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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가스로 핵연료 core물질인 구형 UO2연료핵입자를 sol-gel공정의 변형방법인 GSP공정을 이
용하여 제조하였다. 우라늄산화물의 용해로부터 구형액적 제조, 숙성, 세척 및 건조과정을 거쳐 구형
ADU gel입자를 제조하고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AWD공정을 거친 ADU gel입자를 열처리하여 UO3로
변환시킨 후, 최종적으로 고온에서의 소결을 통해 UO2입자를 제조하였다. TRISO 입자 피복기술에서
는 Buffer 및 dense PyC 증착공정을 최적화하고 이를 통해 PyC 피복층의 조사시험을 위한 국제공동
연구의 시편을 제공하였고 증착온도, 전체유량 변화에 따른 SiC 피복층의 화학양론비, 미세구조, 기공
크기, 기공율, 경도, 탄성율, 파괴강도 등의 다양한 특성을 평가하여 최적 공정조건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2인치 직경을 갖는 bed에서의 SiC TRISO 입자 연속증착공정을 최적화하였으며 20g
기준의 HfO2 및 UO2 연료핵을 이용하여 SiC TRISO 입자를 제조하였다. 피복입자 핵연료 조사시험
기술개발을 위해 피복입자 핵연료 조사위치에 따른 발열량을 계산, 분석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피복
입자 핵연료 조사시험봉 구조설계를 수행하였다. 또한, 하나로에서의 조사시험을 위한 시험계획서의
준비에 착수하였다. 고온가스로 핵연료에서의 핵분열생성물 이동을 모사하는 컴퓨터 코드를 개발하였
다. 또한 피복입자핵연료 성능분석 코드 검증의 일환으로 세계적인 협력연구 프로그램인 IAEA
CRP-6에 참가하여 벤치마킹을 수행하였다. ZrC coating 기술개발에 있어서는, graphite 기판을 사용
하여 실험변수에 따른 증착특성을 분석하여 최적의 증착조건을 확립하였으며, 1 인치 반응관으로
ZrO2 모의미세구를 이용한 유동층 화학증착 실험을 수행하여, buffer층, ZrC층의 증착온도와 전체유량
에 따른 ZrC의 화학양론비, 기공도, 미세구조 변화 등을 고찰하였다. 또한 IPyC 및 OPyC 등의 dense
PyC층 증착을 위한 공정변수를 평가하였다. 피복입자핵연료 QC 기술 확립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하
여, IAEA CRP-6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한국, 미국 남아공에서 제공된 피복입자 시료의 특성을 공동으
로 분석하였으며, 피복입자연료 시험검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피복입자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립하고,
도출된 품질검사 항목에 대한 품질검사지침서를 개발하였으며 품질검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을 연
구하였다.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글

Sol-gel, UO2 연료핵, SiC-TRISO, 피복, ZrC TRISO, COPA-FPREL

영 어

Sol-gel, UO2 kernel, SiC TRISO, coating, ZrC TRISO, COPA-FPREL

요

약

문

I. 제목

피복입자핵연료 기술개발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원자력수소 생산을 위한 고온가스로의 개발에 있어 이에 필요한 핵연료의 개발
은 필수적이다. 소위 피복입자핵연료(TRISO coated fuel)라고 일컬어지는 고온가스
로용 핵연료는 경수로용이나 중수로용 핵연료와는 큰 차이가 있다. 그 특징으로는,
연료핵 부분으로 약 500 ㎛ 크기로 제조된 구형 UO2입자의 표면에 pyrolytic
carbon(PyC)과 silicon carbide(SiC)를 이용해서 3 중으로 외부 피복한다. 이렇게 피
복된 TRISO입자는 graphite matrix 분말과 일정량 뭉쳐 적절한 크기로 성형하고,
가공해서 약 60 mm 크기의 구형 볼(Pebble)이나 원통형의 compact(Block)형상으로
집합체 만든 후 이를 고온가스로 노심에 장전하여 핵연료로 사용한다.
이러한 형태의 핵연료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라늄 원료물질의 전처리 공
정을 포함해서, 매우 복잡한 단위공정(용해, gelation, 세척, 건조, 열처리 등)들이 실
험실 규모로 구축되어야 하고, 구축된 실험장비의 운전특성과 공정 개선을 통해 구
형의 UO2연료핵입자를 제조하는 기술개발이 필수적이다.

이와 더불어 제조된 입자

의 물성분석을 통해, UO2연료핵입자 제조기술 개발로 feedback하는 시스템의 개발
이 필요하다.

또한, 연료 입자의 피복층은 핵연료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서 수소 생산로 실현을 위한 요소기술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며 고온가스 냉각로
가 효율적인 성능을 발휘하려면, 적정한 밀도와 구조를 지닌 SiC-TRISO 피복 기술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피복입자 핵연료의 피복층 특성은 제조 공정변수에 민감
하게 변화되므로 이들 변수에 대한 최적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SiC TRISO의 실험
실 규모 최적화 기술 개발은 향후 추진될 예정인 pilot plant 규모 및 상용화 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한편, 피복핵연료의 노내거동은 핵연료 안전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코드의 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수행되어야 하며, 제조 공
정개발의 확인이나 핵연료의 건전성평가 및 성능해석코드 검증을 위한 노내거동 연
구를 위하여 핵연료의 조사시험 및 조사후시험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제 4 세대 원자력시스템 (Gen-IV) 중의 하나인 GIF VHTR Fuel and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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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e 공동연구에도 적극 참여하여 이에 관련되는 공동연구인 ZrC coating에 관련
되는 기초기술 개발 수행도 목표 중의 하나이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고온가스로 핵연료 제조와 관련하여 1단계에서 수행된 연구 자료를 기초로 하여
UO2 연료핵입자 제조기술의 최적화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UO2 연료핵입자 제
조에 대한 기술분석을 수행하여, 구형 연료핵입자 제조에 대한 기술확보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실험실 규모의 구형 UO2 연료핵입자 제조 장치를 구축하였으며, 이 장
치를 사용하여 실제 열화우라늄(depleted uranium) 원료물질로 구형 UO2연료핵입자
제조를 위한 중간과정으로 구형 액적제조, sol-gel법을 이용한 ADU gel 입자제조,
ADU gel입자의 UO3변환, UO3를 환원 및 소결하여 UO2입자로 변환하는 연구가 수
행되었다. 연구개발의 내용으로 우라늄화합물 용액을 사용해서 구형 액적제조에 대
한 제조변수가 분석되었고, 제조조건 선정을 위한 1차적인 실험이 수행되어 gel입자
제조과정에서 중요 변수들에 대한 기본 값들이 결정되었다. 자체 설계, 제작된 실험
실 규모 장치를 이용해서 제조된 구형 ADU gel입자에 대한 물성 특성이 분석되었
고, ADU gel입자의 UO3로 열처리시 calcination에 대한 heating mode를 결정하였
다. 또한 TG/DTA를 이용해서 UO3분말을 UO2로 소결하는 실험을 수행하여, 소결
에 대한 기본자료를 획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험실 규모의 소결로를 자체적
인 기술로 설계, 제작하여 완전가동이 이뤄지고 있다.

한편, 각 단계에서 제조된

구형 ADU, UO3 및 UO2 분말에 대한 구형도, 입자의 크기 및 화학적인 물성 등 각
종 parameter들이 TG/DTA, FT-IR, X-Ray, Particle size analyzer등으로 측정/분
석되어, 구형UO2연료핵입자 제조공정으로 feedback되어 공정개선이 부분적으로 이
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핵연료 물성분석에 필요한 특성분석 기술, UO2연료핵입자
제조공정에 대한 기초적인 공정흐름도가 만들어졌다.
TRISO 입자 피복기술에서는 Buffer 및 dense PyC 증착공정을 최적화하고 이를
통해 PyC 피복층의 조사시험을 위한 국제공동연구의 시편을 제공하였고 증착온도,
전체유량 변화에 따른 SiC 피복층의 화학양론비, 미세구조, 기공크기, 기공율, 경도,
탄성율, 파괴강도 등의 다양한 특성을 평가하여 최적 공정조건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2인치 직경을 갖는 bed에서의 SiC TRISO 입자 연속증착공정을 최
적화하였으며 20g 기준의 HfO2 및 UO2 연료핵을 이용하여 SiC TRISO 입자를 제
조하였다.
피복입자 핵연료

조사시험 기술개발을 위해 피복입자 핵연료 조사위치에 따른

발열량을 계산, 분석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피복입자 핵연료 조사시험봉 구조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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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하였다. 또한, 하나로에서의 조사시험을 위한 시험계획서의 준비에 착수하였
다.
핵연료 성능분석기술 개발에서는, 피복입자핵연료 성능분석 코드 확보의 일환으
로 고온가스로 핵연료에서의 핵분열생성물 이동을 모사하는 컴퓨터 코드를 개발하
였다. 또한 피복입자핵연료 성능분석 코드 검증의 일환으로 국제공동연구인 IAEA
CRP 6에 참가하여 벤치마킹을 수행하였다.
Advanced coated fuel 개발과 관련한 ZrC coating 기술개발에 있어서는,
o

graphite 기판을 사용하여 증착반응온도는 1300-1600 C, 반응시간은 30-180 분, 반
응기체는 수소, 아르곤 및 메탄을 사용하였고, 각각의 실험변수에 따른 증착특성을
분석하여 최적의 증착조건을 확립하였으며, ZrO2 모의미세구를 이용한 TRISO 입자
의 피복층 증착 공정변수 평가를 위해 1 inch의 반응관을 이용하여 유동층 화학증
착 실험을 수행하여, buffer층, ZrC층의 공정변수로 증착온도와 전체유량에 따른
ZrC의 화학양론비, 기공도, 미세구조 변화 등을 고찰하였다. 또한 IPyC 및 OPyC
등의 dense PyC층 증착을 위한 공정변수를 평가하였다.
피복입자핵연료 QC 기술 확립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하여, 세계적인 협력연구
프로그램인 IAEA CRP-6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한국, 미국 남아공에서 제공된 피복
입자 시료의 특성을 공동으로 분석하였으며, 피복입자연료 시험검사 계획서를 작성
하여 피복입자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립하고, 도출된 품질검사 항목에 대한 품질검
사지침서를 개발하였으며 품질검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IV. 연구개발 결과

고온가스로 핵연료에 사용되는 구형 UO2연료핵입자를 제조하기 위해 sol-gel공
정에 대한 기본연구를 기초로 하여 실험실 규모의 실험장치를 제작, 운전하였다. 또
한 구형 UO2연료핵입자 제조공정에 대한 기술분석을 통해 제조공정의 흐름도를 파
악하여, 5개 단위 공정에 약 40개여의 실험변수들에 대한 분류가 이루어졌다. 초기
산화우라늄 분말의 용해공정에서는 용해온도를 약 95℃로 유지할 경우 순수한 UN
용액을 원하는 농도로 얻을 수 있었다. 한편, broth용액 제조과정에서 UN용액과 함
께 사용되는 organic additive로 PVA와 THFA가 선정되었으며, UN용액중의 U농
도와 PVA, U농도와 THFA의 mole ratio가 중요변수로 선정되었다. Broth용액의
공급으로부터 구형 액적을 제조하는 과정에서는 vibrating system의 frequency와
amplitude가 공급유량과 함께 적절히 조화를 이루었을 경우 동일 size의 구형 액적
이 제조되었다. 제조결과를 분석해 보면 broth 용액의 우라늄 농도는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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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ℓ, 점도는 30～80 cSt, 진동주기는 100～150 Hz, 진동세기는 100～130 V로
변화시키며 직경 1 mm의 노즐을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할 경우, 약 1900～2000㎛
크기의 구형 액적이 형성되었으며, 이를 60～80℃의 온도에서 암모니아수 용액을
사용하여 숙성시키면 약 1400㎛로 수축되고, 상온 건조 또는 550 mmHg의 진공 건
조를 수행하면 약 900㎛로 되며, 400～600℃의 온도에서 하소하면 약 800㎛의 UO3
미세구가, 이를 ～1600℃수소분위기에서 환원 및 소결하면 최종적으로 약 480～500
㎛크기의 구형 UO2연료핵 입자를 제조할 수 있었다. 건조된 ADU gel입자의 열처
리 과정에서 배소과정과 소결과정에 대한 열처리 조건이 확보되었으며, 이 과정에
서 각 단위공정에서 발생되는 공정 변수들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었고, 이를 반영한
제조장치의 개선 및 기초적인 공정흐름도를 확보하였다.
피복기술 개발과 관련하여서는 증착온도, 탄화수소 농도, 가스유량 등의 공정변
수 변화를 통해 밀도가 서로 다른 PyC 층들을 증착시킬 수 있었으며 사용된 원료
가스의 종류와 관계없이 증착속도가 증가할수록 PyC 층의 밀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SiC 피복층은 1550℃ 이하의 증착온도에서 화학양론비를 만족하였으며
1600℃에서는 미량의 free carbon이 존재하였다. 기공률, 기공크기는 1550℃ 이상에
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이에 따라 경도, 탄성률은 증착온도가 1550℃일
때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SiC 반구를 이용한 파괴강도 측정 결과 SiC
피복층의 파괴강도는 뚜렷한 온도의존성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는 IPyC/SiC 층간
계면의 큰 조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유량변화 실험에서는 입자의 과다
유동 구간에서 기공률 및 기공크기의 급격한 증가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
탕으로 2인치 bed를 이용한 피복입자를 제조하였고 HfO2 및 UO2 커널을 이용한 피
복공정의 기본 절차를 확립하였다.
피복입자 핵연료

조사시험봉 설계를 위해 노물리 계산용 전산 코드인 MCNP

및 Helios를 이용하여 조사 공 수직 위치에 따른 TRISO 입자의 출력과 튜브 발열
량 등을 계산하였다. 조사시험 시편의 UO2 농축도는 4%, 핵연료는 모두 신연료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노심의 연소효과로 20%를 추가하였다. 또한 지발 감마에 의한
영향은 계산에서 고려되지 않으므로, 즉발 감마에 의한 것의 100%를 지발 감마 영
향으로 추가로 고려하였다.

또한, 조사시험봉과 시편의 온도 및 응력 계산 모델 개

발하고 조사위치 발열량 조건에서 온도 및 응력 요건을 만족 시키는 조사시험봉 제
원 을 도출 하였다. 또한, 하나로에서의 조사시험을 위한 시험계획서의 준비에 착수
하였다.
개발 중인 피복입자핵연료 성능분석 코드 COPA(COated PArticle)는 MECH(입
자응력해석), FAIL(파손율분석), TEMTR(입자온도해석), TEMPEB(페블온도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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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BL(블럭온도해석),

FPREL(핵분열생성물

이동

해석),

MPRO(물성

DB),

BURN(연소도 해석), ABAQ(크랙, 층분리 분석)의 총 9개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MECH, FAIL, TEMTR, TEMPEB, TEMBL, FPREL은 개발이 완료되었
고, MPRO는 현재까지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여 일부 완성하였고 개발을 계속 진행
하고 있다. BURN 및 ABAQ 모듈은 2009년 개발할 예정이다. FPREL에 대한 검증
결과 개발이 완료된 다른 나라 코드 결과와 잘 일치하였다.
Advanced coated fuel 개발의 일환으로 수행된 ZrC coating기술 개발에 있어서
는, 증착 입력기체비, 증착 원료기체 희석비, 증착온도, 증착희석기체 종류 및 증착
압력에 따른 증착거동을 평가하였으며, 특히, 증착온도에 따른 증착층 분석 결과,
o

o

1400 C와 1500 C에서 치밀하고 균일한 ZrC 증착층이 분석되었으며, 증착층의 두께
는 평균 30um 이었다. 현재의 연구결과는 증착층 형성을 위한 최적공정변수 확립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각각의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로 볼 때, 출발물질과 가스
o

o

조성은 α = 5 , β = 0.8에서 승화온도 300 C, 증착온도 1400 C이상에서 180분동안
증착하면 치밀하고 균일하며 증착두께가 30um이상의 ZrC 증착층을 형성하였다.
또한 ZrO2 모의미세구를 이용한 TRISO 입자의 피복층 증착 공정변수 평가를
위해 1 inch의 반응관을 이용하여 유동층 화학증착 실험을 수행하여, 각 피복층의
두께는 현미경과 이미지 분석 프로그램으로 측정하였으며, buffer 층은 126㎛ 이었
고, I-PyC는 59㎛,, ZrC는 30㎛, O-PyC는 502㎛ 이었다.
한국과 미국 등 9개 국가가 참여한 IAEA CRP-6 프로그램의 round robin test
에 참가하여 한국, 미국, 남아공에서 제공한 피복입자 시료의 직경, 구형도, 피복층
두께, 밀도, 이방성 등을 분석하였으며, 피복입자의 제원, 검사방법 등을 기술한 피
복입자연료 시험검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피복입자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립하고,
PSA(particle size analyzer)를 이용한 피복입자 직경 및 구형도 검사지침서, 밀도구
배장치를 이용한 피복층 밀도 검사지침서, X-선을 이용한 피복층 두께 검사지침서,
PyC 피복층에 대한 광학적 이방성 검사지침서를 개발하였으며 품질검사시스템 구
축을 위한 방안 연구를 수행하여 피복입자핵연료 QC 기술 확립을 위한 기반을 마
련하였다.

V.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개발의 결과로, 고온가스로 핵연료 제조과정중 구형 UO2연료핵입자의 제
조 관련 핵심기술인 구형 액적제조방법, ADU gelation방법, UO3 calcination 및
UO2소결공정에 대한 중요변수들의 기본적인 값들이 결정되었으며, 약 500㎛크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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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UO2연료핵입자가 자체 설계, 제작된 실험 장치를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제조되
었다.

고온가스로 핵연료 제조에 대한 핵심기술의 습득과 더불어 자체적인 기술개

발을 통해 개선된 핵연료 제조 장치를 실험실 규모로 확보하고, 성공적인 운전을
통해 기술확립 요건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1-2
인치 bed를 이용한 ZrO2 모의 커널의 피복공정 최적화 주요변수가 확립되었으며 이
는 향후 조사시험을 통한 피복입자 성능검증을 위한 UO2 피복입자 제조공정의 확
립과 pilot plant 규모 및 상용화 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다.
TRISO 피복입자핵연료의 하나로 조사시험 기술 개발을 목표로 1단계에서는
피복입자 핵연료 조사조건 상세 분석 및 피복입자 핵연료 조사위치에 따른 발열량
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복입자 핵연료 조사시험봉의 구조설계를 수행하였다.
2 단계에서는 피복입자핵연료 조사장치 설계/제작 기술 및 조사시험 기술을 확보하
고 하나로를 이용한 조사시험에 착수하여 950℃ 이상의 시편 온도를 구현함으로써
핵연료 제조 공정을 검증하고 핵연료 성능을 입증할 계획이다.
성능분석코드의 개발로 국내 고유의 피복입자핵연료 성능분석코드를 일부 확보
하였으며, 이를 활용한 국제공동연구에서의 benchmark 계산 및 비교에도 참여하고
있다. 현재 개발 중인 핵연료 성능분석 코드인 COPA는 다음 단계에서 완성될 계획
이며, 이 완성된 코드는 핵연료 건전성 평가, 핵분열생성물 거동 평가 등 고온가스
로 핵연료성능 평가에 활용할 것이다.
평기판을 이용한 ZrC 피복 공정최적화실험으로부터 각 층의 피복조건 및 ZrCl4
의 승화조건, ZrC 피복조건이 도출되었으며, ZrO2 모의 연료핵을 이용한 피복 공정
변수 기초실험의 결과로부터 TRISO 코팅 조건을 평가하였다.
이번 단계에서 수행된 품질관리 기반기술을 토대로 차기단계에서는 핵연료 특성
검사기술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국제적인 연구협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수행하
여 피복입자핵연료에 대한 특성검사기술을 확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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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Title :
Development of Coated Particle Fuel Technology

II. Objectives
The development of the coated particle fuel technology is essential for the
development of HTGR technology for nuclear hydrogen production. Coated
particle fuel for HTGRs has a kernel of uranium compound with a diameter of
about 500μm in the center with coating layers of buffer pyrolytic carbon, inner
pyrolytic carbon, silicon carbide and outer pyrolytic carbon at the surface of the
kernel.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n its second phase includes the improvement of
the kernel preparation and coating technologies, the development of their
respective characterization technologies, the development of an analytical code to
predict

the

fuel

in-pile

behavior,

and

technology

development

of

fuel

performance evaluation. Technology development of fuel irradiation test and PIE
to support the fuel fabrication technology and fuel analytical code developments
is also included as well as the ZrC coating technology development with the
participation to the GIF VHTR fuel and fuel cycle collaboration project.

III. Work Scope

With the above-mentioned objectives, the following are the work scope of
the study in the second phase.
1. Optimization of the kernel fabrication and coating technology and their
respective characterization technologies
- Optimization of spherical UO2 kernel fabrication technology
- Schematization of UO2 kernel fabrication processes
- Development of UO2 kernel characterization techniques
- Development of experimental apparatus such as gelation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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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ination and sintering furnaces
- Evaluation of process variables and properties of PyC and SiC layers
- Optimization of continuous coating process of SiC TRISO particles using
ZrO2 simulant kernel
- Process evaluation of PyC/SiC coating for UO2 kernel
- Development of continuous coating process for UO2 kernel
2. Fuel irradiation test technology
- Calculation of gamma heat based on the vertical location of test specimen
- Structural design of irradiation test rods
3. Advanced coated fuel
- Improvement of ZrCl4 vaporizing process by modifying the vaporizer
piping system
- Experimental study of ZrO2 coating behavior with variations of ZrCl4
vaporization temperature, gas ratio and pressure by using plate-type
graphite substrate
- Experimental study of continuous coating behavior with variations of
coating temperature and time by using 1 inch fludizing bed reactor
4. Fuel performance evaluation technology
- Improvement of COPA-MECH by incorporating the KCMI behavior
between the TRISO coating layers
- Development of a fission product release analysis code
- Verification of a fission product release analysis code
5. QC technology basis establishment for TRISO-coated fuel particle
- Development of characterization technology for coating layers of
TRISO-coated fuel particles
- Measurement of the diameter, sphericity, anisotropy, density and thickness
for the coated particles through IAEA CRP6 coordinated research program
- Development of inspection and test plans of coated particles
- Development of quality inspection instructions
- Basic study for the establishment of quality control system

IV.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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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2 kernel fabrication technology which is a key technology in the coated
particle fuel area, was developed at the lab sacle(20～30g-UO2/batch). The GSP
technique, modified method of sol-gel process, was used in the preparation of
spherical ADU gel particle and these particles were converted to UO3 and UO2
phases in calcination furnace and sintering furnace respectively. The size and
sphericity of UO2 kernel were about 500㎛ diameter and below 1.15. Also the
heating modes for no crack UO2 kernel in calcinning and sintering processes
were determined in lab scale apparatus.
PyC layers with different densities could be deposited by varying process
variables and the density was generally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deposition
rate irrespective of the type of source gas. Stoichiometric SiC layers were
deposited below 1550℃ while a small amount of free carbon appeared at 1600℃.
Porosity and mean pore size within the SiC layers increased with the deposition
temperature especially above 1550℃. The fracture stress obtained by a crush test
of SiC hemispherical shell specimens did not show a clear temperature
dependence due to the high roughness of SiC inner surface. Based on the
process variables optimized using simulant kernels in 1~2 inch beds, SiC
TRISO-coated particles were fabricated using UO2 kernel.
Power densities of TRISO coated particle fuels and gamma heat of the tubes
are calculated as functions of vertical location of the fuel specimen in the
irradiation holes by using core physics codes, MCNP and Helios. The fuel
specimen are assumed fresh with 4% enrichment. A finite model was developed
for the calculations of temperatures and stresses of the specimen and the
irradiation tubes. Dimensions of the test tubes are determined based on the
temperatures and stresses as well as the gamma heat generated at the given
condition. A draft test plan for the irradiation test in HANARO was prepared.
In the development of the fuel performance analysis code, among 9 modules
of the COPA code (MECH, FAIL, TEMTR, TEMBL, TEMPEB, FPREL, MPRO,
BURN, ABAQ), the MECH, FAIL, TEMTR, TEMBL, TEMPEB, and FPREL were
developed.

The

COPA-FPREL

was

verified

through

IAEA

CRP-6

accident

benchmarking problems.
We participated in the round robin test of IAEA CRP-6 program to
characterize the diameter, sphericity, coating thickness, density and anisotrop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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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ted particles provided by Korea, USA and South Africa.

The inspection and

test plan describing specifications and inspection method of coated particles was
developed to confirm the quality standard of coated particles. The quality
inspection instructions were developed for the inspection of coated particles by
particle size analyzer, density inspection of coating layers by density gradient
column, coating thickness inspection by X-ray, and inspection of optical anistropy
factor of PyC layer.

The quality control system for the TRISO-coated particle

fuel was derived based on the status of quality control systems of other
countries.

V. Future Plan
From this study, HTGR nuclear fuel fabrication technology using a wet
chemical sol-gel method, a key technology in the coated particle fuel area, is
established up to the calcination and the sintering steps of UO2 kernel was
attempted. In the next phase, the UO2 kernel properties such as sphericity,
density, and microstructure of sintered UO2 kernel, will be improved through
better reforming of the UO2 kernel fabrication apparatus and fabrication process.
The parametric studies for TRISO coating process optimized in this study
will be extended to further improve the coating quality of TRISO particles using
UO2 kernel for the performance validation by irradiation tests. The key coating
technologies developed in this study will also be connected to the scale-up and
commercialization technology of TRISO fuel particles.
The irradiation test will be started in 2001 on the foundation of the first
phase research performed in 2007 and 2008. The design and fabrication
technology of the irradiation test capsule wil be developed for the irradiation of
TRISO-coated fuel particles in HANARO. By implementing a temperature higher
than 950℃ for specimen fuels, the fabrication process and fuel performance will
be validated.
The COPA-FPREL can be used to identify source terms in a coolant, which
are necessary for the analysis of radioactivity releases into the environment.
After the completion of the code development in the next phase, more extended
fuel performance analyses can be anticip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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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next phase, the characterizing technologies will be enhanced to
precisely inspect the TRISO-coated fuel particles with UO2 kernel based on the
technologies and QC control system developed in this phase.

The inspection

technologies will be established by the round robin test of the international
coordinated research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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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개발의 목표
1. 최종목표
피복입자핵연료 핵심기술 확보

2. 단계목표
- 피복입자핵연료 제조기술 최적화
- 피복입자핵연료 성능분석 코드 확보
- 피복입자핵연료 시편 하나로 조사시험기술 확립

제 2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1. 기술적 측면
핵연료 미세구제조 및 피복기술은 수소 생산로 실현을 위한 요소기술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핵연료 성능분석 코드는 핵연료 연소시 종합적인 노내거동의 예
측에 필수적이며, 이들은 국내 개발경험의 전무로 그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발되는 피복입자핵연료 성능입증 및 노내거동, 재료특성의 변화 등의 자료
확보를 위하여 향후 하나로에 노내시험을 수행하고 조사후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는 하나로에 적합한 조사장치, 조사시험기술 및 조사후시험기술이 개발되어야 한
다.

2. 경제, 산업적 측면
대량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의 확보와 이에 필요한 요소기술인 핵연료
기술의 확보는 국제적으로 기술적 종속 극복과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 확보를 동시
실현시킬 수 있는 기술로, 국제적으로 기술 우위 확보에 따른 경쟁력 향상은 소재
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국산화와 수출에 크게 기여하여, 국가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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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문화적 측면
TRISO 피복입자핵연료는 그 중심에 있는 연료입자 자체가 3중으로 피복된
Ceramic입자를 핵연료로 사용함으로써, 정상상태에서의 핵분열생성물을 자체적으로
밀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사고시에도 핵연료온도를 핵연료 파손온도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피동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원자력에 대한 불신과 사회․문
화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시킬 수 있는 원자력 안전성과 관련된 고도의 기
술이다.

제 3 절 연구개발의 범위
1. 피복입자 핵연료 제조기술 최적화 및 특성분석 기술개발
가. 입자 구형화기술 최적화 및 열처리 공정 개발

본 연구에서는 고온가스로 핵연료로 사용되는 TRISO피복입자 제조시 core물질인
구형 UO2연료핵입자 제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UO2연료핵입자 제조는
sol-gel공정중 외부겔화법을 응용한 GSP(gel supported precipitation)방법을 사용하
였으며, 제조된 구형 ADU gel, UO3 및 UO2입자의 제조방법 및 제조된 분말의 특
성이 해석되었다. 구형으로 동일한 동일크기의 액적을 제조하는 방법과 장치, 액적
을 gelation하는 조건과 gelation특성에 영향을 주는 반응메커니즘이 파악되었다. 제
조된 ADU gel입자의 숙성, 세척 및 건조과정에서 운전조건이 최종 UO2연료핵입자
의 열처리 과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각 단위공정에 대

한 공정변수를 파악하여 기본적인 물질흐름도를 작성하였으며, 열처리과정 및 소결
과정에 대한 heating profile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자체 제작된 배소로와 소결로에
적용시킴으로써 crack 없는 구형 UO2연료핵 입자를 성공적으로 제조하였다. 또한
각 단위공정에서 나타난 실험변수에 대한 영향, 제조된 중간물질의 분석을 통해 얻
어진 각 종 자료들을 feedback하여 구형 UO2연료핵입자 제조에 적용시킴으로써 자
체적으로 개선된 실험장비가 구축되었다.

나. 피복기술 최적화 및 특성분석 기술개발

당해 단계에서는 지난 단계에서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다양한 공정변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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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피복공정을 행하고 피복층의 특성을 평가함으로써 각 피복층의 증착공정을
최적화하고자 하였다. Buffer 및 dense PyC 증착공정을 최적화하고 이를 통해 PyC
피복층의 조사시험을 위한 국제공동연구의 시편을 제공하였고 증착온도, 전체유량
변화에 따른 SiC 피복층의 화학양론비, 미세구조, 기공크기, 기공율, 경도, 탄성율,
파괴강도 등의 다양한 특성을 평가하여 최적 공정조건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를 바
탕으로 2인치 직경을 갖는 bed에서의 SiC TRISO 입자 연속증착공정을 최적화하였
으며 20g 기준의 HfO2 및 UO2 연료핵을 이용하여 SiC TRISO 입자를 제조하였다.

2. 피복입자 핵연료 Qualification

하나로에서 피복입자 핵연료 및 피복재료 조사시험을 위해 하나로 노심 OR 조사공에
서 피복입자 핵연료 조사위치 분석과 조사시험봉 구조설계를 수행하였다. 또한, 하
나로에서의 조사시험을 위한 시험계획서 준비를 시작하였다.

3. Advanced coated fuel 개발

ZrC coating 기술개발에 있어서의 전 단계 연구결과로는 precursor 인 ZrCl4 분말
을 특정온도와 압력에서 승화시키는 장치를 자체 설계, 제작 하였으며, 제작된 승화
장치(vaporizer)의 ZrCl4 승화온도에 따른 증착거동을 연구하기 위하여 승화온도에
따른 ZrC의 증착거동을 XRD 분석과 미세조직변화로 분석하였다. ZrC 예비증착실
험은 graphite 기판을 사용하여 증착반응온도, 반응시간, 반응기체등, 각각의 실험변
수에 따른 증착특성을 예비 분석하였다. 2단계 연구는 평판형 graphite 기판을 사용
하여 ZrC의 증착특성을 분석하여 증착공정의 최적화조건을 확립하고, 모의 미세구
를 이용하여 ZrC TRISO 연속증착공정변수 예비실험을 수행하고, ZrC/PyC 계면특
성을 평가하였다.

4. 피복입자핵연료 성능기술개발

핵연료 성능분석기술 개발에서는, 피복입자핵연료 성능분석 코드 확보의 일환으
로 고온가스로 핵연료에서의 핵분열생성물 이동을 모사하는 컴퓨터 코드를 개발하
였다. 또한 피복입자핵연료 성능분석 코드 검증의 일환으로 국제공동연구인 IAEA
CRP 6에 참가하여 벤치마킹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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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복입자핵연료 QC 기술 확립을 위한 기반 구축

IAEA가 주관하며 참여한 회원국들의 고온가스로용 피복입자 핵연료 관련 기술의
현황을 파악하는 협력연구프로그램(coordinated research program ; CRP)의 하나인
IAEA CRP-6 프로그램의 round robin test에 참가하여 피복입자핵연료의 특성을 분
석하였다.

분석용 시료는 한국, 미국, 남아공 3 개국에서 4 가지 시료가 제공되며

분석은 한국, 미국 등 9 개국에서 수행 중이다.

피복입자핵연료 품질기준 마련을

위해 고온가스로용 피복입자핵연료의 중심을 이루는 연료핵과 피복입자 및 피복층
을 구성하고 있는 buffer, I-PyC, SiC, O-PyC 층의 특성을 시험하기 위한 검사 항목
과 검사 방법 및 판정 기준을 기술한 시험검사계획서를 중국과 일본의 품질관리 기
준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피복입자 피복층 두께, 이방성, 밀도, 외경 및 구형도
등을 검사하기 위한 검사 지침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복입자핵연료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발하고 제조 및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품질관리시스템 구성 및 관련
품질문서들의 기본형태를 기반으로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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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내기술개발 현황
고온가스로에 대한 국내에서의 연구는 2000년대 초에 시작되어 활발한 연구가 지
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온가스로 핵연료제조 기술에 대한 연구도 동시에 시
작되어 TRISO 입자 제조에 대한 기술 분석을 기초로, UO2 연료핵 입자 제조분야,
피복공정에 대한 연구, 핵연료 성 능 해석을 모델개발 및 GEN IV공동연구를 통한
조사시험분야, 피복입자에 대한 열적, 기계적 성능 data base 구축 등에 대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의 TRISO입자 core물질인 UO2 연료핵 입자 제조에 대한 연구는 연구초
기에 선진국에서 발표된 각종 기술 자료와 논문 등 각종 문헌을 수집, 분석하여 연
료핵입자 제조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었다. TRISO 입자 core물질인 UO2 연료핵 입
자 제조에 대한 연구는 현재 broth 용액을 제조하기 위한 우라늄화합물의 용해공정,
제조된 UN용액의 전처리 공정 및 broth용액 제조 및 진동 노즐제작 및 ADU
gelation, 숙성, 세척, 건조 및 후속 열처리 공정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현재 국내에서 고온가스로용 핵연료 제조과정중 UO2 연료핵 입자 제조공정에
대한 연구는 U3O8과 같은 우라늄 산화물의 질산에 용해하는 dissolution 공정이 실
험실 규모에서 완료되어 용해조를 비롯한 실험 장치와 용해조건이 확립되어 있다.
제조된 UN 용액을 organic additives와 혼합하는 broth용액 제조공정은 UN 용액의
사전 전처리 과정을 포함해서 broth용액중의 우라늄 농도, organic additives의 종류
와 첨가량, 제조방법 등에 대한 기술이 확보되어 있다. 구형 액적 및 ADU gel입자
제조공정은 vibrating nozzle system, broth 용액 공급장치, 가스 접촉 장치 및
gelation column을 자체 제작하여 운전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건조된 ADU gel
입자의 열처리와 소결공정은 calcination furnace와 sintering furnace를 제작하여 운
전되고 있으며, calcination시 heating profile과 sintering시 heating profile에 대한
know-how를 확보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상기에서 언급한 각종 단위공정에서 수
집된 공정자료, 분석자료 들을 구형 UO2 연료핵 입자 제조공정으로 feedback하여
공정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술 개발과정에서 공정 흐름도, 물질 수지, 장치
제작에 필요한 자료들이 축적되고 있다.
Coating 기술분야와 관련하여서는, 평판형 기판을 활용한 열분해 탄소 및 탄화규
소의 화학기상 증착 연구는 국내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바 있으나 유동층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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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착에 의한 구형입자의 피복 연구는 원자력연구원에서 유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TRISO 피복입자 제조를 위한 피복공정 연구는 국내에서 자체 제작한 유동층 화학
증착 장비를 이용하여 기초 공정변수와 피복층 특성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기본적인
개념과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 모의실험에 의한 입자 유동 최적화, 증착온도, 반응
가스 농도, 가스유량 등의 공정변수에 대한 기초실험을 통해 1인치 실험실 규모의
반응관과 ZrO2 모의 입자를 이용하여 피복공정에 대한 기반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피복입자 핵연료

조사시험봉 설계를 위해 노물리 계산용 전산 코드인 MCNP 및

Helios를 이용하여 조사 공 수직 위치에 따른 TRISO 입자의 출력과 튜브 발열량
등을 계산하였다.

또한, 조사시험봉과 시편의 온도 및 응력 계산 모델을 개발하고

조사위치 발열량 조건에서 온도 및 응력 요건을 만족 시키는 조사시험봉 제원을 도
출 하였다. 또한, 하나로에서의 조사시험을 위한 시험계획서의 준비에 착수하였다.
Advanced fuel 개발을 위한 ZrC coating 기술의 개발 연구에 있어서는,

graphite

기판을 사용하여 각각의 실험변수에 따른 증착특성을 분석하여 최적의 증착조건을
확립하였으며, ZrO2 모의미세구를 이용한 TRISO 입자의 피복층 증착 공정변수 평
가를 위해 1 inch의 반응관을 이용하여 유동층 화학증착 실험을 수행하여, buffer층,
ZrC층의 공정변수로 증착온도와 전체유량에 따른 ZrC의 화학양론비, 기공도, 미세
구조 변화 등을 고찰하였다. 또한 IPyC 및 OPyC 등의 dense PyC층 증착을 위한
공정변수를 평가하였다.
현재 국내 독자기술로 피복입자핵연료 성능분석 코드 COPA(COated PArticle)를
개발 중에 있으며, 총 9개의 module 중 6개의 module이 완성되었고, 이를 IAEA
CRP-6을 통한 국제공동연구의 일환으로 benchmark 계산에 참여하여 좋은 결과로
검증 되었다.
핵연료 제조공정 및 검사 기술과 관련하여 미국, 일본, 중국 및 독일 등 선진국에
서 수행한 검사기준과 검사기술을 조사․검토하여 향후 피복입자 핵연료 품질관리
기술 확립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피복입자 핵연료를 정밀하게 검사하기

위해 개발 중인 검사기술로는 마이크로포커스 X-선과 위상차 영상 방법을 이용한
피복층 두께 측정 기술, 밀도구배장치를 이용한 SiC 및 PyC 피복층 밀도 측정 기
술, 포토메타를 이용한 PyC 피복층 이방성 측정 기술, 입자크기 분석기를 이용한
피복입자와 연료핵의 크기 및 구형도 측정기술 등이 개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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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외기술개발 현황

1. 피복입자 핵연료 제조 공정기술 현황

가. 연료 형태

고온가스로(HTGR; High Temperature Gas Cooled Reactor)에 사용되는 연료 요
소는 그림 2.2-1과 같이 구상(ball 혹은 pebble) 핵연료, multi-hole-block 핵연료 및
pin-in-block 핵연료의 3 형태가 있다. 구형태의 핵연료구조는 직경이 60 mm로 흑
연 matrix내 직경 50 mm의 부분에 피복입자를 분산시킨 것이다. Multi-hole-block
핵연료는 육각주 흑연 블럭의 축 방향으로 뚫린 구멍에 직경 12.5 mm, 길이 50
mm의 핵연료 펠렛을 삽입시키는 것이며, pin-in-block 핵연료는 육각주 흑연블럭에
외경 26 mm, 내경 10 mm, 길이 39 mm의 핵연료 compact (annular type)가 들어
있는

흑연관(graphite

sleeve)을

삽입하는

구조이다.

이

두

핵연료의

차이는

multi-hole-block 핵연료에서는 1 블럭당 132 개의 핵연료 펠렛 구멍과 66 개의 냉
각가스 구멍이 별도로 있는 반면에 pin-in-block 핵연료에서는 흑연블럭에 31 개 또
는 33 개의 흑연관용 구멍이 있으며 냉각가스가 삽입된 핵연료봉과 구멍 사이를 흐
르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제조공정에 있어서도 그림 2.2-2와 같이 차이가 있다.

그림 2.2-1. 고온가스로 핵연료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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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가스로 핵연료의 제조공정은 그림 2.2-2의 제조공정 흐름도에서 보는 바와 같
이 크게 compact 형태 연료와 ball 형태 연료로 나누며, 연료체의 경우 (1) 연료핵
제조공정, (2) 피복공정, (3) 핵연료 compact 가공 공정 및 (4) 연료체 가공 공정으
로 나눌 수 있다. 연료체 가공 공정은 흑연 block 및 sleeve의 가공, 그리고 연료체
의 조립으로 되어 있다.

그림 2.2-2. 고온가스로 핵연료 제조공정 흐름도.

나. UO2 연료핵 입자 제조 현황

HTGR (High Temperature Gas Cooled Reactor)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 여국
이상에서 차세대 수소생산이나 전력공급을 위해 활발히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고

온가스로의 연구 개발은 연구로 자체에 대한 연구개발과 더불어 여기에 사용되는
핵연료의 개발 역시, 지난 50여 년 전부터 fissile 과 fertile연료의 개발이 활발히 진
행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고밀도 산화우라늄 연료입자 개발, 유기탄소화합물을 이
용한 연료핵입자 표면의 피복, TRISO 피복특성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또한 구형 연료핵입자 제조공정의 최적화와 연료체 제조과정에서 결함의 감소 등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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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중국에서 고온가스로와 핵연료에 대한 연구개발은 1970년대 시작되었고 1986년부
터 2000년까지 CHTP(China High Temperature Program)이 수행되었다.

고온가스

로 핵연료 제조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은 1991년 전까지는 실험실 규모에서 수행
되었으며, HTR-10을 위한 핵연료 제조기술에 초점이 맞춰졌다.

장기 연구 기술개

발 동안에 INET(Institute of Nuclear Energy Technology, Tsinghua University)은
HTR-10을 위한 구형 핵연료 제조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였며, 총 20541개의
pebble을 2000~2001년 사이에 제조하였다.

제조된 핵연료에 대한 성능으로부터

HTR-10의 연료 설계사양이 만들어 졌다.
HTR-10은 modular pebble-bed type의 고온가스로이다. Pebble bed core에 구형
연료체가 사용된다. 연료체의 구조는 그림 2.2-3에서 보는 것처럼 독일의 구형 LEU
TRISO 연료체와 동일하다 [2.2-1].

이 구형 연료체는 중심에 구형 fissile material부

분으로 저농축 UO2 물질에 TRISO 형태로 피복층이 덮여있고 이것이 graphite 물질
과 혼합되어 구형을 형성하고 표면에 fuel-free pure matrix graphite가 둘러싸고 있
다.

그림2.2-3. TRISO입자의 구조와 Pebble.

Fuel zone의 직경은 거의 50mm정도이고 shell의 두께는 5mm로 총 연료체의 직
경은 60mm로 되어 있다. Matrix graphite는 연료로부터 냉각 가스로 열전도 역할
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중성자 moderator 역할을 한다. HTR-10을 위한 LEU
TRISO 피복입자는 저농축 UO2 입자에
1) 저밀도의 porous한 PyC buffer layer
2)고밀도 isotropic IPyC layer
3) SiC layer
4) 고밀도 OPyC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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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되어 있다.
HTR-10 구형핵연료의 제조공정은 INET에서 지난 20년간 연구, 기술 개발되어 왔
다. 여기서 개발된 공정에 의해 제조된 구형 연료의 test 결과들은 HTR-10의 사양
을 만족시키고 있다.

구형 UO2 연료핵 입자, PyC와 SiC 피복을 포함하는 제조공

정은 그림 2.2-4에 나타내었다 [2.2-2]. NUKEM에 의한 AVR과 THTR-300과 일본의
HTTR에 적용되었던 gel precipitation 공정이 UO2연료핵입자 제조공정에 사용되었
다. 초기에 이 공정으로 HTR-10의 UO2연료핵입자 제조에 적용하였으나, 몇 가지
변형된 방법(예를 들어 우라늄용액에 internal gelation공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Urea
와 HMTA가 상당량 사용)들이 적용되었다 [2.2-3].
그리고 마지막단계에서 제조된 입자들 중의 Nitrate와 additive를 제거하기 위해
열처리 공정을 거쳐, 1550℃에서 소결한다.

따라서 Xu등에 의해 Total gelation

process라고 이름이 지어졌다 [2.2-4].

그림 2.2-4. HTR-10 핵연료 제조공정 flow sheet.

이 공정에서 첫 단계는 sol용액을 제조하기 위해 ADUN (acid-defficient uranyl
nitrate) 용액에 urea를 혼합하는 것이고, 그 후 THFA (tetrahydrogen furfur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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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cohol)과 PVA를 첨가하여 혼합한다.

Gelation column에서 dropping하기 전에

HMTA (hexametylene tetramine)을 혼합한 후, 공압을 이용해서 vibrating nozzle로
공급하고, 여기서 만들어진 구형 액적들이 gelation column 내부에 있는 암모니아수
용액과 반응하여 gel 입자를 제조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gel 입자는 세척과 건조과

정을 거친 후 500℃, 공기분위기에서 UO3 형태로 calcination하고 900℃, 수소분위기
에서 환원시키면 UO2 연료핵 입자로 변환된다. 소결후 UO2연료핵입자의 밀도는 이
론밀도의 98%정도를 나타낸다. 사양에 맞추기 위해 over or under size의 입자들은
vibrating sieve를 사용해서 선별하고 vibrating plate에서 최종적으로 파쇄되었거나
구형을 이루지 못한 입자를 골라낸다.

(2) 프랑스
프랑스 CEA는 고온가스로 시스템을 사용한 대량의 수소생산과 전력생산을 위해
GEN-IV의 partner로 참여하고 있다. 프랑스 VHTR 연료개발 프로그램의 장기 전략
은 고연소, 고온도 조건에서 운전 가능한 피복입자로 제조공정을 최적화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 AREVA NP의 지원을 받아 CEA는 HTGR 연료에 대한 연구개발 과
제를 수행하고 있다 [2.2-5].

그 첫 단계로 UO2 피복입자와 연료체 제조공정에 대

한 기술의 성숙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미 개발된 기술들과 실험실 규모의 제조에

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기술 분석을 통해 HTGR 피복입자 및 연료체에 대한
know-how의 재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Gel-supported precipitation 공정의

UO2 연료핵입자 제조에 대한 기술 분석이 수행되었고, 기술 개념에 대한 이해도의
성숙과 공정 개선이 이루어졌다.

또한 surrogate 입자를 사용해서 CVD 공정의 실

험조건이 정의되었으며, CVD 공정의 modeling작업이 수행되고 있다. 혁신적인 특
성분석을 포함하는 피복입자 품질관리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CERCA에서 수행된
압분공정 등에 대한 기술분석과 실험수행이 이루어졌다. 동시에 실험제조 line, 즉
CAPRI (CEA AREVA PRoduction Integrated), 이 운영되고 있다. CAPRI line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는데, CEA에 있는 GAIA line은 TRISO입자의 생산에 전력하고
있으며, CERCA에 있는 compacting lin에서는 연료체 제조에 전력하고 있다.
UO2와 SiC를 기초로 하는 GAIA line은 UCO 연료 생산과 ZrC 피복 기술을 개
발하기 위한 작업도 수행하고 있다. CAPRI 실험생산 line의 주된 목적은 [2.2-6]
․장래 상업적으로 TRISO입자 연료를 생산하고, 현대식 공장의 건설을 위해 key
parameter 들을 결정하고
․종전에 결정되었던 연료핵입자 제조공정과 피복공정의 최적화, UCO 연료핵입자
제조연구, 혁신적인 sealing layer (ZrC coating) 관련 연구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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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adiation test (SIROCCO실험)를 위한 초기 피복입자와 연료체의 가공과 특성분
석, 조사후 획득된 data는 modeling codes 개발에 이용
HTGR 핵연료개발 초기에 연료핵입자 제조를 위해 Dragon project에서 사용했던
powder agglomeration방법, UC 핵연료 제조를 위해 진공하에서 fusion에 기초한
공정과 같은 방법들이 연구되었으나,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sol-gel 방법에 기초한
습식 화학공정이 선택되었다.
․GSP (gel-supported precipitation)으로 알려진 외부겔화 공정
․HMTA 공정으로 불리는 내부겔화 공정
두 공정 모두 UN (uranyl nitrate)과 암모니아와 반응으로 ADU를 형성시키는 것을
기초로 한다. GSP와 HMTA 공정의 기본적인 차이는 암모니아를 공급하는 방식에
기인한다[2.2-7]. GSP공정에서는 암모니아를 외부에 있는 암모니아 용액으로부터 공
급받아 sol형태로 제조한다. 반면에 내부겔화 공정에서는 구형 sol 액적 내에 암모
니아 precusor를 포함시키고 이를 열분해시킴으로써 암모니아를 공급 받는다.
1980~90년대 독일에서 수행된 연구에서 AVR reactor용 핵연료 제조를 위해
GSP공정을 이용해서 UO2 연료핵 입자 약 400 kg을 상업적으로 생산한 경험이 있
다 [2.2-8]. HMTA공정의 경우는 단지 실험실 규모의 제조 경험이 있고, 공정 특성
상 대규모의 유기물을 포함하는 액상 폐기물이 발생되어 이를 재처리해야하는 단점
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GSP 공정이 선택되었고, 이 공정은 일본, 중국

등에서 HTTR과 HTR-10 reactor의 UO2 핵연료 제조에 사용하였다. 외부겔화 공정
은 PVA와 같은 유기고분자 용액과 THFA와 같은 modifier 시약에 UN 용액을 공
급해서 feed 용액을 만드는 것을 기초로 한다. 이 feed용액을 vibration nozzle을 통
해서 액적으로 분산시키고 이때 형성되는 구형 액적이 공기층을 통과하면서 액적이
형성하는 표면장력에 의해 구형으로 유지되고, 암모니아 가스층을 통과하면서 액적
표면이 약간 경화되어서 gelation column내부에 있는 암모니아수 용액으로 들어가
게 된다.
Gelation column내부에 있는 암모니아수와 구형 액적속의 우라늄이 반응하여 최
종적으로 ADU gel 침전물이 얻어진다.
분한 시간동안 반응시켜 숙성시킨다.

Gelation column속으로 들어온 액적은 충
ADU로 침전되는 동안 과량의 ammonium

nitrate가 생성되는데 이는 증류수 혹은 연한 암모니아수 용액으로 세척하여 제거시
키고, 최종적으로 IPA (isopropanol)를 사용해서 구 내부에 잔존하는 수분을 제거한
다. 이를 고/액 분리한 후 건조시키고, 약 400~600℃ 공기분위기에서 calcination 한
후, 환원분위기에서 환원하고, Ar/H2 분위기에서 1600~1700℃에서 소결시켜 UO2
입자를 얻는다 [2.2-9]. CEA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GSP 공정의 각 단계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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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실험실 규모의 제조설비를 개발하였다.
실험변수인 polymer의 종류, 우라늄 농도, [polymer]/[THFA] ratio, ADUN의 영
향, feed용액의 점도 및 유량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구형 액적의
형성에 대한 관찰 및 분석은 stroboscope, CCD camera 및 image분석 등을 통해 수
행되었다.

동시에 gelation 과 숙성과정에 대한 정확한 조건을 온도와 암모니아수

농도를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결정하였다. Microstructure에 대한 열처리
분위기 가승의 영향과 소결된 UO2 연료핵 입자의 조성 등에 대한 연구도 dense,
spherical UO2 연료핵 입자를 얻기 위해서 연구가 수행되었다.
예비적으로 소규모의 UO2 연료핵 입자 제조가 성공적으로 제조되었고, 밀도, 구
형도 및 직경등에 대한 특성이 분석되었다. 여기서 만들어진 입자의 모양을 그림
2.2-5에 나타내었다. 여기에서 수행된 R&D 결과는 GAIA의 실험시설에 이전 될 것
이다.

그림2.2-5. CEA에서 생산된 ADU gel과 소결 후 UO2 연료핵 입자.

(3) 독일
연구초기인 60년대에 NUKEM은 고온가스로 연료에 대한 연구와 기술 개발이 시
작되었다. 1989년까지 NUKEM은 AVR 과 THTR을 위해서 수십만 개의 연료체를
이미 생산하였다. 연료체 생산은 1988년 중단되었다. 독일에서 피복입자 개발은
1975년 THTR-300에 사용하여 품질을 평가하였다.

입자는 mixed oxide, Th-U 연료

핵 입자, C4H4에서 유도되는 pyrocarbon 피복으로 구성되었다.

(Th,U)O2 HTI

BISO 연료설계는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였다. 1975~1980 사이에 reference 피복입
자의 설계가 LTI TRISO 피복으로 변경되었다 [2.2-10]. 이 설계에서 SiC layer를
fission product barrier로 정의하였다.
먼저 연료핵 입자 물질과 농축도가 (Th,U)O2와 고농축도에서 저농축도로 변화되
었다. 이러한 연료제조 기술 단계를 그림 2.2-6에 간단히 나타내었다. 독일 HTGR
연료체 제조 program의 주

목적은 고온 적용을 위한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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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cycle/cogeneration, process heat, process system, gas turbine등에 대한 것
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2.2-6. 독일 HTGR 피복핵연료 개발 sequence.

LEU UO2연료핵입자의 경우 잘 알려진 GSP공정을 그림 2.2-7과 같이 변형해서
사용하였다 [2.2-11].

먼저 UN용액을 제조하는데 이는 산화 우라늄분말을 질산에

용해시켜 제조한다. 이 UN용액을 PVA와 혼합한 원료용액을 vibration nozzle기술
을 사용해서 구형 액적을 만든다. 이 액적은 암모니아수로 채워진 gelation colum에
서 숙성되고 반응생성물로 형성된 nitrate는 세척공정을 통해 제거된다. 그 후 건조
와 열처리 및 소결을 거쳐 고밀도 UO2 연료핵 입자로 제조된다. 소결된 UO2 입자
는 screen과정을 거쳐 spec.에 맞는 입자만 선별한다.

(4) 일본
HTTR은 block 형태의 고온가스로이다. HTTR 핵연료는 그림 2.2-8에서 보는 것처
럼 pin-in-block (fuel block) 형태를 갖고 있다 [2.2-12]. HTTR core는 교체 가능한
hexagonal reflector와 150 hexagonal fuel block, 그리고 이를 둘러싸고 잇는
permanent reflector로 구성되어 있다.

Fuel block은 두 가지 형태로 하나는 31개의

fuel rod를 넣을 수 있고, 다른 것은 33개의 fuel rod를 넣을 수 있다.

33개를 넣을

수 있는 fuel block은 core의 내부에 load되고 31개의 fuel rod를 넣을 수 있는 fuel
block은 outer 부분에 load한다 [2.2-13]. Fuel block은 6각 기둥형태로 360mm 너비
에 580mm 높이를 가지고 있다. Fuel rod는 graphite block안에 장전된다.

14개의

fuel compact가 graphite sleeve안에 맞춰진다. Fuel compact는 annualr cylinder형
태로 graphite matrix와 13,500개의 TRISO 피복입자로 구성된다. 피복입자는 L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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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2 연료핵 입자에 저밀도 PyC, 고밀도 IPyC와 SiC, 고밀도 OPyC로 피복된다.

그림2.2-7. 독일 UO2 연료핵 입자 제조공정.

그림 2.2-8. HTTR 핵연료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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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2 연료핵 입자는 소위 GSP라고 불리는 공정으로 제조된다.
에 나타내었다.
절한다.

공정은 그림 2.2-9

원료용액은 UN 용액과 각종 첨가물을 혼합하여 용액의 점도를 조

원료 용액 액적은 vibration nozzle을 이용해서 제조하고 암모니아수 용액

으로 떨어뜨린다. 여기서 ADU 입자로 변환시키고 숙성시킨다. NH4NO3와 같은 반
응생성물은 세척을 통해 제거하고 입자를 건조한 후 500℃, 공기분위기에서
calcination하여 UO3로 변환하고, 이를 환원하고 1600℃, 수소가스 분위기에서 소결
하여 이론밀도의 약 97%를 갖는 UO2 입자를 제조한다.
주로 피복입자의 피복층에서 UO2 연료핵 입자에서 방출되는 fission product를
가두는 기능을 한다.

피복층의 기계적 강도는 구형도와 피복층의 두께에 좌우된다.

이러한 특성들은 연료핵입자의 구형도와 직경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균
일한 직경과 구형도를 갖는 연료핵입자의 제조가 매우 중요하다. 고속으로 방사되
는

vibrating

nozzle

system이

연료핵입자

제조공정에서

개발되어야

한다.

Vibrating nozzle system을 사용해서 균일한 직경과 구형도를 연료핵입자를 제조하
기 위해서는 공급되는 용액의 유량과 nozzle의 frequency를 정교하게 조합해서 결
정해야 한다. 이 두 변수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여기서 Q는 원료용액의 공급 유량, D는 액적의 직경, f는 vibrating nozzle의
frequency를 나타낸다. 연료핵입자 구형도가 나빠지는 것은 액적 형성 단계나 wet
ADU 입자 형성 단계에서 변형되는 것이 주요 요인이다. 이 단계에서 gelation
column 안으로 액적을 떨어뜨리기 전에 변형을 예방하는 것이다. 구형 액적이
column으로 들어가기 전에 액적을 향해 공급되는 암모니아 가스에 노출된다. 이 과
정을 거친 후 암모니아수에 들어간 액적은 ADU입자로 변환되고, 숙성한고 세척한
다음 건조시킨다. conical dryer를 사용해서 ADU 입자가 변형되는 것을 예방해야한
다.
(5) 남아프리카공화국
PBMR (Pebble Bed Modular Reactor)을 위한 project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시
작되었다. PBMR은 전기생산과 공정열의 효율적인 이용분야에서 안전성, 효율성, 환
경친화성과

경제성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PBMR은

고농축

피복입자를

graphite sphere에 파묻은 구를 핵연료로 사용한다. 연료핵입자는 성공적으로 피복
층을 형성한다. 연료핵입자외부에는 porous carbon을 피복하여 내부 압력의 생성없
이 fission product를 모을 수 있다. Porous layer 위쪽에 IPyC, SiC, OPyC층을 차
례로 피복한다. 이러한 피복층들은 fission product의 방출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데, SiC층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피복입자를 이용해서 독일의 경우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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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가지로 60mm 직경의 pebble을 제조한다. Fuel zone은 50mm 직경으로 그 외부
에 fuel free-zone이 5mm overcoating되어 있어 연료입자들이 abrasion과 같은 기계
적인 결함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2.2-10에 PBMR 연료체의 설계를 나타내었
다 [2.2-14].

그림 2.2-9. 일본의 UO2 연료핵 입자 제조공정.

UO2 연료핵 입자 제조는 2002년에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진전이 매우 느려서 주
당 약 200g의 UO2연료핵 입자를 제조하였다. 2005년 초 주당 1kg의 UO2 연료핵 입
자를 제조하였으며, 공정 운전 경험이 축적되었다. 새로운 피복 공정으로 5kg UO2
를 처리할 수 있는 공정이 설계되었고 시설이 건설되었으며, UO2 연료핵 입자는
5kg을 일주일에 제조할 수 있었다. 제조실험실은 external gelation 공정으로 각종
실험변수는 동일하였지만 장치의 확대로 약간의 애로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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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0. PBMR 핵연료 구성.

그림 2.2-11에 PBMR 연료핵입자 제조에 대한 흐름도를 나타내었다. U3O8 분말은
질산에 용해시켜 다음 반응식에 의해 UN 용액을 제조하였다.

          →               

UN 용액은 묽은 암모니아수 용액을 사용하여 pre-neutralization시킨다.

            →              

여기서 pre-neutraization된 UN용액에 적절한 양의 유기첨가물을 첨가하여 혼합한
다. 여기에 들어가는 유기첨가물은 표면장력과 점도를 조절하는 역할로 구형 액적
제조에 적절하도록 첨가량을 조절한다.

암모니아수가 채워진 유리 column으로

casting을 수행하는데, 공기압력을 이용해서 용액을 nozzle로 공급하고 vibrator를
사용해서 초당 100 개의 액적을 형성시키다. 떨어지는 액적은 공기층과 암모니아
가스층을 통과한 후 액체 암모니아수 용액으로 들어간다. Gelation column내에서는
ADU연료핵 입자 외에 반응생성물로 ammonium nitrate가 생성된다.

         →            

Gelation column안에 있는 연료핵입자는 숙성을 충분히 시키면 약 1.8mm의 직경을
갖는 gel입자가 된다. 만들어진 gel입자는 AWD라고 하는 장치로 이송되어 8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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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숙성시키면 완전한 ADU gel입자로 변화된다. 공정개발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AWD장치에서 숙성을 시킨 것이 아니라 gelation column 밑 부분에서 숙성과정을
수행하였는데, 밑 부분에 silicon oil을 사용해서 80℃로 가열하였다. 독일개념으로
장치가 개발되었는데, 이 장치는 종전의 Hobeg에서 사용되던 장치와 유사하다. 숙
성 후 용액은 AWD 장치에서 분리하고, ADU kernel에 증류수와 IPA를 사용해서
세척하고 세척액은 분리한다.

그림 2.2-11. 남아공 UO2 연료핵 입자 제조공정.

이 과정이 끝나면 건조과정을 거쳐 400℃, 공기분위기에서 calcination을 수행한
다. 온도가 증가하면 kernel속에 있던 불순물과 유기물이 분해되어 방출되며, 300℃
부터 ADU가 UO3로 변환된다.

          →       

Calcination이 끝난 UO3입자의 직경은 대략 750㎛정도이고 bulk density는 약 ~2
g/cc정도 된다. Calcination 후 환원과 소결과정이 고온에서 진행되는데 100% 수소
가스 분위기에서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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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nel의 환원은 450~600℃사이에서 일어나며, 온도가 1600℃로 증가하면서 dense
한 형태의 UO2 소결 입자가 얻어진다.

소결된 UO2 입자는 약 500㎛ 정도로 밀도

는 이론밀도인 10.96 g/cc보다 약간 낮아진다.

마지막 단계로 sieving과 sorting 과

정을 거쳐 최종 UO2 연료핵 입자의 제조과정이 종결된다.

(6) 미국
미국에서의 HTGR 프로그램은 주로 Peach Bottom HTGR, Fort St. Vrain HTGR,
그리고 MHTGR (modular high-temperature gas-cooled reactor)가 주를 이루고 있
다[2.2.1-15]. Peach Bottom project는 1958년에 시작되었고 1967년 1월 27일 HTGR
로부터

첫

번째

전기가

생산되었다

[2.2-16].

핵연료는

3660mm-long,

89mm

diameter로, annular compact를 포함하는 low permeability graphite sleeve로 구성
되었다. Fuel compact는 graphite 분말과 pitch binder에 피복입자를 혼합해서 hot
pressing하여 사용하였다. FSV project는 1965년 시작되어 1976년 후기에 전기를 생
산하였다. 핵연료는 hexagonal graphite block으로 365mm across와 790mm 높이를
가지고 있다. Block 안에 coolant 와 fuel hole이 뚫여있고 fuel hole에 fuel compact
가 들어간다.
Fuel

compact는

피복입자를

mold해서

가공하고

graphite

분말과

molten

petroleum pitch를 혼합해서 injection한 후 close한다. Compact를 가열해서 binder
를 분해하면 안정한 body를 얻을 수 있다. 1970년대 후반 여러 reactor 설계들에 대
해 에너지와 안전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MHTGR program은 기술개발의 최
정점이었다. MHTGR은 FSV HTGR에 사용했던 설계와 동일한 입자 (초기 defect를
감소시킨)를 사용할 것이다.
UCO입자가 연료성능과 공정의 잇점 때문에 1981년 reference fissile fuel로
US-DOE HTGR 기술개발 program에서 선정되었다 [2.2-17]. Peach Bottom Unit 1,
FSV initial core, reload용 fuel이 미국에서 생산되었다. Peach Bottom Unit 1의
core 1과 core 2를 위해서 HEU를 사용해서 약 3500 kg (Th,U)O2 BISO 피복입자를
제조하였으며 cylindrical fuel element 안에 48000 개 이상의 annular fuel compact
가 조립되었다.

FSV 초기 노심에는 약 20000 kg의 HEU (Th,U)C2와 ThC2 TRISO

피복입자가 1500개의 hexagonal prismatic fuel element안에 필요하다.
TRISO 피복입자가 GA(general atomics)에서 대량으로 생산되었고 FSV내에서 수
행되었다. Fort St. Vrain Nuclear Generating Station은 330MWe (842MWt)로 1974
년부터 1989년까지 콜로라도 Public Service Company에서 운전되었다. FSV core는
hexagonal cross section을 갖는 prismatic fuel element를 사용한다. 핵연료는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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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riched U/Th cycle을 기초로 한다. TRISO 피복 fissile 과 fertile 입자는 분리해서
사용한다. 연료 lifetime은 6년이고 fuel element의 1/6씩 제거되고 refueling 된다.
2

GA 핵연료제조 시설은 San Diego에 있는 GA site에 위치한다. 4000m 의 slab 건
물로 9m 높이의 경사면을 이루고 있다. 모든 공정과 QC가 이 건물에서 수행되었
다. 사무실을 포함해서 QC lab, 유지보수 시설, changing room을 포함하고 있다.
2

1982년 새로운 NRC요구에 따라 고농축우라늄 저정 시설로 500m 의 건물이 추가되
었다. 건물의 공조는 시간당 4회 순환되도록 되어있다. 운전은 1일 3교대로 주당 7
일 근무한다. GA는 FSV를 위한 핵연료를 San Diego에서 제조하였다. Fort St.
Vrain 핵연료 제조는 1969년 시작되었고 1985년까지 계속되었다. Segment 1~6에 이
르는 초기 노심 연료는 1969년 시작하여 1972년에 완료되었다. 800 kg 이상의 HEU
와 15000 kg의 Th 연료가 운전되었다. 1482개의 fuel element가 콜로라도 Denver북
쪽 35mile 위치에 있는 FSV로 선적되었고 reactor에는 1973년 load되었다. Reactor
는 1974년 1월에 critical을 이루었고, 연이어 4개의 reload segment 연료가 1972년
부터 1985년 사이에 segment 7~10을 위해 생산되었다. 각 reload segment는 240개
의 fuel element를 갖는다. 1974~1978년 사이에 핵연료 생산이 FSV 운전이 연기되
었기 때문에 중단되었다. 최종 fuel segment인 segment 10은 FSV reactor가 종료되
었기 때문에 조사되지 못했다. FSV를 위해서 2448개의 fuel element, 즉 26600 kg의
fissile과 fertile 물질을 포함하는 TRISO피복입자가 생산되었다. Fissile 연료입자는
HEU UC2와 ThC가 1:3.6 비율로 이루어졌다. Fertile 연료입자는 100% ThC입자이
다.
MHTGR을 위한 피복 fissile 물질로 UCO연료핵 입자를 제조해서 TRISO 피복하
여 사용하였다. 저밀도로 PyC outer layer를 추가하여 fuel compact를 제조하는 동
안 breakage를 줄였으며 defective fraction을 감소시켰다.

UCO (UO2와 UC2의 혼

합)의 성능과 잇점으로 인해 1981년 US-DOE HTGR 개발 프로그램에서 reference
fissile fuel kernel로 선정되었다. UCO연료핵입자는 internal gelation process를 이
용해서 제조된다. 이 공정은 고품질의 정확한 dimension을 갖고, waste도 친환경적
이고, scrap을 recycle할 수 있고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연료핵입자를 제조할
수 있는 공정이다.

Gelled 입자를 안정화시키고, air에서 건조하고, calcination 및

sintering해서 과량의 산소를 제거한다. 연료핵입자는 Ar과 Ar/CO 혼합가스에 노출
시켜 화학적으로 C와 O의 비율과 밀도를 조절한다.
이렇게 제조된 연료핵입자는 CVD 피복을 수행한다. Hydrocarbon gas를 열분해
시켜 PyC 피복을, MTS 가스를 열분해시켜 SiC 피복을 수행한다.

TRISO 피복

ThO2연료핵 입자도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하며 U/Th 비율은 core zone의 목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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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변경가능하다.
MHTGR을 지원하기 위한 US FTP(fuel technology program)의 주된 과제는
․fuel material development
․fuel process development
․fission product behaviour
와 관련된 분야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공정개발은 GA에서 주로 수행되었고, fuel
material과 fission product관련 연구는 ORNL에서 수행하였다.

핵연료 공정 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개량된 fuel compact injection press의 건설과 품질보증이었다.
LEU UCO fissile과 ThO2 fertile TRISO연료는 MHTGR의 대체안으로 GA에서 제조
-6

-5

되었으며, 평균 contamination 과 defect particle fraction은 각각 <1x10 과 2.3x10

를 나타내었다. 이렇게 제조된 연료의 품질은 확연하게 증진되었고 heavy metal
contamination니 낮아졌으며, fresh 연료의 particle defect fraction도 감소되었다.
Fuel compact안에 삽입된 연료입자는 피복입자, carbon matrix, graphite shim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
Matrix는 47% petroleum pitch, 38% filler, 10% octadecanol, 5% polystyrene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 Matrix는 160℃에서 mold 안으로 장전된다. 온도를 냉각해서
compact를 고화시킨다. Al2O3로 충진된 compact는 900℃에서 유기물을 열분해해서
carbonized 한다. Alumina 입자의 크기는 volatile 가스는 제거 가능하고 compact
물질의 방출은 억제할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한다.

Compact는 12.36mm~12.72mm

직경과 길이는 조절 가능한데 최대 49.3mm까지 가능하다.

다. 피복기술 현황
10

고온가스 냉각로에는 직경이 약 1 mm인 10 개정도의 핵연료 입자들이 장입된다. 각 입
자들은 내부에 직경이 500-800 μm 정도인 우라늄, 토륨 혹은 플루트늄의 구형 산화물
(kernel)이 위치하고, 이로부터 발생되는 핵분열생성물의 차단을 위한 Pyolytic C (PyC)
과 SiC가 코팅되어 있는 구조를 하고 있다.
현재 TRISO 핵연료의 제조 경험이 있는 국가는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벨기에,
러시아 등, 과거 HTGR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이를 위한 핵연료 수급을 해 온 나라
와 일본, 중국 등 현재 HTGR 프로그램을 수행 중에 있는 국가다. 이 국가들이 확
립한 제조기술로 제조된 TRISO 핵연료는 조사시험 결과로 평가된 결함 입자 수는
-5

평균 1×10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독일, 영국 및 미국을 중심으로 한 HTGR 선진

국에서는 kernel 제조와 피복 기술 등을 포함한 제조기술을 이미 상용화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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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중국 및 일본에서는 HTGR 프로그램을 위하여 피복입자 핵연료 제
조기술을 상용화하여 사용 중이다.
독일의 핵연료 입자는 1970년대에 BISO 형으로 고농축 (Th,U)O2 입자에 대한
license를 받았고, 1980년대 초기에는 저농축 우라늄의 TRISO 입자가 개발되었다.
농축도 10.6%이고, 직경이 500 μm 인 UO2 kernel에 buffer (95 μm), IPyC (40 μm),
SiC (35 μm), OPyC (40 μm) 등이 증착된 구조를 하고 있다. 제조 불량율은 3 x
10

-5

이하까지 향상시켰고, 흑연 기지에서 검출되는 천연 우라늄의 검출한도는 약

10

-6

이었다. AVR 및 THTR 용 핵연료는 NUKEM사에서 생산되었으나 1989년

독

일의 원자력정책과 관련하여 제조를 중지하였다.
미국의 핵연료는 fissile과 fertile 입자의 두 개념으로 설계되었으며, 각 입자의 특
징은 다음과 같다.
• fissile particles: fuel kernel (diameter: 350 μm, containing 19.9 % enriched
UCO), buffer (thickness: 100 μm), IPyC (35 μm), SiC (35 μm), OPyC (40
μm)

• fertile particles: fuel kernel (diameter: 500 μm) UnatCO (natural Uranium),
buffer (thickness: 65 μm), IPyC (40 μm), SiC (35 μm), OPyC (40 μm)
처음에는 BISO 형의 산화토륨 (thorium oxide) fertile kernel로 설계하였다가 현
재는 TRISO 형의 천연 uranium oxy-carbide kernel이 고안되었다. 핵연료 결함과
-5

관련된 한계치는, 핵연료 compact matrix에 중금속 농도가 1 x 10
층의 결함은 5 x 10

-5

이하이고, SiC

이하이다. 독일의 코팅공정은 네 개의 층을 연속으로 코팅하

는 연속공정인데 반해 미국은 각 층의 코팅 후 입자를 unloading하는 불연속 공정
이다. 이는 IPyC와 SiC 층 사이의 계면 결합력의 차이를 유발한다. 또한 IPyC 및
OPyC 층의 경우 미국의 공정이 코팅속도가 느려 PyC 층의 이방성이 더 크며, SiC
층의 경우는 코팅속도가 빨라 입자크기가 커서 핵분열 생성물의 확산이 더 쉽게 일
어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미국의 핵연료 입자가 독일에 비해 낮은 품질을 보이
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일본의 핵연료는 직경이 600 μm 인 저농축 (3.3 ~ 9.9%, 평균 6 %) UO2 kernel
로서 각 구성요소는 buffer (60 μm), IPyC (30 μm), SiC (25 μm), OPyC (45 μm)로
이루어진다. 다른 나라의 핵연료에 비하여 kernel의 직경이 크고, 완충층의 두께가
얇은 특징이 있다. 설계한계는 연소도가 3.6 % FIMA 로 비교적 낮다. 핵연료
-4

element에서 SiC의 결함 허용 확률은 5 x 10
-5

발견될 분율은 약 3 x 10

-6

~ 10

-6

내지 3.9 x 10

정도이고, 중금속이
-3

이며, 유리 우라늄의 양은 2 x 10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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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낮게 설

러시아의 핵연료는 농축도가 8 % (6.5-10.0 %) 인 저농축 UO2 이고, 직경이 500
μm인 TRISO 핵연료이다. 각 구성요소는 90-100 μm buffer, 70-80 μm IPyC, 60 μm

SiC, 60 μm OPyC로 이루어진다. 설계 한계 연소도는 80 GWD/T (8.8 % FIMA)
이고, 제조상 결함 분율은 10

-4

이하이다.

중국은 독일에서 개발한 기술과 제조 장비를 도입하여 HTR-10에 사용할 TRISO
핵연료를 제조하였다. 중국의 핵연료는 직경 500 μm, 농축도 17 %인 kernel의
TRISO 형으로 각 구성요소는 90 μm buffer, 40 μm IPyC, 35 μm SiC, 40 μm
OPyC 등으로 이루어진다. 설계 한계는 최대연소도가 약 88,000 MWd/t (～9.6
%FIMA)이며 고속중성자 속이 1.0 x 10

25

m

-2

등으로 독일의 핵연료와 유사하다. 또

한 VHTR 개념의 요구조건 중 냉각재 출구온도를 950～1100℃까지 증가시킬 목적
으로 TRISO 핵연료의 성능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거나 계
획 중에 있다.
- TRISO 핵연료 제조공정/재료특성 개선 및 QA/QC 연구
- 고연소도(20% FIMA) 및 정상/비정상 운전시의 TRISO 핵연료 성능 연구
- TRISO 핵연료 설계 개선 및 노내거동 모델링 연구
- Pu 및 MA 커넬 핵연료의 설계, 제조 및 노내거동 모델링
- ZrC 등의 대체 코팅소재 적용 연구
이미 TRISO 핵연료 개발 경험이 있는 미국, 독일, 일본 및 중국에서 TRISO 핵
연료 코팅층 제조 시 사용한 원료기체와 증착온도를 Table 2.2-1에 비교하였다.
표 2.2-1. Comparison of U.S., Germany, Japan and China TRISO-coated
Particle Fuel Fabr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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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복입자핵연료 성능분석 코드 및 조사시험
독일의 PANAMA, FRESCO-II, GETTER, 프랑스의 ATLAS, 미국의 PARFUME,
영국의 STRESS3 및 STAPLE, 러시아의 GOLT 등 피복입자핵연료 성능분석 코드가
개발되어 있다. 각 국에서는 개발한 코드의 개선을 위하여 나름대로의 조사시험이
수행되고 있거나 수행계획으로 있다.
미국의 NGNP program의 일환으로 계획된 fuel qualification program인 AGR
program은 8차에 걸쳐 조사시험이 계획되어 있는 매우 방대한 조사시험의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현재 AGR-1의 조사시험이 수행 중에 있다. AGR program은 미국
NGNP

program을

지원하기

위한

핵연료

연구

개발

프로그램으로,

INL의

ATR(Advanced Test Reactor)을 이용한 조사시험 및 핵연료 qualification을 목표로
하고 있다. AGR program의 주요 연구 내용은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피복핵연료제
조, 핵연료 및 재료 조사시험을 통한 조사성능관련 재료물성 데이타 확보, 핵연료
제조 및 정상/사고시 성능분석 지원하기 위한 안전성시험 및 PIE 수행, 핵연료 성
능의 모델링 및 실험데이타 확보, 및 코드를 이용한 FP transport 및 source term
계산 등이다. AGR-1 조사시험은 2006년 12월에 착수하여, 2009년 10월 종료 예정이
며 현재까지 415 FPD, 앞으로 200 FPD 연소를 예상하고 있다. 연소도 목표는 약
25

19% FIMA이며 고속중성자 조사량은 5☓10

n/m

2

(E>0.18MeV) 미만, Fission

power density는 350 W/cc 이다. INL 및 ORNL 에서 Accident Safety Test 및 PIE
를 준비하고 있다.

AGR-2 조사시험은 AGR 1 의 종료시점에 착수할 예정이며 현

재 AGR-2 조사시험을 위한 TRISO 핵연료의 제조 및 조사시험용 캡슐의 최종설계
가 완료된 상태이다.
중국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국의 핵연료를 러시아의 IVV-2M 연구로에 조사
시험을 수행한 바 있다. 현재 EU program으로는 EU 자체의 Raphael progrma의
일환으로 Petten 의 HFR를 사용한 HFR-1 bis 조사시험이 완료되어 조사후시험 중
에 있으며, HFR-1은 현재 조사시험 중에 있다. 프랑스 또한, 자국의 조사시험으로
Sirocco program이 계획되어 있다.

3. 피복입자 핵연료 검사기술
가. 프랑스

프랑스의 Areva에서는 고온가스로용 피복입자연료의 피복층 두께를 비파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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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측정하기 위하여 위상차에 의한 X-선 방법을 최근에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X-선을 이용하여 피복층의 밀도를 측정하는 기술을 최근에 개발한 바 있으며 3차원
X-선 마이크로 토모그래피 기술을 이용하여 피복입자에 대한 단층촬영 영상을 획득
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또한 고주파수의 와전류를 이용하여 고속으로 피복입자

를 검사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레이저유도 초음파기술을 이용한 피복입자연
료 특성 분석 기술을 개발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 등 피복입자 핵연료 특성을 정밀
하면서도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해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2.2-18, 2.2-19].

나. 미국

미국의 ORNL에서는 PyC 피복층의 광학적 이방성을 측정하기 위해 고도로 정밀
한 광학적 타원계 기술(ellipsometry)과 장비를 개발하여 피복입자 전면에 대한 이
방성 측정에 적용하고 있으며[2.2-20] 3차원 X-선 마이크로 토모그래피 기술을 이용
하여 피복입자에 대한 단층촬영 영상을 획득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 단층 영상을

이용하여 삼차원적인 입체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를 활용할 경우 제조된 피복입자
연료의 다양한 분석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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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el

particle

cross-sections

using

ellipsometry," Journal of Nuclear Materials 352, 6-1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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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ized

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피복입자핵연료 제조기술 최적화 및 특성기술개발

1. 연료핵 제조기술 최적화 및 특성분석기술개발
가. 구형 UO2 연료핵 입자 제조기술 최적화

(1) 서론
고온가스로에 사용되는 핵연료는 일반 경수로나 중수로의 핵연료와는 달리
TRISO 형태로 제조되며 그 핵심에는 구형의 UO2 연료핵 입자가 존재한다 [3.1-1].
TRISO입자는 약 500㎛크기의 구형 UO2 연료핵 입자 표면에 pyrolytic carbon(PyC)
이나 silicon carbide(SiC)를 이용해서 3중으로 외부를 피복하고, 이 피복입자를
graphite matrix분말과 적절히 혼합하여, pebble원자로의 경우는 약 φ60mm의
ball을 만들고, prismatic원자로의 경우는 fuel compact로 가공하여 고온가스로
로심에 장전하게 된다 [3.1-2].

여기에 사용되는 고온가스로 핵연료의 피복입자는

그림 3.1-1에서와 같은 구조를 갖는데,

그림 3.1-1. TRISO입자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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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피복층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UO2 kernel : fission energy source, neutron 제공
․Buffer layer : fission product 방출 완화, fission gas들의 완충 공간 제공, UO2
kernel의 swelling되는 공간
․IPyC layer : 핵연료가 조사되는 동안 SiC층을 지지, 입자 제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Cl가스로부터 kernel입자를 보호, fission product나 혹은 CO의 공격에
대한 보호, fission gas의 갖는 공간역할
․SiC layer : fission product 최후의 보호막
․OPyC

layer

:

SiC층의

구조적인

지지,

compacting에

대한

bonding

surface제공, SiC 층의 결함시 fission products의 방출 억제 [3.1-3]
한편, 상기에서 제조된 TRISO연료핵입자는 고온가스로 노심의 형태에 따라
Pebble이나 Block형태로 가공되어 노심의 핵연료 장전 위치에 들어가게 되는데,
TRISO연료핵입자를 포함하는 Pebble이나 Block형태의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graphite

matrix와의

혼합이

필요한데,

graphite

matrix는

각국에서

생산되는

graphite분말의 특성에 따라, 독일의 경우 German A3-3 graphite matrix(64%
natural

flake

graphite,

16%

electrographite,

20%

phenolic

resin

binder)를

사용한다. UO2연료핵입자 표면에 TRISO 피복된 핵연료를 graphite matrix와
혼합하고 추가적으로 복잡한 분말 처리과정을 거쳐 가공 및 성형하여(mixing,
kneading, drying, and grinding) 핵연료체를 제조한다.

(2) 입자 구형화 기술 최적화를 위한 기술 분석
고온가스로 핵연료는 위의 그림 3.1-1에서 보는 것처럼 sol-gel 공정을 사용하여 약
500㎛크기의 구형 UO2 연료핵 입자를 만드는 것이 기술의 핵심이다. 구형입자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방법 중의 하나로 sol-gel 공정의 변형방법인 GSP 방법이
독일에서 개발되었으며 [3.1-4], 대부분의 고온가스로 핵연료는 이 방법을 이용하여
구형입자를 제조하고 있다. 구형 입자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료 용액을 구형
액적으로 만드는 작업이 선행되는 데, 이를 위해 vibrating nozzle system을
적요하고 있다 [3.1-5].

알려진 바에 의하면 broth 용액을 사용하여 초기에 구형

액적이 제조되면, 만들어진 구형 액적이 gelation column내의 반응물질과 화학
반응하여 초기에 유지되었던 액적의 구형도를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후속 공정을
처리해야 한다. 구형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한 특성은 다음과 같다 [3.1-6].

․초기용액의 점도 : 구형으로 액적을 제조하기 위하여 broth 용액 제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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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용액에 점성이 강한 유기성 PVA를 혼합하여 점도가 높은 용액을 만들어서, 이
용액이 구형 액적으로 제조될 때 물질이 갖고 있는 높은 표면장력을 이용하여
구형으로 복원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때 첨가되는 PVA와 같은 유기물질은
후속공정인 열처리 과정에서 완전 연소되어 배출됨으로써 연료핵입자의 불순물로
작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한편, 구형 액적 제조를 위한 첨가물로 PVA외에 THFA와
같은 유기 알콜 용액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이 약품의 역할은 제조되는 액적이
구형으로 복원되는데 도움을 주기위한 목적 외에, 구형으로 제조된 ADU gel
입자속에 포함되어 있다가, 세척과정에서 대부분이 물에 용해되어 배출되기 때문에,
gel structure를 갖는 구형입자의 열처리시 pore path역할을 하여 구형입자의
shrinkage에 대한 보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1-7].

본 연구에

사용된 PVA는 분자량에 따라 다양한 종류와 제품이 존재하지만, 제조공정에 따라
점도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구 목적에 맞는 제품의 선택이 중요하다.
․Broth 용액의 공급 유량 : 구형 액적을 제조하기 위해 broth 용액을 vibrating
nozzle system으로 공급하여 적절한 frequency로 용액을 진동시키면서 gelation
column

내부로

낙하시킨다.

이때

공급되는

broth

용액의

유량에

따라

그림3.1.1-2에서 보는 것과 같이 natural laminate jet flow를 형성시키지 못하면
제조되는 액적은 discrete한 구형으로 형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vibrating nozzle
system에 맞는 공급 유량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1-8].

그림 3.1-2. 구형액적 제조 메커니즘 및 구조.

․Vibrating nozzle system : 동일한 크기의 구형 액적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nozzle
system으로 공급되는 broth 용액 흐름을 적절한 frequency로 vibrating시켜서
cutting함으로써 동일한 크기의 액적이 만들어 지도록 한다.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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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로

broth

용액의

기본적인

물성

이외에

적절한

공급유량과

vibrating

frequency와 amplitude가 매우 중요하다. 그림 3.1-3에서 보는 것처럼 vibrating
frequency가 맞지 않을 경우 액적과 액적 사이에 미세한 satellite들이 형성되거나
혹은 불규칙한 모양의 액적, twinned된 액적 등 다양한 형태의 액적들이 형성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적절한 범위내의 frequecy와 amplitude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형 액적의 pre-hardenning : 상기에서 언급한 방법에 의해 동일한 크기로
discrete한 구형 액적이 제조되었다고 하더라도, 구형 액적이 낙하하면서 gelation
column내부의 암모니아수에 들어갈 때, 액적이 갖고 있는 무게에 따른 중력에 의해
암모니아수 표면에서 액적이 변형을 일으키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nozzle을
떠난 액적의 표면을 slightly 경화시키는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 구형 액적의 구성
성분은 UN을 포함한 PVA와 THFA가 혼합된 물질이기 때문에 액적 제조 후
액적을 적절한 농도의 암모니아 가스 분위기에 아주 짧은 시간동안 노출시켜 액적
표면을

구성하고

있는

UN용액과 암모니아

가스와의

화학반응을

순간적으로

진행시킴으로써 액적 표면만을 미세하게 고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림 3.1-3. 구형 액적 제조에서 형성된 satellite.
이러한 작업 역시 기술적인 어려움이 동반되는 작업으로, 접촉시간이 너무 긴
경우 액적 표면에서의 화학반응이 많이 일어나, 표면의 경화가 많이 일어나게 되어,
이러한 액적이 gelation column 내부로 들어갔을 때 gelation 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반대로 접촉시간이 너무 짧은 경우, 액적 표면에서의 고화현상이 너무 적게
발생하고, 이런 액적이 암모니아수 표면으로 들어갈 때 쉽게 변형을 일으키기
때문에, 공급되는 암모니아 가스의 농도와 접촉시간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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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그림 3.1-4에서 보는 것과 같이 broth 용액의 구형 액적을
제조하고, 액적 표면을 pre-hardenning 시킨 후, 액적이 gelation column 내부로
낙하되도록 하는 실험 장치를 구성하여 구형 ADU gel 입자를 제조하였다.

(3) 구형 ADU gel 입자 제조
고온가스로 핵연료 물질 제조에 대한 기술 분석으로부터 sol-gel 공정을 이용한
구형액적 제조에 기술 고찰과 점도성 물질을 원료로 하는 vibrating nozzle
system의 설치와 구형 액적 제조에 대한 simulation 실험을 통해 본 연구의 핵연료
물질을 사용하는 액적 제조실험 및 후속공정에 대한 연구가 추진되었다. 구형 UO2
연료핵 입자 제조를 위한 중간물질로 구형의 ADU gel 입자응 제조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broth 용액을 이용한 구형 액적 제조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를 암모니아
매체 하에서 화학 반응시켜 ADU gel 입자를 제조하게 된다.

그림3.1-4. 구형ADU gel입자 제조장치.

본 연구에서는 연구 초기에 uranyl nitrate (UN) 용액에 첨가되는 물질로
polyvinyl

alcohol

(PVA)과

tetrahydrofurfuryl

alcohol

(THFA)을

선정하고,

진동노즐 시스템 및 암모니아 가스 공급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비교적 구형의
입자를 제조한 바 있으며 [3.1-9], 금번 단계에서는 원료용액 (broth)의 조성비를
변화시키며 진동노즐로부터 생성되는 입자의 구형도를 관찰하고, 이렇게 제조된
ADU gel 입자의 하소 및 소결공정과 연계하여 원료용액의 조성비 및 후속 공정
(숙성, 세척 및 건조) 조건을 고찰하였다.
․원료용액(broth) 제조 공정 : 원료용액은 UN 용액에 THFA, PVA 수용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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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염수를

혼합하여

제조한다.

UN

용액은

U 3 O8

분말을

질산에

용해하여

제조하였으며, 이 용액은 진한 암모니아수 용액을 이용하여 예비 중화함으로써
진동노즐에 의해 생성된 액적들의 겔화를 촉진시킨다.

예비 중화된 UN 용액을

일정량의 THFA에 서서히 첨가하여 혼합, 교반한 후에 최종적으로 PVA 수용액을
혼합하여

일정

시간

교반함으로써

균질의

원료용액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원료용액은 밀도 및 점도를 측정하고 최종 부피로부터 우라늄 농도를 산출하였다.
․원료용액의 조성비 : 진동노즐로부터 생성되는 액적의 구형도를 개선하기 위해
원료용액의 조성비를 변화시키며 실험하였다. 원료용액의 우라늄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킨

후

THFA의

첨가량과

PVA의

첨가량을

변화시키며

실험한

결과,

원료용액의 밀도는 약 1.10~1.35 g/㎤, 점도는 30～80 cSt 범위를 나타내었으며, 이
용액을 진동 노즐 시스템을 사용해서 구형 액적 제조및 ADU gel입자를 제조하고
이를 후속 숙성, 세척, 건조 및 열처리 과정을 거친 시료를 streoscope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그림 3.1-5에 간단히 나타내었다.

그림 3.1-5. 1차 시도된 구형 연료핵입자 제조결과; (a)액적, (b)숙성입자,
(c)건조입자, (d)배소입자, (e)소결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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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성된 입자의 구형도는 종전의 실험 결과와
비교해서 개선되지 않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이렇게 제조된 ADU gel 입자를
후속 처리하여 UO2 연료핵입자로 변환시킨 결과에서도

UO2 연료핵 입자 내부에

매우 큰 기공이 분포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를 개선시키기 위해 원료용액의
조성비를 변경시켜 broth 용액 중의 우라늄 농도를 하향시키고, THFA와 PVA의
첨가량을 변경시켜 2단계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변경 실험으로부터 얻어진 구형

ADU gel 입자를 후속처리한 후 건조시켜 streoscope로 관찰하여 그림 3.1-6에
간단히 나타내었다.

그림 3.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성된 입자의 구형도는

개선되었으나, 소결공정으로부터의 UO2 연료핵 입자의 표면이 매우 거칠었으며,
대부분의 연료핵입자는 파쇄되는 현상이 발생되었다.

그림 3.1-6. 2차 시도된 구형 연료핵입자 제조결과

(a)액적, (b)숙성입자, (c)건조입자, (d)배소
입자, (e)소결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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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을 개선시키기 위한 3단계 ADU gel 입자 제조실험이 수행되었다.
원료용액의 우라늄 농도를 추가적으로 변경시키고, THFA와 PVA 첨가량 역시
변경시켜 broth 용액을 제조하고, 구형 액적 제조 장치에서 활용하고 있던, 구형
액적 제조시 낙하하는 액적의 원형복원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공기층의 조절과
낙하하는 액적 표면의 pre-hardening을 위한 암모니아 가스 접촉방식의 개선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여 ADU gel입자를 제조한 결과를 그림 3.1-7에 간단히
나타내었다.

그림

3.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성된

입자의

구형도가

훨씬

개선되었으며, 이렇게 제조된 ADU gel 입자를 사용해서 열처리 후 소결시킨 구형
UO2

연료핵입자는

crack이

발생되거나,

파쇄가

일어나는

현상이

발생되지

않았으며, 연료핵입자 내부의 조직도 치밀한 조직이 형성되었다.
이상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생성되는 입자의 구형도 및 소결공정 후의 UO2
연료핵의 물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broth 용액 제조시 원료물질의
혼합비가 가장 중요한 인자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discrete한 액적 제조를 위한
정밀한 진동시스템과 nozzle의 연계, 암모니아 가스공급 시스템의 개선이 요구된다.
․숙성공정의 영향 : gelation column 내부에 쌓인 ADU gel 액적을 숙성조로
이송하고 60℃ 이상의 온도에서 암모니아수 용액으로 숙성시켜 액적 내부를 완전히
겔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항온조에서 일정한 온도로 가열된 실리콘 오일을 이중관
형태의 Pyrex용기 바깥쪽 자켓으로 공급함으로써 내부 용기의 암모니아수 용액을
가열하여 숙성조로 순환시키고 입자들이 서로 달라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정
유량 이상의 암모니아수 용액을 공급하여 입자들을 유동화시킨다. 숙성공정 시에
숙성조로 순환되는 암모니아수 용액의 농도 및 온도의 영향을 고찰한 결과,
용액온도의 영향 보다는 용액농도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숙성용액의
농도가 낮을 경우 세척 및 건조공정 후의 입자들이 균열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고농도의 숙성용액을 사용한 경우 ADU gel 입자를 숙성시킨 후 입자를 관찰한
결과 비교적 큰 입자가 생성되었으나, 이를 건조시킨 후에는 농도에 관계없이 거의
동일한 크기를 보였다. 여러 번의 실험 결과로부터 본 시스템에 맞는 숙성용액의
농도와 온도를 찾을 수 있었으며, 최적 상태로 제조된 입자의 모양을 그림 3.1-8에
나타내었다.
․세척공정 개선 : ADU gel 입자 내부에는 broth 용액 내부의 UN 용액과
암모니아의 반응에 의해 생성된 질산암모늄이 부산물로 남게 되는데, 이 물질이
후속공정인 열처리 (하소, 환원 및 소결) 공정에서 입자의 균열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입자를

탈염수로

세척하여

질산암모늄,

암모니아

및

첨가된

유기물질의 일부를 제거하여야 한다. 세척공정은 숙성공정과 마찬가지로 입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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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달라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정 유량 이상의 탈염수를 세척 column으로
공급하여

입자들을

측정하여

세척

유동화시킨다.

정도를

판단하고

입자들을
증류수로

세척한
세척된

세척수는
입자들은

전기전도도를
물-isopropanol

공비혼합물 및 순수한 isopropanol로 세척하여 입자 내부의 수분을 완전 제거한다
[3.1-10]. 여러 번의 반복 실험을 통해 세척공정에 대한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ADU gel 입자 제조후 최적상태의 숙성 및 세척과정을 거친 ADU 입자 및 열처리
후 얻어진 UO2 연료핵 입자의 모양을 그림 3.1-9에 나타내었다.

그림 3.1-7. 3차 시도된 구형 연료핵입자 제조결과
(a)액상입자, (b)숙성입자, (c)건조입자,
(d)배소입자, (e)소결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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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향상된 구형도를 갖는 ADU gel입자와 소결된 UO2
입자.

그림 3.1-9. 최적조건으로 제조된 연료핵입자의 단계별 모습.

나. UO3 열처리공정 특성 연구

Sol-gel 법에 의해 만들어진 구형의 ADU gel 입자는 제조과정에서 초기 구형
액적을 형성시키기 위하여 PVA와 THFA 및 dil.-NH4OH 등이 첨가된다.

이렇게

첨가된 유기화합물들은 구형 ADU gel 입자 제조 후 만들어진 건조 ADU gel
입자가 공기분위기의 배소 과정을 통하여 열처리되는 과정에서, 우라늄 산화물을
제외하고 모두 제거되어야 한다. 제거되지 않고 불순물로 다량 존재하게 되면 UO2
연료핵입자로 환원하고 소결하는 과정에서, UO2 상태로 변환되면서 구에 crack이
발생하거나 균열을 형성하고 심하게는 파쇄되는 현상이 발생된다. 또한 유기물들이
빠져나간 공간에 다량의 기공을 형성하여 고밀도의 치밀한 (dense) 구형 U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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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핵 입자를 얻기가 힘들다.

따라서 건조 ADU gel 입자 제조과정에서 수행되는

세척이나 건조과정을 정밀하게 제어하여 후속 열처리과정에서 불량을 없애는 공정
정립이 요구된다.

(1) 배소공정에서 열처리 온도에 따른 입자의 내부구조
제조된 구형의 ADU gel 입자를 TG/DTA (시차열분석기)를 이용하여 분위기
가스를 변경시키고, 각각 배소온도를 달리하여 얻어진 UO3 입자의 내부조직 변화를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그림 3.1-10은 열처리 온도에 따른 UO3 입자의 내부조직
변화를 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한 후 그 결과를 사진으로 나타낸 것이다. 건조된
ADU gel 입자는 배소온도에 따라 내부의 구조조직이 달라지는 데, 이는 ADU gel
입자 제조과정에서 암모니아가 입자의 중심부까지 확산되어 화학반응하므로써
ADU 침전물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시차를 형성하게 되어 발생되는 현상으로,
침전물

중앙부를

이루는

조직과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볼 수 있었다.

입자

표면과는

달리

치밀화가

잘

배소 시 배소온도의 영향에 따라 입자의

내부로 들어갈수록 열교환이 느리게 일어남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는 그림 3.1-11의 XRD 분석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우라늄 산화물에 대한
JCPDS 데이터를 나타낸 표 3.1-1과 비교한 결과에서도, 본 연구에서 제조되어
건조된 ADU gel 입자는 무정형의 3UO3(NH3)2•4H2O와 유사한 피크 특성을
나타낸다. 배소온도를 600℃까지 올리면서 화합물의 변화를 보면 500℃에서는
UO3와 U3O7이 검출되고, 600℃에서는 UO3와 U3O8이 함께 검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3.1-11].

그림 3.1-10. 온도변화에 따른 배소조건에서 얻어진 입자의 모양
(a)건조 ADU, (b) 300℃ 배소, (c)450℃배소, (d) 600℃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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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 공기분위기-배소 및 4%H2/Ar-환원 및 소결
된 입자의 XRD patterns.

표 3.1-1. JCPDS cards of the uranium oxide crystalline compounds
ID

그림

Compound

JCPDS No.

A

Ammonium
uranium
hydrate3UO3(NH3)2•4H2O

B

Uranium oxide-UO3

71-2124

C

Uranium oxide-UO3.01

46-0947

D

Uranium oxide-U3O8

47-1493

E

Uranium oxide-UO2

41-1422

F

Uranium oxide-U3O7

42-1215

G

Uranium oxide-U4O9

72-0125

3.1-12는

건조된

ADU

gel입자를

oxide

43-36

TG/DTA를

이용하여

열분해할

때

나타나는 분해특성을 나타낸 profile이다. TG 분석곡선에서 무게감량 곡선을 보면
150℃까지 ADU gel 입자 표면이나 결정구조 속에 존재하던 수분이나 결정수들이
열분해되어 증발되면서 나타내는 무게감량을 보이고 있고, 150℃부터는 broth 용액
제조과정에서

첨가물로

암모니아와의

반응에

넣은
의해

PVA와

일부 잔존하는

THFA

생성되는

반응생성물인

NH4NO3

및

UN

등이

용액과
분해되며

날아가면서 무게감량을 나타내는데,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화합물들이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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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되면서 무게감량을 나타내기 때문에, 각 성분에 대한 정확한 분해온도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가열온도가 450℃에 이르면 모든 불순물들은 완전히
분해되어

제거되고,

더

이상

무게의

감량이

없는

것으로

관찰되기 때문에

배소온도를 이 온도로 결정할 수 있었다.

그림 3.1-12. ADU gel입자의 공기분위기 배소시 TG-DTA
profile.

(2) 환원공정에서 열처리 온도에 따른 입자의 내부구조
건조된 ADU gel 입자는 공기분위기에서 배소과정을 통하여 UO3 산화물로
변환된다. UO3를 4%-H2/Ar나 100%-H2 분위기에서 5℃/min로 600℃까지 승온하면
UO3는 U3O8로 환원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는 다시 UO2로 환원되어진다.
그림 3.1-13은 TG-DTA를 이용하여 각 온도구간에서 UO3 입자가 U3O8이나 UO2로
환원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분위기가스의 변화에 대한 특성을 보면 4%-H2와 100%-H2 분위기에서 환원시켰을
때 입자의 환원속도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림 3.1-13의 DTA 곡선을 보면
100%-H2 분위기에서는 약 345℃부근에서 상(phase)이 변하기 시작하여 460℃에서
종결됨을 알 수 있으나, 4%-H2에서는 이 보다 늦은 400℃부터 상이 변하여
560℃에서 종결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것은 열분석기 내부에 존재하는

환경변화에 의해 oxygen potential의 서로 다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상은 그림 3.1-13의 오른쪽 곡선인 TG 곡선에서도 마찬가지 나타나는데, 100%-H2
분위기에서의 환원이 확연하게 그 속도가 빠름을 알 수 있으며, 상변화 시 무게
감량은 이론량 5.6%에 거의 근접한 감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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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 UO3입자의 분위기가스 변화에 따른 열분해 특성.

한편, 그림 3.1-14는 실험실에서 100%-H2환원실험을 수행함에 안정성 문제로
어려움이 있어 UO3 입자의 4%-H2 분위기에서 환원과정이 완료되는 정도를
확인하고자, 700℃에서 0 hr, 6 hrs, 12 hrs을 등온상태로 유지하여 실험을
수행하고, 이렇게 얻어진 UO2 분말을 XRD 분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환원반응 동안 등온시간의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각 각도에서 나타나는

피크들이 일정함을 알 수 있었으며, UO3의 환원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원을 위한 승온 속도는 여러 번의 실험을 수행한 경험에
의해, 대략 1℃~5℃/min의 heating rate를 가지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림 3.1-14. 4%-H2/Ar분위기에서 환원된
UO2 입자의 XRD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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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소․환원공정의 분위기 가스 영향
구형의 ADU gel입자를 제조할 때에 broth 용액에서 우라늄 착염을 형성시키고,
구형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NH4OH의 첨가에 의한 사전 전처리와 PVA와
THFA 등과 같은 유기첨가물의 혼합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첨가물들이 broth
용액내에 존재함으로써 적당한 점도유지와 ADU gelation시에 구형 ADU gel 입자
내부에 유로를 형성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첨가제들은 구형으로 ADU 입자가

제조되고 난 후에는 열처리 과정에서 UO2 연료핵 입자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불순물로 작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이러한

특성을

가스분위기에서

알아보기

배소과정을

위해

거치고,

공기분위기와
4%-H2

불활성

분위기에서

가스인

환원시켜

아르곤

소결과정을

진행하였다. 공기와 아르곤 가스분위기에서 600℃까지 배소시킨 결과를 그림
3.1-15에 나타내었다. 두 감량곡선에서의 무게변화는 분위기가스에 따라 중간과정은
약간 다르나 최종적으로는 비슷한 무게감량 값을 나타내었다. 공기분위기에서
일어나는 주요 무게감량은 온도가 약 400℃~450℃에 이르게 되면 열분해가 사실상
모두 끝나게 되며 열분해속도 곡선 즉, 겔화된 ADU gel 입자의 열분해 구간이
각각 100℃, 270℃ 와 350℃에서 나타나는 3가지 피크들로 나타났다. 한편, 아르곤
가스분위기에서 얻은 무게감량 곡선을 보면 250℃ 이전 두 단계에서 급격하게 약
15% 정도의 무게감량이 일어나는데, 이는 weight loss rate curve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첫 번째 피크는 약 100℃에서 나타났고, 두 번째로 높은 피크의 크기가
180℃에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250℃ 이상의 온도에서는 어느 정도 무게감량을
제외하고도 약한 무게감량 피크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공기분위기의
배소과정에서 관찰된 결과와는 다른 결과이며, 지속적으로 600℃까지 무게감량이
발생되는 것이 감지되었다.
일반적으로

ADU화합물의

열분해

과정에서는

200℃까지

ADU(ammonium

diuranate)화합물의 열분해에 의해 무게감량이 약간 일어나고, 공기와 아르곤
가스분위기의 경우 TGA 곡선에 나타나는 것처럼, 동일한 온도에서는 본 연구에서
얻어진 그림의 앞부분에 나타난 것과 같은 분리된 피크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ADU gel 입자에 흡착된 물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공기분위기에서

270℃ 부근에서 관찰된 무게감량 피크는 암모니아와 uranyl nitrate사이의 반응
중에 형성된 ammonium nitrate의 빠른 분해에 의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공기분위기(340℃)에서 관찰된 ADU gel 입자의 열분해 과정에서 나타나는 세 번째
단계는 구형모양의 ADU gel입자에 함유된 고분자 물질인 PVA의 열분해에 의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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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5. 공기와 Ar 가스분위기에서 열분해시
무게 감량 곡선.

공기분위기에서 분석된 두 번째와 세 번째 분해 단계에서 나타나는 피크는
아르곤 분위기에서는 관찰되지 않았고, 전체 무게 감량 중 80%에 해당하는 감량이
250℃이전에 일어난 것을 보면, 아르곤 분위기에서 열분해시킬 경우 ADU gel
입자내의 PVA나 nitrate의 열분해는 ADU gel 입자가 UOx phase로 변환되는
온도보다 낮은 구간에서 환원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전체적인

무게감량은 아르곤과 공기의 분위기가스 차이에 따라 큰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으나, 상기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아르곤 가스분위기에서는 보다 적은 O/U
ratio를 가진 uranium oxide phase로 변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uranium oxide 환원, polymer와 nitrate의 완전한 연소를 위해 충분한
양의 산소가 공급되어야 함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조된 ADU gel입자를 공기 분위기에서 배소시키면 ADU gel
입자는 서서히 열분해되어 UO3상이 대략 500℃부근에서 생성되고, 600℃에 이르면
U3O8상이 UO3상과 혼합되어 나타나며, 4%-H2/Ar 분위기에서 소결하면

U : O의

비율은 정수비를 갖는 UO2 상태로 환원된다. 아르곤 가스분위기의 배소공정에서
나온 시료를 분석해 보면 공기 분위기에서 배소과정을 거쳐 얻어진 시료에서
나타내는 결과보다, uranium oxide의 환원 형태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그림 3.1-16에 나타낸 XRD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분석결과 U3O7

상과 U4O9 상 또는, 조금 약한 형태의 결정성 UO2의 두 상이 형성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아르곤가스

분위기에서

배소

후

소결

시에는

carbothermic reduction 영향으로 UO2 혼합물과 uranium nitrides(UN and UN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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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으나, 본 실험에서는 UN 상이 전혀
형성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3.1-12].

그림 3.1-16. Ar-배소, 4%H2/Ar-환원 및 소결된
입자의 XRD patterns.

그림 3.1-17은 공기분위기와 아르곤 가스분위기에서 소결된 UO2연료핵입자의
단면을 SEM 사진으로 나타낸 것이다.

공기 분위기에서 배소시켜 소결한 UO2

연료핵 입자의 내부구조는 아주 작은 기공과 함께 매우 치밀한 결정구조를
나타내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반면에 아르곤 가스분위기에서 배소하여

소결시킨 UO2 연료핵 입자의 XRD 분석 profile에서는 동일한 UO2 결정상으로
확인 되었으나, 내부조직 관찰 결과 UO2 연료핵 입자 중심부위에서 매우 큰 기공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외벽에 가까워질수록 치밀화된 조직이 나타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것은 열처리 초기 단계인 calcination 과정에서 사용된 분위기 가스가
아르곤 가스이기 때문에 calcining 과정에서 산소가 부족하게 됨으로써 ADU gel
입자를 구성하고 있는 유기 첨가제들이 산소와의 반응에 의해 완전 연소되지
못함으로써 완전히 제거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공기분위기에서 진행되는 환원
속도보다 더욱 빠른 환원이 일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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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7. 공기(좌)와 Ar가스분위기(우)에서 배소후 소결된
UO2 입자 단면.

그림 3.1-18은 4%H2/Ar 가스분위기에서 UO3입자를 소결시키는 동안 측정된 UO3
입자의 무게 감량율을 나타낸 그림이다.

공기분위기에서 배소시킨 UO3 입자의

경우 TGA 곡선이 400과 500℃사이에서 빠르게 감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감량율(weight loss)은 약 5%정도로 나타났는데, 이는 UO3가 UO2
(5.6%)로 변환되거나 혹은 U3O8이 UO2 (3.8%)로 환원될 때 나타내는 이론상으로
계산되는 값의 범위에 있으므로, 공기 중에서 배소시킨 UO3 gel 입자의 XRD 분석
결과와

비교적

잘

일치하고

있다.

500℃

이상에서의

무게감량

profile은

TG/DTA열분석기를 이용한 열분해시 사용되는 TG crucible에 대한 부력효과를
고려해 보면, TG를 사용한 UO2 소결의 전형적인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아르곤 가스분위기에서 배소과정을 거친 UO3 입자의 소결과정에서 얻은
TGA 곡선의 무게감량에 대한 profile은 전체적으로 공기분위기에서와는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승온 과정에서 450℃까지는 공기분위기에서 보다 빠른

무게감량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450~900℃구간에서는 약간 무게감량의 속도가
떨어지다가 1000℃이상이 되면 무게감량이 없어진다.

소결된 UO2 연료핵 입자에

대한 XRD 분석 결과들을 살펴볼 때, 아르곤 가스분위기에서 배소시킨 시료의 경우
배소와

환원이

병행되면서

산소가

부족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이로

인해

불완전하게 연소된 유기첨가제와 반응생성물 혹은 미량의 불순물들의 영향으로
인해 좀 더 높은 온도에서 추가적으로 열분해 반응이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르곤 가스분위기에서 배소시킨 UO3 시료의 소결로부터 얻은 UO2 연료핵
입자의 단면을 관찰한 결과 기공이 많은 연료핵입자의 구조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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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H2

분위기의

소결과정에서

치밀화를

방해하는

미반응의

잔유물에

의해

열분해반응이 지연되어 일어나는 현상으로 생각된다.

그림 3.1-18. 공기와 Ar가스에서 배소된 UO3 입자의
소결시 무게감량.

다. UO2 연료핵 입자 소결공정 개발

소결공정에서는 UO2 연료핵 입자의 소결특성은 소결로가 가지고 있는 소결로
특성과 분위기 가스가 가지고 있는 산소분압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UO2에서는
O/U비가 2.0 이상으로 증가할수록 우라늄과 산소의 자기확산 계수(self diffusion
coefficient)는 급격히 증가하므로 물질이동이 촉진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3.1-13]. 일반적으로 UO2 펠렛의 소결공정은 100%-H2 분위기를 사용할 경우
1500℃~1750℃까지 소결을 시도하고 있으며, 또 다른 경우로 산소분압이 높은 CO2
등을 분위기가스로 사용하여 산화분위기 (CO2)에서 1100℃~1300℃까지 저온 소결을
한 후, stoichiometry를 맞추기 위해 환원분위기에서 UO2.0로 환원하는 방법이 자주
사용된다.

상기 환원공정에서 UO3 상에서 U3O8과 UO2 상으로의 환원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수소농도가 높은 분위기일수록 전체적인 환원속도가 빠르게 유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구형 UO2연료핵입자 제조에서는 주로 4%-H2와
100%-H2분위기에서 1600℃까지 소결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3.1-9는 건조된 ADU 구를 UO3로 열분해시킨 후 고온의 소결로를 사용해서
소결된 UO2 연료핵 입자의 내부 단면을 SEM으로 관찰한 것이다. 기공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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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가진 ADU gel 입자가

UO3 혹은 U3O8이나 UO2로의 변환과정을 거쳐

소결이 완료되면 아주 치밀화 된 UO2 결정립의 내부 구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a)

b)

c)

d)

그림 3.1-19. ADU gel, UO3 및 UO2 입자 단면의 SEM사진
(a)ADU, (b)UO3 열분해, (c)UO2, (d)소결 UO2.

그림 3.1-20은 본 연구에서 제조된 ADU gel 입자을 사용해서 공기분위기에서
배소시킨 후 고온 소결로를 이용해서 1600℃에서 소결된 UO2 연료핵 입자의
모양을 입체현미경과 SEM으로 촬영한 것이다. 현미경 사진을 보면 연료핵입자의
겉 표면은 매우 윤기가 있는 매끄러운 모양과 좋은 구형도를 이루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SEM 사진의 경우에서는 연료핵입자의 구형 둥근 표면과 함께
잘 발달된 UO2 고유의 microstructure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환원분위기에서 소결특성
구형 UO2 연료핵 입자 제조과정 중 소결공정에서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분위기가스의 영향으로 4%-H2와 100%-H2 분위기에서의 소결시 소결로의 특성이
UO2 연료핵 입자 소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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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그림 3.1-20. 소결된 UO2 연료핵 입자의 표면 (a)구형입자, (b)입자표면.
그림 3.1-21은 4%-H2 분위기에서 소결한 경우로 시료를 반응로가 알루미나
소재로 이루어진 TG-DTA와 tube형태의 소결로를 사용해서 소결한

UO2 연료핵

입자의 내부구조를 관찰한 것으로, 매우 치밀화된 내부조직 (그림 3.1.21 b)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100%-H2분위기에서 소결된 UO2연료핵입자는 연료핵입자
내부에 균열이 발생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그림 3.1-21 a). 한편, 텅스텐을 소재로
한 소결로를 사용한 경우에는 4%-H2와 100%-H2 등 소결가스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림 3.1-21 c).

이것은 소결과정에서 소결로 내부의

산소분압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정확한 소결거동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실험과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

b)

c)

그림 3.1-21. 소결로 재질변화에 따른 UO2 입자의 단면
(a, b : Al2O3 furnace, c : W furnace).

그림 3.1-22는 UO2 연료핵 제조공정 중 UO2소결과정에서 승온 온도에 따른
영향을 보고자 다양하게 승온 온도를 변경시켜 가며 소결을 진행한 h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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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을 나타낸 것이다. 느린 승온 온도부터 빠른 승온 온도까지 다양한 속도로
UO2연료핵입자의 소결을 시도하였으나, 최종 소결체의 특성에서는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너무 느린 승온속도를 유지할 경우 소결로
운전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고온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동반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실 규모로 갖춰진 소결조건과

상황을 감안해 보면, 배소로를 이용해서 UO3입자로 변환된 연료분말을 소결시키기
위한 적정 승온 속도는 1000℃까지는 5℃/min이며, 1600℃까지는 3℃/min로 하여
UO2 연료핵 입자의 내부조직을 치밀화시키는 것으로 진행하였고, 냉각속도는
3℃/min로 하여 상온까지 냉각시킬 경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3.1-22. UO3 입자의 소결을 위한 heating modes.

한편, 상기에서 설명한 배소공정과 소결공정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얻어진 UO2
연료핵

입자의

단면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여

그림

3.1-23에

나타내었다.

공기분위기에서 배소시킨 UO3 입자를 최적상태의 heating rate와 cooling rate를
사용하여 소결하고, 소결된 UO2 입자를 ceramography를 수행하여 내부조직을
관찰하여

보았다.

소결된

UO2

연료핵입자를

resin으로

mounting하고

SiC

샌드페이퍼 320#, 600#, 800#, 1200#, 2400#으로 사전 grinding한 후에 1㎛의
알루미나 분말로 2차 polishing하고, 질산과 증류수를 6:4로 혼합한 etching용액으로
UO2 결정립를 부식시켜 현미경으로 촬영하였다.
UO2 펠렛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UO2 입자의 표면쪽에 결정립(crystallite)들이
20㎛이상으로 크게 발달되었고, 중심부 쪽의 결정립들은 10㎛ 미만의 결정립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ORNL에서 평가한 보고서에서도 밝혔듯이 [3.1.1-14]
외부겔화법에 의해 제조된 UO2연료핵입자의 고유한 특성으로 생각된다.
구형 UO2연료핵입자의 밀도는 이론밀도의 약 94% 정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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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된

(2)산화 분위기에서의 소결특성
일반적으로 산화분위기에서의 소결은 소결로 내의 산소분압이 높기 때문에
환원분위기의 소결보다 낮은 온도에서 소결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영향을

이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UO3 입자에 이를 적용하여 분위기가스에 대한
조사하였다.

그림

3.1-24는

본

연구에서

제조된

ADU

입자를

공기분위기에서 배소시킨 후 CO2분위기에서 소결온도를 각각 1200℃, 1300℃,
1500℃까지 승온시켰을 때의 얻어진 UO2연료핵입자의 내부조직을 나타낸 것이다.
모든 실험에서 얻어진 입자의 내부구조를 관찰한 결과 입자 자체의 crack이나 큰
규모의 pore, 혹은 입자 내부조직의 불균일성 등 비정상적인 현상이 관찰됨에 따라
UO2연료핵입자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산화분위기로 소결시키는 공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3.1-23. 소결 UO2입자 단면의 결정립
모양.
일반적으로 경수로나 중수로에서 사용되는 UO2 펠렛의 소결시 환원분위기
소결은

먼저

UO2

분말을

성형프레스에서

2

3ton/cm 의

압력으로

성형하여

산화소결을 수행하기 때문에 [3.1-15], pellet 내의 기공율이 현저히 줄어든 상태로
소결이 진행되므로 산화분위기의 소결 가능성이 있으나, 본 연구의 구형 UO2
연료핵

입자

제조의

경우에서는

소결되는

입자

자체가

기공율이

매우

큰

UO3상태에서 환원 과정을 거치고 2차적으로 소결이 이루어지므로 소결 온도가
높을지라도 치밀화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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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b)

그림 3.1-24. CO2가스분위기에서 소결된 UO2단면 모습,
a) 1200℃, b) 1300℃, c)1500℃.
라. UO2 연료핵 입자 제조공정 흐름도 및 공정간 최적관계

(1) 서론
구형 UO2 연료핵 입자 제조공정은 크게 4개의 단위공정으로 구분하는데, 각
단위공정들은 각각의 세부 공정들에 대한 기술 분석과 실제 실험을 통해 각
단위공정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합 분석하여, 단위공정의 변수들에 대한 최적
제조조건, 운전 특성들이 결정된다.
용액을

제조,

구형

액적

형성,

본 연구에서는 원료물질로 사용되는 UN
제조된

ADU

gel

입자의

숙성,

세척

및

건조공정에서의 공정특성과 건조된 ADU gel 입자를 열처리하여 UO3 산화물로
변환과정, UO3 입자를 UO2 분말로 소결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었다.

단위공정에서

각

부수적으로

공정은

크게

수행되어야

할

4개의

단위공정으로

세부공정을

간략히

구분해서

각

언급하였다.

일반적으로 원자력 선진국에서 고온가스로 핵연료 TRISO 입자 제조에서 core
물질인 구형 UO2 연료핵 입자의 제조과정을 기술적으로 분석해 보면

UO2 연료핵

입자 제조공정은
․원료물질 제조과정에서 우라늄 산화물인 U3O8이나, UO3 분말을 진한 질산에
용해시켜 우라늄 원료용액인 UN 용액을 제조하는 용해공정,
․제조된 UN 용액을 농도조절, pre-neutralization과 같은 사전 전 처리한 후
각종 첨가물질을 공급하여 완전 혼합하여 구형 액적제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broth 용액 제조공정,
․Broth 용액을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미세 nozzle로 공급하면서, 공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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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을 vibrating system을 이용해서 동일한 크기의 구형액적으로 제조하는
dropping과정,
․Drop으로 제조된 구형액적을 적절한 매질하에서 구형으로 원형 복원시키면서
액적 표면을 pre-hardening시키는 구형화 과정,
․구형화된 우라늄용액 액적이 gelation column에서 액상의 반응물질과 화학
반응하여 ADU형태의 gel 입자로 제조되는 gelation 과정.
․Gelation된 ADU gel 입자의 완전 반응을 위해 숙성시키는 Aging 과정,
․Aging이 완료된 ADU gel 입자에 포함된 반응생성물인 NH4NO3와 구형형성
매질로 사용된 THFA 용액을 완전 제거하기 위한 증류수를 사용한 1차
세척공정,
․고․액 분리 후 얻어진 ADU gel 입자의 원활한 건조를 위해 추가로 수행되는
유기 알콜을 이용한 2차 세척공정,
․세척 후 얻어진 ADU gel 입자의 건조공정,
․건조된 ADU gel 입자를 공기분위기하에서 열처리하여 ADU에서 UO3로
변환하는 공정
․UO3로 변환된 입자를 환원과정을 거쳐 dense한 UO2 입자로 소결하는 공정
등으로 단위공정들을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단위공정에는 또다시 세부적으로 각
공정 특성에 맞게 추가되는 상세공정들이 추가된다.

(2) 구형 UO2 연료핵 입자 제조공정 분석 및 흐름도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온가스로 핵연료 TRISO 입자 중 core 물질인 구형
UO2 연료핵 입자의 제조는 습식공정인 sol-gel 공정을 이용해서 제조되는데,
sol-gel공정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변형한 GSP (gel supported
precipitation)공정이 주로 사용된다 [3.1-16].

즉 우라늄 원료용액인 UN용액의

sol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UN용액에 각종 additive를 첨가한 소위 Broth용액을
만들고 이를 구형의 액적으로 제조한 다음, 반응물질로 화학 반응시켜 원하는
형태의 우라늄 화합물을 제조하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다.
즉, 그림 3.1-25에서 보는 것처럼 UN 용액에 첨가물로 PVA와 THFA를
혼합하여 적적한 범위의 점도를 갖는 broth 용액을 제조해서 이를 gelation
column에 적하시키고, gelation column내에 있는 암모니아 용액과의 반응으로 UN
용액 중의 UO2

2+

이온이 암모늄 이온과 반응하여 ADU gel 입자를 형성시키는

메카니즘을 갖는다. 암모늄 이온의 공급 방법에 따라 내부겔화법 (그림 왼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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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겔화법으로 구분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외부겔화법을 응용한 sol-gel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구형 UO2 연료핵 입자 제조는 높은 구형도와 균일한 입자크기 및

동일한 화학적 조성을 가져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구형 UO2
연료핵 입자 제조를 위해 사용되는 각 단위공정에 대한 특성을 간단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 산화우라늄 분말 용해공정 : 구형 UO2 연료핵 입자 제조를 위해서 1차적으로
원료물질인 UN 용액이 사용된다. UN 용액은 UO3나 U3O8 분말을 진한 질산에
용해시켜

얻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U3O8

분말의

경우

질산에

용해시키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화학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3.1-17].

U3O8(s) + 8 HNO3 → 3 UO2(NO3)2 + 2 NO2 + 4 H2O
U3O8(s) + 20 HNO3 → 9 UO2(NO3)2 + 2 NO + 10 H2O

위의 다양한 화학반응식에서 우라늄분말 용해에 사용되는 질산의 농도에 따라,
묽은 질산을 이용하여 용해시키는 경우는 주로 NO 가스가, 진한 질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NO2 가스가 발생되는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NO 가스를 발생시키는
반응의 경우, NO 가스가 자체 촉매 역할을 하여 용해속도를 증진시킨다는 보고도
있다.
- UN 용액의 pre-neutralization공정 : 산화우라늄 분말의 용해과정에서 만들어진
UN 용액은 용해과정에 투입된 질산의 양에 따라 용액의 산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broth 용액 제조 특성에 맞는 조성을 갖도록 UN 용액을 사전에 전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처리 방법으로 비교적 진한 암모니아수 용액을 미량
사용하여 UN 용액과 반응시킴으로써, 침전물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에서

UN

용액의 조성을 미세하게나마 조절하였다. UN 용액이 암모니아수와 반응하면 소위
ADU라고 하는 무정형의 화합물이 생성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ADU 침전물이
형성되기 전까지 암모니아수를 반응시켜, 시료를 전처리하였다.

2 UO2(NO3)2 + NH4OH → 2 UO2(NO3)1.5(OH)0.5 + NH4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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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5. 외부겔화법과 내부겔화법에서의
반응 메커니즘.
UN 용액 제조시 사용된 질산의 양에 따라 용액의 pH는 대략 1.5～2.0 정도를
나타내는데, 이 경우 UN 용액 속에는 수소이온이 과량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를
사전 전처리하기 위해 암모니아수를 적가하면 과량의 존재하던 수소이온들이
투입되는 암모니움 이온에 의해 중화되면서, pH가 미세하게 증가하게 되는데, pH
2.5 부근에 이르면 UO3(OH)2 혹은 UO3(OH)H2O 와 같은 침전물이 형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침전물이 형성되기 전까지 암모니아수 용액을 적가하여 UN
용액을 사전에 전처리하였다.
- Broth 용액 제조공정 :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Broth 용액이란 사전 전처리된 UN
용액에 유기 첨가물을 혼합하여 구형액적을 제조하는 원료용액을 일컫는 말이다.
핵연료 fissile 물질로 UN 용액을 사용하고, 이 용액을 구형 액적으로 만들기 위한
조건으로 첨가물로 부가되는 물질이 점도를 갖는 물질이어야 한다. 원료 용액이
점성을 갖고 있으면, 액적으로 제조될 때 점성에 의한 표면장력에 의해 미세
액적은 구형을 형성하려는 성질을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구형 액적을 제조하는 방법이 고온가스로 핵연료 core
물질을 구성하는 UO2 연료핵 입자를 제조하는 변형된 GSP 방법이다. 점도를
유지하는 물질로 본 연구에서는 PVA라는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 이 외에 THFA가
구형을 형성하는 보조제 역할로 선택되었다. THFA 역시 PVA와 마찬가지로 유기
알콜 용액으로 구형 보조제 역할 외에 구형 액적에서 구성물로 첨가되면서 추후
후속공정인 세정과정에서 물에 용해되어 배출됨으로써 고체상의 ADU gel 입자가
열처리될 때 분해되어 배출됨으로써 pore를 형성하여 열처리과정에서 crack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pore path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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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lation공정 : Broth 용액의 gelation은 암모니아수 용액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상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broth 용액을 구형 액적으로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앞

공정에서 만들어진 broth 용액은 broth 용액 저장조로 옮겨지는데, 저정조의 용액을
외부에서 가압하면서 유량 조절을 수행하면 일정량의 broth 용액이 vibrating
nozzle system을 지나면서 원하는 크기의 구형 액적이 형성된다.
구형 액적의 크기와 discrete한 상태 여부는 공급되는 유량, both 용액의 점도,
vibrator의

진동수와

진동세기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러한

기술은

구형

UO2연료핵입자 제조의 핵심사항으로 선진국에서는 기술 know-how로 분류하여
정보공개를 꺼리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다양하고 복잡한 실험을 통해 자체적으로
구형액적 제조기술을 획득하고 있다. 구형 액적이 만들어지면 구형액적이 gelation
column 내부의 암모니아수 용액으로 들어가기 전에 액적 표면을 구형화시키고
미세하게나마 표면을 경화시키는 작업이 선행된다. 이 작업은 nozzle에서 떨어지는
액적이 암모니아수와 접촉하기 전에 공기층의 구간을 설정해 줌으로써 액적이 갖고
있는 표면장력에 의해 원형으로 복원시키고, 그 이후 암모니아 가스 공간을
통과시킴으로써 공기층 구간에서 형성된 구형 액적을 암모니아 가스와 표면
반응시킴으로써 액적 표면이 살짝 경화되는 시스템이다.
구형 액적의 표면을 구성하는 우라닐 이온과 암모니아 가스와의 짧은 접촉에도
불구하고

표면이

경화되는

것은

우라닐

이온과

암모니아의

반응이

급격한

화학반응을 하기 때문으로, 액적이 자중에 의해 암모니아수로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 내에서 급격한 화학반응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이용한 것이다. 구형
액적의 표면이 살짝 경화되게 되면 액적이 gelation column 내부의 암모니아수
용액과 접촉할 때 중력에 의한 접촉면에서의 표면 변형이 방지된다.

암모니아수

용액으로 진입한 구형 액적은 암모니아수 용액과 화학반응이 진행되어 ADU
gel입자로 변화되면서 column 하부에 모이게 된다.
- 숙성, 세척, 건조공정 : 숙성, 세척 및 건조공정 : 일반적으로 앞에서 제조된 ADU
gel 입자는 완전 gelation을 이루기 위해서 적정 농도의 암모니아 용액에서
숙성과정을 거친다.

숙성 용액은 일반적으로 gelation 용액과 동일한 용액으로

1～30% 정도의 암모니아 용액을 사용한다. 숙성 시간은 수분에서 하루 이상까지
다양하며, 규모가 크거나 연속공정인 경우에는 10～30 분 정도가 소요된다.
일반적으로 상기 액적 제조공정에서 만들어진 ADU gel 입자는 숙성단계를
거치면서 그 크기가 감소하고, 액적의 색깔도 변하게 되는데, 숙성 시간은 사용되는
숙성 매질의 농도와 온도에 영향을 받으며, 실험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수행될 수
있다.

한편,

건조공정에서의

균열을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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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젖어있는

ADU

gel

미세구로부터 반응생성물인 NH4NO3를 제거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척시 ADU
gel 입자에 NH4NO3가 어느 값 이상 잔존하게 되면, 건조과정에서 구형 ADU
gel입자의 표면이 균열을 발생하여, 후속공정으로 전이되기 때문에 NH4NO3의
제거를 완전하게 수행하여야하며, NH4NO3의 제거 여부는 전기전도도 측정기를
사용하여 세척액중의 전기전도도 값이 어느 값 이하로 유지되었을 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시킬 수 있다.
세척공정에서는 2차적으로 수분제거제를 도입하여 ADU gel 입자속에 잔존하는
수분을 제거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isopropanol을 사용해서 세척하며, 미량
잔존하는 질산 암모늄염과 PVA를 세척해낼 뿐만 아니라, 젖어있는 ADU gel
미세구의 수분이 탈수되기도 한다. ADU gel 입자 속의 수분을 제거하기위해
순수한 isopropanol을 처음부터 사용할 경우 gel 입자내의 수분이 급격히 빠져나가
구형을

유지하는

structure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과

isopropanol을 적정량 혼합한 azeotropic상태의 isopropanol을 사용하여 사전 전
처리한 후 최종적으로 순수한 isopropanol로 세척한다.
세척이

완료된

ADU

gel

입자는

건조과정을

거쳐

dried-gel이

되는데,

건조과정에서는 세척 후 gel입자에 잔존하는 수분을 완전 제거한다. 건조방법에
대한 기술 분석결과를 보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각기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여
건조공정을 진행시키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제거하기 위해서,

약간의

진공을

이용해서

잔존하는 수분과 isopropanol을
상온에서

수행되고

있지만,

추후

진공도와 건조온도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상기 그림
3.1-9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제조된 ADU gel 입자의 건조 후 입자
상태를 나타내었다. 양호한 구형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초기 제조된 입자의 모양에
비하여 구형도가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제조 공정중 유량, 진동시스템의
여러 변수들에 의해 결정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열처리 (하소 및 소결) 공정 : 건조된 ADU gel 입자는 공기분위기에서 500℃
부근에서

열처리를

수행하면

ADU

gel

입자

내부에

남아있던

유기물과

반응생성물이 열분해되면서 제거된다. 이 과정을 calcination이라고 하며, 특수
제작된 calcination furnace에서 작업이 수행된다.

우라늄화합물이 우라늄 산화물로

변환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세계 각국에서 사용하는 열처리하는 방식은
서로

상이하다.

이탈리아

SNAM

공정에서는

공기분위기에서

450～500℃에서

하소시키며 [3.1-18], Harwell에서는 CO2 분위기에서 800～850℃까지 가열하여 3
시간 동안 하소시킨다[3.1-19]. NUKEM 공정에서는 300℃의 공기분위기에서 5 시간
동안 하소시킨다[3.1-20]. 일반적으로 ADU gel 입자가 UO3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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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처리 방법 및 온도조절 과정에 따라 gel 입자의 crack이 발생되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형태의 heating profile을 나타내는데, 이 역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정 know-how로 자료들이 발표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에 대한 기술적인 know-how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방법의 열처리 실험이 수행되었으며, 그 대표적인 결과를 그림 3.1-26에 간단히
나타내었다.

한편

UO2

연료핵입

자

제조의

최종공정인

소결공정은

앞

calcination과정에서 만들어진 UO3 입자를 환원분위기에서 고온 소결함으로써
UO3을 UO2로 환원하고, 고온을 이용해서 입자를 구성하고 있는 grain size와
microstucture를 조절함으로써 입자 자체를 densification시키는 과정이다.

이

소결과정 역시 소결분위기와 소결 온도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시킬 수 있는데,
핵연료

선진국의

대부분은

수소가스를

사용하여

환원분위기를

조성한다.

일반적으로 입자들은 수소, 혹은 Ar-4% 수소 분위기에서 1200～2500℃ 범위의
온도로 몇 시간 동안 소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3.1-21].
그러나 실험의 목적에 따라 환원가스를 다양하게 사용한 보고서들도 있으며,
소결과정에 사용되는 소결온도 상승을 위한 가열속도는 100～400℃/hr 범위를
가지며,
NUKEM

소결조건은
공정에서는

입자의

이론밀도의

95%

이상으로

공히

토륨입자의

소결에

공기를

수행한다.

SNAM

사용하였다.

및

KFA

공정에서는 UO3미세입자를 1000℃에서 여러 시간 동안 가열하여 이론밀도의
99%를 달성한 경우도 보고되고 있으며 [3.1-22], 안정된 입자를 얻기 위해서
1300℃에서 여러 시간 동안 소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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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6 배소․환원 및 소결공정에서
얻어진 구형 연료핵입자.

본 연구에서는 상기에서 언급한 각종 단위공정들에 대한 상세한 기술분석과
자체적인 실험장치의 설계 및 운전을 통해, 고온가스로 핵연료 TRISO 입자
제조에서 core 물질로 사용되는 구형 UO2 연료핵 입자의 제조에 대한 물질
흐름도를 그림 3.1-27과 같이 작성하였다. 각 단계에서 수행되는 기술적인 실험
know-how와 물질수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언급할 수 없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구형 UO2 연료핵 입자 제조 실험 장치의 제원은 다음과 같다.
․U3O8 분말 용해장치 : Double jacket glass reactor, 2.0ℓ
․Broth 용액 제조장치 : Glass beaker with magnetic stirrer, 0.5 ℓ
․PVA 용액 제조장치 : Double jacket glass beaker with agitator, 2.0 ℓ
․Broth 용액 저장조 : Acryl storage tank with gas pressing connector, 0.5 ℓ
․Vibrator : Vertical(or hoizontal) vibration mode, 0～200 Hz
․Dropping nozzle : φ 0.7～1.1 mm diameter
․NH3 gas feeding system : upper part of gelation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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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 layer distance : 10～30 cm, Movable type
․NH3 gas layer distance : 15～40 cm, Movable type, pH measurement
․Gelation column : Acryl pipe, φ 10cm diameter, 100cm height, NH4OH
solution
․Aging column : Acryl,

φ 10cm diameter, 30cm height, NH4OH, circulation

type
․Washing column : Acryl,

φ 10cm diameter, 30cm height, water, circulation

type
․Dryer : Humidity control type 혹은 vacuum dryer type
․Calcination furnace : Air feeding system, heating rate variable, 500x300 mm,
7 tray
․Sintering furnace : W heating element, metal cooling system, reduction gas
feeding system, 60kW

그림 3.1-27. 구형 UO2연료핵입자 제조공정 및 물질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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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료핵 입자 제조 단위공정간 최적관계

고온가스로 핵연료 TRISO 입자 core물질로 사용되는 구형 UO2 연료핵 (fuel
kernel)입자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습식공정인 sol-gel 공정의 변형공정인 GSP
공정을 이용해서 제조하는 것이 거의 일반화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수행되었던 외부겔화법 (external gelation method)의 변형 공정인 GSP
(gel-

supported

precipitation)

방법을

이용해서

구형

UO2

연료핵

입자를

제조하였다. 원료물질인 UN용액을 제조하는 방법과 장치특성, 구형 미세구 제조의
핵심인 구형 액적제조방법 및 제조특성, 제조된 ADU gel 입자의 숙성, 세척 및
건조공정에서의 공정특성과 이로부터 얻어진 ADU gel 입자의 분말특성, ADU gel
입자의 열처리과정으로부터 얻어진 UO3 분말의 배소특성과 UO2 소결과정에서
얻어진 입자의 특성과 공정해석 등 다양한 공정 해석이 이루어졌다.
이를 기초로 해서 앞에서 설명한 입자제조공정에 대한 상세한 단위공정에 대한
특성을 기술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였으며, 각 단위공정에서 제조되는 공정변수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아래와 같이 요약하였다.
․UN 용액 제조 및 Broth 용액 제조공정
- UN 용액의 우라늄 농도, 사용되는 질산용액의 농도, 용해 온도, 용해방법
- PVA 물질의 선정, PVA의 농도, 용해온도 및 용해방법
- UN 용액의 Pre-Neutralization 방법, 매질 및 pH조건
- U/THFA 비율, 혼합방법, Viscosity 범위 및 균질 혼합상태 유지방법
․Broth 용액 제조 및 Dropping
- Nozzle의 구경 및 모양
- Broth 용액의 공급 방법, 유량, 공급압력 및 균일유량 제어방법
- Vibration 방향 및 Frequency 와 Amplitude 범위
- 암모니아 가스 공급방법 및 가스층 높이 조절방법, 공기층에서의 암모니아
가스 혼입 방지방법
․숙성, 세척 및 건조
- 숙성용액의 종류 및 용액의 농도, 숙성 온도 및 숙성 시간
- 세척액의 종류, 농도, 세척방법, 세척 순서
- 건조방법, 건조분위기, 건조온도, 건조장치
․열처리
- Calcination 온도, Heating Rate, 열처리 분위기, 열처리 방법
- Sintering 온도, Heating Rate, 소결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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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각

단위공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변수들에

대한

영향을

상세분석해서 입자제조 시스템에 적절히 적용해야 되며, 이를 정리하여 표 3.1-2에
간단히 나타내었다. 이상에서 언급한 UO2 연료핵 입자 제조과정을 살펴보면,
입자제조공정 자체는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세부과정으로 들어가 보면
매우 복잡한 단위공정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연료핵 입자가 제조됨을 알
수

있고,

하나의

공정

변수가

변하게

되면

후속으로

이루어지는

각각의

단위공정들이 변하게 되고, 이러한 변화가 최종적으로 제조된 구형 UO2 연료핵
입자의 분말 특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체적인 입장에서 공정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표 3.1-2. 각 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실험변수
Broth Solution Preparation
- U3O8(UO3) Powder Dissolution
- PVA Selection and Dissolution
- Pre-Neutralization
- THFA Mixing Sequence
- Viscosity
Spherical Liquid Droplets Preparation
- Nozzle
- Broth Injection Method
- Vibrating System
- NH3 and Air Layer
- Gas Layer Distance

제조 변수
-

우라늄농도, 질산농도, 용해온도, 용해방법
PVA선택, 용액농도, 용해온도, 용해방법
Neutralization매질, pH조건
우라늄/THFA비율, 혼합방법
점도범위

-

노즐구경, 노즐모양
용액공급 방향, 유량, 공급압력
진동방향, 주파수, 진폭
NH3 and Air공급방법, 거리조절방법
층간 거리

AWD Processes
- Aging Solution
- Washing Solution

- 농도, 횟수, 방법
- 세척용액 선정, 세척방법, 횟수, 세척순서
- 건조방법 선정, 건조분위기, 온도,

- Drying
Thermal Treatment
- Calcination
- Sintering

- 열처리온도, 승온 속도, 분위기
- 열처리온도, 승온 속도, 분위기

따라서, 각 단위 공정에 대한 제조변수들 역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해서, 체계적인
실험이 수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가 원하는 구형 UO2 연료핵 입자를 얻을 수 없다.
또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세계적으로 1960년대 후반부터 활발히 연구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각국의

제조공정에

대한 간단한 설명만

언급되어

있을

뿐

know-how로 취급하고 있어, 우리 역시 우리가 제조하고 있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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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설명에는 무리가 있다. 여하튼, 본 연구로부터 고온가스로 TRISO 입자 제조에
있어 핵심물질인 UO2 연료핵 입자 제조와 관련해서 각 단위공정에 대한 대략적인
제조변수 및 제조 실험에 대한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U3O8 분말 용해 : 질산을 사용해서 약 3.5～1.9 mol-U/ℓ 농도 범위로
UN용액을 제조
․Broth 용액은 UN 용액을 사전 전 처리한 후 적절한 PVA 용액을 첨가하여
용액의 점도를 맞추고 여기에 THFA 및 증류수를 이용해서 최종 broth 용액의
주요 물성인 점도와 우라늄 농도 등을 조절
․Vibrating nozzle system을 제작하여 원하는 크기의 구형 nozzle을 장착한 후
dropping
․구형 액적제조에서는 broth 용액의 점도와 dropping시키는 유량이 중요
․액적의

dropping시

암모니아

가스를

이용해서

액적

표면을

pre-hardening시키는 방법
․제조된 ADU gel 입자의 숙성방법, 세척방법, 건조방법에 따라 분말 특성이
결정
․건조된 ADU gel 입자의 열처리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
․UO3 열처리시 heating profile과 분위기 가스, 최고 처리온도
․UO2 sintering과정에서 분위기 가스, heating profile, heating rate, 최고
처리온도, sintering zone의 금속재질,

마. 결론

전 단계에서 구형 UO2 연료핵 입자 제조에 대한 기술현황분석 및 기초 실험을
통해 실험실 규모의 구형UO2 연료핵 입자를 제조에 대한 제조변수 및 조건이
결정되었으며, 이를 기초로 해서 ADU gel 입자의 구형도 향상실험과 공정개선,
UO3로의 배소와 UO2로의 소결실험이 진행되어, 완전하지는 않지만 구형 UO2
연료핵 입자 제조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이 확립되었다.

먼저 입자의 구형도

향상을 위해 broth 용액의 물성 특성이 최적화 되었으며, discrete한 구형액적
제조를 위한 vibrating system, 원료용액 공급장치 및 방법, 구형액적 표면의
pre-hardening 방법 등이 개발 및 적용되어 구형도 1.15 이하의 ADU 입자가
제조되었으며, ADU 입자의 숙성, 세척, 건조 및 열처리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480~500㎛ 크기의 구형 UO2 연료핵 입자를 제조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AWD

공정의 중요성, 열처리시 배소분위기 및 온도, 소결과정에서의 온도상승율 제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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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실험변수들에 대한 공정 특성이 해석되어 UO2 연료핵 입자제조에 활용되었다.
또한 UO2 연료핵 입자 제조과정에서 제조기술 분석, 제조장치 개발, 제조방법의
개선 등 공정 분석을 통해 기술적인 know-how가 축적되었으며, 이 기술을 실험실
규모의 실험장치 개선에 feedback시킴으로써 구형 UO2 연료핵 입자 제조에서
자체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기술 확보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2. 피복기술 최적화 및 특성분석 기술개발
가. 서 론

고온가스로의 연료로 사용되는 피복입자 핵연료는 맨 안쪽의 중심부에 지름이 약
500 μm인 구형 UO2 입자가 위치하며 이 구형 입자 주위로 총 4개의 층이 피복된
구조를 갖는다. 이 4개의 피복층은 맨 안쪽에서부터 저밀도 열분해 탄소층 (buffer
PyC), 내부 고밀도 열분해 탄소층 (IPyC, inner PyC), 탄화규소층 (SiC), 외부
고밀도

열분해

탄소층

(OPyC,

outer

PyC)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피복층들은 중성자 조사에 의한 부피변화와 조사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방성
구조를 가져야 하는데 [3.1-23] 이러한 이유로 피복입자를 TRISO (TRi-ISOtropic)
입자라고 부른다. TRISO 피복층을 구성하는 각 층들은 고유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buffer 층은 고에너지의 핵분열 생성물들로 인한 다른 피복층의
손상을 막아 주는 희생층의 역할과 기체상의 핵분열 물질을 담아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외부의 피복층으로 가해지는 압력을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UO2
연료핵의 부피팽창을 수용하여 외부의 다른 피복층에 응력이 가해지는 것을
방지한다.

IPyC

층은

SiC

증착시

형성되는

부식성

가스가

UO2

연료핵을

부식시키는 것을 방지해주며 기체상의 핵분열 생성물의 외부 유출을 차단한다.
또한 OPyC 층과 함께 SiC 층에 압축응력을 가해줌으로써 SiC 층의 파손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SiC 층은 기체 및 고체상의 핵분열 생성물을 차단하며
피복입자 전체의 강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OPyC 층은 핵분열 생성물들의
최종 차단막 역할을 하며 핵연료 집합체 제조 시 흑연 기지상과의 결합을 용이하게
해준다.
구형의 입자에 TRISO 층을 균일하게 피복시키기 위해서는 입자들을 공중에
부양시킨 상태에서 증착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TRISO 피복층의 증착은
깔때기 모양의 노즐이 장착된 유동층 화학기상증착법 (FB-CVD, Fluidized-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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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Vapor Deposition)을 이용하여 반응가스 및 유동화 가스에 의해 입자를
유동시키며 행하게 된다. FB-CVD에 의한 증착공정은 입자가 유동하는 상태에서
피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자가 정상적인 유동을 갖지 않을 경우 피복층에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게 된다. 입자의 유동이 정상적인 상태보다 낮게 조절될
경우 피복층의 증착이 입자들 사이의 공극에서 일어날 수 있어 입자들의 응집이
일어나거나 구형의 균일한 피복이 어렵게 된다. 또한 입자의 유동이 과다할
경우에는 피복층의 증착이 정상적인 조건의 증착영역을 벗어난 영역에서 일어나
증착온도 및 반응가스 농도 등이 다른 조건에서 증착층이 형성될 수 있으며 입자와
반응기 튜브 내벽간의 충돌로 인해 결함 발생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와 더불어
FB-CVD에서는

증착되는

입자가

온도구배가

큰

영역을

이동하면서

증착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화학양론적인 SiC 증착층을 얻기가 어렵다. TRISO 피복층
중에서 SiC 층은 입자전체의 강도를 유지하는 피복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파손이
최소화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피복층이다 [3.1-24]. SiC 층의 건전성에는 SiC 상의
화학양론비, 기공율, 입자 크기 등이 큰 영향을 미친다. SiC 층이 화학양론비를
벗어나 유리 실리콘 (free Si)이나 유리 탄소 (free C)가 존재하게 되면 내열성과
내조사 특성이 저하되게 된다. 기공의 존재는 SiC 피복층의 기계적 특성을
저하시키며 조대한 미세구조는 핵분열 생성물들이 입계를 따라 쉽게 확산될 수
있게 한다.
지난

단계에서는

buffer층

증착

공정변수

평가를

위해

전체유량에

따른

buffer층의 밀도, 증착속도, 미세구조 변화를 고찰하였으며 SiC층의 공정변수로
증착온도와 전체유량에 따른 SiC의 화학양론비, 기공도, 미세구조 변화 등을 주로
고찰한 바 있다. 또한 IPyC 및 OPyC 등의 dense PyC층 증착을 위한 공정변수를
평가하였으며 노즐부의 막힘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즐 디자인의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당해 단계에서는 지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다양한
공정변수 범위에서 피복공정을 행하고 피복층의 특성을 평가함으로써 각 피복층의
증착공정을 최적화하고자 하였다. Buffer 및 dense PyC 증착공정을 최적화하고
이를 통해 PyC 피복층의 조사시험을 위한 국제공동연구의 시편을 제공하였고
증착온도, 전체유량 변화에 따른 SiC 피복층의 다양한 특성을 평가하여 최적
공정조건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2인치 직경을 갖는 bed에서의 SiC
TRISO 입자 연속증착공정을 최적화하였으며 20g 기준의 HfO2 및 UO2 연료핵을
이용하여 SiC TRISO 입자를 제조하였다.

나. 모의미세구 이용 SiC TRISO 입자 연속증착공정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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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분해 탄소 피복층 증착공정 최적화 및 특성평가
밀도가 서로 다른 PyC 층을 국제공동 조사시험 연구에서 요구되는 100 μm의
두께로

증착하기

위해

증착온도,

탄화수소

농도,

가스유량,

증착시간

등의

공정변수를 변화시켰으며 표 3.1-3과 3.1-4에 buffer PyC와 dense PyC 증착을 위해
수행한 실험조건들과 PyC 층의 증착률, 밀도, 증착두께를 나타내었다.

표 3.1-3. List of experimental variables and characteristics of buffer PyC layers
Exp. ID

가스유량 C2H2 농도 증착온도
o

증착시간 평균 증착두께 증착률

밀도
3

μm

μm/min

g/cm

4분 20초

93.6

21.6

1.357

1350

4분 20초

114.8

26.5

1.096

70

1450

4분 20초

121.5

28.0

1.042

1900

80

1250

4분 20초

159.3

36.8

0.978

TR-120

1900

80

1250

2분 42초

111.0

41.1

0.975

TR-126

1900

80

1250

2분 26초

95.9

39.9

1.059

C

sccm

%

TR-115

1600

70

1250

TR-116

1600

70

TR-117

1600

TR-119

표 3.1-4. List of experimental variables and characteristics of dense PyC layers
Exp. ID

*

가스유량

C2H2+C3H6

sccm

농도
%

증착온도

증착시간

o

C

평균
증착두께

μm

증착률

밀도

μm/min

g/cm

3

TR-121

2000

30

1300

29분 20초

126.0

4.3

2.025*

TR-122

2000

40

1300

20분

116.7

5.8

2.075*

TR-123

2000

30

1350

15분

89.0

5.93

2.053*

TR-124

2000

30

1400

13분 12초

107.1

8.11

1.720*

TR-125

2000

30

1350

16분 51초

100.3

5.95

2.010*/1.967†

TR-127

2000

30

1400

12분 20초

96.9

7.86

1.777*/1.757†

TR-128

2000

40

1300

17분 10초

105.9

6.17

2.043*/2.046†

TR-129

2000

30

1250

43분

129.4

3.01

2.141*

TR-130

2000

30

1250

33분

97.5

2.95

2.109*/2.057†

TR-131

2000

40

1350

11분 40초

99.8

8.56

1.933*/1.950†

TR-133

2000

20

1250

60분

102.4

1.71

2.160*/2.074†

dimensional method,

†

sink floa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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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kernel은

ZrO2

모의입자였으며

피복공정에

사용된

입자의

양은

14g이었다. 증착두께 평가를 위해 최소 110개 이상의 피복입자에 대해 투영
이미지를 얻어 피복입자의 평균 직경을 계산하였으며 이 값으로부터 ZrO2 입자의
평균 직경을 빼어줌으로써 증착두께를 구하였다. Buffer PyC 층의 밀도 측정은
치수법을 이용하였으며 dense PyC 층의 밀도는 치수법과 sink float 방법 두
가지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치수법은 피복된 입자와 ZrO2 kernel의 부피와
무게를 측정한 후 다음 식을 이용하여 피복층의 밀도를 계산한 것이다.
  
    
  

(3.1-1)

여기서 ρPyC는 PyC 층의 밀도, Wc와 Vc는 PyC가 피복된 입자의 무게와 부피, Wk와
Vk는 ZrO2 kernel의 무게와 부피이다. 피복입자 및 kernel의 무게는 각각 4000개의
입자에 대한 무게를 측정한 후 입자 당 평균무게를 계산하였고 부피는 위에서
설명한 바대로 투영 이미지에서 얻은 평균직경으로부터 계산한 것이다.

그림 3.1-28. Variation of the density of buffer layer as a function of
the coating temperature, the concentration of C2H2 and the gas flow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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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8은 증착온도, C2H2 농도, 가스유량의 변화에 따라 buffer PyC 층의
밀도변화를 관찰한 것이다. 증착온도 및 C2H2 농도 증가에 따라 buffer PyC 층의
밀도는 크게 감소한다. 반면 가스유량은 buffer PyC 층의 밀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
지는 않았는데 2200 sccm까지는 밀도가 약간 증가하다가 그 이상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1-29는 증착온도 및 탄화수소 가스농도 변화에 따른 dense PyC 층의 밀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Buffer 층과 마찬가지로 증착온도 및 가스농도 증가에 따라
dense PyC 층의 밀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1-30은 buffer 및
dense PyC 층에 대해 증착속도와 밀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증착속도가
증가할수록 밀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림 3.1-31에 나타낸
PyC의 증착기구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PyC의 증착은 기상 중에 형성되는 판상의
탄화수소 분자의 증착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기상 중에서 구형의 입자가 성장하고
이 입자가 증착에 참여하는 두 가지 기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된 바

그림 3.1-29. Variation of the density of dense PyC as a function of the
coating temperature and the hydrocarbon concentration.
있다 [3.1-25]. 그림 3.1-31(a)처럼 탄화수소 증착종의 과포화도가 큰 경우에는
크기가 큰 구형 입자가 더 많이 증착에 참여하게 되어 증착속도가 빨라지며 낮은
밀도의 등방성 PyC가 형성되기 쉽다. 반면 그림 3.1-31(b)에서처럼 탄화수소
증착종의 농도가 낮은 경우에는 탄화수소 분자 형태에 의한 증착이 이루어져
증착속도가 느리며 밀도가 높고 이방성이 큰 PyC가 형성된다. 그림 3.1-32는 buffer
및 dense PyC가 피복된 입자의 대표적인 미세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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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0. Relationship between density
and coating rate of PyC layers.

그림 3.1-31. Schematics showing the mechanism of PyC deposition.

그림 3.1-32. Optical micrographs of PyC-coated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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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iC 피복층 증착공정 최적화 및 특성평가
공정변수 변화에 따른 SiC 층의 증착률, 기공도(밀도), 미세구조, 화학정량비,
기계적 특성 평가를 위해 지난 연구에서 수행하였던 증착변수 평가 범위를
확장하여 1400-1600℃의 온도범위와 2000-7000 sccm의 유량범위에서 SiC 증착을
수행하고 특성을 평가하였다. 그림 3.1-33은 OPyC 층을 산화시켜 제거한 후 SiC

그림 3.1-33. XRD patterns of the SiC layers coated at different
temperatures.

그림 3.1-34. Results of the AES analyses for the SiC
layers coated at different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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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층에 대한 XRD 평가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온도 변화에 따라 SiC 피크의
차이점은 보이지 않았으며 미량 관찰되는 carbon 피크는 IPyC 층에 의한 것이거나
SiC 층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free carbon에 의한 것일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SiC

피복층

단면에

대해

auger

electron

spectroscopy

(AES)

분석을

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3.1-34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1550℃
이하의 증착온도에서는 free carbon이나 free Si이 존재하지 않는 화학정량비의 SiC
층이 얻어졌으며 1600℃에서는 미량의 free carbon이 존재하고 있었다. 높은
증착온도에서 free carbon이 함께 증착되는 현상은 열역학적인 계산에 의해
예측되는 결과와 유사하며 [3.1-26, 27] 기존의 실험결과와도 일치되는 현상이다
[3.1-28].
그림 3.1-35는 온도변화에 따른 SiC 층의 증착률을 나타낸 것으로 실험을 행한
온도구간 범위 내에서는 증착률이 온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Arrhenius plot을 통해 얻어진 활성화 에너지는 약 7.6-11.9 kcal/mol
로서 SiC의 증착반응이 확산조절 기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35. Deposition rate of the SiC layer as a function of the coating
temperature (a) and an Arrehnius plot of the deposition rate (b).

그림 3.1-36은 SiC 피복층의 파면 미세구조에서 측정한 SiC 층 내의 기공크기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1500℃ 이하에서는 기공크기 분포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1550℃ 이상의 증착온도에서는 기공의 수가 증가하며 2 μm 이상의 큰
기공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 기공크기 분포로부터 기공율과 평균 기공크기를
계산하여 그림 3.1-37에 나타내었는데 기공율은 1500℃ 이하의 온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1550℃부터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평균 기공크기는
증착온도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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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의 변화는 증착온도 변화에 따른 미세구조의 변화 및 커널 입자의 spouting
mode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림

3.1-38은 증착온도에 따른 SiC

피복층의 표면 및 파단면 미세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온도 증가에 따라 SiC 입자의
크기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기공은 SiC 입자 사이의 공간에 주로
위치하고 있다. 그림

3.1-3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온도 증가에 따라 증착률이

증가되면 입자 사이의 기공이 증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trap될 확률이 증가하며
입자 크기 증가에 따라 입자 사이의 interstice 크기도 증가하여 평균 기공크기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온도 증가에 따른 기공률 및 기공크기
증가의 또 다른 원인으로서 spouting mode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유동층 화학증착에서 가스유량이 적절한 범위보다 크면 입자의 유동이 정상유동
상태에서 과다 유동 상태로 변화하게 되는데 증착온도의 증가는 유동 가스의
점도를 증가시켜 가스유량이 일정하더라도 입자의 유동을 과다하게 일으킬 수

그림 3.1-36. Pore size distributions of the SiC layers coated at different
temperatures.

있다. 입자의 유동이 정상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면 피복층의 증착이 정상적인
조건의 증착영역을 벗어난 영역에서 일어나 증착온도 및 반응가스 농도 등이 다른
조건에서 증착층이 형성될 수 있어 피복층 내의 결함 형성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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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7. Variation of the porosity and average pore size of the SiC
layers as a function of the coating temperature.

그림 3.1-38. SEM microstructures for the outer surfaces and cross-sections of
the SiC layers coated at different temperatures.

SiC 피복층의 기계적 특성 평가를 위해 nano-indentation 방법을 이용하여 경도
및 탄성률을 측정하였다. 사용한 indenter는 Berkovich indenter였으며 가한 하중은
5 N이었다. TRISO 피복 입자를 resin에 마운팅한 후 연마하여 SiC 층의 단면에
대해 측정하였으며 5개의 입자에 대해 입자 당 10회의 압입실험을 행한 후
평균값을 구하였다. 탄성률 및 경도는 그림 3.1-39의 load-displacement 곡선에서
다음 식을 통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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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여기서 E는 탄성률, H는 경도이며 A는 압흔의 투영면적, ν는 Poisson's ratio이다.
SiC의 Poisson's ratio는 0.21로 하여 계산하였다. 그림 3.1-40은 증착온도에 따른
SiC 피복층의 경도 및 탄성률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SiC의 경도와 탄성률은
1450℃의 증착온도에서 최대값을 보이지만 1400-1500℃의 구간에서는 온도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1550℃ 이상의 증착온도에서는 명확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1550℃ 이상의 온도에서 기공율의 증가와
온도에 따른 입자크기 증가 및 1600℃의 증착온도에서 생성된 free carbon에 의한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화학양론비, 입자크기,
기공율, 기공크기 및 기계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적용한
여타 공정변수 조건 하에서는 SiC 피복층의 증착온도는 1500℃ 이하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1-39. Typical indentation loaddisplacemen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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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0. Hardnesses and elastic moduli of the SiC layers
coated at different temperatures.

SiC 피복층의 파괴강도는 반구형의 SiC 피복층을 준비하고 crush test를 통해
측정하였다

[3.1-29].

그림

3.1-41에

반구형의

SiC

시편을

준비하는

과정을

나타내었으며 이렇게 얻어진 시편을 그림에서와 같이 alumina plate 사이에
위치시키고 응력을 가하였다. SiC 피복층의 파괴강도식은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유도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3.1-29].

σf =

1
E*
×
× Pf
t 2 (α + E * )

(3.1-3)

1
1
1
=
+
*
E
ESiC Eindenter

(3.1-4)

여기서 σf, t, Pf, α (=13.21), ESiC (=450 GPa), Eindenter (=300 GPa)는 각각 파괴강도,
SiC 반구시편의 두께, 파괴하중, 무차원 변수, SiC의 탄성률, alumina indenter의
탄성률이다. SiC 반구시편과 같이 직경이 700-800 μm 내외, 두께가 35 μm 내외인
매우 작은 크기의 세라믹 시편에서 최대 응력이 가해지는 유효면적의 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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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강도의 계산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적용한 해석은 alumina
indenter와 SiC 시편 사이에 점 접촉을 가정한 것이므로 위 식을 통해 얻어진
파괴강도는 절대적인 값으로서보다는 서로 다른 증착온도 간의 상대적인 값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시편의 유효면적을 고려한 파괴강도의 평가는 차기 단계에서
수행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조건 당 최소 80개 이상의 시편을 평가하여
Weibull 분석을 통한 파괴강도의 확률론적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3.1-41. Procedure for preparation of SiC hemispherical shell
specimens, a typical image of the hemispherical specimen, and
the configuration of the crush test for the measurement of
fracture stress.
그림 3.1-42는 증착온도를 달리한 SiC 피복층의 파괴강도에 대한 Weibull plot을
나타낸 것이며 표 3.1-5는 Weibull 분석결과에 대해 요약한 것이다. 1500℃에서
증착한 경우 약간 낮은 값을 갖지만 SiC 반구 시편의 평균 파괴강도는 409-517
MPa로서 SiC와 같은 취성 세라믹스가 갖는 강도 편차를 고려하면 증착온도가
파괴강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Weibull 계수는 7.9-9.4
범위에서 비슷한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앞서 나타낸 증착온도에 따른 미세구조의
차이, 기공율, 기공크기의 변화, 이에 따른 경도 및 탄성율의 변화를 고려할 때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Weakest link 이론에서 취성
세라믹스의 파괴는 최대 응력이 인가되는 부피 내의 가장 큰 결함에 의해 일어나게
된다. 유한요소 해석결과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반구형의 시편에서 최대
응력은 반구의 내면 표면에 인가되는데 그림 3.1-43의 미세구조에 나타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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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 내면은 2-3 μm 이상의 큰 표면조도를 보이고 있다. SiC 피복층 안쪽 면의
조도는 IPyC 피복층의 바깥쪽 면 표면조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데 본
연구의 경우 SiC 피복층의 증착온도만을 변화시키고 다른 증착변수들을 모두
동일하게 유지하였기 때문에 증착온도에 따른 SiC 피복층 안쪽 면의 표면조도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SiC 시편의 파괴는 반구 안쪽 면의
표면조도에 기인한 표면 결함에 의해 발생하고 SiC 피복층 내부의 증착온도에 따른
미세구조 차이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파괴강도의 온도 의존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IPyC/SiC 피복층 사이의
계면 미세구조가 적절히 제어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두 층 사이의
계면이 너무 매끈할 경우 층 분리가 쉽게 일어날 수 있고 이는 SiC 층으로
응력집중을 야기시켜 SiC 층의 파괴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 [3.1-30]. 반면, 두 층
사이의 조도가 너무 크면 SiC 피복층 자체의 파괴강도가 낮아질 수 있다. 또한 SiC
피복층의

파괴강도

평가를

위해서는

균일한

응력이

인가되는

시편의

유효부피/면적에 대한 고려와 실험적인 측정이 필요하고 파괴강도 평가방법의
표준화가 요구된다.

그림 3.1-42. Weibull plots for the fracture strengths of the SiC layers coated at
different temperatures. The plots are divided into two graphs for
clarity.
이상에서는 증착온도가 SiC 피복층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유동층
화학증착법에서 피복층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중요한 인자 중의 하나는
가스유량이다. 가스유량이 너무 적을 경우 입자의 구형도에 악영향을 미치며 반면,
가스유량이 너무 클 경우 입자의 과다 유동으로 인해 피복층 내의 결함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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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증착온도를 1500℃로 고정하고 가스유량을
2000-7000 sccm으로 변화시켜 SiC 피복층의 특성 변화를 평가하였다.

그림 3.1-43. A typical SEM microstructure for the inner surface of the
SiC layer coated at 1550°C.

표 3.1-5. Summary of the fracture strength tests of the SiC hemispherical shell
specimens
Coating
temperature (°C)

Sample
size

Mean strength
σm (MPa)

Coefficient of
variation (%)

Weibull modulus

1400

97

517

14.2

7.9

1450

98

464

13.1

8.3

1500

87

409

13.4

8.3

1550

98

471

12.5

8.8

1600

100

491

12.0

9.4

그림 3.1-44는 유량변화에 따른 SiC 피복층의 증착률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4000
sccm 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그 이상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추후 언급되겠지만 가스유량 증가에 의한 입자의 유동 정도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3.1-45는 유량변화에 따른 SiC 피복층 내의 기공크기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유량 증가에 따라 기공의 수가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5000 sccm
이상에서부터는 기공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기공크기 분포로부터 평균
기공크기와

기공율을

계산하여

그림

3.1-46에

나타내었다.

평균

기공크기는

유량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기공율은 4000 sccm 이상에서부터 큰 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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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있다.

Deposition rate (µm/min)

0.28

0.24

0.20

0.16

0.12

0.08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Total flow rate (sccm)

그림 3.1-44. Deposition rate of the SiC layer as a
function of the gas flow rate.

앞서 증착온도 영향 평가에서 언급되었듯이 기공은 SiC 입자 사이의 공간에
형성되는 경향을 보이며 이로 인해 입자 크기의 증가는 SiC 피복층의 평균
기공크기 증가를 가져왔다. 가스유량을 변화시키는 경우 그림 3.1-47에서 볼 수
있듯이 SiC 입자의 크기는 가스유량 변화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가스유량을 변화시키는 경우 평균 기공크기는 가스유량에 대한 의존성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가스유량 변화에 따른 입자의 유동화 거동을
모사하기

위해

SiC

피복공정이

이루어지는

1500℃에서

입자유동

현상을

관찰하였다. 유동층 화학증착 장비의 위쪽에 설치된 quartz 창을 통해 가스유량
변화에 따른 ZrO2 입자의 유동 거동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그림 3.1-48에
나타내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SiC 증착 초기에는 약 1400-2000 sccm,
후기에는 2100-3000 sccm의 범위 내에서 정상 유동 영역이 관찰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약 4000 sccm 이상의 가스유량에서는 전체 피복공정 동안 입자의
과다유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이로 인해 기공의 수 및 기공율의 증가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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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5. Pore size distributions of the SiC layers coated at different gas
flow rates.

그림 3.1-46. Variation of the porosity and average pore size of the SiC
layers as a function of the gas flow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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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7. SEM microstructures for the outer surfaces of the SiC layers
coated at different gas flow rates.

Ar:H2=1:1, [H2+Ar]/MTS=100, 1atm, T=177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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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olent spouting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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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8. Simulation of particle spouting behavior with
a variation of gas flow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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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인치 bed 모의미세구 SiC TRISO 입자 연속증착공정 최적화

유동층 화학증착법을 이용한 2인치 bed에서의 피복공정 최적화를 위해 우선 최적
유동층 형성 조건 탐색을 위한 모의 유동실험을 실시하였다. 표 3.1-6은 상온 및
1300℃에서 ZrO2 입자 100g의 최적 유동을 위한 조건을 나타낸 것으로 상온의
경우 Ar 가스의 유량이 20-24 slm 범위에서, 1300℃의 경우 3.5-5.0 slm 범위에서
최적 유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6. Simulation results of spouting mode at RT and 1300℃ using
2 inch bed

그림 3.1-49는 2인치 bed에서 buffer 층이 코팅된 입자의 단면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증착은 1300℃에서 5분간 행한 것으로 Ar+C2H2의 가스유량은 5.0 slm
이었다. 밀도는 1.085 g/cm3으로 측정되어 buffer 층의 밀도 요건을 잘 만족하고
있었다.

그림 3.1-49. Optical micrographs of buffer-coated particles
using 2 inch fluidized-bed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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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0은 buffer와 dense PyC 2개의 층이 코팅된 입자의 단면 미세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구형도 개선을 위해 buffer 증착 시 유량을 6.0 slm 으로 조정하여
구형도가 향상되었으며 dense PyC 층도 코팅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행한 모의 유동실험 결과와 최적의 피복조건이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모의 실험의 경우 순수한 Ar 가스만으로 행한 결과이며 피복 공정 초기의 경우에
대해서만 모사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 3.1-51은 개별 층의 공정조건
제어를 통해 4개 피복층의 연속증착을 행한 SiC TRISO 피복입자의 미세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가스유량을 적절히 조절한 경우 1인치에서의 피복공정과 큰 차이
없이 TRISO 피복입자를 제조할 수 있었다.

그림 3.1-50. Optical micrographs of particles coated with buffer
and dense PyC.

그림 3.1-51. Optical micrographs of SiC TRISO-coated particles
using 2-inch fluidized bed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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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UO2 연료핵 피복층 증착 공정변수 평가

UO2 연료핵을 이용한 SiC TRISO 피복입자 제조를 위해 UO2와 유사한 밀도를
갖는 HfO2 입자를 이용하여 증착실험을 행함으로써 기본적인 증착 공정변수를
최적화하였다. 그림 3.1-52는 HfO2 입자를 이용한 TRISO 피복입자의 미세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Buffer, dense PyC, SiC 층의 피복을 위한 증착온도는 각각 1450℃,
1400℃, 1500℃이었으며, 전체 가스유량은 2650 sccm, 2790 sccm, 4180 sccm
이었다. 그림 3.1-53은 같은 조건을 사용하여 증착한 UO2 연료핵 TRISO 피복입자의
stereo-microscopy로 관찰한 미세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1-52. Optical and SEM microstructures of SiC TRISO-coated
particles using HfO2 kernel.

그림 3.1-53. Optical stereoscopy images of SiC TRISO-coated particles
using UO2 ker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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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피복입자 핵연료 Qualification

1. 하나로 조사시험 기술개발
가. 서론

2005년-2006년도에는

하나로에서

피복입자

핵연료

조사시험

가능성에

대한

타당성 분석과 피복입자 핵연료 조사시험 장치 개발을 위해 우선 핵연료물질의
농축도와 하나로의 조사공에 따라 피복입자 핵연료의 조사시험 기간 및 피복입자
핵연료의 온도 분표에 대한 예비 평가와 피복입자 핵연료 조사장치의 개념설계와
온도 예비평가, 피복입자 핵연료 및 피복재료의 조사시험을 위한 핵적 예비평가,
TRISO 버퍼층 재료 조사시험봉의 열적-기계적 건전성 예비해석 등을 수행하여
하나로에서 피복입자 핵연료를 조사시험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장치 개발을 위한
요소기술을 개발하였다 [3.2-1]. 이를 바탕으로 2007년도와 2008년도에는 피복입자
핵연료 조사조건 상세 분석의 일환으로 피복입자 핵연료 조사위치 분석과 피복입자
핵연료 조사시험봉 구조설계를 수행하였다. 또한, 하나로에서의 조사시험을 위한
시험계획서의 준비를 착수하였다.

나. 피복입자 핵연료 조사조건 상세 분석 (하나로 출력 30MW, OR 조사공)

(1) 피복입자 핵연료 조사위치 분석 (피복입자 핵연료 평균출력 250mW/입자)
그림 3.2-1과 같은 피복입자 재료 조사시험봉 개념은 Hf 등과 같은 중성자
흡수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로 노심 OR5 조사공에서 TRISO 입자당 출력을
평균

250mW로

맞추기는

어렵고,

Hf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사시험봉의

조사위치에 따라 1 mm 이내의 두께를 갖는 Hf을 사용하면 TRISO 출력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3.2-2]. 그러나 Hf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얇은 두께로 인해 상세
평가를 위한 모델링이 어려울 수도 있으며, Hf의 연소효과도 고려해야 하고 Hf
두께와 길이에 따라 triso 입자들의 출력이 민감하게 변하므로 Hf의 제작성 등을
조사장치의 상세설계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Hf의
길이를 줄이는 경우에는 TRISO 입자가 약 50mm 길이의 작은 hole속에 50개가
들어가므로 축방향 출력 분포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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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피복입자 재료 조사시험봉 개념도

농축도가 12w/o U-235인 UO2 연료핵을 갖는 그림 3.2-1과 같은 조사시험봉 rod
1과 rod 2의 구조로는 중성자 흡수물질을 사용하지 않고는 하나로 노심 OR5
조사공에서 피복입자당 평균출력을

250mW로 맞추기는 어렵다. 이에 피복입자당

평균출력이 250mW가 되는 UO2의 농축도를 평가하였다 [3.2-3]. UO2 농축도가
12%인 TRISO 입자 450개의 출력은 Mo 튜브를 사용할 경우 339 watt로 입자
1개당 출력은 753mW 였다[3.2.1-4]. 출력은 U-235 농축도에 비례하여 변할 것이다.
따라서 TRISO 입자당 평균 출력이 250 mW가 되려면 UO2의 농축도는 대략
12x250/750=3.984(%) 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UO2 농축도를 4%로
가정하여 TRISO 입자의 출력과 튜브 발열량 등을 계산하였다. 계산을 위해 4%
UO2 와 SiC를 균질화했을 때 각 핵종의 무게비는 표 3.2-1과 같다. 농축도 변화에
따라 U-235와 U-238의 무게비만 수정하였으며 다른 핵종의 무게비와 밀도는
그대로 사용하였다. 계산모델 및 계산조건은 참고문헌 [3.2-4]와 동일하게 하였다.

표 3.2-1. MCNP 계산을 위한 TRISO 입자의 물질 구성성분
핵종

rod 1 무게비 (w/o)

rod 2 무게비 (w/o)

U235

1.8226 %

1.1832 %

U238

43.7431 %

28.3968 %

O

6.1265 %

3.98 %

Si

12.0132 %

7.8 %

C

36.2947 %

58.64 %

밀도 (g/cc)

2.173804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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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은 노심의 핵연료가 모두 새 핵연료인 경우에 대해 수행되었다. 따라서
노심의 연소효과로 20%를 추가하였다. 또한 지발 감마에 의한 영향은 계산에서
고려되지 않으므로, 즉발 감마에 의한 것의 100%를 지발 감마 영향으로 추가로
고려하였다. TRISO 입자에서의 출력, 내외부 튜브에서의 발열량과 피복재료에서의
발열량은 표 3.2-2, 3.2-3, 3.2-4와 같다.

표 3.2-2. TRISO 입자 rod 1 에서의 출력 (계산 상대오차: 5~7%)
Hole 번호

출력 (W)

1

10.65

2

11.24

3

10.69

4

10.59

5

11.41

6

10.50

7

10.61

8

11.24

9

11.02

합계

97.94

입자당 평균 출력 (mW)

217.7

Graphite의 발열량 : 2.18 w/g (계산상대오차 3~6%)
Inner Tube의 발열량 : 3.05 w/g (계산상대오차 3~8%)
Outer Tube의 발열량 : 3.22 w/g (계산상대오차 2~7%)

표 3.2-3. TRISO 입자 rod 2 에서의 출력 (계산상대오차: ~4%)
Plate 번호
1
2
3
4
5
6
7
8
9
합계

출력 (W)
8.86
9.33
8.99
9.16
8.69
9.27
9.75
8.76
8.13
80.94

Inner Tube 발열량 : 3.19 w/g (계산상대오차 3~7%)
Outer Tube 발열량 : 3.51 w/g (계산상대오차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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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피복재료 rod 3에서의 발열량
재료

발열량 (W/g) (fsd)*

OPyC

2.17 (0.073)

SiC

1.98 (0.0644)

IPyC

2.00 (0.0703)

buffer

2.10 (0.0721)

OPyC

2.03 (0.0645)

SiC

2.17 (0.0753)

IPyC

2.03 (0.0761)

buffer

1.95 (0.0709)

Inner Tube 발열량 : 3.09 w/g (계산상대오차 5~10%)
Outer Tube 발열량 : 3.12 w/g (계산상대오차 4~9%)
* fractional standard deviation

UO2의 농축도가 4%인 경우 TRISO 입자에서의 평균 출력은 약 220 mW로
평가되었다. 평균 출력이 250 mW 정도 되려면 농축도는 4.5% 정도 될 것이다.
Rod 1의 경우 TRISO 입자가 들어가는 hole의 높이가 4.6 cm이므로 TRISO
입자들의 축방향 출력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조사출력 조건을 200~300
mW 범위로 하느냐 아니면 평균 출력 250 mW로 하느냐에 따라 농축도 범위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계산결과의 통계오차가 최대 7%이고 노심의
핵연료 상태나 제어봉 위치 등에 의한 영향이 실제 조사조건과 차이가 있으므로,
요구되는 출력 범위에 따라 정확한 농축도 산정이 필요하다면 실제와 유사한 조사
조건을 반영하여 보다 상세한 계산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피복입자 핵연료 조사시험봉 구조 상세설계

(1) 설계 개념
그림 3.2-1에서 rod 1과 같은 구조를 갖는 조사시험봉의 경우, 하나로와 같은
연구로에서 조사시험을 진행하게 되면 대부분의 피복입자가 파손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3개의 조사시험봉 구조를 그림 3.2-2와 같은 2개의 조사시험봉
구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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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피복입자 및 피복재료 조사시험봉 개념도

(a) 변경전

(b) 변경후

그림 3.2-3. 피복입자 핵연료 조사장치 구조 단면 비교

그림 3.2-4. 피복입자 조사시험을 위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조사장치

이와

같은

조사시험봉

개념을

바탕으로

하나로에서

조사시험하기

위한

조사장치의 설계개념을 그림 3.2-3과 같이 변경하였다. 그리고, 조사장치에서도 그림
3.2-4의 표시부분에 대한 설계를 변경하고 있다. 2단계에서는 변경된 설계를
이용하여 하나로에서 조사시험을 하기 위해 핵적 해석과 조사시편 온도평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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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등을 통하여 조사시험 핵연료봉과 조사장치에 대한 상세설계, 제작 및
노외시험을 수행하고 하나로에서 조사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2) 최적 제원 도출
피복입자핵연료 조사시험봉은 초고온가스 원자로 노심온도인 950℃의 고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그러한 고온으로 인한 열적 하중을 견딜 수 있
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로 노심의 핵적 및 기학적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ABAQUS 코드를 이용하여 조사시험봉의 온
도-변위 연계해석을 위한 유한요소해석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조사시험봉의 최적 형
상 도출을 위해 다양한 설계 변수들이 조사시험봉의 열적,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조사시험봉은 무계장의 이중관 형태를 가진다. 이중관내 위치하는 시편 홀더
는 흑연으로 만들어지며 고온의 핵연료 시편을 담게 된다. 내관과 외관, 혹은 내관
과 시편 홀더 간의 갭은 네온으로 채워진다. 네온의 압력은 3기압이다. 조사시험봉
의 외부에는 압력과 온도가 각각 1.3기압 및 40℃인 냉각수가 흐르며 시험봉은 원
자로내 중성자 조사에 의해 열을 발생한다. 조사시험봉은 표 3.2-5 와 같이 요약된
하나로 노심과의 기학학적 양립성 및 가공성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표 3.2-5. 하나로 노심과의 기학학적 양립성 및 가공성 요건
부품

제원 요건

비고

관

외경 ≤ 16㎜
두께 = 0.5㎜

양립성
가공성

시편 홀더

길이 = 50㎜

양립성

갭

Clearance ≥ 0.3㎜

가공성

조사시험봉의 응력해석을 위하여 2차원 유한요소 모델(그림 3.2-5 참조)을 만
들었다. 4질점의 bilinear, 온도-변위 연계해석용 plane strain 요소(CPE4T)를 사용하
였다. 1/4 모델을 사용하므로 수평 및 수직선 상의 질점들은 반경 방향의 변위만
가질 수 있게 하였다. 해석을 위해 가정한 조사시험봉의 재료는 표 3.2.1-6과 같다.
온도에 따른 Mo의 밀도, 전도도 및 specific heat는 Perry의 Chemical Engineer's
handbook[3.2-5]로 부터 얻었으며 기계적 물성은 독일의 몰리브데늄 제조사인
PLANSEE[3.2-6]로 부터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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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2차원 유한요소 모델
표 3.2-6. 조사시험봉 부품 재료
부품

재료

비고

관

Mo

고온 내열성

시편 홀더

흑연

고온 내열성

갭

Ne

낮은 전도도

시편 홀더와 내관 및 내관과 외관 사이의 열전달은 복사에 의한 열전달과 기체 열
전도에 의한 열전달의 합이다.
- 복사 열전달 = ht (ks, Ee, T1, T2)
여기서, ks는 Stefan-Boltzmann 상수, Ee는 유효 방사율, T1, T2는 내외관 표면
온도이다.
- 기체 열전도에 의한 열전달 = hg (rgap, dr1, dr2, kF, T1, T2, Pgas)
여기서, rgap은 갭 사이즈, dr1, dr2는 표면 조도, kF는 기체 열전도도, T1, T2는
내외관 표면 온도,
류 열전달

Pgas는 기체 압력이다. 조사시험봉 외관으로 부터 감속재로의 대

= h(K. De, Re, Pr) 이다. 여기서, K는 열전도도, De는 유효 직경, Re는

레이놀드 넘버, Pr은 프란틀 넘버이다.
조사시험봉의 최적 형상을 구하기 위해 설계 변수 변화에 따른 조사시험봉의 열적,
기계적 특성의 민감도를 분석하였다. 예비 Scoping 분석을 근거로 표 3.2-7과 같이
민감도 분석을 위한 조사시험봉의 특성을 선정하였다.

표 3.2-7. 민감도 분석을 위한 조사시험봉의 특성
부품
내관
시편 홀더

특성

선정 근거

응력

조사시험봉의 기계적 건전성 요건 확인

온도

응력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므로 제외

온도

핵연료 시편의 온도 요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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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도 분석을 위한 조사시험봉의 설계 변수 및 분석 범위를 표 3.2-8과 같이
결정하였다.

표 3.2-8. 민감도 분석을 위한 조사시험봉의 설계 변수 및 분석 범위
설계변수

범위

비고

내부 갭 사이즈

0.6–0.8 ㎜

열유속

31260–52100 w/㎡

외부 갭사이즈

0.2–0.4 ㎜

봉 외경

6–8 ㎜

시편홀더 반경 조정
scoping 분석을 근거로 범위 확정
시험봉 외경 조정
시편홀더 반경 조정

그림 3.2-6은 시편홀더 온도 및 내관의 응력에 미치는 열유속의 영향을 보여준다.
약 1000℃ 정도의 시편홀더 온도를 얻기 위해서는 열유속의 크기가 40,000 W/m

2

보다 커야 한다.

그림 3.2-6. 열유속에 따른 시편홀더 온도 및 내관의 응력 변화
그림 3.2-7은 시편홀더 온도 및 내관의 응력에 미치는 외부 갭 사이즈의 영향을 보
여준다. 시편홀더의 온도는 외부 갭의 증가에 따라 345℃/mm의 비율로 증가한다.
내관의 응력은 외부 갭의 크기가 감소하면 줄어든다. 그러나 관 사이의 접촉을 방
지하기 위하여 최소한 0.3mm 보다는 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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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외부 갭 사이즈에 따른 시편홀더 온도 및 내관의 응력 변화
그림 3.2.1-8은 시편홀더 온도 및 내관의 응력에 미치는 내부 갭 사이즈의 영향을
보여준다. 시편홀더의 온도는 외부 갭의 증가에 따라 2090℃/mm의 비율로 증가한
다. 내부 갭 사이즈가 시편 홀더의 온도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임을 알수 있다. 약
1000℃ 정도의 시편홀더 온도를 얻기 위해서는 내부 갭 사이즈가 0.7mm 보다 커야
한다.

그림 3.2-8. 내부 갭 사이즈에 따른 시편홀더 온도 및 내관의 응력 변화
그림 3.2.1-9는 시편홀더 온도 및 내관의 응력에 미치는 조사시험봉 외경의 영향을
보여준다. 조사시험봉의 외경이 증가하면 시편 홀더의 온도와 내관의 응력이 동시
에 감소함을 알 수 있다.

- 93 -

그림 3.2-9. 조사시험봉 외경에 따른 시편홀더 온도 및 내관의 응력 변화
Parametric study 결과에 근거하여 각 설계변수 값에 대한 적정 범위를 결정하고
표 3.2.1-9 와 같이 요약하였다.

표 3.2-9. 설계변수값의 적정 범위
설계 변수

열유속(W/m2)

외부 갭(mm)

적정 범위

≥ 40,000

0.3

내부 갭(mm) 시험봉 반경(mm)
≤ 0.7

8

라. 하나로 조사시험 계획서 초안 작성

앞에서 기술한 피복입자 핵연료 및 피복재료를 하나로에서 조사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조사시험 계획서 초안 [3.2-7]을 작성하였다. 여기에는 하나로에서의 조사시험
목적,

조사시험에

필요한

내용과

요구사항,

조사후시험

항목

및

요구사항,

문서관리를 포함한 품질관리/보증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
2008년
확정하였다.

말에
이

원자력위원회에서
계획에

의하면

미래원자력시스템
2020년대에

장기연구개발추진계획을

원자력이용

수소생산을

위한

초고온가스냉각로의 실증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피복입자 핵연료
개발도 함께 추진될 것이며, 이에 따라 하나로 또는 외국의 연구로를 이용한
피복입자 핵연료의 조사시험/조사후시험에 대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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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Advanced coated fuel 개발

1. 서 론
TRISO coating 핵연료의 고밀도 SiC 층은 기상 및 고상의 핵분열 생성물이
외부로 방출되지 못하게 하고 기계적 강도를 유지하여 경수로의 핵연료 피복관과
같은 구조적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SiC층은 열적, 내방사선적 특성이 우수하여
고온가스냉각로의 핵연료 피복재로 적용되고 있지만, 1700˚C이상의 온도에서 SiC의
분해와 구조적인 상변화를 나타내므로 핵연료의 안정성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239

있다. 또한 Pu 로부터 생성되는 핵분열생성물인 Pd와 반응하여 Pd2Si를 형성하여
137

부식되는 약점과 고온에서 핵분열 생성물인 Cs 의 고온 포획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SiC층을 대신할 피복층으로 고온에서의 안정성이 우수하며,
핵분열생성물과의 반응성이 낮은 ZrC가 대체재로 제안되고 있다. ZrC는 SiC에
비하여 고온 안정성이 우수하고 이에 따라 허용 핵연료 최대온도가 더 높아지므로
원자로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아울러 UO2의 핵분열로 방출되는 산소와
반응하므로 산소 포획자 구실을 하여 핵연료 내의 압력증가를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핵분열 생성물인 Cs 등의 고온 확산이 어려워 핵분열 생성물의 담지 능력이
매우 우수하다. ZrC-TRISO 핵연료는 미국, 일본, 러시아에서 고려되어 왔으며,
o

최근에는 HTGR을 수소생산과 연계시키려고 운전온도를 100~200 C 높인 VHTR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ZrC-TRISO 핵연료에 대한 관심 증대되고 있다.
[3.3-1~3]
본 연구에서는 평판형 graphite 기판을 사용하여 ZrC의 증착특성을 분석하여
각각의 증착단계별 최적화 공정조건을 확립하고, 모의 미세구를 이용하여 ZrC
TRISO

연속증착공정변수

분석에

대한 예비

증착실험을

수행하고,

ZrC/PyC

계면특성을 평가하였다.

2. 평판형 기판에서 ZrC 증착 공정 최적화

가. 증착 입력기체비에 따른 증착거동

입력기체비는 고온의 증착반응기로 공급되는 소스기체에서 희석용 기체와 원료용
기체간의 비(H2/(ZrCl4+CH4))이다. SiC 증착거동의 경우에 입력기체비가 작아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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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즉 수소가스의 양이 감소하거나 원료가스의 양이 증가하는 경우에 증착층의
화학조성은 SiC 외에 잉여 carbon이 동시에 증착되어 carbon이 SiC 증착층 내에
존재하게 되므로 치밀하지 못한 증착층이 생성된다고 보고되며 [3.3-4], 반대로
수소가스의 양이 증가하여 입력기체비가 커지면 반응기내의 수소분압 증가로
말미암아 탄화수소의 열분해를 억제하게 되어 증착층 내의 carbon의 양을 조절할
수 잇으므로 화학양론적인 SiC를 증착시킬 수 있다. 본 연구의 ZrC 증착의 경우는
열역학적 계산결과를 분석해본 결과 입력기체비가 커질수록 화학양론적인 ZrC가
생성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 예측되었다. 본 실험에서는 β=0.8, T= 1350℃, P=10
torr, Q=1600 sccm에서 α (입력기체비)를 5-20 까지 변화시키면서 실험한 결과에
따라 입력기체비 변화에 따른 증착거동 변화를 고찰하였다.
그림

3.3-1은

입력기체비의

변화에

따른

증착속도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전체증착속도는 입력기체비가 증가할수록, 즉 반응기 내부로 공급되는 원료의
감소로 인하여, 모재표면에서 증착반응을 할 수 있는 원료기체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어져서 증착속도가 감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입력가스비의 변화에 따른 증착층의
증착우선방위는 그림 3.3-2의 XRD 분석결과로부터 {220} 면이었으며, 우선방위가
변하지

않은

것은

동일증착온도에서

반응이므로

활성화

에너지가

동일하여

우선방위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동일증착온도와 동일압력에서
입력기체비가 줄어들게 되면 증착표면에서 ZrC 층 형성을 위한 핵생성속도와
결정성장속도가

감소하게

되며,

그림

3.3-3에서처럼

작은

결정립으로

구성된

증착표면이 형성되었고 결정립의 수는 입력기체비가 증가할수록 작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을

관찰할

핵생성속도가

수

증가하고

있다.

원료기체의

결정성장속도가

반응분압이

증가함에

증가된다.

따라서

따라
본

불균일
실험에서

입력기체비를 증가한 경우에 결정립의 크기가 작아진 것은 원료기체의 반응분압이
감소하여 핵생성속도 및 결정성장속도가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3.3-5]
그림 3.3-4는 증착층 내의 C와 Zr의 조성비를 나타낸 것으로,
증가할수록

화학양론적인

ZrC

증착층

조성에서

벗어나서,

즉

입력기체비가
C/Zr

ratio가

감소하여 Zr-rich한 ZrC로 성분이 변하였는데, 이는 원료기체인 CH4를 비롯하여
C를 포함한 중간기체 종이 입력기체비의 증가, 즉 H2 분압이 높아짐으로 적절히
분해되지 못하여 증착층의 탄소의 절대양이 감소한 것이 원인이라 생각 된다.
[3.3-6] 결론적으로 입력기체비의 증가는 증착막의 증착성장속도를 감소시키고,
비교적

작은

결정립을

갖는

증착층을

형성시켰으며,

형성시켰음을 알 수 있다.

- 96 -

Zr-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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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Deposition rate of the ZrC layers deposited with different input gas
ratios (α).

β =0.8, T=1350°C, P=10to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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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20)

α = 20

1500
α = 15

1000
α = 10

500
(111) (200)

(311)

(222)

α=5

0
0

20

40

60

80

100

2θ

그림 3.3-2. The XRD patterns of the ZrC layers deposited with different input
gas ratios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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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Surface morphology of the ZrC layers deposited with different input
gas ratios; (a) α=5, (b) α=10, (c) α=15, and (d) α=20.

2.0

β=0.8, T=1350°C, P=10torr

C/Zr ratio

1.5

1.0

0.5

0.0
5

10

15

Input gas ratio (α)
그림 3.3-4. C/Zr ratio of the ZrC layers deposited with different
input gas ratios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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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증착 원료기체 희석비에 따른 거동

증착원료기체 희석비란 고온반응기 내로 공급되는 원료기체 (ZrCl4, CH4) 중에서
존재하는 Zr과 C의 비율이다. 증착층의 화학양론비가 1:1인 ZrC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원료기체 중에 Zr과 C의 비율이 적어도 4:1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열역학적 계산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원료기체 희석비에 따른 ZrC의
증착층의 특성변화를 살피고자 α=5, T=1400℃, P=10 torr로 기본조건을 고정하고,
원료기체의

Zr과

C의

비를

0.5,

0.6,

0.8로

변화시키면서

증착실험을

하여

특성변화를 분석 하였다.
그림 3.3-5는 원료기체 희석비의 변화에 따라 증착된 ZrC층의 x-선 회절실험
결과이다. 0.8에서는 ZrC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원료기체 희석비 0.5와 0.6에서는
ZrC상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의 회절피크가 나타났다. EDS를 통하여 생성된
ZrC층의 막의 성분을 분석해 본 결과 원료기체 희석비 0.6 미만에서는 C/Zr
ratio가 2.5 이상으로 C-rich ZrC 혹은 C+ZrC층이 증착되었다. 그리고 원료기체
희석비 0.8에서 화학양론적인 ZrC를 얻을 수 있었고 이러한 결과는 열역학적
계산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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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 The XRD patterns of the ZrC layers deposited with different source
gas ratios in input gas (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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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증착온도에 따른 거동

화학기상 증착공정은 열적활성화 반응과정이므로 증착층 특성의 주된 변화는
다른 증착공정변수보다 증착온도에 큰 영향을 받는다. 열역학적 계산결과에 의하면
α=5, β=0.8, P= 10torr의 조건에서 1400℃ 미만에서는 ZrC+C(GR) 상이 생성되고

1400℃ 이상에서는 ZrC 상만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실험에서는 ZrC
증착의 온도의존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α=5, β=0.8, P=10 torr의 조건은 고정하고
증착온도를

1200-1500℃의

온도구간에서

50℃

간격으로

증착실험을

수행하여

열역학적 계산결과와 실험결과를 비교하고 증착온도변화에 따른 증착거동을 분석
하였다.
증착속도는 증착온도에 민감하게 변화하는 특성이며, 증착속도의 변화는 증착에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의 변화로부터 알 수 있으므로, 겉보기 활성화 에너지
(apparent activation energy)를 Arrhenius plot의 기울기로부터 구하여, 겉보기
활성화 에너지로 부터 증착기구를 유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겉보기 활성화
에너지가 10 kcal/mol 이상이면 표면반응 (surface reaction)에 의해 증착거동이
지배를 받게되며, 10 kcal/mol 이하이면 물질전달반응 (mass transport reaction)에
의해 증착과정이 지배를 받게 된다고 보고된다. [3.3-7, 3.3-8] 그림 3.3-6은 증착속도
변화를

Arrhenius

plot

한

결과이다.

증착속도는

증착온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였으며, 1350℃의 증착온도에서 기울기의 변화가 분석되었다. 1200℃에서
1350℃까지는 증착속도의 증가가 급격하였는데, 겉보기 활성화 에너지는 11.46
kcal/mol 인 표면반응에 의해 증착과정이 지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1350℃에서 1500℃까지는 겉보기 활성화 에너지가 2.99 kcal/mol 인 것으로 보아
물질전달반응에 의해 증착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o

T ( C)
1450

1400

1350

1300

1250

α=5
β =0.8

2

Growth rate of film Ln(mg/min/cm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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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P=10torr

-1.8

2.99 kcal/mol
-2.0

-2.2

11.46 kcal/mol

-2.4
0.56

0.58

0.6

0.62

0.64

0.66

3

1/T ( x10 1/K)

그림 3.3-6. Arrhenius plot of the deposition rate of ZrC 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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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 The XRD patterns of the ZrC layers (a) and the variation of texture
coefficients (b) with deposition temperatures.

그림 3.3-7은 증착온도에 따른 x-선 회절 결과와 계산된 texture coefficient값을
증착온도에 따라 도시한 것이다. 증착층의 우선배향방위는 증착온도 증가에 따라
(111)→(220)→(200)로 변하였고 1300-1350, 1350-1400℃의 온도구간에서 바뀌었다.
낮은 증착온도에서는 흡착된 원자들의 이동도 (mobility)가 비교적 낮기 때문에
표면에너지가 낮은 {111}면을 따라 성장하기가 열역학적으로 쉽고, 증착온도가 높을
경우에는 원자들의 이동도가 높아지게 됨으로 {111}면 보다 표면에너지가 높은
{220}, {200}면을 따라 성장이 쉽게 되므로, 증착된 시편의 우선방위는 증착온도에
따라 변하게 된다. [3.3-9~11]
증착온도는 결정성장방위의 변화뿐만 아니라 증착층의 표면 및 단면미세조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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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준다. 그림 3.3-8과 3.3-9는 주사전자현미경을 통하여 증착온도변화에 따라
증착된 ZrC층의 표면과 단면형상을 관찰한 결과이다. 1250℃의 비교적 낮은
증착온도에서는 사각형결정립 (rectangular grain)으로 이루어진 표면미세조직이
관찰되며,

증착온도가

증가하면

사각형결정립은

육방형결정립

(hexagonal

grain)으로 변하였으며, 결정립의 크기 또한 증가하였다. 1400℃의 증착온도에서는
특정한 형태를

갖지

증착온도에서는

조대한 faceted

전체적으로

기둥모양의

않은

facet

결정립

구조의

표면미세조직이

결정립으로

관찰되었다.

(columnar

grain)이

관찰되었고,

1450℃

또한 단면미세조직은

관찰되었으며,

기둥모양의

결정립의 폭은 증착온도가 증가 할수록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표면과
단면미세조직의 변화는 시편표면에 흡착된 원자들의 이동도와 표면확산 거리의
변화에 의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낮은 증착온도에서는 시편표면에
흡착된 원자들의 이동도와 표면확산이 제한되므로 표면형상은 크기가 작은 dome
혹은 rounded 형상의 결정립이 성장된다. 반면, 증착온도가 증가하면 시편표면에
흡착된 원자들의 이동도와 표면확산 거리가 증가하여 결정성장속도가 빨라지므로
facet 형상의 결정립이 성장되며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조대한 granular 형상의
결정립이 성장되게 된다. 단면형상은 낮은 증착온도에서는 원추형의 기둥모양을
갖는

결정립이

성장되고

증착온도가

증가할수록

원기둥모양의

형상을

갖는

결정립이 성장하며 기둥의 지름은 증착온도가 증가할수록 커진다 [3.3-8, 3.3-12~14]
열역학적 계산에 의하면 1400℃ 이상의 증착온도에서 순수한 ZrC만이 생성된다.
따라서 온도변화에 따라 생성된 ZrC의 화학조성의 변화를 분석하여 열역학적
계산결과와 실험결과를 비교하였다. 그림 3.3-10은 AES를 통하여 분석한 증착층의
화학조성 분석결과이다. 1250과 1300℃의 증착온도에서는 Zr-rich 인 조성이었고
1350, 1400, 1450℃에서는 화학양론적인 조성을 나타내었다. 화학양론적인 조성을
가지는 ZrC 증착층은 1350℃ 이상의 온도에서 얻을 수 있다.

라. 증착 희석기체 종류에 따른 거동

일반적으로

화학기상증착에서는

Ar과

H2가

희석기체로

사용한다.

Ar은

운반기체로 사용되기 때문에 희석기체 내에 16%의 Ar이 항상 존재한다. Zr과 H는
약 250℃에서 반응하기 때문에 운반기체를 H2로 하면 ZrCl4와 H2와 반응하여
zirconium hydride (ZrH2)를 형성하므로 운반기체로 사용할 수 없다. [3.3-15]
따라서 희석기체내의 Ar이 존재가 ZrC의 증착거동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고자, α=5,
β=0.8, T=1350℃, P=10 torr에서 희석기체 내 H2 농도를 0-84%까지 변화시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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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3.3-8.

The surface morphology of the ZrC layers deposited with different
deposition temperatures; (a) 1250℃ (b) 1300℃ (c) 1350℃ (d) 1400℃,
and (e)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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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9.

The cross-sectional morphology of the ZrC layers deposited with

different deposition temperatures; (a) 1250℃, (b) 1300℃, (c) 1350℃, (d)
1400℃, and (e)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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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0. The composition changes of Zr and C in the ZrC layers deposited
with the different deposition temperatures by AES analysis.

그림

3.3-11은

증착속도를

희석기체

조사한 것이다.

내

H2

H2의

농도를
농도가

변화시키면서

증가하면서

증착시킨

증착속도가

ZrC층의

증가하였고,

열역학적 계산에 의하면 Ar+H2 희석기체 중에서 H2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C를
포함한 중간기체 종의 농도는 증가하였고 이와 반대로 Zr을 포함한 중간기체 종의
농도는 감소하였다. 이것은 ZrC를 생성시키는 원료의 양이 증가하여 원료물질의
과포화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으므로 증착속도가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3-12는 희석기체 내 H2 농도 변화에 따라 증착된 ZrC 증착층의 x-선 회절
분석결과이다. 증착층의 우선방위는 H2의 농도가 증가하면 (111)→(200)→(220) 로
변하였다. 증착온도증가에 따라서는 우선방위가 (111)→(220)→(200)로 표면에너지가
낮은 면에서 표면에너지가 높은 면으로 변하였는데, H2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표면에너지가

높은

(200)면에서

변화순서가

변하였다는

증착온도에

변화에

나타났지만

희석기체

것이다.

따라
내

표면에너지가
온도변화의

달라지므로
H2

낮은

경우는

증착온도에

농도변화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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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면으로
증착의
따라

동일한

우선방위의

활성화

에너지가

우선방위가

다르게

증착온도에서

증착이

수행되었으므로 온도변화의 경우와는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
물질의

화학증착

supersaturation)가

시

증착층의

증가할수록

우선방위는

원료기체의

(111)→(001)→(110)의

면심입방구조를 갖는
과포화도

순서로

(degree

변하는데

of

이것은

핵생성을 위한 임계크기 (critical size)가 과포화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3.3-16]. 핵성성을 위한 임계크기는 (critical nucleus size)는 다음과
같이 표현 된다. [3.3-1]

   ,





     

이때, Δμ : 반응기체의 과포화도, ϓf : 생성되는 면의 표면에너지, Pi : i종 기체
분압, PV: 반응기체 종의 평형증기압이다. 반응기체 종의 분압이 증가할수록
생성되는 핵의 임계크기는 감소한다. 다른 변수들을 고정하고 Δμ/kT의 함수로
과포화도를
1이상에서는

변화시켰을

때

(011)면이

0.2에서는

가장

작은

(111)면,

0.4에서는

임계반경을

(001)면,

가지므로

그리고

과포화도가

(111)→(001)→(110)의 순서로 변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이유에 의해
희석기체 내 H2 농도가 증가하였을 때 우선방위의 변화가 (111)→(220)→(200)
순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과포화도가 증가하면 생성되는 핵의 크기가 감소하므로 결정립의
크기는 감소하고 증착속도는 증가 한다. 본 연구에서 증착속도가 증가한 것은
과포화도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과포화도의 변화가 증착층의 미세구조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그림 3.3-13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순수한 Ar 만을
희석기체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판형의 2차원적인 구조물이 생성되었다. 이것은
희석기체 중에 H2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ZrC를 형성시키기 위한 반응이 국부적으로
이루어짐으로 특이한 형태의 구조물이 증착된 것으로 보인다. 희석기체 내 25%
이상의 H2 농도에서는 막이 증착되었는데 증착층의 표면형상은 faceted 구조였으며
결정립의 크기는 희석기체 내 H2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결정립의
크기변화는

희석기체

내

H2

농도변화에

과포화도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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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 Deposition rate of the ZrC layers deposit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H2 in the dilution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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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2.

The XRD patterns of the ZrC layers deposit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H2 in the dilution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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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3. Surface morphology of ZrC layers deposit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H2 in the dilution gas; (a) 0%, (b) 25%. (c) 50%,
and (d) 75%.

마. 증착압력에 따른 거동

증착압력은 반응기 내의 기체속도와 경계층의 두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이다.
반응기 내의 기체속도는 다음 식으로 표현 된다. [3.3-18]
    

  
 


(3.3-1)



여기서, S : 반응기 튜브직경, P0 and T0 : 1 atm, 298K, Ptot : 증착압력, Ts :
모재온도, Q : 총 유량, l :

hot zone 길이 이다. 그리고 경계층 (δ)은 기체속도와

증착압력에 관하여 다음 식으로 표현 된다. [3.3-19]
∝









(3.3-2)



이때, Vg: 기체속도, μ : 기체의 점도, ρg : 기체의 밀도, x; 기체흐름 방향
내에서의 거리이다. 식 (3.3-1)과 (3.3-2)에서 증착압력이 증가하면 잔류시간이
감소하고 경계층의 두께는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증착압력과 총 유량의 변화는
증착층의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본 실험에서는 증착압력의 영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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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기 위하여 α=5, β=0.8, Q =800 sccm, T=1350℃의 조건에서 증착압력을 10-25
torr의 구간에서는 5 torr 간격으로 그리고 50, 100, 300, 760 torr에서 각각
증착하였다.
그림

3.3-14는

압력변화에

따른

증착속도의

변화이다.

50

torr

미만의

증착압력에서는 증착압력이 증가하였을 때 증착속도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계의 압력이 증가할수록 원료기체인 ZrCl4와 CH4의 분해가 충분히

일어나지 않게 되어 반응을 할 수 있는 원료기체의 양이 줄어듦으로 ZrC의
증착속도가 감소한다는 분석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아울러 증착압력이 증가하면
반응기내에서 이동하는 원료기체의 잔류시간 (residence time)이 증가하게 됨으로
반응성이 뛰어난 Zr을 포함한 중간기체 종이 증착영역에 도달하기 전에 반응기
내부에 증착되어 증착속도를 떨어뜨리는 고갈효과 (depletion effect)가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림 3.3-15는 10-100 torr의 증착압력에서 증착된 ZrC 증착층의 x-선 회절분석
결과이다.

증착층의

형성되었으며

우선방위는

증착압력의

변화에

증착압력이
관계없이

25

torr까지는

일정하였다.

(220)면을

증착압력

따라

50와

100

torr에서는 매우 낮은 증착속도로 인하여 증착층의 두께가 얇아 모재로 사용된
C(GR) 상이 관찰되었고 우선방위도 (111) 면으로 바뀌었다. 우선방위의 변화는
매우 낮은 증착속도를 고려하여 볼 때 고갈효과로 인하여 원료기체의 농도가
희박하여 Ar만 희석기체로 사용하였을 때 우선방위가 (111)면을 따라 형성되었던
현상과 유사하게 증착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그림

3.3-16은

증착층의

표면

형상의

미세구조이다.

10-100

torr의

비교적

저압에서는 증착압력이 증가할수록 입력기체비의 증가에 따른 결정립의 크기
변화와 유사하게 결정립의 크기가 작아졌다. 그리고 300 torr와 760 torr 에서는
ZrC의 증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특이한 형태의 증착물이 증착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증착압력이 증가할수록 원료기체인 ZrCl4와 CH4의 분해가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갈효과도 심해져 입력기체비가 증가할 때 일어났던
형상과 동일한 이유로 증착속도와 결정립의 크기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300과

760

torr

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극심해짐으로

Ar

만을

희석기체로

사용하였을 때 판형의 구조물이 증착되었던 경우와 유사하게 ZrC를 형성시킬 수
있는 중간기체 종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됨으로 모재표면에서 반응기체의
과포화도가 감소하여 특이한 모양의 증착물이 성장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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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4. Deposition rate of the ZrC layers deposited with different system
total pres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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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5. The XRD patterns of the ZrC layers deposited with different system
total pres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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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6. Surface morphology of ZrC layers deposited with different system
total pres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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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bed 모의미세구 이용 ZrC TRISO 연속증착공정 변수시험 및
ZrC/PyC 계면특성평가
가. 피복기술 최적화

ZrO2 모의미세구를 이용한 ZrC TRISO 입자의 피복층 증착 공정변수 시험을
위해 직경 1“ 반응관을 이용하여 유동층 화학증착 실험을 행하였다. 구형의 ZrO2
입자에 TRISO 층을 균일한 두께로 피복시키기 위해서는 입자들을 공중에 부양시킨
상태에서

증착이

이루어지는

유동층

화학기상증착법

(FBCVD,

Fluidized-Bed

Chemical Vapor Deposition)을 이용하여 반응가스 및 유동화 가스에 의해 입자를
유동시켜 반응을 하게 된다. 유동층 화학기상증착법에서 중요한 공정단계는 입자가
유동하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균일한 피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자가 정상적인
유동흐름을 갖지 못하는 경우는 피복층에 여러 가지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게
된다. 입자간의 유동이 정상적인 상태보다 낮게 조절될 경우 반응물의 증착이
입자와 입자들 사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입자들의 코팅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상호간의 응집화 현상이 일어나기 쉽고 불균일한 형태의 피복층이 생기게 된다.
또한 입자의 유동이 클 경우는 피복층의 증착이 증착조건을 벗어난 영역에서
일어나 증착온도 및 반응가스 농도 등이 다른 조건에서 증착층이 형성될 수
있으며, 유동의 난류현상으로 입자와 반응기 내벽간의 충돌로 인해 결함 발생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또한 유동층 화학증착 공정에서는 증착되는 입자들이
증착온도구배가

큰

영역

내에서

이동

중에

증착반응이

형성되므로

인하여

화학양론적인 ZrC 증착층을 얻기가 어렵다. TRISO 피복층 중에서 ZrC 층은
입자전체의

강도를

유지하는

일종의

피복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파손이

최소화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피복층이다.
평판형 기판 증착 최적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buffer층, IPyC 및 OPyC
등의

dense

PyC층

및

ZrC

증착층에

대한 유동층

증착

공정시험

변수를

고찰하였다.

나. Buffer층 및 Dense PyC층 증착 공정

표 3.3-1은 TRISO 코팅에 관한 각 증착층에 대하여 행한 최적의 증착 결과를
요약하여 ZrC TRISO 연속증착공정 변수 조건 및 증착층 두께로 나타낸 것이다.
Buffer층의 증착을 위해 Ar + C2H2의 혼합가스를 사용하였으며 Ar은 600 sccm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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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H2는 1400 sccm 으로 농도를 조절하여 전체 농도는 2000sccm (sccm은 Standard
3

Cubic Centimeter per Minute의 약자, (cm /min), 분당 1cc 흐르는 것을 나타내는
유량 단위) 로 조절하여 고정하였다. 증착온도는 1300℃, 증착시간은 5분으로 하여
고찰하였다.

지난

연구결과로부터

전체유량이

1600

sccm에서

2500

sccm으로

증가됨에 따라 증착속도는 증가하고 buffer층의 밀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난년도에서 관찰하였듯이 buffer층의 증착속도 및 밀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3

변수는 C2H2 기체이며, 1900~2500 sccm의 유량에서 밀도가 1.0 g/cm 인 buffer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증착속도가 너무 클 경우 입자의 구형도를
조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체유량은 2000 sccm 정도로 조절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IPyC 및 OPyC 층의 증착은 동일조건으로 하여 Ar+C2H2+C3H6의 혼합가스를
이용하였으며 전체유량은 2000 sccm, C2H2+C3H6의 유량은 각각 300 sccm으로
1350℃에서 각각 10 분간 증착하였다.

표 3.3-1 ZrC TRISO 연속증착공정 변수 조건 및 증착층 두께
Ar-C

Ar-D

H2

ZrCl4

CH4

C2H2

C3H6

Ftot

(sccm) (sccm) (sccm) (sccm) (sccm) (sccm) (sccm) (sccm)

Tdep

Time

Thickness

(Tset)

(min)

(㎛)

Buffer

-

600

-

-

-

1400

-

2000

1300

5

126.12

I-PyC

-

1400

-

-

-

300

300

2000

1350

10

59.72

ZrC

172

1789

1961

62

16

-

-

4000

1500

120

11.29

O-PyC

-

1400

-

300

300

2000

1350

10

50.52

다. ZrC층 증착 공정

유동층을 이용한 ZrC의 증착은 일반적인 평판형 CVD와 달리 각각의 입자가
반응관 내부의 일정 구역을 이동하면서 이루어진다. 증착의 대부분은 온도차이가
일정한 균일한 영역에서 이루어지지만 입자의 유동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을 경우
일정부분 온도차이 및 가스조성이 일정하지 않은 곳에서도 증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ZrC 증착층의 화학양론비가 1:1로 정확하게 유지되지 않고 free Zr 및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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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FBCVD로 SiC TRISO 입자증착 하였을 경우
증착온도에 따라 b-SiC+Si 및 b-SiC+C 상이 증착될 수 있으므로, ZrC TRISO
입자증착의 경우도 화학양론성을 갖는 ZrC 층을 증착하기 위해서는 증착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총 유량을 4000sccm으로
고정하고 수소와 메탄을 반응기체로 하여 ZrCl4를 62 sccm으로 유량을 조절하여
1500℃에서 120분간 증착하였다.

라. 피복층 두께(thickness) 및 미세조직

ZrC TRISO 피복입자 내부를 분석을 위하여 각각의 입자를 직경의 최대크기까지
연마하고, 연마된 면을 이미지 분석기의 상분석 프로그램으로 각 층의 두께를
측정하였다(그림 3.3-17). Buffer 층의 두께는 각각의 증착조건에 따라 100~130um로
조절이 가능하며, dense PyC층은 평균 50um의 층두께로 증착이 되었다. ZrC
증착의 경우는 원료인 ZrCl4의 양과 증착온도 및 증착시간에 따라 증착층의 두께가
변화하지만 10~50um 까지의 두께를 증착할 수 있었다.
그림 3.3-18은 증착된 ZrC층의 AES분석을 통하여 화학양론조성의 ZrC증창층의
형성을 알아본 것이다. 증착층의 중간부분의 화하분석결과, 에칭시간에 따라 Zr:C의
비는 1:1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ZrC의 화학양론적인 증착층이
형상된 것을 의미한다.

그림 3.3-17. Optical micrographs of TRISO-coated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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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3.3-18. AES results of ZrC layers

4. 결 론
고온가스냉각로의 핵연료는 직경이 1 mm정도인 TRISO 피복 입자를 사용하며,
피복 입자는 직경이 0.8mm이하의 구형인 우라늄 산화물의 연료핵 (kernel)과
열분해 탄소 (PyC)와 탄화물 세라믹스 (SiC or ZrC) 코팅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절에서는 고온가스냉각로용 피복입자 핵연료 개발를 위한 TRISO 피복공정
중에서 ZrC 증착공정의 핵심공정과 공정변수평가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피복입자
핵연료 제조를 위한 TRISO 코팅은 피코팅물을 부상시켜 유동층을 형성한 채
화학증착을 하는 유동층 화학증착 (fluidized bed chemical vapor deposition :
FBCVD) 공정이 적용되며, 화학증착 공정에서는 증착하려는 물질의 전구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양질의 증착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이 개발된 ZrCl4 sublimation 장치를 이용하여, ZrC 코팅층의
형성을 위한 여러 실험조건과 변수 선정으로 수행된 ZrC 코팅에 관한 실험
결과로부터 증착층의 특성을 평가하였다.
증착층의 증착속도는 증착온도가 증가하면서 증가하였다. 1350℃ 미만에서는
겉보기 활성화 에너지가 11.46 kcal/mol로 증착과정이 표면반응에 의해 지배를
받았다. 1350℃ 이상에서는 겉보기 활성화 에너지가 2.99 kcal/mol로 물질전달에
의해 증착과정이 지배를 받았다. 증착온도가 증가할수록 증착층의 우선방위는
(111)→(220)→(200) 순서로 변하였다. 표면미세구조는 faceted 구조로 관찰되었으며
증착온도에 따라 서로 다른 형상을 갖는 증착이 형성되었으며 우선방위가 달라지면
표면형상이

달라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1350-1450℃의

증착온도에서는

화학양론적인 ZrC 증착층이 증착되고 1350℃ 미만의 증착온도에서는 C/Zr 비가 1
미만인 Zr-rich ZrC 증착층이 증착되었다. 입력기체비가 증가할수록 증착속도와
결정립의 크기는 감소하였고 우선방위는 (200)면으로 입력기체비의 변화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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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는 없었다. 증착층의 C/Zr 비는 입력기체비가 증가할수록 1보다 작아져
Zr-rich

ZrC가

형성되었다.

Ar만을

희석기체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판형의

증착물이 생성되었고 Ar+H2 희석기체 중 H2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증착속도는
증가하였고

결정립의

크기는

작아졌다.

H2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증착층의

우선방위는 (111)→(200)→(220) 순서로 변하였다. 증착층의 C/Zr 비는 H2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1에 가까워졌다. 또한 증착압력이 증가할수록 총 유량이 감소할수록
증착층의 증착속도와 결정립의 크기는 감소하였는데 잔류시간의 증가로 인한
고갈효과와 경계층의 두께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증착압력과 총 유량의 변화는
증착층의 우선방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저압화학기상증착법을 이용하여 ZrC를
증착시켰을 때 증착층의 특성은 증착변수가 변하였을 때 달라졌으며 원인은 증착의
활성화 에너지, 중간기체 종의 농도, 핵생성율, 결정성장속도, 과포화도 등이
변하였기 때문이다.
평판형 기판 증착 최적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buffer층, IPyC 및 OPyC
등의 dense PyC층 및 ZrC 증착층에 대한 모의 미세구이용 유동층 증착 공정시험
변수를 고찰하였으며, 본 연구결과는 UO2를 사용하는 유동층 증착공정변수로
사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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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피복입자핵연료 성능 모델 개발

1. 서론
고온가스로 노심에는 가압경수로의 핵연료집합체(fuel assembly)에 해당하는 페
블(pebble) 또는 육각블럭(prismatic fuel block)이라 불리는 핵연료체(fuel element)
가 들어 있다. 핵연료체 내부에는 수많은 피복입자가 박혀 있다. 기체 및 금속 핵분
열생성물은 피복입자의 핵연료물질과 피복층, 핵연료체의 우라늄오염에서 핵분열이
일어날 때 생성된다. 그 생성된 핵분열생성물은 핵연료체를 거쳐 냉각재로 방출된
후

1차

계통에

침착(deposition

또는

plateout이라

함)하거나

입자성물질

(particulates)에 수착(sorption)된다. 핵분열생성물은 1차 냉각재의 누출이나 환기를
통하여 환경으로 방출한다. 고온가스로의 안전한 설계 및 운전을 위하여 환경으로
의 핵분열생성물 방출량을 정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일차적으로 노
심에서 냉각재로의 핵분열생성물 방출을 모사 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COPA-FPREL이 개발되었다.

2. 핵분열생성물 방출분석 코드 개발
핵분열생성물 방출해석 코드 COPA-FPREL에서는 피복입자, 페블, 육각블럭에서
의 물질 및 열 전달 현상이 고려되었다. 물질 및 열 전달에 대한 수학적 모델링 및
유한차분법에 의한 수치해석은 관련 기술보고서에 자세히 기술하였다 [3.4-1].

가. 피복입자에서의 핵분열생성물 이동 및 열전달

피복입자 내에서 핵분열생성물은 연료핵 및 피복층의 우라늄오염에서 일어나는
핵분열로 인해 발생하거나, 인접한 피복층에서 반도(recoil)에 의해 유입된다. 피복입
자 내에서 핵분열생성물의 이동에는 결정립확산, 입계확산, Knudsen 확산 등 복잡
한 기구가 얽혀 있다. 그 복잡한 기구에 대한 해석의 한 방법으로, 잘 알려진 Fick
확산식을 핵분열생성물의 이동에 적용하여 왔다. 이 경우 확산계수를 온도, 연소도,
매질의 미세구조에 대한 상관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피복입자의 완충층(buffer) 및
파손된 피복층에 대한 핵분열생성물의 확산계수로 아주 큰 수(통상 >1×10

-6

2

cm /s)

를 할당하여 빠른 확산을 표현하였다. 건전한 피복층에서의 기체 핵분열생성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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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계수는 매우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기체 핵분열생성물은 피복층이 전
부 파손되는 경우에만 피복입자 밖으로 방출된다 할 수 있다.
피복입자 내부에서는 핵분열과 피복입자 물질의 gamma heating에 의해 열이 발
생한다. 보수적 관점에서 정상상태 열전달을 적용하였다. 피복입자 표면의 온도는
그 피복입자가 위치한 핵연료체의 영역의 온도와 같다고 가정하였다. 경우에 따라
서는 연료핵 및 완충층의 사이 또는 완층충 및 내부열분해탄소층(inner pyrocarbon
layer)의 사이에 gap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gap에 대해서는 gap conductance를 적
용하여 온도 분포를 계산하였다.

나. 페블에서의 핵분열생성물 이동 및 열전달

페블에 존재하는 핵분열생성물은 피복입자에서 방출되어 오거나 흑연에 존재하는
우라늄오염에서 발생하는 핵분열로 인해서 생긴다. 핵분열생성물은 흑연을 거쳐 페
블의 표면으로 이동해 간다. 피복입자에서와 마찬가지로, 흑연에서의 핵분열생성물
이동은 Fick 확산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페블 표면에 기체막이 형성되는데, 페블과
접한 기체막 부위의 증기압과 페블 표면에서의 농도 사이에는 등온수착평형
(sorption isotherm equilibrium)이 유지된다. 기체막을 통하여 페블 표면에서 냉각
재로 물질전달이 일어난다. 기체 핵분열생성물의 경우, 페블표면에서의 농도는 0이
다.
페블에서 열은 피복입자에서 발생하는 핵분열, 흑연에 존재하는 우라늄오염에서
발생하는 핵분열, 흑연의 gamma heating으로 인해서 발생한다. 이 열은 흑연을 통
해 페블 표면으로 전도되고, 페블 표면에서 대류에 의해 냉각재로 전달된다. 피복입
자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상상태 열전달식을 적용할 수 있다.

다. 육각 블럭에서의 핵분열생성물 이동 및 열전달

육각 블럭의 횡단면에는 그림 3.4-1과 같은 수많은 대칭부가 있다. 대칭부는 컴펙
트, gap, 흑연구조물, 냉각재 도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칭부에서 핵분열생성물 이
동을 해석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 대칭부를 그림 3.4-2와 같은 일차원 slab으
로 근사시키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3.4-2]. 일차원 slab에서 흑연구조물의 길이는 대
칭부의 흑연구조물과 열저항이 같도록 결정된다.
컴펙트에 존재하는 핵분열생성물은 피복입자에서 방출되어 오거나 흑연 matrix에
존재하는 우라늄오염에서 발생하는 핵분열로 인해서 생긴다. 흑연구조물에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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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핵분열생성물은 흑연구조물에 존재하는 우라늄오염에서 발생하는 핵분열로 인해
서 생긴다. 금속 핵분열생성물은 컴펙트, gap, 흑연구조물을 거쳐 흑연구조물의 표
면으로 이동해 간다. 컴펙트 및 흑연구조물 표면의 농도는 gap에서의 증기압과 등
온수착평형이 가정되었다. 피복입자 및 페블에서와 마찬가지로, 컴펙트 및 흑연구조
물에서의 핵분열생성물 이동은 Fick 확산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흑연구조물 표면에
는 기체막이 형성되는데, 흑연구조물과 접한 기체막 부위의 증기압과 흑연구조물
표면에서의 농도 사이에는 등온수착평형이 유지된다. 기체막을 통하여 흑연구조물
표면에서 냉각재로 물질전달이 일어난다. 컴펙트에서 발생한 기체 핵분열생성물은
gap으로 빠르게 방출되고, gap을 통해 냉각재로 합류되거나 흑연구조물로 들어가서
냉각재로 확산한다. 냉각재에 접한 흑연구조물 표면에서 기체 핵분열생성물의 옹도
는 0이다.
컴펙트에서 열은 피복입자에서 발생하는 핵분열, 흑연 matrix에 존재하는 우라늄
오염에서 발생하는 핵분열, 흑연 matrix의 gamma heating으로 인해서 발생한다. 이
열은 흑연 matrix를 통해 컴펙트 표면으로 전도되고, gap을 통하여 흑연구조물로
전도된다. 흑연구조물에서 열은 흑연구조물에 존재하는 우라늄오염에서 발생하는
핵분열, 흑연구조물의 gamma heating으로 인해서 발생한다. 이 열은 흑연구조물을
통해 흑연구조물 표면으로 전도되고, 흑연구조물 표면에서 대류에 의해 냉각재로
전달된다. 피복입자 및 페블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상상태 열전달식을 적용하였다.

그림 3.4-1. 육각블럭의 대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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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 육각블럭 대칭부에 상응하는 일차원
slab.

라. 물질전달 및 열전달에 대한 수치해석

피복입자, 페블, 일차원 slab에 대한 물질 및 열 전달식을 풀기 위하여 유한차분
법을 적용하였다. 유한차분법에서는 피복입자의 층, 페블의 핵연료 영역과 흑연 영
역, 일차원 slab에서 컴펙트와 흑연구조물이 각각 별도의 유한차분구간으로 나누어
진다. 유한차분구간에서 물성은 공간에 대해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 핵연료체에 대
해서 구한 유한차분식은 gap 및 냉각재에 접한 흑연표면에서의 경계조건 때문에 비
선형이다. 따라서 반복법을 이용하여 그 해를 구한다.
COPA-FPREL은 약 8700 줄로 이루어진 FORTRAN 프로그램이다. COPA-FPREL
코드는 PBR 및 PMR의 핵연료 및 핵연료체에서의 핵분열생성물 이동을 모사하고,
또한 조사시험 및 가열시험 조건에서 피복입자 및 핵연료체로부터의 핵분열생성물
방출을 모사한다. 그림 3.4-3에 COPA-FPREL에서 수행되는 계산 순서를 나타내었
다. 특정 시점에서 플루언스, 연소도, 냉각재 온도가 순차적으로 계산된다. 핵연료체
내부의 온도는 입력옵션변수의 값에 따라 냉각재 온도를 이용하여 그 분포가 계산
되거나, 일정하다고 가정되기도 한다. 핵연료체의 온도에 따라 새로운 확산계수, 수
착평형상수, 물질전달계수 등 물성이 계산된다. 원자로 운전조건에서 시간에 따른
피복입자 파손율은 COPA-FAIL 코드로 계산한다. 피복입자로부터 방출되는 양과
핵연료체에 오염된 우라늄의 핵분열로 생성되는 양으로 이루어진 선원항이 계산된
다. 농도분포가 수렴할 때까지 유한차분식을 반복하여 계산한다. 피복입자로 부터의
핵분열생성물의 방출을 계산하기 위하여 핵연료체에서와 마찬가지로 유한차분법을
적용한다. 피복입자 내부의 온도 및 농도 분포가 그 유한차분법으로 계산된다. 피복
입자 표면에서의 핵분열생성물 농도는 그 피복입자가 위치한 핵연료체 내의 위치에
서의 핵분열생성물 농도이다. 피복입자 표면의 온도는 그 피복입자가 위치한 핵연
료체 내의 위치에서의 핵연료체 온도이다. 핵연료체 내부의 온도와 마찬가지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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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입자 내부의 온도는 입력옵션변수의 값에 따라 피복입자 표면의 온도를 이용하여
그 분포가 계산되거나 일정하다고 가정된다.

그림 3.4-3. COPA-FPREL의 계산 절차.

3. 핵분열생성물 방출분석 코드 검증
가열 중인 연료핵, 피복입자 및 페블에서 방출되는 Cs-137, Sr-90, Ag-110m,
Kr-85의 방출을 계산하였다. 표 3.4-1에 핵연료 물질에 대한 cesium, strontium,
silver, krypton의 확산계수를 나타내었다 [3.4-3]. 그림 3.4-4에 지름이 500 μm인
UO2 연료핵이 1200 ℃

및 1600 ℃로 가열될 때 방출되는 Cs-137의 방출분율

(fractional release)을 나타내었다. 확산계수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그에 대한 해석
해가 존재한다 [3.4-4]. 해석해와 COPA-FPREL로 계산한 수치해가 매우 잘 일치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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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 Cesium, strontium, silver 및 krypton의 확산계수. [3.4-3]
Materials
D1 (cm2/s)
UO2
5.6×10-4
Buffer
∞
PyC
6.3×10-4
(a)
PyC, PMR
5.0×10-1
Cesium
SiC
5.5×10-10eφ/5(b)
SiC, PMR(a)
6.7×10-10
A3-3
3.6
A3-27
3.6×101
H-451
1.72×10-2
UO2
2.2×101
Buffer
∞
PyC
2.3×10-2
SiC
1.2×10-5
Strontium
A3-3
1×102
A3-27(c)
1×102
H-451
1.66×102
UO2
6.7×10-5
Buffer
∞
PyC
5.3×10-5
SiC
3.6×10-5
Silver
A3-3
1.6×104
A3-27(c)
1.6×104
H-451
1.38×102
UO2
8.8×10-11
Buffer
∞
PyC
1×10-30
SiC
1×10-30
Krypton
A3-3
∞
A3-27(c)
∞
H-451
∞
Isotopes

(a) Values for FPR calculation in a PMR.
(b) φ= fluence (10

21

nvt).

(c) The values of A3-3 are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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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J/mol)
209000
0
222000
318000
125000
106000
189000
189000
148900
488000
0
197000
205000
303000
303000
268000
165000
0
154000
215000
258000
258000
226000
54000
0
0
0
0
0
0

D2 (cm2/s)
5.2

Q2 (J/mol)
362000

1.6×102
1.1

514000
437000

1.8×1010

791000

6.0×10-1

480000

그림 3.4-4. UO2 연료핵에서 Cs-137의 방출분율.

IAEA CRP-6는 2002년에 시작한 “Advances in HTGR technology”에 관한 국제
공동연구이다. IAEA CRP-6에는 사고조건에서 핵분열생성물 방출을 계산하여 비교
하는 벤치마킹 분야가 있다. 벤치마킹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
째, 연료핵 및 TRISO 입자에서의 방출을 계산하고 비교하여 각 코드에 사용된 모델
링을 점검하는 검증단계이고, 둘째는 HFR-P4, HRB-22, HFR-K3, HFR-K6 같은 과거
에 수행된 시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한 코드 검증(validation), 셋째는 HFR-EU1bis
및 HTR-PM 같은 추후에 시행될 시험에 대한 코드 예측이다.
그림 3.4-5에 TRISO에서 방출되는 Cs-137, Sr-90, Ag-110m, Kr-85의 방출 분율을
나타내었다. 처음 200 시간 동안은 1600 ℃에서 가열되고, 그 다음 200 시간은 1800
℃에서 가열된다. 그림 3.4-5에서 굵은 선은 건전한 피복입자에 대한 방출분율을 의
미한다. krypton의 경우 1800 ℃에서 피복층 모두가 파손된다고 가정하였다.
krypton은 피복층이 모두 파손되었을 때 전량 방출한다. 다른 핵분열기체의 거동은
krypton의 거동과 같다. cesium의 경우 1600 ℃에서 SiC 층이 파손된 경우와 피복
층이 가열 기간 중에 파손되지 않은 경우의 방출분율이 계산되었다. 파손되었을 때
월등히 많은 양이 방출한다. 금속 핵분열생성물 중에서는 silver가 제일 많이 방출
된다. 처음 200 시간은 strontium이 cesium 보다 더 많이 방출되고 있지만, 가열 종
료 시점에서는 두 핵분열생성물의 방출분율은 거의 같아지고 있다. COPA-FPREL과
FRESCO-II[3.4-5]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가 잘 일치하고 있다. 그림 3.4-6에 IAEA
CRP-6 accident benchmarking 프로그램이 대상으로 한 가열시험에 대해 가열종료
시점의 금속 핵분열생성물 방출분율을 COPA-FPREL과 FRESCO-II를 이용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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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나타내었다. 방출분율의 차이는 크게 유의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지만, 원인을
추적하여 그 차이를 좀 더 줄일 것이다. 아울러 IAEA CRP-6 참여 코드의 결과를
취합하여 각 코드 결과를 비교, 검토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림 3.4-5. 가열 중인 TRISO에서 방출되는 핵분열생성물의 방출분율.

그림 3.4-6. IAEA CRP-6 accident benchmarking 프로그램의 가열시험에 대한
가열종료 시점의 금속 핵분열생성물 방출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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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고온가스로의

핵연료에

적용할

수

있는

핵분열생성물

방출

분석코드

COPA-FPREL을 개발하였고, 그 기능의 일부를 검증하였다. COPA-FPREL은 원자로
운전조건, 조사조건 및 가열조건에서 고온가스로의 피복입자 및 핵연료체 내부의
온도 및 핵분열생성물 농도 분포를 계산한다. 그 농도분포를 이용하여 핵연료체에
서 냉각재로의 핵분열생성물 방출을 계산한다. UO2 연료핵에서의 Cs-137 방출률 계
산 결과, 해석해와 COPA-FPREL에 의한 수치해가 매우 잘 일치하였다. IAEA
CRP-6 accident benchmarking program을 통하여 COPA-FPREL에 대한 검증
(verification 및 validation)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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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피복입자핵연료 QC 기술 확립을 위한 기반 구축
1. IAEA CRP round robin test 참여에 의한 피복층 특성 분석
가. 개요

IAEA CRP-6 프로그램은 IAEA가 주관하고, 참여한 회원국들의 고온가스로용 피
복입자 핵연료 관련 기술의 현황을 파악하는 coordinated research program(CPR)으
로 고온가스로용 피복입자의 특성 및 분석 방법을 비교 분석하기 위한 round robin
test가 포함되어 있다.

분석용 시료는 한국, 미국, 남아공 3 개국에서 4 가지 시료

가 제공되며 분석은 한국, 미국 등 9 개국에서 수행 중이다.

측정 항목은 전반적인

피복입자의 특성이 모두 포함되지만 각 회원국의 장비 및 기술의 유무에 따라 선택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한 많은 항목을 분석할 계획이며 분석 항목 중에는

PSA(particle size analyzer)를 이용한 모의 피복입자 시편의 외경(outer diameter)
및 구형도(sphericity)를 측정, X-선을 이용한 피복층 두께 측정, PyC 층의 광학적
이방성 측정, 피복층 밀도 측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용된 시료는 ZrO2 연료핵을
사용한 모의 피복입자 시편으로 한국, 미국의 BWXT, ORNL 및 남아공의 4 가지이
다.

이 round robin test 시편은 그 성격상 국적을 밝히지 않고 , 다만 A, B, C 및

D로 명명하였다.

나. PSA에 의한 모의 피복입자 외경 및 구형도 측정

(1) 목적
본 실험의 목적은 고온가스로용 피복입자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IAEA CRP-6
프로그램 중 PSA (particle size analysis)를 이용하여 피복입자의 외경(outer
diameter) 및 구형도(sphericity)를 측정하는 데 있다.
(2) PSA (particle size analysis)
본 실험에 사용된 PSA 장치는 그림 3.5-1과 같이 독일 SYMPATEC 사의 QICPIC
모델이며 레이저 회절법에 의해 입자의 입도와 형상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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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 PSA 장치

(3) 외경 측정 실험
PSA를 이용하여 시료의 최대 직경, 최소 직경, 평균 직경을 측정하였다.

표

3.5-1과 같이 A-100-2, B-100-2, C-100-1, D-100-2 이상 4개의 배취에서 50 개의 입자
를 무작위로 추출하고 하나의 입자마다 PSA로 분석하고 결과를 종합하였다.

표 3.5-1. 분석용 시료
Sample number

Number of particles

A-100-2
B-100-2
C-100-1
D-100-2

50
50
50
50

4 개 실험 배취에 대한 실험 결과는 그림 3.5-2~8과 같다.

그림 3.5-2~5는 각 실

험 배취에 대한 평균 직경의 분포를 나타내며 그림 3.5-6은 이를 종합한 결과이다.
그림 3.5-7 및 그림 3.5-8은 최대직경, 최소직경, 평균직경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보
여주고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표 3.5-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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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 A-100-2 입자의 평균 직경의 분포 (N=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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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 B-100-2 입자의 평균 직경의 분포 (N=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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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 C-100-1 입자의 평균 직경의 분포 (N=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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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 D-100-2 입자의 평균 직경의 분포 (N=50)

- 129 -

1200

그림 3.5-6. 피복입자의 평균 직경의 분포 (N=50)

그림 3.5-7. 모의 피복입자의 최대, 최소 및 평균 직경의 평균값 (N=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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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8. 모의 피복입자의 최대, 최소 및 평균 직경의 표준편차값 (N=50)

표 3.5-2. 모의 피복입자의 최대, 최소 및 평균 직경의 평균 및 표준편차 (N=50)
Batch number
A-100-2
B-100-2
C-100-1
D-100-2

최대직경
1054
912
950
1118

평균, μm
최소직경
998
879
909
1077

평균직경
1027
896
930
1099

표준편차, μm
최대직경
최소직경
평균직경
25
24
21
28
25
26
17
16
16
34
33
32

(4) 구형도 측정 실험
구형도는 입자의 최대직경을 최소직경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되며 1에 가까울수록
완전한 구에 근사하고 1보다 클수록 찌그러진 형태를 갖게 된다.
표 3.5-1과 같이 4 개 실험 배취에 대한 실험 결과는 그림 3.5-9~15와 같다.

그림

3.5-9~12는 각 실험 배취에 대한 구형도의 분포를 나타내며 그림 3.5-13은 이를 종
합한 결과이다.

그림 3.5-14 및 그림 3.5-15는 구형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보여주

고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표 3.5-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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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9. A-100-2 입자의 구형도 분포 (N=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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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0. B-100-2 입자의 구형도 분포 (N=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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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1. C-100-1 입자의 구형도 분포 (N=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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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2. D-100-2 입자의 구형도 분포 (N=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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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3. 모의 피복입자의 구형도 분포 (N=50)

그림 3.5-14. 모의 피복입자의 구형도 평균값 (N=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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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5. 모의 피복입자의 구형도 표준편차값 (N=50)

표 3.5-3. 모의 피복입자의 구형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N=50)
Batch number

구형도 평균

구형도 표준편차

A-100-2
B-100-2
C-100-1
D-100-2

1.057
1.038
1.045
1.038

0.021
0.011
0.014
0.011

(5) 실험 결과
실험 결과 D 시료의 직경이 평균 1099 μm로 큰 값을 가지고 있으며 표준 편차
도 상대적으로 큰 값을 나타냈다.

A 시료의 평균 직경은 1027 μm이며

의 평균 직경은 각각 896 μm, 930 μm였다.

B, C 시료

구형도의 경우 A 시료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각각 1.057, 0.021로 상대적으로 큰 값을 나타냈으며 그 외 시편은 평균과
표준편차가 각각 1.045, 0.014 이하의 값을 나타냈다.

다. 모의 피복입자 피복층 두께 측정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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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의 목적은 고온가스로용 피복입자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IAEA CRP-6
프로그램 중 X-선을 이용하여 피복입자의 각 피복층 두께를 측정하는 데 있다.

(2) X-선을 이용한 피복층 두께 측정 실험
(가) X-선 실험 장치
본 실험에 사용된 X-선 장치는 그림 3.5-16과 같이 phase contrast X-선 영상을
획득할수 있는 마이크로포커스 X-선 영상 장비로 입자의 외경뿐만 아니라 내부의
피복층 두께도 비파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이다.

TRISO 샘플

X-선원 콘트롤러 &
Frame Grabber
X-선 소스

FPD 검출기

차폐캐비넷
영상시스템
방진 테이블

샘플 위치 제어기

그림 3.5-16. X-선 실험 장치

(나) 피복층 두께 측정 실험
마이크로포커스 X-선을 이용하여 시료의 피복층 두께를 나타낼 수 있는 X-선 영
상을 획득하였으며, 디지털 영상처리기술을 이용하여 획득된 영상으로부터 피복층
사이의 경계선을 자동으로 추출하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피복층의 두께를 자동으로
측정하였다.

하나의 입자에 대해 5도 간격으로 각 피복층의 두께를 측정하고 이를

평균하여 한 입자의 각 피복층 두께를 계산하였다.

실험 배취는 표 3.5-1과 같이

A-100-2, B-100-2, C-100-1, D-100-2 이상 4개의 배취에서 각각 50 개의 입자가 사용
되었다.
4 개 실험 배취에 대한 실험 결과는 표 3.5-4 및 그림 3.5-17, 그림 3.5-18과 같다.
그림 3.5-17은 50 개 입자에 대한 평균을 나타내며 그림 3.5-18은 표준편차를 나타낸
다. 참고로 연료핵의 직경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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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4. 피복층 두께 측정 결과(x-ray radiography)
Mean, μm
Sample number Diameter
Kernel

Standard deviation, μm

Thickness
Buffer I-PyC

Diameter

SiC

O-PyC

Kernel

Thickness
Buffer I-PyC

SiC

O-PyC

A-100-2

531

104

40

37

52

16

9

2

3

6

B-100-2

536

57

37

33

42

21

8

3

1

3

C-100-1

525

79

37

35

40

21

6

3

1

2

D-100-2

537

107

70

36

56

22

12

6

1

4

그림 3.5-17. 모의 피복입자의 평균 직경의 평균값 (X-선, 샘플수=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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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8. 모의 피복입자의 평균 직경의 표준편차값 (X-선, 샘플수=50)

(3) 실험 결과
각 시료 연료핵의 직경은 유사한 값을 나타내 유사한 크기의 ZrO2 kernel을 사용
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각 기관마다 제조 제원이 서로 다른 피복층 두께는

서로 상이한 분포를 나타냈다.

버퍼 두께의 경우 D가 가장 큰 값을 나타냈으며 B

시료가 가장 작은 값을 나타냈다.

I-PyC 층의 두께는 D 시료가 70 μm 정도로 가

장 큰 값을 나타냈으며 A, B 및 C는 40 μm 정도로 유사한 값을 나타냈다.
은 35 μm 정도로 유사한 값을 나타냈다.

SiC 층

O-PyC 층의 경우 D 시료가 55 μm 정도

로 가장 큰 값을 나타냈으며 A 시료는 그 보다 다소 작은 50 μm 정도를 나타냈고,
B 및 C는 40 μm 정도로 유사한 값을 나타냈다.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 표준편차

가 큰 buffer 층 두께가 고르지 못한 분포를 나타냈으며, A 시료의 O-PyC 층 두께
의 표준 편차 비율도 비교적 큰 값을 나타냈다.

라. 모의 피복입자 PyC 피복층 광학적 이방성 측정

(1) 목적
본 실험의 목적은 고온가스로용 피복입자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IAEA CRP6
프로그램 중 포토메타를 이용하여 피복입자의 I-PyC 피복층 및 O-PyC 피복층의 광
학적 이방성을 측정하는 데 있다.

(2) 포토메타(phot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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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메타(photometer)는 TRISO 피복입자연료의 열분해탄소 피복층의 이방성을
광학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포토메타는 현미경, 광원/광검출기, 데이터처

리용 컴퓨터로 구성되는데 수은 광원에서 발생된 빛은 편광 장치가 포함된 광학현
미경을 통해 시료에서 반사되어 광검출기로 검출되어 컴퓨터로 처리되며, 시료의
광 반사계수를 측정하여 이방성을 분석한다.
피복입자연료를

채취하고

중심면을

연마하여

시료를

만들고

포토메타

(photometer)를 이용하여 I-PyC(inner PyC), O-PyC(outer PyC) 각각의 열분해탄소
피복층의 이방성을 광학적으로 측정하였다.

측정시료는 고정하고 광원과 시편 사

이에 설치된 편광판(polarizer)을 30도 간격으로 360도 회전시켜 입사광을 만들고 시
료에서 반사되는 반사광을 측정하였다.
포토메타 장비에 대한 구성 및 내용은 NHDD-KA07-FU-002-00, Rev.00를 참조한
다.

(3) 광학적 이방성 측정 실험
(가) 기준 광원 자료
TRISO 입자연료의 제 2 피복층인 열분해탄소 피복층 I-PyC(Inner PyC) 층과 제
4 피복층인 열분해탄소 피복층 O-PyC(Outer PyC) 층의 이방성을 측정하기 위한
photometer 시스템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고 실험결과를 분석하였
다.

현미경의 확대율은 200 배이며, 측정 지점에서의 측정값은 반사도 3.1의 지르

코니아 큐빅(zirconia cubic) 표준시편으로 교정한 후에 50 개의 측정값을 평균한 평
균값이 사용되었다.
반사도 3.1의 지르코니아 큐빅의 표준시편을 이용하여 측정한 기준 광원 자료는
표 3.5-5를 적용한다.

표 3.5-5. 표준시료에 대한 편광판의 회전 각도에 따른 반사광량 변화 측정
각도, 도
Test

0

30

60

90

120

150

180

210

240

270

300

330

360

Rmax
/Rmin

측정값, a(θ) 3.094 3.007 2.828 2.683 2.708 2.882 3.111 3.216 3.170 3.054 3.045 3,102 3.141 1.199
교정값, f(θ) 3.094 3.003 2.82 2.671 2.692 2.862 3.088 3.189 3.139 3.019 3.006 3.059 3.094 1.194
상대값,
f(θ)/f(θ)min

1.158 1.124 1.056 1.000 1.008 1.072 1.156 1.194 1.175 1.130 1.125 1.14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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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9. 표준시료에 대한 편광판의 회전 각도에 따른 반사광량 변화

(다) 피복층 광학적 이방성 측정 실험
포토메타를 이용하여 I-PyC 피복층과 O-PyC 피복층의 광학적 반사계수를 측정하
고 이방성을 분석하였다.

실험 배취는 표 3.5-6과 같이 A-100-2, B-100-2, C-100-1,

D-100-2 이상 4개의 배취에서 각각 20 개의 입자가 사용되었다.

표 3.5-6. 분석용 시료
Sample number

Number of particles

A-100-2
B-100-2
C-100-1
D-100-2

20
20
20
20

4 개 배취에 대한 실험 결과 그림 3.5-20 ~ 그림 3.5-23과 같은 분포를 나타냈다.
이를 정리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면 표 3.5-7과 같다.
(3.5-1)을 이용하여

표 3.5-7에서는 식

OPTAF를 BAF로 환산한 값도 나타냈으며, 그림 3.5-24는 각 실

험 배취의 평균값을 나타내며 그림 3.5-25는 표준편차를 각각 나타낸다.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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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0. A 시료의 광학적 이방성 분포

그림 3.5-21. B 시료의 광학적 이방성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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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2. C 시료의 광학적 이방성 분포

그림 3.5-23. D 시료의 광학적 이방성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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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7. 광학적 이방성 측정 결과
OPTAF
Sample number

A-100-2

B-100-2

C-100-1

D-100-2

PyC

Mean

BAF

Standard
deviation

Mean

Standard
deviation

I-PyC

1.023

0.010

1.073

0.032

O-PyC

1.020

0.011

1.065

0.034

I-PyC

1.029

0.007

1.092

0.021

O-PyC

1.031

0.005

1.101

0.017

I-PyC

1.025

0.005

1.081

0.016

O-PyC

1.025

0.009

1.081

0.028

I-PyC

1.020

0.006

1.063

0.019

O-PyC

1.024

0.005

1.076

0.017

그림 3.5-24. 광학적 이방성 평균

- 143 -

그림 3.5-25. 광학적 이방성 표준편차

각 시료의 PyC 피복층은 1.005~1.040 범위의 광학적 이방성 값을 나타내고 있다.
평균은 1.02~1.03 범위를 나타내며 표준편차는 0.005~0.010 범위를 나타냈다.

A, D

시료의 이방성이 B, C 시료에 비해 다소 작은 이방성을 나타냈지만 그 차이는 그다
지 크지 않다.

평균 BAF 값은 1.065~1.101 범위를 나타냈다.

(4) 실험 결과
모의 피복입자 시료를 마운팅하여 절단하고 중심부를 연마한 후 포토메타를 이용
하여 광 반사도 변화를 측정하여 I-PyC 피복층 및 O-PyC 피복층의 광학적 이방성
을 분석하였다. 시료의 PyC 피복층은 1.005~1.040 범위의 광학적 이방성 값을 나타
냈으며, 평균은 1.02~1.03, 표준편차는 0.005~0.010 범위를 각각 나타냈다.

A, D 시

료의 이방성이 B, C 시료에 비해 다소 작은 이방성을 나타냈지만 그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다.

측정된 광학적 이방성을 BAF로 계산할 수 있으며 계산 결과 평균

BAF 값은 1.065~1.101 범위를 나타냈다.

측정 시 포토메타 광원의 불안정성(파장,

강도 등)과 광학 장치의 기계적인 오차, 시료 표면 상태의 불균질성 등을 고려할 때
1~2 %의 측정 오차를 감안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144 -

마. 피복입자 SiC 피복층 밀도 측정

(1) 목적
본 실험의 목적은 고온가스로용 피복입자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IAEA CRP-6
프로그램 중 밀도구배장치(density gradient column)를 이용하여 SiC 피복층의 밀도
를 측정하는데 있다.

(2) 측정장치 및 절차
(가) 측정 장치
Density gradient column(그림 3.5-26) : 모델명(제조업체) : DC/02 (LLOYD)

그림 3.5-26. Density gradient column

(나) 측정 절차
1) 시료 채취 및 준비
피복입자연료 시료는 실험배취당 10개를 무작위로 채취하였다.

피복입자 시료를

외경 마이크로메타에 장착하고 마이크로메타의 측정 나사를 돌려 시료에 서서히 물
리적인 힘을 가하여 PyC-SiC 시편을 얻는다.
0℃에서 산화시켜 얻어진다.
용 시편을 준비한다.

SiC 시편은 PyC-SiC 시편을 750~80

얻어진 시편을 초음파 세척기로 세척하여 밀도 측정

이 측정법은 0.8 ～ 3.0 g/cc 의 밀도를 측정하는데 주로 이

용되며, 정밀도는 0.0001 g/cc (23 ± 0.1℃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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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밀도 측정
가) 밀도구배 column 용액 제조
PyC 및 SiC의 밀도를 측정하기 위해 Bromoform (2.90 g/cc)과 methylene
iodide (3.30 g/cc)를 혼합하여 밀도 구배 용액을 제조하였다.

나) 고밀도 및 저밀도 용액 제조 (SiC 용)
- 시료의 측정범위 : 3.1 ～ 3.265 g/cc
- 제조용액의 밀도범위 : 3.100(dma) ～ 3.300(dmb) g/cc
- 고밀도 용액 : VMethyleneiodide(100cc) + VBromoform(0cc)= 3.30 g/cc (100cc)
- 저밀도 용액 : VMethyleneiodide(50cc)+VBromoform(50cc)= 3.10 g/cc (100cc)

다) Column내의 밀도구배 형성 및 평형
- 장치 상부에 고밀도 용액용 플라스크(왼쪽)와 저밀도 용액용 플라스크(오른쪽)를
올려놓는다. 저밀도 용액용 플라스크에는 교반기(stirrer)가 들어있으며 미세관이 연
결된다. 두 플라스크 사이의 밸브는 잠겨 있는 상태이다.
- 두 플라스크 사이의 밸브를 서서히 열면 고밀도 용액용 플라스크에 있는 용액
의 일부가 저밀도 용액용 플라스크 쪽으로 이동하며, 이로 인해 저밀도 용액용 플
라스크의 수면이 높아진다. (그림 3.5-27)

저밀도 용액

고밀도 용액

그림 3.5-27. 용액충전용 플라스크에 고밀도 용액과 저밀도 용액이
각각 담겨진 상태

- 저밀도 용액용 플라스크와 용액 주입기 사이의 밸브를 서서히 열고, 용액 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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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통하여 원주형 관의 바닥부터 차게 한다.
기 위해 제조된 밀도구배 용액을 나타낸다.

그림 3.5-28은 SiC층 밀도를 측정하

밀도가 높은 부분은 연한 녹색이 강하

게 나타나며 밀도가 낮은 부분은 노란색으로 나타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밀

도가 낮은 노란색 용액은 붉은 빛으로 변한다.

그림 3.5-28. SiC층 밀도 측정을 위한 밀도 구배 용액

라) 밀도 측정
- 준비된 SiC 시료를 밀도구배 용액 속에 떨어뜨린다. 밀도를 알고 있는 표준시료
사이에 측정시료가 위치할 경우, 표준시료와의 위치를 판별하여 측정시료의 밀도를
계산한다. 시료의 밀도를 구하는 식은 아래와 같다.
     
        
   

- 여기서 a와 b는 두 표준시료의 밀도이며 이 표준시료는 임의의 기준 점에서(예:
바닥) y와 z의 거리에 있고, 시료 또한 바닥으로부터의 특정한 거리인 x는 y와 z의
사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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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시료(standard floats) : 주로 유리로 만들어지며 구형 또는 타원형으로 밀도
값이 알려진 시료이다.

측정에 사용되는 표준시료는 3.1, 3.15, 3.2, 3.25, 3.3 g/cc의

다섯 종류가 있으며 본 실험에서는 3.15, 3.2, 3.25 g/cc의 세 가지 표준시료를 밀도
구배 용액에 장입하였다. (그림 3.5-29)

이 때 항온조의 온도는 23℃를 나타내고 있

다. (그림 3.5-30)

3.15 g/cc

3.20 g/cc

3.25 g/cc

그림 3.5-29. 표준시료 장입

그림 3.5-30. 항온조 온도계

(3) SiC 밀도 측정 실험
(가) SiC 밀도 측정 실험(A)
시료 A를 밀도구배 용액에 장입하였다.
시료 A의 밀도를 측정하였다.
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시료가 침강하다가 정지한 위치를 읽어

그림 3.5-3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4 개의 시료

각 시료의 밀도는 밀도표준시료와 측정하고자 하는 시

료의 위치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시료① : 3.20 + (3.15-3.20)×(1/91) = 3.199 (g/cc),
시료② : 3.20 + (3.15-3.20)×(6/91) = 3.197 (g/cc),
시료③ : 3.20 + (3.25-3.20)×(3/85) = 3.202 (g/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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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④ : 3.20 + (3.25-3.20)×(8/85) = 3.205 (g/cc) 이다.
따라서 시료 A의 평균 밀도는 3.201 g/cc이다.

시료②
시료①
3.20 g/cc
시료③
시료④

그림 3.5-31. A 시료의 밀도 측정

(나) SiC 밀도 측정 실험(B)
시료 B를 밀도구배 용액에 장입하였다.
시료 B의 밀도를 측정하였다.

시료가 침강하다가 정지한 위치를 읽어

각 시료의 밀도는 밀도표준시료와 측정하고자 하는

6 개의 시료의 위치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시료① : 3.20 + (3.15-3.20)×(23/95) = 3.188 (g/cc),
시료②, ③ : 3.20 + (3.15-3.20)×(15/95) = 3.192 (g/cc),
시료④ : 3.20 + (3.15-3.20)×(13/95) = 3.193 (g/cc),
시료⑤ : 3.20 + (3.15-3.20)×(11/95) = 3.194 (g/cc),
시료⑥ : 3.20 + (3.15-3.20)×(10/95) = 3.195 (g/cc) 이다.

따라서 시료 B의 평균 밀도는 3.192 g/cc이다.

(다) SiC 밀도 측정 실험(C)
시료 C를 밀도구배 용액에 장입하였다.
시료 C의 밀도를 측정하였다.

시료가 침강하다가 정지한 위치를 읽어

각 시료의 밀도는 밀도표준시료와 측정하고자 하는

- 149 -

6 개의 시료의 위치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시료① : 3.20 + (3.15-3.20)×(14/95) = 3.193 (g/cc),
시료② : 3.20 + (3.15-3.20)×(10/95) = 3.195 (g/cc),
시료③ : 3.20 + (3.15-3.20)×(8/95) = 3.196 (g/cc),
시료④ : 3.20 + (3.15-3.20)×(6/95) = 3.197 (g/cc),
시료⑤ : 3.20 + (3.15-3.20)×(4/95) = 3.198 (g/cc),
시료⑥ : 3.20 + (3.15-3.20)×(0/95) = 3.200 (g/cc) 이다.

따라서 시료 C의 평균 밀도는 3.197 g/cc이다.

(라) SiC 밀도 측정 실험(D)
시료 D를 밀도구배 용액에 장입하였다.
시료 D의 밀도를 측정하였다.

시료가 침강하다가 정지한 위치를 읽어

각 시료의 밀도는 밀도표준시료와 측정하고자 하는

6 개의 시료의 위치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시료① : 3.20 + (3.25-3.20)×(1/104) = 3.200 (g/cc),
시료② : 3.20 + (3.25-3.20)×(3/104) = 3.201 (g/cc),
시료③, ④ : 3.20 + (3.15-3.20)×(6/121) = 3.198 (g/cc),
시료⑤ : 3.20 + (3.15-3.20)×(9/121) = 3.196 (g/cc),
시료⑥ : 3.20 + (3.15-3.20)×(12/121) = 3.195 (g/cc) 이다.
따라서 시료 D의 평균 밀도는 3.198 g/cc이다.

측정된 SiC 층의 밀도를 정리하면

표 3.5-8과 같다.

표 3.5-8. SiC 층 밀도 (g/cc)
시료

A

B

C

D

평균

3.201

3.192

3.197

3.198

표준편차

0.003

0.002

0.002

0.002

(마) 실험 결과
모의 피복입자 시료를 외경 마이크로메타에 장착하고 마이크로메타의 측정 나사
를 돌려 시료에 서서히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얻은 PyC-SiC 시편을 850℃에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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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켜 측정시료를 준비하였다.

Bromoform과 methylene iodide 용액을 이용하여

3.1~3.3 g/cc 범위의 밀도구배용액을 제조하고 표준 시료를 장입하여 밀도 범위를
확인하고 각 시료를 순차적으로 장입 및 수거하면서 밀도를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A 시료는 3.201 g/cc, B 시료는 3.192 g/cc, C 시료는 3.197 g/cc, 그리고 D 시료는
3.198 g/cc의 밀도를 나타냈다.

참고로 피복입자연료의 일반적인 SiC 층 밀도는

3.18 g/cc 이상이며 측정 시료가 모두 이 기준을 만족하였다.

2. 품질관리 기준
가. 피복입자핵연료 시험검사 기준

고온가스로용 피복입자핵연료의 중심을 이루는 연료핵과 피복입자 및 피복층을
구성하고 있는 buffer, I-PyC, SiC, O-PyC 층의 특성을 시험하기 위한 검사 항목과
검사 방법 및 판정 기준을 기술하기 위한 시험검사계획서를 중국과 일본의 품질관
리 기준 [3.5-1~7]을 참조하여 표 3.5-9와 같이 작성하였다.

3. 품질검사 지침서
가. X-선을 이용한 피복입자 피복층 두께 검사 지침서

(1)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고온가스로용 피복입자의 피복층을 구성하고 있는 buffer, I-PyC,
SiC, O-PyC 층의 두께를 X-선 래디오그래피 방법을 적용하여 비파괴적으로 검사하
는 절차와 판정 기준을 기술한다.

(2) 목적
고온가스로용 피복입자는 핵분열기체의 방출을 막고 핵연료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두께의 buffer, I-PyC, SiC, O-PyC 층으로 구성된 피복층이 요구된다.
따라서 제조된 피복입자 각 피복층의 두께가 피복입자의 안전성에 요구되는 두께를
만족하는지를 확인한다[3.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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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nel
C ≤ 300
Fe ≤ 500
Ca ≤ 200
≤ 80
≤ 80

1
sample/enrich
ment
1
sample/enrich
ment

impurity
(ppm)

volatile impurity
(μL/g UO2)

U-235 enrichment

≤ 2.01
≤ 4

1 sample /
lot

< 1.2

≥ 10.4

500 ± 50

1 sample/lot,
100 particles
/sample
3 samples /
lot

Acceptance
Criteria

Inspection
Ratio

-

REF.
Doc.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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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analysis

chemical analysis

chemical analysis

chemical analysis

oxidation &
weighing

PSA

immersion

PSA

Inspection
Methods
Fab. Engr.

Indep. Ins.

Customer

Report No.
Quality
Records

Doc. No
ITP-TRISOFUEL
Rev.0

Inspection Points

INSPECTION AND TEST PLAN
OF TRISO FUEL

EBC
(ppm)

O/U ratio

sphericity
(Dmax/Dmin)

density
3
(g/cm )

Diameter
(μm)

Inspection Items

DEVELOPMENT

TRISO FUEL

KAERI

표 3.5-9. 피복입자핵연료(연료핵 및 피복입자) 시험검사 계획서

Remarks

1/3

Page

coating
layer

coated
particle

thickness

1 sample /
lot,
20 particles
/sample

microstructure

20 particles
/sample

SiC

O-PyC

1 sample /
lot

I-PyC

buffer

Acceptance
Criteria

40 ± 20

35 ± 10

40 ± 20

95 ± 45

< 1.2

1 sample /
920 ± 100
lot,
100 particles crack, defect,
/sample
appearance,

Inspection
Ratio

100 %

REF.
Doc.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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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ay

X-ray

X-ray

X-ray

ceramography

PSA

microscope

PSA

Inspection
Methods
Fab. Engr.

Indep. Ins.

Customer

Report No.
Quality
Records

Doc. No
ITP-TRISOFUEL
Rev.0

Inspection Points

INSPECTION AND TEST PLAN
OF TRISO FUEL

sphericity

surface defect

diameter
(um)

Inspection Items

DEVELOPMENT

TRISO FUEL

KAERI

Remarks

2/3

Page

coating
layer

anisotropy

density

Inspection Items

O-PyC

SiC

I-PyC

buffer

O-PyC

5 particles
/sample

1
sample/enric
hment

5 particles
/sample

SiC

Inspection
Ratio

3 samples /
lot

REF.
Doc.No

≤ 1.03

-

≤ 1.03

-

1.9 ± 0.1

≥ 3.18

1.9 ± 0.1

≤ 1.10

Acceptance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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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metry

photometry

photometry

photometry

density column

density column

density column

density column

Inspection
Methods
Fab. Engr.

Indep. Ins.

Customer

Report No.
Quality
Records

Doc. No
ITP-TRISOFUEL
Rev.0

Inspection Points

INSPECTION AND TEST PLAN
OF TRISO FUEL

I-PyC

buffer

DEVELOPMENT

TRISO FUEL

KAERI

Remarks

3/3

Page

(3) 관련문서
ITP-TRISOFUEL Rev. 0/2007, Inspection and Test Plan of TRISO Fuel
KAERI/TR-3356/2007, X-선 영상을 이용한 피복입자연료 피복층 두께 비파괴 측
정기술 개발

[3.5-11]

KAERI/TR-3392/2007, 피복입자연료 특성 검사장비 운용 절차 [3.5-12]

(4) 검사 항목
피복입자 피복층(buffer PyC, I-PyC, SiC, O-PyC 층) 두께

(5) 측정장치 및 절차
(가) 측정 장치
마이크로포커스 X-선 검사 장치

(나) 검사 절차
1) 시료 채취 방법
피복입자연료 시료는 배치당 48개를 무작위로 선정한다.

2) 검사 방법
가) 방진 테이블 가스 압력 조절
방진테이블은 5 개의 원통형 방진다리로 유지된다.

각각의 방진다리는 가스압에

의해 테이블을 들어 올려 바닥면의 직접적인 진동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챔버

가 부양되어 각각의 다리가 자유롭게 진동이 가능하도록 가스를 공급한다.

나) X-선 발생기 진공장치 가동
X-선 발생장치를 가동하기 위해 rotary 펌프와 터보펌프로 구성된 진공시스템을
가동한다.

다) X-선 발생장치 제어기 가동
진공시스템을 가동시킨 후에는 X-선 발생장치의 제어기 전원(220V)을 연결하고
제어기 후면의 전원스위치를 오른쪽으로 눌러 제어기를 가동시킨다.

라) 컴퓨터 시스템 가동
19인치 랙에 설치된 컴퓨터 시스템의 전원 스위치를 눌러 컴퓨터 시스템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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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마) X-선 발생장치 위밍업
컴퓨터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윈도우 바탕화면에 설치된 X-선 발생장치 제어 프로
그램을 실행시키고 X-선 발생장치를 워밍업시킨다.

바) X-선 검출기 가동
Acquisition 메뉴에서 Frame Exposure를 실행시켜 노출 시간을 ms 단위로 설정
한다.(일반적으로 500 ms ~ 6000 ms)

사) 시료 이송기 가동
시료 이송기 제어기의 스위치를 중립(중간)에 위치시키고 제어기의 전원을 연결한
다.

아) 시료 정렬
검사하고자 하는 시료를 시료 이송기에 장착하고 X-선 발생장치와 X-선 검출기를
가동하여 X-선 영상을 획득하고 화면상의 원하는 위치에 정렬시킨다.

가능한 X-선

검출기, 시료, X-선 발생장치의 중심이 일치하도록 정렬한다. (선원-시료 거리 : 70
mm, 시료-검출기 거리 1400 mm)

자) 데이터 획득 프로그램 실행
X-선 영상 획득 프로그램 Harmony 160을 실행시킨 후 Preview 버튼을 누르고
관전압(60 kV), 관전류(80 μA), 노출시간(6 ms), 프레임 수(50)를 설정한다.

영상을

획득하면 수동 측정 및 자동 측정 모드를 이용하여 피복층의 두께를 측정한다.

(6) 합부판정 기준
i) 합격판정 기준
시험검사계획서 참조
ii) 부적합사항 처리
검사결과 불합격된 사항은 관련 품질보증절차서를 작성하고 이 절차서에 의거하
여 처리한다.

(7) 검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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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검사결과는 검사성적서에 기록한다.
ii) 완결된 검사성적서는 관련 품질보증절차서를 적성하고 이 절차서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8) 첨부
검사성적서(표 3.5-10)

표 3.5-10. 피복입자연료 검사성적서
Mean

Density

Std. Dev.

# measured

Measurement
method

Remark

SiC

P

O-PyC

P
Particle size
analyzer

Particle Diameter (μm)
Sphericity

Particle size
analyzer

(Particle Aspect Ratio)
Buffer
Average Coating

I-PyC

Thickness

SiC

X-ray
O-PyC
OPTAF

Optical
anisotropy by
photometer
and
polarization
microscope

I-PyC
(BAF)
OPTAF

Anisotropy
O-PyC

(BAF)

나. PSA를 이용한 피복입자 검사 지침서

(1)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PSA(particle size analyzer)를 이용하여 고온가스로용 피복입자의 외
경 및 구형도를 검사하는 절차와 판정 기준을 기술한다.

(2) 목적
구형의 고온가스로용 피복입자는 구형 연료핵과 핵분열기체의 방출을 막고 핵연
료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두께의 buffer, I-PyC, SiC, O-PyC 층의 피복
층으로 구성된다.

핵연료의 성능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복입자는 일정한 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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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구형도를 만족해야 하며, 제조된 피복입자의 외경 및 구형도가 요구되는 제원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한다.

(3) 관련문서
ITP-TRISOFUEL Rev. 0/2007, Inspection and Test Plan of TRISO Fuel
KAERI/TR-3392/2007, 피복입자연료 특성 검사장비 운용 절차

(4) 검사 항목
- 피복입자 외경
- 피복입자 구형도

(5) 측정장치 및 절차
(가) 측정 장치
PSA(particle size analyzer)
제조회사는 SYMPA TEC.(Germany)이고, 모델은 QICPIC이며, WINDOX5 소프트
웨어를 사용하여 분석과정을 제어하고 자료를 처리한다.

(나) 검사 절차
1) 시료 채취 방법
피복입자연료 시료는 배치당 50~100개를 무작위로 선정한다.

2) 검사 방법
가) 기기가동
분석을 위해서 먼저 본체의 전원을 켜고 컴퓨터를 작동하여 WINDOX5 프로그램
을 활성화시킨 후 laser beam의 안정화를 위하여 약 30분간 예비운전을 한다.

나) 시료분석
분산기(VIVRI)에 일정량(50~100 개 입자)의 시료를 넣고 분석을 실시한다.

확장

자가 rtp인 결과 파일을 열고 각 입자의 평균 직경 FERET_MEAN을 종합하여 직경
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계산하며,

Aspect

ratio(FERET_MIN(최소직

경)/FERET_MAX(최대직경))의 역수를 종합하여 구형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계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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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합부판정 기준
i) 합격판정 기준
시험검사계획서 참조
ii) 부적합사항 처리
검사결과 불합격된 사항은 관련 품질보증절차서를 작성하고 이 절차서에 의거하
여 처리한다.

(7) 검사 기록
i) 검사결과는 검사성적서에 기록한다.
ii) 완결된 검사성적서는 관련 품질보증절차서를 적성하고 이 절차서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8) 첨부
검사성적서(표 3.5-10)

다. 피복입자 PyC 피복층 광학적 이방성 검사 지침서

(1)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고온가스로용 피복입자의 피복층을 구성하고 있는 buffer, I-PyC,
SiC, O-PyC 피복층 가운데 I-PyC 및 O-PyC 층의 이방성을 포토메타와 편광 광학
현미경을 이용하여 광학적으로 검사하는 절차와 판정 기준을 기술한다.

(2) 목적
고온가스로용 피복입자는 핵분열기체의 방출을 막고 핵연료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두께의 buffer, I-PyC, SiC, O-PyC 층으로 구성된 피복층이 요구된다.
피복층 중 I-PyC 및 O-PyC 피복층의 이방성이 피복입자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친
다.따라서 제조된 피복입자의 I-PyC 및 O-PyC 피복층의 이방성이 피복입자의 안전
성에 요구되는 이방성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한다.

(3) 관련문서
ITP-TRISOFUEL Rev. 0/2007, Inspection and Test Plan of TRISO Fuel
KAERI/TR-3392/2007, 피복입자연료 특성 검사장비 운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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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 항목
피복입자 I-PyC 피복층 및 O-PyC 피복층의 광학적 이방성

(5) 측정장치 및 절차
(가) 측정 장치
포토메타 및 편광 광학현미경
- 제조업체 : LEICA Microsystems Ltd.
- 모델
. 편광현미경 : DM RXP HC
. 포토메타 : MSP 200

(나) 측정 원리
편광판의 회전에 따른 반사도 3.1의 등방성 표준시료에 대한 반사광의 변화를 측
정한 값을 a(θ)라 한다. 이 때 시간의 변화에 따른 광원의 세기가 미세하게 선형적
으로 변화하므로 이를 보정해줄 필요가 있다. 보정값을 f(θ)라 하면,
f(θ) = a(θ)-(θ/30)×(a(360)-a(0))/12

와 같이 보정된다.

(3.5-2)

마찬가지로 측정 시료에 대한 반사광의 변화를 t(θ)라 하고 이

에 대한 보정값을 m(θ)라 하면
m(θ) = t(θ)-(θ/30)×(t(360)-t(0))/12

이다.

(3.5-3)

즉, 편광판의 회전에 따른 등방성 표준시료에 대한 반사광의 변화를 f(θ)라

하고, 측정 시료에 대한 반사광의 변화를 m(θ)라 하면, 측정 시료의 반사계수 r(θ)
는,
r(θ) = m(θ)/f(θ),

(3.5-4)

θ : 편광판의 회전 각도

이다. 측정 시료의 이방성 값 ai는,
ai = rmax(θ)/rmin(θ), 0 ≦ θ < 360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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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이다.

여기서 rmax(θ)는 0 ≦ θ < 360 도 구간에서의 최대 반사계수, rmin(θ)는

0

≦ θ < 360 도 구간에서의 최소 반사계수 값을 나타낸다.

(다) 검사 절차
1) 시료 채취 방법
피복입자연료 시료는 실험배취당 20개를 무작위로 선정한다.

시료를 레진에 마

운팅한 후 중심면이 드러나도록 연마한다.

2) 검사 방법
나) 포토메타 프로그램 실행
i) 배율은 200배로 조절한다.
ii) 표준시료에 대해 현미경의 광 입력단에 설치된 편광필터(polarizer)를 0도부터
360도까지 30도 간격으로 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키면서 반사 광량을 측정한다.

광량

의 잡음 제거를 위해 50개의 측정값을 평균하여 얻은 값을 대표값으로 한다.
iii) 시료에 대해 편광필터(polarizer)를 0도부터 360도까지 30도 간격으로 시계방
향으로 회전시키면서 반사 광량을 측정한다.
iv) ii)와 iii) 과정에서 얻은 값을 이용하여 편광판의 각도에 따른 시료의 상대적
반사계수를 구한다. (식 3.5-4)
v) 시료의 광학적 이방성(OPTAF)을 구한다. (식 3.5-5)
vi) 다음 식 (3.5-6)를 이용하여 OPTAF 값을 이용하여 BAF 값을 구한다.

(3.5-6)

다) 측정 예
위의 절차에 따라서 측정된 I-PyC와 O-PyC의 이방성 결과는 그림 3.5-32과 같이
얻을 수 있으며 이 때 광학적 이방성은 각각 1.020과 1.017의 값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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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2. TR-64 시료의 이방성 측정 결과 : I-PyC(=1.020) 및 O-PyC(=1.017)

(6) 합부판정 기준
i) 합격판정 기준
시험검사계획서 참조
ii) 부적합사항 처리
검사결과 불합격된 사항은 관련 품질보증절차서를 작성하고 이 절차서에 의거하
여 처리한다.

(7) 검사 기록
i) 검사결과는 검사성적서에 기록한다.
ii) 완결된 검사성적서는 관련 품질보증절차서를 적성하고 이 절차서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8) 첨부
검사성적서(표 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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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복입자 피복층 밀도 검사 지침서

(1)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고온가스로용 피복입자의 피복층을 구성하고 있는 buffer, I-PyC,
SiC, O-PyC 피복층 가운데 O-PyC

및 SiC 피복층의 밀도를 density gradient

column을 이용하여 검사하는 절차와 판정 기준을 기술한다.

(2) 목적
고온가스로용 피복입자는 핵분열기체의 방출을 막고 핵연료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두께 및 밀도를 가진 buffer, I-PyC, SiC, O-PyC 층으로 구성된 피복층
이 요구된다.

모든 피복층의 밀도가 중요하지만 시료채취가 가능한 O-PyC 및 SiC

피복층의 밀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조된 피복입자의 O-PyC 및 SiC

피복층의 밀도가 피복입자의 안전성에 요구되는 밀도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한
다.

(3) 관련문서
ITP-TRISOFUEL Rev. 0/2007, Inspection and Test Plan of TRISO Fuel
KAERI/TR-3392/2007, 피복입자연료 특성 검사장비 운용 절차

(4) 검사 항목
피복입자 O-PyC 피복층 및 SiC 피복층의 밀도

(5) 측정장치 및 절차
(가) 측정 장치
Density gradient column : 모델명(제조업체) : DC/02 (LLOYD)

(나) 검사 절차
1) 시료 채취 방법
피복입자연료 시료는 실험배취당 10개를 무작위로 선정한다.

시료를 외경 마이

크로메타에 장착하고 마이크로메타의 측정 나사를 돌려 시료에 서서히 물리적인 힘
을 가하여 O-PyC 시편을 얻고 추가적인 가압에 의해 PyC-SiC 시편을 얻는다.
시편은 PyC-SiC 시편을 750~800℃에서 산화시켜 얻어진다.
세척기로 세척하여 밀도 측정용 시편을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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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

얻어진 시편을 초음파

이 측정법은 0.8 ～ 3.0 g/cc 의

밀도를 측정하는데 주로 이용되며, 정밀도는 0.0001 g/cc (23 ± 0.1℃ 기준)이다.
측정 시편은 어떤 형태로도 준비될 수 있지만, 시편의 형상 및 위치 구분을 정확히
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는 되어야 하며, 시편을 준비할 때 압축 응력 때문에 밀도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검사 방법
가) 밀도구배 column 용액 제조
PyC 및 SiC의 밀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원료용액의 종류는 표 3.5-11과
같다.

표 3.5-11. 밀도구배를 갖는 용액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용액의 종류
용액

밀도범위(g/cc)

Carbon tetrachloride-Dibromoethane (PyC용)

1.60-2.18

Bromoform-methylene iodide

2.90-3.30

(SiC 용)

i) 고밀도 및 저밀도 용액 제조 (PyC 용)
- 시료의 측정범위 : 1.83 ～ 2.00 g/cc
- 제조용액의 밀도범위 : 1.826(dma) ～ 2.107(dmb) g/cc
- 고밀도 용액(900cc) : Vdibromoethane(787.5)+Vcarbontetrachloride(112.5)
- 저밀도 용액(900cc) : Vdibromoethane(356.8)+Vcarbontetrachloride(543.2)
ii) 고밀도 및 저밀도 용액 제조 (SiC 용)
- 시료의 측정범위 : 3.1 ～ 3.265 g/cc
- 제조용액의 밀도범위 : 3.094(dma) ～ 3.291(dmb) g/cc
- 고밀도 용액 : VMethyleneiodide(839) + VBromoform(61)= 900 g/cc
- 저밀도 용액 : VMethyleneiodide(422.1)+VBromoform(477.9)= 900 cc

나) 밀도구배 column 제조
i) 고밀도 용액과 저밀도 용액을 제조한 후 각각의 플라스크로 장입한다.
ii) 저밀도 용액용 플라스크 바닥에 있는 교반기를 10분 이상 회전시켜 저밀도 용
액을 혼합한다.
iii) 두 플라스크 사이의 밸브를 서서히 열면 고밀도 용액용 플라스크에 있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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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의 일부가 저밀도 용액용 플라스크 쪽으로 이동하며, 이로 인해 저밀도 용액용
플라스크의 수면이 높아진다.
iv) 저밀도 용액용 플라스크와 용액 주입기 사이의 밸브를 서서히 열고, 용액 주
입기를 통하여 원주형 관의 바닥부터 차게 한다.
v) 플라스크 하부 받침대와 플라스크를 모두 제거하고, 장치 상부에 도르래를 설
치한다. 시브에 연결된 줄의 끝 부분을 도르래에 연결한 후, 시브 위에 표준시료를
올려놓고, motor box 스위치를 눌러 표준시료가 담긴 시브를 밀도구배가 형성되어
있는 용액 속으로 장입시켜 표준 시료를 설치한다.

다) 밀도 측정
i) 준비된 PyC 또는 SiC 시료를 밀도구배 용액 속에 떨어뜨린다. 밀도를 알고 있
는 표준시료 사이에 측정시료가 위치할 경우, 표준시료와의 위치를 판별하여 측정
시료의 밀도를 계산한다. 시료의 밀도를 구하는 식은 아래와 같다.
     
   

       

ii) 여기서 a와 b는 두 표준시료의 밀도이며 이 표준시료는 임의의 기준 점에서
(예: 바닥) y와 z의 거리에 있고, 시료 또한 바닥으로부터의 특정한 거리인 x에 멈
추어 있을 것이며 y와 z의 사이에 있을 것이다.
iii) 표준시료(standard floats) : 주로 유리로 만들어지며 구형 또는 타원형으로 밀
도 값이 알려진 시료이다. 측정에 사용되는 표준시료는 다음과 같다.
- PyC 용 표준시료 : 1.8206, 1.859, 1.901, 1.9398, 1.9618, 1.9806, 2.009,
2.039, 2.0807 g/cc
- SiC 용 표준시료 : 3.1, 3.15, 3.2, 3.25, 3.3 g/cc

(6) 합부판정 기준
i) 합격판정 기준
시험검사계획서 참조
ii) 부적합사항 처리
검사결과 불합격된 사항은 관련 품질보증절차서를 작성하고 이 절차서에 의거하
여 처리한다.

(7) 검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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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검사결과는 검사성적서에 기록한다.
ii) 완결된 검사성적서는 관련 품질보증절차서를 적성하고 이 절차서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8) 첨부
검사성적서(표 3.5-10)

4.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연구용역)
가. 연구용역 명 :

피복입자핵연료 제조공정 확립을 위한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Establishment of Quality Control System for TRISO-coated Particle Fuel
Fabrication)

나. 수행기관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다. 용역 수행 내용

(1) 개요
현재 해외 선진사의 경우 자사의 노형에 맞는 피복입자핵연료에 대해 검사 항목
과 검사 방법을 설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복입자핵연료의 품질관리 활동을 실
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 고온가스로 노형이 선정되지 않았지만, 향
후 피복입자핵연료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발하고 제조하기 위해서는 피복입자
핵연료 제조를 위한 품질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핵연료 품질보증시스템과 해외사의 피복입자핵연료 품질관리현황 분
석을 통하여 향후 피복입자핵연료 제조시 필요한 품질관리시스템 구축방안으로서
품질관리시스템의 구성 및 관련 품질문서들의 기본형태를 제공한다[3.5-13].

(2) 핵연료 품질보증시스템
(가) 품질관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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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연료 제조관련 품질보증 적용규정
현재 국내 핵연료 제조를 위한 품질보증 적용규정은 국내의 원자력법령을 포함
하여, 미국 및 유럽 등 국제규격의 기술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아래의 표 3.5-12에
핵연료 제조에 적용하고 있는 규정과 내용을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2) 핵연료 품질관리 요건
핵연료의 품질관리는 핵연료 제조공정을 기준으로 구성된다. 제조를 위한 원자
재의 품질관리, 제조공정 중 검사 및 관리 그리고 제조된 핵연료에 대한 최종 검사
관리로 구성된다. 품질관리시스템은 아래와 같이 각각의 품질관리 요건에 의해 운
용되어야 한다.

가) 자재, 부품 및 구성품의 식별관리
제조에 사용되는 원자재, 부품 및 구성품은 인수검사 또는 수입검사에서 합격된
물품만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먼저 자재의 식별 및 관
리가 요구된다.

나) 공정관리
작업공정은 지침서, 절차서, 도면, 점검표, 작업공정표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공정중 제조 및 검사자에 따라 결과가 많은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특수공정은 자격이 인증된 인원과 공정에 의해 적용 code/standards, 시방
서, 허용기준과 다른 특수요건에 따라 관리조건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 검사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이나 행위가 지침서, 절차서 및 도면의 요건을 만족하
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가 계획되고 수행되어야 한다. 검사계획은 검사특성과
방법이 기술되고 검사결과는 서류화 한다. 검사는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 인원에 의
해 수행되고, 검사공정은 자격이 인증되어야 한다.

라) 시험관리
물품이 사용중 요건을 만족할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모든 시험이 식별 및 서류화
되어야 하며, 시험은 적용 설계서류에 포함된 요구조건과 허용기준을 포함하는 절
차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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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12. 핵연료 제조관련 품질보증 적용규정
구분
1

적용규정

내 용

원자력법 과기부령 제31호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2

KEPIC-QAP

3

ISO 9000 Series

ISO 국제 규격의 품질보증요건

4

10CFR50 App. B

미국 연방법령의 원자력품질보증요건

5

ASME NQA-1

6

ANSI N 45.2

7

ASME Sec III NCA-4000

8

IAEA 50-C-QA Code for
Practice

대한전기협회 전력산업기준 원자력 품질보증요건

미국 ASME Code의 원자력품질보증요건
Quality

Assurance

Program

Requirement

for

Nuclear Power Plant
Quality Assurance
Quality Assurance

9

CSA Z 299.1

캐나다 원자력 품질보증요건

10

RCCC-A 5000

프랑스 원자력 품질보증요건

마) 측정 및 시험기기의 관리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공구, 게이지, 기기 및 검사/측정/시험장비는 설정된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수립되고 서류화 되어야 하며, 정밀
도를 보증하기 위해 시험, 검사, 측정방비가 주기적으로 또는 사용전에 국가공인표
준에 따라 교정, 조정 및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바) 취급, 저장 및 출하
취급, 저장 및 출하는 작업 및 검사지침서, 도면, 시방서, 출하지시서 또는 다른
서류나 절차서에 따라 수행한다.

사) 검사, 시험 및 제조현황
시험, 검사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방안이 설정되고 서류화되어야 하며, 시험, 검사
가 수행되었고 합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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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부적합 자재, 부품 및 구성품의 관리
요구조건에 만족하지 않는 부품 또는 행위를 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서류화
되어야 한다.

자) 시정조치
품질에 역행하는 재료와 장비에 대해 그 조건들이 서류화되고 제도화되어야 하
며, 품질위배사항은 발견 즉시 식별되고 시정되어야 한다.

차) 품질관리 기록
품질에 관련된 행위나 물품의 품질에 대한 작업결과는 기록되어야 하며, 기록서
는 적용 code, standards, 시방서 및 계약요건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획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3) 피복입자핵연료 품질관리시스템
(가) 해외사 피복입자핵연료 품질관리 현황
서로 다른 해외사의 고온가스로용 피복입자핵연료의 시방요건 및 품질관리 현황
은 다음과 같다.
1) 미국 피복입자핵연료
미국의 NP-MHTGR (New Production-Modular High-Temperature Gas-Cooled
Reactor)용 피복입자핵연료는 95% 신뢰도를 갖기 위해 제조된 피복입자핵연료로부
터 얻어진 실측 자료를 바탕으로 시방요건이 작성되었다. 표 3.5-13에 시방요건과
제조된 피복입자 핵연료의 실측 자료를 나타내었다.

2) 독일 피복입자핵연료
독일의 170 MWth MODUL 원자로에 사용되는 피복입자핵연료의 시방요건 및 실
측값을 표 3.5-14에 나타내었다. 독일의 피복입자핵연료의 시방요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 우라늄에 대한 총 분율 규제이다. 즉, matrix 오염과 손실 SiC 입자에 대
-5

한 규제의 합으로 나타낸다. 총 규제치는 6×10 로 규제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자
유 우라늄에 대한 matrix 오염 규제치와 손실 SiC의 입자에 대한 규제치의 총합과
같은 규제치를 갖는다. 독일 연료에 대한 총 자유우라늄의 분율에 대한 실측치는
-5

-5

0.8×10 ～5.0×10

범위 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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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13. NPR연료에 대한 시방요건 및 실측값

재료
농축도(wt%)
불순물(wt-ppm)
C/U 분율
O/U 분율
직경(μm)
밀도(g/cm3)
Buffer 층 두께(μm)
Buffer 층 밀도(g/cm3)
IPyC 두께(μm)
3
IPyC 밀도(g/cm )
IPyC BAF
SiC 두께(μm)
3
SiC 밀도(g/cm )
OPyC 두께(μm)
3
OPyC 밀도(g/cm )
OPyC BAF
PPyC 두께(μm)
3
PPyC 밀도(g/cm )
길이(mm)
직경(mm)
가연성불순물(B, Cd, Eu, Gd,
Li, Sm)
비가연성 불순물(Na, S, Ca,
Yb, Ti, V, Cr, Lu, Mn, Fe,
Co, Al, In, Ta, Cs, La, Ce,
W, Pr, Nd, Tb, Ho, Er, Tm)
총 자유 우라늄 분율

시방요건
연료핵
UCO
93.15 +0.15/-1.00
≤ 5,000
≤ 0.5
1.4～1.7
195 +10/-50
≥ 10.3
피복입자
90～110
0.80～1.10
40～60
1.85～1.95
≤ 1.20
35～40
≥ 3.18
30～50
1.80～1.95
Not Specified
40～60
0.80～1.10
연료체
49.30±0.50
12.37～12.62

실측값
UCO
93.147±0.007
1,800±120
0.3618±0.0008
1.5098±0.0066
200±5
10.51±0.01
101.7±10.2
0.958±0.005
52.9±3.7
1.923±0.008
1.058±0.005
35.3±3.1
3.2278±0.0007
39.1±4.01
1.85±0.01
1.052±0.006
47.0±11.3
1.06
49.33±0.11
12.37～12.51

≤ 5 ppm EBC

0.77±0.50 ppm EBC

≤ 1 ppm EBC

0.56±0.13 ppm EBC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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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4×10

-5

표 3.5-14. 170 MWth MODUL 원자로용 피복입자 핵연료 시방요건 및 실측값
시방요건
연료핵
UO2
8.0±0.1
480～520
≥ 10.4

재료
농축도(wt%)
직경(μm)
밀도(g/cm3)
구형도
Odd-shaped 연료핵 분율

피복입자
72～108
≤ 1.05
30～50
1.91±0.1
≤ 1.1
31～39
≥ 3.18
25～45
1.91±0.1
≤ 1.1

500±11
10.9±0.08
<1.07
-4
5×10 (before tabling)

92±14
0.97
39±4
1.91±0.02
1.054±0.012
35±2.5
3.20±0.003
40±3
1.91±0.02
1.024±0.005

연료체
1.75±0.02
at

o

1,000 C)
2
부식속도(mg/cm h

UO2

10-5(after tabling)

Buffer 층 두께(μm)
Buffer 층 밀도(g/cm3)
IPyC 두께(μm)
3
IPyC 밀도(g/cm )
IPyC BAF
IPyC OPTAF
SiC 두께(μm)
SiC 밀도(g/cm3)
OPyC 두께(μm)
3
OPyC 밀도(g/cm )
IPyC BAF
OPyC OPTAF
밀도(g/cm3)
Ash 함량(ppm)
열전도도
(W/cmK

실측값

at

o

1,000 C)
마멸속도(mg/cm2h)
Crushing 강도(kN)

≥ 25
≤ 1.3

≥ 18

총 자유 우라늄 분율

6×10

-5

1.75±0.004
40
39(직각),

40(평행)

0.62±0.08
2.9±0.7
23.7±0.3 직각),
26.3±0.4 (평행)
< 5×10-5

3) 일본 피복입자핵연료
일본의 HTTR 원자로에 처음으로 장입된 피복입자핵연료에 대한 시방요건을 표
3.5-15에 나타내었다.

총 자유 우라늄 분율은 2×10-3으로 규제한다.

피복입자 핵연

료 제조공정 중 수행되는 품질관리항목은 그림 3.5-33과 같다. 우라늄 오염 측정은
700개의 연료체중 4개의 연료체를 파쇄후 산에 용해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제조된
연료중 SiC 손실율 시험은 700개의 연료체중 6개의 연료체에 대해 연소용해법을 실
시하여 검사한다. OPyC층과 흑연 matrix의 산화시험은 900oC의 대기 중에서 산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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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시험을 실시한다.

표 3.5-15. 일본 HTTR 원자로용 피복입자핵연료의 시방요건
연료핵
재료
농축도(wt%)
직경(μm)
3
밀도(g/cm )
불순물(ppm EBC)

UO2
6
600±55
10.63±0.26
< 3
피복입자

Buffer 층 두께(μm)
Buffer 층 밀도(g/cm3)
IPyC 두께(μm)
3
IPyC 밀도(g/cm )
SiC 두께(μm)
3
SiC 밀도(g/cm )
OPyC 두께(μm)
OPyC 밀도(g/cm3)
IPyC/OPyC OPTAF
직경(μm)
구형도

60±12
1.1±0.1
30±6
1.85 +0.10/-0.05
25 +12/-0
≥ 3.2
45±6
1.85 +0.10/-0.05
≤ 1.03
920 +50/-30
≤ 1.2
연료체

입자 충진율(vol%)

30±3

불순물(ppm EBC)
외경(mm)
내경(mm)
높이(mm)
3
Matrix 밀도(g/cm )
압축강도(N)
총 자유 우라늄 분율

≤ 5
26.0±0.1
10.0±0.1
39.0±0.5
1.70±0.05
≥ 4,900
-3
2×10

4) 중국 피복입자핵연료
중국의 실증로 HTR-10(High-Temperature Reactor)를 구성하는 구형의 페블형 피
복입자핵연료는 약 8,300개의 TRISO 피복 LE UO2 입자를 포함하고 있다. 페블형
연료는 중국의 INET(Institute of Nuclear Energy Technology)에 의해 25년 동안 연
구를 통하여 개발되었으며, 2001년 12월에 HTR-10 원자로 장전되었다.
UO2 연료핵은 겔(gel)-석출 공정에 의해 제조되었으며, 연료핵의 피복은 CVD법
에 의해 수행되었다. 최종적으로 입자의 오버코팅, 압축 및 열처리 공정을 통하여
페블형 연료가 제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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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HTR-10 원자로용 피복입자핵연료의 시방요건과 실측값은 표 3.5-16과 같
다. 피복입자 외형이 95%의 신뢰도를 갖고 있다. 핵연료내의 총 자유 우라늄 함량
-4

-5

은 3×10 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HTR-10에 최초 장입된 연료의 경우 3.7×10 ～
-4

5.5×10

범위의 값을 갖고 있었다. 중국의 피복입자핵연료에 대한 품질관리 활동은

그림 3.5-34와 같다.

그림 3.5-33. 일본 HTTR 원자로용 피복입자핵연료의 품질관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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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16. 중국 HTR-10 원자로용 피복입자핵연료의 시방요건 및 실측값
시방요건
연료핵
UO2
500±50
≥ 10.4
< 1.2
≤ 2.01
-4
≤ 5×10
피복입자
90±36
≤ 1.10
40±20
1.9±0.1
≤ 1.03
35±10
≥ 3.18
40±20
1.9±0.1
흑연 Matrix
≥ 1.70
≤ 300
≤ 0.3
≤ 3.0

재료
직경(μm)
3
밀도(g/cm )
구형도
O/U비
Odd-shaped 연료핵 분율
Buffer 층 두께(μm)
3
Buffer 층 밀도(g/cm )
IPyC 두께(μm)
3
IPyC 밀도(g/cm )
IPyC/OPyC OPTAF
SiC 두께(μm)
3
SiC 밀도(g/cm )
OPyC 두께(μm)
OPyC 밀도(g/cm3)
3

밀도(g/cm )
총 Ash(ppm)
Li 함량(ppm)
불순물(ppm EBC)
o

열전도도(W/cmK at 1,000 C)

≥ 0.25

실측값
UO2
501±4.7
10.77±0.05
1.05±0.01
2.000±0.001
-4
-4
2.6×10 ±1.4×10
84.8±5.9
1.05±0.04
43.0±1.2
1.8±0.02
1.02±0.006
40.0±1.4
3.200±0.003
38.5±1.5
1.80±0.02
1.72
89
< 0.02
< 1.0
0.31(직각),
0.28(평행)

부식속도
(mg/cm2h at 1,000oC in He+1

≤ 1.3

0.95

≤ 6

3.2

vol% H2O)
마멸속도
(mg/h per fuel element)
파괴강도(kN)
직경(mm)
Fuel-Free Shell 두께(mm)
총 자유 우라늄 분율

≥ 18
연료체
59.6～60.2
4.0～6.0
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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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직각),
21.6(평행)
59.6～60.2
4.0～6.0
3.7～5.5×10-4

그림 3.5-34. 중국 HTR-10 원자로용 피복입자핵연료의 품질관리 활동

(4) 피복입자핵연료 품질관리시스템 구축방안
피복입자핵연료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으로서 품질관리시스템은 품질관리 요
건에 따라 연료핵, 피복입자 및 연료체 제조 공정별로 품질관리시스템이 구성되어
야 한다. 각 제조공정내에 구성되어야 할 품질관리시스템은 크게 3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원자재의 특성요건을 관리하기 위한 시방요건, 둘째 제조공정을 관리
하기 위한 제조절차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조된 제품의 특성 시험 및 관리를 위한
품질관리로 구성하여야 한다. 각각의 품질관리 시스템 내에는 관리항목 및 기준 그
리고 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각각의 품질관리 항목을 품질문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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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여 이에 따라 품질관리 시스템이 운영되어야 한다.

(가). 피복입자핵연료 품질관리시스템 구성
피복입자핵연료 품질관리시스템은 제조공정을 기본으로 하여 구축되어야 한다.
표 3.5-17에 구축되어야 할 피복입자핵연료 품질관리시스템을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연료핵에서 연료체까지 제조공정을 나타내었으며, 각 공정에서의 검사항목과 이에
따른 품질문서를 나타내었다. 품질문서는 재료 및 제품시방서, 제조절차서 그리고
품질관리절차서로 구분된다. 각 공정 중 측정항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항목은 하
나의 절차서로 통합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피복입자핵연료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U3O8 분말은 재료시방서의 시방요건
에 따라 공급자로부터 제조되어 수입된다. 제조된 U3O8 분말은 검사항목에 대해 품
질관리절차서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피복입자핵연료 제조를 위한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품질문서로 표 3.5-18
과 같이 재료시방서 3종, 제품시방서 3종, 제조절차서 3종 그리고 품질관리절차서
26종을 선정하였다. 제조공정은 달라도 측정항목 및 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항
목은 하나의 절차서로 통합하여 작성하였다. 작성된 시방서 및 절차서는 부록의 품
질문서에서 각각의 품질문서 기본 형태를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피복입자핵연료 개발은 연구초기 단계이므로 설계치 및 목표치를 설
정하기가 아직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품질문서내의 목표치 및 설정치는 표기하지
않았으며, 향후 세부 제조공정의 확립과 많은 실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세부 설계
가 확정되는 시점까지 계속적으로 관련 품질문서들에 대한 수정 및 개정이 필요하
며, 상기의 품질문서 외에 새로운 품질문서를 선정․작성이 필요하다.

(나) 피복입자핵연료 시방서
1) 재료시방서
피복입자핵연료는 원자재로부터 여러 제조공정을 거쳐 중간제품이 제조되고, 최
종적으로 피복입자핵연료가 제조된다. 피복입자핵연료 제조를 위한 원자재는 U3O8
분말, 흑연분말, 및 페놀수지로 나뉜다. 원자재는 원자재의 성능요건을 재료시방서
내에 명시하여 시방요건을 만족하는 원자재를 원자재 제조/공급사로부터 구매한다.
재료시방서는 시방서의 목적과 범위, 적용서류, 용어의 정의, 제조요건, 원자재 재료
요건 그리고 시험 및 검사 요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각각의 원자재에 대한 재료시
방서 형식은 부록의 품질관리 문서 중 재료시방서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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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시방서
피복입자핵연료는 크게 연료핵 제조공정, 피복입자 제조공정 및 연료체 제조공정
을 거쳐 제조된다. 각 공정에 의해 제조된 생산품의 성능만족 여부를 판정하기 위
해서는 생산품에 대한 요건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연료핵, 피복입자 및
연료체 제품시방서의 작성이 필요하며, 각각의 제품시방서는 재료시방서와 같이 시
방서의 목적과 범위, 적용서류, 용어의 정의, 제조요건, 제품요건 그리고 시험 및 검
사 요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연료핵, 피복입자 및 연료체 제품시방서는 부록의 품질
문서 중 제품시방서에 나타내었다.

3) 피복입자핵연료 제조절차서
피복입자핵연료는 여러 제조공정을 거쳐 제조된다. 크게 분류하면, 연료핵 제조
공정, 피복입자 제조공정, 연료체 제조공정으로 나눌 수 있다. 연료체 제조공정은
피복입자 오버코팅 공정과 연료구 및 연료콤팩트 제조공정을 포함한다.
향후 국내에서 개발될 수소생산용 원전 노형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연료콤팩트 제조후 조립 및 연료봉 제조공정, 연료다발 제조공정은 본 품질관리시
스템에서는 제외하였다.
각각의 제조공정은 제조 절차서에 따라 제조되어야 하며, 제조절차서는 목적 및
적용범위, 적용서류, 사용기기 및 장비, 교정 주기, 안전조치, 작업절차, 보수, 기록
보고 및 작업 기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연료핵 제조, 피복입자 제조 및 연료체 제조절차서는 부록의 품질문서에 각각
그 기본 형태를 나타내었다.

(다) 피복입자핵연료 품질관리절차서
품질관리절차서는 수입검사절차와 시험 및 측정절차를 포함한다. 피복입자핵연료
는 여러 단계의 제조공정을 거쳐 제조되며, 각각의 제조공정에 따라 연료핵, 피복입
자 등 중산 생산품이 제조된다. 다음 제조공정을 시작하기 전에 사용되는 제품 또
는 원자재는 제품시방서 및 재료시방서의 요건만족 여부를 확인후 다음 제조공정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제품 및 재료에 대한 수입검사절차가 문서화되어야
하며, 문서화된 수입검사 품질관리절차에 따라 선행공정에서 생산된 제품 또는 원
자재를 검사하여야 한다.
수입검사를 위한 품질관리절차서는 목적 및 범위, 적용서류, 사용기기 및 장치,
교정주기, 검사절차 및 기록보고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본 연구용역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품질관리시스템에서는 원자재로서 U3O8분말, 흑연분말 및 페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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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수입검사, 제품으로서 연료핵 및 피복입자 수입검사에 관한 품질관리절차서를
작성하였다.

(4) 결언
피복입자핵연료 제조를 위한 품질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연구를 통하여, 핵연료 품
질보증시스템과 해외사 피복입자핵연료 품질관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바
탕으로 향후 피복입자핵연료 제조시 필요한 품질관리시스템 구축방안으로서 품질관
리시스템의 구성 및 관련 품질문서들의 기본 형태를 제공하였다.
현재 고온가스로의 노형이 선정되지 않았으므로 연료콤팩트 이후의 연료봉 및 연
료다발 공정은 품질관리시스템 구성에 반영하지 않았다. 품질관리시스템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각 공정별 품질문서들로서 시방서 6종, 제조절차서 3종 및 품질관리
절차서 26종을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품질문서들은 향후 피복입자핵연료 개발결과
를 반영하여 계속적인 수정 및 개정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품질문서들을 작성하고
운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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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17. 피복입자핵연료 품질관리시스템
제조공정
U3O8

UO2 연료핵

피복입자

검사항목

적용 품질문서

U3O8분말 재료시방서
U235 농축도, U 함량, 불순물, 235
U
농축도 및 %U함량 측정 절차서
등가보론함량
불순물 및 등가보론함량 측정 절차서
U3O8분말 수입검사 절차서
연료핵 제조절차서
235
농축도 및 %U함량측정 절차서
U
U235 농축도, 직경, 밀도, 진구
진구도, 입자크기 및 두께측정 절차서
도, 불순물, O/U비, 등가보론
연료핵 및 피복입자 피복층 밀도측정 절차서
함량
O/U비 측정 절차서
불순물 및 등가보론함량 측정 절차서
연료핵 제품시방서
연료핵 수입검사 절차서
피복입자 제조절차서
피복층 두께, 피복층 밀도, 피
진구도, 입자크기 및 두께측정 절차서
복층 이방성인자, 피복입자 직
연료핵 및 피복입자 피복층 밀도측정 절차서
경, 피복입자 외관, 피복입자
피복입자 피복층 이방성 인자측정 절차서
단면조직
피복입자 단면조직 및 육안검사 절차서
피복입자 제품시방서
흑연분말 : 불순물, 등가보론
함량, 회분량, 수분함량, 분말
입자크기, 비표면적

흑연분말 수입검사 절차서
페놀수지 수입검사 절차서

흑연분말 재료시방서
페놀수지 재료시방서
불순물, 페놀함량, 카본 잔유량
진구도, 입자크기 및 두께측정 절차서
오버코트 피복입자 직경
흑연구의 불순물 측정 절차서
흑연구의 물리적 특성시험 절차서
밀도, 불순물, 열전도도, 열팽 흑연구의 비저항측정 절차서
창 계수, 비저항, 부식속도, 마 흑연구의 회분함량 특성시험 절차서
수지 : 점도, 분자량, 용융점,

Overcoa

흑연구

모율, 휨강도, 동적 영율, 회분 흑연구의 부식특성시험 절차서
흑연구의 마모특성시험 절차서
함량
흑연구의 휨강도 특성시험 절차서
흑연구의 동적영율 특성시험 절차서
피복입자 수입검사 절차서
연료체 제조절차서

연료체

235
농축도 및 %U함량측정 절차서
연료구 : U량, 직경, 무게, 표 U
O/U비 측정 절차서
면결함, 무연료각 두께, 압축파
진구도, 입자크기 및 두께측정 절차서
괴강도, 낙하강도, 등가보론함
불순물 및 등가보론함량 측정 절차서
량, SiC 파손율, 노출U율
연료구의 외경, 무게 및 표면결함검사 절차서
235
농
연료콤펙트 : 불순물, U
연료구의 압축강도측정 절차서
축도, O/U비, U량, 입자충전
연료구의 낙하강도측정 절차서
율, 메트릭스 밀도, SiC 파손
연료콤펙트 흑연메트릭스 밀도측정 절차서
율, 노출U율
연료콤펙트 입자충전율 측정 절차서

SiC 파손율 및 노출우라늄율 측정 절차서
연료체 제품시방서

- 179 -

표 3.5-18. 품질문서의 종류
구 분 번호
재료
시방서
제품
시방서
제조
절차서

품질

문 서 명

비 고

1

U3O8분말

2

흑연분말

3

페놀수지

1

연료핵

2

피복입자

3

연료체

1

연료핵 제조공정

2

피복입자 제조공정

3

연료체 제조공정

1

U3O8분말 수입검사

2

흑연분말 수입검사

3

페놀수지 수입검사

4

연료핵 수입검사

5

피복입자 수입검사

6

U

7

진구도, 입자크기 및 두께 측정

연료핵, 피복입자, 연료구

8

불순물 및 등가보론함량 측정

U3O8분말, 연료핵, 연료구

9

O/U 비 측정

10

연료핵 및 피복입자 피복층 밀도측정

11

피복입자 피복층 이방성인자 측정

12

피복입자 단면조직 및 육안검사

관리

13
절차서 14

235

농축도 및 %U 함량 측정

U3O8분말, 연료핵,
연료콤팩트

연료핵, 연료구
연료핵, 피복입자 피복층

흑연구의 불순물 측정
흑연구의 물리적 특성 시험

15

흑연구의 부식특성 시험

16

흑연구의 마모특성 시험

17

흑연구의 휨강도 특성 시험

18

흑연구의 동적영율 특성 시험

19

흑연구의 비저항 측정

20

회분함량 특성시험

21

연료구의 외경, 무게 및 표면결함검사

22

연료구의 압축강도 측정

23

연료구의 낙하강도 측정

24

연료콤팩트의 흑연메트릭스 밀도 측정

25

연료콤팩트의 입자충전율 측정

26

SiC 파손율 및 노출우라늄율 측정

밀도, 열전도도, 열팽창 계수

흑연구, 연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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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구, 연료콤팩트

제 6 절 Generation-IV International Forum (GIF) 공동연구
참여
1. 개요
Gen-IV VHTR nuclear system 중 Fuel and Fuel Cycle project 공동연구에의 참
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KAERI)이 주가 되어 제 1차 PMB (Project Management
Board) 회의 (2004. 9)를 시작으로 2007년 5월 Project Plan의 최종확정회의 및 6월
의 1회 teleconference 까지, 모두 7회의 공동연구 준비회의에 참여하여 Project
Plan(PP) 및 Project Arrangement(PA)를 공동으로 확정하였다. 여기에서 공동연구
내용 범위 중, 한국이 수행하므로써 기여할 수 있는 연구항목들을 도출하였다.
6개의 Work Package(WP)를 근간으로, 몇 차례의 PP draft plan을 수정하고,
final PP에서는 WP3에서 Task 3.4.의 Source term Experiment task를 추가하고
WP4의 Task 4.1 중 ZrC coating 공동연구 항목을 삭제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이들
최종 PP 및 PA를 SSC (System Steering Committee)에 상정하여 검토를 받아 회원
국들 간의 회람으로 2008년 1월 30일 최종회원국의 서명을 끝으로 모두 5개의 회원
국 (미국, 일본, 프랑스, 한국 및 유럽연합)으로 공식적인 출발이 되었다. 그동안
provisional member로 같이 회의에 참가했던 캐나다와 남아공 중 캐나다는
observer 국으로 남았다.
VHTR Fuel and Fuel Cycle Project의 PP는 표 3.6-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에서
언급한 6개의 WP 안에 다시 몇 개의 task로 구성되어 있다. 확정된 PP에는 기본적
으로 이 R&D task들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각 회원국
들의 개략적인 투입인력과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예산 및 투입인력의
상세 확정내역은 공동연구 수행 결과 얻어지는 결과물과 더불어 매년 계획, 작성되
는 Annual Work Plan (AWP)에 다시 계획된다.

2. 국내 수행 연구 및 예산
당해단계 기간 (2007 - 2008) 내 Gen-IV VHTR Fuel and Fuel Cycle Project 수행
을 위하여 할당된 예산 및 인력은 표 3.6-1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직 각
task 별로 모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고유 VHTR 개발 program에 맞
추어 참여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 및 투입인력을 편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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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행 연구 및 현황

(1) WP 1. Irradiation and PIE (tasks 1.1 and 1.2)
국내 조사시험시편의 하나로 조사시험과 관련하여 조사 capsule의 온도 예비분석
을 수행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본 보고서 제 3 장 제 2 절의 내용을 참고한다.

(2) WP 2. Fuel attribute and material properties (tasks 2.1, 2.2, 2.3)
PYCASSO (PYrocarbon irradiation for Creep, And Shrinkage/Swelling on
Objects)와 관련하여 참여국인 프랑스 (CEA), 일본 (JAEA) 및 네덜란드 (NRG)와 공
동으로 조사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KAERI 시편을 제조, 조사시험 기관인
네덜란드의 NRG에 송부하였다. 시료의 송부를 위하여 사전에 정부로부터 2008년 1
월에 승인을 받았다.
Fuel Material Property DB 구축을 위한 공동연구는 위탁과제를 통하여 피복입자
핵연료의 각 구성부에 대한 재료특성 data를 수집, 이를 database화 하기 위한 연구
를 수행하였다. 또한,

QC기술 확립을 위한 characterization technique 개발에서는

X-ray radiography를 이용한 피복층의 특성분석기술과 PyC의 이방성을 측정하기
위한 optical anisotropy 분석기술이 개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IAEA CRP-6에서
수행 중인 QC round robin test에 참여 공동 수행하고 그 결과를 Gen-IV VHTR
FFC project와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한 바 있다.

(3) WP 3. Safety testing (task 3.1 Pulse Irradiation Testing) 및 WP 5. Waste
Management (task 5.2 Graphite Management)
두 task 모두 관련 Workshop을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주관기관 (일본의 JAEA 및
독일의 Jülich 연구소) 예산사정으로 무기 연기되었다.

나. WP 2 내의 Task 2.1. (Identification and Measurement of Critical M.P.) 조
사시험

PYCASSO는 EU의 6번째 Framework Program(FP)의 RAPHAEL (ReActor for
Process Heat And Electricity) VHTR(Very High Temperature Reactors)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실험으로, 이 실험의 목적은 모의 연료핵(Al2O3 또는 ZrO2)에 피복된 피복
층의 조사효과를 보다 정량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 실험은 네덜란드의
HFR(High Flux Reactor)에서 조사시험하는 것으로, 조사장치는 NRG가 설계/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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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한국, 프랑스, 일본에서 제공한 조사시편은 이 조사장치에 조립된 것이다. 그
리고 2008년 4월부터 HFR에서 조사시험을 시작하였으며, 2009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이다.
Petten HFR 연구로내의 온도분포 및 각 참여기관의 시료위치는 그림 3.6-1과 같
으며, 이 실험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 즉, 시편, 조사장치, 조사온도 등에 대해서
는 참고문헌 3.6-1에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조사시험이 완료되면 PYCASSO 시험
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협의를 거쳐 조사후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제공한 시편들의 특성과 미세조직은 각각 표 3.6-2 및 그
림 3.6-2와 같다. 이 시편들을 조사장치에 조립할 때 KAERI 연구원들이 현지에서
참관하였으며, 현재, PYCASSO I의 마지막 cycle에서 900℃와 1,100℃의 온도에서
조사되고 있다.
또한

첫

번째

조사시험(PYCASSO-I)

결과를

참조하여

두

번째

조사시험

(PYCASSO-II)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동일한 시편들을 이용하여 HFR에서 조사시
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어 조사후시험도 수행할 예정이다. 여기서 생산되
는 자료는 향후 초고온가스냉각로를 위한 피복입자 핵연료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3.6-1. HFR 노심내의 각 참여기관 시료의 위치 및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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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1. Work package 별 Task, 한국참여 수행 연구 및 2007/2008년도 예산
2007 (억원)
Work Package

2008 (억원)

Tasks

Remarks
직접비

인건비

계

직접비

인건비

계

0.3

0.26

0.56

0.3

0.30

0.60

T 1.2. Shared Irradiation Test

-

-

-

0.4

0.45

0.85

T 1.3 PIE Protocol and Procedure

-

-

-

-

-

-

T 1.4. Irradiation and PIE results

-

-

-

-

-

-

T 2.1. ID/Measure. of Critical Mat. Properties

0.6

1.33

1.93

1.0

1.50

2.50

T 2.2. Establishment of Fuel Mat. Prop‘y DB

0.5

0.8

1.30

0.5

0.90

1.40

T 2.3. Charact. Tech. of Fuel Attributes

1.0

1.33

2.33

1.0

1.50

2.40

T 2.4. Fuel Performance Modeling

-

-

-

-

-

-

T 3.1. Pulse Irradiation Testing

-

0.13

0.13

-

0.15

0.15

T 3.2. Establishment of Heating Test

-

-

-

-

-

-

-

-

-

-

-

-

T 3.3. Heating Tests

-

-

-

-

-

-

T 3.4. Source tem Experiment

-

-

-

-

-

-

-

-

-

-

-

-

0.1

0.13

0.23

0.1

0.15

0.25

-

-

-

-

-

-

-

-

-

-

-

-

-

-

-

-

-

-

2.5

3.98

6.48

3.3

4.95

8.25

T 1.1. Irradiation Device and Procedure
WP1. Irradiation
and PIE

WP2. Fuel attribute
and material
property

WP3. Safety testing

WP4. Enhanced and
advanced fuel

Capability

T 4.1. Process Development

T 5.1. Head-end process of Irradiated fuels
WP5. Waste
management

T 5.1. Graphite Management
T 5.3. Disposal Behavior and Waste Package

WP6. Other fuel
cycle options

2 sub-tasks

T 6.1. Pu burning and Transmutation
T 6.2. Th Fuel Cycle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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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hite 참여

1my = 150 k$
1$ = 1500KW

표 3.6-2. PYCASSO 시험용 피복입자 PyC 증착층 특성
Exp. ID

목표밀도
g/cm

3

증착밀도, g/cm

3

평균 증착 구형도

경도

탄성률

dimensional sink-float 두께, μm rmax/rmin

GPa

GPa

-

-

TR-126

1.0

1.059

-

95.9

1.064

TR-127

1.7

1.777

1.757

96.9

1.053

3.99±0.17 22.18±0.52

TR-131

1.9

1.933

1.950

99.8

1.051

4.54±0.04 25.90±0.16

TR-133

2.1

2.160

2.074

102.4

1.060

4.18±0.13 24.85±0.14

그림 3.6-2. KAERI 시편의 미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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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세부연구목표

달성내용

◦피복입자핵연료 제조기술 최적화 및 특성
분석기술 개발
- 입자구형화기술 최적화: ADU입자 구형도
1.06 달성
- UO3 배소․환원공정 확립
- UO2 연료핵 소결분위기 및 온도별 소결
거동 규명
- UO2 구형입자 단위공정별 제조조건 확정
- 구형 UO2연료핵 입자 제조공정개발
- 제조공정 blockdiagram작성
- 연료핵입자 제조장치 개선 (NH3 가스 접촉
방식 등)
- Parameter 및 제조조건 확정(4개 단위
피복입자 핵연료 제조
공정, 40변수)
기술 최적화 및 특성 ◦모의미세구 이용 피복층 증착 공정변수
분석 기술개발
평가
- 모의미세구 이용 SiC TRISO 입자 연속
증착 공정 최적화
∙2인치 bed (ZrO2 모의미세구 100g 기준)
SiC TRISO 입자 연속증착공정 실험 완료
∙조사시험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PyC 피복
입자 공급
- UO2 연료핵 피복층 증착 공정변수 평가
∙UO2 연료핵 피복을 위한 HfO2 연속증착
공정 최적화
∙피복입자 핵연료 탄화규소 코팅층의 온도
의존성 역학특성 평가 수행
- UO2 연료핵 피복층 증착 공정변수 예비
시험
∙PyC/SiC 증착공정 기초 시험 완료
◦하나로 조사시험기술개발
◦피복입자핵연료 Qualification
- 조사공 수직 위치에 따른 핵연료 출력
계산하고 최적 조사 위치 도출
- 조사시편 발열량 계산 및 조사시편 온도
계산 완료
피복입자 핵연료
조사후시험
기술현황분석
Qualification
◦피복입자핵연료 Qualification
- 조사시험봉과 시편의 온도 및 응력 계산
모델 개발
- 조사위치 발열량 조건에서 온도 및 응력
요건 충족하는 조사시험봉 설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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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표
3)
달성도
(%)

100

100

기여도
- UO2연료핵입자 제조
단위공정에 대한
최적 조건 결정
- ADU입자 구형도
1.06 달성
- NUKEM과의 국제
협력을 통한 공정
기초자료 확보
- Buffer 및 dense
PyC 증착공정을
최적화
- PyC 피복층의
조사시험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시편
제공
- 증착온도, 전체유량
변화에 따른 SiC
피복층의 다양한
특성을 평가하여
최적 공정조건을
도출
- 2인치 직경을 갖는
bed에서의 SiC
TRISO 입자
연속증착공정을
최적화
- 20g 기준의 HfO2 및
UO2 연료핵을
이용하여 SiC TRISO
입자를 제조
- TRISO 핵연료 조사
장치 온도/응력
계산 모델 개발
- 조사위치 발열량
조건에서 온도 및
응력 요건을 만족
시키는 조사시험봉
제원 도출

◦ZrC coating 기술개발
- 평판형 기판에서의 ZrC증착 최적조건 확립
∙50~100㎛ 두께의 95% 이상 순도의 ZrC
증착층 형성
∙Zr:C= 1:1 조성 확립
- 1" bed 모의미세구 이용 ZrC TRISO 연속
증착공정 변수시험
Advanced coated fuel
∙Buffer/PyC 증착 공정변수 시험
개발
∙PyC 증착층 두께변화 변수시험
∙ZrC 증착 공정변수 시험
∙ZrC 증착층 형성 및 두께 조절/EDS 및
AES 분석
- ZrC/PyC 계면특성평가
∙증착층두께 및 밀도평가
∙미세구조평가 및 화학양론 조성평가
◦피복입자핵연료 노내거동 모델 확립
- 연료핵-피복층 기계적 상호 작용(KCMI)
해석모델 개발
-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TRISO 응력해석
모델 개발
핵연료성능 모델개발
- 피복입자핵연료 핵분열 생성물 방출분석
코드 (COPA-FPREL) 개발, 검증
- 피복입자, 페블, 블럭에서의 온도, 농도,
방출량 계산
- 원자로운전/조사/가열 조건에서 핵연료로
부터의 핵분열생성물 방출 모사
◦제조공정 기본기술 도출
- U3O8 화합물의 용해공정을 자체적으로 확
립하여 Broth 원료용액제조에 필요한 UN
용액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
- Broth용액 제조를 위한 사전 전처리 공정
인 preneutralization 공정에 대한 개념을
확보
피복입자핵연료 제조공 - 각 단위공정들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여 추
후 연계공정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특성
정기술 개발
을 파악
- Buffer 층, PyC 층 및 SiC 층에 대한 공정
변수를 도출
- 피복층의 피복공정기술에 대한 자료분석,
장비설계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
- Kernel입자 제조 및 피복공정에 대하여 각
단위공정에 대한 simple한 공정 흐름도를
작성
◦QC 항목 및 방법에 대한 자료조사 및 분
석
피복입자핵연료 QC 기 ◦제조공정과 연계한 QC 기술분석 및 도출
술확립을 위한 기반구 - 피복층 두께 비파괴 평가 기술개발 (위상차
축
X-선)
- 피복 이방성 평가기술 개발
- 시험검사계획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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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00

100

100

- 모의미세구를
이용하여 PyC층 및
ZrC 증착층에 대한
유동층 증착 공정
시험을 수행하고
변수 고찰
- 모의미세구 실험
공정에서 확보한
공정 변수는 향후
UO2를 이용한
유동층 증착공정의
확립에 활용

- 원자로운전/조사/
가열 조건에서
핵분열생성물 방출
모사가 가능한
COPA-FPREL 개발
검증 완료, 선진국
코드 동등이상 기능
구현

- 연료핵 제조 및
피복공정을
중심으로 한
제조공정기술에서
각각 단위공정에
대한 흐름도,
공정변수 분석,
장비요건에 대한
상세한 제조공정
기본기술을 도출함.

- 현재 실험 중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장차 제조기술
확립시 전체적인
품질보증시스템의
토대를 구축함.

Gen-IV 공동연구 참여

- 피복입자핵연료 제조공정 확립 위한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 검사항목별 품질관리지침서 초안 작성
- 피복입자핵연료 검사기술 확립을 위한
IAEA CRP-6 round robin test 수행
- 조사시험 및 PIE, Fuel attribute/ Material
properties 연구, - kernel/ coating
material property 등에 대하여 참여국과
공동으로 project plan 작성 및 수행방안
도출
- 2008년 1월 30일, Fuel and fuel cycle
Project 서명으로 공식적인 Project 착수
- Material property 연구와 관련,
한-일-불-EU 간의 공동연구 PYCASSO
공동조사시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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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Gen-IV 공동연구
체제구축을 위하여
참여국으로서의
역할분담 및 권리
/의무조항 수립에
기여.
- 공식적인 착수
- PYCASSO
공동조사시험
시편제조 및 실질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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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단계 연구개발의 결과로, UO2 연료핵입자 제조 단위공정에 대한 최적 조건을 결
정하였으며 선진국 수준의 구형도를 가지는 ADU 입자를 제조하였다. Buffer 및
dense PyC 증착공정을 최적화하고 PyC 피복층의 조사시험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시편을 제조, 제공하였으며 증착온도 및 전체유량 변화에 따른 SiC 피복층의 다양
한 특성을 평가하여 최적 공정조건을 도출하였다. 또한

2인치 직경을 갖는 bed에

서의 SiC TRISO 입자 연속증착공정을 최적화하고 20g 기준의 HfO2 및 UO2 연료핵
을 이용하여 SiC TRISO 입자를 제조하였다. 1단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단계에
서는 연료핵입자 제조, 코팅, 연료체 제조 및 특성분석 기술 확보를 통해 최적화된
실험실 규모 피복입자핵연료 제조 공정을 수립하고 NUKEM과의 국제 협력을 통한
공정 기초자료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Lab-scale 규모(2-3 kg/batch) 및 상용화 기술
개발을 위한 기본기술을 확립하며 아울러 Gen-IV 등의 국제협력을 위한 기반기술
을 확보할 계획이다.
핵연료 성능검증 코드 개발을 위해 1단계에서는 연료핵-피복층 기계적 상호 작용
(KCMI) 해석모델 및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TRISO 응력해석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피복입자핵연료 핵분열 생성물 방출분석 코드 (COPA-FPREL)를 개발하여 피복입자,
페블, 블럭에서의 온도, 농도, 방출량을 계산하고 원자로 운전, 조사, 가열 조건에서
핵연료로 부터의 핵분열생성물의 방출을 모사할 수 있다. 차기 단계에서는 피복입
자 핵연료 성능 분석을 위한 통합형 코드를 확보함으로써 원자로 정상상태 및 사고
시 핵연료 온도, 응력, 파손율 및 핵분열생성물 분석을 수행하고 향후 핵연료의 최
적설계, 제조기준 확립 및 안전성 평가에 활용할 계획이다.
TRISO 피복입자핵연료의 하나로 조사시험 기술 개발을 목표로 1단계에서는 피복
입자 핵연료 조사조건 상세 분석 및 피복입자 핵연료 조사위치에 따른 발열량을 계
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복입자 핵연료 조사시험봉의 구조설계를 수행하였다. 2 단
계에서는 피복입자핵연료 조사장치 설계/제작 기술 및 조사시험 기술을 확보하고
하나로를 이용한 조사시험에 착수하여 950℃ 이상의 시편 온도를 구현함으로써 핵
연료 제조 공정을 검증하고 핵연료 성능을 입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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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
과학기술정보는 기본적으로 본 보고서의 각 장에 인용된 많은 분량의 과학기술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학술잡지의 논문과 외국 관련 연구기관의 기술
보고서이다.
또한, 본 과제는 기본적으로 연구수행에 있어 제 4 세대 원자력개발(Gen-IV) 계
획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Gen-IV 노형의 하나인 VHTR (Very High
Temperature Reactor)은 기본적으로 4개의 공동연구과제(collaboration project), 즉
Computational Methods Validation and Benchmarks, Fuel and Fuel Cycle,
Materials and Components 및 Nuclear Hydrogen Production Projects에 대하여 그
공동연구의 목표, 연구범위 및 연구항목 등의 결정을 위하여 논의를 계속하였으며,
본 과제에서는 VHTR Fuel and Fucle Cycle PMB에 참가하여 공동참여국들의 많은
과학기술정보들을 수집하였다.
특히, 현재 본 연구의 연구범위에 포함된 다음 분야의 해외 과학기술정보가 수
집되었다. 즉,
- 피복입자핵연료의 조사 및 조사후시험
- 피복입자핵연료의 재료물성
- 피복입자핵연료 성능분석 코드 현황
- ZrC coating 기술 등이 그것이다.

한편, IAEA CRP(Coordinated Research Program) 공동연구의 참여로 피복입자
핵연료 기술과 관련하여 수집된 정보가 있으며 이는 좀 더 상세한 분야로 다음의
분야를 포함한다. 즉,
- 피복입자핵연료 설계
- 피복입자핵연료 상용 제조 및 품질관리
- 가동 중 피복입자핵연료의 monitoring
- 조사시험
- 사고 모의시험
- 가동조건 및 사고조건에서의 피복입자핵연료 분석 benchmark 계산
- 사용후 핵연료 관리
- 규제 및 인허가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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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IV 및 IAEA CRP 에의 참여는 향후 계속될 전망으로 있고, 특히 Gen-IV
공동연구가 본격적으로 수행될 차기단계부터는 많은 해외 과학기술정보를 입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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