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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건식공정으로 처리하여 불순물이 함유된 핵연료 (Oxidation and Reduction of Oxide 

fuel: OREOX) 소결체의 융점을 조사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보고된 자료를 기초로 평가하였

다. 일반적으로 고연소도 핵연료에서는 어떠한 조건에서도 조사 기간 동안 연료의 온도는 

용융점 이하에서 운영되어야 하므로 용점에 관한 평가는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시점에서 OREOX 공정으로 제조한 불순물이 함유된 소결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MOX (Mixed Oxide fuel) 연료의 용융점을 기초로 평가와 요약을 하였다.

평가에 있어서는 UO2-PuO2-PuO1.61의 3원계 이상용체를 모델로 반영하였고, 융점이 Pu농

도, O/M비, 연소도에 대한 의존성이 있는 것과 이 의존성을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융점 평가식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T=T 0+ΔT Pu+ΔT O/M+ΔT Bu

T 0=2847

ΔT Pu=-5.7537×Pu+1.3631×10
-2
×Pu

2
+1.7952×10

-5
×Pu

3

ΔT O/M=-1.41×Pu×
2.00-OP
0.39

OP:OP=
OM-0.02×(100.0-Pu )

0.01×Pu

ΔT Bu=-0.5×
Bu
10000

여기서 

T : 용융점(K)

Pu : MOX 핵연료에서 PuO2 무게 비율

O/M : 산소 대 금속 분율 

Bu : 연소도 (MWd/MTM)

상기 식에서 ΔT Pu는 Pu의 농도의 의존성, ΔT O/M 는 O/M의 의존성, ΔT Bu는 연소도 의

존성을 의미하고 UO2 융점(T0)부터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열 설계시에는 상기 식을 상기 식에서 얻어진 실측치와 최대차의 정수항 δT를 가한 다음

식을 사용할 것을 추천한다.

T=T 0+ΔT Pu+ΔT O/M+ΔT Bu+δT

    δT=-49

Pu 농도 : 0≺Pu≦60%

O/M비 : (1.0-0.01×Pu)×2.00+0.01×Pu×1.61≦OM≦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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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analysis the melting temperature of sintered pellet included impurities 

of nuclear fuel that is made by dry process (Oxidation and REduction of OXide Fuel 

: OREOX), it used to be estimated and formulated based on the measured values 

reported up to now. In general,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correlation of fuel 

melting temperature to confirm that the fuel temperature must be kept below the 

fuel melting temperature during irradiation at any condition. 

   In this study, the experience of melting temperature  up to now are summarized 

and evaluated in order to make the sintered pellet included impurities more reliable 

by OREOX process. The effects of plutonium content, oxygen to metal ratio and 

burnup on MOX (Mixed OXide fuel) fuel melting was examined based on the recent 

data under the UO2-PuO2-PuO1.61 ideal solution model, and then formulized.

   The correlation obtained in this evaluation is as follows ;

T=T 0+ΔT Pu+ΔT O/M+ΔT Bu

T 0=2847

ΔT Pu=-5.7537×Pu+1.3631×10
-2
×Pu

2
+1.7952×10

-5
×Pu

3

ΔT O/M=-1.41×Pu×
2.00-OP
0.39

OP:OP=
OM-0.02×(100.0-Pu )

0.01×Pu

ΔT Bu=-0.5×
Bu
10000

where T is the melting temperature(degree of K), Pu is the weight faction of PuO2 

in the mixed oxide fuel, O/M is the oxygen to metal ratio, and Bu is the burnup in 

the unit of MWd/MTM, respectively. ΔT Pu(plutonium content), ΔT O/M (O/M ratio), 

ΔT Bu(Burnup) mean the deviations from the melting temperature of uranium dioxide  

UO2 melting point(T0) induced by each effect. 

   For the design, the calculated values by correlation should be have appropriated 

margin in order to keep under the measured melting temperature. Therefore the 

following equation is recommended to apply;

T=T 0+ΔT Pu+ΔT O/M+ΔT Bu+δT

    δT=-49

Pu content : 0≺Pu≦60%

O/M ratio : (1.0-0.01×Pu)×2.00+0.01×Pu×1.61≦OM≦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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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의 핵연료 연구는 초고연소도, 고성능핵연료로 발전해가고 있으며, 이러한 핵연료의  

열설계 방침에 있어서는 연료 최고 온도가 연료 융점 미만이 되는 조건이다. 이를 위하여 

연료 융점은 극히 중요한 물성으로 인식되고, 융점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의존성을 고려하

여 융점평가를 행하고, 조사 중에 연료 온도가 융점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속로용 연료로 이용되는 우라늄-플루토늄 혼합산화물연료의 융점에 있어서는 연

료중의 Pu의 농도, O/M비 및 연소도에 대한 의존성이 있습니다만, 주로 Aitken & 

Evans,[1] Lyon & Baily[2] 및 Krankota & Craig[3]의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그 결과를 

열설계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Yamamoto[4,5]에 의한 최신 미조사연료에 관한 융점 실측 평가결과는 Aitken & 

Evans[6,7] 보고와는 인식을 같이하나, Krankota & Craig가 표시한 연소를 동반한 융점변

화 경향은 상이한 것이 있고 OREOX 공정과 같이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고 재사용하는 경우

에는 우라늄-플루토늄 혼합연료와는 미세하나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까닭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핵연료인 초고연소도, 고성능핵연료로 및 고속로 

열설계에 있어 최신의 자료를 반영할 목적으로 현재까지 얻어진 각종 data를 고려하여 

MOX 연료의 융정 평가를 행하고 평가 결과를 불순물 함유 건식공정의 산화물 핵연료 소결

체의 열설계에 적용 가능한 융점 평가 식으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 중에는 혼합산화물 연료

(MOX : Mixed Oxide Fuel) 미조사 연료의 융점에 관한 기 보고된 결과치를 분석하고 조

사 완료된 연료의 융점에 관한 타 연구자의 보고를 인용하였다.  

1-1. 노심재료의 열 물리 특성

  원자로 운영에서 생각 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사고는 많은 량의 에너지가 누출되고, 

Core 부분이 붕괴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단일 성분계(one-component system) 용융관

련 식은 압력, 온도 및 비열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다 성분계에서는 알려진 재료의 p(v,T), 

Cv(T)에 의해서 결정된다. 

  노심 용융물(corium)은 핵연료와 피복관등이 용융되면서 형성된 노심 물질이므로 원자로

에 사용된 재료, 사고과정, 위치 별로 성분이 다르다. 보통 노심을 이루는 구성 물질은 핵연

료인  UO2, 피복재인 zircaloy(주로 Zr이고, Sn 포함), 구조재, Space grid 및 관통관 등에 

사용되는 스테인리스 스틸 및 Inconel-718 이며, 제어봉은 (Ag-In-Cd), 독봉(burnable 

poison rod, B4C-Al2O3), Gd2O3-UO2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열 물성치는 표 1에 정

리하였다.

  보고에 의하면 핵연료가 용융될 때 (U, Zr)O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즉 U: 66%, Zr:18%, 

O:9%, 기타:7%이며 U와 Zr의 산화물을 고려하면 U:Zr=80:20으로 나타낼 수 있으나, 함유

된 불순물에 따라 열 물리 특성은 복잡하여진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를 건식 처리하여 얻

은 불순물이 함유된 산화물의 용융거동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 7 -

Table 1. Physical properties of nuclear fuel material

  

Stainless Inconel UO2 Ag-In-Cd
Carbon 

steel

 Tmp, K 1640 1616 3150 1071 1783

 CP, cal/g-K 0.12 0.106 0.12 0.06 0.15

 k, W/m-K 16.26 12.54 3.66 50 34.6

 ρ, kg/㎥ 8000 8000
(liquid) 8690

(solid) 10500
9200 7840

 α=k/ρ CP, ㎡/hr 0.0146 0.0127 0.0030 0.0782 0.0251

1-2 원자분율

  MATPRO에서는 주로 원자분율로 화합물의 성분을 나타냈다. 두 성분으로 이루어진 화합

물에 대하여 질량 분율에서 원자분율로 나타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식을 사용하였다.

f 0=
f
mass
0 /M 1

f
mass
0 /M 1+(1-f

mass
0 )/M 2

                        (1)

여기서

f 0=화합물에서 원자분율, f mass0 =화합물에서 질량분율  

M1=성분의 원자량

ZrO2의 경우 산소의 질량분율은 f mass0 =32/123=0.260 이므로 산소 원자분율은 

f o=
0.26/16

0.26/16+(1-0.26)91.22
=0.667≃0.67 이다. 그러므로 몰 분율로 나타낸 ZrO2는 원

자분율로 Zr 0.33O 0.67 로 나타낸다. UO2의 경우도 동일하여 원자분율로는 U 0.33O 0.67 이 된

다. 식에서 원자의 무게 비는 원자의 수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산소 대 금속의 

비, 즉 R=
O
M
=산소원자/금속원자의 비로 나타내면 간단해 진다.

f 0=
R
1+R                                   (2)

 예로서 온도에 따라서 금속 우라늄의 고체나 액체 내에 이들 화합물이 섞인 혼합물로 존재

하고 화합물의 융점 이상에서는 용융물로 존재하게 된다.

  혼합물의 무게비로 77.8% UO2, 22.2% ZrO2의 경우 원자 분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

f 0=
77.8/238×238/270

(77.8/238×238/270)+(77.8/16×32/270+22.2/16×32/123)+(22.2/91×91/123)

= 0.205 a/o-U   

마찬가지로 0.128 a/o-Zr,  0.667 a/o-O 가 된다. 

여기서 U/Zr의 원자 분율은 0.205/0.128=1.6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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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액상 UO2의 밀도

ρ=8.860-9.285×10 -4(T-3120)                   (3)

  본 식은 용융온도 3120K ~ 7600K 사이에서 얻어진 엔탈피 및 온도의 함수로 구한 밀도

이다.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들의 오차범위는 표 2

에 나타내었다. 

            ρ=8.860(±0.120)+(-9.285( +0.036
-0.135

))×10 -4(T-3120)          (4)

여기서 ρ는 밀도(Mg/㎥)이며 T는 온도(K)이다.

     Table 2. Error range of the density of liquid UO2

     

 온도 K  오차범위

 3120  ± 1.4%

 3500  + 1.6% ~ - 2%

 4500  + 2.2% ~ - 4%

 5400  + 3% ~ - 6.3%

 6500  + 4.2% ~ - 10%

 7500  + 6% ~ - 15.4%

1-4 UO2에서 불순물 함유에 따른 용융점 변화 

  여러 연구자들이, 즉 Strain and Johnson[8]은 microprobe(전자빔을 이용한 미량분석장

치)를 이용하여 우라늄에서 barium, strontium 및 zirconium이 혼합된 산화물의 용융점을 

측정하였으며, Kleykamp[9]는 비슷한 방법을 이용하여 urania-plutonia에서 Ba 농도에 따

른 2상의 용융점을 구하였다.

  본 측정기술은 동일한 power로 4개의 Nd-Yag beam을 한 점으로 집중하고, 시료를 

autoclave 중심에 놓고 용융 후에 냉각하는 동안에 고화형상으로부터 용융온도를 유추한 

것이다.   

  시험장비에는 0.005 inch 두께, 0.25 inch 텅스텐 V 필라멘트이다. V 는 0.5 inch 깊이, 

각도는 10 ~ 15°이다. 5 kVA 트랜스포머를 사용했으며, micro hot cell내에 장착하였다. 

본 용융 연구에 사용한 대표적인 장치를 그림 1~3에 나타 내였다. 또한  상기 연구자와 

Baker[10], Aitken[11] 및 Koizumi[12]의 실험결과를 토대로 UO2에서 불순물 함유에 따

른 용융점 변화를 표 3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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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elting point data for various Urania-Metal Oxide systems

        

System Data Mole ratio

 UO2/BaZrO3

 TEut.=2296±30CENTIGRADE

 TLiq.=2350±40CENTIGRADE

 TLiq.=2434±60CENTIGRADE

75/25

51/49

 UO2/SrZrO3

 TEut.=2366±30CENTIGRADE

 TLiq.=2458±30CENTIGRADE 71/29

 UO2/BaO
 TEut.=2115±40CENTIGRADE

 TLiq.=2290±40CENTIGRADE 50/50

 UO2/SrO2

 TEut.=2090±40CENTIGRADE

 TLiq.=2160±40CENTIGRADE 50/50

 U0.76Ce0.24O2.0/BaZrO3

 TEut.=2240±30CENTIGRADE

 TLiq.=2432±40CENTIGRADE 52/48

 U0.76Ce0.24O1.92/BaZrO3

 TEut.=2247±30CENTIGRADE

 TLiq.=2495±60CENTIGRADE 71/29

 U0.76Ce0.24O2.0

 TSol.=2878±30CENTIGRADE

 ΔT(Liq-Sol)=25CENTIGRADE

 U0.76Ce0.24O1.92

 TSol.=2781±30CENTIGRADE

 ΔT(Liq-Sol)=35CENTIGRADE
 BaZrO3  TM=2705±30CENTIGRADE

 BaO  TM=1943±20CENTIGRADE

      * Results for these two systems correct results previously reported in

        the April-June 1980 quarterly (HEDL TC-10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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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라늄-플로토늄 혼합산화물연료의 융점평가 

2-1 미조사 MOX 연료의 융점에 관한 고찰

2-1-1. 미조사 MOX연료 융점 평가용 DATA-BASE

  현재까지 보고된 미조사 MOX 연료의 융점 실측 평가 중에서 측정법 및 측정정도가 명확

한 것은 Aitken & Evans[1], Lyon & Baily[2] 및  Yamamoto[4]의 3종류의 보고뿐이다. 

여기서 Aitken & Evans의 보고치는  Lyon & Baily 및  Yamamoto의 보고보다 높이 평가

되었지만, 평가가 공개된 후에는 Aitken 자신이 수정을 행하고, 수정 후 결과는 1985년에 

Adamson과 Aitken[7]의 공저로 논문에 보고하였다. 수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Aitken 

& Evans[6] 는 UO2 융점 측정은 교정용으로 실험을 행하고,  MOX 연료 융점을 평가하였

다. 그림4에서 보는바와 같이 1969년 보고에 의하면 기준이 되는 UO2 융점은 Latta 보고

서에 2874℃를 적용하였으나 IAEA가 1978년 Rand가 보고한 2847℃를 추천하였다. 따라

서 Aitken은 Latta[13] 보고서를 재평가하여 1985년에 Adamson과 공동으로 논문에 발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타 연구 보고와 가장 일치하는 것을 추천하고 현시점에서 UO2 융점에 관

한 IAEA가 추천한 data에 대한 신뢰도를 고려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확대 적용을 시키기 

위해 상기 2점을 고려하고, Aitken&Evans의 융점 평가, Lyon&Baily 및 Yamamoto의 보

고서 3종류를 이용하여 미조사 MOX연료의 융점에 관해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2-1-2. 미조사 MOX 연료내 존재하는 U, Pu 산화물의 종류

  연료 융점 변화를 검토하가 전에 우선, 연료 중에 U, Pu 존재형태를 검토한다. 고속로용 

연료는 O/M=2.0인 MOX, 또는  O/M〈2.0인 MOX 연료가 이용되고 있다. 이 경우 정비조

성은 UO2, PuO2가 고용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어떤 방면으로는 아정비조성인 

MOX연료의 경우는  U의 원자가는 4가에서 변하고, Pu원자가는 3가에서 4가 사이에서 변

화하여 Balance가 보존된다. 즉 UO2, PuO2에서는 4가보다 적은 산화물로 고용된다. 단 고

용상태의 경우에는 X선 회절 등으로 직접적으로 조성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MOX 연

료중의 조성을 가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안정하게 존재하는 Pu산화물에 관하여는 그림5의 Pu-O 상태도에 나타낸 바와 같

이  Chikalla et al.[14] 등이 PuO2, PuO1.61, PuO1.52 및 Pu2O3 4종류를 확인하였고, Pu 

원자가는 4, 3.22, 3.04, 3.0으로 되며, 이를 고려할 때 O/M비가 정비례 할 경우에는 우선 

PuO2 일부가 PuO1.61로 치환하여 연료중에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것에 관해서는 Altken&Evans[1] 와 Komatsu[15]가 연료내 상태에 관하여 다음의 표

시로 용이하게 평가하였다. O/Pu가 1.61을 초과하는 경우 (예를 들면 Pu농도가 약 30%를 

초과하면 1.88이상의 O/M비를 갖는 MOX에 해당함)에는 UO2, PuO2, PuO1.61 3종류의 산화

물이 연료 중에 고용되는 모델로 표시하였다.

OP=(OM-2. 0×C U)/C Pu
                        (5)

여기서 OP: O/Pu 비, OM: O/M 비, CU: U 농도, CPu: Pu 농도 (C U+C P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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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표시한 3종류 산화물의 융점은 UO2=2847±30CENTIGRADE,PuO2=2390±40CENTIGRADE,

PuO1.61=2280±30CENTIGRADE로 보고되고 있으며, Altken & Evans 보고에 의하면 O/Pu비가 1.61

에서 2이하 범위에서 융점이 최저가 되며, O/Pu비를 1.61로 표시하는 것이 Altken&Evans 

와 Komatsu 모델 개념으로부터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것으로부터 O/Pu비가 1.61 이상인 아조성인 MOX 연료에 관해서는 UO2, PuO2, 

및 PuO1.61 3종류의 산화물이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또한 이 가정을 근거로 하여 

MOX 연료의 융점은 PuO2 및 PuO1.61 존재가 지배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MOX 연료중에 UO2, PuO2, PuO1.61 3종류 산화물이 O/M비 및 Pu농도에 

대응하는 존재 것으로 고용한다고 가정하고, 동일 O/M비에서 MOX 연료의 Pu농도 변화에 

따른 융점 변화의 Pu온도 의존성, 또 동일 Pu농도에서 MOX 연료의 O/M 변화에 따른 

O/M 의존성을 검토하고, 각각에 대해서는 PuO2, PuO1.61이 존재하는 것으로 착안하여 평가

하였다.

  단, O/Pu비가 1.61 이하의 경우에는 PuO1.61 보다 낮은 원자가를 갖는 산화물도 존재한 

것으로 고려되므로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O/Pu비가 1.61에서 2.0이하의 범위에서 적

용이 가능하다. 

2-1-3  Pu농도 의존성

  우선 정비조성(stoichiometric composition)의 MOX 연료의 융점의 Pu농도 의존성을 조

사했다. 그림 6은 정비조성에서 MOX 연료의 융점을 표시한 것이다. 그림 6 으로부터 정비

조성의 MOX 연료 융점은 UO2연료로부터 Pu농도가 증가할수록 융점은 서서히 저하된다. 

이와 같은 변화 경향은 PuO2 존재를 융점변화의 요인으로 PuO2, UO2 2원계 이상용액 모델

로부터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Adamson 및 Komatsu가 보고하였다. 또한 아정비조성

(hypo stoichiometric composition) MOX 연료 융점에 관해서는 정비조성의 경우와 동양의 

계통적으로 Pu농도 의존성을 검토하였을 뿐 실측 평가치는 얻지 못했다. 단 앞서 2-1-1에

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정비 조성 MOX연료 중에는 UO2, PuO2 및 PuO1.61이 고용되었다고 

고려하고 Pu농도변화를 동반하는 융점변화의 요인은 PuO2 및 PuO1.61의 존재를 고려한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UO2 융점을 기준으로 하고, PuO2 효과에 의한 융점 변화량과 PuO1.61에 

의한 변화량을 기준치에 가하여 MOX 연료의 융점을 분석하였다. 단, PuO1.61 존재량은 

O/M에 의존하는 것 이므로 PuO1.61은 O/M비 의존성 중에 검토하고, PuO2 효과, 즉 정비조

성 MOX연료 Pu 농도변화에 따른 융점변화를 Pu농도 의존성으로 표식화 하였다.

 이하에서는 UO2 와 PUO2의 2원계 이상용체 모델을 기준으로 MOX연료 융점의 Pu농도 

의존성을 식으로 표시하였다. 또한 Admson 등은 정비조성에 있어 Pu농도 의존성에 관하여 

편리성을 높이는 관점에서 2원계 이상용체 모델 기준하여 분석 결과를 Pu농도를 인자로 하

는 3차식으로 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식 중에 각 계수는 최소 2승법으로 구하였다.

ΔT Pu=5.7537 ×Pu+1.3631×10
-2×Pu 2+1.7952×10 -5×Pu 3       (6)

여기서  Pu : Pu 농도(%)

식으로부터 얻어진 평가 식은 그림 6에 계산하여 표시하였고, 그림의 실측치와 비교해 볼때 

재현성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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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O/M비 의존성

앞서 2-1-3에 표시한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아정비 조성의 MOX 연료에 관하여, PuO2 

및 PuO1.61의 존재를 가정하고 융점변화를 고려하였다. 이에 관하여 융점변화 요인을 1개로 

가정한 PuO1.61의 MOX 연료 중에 존재하는 O/M비에 의존한다. O/M비 변화를 동반하는 융

점변화는 O/M비에 대응하는 MOX 연료 중에 존재하는 PuO2 일부가 PuO1.61로 치환되어 발

생하는 것으로 그 효과를 평가하였다. 여기서 O/M비 변화를 동반하는 융점 변화 및 융점 

변화 경향을 PuO1.61 존재를 착안하여 평가하고, 이것을 무게에 일치하여 MOX 연료 융점 

의 O/M비 의존성을 평가 하였다. 

우선, 융점변화량에 있어서 2-1-3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PuO1.61은 PuO2보다 낮은 융점을 

가지므로 이것으로부터 존재하는 Pu 농도하에서는 O/M비가 산화물의 전량이 PuO2로 되는 

조성(O/M비=2)과 Pu산화물 전량이 PuO1.61이 되는 조성(O/Pu비=1.61)간에 융점의 차이가 

최대가 되는 것으로 고려하였다. 또 이 차이(융점 최대변화량)는 UO2에 대한 PuO1.61 존재

비에 의존하는 고려해서, MOX 연료의 Pu농도가 높은쪽이 큰 것으로 고려하게 되었다. 이

것에 관하여 Aitken & Evans 보고에 의하면 O/Pu비=2.0과 O/Pu비=1.61에 해당하는 조성

의 융점 실측 평가 간에 차이를 O/M비 변화를 동반하는 융점 최대 변화량으로 구하고, Pu 

농도에 대하여 정리한 것을 그림 7에 표시하였다. 그림 7로부터 Pu농도 40% 경우를 제외

하고 Pu 농도 증가하면 융점 최대 변화량이 직선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확인 

하였다. 또한 Pu 농도 40%에서는 타인의 것과 반대로 나타났고, O/M비가 낮은 경우 융점

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현재의 경우 이상의 것이 MOX 연료의 고유의 것인지는 확인

이 불가능 하다.

  여기 연구에서는 Pu 농도 40%에서 융점 변동을 상세히 검토하지 않고, Pu농도 증가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융점 변화량이 증가하는 것을 표시화 하였다. 간이 평가하기위해 직선 

근사법을 이용하였다. 다음은 평가식을 표시한 것이다.

ΔT m=1.41×Pu                              (7)

여기서 Pu : Pu 농도(%)

  식 중에 계수 1.41은 Aitken & Evans의 보고서에서 얻은 것으로 PuO2와 PuO1.61의 융점 

차이에서 얻은 것이다. 상기 식으로부터 얻은 값은 그림 7에 표시했다. 그림으로부터 Pu농

도 40%에 관련된 융점 보고 값을 제외한 경우는 유추하는 경향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계속해서 O/M비 변화를 동반한 융점변화 경향을 검토하였다. 우선 Aitken & Evans 결

과를 그림 8에서 11까지에 표시하였다. 오차를 고려할 경우 O/M비 정도가 있는 경우는 급

격한 융점이 저하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 경향은 O/U비 저하를 동반하는 2차 곡선

적 융점저하를 하는 것과 UO2 융점의 O/U 의존성과는 차이가 있었다. 또 현재의 것은 저

하 경향이 있는 것은 MOX 연료의 고유의 것과는 충분히 확인이 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Aitken & Evans 결과로부터 유추한 융점변화 경향을 재현하고, 융점 최

소치를 재현하고, O/M비 저하를 동반하는 융점저하를 표시과하고, 간이평가로 직선근사를 

이용하였다. 이하에서는 식 (7)과 결합해서 MOX 연료 융점의 O/M비 의존성 평가식을 표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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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 = ∆Tm
2.00−OP
0.39

                   (8)

여기서 Pu: Pu 농도(%)

 OP =
OM− 0.02 (100.0 −PU )

0.01 PU
             (9)

여기서 OM : OM비

  이 평가 식으로부터 얻은 융점 저하량을 Aitken & Evans의 정비 조성의 MOX 연료 융

점 보고값으로부터 뺀 결과를 그림 8부터 11에 표시하였다. 그림으로부터 Pu농도 20%에 

관하여는 최소치 재현은 가능하지 않았다. 이것에 관하여 실제 평가에 있어 식 (8)과 Pu농

도의존성 평가식 (7)으로부터 UO2 융점부터 평가하게 되었다. 그림 12에 표시된 것처럼 Pu

농도 20%에서는 식 (7)을 기반으로 하여 융점 평가 식이 Aitken & Evans 보고치보다 낮

게되었다. 이것을 고려하면 그림 3-4중에 직선으로 표시된 평가 결과는 25℃정도 일률적으

로 저하 되었다. Aitken & Evans의 Pu농도 20%에 있어 융점 최소치에 대한 재현성이 인

식되어 이것으로부터 식(8)은 O/M비 의존성 평가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본 연구 중에 상세하게 검토하지 않은 Pu 40% 농도에 있어 융점 증가하는 경향등 

O/M비를 동반한 융점 저하 경향이 대해서는 추후에 보완실험을 통하여 확인 할 필요가 있

다. 

2-2 조사 완료된 MOX 연료의 융점에 관한 고찰

  조사된 산화물 연료의 용융점 연구의 유일한 공식 보고서는 Christensen 의해 수행되었

다. 시험방법은 10 psig He 분위기 Tungsten V-filament furnace에서 행하였다. 이 data

는 이 보고서로부터 얻은 것이며 그림 13과 같다. 이 결과에 의하면 용융점이 연소 초기에

는 급격히 증가하다가 연소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본 data는 15,000 

MWd/Te 보다 큰 70,000 MWd/Te 과 95,000 MWd/Te에 대한 결과이며, 70,000 

MWd/Te에서는 용융점이  40℃가 떨어지며,  95,000 MWd/Te에서는 130℃가 떨어졌다. 

그리고 두 번째 실험에서는 52,000 MWd/Te 까지는 선형적으로 감소하였다. 연소 변화에 

대한 또 다른 조사로서는 H. Matzke 및 Lucuta[16,17,18] 등이 SIMFUEL에서 측정한 결

과를 표 4에 나타내었다. 

Table 4. Emissivities(at 500 nm 960 nm) and melting points 

for UO2 and SIMFUEL with various simulated burnups.

        

Material UO2 UO2.02
SIMFUEL

3 at% 6 at% 8 at%

 Emissivity(500nm) 0.815 - 0.735 0.777 0.785

 Emissivity(960nm) 0.904 - 0.794 0.845 0.863

 Melting Point, (℃) 2867 2797 2778 2766 2736

   * H. Matzke, P. G.Lucuta, R.A. Verrall and J.P. Hiernaul " Thermophysical 

     properties of UO2 and SIMFUEL- simulated high burn up fuel      

  조사하지 않은 혼합 산화물 연료의 용융점 실험은 Lyon & Baily[19]가 thermal ar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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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que를 이용하여 조성에 따라 고액선(solidus-liquidus)을 도표화 하였으며 그림 13과 

같으며, 20 wt% PuO2 조성에 따른 용융점은 표 5와 같다.

Table 5. Melting point of (Pu,U)O2 as a function of Oxygen-to-Metal ratio

     

Composition Melting temperature

1 (Pu0.2U0.8)O2.00 2790 ℃

2 (Pu0.2U0.8)O1.97 2875 ℃

3 (Pu0.2U0.8)O1.96 2830 ℃

4 (Pu0.2U0.8)O1.93 2820 ℃

5 UO2 2840 ℃

     * Lyon&Baily " The solid-liquid phase diagram for the UO2-PuO2

       system" Dec. 1965 (GEAP-4878)

2-2-1 조사 완료된 MOX 연료의 융점에 관한 정리

현재까지 보고되어 있는 조사 완료된 융점 실측 평가 결과 중에서 측정방법과 측정 정밀도

를 명확하게 한 것은 Krantoka & Craig, Komatsu 및 Yamamoto 3종류가 있다. 각각의 

측정방법 및 오차가 있지만 Krankota&Craig는 V filament법을 이용하고, 오차는 ±50℃이

며, 다른 두(2) 연구자는 thermal arrest법을 이용하였으며, 오차는 ±10℃정도로 보고하였

다. 연소도 에 관한 측정법위에서는 Krankoka&Craig는 200Md/MTM 정도까지, 다른 두 

연구자는 120 GWd/MTM 까지 하였으며, Yamamoto가 가장 최근의 연소도를 상세하게 

parament한 융점 평가를 표시하였다. 이들 세 사람은 모두 MOX 연료의 융점은 연소도가 

진행됨에 따라 저하되는 것을 지적하였고, 융점저하 고찰에서는 이견이 있음을 표시하였다. 

우선 Krankota & Craig는 융점의 연소에 따라 저하는 연소가 진행될 때까지 돋아나지 않

는 경향  판단을 표시한 것이고, 한편으로 Komatsu 및 Yamamoto는 똑같이 연소초기부터 

직선적으로 융점이 저하된다고 표시했다. 이것에 관해  융점 연소에 동반하는 요인으로는 

1985년에 Adamson이 표시한 것처럼  연소가 진행 중인 연료 중에 생성, 축적된 고용성 

FP의 존재등을 고려해야한다. Komatsu, Yamamoto는 융점저하를 시키는 것은 각각 약 8 

℃/10 GWd/MTM, 5 ℃/10G Wd/MTM정도로 평가하였으며, 연소 동반은 직선적으로 존재

량이 증가하는 고용성 FP를 융점저하의 주 요인으로 고려하였으며, 연소에 따라서 융점저

하는 직선적인 경향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양자가 표시한 융점저하 효과는 비교적 적지만, 

양자의 보고를 기초로 할 때 Krankota & Craig가 수행한 평가한 것은 측정오차가 크게 나

타나는 것은  저연소측에서 융점저하의 유의한 차이를 판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 원인인 고용성 FP존재가 조사초기부터 연소를 동반한 융점 저하가 있

는 것으로 고려하여 Yamamoto가 표시한 연소도 의존성 평가 식으로 작성하였다. 또한 

Yamomoto의 의견은 그림 14에 나타낸 바와 같이 Pu 농도가 29%인 연료에 관하여 조사 

후 융점 실측 평가치로 기초로 한 것이다. 미조사 연료와 조사 완료된 연료에 대해서는 융

점의 Pu농도 의존성, O/M비 의존성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고려하여, 앞의 2장에서 표시한 

Pu 농도, O/M비 의존성 평가 식을 연소 연료에 적용하였다.

  최근 연구에서는 고연소 측면에서는 융점저하가 포화할 수 있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와같

은 융점저하 포화 가능성은, 예를 들면 연료중 고용성 FP 존재량이 고용한계에 도달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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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고용성 FP를 요인으로 하는 융점저하는 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단 융점저

화 포화성을 실험사실로 확인하고, 정식화 할 경우에는 현재까지 얻은  연소연료의 융점측

정 결과의 질량으로는 불충분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융점저하의 포화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하는 Yamamoto의 지견을 기초로 연소 의존성 평가 식을 표시한 것이다.

∆TBu =− 0.5
BU
10000

                          (9)

여기서  BU : 연소도(MWd/MTM)    

또한 그림 15는 Yamamoto 평가 식을 이용하여 융점실측 평가 식을 표시한 것으로 식 

(10)으로부터 얻은 결과를 직선으로 표시한 것이다. 이 식은 재현성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

되었다. 

3. MOX연료 융점 평가 식과 설계 적용성에 관한 고찰

  앞장에서 서술한 각종 의존성 평가 식을 기초한 MOX 연료 융점 평가 식을 융점 실측치

에 대해 재현성을 검토한다. MOX 연료 융점이 있는 O/M비 의존성, Pu농도 의존성, 연소도 

의존성을 각각에 대해 2-1-3, 2-1-4, 2-2에 설명하였으며, 연소 연료의 적용 가능한 

MOX연료 융점 평가 식을 다음과 같이 얻었다.

T = T0 +∆TPu+∆TO/M+∆TBu                    (11)

이 평가 식의 우변 1항은 UO2 융점을 의미하며, 식 (10)은 UO2을 기준으로 하여 각종 의

존성을 기초로 MOX연료 평가 식을 고려한 것이다. 이 식으로부터 얻은 평가치와 융점 실

측치를 대비하기 위하여 O/M비 〉1.90의 범위의 미조사 MOX연료 융점 보고치와 O/M비

=2.00 및 1.90에서 얻은 평가치를 그림 15에 표시하였다. 그림 15를 이해하려면 정비 조성 

경우에는 융점 실측치를 재현 가능을 고려해야하고, 아정비 조성의 경우에는 O/M비 1.90에 

있어 평가치로부터 유추해야 한다. 융점실측 평가치의 재현성은 양호하지는 않은 것 같다. 

주로 O/M비 의존성은 간이한 표식으로 고려했지만, 이 간이 식 사용은 융점 실측 평가치 

부족으로 실측치외 일치하는 완전한 식은 가능하지 못했다.

  융점 실측 평가치는 단기간에 행하여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현성의 개선은 장래의 문제로 

나두고, 본 연구에서는 식 (11)을 최신 지견으로 MOX 연료 융점 평가 식으로 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식 (11)을 열설계 적용성에 검토하였다. 현재의 열 설계는 실측 평가식에 대한 재

현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식이 불확실성을 가미해 실측 평가치를 보수적으로 평가하여 수정

하여 이용하였다. 그림 5로부터 얻은 평가치는 융점 보고치 수단으로 수정하여 본 연구에서

는 식 (11)을 수정하여 설계치로 고려하였다.

T = T0 +∆TPu+∆TO/M+∆TBu+ T               (12)

식 (12)에서 T항은 주로 MOX연료 융점이 있는 각종 의존성을 표 식화 할 때 간이 평가

를 행하지 않은 것과 본 연구에서 이용한 각종 융점 보고치 자체 (UO2, PuO2, PuO1.61 함유 

등)가 불확실로 발생한 정수항을 의미하는 것이다. T 는 융점 보고치와 대비하여 구한 것

이다. 식 (11)과 융점 보고치를 대비할 경우 식 (11) 보다 평가치가 최고로 과대평가 되어

있는 것은 Aitken&Evans의 O/M비=1.94, Pu농도=20%에 있어서  T=49℃결정되었다. 이 

결과는 그림5에 도식화 하였다. 그림으로부터  T항을 첨가함으로써 그림의 융점보고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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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적으로 평가 가능이 있다. 이것으로 식(12)는 설계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

다. 마지막으로 식 (12)의 적용범위에 대해 검토한다. Pu농도 60%를 초과한 범위에서는 융

점실측치가 작아서 Lyon & Baily의 정수조성에 관한 보고치를 보고서 식 (12)이 보수성이 

확실하다고 확인했고, Pu농도 60%이하의 범위에서는 Aitken & Evans, Lyon & Baily 및 

Yamamoto 보고서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보수성 파단기준이 다르므로 Pu농도 60%이하를 

적용범위로 하였다. 또한 Pu농도 적용 하한선에 있어서 Pu=0%, 즉 UO2연료의 경우에서는 

O/M비 의존성(O/U 의존성)이 평가식 도입에 다른 것으로 되어있다. 그래서 Pu적용 한한선

을 Pu〉0%을 고려하였다. 더욱더 O/M비관한 범위는 2-1-4에 설명한 것과 같이 O/M=2.0 

이하에서 동시에 Pu 전량이 PuO1.61로 되는 경우만 한정시켰다. 

  이상의 것을 정리하면 MOX연료 융점에 관한 설계식은 다음과 같다.

T=T0+∆Pu+∆TO/M+  ∆TBu+ T                                                 (13)

여기서

                                   T0 = 2847

                                      ∆TPu=− 5.7537 Pu+1.3631 10− 2 Pu 2 + 1.7952 10− 5 Pu 3

                                       ∆TO/M=− 1.41 Pu
2.00−OP
0.39

                                                                           OP :OP=
OM− 0.02 (100.0−Pu)

0.01 Pu

                                       ∆TBu=− 5.0
Bu
10000

                                            T =− 49

   T: 연료융점(℃)

   Pu: Pu농도(%)

   OM : O/M비(-)

   Bu : 연소도(MWd/MTM)

적용범위 Pu농도 0%〈Pu≤60%

         O/M비 : (1.0-0.01×Pu)×2.00+0.01×Pu×1.61≤OM≤2.00

                 (O/Pu비 환산하면 1.96이상 2.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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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Melting point behaviour of Urania-Plutonia solid solutions

 Mole fraction

 PuO2-x

 Heat

 treatment

 Oxygen to

 Metal ratio 

 (O/M)

 Oxygen to

 Plutonium ratio

 (O/Pu)

 Solidus-Liquidus

 range(℃)

1.0

A 2.00 2.00 2445-2445

B 1.84 1.84 2445-2470

B* 1.78 1.78 2467-2472

C 1.73 1.73 2470-2470

D 1.61 1.61 2300-

0.6

A 2.00 2.00 2580-2627

B 1.91 1.85 2562-2640

D 1.84 1.73 2605-2652

D 1.76 1.60 2512-2597

0.4

A 2.00 2.00 2685-2745

B 1.96 1.90 2737-2772

C 1.91 1.78 2750-2782

D 1.84 1.60 2730-2765

0.2

A 2.00 2.00 2787-2855

E 1.98 1.90 2783-2848

B 1.96 1.80 2780-2845

D 1.94 1.70 2715-2825

D 1.92 1.60 2727-2848

 * Aitken,E.A. and Evans,S.K., " A thermodynamic data program involving Plutonia

   and Urania at high temperature (Quarterly report No.3)," May 1968, 

   (GEAP-5634) 

 ** 

   A: Sinter in dry H2 for 4 h at 1500℃; oxidize in air at 900℃;   

      reduce in H2 at 900℃.

   B: Sinter in dry H2 for 4 h at 1500℃

   C: Sinter in dry H2 for 4 h at 1500℃; reduce in H2 for 50 to 70 h at 1500℃

      with Zr-Ti getter      

   D: Sinter in dry H2 for 4 h at 1500℃; add Pu and U metal to adjust O/M ratio 

   E: Sinter in dry H2 for 4 h at 1500℃; oxidize in air at 900℃; 

      reduce in H2 at 900℃ and Pu and U metal to adjust O/M ratio

   B* : Sample heated for an additional 4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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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연구 과제

본 연구에서는 MOX 연료에 관하여 기보고치에 기초를 두지 않고 고융점 평가식 및 설계식

을 얻었다.  단 설계식에 표시한 식 (12) 중에의 T항, 즉 융점 평가식의 불확실성은 정밀

한 융점평가를 위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다음은 실시할 필요가 있는 생각

되는 실험내용을 표시한 것입니다.

  실험 파라미터

    Pu 농도 : 20%, 30%, 40%

    O/M비 : Pu 농도 20%에 대해 , 1.92, 1.94, 1.96, 1.98, 2.00

             Pu 농도 30%에 대해 , 1.88, 1.91, 1.94, 1.97, 2.00

             Pu 농도 40%에 대해 , 1.84, 1.88, 1.92, 1.96, 2.00

            (어느 것이나 모두 O/Pu비 환산하면 : 1.61, 1.7, 1.8, 1.9, 20에 해당됨)

   또 Pu 농도 40% 대해서는 연소진행을 동반한 융점저하가 고연소도에 있어 포화 가능성

을 지적했다. 이 가능성을 상세하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현재 취득한 연소범위를 초과한 연

소 완료된 연료에 대하여 융점을 측정하고 정밀한 평가를 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모의 FP을 첨가하여 연소 모의용 실험을 계획하여 Data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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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우라늄-플로토늄 혼합화합물 (MOX) 연료의 융점에 관하여 최신의 지견을 고찰해 볼 때 

UO2-PuO2-PuO1.61 3원계 이상용체 모델을 기초로 Pu농도, O/M비 및 연소도에 대하여 융

점 의존성을 간략하게 식화 하므로 다음의 융점 평가식을 얻었다.

 

T = T0 +∆Pu+∆TO/M+  ∆TBu

                                   T0 = 2847

                                      ∆TPu =− 5.7537 Pu+ 1.3631 10− 2 Pu 2 + 1.7952 10− 5 Pu 3

                                       ∆TO/M =− 1.41 Pu
2.00 − OP
0.39

                                                                           OP : OP =
OM− 0.02 (100.0− Pu )

0.01 Pu

                                       ∆TBu =− 5.0
Bu
10000

                                         

      T : 연료융점(℃), Pu : Pu 농도(%), OM : O/M비

      Bu : 연소도(MWd/MTM)

식 중에 ∆TPu는 융점의 Pu농도 의존성, ∆TO/M은 O/M비 의존성, ∆TBu는 연소도 의존성

을 의미하고, UO2융점으로 변화량을 정리한 것이다. 또한 상기 식의 주요한 융점이 되는 각

종의 간략하게 표식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확실한 정수항을 도입한 것이며, 이는 열설계

에 적용이 가능함을 보였다.

다음은 열설계에 가능한 수정된 설계식이다

T = T0 +∆TPu+∆TO/M+∆TBu+ T

                          T =− 49

정수항 T는 먼저 구한 융점 평가식에서 얻은 평가치와 융점 실측 평가치의 차이에서 구했

다. 또한 이 설계식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적용범위 Pu농도 0%〈Pu≤60%

         O/M비 : (1.0-0.01×Pu)×2.00+0.01×Pu×1.61≤OM≤2.00

                 (O/Pu비 환산하면 1.96이상 2.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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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1  Variation in melting point of UO2 with burnup

               

               Fig.2 . Mendenhall V-filament meling point furn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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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3 Plan view of micro hot cell showing layout of melting point       

                   furnace and auxiliary equipment.

            

           Fig.4 Installation states of melting point measuring equipment in          

                micro hot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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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 Dependence upon O/M ratio of MOX fuel's melting point

                     at 100% Pu concentration 

            

            Fig. 6 Phase diagram of Pu-O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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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7 Dependence upon Pu concentration of MOX fuel's melting point     

                 (O/M = 2.00 )

             

            Fig. 8 Dependence upon Pu concentration of MOX fuel's melting point   

                   with change of O/M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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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9 Dependence upon O/M ratio of MOX fuel's melting point

                      at 100% Pu concentration 

         

             Fig. 10 Dependence upon O/M ratio of MOX fuel's melting point

                      at 40% Pu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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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11 Dependence upon O/M ratio of MOX fuel's melting point

                    at 60% Pu concentration 

         

            Fig.12 Dependence upon O/M ratio of MOX fuel's melting point

                    at 20% Pu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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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13 Comparison of liquidus temperature for (Pu0.2U0.8)O2-x 

         

                                  Burnup

            Fig. 14 Dependence upon burnup of MOX fuel's melting point

                    (Pu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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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15 Comparing the melting point between experimental data and 

                     estimatio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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