시간 길고, 성형압의 증가에 따라서 성형밀
도가 6.37 g/㎤ 이상이 되는 경우에 소결체에 결함이 생겼으며, 그 이하에서는
성형압의 증가에 따라서 소결밀도는 증가하였다.

산화․환원 1회 처리분말은

400 MPa까지 성형압력이 의해서 증가에 따라서 성형밀도의 증가와 함께 소결
밀도도 증가하였다.

소결밀도는 소결 온도 및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

으며, 소결밀도가 10.25 g/㎤에서 10.40 g/㎤로 증가에 따라서 결정립 크기는
7.14 ㎛에서 9.09㎛로 증가하며 미세기공이 감소하고 큰 기공이 생성되는 경향
을 보였다.

다. 불순물이 첨가된 분말 혼합 특성 및 균질성 향상 시험
본 연구과제에서 개발한 개량혼합기를 사용하여 최적조건인 혼합기 각도
60°, 혼합속도 45rpm에서 2시간동안 표 3.1.1.4와 같은 조성을 갖는 연소도
35,000 MWD/MTU의 모의 건식 재가공핵연료(simfuel) 산화분말을 혼합하고
이를 3회 산화․환원처리하고 미분쇄한 분말을 소결하였으며, 분말내에 불순물의
균질도는 최종 소결체의 균질도를 분석하여 평가하였다.

표 3.1.1.4 SIMFUEL 화학적 조성
U/Fission products

Composition(wt.%)

U
Sr
Y
Zr
La
Ce(Pu, Np)
Nd(Pr, Sm)
Mo
Ru(Tc)
Rh
Pd
Ba
Te

96.767
0.078
0.048
0.388
0.172
0.814
0.630
0.350
0.317
0.047
0.145
0.193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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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질도 분석에 사용된 소결체는 소결밀도가 10.40 g/㎤, 평균결정립크기가 9
㎛인 것으로 균질도는 EPMA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3.1.1.6).
o Point Mapping : 모의 불순물 원소를 8823 ㎛/100 point로 하여 분석
o Area Mapping : point ①, ②, ③에 대하여 Nd, Zr 원소에 대하여 분석
o Line Mapping : point ①, ②, ③에 대하여Nd, Zr 원소에 대하여 분석

그림 3.1.1.6 소결체 및 EPMA 분석영역

기지 고용원소, 산화석출물 및 금속석출물이 균질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그림 3.1.1.7), 대표적인 고용원소인 Nd 및 Zr에 대하여 Area
Mapping을 한 결과 이들 원소들이 균질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그
림 3.1.1.8).

또한 Line Mapping 결과 Nd 및 Zr 원소는 균질하게 분포되었음

을 확인하였다(그림 3.1.1.9).

따라서 개량혼합기에 의해서 분말이 균질하게 혼

합되어 소결체내에 불순물도 균질하게 분포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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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고용원소

(b) 산화석출물

(c) 금속석출물

그림 3.1.1.7 모의핵연료에 첨가된 원소의 Point M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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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8 Point ①에서의 Nd 및 Zr의 Area Mapping

그림 3.1.1.9 Point ①에서의 기지 고용원소의 Nd 및 Zr Profile

라. 불순물 함유 Simfuel 소결 특성 분석
최근에는 경수로 핵연료의 연소도를 높이고 있으며 연소도가 증가함에 따라
서 핵분열생성물(불순물)의 양은 증가하게 된다(표 3.1.1.5).

불순물의 함량은

산화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1.1.3, 3.1.1.7, 3.1.1.8].

그러

나 불순물 함량이 산화․환원처리를 반복함에 따라 비표면적과 같이 소결에 중
요한 분말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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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순물 함량이 적은 저연소도 35,000 MWD/MTU의 모의 사용후핵
연료를 사용하여 3회 산화․환원처리하여 이 분말을 미분쇄 시간에 따른 분말특
성과 소결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불순물 함량이 많은 고연소도 60,000

MWD/MTU 및 저연소도 모의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여 동일한 분말처리조건
에 의해 얻어지는 분말의 특성과 소결성을 비교 평가하였다.

표 3.1.1.5 SIMFUEL제조시 첨가된 불순물 종류 및 양
첨가량(g/1000gUO2)

Fission
products

Surrogates

Nd(Pr, Sm)
Ce(Pu, Np)
Y
La
Sr
Zr
Ba
Mo
Ru(Tc)
Rh
Pd
Te

Nd2O3
CeO2
Y2O3
La2O3
SrO
ZrO2
BaCO3
MoO3
RuO2
Rh2O3
PdO
TeO2

a

35,000 MWD/MTU
6.6945
9.1126
0.5597
1.8405
0.8414
4.7803
2.5228
4.7826
3.8053
0.5255
1.5200
0.5628

b

60,000 MWD/MTU
11.4644
16.0936
1.0195
2.4819
1.8098
8.3087
3.7251
8.5714
7.3036
0.6178
2.8590
1.0526

(주) a : 15년 냉각, b : 방출

모의 사용후 핵연료는 연소도 35,000 MWD/MTU 및 60,000 MWD/MTU의
사용후핵연료를 모사하였다.

모의 사용후 핵연료에 첨가되는 불순물의 양은

ORIGEN-2 코드로 계산하였으며 기체상은 제외하였다(표 3.1.1.5).

모의 사용

후핵연료 소결체는 불순물(대체 산화물)을 천연 UO2 분말(ADU, 평균입도 :
2.91 ㎛, 비표면적 : 5.27 g/㎠)에 첨가하여 일련의 핵연료 제조공정인 분쇄, 혼
합, 성형, 소결 단계를 거쳐 제조하였다.

균일한 조성의 혼합분말을 얻기 위해

서 습식 Attrition Mill을 사용하여 미분쇄를 하였으며, 혼합분말의 성형체를
Ar-4%H2 분위기하에서 1700℃에서 6시간 동안 소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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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연소도 35,000

MWD/MTU 소결체의 밀도 및 결정립 크기는 각각 10.45 g/㎤ 및 9 ㎛, 고연
소도 60,000 MWD/MTU 소결체는 10.46 g/㎤ 및 8 ㎛ 이였으며 이를 본 실험
에 사용하였다.

성형체 및 소결체의 이론밀도(TD: theoretical density)는

Lucuta[3.1.1.1]의

실험결과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연소도

35,000

MWD/MTU의 이론밀도는 10.78 g/㎤, 연소도 60,000 MWD/MTU는 10.65 g/
㎤였다.
모의 사용후핵연료를 우선 500℃에서 산화에 의한 전처리를 하였으며, 산화․
환원 처리조건은 산화는 500℃, 공기 3 L/min 유량으로 2시간, 환원은 700℃,
Ar-4%H2 가스 3 L/min 유량으로 7시간, 승온 및 감온시는 Ar 가스 1 L/min
유량으로 하였다. 최종단계에서는 안정화처리를 Ar-2%O2 가스 2 L/min 유량
으로 4시간동안 수행하였다.

산화․환원처리를 거친 분말은 Attrition Mill을 사

용하여 150 rpm으로 15분간 미분쇄하였다.

분쇄분말은 일축의 유압압분기로

150～400 MPa의 압력으로 성형하여 밀도를 측정한 후 고온전기로에 넣고
Ar-4%H2 분위기하에서 4℃/min의 승온속도로 가열하여 1700～1800℃에서 6시
간 동안 소결하였다.

소결체에 대하여 밀도측정 및 미세조직을

분석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분말의 분말처리 조건에 따른 분말특성은 표 3.1.1.6과 같다.
산화․환원분말의 비표면적은 연소도 60,0000 MWD/MTU 분말이 보다 높았으
며, 미분쇄에 의해서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 미분쇄 분말의 비표면적은 천연
UO2(ADU분말)의 비표면적 5.27 ㎡/g 보다 높았다.

따라서 분말을 미분쇄함

으로서 소결성이 매우 좋은 분말을 얻을 수 있었다.

표 3.1.1.6 연소도에 따른 산화․환원처리 및 미분쇄 분말의 특성
35,000 MWD/MTU

특성
평균입자크기 (㎛)
2

비표면적 (m /g)

60,000 MWD/MTU

산화․환원분말

미분쇄분말

산화․환원분말

미분쇄분말

7.6

0.6

6.3

0.7

4.55

5.38

4.84

6.21

3

겉보기 밀도 (g/cm ) 0.71(6.6%TD) 1.63(15.1%TD) 0.72(6.8%TD) 1.95(18.4%TD)
3

탭 밀도 (g/cm )

1.87(17.3%TD) 3.05(28.3%TD) 1.83(17.2%TD) 3.12(29.3%TD)

- 99 -

성형압력의 증가에 따라서 성형밀도는 200 MPa 까지는 증가폭이 커지다가
300

MPa

부터는

증가폭이

감소하였다(그림

3.1.1.10).

연소도

35,000

MWD/MTU 분말의 경우에, 성형밀도는 성형압력에 따라서 5.78 g/㎤(53.6%
TD)에서 6.36 g/㎤(59% TD)까지 증가하였으며, 연소도 60,000 MWD/MTU
분말의 성형밀도는 5.47 g/㎤(51.4% TD)에서 6.13 g/㎤(57.6% TD)까지 증가
하였다.

성형압력에 따라서 성형밀도의 증가율은 연소도 60,000 MWD/MTU

분말에서 보다 높았다.

이는 성형압력의 증가에 따라서 분말입자의 재배열과

변형이 용이하게 일어나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성형압력과 성형밀도의

관계는 분말의 고유특성에 따라 멱함수 또는 지수함수로 나타내는데, 본 연구
에 사용된 분말은 멱함수 관계를 보였으며 다음과 같다.
0.075

ρ=37.81P

(연소도 35,000 MWD/MTU 분말)

ρ=34.06P0.089 (연소도 60,000 MWD/MTU 분말)
여기서, ρ(% TD)는 성형밀도, P(MPa)는 성형압력이다.

그림 3.1.1.10 연소도별 성형압에 따른 성형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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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온도의 증가에 따라서 소결밀도는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연소
도 35,000 MWD/MTU 분말의 소결밀도는 이론밀도의 96%에서 96.8%까지 증
가하였으며, 연소도 60,000 MWD/MTU 분말은 98.0%에서 98.1%로 거의 증가
하지 않았다(그림 3.1.1.11).

고연소도(60,000 MWD/MTU)에서의 소결밀도는

실험범위 내에서 이론밀도의 95%이상을 보였으며 1700℃에서 소결하여도 연소
도 35,000 MWD/MTU를 1800℃에서 소결한 경우 보다 이론밀도 기준으로 높
은 소결밀도를 보였다.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분말의 비표면적이 커서 소결이 더욱 가속화된

본 실험범위 내에서 성형압력에 따라서 소결밀도는 증가하

였으나 소결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소결밀도에 대한 성형압력의 영향은 작아졌
다.

(a) 연소도 60,000 MWD/MTU

(b) 연소도 35,000 MWD/MTU

그림 3.1.1.11 성형압력 및 소결온도에 따른 소결체 밀도

그림 3.1.1.12는 연소도에 따른 결정립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평균 결정립 크
기(표 3.1.1.7)는 연소도 60,000 MWD/MTU의 경우가 35,000 MWD/MTU 보
다 작았다.

이는 연소도가 높을수록 결정립 성장을 방해하는 금속 석출물 양

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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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7 연소도에 따른 소결체의 결정립 크기
연소도
소결온도
(MWD/MTU)
(℃)
60,000
1700

밀도
(g/㎤)
10.41

결정립크기
(㎛)
5

60,000

1750

10.45

6

35,000

1700

10.30

7

35,000

1800

10.44

8

(a) 연소도 60,000 MWD/MTU

(b) 연소도 35,000 MWD/MTU

그림 3.1.1.12 연소도별 소결체의 결정립구조(1500℃/1hr, Ar-4%H2 열에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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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순물 함유 사용후핵물질 소결특성 평가기술 분석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위한 핵비확산성 건식공정 산화물 핵연료 기술개발
을 위하여 DFDF (DUPIC Fuel Fabrication Facility) 시설에서 건식 재가공 핵
연료 제조기술과 제조공정을 개발하고 원자로내 조사시험을 위해 건식 재가공
핵연료를 제조하였다[3.1.2.1～3.1.2.3].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공정 최적화를
위하여 2000～2002년도에 DFDF (IMEF M6) 핫셀에서 사용후 경수로 핵연료
집합체 G23 연료봉중 평균 연소도 27,300 MWD/tU으로 균일한 부분만을 선정
하여 개발된 건식 공정 산화물 핵연료 제조공정흐름에 따라 핵연료 분말, 소결
체, 연료봉 제조 공정 기술을 최적화하였다[3.1.2.4～3.1.2.6]. 이상의 최적화된
공정을 이용하여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 실험을 수행한 결과, 120 MPa 이하
의 압력으로 성형하고 1800～1850 ℃의 Ar-4%H2 분위기에서 5～10 시간 소결
한 결과 이론밀도 95% 이상이고 표면 균열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핵연료를 제
조하였다.
최근 원자로에서 핵연료의 장주기 고연소도화가 일반적인 추세이므로 이상
의 최적화 제조공정을 바탕으로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 공정에서도 연소도별
사용후핵연료의 특성 변화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공정
최적화 조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3.1.2.4～3.1.2.6]. 일반적으로 핵연료 연소도
가 증가할수록 사용후핵연료내 핵분열생성물의 양 즉 불순물의 양은 증가하며
동일 조건에서 산화시킬 경우 산화속도가 더 느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1.2.7～3.1.2.9]. 연소도 변화에 따른 산화거동은 여러 연구자에 의하여 어느
정도 규명되어 있으나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한 연구는 모의 사용후핵연료(Simulated spent fuel)를 이용하여 간헐적으
로 수행하였으며,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연구 결과는 전무한 상태이다.
그러나 고연소도 핵연료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소후 핵연료의 조사후
거동(PIE) 시험이 많은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먼저 핵연료 연소도 증
가에 따른 핵연료 물성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3.1.2.7～3.1.2.8]. 연소도가 증
가함에 따라 lattice parameter는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UO2 matrix와 고용체
를 이루는 핵분열생성물 및 금속, 산화물형태로 침전물을 형성하는 핵분열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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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들에 의한 결정구조 변화에 기인하며 아울러 열전도도 등과 같은 물성값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연소도가 증가할수록 산화속도가 느려지는데 이는 UO2+X
산화물과 핵분열생성물이 산화과정에서 안정한 형태 즉 (U,FP)4O9 상을 이루
어 분말화가 상대적으로 늦게 일어나게 되며 높은 온도에서도 이러한 상이 존
재함으로서 일부 핵연료는 U3O8 상으로 분말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연소도 핵연료의 조사후 시험결과로부터 건식 재가공시 제조특
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핵연료 미세조직 특성을 요약하면, 핵연료 연소도
가 증가할수록 소결체 표면은 국부적인 연소가 중심보다 크기 때문에 핵분열
기체량이 편중화되어 기포의 밀집현상이 발생하는데 기포의 크기는 보통 1～10
㎛이고, 국부 연소도 증가 및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로 인하여 UO2는 0.1～0.5
㎛크기의 아주 작은 미세 결정립들로 분리되는 미세 구조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를 Rim effect (혹은 HBS)라고 한다. 60,000 MWD/tU 이상의 연소도
에서의 Rim에서는 15 ~ 20% 정도의 기공도를 형성한다. Rim 조직의 두께는
연소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데, 국부 연소도가 70,000 ～ 80,000 MWD/tU 에
서는 그 두께는 약 100～200 ㎛정도로 알려져 있다[3.1.2.8]. 아울러 세슘과 같
은 핵분열생성물은 생성후 핵연료 외부로 이동하게 되어 응축하게 되며, 연소
도가 증가할수록 핵연료 외부로의 이동성이 커지게 된다. 즉 연소도가 증가할
수록 건식 재가공 핵연료 소결체 제조의 원료물질로 사용되는 핵연료의 미세구
조는 반경방향으로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아울러 준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의
분포도가 매우 다양한 형태를 이루게 되므로, 미세구조 및 핵분열생성물의 분
포가 균일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들은 건식 재가공 핵
연료 제조공정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내 불순물 함량이 소결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아울러 핵연료 제조공정 최적화를 목적으로, 평균 연소도 27,300 MWD/tU 사
용후핵연료(G23-5B) 제조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연소도가 약간 높은 사용후핵
연료를 이용하여 최적화 제조 공정으로 설정된 각 제조단계별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서, 제조 단계별로 얻은 분말 및 압분체, 소결 특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65,000 MWD/tU 고연소도 핵연료는 울진 2호기 원자력발전소에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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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된 K23 핵연료 집합체로서 현재 PIEF에 저장되어 있는 핵연료봉의 일부
를 이용하였다.

가. 중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이용 소결 특성 분석
사용후핵연료내 불순물 함량 변화에 따른 건식 재가공 핵연료 소결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로 적용된 제조공정 조건이 동일하여야 한다.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2년도에 DFDF (IMEF M6) 핫셀에서 사용후 경수로
핵연료 집합체 G23 연료봉(평균 연소도 27,300 MWD/tU)을 이용하여 개발된
핵연료 분말, 소결체, 연료봉 제조 최적화 공정 기술결과를 본 실험에 적용하였
으며, 최적화 공정 운전 절차서 및 세부 운전조건은 “조사시험용 DUPIC 핵연
료 제조 및 운전절차서 개발[3.1.2.4]" 기술보고서에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아
울러 각 제조 단계별 운전절차 및 실험조건에 대해서는 ”제조 및 운전절차“에
간략히 요약 정리하였다. 그리고 제조된 분말, 압분체 및 소결체의 시험검사는
”조사시험용 DUPIC 핵연료 제조 사양서 및 시험검사 계획서 개발 [3.1.2.5]“에
제시한 절차에 의해서 동일하게 수행하였다.

(1) 사용후핵연료 특성
본 실험에 사용된 사용후핵물질은 고리 1호기에서 연소후 방출된 사용후핵
연료 G23집합체중 35,000 MWd/tU(G23-K10A) 평균 연소도를 가진 rod-cut을
사용하였으며 주요 특성은 표 3.1.2.1에 나타낸 바와 같다. 참고적으로 건식 재
가공 공정조건 설정을 위한 자격화 시험에 사용한 사용후핵물질은 G23 집합체
중 A1, B5, B7, C8, D9의 5 개 연료봉으로부터 추출된 것을 사용하였고 평균
연소도는 27,300 MWd/tU(G23-5B)이었다.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건식 재가공 핵연료 소결체 제조 실험를 위해
rod-cut의 표면을 절개하여 사용후핵연료를 추출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연료봉
표면 절개를 위해 유압식 slitting 장치를 사용한다. 참고적으로 14×14 집합체
연료봉의 외경은 10.75 mm이고, 17×17 집합체 연료봉의 외경은 9.5 m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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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연료봉 외경에 맞추어 slitting 지그를 선정하여야 하며, slitting 실험을
통해 사용후 핵연료 분말을 추출하였으며 분말을 균질화시켜 건식 재가공 핵연
료 소결체 제조 실험을 수행하였다.

표 3.1.2.1 G23-K10A 사용후핵연료 주요 특성
고리 1호기 사용후핵연료(G23 집합체)
○
○
○
○
○

방출년도 : 1986. 10. 24, 초기농축도: 3.21 wt%
기타 관련 이력(option) : Cycle 4 ～ Cycle 7
집합체 형태 : 14 × 14
PIE시설로 이송일 : 1990. 6. 1
G23-K10A 냉각기간 : 18년 (제조실험 기준)

(2) 소결체 제조공정 조건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소결체 제조 공정도는 그림
3.1.2.1과 같으며 각 단위 공정별 시험조건을 표 3.1.2.2에 종합정리 하였다. 본
실험의 목적은 사용후핵연료내 불순물 함량 변화에 따른 소결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기존 자격화 실험으로부터 설정된 공정조건과 동일하게 하였으며 이
를 통하여 기존 소결 특성 결과와 비교하였다. 혼합 공정의 경우 윤활제인 zinc
stearate 혼합공정을 분리하여 예비압분 공정 전과 최종압분 공정 전 두 차례에
걸쳐 zinc stearate를 혼합하였고, 최종압분 공정에서는 소결체의 크랙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압분 압력을 가능한 낮추었으며 낮은 압분 압력에 대
해 기준 소결밀도를 얻기 위하여 소결온도 및 소결시간을 각각 1,800 ℃, 7 시
간으로 설정하였다.

(3) 공정조건별 주요 제조 특성
(가) Rod-cut slitting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 공정의 첫 번째 단계는 약 15cm 길이의 핵연료
rod-cut(피복관)으로부터 핵연료 제조를 위한 원료 물질을 회수하는 것이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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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열적 처리 공정을 사용하지 않고 mechanical slitter를 이용하여 핵
연료 피복관내의 핵연료를 회수하였으며, rod-cut으로부터 핵연료 회수율은
DSNC(Dupic Safeguards Neutron Counter)를 이용하여 mechanical slitting 전
후의 핵물질 양을 측정하여 상대적인 비교를 통하여 구하였다.

그림 3.1.2.1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 공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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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2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 공정별 시험조건
공정
순서

공정

1

Slitting 공정

2

산화공정
(Oxidation
Process)

3

산화․환원공정
(OREOX
Process)

4

미분쇄공정
(Milling Process)

5
6
7

자격화 시험조건
- Mechanical slitting
- 산화조건 : 500℃, 5시간, 공기, 8 L/min
- 가열속도 : 4 ℃/분
-

산화 : 450℃, 2시간, 공기, 5.5 L/min
환원 : 700℃, 7시간, 아르곤/4% 수소, 13 L/min
Passivation : 80℃, 4시간, 아르곤/2% 산소, 2 L/min
가열속도 : 4 ℃/분

∘수평식 ball-milling 방식
- Milling time : 20분 (10분: 450rpm, 10분:600rpm)
- 0.4 Kg(zirconia ball), 5 mm(φ)
- 450, 600 rpm

혼합(I)공정
∘0.2wt% zinc stearate 주입, 20분간 혼합
(Mixing Process)
∘압분압력 : 64 Mpa
예비압분 및
∘조립화후 Sieving :# 18 통과(1 mm)
조립화 공정
혼합(II)공정
∘0.2wt% zinc stearate (2차혼합), 20분간 혼합
(Mixing Process)

8

최종압분
(Final
Compaction)

9

소결공정
(Sintering)

∘최종압분압력 : 88 ～ 150 MPa
∘Die 직경 : 12.68 mm
∘소결온도 : 1,750 ～1,800℃, 7 시간
∘소결분위기 : Ar/4% H2, 8.0 L/min
- 가열속도 : 5 ℃/분

의
핵연료 회수율 = Declad hull Cm-144 double count rate ×100
Rod-cut의 Cm-144 double count rate

DSNC 측정장치는 핵물질을 계량하는데 사용하는데 핵물질내 Cm-144 핵종
의 중성자를 측정하여 핵분열성 물질의 양을 구하므로 declad hull 내에 핵연료
가 부착되어 있을 경우 Cm-144의 count rate가 증가하게 된다. 그림 3.1.2.2는
mechanical slitting후 declad hull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2.2의 (a),
(b)는 연소도 27,300 및 35,000 MWD/tU 핵연료 피복관의 declad hull 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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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상의 관찰 및 DSNC 측정결과로부터 hull 표면에 핵연료의 부착율은 매우
낮으며 표 3.1.2.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mechanical slitting 공정에 의한 핵연
료 회수율은 99.8%이상을 나타내었다.

(a) G23-5B: 27,300

(b) G23-K10A: 35,000

그림 3.1.2.2 Mechanical slitting후 declad hull 사진 (단위 : MWD/tU)

표 3.1.2.3 Mechanical slitting에 의한 핵연료 회수율
핵연료

연소도

Rod-cut

Declad hull

(MWD/tU) Double count rate Double count rate

핵연료 회수율
(%)

G23-5B

27,300

11,323.06

12.36

99.89

G23-K10A

35,000

7,354,5

12.50

99.83

(나) 산화공정에 의한 분말화
Mechanical slitting 공정으로부터 회수된 핵연료 성형체 또는 핵연료 조각
(fragment)을 4 단 트레이에 넣고 산화/환원로에 장전한 후 산화시켜 분말을
제조하였으며, 실험에 사용된 사용후핵물질 양은 299.7 g 이었다. 본 산화공정
은 회수된 핵연료 성형체의 분말화후 혼합하여 핵분열성 물질인 U-235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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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249, 241의 균일성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표 3.1.2.2에 제시된
산화공정 조건에서 산화에 의한 무게이득 및 분말의 겉보기 밀도 및 탭밀도를
측정하였으며, 3 cycles OREOX 분말 및 미분쇄 분말의 밀도 특성과 비교를
위하여 표 3.1.2.4에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일반적으로 공기중에서 UO2의
U3O8으로 완전 산화시 나타난 이론적 무게이득은 3.97%로서 500℃에서 수행한
UO2의 산화실험 데이터 결과를 보면 무게이득은 평균 약 4%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산화시간은 약 2시간이면 산화가 거의 완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2.10]. G23-K10A 핵연료의 산화분말은 산화후 최종 무게이득이 4.05%로서
이론값에 근접하였으며, G23-5B 핵연료의 경우는 4.2%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핵연료 연소도가 40,000 MWD/tU 이하인 경우에는 불순물 함량에 관계없이
산화가 충분히 이루어져 대부분 미세한 산화분말 형상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1.2.4 G23-K10A 핵연료 산화분말 및 3 cycles OREOX분말 밀도특성

B04-05(W04-18)

무게변화
(wt%)
+4.05

겉보기밀도
(g/cc)
2.30

탭밀도
(g/cc)
3.14

B04-05(W04-20)

-4.22

0.65

1.00

B04-05(W04-21)

-

2.29

3.19

분말종류

배취번호

산화분말
OREOX
분말
Mill 분말

(다) 3 cycles OREOX 및 미분쇄 분말 특성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가공 공정에서는 소결성이 우수한 분말을 제조하기 위
하여 산화/환원을 3회 반복하는 OREOX공정을 이용하고 있다. 표 3.1.2.4에 제
시된 바와 같이 산화분말의 OREOX 공정을 통하여 제조된 분말의 탭밀도는
평균 1.00 g/cc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G23-5B(27,300 MWD/tU) OREOX 분말
의 탭밀도 범위인 0.95～1.15 g/cc (평균 약 1 g/cc)내 값이다. 따라서 27,000～
35,000 MWD/tU 핵연료 연소도 범위에서 OREOX 분말 탭밀도는 거의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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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보여주었다.
OREOX 분말의 혼합을 균일하게 하고 입자크기를 작게 하기 위하여 수평식
attrition 분쇄기에서 산화/환원된 분말을 450 rpm에서 10분간, 600 rpm에서 10
분간 분쇄한 후 겉보기 밀도 및 탭밀도를 측정하였으며, 미분쇄 분말의 밀도는
표 3.1.2.4에 제시하였다. 밀링 공정에 의하여 OREOX 분말의 입자크기는 감소
되고 아울러 비표면적은 증가하게 되는 데, 핫셀의 실험 환경상 분말의 입자분
포 및 비표면적은 측정하기 힘들며, G23-5B(27,300 MWD/tU) 미분쇄 분말의
탭밀도 평균값인 3.45 g/cc와 비교하여 평균 약 3.2 g/cc 으로서 산화분말의 탭
밀도와 유사한 값을 보여주었다. 이는 밀링공정을 거친 후 OREOX 분말의 입
자크기는 거의 유사한 분포를 가지고 agglomeration된 분말의 미분쇄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라) 성형체 특성
미분쇄 분말을 이용한 예비 압분을 위한 압분기 다이직경은 12.68mm이고
예비압분은 64 MPa(게이지압 : 800 psi)로 설정하였다. 예비 압분체의 기학학
적 밀도는 평균 5.86 g/cc 으로서, 기존 G23-5B(27,300 MWD/tU) 분말의 예
비 압분체 밀도(62 MPa, 14.34mm) 범위인 6.00～6.10 g/cc보다 약간 낮게 나
타났으나 압분압력 및 다이직경 차이를 고려하면 큰 차이는 없었다.
최종 압분압력 범위는 88～150 MPa로서 155 MPa 이상의 압분압력에서는
성형체 알콜검사 결과 약간의 기포가 생겨 압분압력은 그 이하로 하였다. 그림
3.1.2.3은 압분압력 변화에 따른 성형체의 기하학적 밀도 변화를 도식한 결과이
다. 압분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성형체의 기하학적 밀도는 전반적으로 증가하였
으며, 140 MPa 이상에서는 증가정도가 완만해졌고 155 MPa 이상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형체의 균열에 의한 기포가 발생하여 밀도 증가는 소결체
의 건전성 측면에서 보면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표 3.1.2.5는 압분압력별
성형체의 기하학적 밀도값 범위를 정리한 결과이다. 연소도 27,300 MWd/tU
(G23-5B)핵연료를 이용한 최종 압분 성형체 밀도와 비교하면 거의 유사한 값
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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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5. G23-K10A 사용후핵연료 이용 제조된 성형체 밀도 변화
압분압력(MPa)
88
95
120
135
151

성형체 밀도(g/cc)
6.28
6.36
6.51
6.59

～ 6.31
～ 6.43
～ 6.53
～ 6.60
6.64

성형체밀도(G23-5B)

6.52(124 MPa)

그림 3.1.2.3. G23-K10A(35,000 MWd/tU) 핵연료 이용 압분압력 변화에 따
른 성형체의 기하학적 밀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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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결체 밀도 특성
88～151 MPa 압분압력 조건에서 제조된 성형체의 탈왁스처리후 소결온도
1,800 ℃에서 소결시간 7시간동안 4%H2/Ar 분위기에서 소결하였으며, 압분압
력 변화에 따른 소결체 침적밀도(immersion density) 변화를 그림 3.1.2.3～4에
도식하였다. 소결체 특성 검사는

공정시방서의 절차에 따라 제조된 건식 재가

공 핵연료 소결체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지침서(QCI-10)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
였으며[3.1.2.5], 제조한 소결체의 기하학적 밀도(geometric density), 전자저울
(정밀도 0.001 g) 및 밀도 측정용 장치를 이용하여 침적밀도(immersion
density)를 구하였다. 연소도 35,000 MWd/tU 핵연료(G23-K10A)의 이론 밀도
는 아래의 Luctua 식을 인용하여 계산하면 10.777 g/cc이다[3.1.2.11].

Theoretical density = 10.9585-5.1918×10-6×BU, g/cc

여기서 BU는 핵연료 연소도로서 MWd/tU이다.

그림 3.1.2.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압분압력 88～120 MPa 범위에서 제조된 소
결체의 침적밀도는 10.28～10.29 g/cc로서 큰 변화가 없으나 120 Mpa 이상의
압분압력에서 제조된 소결체 밀도는 선형적으로 상승하였다. 앞서 구한 이론밀
도를 기준으로 제조된 소결체의 % T.D.를 그림 3.1.2.4에 동시에 도식하였는 데,
88 MPa의 비교적 낮은 압분압력에서 제조된 소결체의 이론밀도 %(% T.D.)도
95%이상을 나타내어 매우 우수한 소결체 밀도를 얻었내었다. G23-5B 핵연료를
이용하여 124 MPa에서 압분한 소결체 제조 특성과 비교하여 보면, 1,800℃에서
10시간

소결한

소결체

밀도는

10.35～10.40

g/cc(95.7～96.2

%T.D.)로서

G23-K10A 핵연료의 소결체 밀도 10.32 g/cc(96.3 % T.D.)와 비슷한 소결특성
을 나타내었다[3.1.2.6]. 이로부터 이미 설정한 자격화 제조공정 조건을 적용하여
불순물 함량이 G23-5B에 비하여 약간 높은 G23-K10A 핵연료의 소결체 제조사
양은 설계값(95% T.D. 이상) 조건을 충분히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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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4 G23-K10A(35,000 MWd/tU) 핵연료 이용 압분압력 변화에 따른
소결체 침적밀도 및 % T.D. 변화

표 3.1.2.6은 연소도 35,000 MWd/tU 중연소도 사용후핵연료인 G23-K10A를
이용하여 수행한 성형체 및 소결체 제조 특성을 종합 정리한 결과이다.

나.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이용 소결 특성 분석
핵연료의 장주기 고연소도화 추세에 따라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
여 기존에 설정된 건식 재가공 제조조건에서 소결 특성 기초 실험을 수행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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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6 G23-K10A 핵연료이용 성형체, 소결체 제조 특성결과

(1) 사용후핵연료 특성
2001년 5월에 울진 2호기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출되어 현재 PIEF에 저장중
인 고연소도 K23-핵연료를 이용하였는 데, K23 핵연료 집합체는 17×17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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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체이고 농축도는 4.2%이다(표 3.1.2.7 참조). 고연소도 핵연료 집합체중
K23-M03 연료봉을 선정하였는데 연료봉 평균 연소도는 56,000 MWD/MTU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3.1.2.5의 연료봉의 연소도 분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소도가 균일한 중심부 약 2.4 m의 연료봉에 대해 10 개의 rod-cut으로
절단한 후 건식 재가공 핵연료 연구시설(DFDF)로 수송하였다.

표 3.1.2.7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K23-M03) 이력 특성
울진 2호기 사용후핵연료(K23-M03)(65,000 MWD/tU)
○ 방출년도 : 2001. 5. 15, 초기농축도: 4.2 wt%
○ 기타 관련 이력(option)
-제 8주기('97.6.14-'98.8.23)(436 일),-제 9주기('98.10.24-'00.1.7)(441 일)
-제 10주기('00.3.3-'01.5.15) (439 일)
○ 집합체 형태 : 17 × 17
○ 냉각기간 : 2.8년 (제조기준 시점)

그림 3.1.2.5 K23-M03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연료봉 연소도 분포

감마 스캐닝 결과 10개 rod-cut의 평균 연소도는 65,000 MWD/MTU
(K23-M03)을 나타냈으며 기존 핵연료 연소도의 2 배 이상이다. 연소도 27,000
MWD/MTU(G23-5B)과 비교하면 연소도 증가에 따라 핵연료내 불순물인 핵
분열생성물의 양이 증가하여 소결특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두 종류 핵연료
의 ORIGEN 코드 계산 결과중 악티나이드 원소 양 및 불순물인 핵분열 생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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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의 특성을 표 3.1.2.8에 상호 비교하였다.

K23-M03 핵연료내 핵분열생성

물의 총 질량은 G23-5B 핵연료보다 약 2배, 총 방사능은 약 8배정도 높다. 특
히 준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인 Cs 원소는 총량은 약 7배 증가, Cs-134와 Cs-137
의 방사능이 거의 동등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표 3.1.2.8 핵연료 연소도별 악티나이드 및 핵분열생성물 총량 비교
특성값

G23-5B
(27,300 MWd/tU)

K23-M03
(65,000 MWd/tU)

비 교

-Mass : 비슷
5
5
악티나이드 - 9.72×10 g/MTHM - 9.30×10 g/MTHM
-방사능 :약 2.5배
4
5
원소 총량 - 6.13×10 Ci/MTHM - 1.97×10 Ci/MTHM
높아짐
-Mass : 2배 증가
핵분열
- 2.81×104 g/MTHM - 6.82×104 g/MTHM
-방사능: 약 8.5배
생성물
- 2.13×105 Ci/MTHM - 1.76×106 Ci/MTHM
높아짐
총량
6
6
- 1.13×10 g/MTHM - 1.13×10 g/MTHM
총량
- 2.74×105 Ci/MTHM - 1.96×106 Ci/MTHM

(2) 소결체 제조공정 조건
본 실험의 목적은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표 3.1.2.9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불순물 함량이 크게 증가하며 이에 따른 소결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기존 자격화 실험으로부터 설정된 공정조건과 동일하게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기존 소결 특성 결과와 비교하였다. 따라서 중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제조공정인
표 3.1.2.2의 조업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3) 공정조건별 주요 제조 특성
(가) Rod-cut slitting
유압식 slitting 장치를 사용하여 rod-cut의 표면 절개후 사용후핵연료 물질
을 추출하였는 데, 본 실험에 사용된 17×17 집합체 연료봉의 외경은 9.5 mm이
므로 연료봉 외경(9.5 mm)을 고려하여 slitting 지그를 수정 제작하였다. 고연
소도 핵연료 rod-cut의 slitting시 그림 3.1.2.6의 (b)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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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d-cut은 slitting 후에 hull 표면에 상당량의 핵연료가 부착되어 있어 기계적인
분리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700℃, 공기분위기에서 K23-M03 decld hull 전체
를 5시간 산화시킨후 핵연료를 분말상태로 회수하였으며, declad hull에 부착된
핵연료 양은 rod-cut 별로 일정하지 않지만 산화전 declad hull의 총 무게로 환
산할 경우 핵연료 회수 양은 1.2 g/g-declad hull 이었다.

(a) G23-5B: 27,300
그림 3.1.2.6 고연소도 핵연료

(b) K23-M03 : 65,0000
rod-cut slitting후 hull 사진 (단위 : MWD/tU)

(나) 산화공정에 의한 분말화
Mechanical slitting 공정으로부터 회수된 사용후 핵물질을 4 단 트레이에
넣고 OREOX로에서 산화시켜 분말을 제조하였으며, 실험에 사용된 사용후핵물
질 총 양은 약 980 g 이었다.

500℃에서 5시간 산화 조건에서 산화에 의한 무

게이득 및 분말의 겉보기밀도, 탭밀도를 측정하였으며, 표 3.1.2.9에 정리하였다.
일반적으로 공기중에서 UO2의 U3O8으로 완전 산화에 의한 이론 무게이득은
3.97%이다[3.1.2.7]. 일차 산화(공정 1)후 제조된 U3O8 분말의 산화 무게이득은
이론 무게이득인 4 wt%보다 낮은 약 3.47%였으며, 3회 배취실험후 얻은 산화
분말을 혼합하고 탭밀도를 측정한 결과 평균 3.69 g/cc를 나타내어 G23-K10A
핵연료를 사용한 경우 3.14 g/cc인 점을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값을 나타내었
다. 그림 3.1.2.7은 G23-5B 핵연료, 고연소도인 K23-M03 핵연료의 산화분말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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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9 K23-M03 핵연료 산화분말 밀도특성(B04-02-01～04)

(a) G23-5B: 27,300

(b) K23-M03 : 65,0000 MWD/tU

그림 3.1.2.7 고연소도 핵연료의 산화분말 형상

이상의 결과로부터, 고연소도 핵연료의 경우 무게이득이 낮게 나타난 것은
UO2의 U3O8으로의 완전 산화가 힘들다는 것을 암시하며 산화후 분말형상에서
도 동일한 특성이 나타났다. 핵연료 연소도가 40,000 MWD/tU 이하인 경우에
는 대부분 미세한 산화분말 형상을 보여주고 있지만 고연소도 핵연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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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 산화분말내에 입자크기가 약간 큰 산화분말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일반적
으로 산화분말의 평균 입자크기는 약 8 ～ 12 ㎛로서 핫셀내에서 입자크기 분
포를 측정하는것은 매우 힘들다. 고연소도 핵연료의 경우 완전 산화가 힘든 것
은 주로 핵연료내 불순물로 다량 함유된 핵분열생성물의 영향으로 해석되고 있
으며, 모의 사용후핵연료 산화실험 결과를 보면 연소도 범위 60,000～70,000
MWd/tU의 핵연료의 산화시 핵분열생성물의 영향은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3.1.2.12]. 그러나 본 연구에서 얻은 연소도 65,000 MWD/tU의 핵연료에서
산화에 의한 무게이득 및 분말 형상 결과로부터 산화시 핵분열생성물의 영향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 3 cycles OREOX 및 미분쇄 분말 특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연소도 핵연료의 경우 중연소도 핵연료와 비교하
여 산화특성이 다르게 나타났는 데, 이러한 산화분말의 OREOX 공정을 통하여
제조된 분말특성을 표 3.1.2.10에 나타내었다.

표 3.1.2.10 K23-M03 핵연료 OREOX분말 밀도특성(B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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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EOX 공정에 의한 분말화 실험전에 산화분말내 크기가 약간 큰 덩어리
형태의 입자가 포함되어 있어 100 mesh(150㎛ opening) sieve를 사용하여 분리
하였으며, sieving후 잔류분말을 OREOX처리하였다. 표 3.1.2.10에 있는 sieving
후 잔류분말 특성을 보면, OREOX후 무게감소가 약 2.7%로 기존 산화분말의
OREOX처리후 무게감소율인 약 4%보다 매우 낮게 나타나 미산화에 의한 영
향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sieving한 산화분말의 OREOX 처리후 무
게감소를 보면 약 4.2%로서 기존 결과와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으며, OREOX
분말의 탭밀도는 평균 1.31 g/cc로서 표 3.1.2.4의 G23-K10A와 비교하면 약간
높은 값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산화분말을 sieving하지 않고 OREOX처리할 경
우에는 탭밀도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적으로 60,000 MWD/tU 연소
도를 모사한 simfuel의 동일한 공정조건으로부터 얻은 OREOX 분말 탭밀도는
약 1.35 g/cc을 나타내었다[3.1.2.12].
OREOX 분말을 450 rpm에서 10분간, 600 rpm에서 10분간 분쇄한 후 겉보
기 밀도 및 탭밀도를 측정하였으며, 미분쇄 분말의 탭밀도는 평균 3.19 g/cc 로
서 G23-K10A 핵연료 미분쇄 분말의 탭밀도 평균값인 3.2 g/cc와 비교하여 거
의 유사한 값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고연소도 핵연료의 경우 산화분말내에 핵연료의 미산화
에 의한 덩어리 등이 있지만 sieving 후 OREOX처리하고 미분쇄하면 중연소도
핵연료 분말특성과 입자크기면에서 비슷해짐을 알 수 있었다. 표 3.1.2.11은 고
연소도 핵연료 산화, OREOX분말 밀도 특성을 상호 비교하였다.

표 3.1.2.11 K23-M03 핵연료 산화분말 및 3 cycles OREOX분말 밀도 비교

B04-02-01～04

무게변화
(wt%)
+3.47

겉보기밀도
(g/cc)
3.00

탭밀도
(g/cc)
3.69

B04-04(W04-10)

-4.26

0.80

1.31

B04-04(W04-11)

-

2.22

3.19

분말종류

배취번호

산화분말
OREOX
분말
Mill 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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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성형체 특성
예비 압분 다이직경은 12.68mm이었으며 64 MPa(게이지압 : 800 psi)로 설
정하였다. 예비 압분체의 기학학적 밀도는 평균 5.96 g/cc 으로서 중연소도
(35,000 MWD/tU) 분말의 예비 압분체 밀도값과 비슷하였다.
성형체 제조를 위한 압분압력 설정을 위하여 먼저 88～160 MPa 범위에서
성형체를 제조하고 알콜검사를 수행한 결과 120 Mpa에서 약간의 기포가 생겨
최종 압분압력은 88～120 Mpa로 하였다. 그림 3.1.2.8은 압분압력 변화에 따른
성형체의 기하학적 밀도 변화를 도식한 결과이다.

그림 3.1.2.8 K23-M03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이용 압분압력 변화에 따른
성형체 밀도 변화.
전체적으로 압분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성형체의 기하학적 밀도는 증가하나
절대값으로 보면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표 3.1.2.12은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분말을 이용한 압분압력별 성형체의 기하학적 밀도값 범위를 정리한 결과이다.
중연소도 35,000 MWd/tU (G23-K10A)핵연료를 이용한 최종 압분 성형체 밀
도와 비교하면 다소 낮은 값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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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12. K23-M03 사용후핵연료 이용 제조된 성형체 밀도 변화
압분압력(MPa)

성형체 밀도(g/cc)

성형체밀도(G23-K10A)

88
103
120

6.15 ～ 6.16
6.27 ～ 6.30
6.36 ～ 6.39

6.51～6.53(120 MPa)

(마) 소결체 밀도 특성
88～120 MPa 압분압력 조건에서 제조된 성형체의 탈왁스처리후 소결온도
1,800 ℃에서 소결시간 7시간동안 4%H2/Ar 분위기에서 소결하였으며, 압분압
력 변화에 따른 소결체 침적밀도(immersion density) 변화를 그림 3.1.2.9에 도
식하였다. 소결체 특성 검사는 중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이용 소결특성 평가시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연소도 65,000 MWd/tU 핵연료의 이론 밀도는
10.612 g/cc로서 압분압력 변화에 따른 소결체 밀도의 % T.D.도 동시에 도식
하였다.

그림 3.1.2.9 K23-M03 핵연료 압분압력 변화에 따른 소결체 밀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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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9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압분압력 88～120 MPa 범위에서 제조된
소결체의 침적밀도는 9.89～9.93 g/cc(% T.D. : 93.2～93.5%)로서 10 g/cc 이
하의 소결밀도를 보였으며 압분압력이 증가하더라도 소결체 밀도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소결 특성 결과는 중연소도 핵연료를 이용한 소결특
성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120 Mpa 압분압력에서 제조된 소결체의 % T.D.는
93.5%로서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사양인 이론밀도 %(% T.D.)의 95%이상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였다.
이상과 같이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건식 재가공 조건을 적용한
소결특성 기초실험을 수행한 결과, 기존의 27,000～35,000 MWd/tU 연소도를
가지는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소결특성 실험결과와 다르게 동일한 제조공정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소결체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으
로는 크게 분말의 특성 차이 및 핵연료내 불순물로 다량 함유된 핵분열생성물
의 소결시 미치는 영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여러 가지 다양한 핵분열생
성물들중 소결시 영향을 미치는 불순물의 종류를 파악하는 것은 소결특성 향상
을 위하여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제 9절에 소결공정중 핵분열생성물 방출거동
연구와 연계하여 향후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2.13은 연소도 65,000 MWd/tU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인 K23-M03를
이용하여 수행한 성형체 및 소결체 제조 특성을 종합 정리한 결과이다. 아울러
그림 3.1.2.10은 1,800℃에서 7시간 재소결한 결과를 수록하였으며 그림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재소결후 소결체 밀도는 9.99 ～10.01 g/cc로서 거의 미미한 증가
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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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13 K23-M03 핵연료 이용 성형체, 소결체 제조 특성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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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0 K23-M03 핵연료 압분압력 변화에 따른 재소결후 소결체
밀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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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imfuel 소결체내 불순물 성분별 분포 분석
가. 고연소도(60,000 MWd/tU)를 모사한 Simfuel 소결체 성분 분포 분석
연소도 60,000 MWd/tU의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에는 약 6.5 wt%의 핵분
열생성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를 모사하기 위
하여 핵분열생성물과 유사한 불순물을 첨가하여 Simfuel 소결체를 제조하고 소
결체의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소결체의 특성 가운데 함유된 불순물의 분포가

핵연료의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불순물 성분의 분포 특성이 중요
하다.

불순물의 분포를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화학적 분석 방법과 EPMA 방법

이 사용될 수 있다.

화학적 분석 방법은 측정 정확도가 우수하지만 많은 시료

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한편 EPMA 방법은 화

학적 분석방법보다는 정확도가 다소 낮지만 많은 시료를 짧은 시간에 검사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많은 지점을 샘플링하여 성분을 분석해야 하므로

EPMA 방법을 사용하여 성분 분포를 분석하였다.
연소도 60,000 MWd/tU의 모의 사용후핵연료 소결체를

3회 산화․환원처리

하고 미분쇄한 분말을 소결하여 모의 건식 재가공핵연료(Simfuel) 소결체를 제
조하였다.

제조한 소결체 중에서 두 개의 소결체를 선정하였다.

체를 소결체-a 및 소결체-b로 구분하였다.

각각의 소결

소결체-a의 소결 밀도는 10.35

3

g/cm , 평균결정립크기는 9.7 ㎛를 나타냈으며, 소결체-b의 소결 밀도는 10.32
3
g/cm , 평균결정립크기는 9.9 ㎛를 나타냈다.

EPMA를 이용하여 Point

Mapping 방법으로 8000 ㎛/50 point에 대해 각 소결체의 불순물의 균질도를
분석하였다.
나. Simfuel 소결체 불순물 성분 분포 특성
Simfuel 소결체에는 첨가제를 포함해 약 13 가지의 불순물이 포함되며 본
실험에서는 함유된 불순물 중 함량이 가장 많은 Nd와 Ce 성분의 분포를 분석
하였다.

각 소결체의 불순물 분포는 각각 다음 그림 3.1.3.1(a) 및 그림

3.1.3.1(b)와 같다.
볼 수 있다.

그림 3.1.3.1(a)를 살펴보면 두 개의 피크 값이 발생한 것을

피크 값이 발생한 부분은 결정립계 영역이며 함유된 불순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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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석출물을 이루어 존재하며 Ce도 그 주요 성분이다.

Nd 성분은 결정립 내

부나 결정립계에 비교적 고르게 고용되어 분포하였다.

그림 3.1.3.1(b)에서도

유사한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림 3.1.3.1(b)에서도 두 개의 피크 값이 발생

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결정립계 영역에서 함유된 불순물들이 금속석출물
을 이루어 존재하는 것을 나타내며 역시 Ce도 그 주요 성분중 하나이다.

여기

에서도 Nd 성분은 결정립 내부나 결정립계에 비교적 고르게 고용되어 분포하
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표 3.1.3.1과 같다.

소결체-a에서 Nd 함량은 평균 0.70 wt%, 표준편차 0.269를 나타냈다.
량 0.92 wt%에 비해 평균이 다소 작은 값을 나타냈다.
wt%, 표준편차 1.184를 나타냈다.

첨가

Ce 함량은 평균 1.12

첨가량 1.23 wt%와 유사한 값을 나타냈으

며 결정립계에 존재하는 피크 값에 의해 표준편차가 큰 값을 나타내 균질도가
낮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피크 값이 나타난 결정립계 성분을 제외하면 Nd

함량은 평균 0.70 wt%, 표준편차 0.272를 나타내 큰 변화가 없다.
함량은 평균 0.90 wt%, 표준편차 0.336을 나타냈다.
이 작아졌으며 표준편차가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Ce

피크 값이 제외되어 평균

따라서 결정립 내부의 base

material내 불순물 성분의 균질도는 우수함을 알 수 있다.
소결체-b에서 Nd 함량은 평균 0.79 wt%, 표준편차 0.168을 나타냈다.
량 0.92 wt%에 비해 유사한 값을 나타냈다.
편차 0.761을 나타냈다.

첨가

Ce 함량은 평균 1.17 wt%, 표준

첨가량 1.23 wt%와 거의 유사한 값을 나타냈으며 결

정립계에 존재하는 피크 값에 의해 표준편차가 큰 값을 나타냈다.

피크 값이

나타난 결정립계 성분을 제외하면 Nd 함량은 평균 0.81 wt%, 표준편차 0.156
을 나타내 역시 큰 변화가 없다.
0.182를 나타냈다.
소하였다.

그러나 Ce 함량은 평균 1.02 wt%, 표준편차

피크 값이 제외되어 평균이 작아졌으며 표준편차가 크게 감

이 경우에도 소결체-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결정립 내부의 base

material내 불순물 성분의 균질도는 우수함을 알 수 있다.
Nd의 경우에는 결정립 내부 및 결정립계에서 모두 균질하게 분포하였으며
Ce의 경우 결정립 내부 Ce 함량의 5～8배의 Ce가 결정립계에 분포하였다.

결

론적으로 결정립 내부에는 함유된 불순물들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을 추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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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결정립계에는 함유된 불순물들 중 Ce를 비롯한 일부 불순물들이
base material 내부에 고용되지 못하고 금속석출물 형태로 밀집하여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것이 소결체 내부에 함유된 불순물의 균질도를 낮게 하
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a)

(b)

그림 3.1.3.1 고연소도(60,000 MWd/tU)를 모사한 Simfuel 소결체의
Nd 및 Ce 분포 EPMA 분석 (a)소결체-a (b)소결체-b

표 3.1.3.1 고연소도(60,000 MWd/tU) Simfuel 소결체의
불순물 분포 EPMA 분석 결과
Fission products

Nd(Pr, Sm)

Ce(Pu, Np)

Surrogates

Nd

Ce

첨가량
wt%
0.92

1.23

소결체-a

소결체-b

평균, wt% 표준편차 평균, wt% 표준편차
0.70

0.269

0.79

0.168

0.70
(기지내)

0.272
(기지내)

0.81
(기지내)

0.156
(기지내)

1.12

1.184

1.17

0.761

0.90
(기지내)

0.336
(기지내)

1.02
(기지내)

0.182
(기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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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후핵물질 소결체내 불순물 성분별 분포 분석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는 각 연료봉마다 연소도에 차이가 있고 한 개의 연료
봉의 길이에 따라서 연소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순물(핵분열생성물)의 함
량 및 화학적 조성에 차이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건식공정 산화물 핵연료 제
조시에는 연료봉에서 제거된 펠렛을 산화한 후 불순물의 함량 및 화학적 조성
이 균일한 분말을 얻기 위해서 혼합을 수행하고 있다. 혼합공정후 사용후핵연
료에 대한 분말의 균질도 측정은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측정결과를 신속하게 알
수 있는 DSNC 측정방법과 화학적 분석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혼합분말을
OREOX 처리후 혼합 및 입자크기의 미세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attrition 밀링
을 하기 때문에 더욱 균질한 분말을 얻을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봉의 표면을 절개한 후 펠렛을 산화시켜 생성된 분말을 균질화
시키기 위해서 혼합한 후 시료를 채취하여 DSNC 측정 및 화학분석에 의해서
균질화를 확인하고 있다. 분말시료에 대해서 U 및 Pu의 동위원소, 기지내 고
용 산화물인 lanthanide 계열 및 La, 금속석출물 성분(Rh, Pd, Mo, Ru), 휘발
성 핵종인 Cs-134 및 Cs-137, 그리고 Eu-154, Eu-155, Am-241, Tc-99에 대하
여 화학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분말 균질분포는 주요 핵분열 물질(U-235,
Pu-239)에 의해서 분석하고 있다. 소결체 특성은 밀도 및 결정립 크기 분석,
그리고 소결체 펠렛에 대한 화학적 분석만이 수행되고 있다. 소결체내 불순물
의 함량 및 분포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γ-scanning, micro-drilling후 화
학분석, laser induced microanalysis, nuclear analysis, X-ray microanalysis,
secondary ion microanalysis, Auger electron microanalysis 등이 이용되고 있
다.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봉의 표면을 절개한 후에 산화 공정을 통해 추출된 핵
연료 분말의 화학적 조성을 균질화하기 위해 다단계 혼합공정을 이용한다.

균

질화 혼합 공정 후에 균질도를 측정하는 데는 사용후핵연료의 고방사성으로 인
해 많은 제약이 있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DSNC 측정방법과 화학분석
방법이다. DSNC 측정방법은 비파괴 측정법으로 측정 결과를 신속히 알 수 있
으며 화학분석 방법은 U-235와 Pu-239의 분포를 평가하여 보다 정확한 분말의

- 130 -

균질도를 분석할 수 있다. 연소도 35,000 MWd/tU(G23-G2) 사용후핵연를 이용
하여 3 cycles OREOX 공정을 적용하여 분말을 제조하고 1,750℃, 4%H2/Ar분
위기에서 소결체를 제조하였으며, 제조된 소결체내 성분분석을 위하여 EPMA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3.1.4.1은 소결체내 주요 불순물의 성분 분석 결과를 정리
한 것이며 화학분석 결과 및 ORIGEN 코드 계산 결과와 상호 비교하였다.

표 3.1.4.1 건식 재가공 핵연료 소결체(G23-G2 핵연료) EPMA 성분분석 결과

성분원소
O
Zr
Mo
Ru
Cs
Ba
La
Ce
Nd
Sm
U
Pu
기타
합계

ORIGEN-2
기준 핵연료
11.795
0.247
0.225
0.147
0.149
0.128
0.082
0.159
0.270
0.059
UO2
84.714
96.103
0.638
1.387
100

함량, wt%
EPMA
대상 소결체
11.087
산화물기준
0.409 ZrO2 0.552
0.480 MoO3 0.72
0.219 RuO2 0.228
0.008 Cs2O 0.009
0.140 BaO
0.157
0.124 La2O3 0.145
0.186 CeO2 0.228
0.349 Nd2O3 0.407
0.333 SmO 0.369
77.371

UO2

화학분석
대상 소결체

0.121

87.772 82.110

UO2
96.103

0.842

표 3.1.4.1을 보면, Cs의 경우 소결과정에서 99%이상 방출되므로 EPMA 분
석에서 Cs의 함량은 매우 낮은 값을 보여 주고 있으며, 희토류 원소의 경우
UO2 matrix와 고용체를 형성하므로 전체적으로 Sm를 제외하고 La, Ce,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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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EPMA 분석결과와 화학분석 결과(La의 경우만 해당됨)는 잘 일치하고
있고 ORIGEN-2 코드 결과와도 근접한 값을 보여주어 소결체내 희토류 원소들
은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EPMA 분석결과에 대한 검증 실험으로서 소결체내 불순물의 성분별
분포 분석은 화학분석을 통하여 평가한 바 있으며 이를 비교평가하기 위하여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대상 시료는 연소도 27,300 MWd/tU, 냉각기간
15년(G23-5B)를 핵연료를 이용하여 제조한(Batch #7) 소결체로서, 소결체 중
심을 기준으로 5군데에서 다이아몬드 saw를 이용하여 화학분석 시료를 준비하
고 소결체내 fissile material의 총 농도 및 동위원소별 농도, 핵분열 생성물, 희
토류원소, 백금족 원소 농도를 측정한 바 있다. 5군데 시료는 개별적으로 분석
하지 않고 전체를 질산용액에 녹인 후 화학분석을 수행하였으므로 평균값으로
볼 수 있다. 표 3.1.4.2는 소결체 시료에 대한 화학 분석 결과를 g-IU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ORIGEN 코드 결과와 비교한 것이다. 앞서 EPMA 분석결과와 마
찬가지로 소결공정후 Cs-134, Cs-137은 전량 또는 약 99%가 제거되므로
Cs-134, Cs-137의 값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U/Pu 총량 및 동위원소별
측정농도와 ORIGEN 코드 결과와의 오차는 매우 적었으며, 희토류 원소들은
ORIGEN 코드 값과 비교하여 거의 비슷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소결체
내에서 UO2 matrix와 고용체를 이루는 원소들은 매우 균일한 값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백금족 원소중 Ru, Te의 소결 전후의 농도가 차이가 나는 것
은 핵연료내에 균일하게 분포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아울러 불용성의 화학적 특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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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2 소결체 화학분석 결과와 ORIGEN 코드 결과와 비교
(g-IU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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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핵연료 제조/공정 기술 개발
1. 핵연료 분말 제조 공정 관리 체계 구축
사용후핵연료에 함유된 핵분열생성물은 연소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에 포함되어 있는 연료봉의 위치 및 연료봉 내에서의 핵연
료 소결체의 위치에 따라 연소도가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각 핵연료 소결체의
위치에 따라 핵분열생성물의 량이 상이하다.

사용후핵연료를 건식 처리하여

제조되는 건식 재가공 핵연료의 특성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말의 균
질성 및 분말화 정도가 일정하도록 제조 공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품질보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된 공정시방서, 제조 및 시험검
사계획서, 검사절차서, 운전절차서 등을 적용하여 건식 공정 산화물 핵연료 분
말을 제조하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를 위해 1회 배취 실험에 1 kg의 원
료 분말을 사용하고 있으며 8회 제조실험을 수행하였다.

사용후핵연료 소결체

를 이용하여 3주기 OREOX 공정과 밀링 공정에 의해 소결 가능한 분말을 제
조하였으며 혼합공정을 이용하여 분말을 균질화시켰다.

분말의 균질도를 확인

하기 위해 화학분석 방법과 DSNC 측정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제조된 분말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핫셀내에서 적용이 용이한 분말 밀도 측정장치를 이용하
여 매 실험 배취에 대해 분말의 밀도를 측정하여 분말의 품질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제조된 분말의 밀도 특성은 그림 3.2.1.1과 같다.

그림 3.2.1.1 건식 재가공 핵연료 분말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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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연료 소결체 제조 품질관리 체계 구축
가. 핵연료 소결체 제조 원격 품질관리 기술 분석 및 체계 구축
(1) 품질관리체계 개발
캐나다 AECL의 procurement document와 기술 사양서에 기술된 요구조건
을 만족할 수 있도록 건식 재가공 핵연료의 품질 보증을 위해 캐나다의
CAN3-Z299.2-85 규정을 적용하고 이 품질보증 기준에 준하여 개발된 품질보
증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관련 품질보증 문서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문서로는

품질보증계획서, 공정시방서, 제조 및 시험검사계획서, 검사절차서, 운전절차서,
소결체 및 연료봉 제조 공정 자격화 시험 보고서, 물질이동표 등이 있다.

개발

된 품질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건식 재가공 핵연료 자체에 대한 품질 만족뿐만
아니라 조사시험장치 운영자들의 요구 사항을 만족할 수 있도록 본 품질보증
프로그램을 건식 공정 산화물 핵연료 제조 공정에 적용하고 있다.[3.2.2.1]

(2) 품질관리체계 적용
개발된 품질 보증 프로그램의 체계와 절차에 따라 1회 배취 실험에 약 1 kg
의 원료 분말을 사용하여 8회 조사시험용 건식 재가공 핵연료 소결체 제조실험
을 수행하였다.

핵연료 제조시 핵연료의 품질과 관련하여 절차 등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부적합 사항과 관련한 보고서를 발행하고 부적합사항 발생에 따른 원
인 제거 및 문제 해결이 종료될 때까지의 경과 및 처리결과를 기록 및 관리하
고 있다.

8회의 실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두 8 개의 부적합 사항이 발생하

였으며, 이에 대해 부적합사항 보고서를 작성하고 처리 결과를 기록하였다.
3.2.1.1은 8번째로 발행된 부적합 사항 보고서를 나타낸다.

표

이 경우에는 소결

밀도가 기술 사양을 만족하지 못해 발행된 부적합 사항 보고서이다.

재소결

공정에 의해 소결 밀도가 기술 사양을 만족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수요자와 품질
보증 담당자의 확인으로 부적합 사항이 종결되었다.

이와 같은 품질 보증 절

차를 따라 핫셀에서 원격으로 제조되는 건식 재가공 핵연료 소결체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체계를 적용하여 건식 재가공 핵연료를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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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1 부적합 사항 보고서 DF-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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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식 재가공 핵연료 소결체 보관 용기 설계 및 제작
(1) 소결체 보관 용기 설계 및 제작
제조된 핵연료 소결체는 공기중에 노출시 산화가 계속 진행되어 핵연료 품
질이 저하될 수 있다.

핵연료 소결체의 산화를 방지하여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밀폐형 보관 용기를 설계하고 제작하였다.

밀폐된 보관 용기

에는 핵연료 소결체가 적재된 tray가 8개 장착되도록 그림 3.2.2.1과 같이 개념
이 설계되었다.

그림 3.2.2.2～그림 3.2.2.5은 보관용기 각 부품의 상세 설계 도

면을 보여준다.

그림 3.2.2.2는 보관용기의 외관 제원을 나타내며, 그림 3.2.2.3

은 보관용기에 적재될 소결체 tray를 나타내며, 그림 3.2.2.4는 보관용기의 하부
를 나타내며, 그림 3.2.2.5는 보관용기의 상부 커버를 나타낸다.
제작된 보관 용기를 보여준다.

그림 3.2.2.1 소결체 보관 용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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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6은

그림 3.2.2.2 소결체 보관 용기 외관 제원

그림 3.2.2.3 소결체 t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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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4 소결체 보관 용기 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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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원

그림 3.2.2.5 소결체 보관 용기 커버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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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2.2.6 소결체 보관 용기 제작 (a) 소결체 보관 용기 커버 분리
(b) 소결체 보관 용기 커버 체결

(2) 소결체 보관용기 시험 및 핫셀내 설치
제작된 보관용기의 밀폐도를 시험하기 위하여 본 실험에서는 아르곤 가스를
용기에 충진하고 그림 3.2.2.7에 보여진 바와 같이 용기에 부착된 압력게이지를
이용하여 압력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가스 누출 실험을 실시하였다.

아르곤 가

2
스를 대기압보다 높은 0.8 kgf/cm 압력으로 충진하고 2일 후 및 3일 후에 압
2
력을 측정한 결과 각각 0.76 kgf/cm 의 압력 상태를 유지하였다.

가스 누출

시험 결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압력이 서서히 감소하므로 주기적으로 가스
압력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확인하였다.

급격히 가스가 누출되지 않기 때문에

점검 주기는 한달이면 충분하며 압력이 초기 압력의 절반인 이하로 낮아진 경
우에 가스를 보충하면 된다.

실제 소결체를 보관할 때는 헬륨 가스를 충진한

다.
제조된 소결체를 보관하기 위하여 보관용기를 핫셀에 설치하였다.

그림

3.2.2.8은 보관용기를 핫셀에 설치하기 위하여 RD-15 Padirac 캐스크를 이용하
여 핫셀내에 반입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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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7 소결체 보관 용기 아르곤 가스 누출 시험

그림 3.2.2.8 소결체 보관 용기 핫셀 설치

(3) 소결체 보관
제작된 보관용기에 조사시험용으로 제조된 건식 재가공 핵연료 소결체가 적
재된 tray를 저장하였다.
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림 3.2.2.9는 소결체가 적재된 tray를 용기에 장착

소결체 tray 장착 후 용기 커버를 닫고 산화 방지를 위

해 0.68 kgf/cm2의 가압상태로 헬륨가스를 충진하였다.

2일 후에 압력을 점검

2

한 결과 0.68 kgf/cm 의 초기 압력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4일 후에 압력을 점
검한 결과 0.65 kgf/cm2로 소폭 감소하였다.

시간이 경과하면 헬륨 압력이 감

소하므로 주기적으로 헬륨압력을 점검하고 있다.

현재 매월 헬륨 압력을 점검

하여 초기 헬륨 압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그림 3.2.2.9는 제조된 건식 재가공 핵연료 소결체를 적재한 tray를 보관용
기에 장착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그림 3.2.2.10은 핫셀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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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를 통하여 핫셀 내부에 설치된 보관용기에 헬륨기체를 충진하는 상태를 보
여준다.

그림 3.2.2.11은 소결체 보관 용기에 부착된 압력게이지를 이용하여 헬

륨 가스 충진 후 2일이 경과한 후에 압력을 점검하는 상태를 나타내며, 그림
3.2.2.12는 헬륨 가스 충진 후 4일이 경과한 후에 압력을 점검하는 상태를 나타
낸다.

그림 3.2.2.9 소결체 보관 용기에 건식 재가공 핵연료 소결체 tray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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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0 소결체 보관 용기에 헬륨 가스 충진

그림 3.2.2.11 소결체 보관 용기 헬륨 가스 압력 점검(충진후 2일 경과)

그림 3.2.2.12 소결체 보관 용기 헬륨 가스 압력 점검(충진후 4일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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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 및 검사장비 점검 및 보수
(1) 점검 및 보수 계획
핫셀내에서 제조되는 건식 재가공 핵연료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핵연료
제조 조건의 지속적 유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핫셀내 핵연료 제조 및 검
사장비를 점검하고 사용후핵연료에 의해 오염된 부분을 제염하고 파손된 부품
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

점검 및 보수 작업이 핫셀에서 원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와 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표 3.2.2.2와 같이 점검 및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Attrition Mill 장치, OREOX furnace, Mixer, 압분장치,
slitter, 소결로, 연마장치, 검사장치, 각종 실험 용기 및 툴을 점검하고 보수하였
다.

점검 및 보수 결과는 다음 항에 기술하였으며 결과를 요약하면 표 3.2.2.3

과 같다.

표 3.2.2.2 핫셀 제조장비 점검 및 보수 계획 (2002. 7. 23)
2002. 8
1
Mill hopper 세척
1

Milling Machine

Ball 세척
Jar 손잡이 1 개 분리
Hopper 체결 bolt, nut 1 set 제작
Off-gas HEPA filter 교체

2

OREOX Furnace

Tray 세척
반응 gas flowmeter 교체 및 점검

3

Mixer

관련부품 세척 및 정리

4

Slitter

점검

2

4

Grinder

■
■
■■
■
■
■■■
■
■

냉각수 유량계 교체

■

소결로 base 체결 bolt 제작 및 교체

■
■■■■

HEPA filter 2 개 교체

10

Manipulator

기타

3

■

Off-gas line Cs 점검 및 교체

9

2

■■

Grinder 내부 청소

x, y축의 유격 조절
S/W 및 전원 공급장치 점검
윤활유 주입 및 sealing oil 점검
Manipulator 보수용 jig 설계 제작
(bolt : 8 mm steel, main : 6 mm)

1

■

Side view mirror 점검

표준 ruller 제작

4

■

Die 수평 점검

Stack - loader

2002. 10

3

■■

Control panel 진공 gauge 점검

8

2

■

냉각수 순환 온도계 센서 교체

7 Sintering Furnace

1

■■

Press 전체 위치 조정
6

5

■■

관련 부품 세척 및 정리
5 Compaction Press

2002. 9

3

■
■■
■

■
■
■■
■■■■

Hoist hook 설계 제작

■■■■

Balance 내부 분말 청소 (진공청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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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3 핫셀 제조장비 점검 및 보완 결과

1

Milling Machine

2

OREOX Furnace

3
4

Mixer
Slitter

5

Compaction Press

6

Grinder

7

Sintering Furnace

8

Stack - loader

9

Manipulator

10

기타

점검내용
Mill hopper 세척
Ball 세척
Jar 손잡이 1 개 분리
Hopper 체결 bolt, nut 1 set 제작
Off-gas HEPA filter 교체
Tray 세척
반응 gas flowmeter 교체 및 점검
관련부품 세척 및 정리
점검
관련 부품 세척 및 정리
Die 수평 점검
Side view mirror 점검
Press 전체 위치 조정
Grinder 내부 청소
냉각수 순환 온도계 센서 교체
Control panel 진공 gauge 점검
냉각수 유량계 교체 (2 ea)
소결로 base 체결 bolt 제작 및 교체
Off-gas line Cs 점검 및 교체
HEPA filter 2 개 교체
표준 ruller 제작
x, y축의 유격 조절
S/W 및 전원 공급장치 점검
윤활유 주입 및 sealing oil 점검
Manipulator 보수용 jig 설계 제작
(bolt : 8 mm steel, main : 6 mm)

비고
OK
OK
OK
OK
연기
OK
연기
OK
OK
OK
OK
OK
OK
OK
연기
교체작업
OK
OK
OK
연기
연기
OK
OK
OK

Hoist hook 설계 제작

OK

Balance 내부 분말 청소 (진공청소기)

OK

OK

(2) Attrition mill 장비 점검 및 보수
Attrition mill 장비는 핵연료 분말을 미분쇄하는 장비로 사용후핵연료에 많
이 오염되어 있다.

오염된 지르코니아 볼을 세척하여 재 장전하였으며 지르코

니아 볼 세척시 분리된 사용후핵연료를 수거하였다.

또한 mill 장치에 부착되

어 핵연료 분말과 지르코니아 볼을 구분하여 핵연료 분말만을 통과시키는 역할
을 수행하는 호퍼를 세척하고 세척 중 분리된 사용후핵연료를 수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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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3 지르코니아 볼 세척

그림 3.2.2.14 세척된 지르코니아 볼 장전

그림 3.2.2.15 지르코니아 볼에서 분리된 waste

- 147 -

그림 3.2.2.16 지르코니아 볼에서 분리된 waste 수거(9.31 g)

그림 3.2.2.17 호퍼 세척

그림 3.2.2.18 호퍼 세척후 waste 수거

(3) OREOX furnace 장비 점검 및 보수
OREOX furnace 챔버 내에 설치되어 핵연료 분말을 적재하는 4단 tray를
세척하고 정리하였으며 배기체 처리를 위한 HEPA 필터를 교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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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9 OREOX furnace tray 세척 및 정리

그림 3.2.2.20 OREOX furnace tray HEPA 필터 교환

(4) 각종 도구 점검 및 보수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건식 재가공 핵연료 분말 및 소결체 제조 실험에 사
용되어 사용후핵연료에 오염된 각종 용기, mesh, punch-die 등의 상태를 점검
하고 원격 세척용 도구를 이용하여 오염 부분을 그림 3.2.2.21에 보여진 바와
같이 세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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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1 각종 도구 점검 및 세척

(5) 소결체 연마기(grinder) 점검 및 보수
건식 재가공 핵연료 소결체의 표면을 연마하는 grinder는 장비 내부가 연마
된 분말에 오염되어 있다.

오염된 부분을 세척하기 위하여 그림 3.2.2.22에 보

여진 바와 같이 grinder를 분해하고 분말 수거 용기 등 오염 부분을 세척하고
waste를 수거하였다.

그림 3.2.2.22 Grinder 분해 점검 및 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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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압분기(press) 점검 및 보수
건식 재가공 핵연료 분말을 압분하여 성형체를 제조하는 압분기 본체와 본
체에 부속된 punch, die 등을 점검하고 사용후핵연료 분말에 오염된 부분을 세
척하였다.

그림 3.2.2.23 압분기 본체 및 funnel 세척

그림 3.2.2.24 압분기 punch 세척

그림 3.2.2.25 압분기 die 세척

(7) 소결로 점검 및 보수
소결로의 경우 지속적인 방사선의 영향으로 소결로 냉각수 유량계와 배기체
계통 냉각수 유량계가 파손되어 냉각수가 누출되었고 소결로 챔버 진공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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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센서가 오작동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림 3.2.2.26에 보여진 바와 같

이 파손된 유량계를 분리하여 제거하였다.

그림 3.2.2.27에 나타낸 바와 같이

파손된 유량계를 대신할 유량계 패널을 제작하고 시험을 거친 후에 RD-15
Padirac 캐스크를 이용하여 핫셀에 반입하여 그림 3.2.2.29에 나타낸 바와 같이
소결로에 원격으로 장착하였다.

유량계를 설치한 후 소결로 냉각수를 순환시

켜 유량계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엿다.

그림 3.2.2.26 파손된 소결로 유량계 분리 제거

그림 3.2.2.27 소결로 유량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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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8 소결로 유량계 핫셀 반입

그림 3.2.2.29 소결로 유량계 원격 설치

그림 3.2.2.30 소결로 유량계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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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 측정 gauge의 전력 라인 및 신호 라인의 전압을 점검한 결과 전력 라
인의 전압은 29V로 정상 전압을 나타냈지만 신호 라인의 전압은 0.6V로 비정
상적인 전압을 나타냈다.
를 나타내야 한다.

정상적인 신호 라인의 전압은 진공도에 따라 2～10V

진공 측정 게이지가 장시간 고방사선에 노출되어 방사선에

취약한 신호 처리 관련 전자 부품의 고장이 원인으로 사료된다.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진공 측정 gauge를 분리 제거하고 새로운 진공 측정용 gauge를
조립하여 소결로에 부착하였다.

기존에는 gauge가 가스 출구 부분에 위치하였

으나 핫셀에서 원격작업으로 기존에 위치했던 부분에 gauge를 설치하기 곤란
하여 새 gauge를 가스 입구 부분에 설치하였다.

그림 3.2.2.31 소결로 진공 계통도

그림 3.2.2.32 소결로 진공 gauge 연결부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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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연료봉 제조공정 흐름도 최적화
가. 연료봉 용접공정 예비실험
(1) 서언
본 연구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여 1999년 4월부터 핫셀에서 건식공정
핵연료를 제조하였으며 모의 건식공정 핵연료 및 핵연료봉 제조실험과 특성실
험을 바탕으로 DFDF (DUPIC Fuel Development Facility, IMEF M6)에서 경
수로 사용후 핵연료를 사용하여 건식공정 핵연료 소결체를 제조한 후 지르칼로
이 피복관에 펠렛을 장전하여 마지막 공정인 봉단마개용접을 할 수 있는 장비
와 기술을 확립하였다.

DFDF에서 제조된 건식공정 핵연료를 두 차례에 걸쳐

하나로 원자로에서 성공적으로 조사시험을 수행한 바 있다.

또한 본격적인 건

식공정 핵연료 조사시험 및 성능 평가를 위하여 캐나다 AECL의 연구용 원자
로인 NRU에서의 조사시험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건식공

정 핵연료봉 봉단마개용접을 위한 예비실험과 자격화 시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직경 13.08 mm, 두께 0.4 mm 인 피복관과 봉단마개를 구성하는
밀봉용접의 최적조건이 선정되었으며, 또한 500W급의 Nd:YAG레이저 및 광섬
유전송장치를 이용하여 핫셀에서 원격 봉단용접에 활용하기 위한 공정조건을
확립하였으며, 핵연료봉 봉단마개의 기하학적 형상별 용접비드와 용입특성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각각의 용접부에 대한 인장시험, 헬륨누출시험, 직진도

치수검사, 필시험 및 미세조직 검사가 수행되었고, 봉단마개 레이저용접부에 대
한 기계적 시험 및 야금학적 관찰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본 실험결과를 바탕

으로 NRU 조사시험용 건식공정 핵연료봉을 제조할 수 있는 봉단용접의 최적
공정조건을 확립하였고 이를 자격화 하였다.

향후 자격화된 용접공정의 조건

으로 조사시험용 NRU 핵연료봉을 제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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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재료 및 장치
본 실험에서 사용된 재료는 그림 3.2.3.1과 같이 중수로형 핵연료봉의 지르칼
로이-4 피복관과 봉단마개가 맞닿는 겹치기 이음방식으로 구성되었으며, 용접
될 봉단마개는 외경이 13.4mm로 700℃에서 2시간 어닐링된 봉이며 피복관은
냉간가공후

520℃에서

2시간

정도

응력제거풀림

13.08mm, 두께는 0.4mm 및 길이는 500mm이다.

처리하였으며,

그리고 실제로 용접샘플로

사용된 조사시험용 NRU 연료봉의 제원은 그림 3.2.3.2에서와 같다.

그림 3.2.3.1 지르칼로이-4 봉단마개와 피복관의 기하학적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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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경은

그림 3.2.3.2 조사시험용 NRU 연료봉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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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장비는 그림 3.2.3.3과 같이 평균출력 500W급 펄스형 Nd:YAG 레이
저시스템으로 전원장치 및 용접챔버로 구성되었다.

용접시편은 그림 3.2.3.1과

같이 지르칼로이-4의 연료봉 양단을 봉단마개로 끼워맞춘 다음 용접으로 밀봉
하여 제조한다.

본 용접시편은 기계적인 강도가 충분하여 내부 물질이 누출될

우려가 없고 각각의 연료봉을 전체의 핵연료 다발장치에 삽입해야 하므로 각각
의 레이저용접된 연료봉들은 허용치수 범위내에서 정밀하게 용접되어야 한다.

그림 3.2.3.3 Nd:YAG 레이저용접 장치

광섬유를 이용한 봉단용접용 챔버는 그림 3.2.3.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레이
저용접시 핵심부분으로 광섬유를 이용하여 용접커플러에 의하여 집속된 레이저
와 보호가스로 연료봉 시편에 도달하도록 하였다.

레이저 초점은 노즐에서 시

편 표면까지의 거리를 6 내지 7 mm 정도에서 맞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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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봉단마개 최적화
건식공정 핵연료봉에 사용될 봉단마개는 그림 3.2.3.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건식공정 핵연료봉에서 선정된 joint design을 고려하여 레이저용접에 적합하도
록 설계되었으며, 지르칼로이 봉단마개용접을 위한 예비 실험이 수행되었다.
그림 3.2.3.4에서는 봉단마개의 filler를 포함한 외경 13.12mm, 13.5mm 및
13.87mm를 사용했을 때 용접후의 봉단마개 외경을 측정 비교하였다.

여기서

13.12mm를 사용했을 때의 용접결과는 13.10mm에서 13.13mm를 얻었으며,
13.5mm 사용시의 용접결과는 13.15에서 13.20mm를 얻었다.
사용시의 용접결과는 13.20mm에서 13.24mm로 나타냈다.

그리고 13.87mm
표 3.2.3.1과 그림

3.2.3.5, 3.2.3.6 및 3.2.3.7은 레이저용접을 위하여 봉단마개 형상중 filler 부문의
크기 및 레이저변수에 따른 용접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3.2.3.1에서와 같이

연료봉도면의 filler가 있는 봉단마개의 레이저용접실험에서 용접부의 치수검사
에서는 외경이 최소 13.18mm에서 최대 13.25mm까지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filler가 없는 13.12mm의 봉단마개 레이저용접실험에서 용접부의 치수검사는 외
경이 최소 13.08mm에서 최대 13.13mm까지 나타났다.

따라서 건식공정 핵연

료봉의

적어도

레이저용접을

위해서는

봉단마개의

외경이

13.12mm에서

13.20mm 범위에서 유지되어야 하므로, 연료봉도면에서 제시된 봉단마개의
filler부분이 포함된 외경을 13.5mm로 선정하면 매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
다.

그림 3.2.3.8 및 그림 3.2.3.9는 봉단외경과 레이저출력에 따른 용입과 비드

폭을 조사하였다.

그림 3.2.3.8의 봉단 외경별 조사에서는 외경이 커질수록 용

입과 비드폭이 감소됨을 볼 수 있었으며, 그림 3.2.3.9의 레이저 출력별 조사에
서는 출력이 증가될수록 용입은 크게 커지는 반면에 비드폭은 약간 커짐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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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with filler)

(No. 6 without filler)

(No. 1 with filler)

(No. 4 without filler)

(No. 3 with filler)

(No. 5 without filler)

그림 3.2.3.4 외경 13.12, 13.5 및 13.87mm 레이저용접시편(×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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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1

Specimens
No.
1
2
3
4
5
6
7
8
9

Top
Bottom
Top
Bottom
Top
Bottom
Top
Bottom
Top
Bottom
Top
Bottom
Top
Bottom
Top
Bottom
Top
Bottom

레이저출력 및 외경별 레이저 실험변수 및 용접결과

Laser
Power
(W)
280
280
210
210
350
350
280
280
350
350
210
210
280
280
210
210
350
350

Cladding Tube
O.D. (mm)
13.12/13.87
13.12/13.87
13.12/13.87
13.12/13.87
13.12/13.87
13.12/13.87
13.12
13.12
13.12
13.12
13.12
13.12
13.12/13.5
13.12/13.5
13.12/13.5
13.12/13.5
13.12/13.5
13.12/13.5

Dimension test after welding
O.D.
O.D.
(with
Min.
13.20
13.21
13.21
13.20
13.21
13.18

13.16
13.15
13.21
13.14
13.1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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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ler) (without filler)
Max. Min. Max.
13.24
13.25
13.24
13.22
13.24
13.23
13.11 13.13
13.08 13.13
13.11 13.13
13.10 13.12
13.10 13.12
13.09 13.12
13.19
13.18
13.22
13.17
13.20
13.22

Visual
Test
O.K.
O.K.
O.K.
O.K.
O.K.
O.K.
O.K.
O.K.
O.K.
O.K.
O.K.
O.K.
O.K.
O.K
O.K
O.K
O.K
O.K

그림 3.2.3.5 외경 13.12mm 사용시 출력별 용접시편의 외경치 비교

그림 3.2.3.6 외경 13.5mm 사용시 출력별 용접시편의 외경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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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7 외경 13.87mm 사용시 출력별 용접시편의 외경치 비교

그림 3.2.3.8 봉단마개 외경별 비드 및 용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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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9 레이저출력 및 외경별 비드, 용입 비교

(4) 봉단마개 직진도 조사
핫셀에서 건식공정 핵연료 조사연료봉 제조시 그림 3.2.3.10에서와 같이 특수구
조를 가진 봉단마개를 삽입하고 연료봉 지지체와 봉단마개 끝단의 면과 수평이
되도록 원격으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봉단용접후에 봉단마개 끝단의 면과

지지체와의 직진도를 검사하기 위해서 그림 3.2.3.11과 같이 측정장치가 설계 제작
되었다.

그림 3.2.3.12는 용접후 봉단마개 끝단 면의 직진도를 마이크로메타를 이

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핵연료봉 봉단용접 전에 핫셀의

챔버내에서 봉단마개홀더와 연료봉과의 일직선으로 정렬하기 위해서는 그림
3.2.3.13과 같이 특수하게 제작된 선긋는 공구가 만들어 졌으며, 또한 그림 3.2.3.14
에서 보여 주듯이 연료봉의 중심축과 봉단마개를 정렬시키게 한 다음 봉단용접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용접작업이 끝난 후에 그림 3.2.3.11의 측정장치를 이

용하여 연료봉의 지지체와 봉단마개 끝단면의 직진도를 측정하게 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봉단용접 실험후 건식공정 핵연료봉 제조공정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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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단마개와 지지체간의 직진도 특성 조사를 위해 3차레의 예비실험을 수행항U
다.

이때 직진도 측정방법에서 DFDF에서는 그림 3.2.3.11의 측정장치 및 마이

크로메터, 원자력연료주식회사(KNFC)의 정밀측정실에서는 V 블록, 정밀바이
스 및 전기마이크로메터가 사용되었다.

실험결과로는 표 3.2.3.2, 3.2.3.3 및

3.2.3.4에서와 같이 NRU 연료봉 도면에서 명시된 90°±5°허용범위내 포함되어
있어서 만족한 결과를 얻었다.

그림 3.2.3.10 NRU 조사연료봉의 봉단마개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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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1 봉단마개와 지지체간의 직진도 검사용 측정장치

그림 3.2.3.12 마이크로메타를 이용한 직진도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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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긋는 공구]

[선 긋는 방법]
그림 3.2.3.13 연료봉의 중심선 긋는 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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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봉 장착시]

[봉단홀더 장착시]

[연료봉과 봉단홀더 장착시]

그림 3.2.3.14 연료봉과 봉단홀더간의 중심선 정렬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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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2 봉단마개와 지지체간의 직진도 1차 측정 결과

시편번호

기준(90°±5°)

변위량 및

변위량 및

δ≥340㎛/4mm

변위각도(DFDF)

변위각도(KNFC)

결과

E01

30㎛

0.43°

80㎛

1.15°

양호

E02

42㎛

0.52°

100㎛

1.32°

양호

E03

62㎛

0.90°

70㎛

0.98°

양호

E04

25㎛

0.36°

70㎛

0.98°

양호

E05

40㎛

0.56°

160㎛

2.28°

양호

E06

30㎛

0.43°

50㎛

0.72°

양호

E07

48㎛

0.70°

60㎛

0.80°

양호

E08

60㎛

0.80°

50㎛

0.72°

양호

E09

45㎛

0.68°

60㎛

0.80°

양호

E10

35㎛

0.46°

70㎛

0.98°

양호

표 3.2.3.3 봉단마개와 지지체간의 직진도 2차 측정 결과

시편번호

기준(90°±5°)

변위량 및

변위량 및

δ≥340㎛/4mm

변위각도(DFDF)

변위각도(KNFC)

결과

01

30㎛

0.43°

35㎛

0.50°

양호

02

100㎛

1.43°

90㎛

1.29°

양호

03

20㎛

0.28°

20㎛

0.28°

양호

04

50㎛

0.72°

30㎛

0.43°

양호

05

20㎛

0.28°

20㎛

0.28°

양호

06

50㎛

0.72°

25㎛

0.36°

양호

07

30㎛

0.43°

55㎛

0.78°

양호

08

50㎛

0.72°

65㎛

0.93°

양호

09

20㎛

0.28°

30㎛

0.43°

양호

10

40㎛

0.56°

50㎛

0.72°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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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4 봉단마개와 지지체간의 직진도 3차 측정 결과.
시편번호

기준(90°±5°)

변위량 및

변위량 및

δ≥340㎛/4mm

변위각도(DFDF)

변위각도(KNFC)

결과

11

70㎛

0.98°

45㎛

0.66°

양호

12

50㎛

0.72°

30㎛

0.43°

양호

13

60㎛

0.87°

30㎛

0.43°

양호

14

40㎛

0.56°

65㎛

0.93°

양호

15

40㎛

0.56°

30㎛

0.43°

양호

16

30㎛

0.43°

45㎛

0.68°

양호

17

50㎛

0.72°

55㎛

0.78°

양호

18

10㎛

0.14°

20㎛

0.28°

양호

19

120㎛

1.62°

70㎛

0.98°

양호

20

50㎛

0.72°

40㎛

0.56°

양호

(5) 결언
본 연구는 광섬유전송에 의한 Nd:YAG 레이저방법을 이용하여 지르칼로이
-4 봉단연료봉 제조를 위한 예비실험이 수행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
었다. 건식공정 연료봉의 filler가 있는 봉단마개 레이저용접시, 용접부의 치수검
사에서는 외경이 최소 13.18mm에서 최대 13.25mm까지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filler가

없는

봉단마개

레이저용접시,

용접부의

치수검사는

외경이

최소

13.08mm에서 최대 13.13mm까지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건식공정 연료봉의
레이저용접을 위해서는 봉단마개의 외경이 적어도 13.12mm에서 13.20mm 범위
에서 유지되어야 하므로, 건식공정 핵연료봉 도면에서 제시된 봉단마개의 외경
(filler부분포함)이 13.4mm로 하면 매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연료
봉 용접 실험후 건식공정 핵연료봉 제조공정단계에서 봉단마개와 지지체간의
직진도 특성 조사를 위해서 3차례의 예비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는 NRU
연료봉 도면에서 명시된 90°±5°허용범위에 포함되어 있어서 만족한 결과를 얻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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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료봉 제조공정 자격화시험
(1) 적용범위
본 보고서는 건식공정 핵연료봉 봉단마개 용접공정의 재료, 제조방법, 품질
표준 및 공정자격 절차를 기술한 것이며, 또한 핵연료봉 봉단용접공정의 건전
성에 대한 시험보고서로 연료봉 제조에 사용된 용접기는 펄스형 Nd:YAG 레
이저이며, 포함된 내용은 치수검사, He 누출검사, 인장시험, 봉단 직진도검사
및 미세조직 관찰에 대한 내용들이다.

(2) 관련문서
▶
▶
▶
▶
▶
▶
▶

DCP20-90713-ELE
DCP22-90713-ELE-ENDCAP-A
QCI-01
QCI-02
QCI-03
QCI-04
QCI-05

건식공정 핵연료봉 제조도면
봉단마개 제조도면
연료봉 Helium 누출검사
연료봉내 He 기체 함량분석
봉단마개 용접부위 조직검사
봉단마개 용접부위 인장시험
연료봉 치수검사

(3) 시험작업 절차
(가) 시험재료
연료봉 봉단용접에 사용되는 재료는 지르칼로이-4 봉단마개 및 피복관이다.
봉단마개는 제조도면 DCP22-90713-ELE-ENDCAP-A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
고, 피복관은 중수로용 핵연료봉의 사양과 동일해야 한다.

(나) 용접방법
연료봉용접은 He 가스 분위기에서 레이저용접에 의해 봉단마개를 피복관 양
단에 접합시킨다.

상세한 용접절차는 첨부의 WP-NRU-01를 참조한다.

이때

사용되는 용접기는 펄스형 Nd:YAG 500Watt 급이며(모델명: 510PW), 연구소
자체에서 제작한 진공챔버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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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작업절차
① 시편 2개를 준비하여 QCI-05 절차에 의해 치수측정을 하고
장전길이 조정 및 소결체 (건식공정핵연료 소결체 41+41개)를
장전한 후 봉단용접을 수행한다.
② 용접된 연료봉은 모두 QCI-01 절차에 따라 He 가스
누출검사를 수행하였다.
③ 모든 용접작업은 용접사양서(WPS-NRU-02-1 첨부참조)
절차에 따라 실시하였다.

(라) 품질표준
봉단마개용접된 연료봉은 아래의 ①-⑤의 항에서 요구되는 품질수준을 만족
하여야 한다.
① 접합율(weld rating)
용접부 접합율은 해당 설계도면에 명시된 최소 피복관 두께에 대한 용접 계
면에서의 완전한 접합길이(length of sound weld)의 백분율로 정의한다.

광섬

유전송에 의한 레이저용접의 접합면에 이물질 내재, 기공, 부접합 및 균열 등의
불연속들은 불완전 접합(unsound bond)으로 간주된다.

이때 접합율은 최소

피복관 두께의 80% 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② 인장시험
인장시험에서 파괴가 용접부가 아닌 피복관 부위에서 일어나야 한다.
③ 치수검사(dimensional measurement) 및 외관검사
해당 연료봉 제조도면(DCP20-90713-ELE)의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키는지 확
인하기 위하여 치수를 측정한다.

그리고 육안으로 부품의 손상을 검사한다.

④ 연료봉내 He 가스함량 및 충전압력
연료봉내 분위기는 최소 80%의 He 가스와 최대 20%의 공기로 이루어지며,
이는 용접공정 자격승인 시험에서 증명되어야 한다.
체는 순도 99.999% 이어야 한다.

그리고 사용하는 헬륨 기

연료봉 내부 분위기 압력은 대기압

±4psi(100±30 KPa)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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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누출시험
측정된 건식공정 연료봉에 대한 Helium 누출율이 QCI-01의 5.2.3항에서 측
정된 Background Helium 누출율보다 크면 불합격으로 평가되며 그렇지 않으면
합격으로 판정된다.

(마) 공정자격승인 시험절차
봉단마개 용접조건을 확립하기 위한 공정자격승인 시험절차는 다음과 같
다.
▶ 설정된 용접조건에 의해 만들어진 연료봉이 (라) ①-⑤의 품질표준을
만족하는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품질표준이 만족
될 경우 해당 작업조건으로 연료봉단마개 용접공정이 자격화된 것으로 한
다.
① 용접전 시편에 대한 치수검사를 완료한 후 30개의 용접시편을 만들어 용
접부위에 대한 치수검사 및 외관검사를 한다.
② ①에서 제조된 시편에 대해 He leak 검사를 수행하고, 이중 15개에 대하
여 접합률 검사(30개 용접부위)를 수행하며, He 함량분석은 이전의 자격화된
시험성적서(QRI-00-02-1)로 대체한다.
③ 5개 인장시편 및 25개 필시험 시편을 제조하여 기계적 시험을 수행한
다.
▶ 공정자격화 승인시험이 완료되면 이 결과를 검토하여 승인후 보고서를
발간한다.
▶ 연료봉단 용접공정의 자격화 이후 공정상의 변화가 발생되어 품질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공정자격승인시험을 실시하여, 공정을 재자격화하여야
하며, 이때 변경사항에 따라 완전 재자격 승인시험과 일부 재자격 승인시험으
로 구분한다.
▶ 공정중 품질관리
봉단마개 용접공정은 피복관에 소결체를 장입전에 out-cell에서 용접하
는 경우와 in-cell에서 용접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이때 연료봉 더미 시

편을 이용하여 접합률, 연료봉치수, 봉단마개 직진도검사 및 외관검사와
연료봉내 분위기를 검사하여 관리한다.

이들은 각각 (라) ①-⑤항의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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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을 만족시켜야 하며, 절차는 (마)항을 따른다.
▶ 조직검사
① 엣칭된 용접부위에 대해 금속 현미경의 조직검사를 한다.
② 지르칼로이-4 봉단용접에 대하여 용융된 부분은 피복관두께의 80%이상
이 되어야 하며, 자격승인시 피복관두께의 80% 이하를 벗어난 것은 불합격 처
리한다.
▶ He 가스 누출시험
연료봉들은 2일(48시간) 이내 헬륨 누출시험을 받아야한다.

누출검사시 헬

륨누출 검사장비의 검출감도는 4x10-8 STD.cc/sec 이상을 검출할 수 있는 성
능을

가져야

하며,

상기

검출장비의

STD.cc/sec 이하이어야 한다.

background

헬륨

누출율은

5x10-7

합부판정기준은 background 헬륨 누출율 보다

크면 불합격으로 평가된다.
▶ 부적합 재료
본 시방이나 해당 설계도면의 요구조건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부적합 재료
는 품질관리 담당자가 검토할 수 있도록 부접합 재료에 대한 통보가 이루어져
야 한다.

시료가 부적당한 준비나 시험으로 해당 시료를 대표하지 못할 때, 그

시료는 폐기되고 새로운 시료로 대체한다.

(4) 시험결과
- 연료봉 치수측정에서는 관련된 기준치를 모두 만족하였다.
- He가스 누출검사에서는 누출되는 연료봉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 연료봉 인장시험에서는 관련된 기준치를 모두 만족하였다.
- 연료봉 필시험에서는 모두 양호한 결과를 얻었다.
- 봉단마개와 지지체간의 직진도 검사에서는 관련된 기준치를 모두
만족하였다.
- 용접부의 미세조직 및 용입율 검사에서는 관련된 기준치를
모두 만족하였다.

이상의 실험결과를 종합한 결과 광섬유전송에 의한 레이저용접 및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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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봉 용접절차서(WP-NRU-01)를 사용하여 수행된 건식공정 핵연료봉의 봉단
마개용접 자격화시험은 모든 평가기준을 만족하였다.

(5) 결언
본 실험에서는 예비적인 용접특성 실험을 통해 건식공정 핵연료봉 제조공정
에서 핫셀 원격으로 자격화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실험결과를 얻었
다.
- 건식공정 핵연료봉 레이저용접을 위해서는 연료봉의 외경이 적어도
13.12mm에서 13.20mm 에서 유지되어야 하며, NRU 연료봉 도면에서 제시된
봉단마개의 외경(filler부분포함)이 13.5mm로 선정하면 매우 적절한 것으로 판
단되었다.
- 건식공정 핵연료봉 제조공정단계에서 봉단마개와 지지체간의 직진도 특성
조사를 위해서 3차례의 예비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실험결과는 NRU 연료봉 도
면에서 명시된 90°±5°허용범위내에 포함되어서 만족한 결과를 얻었다.
- 건식공정 핵연료봉의 봉단마개용접 자격화 시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각
각의 실험결과를 얻었다.
∙연료봉 치수측정에서는 관련된 기준치를 모두 만족하였다.
∙He가스 누출검사에서는 누출되는 연료봉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연료봉 인장시험에서는 관련된 기준치를 모두 만족하였다.
∙연료봉 필시험에서는 모두 양호한 결과를 얻었다.
∙봉단마개와 지지체간의 직진도 검사에서는 관련된 기준치를 모두
만족하였다.
∙용접부의 미세조직 및 용입율 검사에서는 관련된 기준치를
모두 만족하였다.
이상과 같이 NRU 조사시험용 핵연료봉의 사양을 만족하는 봉단마개용접을
할 수 있는 안정된 공정조건을 확립하였고 이를 자격화하였다.
조건으로 조사시험용 핵연료봉을 제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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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화된 공정

제 3 절 핵연료 제조 기술 및 공정 흐름 분석
1. 핵연료 분말/소결체 제조기술 개선
가. Simfuel 이용한 산화/환원 공정조건별 분말 및 소결체 제조기술 개선
최근에는 경수로 핵연료의 연소도를 높이고 있으며 연소도가 증가함에 따라
서 핵분열생성물(불순물)의 양은 증가하게 된다(표 3.1.1.5).

불순물의 함량은

산화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3.1.1～3]. 그러나 불순물 함량
이 산화․환원처리를 반복함에 따라 비표면적과 같이 소결에 중요한 분말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UO2의 경우 500℃에서 산화속도가 가장 빠르며,

불순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500℃에서도 완전하게 산화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소도가 높아짐에 따
라서 산화속도가 느려지게 되나 반응온도를 500℃로 하면 2시간 이내에 빨리
산화반응이 완전히 이루어짐을 보였다[3.3.1.1].

따라서 산화처리 온도 및 시간

을 500℃, 2시간, 환원처리 온도 및 시간을 700℃, 7시간으로 해서 순수 UO2 소
결체를 포함해서 연소도 및

산화․환원처리 반복회수에 따른 분말특성을 조사

하였다.
산화․환원처리를 반복함에 따라서 연소도가 높아질수록 생성되는 분말의 입
자크기가 작았으며, 비표면적은 커짐을 보였다(그림 3.3.1.1).
산화․환원처리 분말의 비표면적은 고연소도에서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1.5에 나타낸 첨가된 불순물중 UO2에 고용되는 성분으로 Sr, Zr, Y, La, Ce,
Nd가 있다. 이들 중에 Nd, La, Y는 +3가, Sr은 +2의 이온들로 전하 균형
(charge balance)을 유지하기 위해서 U4+의 일부가 U6+로 산화되며, 연소도
가 증가함에 따라서 U6+이온의 함량이 커지게 된다. 산화시에 고용체를 형성
하는 불순물 원소의 이온가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전하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U3O8로 완전히 산화되지 못하고 일부는 밀도가 높은 중간상인 U4O9으로 남아
있게 되므로(그림 3.3.1.2), 연소도가 증가할수록 산화과정에 분말의 비표면적의
증가율이 낮게 된다.

반면에 환원과정 중에 연소도가 높을수록 비표면적이 매

우 크게 증가하였다[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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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입자크기

(b) 비표면적
그림 3.3.1.1 산화․환원처리 반복회수에 따른 분말특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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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Aronson[3.3.1.5]에 의하면 U4O9이 U3O8보다 빠른 속도로 환원됨을 보였
다.

따라서, 연소도가 높을수록 환원과정 중에 U4O9상이 빠른 속도로 환원되

어 UO2로 변태됨에 따라 부피팽창이 일어나 U3O8의 미세균열을 촉진하거나,
U3O8 상이 입자표면으로부터 내부로 UO2 상으로 변태됨에 따라서 부피수축에
의해 발생된 압축응력이 더욱 크기 때문에 U3O8 상이 더 많이 파쇄와 균열이
일어나 비표면적이 커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3.1.2 연소도 별 산화분말의 XRD 형태 변화

그림 3.3.1.3은 연소도에 따른 산화․환원처리 분말입자의 형상을 나타낸 것이
다.

연소도가 증가함에 분말입자에 미세한 균열들이 더 많이 생성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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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도
(MWD
/MTU)

1회 산화․환원처리
산화분말

환원분말

3회 산화․환원처리
환원분말

0

35,000

60,000

그림 3.3.1.3 산화․환원처리 반복회수에 따른 입자형상변화

연소도 60,000 MWD/MTU는 2회만 산화․환원처리를 반복하여도 35,000
MWD/MTU를 3회 산화․환원처리를 한 경우와 거의 동일한 비표면적을 보였
다.

따라서 연소도가 높을수록 비표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고연소도 핵연료의

경우에는 산화․환원처리 반복횟수를 줄이거나 소결온도를 낮출 수 있음을 보였
다.
분말제조시간을 단축하고 고밀화 및 결정립 크기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산화․
환원처리를 1회만 수행해서 생성된 분말을 미분쇄하여, 분쇄분말의 소결온도
에 따른 소결성과 소결촉진제인 TiO2를 첨가하여 치밀화 및 결정립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모의 사용후핵연료는 35,000 MWD/MTU 연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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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것을 사용하였다.

1회 산화․환원처리한 분말은 밀링에 의해서 입자크기는

7.83 ㎛에서 0.43 ㎛로 감소하였고, 비표면적은 1.88 ㎡/g에서 3.75 ㎡/g으로 매
우 크게 증가하였다.
여 Turbula

Ⓡ

1회 산화․환원처리 분쇄분말에 소결촉진제 TiO2를 첨가하

혼합기에서 혼합하여 300 MPa에서 성형한 후 1750℃에서 소결한

결과를 그림 3.3.1.4에 나타내었다.

그림 3.3.1.4 TiO2 첨가량에 따른 소결밀도 변화

첨가제 함량의 증가에 따라서 소결밀도는 증가하며, 0.2 wt.%를 첨가한
경우에는 소결밀도가 10.68 g/㎤까지 증가하였으며 이는 이론밀도의 약 99%가
된다.

TiO2를 0.1 wt.%만 첨가하여도 3회 산화환원 반복처리 분쇄분말의 소결

체보다 높은 소결밀도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소결밀도의 증가는 순수한

UO2에 TiO2에 의한 것과 동일한 소결기구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음을 보였다
[3.3.1.6].

소결에 사용된 고순도의 A4-4%H2에는 일반적으로 0.2 ppm의 O2와

0.4ppm의 수분이 함유되어 있다.

소결용 가스와 첨가제의 TiO2이의 산소포텐

샬을 HSC 컴퓨터 코드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그림 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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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에 사용

된 소결용 가스분위기하에서 1475℃이상에서는 TiO2는 Ti3O5로 환원되어 안정
상을 갖는다.

Ti3O5가 치환형으로 UO2에 고용된다면 산소공공만이 생성되어

우라늄 확산이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며, 침입형으로 UO2에 고용된다면
우라늄의 공공이 생성되며 우라늄의 확산이 증가되어 치밀화가 촉진되는 것으
로 사료된다.

그림 3.3.1.5 소결온도에 따른 소결용 가스와 TiO2의 산소포텐샬 변화
TiO2의 첨가에 따라서 결정립 크기는 7 ㎛에서 19 ㎛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3.3.1.6 및 3.3.1.7).

Ti 원소의 분포를 EPMA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에

의하면 2차상이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그림 3.3.1.8).
다 결정립계에 석출된 2차상에서 보다 높게 나타났다.

Ti 농도는 기지상보

UO2-TiO2의 액상을 형

성하는 공정온도는 1600～1620℃로 2차상은 소결동안 액상에 의해 생성된 것으
로 생각된다[3.3.1.6～7].

따라서, TiO2의 첨가에 의한 결정립 성장은 액상에

의해 촉진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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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6 TiO2 첨가량에 따른 소결체의 결정립 크기 변화

그림 3.3.1.7 첨가제에 의한 결정립 크기 변화

TiO2가 0.2 wt.% 첨가된 소결체의 EPMA Line Mapping(그림 3.3.1.8)에 의
하면 TiO2 결정립에 균질하게 고용되어 있으며, Area Mapping(그림 3.3.1.9)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서 미세기공의

수는

소결밀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TiO2의 첨가에 의해

감소하고 작은

수의

3.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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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기공들이

형성되었다(그림

그림 3.3.1.8 TiO2 첨가 소결체의 Ti Line Profile

그림 3.3.1.9 Ti의 Area Mapping

(a) 0 wt.% TiO2

(b) 0.05 wt.% TiO2 (c) 0.15 wt.% TiO2

그림 3.3.1.10 TiO2 첨가함량에 따른 기공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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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0.1 wt.% TiO2

2. 사용후핵연료 이용 산화/환원공정조건별 분말 및 소결체 제조기술 개선
가. 1 cycle OREOX 공정에 의한 분말/소결체 제조기술 개선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공정의 핵심 공정인 OREOX 공정은 산화와 환원
과정을 3회 수행하게 되어 37 시간 이상의 시간과 다량의 산화 및 환원 분위기
용 가스를 소비하고 있다. 이러한 분말 제조공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산화와 환원이 1 회만 수행되는 OREOX 공정이 연구되고 있으며, 모의 사용후
핵연료를 사용하여 1 회 OREOX 공정으로 이론 밀도의 95 % 이상되는 소결
밀도를 가진 소결체 제조에 성공한 바 있다[3.1.2.2, 3.3.2.1～2]. 이를 바탕으로
본 실험에서는 핫셀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여 1 회 OREOX 공정을 적용
하여 성형압 등의 제조 공정 조건을 변화시키면서 건식 재가공 핵연료 소결체
를 제조하고 특성을 분석하였다. 공정조건중 OREOX 공정에서는 500℃에서
2～3시간 산화, 700℃에서 5～7시간 환원시키고, 성형압은 124～186 MPa 범위
가 이용되었다. 소결공정은 1,800℃ 소결온도에서 10시간 소결하여 소결체를 제
조하였으며, 소결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1,850℃에서 7시간 재소결하였다.

(1) 사용후핵연료 특성
본 실험에 사용된 사용후핵물질은 고리 1호기에서 연소후 방출된 사용후핵
연료 G23집합체중 실험을 위해 사용된 사용후핵연료 약 1 kg은 G23집합체의
C13A

연료봉으로부터

추출되었으며

평균

연소도는

27,000

MWD/MTU

(G23-C13A)를 나타냈었고, 주요 특성은 제 3장 1절에 언급한 바 있다.

(2) 제조공정 조건
본 실험에 이용한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공정 흐름은 자격화된 공정 흐름
과 같으며, 각각의 공정에 적용된 공정 파라메타는 표 3.3.2.1과 같이 설정하였
다. 특히 OREOX 공정에서 산화와 환원을 1회 실시하였으며 산화와 환원 시간
을 변화시키고 성형 공정에서 성형압을 변화시켜 그에 따른 특성 변화를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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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1 1 cycle OREOX 공정 개선 건식재가공핵연료 제조공정조건
No.

1

Process
OREOX Process

2

Milling Process

3

Mixing Process 1

4

Pre-compaction

Operating Conditions
․Oxidation : 500 ℃, 2-3hrs, Air, 5.5 L/min
․Reduction : 700 ℃, 5-7hrs, Ar/4%H2, 13L/min
․Passivation : 80 ℃, 4hrs, Ar/2%O2, 2L/min
․Heating rate : 4 ℃/min
․Milling Time : 20 minutes
- Zirconia ball
- 5 mm(φ)
- 450 rpm for 10 mins + 600 rpm for 10 mins
․0.2 wt% zinc stearate after milling
․Mix for 20 minutes
․62 MPa
․Die diameter : 14.34 mm

5

Granulation Proess ․Sieve #18(1 mm opening)

6

Mixing Process 2

7

Final Compaction

8

Dewaxing Process

9

Sintering Process

․0.2 wt% zinc stearate after granulation
․Mix for 20 minutes
․Final compaction pressure : 124, 155, 186 MPa
․Die diameter : 14.34 mm
․Dewaxing temperature / time : 800 ℃ / 3 hrs
․Gas : Ar-4%H2 flow rate 4 L/min
․Heating rate : 4 ℃ /min
․Sintering temp./time : 1800 ℃ / 10hrs
․Ar/4% H2, 8.0 L/min
․Heating rate : 5 ℃ /min

1 cycle OREOX 공정을 이용한 건식 재가공 핵연료 소결체 제조 실험은 아
래와 같이 7 개의 실험 배취로 구성되었다. 그 가운데 실험 배취 B03-01은 예
비 실험 배취이며 본 실험 배취는 OREOX 공정 조건과 밀링 공정 조건에 따
라 표 3.3.2.2와 같이 6 개의 실험 배취로 구성되었다.
▲ 실험 배취 구성
- B03-01 / Lot-5 : 예비 OREOX 실험
- B03-02-1, 2, 3 / Lot-5 : 산화 2 hr, 환원 7 hrs
- B03-03-1, 2, 3 / Lot-5 : 산화 3 hr, 환원 5 h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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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2. 1 cycle OREOX에 의한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실험 배취
OREOX 조건 1
1 cycle OREOX 조건
예비실험
배취처리
Milling 1 조건(NRU제조
조건)
450 rpm x 10 min
+ 600 rpm x 10 min
Milling 2 조건
450 rpm x 20 min
+ 600 rpm x 20 min
Milling 3 조건
450 rpm x 30 min
+ 600 rpm x 30 min
Powder 예비

산화 2 hr, 환원 7 hr

OREOX 조건 2
산화 3 hr, 환원 5 hr

20 g/tray x 1 tray=20 g

-

125 g/tray x 4 trays=500 g 125 g/tray x 4 trays=500 g
167 g, 9 ea
(B03-02-1)

FP 1, 3 ea
FP 2, 3 ea
FP 3, 3 ea

FP
FP
FP
FP
167 g, 9 ea
FP
(B03-02-3)
FP
110 g (

167 g, 9 ea
(B03-02-2)

167 g, 9 ea
(B03-03-1)

FP 1, 3 ea
FP 2, 3 ea
FP 3, 3 ea

1, 3 ea
FP
167 g, 9 ea
2, 3 ea
FP
(B03-03-2)
3, 3 ea
FP
FP
1, 3 ea
167 g, 9 ea
2, 3 ea
FP
(B03-03-3)
3, 3 ea
FP
20 g OREOXed + 90 g )

1,
2,
3,
1,
2,
3,

3
3
3
3
3
3

ea
ea
ea
ea
ea
ea

* FP : Final Pressure, FP1 : 186 MPa, FP2 : 155 MPa, FP3 : 124 MPa

(3) 공정조건별 주요 제조 특성
1 cycle OREOX 공정에 의해 제조된 건식 재가공 핵연료의 특성을 분석하
기 위해 OREOX 공정후의 분말과 밀링공정 후의 분말 밀도를 측정하였으며,
분말처리 및 성형압력 등에 따른 소결체의 밀도 변화와 표면결함 등을 분석하
였다.

(가) 분말 밀도 특성
제조된 건식 재가공 핵연료 분말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겉보기 밀도와
탭밀도를 측정하였다. 6 차례의 실험 배취(167 g/배취)에 대해 OREOX 공정을
거친 후의 분말 밀도와 추가로 milling 공정을 거친 후의 분말 밀도를 측정하였
다. 표 3.3.2.3은 분말의 밀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측정 결과 OREOX 분말의 경
우 겉보기 밀도는 2.00～2.08 g/cc(3 cycle : 0.75 g/cc) 범위이고 탭밀도는
2.97～3.11 g/cc(3cycle : 1.15 g/cc) 범위를 나타냈으며, 밀링한 분말의 경우
겉보기 밀도는 1.97～2.57 g/cc(3 cycle : 2.28 g/cc) 범위이고 탭밀도는 3.13～
3.97 g/cc(3 cycle : 3.45 g/cc) 범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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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3 1 cycle OREOX 처리된 건식 재가공 핵연료 분말 밀도
겉보기밀도,
g/cc

탭밀도,
g/cc

OREOX 분말

0.75

1.15

+ Mill 분말

2.28

3.45

B03-02

OREOX 분말

2.08

2.97

B03-02-1

+ Mill 분말

1.97

3.13

B03-02-2

+ Mill 분말

2.19

3.31

B03-02-3

+ Mill 분말

2.22

3.41

평균

+ Mill 분말

2.13

3.28

B03-03

OREOX 분말

2.00

3.11

B03-03-1

+ Mill 분말

2.40

3.89

B03-03-2

+ Mill 분말

2.55

3.95

B03-03-3

+ Mill 분말

2.57

3.97

평균

+ Mill 분말

2.51

3.94

배취번호
3 cycle OREOX 분말 평균

1 cycle OREOX
분말

그림 3.3.2.1에 도식한 바와 같이 3 cycle OREOX 처리된 분말에 비해 1
cycle OREOX 처리된 분말의 경우 겉보기 밀도가 약 2.6 배 정도로 큰 값을
나타냈으며 밀링 후에는 유사한 밀도 특성을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1 cycle
OREOX 처리 분말의 경우 분말화 시간이 짧아 충분히 분말화가 진행되지 않
아 OREOX 분말의 밀도가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밀링 후에는 미분쇄 효과에
의해 분말밀도가 1.1～1.3 배 소폭 증가하였다(그림 3.3.2.2 참조). 이는 3 cycle
OREOX 처리 분말이 미분쇄 효과에 의한 분말 밀도 증가가 약 3 배로 증가한
것이 비해 증가 크기가 작은 값을 나타냈다. 이 결과 역시 1 cycle OREOX 분
말의 경우 분말화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아 미분쇄에 의해 분쇄될 여지가 적은
분말이 제조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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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 G23-C13A 핵연료 이용 1 cycle OREOX처리후 분말 밀도

1 cycle OREOX 처리시 산화/환원 시간을 2/7 및 3/5로 처리된 분말을 비
교한 결과 3/5 분말의 경우 OREOX 분말의 밀도가 다소 작은 값을 나타냈으
며 밀링 후에는 다소 큰 값을 나타냈다.

이는 산화 시간의 차이에 따른 효과

로 볼 수 있으며 3/5 처리된 분말의 경우 산화 시간이 다소 길어 분말화가 비
교적 많이 진행되어 표면 크랙이 많이 발생하여 분말의 비표면적은 증가한 반
면 분말의 기하학적 밀도가 작아 OREOX 분말 밀도가 작게 나타났으며 밀링
후에는 미분쇄에 의해 분쇄가 비교적 잘 진행되어 분말 밀도가 큰 값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1 cycle OREOX 공정을 적용할 경우 산화 시간을

더욱 증가시키면 분말 특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3.3.2.3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밀링 시간을 20분, 40분, 60분 실시한 결과
시간의 증가에 따라 밀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았
다.

일반적인 실험 조건에서는 밀링 시간이 증가하면 분말의 밀도가 증가하게

되지만 본 실험에 사용된 수평식 attrition 밀링 장치의 경우 20-30 분의 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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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최적화된 시간이며 그 이상 밀링을 진행할 경우에 분말이 벽면에 붙거
나 분말의 agglomeration 효과에 의해 미분쇄 효과가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분
석된다.

그림 3.3.2.2 G23-C13A 핵연료 1 cycle OREOX분말 밀링후 분말 밀도

그림 3.3.2.3 밀링 시간 증가에 따른 분말 밀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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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비 압분체 특성
예비 압분체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압분체의 기하학적 밀도를 측정하였
다.

2
압분기 다이 직경은 14.34mm 이고 예비압분 압력은 62MPa(0.63 t/cm )

로 설정하였으며 게이지 압력은 1,000 psig를 나타냈다.

측정결과는 표 3.3.2.4

및 그림 3.3.2.4와 같다. 측정 결과, 예비압분체의 밀도는 6.18～6.38 g/cc 범위
를 나타냈다. 3 cycle OREOX 처리된 분말로 제조된 예비압분체의 밀도는 6.0
0～6.10 g/cc 범위를 나타낸 바 있다.

1 cycle OREOX 처리된 분말로 제조된

예비압분체의 경우 약 0.18 g/cc 증가된 값을 나타냈으며 분말 밀도와 마찬가
지로 예비압분체의 밀도가 다소 큰 값을 나타냈다.

산화/환원 시간이 2/7 시

간 처리된 분말로 제조된 예비압분체와 3/5 시간 처리된 분말로 제조된 예비압
분체 밀도는 거의 유사한 값을 나타냈다.
표 3.3.2.4 1 cycle OREOX 처리된 건식 재가공 핵연료 예비압분체(slug) 밀도
배취번호

밀도 (g/cc)

3 cycle
B03-02-1
B03-02-2
B03-02-3
B03-03-1
B03-03-2
B03-03-3

6.00～6.10
6.18
6.34
6.38
6.20
6.28
6.34

그림 3.3.2.4 밀링 시간 증가에 따른 예비압분체(slug) 밀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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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형체 특성
최종 성형 압력은 124～186 MPa로 설정하였으며 성형압 유지 시간은 5 초
로 설정하였다.

일부 소결체의 경우 248 MPa의 성형압으로 성형체를 제조하

였다. 제조된 성형체의 밀도를 측정한 결과는 표 3.3.2.5 및 그림 3.3.2.5～3.3.2.7
과 같다.

표 3.3.2.5 1 cycle OREOX 처리 건식 재가공 핵연료 성형체(green pellet) 밀도
배취번호
3 cycle
B03-02-1
B03-02-2
B03-02-3
B03-03-1
B03-03-2
B03-03-3

124 MPa
6.52
6.56
6.73
6.80
6.66
6.72
6.79

밀도 (g/cc)
155 MPa

186 MPa

6.66
6.82
6.91
6.77
6.84
6.89

6.76
6.90
7.01
6.82
6.92
6.98

그림 3.3.2.5 2/7 산화/환원 처리시 성형압에 따른 성형체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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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MPa의 성형압으로 제조된 성형체의 밀도는 6.56～6.80 g/cc 범위를 나
타냈으며 155 MPa의 성형압으로 제조된 성형체의 밀도는 6.66～6.91 g/cc 범
위를, 186 MPa의 성형압으로 제조된 성형체의 밀도는 6.76～7.01 g/cc 범위를
나타냈다.

성형압의 증가에 따라 밀도가 증가하였으며 248 MPa의 성형압으로

제조된 성형체의 밀도가 가장 큰 값을 나타냈지만 표면에 크랙 결함이 발생하
여 주요 성형압을 186 MPa 이하로 설정하였다.

밀링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성형체의 밀도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1 cycle OREOX 처리된 분말의
경우 분말밀도 및 예비압분체의 밀도와 마찬가지로 성형체의 밀도가 3 cycle
OREOX 처리된 분말로 제조된 성형체의 밀도보다 다소 큰 값을 나타냈다.

그림 3.3.2.6 3/5 산화/환원 처리시 성형압에 따른 성형체 밀도

그림 3.3.2.7 1 cycle OREOX 처리 건식 재가공 핵연료 성형체 밀도

- 192 -

(라) 소결체 특성
① 소결 밀도
고온 장시간 소결을 위하여 소결온도 및 시간은 각각 1800 ℃, 10 시간으로
설정하였다. 소결공정 후에 최대용량 620 g, 정밀도 0.001 g의 전자저울과 밀도
측정용 장치를 이용하여 소결체의 침적밀도(immersion density)를 측정하였다.
표 3.3.2.6은 소결체의 밀도를 측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소결 밀도는 산화/환원
시간, 밀링 시간 및

성형압에 따라 10.107～10.236 g/cc 범위를 나타냈다.

일

부 248 MPa의 성형압으로 제조된 소결체는 결함이 많아 분석 자료에서는 제
외되었다.
표 3.3.2.6 1 cycle OREOX처리 분말 배취별 소결체 밀도
배취번호

밀도 (g/cc)

124 MPa 155 MPa 186 MPa 248 MPa
B03-02-1
10.159
10.169
10.201
10.236
B03-02-2
10.164
10.199
10.226
B02-02-3
10.117
10.145
10.172
B03-03-1
10.149
10.190
10.221
10.225
B03-03-2
10.153
10.162
10.195
10.195
B03-03-3
10.107
10.128
10.157
10.197

소결온도 / 시간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
℃
℃
℃
℃
℃

/
/
/
/
/
/

10
10
10
10
10
10

hr
hr
hr
hr
hr
hr

그림 3.3.2.8～3.3.2.10은 산화/환원 시간, 밀링 시간 및 성형압에 따른 소결
밀도 변화를 보여준다. 분석 결과, 성형압의 증가에 따라 소결밀도가 증가하였
으며 124～186 MPa 성형압 범위에서 2 시간 산화/7 시간 환원 처리된 분말로
제조된 소결체의 밀도는 10.117～10.226 g/cc 범위를 나타냈으며, 3 시간 산화
/5 시간 환원 처리된 분말로 제조된 소결체의 밀도는 10.107～10.221 g/cc 범위
를 나타냈다. 성형압의 경우, 186 MPa일 때 가장 높은 소결 밀도를 얻을 수
있었다.

밀링 시간의 경우, 20 분 및 40 분 밀링한 분말로 제조된 소결체의 밀

도가 60분 밀링한 분말로 제조된 소결체의 밀도보다 높은 값을 나타냈다. 이는
현재 사용중인 attrotion 밀링 장치의 경우 Al2O3 분말을 이용한 밀링 실험 결
과 분말 크기 분석에 의해 그림 3.3.2.1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30 분 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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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분말 크기가 최소로 나타났으며 그 이상의 밀링 시간에서는 벽면에 부착되는
분말의 증가와 분말 사이의 agglomeration 현상에 의해 분말의 소결 특성이 저
하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3.1.2.3].

그림 3.3.2.8 2시간 산화/7시간 환원 처리된 분말로 제조된 소결체 밀도

그림 3.3.2.9 3시간 산화/5시간 환원 처리된 분말로 제조된 소결체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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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0 밀링 시간에 따른 소결체 밀도 변화

그림 3.3.2.11 밀링 시간에 따른 Al2O3 분말 크기 변화

124～186 MPa 성형압 범위에서 소결체의 밀도는 10.107～10.226 g/cc 범위
를 나타냈으며 이는 이론밀도(10.82 g/cc, 연소도 27,000 MWd/tU)의 93.4～
94.5 %로 조사시험용 소결체의 밀도 기준인 10.25 g/cc를 만족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3 회 OREOX 처리된 분말로 제조된 소결체의 소결 밀도 10.28～10.38 g/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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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밀도의 93.9～95.5 %) 범위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제조된 소결체의 소
결 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결온도를 1850 ℃로 증가시키고 7 시간 재소결
공정을 수행하였다. 재소결 공정 후 소결체의 밀도를 측정한 결과는 표 3.3.2.7
및 그림 3.3.2.12～3.3.2.15와 같다.분석 결과, 성형압의 증가에 따라 소결밀도가
증가하였으며 124～186 MPa 성형압 범위에서 2 시간 산화/7 시간 환원 처리
된 분말로 제조된 소결체의 밀도는 10.186～10.277 g/cc 범위를 나타냈으며, 3
시간 산화/5 시간 환원 처리된 분말로 제조된 소결체의 밀도는 10.168～10.327
g/cc 범위를 나타냈다.

186 MPa의 성형압에서 10.237～10.327 g/cc 범위의 소

결 밀도를 얻을 수 있었다.

밀링 시간의 경우 1차 소결 결과와 마찬가지로 20

분 및 40 분 밀링한 분말로 제조된 소결체의 밀도가 60분 밀링한 분말로 제조
된 소결체의 밀도보다 높은 값을 나타냈다.

결론적으로 1 회 OREOX 처리한

후 20 분 또는 40 분 밀링한 분말을 186 MPa의 성형압 조건으로 제조한 소결
체를 고온에서 재소결함으로써 10.271～10.327 g/cc(이론밀도의 94.9～95.4 %)
범위의 소결 밀도를 가진 소결체를 제조할 수 있었다.

특히 3 시간 산화/5 시

간 환원 처리된 분말을 20 분 밀링하고 186 MPa의 성형압으로 제조된 소결체
의 경우 소결 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3.2.7 1 cycle OREOX 공정적용 제조된 소결체의 재소결체 밀도
배취번호
B03-02-1
B03-02-2
B03-02-3
B03-03-1
B03-03-2
B03-03-3

밀도 (g/cc)
<124 ～ 186 MPa>
10.159～10.201
10.248～10.271
10.164～10.226
10.232～10.277
10.117～10.172
10.186～10.255
10.149～10.221
10.265～10.327
10.153～10.195
10.239～10.278
10.107～10.157
10.168～1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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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온도 /
시간
1800 ℃ / 10 hr
1850 ℃ / 7 hr
1800 ℃ / 10 hr
1850 ℃ / 7 hr
1800 ℃ / 10 hr
1850 ℃ / 7 hr
1800 ℃ / 10 hr
1850 ℃ / 7 hr
1800 ℃ / 10 hr
1850 ℃ / 7 hr
1800 ℃ / 10 hr
1850 ℃ / 7 hr

비고
재소결
재소결
재소결
재소결
재소결
재소결

그림 3.3.2.12 2시간 산화/7시간 환원처리된 분말로 제조된 소결체의
재소결 후 밀도

그림 3.3.2.13 3시간 산화/5시간 환원 처리된 분말로 제조된 소결체의
재소결 후 밀도

그림 3.3.2.14 재소결 후 밀링 시간에 따른 소결체의 밀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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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5 재소결에 따른 소결체 밀도 변화

그림 3.3.2.15는 재소결에 따른 소결 밀도의 변화를 보여준다.

1 차 소결 후

에는 전체적으로 10.25 g/cc 이하의 소결밀도를 나타냈으며 재소결 후에는 전
체적으로 10.25 g/cc 이상의 소결밀도를 나타냈다.

1 cycle OREOX 처리된 분

말의 경우 3 cycle OREOX 처리된 분말보다 분말 크기가 크고 비표면적이 작
기 때문에 소결성이 낮아 소결 밀도가 작은 값을 나타냈지만 고온에서의 재소
결 공정을 적용함으로써 3 cycle OREOX 처리된 분말로 제조된 소결체의 소결
밀도에 근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실험 결과, 1 회 OREOX 처리된 분말
로 소결체를 제조하는 적정한 소결 밀도를 얻기 위해서는 고온 장시간 소결 공
정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산화/환원 공정과 소결 공정 사이에
trade-off 관계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1 cycle OREOX 공정을 적용할

경우 소결 공정에서 소결 온도와 시간을 증가시키지 않고 적정한 소결 밀도를
획득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라 할 수 있다.

현재 제

안된 방법으로는 TiO2 등 첨가물을 소량 첨가하여 소결 온도를 낮추고 소결 시
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을 들 수 있으며 앞으로 관련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② 수축률
표 3.3.2.8은 124 MPa의 압력으로 성형한 소결체의 직경에 대한 수축률을
측정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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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8 소결체 직경 수축률
배취 번호
B03-02-1
B03-02-2
B03-02-3
B03-03-1
B03-03-2
B03-03-3

직경 수축률, %
13.11,
12.82,
12.21,
13.25,
12.89,
12.32,

13.94
13.36
12.67
13.83
13.26
12.82

(재소결)
(재소결)
(재소결)
(재소결)
(재소결)
(재소결)

수축률 증감
(% point)
+ 0.83
+ 0.54
+ 0.46
+ 0.58
+ 0.37
+ 0.50

성형압, MPa
124
124
124
124
124
124

1 차 소결 후에는 12.21～13.25 % 범위의 수축률을 나타냈으며 재소결 후에
는 12.67～13.94 % 범위의 수축률을 나타냈다.

재소결 후에 0.37～0.83 %

point의 수축률이 증가하여 소결 밀도 증가에 기여하였으며 20 분 밀링한 경우
에 수축률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③ 연삭체 검사
소결체의 직경과 표면조도를 만족시키기 위해 소결체를 연삭하였다.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공정은 건식공정이므로 연삭 공정도 건식으로 이루어진다.
연삭 공정 후에 제조된 소결체 제조 현황은 표 3.3.2.9와 같다. 표 3.3.2.10은 핵
연료 소결체를 연삭한 후 연삭체의 표면조도와 표면 상태를 측정한 결과를 보
여준다.

연삭 공정이 최적화되어 Ra 0.8 μm 이하의 표면조도를 가진 핵연료

를 제조하였으며 124～186 MPa의 성형압으로 제조된 소결체의 경우에는 전반
적으로 양호한 표면 상태를 나타냈다.

일부 248 MPa의 성형압으로 제조된 소

결체에는 end-capping 결함이 발견되었다.

248 MPa의 성형압으로 제조한 성

형체의 경우에도 표면 결함이 발견됨에 따라 186 MPa 이하의 성형압을 유지
할 필요가 있으며 소결 밀도까지 포함하여 고려한 최적 성형공정 조건은 155～
186 MPa 범위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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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9 1 cycle OREOX 공정에 의한 핵연료 소결체 제조 현황
배취번호

제조한 소결체

B03-02-1
B03-02-2
B03-02-3
B03-03-1
B03-03-2
B03-03-3
합

13
9
9
11
11
11
64

표 3.3.2.10 1 cycle OREOX 공정에 의한 핵연료 소결체의 연삭체 검사
배취번호

직경, mm

표면조도, μm

표면상태

비고

B03-03-1-2

12.190

0.69

end-capping

248 MPa

B03-03-1-4

12.185

0.56

양호

186 MPa

B03-03-1-8

12.188

0.55

양호

155 MPa

B03-03-1-11

12.184

0.52

양호

124 MPa

(4) 종합 분석
핫셀에서 원격 작업에 의해 평균연소도 27,000 MWd/tU의 경수로 사용후
핵연료를 사용하여 산화와 환원이 1 회만 수행되는 OREOX 공정을 적용하여
건식 재가공 핵연료 소결체 제조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cycle OREOX 공정을 적용하여 건식재가공 핵연료 분말을 제조하였다.
- 성형압의 증가에 따라 소결밀도가 증가하였으며 124～186 MPa 성형압
범위에서 10.168～10.327 g/cm3 범위의 소결밀도를 나카냈으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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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MPa의 성형압에서 10.237～10.327 g/cm3(이론밀도의 94.9～95.4 %)
범위의 소결 밀도를 얻었다.
- 3시간 산화/5시간 환원 처리된 분말을 20분 밀링하고 186 MPa의
성형압으로 제조된 소결체의 경우 결함이 없고 가장 양호한 소결밀도를
나타냈다.
- 1 cycle OREOX 처리된 분말의 경우 3 cycle OREOX 처리된 분말보다
분말 크기가 크고 비표면적이 작기 때문에 소결성이 낮아 낮은 소결
밀도를 나타냈지만 고온에서의 재소결 공정을 적용함으로써 3 cycle
OREOX 처리된 분말로 제조된 소결체의 소결 밀도에 근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 Ra 0.8 μm 이하의 표면조도를 가진 핵연료 연삭체를 제조하였으며
124～186 MPa의 성형압으로 제조된 소결체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표면 상태를 나타냈다.

실험 결과, 1 회 OREOX 처리된 분말로 소결체를 제조하는 경우에 적정한
소결 밀도를 얻기 위해서는 고온 장시간 소결 공정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산화/환원 공정과 소결 공정 사이에 trade-off 관계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1 cycle OREOX 공정을 적용할 경우 소결 공정에서 소결 온도와 시간
을 증가시키지 않고 적정한 소결 밀도를 획득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라 할 수 있다.

현재 TiO2 등 첨가물을 소량 첨가하여 소결 온

도를 낮추고 소결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 등이 제안되었으며 앞으로 관련 연
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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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 cycle OREOX 공정 분말이용 첨가제에 의한 소결체 제조기술 개선
35,000 MWd/tU 연소도를 가지는 Simfuel을 이용하여 분말의 소결성을 향
상시키기 위하여 제조된 분말에 TiO2 또는 Nb2O5 첨가제를 소량 첨가하여 소
결체를 제조한 결과, 소결밀도 및 결정립 크기는 소결촉진제 함량을 0.07～0.14
wt% 범위내에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Simfuel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TiO2 또는 Nb2O5 첨가제에 의한 소결
특성을 평가하였다[3.3.2.2].

(1) 사용후핵연료 특성
본 실험에 사용된 사용후핵물질은 고리 1호기에서 연소후 방출된 사용후핵
연료 G23집합체중 실험을 위해 사용된 사용후핵연료 240g은 G23집합체의
K10A

연료봉으로부터

추출되었으며

평균

연소도는

35,000

MWD/MTU

(G23-K10A)를 나타냈었고, 주요 특성은 제 3장 1절에 언급한 바 있다.

(2) 제조공정 조건
본 실험에 이용한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공정 흐름은 자격화된 공정 흐름
과 같으며, 각각의 공정에 적용된 공정 파라메타는 표 3.3.2.11과 같이 설정하였
다. 특히 첨가제 함량은 TiO2는 0.05, 0.1, 0.2 wt%(Ti-1,2,3) 및 Nb2O5는 0.1,
0.2 wt%(Nb-1,2)로 하였다. 특히 소결 특성 향상을 고려하여 OREOX 공정은
1 cycle만 적용하여 분말을 제조하였으며 압분압력은 127 MPa의 일정 압력,
소결조건은 1,800℃, 4%H2/Ar 분위기에서 7시간으로 하였고, 기타 공정은 표
3.3.2.11에 제시된 실험조건을 적용하였다.

(3) 공정조건별 주요 제조 특성
1 cycle OREOX 공정 및 첨가제에 의한 소결 특성을 평가하였으며, 건식 재
가공 핵연료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OREOX 공정 및 밀링공정 후의 분말 밀
도를 측정하였으며, 첨가제 변화에 따른 소결체의 밀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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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말 밀도 특성
1 cycle OREOX 공정에 의하여 분말을 제조하였기 때문에 OREOX 처리 분
말 탭밀도는 평균 3.365 g/cc, 밀링분말은 3.62 g/cc 로 3 cycles OREOX 공정
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한 1 Cycle OREOX 공정
개선 연구 결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 바 있다.

표 3.3.2.11 첨가제 영향 평가를 위한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 공정 조건
No.

Process

1

1 Cycle
OREOX Process

2

Milling Process

3

Operating Conditions
Air, 5.5 L/min
․Oxidation : 500 ℃, 5rs,
․Reduction : 700 ℃, 7hrs, Ar/4%H 2, 13L/min
․Passivation : 80 ℃, 4hrs, Ar/2%O 2, 2L/min
․Heating rate : 4 ℃/min
․Milling Time : 20 minutes
- Zirconia ball,- 5 mm(φ)
- 450 rpm for 10 mins + 600 rpm for 10 mins

․TiO 2 : 0.05(Ti-1), 0.1(Ti-2), 0.2(Ti-3) wt%
Mixing Process 1 ․Nb 2O 5 : 0.1(Nb-1), 0.2(Nb-2) wt%
․Mix for 20 minutes
․0.4 wt% zinc stearate after milling
․Mix for 60 minutes

4

Mixing Process 2

5

Granulation Proess ․Sieve #18(1 mm opening)

6

Final Compaction

․Final compaction pressure : 127 MPa
․Die diameter : 12.68 mm

7

Dewaxing Process

․Dewaxing temperature / time : 800 ℃ / 3 hrs
․Gas : Ar-4%H2 flow rate 4 L/min
․Heating rate : 4 ℃ /min

8

Sintering Process

․Sintering temp./time : 1800 ℃ / 7hrs
․Ar/4% H2, 8.0 L/min
․Heating rate : 5 ℃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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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첨가제 종류별 성형체 및 소결체 밀도 특성
첨가제 조건별 성형밀도 및 소결체 소결밀도 변화를 그림 3.3.2.16과 3.3.2.17
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결 첨가제에 의한 소결체 밀도 증
가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10.03 ～ 10.09 g/cc범위로서 첨가제를 넣지 않은 경
우(번호 No : 10.06 g/cc)와 비슷한 값을 보였다. 그러나 첨가제 양이 증가할
경우 소결밀도는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핵연료내 첨가제의 고용 한계에
의한 영향을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Simfuel 이용 실험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그림 3.3.2.16 G23-K10A 사용후핵연료 이용 첨가제 종류별
성형체 밀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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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7 G23-K10A 사용후핵연료 이용 첨가제 종류별
소결체 밀도 변화

이상과 같이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첨가제에 의한 소결특성 향상 실험을
수행한 결과, Simfule 연구 결과와는 달리 소결체의 밀도 증가가 뚜렷하게 나
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요인은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분말 자체의 특성이
Simfuel 분말 특성과 크게 다르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불순물로서 핵
분열생성물이 소결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세부 연구가
차기 단계에 수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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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사용후핵연료 이용 분말, 소결체, 핵연료봉
제조공정 기술 및 흐름도 최적화
1. 분말, 소결체, 핵연료봉 제조 공정기술 및 흐름도 최적화
핫셀에서 사용후 경수로 핵연료 집합체 G23에서 추출한 연료봉을 사용하여
개발된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공정 흐름에 따라 핵연료 분말, 소결체, 연료봉
제조 공정 기술을 최적화하였다.

분말처리 공정 중 OREOX 공정은 공기 분위

기 중 450℃에서의 2 시간 산화, Ar-4%H2의 환원 분위기 중 700℃에서의 7 시
간 환원 공정을 3 회 반복하고, passivation처리는 Ar-2%O2의 산화 분위기 중
80℃에서 4시간 하는 것이 최적이었다.

산화/환원 처리된 분말의 크기를 감소

시키고 비표면적을 증가시켜 소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attrition mill 장치를 이용하여 산화/환원 처리된 분말을 미분쇄시키는 공
정을 수행하였다.

Attrition mill 장치를 통해 균질화 공정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었다.
성형 공정에서의 윤활작용을 위해 예비압분 및 최종 성형 공정 전에 각각
0.2wt%의 Zn-stearate를 혼합하였다.

소결체 제조조건에 따라 핵연료 소결체

를 제조한 결과 압분 압력이 높은 경우 이론밀도 95% 이상의 핵연료 소결체를
제조할 수 있었으며 일부에서 발생된 소결체 표면 균열을 개선하기 위해 저압
성형기술과 이에 따른 고온 장시간 소결기술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
다.

평균연소도 27,300 MWd/tU을 가진 핵연료를 이용한 실험 결과 120 MPa

이하의 압력으로 성형하고 1800～1850℃의 Ar-4%H2 분위기에서 5～10시간 소
결한 결과, 이론밀도 95% 이상이고 표면 균열이 발생하지 않은 건전한 건식
재가공 핵연료를 제조할 수 있었다.
핫셀에서 건식 재가공 핵연료 소결체를 장전한 핵연료봉을 제조하기 위해서
는 봉단마개를 원격으로 용접하는 공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레이저빔을 광

섬유를 이용하여 핫셀 내부의 용접챔버로 전송하여 연료봉 봉단마개를 원격으
로 용접할 수 있는 최적 기술을 개발하고 용접 공정 자격화 시험을 수행함으로
써 연료봉 제조 공정을 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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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연료 사양을 만족하는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
가. 서언
본 과제에서는 IMEF M6 핫셀에서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여 건식
재가공 핵연료 원료 분말로 재가공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을 확립하고 핫셀에
서 제조된 건식 재가공 핵연료 소결체 35 개를 세 차례에 걸쳐 하나로 원자로
에서 성공적으로 조사시험을 수행한 바 있다[3.4.2.1～3.4.2.3].

또한 중수로용

원자로에서 조사시험이 가능한 사양을 만족하는 건식 재가공 핵연료를 제조하
기 위해 8.868 kg(U-base)의 경수로 사용후핵연료(G23 집합체 - A1, B5, B7,
C8, D9 연료봉)를 핫셀로 운송하고 제조 공정 조건 확립을 위해 성형압 등의
제조공정 조건을 변화시키면서 건식 재가공 핵연료 소결체를 제조하고 특성을
분석한 바 있다.

건식 재가공 핵연료 소결체 제조공정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

예비자격화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예비자격화 실험을 통해 확립된

핵연료 소결

체 제조공정의 자격화를 위해 3 차례의 자격화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결과

직경 12.189～12.200 mm, 소결밀도 10.31～10.43 g/cm3 및 표면조도 0.8 μm 이
하의 소결체를 제조함으로써 중수로용 핵연료 소결체의 사양을 만족하는 소결
체를 제조할 수 있는 안정된 제조공정을 확립하고 AECL로부터 공정 자격화를
승인받았다.

핵연료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캐나다의 CAN3-Z299.2-85 품질

보증 기준에 준하여 개발된 품질보증 프로그램, 제조사양서 및 시험검사계획서,
그리고 자격화된 공정에 따라 6개월 동안 진행된 8 회의 제조실험에 의해 중수
로용 핵연료 사양을 만족하는 375 개의 소결체(연료봉 10개분)를 제조하였다.

나.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공정을 개발하기 위해 예비자격화 및 자격화 실험
을 수행한 결과 표 3.4.2.1과 같이 건식 재가공 핵연료 소결체 제조공정 흐름
및 공정조건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설정된 공정에 따라 건

식 재가공 핵연료 소결체를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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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2.1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 공정 조건
No.

Process
OREOX Process

1

Operating Conditions

․Oxidation : 450 ℃, 2hrs, Air, 5.5 L/min
․Reduction : 700 ℃, 7hrs, Ar/4%H2, 13L/min
․Passivation : 80 ℃, 4hrs, Ar/2%O2, 2L/min
․Heating rate : 4 ℃/min
․Milling Time : 20 minutes
- Zirconia ball
- 5 mm(φ)
- 450 rpm for 10 mins + 600 rpm for 10 mins

2

Milling Process

3

Mixing Process 1

4

Pre-compaction

5

Granulation Proess

․Sieve #18(1 mm opening)

6

Mixing Process 2

․0.2 wt% zinc stearate after granulation
․Mix for 20 minutes

7

Final Compaction

․Final compaction pressure : 130 MPa
․Die diameter : 14.34 mm

8

Dewaxing Process

․Dewaxing temperature / time : 800 ℃ / 3 hrs
․Gas : Ar-4%H2 flow rate 4 L/min
․Heating rate : 4 ℃ /min

9

Sintering Process

․Sintering temp./time : 1800 ℃ / 10hrs
․Ar/4% H2, 8.0 L/min
․Heating rate : 5 ℃ /min

․0.2 wt% zinc stearate after milling
․Mix for 20 minutes
․62 MPa
․Die diameter : 14.34 mm

(1) 재료
건식 재가공 핵연료봉 제조를 위해 다음과 같이 사용후핵연료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연료봉에 대해 비파괴검사인 연료봉 감마스캐닝을 수행해 연소도 분포
를 확인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사용후핵연료 8.868 kg(U-base)은 표 3.4.2.2

와 같이 1986년 10월에 방출된 G23집합체의 B5, A1, B7, C8, D9의 5 개 연료
봉으로부터 추출되었으며 평균 연소도는 27300 MWd/tU를 나타냈다.

이 사용

후핵연료는 예비자격화 실험과 자격화 시험에 사용되었으며 중수로용 건식 재
가공 핵연료 제조에도 그대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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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2.2 PWR fuel rods used for dry process fuel
Fuel rod

Burn-up,
MWD/MTU

Weight,
kg

Remarks

G23-A1
G23-B5
G23-B7
G23-C8
G23-D9
Sum.
Average

26,660
27,110
26,160
28,050
32,150
27,300

2.096
2.084
2.084
2.083
0.521
8.868
-

1 rod
1 rod
1 rod
1 rod
1/4 rod
4.25 rods
-

(2) 균질화된 분말 제조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봉의 표면을 절개한 후에 산화공정을 통해 사용후핵연
료 분말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분말의 화학적 조성 등을 균질화시키기 위해

혼합공정을 수행하였으며 DSNC 측정 및 화학분석 실험을 사용하여 균질화를
확인하였다.

(가) 산화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봉의 표면을 절개하고 얻어진 소결체 약 1kg을 4단 트
레이에 넣고 산화/환원로에 장전한 후 산화시켜 분말을 제조하였다.

11 차례

에 거쳐 산화공정을 수행하여 약 11 kg의 산화 분말을 제조하였다.
① 운전개요
상온에서 500℃로 승온 - 산화 - 상온으로 감온
② 운전조건
- 산화 : 500 ℃, 5시간, 공기분위기(유량 : 8L/min)
- 승온 및 감온속도 : 4℃/min

(나) 혼합(Blending)
연소도의 차이에 따른 화학적 조성을 균질화시켜 화학적 조성이 균일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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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5단계로 이루어진 혼합공정을 개발하였다.
혼합공정 후에 제조된 분말 로트의 균질도를 측정하기 위해 DSNC 측정방법
과 화학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DSNC 측정방법은 정확성을 떨어지지만 측정

결과를 신속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분말의 균질도를 대략적으로 분석하기 위
해 사용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화학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① 균질도(homogeneity) 측정
◉ DSNC 측정
10 개의 샘플에 대해 DSNC 장치로 균질도를 측정한 결과 표준편차 4.3 %
의 양호한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적용된 혼합공정을 통해 균질화된 분말을

얻은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화학분석방법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 화학 분석
약 1g 정도씩 4 개의 샘플을 추출하고 화학분석실에 의뢰하여 화학조성을
분석하였다.

화학분석 결과를 토대로 균질도의 기준이 되는 U-235와 Pu-239

의 분포를 분석하였다.

U-235의 경우 0.62 ～1.7%로서 2% 이하를 유지하였고

Pu-239의 경우 0.46～1.27%로서 전체적으로 만족할 만한 균일도 값을 나타내
어 매우 고르게 혼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참고로 NRU 조사시험용 핵연

료 제조를 위하여 작성된 Procurement Document내에 설정된 사용후핵연료 산
화분말의 균일도(homogeneity)는 5% 미만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편차가 5%

미만을 나타냄으로써 적용된 혼합공정을 통해 균질화된 건식 재가공 핵연료 분
말 로트를 제조하였음을 확인하였다.

(3) 분말처리
균질화된 원료분말을 산화온도 450 ℃, 환원온도 700 ℃의 OREOX 공정을
3회 수행하여 핵연료 원료 분말을 제조하였다.

OREOX 공정을 거친 분말에

대해 450 rpm 및 600 rpm의 회전속도로 각각 10 분간씩 총 20분간 attrition
밀링을 수행하였다.

밀링 분말의 성형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0.4 wt%의 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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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rate를 두 단계에 거쳐 혼합하고 유동성 및 충진율을 높이기 위하여 62
MPa로 예비압분한 후에 조립화(mesh 18)시켜 핵연료 원료분말을 제조하였다.

(가) 산화/환원
사용후핵연료 물질 약 1 kg을 4단 트레이에 넣고 산화/환원로에 장전한 후
3회에 걸쳐 산화/환원 운전을 반복하여 재소결 가능한 DUPIC 분말을 제조하
였다.

산화/환원 후에 분말의 겉보기밀도와 탭밀도를 측정하였다.

① 운전개요
상온에서 450℃로 승온-산화(1)-승온-환원(1)-감온-산화(2)-승온-환원(2)감온-산화(3)-승온-환원(3)-80℃로 감온-passivation-상온으로 감온

② 운전조건
-

산화 : 450 ℃, 2시간, 공기분위기(유량 : 5.5 L/min)
환원 : 700 ℃, 7시간, Ar-4%H2 분위기(유량 : 13 L/min)
passivation : 80 ℃, 4시간, Ar-2%O2 분위기(유량 : 2L/min)
산화․환원로 승온 및 감온속도 : 4℃/min

(나) 미분쇄(milling)
분말 혼합을 균일하게 하고 입자크기를 작게 하기 위하여 아트리타 분쇄기
에서 산화/환원된 분말을 450 rpm에서 10분간 1회 분쇄한 후 600 rpm에서 10
분간 1회 분쇄하였다.

미분쇄 후에 분말의 겉보기밀도와 탭밀도를 측정하였다.

(다) 1차 혼합(1st mixing)
밀링된 분말에 0.2 wt%(중량기준)의 윤활제(zinc stearate)를 첨가한 혼합분
말을 혼합장치에서 균일하게 혼합하였다.

(라) 예비압분 및 조립(gran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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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다이에의 충진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분말을 62 MPa로 예비 성형한
후, 성형체를 #18(1mm opening) sieve에 놓고 분쇄, 통과시켜 분말을 조립화
하였다.
(마) 2차 혼합(2nd mixing)
조립화 분말에 0.2 wt%(중량기준)의 윤활제(zinc stearate)를 첨가한 혼합분
말을 혼합장치에서 균일하게 혼합하였다.

(4) 성형 및 소결
(가) 최종압분
최종압분은 96～124 MPa의 가압력으로 수행되었다.

최종압분후 압분체 밀

도를 측정하였다.

(나) 탈왁스
원활한 압분을 위해 첨가된 윤활제(zinc stearate) 제거를 위해 최종압분된
압분체를 탈왁스로에 넣고 환원성 분위기(Ar-4%H2)하 800℃에서 2시간 가열
하여 탈왁스처리하였다.

이때 가온 및 냉각속도는 4 ℃/min이었다.

(다) 소결
탈왁스 처리한 압분체를 수소의 환원성 분위기(Ar-4%H2)하 1800 ℃에서 10
시간동안 소결하였다.

승온시 1800℃까지 분당 5℃의 속도로 가열하며, 냉각시

에는 분당 5℃의 속도로 150℃까지 냉각시켰다.

소결후 소결체의 밀도, 칫수

및 평균 결정립 크기를 측정하였다.

(라) 재소결
4 개 실험배취 B02-04, 5, 6, 7의 경우 소결밀도가 기준치에 미달하여 1850
℃의 Ar-4%H2 분위기에서 5 시간 재소결 공정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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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결체 연마
제조된 소결체를 무심연마기에서 건식연마하여 소결체 직경 및 표면거칠기
를 조정하였다.

(5) 건식 재가공 핵연료 소결체 제조 현황
8회의 실험 배취(B02-01/Lot-4 ～ B02-08/Lot-4)를 수행하여 표 3.4.2.3에
나타낸 바와 같이 375 개의 소결체를 제조하였다.

표 3.4.2.3 건식 재가공 핵연료 소결체 제조 현황
배취번호
B02-01
B02-02
B02-03
B02-04
B02-05
B02-06
B02-07
B02-08
합

제조한 소결체 건전한 소결체 조사용 소결체* 합격률
A
B
B-1
B/A, %
49
46
45
93.9
56
54
53
96.4
57
46
45
80.7
59
45
44
78.0
51
50
49
98.0
50
44
43
88.0
54
52
51
96.3
38
38
37
100.0
414
375
367
90.6

* 배취당 1개의 조직검사용 소결체 제외

다. 건식 재가공 핵연료 특성 분석
제조실험 배취는 약 1 kg의 산화분말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배취에 대해
소결체를 제조하였다.

건식 재가공 핵연료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OREOX

공정후의 분말과 밀링공정 후의 분말 밀도를 측정하였으며, 분말처리 및 성형
압력 등에 따른 소결체의 밀도 변화와 표면결함, 결정립의 크기를 중심으로 분
석하였다.

- 213 -

(1) 건식 재가공 핵연료 분말 밀도 특성
제조된 건식 재가공 핵연료 분말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겉보기 밀도와
탭밀도를 측정하였다.

8 차례의 실험 배취(1 kg/배취)에 대해 OREOX 공정을

거친 후의 분말밀도와 추가로 Milling 공정을 거친 후의 분말밀도를 측정하였
다.

표 3.4.2.4는 분말의 밀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측정 결과 OREOX 분말의

경우 겉보기 밀도는 0.63～0.84 g/cm3(자격화실험, 0.71～0.77 g/cm3) 범위이고
3
3
탭밀도는 1.04～1.27 g/cm (자격화실험, 1.11～1.15 g/cm ) 범위를 나타냈으며,
3
밀링한 분말의 경우 겉보기 밀도는 1.97～2.81 g/cm (자격화실험, 2.26～2.46

g/cm3) 범위이고 탭밀도는 3.13～4.23 g/cm3(자격화실험, 3.14～3.58 g/cm3) 범
위를 나타내 대부분 실험배취의 경우 자격화 실험 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여주
었으며 일부 실험배취의 경우 자격화 실험 결과보다 다소 높은 값을 나타내었
다.

밀링 후에 미분쇄 효과에 의해 분말밀도가 3～4 배 정도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중수로핵연료로 사용되는 AUC 분말의 경우 겉보기 밀도는

3
3
1.9～2.4 g/cm 범위이고 탭밀도는 2.6～3.1 g/cm 범위를 갖는다.

표 3.4.2.4 건식 재가공 핵연료 분말 밀도
겉보기밀도,
g/cc

탭밀도,
g/cc

OREOX 분말
+ Mill 분말
OREOX 분말
+ Mill 분말
OREOX 분말
+ Mill 분말
OREOX 분말
+ Mill 분말
OREOX 분말
+ Mill 분말
OREOX 분말
+ Mill 분말
OREOX 분말
+ Mill 분말
OREOX 분말
+ Mill 분말

0.84
1.97
0.69
2.19
0.78
2.22
0.76
2.81
0.78
2.12
0.80
2.15
0.63
2.38
0.72
2.40

1.27
3.13
1.05
3.31
1.09
3.41
1.20
4.23
1.18
3.40
1.21
3.32
1.15
3.38
1.04
3.41

OREOX 분말
+ Mill 분말

0.75
2.28

1.15
3.45

배취번호
B02-01
B02-02
B02-03
B02-04
B02-05
B02-06
B02-07
B02-08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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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식 재가공 핵연료 예비압분체(slug) 특성
건식 재가공 핵연료 예비압분체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압분체의 기하학
적 밀도를 측정하였다.

압분기의 다이 직경은 14.34mm 이고 예비압분 압력은

62MPa(0.63 t/cm2)로 설정하였다.
다.

이 때의 게이지 압력은 1000 psig를 나타냈

3
측정결과는 표 3.4.2.5 및 그림 3.4.2.1과 같으며 5.99～6.20 g/cm 범위의

압분밀도를 나타내 예비자격화 실험결과와 유사한 결향을 보여주었다.

표 3.4.2.5 예비압분체의 밀도
배취번호

밀도 (g/cm3)

B02-01
B02-02
B02-03
B02-04
B02-05
B02-06
B02-07
B02-08

6.02
6.07
6.06
5.99
6.20
6.04
6.05
6.07

그림 3.4.2.1 예비압분체의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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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식 재가공 핵연료 성형체 특성
최종 성형 압력은 96～124 MPa 범위에서 설정되었으며 성형압 유지 시간은
5초로 설정되었다.

성형체 밀도 측정 결과는 표 3.4.2.6 및 그림 3.4.2.2에 나타

3
낸 바와 같이 6.52～6.57 g/cm 범위를 나타내었으며 자격화 실험 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여주었다.

표 3.4.2.6 성형체의 밀도
배취번호

밀도 (g/cm3)

압력, MPa

B02-01

6.52

124

B02-02

6.53

118

B02-03

6.57

118

B02-04

6.52

121

재소결

B02-05

6.56

96

재소결

B02-06

6.52

112

재소결

B02-07

6.54

112

재소결

B02-08

6.55

105

그림 3.4.2.2 성형체의 밀도

- 216 -

비고

(4) 건식 재가공 핵연료 소결체 특성
(가) 소결 밀도
탈왁스처리한 성형체를 수소의 환원성 분위기(Ar-4%H2)하 1800 ℃에서 10
시간 소결하였다.

승온시 1800 ℃까지 분당 5 ℃의 속도로 가열하며, 냉각시에

는 분당 5 ℃의 속도로 150 ℃까지 냉각시켰다.

4 개 실험배취 B02-04, 5, 6,

3
7의 경우 소결밀도가 기준치(10.25 g/cm )에 미달하여 1850 ℃의 Ar-4%H2 분

위기에서 5 시간 재소결 공정을 수행하였다.

소결공정 후에 최대용량 620 g,

정밀도 0.001 g의 전자저울과 밀도측정용 장치를 이용하여 소결체의 침적밀도
(immersion density)를 측정하였다.

제조된 소결체의 소결 밀도는 1차 소결 후

에 10.235～10.379 g/cm3 를 나타냈다.

일부 소결체가 기준치를 만족시키지 못

했으며 재소결 후에는 10.278～10.379 g/cm3 를 나타내 소결 밀도 사양을 만족
하였다.

소결체의 밀도를 표 3.4.2.7과 그림 3.4.2.3에 정리하여 나타냈다.

표 3.4.2.7 소결체의 밀도
배취번호

밀도 (g/cm3)
평균

:

범위

소결온도 / 시간

비고

B02-01

10.379 : 10.357～10.412

1800 ℃ / 10 hr

B02-02

10.358 : 10.328～10.402

1800 ℃ / 10 hr

B02-03

10.352 : 10.268～10.385
10.249 : 10.216～10.292

1800 ℃ / 10 hr
1800 ℃ / 10 hr

10.322 : 10.283～10.360
10.235 : 10.170～10.284

1850 ℃ / 5 hr
1800 ℃ / 10 hr

재소결

10.311 : 10.265～10.335
10.282 : 10.230～10.383

1850 ℃ / 5 hr
1800 ℃ / 10 hr

재소결

10.322 : 10.289～10.360
10.238 : 10.209～10.263

1850 ℃ / 5 hr
1800 ℃ / 10 hr

재소결

10.319 : 10.258～10.433
10.278 : 10.263～10.294

1850 ℃ / 5 hr
1800 ℃ / 10 hr

재소결

B02-04
B02-05
B02-06
B02-07
B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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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3 소결체의 밀도
(나) 수축율
성형체와 비교한 소결체의 수축률을 측정한 결과이다.

길이에 대한 수축률

은 13.20～13.68 %를 나타냈으며 직경에 대한 수축률은 13.57～14.31 % 범위를
나타냈다.

표 3.4.2.8은 직경에 대한 수축률을 측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3.4.2.8 직경 수축률
배취 번호
B02-01
B02-02
B02-03
B02-04
B02-05
B02-06
B02-07
B02-08

직경 수축률, %
14.29
14.39
14.35
13.74, 14.08 (재소결)
13.73, 13.96 (재소결)
13.37, 13.99 (재소결)
13.52, 13.88 (재소결)
13.93

성형 압력, MPa
124
118
118
121
96
112
112
105

(다) 미세조직검사
소결체의 미세조직을 검사하기 위하여 표 3.4.2.9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 배
취마다 1 개의 소결체를 샘플링하고 수직으로 절단한 후 절단면을 관찰이 용이
하도록 가공한 후 표면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사진으로 현상하여 미세조
직을 검사하였다.

관찰된 미세조직은 그림 3.4.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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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위치는 소결

체 단면의 중앙부와 상부, 하부, 좌측, 우측의 다섯 영역을 x200 또는 X300의
배율로 관찰하고 평균 결정립의 크기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를 표 3.4.2.10에

정리하였으며 측정 결과 평균 결정립의 크기가 17.0～25.1 μm로 조사시험용 사
양에 적합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표 3.4.2.9 소결체 조직검사용 시편
배취번호
1
2
3
4
5
6
7
8

B02-01-02
B02-02-03
B02-03-02
B02-04-01
B02-05-01
B02-06-02
B02-07-02
B02-08-32

시편 질량, g 원 소결체 질량, g
8.47
9.96
8.75
8.59
8.85
7.39
8.83
8.86

15.70
15.65
15.89
15.74
15.48
15.70
15.70
15.56

표 3.4.2.10 소결체의 평균 결정립 크기
Pellet ID

Averaged grain size,

B02-01-2
B02-02-3
B02-03-2
B02-04-1
B02-05-1
B02-06-2
B02-07-2
B02-08-32

μm

25.1
19.4
17.0
24.5
19.0
23.7
24.6
19.1

(a)
(b)
그림 3.4.2.4 건식 재가공 핵연료 소결체의 미세조직 (X200)
(a) B02-01-2 소결체 중앙부 (b) B02-01-2 소결체 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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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식 재가공 핵연료 연삭체 검사
소결체의 직경과 표면조도를 만족시키기 위해 소결체를 무심연마기를 이용
하여 건식 연삭하였다.
상태를 검사하였다.

연삭 후에 직경, 어깨폭 등의 제원과 표면조도 및 표면

검사결과는 표 3.4.2.11과 같다.

① 건식 재가공 핵연료 연삭체 직경 및 어깨폭 측정
사진 촬영한 후에 현상된 사진을 이용하여 어깨폭을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직경은 12.189～12.200 mm, 어깨폭은 0.69～0.79 mm를 나타내 조사시험용 연
삭체의 사양을 만족하였다.
② 건식 재가공 핵연료 연삭체 표면조도 및 표면상태
핵연료 소결체를 연삭한 후 연삭체의 표면조도와 표면 상태를 검사한 결과,
표면조도는 Ra 0.43～0.79 μm를 나타내 기준사양 Ra 0.8 μm 이하의 표면조도
를 가진 핵연료를 제조하였으며 표면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나타내
중수로용 핵연료 사양을 만족하였다.
표 3.4.2.11 연삭체 검사
배취번호
어깨폭, mm
표면조도, μm
B02-01 0.76 : 0.72 ～ 0.79 0.65 : 0.54 ～ 0.79
B02-02 0.74 : 0.69 ～ 0.79 0.65 : 0.55 ～ 0.75
B02-03 0.73 : 0.69 ～ 0.79 0.64 : 0.51 ～ 0.77
B02-04 0.73 : 0.69 ～ 0.75 0.59 : 0.54 ～ 0.66
B02-05
B02-06
B02-07
B02-08

0.76
0.76
0.76
0.75

:
:
:
:

0.71
0.75
0.73
0.73

～
～
～
～

0.78
0.78
0.78
0.76

0.59
0.59
0.54
0.54

:
:
:
:

0.53
0.50
0.43
0.46

～
～
～
～

0.70
0.66
0.65
0.57

표면상태
양호
양호
일부
end-capping
일부
end-capping
양호
일부 깨짐
양호
양호

비고

(5) 건식 재가공 핵연료 분말 및 소결체 화학성분 분석
건식 재가공 핵연료 분말 및 소결체의 화학성분을 분석한 결과는 표 3.4.2.1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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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2.12 건식 재가공 핵연료 분말/소결체 화학성분 분석
Powder

Pellet

상대표준편차 (RSD, %)

G23-G2 Pellet
(35000
MWd/tU)

Nuclide

Units

U-content

g/g-sample

0.8422

0.8421

0.002(2회)

0.001(2회)

0.8211

Pu-Content

g/g-sample

0.00753

0.00761

1회 측정

1회 측정

0.008415

U-234

g/g-sample

0.0000977

0.000131

61.0 %

16.0 %

0.000162

U-235

g/g-sample

0.00910

0.00913

0.54 %

0.22 %

0.00591

U-236

g/g-sample

0.00335

0.00335

1.70 %

0.64 %

0.00271

5.30 %

0.11 %

Powder

Pellet

U-238

g/g-sample

0.82900

0.82900

Pu-238

g/g-sample

0.000235

0.000112

Pu-239

g/g-sample

0.00469

0.00481

Pu-240

g/g-sample

0.001790

0.001840

0.073 %

0.010 %

0.002219

Pu-241

g/g-sample

0.000476

0.004930

1.5 %

0.03 %

0.000668

Pu-242

g/g-sample

0.000342

0.000352

0.40 %

0.02 %

0.000575

0.812327
0.000185
0.00477

Fission Product
Cs-134

MBq/g-sample

1.960E+01 <N.D.

2.11 %

2.19 %

Cs-137

MBq/g-sample

1.976E+03 1.834E+01

1.92 %

2.00 %

Eu-154

MBq/g-sample

5.569E+01 5.468E+01

2.20 %

2.00 %

Eu-155

MBq/g-sample

1.174E+01 1.158E+01

2.82 %

2.03 %

Sb-125

MBq/g-sample

4.738E+00 1.151E+00

9.87 %

9.10 %

Rare Earth Element

Measured U-basis

Gd

g/MTU(ppm)

92

105

0.63 %

3.81 %

Eu

g/MTU(ppm)

112

123

1.36 %

0.00 %

0.13 mg/g

Sm

g/MTU(ppm)

700

770

0.92 %

0.65 %

0.63 mg/g

Nd

g/MTU(ppm)

3420

3770

0.69 %

0.41 %

3.58 mg/g

Pr

g/MTU(ppm)

933

1030

0.63 %

0.41 %

Ce

g/MTU(ppm)

1830

2030

0.69 %

0.26 %

La

g/MTU(ppm)

1110

1220

0.72 %

0.56 %

Y

g/MTU(ppm)

373

410

0.94 %

0.42 %

g/MTU(ppm)

3110

3560

1.00 %

1.41 %

Zr

Platnium Group

1.21 mg/g

Measured U-basis

Rh

g/MTU(ppm)

106

409

2회 측정

1회 측정

Pd

g/MTU(ppm)

1080

1052

3회 측정

2회 측정

Mo

g/MTU(ppm)

3020

2540

4회 측정

3회 측정

Ru

g/MTU(ppm)

225

1283

5회 측정

4회 측정

Te

g/MTU(ppm)

480

No data

6회 측정

5회 측정

- B02-07 분말/소결체, G23-5B, 27300 MWd/tU, G23-A1,B5,B7,C8,D9
- OREOX treated Powder, 0.98 g, Sintered Pellet, 1.32 g

(6) 건식 재가공 핵연료 소결체 보관
건식 재가공 핵연료 소결체를 제조한 후, 공기 중에서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
해 밀폐형 보관용기를 제작하고 소결체가 적재된 tray를 저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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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식 재가공 핵연료 QC/QA
제조된 핵연료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AECL과 협력하여 품질보증 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제조공정에 적용하였다.

제조 공정시 핵연료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부적합 보고서(NCR ; non-conformance
report)를 발행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고 있다.
제조 공정 관리 문서인 Traveller와 worksheet는 각 공정별로 정리되어 AECL
의 검토를 받은 바 있다.

라. 결언
핫셀에서 원격 작업에 의해 G23 PWR 핵연료 집합체로부터 추출된 5 개의
연료봉을 절단하고 탈피복 공정과 산화/환원 공정으로 처리하여 제조된 건식
재가공 핵연료 원료 분말을 이용하여 예비자격화 실험과 자격화시험을 수행한
바 있다.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중수로용 건식 재가공 핵연료 소결체를 제조할

수 있는 핵연료 제조 공정 조건을 확립하고 캐나다 AECL로부터 공정 자격화
를 승인받았으며 캐나다의 CAN3-Z299.2-85 품질보증 기준에 준하여 개발된
품질보증 프로그램과 자격화된 핵연료 제조공정에 따라 8 회의 제조실험을 수
행하여 사양을 만족하는 375 개의 소결체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소결체는 헬

륨분위기의 보관용기에 저장되어 있으며 조사시험용 핵연료봉 제조에 사용될
계획이다.

실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경수로 사용후 핵연료봉으로부터 추출된 소결체를 산화공정으로
분말화한 후에 혼합하여 균일한 분말 로트를 생산하였다.
3
- 96～124 MPa 성형압 범위에서 6.52～6.57 g/cm 범위로 성형체의

밀도를 조정하여 양호한 소결체를 제조하였다.
- 10.26～10.43 g/cm3의 소결밀도를 얻었다.
- 소결체의 평균 결정립 크기는 17.0～25.1 μm 범위를 나타냈다.
- 표면조도 0.8 μm(Ra) 이하의 소결체를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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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핵연료 소결기술 개선 및 공정 최적화 연구
1. 첨가제 첨가에 의한 소결 공정 개선
Simfuel을 이용하여 1회만의 산화․환원처리에 의해서 생성된 분말을 미분쇄
하여, 소결온도에 따른 소결성과 첨가제 TiO2를 첨가한 소결 특성을 조사하였
다. 모의 사용후핵연료는 35,000 MWD/MTU 연소 조건의 것을 사용하였다. 1
회 산화․환원처리한 분말은 밀링에 의해서 입자크기는 7.83 ㎛에서 0.43 ㎛로
감소하였고, 비표면적은 1.88 ㎡/g에서 3.75 ㎡/g으로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
첨가제 함량에 따른 소결밀도는 크게 증가하였다(그림 3.5.1.1).

TiO2는 환

원되어 900～1300℃에서는 Ti3O5, 1300℃이상에서는 Ti2O3가 안정상을 갖는다.
Ti3O5 및 Ti2O3가 치환형으로 UO2에 고용된다면 산소공공이 생성되어 우라늄
확산이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며, 침입형으로 UO2에 고용된다면 우라늄
의 공공이 생성되며 우라늄의 확산이 증가되어 치밀화가 촉진되는 것으로 사료
된다.

TiO2의 첨가에 따라서 결정립 크기는 7 ㎛에서 19 ㎛로 크게 증가하였

다(그림 3.5.1.1 및 그림 3.5.1.2).

Ti 원소의 분포를 EPMA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2차상이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그림 3.5.1.3).

Ti 농도는 기지상보

다 결정립계에 석출된 2차상에서 보다 높게 나타났다.

(a) 소결밀도
(b) 결정립 크기
그림 3.5.1.1 TiO2 첨가량에 따른 소결체 특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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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2 첨가제에 의한 결정립 크기 변화

그림 3.5.1.3 TiO2 첨가 소결체 EP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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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소도별 모의 사용후핵연료 이용 첨가제에 의한 소결 공정 개선
가. 1 cycle OREOX 분말의 첨가제에 의한 소결공정 개선 연구
(1) 서언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건식 재가공 핵연료 소결체를 제조하기 위
한 분말처리 공정에서 기존에는 산화와 환원이 3회 반복되는 OREOX 공정을
적용하고 있다.

OREOX 공정은 사용후핵연료 소결체를 고온에서 산화와 환원

과정으로 열처리하여 소결이 가능한 분말로 재가공하는 공정으로 산화와 환원
과정을 각각 교대로 3회 수행하게 되어 37 시간 이상의 시간과 다량의 산화 및
환원 분위기용 가스를 소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말 제조 공정을 효율적으

로 개선하기 위해 산화와 환원이 1회만 수행되는 OREOX 공정이 제안된 바
있다.

그러나 1회 OREOX 처리된 분말은 분말의 크기가 크고 비표면적이 작

아 소결성이 낮은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소결 온도를 높이고 소

결시간을 연장하는 방법이 있지만,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첨가제를 첨가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TiO2, Nb2O5 등의 산화 분말은 UO2 분말로 제조된

소결체의 밀도와 결정립을 증가시키는 특성이 있다[3.5.2.1～3].

이 첨가제를 1

회 OREOX 처리한 건식 재가공 핵연료 분말에 첨가하면 소결온도와 소결시간
을 연장하지 않고도 중수로핵연료 사양을 만족하는 소결밀도와 결정립크기를
얻을 수 있어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공정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방사성의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한 실험을 수행하기 전
에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모사한 모의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였다.

모의 사용후핵연료는 농축우라늄 대신에 천연우라늄, 핵분열생성물 대신

에 산화물 시약을 사용하여 제조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소도 35,000 MWd/tU

의 모의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였으며 모의 건식 재가공핵연료 제조시 기존에
확립된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공정 조건을 이용하였다.

모의 사용후핵연료

소결체를 분말화시키기 위해 1회 산화/환원 공정인 OREOX 공정을 사용하
였으며, 공정조건중 OREOX공정에서는 500℃에서 2 시간 산화, 70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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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간 환원시키고, 분말의 소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첨가제로 TiO2, Nb2O5
를 각각 소량 첨가하였다.

성형압은 200 MPa 범위가 이용되었으며 성형체를

1700℃의 소결온도에서 소결하여 소결체를 제조하고 특성을 분석하였다

(2) 모의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소결체 제조
(가) 재료
본 실험에서는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기 전에 모의 사용후핵연료를 제
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 제조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해

35,000

MWd/tU

연소도를

ORIGEN-2 코드로 분석하였다.

기준으로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의

이를 위
성분을

분석된 성분을 바탕으로 표 3.5.2.1과 같이 모

의 사용후핵연료의 조성을 결정하였다.

표 3.5.2.1 사용후핵연료 핵분열생성물 종류 및 첨가량
Fission products

Surrogates

Nd(Pr, Sm)
Zr
Ce(Pu, Np)
Mo
Ru(Tc)
Ba
Pd
La
Sr
Te
Y
Rh

Nd2O3
ZrO2
CeO2
MoO3
RuO2
BaCO3
PdO
La2O3
SrO
TeO2
Y2O3
Rh2O3

첨가량(g/1000g UO2)
35,000 MWd/tU
(15년 냉각)
6.6945
4.7803
9.1126
4.7826
3.8053
2.5228
1.5200
1.8405
0.8414
0.5628
0.5597
0.5255

(나) 소결체 제조
모의 핵분열생성물을 산화물 상태로 UO2 분말(ADU, 평균입도 : 2.91 μm)
에 첨가하여 일련의 핵연료 제조공정인 분쇄, 혼합, 성형, 소결 공정을 통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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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소결체를 제조하였다.
로 제조하였다.

성형체는 300 MPa의 성형압으

제조된 성형체의 직경은 10.05 mm, 성형체의 평균 밀도(green

density)는 5.68 g/cm3를 나타냈다.

이 성형체를 Ar-4%H2 분위기에서 1700℃

3
에서 5시간 소결하여 10.39 g/cm 의 소결밀도를 가진 모의 경수로 사용후핵연

료 소결체를 제조하고 본 실험에 사용하였다.

(3) 모의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
본 실험에 이용한 모의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공정 흐름은 그림 3.1.2.1과
같으며 이 공정은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공정
흐름과 같다.

본 실험에서는 예비압분 및 조립화 과정은 생략하였다.

(가) 분말처리
모의 사용후핵연료 소결체를 산화온도 500℃에서 5시간 산화시켜 분말화시
킨 후에 tray에 고르게 펼친 후에 산화온도 500℃에서 2시간, 환원온도 700℃에
서 7시간 동안의 OREOX 공정을 1 회 수행하여 모의 건식 재가공 핵연료 원
료 분말을 제조하였다.

유량은 air의 경우 2 L/min, Ar-4%H2의 경우 7

L/min, Ar의 경우 1 L/min이다.

OREOX 공정을 거친 분말을 2 종류의 실험

배취로 나누고 150 rpm의 회전속도로 15분 및 30분간 attrition 밀링을 각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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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다.
① 산화
모의 사용후핵연료 소결체를 3단 트레이에 넣고 산화/환원로에 장전한 후 5
시간 산화시켜 분말을 제조하였다.
② 산화/환원
산화된 분말을 3단 트레이에 고르게 펼친 후에 산화/환원로에 장전하고 1회
에 걸쳐 산화/환원 운전을 수행하여 재소결 가능한 분말을 제조하였다.
시간은 2 시간, 환원시간은 7 시간으로 설정하였다.

산화

산화/환원 공정 후에 분말

의 겉보기밀도와 탭밀도를 측정하였다.

◉ 운전조건
•
•
•
•

산화 : 500 ℃, 2시간, 공기분위기(유량 : 2 L/min)
환원 : 700 ℃, 7시간, Ar-4%H2 분위기(유량 : 7 L/min)
passivation : 80 ℃, 4시간, Ar-2%O2 분위기(유량 : 2 L/min)
산화․환원로 승온 및 감온속도 : 4℃/min, Ar 분위기(유량 : 1 L/min)

③ 미분쇄(milling)
분말의 혼합을 균일하게 하고 입자크기를 작게 하여 비표면적을 증가시킴에
따라 소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화/환원된 분말을 수직 attrition 분쇄기에
서 150 rpm의 회전속도로 분쇄하였다.

두 종류의 실험배취 각각에 대해 15 분

간 1회 및 15 분간 2회 분쇄하였다.

분말의 입자 크기는 laser particle size

analyzer (Malvern), 비표면적은 BET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④ 1차 혼합(1st mixing)
밀링된 분말에 0.2 wt%(중량기준)의 윤활제(zinc stearate)를 첨가한 혼합분
말을 혼합장치에서 20분 동안 균일하게 혼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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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예비압분 및 조립(granulation)
핫셀에서 수행되는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제조공정에서는 분말의 유
동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예비압분 및 조립 공정을 적용하였지만 본 모의 사용
후핵연료 제조실험에서는 본 공정을 생략하였다.

⑥ 2차 혼합(2nd mixing)
공정 조건별로 원료분말에 소결촉진용 첨가제인 TiO2 및 Nb2O5 분말을 각각
0.05, 0.1, 0.2 wt%(중량기준) 첨가하고 혼합장치에서 40분 동안 균일하게 혼합
하여 각각의 시료 분말을 제조하였다.

(나) 성형 및 소결
① 최종압분
첨가제를 첨가하지 않은 기준 핵연료와 첨가제를 첨가한 핵연료에 대해 모
두 200 MPa의 균일한 성형압을 설정하였다.

② 탈왁스
원활한 성형을 위해 첨가된 윤활제(zinc stearate) 제거를 위해 소결 전에 환
원성 분위기(Ar-4%H2)하 800℃에서 2시간 가열하여 탈왁스처리하였다.

③ 소결
탈왁스 처리한 성형체를 수소의 환원성 분위기(Ar-4%H2)하 1700 ℃에서 6
시간동안 소결하였다.

승온시 1700℃까지 분당 5℃의 속도로 가열하며, 냉각시

에는 분당 5℃의 속도로 150℃까지 냉각시켰다.

(4) 모의 건식 재가공 핵연료 특성 분석
OREOX 공정후의 분말과 밀링공정 후의 분말 밀도를 측정하였으며, 분말처
리, 성형압력 및 첨가제 첨가량 등에 따른 소결체의 밀도 변화와 결정립 크기
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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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말 특성
표 3.5.2.2에서 Ex1은 본 실험 전에 35,000 MWd/tU 연소도의 모의 사용후핵
연료를 3회 산화/환원 처리한 후 분말의 특성을 측정한 결과이고, Ex2 역시 본
실험 전에 35,000 MWd/tU 연소도의 모의 사용후핵연료를 1회 산화/환원 처리
한 후 분말의 특성을 측정한 결과이다.

Ex3는 본 실험에서 측정한 결과를 나

본 실험에서의 측정 결과 OREOX 분말의 경우 평균 입도는 10.1 μm,

타낸다.

겉보기 밀도는 1.27 g/cm3이고 탭밀도는 2.45 g/cm3를 나타냈다.

15분 밀링한

3
분말의 경우 평균 입도는 0.67 μm로 감소하였고 겉보기 밀도는 2.02 g/cm 이고
3
탭밀도는 3.48 g/cm 를 나타냈으며, 30분 밀링한 분말의 경우 평균 입도는 0.40

μm로 더욱 감소하였고 겉보기 밀도는 2.06 g/cm3이고 탭밀도는 3.43 g/cm3를
나타냈다.

밀링 공정에 의해 분말의 입도가 작아지고 비표면적이 증가하게 되

며 밀링 후 분말 밀도가 40～60% 증가하였다.

밀링 시간을 증가시킴에 따라

분말의 입도가 더욱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비표면적도 증가하게 된다.
3 cycle OREOX 처리된 분말과 비교한 결과, 1 cycle OREOX 처리된 분말
의 경우 OREOX 분말의 입도가 크고 비표면적이 작고 분말 밀도는 큰 값을
나타냈으며 그 차이 값이 크게 나타났다.

밀링 후에는 분말의 미분쇄 효과에

의해 1회 OREOX 처리된 분말의 입도, 비표면적, 밀도가 3회 OREOX 처리된
분말의 특성과 유사하게 되었다.

밀링 시간의 증가에 따라 분말 특성이 개선

되는 효과를 얻었으며 현재 사용중인 수직식 attrition 밀링 장치의 경우에 최적
밀링 시간은 30분 내외인 것으로 사료된다.

표 3.5.2.2 모의 건식 재가공 핵연료 분말 밀도
35,000 MWd/tU,

35,000 MWd/tU,

Ex1

Ex2

3cycle

1 cycle

분말 물성

밀링 전

입자크기
비표면적
겉보기 밀도
탭 밀도

밀링 후
(15 min)

밀링 전

35,000 MWd/tU, Ex3
1 cycle

밀링 후
(120 min)

밀링 전

0.6

7.8

0.4

4.55

4.79

1.88

3.75

0.71

1.63

1.76

2.09

10.1
1.27

1.87

3.05

2.86

3.41

2.45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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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링 후

밀링 후

(15 min) (30 min)
0.67
0.40
2.02
2.06
3.48

3.43

그림 3.5.2.148 분말 평균 입도

그림 3.5.2.149 분말 밀도

(나) 성형체 특성
압분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최종 성형 전에 0.2 wt%의 Zn stearate를 혼합하
였으며, 최종 성형 압력은 200 MPa의 성형압을 적용하였고 성형압 유지 시간
은 20 초로 설정하였다.

성형체의 die 직경은 10.0 mm이다.

기준 핵연료 성형체의 평균 밀도를 측정한 결과는 표 3.5.2.3 및 그림 3.5.2.4
와 같다.

첨가제를 첨가하지 않은 기준 핵연료의 경우 15분 밀링 처리된 분말

3
로 제조된 성형체의 밀도는 6.30 g/cm 를 나타냈으며, 30분 밀링 처리된 분말

로 제조된 성형체의 밀도는 6.39 g/cm3를 나타냈다.

첨가제를 첨가한 경우 15

분 밀링 처리된 분말로 제조된 성형체의 밀도는 6.28～6.30 g/cm3를 나타냈으
며, 30분 밀링 처리된 분말로 제조된 성형체의 밀도는 6.38～6.40 g/cm3를 나타
냈다.

첨가제의 량에 따른 성형밀도 변화는 매우 미미하였으며 30분 밀링 처

리한 분말로 제조된 성형체의 성형밀도가 15분 밀링 처리한 분말로 제조된 성
3
형체에 비해 0.1 g/cm 정도 큰 값을 나타냈다.

표 3.5.2.3 모의 건식 재가공 핵연료 성형체(green pellet) 밀도
기준 핵연료

첨가제 첨가 핵연료

밀링시간, 분

15

30

15

30

밀도 g/cm3

6.30

6.39

6.28～6.30

6.38～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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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150 핵연료 성형체(green pellets) 밀도

(다) 소결체 특성
① 소결 밀도
소결온도 및 시간은 각각 1700 ℃, 6 시간으로 설정하였다.

표 3.5.2.4 및 표

3.5.2.5는 성형체 및 소결체의 제원과 밀도를 측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3.5.2.5는 소결체의 밀도를 정리한 결과를 보여준다.

15분 밀링한 경우에

3
3
소결 밀도는 기준 핵연료의 경우 9.86 g/cm (이론 밀도 10.78 g/cm 의 91.5

%)를 나타냈으며, 30분 밀링한 경우에 10.41 g/cm3(이론 밀도 10.78 g/cm3의
96.6 %)를 나타내 밀링 효과에 의해 소결밀도를 증가시킬 수 있었다.
소결 밀도 증가를 기대하고 첨가제로 TiO2 및 Nb2O5를 각각 0.05, 0.1, 0.2
wt% 첨가하였다.

15분 밀링한 경우 TiO2가 첨가된 소결체는 10.47～10.40

3
g/cm (이론 밀도의 97.1～96.5 %) 범위의 소결밀도를 나타냈으며, Nb2O5가 첨

가된 소결체는 10.53～10.47 g/cm3(이론 밀도의 97.7～97.1 %) 범위의 소결밀
도를 나타냈다.

30분 밀링한 경우 TiO2가 첨가된 소결체는 10.53～10.36

3
g/cm (이론 밀도의 97.7～96.1 %) 범위의 소결밀도를 나타냈으며, Nb2O5가 첨
3
가된 소결체는 10.51～10.48 g/cm (이론 밀도의 97.5～97.2 %) 범위의 소결밀

도를 나타냈다.

실험결과 첨가제에 의해 소결밀도가 크게 향상되었으며 15분

밀링한 경우에 기준핵연료의 밀도가 매우 낮은 값을 나타냈기 때문에 밀도 증
가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첨가제의 종류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

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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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량의 첨가제에 의해 소결 밀도가 증가하는 효과를 얻었지만 첨가제
의 량이 증가할 경우에는 오히려 밀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모의

고연소도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시에도 같은 현상이 발생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원인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TiO2 또는 Nb2O5의 고용한계 값 때문으로
추정된다.

순수 UO2에 대한 첨가물의 고용한계를 살펴보면 TiO2의 경우 0.0

7～0.13 wt%, Nb2O5의 경우 0.33～0.5 wt%로 알려져 있다[3.5.2.3].

그러나 모

의 건식 재가공핵연료에는 실제 사용후핵연료와 마찬가지로 다량의 불순물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첨가제의 고용한계가 순수 UO2에 고용한계보다 매우 낮은
값을 가지며, 따라서 첨가제 첨가량의 증가에 따른 소결밀도 증가 효과가 나타
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15분 밀링한 분말에 대해 0.05 wt% TiO2를 첨가한 소결체의 수축률을 살펴
보면, 직경의 경우 16.2 %, 길이의 경우 14.6 %를 나타냈다.

그림 3.5.2.151 소결체 밀도
② 미세 조직
소결체의 미세조직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고 평균 결정립 크기를 측정하
였다.

15분 밀링한 후 첨가제를 첨가하지 않은 경우 평균 결정립 크기는 2.9 μ

m를 나타냈으며 30분 밀링한 후 첨가제를 첨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4.2 μm를
나타냈다.

밀링시간을 증가시켜 결정립 크기를 다소 증가시켰지만 첨가제를

첨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수로핵연료 최소 사양인 5 μm를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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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제를 첨가한 경우 모두 결정립 크기가 크게 증가되었다.

평균 결정립

크기 측정 결과를 정리하면 표 3.5.2.4 및 그림 3.5.2.6과 같다.
15분 밀링한 후 TiO2를 첨가한 경우에 결정립 크기는 12.9～15.7 μm 범위를
나타냈으며, 30분 밀링한 경우에는 14.3～18.8 μm 범위를 나타냈다.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첨가량의

15분 밀링한 후 Nb2O5를 첨가한 경

우에 14.2～15.3 μm 범위를 나타냈으며, 30분 밀링한 경우에는 14.0～16.1 μm
범위를 나타냈다.
0.1 wt% 첨가량까지는 첨가제를 첨가함에 따라 결정립 크기가 크게 증가하
였으나 0.1 wt% 이상에서는 크기 증가가 둔화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30분

밀링한 경우 15분 밀링한 경우보다 결정립 크기가 크게 나타났으며 TiO2를 첨
가한 경우에 다소 큰 결정립 크기를 나타냈다.

표 3.5.2.4 평균 결정립 크기 (μm)
Milling time,
minite
15
30

Content
wt%
Dopant
TiO2
Nb2O5
TiO2
Nb2O5

0.05

0.1

0.2

12.9
14.2
14.3
14.0

15.7
15.1
18.5
16.1

15.7
15.3
18.8
16.0

그림 3.5.2.152 소결체의 결정립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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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2와 Nb2O5가 모두 소결밀도와 결정립 크기를 증가시켰으며 소결체의 표
면 상태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시
첨가제로서 사용될 경우 소결온도와 소결 시간을 감소시켜 소결 공정을 단축시
키면서 중수로핵연료 사양을 만족하는 소결체를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그림 3.5.2.153 15 min milling,
not doped (x1000)

그림 3.5.2.155 30 min milling,
TiO2 0.05wt% (x200)

그림 3.5.2.154 30 min milling,
not doped (x1000)

그림 3.5.2.156 30 min milling,
TiO2 0.2wt% (x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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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언
본 연구에서는 35,000 MWd/tU의 고연소도를 모사한 모의 사용후핵연료를
제조하고 산화와 환원이 1회 수행되는 OREOX 분말처리 공정을 이용한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 공정을 적용하여 모의 건식 재가공 핵연료 소결체를 제조
하였다.

소결체 제조시 소결밀도와 결정립 크기 개선을 위해 TiO2 및 Nb2O5

분말을 0.05～0.2 wt% 소량 첨가하여 소결체를 제조하고 특성을 분석하였다.
첨가제를 첨가하지 않은 기준 핵연료의 경우 9.86～10.41 g/cm3(이론 밀도
3
10.78 g/cm 의 91.5～96.6 %) 범위의 소결밀도를 나타냈다.

15분 밀링한 경우 TiO2가 첨가된 소결체는 10.47～10.40 g/cm3(이론 밀도의
97.1～96.5 %) 범위의 소결밀도를 나타냈으며, Nb2O5가 첨가된 소결체는 10.5
3
3～10.47 g/cm (이론 밀도의 97.7～97.1 %) 범위의 소결밀도를 나타냈다.

30분

3

밀링한 경우 TiO2가 첨가된 소결체는 10.53～10.36 g/cm (이론 밀도의 97.7～
96.1 %) 범위의 소결밀도를 나타냈으며, Nb2O5가 첨가된 소결체는 10.51～10.48
3
g/cm (이론 밀도의 97.5～97.2 %) 범위의 소결밀도를 나타냈다. 실험결과 첨가

제에 의해 소결밀도가 크게 향상되었고 밀링 시간의 증가에 따라 소결밀도가
증가하였으며 첨가제의 종류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첨가제를 첨가하지 않은 경우 평균 결정립 크기는 2.9～4.2 μm를 나타냈다.
밀링시간을 증가시켜 결정립 크기를 다소 증가시켰지만 중수로핵연료 최소 사
양인 5 μm를 넘지 못했다.

15분 밀링한 후 TiO2를 첨가한 경우에 결정립 크

기는 12.9～15.7 μm 범위를 나타냈으며, 30분 밀링한 경우에는 14.3～18.8 μm
범위를 나타냈다.

15분 밀링한 후 Nb2O5를 첨가한 경우에 14.2～15.3 μm 범위

를 나타냈으며, 30분 밀링한 경우에는 14.0～16.1 μm 범위를 나타냈다.

첨가제

를 첨가한 경우 모두 결정립 크기가 크게 증가되었으며 첨가량의 증가에 따라
결정립 크기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실험결과 TiO2와 Nb2O5를 미량 첨가함에 따라 소결밀도와 결정립 크기가 증
가함으로써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시 첨가제로서 활용될 경우 소결온도와 소
결 시간을 감소시켜 소결 공정을 단축시키면서 중수로핵연료 사양을 만족하는
소결체를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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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연소도 모의 사용후핵연료 이용 첨가제에 의한 소결공정 개선 연구
(1) 서언
핵연료의 연소도 및 핵연료의 교체 주기를 증가시키면 원자력발전의 경제성
을 향상시키고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피복관의 내부식성

이 향상됨에 따라 핵연료의 연소도 및 원자로의 핵연료 교체주기의 지속적인
증가가 가능하게 되어, 1960년대 20,000～30,000 MWd/tU의 연소도는 계속 증
가되었으며 1990년대에는 60,000～62,000 MWd/tU까지 발전되었다.
의 핵연료 연소도 현황은 표 3.5.2.5와 같다[3.5.2.4].

최근 각국

각국별로 원자로 형태에

따라 연소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연료봉 기준으로 60,000～62,000
MWd/tU-rod avg. 수준이며, 미국의 경우 현재 62,000 MWd/tU에서 75,000
MWd/tU로 증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도는 60,000MWd/tU-rod avg.이다.

국내에서 현재 인허가된 최대 연소

현재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고 있

는 핵연료의 연소도 현황은 표 3.5.2.6과 같다[3.5.2.4].

따라서 앞으로는 고연

소도 사용후핵연료가 계속 발생될 예정이며,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공정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경수로 핵연료의 연소도가 증가함에 따라 핵분열생성물의 함량은 증가하게
되며, 핵분열생성물의 함량에 따라서 산화속도 및 분말 특성이 영향을 받게 되
며, 따라서 건식 재가공 핵연료 소결체 제조 특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방사성의 실제 사용후 핵연료를 사용한 실험을 수행하기 전에 실
제 사용후 핵연료를 모사한 모의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모의 사용후핵연료는 농축우라늄 대신에 천연우라늄, 핵분열생성물 대신에 산
화물 시약을 사용하여 제조한다.

본 연구에서는 60,000 MWd/tU의 고연소도

모의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였으며 모의 건식 재가공핵연료 제조시 기존에 확
립된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공정 조건을 이용하였다[3.5.2.5～3.5.2.7].

모의

사용후핵연료 소결체를 분말화시키기 위해 3주기 산화/환원 공정인 OREOX
공정을 사용하였으며, 공정조건중 OREOX공정에서는 500℃에서 2 시간 산화,
700℃에서 7 시간 환원시키고, 분말의 소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첨가제로
TiO2[3.5.2.1], Nb2O5[3.5.2.2], Li2O[3.5.2.5]를 각각 소량 첨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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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압은

100～300 MPa 범위가 이용되었으며 성형체를 1700℃의 소결온도에서 소결하
여 소결체를 제조하고 특성을 분석하였다.

표 3.5.2.5 각국의 핵연료 연소도 현황

미국
프랑스
일본
독일
스위스

연소도, MWd/tU
62,000
52,000
48,000 (PWR), 50,000 (BWR)
65,000 (PWR), 53,000 (BWR)
48,000-60,000

표 3.5.2.6 국내 경수로 핵연료 연소도 현황
발전소
고리
고리
고리
영광
울진
영광
울진

1
2
3,
1,
1,
3,
3,

4
2
2
4, 5, 6
4

주기 길이
(month)
15
15

최대 집합체 연소도
MWd/tU
52,000
43,000

18

35,000

18

53,000

18

47,500

(2) 모의 고연소도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소결체 제조
(가) 재료
건식재가공 핵연료 제조 시설에서는 고연소도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
한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 실험을 위해 2001년 5월에 울진 2호 원자력발전소
에서 방출된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K23집합체의 M03 연료봉에서 추출된 핵연
료를 사용하고 있다.

K23 집합체의 평균 연소도는 52,300 MWd/tU이며 M03

연료봉의 평균 연소도는 58,000 MWd/tU를 나타냈다.

M03 연료봉 중 연소가

균일한 고연소 부분을 실제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는 실험에 사용하
고 있으며, 이 부분의 평균 연소도는 65,000 MWd/tU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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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에서는 실제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기 전에 모의 사용후핵
연료를 제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제조 특성을 분석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와 유사한 60,000 MWd/tU

연소도를 기준으로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의 성분을 ORIGEN-2 코드로 분석하였
다.

분석된 성분을 바탕으로 표 3.5.2.7과 같이 모의 사용후핵연료의 조성을 결

정하였다.

표 3.5.2.7 사용후핵연료 핵분열생성물 종류 및 첨가량
Fission products

Surrogates

Nd(Pr, Sm)
Zr
Ce(Pu, Np)
Mo
Ru(Tc)
Ba
Pd
La
Sr
Te
Y
Rh

Nd2O3
ZrO2
CeO2
MoO3
RuO2
BaCO3
PdO
La2O3
SrO
TeO2
Y2O3
Rh2O3

첨가량(g/1000g UO2)
60,000 MWd/tU
(방출)
11.4644
8.3087
16.0936
8.5714
7.3036
3.7251
2.8590
2.4819
1.8098
1.0526
1.0195
0.6178

(나) 소결체 제조
모의 핵분열생성물을 산화물 상태로 UO2 분말(ADU, 평균입도 : 2.91 μm)
에 첨가하여 일련의 핵연료 제조공정인 분쇄, 혼합, 성형, 소결 공정을 통해 모
의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소결체를 제조하였다.
로 제조하였다.

성형체는 300 MPa의 성형압으

제조된 성형체의 직경은 13.1 mm, 성형체의 평균 밀도(green

density)는 5.47 g/cm3를 나타냈다.

이 성형체를 Ar-4%H2 분위기에서 1700℃

3
에서 5시간 소결하여 10.26 g/cm 의 소결밀도를 가진 모의 경수로 사용후핵연

료 소결체를 제조하고 본 실험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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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의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
본 실험에 이용한 모의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공정 흐름은 실제 사용후핵
연료를 이용한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공정 흐름과 같다.

본 실험에서는 예

비압분 및 조립화 과정은 생략하였다.

(가) 분말처리
모의 사용후핵연료 소결체를 산화온도 500℃에서 5시간 산화시켜 분말화시
킨 후에 산화온도 500℃에서 2시간, 환원온도 700℃에서 7시간 동안의 OREOX
공정을 3 회 수행하여 건식 재가공 핵연료 원료 분말을 제조하였다.

유량은

air의 경우 2 L/min, Ar-4%H2의 경우 7 L/min, Ar의 경우 1 L/min이다.
OREOX 공정을 거친 분말에 대해 150 rpm의 회전속도로 15분간 attrition 밀링
을 수행하였다.
① 산화
모의 사용후핵연료 소결체를 3단 트레이에 넣고 산화/환원로에 장전한 후 5
시간 산화시켜 분말을 제조하였다.
② 산화/환원
산화된 분말을 3단 트레이에 고르게 펼친 후에 산화/환원로에 장전하고 3회
에 걸쳐 산화/환원 운전을 수행하여 재소결 가능한 분말을 제조하였다.

산화

시간은 2 시간, 환원시간은 7 시간으로 설정하였다.

③ 미분쇄(milling)
분말의 혼합을 균일하게 하고 입자크기를 작게 하여 비표면적을 증가시킴에
따라 소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화/환원된 분말을 수직 attrition 분쇄기에
서 150 rpm의 회전속도로 15 분간 1회 분쇄하였다.

분말의 입자 크기는 laser

particle size analyzer, 비표면적은 BET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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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1차 혼합(1st mixing)
밀링된 분말에 0.2 wt%(중량기준)의 윤활제(zinc stearate)를 첨가한 혼합분
말을 혼합장치에서 균일하게 혼합하였다.

⑤ 예비압분 및 조립(granulation)
핫셀에서 수행되는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제조공정에서는 분말의 유
동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예비압분 및 조립 공정을 적용하였지만 본 모의 사용
후핵연료 제조실험에서는 본 공정을 생략하였다.

⑥ 2차 혼합(2nd mixing)
공정 조건별로 원료분말에 소결촉진용 첨가제인 TiO2, Nb2O5, Li2O 분말을
각각 0.07, 0.14, 0.2 wt%(중량기준) 첨가하고 혼합장치에서 균일하게 혼합하여
각각의 시료 분말을 제조하였다.

(나) 성형 및 소결
① 최종압분
첨가제를 첨가하지 않은 기준 핵연료의 경우 최종 압력(성형압)을 100～300
MPa 범위에서 50 MPa 폭으로 가변시켰으며, 첨가제를 첨가한 경우는 200
MPa의 균일한 압력을 설정하였다.

최종압분후 성형체 밀도를 측정하였다.

② 탈왁스
원활한 성형을 위해 첨가된 윤활제(zinc stearate) 제거를 위해 소결 전에 환
원성 분위기(Ar-4%H2)하 800℃에서 2시간 가열하여 탈왁스처리하였다.

③ 소결
탈왁스 처리한 성형체를 수소의 환원성 분위기(Ar-4%H2)하 1700 ℃에서 6
시간동안 소결하였다.

승온시 1700℃까지 분당 5℃의 속도로 가열하며, 냉각시

에는 분당 5℃의 속도로 150℃까지 냉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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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의 건식 재가공 핵연료 특성 분석
3 cycle OREOX 공정에 의해 제조된 모의 건식 재가공 핵연료의 특성을 분
석하기 위해 OREOX 공정후의 분말과 밀링공정 후의 분말 밀도를 측정하였으
며, 분말처리, 성형압력 및 첨가제 첨가량 등에 따른 소결체의 밀도 변화와 결
정립 크기 등을 분석하였다.

(가) 분말 특성
제조된 모의 건식 재가공 핵연료 분말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입도, 비표
면적, 겉보기 밀도와 탭밀도를 측정하였다.

OREOX 공정을 거친 후의 분말

특성과 추가로 Milling 공정을 거친 후의 분말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말의 특성을 측정한 결과이다.

표 3.5.2.8은

측정 결과 OREOX 분말의 경우 평균 입도는

2
3
8.3 μm, 비표면적은 4.57 m /g, 겉보기 밀도는 0.7 g/cm 이고 탭밀도는 1.35
3
g/cm 를 나타냈으며, 밀링한 분말의 경우 평균 입도는 0.6 μm로 감소하였고,

비표면적은 6.08 m2/g로 증가하였으며, 겉보기 밀도는 1.72 g/cm3이고 탭밀도
는 2.69 g/cm3를 나타냈다.

밀링 공정에 의해 분말의 입도가 작아지고 비표면

적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표 3.5.2.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35,000 MWd/tU 연소도의 분말과 비교한 결
과 60,000 MWd/tU 연소도 분말의 경우 OREOX 분말의 입도가 크고 탭밀도
가 다소 작은 값을 나타냈으며, 그 외의 특성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표 3.5.2.8 모의 건식 재가공 핵연료 분말 밀도

분말 물성

35,000 MWd/tU
3cycle OREOXed
밀링 전

입자크기(μm)

밀링 후
(15 min)

60,000 MWd/tU
3 cycle OREOXed
밀링 전

밀링 후
(15 min)

4.2

0.6

8.3

0.6

비표면적(m /g)

4.55

4.79

4.57

6.08

겉보기 밀도(g/cc)

0.71

1.63

0.7

1.72

탭 밀도(g/cc)

1.87

3.05

1.35

2.6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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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11 분말 밀도

(나) 성형체 특성
최종 성형 압력은 첨가제를 첨가하지 않은 기준 핵연료의 경우 100～300
MPa 범위에서 50 MPa 단계로 설정하였으며 첨가제를 첨가한 핵연료는 200
MPa의 성형압을 적용하였고 성형압 유지 시간은 20 초로 설정하였다.

성형체

의 die 직경은 10.0 mm이다.
기준 핵연료 성형체의 평균 밀도를 측정한 결과는 표 3.5.2.9 및 그림
3.5.2.12와 같다.

100 MPa의 성형압으로 제조된 성형체의 밀도는 5.53 g/cm

3

를 나타냈으며 150 MPa의 성형압으로 제조된 성형체의 밀도는 5.71 g/cm3,
200 MPa의 성형압으로 제조된 성형체의 밀도는 5.83 g/cm3, 250 MPa의 성형
압으로 제조된 성형체의 밀도는 5.93 g/cm3, 300 MPa의 성형압으로 제조된 성
3
형체의 밀도는 6.03 g/cm 를 나타내 성형압의 증가에 따라 밀도가 증가하는 경

향을 보여주었다.

첨가제를 혼합하여 200 MPa의 성형압으로 성형한 성형체의

경우 성형밀도는 5.79～5.83

3
g/cm 를 나타내 첨가제를 첨가하지 않은 경우와

유사한 값을 나타냈다.

표 3.5.2.9 모의 고연소도 건식 재가공 핵연료 성형체(green pellet) 밀도
성형압, MPa

100

150

200

250

300

밀도 g/cm3

5.53

5.71

5.83

5.93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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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12 기준 핵연료 성형체(green pellets) 밀도
(다) 소결체 특성
① 소결 밀도
소결온도 및 시간은 각각 1700 ℃, 6 시간으로 설정하였다.

소결 후에 전자

저울과 밀도측정용 장치를 이용하여 소결체의 침적밀도(immersion density)를
측정하였다.
여준다.

표 3.5.2.10과 그림 3.5.2.23은 소결체의 밀도를 측정한 결과를 보
3

소결 밀도는 기준 핵연료의 경우 성형압에 따라 10.04～10.34 g/cm

(이론 밀도 10.65 g/cm3의 94.3～97.1 %) 범위를 나타냈다.

소결밀도는 성형

압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300 MPa의 성형압에서의 수축률은 직
경의 경우 16.96 %, 길이의 경우 15.89 %를 나타냈다.
소결 밀도 증가를 기대하고 첨가제로 TiO2, Nb2O5, Li2O를 각각 0.07, 0.14,
0.20 wt% 첨가하였다.

3
TiO2가 첨가된 소결체의 경우 10.42～10.35 g/cm (이론

밀도 97.8～97.2 %) 범위의 소결밀도를 나타냈으며, Nb2O5가 첨가된 소결체의
경우에는 10.46～10.32 g/cm3(이론 밀도 98.2～96.9 %) 범위의 소결밀도를 나
타냈다.

3
Li2O가 첨가된 경우에는 10.37～10.28 g/cm (이론 밀도 97.4～96.5 %)

범위의 소결밀도를 나타냈다.
TiO2와 Nb2O5는 소결 밀도를 뚜렷이 증가시켰으나 Li2O는 소결 밀도 증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량의 첨가제에 의해 소결 밀도

가 증가하는 효과를 얻었지만 첨가제의 량이 증가할 경우에는 오히려 밀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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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에 대한 원인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TiO2 또

는 Nb2O5의 고용한계 값 때문으로 추정된다.

순수 UO2에 대한 첨가물의 고용

한계를 살펴보면 TiO2의 경우 0.07～0.13 wt%, Nb2O5의 경우 0.33～0.5 wt%로
알려져 있다[3.5.2.4].

그러나 모의 건식 재가공핵연료에는 실제 사용후핵연료

와 마찬가지로 다량의 불순물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첨가제의 고용한계가 순수
UO2에 고용한계보다 매우 낮은 값을 가지며, 따라서 첨가제 첨가량의 증가에
따른 소결밀도 증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 3.5.2.10 소결체 소결밀도
Additive

밀도
3
g/cm

TiO2
TiO2
TiO2
Nb2O5
Nb2O5
Nb2O5
Li2O
Li2O
Li2O
0.07 wt% 0.14 wt% 0.2 wt% 0.07 wt% 0.14 wt% 0.2 wt% 0.07 wt% 0.14 wt% 0.2 wt%

10.42

10.39

10.35

10.46

10.43

10.32

10.37

10.34

10.28

그림 3.5.2.13 3 cycle OREOX 공정에 의해 제조된 건식 재가공 핵연료
소결체 밀도 ( 60,000 MWd/tU 연소도 모사)
② 미세 조직
소결체의 미세조직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고 평균 결정립 크기를 측정하였
다. 소결촉진제를 첨가하지 않은 경우 결정립 크기는 성형압(100～300 MPa)의
증가에 따라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지만 증가 효과는 미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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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14는 소결촉진제를 첨가하지 않은 경우의 성형압에 따른 평균 결정
립 크기를 보여준다.

평균 결정립 크기는 3.4～3.8 μm 범위를 나타냈으며 중

수로핵연료 최소 사양인 5 μm를 넘지 못했다.
소결촉진제를 첨가한 경우 모두 결정립 크기를 크게 증가시켰다.

그림

3.5.2.15는 소결촉진제를 첨가한 경우에 측정된 평균 결정립 크기를 보여준다.
TiO2를 첨가한 경우에 결정립 크기는 8.8～9.7 μm 범위를 나타냈으며, Nb2O5를
첨가한 경우에는 7.3～9.9 μm 범위를, Li2O를 첨가한 경우에는 9.4～12.2 μm 범
위를 나타냈다.

또한 세 가지 경우 모두 첨가량의 증가에 따라 결정립 크기가

증가하였다.

그림 3.5.2.14 첨가제를 첨가하지 않은 경우의
성형압에 따른 평균 결정립 크기

Li2O의 경우 결정립 크기가 가장 큰 반면 미세조직 관찰시 large pore가 다
량 발견되었으며 결정립 성장에도 불구하고 large pore가 소결 밀도를 저하시킨
원인으로 분석된다.

Li2O는 TiO2나 Nb2O5와 달리 소결시에 모두 휘발되는 특

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결 중에 Li2O가 휘발되면서 large pore를 소
결체 내부에 많이 발생시킨 것으로 보인다.

Li2O를 첨가한 경우에 소결체의

표면 상태도 매끈하지 못하고 표면 상태가 매우 거친 모양을 나타내 건전한 소
결체 제조시 적용성에 문제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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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2와 Nb2O5가 모두 소결밀도와 결정립 크기를 증가시켰으며 소결체의 표
면 상태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시
첨가제로서 활용될 경우 소결온도와 소결 시간을 감소시켜 소결 공정을 단축시
키면서 중수로핵연료 사양을 만족하는 소결체를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첨가제의 용융 온도를 살펴 보면, TiO2의 용융 온도가 1870±15℃로 Nb2O5

의 용융온도 1490±20℃보다 높아 건식 재가공 핵연료 첨가제로 TiO2 분말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3.5.2.15 첨가제를 첨가한 경우의 평균 결정립 크기

그림 3.5.2.16 REF (x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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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17 TiO2 0.07 wt% (x500)

그림 3.5.2.18 TiO2 0.2 wt% (x500)

그림 3.5.2.19 Nb2O5 0.07 wt% (x500) 그림 3.5.2.20 Nb2O5 0.2 wt% (x500)
(5) 결언
본 연구에서는 60,000 MWd/tU의 고연소도를 모사한 모의 사용후핵연료를
제조하고 산화와 환원이 3회 반복되는 OREOX 분말처리 공정 등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 공정을 적용하여 모의 건식 재가공 핵연료 소결체를 제조하였다.
소결체 제조시 소결밀도와 결정립 크기 개선을 위해 TiO2, Nb2O5 및 Li2O 분말
을 0.07～0.2 wt% 소량 첨가하여 소결체를 제조하고 특성을 분석하였다.
첨가제를 첨가하지 않은 기준 핵연료의 경우 10.04～10.34 g/cm3(이론 밀도
10.65 g/cm3의 94.3～97.1 %) 범위의 소결밀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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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2를 첨가한 경

3
우 10.42～10.35 g/cm (이론 밀도의 97.8～97.2 %) 범위를 나타냈으며, Nb2O5

를 첨가한 경우 10.46～10.32 g/cm3(이론 밀도의 98.2～96.9 %)
냈다.

범위를 나타

3
Li2O의 경우에는 10.37～10.28 g/cm (이론 밀도의 97.4～96.5 %) 범위를

나타냈다.

TiO2와 Nb2O5는 소결 밀도를 뚜렷이 증가시켰으나 Li2O는 소결 밀

도 증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다.

첨가제를 첨가하지 않은 경우 평균 결정

립 크기는 3.4～3.8 μm 범위를 나타냈으며 중수로핵연료 최소 사양인 5 μm를
넘지 못했다.

첨가제를 첨가한 경우 모두 결정립 크기가 크게 증가하였다.

TiO2를 첨가한 경우에 결정립 크기는 8.8～9.7 μm, Nb2O5를 첨가한 경우에는
7.3～9.9 μm, Li2O를 첨가한 경우에는 9.4～12.2 μm 범위를 나타냈다.
경우 결정립 크기가 가장 큰 반면

Li2O의

소결 밀도가 작고 소결체의 표면이 거칠어

건전한 소결체 제조에 문제를 나타냈다.
실험결과 TiO2와 Nb2O5가 모두 소결밀도와 결정립 크기를 증가시켜 건식 재
가공 핵연료 제조시 첨가제로서 활용될 경우 소결온도와 소결 시간을 감소시켜
소결 공정을 단축시키면서 중수로핵연료 사양을 만족하는 소결체를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용융온도가 보다 높은 TiO2를 건식 재가공 핵연료 첨가
제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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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유동화 이용 분말제조기술 최적화 및 응용
1. OREOX 공정개선을 위한 유동층 장치 제작
본 연구는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공정의 핵심 공정인 OREOX 공정을 개
선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기존 OREOX 공정은 산화와 환원 과정을 3회 수행
하게 되어 37 시간 이상의 시간과 다량의 산화 및 환원 분위기용 가스를 소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말 제조공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산화와 환원
이 1 회만 수행되는 OREOX 공정이 연구되고 있으며, 모의 사용후핵연료를 사
용하여 1 회 OREOX 공정으로 이론 밀도의 95 % 이상되는 소결밀도를 가진
소결체 제조에 성공한 바 있다[3.1.2.2, 3.3.1.1～2]. 그러나 핫셀에서 사용후핵연
료를 사용하여 1 회 OREOX 공정을 적용하여 성형압 등의 제조 공정 조건을
변화시키면서 건식 재가공 핵연료 소결체를 제조하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 소
결체 밀도는 기존 3 회 OREOX 공정을 적용하여 제조한 소결체 밀도보다 다
소 낮게 나타나 재소결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제조된 분말의 특성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기존 OREOX 공정에 소요되는 시간 및 가스 소비
량을 줄이고 아울러 소결성이 보다 우수한 분말 제조를 목적으로, 기-고 접촉
반응을 증대시킬 수 있는 유동화를 이용한 분말 제조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였
다.

가. OREOX 공정 개선을 위한 유동층 장치 예비 제작
회분식 형태의 트레이를 사용한 OREOXed 분말 제조 공정을 개선하기 위하
여 소결성이 높은 UO2 핵연료 분말 제조를 위한 고온 조건의 유동층에서 분말
화 특성 및 기상-고상 반응 메커니즘 규명을 목적으로 실험실 규모 유동층 시
스템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유동화 장치는 산화․환원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공급기체 가열 시스템, 유동
층, 입자 분리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직렬형 사이클론 및 미세 분말 회수를
위한 사이클론으로 구성하였으며, UO2를 이용한 유동화 시험시에는 산화에 의
한 Swelling에 따른 미세 분말화가 일어나므로 입자 크기에 따른 유동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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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다음의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그림
3.6.1.1과 같은 유동화 시험장치를 제작하였으며 zirconia 분말(13 ㎛ 입자 크기)
을 사용하여 운전조건 변화에 따른 유동층 내 분말흐름 특성 실험을 수행하였
다. UO₂분말의 유동화 시험장치 제작을 위한 설계시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
다. 유동층에서의 온도 및 운전조건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산화단계 : 최대 450℃, 공기 주입
․환원단계 : 최대 700℃, 4%-H2/Ar 기체 주입
․완충단계 : 450～700℃, Ar 기체 주입
따라서 본 유동층을 이용할 경우 운전시간 감소 및 분말 특성 향상 등 기존
공정의 개선 정도를 시험․평가할 수 있도록 온도 제어, 유량의 정밀도를 높이
고, 시간에 따른 분말 시료 채취, 분말의 순환 조작 등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
다.

그림 3.6.1.1 UO2 분말화를 위한 유동층 시험장치
유동화 시험장치는 다음과 같은 운전 특성을 고려하여 제작하였다.
- 시료를 유동층에 주입하여 유동화 운전을 시작한다. 공기 및 4%-H2/Ar 기체
를 단계별로 주입하여 산화/환원반응 시키고 산화/환원에 따른 분말화로 인
하여 입자크기가 감소하며, 미세화된 입자는 유동층 상부의 직렬형 사이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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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과한 후 UO2 Dust Collector로 이동하여 포집된다. 이때 직렬형 사이클
론 및 UO2 Dust Collector내에 세라믹 필터를 설치하여 0.5㎛이하 크기의 미
세 분말을 회수한다.
- 산화/환원 각 단계별로 UO2 Dust Collector에 회수된 분말을 샘플링하여 시
간 및 운전조건에 따른 분말화 특성을 평가한다.
- 유동층 제작시 장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본 장치는 크게 가스 주입부 및 유량제어, 유동층, 직렬형 사이클론, 분말회
수용 사이클론, 분말회수부분, 가스 가열 및 유동층 온도가열, 제어판 등으
로 크게 구성하였다.
․유동층 조건은 표 3.6.1.1의 분말 특성을 고려하였다.

표 3.6.1.1 유동층 설계기준 분말 특성
운전단계

분말 크기(㎛) 분말밀도(g/cc) 충전밀도(g/cc)

운전초기(U3O8)

최대 200

10.5

2.5

운전후(UO2)

3 ～ 10

10.5

1

․상기 분말 특성을 고려하여 운전시 유동화 조건으로 유량 범위는 상온․상압
의 공기를 기준으로 12～60 ℓ/min 이다.
․유동층 및 직렬형 사이클론 제원 : 1회 운전시 분말 처리용량은 최대 100 g
으로 하며, 충전밀도를 고려할 경우 유동층내 충전부피는 최대 50 ㎖이다.
상기 표의 초기 분말특성을 고려하여 유동화 조건(최소 유동화속도)을 결
정하였으며, 예비 계산한 최소 유동화 속도를 기준으로 설정한 유동층 및
직렬형 사이클론 제원은 유동층/직렬형 사이클론 직경은 내경 35 mm, 유
동층 250 mm, 직렬형 사이클론 500 mm이다.
․직렬형 사이클론내 회전깃을 설치하여 입자의 분리효과를 극대화하며,

직렬

형 사이클론 내부에 고온용 세라믹 필터를 설치하여 0.5㎛이하 크기의 분
말을 회수할 수 있다.
․UO2 Dust Collector는 직렬형 사이클론으로부터 생성된 미세분말을 회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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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소형 사이클론 및 분말 포집탱크로 구성하였다. 소형 사이클론은
운전 특성(가스 유입 유속 : 4.16～23.3 m/s, 압력강하 : 750～1,500 Pa)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2. 유동층 장치 개선을 위한 설계 및 제작
가. 분말 유동화 개선을 위한 개념 설정 및 장치 제작
기존에 제작된 유동층 장치는 입자의 밀도가 높은 UO2 분말의 경우 유동화
의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이는 분말의 유동조건이 유동층 상.하부의 압력강하
(Δp) 가 클수록 유동화가 쉽게 일어나지만 10㎛정도의 U3O8산화 분말은 기체
의 흐름에 따라 Chaneling현상에 의해 Δp가 급격히 감소가 되어 분말의 유동
화를 저해 시킨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동화 장치의 설계시
고려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유동화 장치 하부에 인위적으로 Δp를 갖도록 노즐
을 부착하여야 한다. 유동층 장치에 부착된 노즐은 0.3mm의 구멍으로 원주 방
향으로 8등분 하여 천공하였으며(그림 3.6.2.1 참조) 이것은 노즐에서의 유속을
증가시켜 유동층 내에서 분말을 회전 시켜 기-고 반응을 촉진하게 하기 위함이
다. 뿐만 아니라 분말 회전시 노즐 부분에서 발생하는 Vortex현상에 의해 노즐
중심부에 분말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추형태의 Paddle을 설치하였
으며 그림 3.6.1.1의 장치를 그림 3.6.2.2과 같이 개조하였다.

그림 3.6.2.1 분말공정 개선을 위한 유동화 장치에 부착된 노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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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유동층 컬럼

(b) 유동화 시스템

그림 3.6.2.2 분말공정 개선을 위한 유동화 장치 및 유동층 컬럼

3. 유동화를 이용한 핵연료 분말제조 특성 분석 및 기술개선
가. 상온에서 분말 유동화 예비 실험
기존 회분식 OREOX 분말 제조 공정 개선을 위하여 유동층을 이용한 분말
화 특성 예비 실험을 수행하였다. 먼저 상온에서 투명 유리관을 사용하여 분말
밀도 및 입자크기 변화에 따른 유동화 특성 실험을 수행하였는 데,. 알루미나
분말을 입자크기별로 제조하여 입자크기에 따른 유동화(spout 속도)를 구하였
다. 일반적으로 분말 밀도가 높고 입자크기가 200μm 이하일 경우 분말은 유동
화 형태보다도 분말 혼합이 격렬하게 일어나는 spout현상이 나타난다.
유동화를 이용한 UO2 핵연료의 산화공정에의 적용 연구는 거의 전무하며,
유동층에서 UN 분말을 U3O8 분말로 산화시키는 공정에 대한 기초 연구를 수
행한 예가 있다[3.6.3.1]. 평균 입자크기가 약 7㎛인 UN 분말을 이용하여 유동
층에서 산화할 경우 반응온도, 유량, 산소농도 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찰하였는
데, 반응온도 200℃에서 유량 범위 0.44～0.65 ℓ/분(유동층 직경 : 4.5 cm)에서
산화 전환율 실험을 수행한 바 있으며, 유량이 증가할수록 산화 전환속도는 빨
라졌으나 이는 주로 반응에 필요한 산소기체의 양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해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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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3.1은 알루미나(밀도 : 4.0 g/cc) 입자크기가 40～140 μm 범위에서
분말의 격렬한 혼합이 일어나는 spout형 유동화 유량(유리컬럼 내경 : 32.6
mm)변화을 도식한 결과이며, 10 μm크기의 zirconia 분말(밀도 : 6.02 g/cc)과
상호 비교하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알루미나 및 zirconia분말, UO2 분
말(밀도 : 10.97 g/cc)의 spout 되는 속도는 Levenspiel과 Kunii에 의해 제안된
이론식으로부터 구한 최소 유동화 속도[3.6.3.2]의 약 2.5배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UO2와 같이 밀도가 매우 높을 경우 이론값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아울러 그림 3.6.3.2에 나타낸 바와 같이 그림 3.6.3.1의 spout 속도
는 분말이 일정 높이에서 격렬한 혼합이 일어나 층 상하부위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는 속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입자의 밀도가 적고 분말 크
기가 40㎛이상으로 큰 경우와 비교하여 층 전체에서의 유동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즉 spout 속도 이상으로 유량을 증가시킬 경우 분말의 비말동반
(entrainment)가 크게 일어나 조업조건으로서 부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6.3.1 알루미나 및 zirconia 분말 이용 입자크기에 따른
최소 유동화 속도 및 spout 속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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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3.2 알루미나 분말 이용 유동층내에서 spout 현상 사진

나. UO2 핵연료를 이용한 분말 유동화 특성
NU(Natural Uranium) UO2 펠렛을 이용하여 500℃ 산화분위기에서 분말화
특성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표 3.6.3.1에 정리하였다. 공기 유량은 2
L/min으로 고정하고 산화시간 변화에 따른 분말의 평균 입자 크기를 구하였으
며, 회분식(시료를 시간별로 달리함)과 연속식(초기 NU 펠렛 주입후 임의 시
간에서 샘플링한 후 연속 산화시킴)을 비교하였다. 표 3.6.3.1에 나타난 바와 같
이, 30분 산화후 분말특성은 비슷하게 나타나 기-고 접촉시간 증대의 효과가
예상되지만, 이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spout현상을 관찰할 수 있도록
장치를 개선하였다.

표 3.6.3.1 NU 펠렛 이용 유동층에서 산화시간별 분말 평균 입자크기 변화
(단위 : μm)
실험
산화시간
조건
30분
60분
90분
120분
회분식

9.8

11.7

14.8

10.3

9.9

13.4

11.7

11.2

10.3

8.2

8.3

연속식 11.6

9.6

8.8

9.9

10.7

10.7

10.0

-

10.6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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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2 펠렛을 이용한 유동화 실험은 산화공정과 환원공정을 각각 분리하여 수
행하였는데, 이는 산화공정과 환원공정의 보다 확실한 메커니즘을 관찰하여 분
말화 연속공정장치를 설계,제작하는데 적용하기 위해서이다. 즉 UO2 펠렛을 이
용하여 유동화에 의한 산화실험이 종료하고 제조된 산화분말의 반응시간에 따
른 분말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산화가 종료된 후 산화분말을 유동층에 재투입하
고 환원분위기에 유동화에 의한 U3O8의 UO2로의 환원 특성을 평가하였다.
산화공정은 반응온도 500℃,반응시간 30분을 기준으로 반응가스(air)유량을
조절하여 실험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6.3.2 및 그림 3.6.3.3～3.6.3.4에 나타내
었다. 그림 및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반응가스의 유량이 0.5ℓ/min이상에서 펠
렛이 분말화되면 모두 U3O8으로 변환되었음을 XRD 분석 결과 확인할 수 있었
다.
환원공정은

반응온도

700℃,

반응

시간

1

시간을

기준으로

반응가스

(4%H2/Ar) 유량을 조절하여 실험 하였으며 가스유량이 약 3.5ℓ/min에서 산화
분말이 유동화하기 시작 하였으나 수 분후 channeling 현상으로 인하여 분말의
유동이 일어나지 않으나 실험 결과는 표 3.6.3.2에 나타난바와 같이 반응가스
유량이 1.0ℓ/min이상이면 환원 반응이 완료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표 3.6.3.2 산화․환원조건별 유동화 분말 특성 분석
산화조건 기체 유량

펠렛 무게 산화분말무게 실 험 결 과(XRD)
U3O8 변환

0.5ℓ/min

17.88g

18.26g

2.0ℓ/min

10.26g

10.49g

1.0ℓ/min

15.00g

14.10g

UO2 변환

3.0ℓ/min

15.01g

13.98g

UO2 변환

5.0ℓ/min

14.99g

14.35g

UO2 변환

3.0ℓ/min
환원조건 기체 유량

U3O8 변환
U3O8 변환(약2g의
19.18g
19.59g
UO2알갱이)
U3O8무게 환원분말무게 실 험 결 과(X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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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3.3 유동화에 의해 제조된 산화분말의 XRD 분석1

그림 3.6.3.4 유동화에 의해 제조된 환원분말의 XRD 분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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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3.5～6은 유동화에 의하여 상기 조건에서 제조된 분말들의 SEM 사
진으로서 입자크기는 8～15 ㎛ 정도로 나타났다.

그림 3.6.3.5 유동화에 의해 제조된 산화분말의 SEM 사진1

그림 3.6.3.6 유동화에 의해 제조된 환원분말의 SEM 사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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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멀티핀 집합개념 및 제조기술 타당성 분석

1. 멀티핀 집합개념 분석
가. 서언
모의 소결체 및 연료봉 제조와 특성실험을 바탕으로 사용후 핵연료를 이용
하여 핫셀에서 건식공정 핵연료를 제조하였으며 지르칼로이 피복관에 펠렛을
장전하여 연료봉 제조의 마지막 공정인 봉단용접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마련되
었다.

본 연구에서는 핵연료 다발 제조를 위한 전초적인 단계로서 건식공정

핵연료를 이용한 원격 제조기술 개발을 위하여 멀티핀

집합에 대한 개념 및

제조 기술성을 조사하였고, 멀티핀 집합 제조를 위한 기본개념 확립을 위해 멀
티핀 집합의 주요 특성 및 구조에 관해서 기술하였고, 완성된 연료봉을 이용한
일정규격의 집합 제조를 위해 핵심적인 구성요소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그리

고 멀티핀 집합 제조시 각각의 용접방법과 실제로 양산중인 CANDU 핵연료다
발의 봉단접합판을 이용한 저항용접기술에 대해서도 비교 조사하였다.[3.7.1.1]
멀티핀 집합 봉단접합판의 용접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고출력 레이저를 이
용한 기초실험 및 강도시험을 수행하였고, 멀티핀 집합 제조시 원격조립의 기
술개발을 위해 특수한 조립치구를 설계 제작하고 성능시험을 수행하였다.

따

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건식공정 핵연료를 이용한 멀티핀 핵연료 및 조사시험
용 멀티핀 핵연료 집합을 제조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향후 멀
티핀 핵연료 집합 제조를 위한 원격 제조장비 및 공정기술 개발에 기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나. 멀티핀 집합 특성 및 구조
건식공정 핵연료 집합체는 월성 중수로용 핵연료 집합체의 형태를 기준으로
하며, 그 외형적인 특징은 동일하나 핵적 특성 및 성능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
을 것으로 추정되어 이에 대한 연구가 노심관리 및 안전성 평가기술개발 분야
에서 향후 진행될 예정이다.
멀티핀 핵연료 집합은 그림 3.7.1.1에서와 같이 외형상 중수로용 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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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와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길이 493mm의 연료봉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되어 조립된 원통 다발형 집합체로, 중심봉 1개, 내환봉 6개, 중환봉 12개,
외환봉 18개의 연료봉과 이들의 양단을 지지해주는 2개의 봉단접합판으로 된다.
또한 구성 재료에 있어서도 중수로용 핵연료와 마찬가지로 피복관은 Zircaloy-4
를 사용하며, 핵연료는 천연 UO2가 아닌 OREOX 공정을 거친 사용후 핵연료 물
질(OREOXed-UO2)을 사용하며,

건식공정 핵연료 집합체의 무게는 약 24kg이

며 그 가운데 21kg이 OREOXed -UO2 이고 나머지가 Zircaloy-4 연료봉과 봉단
접합판이다. 멀티핀 핵연료 집합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고밀도의 OREOXed-UO2 소결체
-1 종류의 3 혹은 37 개이상의 연료봉으로 구성된 집합물
-두께가 얇은 피복관
-고도의 건전성을 갖는 봉단접합 용접물
-소결체와 Zircaloy-4 피복관 사이의 흑연도포층
-유도경납땜으로 접합한 간격체 및 지지체
-연료봉과 봉단접합판간의 용접강도

위와 같은 특징을 갖는 멀티핀 집합의 주요 사양은 표 3.7.1.1과 같으며 이는
37개의 연료봉이 2개의 봉단접합판에 일정한 배열로 조립, 용접되어 있으며 각
연료봉은 Zircaloy-4 피복관에 OREOXed-UO2 소결체가 장전되어 그 양단이 봉
단마개로 밀봉되어 있다. 연료봉 사이의 간격은 연료봉 외면에 부착된 간격체에
의하여 일정하게 유지되며, 원자로에 핵연료 집합체를 장전할 때 압력관과 핵연
료 집합체간에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집합체의 외환봉에 지지체가 부착되어
있다. 또한 Zircaloy-4 피복관 내부에는 얇은 흑연층이 도포되어 있으며 이는 피
복관과 OREOXed-UO2 소결체간의 interaction을 감소시킨다.

핵연료 집합체의

조립은 이들 연료봉의 양단과 봉단접합판간의 점용접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때
접합은 전기저항을 이용한 용접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조립된 집합체 구
조물에 대한 품질특성으로서 연료봉의 봉단과 접합판간의 비틀림 강도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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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봉과 접합판간의 형상구조에 대한 엄격한 치수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기서 멀티핀 집합의 요구조건을 요약 나열하면 표 3.7.1.2 에서와 같다.

그림 3.7.1.1 멀티핀 집합의 형태

표 3.7.1.1 멀티핀 집합의 주요 사양
◦
◦
◦
◦
◦
◦

No of elements
Length
Multi-pin dia.
O.D. of element
I.D. of element
Cladding tube
-material
-thickness
◦ End plate
-diameter
-thickness

Multi-pin Specifications
37
495.30 ± 0.75mm
102.50 mm max.
13.08 ± 0.03 mm
12.24 ± 0.03 mm
Zircaloy-4
0.38mm min.
91.1 ± 0.20 mm
1.65 ± 0.0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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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rks

여

표 3.7.1.2 멀티핀 집합의 설계 요구조건
구분

소결체

연료봉

봉단접합판

집합체

요구 항목

비고

밀도
미세조직
화학적 조성
치수
표면조도
피복재 두께,건전성
열영향부 결정입자구조
흑연도포,두께,접착력
소결체와 직경방향간격
봉단마개 두께
봉단용접 계면, 강도
지지체 평행도
중간지지체 축방향위치
지지체 원주방향위치
지지체,간격체 치수
접합판 두께
빗살 폭 및 위치
표면조건
직경, 길이
양단형상,지지체축방향위치
간격체 교차폭
압력관과의 간격
연료봉간의 간격
접합판수직도 국부파형
연료봉의 길이 변화
봉단접합판의 용접강도

다. 멀티핀 집합의 제조공정 기술
완성된 연료봉을 이용하여 일정규격의 멀티핀 집합 형태로 제조하기 위
하여 그림 3.7.1.2 에서와 같이 핵심 구성요소가 요구된다.

그 구성품으로

는 소결체 및 연료봉, 용접기, 봉단접합판 및 용접치구를 들 수 있다.

각

구성에 대한 상세요소는 봉단접합판 용접을 위한 전원공급장치, 용접순서
를 제어하는 microprocessor controller, 집합 조립형태로 구성된 후 용접위
치까지 원격으로 이송해주는 transfer system, 완성된 연료봉을 집합체내
에 정위치되도록 하고 또한 집합 형태로 구성되도록 해주는 조립치구, 봉
단 접 합 판 을 setting 하 고 용 접 할 수 있 게 해 주 는 노 즐 가 이 드 부 그 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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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접 시 산 화 를 방 지 하 기 위 해 불 활성가스를 공급하는 보조가스 공급장치
이다.

그림 3.7.1.2 멀티핀 집합의 핵심 구성요소
멀티핀 집합의 제조공정은 수개 혹은 수십개의 연료봉들을 특수 설계된 조립
치구에 일정한 배열로 조립하여 그 양단을 봉단접합판에 용접하는 것이다.

이

때 집합 용접공정에는 일반적으로 전기저항, TIG, 레이저 및 전자빔 방법 등이
사용될 수 있으나 멀티핀 집합 봉단접합판의 형상구조에서 볼 때 용접품질이
우수한 전기저항 방법이 가장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로서는 저항용접에

의한 제조방법이 선정되어 이에 대한 기술분석을 수행중에 있다.

또한 멀티핀

집합의 제조공정이 핫셀에서 이루워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장치취급의 원격화
및 자동화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그림 3.7.1.3에서와 같이 연료봉의 치수검사 및
용접부위검사 등을 마친 후 연료봉을 특수 설계된 조립치구에 삽입한 후 접합
판과 봉단마개간의 점용접방식에 의하여 멀티핀 집합을 제조한다.

멀티핀 집합

제조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작업으로 예상되는 연료봉 조립은 완전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으로 연료봉들을 제 위치에, 제 방향을 찾아 조립
치구에 setting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술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지르칼로이 피복관은 cold zone에서 간격체 및 지지체를 진공 brazing
을 수행하여 부착하고 피복관 내부를 흑연으로 도포한 후에 한쪽의 끝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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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우선 봉단마개 용접을 수행하여 핫셀로 이송하여 소결체 장전 및 마지막
한쪽의 봉단마개 용접을 수행한다.

연료봉 용접이 끝난 후 연료봉의 He 누출

검사, 치수검사 및 용접부위 육안검사 등을 마친후 연료봉을 투수하게 제조된
fixture에 삽입한 후 봉단접합판과 봉단마개 간의 점용접 방식에 의하여 핵연료
집합체를 제조하게 된다.

핵연료 집합체의 세척 또한 건식 공정제조에서 고려

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그림 3.7.1.3 멀티핀 집합의 제조공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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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멀티핀 집합개념 핵연료 제조 기술성 분석
가. 용접기술별 특성 비교
월성형 CANDU 핵연료집합체는 37개의 연료봉 즉, 중심봉 1개, 내환봉 6개,
중환봉 12개, 외환봉 18개로 설계규격에 의하여 일정하게 배열된 구조로 되어
있다.

핵연료 집합체 제조공정은 37개의 연료봉들을 특수 설계된 조립치구에

일정한 배열로 조립하여 그 양단을 봉단접합판에 용접하는 것이다.

멀티핀 집

합의 용접공정은 일반적으로 전기저항, TIG, 레이저 및 전자빔 방법 등이 사용
될 수 있으나 멀티핀 집합 봉단접합판의 형상이 복잡하여 저항용접의 방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다.

그리고 멀티핀 집합의 제조공정에는 지르

칼로이-4 봉단용접, 지지체, 간격체의 브레이징이 포함된다.

또한 봉단접합판

의 용접방법은 용융, 고상 및 확산 접합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현재 용융

방식으로는 TIG, MIG, 플라즈마 아크용접(PAW), 전자빔 용접(EBW) 및 레
이저 용접(LBW) 등이 있으나 이중 산업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며 기타 용접
법은 특정 목적에 국한되어 사용되고 있다.

고상 용접법으로는 저항 업셋버트

용접, 자력저항 업셋버트용접, 마찰용접 등이 포함된다.

확산 접합법은 고상접

합법으로 분류가 가능하지만,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접합법인 액상 확
산접합과 구별될 수 있다. 여기서는 중요한 용융 및 고상 용접법에 의한 기본
적인 용접기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TIG 용접
TIG 용접법은 일반적으로 지르칼로이-4의 판재 및 배관을 불활성 분위기 또는 챔
버를 사용하여 용접하고 있다. 특히 핵연료봉 제조시 이산화 우라늄 소결체를 피복관
에 장입한 후 봉단마개로 삽입하고 챔버내부를 불활성 가스분위기로 유지하면서 연
료봉을 원주방향으로 회전시키면서 양단이 용접된다.

여기서 불활성 가스는 He을

주로 사용하며 TIG 토치를 고정시키고 연료봉을 원주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용접한다.
핵연료 피복관의 TIG용접시 내부에 장전된 이산화 우라늄소결체가 용접열에 의해
빠르고 높은 온도의 가열에 의한 열충격으로 파손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기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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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법의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다.
지르칼로이-4 용접부의 건전성은 용접표면 외관의 변색정도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불활성 가스실드 효과는 물론 고진공중에서 용접하는
것으로 지르칼로이-4 용접금속의 색깔은 금속광택인 은백색을 띄고 있다. 실제
적으로는 붉은 청색이나 청색까지도 양호한 용접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지르칼로이-4 용접의 건전성은 변색 정도에 따라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용접챔버 내부에 고순도 Ar 가스를 공급하고 산소, 질소 및 공기 등을 동
시에 불어 넣어 주면서 TIG 용접을 하면 지르칼로이-4는 산소농도 5,000ppm
이상이 되어 비드표면이 회색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2) 레이저 용접
최근에 고출력 레이저의 급속한 개발로 그 응용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
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분야에 레이저가 일부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

가능성은 아주 높은 편이다.

지르칼로이-4의 레이저빔을 이용한 표면개질로

내식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많이 진행중에 있다.

특히 핵연료 피복재나

집합체의 접합판인 지르칼로이-4 용접시 고출력 레이저를 사용한다면 다른 용
접법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장점들이 예상된다.
▶ 고에너지 밀도인 집속된 빔은 아크용접과 비교하여 용접속도가
매우 빠르며 용접후 열영향부가 좁고 열변형이 감소된다.
▶ 레이저는 먼거리로 광섬유를 이용하여 전송될 수 있고 또한 방사선
구역인 핫셀, 글로브 박스 또는 챔버를 이용하여 불활성 가스
분위기에서 용접할 수 있다.
▶ 용접공정의 자동화가 용이하므로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공정이
단순하므로 숙련된 용접자가 필요치 않으며 전극, 콜릿 등의
사용이 필요없다.
▶ 레이저를 이용한 용접부는 텅스텐 또는 기타 원소에 의해 오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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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접중에 국부적으로 보호가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불활성 가스
챔버를 이용한 TIG에 의한 용접 만큼의 용접성능을 얻을 수 있다.
▶ 고속도용접이기 때문에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아울러
타 용접법에 비하여 기계적 성질 및 내식성이 우수하다.

(3) 전자빔 용접
전자빔 용접은 고진공 챔버내에서 용접할 수 있기 때문에 지르칼로이-4 용접시
불순 가스 흡수 방지의 관점에서는 최적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피용접물의 형상크
기가 제한되거나 챔버내에 진공을 사용하는 것이 단점이다.

지르칼로이-4의 전자

빔 용접의 한 예가 원자로용 핵연료채널에서 사용된 적이 있다.

이 지르칼로이-4

의 용접조직면에서 볼 때 TIG 용접과 같이 침상 α 조직이지만 냉각효과에 의해 α
입자의 미세한 조직이 된다. 이러한 경우 지르칼로이-4에 첨가된 합금원소가 진공
중에서 증발되는 효과를 고려하여 용접재료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4) 전기저항 용접
중수로용 핵연료는 연료봉의 숫자가 37개로 집합체 원격 제조시 연료봉의 배
열이 같기 때문에 기존의 집합체 제조장비와 용접치구가 원격으로 제조될 수
있도록 새로운 집합체 제조장비와 용접치구 개발이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CANDU 핵연료는 물론 조사시험용 핵연료까지 제조가 가능한 집합체 용
접기의 설계 제작이 필요하다. 이 용접기는 전극 위치제어, 용접파라메타, 조립
지그 이송 등을 micro stepping 모터를 조합하여 제어 가능하게 설계하여 다양
한 용접 program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저항용접기의 전원장치가 High

Frequency Inverter Type을 사용하여 용접기의 경량화가 가능하여 작업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용접전류가 안정되고 용접시 발생되는 압흔(누른흔
적) 및 소초(열에 그을림) 등의 결함발생도 줄어들 수 있으며, 열효율이 높기
때문에 열 cycle time이 줄어들어 품질이 향상되는 등의 여러 장점을 가지게 된
다. 이 보고서는 집합체 용접기의 원리 및 특성 그리고 실제 원격 제조을 위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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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항들을 기술하였다.

저항용접기의 특성을 살펴보기 전에 연료집합체 제조의

용접방법인 전기저항용접에 대해 기술하였다.

전기저항용접은 피용접물의 저

항열을 이용하여 열을 발생하게 하고 또 가압시키는 방법으로 다른 용접법에
비해 가압효과에 의한 용접후의 금속조직이 양호하고 변형과 잔류응력이 적다.
또한 용접온도가 비교적 낮고 가열의 영향이 접합부에 국한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저항열에만 의존하므로 큰 전류를 공급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용접기의
용량이 크게 만들어진다.
멀티핀 집합의 봉단접합판 용접방안으로는 다음의 용융 및 고상 방식을 들
수 있다.

이중 TIG 용접은 가장 단순하면서 비용면에서 저렴하나 용접부의 품

질 신뢰성이 여타 용접방법에 비해 우려되고 있으며, 특히 용접 후 HAZ가 넓
고 다량의 열변형으로 접합판 용접에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양산중으로

CANDU 접합판 용접인 저항용접은 생산성이 높고 용접품질도 우수하나, 핫셀
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용접기의 개발이 필요하며, 또한 장치의 복잡성과 용접
품질의 예민함에 따라 차폐시설내 유지, 보수상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이 외에도 레이저용접, 전자빔 용접 등의 응용도 가능하나 차폐시설내

광섬유전송 및 진공챔버 설치 등의 많은 기술개발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저항용접에 의한 접합판 용접이 고려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술분
석이 행해지고 있다.

표 3.7.2.1은 멀티핀 집합의 원격제조를 위한 용접방법별

기술성 비교를 요약해서 나타내고 있다.

표 3.7.2.1 멀티핀 집합 원격제조의 용접방법별 기술성 비교표

TIG용접

장치원격
성
●

감시제어
성
●

접합구조
성
▲

저항용접

●

●

◉

◉

레이저용접

●

●

▲

●

전자빔용접

▲

●

▲

●

구분

◉ :우수

● :보통

▲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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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성
●

비고

나. 봉단접합판을 이용한 저항용접기술
(1) 저항용접의 원리
금속재료는 그 자체의 재질과 치수로서 정해지는 전기저항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금속재료에 전류를 통하게 하면 다음과 같은 열에너지 Q [cal]를 발생
하게 된다.
2
Q = 0.24 i RT

단, I : 전류 (A), R : 전기저항 ( Ω), T : 시간 (sec)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접합하려는 금속면을 접촉시키고 그 면에 수직
으로 적당한 기계적 압력을 가한다.

여기서 접촉면을 통하여 큰 전류가 통하게

되면 접촉저항에 의하여 접촉면 부근의 온도는 급격히 상승하게 되고 이때 접촉
부근은 연화하면서 가압력에 의하여 접촉부가 변형하게 되어 접촉저항이 감소하
게 된다.

최초의 온도상승에 의해 이 부분이 금속저항은 증가하므로 그후의 발

열비율도 크고 모재내의 발열에도 영향을 주며 용융 혹은 반용융상태의 용접온도
에 달하게 된다.

이때 유압이나 공기압을 이용하여 작용하는 압력에 의하여 양

금속체는 밀착하게 된다.

전류 정지후에는 이부분이 고상상태로 용접이 완료된

다. 통전시간은 1/100초 정도로 짧은 시간으로부터 수초 이상의 경우도 있다.

(2) 용접인자
용접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는 많으나, 중요한 것으로는 용접전
류, 통전시간, 전류파형, 가압력, 전극형상, 피용접재의 표면상태 등을 들
수 있다.

저항용접은 그 용접현상이 금속이 접촉한 내부에서 일어나고 짧

은 시간에서 용접이 완료되므로 용접중에 제어는 불가능하고 모든 인자의
영향을 처음부터 고려하고 검토한후 적정 용접조건을 선정하여 용접하여
야 한다.

인자의 수가 많기 때문에 적정조건의 선정은 쉽지는 않으나 인

자에 따라서는 일정하게 설정하고 실험 또는 이론적인 고찰을 통하여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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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조건을 모색해야 한다.

다음은 전기저항용접에서 들 수 있는 각각의 인자

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가) 용접전류
용접전류는 매우 중요한 인자중의 하나다.

전류치가 적으면 용접부 용착이

일어나지 않으며 어느값 이상이면 용착이 일어나면서 이때 접합강도도 증가하
게 된다.

그러나 과도한 전류가 흐르면 과열이 일어나며 용접부의 변형이 크

게 되고 표면이 더러워져 용융금속이 불려나와 단면에 기공이 남게 되어 금속
조직과 접합강도가 저하하게 된다.

(나) 통전시간
총 발열량은 같아도 통전시간이 변하면 용접부에 도달하는 최고온도는 다르
게 되고 용접품질에도 차이가 난다.

통전시간이 지나치게 짧은 경우 가열이

좁은 국부에서 한정되고 충분한 접합강도를 갖는 용접이 될 수 없게 된다.

한

편 통전시간을 필요 없이 길게 하면 열손실을 크게 할 뿐만 아니라 필요 없는
곳에 가열하게 되어 열영향부를 넓히게 되고 압력을 가한 자국이 크게 되며 용
융부는 일정한 값 이상으로 커지지도 않게 된다.

또한 통전중에도 용융부의

응고가 시작되어 용접너깃에 응고조직과 접합부의 기계적 성질이 나빠진다.

(다) 전류파형
전기저항용접에서는 발열과 가압력이 시간적으로 잘 연관되어 움직여져야
하므로 용접중의 각 순간 온도분포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피용접물의

재질, 치수에 상관없이 일정한 전류를 일정시간에 흐르게 하면 접촉부의 발열
에 대하여 가압이 늦어지고 국부적인 과열을 일으켜 용접결과를 나쁘게 할 수
있다.

또한 전류를 급히 정지시키면 용접부가 급냉되어 균열이나 재료가 경화

되는 경향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는 주용접전류의 전후에

소전류를 흐르게 하여 예열 또는 후열을 가할 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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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압력
가압력은 용접전후에 걸쳐서 일정하게 유지할 경우도 있고 통전 종반에 큰
압력을 가해 단압을 가할 때도 있고 또한 통전전에 강한 예압을 하고 통전시에
는 감압시켜 놓고 통전후에 다시 강한 단압을 가하는 경우도 있다.

전자는 접

촉부의 저항을 감소시켜 그 값을 조정하고 용접중 접촉면적을 증대시키고 국부
파열이 일어남을 방지하여 용접결과를 균일하게 하는 작용이고 후자는 용접부
에 단압효과를 주어 다공질이라든지 내부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 준다.

(마) 피용접물의 표면상태
금속재료의 표면은 완전한 평면이 아니고 피막이나 흡착물 혹은 이물질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용접결과는 표면상태에 따라서 크게 좌우될 수 있다.

양

호한 점용접을 하기 위해서는 표면에 기름, 먼지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해
야 하고, 기타 화학적 혹은 기계적 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저항용접은 용

접할 재료의 비저항과 용접시 접촉면에서 전기저항에 의해 발생되는 열에 의해
용접부가 가열되고 이어 가압력에 의해 수행된다.

지르칼로이-4가 저항용접이

될 수 있는 것은 전기저항이 20℃에서 74×106 ohm-cm 로서 탄소강의 5배나
된다.

현재 핵연료 연료봉 및 집합체에 사용되는 용접법으로는 저항 업셋버트

및 자력저항 용접법이 있다.
다.

이들의 차이는 크게는 가압력을 작용하는 방법이

저항 업셋버트 용접은 공압 또는 유압으로 가압력을 작용하나 자력저항용

접은 용접부의 형성을 위해 정밀하게 제어된 힘을 전자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종래의 저항 업셋 맞대기용접과는 다르다.

용접전류와 시간이 정밀하게 제어

됨과 동시에 용접시 가압력 제어도 우수하기 때문에 1/120～1/60초의 범위에서
아주 짧은 시간에 용접된다.

이들의 저항용접은 용접시 모재가 용융되지 않기

때문에 결정립 성장이 최소화될 수 있고, 또한 용접부에 고융점 또는 산화반응
이 강한 금속들에 의한 오염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용접부의 내식성 및 내균열
성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다음은 전기저항 용접시스템의 주요 구성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나
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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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접타이머(welding timer)
용접타이머는 전기저항방법의 기본 사이클인 squeeze time, welding time,
holding time 으로 제어해 주며, 용접순서별로 전류를 setting하여 일정한 전류
가 흐르도록 해준다.
▶ 용접위치 결정치구
집합체 조립에 요구되는 용접위치는 37개로서 각각의 위치마다 전극뭉치의
전후 좌우 운동 및 집합체의 회전운동으로 조합된다.

전극뭉치의 운동은 공압

실린더, stopper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집합체의 회전운동은 공압으로 작동되는
rotary index table로 사용된다.
▶ 집합체의 장,탈착 및 회전
집합체는 양면이 용접되어야 하므로 1차 용접을 위한 준비, 2차 용접을 위한
준비 및 회전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요구된다.

이것은 공압실린더에 의

한 집합체의 위치이동 및 승강기구로 구성된다.
▶ 전극 회전기구
집합체의 봉단접합판 용접시에는 전극과 접합판의 간섭을 피하기 위하여 용
접위치에 따라 전극을 회전시켜 주는 기능이 요구되며 이는 공압실린더,
stopper 및 특수 베어링의 조합으로 작동된다.
▶ 용접순서 제어장치
PC(programmable controller)를 사용하여 전체적인 용접순서, 용접위치별 파
라메터 및 변경 등을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해준다.
핵연료 집합체 및 피복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재료는 지르칼로
이-4 이다.

이 재료를 핵연료분야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결해야

될 문제가 용접기술이기 때문에 이것은 용융용접과 고상용접이 있으나, 중
수로핵연료 집합체에 사용되는 접합판의 경우 두께가 약 1.65mm로 봉단
마개와 부착해야되기 때문에 용접시에는 봉단과 접합판간의 용접강도가
충분히 얻어져야 한다.

그러나 용융 용접시에는 기공, 용입불량, 언더컷

등의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나 고상용접인 저항업셋용접이 이용되
면 용입불량이나 표면결함 등은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여기서 핵연료 집

합체의 봉단접합판 용접에서는 원자로내에서 연소될 때 핵연료봉이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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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나가지 않도록 건전한 용접이 얻어져야 하므로 이러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용접방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자력저항용접(MFRW)이나 다중임펄스저
항용접(MIRW)을 들 수가 있다.

그림 3.7.2.1

그림 3.7.2.2

자력저항 용접기의 도식도.

다중임펄스 저항용접기의 도식도.

그림 3.7.2.1과 그림 3.7.2.2는 저항업셋 용접기의 개념을 도식적으로 나
타낸 것이다.

두 용접방식의 차이점은 첫째, 용접전류가 흐를 때 압축력

을 가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며, 자력저항용접은 전자석을, 다중임펄스저항
용접은 공압을 사용하는 것이다.

둘째, 용접전류의 통전시간에 따라 달라

지는데, 자력저항용접에서는 1/60 sec (2펄스)이고, 다중임펄스저항용접에
서는 12/60 sec (24펄스)이다.

여기서 용접중 대기로부터 보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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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자력저항 및 다중임펄스저항 용접은 Ar 기체를 용접부에 흘려주어
용접부의 산화를 방지하였다.
먼저 그림 3.7.2.1의 자력저항용접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핵연료 집합체의 봉
단접합판을 고정시키고 약 14MPa (200psi)의 공압으로 압축력을 가해 접합판과
봉단마개를 접촉시킨 다음 2 펄스 (1/60 sec)의 자력전류 및 용접전류를 사용한
다.

이때 접촉면에서 발생된 저항발열에 의해 용접부가 가열되고 동시에 가해

지는 압축력에 의하여 접합부가 소성변형되면서 용접된다.

여기서 용접전류와

자력전류의 첫 1/2 사이클을 이용하면 접합계면에서 expulsion 현상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력전류의 통전이 시작되는 시간(A)이 용접전류가 통전
되기 시작하는 시간(B)보다 약 10% 빠르나 사이클은 동시에 종료된다.
다음은 그림 3.7.2.2의 다중임펄스 저항용접의 경우, 용접되는 순서는 자력저
항용접과 같으나 일정한 압축력이 가해진다는 점과 용접전류가 통전하는 형태
가 다르다.

다중임펄스 저항용접의 예열 사이클 (preheat cycle) 8개와 주가열

사이클 (mainheat cycle) 4개로 구성된다.

그리고 주가열 사이클의 전류가 통

전될 때 봉단접합판이 접촉되는 부위가 균일한 최고온도로 가열된 상태에서 소
성변형이 일어나도록 냉각시간이 추가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7.2.3 저항용접된 봉단접합판 단면 사진예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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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2.3은 핵연료봉 봉단마개와 접합판의 저항용접에 의한 전형적인 용
접단면을 금속학적 현미경에 의해 나타내고 있으며, 용접사이클이 진행되는 단
계별로 저항용접에 의한 용접너깃(weld nugget)의 형성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때 핵연료 집합체의 봉단접합판 용접의 최적 공정조건은 표 3.7.2.2에서 나타
내고 있다.

표 3.7.2.2에서 각 용접모드별 설정된 용접전류와 가압력의 설정범

위는 접합판용접의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용접토-크 강도와 핵연료 집합체의 제
반 치수규격을 만족시키는 범위로서, 각 모드별 압력조건에 따른 용접전류는
용접파열(weld

expulsion),

스패터(spatter),

과도한

전극자국(electrode

indentation) 등의 불안정한 용접결함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용접전류를
선정해야 된다.

실제 용접공정에서는 용접안전성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최대

의 전류밀도에 해당되는 용접전류와 압력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표 3.7.2.2 핵연료 다발용접의 최적 공정조건
Operation Weld current Weld pressure
mode
(amp.)
(bars)
Mode 1
3400±200
3.5 ± 0.2
Mode 2
3400±200
3.8 ± 0.2
Mode 3
4000±200
4.3 ± 0.2
Mode 4
4000±200
4.8 ± 0.2

Squeeze
60-100
60-100
60-100
60-100

Time (cycle)
Weld Hold
12±2 10±2
14±2 10±2
12±2 10±2
12±2 10±2

Off
10±2
10±2
10±2
10±2

그림 3.7.2.4는 현재 한국원전연료주식회사 (Korea Nuclear Fuel Co., LTD.)
에서 양산중인 중수로용 핵연료 다발제조를 위한 저항용접장치를 보여주고 있
다. 그리고 그림 3.7.2.5와 그림 3.7.2.6은 중수로용 핵연료 다발제조의 용접자동
화 라인시스템으로 구성된 실례를 보여준다.[3.7.2.1] 이때 중수로용 핵연료다발
제조공정이 각각 그림 3.7.2.7, 3.7.2.8, 3.7.2.9 및 3.7.2.10의 순서에 따라 수행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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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2.4 중수로용 핵연료다발 용접장치

그림 3.7.2.5 중수로용 핵연료다발 용접시스템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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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2.6 중수로용 핵연료다발 용접시스템 도면

그림 3.7.2.7 핵연료다발 저항용접기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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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2.8 핵연료다발 샘플번호 새기기

그림 3.7.2.9 핵연료다발 upper endplate welding

그림 3.7.2.10 핵연료다발 lower endplate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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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CANDU에서 핵연료다발 저항용접기 및 조립치구에 의해 제조된 집합
체는 연료봉단과 봉단접합판과의 토크강도와 집합체의 제반 치수규격을 만족시
키고 있다.

이때 공정모의용 용접시편과 집합체 용접시편에 대한 접합강도 시

험결과 및 공정관리 한계값이 표 3.7.2.3에 나타나 있다.[3.7.2.1]

핵연료집합체

조립공정의 자격승인시험 결과 실제로 공정가동에서 나타난 용접 토크강도
(weld torque strength)와 집합체 치수품질(dimensional quality) 특성들이 그림
3.7.2.11 및 그림 3.7.2.12에 각각 나타내고 있다.

그림 3.7.2.11은 1차 및 2차 공

정모의용 용접시편과 집합체 용접시편중 외환봉들의 토크강도(N･m)가 나타나
있다.

점선으로 표시된 값은 외환봉에 대한 결과로서 95% 신뢰도의 접합강도

하한치이다.

한편, 시편구분에 따라 공정모의용 연료봉들의 접합강도는 UO2

소결체가 장전된 공정용 연료봉에 비해 다소 높은 강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

것은 그림 3.7.2.12에서 중간, 내환 및 중심봉들의 접합강도 시편에서도 같은 경
항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때 연료봉간 접합강도의 차이는 연료봉 위치에 따라
상이한 봉단접합판의 형상, 압력전달 조건 그리고 용접순서에 영향을 받으며,
공정모의용 시편과 집합체 용접시편간의 토크강도 차이는 용접압력에 대한 연
료봉 강성도(rigidity) 및 열확산의 차이에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7.2.3 핵연료 집합체의 접합강도 시험결과 및 공정관리 한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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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2.11 핵연료 집합체의 외환봉사용시 접합강도 비교표

그림 3.7.2.12 핵연료집합체 내환봉 및 중심봉사용시 접합강도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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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봉단접합판의 레이저 용접실험 및 강도 분석
본 실험에 사용된 시편은 그림 3.7.2.13 및 표 3.7.2.4와 같이 지르칼로이-4
봉단접합 형태의 직경 13mm × 높이 13mm, 그리고 두께 1.65mm, 직경 2.0,
2.5mm 로 구멍가공된 판재로 준비되었다.

지르칼로이 봉단접합판에 존재하는

이물질를 제거하기 위하여 아세톤 용액에 30분간 담구어 세척한 다음 건조기에
의해 60℃로 건조시켰다.

광섬유를 이용한 레이저용접 실험을 위하여 원격 레

이저전송이 가능한 광학커플러가 필요하다.

그림 3.7.2.14에서와 같이 고출력레

이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가능한 용입을 최대로 얻기 위해서는 높은 파워밀
도를 갖도록 레이저를 집속시켜 주는 광학커플러를 설계 제작하였고, 용접중에
발생하는 흄 제거 및 시편의 산화방지를 위하여 보호가스인 헬륨을 사용하였
다.

이때 레이저 초점이 시편의 봉단접합점 위치에 정확하게 맺히도록 CCD

카메라와 광학커플러를 사용하였다. 초점위치는 다이오드레이저를 집광렌즈로
통하여 시편에 초점이 맺히게 한 다음 CCD 카메라의 모니터에 의해 가장 작은
초점이 될 때 용접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3.7.2.15 및 그림 3.7.2.16은 지르칼

로이 봉단접합판을 이용한 2 spot 및 3 spot 형태의 용접부를 각각 보여주고
있으며, 여기서 레이저는 800W급 펄스형 Nd:YAG 레이저와 800㎛ 구경인
FQSI type의 광섬유로 전송된다.

또한 지르칼로이 봉단접합부의 건전성을 조

사하기 위하여 기계적인 방법인 토크시험을 수행하였다.

여기서 사용된 토크

시험은 그림 3.7.2.17과 같이 설계된 spot 용접시편을 이용하여 봉단접합부를 축
으로 비틀림 모멘트가 작용할 때 용접부의 비틀림 응력에 의하여 생긴 비틀림
모멘트와 크기가 같도록 역방향으로 작용하여 수행하도록 하였다.

레이저를

이용한 봉단접합판에 대한 강도시험 결과가 그림 3.7.2.18에 나타나 있으며, 이
때 측정된 접합강도는 기존의 저항용접을 이용한 허용한계치(9～12 N･m)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봉단접합부에 대한 형상 부적합 및 용입부족 등에 기

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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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2.13 레이저를 이용한 봉단접합판의 용접시편 도면

표 3.7.2.4 지르칼로이 봉단접합판을 이용한 용접시편 규격
Specimens
A
B

A-1
A-2
B-1
B-2

Height(H) Hole dia.(D)
[mm]
[mm]
1.65
2.0
2.0
1.65
2.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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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2.14 광섬유를 이용한 봉단접합판의 용접방법

(2 spots, 180J 5ms)
그림 3.7.2.15 지르칼로이 봉단접합판의 2 spot 용접된 시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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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pots, 180J 5ms)
그림 3.7.2.16 지르칼로이 봉단접합판의 3 spot 용접된 시편 (×20)

그림 3.7.2.17 지르칼로이 봉단접합판을 이용한 용접강도 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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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Weld Torque Strength (N.m)

2 spots : 180J, 5ms
3 spots : 180J, 5ms

Optical Fiber (FQSI) 800um
Focal Length : 75mm

12

8

4

0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No. of Laser Welded Specimens with 2 & 3 Spots

그림 3.7.2.18 지르칼로이 봉단접합판을 이용한 용접강도 비교

라. 멀티핀 집합 조립치구 개발
멀티핀 집합은 수개 혹은 수십개의 연료봉이 설계도면에 규정된 일정한 형
태로 배열되어 그 양단을 봉단접합판에 용접하므로써 제조된다.

이때 연료봉

들을 일정한 형태로 정열하고, 양단에 봉단접합판을 정확한 용접위치에 고정시
키기 위해서는 그림 3.7.2.19와 같은 특수하게 설계된 조립치구(assembling jig)
를 사용해야 한다.

그림 3.7.2.20과 같이 핫셀에서 멀티핀 집합의 조립 및 해체

를 위한 치구를 설계 제작하였다.

또한 조립치구는 원격조정기로 연료봉 장입

이 용이하게 조작되도록 lower plate를 30° 각도로 경사지게 하였으며, 그림
3.7.2.21에서와 같이 기존의 CANDU 조립 공정순서에 비해 집합의 중심축에서
시작하여 연료봉을 장입하는 것이 편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멀티핀 집합

연료봉의 조립 및 해체를 위해 원격조정기를 이용한 모의 성능시험이 수행되었
으며, 여기서 조립순서 1번의 연료봉에서 조립순서 37번의 연료봉까지 장입되
는 과정을 그림 3.7.2.22에서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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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2.19 멀티핀 집합의 조립치구 개략도

그림 3.7.2.20 멀티핀 집합의 조립치구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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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2.21 멀티핀 집합의 조립순서

(조립순서 : 1번)

(조립순서 : 37번)
그림 3.7.2.22 핫셀 원격조정기에 의한 연료봉 장입의 모의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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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언
본 연구에서는 건식공정 핵연료 원격 제조기술 개발을 위한 멀티핀 핵연료
집합의 개념 및 제조 기술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멀티핀 집합은 외형상 중수로용 핵연료다발과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
며, 각각의 연료봉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되어 조립된 원통 다발형 집합체로,
중심봉, 내환봉, 중환봉 및 외환봉의 연료봉들과 집합체 양단을 지지해주는 봉
단접합판으로 구성되어 설계 제조된다.
- 멀티핀 집합 제조는 수 개 혹은 수십 개의 연료봉들을 특수 설계된 조립치
구에 일정한 배열로 조립하여 그 양단을 봉단접합판으로 용접하는 것으로, 핫셀
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장치취급의 원격화 및 자동화가 고려된 공정
기술이 필요하며, 집합체 제조에 있어서 완전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으로 연료봉들을 조립치구에 setting하는 연료봉조립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 멀티핀 집합의 봉단접합판 용접방안으로는 전기저항, TIG, 레이저 및 전자
빔 방법 등이 사용될 수 있으나 멀티핀 집합의 봉단접합판 형상구조에서 볼 때
용접품질이 우수한 전기저항 방법이 가장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저항용접에
의한 제조방법에 대한 기술분석이 수행되었다.
- 멀티핀 집합의 봉단접합판 레이저용접 기술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spot 용
접실험과 강도시험이 수행되었고, 지르칼로이 봉단접합판의 강도시험 결과는
CANDU 핵연료다발 제조의 저항용접을 이용한 허용 한계치(9～12 N･m)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봉단접합 형상구조의 부적합 그리고 용입부족 등에 기
인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멀티핀 집합의 조립치구는 연료봉들을 일정한 형태로 정열하고, 양단에 봉
단접합판을 정확한 용접위치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특수하게 설계되었으며, 연
료봉의 조립 및 해체를 위해 원격조정기를 이용한 모의 성능시험이 수행되었
다. 여기서 조립치구는 원격조정기로 연료봉 장입을 용이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lower plate를 30° 각도로 경사지게 하였으며, 조립순서는 CANDU 핵연료다발
조립순서에 비해 집합체의 중심축에서 시작하여 나선방향으로 연료봉을 장입하
는 것이 편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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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절 연료봉 용접기술 개선
1. 조사시험용 연료봉 이용한 핵연료봉 용접기술 개선
그림 3.8.1.1과 같이 건식공정 핵연료 소결체를 제조한 후 피복관에 펠
렛을 장전하여 마지막 공정인 봉단용접을 할 수 있는 원격장치와 기술이
확립되었다.

건식공정 핵연료를 사용해 수립된 원격 제조공정에 따라 조

사시험용 연료봉 3개와 더미 연료봉 2개가 그림 3.8.1.2와 같이 제조되었
다.

표 3.8.1.1은 조사시험용 연료봉 제조 검사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다

음은 사용된 건식공정 핵연료봉의 기본사양이다.
∙대상 핵연료 : DPNF (Dry Process Nuclear Fuel)
∙연료봉 길이 및 직경 : 493.14 REF

Dia. 13.2 MAX [mm]

∙연료봉 stack length : 466.21±1.0 mm
∙펠렛 길이 및 직경 : L/D >1 12.19±0.01 mm
∙봉단마개 길이 및 직경 : 15mm 13.4±0.05 mm
∙지지체와 봉단마개 직진도 범위 : 90°±5°

그림 3.8.1.1 DFDF 원격용접 챔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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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1.2 조사시험용 건식공정 핵연료봉

표 3.8.1.1 조사시험용 핵연료봉 제조 검사결과
Element

Dimension Test

Length
No.
(mm)
D1
01
492.90
02
492.89
03
492.96
D2
∨: Acceptable

Tube
W(g)
66
63
64
×: Non

Pellet Flatness
W(g) (90°±5°)
∨
553.00
∨
559.26
∨
562.43
∨
∨
Acceptable

Visual
Test
∨
∨
∨
∨
∨

He
Leak Test
-7

(3x10 mbar)

∨
∨
∨
∨
∨

WPS/
Supporting
PQR No.
DUPIC-WPSNRU-02-1
/DUPIC-PQRNRU-02-1

2. 연료봉 직진도 검사기술 개선
DFDF 에서 건식공정 핵연료봉 제조시 조사시험 조립용으로 특수하게
설계된 봉단마개와 연료봉 지지체간의 진직도 유지를 위하여 원격작업이
수행된다.

연료봉 제조후 봉단마개와 연료봉 지지체간의 직진도 검사를

위하여 그림 3.8.2.1의 고노게이지 방식을 이용한 측정장치를 보완하여 개
선하였다.

표 3.8.2.1에서는 직진도 검사를 위한 신뢰성 조사의 시방절차

및 결과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림 3.8.2.2는 연료봉 용접전에 핫셀 챔버

내의 봉단마개 홀더와 연료봉간의 일직선으로 정렬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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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또한 원격조정기를 이용한 연료봉 직진도 검사를 수행하는 장면을
그림 3.8.2.3에서와 같이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림 3.8.2.4는 CCD 카메라

를 이용한 광학적 관찰의 검사시편을 보여준다.

여기서 그림 3.8.2.4 (a)

및 (b)는 각각 진직도 범위 내인 86.5° 및 87° 로 측정되었다.

그림 3.8.2.1 연료봉 진직도 검사장치

표 3.8.2.1 진직도 검사장치를 위한 신뢰성 시험 및 시방절차
1차 시험
측정
제공
번호
시료
시료
1
합격
불합격
2 불합격
합격
3 불합격 불합격
4
합격
불합격
5 불합격
합격
6
합격
불합격
7 불합격 불합격
8
합격
불합격
9
합격
불합격
10 불합격 불합격
11
합격
불합격
12
합격
불합격
13 불합격
합격
14 불합격
합격
15
합격
불합격
16 불합격 불합격
17 불합격 불합격
18
합격
불합격
19
합격
불합격
20 불합격
합격
5회
(신뢰도 : 25%)

육안
결과

O.K.

O.K.

O.K.

O.K.
O.K.

2차 시험
측정
T/S
시료
결과
불합격 O.K.
불합격 O.K.
불합격
불합격 O.K.
합격
O.K.
불합격 O.K.
불합격
불합격 O.K.
합격
O.K.
불합격 O.K.
불합격
불합격 O.K.
합격
O.K.
합격
O.K.
불합격 O.K.
불합격
합격
합격
O.K.
합격
O.K.
불합격 O.K.
15회
(신뢰도 : 75%)

제공
시료
불합격
불합격
합격
불합격
합격
불합격
합격
불합격
합격
불합격
합격
불합격
합격
합격
불합격
합격
불합격
합격
합격
불합격

3차 시험
제공
T/S
시료
결과
불합격 O.K.
합격
O.K.
합격
O.K.
불합격 O.K.
합격
O.K.
불합격 O.K.
불합격 O.K.
합격
O.K.
합격
O.K.
불합격 O.K.
불합격 O.K.
합격
O.K.
합격
O.K.
합격
O.K.
불합격 O.K.
불합격 O.K.
불합격 O.K.
합격
O.K.
불합격 O.K.
합격
O.K.
20회
(신뢰도 : 100%)

측정
시료
불합격
합격
합격
불합격
합격
불합격
불합격
합격
합격
불합격
불합격
합격
합격
합격
불합격
불합격
불합격
합격
불합격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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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시험
제공
T/S
시료
결과
불합격 O.K.
불합격 O.K.
합격
O.K.
합격
O.K.
불합격 O.K.
불합격 O.K.
합격
O.K.
합격
O.K.
불합격 O.K.
합격
O.K.
불합격 O.K.
합격
O.K.
불합격 O.K.
불합격 O.K.
불합격 O.K.
합격
O.K.
합격
O.K.
합격
O.K.
불합격 O.K.
합격
O.K.
20회
(신뢰도 : 100%)

측정
시료
불합격
불합격
합격
합격
불합격
불합격
합격
합격
불합격
합격
불합격
합격
불합격
불합격
불합격
합격
합격
합격
불합격
합격

신뢰성 조사
시방 순서

①시편2개를
준비한다
(1개:합격,1
개:불합격)
② 시편의마킹
부위를 지움
③ 시료제공자
가 임의로 측
정시료를 제공
한다
④작업자는
측정시료를 원
격조정기에 의
해 측정한다

⑤ 측정결과를
기록표에 작성
⑥1-5항을 반
복해서 20회실
시한다.

그림 3.8.2.2 연료봉의 일직선상의 정렬상태

그림 3.8.2.3 원격조정기를 이용한 진직도 검사장면

(a)
(b)
그림 3.8.2.4 광학적 관찰을 이용한 진직도 검사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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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언
본 실험에서는 건식공정 핵연료봉 제조공정을 이용한 조사시험용 연료
봉 제조와 검사를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 건식공정 핵연료봉 제조공정단계에서 조사시험용 연료봉의 봉단마개
와 지지체간의 진직도 검사기술을 위하여 측정장치가 보완 개선되었으며,
실험결과는 연료봉 도면에서 명시된 90°±5° 허용범위내에 포함되어서 만
족한 결과를 얻었다.
- 건식공정 핵연료봉의 원격 제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실험결과를 얻
었다.
∙연료봉 치수측정에서는 관련된 기준치를 모두 만족하였다.
∙헬륨 누출검사에서는 누출되는 연료봉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봉단마개와 지지체간의 진직도 검사에서는 관련된 기준치를 모두
만족하였다.
∙연료봉 봉단용접부의 육안 검사에서는 모두 만족하였다.

이상과 같이 건식공정 핵연료를 이용한 조사시험용 연료봉의 사양을 만
족하는 원격용접을 할 수 있는 제조공정 조건이 확립되었다.

향후 제 6차

건식공정 핵연료 제조공정 조건으로 조사시험용 핵연료봉을 제조할 예정
이다.

- 294 -

제 9 절 원격제조 및 재료 특성 연구
1. OREOX 공정, 분말 밀링 및 압분/소결 공정 최적화 연구
가. OREOX 공정최적화(기존 공정 개량 : 1회 OREOX처리 제조특성분석)
모의 사용후핵연료(연소도 : 35000 MWD/MTU, 15년 냉각)를 사용하여 1
회 산화․처리처리후 생성된 분말을 고에너지 Attrition Mill로 미분쇄를 하여 성
형․소결할 경우 소결체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건전한 소결체를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산화․환원처리조건에 따른 실험을 수행하였다(표 3.9.1.1). 실
제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여 핵연료 소결체 제조시에 정립된 조건(표 3.9.1.1의
공정 2) 또한 산화된 분말을 산화․환원처리공정에서 산화처리 없이 환원처리만
을 수행하였다(표 3.9.1.1의 공정 3).
700℃에서 Ar-4%H2

산화는 500℃에서 공기 3 L/min, 환원은

혼합가스 3 L/min, 승온 및 감온시는 Ar 가스 1 L/min

유량으로 하였으며 산화․환원처리 최종단계에서는 안정화(Ar-2%O2, 2 L/min)
처리를 하였다.

산화․환원처리를 거친 분말은 Attrition Mill을 사용하여 150

rpm으로 120분 동안 미분쇄하였다.
산화․환원처리 분말의 입자크기는 공정 1에서는 10.03 ㎛, 공정 2와 3에서는
7.83 ㎛로 감소하였다. 분쇄분말은 공정조건과 상관없이 미분쇄에 의해서 0.43
㎛의 미세 입자가 얻어졌다.

산화․환원처리시에 산화처리 유무에 따라서 성형

밀도 및 소결밀도의 차이가 없었으며,

소결밀도는 10.25 g/㎤로 조사용 핵연료

제조에 대한 AECL의 소결밀도 만족조건은 10.25～10.55 g/㎤으로 모의 핵연료
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였다.
이러한 산화․환원처리조건(공정 2)에서 소결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성형
압력, 소결온도에 따른 소결특성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3.9.1.1
및 3.9.1.2에 나타내었다.

온도증가에 따라서 소결밀도는 10.25 g/㎤에서 10.35

g/㎤로 선형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소결온도 1800℃에서 성형압에 따라서 소결
밀도는 10.29 g/㎤에서 10.37 g/㎤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실제 사용후 핵연료

를 산화․환원처리를 1회만 수행한 후에 고온소결을 하여도 소결밀도를 충분히
만족하는 건전한 소결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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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1.1 산화․환원 처리조건에 따른 모의 건식재가공 소결체 밀도
산화․환원처리
성형
소결
산화처리
분쇄 밀도/압력
산화
환원
-1
온도/시간
소결밀도
공정 온도/시간
시간
(g㎤ /
(℃/hr)
(g/㎤)
(℃/hr) 온도/시간 온도/시간 (min)
MPa)
(℃/hr) (℃/hr)
1

-

450/3

700/5

120

6.81/300

1700/6

10.20

2

500/5

500/2

700/7

120

6.68/300

1700/6

10.25

3

500/5

-

700/7

120

6.68/300

1700/6

10.25

10.35

3

Sintered Density (g/cm )

10.40

10.30

10.25

10.20
1650

1700

1750

1800
O

Temperature ( C)

그림 3.9.1.1 소결온도에 따른 소결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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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

10.44
o

1 cycle-OREOX, Sintering Temp. 1800 C
o
3 cycle-OREOX, Sintering Temp. 1700 C
o
3 cycle-OREOX, Sintering Temp. 1750 C

10.42

3

Sintered Density (g/cm )

10.40
10.38
10.36
10.34
10.32
10.30
10.28
10.26
100

150

200

250

300

350

400

Pressing Pressure (MPa)

그림 3.9.1.2 성형압에 따른 소결밀도

나. 분말 미분쇄/조립화 공정 최적화 연구
(1) 분말 미분쇄 공정 최적화 연구
사용후핵연료를 취급하는 DFDF에서는 소결성이 있는 미세분말을 얻기 위해
서 산화․환원분말을 내용적이 2L인 수평식 Attrition Mill이 사용하여 미분쇄를
수행하고 있다.
DFDF에서는 분말 특성분석이 용이치 않아서 미분쇄 공정의 최적화는 방사
능 실험실에서 DFDF보다 용량이 적은 0.5L의 Attrition Mill을 사용하여 최적
화 연구를 수행하였다.

미분쇄 공정변수와 관련된 Attrition Mill의 사양은 표

3.9.1.2 및 그림 3.9.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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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1.2 Attrition Mill의 사양
CM01-1/2L
(방사능실험실)
0.5

CM01-2L
(DFDF)
2

용기직경, dv(mm)

100

146

Rotor 직경, dr(mm)

72

116

용기의 길이, lv(mm)

105

135

최대 회전속도(rpm)

1500

1500

용기부피(L)

그림 3.9.1.3 수평식 Attrition Mill의 구조

공정변수로는 Rotor의 회전속도, 분말/볼 충진비, 미분쇄 시간이 있으며 볼
의 최적 충진량은 경험적으로 알려져 있다.

산화․환원처리 분말은 쉽게 분쇄될

수 있는 입자형태를 갖고 있고 또한 Attrition 미분쇄는 고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미분쇄 시간보다 Rotor의 회전속도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
방사능 실험실에서 얻은 최적 분말특성에 대한 공정조건을 DFDF에 적용하
기 위해서는 (식 1)과 같은 Scale-up 인자를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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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b = πn r d r

( : 볼의 속도,  : Rotor 속도)

v b = πn 2L d 2L = πn 1/2L d 1/2L
n 2L=n 1/2L

d 1/2L
d 2L

(식 1)

볼의 최적 충진비는 아래와 같은 경험식(식 2)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으며
용기부피가 0.5L인 경우에는 Vexp = 397㎤, 2L에서는 Vexp = 833㎤이 된다.

V exp = ( πr 2v l v ) - ( πr 2r l v )

(식 2)

r v : 용기 반경,
r r : Rotor 반경

미분쇄 실험에 사용한 원료분말은 UO2 및 SIMFUEL의 Scrap 분말을 산화․
환원처리 한 것으로 분말의 평균입자크기 및 비표면적은 각각 1.5㎛ 및 3.55 ㎡
/g였다.

공정변수로 미분쇄 시간은 20분, 볼의 충진량은 위에서 계산한 량으로

일정하게 하였다. 분말/볼 무게비를 1/40 및 1/10로 하였으며, Rotor 회전속도
는 150～900 rpm하여 미분쇄를 수행하였다.
미분쇄 후에 입자크기를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분말/볼 무게비가 1/40인 경
우에는 150-300 rpm, 분말/볼 무게비가 1/10인 경우에는 600 rpm에서 최적임
을 보였다(그림 3.9.1.4).
비표면적 측정결과에 의하면 분말/볼 무게비가 1/40인 경우에는 300 rpm, 분
말/볼 무게비가 1/10인 경우에는 600 rpm에서 최적임을 보였다(그림 3.9.1.5).
따라서 0.5L Attrition 밀링에 의해 최적 운전조건을 DFDF의 Attrition 밀링에
적용할 경우에는 (식 1)에 의해 계산하면, 분말양이 적게 충진된 경우(분말/볼 무
게비=1/40)에는 Rotor의 회전속도는 약 190 rpm, 분말이 최대로 충진된 경우(분
말/볼 무게비=1/10)에는 370 rpm 였다.

볼/분말 무게비가 1/40～1/10인 경우에

는 Rotor의 회전속도를 190～370 rpm 사이에서 미분쇄를 수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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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Powder/Ball Weight Ratio = 1:40
Powder/Ball Weight Ratio = 1:10

Average Particle Size (mm)

1.8
1.6
1.4
1.2
1.0
0.8
0.6
0.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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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300

450

600

750

900

Rotor Speed (rpm)

그림 3.9.1.4 Rotor 회전속도 및 분말/볼 무게비에 따른 미분쇄의 입자크기 변화

Powder/Ball Weight Ratio = 1:40
Powder/Ball Weight Ratio = 1:10

2

Specific Surface Area (m /g)

5

4

3

0

150

300

450

600

750

900

Rotor Speed (rpm)

그림 3.9.1.5 Rotor 회전속도 및 분말/볼 무게비에 따른 미분쇄의 비표면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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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조공정 조건별 핵분열생성물 거동 특성 분석
가. 사용후핵연료 이용 핵종 방출거동 평가 시험장치 구성 및 보완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핵연료 제조 공정조건에서 핵분열 생성물의 방출거
동에 대한 특성분석 연구는 국내에서는 초기 단계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
여 사용후 핵물질에 포함된 여러 종류의 핵종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핫셀내
에 설치하고 핵연료 제조 단위공정별로 얻은 핵물질내 핵분열 생성물의 방사능
을 측정하여 핵종 방출 거동의 예비 분석을 수행하였다. 핫셀 내부에 설치된
주요 장치로는 핵연료를 가열하기 위한 고온 가열용 전기로, 감마 방사능 측정
장치, 분위기 가스 공급장치, 배기체 처리장치 등이며, 공정 온도변화에 따른
사용후 핵연료내 핵종 방사능 변화를 연속으로 측정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시험장치를 보완하였다. 이상의 핵종 방출 거동 평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산화 및 OREOX 공정, 소결공정으로부터 방
출되는 여러 종류의 핵분열기체(Kr-85, Xe-133, I-129, C-14, H-3) 및 핵분열
생성물(주로 감마 핵종, Cs, Ru 등)의 건식 재가공 공정으로부터 제조조건별
방출 특성을 평가하고 제조 특성과의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1) 핵종 방출거동 평가를 위한 Off-line 분석시스템
먼저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핵연료 원격 제조 조건별로 얻은 분말 및 소결
체내 핵종 농도 변화를 비연속으로 측정(Off-line 분석)하기 위한 시험장치를
보완하였다. 핫셀내에서 핵연료내 감마 핵종의 방사능 측정은 직경 3.2mm인
collimator를 통과한 γ-선만을 측정할 수 있는 데, 핫셀내에서 시료의 위치에
따라 측정효율이 달라지므로 측정의 일관성 및 효율 증대를 위하여 시료 위치
및 검출기(Detector, DSPP-259, EG&G) 위치가 항상 일정하도록 시스템을 보
완하였다.
그림 3.9.2.1은 핫셀내 off-line 분석을 위한 측정 시스템 구성도로서, 그림에
서 보는 바와 같이 핫셀 외부에서 감마스펙트로메터 검출기를 직경 90mm, 길
이 200mm의 납 차폐된 투입구에 장착하고 핫셀내에 시료위치는 직경 3.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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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imator 구멍과 시료가 7.6°의 각도(방사선이 외부로 방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를 이루며 일직선 상에 있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감마스펙트로메터
를 이용한 감마선 방출 핵종의 측정은 검출기의 검출효율에 따라 절대검출 효
율, 고유 검출 효율, 상대 검출 효율등으로 나타낸다. 핵연료의 연소도를 측정
하거나 감마선 방출 핵종의 상대적 분포만 측정하는 경우에는 상대 검출효율을
이용하며 이로부터 측정 대상 핵종의 존재비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지만
상대적 비를 측정함으로 인하여 측정 불확실도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사용
후핵물질내에 감마핵종의 절대량 즉 방사능(activity)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절
대검출 효율을 얻어내야 하는데, 절대 검출 효율은 에너지 분포가 넓은 표준선
원(Cs-137, Co-60, Eu 등)을 이용하여 구한다[3.9.2.1]. HPGe 검출기를 이용하
여 사용후핵물질 측정을 위한 절대 검출 효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측정 대상 핵
연료의 기하학적 형태가 균일하여야 하고 아울러 형태별로 감마선 투과율을 구
하여야 한다. 본 건식 재가공 공정에서는 측정 대상 물질이 펠렛 형태의 사용
후핵연료 및 소결체, 조각형태의 사용후핵물질, 분말형태의 사용후핵물질로서
각 공정별로 측정 대상의 기하학적 형태가 달라지게 되므로 절대 검출 효율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핵연료
저장용기

그림 3.9.2.1 핫셀내 Off-line 분석을 위한 측정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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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건식 재가공 공정별로 얻어진 핵물질내 감마핵종의 상대적 측정만을
수행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였으며, 측정의 신뢰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다음
의 두 가지 사항을 보완하였다.
TM

본 연구에서 사용한 HPGe 감마스펙트로메터는 GAMMA-X

HPGE(High

Purity Germanium, Coaxial Photon Detector System, ORTEC Gamma Vision
32 GMX Series) 검출기를 사용하였으며, 주요 특성은 표 3.9.2.1에 나타낸 바
와 같다.

표 3.9.2.1 GAMMA-XTM HPGE 검출기의 주요 특성
■ Model and Serial Numbers
- Detector model : GMX-20190-S
- Serial number : 41-N21557A
- Dewar model : 5.0 G
■ Cryogenic Information
- Capacity : 5.0 Liter, Static holding time : 72 hrs(3 days)
- Detector cool-down time : 6 hrs
■ High voltage bias
- Recommended operation bias, NEGATIVE : 4,500 V
■ Performance specifications
Warrante
Amplififer
Measured
d
time constant

Items
60

-Resolution(FWHM) at 1.33 MeV,
-Peak-to-Compton Ratio, 60Co

Co

60

-Relative Efficiency at 1.33 MeV, Co
60
-Peak shape(FWTM/FWHM), Co
-Peak shape(FWFM/FWHM), 60Co
57

-Resolution(FWHM) at 122 keV, Co
55
-Resolution(FWHM) at 5.9 keV, Fe

1.90 keV
48

1.88 keV

20 %
1.95
2.80

31.4 %

- eV
690 eV

58.1
1.84
2.49

6 μS
6 μS
6 μS
6 μS
6 μS

- eV
608 eV

먼저 핫셀내에는 제조된 핵연료가 상당량 저장되어 있으므로 background가
높다. 감마 핵종 측정장비로 핫셀내 background 방사능을 측정한 결과,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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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2에 나타낸 바와 같이 Cs-137은 약 480 CPM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Eu-154, Zr-95 등도 검출되었다. 특히 제조된 핵연료의 저장용기가 주변에 위
치할 경우 핫셀내 background 방사능은 OREOX 분말과 비교하여 Cs-137의 경
우 약 1/100 정도였다(그림 3.9.2.3 참조).

600

Aug-02
2002-09
2002-10
2002-11

Counts(CPM)

500
400
300
200
100
0

Zr-95

Ru-103 Cs-134 Cs-137 Eu-154 Eu-155

Nuclide

그림 3.9.2.2 핫셀내 background 측정시 주요 감마핵종 count수
60,000

OREOX Powder(2002)

Counts(CPM)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Zr-95 Ru-103 Cs-134 Cs-137 Eu-154 Eu-155

Nuclide

그림 3.9.2.3 OREOX 분말의 측정시 주요 감마핵종 count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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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핫셀 내부 background의 영향을 최소로 하고 시료 위치를 고정하기
위하여 그림 3.9.2.4의 납차폐 시료 용기를 제작(두께 : 100 mm, 시료주입 hole
: 12 mm)하였고, 검출기가 고정된 상태에서 액체질소를 자동충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a) 납차폐 시료용기 및 분말 충전튜브

(b) 납차폐 시료용기 정면도

그림 3.9.2.4 핫셀내에서 OREOX 분말 및 소결체내 감마핵종 측정을 위한
납차폐 시료용기
납차폐 시료 용기의 성능 테스트를 위하여 out-cell에서 Cs-137 용액(1.2 ㎖,
Well-type HPGE 검출기 측정결과 : 약 1,500 CPM)의 방사능을 측정하였으며
이를 그림 3.9.2.5에 나타내었다. 먼저 용액이 함유된 유리 용기를 납차폐 시료
용기에 넣고 레이저 포인트 부분에 용액이 위치하도록 하여 15cm 거리에서 10
회 반복 측정한 결과 평균 870 CPM이었으며 동일한 거리에서 유리용기가 외
부에 노출된 경우는 평균 550 CPM이었다. 따라서 시료가 어느 정도 떨어진 상
태에서 핵종 방사능을 측정할 경우 이상과 같이 납차폐 시료 용기를 사용하면
측정효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핫셀 내부로 이동하여 공정 조건
별로 제조된 OREOXed 분말, 소결체의 핵종 변화를 측정하였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식 재가공 공정별로 제조된 측정 대상 핵물
질은 분말 또는 펠렛형태(소결체)로서 기하학적 형태가 서로 달라 대상 감마핵
종 측정시 시료의 형태에 따라 상대적 측정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측정 대상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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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의 정확한 위치를 항상 동일하게 설정하였다[3.9.2.2]. 아울러 핵물질 시료
의 기하학적 형태가 달라지므로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시료 밀도 변화에 따른
주요 감마핵종의 count수 변화를 측정하였다. 그림 3.9.2.6은 G23-C13A 사용후
핵연료 산화분말(밀도 : 0.6 g/cc), 압분체(5.6 g/cc), 사용후핵연료(10.5 g/cc)
세 종류에 대한 밀도변화에 따른 Cs 핵종의 count수 변화를 도식한 결과이며,
아울러 동일 시료에 대하여 시료의 측정 위치 변화에 따른 count수 변화를 측
정하였으며 이를 그림 3.9.2.7에 도식하였고, off-line 분석시 이러한 인자들을
측정값에 반영하였다.

(A) 용기외부

(B) 용기 내부
그림 3.9.2.5 Cs-137 용액 이용한 납차폐 시료용기 성능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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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2.6 시료 밀도변화에 따른 감마핵종 측정 count수 변화

1,400

Cs-137
다항식 (Cs-13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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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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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S= -0.0039x(D)3 + 0.5296x(D)2 - 7.7011x(D) + 45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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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2.7 시료 측정위치 변화에 따른 Cs-137 핵종 count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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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종방출 동적거동 평가를 위한 On-line 분석시스템
본 시험에서는 국내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핵연료 원격 제조시 공정조건에
14
따른 핵분열기체(Kr-85, C-14( CO2 형태), I-129, 기체상 트리튬)의 방출 거동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후핵연료 분말화 공정인 1차 산화 및 OREOX공
정에서 방출되는 핵분열기체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제작․설치하
였으며, 아울러 기존의 OREOX 공정조건 범위내의 온도 및 분위기에서 방출되
는 핵분열 기체의 방출거동 특성 및 소량의 사용후핵연료 시편(분말, 조각형
태)를 핫셀내에 설치된 tube furnace에 주입하고 다양한 시험조건에서 핵분열
기체의 방출거동 특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측정 시스템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그림 3.9.2.8에 도식화하였다. OREOX 공정 또는 tube furnace로부터 방출되는
배기체내 준휘발성 핵종은 배기체 처리장치에 의하여 제거되고 휘발성 핵분열
기체는 fission gas monitoring systemso로 유입된후 각 세부 장치에서 시간에
따른 방출거동을 측정하고 다시 핫셀내로 재유입된다.

그림 3.9.2.8 핫셀내 핵분열생성물 방출거동 시험 장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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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2.9는 OREOX로 또는 tube furnace로부터 방출된 배기체내 핵분열
기체의 동적 방출거동을 평가하기 위한 기체 포집 또는 연속측정 개념도이다.

그림 3.9.2.9 글로브박스내 핵분열기체 방출거동 시험용 세부장치

OREOX장치로부터 글로브박스내로 유입되는 배기체는 OREOX장치와 연결
된 배기체 처리장치를 통과시키지 않고 측정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글로브
박스내에 설치된 각 장치의 특성을 보면, 먼저 방출 가능한 Cs이 응축되도록
배기체는 냉각코일을 통과한 후 HTO 형태의 트리튬을 제거하기 위한 실리카
겔 충진 컬럼, 요오드를 제거하기 위한 활성탄을 통과하고 C-14 흡수용액과
Kr-85 측장치로 나누어져 유입된다. C-14 핵분열기체 농도는 1.5M NaOH 용액
(2단, 각각 200ml)에 흡수시킨 후 LSC 분석을 통하여 구하였으며 유입유량은
0.5 ～1 L/min범위로 하였다. 기체 시료의 채취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모든 측정 장비 및 라인은 글로브박스에 위치시키고 박스 내부는 부압을
유지시켜 핫셀 내부로 기체가 유입되도록 하였으며, Kr-85 기체 방사능은
High Resolution Gas Monitoring 장비(RGM-02HR, RADOS)를 이용하여 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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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로 측정하도록 구성하였다. 글로브박스내에는 핫셀 내부로부터의 기체라인,
밸브, 응축기, 질량 유량계, 스테인레스 스틸 Marinelli vessel, 검출기, 제어/데
이터 송수신 시스템과 interface 케이블 등이 있으며, 상부에는 부압측정용 압
력게이지(최대 : - 100mmaq. 측정 가능)를 설치하였다. 글로브박스내 Kr-85
측정을 위한 기체 라인은 핫셀내 배기체 라인으로부터 글로브박스내 Kr-85 측
정 시스템과의 연결하고 기체는 vessel (316 cc)을 통과한 후 C-14 흡수용액으
로부터 방출되는 기체와 혼합되어 다시 핫셀 내부의 환기 계통으로 유입된다.
상단 터보관과 글로브박스는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고, 파이프내에 모든 기체
라인이 들어 있어 외부로 기체는 누설되지 않는다. 핫셀 환기계통 가동시 글로
브박스내 부압 정도는 약 40 mmaq.로서 글로브박스내의 기체라인에서 누설이
일어나더라도 모든 기체는 핫셀 내부로 흡입된다. 따라서 시험과정에서 안전성
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9.2.10은 핵분열기체 측정용 글로브박스 설치 사진으로서 그림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왼쪽 상단 터보관과 글로브박스는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고, 파이
프내에 모든 기체 라인이 들어 있어 외부로 기체는 누설되지 않는다.

그림 3.9.2.10 글로브박스-터보관 연결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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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2.11은 핫셀 환기계통 가동시 글로브박스내 부압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데 약 40 mmaq.의 부압이 걸려 글로브박스내의 기체라인에서 누설이 일
어나더라도 모든 기체는 핫셀 내부로 흡입된다. 따라서 시험과정에서 안전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9.2.12는 Kr-85의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를 관
찰할 수 있는 모니터 및 농도 측정시스템이다.

그림 3.9.2.11 글로브박스내 부압정도

그림 3.9.2.12 Kr-85측정을 위한 제어 시스템

Kr-85 방출 거동 특성 시험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Kr-85 방출 허용농도 관
점과 Kr-85 방출에 따른 환경영향 및 하나로 운영 영향 관점에서 분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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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먼저 Kr-85 공기중 허용농도 관점에 의한 분석결과를 보면, 일반인(Stack
방출허용농도)에 대한 Kr-85 방출 허용농도는 3×10-7 μCi/cc(104 Bq/m3), 작
-5

업종사자는 10

μCi/cc(3 ×105 Bq/m3)이다. 년간 사용후핵연료 취급량을 10

kg/yr으로 가정할 경우 년간 Kr-85 방출량은 약 40 Ci로서 하나로 운전 SAR
에 제시된 473 Ci Kr-85/yr와 비교하여 보면, 총 방출량은 년간 Kr-85 허용 방
출량의 약 8.5 %로서 규제 조건을 만족할 것이다. 연구소내 환경영향평가팀에
서 수행한 Kr-85 방출에 따른 하나로 운영에 미치는 영향 계산 결과를 보면
(근거: 2001년도 기준, 방출량 : Kr-85

40 Ci/년, 과기부 고시 설계 기준치

(고시 2002-1호와 비교), 표 3.9.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년간 Kr-85 방출량 40
Ci/년 기준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2.2 Kr-85 방출에 따른 하나로 운영에 미치는 영향

항목
공기중 베타 흡수선량
(mGy/yr)
공기중 감마 흡수선량
(mGy/yr)
유효선량 (mSv/yr)
피부등가선량
(mSv/yr)
장기등가선량
(mSv/yr)

기준
치

2001년
하나로
실적치

Kr-85
영향

실적치
대비
(%)

합계

0.2

1.86E-2

2.39E-3

12.8

0.021

0.1

5.28E-2

2.11E-5

0.04

0.053

0.05

2.86E-2

2.41E-5

0.08

0.029

0.15

5.87E-2

1.91E-3

3.25

0.061

0.15

2.40E-3

-

-

2.40E-3

그림 3.9.2.13～14는 글로브박스내 최종적으로 설치된 핵분열기체 방출거동 시
험장치 내부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동 튜브는 얼음물에 담그고 글
로브박스내 장치에 유입가능한 세슘 핵종을 응축시키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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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2.13 핵분열기체 방출거동 시험장치 내부 사진

그림 3.9.2.14 핵분열기체 방출거동 시험장치 외부 사진

(3) 핵종 방출 동적거동 평가를 위한 On-line 분석 : Tube furnace 장치
Tube

furnace

장비는

2000년도

핫셀내에

이미

설치한

상태이며(그림

3.9.2.15 참조), 주요 장치로서 핵연료를 가열하는 tube furnace, 기체 공급라인,
배기체내 부유물질 포집장치(HEPA 필터, Balston 필터), Bubbler로 구성되어
있다. Bubbler를 통과한 배기체는 OREOX 공정과 마찬가지로 글로브박스내로
통과되면서 핵분열기체 방출거동을 분석할 수 있으며, 아울러 핵연료로부터 방
출되는 방사능 양을 측정하기 위한 감마 스펙트로미터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어
동시에 실시간으로 핵종의 누출율을 측정할 수 있다. 감마스펙트로미터와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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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nace내 시료 위치는 측정값에 큰 영향을 주므로 항상 furnace내 시료 위치
는 일정하여야 하므로 알루미나 튜브를 이용한 sample boat를 그림 3.9.2.16과
같이 제작하여 실험시 시료 위치를 항상 일정하게 하였으며 핵종 방출과 동시
에 감마스펙트로미터를 이용하여 실시간 감마핵종 count수를 측정하였다.
분말, fragment 형태의 사용후 핵연료 물질을 이용한 핵분열생성물 방출거
동 시험은 대부분 OREOX 공정조건에서 수행되므로 세슘 방출에 의한 라인
오염문제는 없지만 1,000℃이상 온도 조건에서는 세슘이 방출되므로 이를 제거
하기 위하여 세슘 포집 바스켓을 제작(고방사성 폐기물 관리 분야 협조)하고
기체 출구로부터 약 20cm 전방에 위치하도록(1,650℃ 운전시 포집제 온도 50
0～ 1,000℃ 예상) 알루미나 튜브내에 바스켓을 투입하여 방출되는 세슘을 제
거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3.9.2.15 핫셀에 설치된 핵종 누출시험용 furnace 및 포집장치

그림 3.9.2.16 Tube furnace내 핵연료 시료장전용 알루미나 b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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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용후핵연료 이용 OREOX공정중 핵분열기체 방출거동 분석
OREOX 공정 및 tube furnace를 이용한 핵분열기체 방출 거동 실험을 수행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핵연료 특성 및 주요 공정조건을 표 3.9.2.3에 정리하였
으며 일차 산화 및 OREOX 공정조건은 제 3장 1절에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아
울러 핵연료 연소도별로 각 공정으로부터 방출되는 Kr-85 동적거동을 분석한
후 ORIGEN코드로부터 계산한 Kr-85 inventory를 기준으로 하여 각 공정별
Kr-85 방출율을 아래 식으로부터 구하였고 실험 결과들을 표 3.9.2.3에 종합․정
리하였으며, 측정 시간은 5분으로 일정하게 하였다.

Kr - 85 방출율 ( %) =

CPS×Factor( Bq/m 3/CPS)×Gas flow( m 3/ min )×Measuring time( min )
Total Inventory of Kr - 85 Calculated by ORIGEN - code

표 3.9.2.3 OREOX 공정조건에서 Kr-85 방출거동 실험 조건 및 주요 결과
실험
핵연료명
No.
1
2

G23-5B

연소도 초기
(MWd 무게
(g)
/tU)
27,300 500.2

G23-K10A 35,000 308.34

공정
조건

실험
장치

일차산화,
OREOX
일차산화,
OREOX

OREOX
로
OREOX
로
OREOX
로
OREOX
로
OREOX
로

3

K23-M03

65,000 72.68

일차산화

4

K23-M03

65,000 302.17

일차산화,
OREOX

5

K23-M03

65,000 302.29

일차산화

6

K23-M03

65,000

7

K23-M03

65,000

환원후
Tube로
산화(700℃)
환원(1,000℃
Tube로
9.96
)
9.96

공정별 Kr-85 방출율 (%)
Fractional release %
Oxidation OREOX Total
7.7

67.8

76

6.7

83.5

90

17.6

-

-

11.1

54.5

66

11.6

-

-

61.7

7.4

69

10

핵연료 연소도별 OREOX 공정 및 tube furnace 이용 공정으로부터 산화 및
OREOX 공정조건으로부터 Kr-85 핵분열기체 방출 거동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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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2.17은 K23-M03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산화공정시 각 배취별
(표 3.9.2.3의 실험 No. 2, 4, 5)로 시간에 따른 Kr-85 방출에 의한 count수 변
화를

도식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Kr-85가 방출되기 시작하는

온도는 350℃로서 방출이 시작된 후 500℃에 도달하였을 때 최대점을 보이고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4시간동안 Kr-85의 검출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각 배
취별 Kr-85 방출거동은 매우 재현성이 있게 나타났으며, 시료의 분말화가 본격
적으로 이루어지는 약 400℃부근에서 분말의 비표면적 증가로 인하여 방출속도
가 급격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9.2.17 산화공정(500℃, 7시간)에서 시간에 따른 Kr-85 방출에 의한
count수 변화(K23-M03 핵연료 이용)

그림 3.9.2.18～19는 1차 산화공정(500℃)에서 사용후핵연료 연소도에 따른
Kr-85 방출거동을 비교한 결과로서 시간에 따른 방출된 Kr-85 핵분열기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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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수 변화와 이를 바탕으로 구한 시간에 따른 핵연료별 Kr-85 방출율을 도
식한 결과이다. 1차 산화과정중 Kr-85 핵분열기체의 방출거동은 핵연료 연소도
별로 약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먼저 방출 시작온도는 고연소도 핵연
료의 경우 약 350℃에서 Kr-85가 방출되기 시작하지만 연소도가 낮아질 경우
여 방출 시작 온도는 약간 상승하여 약 400～450℃ 구간에서 방출이 시작되었
다. 아울러 연소도가 낮을 경우에는 온도가 500℃에 도달후 약 2시간동안 핵연
료 외부 표면으로부터 방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고연소도 핵연료의 경우에
는 총 4시간 정도 방출이 계속 진행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연소도별 Kr-85의
inventory 차이 뿐만 아니라 핵연료내에서 핵분열기체의 방출 메커니즘이 약간
상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고연소도 핵연료의 경우 핵분열기체의 입계
(grain-boundary로의 이동성이 다소 높아 쉽게 방출이 일어나며 아울러 방출율
은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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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23-M03
: G23-K10A
: G23-5B
Temp.(Furnace)

80

6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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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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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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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2.18 500℃ 산화공정에서 핵연료 연소도별 시간에 따른 Kr-85 핵분열
기체 방출거동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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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2.19 500℃ 산화공정에서 핵연료 연소도별 시간에 따른 Kr-85
핵분열기체 방출율 비교
그림 3.9.2.19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연소도 27,000 ～ 35,000 MWd/tU 범위의
사용후핵연료의 500℃, 7시간의 산화공정에서 Kr-85 방출율은 6 ～8%이지만
고연소도 핵연료(K23-M03, 65,000 MWd/tU)의 경우는 12 ～ 17%로서 높게
나타났는 데, 이러한 방출 거동 특성 차이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원자로에서 핵연료 조사중 생성된 핵분열기체는 UO2 matrix로부터 입계로
확산되어

이동(grain-boundary

inventory),

matrix

내에

존재(Inter-grain

inventory), 입계로 이동한 기체 bubble의 확산에 의한 핵연료-피복관 gap으로
이동(Gap inventory)하여 분포되는 특성을 가질 수 있다[3.9.2.3 ～ 3.9.2.5].
Gap에 분포한 핵분열기체는 DFDF로 사용후핵연료 rod-cut 이송전에 조사후시
험시설에서 핵연료봉 절단시 대부분 방출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산화과정
에서는 grain- boundary에 분포된 기체 bubble 또는 inter-grain, intra-grain에
존재하는 핵분열기체가 방출될 것으로 여겨지며, 사용후핵물질의 산화후 분말
입자크기는 8～ 12 ㎛정도가 되므로 산화과정에서는 주로 grain-boundary에 분
포된 핵분열기체(Kr-85 포함)가 대부분 방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차 산화후 OREOX 공정으로부터 Kr-85 핵분열기체의 동적 방출거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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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종류별로 평가하였다. 그림 3.9.2.20은 일차 산화된 연소도가 다른 여러
종류의 산화분말을 이용하여 3 cycle OREOX 공정으로부터 시간에 따른
Kr-85 방출에 의한 count수 변화를 도식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방출거동을
분석하면, 1차 산화과정인 500℃에서 Kr-85가 방출되었기 때문에 OREOX 공
정중 첫 번째 산화과정에서 방출되지 않고 1-cycle 산화 과정에서는 기체 방출
이 이루어지지 않고 1-cycle 환원 단계로의 승온과정인 약 550℃부터 다시 방
출이 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 Kr-85 핵분열기체는 핵연료내 입계로부터 확
산에 의하여 방출거동이 지배를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K23-M03 고연소도
핵연료의 경우 연소도가 낮은 G23-K10A, 5B 핵연료와 다르게 Kr-85는
2nd-cycle OREOX공정에서도 방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는 바, 이는 사용후핵연
료내 total inventory의 차이에 의하여 기인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의 시간에
따른 Kr-85 방출량을 기준으로 total inventory값을 사용하여 시간에 따른
Kr-85 방출율을 구하였으며, 이를 그림 3.9.2.21에 도식하였고 실험 종류별
Kr-85 방출율 값은 표 3.9.2.3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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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2.20 OREOX공정에서 핵연료 연소도별 시간에 따른 Kr-85 핵분열
기체 방출에 의한 count 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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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2.21 OREOX공정에서 핵연료 연소도별 시간에 따른 Kr-85 핵분열기체
방출율 비교
이상과 같이 일차 산화된 분말을 이용하여 OREOX 처리할 경우 OREOX
첫 번째 단계인 산화공정에서 Kr-85 핵분열 기체의 방출은 나타나지 않았고
700℃로의 승온과정인 환원분위기에서 방출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동으로
부터 OREOX 공정으로부터 핵분열기체의 방출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이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방출 거동에 가장 지배적인 메커니즘은 온도 상승에 의한
단순 thermal diffusion에 의한 핵분열기체의 확산을 들 수 있고, 또 다른 방출
구동력(driving force)은 산화분말의 환원에 의한 U 원자 vacancy 생성으로 인
하여 산소 원자의 확산에 의한 U 원자 이동성이 증대되고 이에 따른
inter-grain 또는 intra-grain에 위치한 핵분열기체의 원자 확산성이 증가하여
방출량이 증가한다는 메커니즘으로 해석할 수 있다[3.9.2.3].
이상의 산화․환원분위기에 따른 핵분열기체 방출거동을 비교 평가하기 위하
여 표 3.9.2.3의 실험 No 6,7에 제시된 조건에서 tube furnace를 이용한 핵분열
기체 방출 거동 실험을 수행하였다. K23-M03 고연소도 핵연료를 이용하여
700℃ 환원분위기에서 2시간 환원실험을 수행한 후 산화분위기로 기체 종류를
바꾸어 동일 온도에서 2시간동안 산화시 Kr-85 방출거동을 평가하였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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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22에 시간에 따른 Kr-85 count수 변화를 기체 분위기별로 도식한 결과이
며, 그림 3.9.2.23은 시간에 따른 count수 변화결과를 바탕으로 시간에 따른 방
출율 변화를 도식하였다. 아울러 K23-M03 고연소도 핵연료 이용 1,000℃ 환원
분위기에서 2시간 환원실험한 경우와 700℃ 환원분위기에서 2시간동안 환원한
경우의 Kr-85 방출거동을 상호 비교하였으며, 시간에 따른 Kr-85 방출율을 그
림 3.9.2.24에 나타내었다. 먼저 700℃ 환원 분위기에서 Kr-85 방출율은 약 7%
로서 매우 낮게 나타났고 방출이 시작되는 온도는 500℃이상이었으며, 환원된
핵물질을 이용하여 동일 온도로 승온하면서 산화시킬 경우는 약 350℃에서 방
출이 시작되어 약 450℃에서 방출이 최대 피크를 보인 후 약간 감소하다가 온
도가 500℃이상으로 상승하면 다시 방출율이 증가하는 거동을 보였으며 최종
방출율은 약 62%로 나타났다. 그림 3.9.2.24의 1,000℃ 환원분위기에서 Kr-85
방출율은 700℃에서 보다 약간 증가하여 최종 방출율은 약 10%를 보여주었다.
이상과 같이 환원분위기에서 온도를 상승시키는 것 보다 산화에 의한 분말화로
비표면적을 증대시키는 것이 핵분열기체의 방출율이 더 증가함을 알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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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2.22 700℃ 환원후 산화공정에서 시간에 따른 Kr-85 count수 변화
(K23-M03 : 9.96 g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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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2.23 700℃ 환원후 산화공정에서 시간에 따른 Kr-85 방출율 비교
(K23-M03 : 9.96 g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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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2.24 1,000℃ 환원 및 700℃ 산화공정에서 시간에 따른 Kr-85 방출율
상호 비교(K23-M03 : 8.1 g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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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종합 정리하면, 건식 재가공공정의 핵심기술인 3 cycle
OREOX 공정에서 핵분열기체중 Kr-85는 연소도 35,000 MWd/tU 핵연료를 사
용할 경우 거의 전량 방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연소도가 높은 K23-M03 핵
연료는 핵연료봉 절단시 gap으로부터 방출된 양을 고려하면 90% 이상 방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적으로 K23-M03 고연소도 핵연료의 경우 조사중 핵연료
-피복관 gap으로 방출율이 약 10～15% 정도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9.2.25는 K23-M03 사용후핵연료 일차 산화분말의 OREOX 처리과정
에서 시간에 따른 C-14(14CO2)의 방출거동을 측정한 결과로서 1.5M NaOH 용
액에 흡수시킨 후 LSC 분석을 통하여 구하였고 시간에 따른 용액의 농도 변화
로서 누적량을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cycle 산화과정에서는
거의 방출이 되지 않았지만 환원과정인 700℃에 도달한 후 방출되기 시작하여
2nd-cycle OREOX 과정이후 거의 방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500℃ 산화분위기에서 주로 수행하는 voloxidation 공정조건에서 사용후핵연
료로부터 핵분열기체중 트리튬 방출율은 100%인 반면 C-14은 약 20% 방출된
다[3.9.2.6～8]. 지금까지 수행된 사용후핵연료 voloxidation 공정 실험결과로부
터 핵분열기체 종류별 방출율을 정리하면 표 3.9.2.4와 같다.

그림 3.9.2.25 OREOX공정에서 K23-M03 핵연료로부터 C-14 핵분열기체
방출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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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2.4 사용후핵연료 voloxidation(500℃, 5시간)공정에서
핵분열기체 방출율 비교
실험기관
Savannah
River Lab
JAERI

사용후
핵연료
MOX
PWR
MOX

연소도
(MWd/tU)
25,000
～40,000
28,000
50,000

핵분열기체 방출율(%)
I-129
C-14
Kr-85

온도
( ℃)

H-3

500

>99.9

8

39

10

500
700

>99.8
90

<8
68

17～22
25

7～17
7

본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후핵연료 분말화 공정에서 핵분열기체를 전량 방출
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700℃에서 운전하여야 함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
었다.
다.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원격 제조 공정으로부터 핵종 방출특성 평가
기존에 수행한 OREOX 및 소결공정으로부터 제조된 분말 및 소결체내의 감
마핵종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고온공정인 OREOX 및 소결공정으로부터 주요
핵종(Cs, Ru, Eu 등)의 방출거동을 공정 후처리 장치인 배기체 처리장치의 각
단위공정에 포집된 감마핵종 분포 특성을 측정함으로서 주요 핵종의 화학적 및
이동 거동 특성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산화(450℃)/환원(700℃) 분위기인 OREOX공정으로부터 방출되어 배
기체 처리장치에 포집된 주요 감마 핵종(Cs-134 & 137, Ru-103, Sb-125,
Eu-154 & 145, Zr-95)의 분포를 핫셀내에 설치된 감마핵종 분석 시스템
(Collimator 크기 : 3.2 mm)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방출된 핵종 포집장치 설
치 순서는 입자제거용 금속필터-요오드 포집층-트리튬제거용 MS 5A층-HEPA
필터-용액 Bubbler- 핵분열기체 측정용 글로브박스(수분 trap후 Kr-85 측정 챔
버)로 되어있다. 지금까지 OREOX공정을 이용하여 처리한 사용후핵연료 총량
(UO2 기준)은 G23-5B(평균 연소도 27.3 GWD/ MTU) 10 kg, C13A(27
GWD/MTU) 3 kg, G2(35 GWD/MTU) 3 kg, L2A(39.6 GWD /MTU) 2 kg
이었다. 각 포집장치별로 감마핵종 분포를 측정한 결과, OREOX 공정으로부터
세슘을 제외한 나머지 감마핵종은 방출되지 않았으며 각 장치에서 길이 방향으
로의 세슘 핵종 분포특성을 종합한 결과를 표 3.9.2.5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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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소결공정으로부터 방출된 핵분열생성물중 주요 감마핵종의 방출 및
이동 거동을 핵종 포집시스템의 각 단위장치내 핵종 분포특성을 측정하여 분석
하였다. 설치된 핵종 포집시스템 순서는 세슘 포집장치-냉각탑-요오드 포집장
치-열구배관(TGT)- HEPA 필터-용액 Bubbler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슘 및 요
오드 포집을 위한 흡착필터를 새롭게 교체하였다. 소결공정 방출거동 분석에
사용된 사용후핵연료 양(UO2 기준)은 G23-5B 최종 압분체 1 kg이었으며, 핵
종 포집 각 단위장치에 포집된 세슘 핵종의 분포도를 표 3.9.2.6에 정리하였다.
표에서 Bubbler 용액내 세슘 측정값은 사용후핵연료 18kg을 사용한 소결공정
으로부터 방출된 누적량을 나타낸다.

표 3.9.2.5 OREOX공정 방출된 Cs-137 핵종의 각 포집장치내 분포특성
요오드 포집층
(장치 높이 : 210mm)
바닥 거리
CPS
10mm
559
20mm
530
30mm
186
55mm
14
80mm
7.5
140mm
8

MS 5A 층
(장치높이 : 210mm)
바닥거리
CPS
15mm
143
30mm
141
60mm
102
100mm
5

Bubbler 용액
(2 ml)
CPS

1.49

표 3.9.2.6 소결공정으로부터 방출된 세슘 핵종의 각 포집장치내 분포특성
(단위 : CPS)
Cs 포집층(Fly-ash필터)
요오드 포집층(AgX)
Bubbler 용액*
(장치 높이 : 130mm)
(장치높이 : 130mm)
(2 ml)
바닥
Cs-137 Cs-134 바닥거리 Cs-137 Cs-134 Cs-137 Cs-134
거리
10mm
4591
49
10mm
0.06
0.01
30mm
1630
15
30mm
0.03
0.01
50mm
1904
19
50mm
0.03
0
0.38
0
65mm
1390
13
80mm
0.01
0
80mm
390
4
120mm
0
0
120mm
105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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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2.5～6의 Bubbler에 포집된 세슘 핵종의 count수를 비교하여 볼 경우
소결공정에서는

대부분의

세슘이

방출되지만

Bubbler용액내의

세슘

양은

OREOX공정에서 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소결공정의 환원분위기에서 최
종 압분체(UO2)의 소결시 세슘은 입자상으로 방출되지만, OREOX공정의 경우
세슘 방출량은 적지만 주로 증기상 형태로 방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
지의 연구결과로 보면, 입자상 세슘보다도 증기상 세슘(Cs(OH))의 이동거리가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핫셀에서 감마핵종 측정시
스템의 절대 측정효율(현재 절대측정효율은 10-6～10-5 % 범위로 예상됨)을 얻
어낼 경우 세슘의 방출량을 정확히 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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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종 거동 및 제조된 핵연료의 화학적 특성 분석
가. 주요 핵분열생성물의 화학적 특성
사용후핵연료내 핵분열생성물의 화학적 특성은 고온에서 핵종 방출특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경수로 핵연료로부터 연소중 발생되는 핵분열생성물의 화
학적 형태(금속 혹은 산화물)는 핵연료의 산소 포텐샬(potential)로부터 개략적
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3.9.3.1], 핵분열생성물 방출 거동 특성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주요 핵분열 생성물의 핵연료 내에서 연소중 거동 및 산화/
환원 조건에 따른 화학적/열역학적

특성 변화를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한 원소의 금속/산화물 평형 산소 포텐샬(또는 분압)이 핵연료의 산소 포텐
샬보다 클 경우에는 해당 원소는 금속으로 존재하고 원소의 평형 산소 포텐샬
이 핵연료 산소 포텐샬보다 작을 경우에는 산화물로 존재하게 된다[3.9.3.2]. 주
요 핵분열생성물의 Ellingham 도표를 참고하면(그림 3.9.3.1 참조), 핵연료의 산
소 포텐샬보다 높은 부분에 존재하는 원소들 즉 Ag, Pd, Rh 등은 금속으로 존
재하고 평형 산소 포텐샬 값이 낮은 곳에 존재하는 Zr, Ce, Ba, Sr 등은 산화
물로 존재한다. 또한 고온조건에서 사용후핵연료로부터 핵분열생성물 방출 특
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온도이며, 그 이외 핵연료 산화/환원 분위
기, 연소도, 전처리 조건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온도 및 기체 분위기에 따른
핵분열 생성물의 평형 증기압과 같은 열역학적 특성은 핵분열 생성물의 방출
특성을 분석하는 데 기본 자료가 될 것이다.

(1) 핵분열기체 (Kr, Xe)
주로

불활성기체로서

핵연료내에

고용되지

못한

상태로

핵연료

모체

(matrix)내에 분포하게 되며, 연소도에 따라 핵분열기체 생성량이 증가하게 되
면 핵분열 파편의 이동 궤적 및 전위주위를 따라 발생된 결정 내부 기포 및 결
정립계에 주로 분포하는 기포가 형성되고 이러한 기포들은 핵연료에서 방출되
어 핵연료와 피복관 사이 및 plenum에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핵분열기
체의 방출 특성은 주로 온도에 의존하게 되며, 연소도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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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기공도가 낮을수록 방출량은 증가하게 된다. 핵연료 모체로부터 핵분열기체
의 방출량은 산화/환원 분위기보다는 기체 확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온도
에 주로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9.3.1 Ellingham diagram for fission products and UO2 fuel

(2) 휘발성 핵분열생성물 (I, Br)
요오드(I)는 반응성이 큰 세슘(Cs)와 반응하여 CsI 형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요오드 방출 특성에 대해서는 여러 모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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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되고 있다. 각국의 연구동향에서 언급하겠지만 요오드는 주로 CsI 형태가
주를 이루고 원소 요오드 형태도 존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3) 준휘발성 및 반응성 핵분열생성물 (Cs, Rb)
알칼리 금속으로서 핵연료의 팽윤(sewlling)과 피복관 내부 부식을 가속화시
킬 가능성이 있어 주요 관심 대상이 되는 원소들이다.
핵연료내 산소대 금속비율(O/M비)이 커질수록 핵연료내에 남아있는 Cs이
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U-Cs-O의 상태도를 보면 매우 복잡한 형태
의 화합물을 취하고 있다. 1,000K에서 U-O-Cs-Mo-I 혼합물의 핵연료의 산소
포텐샬 변화에 따른 평형상태에서의 주요 화합물의 형태를 보면[3.9.3.3], O/M
비에 따른 안정된 고체 화합물 형태는 다르게 나타난다. 낮은 O/M비에서는 Cs
는 Cs, CsUO3.56 형태가 주를 이루며, O/M비가 커지면(2.0047～2.0087) Cs2UO4
및 Cs2MoO4가 안정된 형태가 되고, 높은 O/M비(2.0101～2.0130)에서는 CsI와
Cs2MoO4가 주된 화합물이 된다. 준휘발성 기체 화합물의 형태를 보면, 낮은
O/M비에서는 Cs 또는 Cs2O 형태로 존재하지만 O/M비가 높아질수록 CsI가 안
정한 화합물 형태가 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Cs은 핵연료의 저온 부위에 주로
분포하는 데 이는 낮은 O/M비에서 발생한 Cs 또는 Cs2O가 저온 부위로 이동
하기 때문으로 여겨지며, 연소도의 증가에 따라 증가된 O/M비에서는 발생된
MoO3 기체에 의해 Cs2MoO4가 형성되는 데 이 화합물은 피복관 안벽에서 자주
관찰된다.
Cs는 공기중 산화분위기에서 제거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열역학적으로
기화성 산화물은 존재하지 않으며 산화시 대부분 증기압이 높지 않은 CsO2 형
태로 존재하지만 환원분위기에서는 비등점이 948K이고 증기압이 매우 높은 Cs
금속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Rb는 산화과정에서 변화되는 양에 대해서 잘 알려
져 있지 않고 기화성 산화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환원분위기에서 Cs과
마찬가지로 금속 형태로 존재하고 비등점이 970K이고 높은 증기압을 가지며
기체 수화물 형태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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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융점 금속 석출물 형태 핵분열생성물 (Mo, Tc, Ru, Rh, Pd)
하얀색의 석출물로서 주로 5 가지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핵연료의 산소
포텐샬에 따라 석출물 속의 각 원소의 농도는 변화한다. 핵연료의 산소 포텐샬
이 증가하면 석출물중 특히 Mo의 양이 점차 감소하며, 핵연료의 저온 부위에
서 석출물의 농도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 이는 Mo와 Ru이 산화됨으
로서 기화되어 저온의 영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Mo은 673K이상의 공기중에서 대부분 기화가 잘 되는 MoO3로 존재하며 환
원 분위기에서는 대부분 금속형태로서 증기압이 매우 낮다. Ru은 고온 공기중
에서 RuO2의 고체 형태로 존재하고 기체상으로 RuO4 형태가 있으며 온도가
증가할수록 기체상에서 RuO3의 존재 비율이 커져 1,273K이상에서는 대부분 기
화물인 RuO3 형태로 존재하고, 환원 분위기에서는 금속형태로 존재하게 되어
증기압이 매우 낮아진다. Rh의 경우 공기중에서 존재 형태는 Rh2O3이며 기체
상으로는 RhO2를 들 수 있다. RhO2의 생성 자유에너지(-210 ～ -250 KJ/mol)
가 Rh2O3의 생성 자유에너지보다 (-80 ～ -110 KJ/mol)보다 작아 열역학적으
로는 기체상 RhO2가 더 안정한 형태일 것으로 추정되나, Rh의 방출은 열역학
적 한계보다도 산소와의 반응 및 기화물의 확산에 따른 동적 특성에 의해 결정
될 것으로 판단된다.

(5) 저융점 금속 석출물 형태 핵분열생성물 (Pd, Ag, Cd, In, Sn, Sb)
Pd은 여러 형태의 핵분열생성물과 반응하여 다양한 형태의 화합물을 형성한
다. 흰색 석출물 내의 Mo-Ru-Rh-Tc-Pd의 비율은 해당 핵분열생성물의 핵분
열 발생 수율(fission yied)와 비례하지 않는 데. 그 주된 이유는 Pd의 증기압
이 높기 때문에 증기압이 높은 다른 저융점 금속들과 혼합물을 이루어 핵연료피복관 틈 또는 핵연료 중앙의 공극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b는 공기중에서 산화될 경우 Sb2O4 형태로 존재하고 기체상은 SbO가 되며
증기압은 매우 낮다. 그러나 환원분위기에서는 금속형태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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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화 석출물 형태 핵분열생성물 (Zr, Ba)
Ba은 핵연료에 거의 용해되지 않고 산화석출물 형태로 존재하며,

이 산화

석출믈은 Ba(Zr, U, Mo)O3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 BaZrO3 형태로 존재한다.
이 혼합물에서 핵연료의 산소 포텐샬이 증가하면 BaMoO3의 양이 점차 증가하
게 된다.

(7) 고용성 원소 형태 핵분열생성물 (Sr, Y, Zr, La, Ce, Pr, Nd, Pm, Sm)
대부분 희토류 원소(Rare Earth Element)들로서, Zr은 PuO2에 완전히 용해
되고 UO2에는 온도에 따라 용해되는 정도가 달라진다. 그 예로서 1,200℃이하
에서는 ZrO2의 용해도는 0.4 at.%이고 1,700℃에서는 50 at.% 이상의 용해도를
갖게 된다. 이들 원소들은 핵연료에 용해되어 핵연료의 산소 포텐샬 값에 변화
를 주며 핵연료 모체의 열전도도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인 선출력(약 70
kw/m)에서는 온도구배에 따른 희토류 원소의 반경방향 분포는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분말 및 제조된 소결체의 화학적 특성
하나로 4차 조사시험용으로 사용된 원격 제조 핵연료의 화학분석을 완료하
였다. 대상 시료는 Batch #7의 OREOXed 분말 및 소결체로서, 사용후핵연료
는 평균 연소도는 27,300 MWD/MTU, 냉각기간 15년(G23-5B)이다.

OREOX

분말 및 제조된 소결체내 Fissile material의 총 농도 및 동위원소별 농도, 핵분
열 생성물, 희토류원소, 백금족 원소 농도를 측정하였다. 표 9-3-1은 OREOXed
분말(UO2) 및 소결체 시료에 대한 화학 분석 결과를 g-IU 기준으로 재계산하
여 ORIGEN 코드 결과와 비교한 것이다. U/Pu 총량 및 동위원소별 측정농도
와 ORIGEN 코드 결과와의 오차는 매우 적었으며, 소결공정후 Cs-134, Cs-137
은 전량 또는 약 99%가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백금족 원소중 Ru,
Te의 소결 전후의 농도가 차이가 나는 것은 핵연료내에 균일하게 분포되지 않
았기 때문이며 아울러 불용성의 화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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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핵연료 연소도별 화학적 특성 비교
평균 연소도 65,000 MWD/MTU, 냉각기간 2.5년인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를 사용하여 원격제조 실험을 수행하였는 바, 표 3.9.3.1～2의 ORIGEN 코드 결
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요오드를 포함한 핵분열기체의 방출량은 기존 사용후핵
연료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악티나이드 원소중 핵분열성물질인 U-235의 경우 고연소도 핵연료는 장시간
연소되었기 때문에 저연소도보다 낮아지게 되지만 Pu-239, 241의 양이 증가하
여 총 양은 표 3.9.3.3에 나타낸 바와 같이 거의 비슷하게 된다.

표 3.9.3.1 G23-5B 핵연료 산화분말 및 소결체 화학분석 결과(g-IU Basis)
O R IG EN Code 결 과

N uclide
U-Content
Pu-C ontent
U -234
U -235
U -236
U -238
Pu-238
Pu-239
Pu-240
Pu-241
Pu-242
Fission Product
C s-134
C s-137
Eu-154
Eu-155
Sb-125
R are Earth Elem ent
Gd
Eu
Sm
Nd
Pr
Ce
La
Y
Zr
Platnium G roup
Rh
Pd
Mo
Ru
Te

Units

B 7-Pow der

B 7-Pellet

U nits

Values

g/g-IU
g/g-IU
g/g-IU
g/g-IU
g/g-IU
g/g-IU
g/g-IU
g/g-IU
g/g-IU
g/g-IU
g/g-IU

0.96974
0.00867
0.00011
0.01048
0.00386
0.95454
0.00027
0.00540
0.00206
0.00055
0.00039

0.96962
0.00876
0.00015
0.01051
0.00386
0.95454
0.00013
0.00554
0.00212
0.00568
0.00041

g/gIU
g/gIU
g/gIU
g/gIU
g/gIU
g/gIU
g/gIU
g/gIU
g/gIU
g/gIU
g/gIU

0 .9 6 3 2 9
0 .0 0 7 6 1
0 .0 0 0 2 2
0 .0 1 0 3 1
0 .0 0 3 6 6
0 .9 4 9 1 0
0 .0 0 0 0 9
0 .0 0 4 9 7
0 .0 0 1 7 5
0 .0 0 0 5 0
0 .0 0 0 3 0

MBq/g-IU
MBq/g-IU
MBq/g-IU
MBq/g-IU
MBq/g-IU

2.257E+01
2.275E+03
6.412E+01
1.352E+01
5.455E+00

<N.D .
2.112E+01
6.296E+01
1.333E+01
1.325E+00

MBq/g-IU
MBq/g-IU
MBq/g-IU
MBq/g-IU
MBq/g-IU

2 .38 0 E + 0 1
2 .21 6 E + 0 3
6 .66 3 E + 0 1
1 .80 3 E + 0 1
8 .76 9 E + 0 0

g/M TIU (ppm )
g/M TIU (ppm )
g/M TIU (ppm )
g/M TIU (ppm )
g/M TIU (ppm )
g/M TIU (ppm )
g/M TIU (ppm )
g/M TIU (ppm )
g/M TIU (ppm )

89
108
674
3,294
899
1,763
1,069
359
2,996

101
118
742
3,632
992
1,955
1,175
395
3,429

g/M TIU (ppm )
g/M TIU (ppm )
g/M TIU (ppm )
g/M TIU (ppm )
g/M TIU (ppm )
g/M TIU (ppm )
g/M TIU (ppm )
g/M TIU (ppm )
g/M TIU (ppm )

7 3 .7 5
9 9 .8 5
7 2 8 .4 0
3 3 6 1 .0 0
9 3 5 .0 0
1 9 5 3 .0 0
1 0 1 6 .0 0
3 9 5 .5 0
3 1 2 2 .0 0

g/M TIU (ppm )
g/M TIU (ppm )
g/M TIU (ppm )
g/M TIU (ppm )
g/M TIU (ppm )

102
1,040
2,909
217
462

394
1,013
2,447
1,236
N o data

g/M TIU (ppm )
g/M TIU (ppm )
g/M TIU (ppm )
g/M TIU (ppm )
g/M TIU (ppm )

3 8 7 .8 0
1 0 0 8 .0 0
2 7 6 6 .0 0
1 7 4 0 .0 0
3 8 9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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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3.2 연소도별 핵연료내 방출가능 주요 핵종 및 방사능 기여도
주요 고려 대상 핵종
Nuclide

Volatile F/P

Semi-Volatile F/P

Platnium Group

Non-Volatile F/P

Rare Earth F/P

Rare Earth Element

H-3

2.5years-Cooling(65,000 MWD/MTU) 15 years-Cooling(27,300 MWD/MTU)
g/MTHM
Ci/MTHM
g/MTHM
Ci/MTHM

% Cotribution to Total F/P
(%)-65000 (%)-27300

1.28E-01 1.24E+03

2.98E-02

2.88E+02

0.07

0.14

C-14
Kr-85
I-129
I-131
Xe-133
Ru-106
Sb-125
Cs-134
Cs-137
Rh-106
Pd-106
Pd-107

2.36E-01
3.61E+01
3.59E+02
7.92E-34
0.00E+00
6.08E+01
1.50E+01
1.83E+02
2.24E+03
5.71E-05
8.90E+02
5.36E+02

1.05E+00
1.42E+04
6.33E-02
9.82E-29
0.00E+00
2.03E+05
1.55E+04
2.37E+05
1.95E+05
2.03E+05
0.00E+00
2.76E-01

9.99E-02
7.50E+00
1.45E+02
0.00E+00
0.00E+00
3.34E-03
2.29E-01
4.96E-01
6.88E+02
3.14E-09
2.54E+02
1.59E+02

4.45E-01
2.94E+03
2.55E-02
0.00E+00
0.00E+00
1.12E+01
2.37E+02
6.42E+02
5.99E+04
1.12E+01
0.00E+00
8.17E-02

Te-125
Te-125m
Sr-90
Tc-99

2.60E+01
2.60E+01
8.90E+02
1.36E+03

0.00E+00
3.79E+03
1.22E+05
2.31E+01

1.43E+01
3.20E-03
3.35E+02
6.57E+02

0.00E+00
5.77E+01
4.36E+04
1.11E+01

0.00
0.81
0.00
0.00
0.00
11.57
0.88
13.47
11.06
11.57
0.00
0.00
0.00
0.00
0.22
6.91
0.00

0.00
1.38
0.00
0.00
0.00
0.01
0.11
0.30
28.15
0.01
0.00
0.00
0.00
0.00
0.03
20.49
0.01

Ba-137
Ba-137M
Y-90
Zr-93
Zr-95
Ce-144
Pr-144
Sm-147
Sm-151
Eu-153
Eu-154
Eu-155
Gd-153
La
Nd

2.40E+02
3.42E-04
8.19E+02
1.33E+03
4.93E-03
5.53E+01
2.33E-03
1.37E+02
2.50E+01
2.62E+02
8.54E+01
2.95E+01
9.23E-04
2.37E+03
7.89E+03
7.89E+03
6.69E+03
4.72E+03
2.37E+03
2.14E+03
1.51E+03
8.19E+02
3.78E+02
4.37E+02

0.00E+00
1.84E+05
1.22E+05
3.34E+00
1.06E+02
1.76E+05
1.76E+05
3.12E-06
6.57E+02
0.00E+00
2.31E+04
1.37E+04
3.26E+00
1.36E-10
3.40E-09
3.40E-09
1.09E+02
1.76E+05
1.36E-10
1.79E+05
6.57E+02
1.22E+05
3.68E+04
3.26E+00

3.28E+02
1.05E-04
8.40E-02
6.12E+02
2.19E-21
3.73E-04
1.58E-08
2.03E+02
1.14E+01

0.00E+00
6.82E+04
4.36E+04
1.54E+00
1.72E-20
1.19E+00
1.19E+00
4.61E-06
3.01E+02

6.64E+00
1.05E+00
3.79E-10
1.02E+03
3.36E+03
3.36E+03
3.12E+03
1.95E+03
1.02E+03
9.35E+02
7.28E+02
3.96E+02
9.99E+01
7.38E+01

1.79E+03
4.87E+02
1.34E-06
1.04E-10
1.25E-09
1.25E-09
1.54E+00
1.19E+00
1.04E-10
1.21E+00
3.01E+02
4.36E+04
2.28E+03
1.34E-06

0.00
10.46
6.91
0.00
0.01
10.03
10.03
0.00
0.04
0.00
1.31
0.78
0.00
0.00
0.00
0.00
0.01
10.03
0.00
10.15
0.04
6.91
2.09
0.00

0.00
32.05
20.49
0.00
0.00
0.00
0.00
0.00
0.14
0.00
0.84
0.2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14
20.49
1.07
0.00

2.81E+04

2.13E+05

Nd
Zr
Ce
La
Pr
Sm
Y
Eu
Gd
Total F/P

6.83E+04 1.76E+06

Gamma

Gamma
Gamma
Gamma
Gamma

Gamma
Gamma

Gamma
Gamma
Gamma
Ga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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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ma

Gamma
Gamma
Gamma
Gamma

Gamma
Gamma

Gamma
Gamma
Gamma
Gamma

표 3.9.3.3 핵연료 연소도별 악티나이드 원소 주요 특성 비교
동위원소(%)

27,300 MWD/tU

65,000 MWD/tU

1.06 %
0.51 %
0.06 %

0.32 %
0.84 %
0.16 %

U-235/Total (U+Pu)
Pu-239/Total (U+Pu)
Pu-241/Total (U+Pu)

표 3.9.3.4는 건식 재가공 공정에서 핵분열생성물 거동과 관련되어 고려되고
있는 주요 핵분열생성물의 연소도 변화에 따른 특성을 정리한 결과이다.

표 3.9.3.4 핵연료 연소도별 주요 고려대상 핵분열생성물 특성 비교
주요 고려 대상
27,300 MWD/tU
핵분열생성물
Fission Gas •I-131 없음
3
(H-3, C-14, •총 방사능 : 3.1×10
Ci/MTHM
Kr-85, I-129,
131, Xe-133)
Semi-volatile
•거의 없음
F/P
○ Ru-106

○ Cs element
- 총 방사능

65,000 MWD/tU
• I-131 미량 함유
4
•총 방사능 : 1.5×10
Ci/MTHM

비 교
고연소도시
약 5배
증가

•Ru-106 방사능 약 104
배 증가

•6.05 ×104 Ci/MTHM • 4.32×105 Ci/MTHM
(Cs-137 방사능이 Cs- (Cs-134와 Cs-137의 고연소도시
약 7배
134보다 100배 높음)
방사능 거의 비슷)
증가

○Sr-90
- 전체 FP 방사 - 20.5%
능에의 기여도
Rare Earth
Element
- 전체 FP 방사 -약 21%
능에의 기여도
- 총 함량
-2.8×104 g/MTHM

- 6.9%

반감기영향

-약 30%
-6.8×104 g/M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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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연소도시
약 2.5배
증가

먼저 건식 재가공 공정조건에서 방출 가능한 핵분열생성물 중 핵분열기체
생성물의 총 양은 고연소도시 약 5배정도 증가하며 I-131은 미량 함유되어 있
다. 준휘발성 핵분열생성물중 많은 양을 차지하는 Cs 원소의 경우 고연소도시
총양은 약 7배 증가하며 27,300 MWD/tU 핵연료와 달리 Cs-134와 Cs-137의
방사능이 거의 동등한 수준을 나타낸다. 희토류원소의 경우 고연소도시 약 2.5
배 증가하며 연소도 증가에 따른 핵분열생성물의 총량이 약 8.5배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희토류 원소의 증가율은 낮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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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공정 조건별 핵분열생성물 거동 특성 연구
가. 소결공정 조건별 세슘 핵분열생성물의 방출거동 분석
평균 연소도 65,000 MWD/tU, 냉각기간 2.8년인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소결체의 밀도는 이론밀도의 약 92%로서 동일 조건을 적용하
여 평균 연소도 27,300 MWD/tU의 핵연료로 제조된 소결체 밀도 10.35～10.45
g/cm3(이론밀도의 95.6～96 %)보다 낮은 값을 보였다. 제조 특성이 다른 원인
은 원료 분말의 특성 차이와 소결 공정시 핵분열생성물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tube furnace를 이용하여 다양한 소결공정 조건에서 세슘 핵분열
생성물의 방출거동에 대한 세부 실험을 수행하였다. 세슘 방출율은 소결전 감
마스펙트로미터를 이용하여 평균 연소도 65,000 MWD/tU 핵연료를 3 cycles
OREOX공정을 적용하여 분말로 제조하고 밀링, 예비압분후 압분압력 변화(88,
103, 120 MPa)에 따른 압분체를 제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tube furnace에서 소
결조건별 세슘 방출거동을 평가하였으며, 표 3.9.4.1에 실험조건을 정리하였다.
압분체로부터 소결조건에 따른 세슘 방출 거동을 분석하였다. 알루미나 boat에
압분체를 넣고 tube furnace내에 장착한 후 감마스펙트로미터를 이용하여 감마
핵종 count수를 측정(측정시간 : 5분)하여 초기값을 설정하고 시간에 따른 압
분체의 감마핵종 count수를 측정하여 상대비교로서 세슘 방출율을 구하였다.

표 3.9.4.1 고연소도 핵연료 압분체 이용 tube furnace에서 소결 실험조건

TR-2

압분압력
(MPa)
102

압분체
무게(g)
13.62

TR-3

120

13.36

TR-4

120

12.82

TR-5

120

12.32

TR-6

88

12.24

TR-7

88

12.10

TR-8

88

12.09

TR-9

88

11.65

소결 No.

소결조건
1,650℃ 승온(5℃/분)후 냉각
1,350℃ 승온(5℃/분)후 1.2시간 유지→
1,650℃ 승온(5℃/분)후 냉각
1,650℃ 승온(5℃/분)후 냉각
1,350℃ 승온(5℃/분)후 1.2시간 유지→
1,650℃ 승온(5℃/분)후 냉각
1,650℃ 승온(5℃/분)후 냉각
1,350℃ 승온(5℃/분)후 1.5시간 유지→
1,650℃ 승온(5℃/분)후 냉각
1,300℃ 승온(5℃/분)후 1.5시간 유지→
1,650℃ 승온(5℃/분)후 5시간 유지후 냉각
1,650℃ 승온(5℃/분)후 5시간 유지후 냉각

- 336 -

그림 3.4.9.1은 TR-2와 TR-4(1,650℃ 승온후 냉각) 소결조건에서 시간에 따
른 세슘 방출율을 도식한 결과이며, 그림 3.4.9.2은 TR-3와 TR-5(1,350℃ 승온
(5℃/분)후 1.2시간 유지→1,650℃ 승온(5℃/분)후 냉각) 소결조건에서 세슘 방
출율을 도식한 결과이다. 온도 증가에 따른 세슘 방출율을 분석한 결과, 압분체
로부터 세슘의 방출은 약 1,100℃에서 시작되며 방출시작후 최대 2 시간 이내
에 전량이 방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림 3.4.9.2의 경우는 1,350℃ 도달
후 세슘이 전량 방출되는 시점까지 온도를 유지하였는 데, 1,350℃ 도달시에 세
슘 방출율은 약 40%정도로서 중간 온도에서 유지시에도 압분체로부터 세슘이
전량 제거되는 시간은 약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세슘의 물리
적 특성인 비등점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핵연료 조사시 연료 표면으로의 이
동 현상이 약 1,100℃에서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3.9.4.1].

그림 3.9.4.1 소결조건별 시간에 따른 세슘 방출거동(TR-2, T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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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4.2 소결조건별 시간에 따른 세슘 방출거동(TR-3, TR-5)

각각의 소결조건에서 제조된 소결체 밀도를 예비 측정한 결과, 세슘을 중간
온도 영역에서 사전에 방출시키고 다시 소결온도로 승온하여 소결과정을 거치
는 경우가 그렇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소결밀도가 증가하였다. 특히 1,650℃
에서 5시간 소결시간을 유지할 경우 세슘의 사전 제거에 따른 소결밀도 증가는
매우 크게 나타나 향후 이에 대한 세부 실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결과
로부터 고연소도 사용후 핵연료의 제조시 핵분열생성물 사전제거에 의한 영향
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보다 소결밀도가 높은 소결체 제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각각의 소결조건에서 제조된 소결체의 기하학적 밀도를
측정하여 상호 비교하는 실험이 수행중에 있으며 향후 다양한 실험을 수행한
후 핵종 방출거동과 소결 밀도와의 상관관계를 차기단계에 평가할 예정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tube furnace를 이용하여 압분체 소결실험을 수행시
세슘 핵종이 전량 방출되며(그림 3.9.4.1, 3.9.4.2 참조), 압분체로부터 배출되는
세슘에 의한 장치오염을 방지하고 세슘 포집용 필터 매질인 fly ash와 세슘의
반응속도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반응온도가 적어도 700℃ ～ 1,000℃ 영역내
에 있어야 하므로 필터 바스켓을 tube furnace내에 장착하고 소결실험을 수행

- 338 -

하였다.
고방사성 핵물질 처리기술개발 과제의 협조를 얻어 세슘 포집용 필터 바스
켓을 제작하였으며, 필터 바스켓 제원은 내경 48mm, 길이 70mm의 sus 재질
파이프를 사용하였고 파이프 내부에 두께 8mm fly ash 필터 4개를 장착하였
다. 필터와 sus 바스켓의 기밀은 고온용 알루미나 sheet를 이용하여 필터 외부
를 감은 다음 sus 바스켓 내에 장착하였다. 먼저 세슘 포집용 필터 바스켓의
tube furnace내 장착할 위치를 설정하기 위하여 tube furnace 중심온도가 1,20
0℃ 및 1,700℃일 때 중심 온도로부터 tube 길이에 따른 온도 분포를 측정하였
으며, 그림 3.9.4.3에 도식한 위치에 필터 바스켓을 장착하였다. 세슘 포집용 바
스켓은 표 3.9.4.1의 TR-2 ～TR-5 실험을 완료한 후 교체하였으며, 표 3.9.4.2
에 4회 실험시 사용한 압분체 무게를 기준으로 Cs 총 양 및 방사능을
ORIGEN 코드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2000
중앙온도: 1200도
중앙온도:1700도

1800
1600

측정온도(oC)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0

5

10

15

20

25

30

35

40

중앙으로부터 위치(cm)

필터위치

그림 3.9.4.3 Tube furnace 중심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방향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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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4.2 소결실험시 압분체별 세슘 무게 및 방사능
실험 No.
TR-2
TR-3
TR-4
TR-5
총 양

압분체
무게(g)
13.62
13.36
12.82
12.32
52.12

Cs 무게(mg)

Cs 방사능(mCi)

32.9
32.3
31.0
29.8
126

5.874
5.762
5.529
5.313
22.48

그림 3.9.4.4 및 3.9.4.5는 TR-2 ～TR-5 실험 각각 완료된 후 필터 바스켓을
빼내어 필터 바스켓 바닥으로부터 일정 간격으로 감마 스캐닝하여 Cs-134 및
Cs-137 핵종의 count수를 측정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체 주
입방향을 기준으로 필터가 장착된 부분인 20～35mm(fly ash 필터 2개에 해당
됨)내에 대부분의 세슘이 포집된 것으로 나타나 필터의 포집효율이 매우 우수
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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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4.4 세슘포집용 필터 바스켓 길이방향으로 Cs-134 핵종
count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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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4.5 세슘포집용 필터 바스켓 길이방향으로 Cs-137 핵종
count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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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활용 기술 분석
핵연료 주기에 있어 원자로에서 연소된 사용후핵연료에 잔존하는 우라늄과
생성된 풀루토늄을 회수하여 재 사용하는 연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재활용기
술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를 위한 기술로는 크게 습식법과 건식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습식법으로는 유기용매를 이용하는 용매추출법의 purex법을 그 대
표적 예로 들 수 있겠다[3.9.5.1, 3.9.5.2, 3.9.5.3]. 건식법은 습식법에 비해 공정
이 간단하고 방사성 폐액이 적게 나오며, 중성자 감속재인 물을 사용하지 않으
므로 핵 임계 관리가 용이한 잇점이 있으나, 반면에 건식법은 분말을 취급하므
로 분진이 많이 발생하며, 제염 계수가 낮고 그리고 공정의 안전성 등이 문제
가 되고 있다.
현재 습식법에 있어 107～108라는 높은 제염계수가 요구되는 것은 연료의 재
성형가공이 직접 가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격 성형가공이 행해지게 되면
제염계수가 이와 같이 높은 값을 갖지 않아도 된다. 특히 민감한 핵물질 전용
과 관련하여 핵비확산성이 강조되고 있는 작금에는 오히려 제염계수가 낮은 건
식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건식법은 크게 나누어 “저 제염법”과 “고 제염법”이 있으며, 저 제염법으로
는 고온 야금법, 고온 화학법 등이 있고, 고 제염법으로는 불화물 휘발법이 있
다. 그리고 최근에 핵비확산성이 강조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건식 열처리법
이 있다.

가. 고온 야금법
고온 야금법은 사용후핵연료를 고온에서 용해하여 증발, 산화/환원 등으로
핵분열생성물의 제거 및 U, Pu의 분리 등을 행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방
법들이 있다.

(1) 용융 정제법
용융 정제법은 오래 전부터 연구되어 미국의 ANL의 EBR-Ⅱ 고속실험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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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처리에 pilot plant 규모(10kg batch)로 1964년부터 처리가 행해졌다. 이 원
리는 U-fission 연료 pin을 1300 ℃ 이상에서 용해하면, Xe, Kr 등의 F.P. 가스
와 증기압이 높은 Cs, Sr, Y, Ba 또는 I, Br 등이 증발되는 외에 U보다 산화물
로 되기 쉬운 Ce, La 등도 증발로 제거되며, Cs, Sr 등도 함께 용융 도가니 마
그네시아, 지르코니아 등의 산화물과 반응해서 산화물로 되어 표면에 떠서 slag
로 되거나 도가니의 벽면에 고착되어 scale(skull)로 되어 U와 분리된다.

(2) 용융금속 추출법
용융 상태에서 사용후핵연료와 상호 융합하지 않는 용해 금속을 용융 연료
금속과 접촉시켜 이 2상간의 평형으로 F.P.을 그 금속 중에 추출 제거하거나
사용후핵연료를 용매가 되는 다른 금속에 녹여, F.P.와 연료 금속과의 용해도
차를 이용해 분별 침전분리를 행하는 방법으로 접촉금속으로서 Mg, Ag, Ca
등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분별 침전의 용매 금속으로서는 Zn, Cd 등이 사용
된다.

(3) 용융염 추출법
앞서 기술한 용융 금속 대신에 추출제로서 용융염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초
기에 LMFBR 핵연료 처리에 NaCl-KCl-MgCl2 염을 사용해 연구되었으나
LMFBR의 연구 중지와 함께 중단되었다. 핵연료로부터 염 중으로의 추출은 금
속과 염과의 열역학적인 안정도 차에 의해 염화되기 쉬운 F.P.가 염으로 되어
염 중에 들어가는 것을 이용한다.

나. 고온 화학법
(1) 산화물 핵연료 처리법
대표적인 것으로 미국의 A.I.(Atomics International)에서 연구된 산화, 환원
cycle법인 AIROX법이 있으며, 이를 가압중수로 핵연료에 적용한 경.중수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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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핵연료(DUPIC) 기술의 OREOX법이 있다. 사용후핵연료 피복관에 구멍을
일정 간격으로 낸 것을 산화하면 내부 UO2 소결체는 U3O8으로 되며, 이에 수
반하여 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분말화되어 분리된다. 이것을 수소 환원해서
UO2로 만든다. 이것을 반복하면 분말은 미세하게 되어 소결에 적합한 UO2 분
말로 되며, 금속으로서 증발하기 쉬운 Sr, Cs 등은 환원 단계에서, 산화물로서
증발하기 쉬운 Mo, Ru 등은 산화 단계에서 제거된다.

(2) 탄화물 핵연료 처리법
장차 고온 가스 냉각로, 유기재 감속로, Na 냉각로 등의 핵연료로서 유망시
되고 있는 탄화물계 핵연료의 재처리법으로서 고온 화학법이 연구되었다. 그
주요한 것은 탄화물-산화물-탄화물 cycle법, 탄화물-불화물-탄화물 cycle법, 용
융염 전해법 등이 있다. 탄화물-산화물-탄화물 cycle법은 Carbox 법이라 부르
UC + 2O2 → UO2 + CO2 (약 400 ℃),

며, 주로 A.I.에서 연구된 방법으로

UO2 + 3C → UC + 2CO (1300 ℃이상)의 2 가지 반응이며, 제 1의 반응에서
UC를 산소, 공기 등으로 산화하여 분말화하며, 이 때 가스상 F.P.와 고 휘발성
F.P.을 제거, 제 2반응에서 휘발성 F.P.을 제거할 수 있다. 제 2의 반응은 Arc
용해로 행하는 등, 고온에서 행할수록 F.P.의 제염은 좋으나, Pu도 동시에 휘발
하여 소실되므로 고속로의 blanket 처리에는 적합하지 않다.

다. 염화물 휘발법
염화물 휘발법은 사용후핵연료를 Cl2, HCl2, CCl2 등으로 염화하여 염화물의
휘발성 차이와 고체 염화물에서 선택 흡착, 탈착 등을 이용해 F.P.와 U, Pu의
분리를 행하는 방법으로 ORNL의 Zircex와 같은 습식법의 전처리로서 또 미국
의 ANL, 벨기에의 Mol, 프랑스의 Fontenay aux-Roses 에서는 다음에 말하는
불화물 휘발법의 전처리로서 연구된 적이 있다. 벨기에의 Mol에서는 염화제로
서 CCl4와 Cl2 혼합가스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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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불화물 휘발법
불화물 휘발법은 사용후핵연료를 불화물로 불화시켜 증기압, 흡착성 그리고
화학적 성질의 차이 등을 이용하여 분리하는 방법으로 고온 야금법과 거의 같
은 시대부터 연구되어 건식법 중 가장 많이 연구되었다. 이 방법은 건식법의
8
10
잇점을 전부 구비하였으며 제염계수가 10 ～10 으로 습식법과 동등 이상으로

높으며, 분석법, 보수, 원격조작 등의 점에서 문제가 있으나 건식법 중에서는
가장 빨리 공업화가 기대되고 있다.
불화물법의

연구는

미국의

ANL,

BNL,

ORNL,

프랑스의

Fontenay

aux-Roses 벨기에의 Mol 연구소 등에서 행해졌다. 이 공정은 탈피복, 불화물화,
제염(분리회수), 연료 재가공의 각 단계로 되나 Zircaloy 피복은 HCl과의 반응
으로 ZrCl4로서 휘발 제거되나 스테인리스강 피복관의 경우는 O2 혹은 O2 +
HF에 의해 산화되어 제거된다. 불화물화는 BrF5, ClF3을 사용하는 방법도 연구
되었으나, 주요한 방법은 다음과 같이 HF와 F2에 의한 2단 반응 또는 직접 F2
에 의한 1단 반응이다.

H3
F2
HF
U 3O 8 ( UO 3 ) → UO 2 → UF 4 → UF 6

마. 건식 열처리법
건식 열처리법은 열처리에 의해 탈피복시키고, 탈피복과 동시에 사용후핵연
료를 분말화시키는 산화-환원법(AIROX, OREOX), 금속 핵연료의 수소화-탈
수소화법(RAHYD),

탄화물

핵연료의

산화-환원법(CARBOX)등이

있으며

[3.9.5.4], 최근에는 질화물 핵연료에의 적용에도 확대되고 있다[3.9.5.1]. 각 기
술의 대한 기본적인 화학반응은 다음과 같다.

- 346 -

Dry Process Fuel Type
AIROX

Oxide

CARBOX

Carbide

RAHYD

Metal

Nitride

Basic Reaction
Uranium-Base Fuels Thorium-Based Fuels
O2, 400℃
Not Applicable
UO2 ↔
U3O8
H2, 600℃
O2, 400℃
UC
↔
U3O8
C , 1500℃

U

H2, 250℃
↔
UH3
900℃

O2, 400℃
ThC
↔
ThO2
C , 1500℃

Th

H2, 600℃
↔
ThH2
900℃

N2, 1200℃
UN
↔
U2N3
1450℃

(1) AIROX 기술
AIROX(Atomics International Reduction-OXidation) 기술은 UO2와 UO2PuO2 핵연료에 적용 가능하며[3.9.5.5], 밀도가 11.0 g/cm3인 UO2가 8.4 g/cm3
의 저밀도를 갖는 U3O8로 산화되면서 발생되는 약 40 ％의 체적변화를 이용한
다. 이때 400-500 ℃의 산소분위기에서 U3O8으로 산화하며, 600-850℃의 수소
분위기에서 환원시켜 다시 UO2로 만든다. 그러므로 이 공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는 분위기와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고온에서 산소와 수소분위기가 유지 가능한
산화/환원로 (furnace)가 필요하다. 체적변화로 인한 내부응력에 의해 피복관의
파손(탈피복)과 소결체의 분말화가 이루어지는데 반복적인 산화-환원반응을 거
치면 분말은 더욱 미세화되며 핵분열 기체와 휘발성 고체 핵분열생성물의 방출
량이 많아지고, 또한 피복관으로부터 핵연료를 완전히 분리할 수 있게 된다. 이
와 같이 건식 처리된 분말에 농축 UO2 분말을 혼합하여 소결체로 가공하여 핵
연료로 재사용하는 것이 AIROX를 이용한 건식처리 핵연료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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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AHYD 기술
RAHYD(Rockwell Atomics international HYDride) 기술은 U, U-Pu, Th 등
의 금속 핵연료에 적용 가능하며, 고온의 수소분위기에서 금속연료와 수소가
반응하여 수소 화합물이 형성되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산소분압이 160 mmHg
일 때, 밀도가 19.0 g/cm3인 U는 225-250℃ 온도에서 밀도가 11.4 g/cm3인
UH3가 되며 UH3는 375℃ 이상에서 분해된다. 밀도가 11.7 g/cm3인 Th은 밀도
3
3
가 9.2 g/cm 인 ThH2와 밀도가 8.2 g/cm 인 ThH4를 형성하는데 ThH4는 30

5℃에서 ThH2로 분해되고, ThH2는 725℃ 이상의 온도에서 분해된다. 금속 U
내에 밀도가 19.28 g/cm3인 Pu이 존재하는 U-Pu의 경우 100℃ 이상에서 밀도
3
3
가 10.4 g/cm 인 PuH2와 밀도가 9.61 g/cm 인 PuH3를 형성할 수 있다. 그리

고, PuH3는 140℃ 이상에서 PuH2로 분해되고, PuH2는 780℃ 이상에서 순수
Pu로 분해된다. 이러한 반응을 거치면 U에서는 69％, Th는 28％, Pu은 92％
정도의 체적팽창을 하게 되는데, 이로써 탈피복, 분말화, 휘발성 핵분열 생성물
제거 등이 가능하게 된다.
RAHYD 기술로 만들어지는 금속분말과 hydrid 분말들은 낮은 열전도도를
가지면서 표면적이 매우 커, 산소나 수분과 쉽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분말의
취급과 저장 시에는 항상 불활성 분위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3) CARBOX 기술
CARBOX(CARbide OXidation) 기술은 UC나 ThC와 같은 탄화물 및 핵연
3
3
료에 적용되는 건식 열처리법으로 밀도가 13.63 g/cm 인 UC가 8.3 g/cm 의
3
3
U3O8으로, 혹은 10.67 g/cm 의 ThC가 9.86 g/cm 와 ThO2로 산화되면서 각각

84％와 17％의 체적변화를 일으켜 분말화가 일어나게 된다. UC의 경우는 U3O8
을 UO2로 산화한 후 다시 환원시키고, ThC는 ThO2로 산화 후 환원하는 방법으
로 반복적인 산화-환원과정을 거치면 더욱 분말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공정
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2000 ℃의 고온에서 산화, 환원분위기에서 견딜 수 있고
온도와 분위기 조절이 가능한 furnace가 필요하다. 탄화물 분말은 RAHYD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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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금속분말과 hydride 분말의 취급방법과 같이 불활성 분위기하에 유지 관리
되어야 한다.

6. 건식 직접 가공공정 최적화
앞서의 연구 결과들과 건식 재활용 기술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를 이용한 건식 직접 가공공정 최적화는 건식 재가공 핵연료 기술개발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가공공정 최적화가 가능하다.
- 건식법인 산화물 핵연료 처리법을 적용하여 사용후핵연료 소결체(UO2)를
분말화(U3O8) 하며, 이 때 증발 분리 가능한 Kr, Cs 등의 휘발성 및 일부 준휘
발성 핵종들을 제거함.
- 미분쇄법을 적용하여 분말의 크기, 비표면적 등 분말특성을 향상시킴.
- 소결특성 향상을 위해 미량의 TiO2, Nb2O5 등의 첨가제를 첨가함.
- 소결처리에 앞서 다시 한번 열처리를 통해 Cs 등의 휘발성 및 일부 준휘
발성 핵종들을 제거함.
상기와 같이 직접 가공공정에서는 일반 fresh 핵연료 제조와는 달리 여러 불
순물의 영향을 고려한 특별한 가공 공정이어야 하며, 이를 반영함으로써 여러
다양한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건식 재가공 핵연료
를 제조할 수 있는 직접 가공공정을 최적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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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절 조사시험용 핵연료봉 제조
1. 4차 하나로 조사시험용 건식 재가공 핵연료봉 제조
가. 핵연료 소결체 제조
본 연구에서는 세 차례의 조사시험에 이어 건식 재가공 핵연료의 노내 거동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한 4차 조사용 건식 재가공 핵연료 소결체와
mini-element를 제조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1) 조사시험용 건식 재가공 핵연료 소결체의 재료 및 종류
본 실험에 사용된 핵연료물질은 사용후핵연료 G23집합체의 A1, B5, B7, C8,
D9의 5 개 연료봉으로부터 추출되어 균질혼합된 분말로 평균 연소도는 27300
MWd/tU를 나타냈다.

(2) 제조공정
2차 및 3차 조사시험용 핵연료 제조공정과 달리 본 실험에서는 윤활제인
zinc stearate 혼합공정을 분리하여 예비압분 공정 전과 최종압분 공정 전 두
차례에 걸쳐 zinc stearate를 혼합하였다.

최종압분 공정에서는 소결체의 크랙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압분 압력을 가능한 낮추었으며 낮은 압분 압
력에 대해 기준 소결밀도를 얻기 위하여 소결온도 및 소결시간을 각각 1850
℃, 7 시간으로 설정하였다.

(가) 제조 배취/로트 번호
- B02-10/Lo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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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균질화된 분말 제조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봉의 표면을 절개한 후에 산화공정을 통해 사용후핵연
료 분말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분말의 화학적 조성 등을 균질화시키기 위해

혼합공정을 수행하였다.
혼합공정 후에 제조된 분말 로트의 균질도(homogeneity)를 측정하기 위해
DSNC 측정방법과 화학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DSNC 장치로 균질도를 측정

한 결과 표준편차 4.3 %, 화학분석 결과 U-235의 경우 0.62～1.7 %, Pu-239의
경우 0.46～1.27 %를 나타냈다.

(다) 산화/환원
사용후핵연료 물질을 산화/환원로에 장전한 후 3회에 걸쳐 산화/환원 운전
을 반복하여 재소결 가능한 건식 재가공 핵연료 분말을 제조하였다.

(라) 미분쇄(milling)
분말의 혼합을 균일하게 하고 입자크기를 작게 하기 위하여 아트리타 분쇄
기에서 산화/환원된 분말을 450 rpm에서 10분간 1회 분쇄한 후 600 rpm에서
10분간 1회 분쇄하였다.

(마) 1 차 혼합
미분쇄된 분말에 0.2 wt%(중량 기준)의 윤활제(zinc stearate)를 첨가한 후
혼합기에서 45 rpm의 회전속도로 20 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였다.

(바) 예비압분 및 조립(granulation)
성형다이에의 충진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분말을 62 MPa로 예비 성형한
후, 성형체를 #18(1mm opening) sieve에 놓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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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쇄, 통과시켜 분말을 조립화

(사) 2 차 혼합
조립화된 분말에 0.2 wt%(중량 기준)의 윤활제(zinc stearate)를 첨가한 후
혼합기에서 45 rpm의 회전속도로 20 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였다.

(아) 최종압분
최종압분은 78～85 MPa의 가압력으로 수행되었다.

(자) 탈왁스
원활한 압분을 위해 첨가된 윤활제(zinc stearate) 제거를 위해 최종압분된
압분체를 탈왁스로에 넣고 환원성 분위기(Ar-4%H2)하 800 ℃에서 1 시간 가
열하여 탈왁스처리하였다. 이때 가온 및 냉각속도는 4 ℃/min이었다.

(차) 소결
탈왁스 처리한 압분체를 수소의 환원성 분위기(Ar-4%H2)하 1,850 ℃에서 7
시간동안 소결하였다. 승온시 분당 5 ℃의 속도로 가열하고, 냉각시에는 분당 5
℃의 속도로 150 ℃까지 냉각시켰다.

(카) 소결체 연마
제조된 소결체를 무심연마기에서 건식연마하여 소결체 직경 및 표면거칠기
를 조정하였다.

(타) 소결체 장전길이 조정
완성된 소결체들을 일렬로 나열하여 피복관에 장전할 길이로 조정하였다.

(3) 소결체 시험절차
(가) 소결체 특성검사
공정시방서의 절차에 따라 제조된 조사시험용 건식 재가공 핵연료 소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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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지침서(QCI-10)의 절차에 따라 소결체의 특성을 검사하
였다.

(나) 검사결과의 기록
품질관리 지침서(QCI-10)에 의해 검사한 결과는 소결체 특성 검사성적서
(ISP-HA-02-1)에 기록하였다.

화학성분 분석은 건식 재가공 핵연료 분말 및

소결체에 대해 원자력 화학연구팀 화학특성시험시설운영 과제에서 수행되었다.

(4) 소결체 특성 검사 결과
제조된 4차 조사시험용 건식 재가공 핵연료 소결체는 4차 조사시험용 핵연
료 기준에 적합한 10.363～10.443 g/cm3 범위의 소결밀도, Ra 1.18 μm 이하의
표면조도를 나타냈으며 치수, 표면 결함 등을 검사한 결과 4차 조사시험용 건
식 재가공 핵연료 소결체 평가 기준을 만족하였다.

그림 3.10.1.1 B01-11-11 건식 재가공 핵연료 소결체 중심부의 미세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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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1.1 4 차 조사시험용 건식 재가공 핵연료 소결체 시험검사계획서

KAERI

문서번호
ITP-DUPELLETRev.2

DUPIC 핵연료 소결체 시험검사계획서
INSPECTION AND TEST PLAN
of DUPIC Pellets

DUPIC 핵연료개발.

검사항목

관련
지침서번호

검사수준

판정 기준

검사방법
침적밀도

밀도검사

QCI-10 5.1

3

전수검사 10.22 ～ 10.61 g/cm 마이크로천칭(0.001g)
크래들

화학성분분석

QCI-10 5.2

미세조직검사

QCI-10 5.3

표면결함

QCI-10 5.4

전수검사

-

QCI-10 5.5

전수검사

11.00 ～ 12.00 mm

길이

1ea/로트
1ea/
10배취

-

화학분석

-

미세조직검사
확대망원경(X20),
사진촬영장치
다이알게이지
(0.01 mm)
다이알게이지

직경

QCI-10 5.5

전수검사

10.46 ～ 10.62 mm

칫수

마이크로메타
(0.001 mm)

홈깊이

QCI-10 5.5

전수검사

0.32 ～ 0.48 mm

어깨폭

QCI-10 5.5

전수검사

0.30 ～ 0.90 mm

QCI-10 5.5

전수검사

Ra 1.30 μm 이하

QCI-10 5.6

전수검사

55.00 ～ 59.00 mm

표면조도
소결체
이검사

(0.01 mm) 또는

장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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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알게이지
(0.01 mm)
사진촬영
표면조도측정기
(0.02 μm)
다이알게이지
(0.01 mm)

표 3.10.1.2 4차 조사시험용 소결체 특성 검사성적서
일련번호 : ISP - HA - 02 - 01
소결일자 :

2002 .

도
사

29 .

소결체구분 : 건식 재가공 핵연료

B02-10-6

시 료
무 게
(g)
10.187

시료의
물 속 무 게
(g)
9.209

물 의
온 도
(℃)
27

소결체
밀 도
(g/cm3)
10.380

B02-10-7

10.285

9.296

27

10.363

B02-10-8

10.130

9.157

27

10.375

B02-10-9

10.092

9.129

27

10.443

B02-10-10

10.085

9.119

27

10.404

시편번호
밀
검

5 .

시편번호

표면검사

수

및
표면조도

No defect

B02-10-7
B02-10-8
B02-10-9
B02-10-10

No defect
Chipping 1 mm x 1 개, 0.5 mm x 1 개
Chipping 1 mm x 1 개
No defect
어깨폭(㎜ 표 면 조 도
길이(㎜) 직경(㎜) 흠깊이(㎜)
(Ra, ㎛)
)
11.47
10.528
0.45
0.60
0.87
11.57
10.524
0.46
0.58
0.70
11.40
10.523
0.43
0.55
0.91
11.27
10.522
0.47
0.51
0.80

B02-10-6
B02-10-7
B02-10-8
B02-10-9
B02-10-10

조
검

직
사

검사내용

B02-10-6

시편번호
칫

비고

분말과립

11.21
유 무

10.523

0.40

결정립 크기(㎛)

0.56

1.18

평균 결정립 크기(㎛)

제조조건이 유사한 NRU 조사시험용 소결체 미세조직검사 결과
푱균결정립 크기는 14.9 ㎛를 나타냄(ISP-NRU-02-01)
화학성분분석
02-AK-048
보고서번호
장전길이

56.92 mm

검 사 자 : 김웅기, 이도연,

2002. 5. 30 판 정 자 : 남지희,

DUPIC-QCI-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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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6. 4

나. 핵연료 mini-element 제조
(1) 시험작업절차
연료봉 시편 4개를 준비하여 QCI-05 절차에 의해 치수측정을 하고 핫셀 밖
에서 연료봉 하단면을 용접한 다음 양호한 상태로 용접된 시편 2 개를 선정하
였다.

핫셀에 투입한 연료봉에 space block, 소결체(5개) 및 스프링을 장전한

후 더미, 조사연료봉 순서로 봉단용접하였다.

용접된 연료봉에 대해 QCI-01

절차에

모든

따라

He누출검사를

수행하였다.

용접과정은

용접기록서

(WP-01-1) 절차에 따라 실시하였다.

(2) 실험결과
연료봉 치수측정에서는 관련되 기준치를 모두 만족하였다.

He 가스 누출검

사에서는 누출되는 연료봉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실험결과를 종합한 결과, 핫셀에서 광섬유 전송에 의한 레이저용접
및 연료봉 봉단마개 용접 지침서(QCI-1/5)를 사용하여 수행하는 조사시험용
연료봉 봉단 용접공정은 모든 평가기준을 만족하였다.

(3) 결언
제조된 4차 조사시험용 건식 재가공 핵연료 소결체는 4차 조사시험용 핵연
3
료 기준에 적합한 10.363～10.443 g/cm 범위의 소결밀도, Ra 1.18 μm 이하의

표면조도를

나타냈다.

5

개의

소결체가

장전된

지르카로이-4

재질의

Mini-element의 양단은 Nd:YAG 레이저 용접 방법에 의해 밀봉용접되었으며
용접부에 대해 조직검사, 헬륨누출 시험, X-선 검사를 수행하였다.

검사결과 4

차 조사시험용 mini-element에 대한 제조 사양을 만족함으로써 용접부의 건전
성을 확인하였다.

제조된 mini-element는 조사시험용 리그에 장착되어 하나로

원자로에서 성공적으로 조사되었다.

- 356 -

표 3.10.1.3 4차 조사시험용 mini-element 치수 검사성적서
INSPECTION REPORT
KAERI
DUPIC핵연료개발

일련번호 : DUPIC QRI - 02 - 05 - 6
Serial No.

DUPIC핵연료제조 및 검사명 : Mini-Element 치수검사
공정기술개발
Title
Inspection of Mini-Element Scale
용접일자 :
항 목
규격
번호
4

용접수량 :
용 접 전
외관
검사

길 이

페이지
Page
1/5

측정게이지 : Dial gauge
용 접 후

직 경

외관
검사

길 이

직 경

비 고

199.82m ø12.12mm
199.82mm(용 ø12.12mm
m±0.5
±0.1
접전길이)±0.1 ±0.05
OK
200.0
12.2
OK
199.9
12.0

검 사 자 : 이 철 용

검사일자 : 2002. 5. 16

판 정 :

판 정 자 : 이 영 건

판정일자 : 2002. 6. 4

합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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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1.4 4차 조사시험용 봉단마개 치수 검사성적서
INSPECTION REPORT
KAERI
DUPIC핵연료개발
DUPIC핵연료제조 및
공정기술개발

일련번호 : DUPIC QRI - 02 - 05 - 7
Serial No.
검사명 : 봉단마개 치수검사
Title
Inspection of End Cap

용접일자 :
용접수량 :
외 관
항 목
외 경1
외 경2
검사
규격
ø12.12mm ø10.8mm
번호
±0.05
0/-0.1
상 12.1
상 10.8
4
OK
하 12.1
하 10.8

검 사 자 : 이 철 용

페이지
Page 2/5

측정게이지 : Dial gauge
깊 이
5.0mm
±0.05
5.03
5.04

길 이

내 경

비 고

ø25.0mm ø8.0mm
±0.5
±0.05
25.1
8.05
25.1
8.05

검사일자 : 2002 5 16
판 정 : 합 격

판 정 자 : 남 지 희

판정일자 : 2002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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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1.5 4차 조사시험용 피복관 치수 검사성적서
INSPECTION REPORT
KAERI
DUPIC핵연료개발

일련번호 : DUPIC QRI - 02 - 05 - 8
Serial No.

DUPIC핵연료제조 및
공정기술개발
용접일자 :
항 목
규격
번호
4

용접수량 :
외 경

내 경

측정게이지 : Dial gauge
길 이

ø12.12mm±0.0 ø10.8mm0/-0.0
159.82mm±0.5
5
5
12.1
10.75
159.8

검 사 자 : 이 철 용

페이지
Page
3/5

검사명 : 피복관 치수검사
Title
Inspection of Cladding

휨

비 고

OK

검사일자 : 2002. 5. 16

판

정

:
판 정 자 : 이 영 건

판정일자 : 2002.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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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격

수정 0, 2002. 05. 31.

표 3.10.1.6 4차 조사시험용 작업내역서(ENDCAP 용접 공정)
Page 1/2
과제

DUPIC 조사연료봉 제조

작업자
핵연료 물질
필요 물질
처음 재료 무게
특이사항 및 의견
장치
가스분위기
레이저평균출력
반복율
회전속도
특이사항 및 의견

M-02-03

Element 번호

과제일련번호

김수성
작업일시
DUPIC pellets
DUPIC Mini-element Sheath

2002. 5. 31

Endcap
나중 재료 무게

하나로 조사용 element
Endcap 레이저용접기, 용접조절기(controller)
1.2-1.4기압, He(99.999%) 유량(liter/min.) 40 liter/min.
380 Watt
펄스폭
7 ms
7 pps
충전전압
400 volts
6 rpm

1. 사전 점검
번호
1
2
3
4

2.

항목
용접시스템이 올바르게 연결되었는가?
냉각수가 전원장치에 잘 공급되고 있는가?
용접선이 HeNe레이저와 일치되었는가?
Endcap이 고정홀더에 잘 꼽혀있는가?

확인
V
V
V
V

비고

확인
V
V
V
V
V
V
V
V
V
V
V

비고

작업내용
순서
1
2
3
4
5
6
7
8
9
10
11

작업내용
작업구역을 청소한다.
챔버의 뚜껑을 연다.
가이드치구를 이용하여 element를 잡는다.
element를 척에 넣는다.
핸들척 치구를 이용하여 element를 조인다.
챔버의 뚜껑을 닫는다.
Endcap홀더치구로 endcap을 물리게 한다.
Endcap홀더치구를 넣는다.
Endcap홀더치구를 잠근다.
진공을 동작시킨다.
진공으로 2-3분간 뽑아낸다.(게이지:70-73mm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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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2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진공을 중단한다.
챔버내 헬륨가스로 충전한다.(게이지:1.2-1.4kg/cm2)
헬륨가스의 유량 40liter/min.로 유지한다.
헬륨가스충전후 endcap을 element에 넣는다.
HeNe레이저를 이용하여 용접선을 정렬한다.
용접전에 rpm상태을 검사한다.
용접조절기를 이용하여 용접을 시작한다.
용접조절기를 이용하여 용접을 종료한다.
헬륨가스공급을 중단시킨다.
챔버의 뚜껑을 연다.
Endcap홀더치구를 원위치로 푼다.
Endcap홀더치구를 챔버에서 빼낸다.
핸들척 치구를 이용하여 척을 푼다.
원격조정기를 이용하여 element를 제거한다.
용접상태를 비디오카메라로 관찰한다.
용접된 시료는 element보관함에 꽂는다
쟁반에 있는 Endcap를 endcap삽입치구에 세운다.
Endcap홀더치구에 endcap을 물리게 한다.
용접작업 종료

V
V
V
V
V
V
V
V
V
V
V
V
V
V
V
V
V
V
V

3. 사후 점검
번호
1
2
3
4

내용
Element 칫수를 측정한다.
용접비드상태를 비디오/CCD카메라로 검사한다.
용접결함을 비디오/CCD카메라로 검사한다.
Element 누출 검사장치(Leak Testing)로 옮긴다.

확인
V
V
V
V

비고

4. 검사 결과
ELEMENT
번호
M-02-03

육안검사
합격

ENDCAP
ALIGNMENT
양호

무게 (g)

전체 길이 (mm)

5. 결과
작업자
검토확인자
승인자
의견:

김수성
김웅기
이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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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5. 31
2002. 5. 31
2002. 5. 31

표 3.10.1.7 4차 조사시험용 헬륨누출시험 검사성적서
INSPECTION REPORT
KAERI
DUPIC핵연료개발

일련번호 : QRI - 02 - 01 - 2
Serial No.
페이지
Page
1/1
검교정일자 : 1998. 12.

DUPIC 핵연료제조 및
공정기술개발

검사명 : 헬늄 누출 시험
Title
HELIUM LEAK TEST

Helium 검출기 : ALCATEL ASM180TD
11
판정기준 : 배경누출 : 5x10-7 mbar l/s 이하, 연료봉누출 : 배경누출 이하
-1

시험압력 1x10

mbar

시험압력

1x10-2 mbar

No.

배경누출,
(mbar l/s)

연료봉누출
(mbar l/s)

Result

배경누출
(mbar l/s)

연료봉누출
(mbar l/s)

Result

1*

2x10-7

2x10-7

OK

6x10-8

6x10-8

OK

2**

2x10-7

2x10-7

OK

6x10-8

6x10-8

OK

* dummy mini-element
** DUPIC mini-element
시 험 자 : 이 철 용

시험일자 : 2002. 6. 1

검 사 자 : 김 웅 기

검사일자 : 2002. 6. 1

판 정 자 : 이 영 건

판정일자 : 2002.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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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정 : 합격

1

무게

길이

직경

#1

10.0

11.2

10.5

#2

10.0

11.3

10.5

#3

10.1

11.4

10.5

#4

10.2

11.6

10.5

#5

10.1

11.5

10.5

그림 3.10.1.2 4차 조사시험용 mini-element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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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차 하나로 계장조사시험용 건식 재가공 핵연료봉 제조
본 연구에서는 네 차례의 조사시험용 핵연료 제조에 이어 건식 재가공 핵연
료의 노내 거동 특성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5 차 조사시험용 건식 재
가공 핵연료 소결체와 중심에 온도 센서를 장착한 mini-element를 2003년 12월
에 제조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가. 핵연료 소결체 제조
(1) 조사시험용 건식 재가공 핵연료 소결체의 재료 및 종류
본 실험에 사용된 핵연료물질은 사용후핵연료 G23집합체의 A1, B5, B7, C8,
D9의 5 개 연료봉으로부터 추출되어 균질혼합된 분말로 평균 연소도는 27300
MWd/tU를 나타냈다.(4차 조사시험용 DUPIC 핵연료 소결체와 같은 재료 사
용)

(2) 제조공정
5차 조사시험용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 공정은 4차 조사시험용 핵연료 제
조공정과 같다.

최종압분 공정에서는 소결체의 크랙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압분 압력을 가능한 낮추었으며 낮은 압분 압력에 대해 기준 소결밀도
를 얻기 위하여 소결온도 및 소결시간을 각각 1850 ℃, 5 시간으로 설정하였
다.

(가) 제조 배취/로트 번호
- B03-04-1/Lot-4

(나) 산화
본 연구에서는 96～124 MPa의 성형압으로 성형된 후 성형체의 표면 크랙
검사에 사용된 건식 재가공 핵연료 성형체 약 400 g을 4 단 트레이에 넣고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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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환원로에 장전한 후 산화시켜 분말을 제조하였다.
산화시 성형체에 함유된 0.4 wt%의 Zn stearate의 영향으로 산화시 Zn 산
화물이 발생하여 분말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본 실

험에서 산화 분말을 관찰한 결과 그림 3.10.2.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분말
이 뭉치는 현상이 일부 관찰되기도 했지만 소결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
다.

차기에 성형체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산화 공정 전에 탈왁스 공정을 통해

환원분위기에서 Zn stearate를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3.10.2.1 산화 분말

(다) 산화/환원
산화 분말을 트레이에 고르게 펼친 후에 산화/환원로에 장전하고 1회에 걸
쳐 산화/환원 운전을 수행하여 재소결 가능한 건식 재가공 핵연료 분말을 제조
하였다.

제조 공정에 사용된 핵연료 물질은 3회의 산화/환원 공정을 통해 성

형된 후 산화된 분말로 1회의 산화/환원 공정으로 소결이 가능한 분말을 제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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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미분쇄(milling), 혼합, 예비압분 및 조립
미분쇄, 혼합, 예비압분 및 조립 공정 조건은 4차 조사시험과 동일하다.

(마) 성형
성형은 82 ～ 85 MPa의 가압력으로 수행되었다.

(바) 탈왁스
원활한 압분을 위해 첨가된 윤활제(zinc stearate) 제거를 위해 최종압분된
성형체를 탈왁스로에 넣고 환원성 분위기(Ar-4%H2)하 800 ℃에서 3 시간 가
열하여 탈왁스처리하였다. 이때 가온 및 냉각속도는 4 ℃/min이었다.

(사) 소결
탈왁스 처리한 성형체를 수소의 환원성 분위기(Ar-4%H2)하 1,830 ℃에서 1
시간 그리고 1,800 ℃에서 4 시간 소결하였다.

계획상으로는 1,850 ℃에서 5

시간 소결할 예정이었으나 방사선의 영향으로 핫셀에 설치된 소결로의 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어 소결온도를 변경하게 되었다.

승온시 분당 5 ℃의 속

도로 가열하고, 냉각시에는 분당 5 ℃의 속도로 150 ℃까지 냉각시켰다.

(아) 소결체 연마
제조된 소결체를 무심연마기에서 건식연마하여 소결체 직경 및 표면거칠기
를 조정하였다.

(자) 소결체 드릴링
소결체의 중심에 온도센서를 장착하기 위해 그림 3.10.2.2와 같이 6 개의 소
결체에 대해 직경 1.3 mm 크기로 중심에 관통된 홀을 가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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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소결체 장전길이 조정
완성된 소결체들을 일렬로 나열하여 피복관에 장전할 길이로 조정하였다.

(3) 소결체 특성 검사 결과
본 실험에서 5차 조사시험용 건식 재가공 핵연료 소결체 30 개를 제조하였
으며 5차 조사시험용 핵연료 기준에 적합한 10.310～10.415 g/cm3 범위의 소결
밀도, Ra 0.76 μm 이하의 표면조도를 나타냈음을 확인하였다.

치수, 표면 결

함 등의 특성을 검사한 결과, 27 개의 소결체가 5차 조사시험용 건식 재가공
핵연료 소결체 평가 기준을 만족하였다.

27 개의 소결체 가운데 조사시험에

필요한 10 개의 소결체를 선정하고 6 개의 소결체 중심에 온도센서를 장착하기
위한 1.3 mm 직경의 관통홀을 가공하였다.

그림 3.10.2.2 온도센서용 중심 홀 가공된 건식 재가공 핵연료 소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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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2.1 5차 조사시험용 소결체 특성 검사성적서
일련번호 :
소결일자 :

2003 .

6 .

도
사

소결체구분 : 건식 재가공 핵연료

B03-04-1-14

시 료
무 게
(g)
10.346

시료의
물 속 무 게
(g)
9.351

물 의
온 도
(℃)
27

소결체
밀 도
(g/cm3)
10.362

B03-04-1-18

10.238

9.255

27

10.379

-

B03-04-1-27

10.173

9.195

27

10.366

-

B03-04-1-30

10.163

9.190

27

10.409

-

B03-04-1-34

10.284

9.300

27

10.415

-

시편번호
밀
검

26 .

시편번호
B03-04-1-14
표면검사 B03-04-1-18
B03-04-1-27
B03-04-1-30
B03-04-1-34
시편번호
칫

수 B03-04-1-14
및
B03-04-1-18
표면조도 B03-04-1-27
B03-04-1-30
B03-04-1-34
조
검

ISP - HA - 03 - 01

비고
-

검사내용
No defect
No
No
No
No

defect
defect (중심에 온도센서용 hole 가공)
defect (중심에 온도센서용 hole 가공)
defect (중심에 온도센서용 hole 가공)
직경(㎜
어깨폭(㎜ 표 면 조 도
길이(㎜)
흠깊이(㎜)
(Ra, ㎛)
)
)
11.69
10.483
0.35
0.49
0.62
11.65
10.483
0.42
0.53
0.54
11.41
10.484
0.34
0.50
0.63
11.52
10.484
0.44
0.50
0.56
11.61
10.486
0.42
0.54
0.49

분말과립 유 무
결정립 크기(㎛)
평균 결정립 크기(㎛)
직
미세조직 검사 후 첨부
사 (참조 : 제조 조건이 유사한 NRU 조사시험용 소결체 미세조직검사
결과 평균 결정립 크기는 14.9 ㎛를 나타냄, 첨부 ISP-NRU-02-01)
화학성분분석
02-AK-048(첨
보고서번호
부)
판정 : 합격
장전길이

57.88 mm

검사자: 김웅기,이도연,정정환 2003. 9.
19

판 정 자 : 이영건,

DUPIC-QCI-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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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0. 6

표 3.10.2.2 5차 조사시험용 소결체 특성 검사성적서
일련번호 :
소결일자 :

2003 .

6 .

도
사

소결체구분 : 건식 재가공 핵연료

B03-04-1-21

시 료
무 게
(g)
10.297

시료의
물 속 무 게
(g)
9.311

물 의
온 도
(℃)
27

소결체
밀 도
(g/cm3)
10.407

B03-04-1-28

10.342

9.349

27

10.379

-

B03-04-1-29

10.210

9.224

27

10.319

-

B03-04-1-32

10.365

9.371

27

10.391

-

B03-04-1-33

10.275

9.291

27

10.406

-

시편번호
밀
검

26 .

시편번호
B03-04-1-21
표면검사 B03-04-1-28
B03-04-1-29
B03-04-1-32
B03-04-1-33
시편번호
칫

수 B03-04-1-21
및
B03-04-1-28
표면조도 B03-04-1-29
B03-04-1-32
B03-04-1-33
조
검

ISP - HA - 03 - 02

비고
-

검사내용
No defect
No defect (중심에 온도센서용 hole 가공)
피트 0.5 mm x 1 개 (중심에 온도센서용 hole 가공)
피트 1 mm x 1 개, 0.5 mm x 1 개
No defect (중심에 온도센서용 hole 가공)
직경(㎜
어깨폭(㎜ 표 면 조 도
길이(㎜)
흠깊이(㎜)
(Ra, ㎛)
)
)
11.68
10.484
0.40
0.46
0.47
11.62
10.484
0.40
0.49
0.70
11.48
10.483
0.40
0.55
0.58
11.70
10.483
0.42
0.53
0.72
11.61
10.484
0.42
0.57
0.53

분말과립 유 무
결정립 크기(㎛)
평균 결정립 크기(㎛)
직
미세조직 검사 후 첨부
사 (참조 : 제조 조건이 유사한 NRU 조사시험용 소결체 미세조직검사
결과 평균 결정립 크기는 14.9 ㎛를 나타냄, 첨부 ISP-NRU-02-01)
화학성분분석
02-AK-048
보고서번호
(첨부)
판정 : 합격
장전길이

58.09 mm

검사자: 김웅기,이도연,정정환 2003. 9.
19

판 정 자 : 이영건,

DUPIC-QCI-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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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0. 6

그림 3.10.2.3 B01-11-11 건식 재가공 핵연료 소결체 중심부의 미세조직

나. 핵연료 mini-element 제조
(1) 계장형 5 차 조사시험용 건식 재가공 핵연료 mini-element
본 연구에서는 건식 재가공 핵연료의 노내 거동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그림 3.10.2.4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핵연료 및 mini-element 중심부에 온도
센서를 장착한 계장형 mini-element를 설계하고 제조하였다.

그림 3.10.2.4 계장형 mini-element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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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장형 5 차 조사시험용 건식 재가공 핵연료 mini-element 제조 및 검사
Zircaloy-4 재질의 피복관과 봉단마개는 전에 사용된 바와 같이 레이저 용접
으로 밀봉된다.

그러나 상단 봉단마개와 알루미나 및 소결체를 관통하여 부착

되는 온도 센서에 대한 sealing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이를 위해 seal tube

가 온도센서에 끼워져 부착되는데, zircaloy-4 재질의 seal tube와 tantalum 재
질의 온도센서 sheath를 레이저 정밀용접으로 밀봉하였다.

0.15mm 두께의 온

도센서 sheath를 용접하기 위해서는 작은 출력으로 미세 용접하여야 하는데,
수행된 실험 용접조건으로는 180V, 5ms, 5Hz, 380도 회전으로 최적의 조건을
얻었다.

온도센서와 seal tube의 실험실 용접 후 핫셀 밖에 설치된 용접챔버에

서 용접된 봉단매개와 피복관은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조립된다.

조립이 완료

되면 핫셀에 투입하여 소결체를 장입한 후 하단 봉단마개를 레이저 용접으로
밀봉하였다.

핫셀 봉단마개 용접 후 최종 헬륨누출시험을 수행하게 된다.

헬

륨누출시험 과정에서 합격기준은 mini-element의 누출율이 배경누출이하가 되
어야 한다.

건식 재가공 계장연료봉에 대한 1차 시험에서는 seal tube접촉부의

누출에 의해 합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였다.

불합격 연료봉의 끝단을 다이아

몬드 절단기로 절단하여 핵연료를 회수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건식 재가공 핵
연료 계장 연료봉을 다시 제조하였다.
격 기준을 만족하였다.

재 제조된 mini-element는 헬륨누출 합

최종적으로 아래 그림 3.10.2.5와 같이 건식 재가공 핵

연료용 계장연료봉 2 개와 무계장 UO2 연료봉 1 개를 제조하였다.
(3) 결언
본 연구에서는 1차, 2차, 3차 및 4차 조사시험에 이어 건식 재가공 핵연료의
노내 거동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한 5차 조사시험용 건식 재가공 핵연료
소결체와 두 개의 mini-element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5차 조사시험용 건식

재가공 핵연료 소결체는 5차 조사시험용 핵연료 기준에 적합한 10.310～10.415
g/cm3(이론 밀도의 95.3～96.3 %) 범위의 소결밀도, Ra 0.76 μm 이하의 표면
조도를 나타냈다.

각각의 mini-element에는 중심에 온도 센서가 장착된 3 개

의 소결체를 포함해 5 개의 건식 재가공 핵연료 소결체가 장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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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르카

로이-4 재질의 Mini-element의 양단은 Nd:YAG 레이저 용접 방법에 의해 밀
봉용접되었으며 용접부에 대해 조직검사, 헬륨누출 시험, 미세 X-선 검사를 수
행하였다.
으로써

검사결과 5차 조사시험용 mini-element에 대한 제조 사양을 만족함

용접부의

건전성을

확인하였다.

제조된

건식

재가공

핵연료

mini-element는 계장형 조사시험용 리그에 장착되어 하나로 원자로에서 성공적
으로 조사되었다.

1. Element : DUPIC Pellet

No
27:
30:
34:
18:
14:

Ln
11.41,
11.52,
11.61,
11.65,
11.69,

Dia
10.67,
10.65,
10.65,
10.65,
10.63,

장전길이 57.88

2. Element : DUPIC Pellet

Wt
9.92(10.17)
9.80(10.16)
9.77(10.28)
10.24
10.35

No
29:
33:
28:
21:
32:

Ln
Dia
11.48, 10.67,
11.61, 10.66,
11.62, 10.66,
11.68, 10.62,
11.70, 10.66,

무게 50.07

장전길이 58.09

Wt
9.65(10.21)
9.75(10.28)
9.71(10.34)
10.30
10.37

No Ln
1: 11.43,
2: 11.37,
3: 11.49,
4: 11.52,
5: 11.22,

무게 49.76

장전길이 57.03

D: 10.38

D: 10.39

그림 3.10.2.5 계장 조사연료봉 구성

- 372 -

3. Element : UO2

Dia
10.64,
10.63,
10.60,
10.58,
10.67,

Wt
10.15
10.10
10.09
10.35
10.54
무게 52.04

D: 10.40

표 3.10.2.3 5차 조사시험용 헬륨누출시험 검사성적서
INSPECTION REPORT
KAERI
DUPIC핵연료개발

일련번호 : ISP - HA - 03 - 03
Serial No.
페이지
Page
1/1
검교정일자 : 1998. 12. 11

검사명 : 헬늄 누출 시험
Title
HELIUM LEAK TEST

핵연료원격제조기술개발

Helium 검출기 : ALCATEL ASM180TD
-7
판정기준 : 배경누출 : 5x10 mbar l/s 이하, 연료봉누출 : 배경누출 이하
시험압력

1x10

-1

mbar

시험압력

1x10-2 mbar

No.

배경누출,
(mbar l/s)

연료봉누출
(mbar l/s)

Result

배경누출
(mbar l/s)

1*

5x10-7

5x10-7

OK

5x10-8

5x10-8

OK

2**

5x10-7

5x10-7

OK

1x10-7

1x10-7

OK

3*

5x10-7

5x10-7

OK

5x10-8

5x10-8

OK

연료봉누출
Result
(mbar l/s)

No. 1, 2 : 건식 재가공 핵연료 소결체
No. 3 : UO2 소결체
시 험 자 : 이 철 용
검 사 자 : 김 웅 기
판 정 자 : 이 영 건

시험일자 : *
**
검사일자 : *
**

2003.
2003.
2003.
2003.

12.
11.
12.
11.

2
20
2
판 정 : 합격
20

판정일자 : 2003.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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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절

위탁과제 : Spark Plasma Sintering(SPS)을 이용한
신소결 기술개발

1. 서론
지금까지 국내의 경우 spark plasma sintering(SPS)공정의 도입이 최근에 이
루어져, 일부 탄화물에 기초한 세라믹 소재를 제외하고는 SPS를 이용한 신소
결공정에 관한 연구수행이 볼 수 없다. 따라서, 핵연료소재의 소결공정을 위한
기술개발 사례는 국내에서는 전무하다고 말 할 수 있다. 국내현황을 소개하기
전에 SPS공정의 간단한 원리와 장비에 대한 소개가 필요하다.
Spark plasma sintering(SPS) 방법을 이용한 분말 소결 및 첨단 소재 제조
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중반 일본 Sumitomo Coal Mining사에서 생산된 SPS
장비가 국내에 소개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나노결정재료, 복합재료, 세라믹
재료등의 분야에 SPS의 활용이 도모되었으며, 일부에서는 SPS를 이용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Spark plasma sintering(SPS) 공정은 그림 3.11.1.1에 보
는 바와 같이 몰드 안에 삽입된 성형된 분말에 펄스화된 고전류와 압력을 가하
여 고밀도의 소결체를 얻는 공정이다. 즉, 대부분의 세라믹, 금속분말의 경우
전기저항이 높으므로, 전극을 통하여 가해진 고전류는 대부분 몰드의 온도를
높이는데 사용된다. 결국 순간적으로 가열된 몰드에서 발생하는 열량이 내부
분말에 가해짐으로서, 분말의 소결이 진행된다. 또한, SPS소결 중 분말 표면의
얇은 산화막은 분말사이에 스파크 발생을 촉진시키므로 특히 산화물 세라믹의
경우 가해지는 1500A이상의 전류에 의해 공급되는 전자는 세라믹의 이온화에
영향을 미쳐 소결효과는 열에 의한 소결과 전류에 의한 소결효과가 중첩되어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소결기구에 대한 개념도를 그림 3.11.1.2에 나타내었다.
이러한 SPS소결을 위하여 요구되는 장치는 전류 및 전압공급 및 제어장치, 온
도 측정장치와 데이터 aquistion system등이다. 또한, 장비의 소결에 필요한 에
너지원이 직류의 펄스화된 고전류이기 때문에 몰드재료 및 punch 재료는 반드
시 전기전도도가 우수해야 하며, 1800℃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기계적 화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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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성을 유지해야 한다. 몰드 및 punch 소재의 전기전도도가 낮은 경우 공급
해준 대부분의 전력이 몰드를 가열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소결의 효율이 감소
하게 된다. 현재까지 이러한 SPS mould의 요구사항을 가장 잘 만족하는 재료
는 흑연이었으며, 대부분의 SPS 공정이 흑연 mould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Spark plasma sinterng 공정을 이용하여 핵연료 모사 소재를 소결하는 경우, 직
류의 펄스화된 고전류(1500A)에 의해 소결이 진행된다. 따라서 핵연료 모사 소
재의 spark plasma sintering 공정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전류이다. 그러나 같
은 전류가 공급되는 경우 시편과 mould의 단열정도에 따라 내부 온도 및 효율
이 변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ould를 카본 펠트로 단열시켜 고온에
서도 최적의 단열 효과를 얻고자 한다. 이러한 실험적인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변수는 온도를 제어하여 소결공정을 제어할 것인지 전류를 제어하여 소결
공정을 제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또한 그림 3.11.1.3에서 확인할 수 있
는 바와 같이 본 연구팀이 보유한 SPS장비로부터 소결도중 시편의 변위, 온도,
압력, 챔버내 기압변화등의 여러 정보들을 모니터링을 통하여 확보할 수 있어
소결공정변수를 결정하기가 매우 용이하다.
국내에서 SPS를 이용한 공정은 주로 분말을 이용한 첨단소재개발에 집중되
어있다. 울산대학교에서는 SPS를 이용하여 기계적 합금화된 자성분말의 소결,
이종소재의 접합등에 응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공성 세라믹 및 금속소재
등 첨단소재의 제조에 SPS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원에서는 나노
결정재료의 소결에 SPS를 이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나노결정 WC/Co 초경합
금의 고상소결, binderless WC 소결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도 한국기
계연구원, 한양대학교, 금오공대, 생산기술연구원, 부경대학교 등의 연구기관에
서 SPS를 이용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국내에 도입된 역사가 짧아 아직
그 활용범위가 일부에 한정되어 있다.
SPS를 이용한 난소결성 재료에 관한 연구의 대표적인 예로는 한국과학기술
원의 pure WC의 소결이 있다. Pure WC의 소결에 있어서 기존의 소결과 hot
pressing에 비해 100-200℃낮은 온도에서 50MPa의 압력을 가하여 SPS공정으
로 소결함으로써 그림 3.11.1.4과 같이 100%의 밀도를 갖는 WC를 소결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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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탄소량의 변화와 소결조건의 변수를 조절함으로써 미세조직의 제어가 가능
함을 국내 최초로 발표한 바가 있다. 한국과학기술원의 이와 같은 결과를 이용
하여 부경대학교, 한국기계연구원등의 연구기관에서 다른 종류의 탄화물 및 산
화물 소결에 관한 연구를 일부 시작한 상황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대부분의 핵연료소재 및 DUPIC소재는 기존의 소결
방식인 특정 가스 분위기하에서의 소결, 진공소결등을 핵연료 제조기술로 채택
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제조기술은 공정시간이 매우 길고, 핵연료
의 조성이 변화하면, 소결체의 상대밀도와 미세조직의 제어를 위해 많은 기초
연구가 요구되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이미 최적화되어있는 공정의 변화 또는 신공정의 개발보다는 핵연료소재자체에
대한 연구가 더욱 중점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SPS공정이 알
려지면서, 미국의 A. K. Mukherjee et al,등이 고밀도 고성능 세라믹 소재를 제
조하는등 SPS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핵연료 소재의
미래형 공정기술로 SPS를 도입하고자 하는 연구는 발표된 바가 없으나, 미세
조직제어의 편리성, 빠른 공정 시간등 많은 장점으로 인하여 향후, 이 분야에서
도 변화하는 핵연료 소재의 원활한 제조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SPS와 같은 신
소결 공정의 도입이 요구된다.
Spark Plasma Sintering(SPS)기술은 1960년대 일본의 Inoue등에 의해 개발
된 소결법으로써

1980년대 미국과 일본에 의해 SPS에 대한 특허가 발표되면

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SPS는 펄스화된 직류 전류를 분말 compact에 공급
함으로써 성형체를 소결하는 방법이다. SPS 공정중 분말의 소결은 그림
3.11.1.2과 같이 주로 높은 전류에 의해 발생한 열과, 펄스화된 직류전류에 의한
전자와 이온의 이동 촉진, 펄스화된 고전류에 의한 분말사이의 임피던스 전류/
전압 및 분말사이에서 발생된 플라즈마에 의한 소결촉진 효과로 인해 낮은 온
도의 짧은 시간에 소결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3.11.1.1은 SPS
장비의 대략도로서 전류의 전극 역할을 하는 상부 혹은 하부 ram이 분말성형
체에 압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소결시간에도 높은 밀도를 얻을 수 있
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SPS 공정은 공정상의 특징으로 인해 분말 성형체의

- 376 -

소결뿐만 아니라 접합, 결정성장등의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SPS를 이용한 소결 공정의 특징은 빠른 승온속도(100℃/min 이상) 및 냉각
속도와 저온소결의 가능성에 있다. 따라서 나노결정재료등 결정립 성장을 억제
시키며 소결해야 하는 경우에 유용한 공정이다. 또한가지

중요한 SPS공정의

특징은 난소결성 분말을 높은 밀도의 소결체로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다. 주로
탄화물, 복합재료등의 난소결성 분말이 SPS에 의해 고밀도 소결되는 소결공정
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기
존의 소결이나 hot press 공정으로 소결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WC, AlN
등의 세라믹이 SPS에 의해 비교적 빠른 시간에 소결되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
다.
또한 원자력 연구에 일부 SPS 공정이 도입되어 한정된 범위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주로 방사선 폐기물을 고체화하는 연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
다.

Load cell

Vacuum chamber

Upper
ram
Quartz window

Pulsed
pyrometer

Lower
Carbon felt

ram
Mould

Motor

그림 3.11.1.1 Schematic figure of equipment for spark plasma sin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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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der Contact
- small contact area
- ultra-high current density
- high joule heat
- neck formation

• Pulsed Current
- 10-3torr vacuum
- high density AC pulse
- possible to generate plasma
- enhanced atom movement
by plasma

그림 3.11.1.2 Schematic figure on mechanism of SPS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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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3 Informative data obtained from SPS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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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4 Fabrication of binderless WC (a) Sintering behavior with
changing temperatrure (b)microstructures after SPS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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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연료 모사소재 선정
가. UO2계 핵연료 소재의 SPS공정 및 소결거동
핵연료 모사소재를 선정하기 위하여 실험적으로 우라늄 산화물의 SPS거동
을 확인하였다. 실험결과 흑연몰드와 UO2의 반응으로 소결체의 밀도와 미세조
직을 확인하기가 매우 난해하였으나, SPS 공정거동 즉 소결거동에 관한 데이
터를 확보함에 따라 이를 토대로, 모사소재를 선정하였다. 모사소재의 후보소재
는 모든 oxide계통의 분말에 대한 소결 데이터 중심으로 선정하기보다 기존에
많이 연구되었고, 열역학적 화학적 상태 또는 소결거동이 UO2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진 CeO2, BaTiO3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하였다. 따라서 이들 소재의
SPS소결 결과와 UO2의 SPS소결 거동을 비교 분석하여 모사소재로서 CeO2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보한 UO2 분말의 SPS소결거동은 아래 그림3.11.2.1
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우라늄 산화물의 소결온도는 약 1700℃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도 SPS공정으로 소결온도를 1700℃, 승온속도를 분당 100℃
로 설정하여 소결하였다. 그 결과 800초 이상의 시간이 경과할 때, shrinkage가
변화하고 gas pressure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SPS공정에
서는 위와 같이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data로서 소결 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다.
즉, 챔버내의 gas pressure가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갑자기 높아짐은 분말
내부에 소결이 진행되면서, 내부 기체가 외부로 빠져나온 것으로 의미한다. 이
와 동시에 shrinkage가 변화되는 것은 기공이 빠지고, 분말의 변위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같은 결과는 그림 3.11.2.2의 변위-온도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우라늄 산화물은 특징적으로 흑연몰드와의 심각한 탄화반응에 의해 손
상된다. 이는 모사소재선택의 주요한 조건이 되어야 했다. 그림 3.11.2.2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실제 소결은 1500℃이상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초기(약 1000℃부근)의 갑작스런 변위 변화는 U와 O사이의 nonstochiometry에 의해 발생하는 상변태라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U-O system의
상태도에서 O/U의 atom ratio에 따라 약 500～1000℃사이에서 UO2+X , U4O9-Y
등의 화합물이 UO2+X 또는 UO2.61등으로 변화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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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1 Spark plasma sintering behaviour of UO2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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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2 Relationship between displacement and SPS temperature
in SPS behaviors of UO2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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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연료 모사 후보소재의 화학적 물리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이산화 우라늄의 핵연료 모사 후보소재로 BaTiO3 및 CeO2를
선정하였다. BaTiO3 및 SrTiO3 등은 핵연료 소결시 결정립성장에 관한 모사소
재로서 많이 사용되어 왔다. 이는 첨가제와 소결 분위기에 따라 정상 입자 성
장이 일어나기도 하고 duplex grain structure를 형성하는 비정상 입자 성장이
일어나기도 하는등 격자 결함과 정합 변형 에너지에 의해 발생하는 계면 이동
현상에 대한 기초연구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림 3.11.2.3에서 BaO-TiO2의 상
태도를 나타내었다[3.11.2.2].
또한 CeO2는 촉매특성과 산화물 전도체로서 90년대 초반부터 각광을 받아온
소재이다[3.11.2.1]. 순수한 CeO2는 UO2와 동일한 fluorite구조를 가진다. 특히
CeO2 구조는 고온에서 상변화 없이 환원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온 환원으
로 인해 생긴 CeO2-X는 색깔이 자주색에서 푸르스름한 검은색으로 바뀐다. 표
3.11.2.1에서 화학양론의 CeO2의 물리적 성질들을 열거하였다. 또한 그림
3.11.2.4에는 Ce-O의 상태도를 나타내었다.

그림 3.11.2.3 Phase diagram of BaO-TiO2 [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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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4 Phase diagram of Ce-O[3.11.2.1]

표 3.11.2.1 Some physical properties of pure stoichiometric CeO2[3.1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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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eO2의 결정 결함과 산화-환원(redox)의 화학식
CeO2가 CeO2-x 로 환원될때, 결함들은 Ce3+의 형태로 형성된다. 이것은 초기
60년대 연구를 거쳐 70년대의 oxygen self-diffusion 연구[3.11.2.7-9]는 비화학
양론적 CeO2-x에서 자기 확산은 산소 공공모델을 유지하는 거동을 보이기 위해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이 이론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CeO2-x에서 주요한 보상 결함은 산소 공공이다. Faber등은 [3.11.2.10]. XRD를
사용하여 전자밀도 분포를 구하였고 그에 따라 침입형 Ce의 양이 전체 CeO1.91
의 결함 농도중에서 0.1%이하를 차지함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일반적인 CeO2
의 환원 과정은 다음과 같다.

(2) UO2와 CeO2의 공통점에 관한 정리
Characteristics of defects and reactions

Crystal structure of UO2 and CeO2

Non-stoichiometric oxide material

Calcium fluoride (fluorite) type

1. UO2
• Defect cluster : 1 oxygen vacancy, 2 oxygen interstitials
• Phases :UO2, UO2+X, U4O9, U3O8 with temperature, PO2
• Volume change due to lattice change

Oxygen

Metal

2. CeO2
• Main defects in CeO2-X are oxygen vacancies
• The process of ceria reduction( >1000℃ )
: OO +2CeCe = 1/2O2(gas) + V”O + 2Ce’Ce
• Volume change due to lattice expansion

c In fluorite structure
Diffusion of oxygen ion >> Diffusion of metal ion
d In non-stoichiometric fluorite(MO2+X, MO2-X)
Diffusion of oxygen ion ↑ than that of c
Sintering behavior will be related to oxygen defects
“Diffusion in Nonstoichiometrc Oxides” O.T. Sorensen, Academic Press, New York 1981

위의 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UO2와 CeO2의 경우, 형석구조를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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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일반적으로 형석구조의 특징인 재료내부의 산소 이온의 확산속도가 금속
이온의 확산속도보다 102배이상 빠르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비 화학양론적인
형석구조를 가지는 재료는 형석구조 내에서 산소 이온의 확산속도보다 더 빠른
산소이온의 확산속도를 보인다. 이러한 산소 이온에 관한 결함들은 형석구조를
가지는 재료들의 소결거동을 결정짓고 있다. 따라서, UO2와 CeO2는 구조적, 화
학적으로 서로 유사한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3.11.2.11].

다. 핵연료 모사 후보소재의 SPS공정 및 소결거동
(1) BaTiO3의 SPS 소결거동
UO2의 소결거동 분석을 통하여, 모사소재를 선택하고자 하였으며, 선택한 몇
몇 후보 모사소재에 대하여 적정한 SPS공정변수를 설정하는 연구를 실시하였
다. 후보 모사소재는 우라늄 산화물과 열역학적 거동 및 소결 거동이 유사한
것으로 알려진 CeO2와 BaTiO3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림 3.11.2.5
에 BaTiO3의 소결거동을 나타내었다. UO 2 와 유사한 모사소재를 선정하는데
있어 Spark plasma sintering공정에서는 소결과 더불어 흑연 몰드와 시료
분말과의 반응으로 인한 탄화경향이 매우 중요하다. 그림 3.11.2.6에 나타난
바와 같이

BaTiO3의 SPS소결을 통하여 확보한 소결거동 그래프에서 진공압

의 변화가 한차례, 변위의 변화가 한차례 나타났다. 이를 통해, 소결 시작온도
가 약 900℃부터 시작하여, 1200℃부근에서 끝이 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이산화 우라늄의 SPS소결거동과는 다르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산화 우라늄의 경우, 변위의 변화가 2차례에 걸쳐 발생하지만, BaTiO3
의 경우에는 단지 소결거동만 보이고 있으며, 시편의 반응이나 상변태등의 정
보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의 도출의 이산화 우라늄과 BaTiO3
의 변위 거동을 비교함으로써 확인이 가능하다. 변위 거동의 비교는
의 SPS소결거동의 차이의 비교 분석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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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tering behavior was similar to UO2
• Reaction with graphite mold was different from that of UO2

그림 3.11.2.5 Spark Plasma Sintering Behavior of BaTi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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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6 SPS Temperature vs. Displacement of (A)UO2 (B)BaTi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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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eO2의 SPS 소결거동
UO2의 소결거동 분석을 통하여, 모사소재를 선택하고자 하였으며, 선택한 몇
몇 후보 모사소재에 대하여 적정한 SPS공정변수를 설정하는 연구를 실시하였
다. 후보 모사소재는 우라늄 산화물과 열역학적 거동 및 소결 거동이 유사한
것으로 알려진 CeO2와 BaTiO3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난소결성
분말로 알려져 있는 B4C를 SPS를 통해 소결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그림
3.11.2.7에 CeO2에 대한 SPS 소결거동을 나타내었다. UO2와 유사한 모사소재를
선정하는데 있어 Spark plasma sintering공정에서는 소결과 더불어 흑연 몰드
와 시료분말과의 반응으로 인한 탄화경향이 매우 중요하다. 그림 3.11.2.7은
CeO2분말의 소결거동을 나타낸 것으로, 소결은 gas pressure가 증가하고,
displacement가 바뀌는 구간이 두 구간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
소결 온도와 동일한 소결온도인 1500℃에서 소결한 결과, 위와 같이 약 900℃
부근에서 몰드내의 분말에서 gas가 분출되는 현상을 통해 소결의 시작을 확인
가능하다. 또한 변위의 변화를 통하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소결이 진행됨을
확인하였다. 여기서 변위의 증가는 몰드내 시편의 수축을 의미 하며, 수축이 된
다는 것은 분말의 소결이 진행되면서 시편의 부피 수축이 일어남으로서, 발생
되는 현상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CeO2의 경우 BaTiO3의 경우와는 달리,
1500℃에서 7분간 유지한 결과 CeO2 분말의 소결은 진행되나 흑연몰드와 CeO2
분말의 활발한 반응에 의해 탄화물이 형성되어, 소결체의 파괴가 심각하게 발
생하였다. 이것은 이산화 우라늄의 SPS공정과 매우 유사한 현상을 보이는 것
으로 판단된다.
특히, 그림 3.11.2.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몰드내 시편의 2단계 변위 변화와
함께 챔버내 진공압의 변화가 심각하게 나타난다. 초기 변화는 1000℃부근에
서 나타나는데 이를 소결로 판단하고 있으며, 그 이상의 온도에서 심각하게
발생하는 가스압의 증가 또는 유지는 소결보다는 CeO2소재의 고온 산화-환원
반응[3.11.2.12]에 의하여 발생하는 가스일것으로 추측되며 특히 CeO2의 경우
비화학양론

CeO2-x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비화학양론

[3.11.2.13]에 의하여 발생하는 산소는 외부의 흑연몰드와 반응하여, CO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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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가스를 발생시키거나, 산소의 화학양론적 변화에 따라, 격자의 변화를 수반
하여, 부피변화를 통한 미세균열을 유도함으로써, 시편의 파괴를 유발하는 것으
로 사료된다. 이는 이산화 우라늄의 파괴원인과 같다고 본다. 이러한 사항은 그
림 3.11.2.8의 온도-변위 그래프에서 이산화 우라늄과 CeO2 사이의 유사성을 파
악할 수 있다. 즉 동일한 변위 변화 구간에서 소결과 흑연몰드와의 반응이 동
시에 발생하므로, 모사소재로서 CeO2가 더욱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서
CeO2분말은 SPS 공정시 탄화와 소결이 동시에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ceria의 탄화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고, 건전한 시편을 얻기 위해 소
결온도 1250℃, 유지 시간을 5분으로 하여 소결을 수행하였다. 또한 소결온도를
1100℃로 낮추었을 경우의 미세조직을 관찰한 결과, 이 온도에서는 탄화경향은
적으나, 완전한 소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결된 부분과 분말끼리의neck만 형성
된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CeO2는 소결변위의 변화
나, 탄화 거동이 우라늄 산화물과 유사한 것을 확인하였다(그림 3.11.2.8). 그림
3.11.2.5에서 확인한 BaTiO3는 소결온도가 1000℃로 상대적으로 낮아 소결에는
유리하고 소결거동 또한 UO2와 유사하지만, 소결체의 탄화경향이 현저히 낮았
다. 이는 본 연구에서 우라늄 산화물과 같이 소결과 동시에 탄화가 진행되어야
하는 모사소재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 즉, 비록 CeO2는 소
결 거동[3.11.2.14]에 있어서는 UO2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해도, SPS 공정에서
의 흑연몰드와의 반응성면에서는 BaTiO3보다 CeO2가 UO2와 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모사소재로서 더 적합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3.11.2.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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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7 Spark Plasma sintering behavior of Ce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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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핵연료 모사소재의 SPS공정 및 소결거동
앞의 결과를 토대로 SPS공정에서 UO2의 SPS공정 모사를 위하여 CeO2를
모사소재로 설정하였다. CeO2분말은 그 사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특히
spinel등과 함께 방사선에 어느 정도 안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현재 IMF후
보재료로도 연구되고 있다. 또한 UO2에 비해 낮은 원자번호의 안정한 재료로
중성자 포획에 의한 Pu 생성을 일으키지 않는 물질로 알려져 있는 재료이다.
따라서 모사소재로 CeO2를 선택한 것은 DUPIC핵연료의 모사재료로서 뿐만 아
니라 향후 IMF 재료로 사용 가능한 재료를 미리 SPS공정을 통하여 특성을 확
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앞 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SPS를 통한 CeO2의 소결은 약 1250℃에서 수행하였고, 약 5분
의 유지시간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 소결 온도와 유지시간에서도 UO2처럼 소
결후 탄화의 의해 시편의 파괴 현상은 막을 수 없었다. CeO2에 대한 1250℃의
SPS공정 결과를 그림 3.11.2.9에 나타내었다. 소결 결과 displacement변화와
gas pressure변화 확인을 통해 III구간에서 소결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소결체의 밀도측정 결과 80～85%의 상대밀도를 보이고 있어, 밀도 증
가를 위한 보충실험과 밀도향상의 원인, 향상 기구등에 대한 연구가 향후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소결체의 이러한 저밀도 현상과 내부에 존재하는 closed pore
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소결시간을 증가시키거나, 소결온도를

상승시킴으로서

해결 가능하다. 그러나 소결온도와 시간의 증가는 고온에서 CeO2 의 탄화를 더
욱 부추길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UO2모사소재로 CeO2를 사용하는데 있어, 흑
연과의 반응성을 방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파괴된 시편의 파면을 관찰한
결과 그림 3.11.2.10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재료내부에 발생한 작은 기공 주
위에 미세균열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미세균열의 발생은 CeO2
의 고온 산화-환원반응과 관계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3.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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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9 Spark plasma sintering behavior of CeO2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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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11.2.10 Fracture surface of CeO2 powders sintered at
(a)1100℃ for 7minutes, (b) 1200℃, 7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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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핵연료 모사소재인 CeO2의 SPS소결 거동의 요약
아래 그림 3.11.2.11에서 보는바와 같이 Ceria의 소결은 크게 세단계로 나누
어질 수 있으며, 소결시작은 일반적으로 1100℃부근에서부터 시작됨을 미세조
직의 확인을 통해 알 수 있었다[3.11.2.16-17](분말 사이의 neck 형성) 따라서,
분말의 소결은 2번째 구간에서 이루어진다. 그 이유로는 첫째, 급격한 분말 성
형체의 변위변화이고, 둘째로는 분말성형체에서 급격한 가스분출에 의한 챔버
내의 가스압변화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결이 시작되고, 치밀화가 될 경우
분말 성형체의 부피는 감소하게 되며, 분말사이에 치밀화가 이루어지면서 분말
사이에 존재하던 기공 또는 기체들이 입계확산 또는 입내확산으로 외부로 방출
된다. 따라서, SPS공정을 통해 ceria의 소결공정 진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세 번째 구간에서는 챔버내의 가스압력이 크게 변화 이때도 소결이라
고 정의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소결의 가장 큰 특징인 성형체 부피의 감소에
관한 데이터를 SPS 거동을 통해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구간에
서 소결체에 대해 특정한 변화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급격한 반응 결과를 Ceria의 급격한 산화-환원 반응 및 내부 발생 산소 즉
ceria 내부에 발생한 산소 공공에 의해 발생한 산소가 외부 흑연몰드(탄소)와의
반응에 의하여 생성되는 gas의 분출로 이해하고 있다. 그림 3.11.2.10의 파면조
직으로부터, 소결 후 조직내에 미세 기공과 미세기공 주위의 미세균열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이것은 1200℃이상의 고온에서는 산화-환원 반응이 시작되어, 그
로 인해 발생한 기체에 의해 소결후 소결체를 파괴시키는 원인이 됨을 추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1100℃이하의 온도에서 소결한 경우, 시편의 파괴는 발생되
지 않았으나, 국부적으로 미소결구간이 나타나, 소결온도는 적어도 1300℃이상
은 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3.11.2.12는 CeO2의 SPS 소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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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12 Spark plasma sintering stages of CeO2 at 1500℃, 1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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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연료 모사소재용 SPS몰드 설계
가. 핵연료 모사소재용 SPS몰드설계
앞의 결과를 토대로 SPS공정에서 UO2의 SPS공정 모사를 위하여 CeO2를
모사소재로 설정하였다. CeO2분말은 그 사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특히
spinel등과 함께 방사선에 어느 정도 안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현재 IMF후
보재료로도 연구되고 있다. 또한 UO2에 비해 낮은 원자번호의 안정한 재료로
중성자 포획에 의한 Pu 생성을 일으키지 않는 물질로 알려져 있는 재료이다.
따라서 모사소재로 CeO2를 선택한 것은 DUPIC핵연료의 모사재료로서 뿐만 아
니라 향후 IMF 재료로 사용 가능한 재료를 미리 SPS공정을 통하여 특성을 확
인할 수도 있다. 그러나 UO2처럼 소결 후 탄화 또는 비화학양론적인 산화-환원
반응[3.11.3.1]에 의해 시편의 파괴 현상은 막을 수 없었다[3.11.3.2] 또한, 소결
체의 밀도측정 결과 80～85%의 상대밀도를 보이고 있어, 밀도 증가를 위한 보
충실험과 밀도향상의 원인, 향상 기구등에 대한 연구가 향후 2차년도에서는 더
욱 필요한 실정이다[3.11.2.10-14]. 소결체의 이러한 저밀도 현상과 내부에 존재
하는 closed pore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소결시간 또는 소결온도를 증가시켜 해
결 가능하다. 그러나 소결온도와 시간의 증가는 고온에서 CeO2 의 탄화를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UO2 모사소재로 CeO2를 사용하는데 있어, 흑연
과의 반응성을 방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몰드 시스템에서
탄화를 방지하는 일은 요원하다. 따라서 흑연에 의한 CeO2의 탄화를 막고, 장
시간, 고온에서 소결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흑연 몰드를 대체할 필
요성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흑연몰드를 대체할 새로운 SPS
용 몰드의 설계 및 제작작업을 진행하였다. 흑연과의 반응을 방지하고 모사소
재인 CeO2만의 소결[3.11.2.15-16]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SPS용의 새로운
몰드를 설계, 제작하였다.

핵연료소재인 UO2와 이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모사

소재로 결정된 CeO2는 흑연몰드와 반응이 매우 활발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몰

드의 설계와 제작에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조건을 감안하여 수행하였다.
모사소재와 반응이 없는 재료이며, 고온에서도 안정해야 한다.
및 punch 소재가 전기전도성이 우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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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둘째, 몰드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값싸고, 제조가 용이한 흑연 몰드 소재를 완전히 다른 소재로 대체하기보다, 고
온 내구성, 높은 전기전도도, 저가(低價)등의 흑연 몰드 소재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는 방법을 선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계한 몰드는 그림과 같이 흑연 몰드 내벽에 BN 코팅을 함으로써 원하는 물
성을 얻고자 하였다. 특히 몰드 내벽에 BN을 사용함으로써 진공분위기에서 고
온 안정성(1700℃)과 강도를 확보하였으며, 코팅 두께를 수십～백㎛급으로 하
여, BN이 확산장벽으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두께로 코팅
하였다. 코팅재료로 채택된, BN은 몰드의 이형재로 널리 사용되어왔다. 실제로
1200℃이상에서는 소결시 제거되거나, 코팅막이 벗겨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BN을 PECVD공정을 통해 몰드 내벽의 흑연결정에
서 BN결정으로 epitaxy로 성장시켜 코팅처리를 하였다. 이를 통해 BN코팅을
안정화 시킴과 동시에, 소결체와 흑연의 반응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나. 핵연료 모사소재용 SPS몰드 사용의 제한
현재 국내의 흑연몰드의 제작 수준은 단순한 원통형 또는 다각형 몰드의 치
수를 따라서 제작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그림 3.11.3.1에서와 같이 내부에 일부
분만이 비반응층 또는 확산방지층의 코팅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코팅
이 되었다하더라도. 펀치와 몰드 내경사이의 불균일한 공차는 SPS공정시 내부
powder의 손실을 가져오며, 때때로 몰드와 펀치사이의 alignment가 맞지 않음
으로 인한 과전류 현상을 가져오기도 한다. 따라서, 기존의 흑연몰드를 사용하
여 코팅하기보다는 높은 전기전도도와 고온강도를 가지고, 비반응성의 다른 몰
드 재료를 찾아보는 것이 향후 과제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BN코팅

10
20

30

펀치

30

BN코팅

20

10
30

그림 3.11.3.1 The new mold designed for spark plasma sinter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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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PS공정변수에 따른 소결체의 특성연구
1차년도 연구에서 핵연료 모사소재로 선정한 CeO2의 SPS공정연구를 2차년
도에 수행하였다. CeO2의 경우 SPS거동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이산화 우라늄
과 유사한 결함인 산소 공공에 의한 소결 또는 산화-환원 반응을 보여왔다. 이
에 의한 SPS후 건전한 시편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으나, 공정변수 조절
의 용이성과 빠른 공정시간을 통해, 핵연료 재료에서 요구되는 어떠한 미세조
직도 설계될 수 있는 공정을 설계하고자 하였으며, 실제 SPS공정변수(온도, 시
간, 압력)에 따른 정량적인 미세조직의 분석을 위하여, 소결체의 상대밀도, 주
사전자현미경등으로 미세조직을 관찰하였다.

가. 실험방법
1차년도 연구에서 설정한 공정변수(온도, 압력, 유지시간)을 실제 핵연료 모
사소재에 적용하기 위해서, 소결에 사용한 ceria분말은 순도 99.9%, 평균입도 5
-3
㎛이었다. SPS의 소결분위기는 10 mmHg의 진공분위기이다. 가스 분위기의

조절이 필요할 경우, 가스 주입기의 장착이 요구된다. SPS 공정을 위해서는 먼
저 분말을 흑연몰드에 장입시켜 compaction을 통해 충분히 분말을 성형시키고
흑연몰드를 SPS전극 사이에 장착하는데, 이때 카본 펠트로 흑연몰드를 단열시
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실험과정에 대한 개략도를 그림 3.11.4.1에 나타내었다.
Spark plasma sinterng 공정을 이용하여 핵연료 모사 소재를 소결하는 경우, 직
류의 펄스화된 고전류(1500A)에 의해 소결이 진행된다. 따라서 핵연료 모사 소
재의 spark plasma sintering 공정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전류이다. 그러나 같
은 전류가 공급되는 경우 시편과 mould의 단열정도에 따라 내부 온도 및 효율
이 변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ould를 카본 펠트로 단열시켜 고온에
서도 최적의 단열 효과를 얻고자 한다. 이러한 실험적인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변수는 온도를 제어하여 소결공정을 제어할 것인지 전류를 제어하여 소결
공정을 제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는 핵연료 모사 소재가 spark
plasma sintering 공정중 온도 및 전류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실험적으로
확인한 후 결정할 예정이었다. 온도 혹은 전류에 의한 제어가 결정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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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승온 속도 혹은 전류 공급율을 결정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소
결온도 혹은 소결 전류밀도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재 SPS공정 또는 일반적인 소결공정에서 함께 이해할만한 수치가
온도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온도제어를 통한 핵연료 모사소재의 미세조직을 제
어하였다. 또한 핵연료 모사 소재는 실제의 핵연료 소재와 마찬가지로 산화 및
환원 분위기에 민감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산화 및 환원조건에서 각각의 소결
거동을 분석하여 최적의 온도 혹은 전류 공급율, 소결 분위기, 소결시간을 중심
으로 공정조건을 설정 제어하고자 하였다. 또한, 소결온도와 유지시간 및 압력
에 따른 미세조직 제어와 정량적인 미세조직 분석을 위하여, 소결온도 1350～
1500℃, 유지시간 0～10분, 승온속도 100℃/분으로 하여 실험하였다. SPS공정
후의 실제 시편의 모양 및 색깔과 어닐링 후 시편의 색깔을 그림3.11.4.2에서
비교하였다. 소결체의 크기는 흑연몰드의 지름에 따라 제어가 가능하며, 일반적
으로 지름 10mm의 펠렛 형태를 얻는다. 그러나, SPS후 탄소와의 반응 또는
고온 산화-환원반응의 결과로 비화학양론적인 ceria가 소결됨으로써 소결체의
색깔과 강도가 약해져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결체를 공기중
900℃에서 1시간 어닐링함으로써 탈탄처리를 하였다. 또한 미세조직 정량화(결
정립 크기 및 기공 크기 분포)를 위해 열 에칭을 시도하여 1400℃, 5분의 조건
으로 명확한 미세조직을 얻었다. 시편의 상대밀도 측정은 건조된 시편의 무게
와 포수 시편의 무게를 측정하여 이론 밀도값을 얻는 아르키메데스 방법을 이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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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der compaction
in a graphite mold
Spark plasma sintering process
(1350~1500℃, 100℃/min.)

1350℃, 0min., 1min.
1400℃, 0min., 1min., 2min., 10min.
1450℃, 0min., 1min.
1500℃, 0min., 1min.

Annealing at 900℃, 1hr. air atmosphere.

Density measurement

Thermal etching at 1400℃, 5min.

Microstructure observations

그림 3.11.4.1 Experimental procedure for spark plasma sintering process
of CeO2

그림 3.11.4.2 (a) Shape of spark plasma sintered CeO2 at 1400℃ for 1min,
(b) Shape of annealed

CeO2 at 900℃ for 1h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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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PS온도에 따른 모사소재의 상대밀도
본 절에서는 SPS 온도에 따른 핵연료 모사소재의 상대밀도 측정결과를 분
석하였다. 일반적으로 100% 상대밀도를 얻기위한 순수 CeO2 의 진공소결온도
[3.11.2.17]는 적어도 1500～1700℃의 범위에서 가능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몰드외부와 몰드내부의 온도차이가 재료와 전류의 밀도에 따라 약 100～200℃
정도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온도 측정의 경우 1200℃이상의 고온은 pyrometer
를 사용해야 하므로, 몰드내부의 온도는 기존의 실험치에 의해서 예측된 값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SPS공정에서 1500℃이하의 소결온도를 사용하여
상대밀도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한다. 온도는 오차범위를 예상하여 1350℃부터
1500℃까지 변화시키면서 상대밀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를 그림 3.11.4.3에 나
타내었다. 그림 3.11.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350℃에서는 약 93%의 상대밀도
를 보여주고 있다. 이 조건에서 유지시간은 1분이다. 일반소결 거동과 유사하게
SPS 온도가 증가할 수록 상대밀도의 증가가 일차함수에 비례하는 값으로 나타
났다. 유지시간이 1분일 경우 최대 상대밀도는 1500℃에서 나타났으며, 더 높은
상대밀도를 얻기 위해서는 SPS온도 상승이 요구된다. 1500℃이상 높여야 한다.
1400℃, 1450℃, 1500℃, 1분동안 소결한 시편에서 변위의 변화를 통해 도시한
시편의 수축률을 표현한 그래프를 그림 3.11.4.4에 나타내었다. 수축률을 통해서
는 온도증가에 따른 명확한 상대밀도의 변화를 예측하기가 곤란하나, 1400℃, 1
분 조건의 경우는 가장 낮은 상대 수축률을 보임으로서, 95%의 상대밀도를 나
타내었다. 그러나, 1450℃와 1500℃의 경우 측정한 상대밀도가 각각 98.5,
99.3%로서 그 차이가 1%미만으로서, 수축률 그래프로는 상대밀도 확인이 용이
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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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3 Relative density with increasing SPS temperature ranged
from 1350℃ to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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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4 Shrinkage curve of ceria with increasing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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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PS온도에 따른 모사소재의 결정립 크기 정량화
앞절의 결과인 온도에 따른 평균결정립과 기공도를 표현하면 그림 3.11.4.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SPS온도가 1400℃일 경우, 소결후 핵
연료 모사소재의 상대밀도가 95%수준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이를 SEM을 이용
하여 미세조직을 살펴본 결과, 조직내에 광범위한 기공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
었고, 평균 결정립 크기는 약 5.1㎛이었다. 이결과는 그림 3.11.4.6(a)에 나타내
었다. SPS온도 1450℃에서 1분간 유지한 경우,

50℃ 온도 증가에 따라, 상대

밀도는 3%증가하고, 반면 평균 결정립 크기는 약 6.3㎛로 20% 성장한 결과를
보였다. 즉, SPS온도의 증가는 상대밀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며, 동일한 유지시
간에서는 작은 온도변화에도 결정립 성장이 심각함을 보여준다. 특히 1500℃에
서 1분동안 소결한 시편의 경우 상대밀도가 100%가까이 소결되는 특성을 보이
고, 평균결정립의 크기가 약 7.5㎛로 1450℃에 비하여 20%이상의 결정립 성장
을 보여주었다. 이 수치는 1400℃조건에서 5.1㎛과 비교하면, 40%이상의 결정
립 성장 거동을 확인가능하며, 온도가 50℃증가할 때 마다 결정립은 20%씩 성
장한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상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그림

3.11.4.6(b), (c)에 나타낸 미세조직과 미세조직의 정량화 결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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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5 Average grain size and porosity of sintered CeO2 with variation
of SPS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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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6 Microstructures and grain size distribution of CeO2 (a) in case
of SPS at 1400℃ for 1min. (b) in case of SPS at 1450℃
for 1min. (c) in case of SPS at 1500℃, 1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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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SPS유지시간에 따른 모사소재의 상대밀도
본 절에서는 동일한 SPS온도에서 유지시간을 변화시켰을 경우 나타나는 소
결체의 상대밀도에 관한 연구결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실제로, 1400℃에서
일반적으로 핵연료에서 요구하는 상대밀도인 95%를 보여주었다. 특히 본 실험
에서는 상대밀도 조절을 위해 SPS온도를 변화시켜, 결정립 성장과 상대밀도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에 본 절에서는 1400℃, 1분 조건에서 소결
체의 상대밀도변화를 SPS온도에서 유지시간 변화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소결체는 1400℃ 10분의 경우에 1500℃ 1분의 결과보다 더 높은 상대
밀도를 보였다. 이 결과에 따라서, 소결체의 상대밀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두
요소로서, 온도 변화와 유지시간변화를 확인가능하였으며, 원하는 소결체의 특
성을 얻기 위해서는 두 공정변수의 조절만으로 적어도 상대밀도의 제어는 가능
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핵연료 소재에 SPS공정을 적용하여 제조하는 것이 가
능함을 또한 확인시켜주는 결과이다.

Relative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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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in. holding, No pressure
2min. holding, No pressure
1min. holding, No pressure
No holding, No pressure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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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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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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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7 Relative density of spark plasma sintered CeO2 depending
on hold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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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SPS유지시간에 따른 모사소재의 결정립 크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지시간의 변화(0～10분)에 따라, 1400℃10분 조
건에서 상대밀도가 100℃의 온도변화와 동일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유지시간의 변화(0～10분)에 따라 미세조직 정량화를 실시하였다. 그 결
과, 동일한 온도1400℃에서 유지시간을 1분에서 10분으로 변화시켰을 경우, 미
세조직상 결정립 크기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그림 3.11.4.8의 유지시간
에 따른 미세조직 변화의 SEM결과에 의해 확인이 가능하다. 실제로 Image
analyzer를 이용하여, 각각의 미세조직에 대하여 정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평균
결정립이 유지시간 1분일 경우에 5㎛에서 10분간 유지한 결과 평균결정립이 20
㎛이상 성장하는 것으로 밝혀져 약 8배의 결정립 성장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간단히 그림 3.11.4.9의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았다. 이는 일반 소결기술
로는 온도와 소결시간을 적어도 각각 100～200℃, 5시간 이상 증가시켜야 얻을
수 있는 결과로서 SPS공정을 사용하여 단 20분만에 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 결과로부터, SPS는 결정립 성장과 결정립 크기제어 분야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장비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SPS를 이용한 핵연료 모사소재의 소
결시 미세조직의 제어는 공정변수의 설계 및 조절로 성취가 가능한 것으로 판
단되며, 시스템이나 핵연료 재료의 종류마다 달라지는 소결조건에 대해서도
SPS의 경우, 빠른 시간내에 원하는 미세조직을 공정변수에 따라 제조할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핵연료의 미세조직이 요구하는 적절한 기공도(=상대밀
도)와 적정수준의 결정립크기 연구에서, 이와 관련된 미세조직을 제어하고 공
정 설계에 사용되는 소결 방법중 SPS는 가장 효율적인 장비인 것으로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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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 : 1400℃, 1min.

(a)

SPS : 1400℃, 2min.

(b)

SPS : 1400℃, 10min.

(c)
그림 3.11.4.8 Change of microstructure of CeO2 with increasing hold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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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9 Variation of average grain size of CeO2 with increasing
holding time

5. 결론
핵연료 소재의 제조기술의 미래 핵심요소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진행된
“Spark plasma sintering 공정을 이용한 신소결 기술 개발”의 성공적인 연구목
표 달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1차, 2차년도에 걸친 핵심 기초연구를 통해
SPS공정의 응용 가능성을 공정변수 조절과 미세조직 제어의 연구를 통해 확인
해보았다. 핵연료소재 또는 유사소재를 SPS공정을 이용하여 소결한 경험이 국
내에서는 전무했으므로, 핵연료 소재의 모사재료를 선정하기 위하여 먼저 UO2
소재의 화학적, 물리적 특성을 조사하고, 그 소결특성과 미세조직적인 요구조건
등의 문헌조사 및 실제 SPS소결을 통해 UO2의 SPS소결거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UO2는 온도에 따라 상변태가 심하며, 상변태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피팽창으로 인해 시편의파괴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사실을 습득하였
다. 또한 UO2의 주요 결함구조는 산소분율에 의하여 시작됨을 확인하였다. 이
러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 BaTiO3계열의 재료와

CeO2등 다양한 소재에 대해

화학적, 물리적 특성파악을 위한 문헌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또한 SPS거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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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하여, UO2와 가장 유사한 결정구조와 결함구조 및 SPS거동을 보이는
소재인 CeO2를 핵연료 모사소재로 선정하였다. 실제로 UO2와 CeO2는 두 재료
모두가 소결중 심각한 상변태, 탄화반응 또는 산화-환원반응을 보임으로써
SPS공정 후 시편의 파괴현상이 발견되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SPS몰드의 형태를 설계하기도 하였으나, 국내 몰드제작 기술의 미비로 말미암
아 향후 과제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흑연보다, 전기전
도도가 우수하고, 고온강도가 우수하며, 화학적으로 안정한 재료를 이용하여,
몰드를 가공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역시 몰드 재료 선정 및 설계에만 많은 시
간이 투자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SPS공정을 이용한 핵연료 모사소재 CeO2의
소결결과는 향후 SPS공정의 핵연료 소재 제조에 도입될 수 있는 새로운 가능
성들을 보여주었다. 즉, 공정변수로서 소결온도 및 유지시간의 변화만으로도 상
대밀도와 결정립 크기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으며, 많은 실험을 통해, 실험
적 결과를 재료별로 제조공정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즉, 기존 소결공정에는 소결전 pre-compaction과 높은 소결온도 및 긴
소결시간에 의해서 변화시킬수 있던 공정시간을 SPS에서는 1시간 이내로 단축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또한 핵연료 모사소재로 선정한 CeO2의 SPS소결
결과 확보한 미세조직 정량화 데이터와 공정변수와의 상관관계는 향후 SPS공
정이 핵연료 제조공정에 도입될 경우, 공정설계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핵심 요
소 기술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SPS를 사용한 난소
결성 세라믹 소재의 제조 연구는 SPS장비의 도입이 국내외적으로 늘어남에 따
라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양산공정의 어려움과 기반데이터의 부족으
로 인하여 연구수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는
핵연료 소재분야에는 물론이고, 복잡한 조성의 난 소결성 소재를 소결하고자
하는 국내외 기술분야에서 연구접근 방법과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
단되므로, 향후 신공정 도입 또는 신개념 핵연료등의 개발에 따른 독자적 제조
기술 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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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절 국제 협력
핵비확산성 건식 공정 산화물핵연료 기술개발 연구는 1991년부터 시작된
DUPIC 국제공동연구를 바탕으로 한국, 카나다, 미국, IAEA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과제로 건식 재가공 핵연료 주기기술 개발의 원활한 수행과 기술정보 교
류 및 상호협력을 위해 매년 2차례의 과제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단계
국제공동연구는 2002년 10월까지로 완료되고, 현재 제 3단계 국제공동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2002년 4월부터 2005년 2월까지의 본 과제 기간 동안에는 2차
례 과제검토회의가 있었으며, 그 주요 회의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제 16차 과제검토회의 (2002년 11월)
2002년 11월 7일부터 13일까지 카나다 AECL에서 과제검토회의를 개최하였
으며, 그 주요 회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본 회의의 주요 목적은 한국(KAERI), 카나다(AECL)간 DUPIC Technical
Review Meeting 및 진도 협의와 한국(KAERI), 카나다(AECL), 미국(DOS,
LANL), IAEA간 DUPIC Project Review Meeting 및 진도 회의임. 그리고
DUPIC 제 3단계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보조약정 체결에 대한 협의와
KAERI-AECL간 TCA(Technical Cooperation Agreement) 체결 협의임.

- 주요 연구개발 진도 및 결과 발표에 있어서는 기 확보된 DUPIC핵연료 원
격연구시설(DFDF)를 이용하여 여러 특성을 갖는 DUPIC 핵연료 소결체를
제조하여 하나로에서 조사시험 및 성능평가 수행과 카나다 AECL에서 현
재 수행중인 DUPIC 핵연료봉의 고온 고압 조사시험 및 조사후 시험에 대
해 발표함. 그리고 DUPIC 핵연료 재료 물성 연구 및 핵연료 성능평가 기술
개발과 DUPIC기술(고 방사성핵연료 건식가공 기술)의 미래형 원자로시스
템에 응용성 평가, 핵물질 안전조치기술의 개량, 고 방사성 공정폐기물의
처리기술 개발에 대해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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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ERI 제조 DUPIC 핵연료봉의 해외수송 및 AECL NRU를 이용한 고온,
고압 노내 조사시험은 해외 수송비가 국내에서 확보될 경우 수행하는 것으
로 합의함.

- 기타 사항으로 DUPIC 제 3단계 연구계획은 기 작성되어 카나다, 미국,
IAEA측에 사전 검토를 위하여 기 송부하였으며, DUPIC 제 3단계 주요 연
구내용에 대하여는 2001년 및 2002년에 개최된 DUPIC PRM에서 대부분
합의하였음.

- DUPIC 제 1 단계(1991-1994) 및 제 2 단계(1994-2002)에 뒤이어 제 3 단
계(2002-2007)의 국제공동연구가 원활히 착수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
이 필요한 것으로 협의함.

- DUPIC 제 3 단계 공동연구를 위한 보조약정 체결을 위해서는 KAERIAECL간 Technical Cooperation Agreement(1992-2002)의 연장 조치가 선
행되어야 하므로, 여러 방안을 통하여 이를 촉구하고 있으며, AECL측의 결
정을 기다리는 중임

2. 제 17차 과제검토회의 (2003년 4월)
2003년 4월 30일부터 5월2일까지 한국 KAERI에서 과제검토회의를 개최하
였으며, 주요 회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본 회의의 주요 목적은 한-카-미-IAEA 간 DUPIC 국제 공동연구 진도 점
검과 DUPIC 제 3단계 국제 공동연구 계획 최종 검토, 그리고 KAERIAECL간 DUPIC 제 3 단계 공동연구 보조약정 관련 협의임.

- 주요 연구개발 진도 및 결과 발표에 있어서는 KAERI에서는 DUPIC 핵연
료 제조, 핵연료 성능평가, 노심 특성 평가, 시설 및 DUPIC 핵물질 안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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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기술개발 결과를 발표하였음. AECL은 DUPIC 공동연구에 대한 AECL
측의 계속적인 관심 및 지원 의사를 표명하고, AECL의 조직 재정비에 따
라 곧 DUPIC Project Director가 임명될 것이며, KAERI 제조한 DUPIC 연
료봉의 NRU 조사시험은 AECL 측의 계속적인 관심사임을 발표함. 미국에
서는 LANL의 Safeguards 관련 연구 결과를 발표함.

- DUPIC 제 3 단계 국제 공동연구 계획과 관련해서는 제 16 차 DUPIC
PRM에서 협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된 “제 3 단계 DUPIC 국제 공동연
구 계획(Phase III: Demonstration of DUPIC Fuel Performance)”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제 3 단계 국제 공동연구 계획에 대해 한국, 캐나다, 미국
모두가 동의하며, AECL 측의 DUPIC Project Director가 결정되는 대로
“Phase III Proposal”을 조속한 시일 내에 완결할 것을 합의함.

- 기타 사항으로 한-카 기술 협력 협정(Umbrella Agreement) 및 KAERIAECL 간 제 3 단계 DUPIC 국제 공동연구 보조약정 체결을 위해 긴밀히
협조키로 합의함.

- KAERI 측은 AECL 측 제안에 따라 DUPIC PRM을 1 년에 1 회, 국제 학
술 발표회 등과 연계하여 개최하는 것을 제안하고, 차기 PRM은 캐나다에
서 개최하되 AECL 측의 DUPIC Project Director가 결정되면 상세 일정을
의논키로 합의함.

- KAERI 측은 Gen-IV, I-NERI, AFCI 등에 적극 참여하여 DUPIC 기술을
널리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피력하였으며, 미국 측은 차기 ROK-USA
JSCNEC에서 “OREOX-like” 기술의 다양한 핵연료주기 적용성을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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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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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국제 원자력 정책을 고려할 때,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은 필연적이
며, 본 연구는 현재 미국으로부터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도록
인정을 받은 국내 유일한 hardware 연구로서 이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반기술을 구축하고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연구
는 장기간 소요되고, 많은 연구비가 투입되는 연구이며, 핵물질 전용 위험이 수
반되므로 국제적 연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안정적인 지원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핵연료 원격 제조설비를 IMEF 핫셀내에 설치하
고, 실제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여 건식 재가공 핵연료를 제조하고 연
료봉 원격 제조를 위한 핵심기술들을 확보함으로써 본 연구의 최종 연구개발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고방사성 핵물
질을 이용한 신뢰도 높은 multi-pin 연료집합 원격 제조 기술까지 확보하여 완
전한 핵연료 원격 제조기술을 완성해 나갈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나
열할 것 같으면 다음과 같다.

- 사용후핵연료 사용에 따른 국제적 연구 투명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고, 원자력
기술 선진국에서 개발된 핵연료 제조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
국, 캐나다, 미국 및 IAEA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함.
- 기 개발된 DUPIC 핵연료 분말, 소결체 및 연료봉 제조기술과 품질검사 및
관리기술을 원천기술로 최대한 활용 발전시켰음.
- 기 개발되어 원격 운용 중에 있는 핵연료 제조/검사 장비에 대해서는 원격기
술에 경험이 많은 캐나다 AECL, 미국 ORNL 등과 상호 협력하여 원격 운
용 효율성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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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후핵연료를 모사한 simulated fuels(Simfuel)를 이용하여 고방사성 사용
후핵연료 물질취급에 따른 제한성을 극복함으로서 고연소도 핵연료 및 불순
물이 첨가된 분말의 균질성 향상기술과 소결체 특성분석을 통하여 사용후 핵
물질 소결체 특성을 평가함.
- Simfuel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건식 재가공 공정에
의한 사용후 핵물질 소결특성을 분석함.
- 위탁과제로서 Spark Plasma Sintering을 이용한 핵연료의 소결거동을 분석하
고 신소결 기술에서 응용성을 평가함.
- 건식 공정 산화물 핵연료 제조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해
서 차폐시설에서 관련 연구개발을 수행해야 하므로 DUPIC 연구에서 개발된
연구시설과 원격 제조기술, 장비 원격 운용기술을 최대한 활용함.
- DUPIC 핵연료 제조기술 개발에서 구축된 제조 품질보증 시스템을 더욱 발
전시켜 전반적인 핵연료 원격 제조 기술개발 활동에 적용 가능토록 함.
- 기존 개발된 기술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조공정 흐름도 및 분말, 소결체, 핵연
료봉 제조 공정기술의 최적화를 수행함.
- 기존 OREOX공정 개선을 위하여 개량공정을 적용하여 UO2 핵연료의 분말화
특성 시험을 수행하고 최적의 분말 유동화 및 기상-고상 반응성 향상을 위한
장치개발을 수행함.
- 핵연료 품질관리 범위, 검사항목 등은 핵연료 조사시험 요구사양에 맞추고
성능 및 안전성에 미치는 주요 영향을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함.
- 사용후핵연료 취급에 따른 핵물질 화학분석, 핵물질 계량관리, 핵물질 안전관
리, 폐기물 처리기술 등 타 연구 분야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만큼 이들 연구
분야와 적극적인 상호협조를 통하여 과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함.
- 한국원자력연구소 조사재 시험시설 및 조사후 시험시설에서 개발한 검사장비
(조직검사장치, 와류시험기, 경도측정기 등)를 적극 활용하고, 개발 중인 장
비(분말특성측정장비, 비파괴 결함검사기, 주사 전자현미경 등)도 적극 활용
하여 건식 공정 산화물 핵연료에 대한 특성 규명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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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밀도 소결체 제조특성 연구 및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활용 기술 분석을 수
행함.
- 고온공정에서 사용후핵연료로부터 핵분열생성물 방출 거동에 관한 국내외 연
구개발 동향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사용후핵연료 특성별로 산화 및 OREOX
공정조건별로 휘발성 핵종 및 준휘발성 핵종 방출율 데이터를 정립함.
- 핵연료 제조기술개발에서 운행 중인 시스템 중 제조 공정으로부터 방출된 핵
분열 생성물 포집 장치의 감마 스케닝 결과를 최대한 활용하여 방출거동을
평가함.
- 소결공정으로부터 방출되는 핵분열생성물 중 세슘 등의 준휘발성 핵종 방출
거동이 핵연료 제조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소규모 고온 가
열로를 별도로 이용한 세부 실험을 수행함.
- 핵연료 품질관리의 범위, 시험검사 항목 등은 핵연료 조사시험 요구사양에
맞추어 성능 및 안전성에 미치는 주요 영향을 감안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수
행할 제조기술과 품질관리기술을 개발함.
- 조사시험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핵연료 소결체 및 연료봉을 제조함.

본 기술개발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향상된 품질의 건식 재가공 핵연료
를 제조할 수 있는 핵연료 원격 제조기술을 확립하고, 계장용 핵연료 소결체
및 축소 연료봉을 제조하였으며, 그리고 차폐시설를 이용한 장비의 원격 운용
기술, hot cell용 제조장비들의 설계, 제작 기술이 확보되었다. 그 외에도 국내에
서는 처음으로 사용후핵연료 물질을 이용해 계장 조사시험용 재가공 핵연료를
만들어 하나로 조사시험용으로 공급함으로써 후행핵연료주기 관련 건식처리 기
술개발 및 GEN-IV 연구의 원천기술로서 발전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의 후행
핵연료주기 관련 핵연료 기술개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명실공히 세
계 최고의 직접 건식 재가공 핵연료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우리나라 원자력 기
술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크게 제고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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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처음으로 성공한 열적, 기계적 처리만으로 고방사성의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건식 재가공 핵연료를 제조하는 핵심기술인 원격 제조기술 개발을 통
해 국내 처음으로 사용후핵연료 중 휘발성 및 준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의 방출
거동특성을 분석하고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였으며,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기
술 개량을 통해 1회-OREOX 공정기술 개발, 분말 미분쇄 공정기술 확립, 압분
윤활제 첨가기술 개선 및 분말 유동층 반응기술을 개발하였으며, 계장조사시험
용 재가공 핵연료 소결체 및 연료봉 제조기술을 확립하고, 운용중인 25 여종의
원격 핵연료 제조/검사 장치들의 핫셀내 고방사성 환경 하, 장기간 사용에 따
른 원격 유지/보수기술을 수립하였다. 또한 CAN3 Z299.2-85 품질보증기준에
준하는 건식 재가공 핵연료제조 품질보증 시스템 적용 및 운영으로 제조품질을
입증하였다. 축적된 DUPIC 기술을 바탕으로 재가공 원격기술을 더욱 발전시킴
으로써 이제는 미국 및 카나다 보다 우위의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
로 인해 INPRO, AFCI, I-NERI 프로그램 등을 통한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자 많은 제안을 받아 공동연구를 수행중이다.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취급에 따
른 IAEA 및 미국 정부의 사전승인이 필요하고, 또한 필요한 선진기술을 효율
적으로 흡수하여 hot cell 장비의 원격 운용/관리기술, 제조공정기술 및 품질관
리기술, 그리고 휘발성 배기체의 포집기술 등을 성공적으로 확보하고, 더 나아
가 제조기술 개량시험을 성실히 수행하여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세계 최고
의 직접 재가공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본 기술
은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후행핵연료주기 관련 핵연료 개발의 기반기술로 활
용될 것이며, 더 나아가 Gen-IV 등 미래형원자로 시스템의 핵연료주기기술로
서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예상되는 연구결과의 활용계획이다.

◦ 플루토늄을 포함한 핵분열 생성물 등 불순물을 다량 포함하는 사용후핵연료
분말의 원격 핵연료제조 기술 확보를 통하여 건식 산화물 재활용 기술의
고도화와 미래형 핵연료 개발의 기반기술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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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순물 다량 함유한 사용후핵물질의 원격 제조 및 소결 특성평가를 통하여
확보된 건식 직접 가공 원격 핵연료 제조/검사기술은 직접적으로는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기술 및 향후 미래형 건식 재활용 핵연료 개발의 기초 자료
로 활용 가능함.
◦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핵연료 소결체, 연료봉 및 Multi-pin 핵연료 제조기
술 등은 건식 재활용 핵연료 성능연구 및 제조 기술성 입증에 활용되며,
궁극적으로 핵비확산성 핵연료 개발기술에 활용됨.
◦ 원격 재가공 장비 기술개발을 통하여 방사선 차폐시설 장비의 원격 운전 및
유지보수 핵심기술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 기술은 미래형 핵연료 원격 재
가공을 위한 장비개발 운영 및 유지보수에 확대 활용 가능함.
◦ 사용후핵연료 건식공정 산화물 핵연료의 특성 및 고온에서의 제조 공정 특
성에 따른 핵연료내 핵분열 물질 거동 특성평가로 부터 고건전성 핵연료
제조기술을 확보할 수 있음.
◦ 고온에서의 제조 공정 특성에 따른 핵연료내 핵분열 물질 거동 특성평가 자
료는 중대사고시 핵연료내 핵분열생성물 거동 평가의 기반자료로 동시 활
용 가능함.
◦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건식공정 산화물 핵연료의 핵심 제조 기술개발을 통
한 미래형 핵연료주기 기술의 확보로 원자력 선진국 수준의 기술 확보가
가능하며, GEN-IV 원자로 개발과 관련하여 미래형 핵비확산성 핵연료주
기 기술로의 발전을 위한 원천 기술로 활용 가능함.
◦ 국제적인 원자력 연구개발 방향인 GEN-IV, INPRO, AFCI 프로그램 등의
국제 공동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기술개발에 본 연구
결과가 충분히 활용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진행중인 국제 공동연구 현
황은 다음과 같음.
- GEN-IV 연구의 원천기술로서 MA 다량 함유 SFR 핵연료의 원격제조
및 핵종거동 연구 등과 관련된 공동연구를 수행 중에 있음.
- AFCI의 탈피복 공정 및 voloxidation 공정 중 방출되는 핵분열기체(Kr,
Xe, H-3, C-14 등)의 거동 등에 관하여 미국 ANL, ORNL과 공동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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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중임
- 건식 재가공 핵연료 기술개념을 LWR, 고속로 등에 적용하기 위해 핵연
료 성능향상을 위한 Gd 등 일부 핵종 원소의 제거에 관하여 미국
UC-Berkeley, ORNL, Gamma Eng. 등과의 공동연구를 수행하기로 한미
상설위원회(JSCNEC) 회의에서 합의(2003. 6월).
◦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후핵연료 물질을 이용하여 핫셀에서 제조공정을
수행하는 후행 핵연료주기 기술개발 과제로서 타 기관 및 과제에의 인력,
설비 등의 활용이 가능하며, 산업계에 기술 파급 효과가 큼.
◦ 사용후핵연료 재활용과 관련된 유관 기술 분야의 기술 인력 양성 및 산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
◦ 확보 개발된 핵심 원격 제조기술 및 원격 시험 설비는 국내 미래형 핵연료
개발에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기술 수출도 가능함.

이상과 같이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핵심 요소기술 중에서 타 분야에의 직
접 적용 가능한 기술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핵심 요소 기술

직접 적용가능한 타 분야

•건식 직접가공 원격 핵연료 제조 및
검사기술
•건식 재가공 핵연료 품질관리 및
보증기술
•핵연료봉 원격 제조/검사장비 개발

•건식 재가공 고온공정시 핵분열
생성물 및 핵물질 거동 특성 평가
•건식 재가공 핵연료 소결특성 평가

-핵연료 제조를 위한 필수 요소 기술로
미래형 및 개량형 핵연료 가공기술 개
발분야에 직접 활용 가능.
-핵연료 조사시험 및 제조 신뢰성 평가
기술로서 미래형 및 개량형 핵연료 개
발분야에 직접 활용가능.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후행핵주기 관
련 핵연료가공을 위한 장비 개발 분야
에 직접 활용가능.
-중대사고시 방출 핵분열생성물 선원항
자료 및 고건전성 핵연료 제조기술개발
분야의 기반자료로 직접 활용가능.
-LWR, 고속로 적용을 위한 핵연료 성
능향상 기술개발 분야에 활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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