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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속 우라늄을 용해하기 해서는 도가니를 사용하여야 한다. 속우라늄

의 용해 시 일반 으로 사용되는 흑연 도가니는 우라늄이 흑연과의 반응성

이 높기 때문에 우라늄과 반응을 막기 하여, 세라믹으로 코 하여 사용하

거나, 는 세라믹 재료로 도가니를 가공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에

서는 흑연 도가니를 코 하는데 사용되는 도형제의 종류에 해 기술하 고, 

도형제의 특징  우라늄 용해 시 용 가능성에 해 기술하 다. 한 코

 방법도 붓칠에 의한 코 과 라즈마를 사용한 용사에 의한 코  방법이 

있는데, 열을 가하고, 압력을 사용한 Thermal spray의 종류  용 방법에 

해서도 기술하 다. 

   우라늄 주조 경험 정리의 장에서는 1998년부터 우라늄 용해 주조 작업을 

수행하면서, 틈틈이 메모한 용해 주조 경험을 정리하여 기술하 다. 이러한 

용해 주조 작업은 연구로용핵연료 개발을 한 것, 방사성동 원소 운반용기 

DU 차폐체를 제조하기 한 것들로, 용해 장치  용해 방법, 용해 주조 결

과 등을 요약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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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도형제 종류  특성

1. Slurry 도형제

 가. 도형제

 속우라늄의 용해 주조 시 Graphite 재질의 도가니  주형을 사용할 경

우, 우라늄과 탄소가 반응하여 속간 화합물을 만들어, Graphite 도가니 내

벽을 손상시킨다. 이를 방지하기 해서 도가니  주형의 내벽에 주조용 도

형제를 코 하여 사용한다. 우라늄 용해 시 도형제로 사용되는 zircon 계열

의 Slurry 코 에 해 소개하고자 한다. 

  (1) 홀코트 (Holcote)

 홀코트라고 하는 물질은 고운입자(325~340 mesh정도)로 이루어진 수용성 

탁액이며, 내열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주로 사형 몰드를 사용하여 자동차용 

부품 등을 주조하는 회사에서, 주조 과정에서의 국부  과열에 의한 결함을 

방지하기 한 도형제로 사용되고 있다.

주철, 주강용 도형제인 홀코트의 특성, 성상, 합한 사용처, 사용법, 주조품

의 품질, 장 , 제품종류, 용법, 장법,  사양은 다음과 같다.[1]

  ① 특 성

 주강, 주철생산 시 퓨란 몰드나 유기 자경성 주형, 자에 용할 수 있는 

수용성, 고내화성의 도형제이며, 정교한 겔 시스템에 의해서 탁성이 우수

하며 침 이 매우 다.  공  상태 그 로 사용 가능하며, 일반 주강이나 

형주철, 공작 기계류에 합한 도형제이다. 홀코트는 붓질이나 스 이, 

롤러 등의 방법으로 용되며, 특별한 겔 시스템으로 요변성을 주었기 때문

에 도형표면이 미려하여 붓질성이 우수하고, 침 이 극히 어서 교반이 쉽

고 도형 표면강도 한 우수하다.



- 2 -

  ② 성 상

 페이스트 상태로 공 되며 공  상태에서 희석되지 않고 그 로 사용 가능

하다.

  ③ 합한 사용처

 홀코트는 퓨란 몰드에 주로 사용되어 유기 자경성 주형 는 자에 용

할 수 있으나 CO2 몰드에는 피하는 것이 좋다.

  ④ 사용법

 고도의 결성을 가지며, 공  상태 그 로 사용할 수 있는 도형제로서 페

인트상의 유연성을 가짐으로 사용 감이 부드럽다. 한, 사용 시 솔 끝에

서 튀거나 흘러내리는 일이 없음으로 작업 환경을 개선시켜주며, 도포가 끝

난 후 건조는 자연 건조, 버 , 토치로 사용하거나, 열풍 건조로 완  건조해 

주어야한다.

  ⑤ 주조품의 품질

 홀코트는 도형 면이 매끄럽고 부드러워 깨끗하고 미려한 주물표면을 얻을 

수 있다.

  ⑥ 장 

▪ 공 상태 그 로 사용하기 때문에 도형횟수, 희석혼합에 따른 인 인 

노력이 감되며, 질성이 있어 작업이 용이하다.

▪ 건조공정이 토치로도 간단히 이루어지므로 신속한 건조가 가능하며, 도형 

면이 매끄럽고 균열이 없다.

▪ 균일한 도포와 우수한 내화성으로 주조물의 표면이 미려하며, 후 처리비

용이 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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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제품의 종류

제 품 용 도 내화재 포장(kg)

 Holcote 110 주강, 형주철 zircon 35

 Holcote KDR2495 주강, 형주철 zircon 35

 Holcote 210 주철 zircon, 흑연 30

  ⑧ 용법

 붓질이나 롤러로 작업할 때는 공  상태 그 로 사용하며, 스 이의 경우

는 소량의 물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⑨ 장법

 홀코트는 수용성 도형제이므로 하 기에 부패, 동 기에 얼지 않게 주의해

서 보 해야한다.

  ⑩ Product specification

▪ 비  : 2.30~2.40

▪ Solid : 70~80%

▪ ZrO2 : 55~63%

▪ Al2O3 : max.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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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세라몰 (Ceramol)

 주철, 주강용 알코올성 도형제인 세라몰의 특징, 성상, 합한 사용처, 사용

법, 장 , 제품종류, 장법  사양은 다음과 같다.[2]

  ① 특 징

 주강, 주철의 생산 시 퓨란 몰드나 CO2 몰드에서 붓질 는 spray로 사용

할 수 있는 고내화성의 도형제이며, 특별한 겔 시스템의 용으로 탁성이 

우수하고 재교반이 용이하다. 일반 주강용 부품이나 형주철 특히 공작기계

류에 합한 도형제이며, 높은 내화도의 Zr을 사용하여 우수한 제품표면을 

얻을 수 있고, 붓질이나 spray로 사용되며, 정한 유동도를 가지고 있다. 특

별한 겔 시스템과 binder로 탁성  표면 착력과 붓질성이 우수하여 균

일한 도형표면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작은 자의 경우는 침 도 가능하며, 

이때도 균일한 도포면에 우수한 도형 막 강도를 나타낸다.

  ② 성 상

 공  상태에 따른 구분에서 세라몰은 두 가지 종류로 나 어진다. 페이스트

상태로 공 되어 희석하여 사용하는 것과(세라몰 55/EP5064), 공 상태 그

로 사용하는 것이(세라몰 2000) 있다.  세라몰 2000은 필요에 따라 희석하여 

사용해도 된다.

  ③ 합한 사용처

 세라몰은 퓨란 몰드/코아나 CO2 몰드에 주로 사용되며, 붓질성이 우수하고 

몰드에 침투되는 깊이가 얕아 주형에 미치는 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④ 사용법

 도형 시에는 엷게 칠 할수록 부착이 잘되며, 즉시 화하는 것이 좋다. 불

꽃이 꺼진 뒤 약 5 분후 다시 엷게 칠하고 화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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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표면이 될 때까지 반복한다. 세라몰은 완 히 건조한 주형이나 자에 

사용하여야 건 한 주물이 얻어지며, 구석진 곳에는 토치로 잠깐 건조하는 

것이 좋다. 희석용재로 메탄올이나 IPA(이소 로필 알코올)이 사용되며, 희석

용재를 조 씩 가하면서 필요한 보메(액체의 비 을 표시하는 단 )가 될 때

까지 일정한 속도로 교반하며, 믹서를 사용하여 교반하는 것이 좋다. 희석용

재에 수분이 있으면 성에 향을 미치게 되어, 이에 한 효용성이 감퇴되

어 주의가 필요하다(수분함량 0.2%).

  ⑤ 장 

 주강, 주철용으로 자나 주형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며, 두꺼운 동합

 는 니  합 에도 좋다.

▪ 지르콘계 내화물 사용으로 높은 내화성을 나타낸다.

▪ 소착이나 용탕 침투에 한 항성이 크다.

▪ 매끄럽고 미려한 주물표면을 얻을 수 있다.

▪ 화 건조 는 자연 건조가 가능하다.

▪ 탁성이 우수하며 재교반이 용이하다.

▪ 세라몰 2000은 붓질성  도형표면이 기존의제품에 비해 탁월하다.

▪ 기존 지르콘계 도형제에 비해 침 이 으며, 침 물상태가 부드러워서 

재 혼합이 용이하다.

  ⑥ 제품의 종류

제 품 용 도 내화물 포장(kg)

 세라몰 55 주강, 주철, 비철 zircon 35

 세라몰 EP5064 주강, 주철 zircon 35

 세라몰 2000 주강, 주철 zircon 35

 세라몰 700 주강, 주철 zircon, alumina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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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장법

 세라몰은 증발하기 쉬운 용재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사용 후 뚜껑을 닫아 

보 하고 3개월 이상 장기 장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한다.

  ⑧ Product specification

▪ 비  : 2.0~2.2

▪ Solid : 70~80%

▪ ZrO2 : 54~62%

▪ SiO2 : 32~40%

  (3) 몰코(Molco)

 주강, 주철, 비철용 도형제인 몰코의 특징, 성상, 합한 사용처, 사용법, 주

조품의 품질, 장 , 제품종류, 장법  사양은 다음과 같다.[3]

  ① 특 징

 주강, 주철 생산 시 퓨란, CO2, full 몰드에서, 붓질, 침 , spray로 사용할 

수 있는 고내화성의 도형제이며, 탁성이 우수하고 재교반이 용이하여 폭넓

은 사용범 를 갖는다. 몰코는 일반 으로 붓질로 많이 용되며, 특별한 겔 

시스템으로 탁성이 우수하고 침 이 거의 없으며, 균일한 도형표면을 얻을 

수 있다. 기존의 도형제에 비해 가스 발생량이 히 어 주조품에 미치는 

향을 최소화시킨다.

  ② 성 상

 페이스트 상태로 공 되며 필요에 따라 메탄올을 희석하여 정 보메로 맞

추어 사용하면 된다.



- 7 -

  ③ 합한 사용처

 몰코는 퓨란, CO2, full 몰드 등에 사용되며, 붓질성이 우수하고 침 이 거

의 없어서 사용이 용이하다.

  ④ 사용법

 몰코는 액상 페이스트 상태로 공 되며, 사용방법에 따라 각기 달리 희석하

여 사용된다. 붓질, spray, 침  모두 가능하며, full 몰드에 용 시에는 공

 상태 그 로 사용 가능하다. 희석이 필요한 경우 메탄올을 사용하며, 소

량씩 가하면서 필요한 보메가 될 때까지 일정한 속도로 교반하여 다. 만약 

희석용재에 수분이 함유되어 있으면 성에 향을 주어 이에 한 효율성

이 감퇴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알코올의 수분함량 0.2 %미만).

  ⑤ 주조품의 품질

 소착이나 용탕 침투에 한 항력이 크며, 미려한 주물표면을 얻을 수 있

다.

  ⑥ 장 

▪ 분산성이 우수하여 침 을 극소화시켜 재교반이 용이하다.

▪ 작업성이 우수하며, 도형표면이 미려하다.

▪ 기존의 지르콘계 도형제에 비해 가스 발생량이 히 다.

▪ 공  상태 혹은 소량의 알코올로 희석사용이 가능하여 도형횟수를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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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제품의 종류

제 품 용 도 내화재 포장(kg/can)

 몰코 100 주강용 zircon 35

 몰코 130 full mold용 zircon, silica 30

 몰코 130G full mold용 zircon, silica 30

  ⑧ 장법

 몰코는 증발하기 쉬운 용재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사용 후 뚜껑을 닫아 보

하고, 3 개월 이상 장기 장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한다.

  ⑨ Product specification

▪ 비  : 2.0~2.3

▪ Solid : 70~80%

▪ ZrO2 : 62~68%

▪ SiO2 : 30~35%

▪ TiO2 : max. 0.2%

▪ Fe2O3 : max. 0.1%

▪ Al2O3 : max. 0.5%

  (4) 몰드코트(Moldcote) 31K

 주강, 고 망간강, 주철, 비철용 도형제인 몰드코트의 특징, 성상, 합한 사

용처, 사용법, 주조품의 품질, 장 , 장법  사양은 다음과 같다.[4]

  ① 특 징

 고 순도의 마그네시아를 내화재로 사용하여 주강, 고 망간강, 주철, 비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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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할 때 사용되는 도형제로서, 퓨란 주형, CO2 주형 등에 합한 도형제이

며 특히, 퓨란 주형에서 마그네시아계 내화물을 사용하여 용탕과의 반응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나다. 몰드코트 31K는 붓질이 일반 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며, 특별한 겔 시스템을 사용하여 탁성이 뛰어나고, 표면 착력이 

우수하여 균일한 도형표면을 얻을 수 있다.

  ② 성 상

 페이스트 상태로 공 되며, 필요에 따라 메탄올을 희석하여 정 보메로 맞

추어 사용하면 된다.

  ③ 합한 사용처

 몰드코트 31K는 퓨란, CO2 주형에 주로 사용되며, 특히 붓질성  도형표

면이 우수하며, 몰드에 침투되는 깊이가 얕아 주형에 미치는 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

  ④ 사용법

 몰드코트 31K는 페이스트 상태로 공 되어 운반, 장 시 약간의 침 물이 

생길 수 있으며, 상등 액은 다량의 결제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버리지 말고 

잘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한 도포 시에는 엷게 칠할수록 부착이 잘되

며, 즉시 화하는 것이 좋다. 완 히 건조한 주형이나 자에 사용하여야 

건 한 주물이 얻어지며, 구석진 곳에는 토치로 잠깐 건조하는 것이 좋다.  

붓질, spray로 사용할 수 있으며, 희석용재로 메탄올이 사용된다. 희석 방법

은 희석용재를 소량씩 가하면서 필요한 보메가 될 때까지 일정한속도로 교

반하여 믹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희석용재에 수분이 있으면 성에 향

을 주어 이의 효용성이 감퇴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알코올의 수분함량 

0.2 % 미만).



- 10 -

  ⑤ 주조품의 품질

 소착이나 용탕 침투에 한 항성이 크며 미려한 주물표면을 얻을 수 있

다.

  ⑥ 장 

▪ 주강, 고 망간강, 주철, 비철합  주조 시 합하다.

▪ 미려한 주물표면을 얻을 수 있으며, 소착  용탕침투 방지에도 효과 이

다.

▪ 고 망간강주조 시 주형과 용탕과의 반응방지로 우수한 주조품을 얻을 수 

있다.

▪ 특별한 겔 시스템의 용으로 탁성이 우수하고, 재교반이 용이하다.

  ⑦ 장법

 몰드코트 31K는 증발하기 쉬운 용재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사용 후 뚜껑을 

닫아 보 하고, 3개월 이상 장기 장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한다.

  ⑧ Product specification

▪ 비  : 1.8~2.0

▪ Solid : 75~85%

▪ MgO : 82~92%

  (5) 이소몰(Isomol)

 주강, 주철용 알코올성 도형제인 이소몰의 특징, 성상, 합한 사용처, 용법, 

주조품의 품질, 장 , 제품종류 장법  사양은 다음과 같다.[5]

  ① 특 징

 주강, 주철 주조 시, 퓨란 몰드나 CO2몰드에 용할 수 있는 고내화성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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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이다. 특별한 겔 시스템을 용하여 침 이 거의 되지 않으며, 공  상

태 그 로 사용가능하다. 일반 주강  Stainless강, 는 형주철에 합하

며, 작업성이 뛰어나고, 고도의 요변성이 있는 도형제이다.

  ② 성 상

 페이스트 상태로 공 되며, 공  상태에서 희석하지 않고 그 로 사용가능

하다.

  ③ 합한 사용처

 이소몰은 퓨란 몰드, CO2몰드에 주로 사용되며 특히, 붓질성이 우수하고 몰

드에 침투되는 깊이가 얕아서 주형에 미치는 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④ 사용법

 기존의 도형제와는 달리 1회 도포로 정 도형 막 두께를 얻을 수 있으며, 

화 건조 는 자연 건조, 열풍 건조가 가능하다. 화 건조 시에는 도형 

후 즉시 화하는 것이 좋으며 완 히 건조한 주형이나 자에 사용하여야 

건 한 주물을 얻을 수 있다. 한, 구석진 곳은 토치로 잠깐 건조하는 것이 

좋다. 액상 페이스트 상태로 공  되어 시간이 경과되면 소량의 상등 액이 

생길 수 있으며, 이것에는 다량의 결제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잘 혼합해서 

사용해야 한다.  이소몰은 희석하지 않고 공  상태로 사용하는 붓질용 도형

제이다.

  ⑤ 주조품의 품질

 이소몰은 고내화도의 지르콘을 사용하 기 때문에 소착이나 용탕침투에 

한 항력이 크며, 미려한 주물표면을 얻을 수 있다.

  ⑥ 장 

▪ 정교한 시스템에 의해 설계되었으므로 고도의 요변성이 있어 침 이 극



- 12 -

히 다.

▪ 도형 후 도형 층에 자국이 남지 않아 주조품의 표면이 우수하다.

▪ 기존 도형제보다 내화물을 8~15% 더 함유하여 도형횟수를 일 수 있어 

비싼 용재가 약된다.

▪ 완 연소가 가능하여 도형 피막이 균일하다.

▪ 기존 도형제에 비해 가스 발생량이 히 낮다.

  ⑦ 제품의 종류

제 품 용 도 내화재 포장(kg)

 이소몰 100 주강용 zircon 35

 이소몰 210 형 주철용 흑연, zircon 25   

  ⑧ 장법

 증발하기 쉬운 용재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사용 후 뚜껑을 닫아 보 하고 3

개월 이상 장기 장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나. 도형제의 용

 우라늄 용해 주조 실험 과정에서 주형이나 도가니 등과 같은 부품이 고온

의 용탕과  시 반응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 한 주조나 제조 결과를 얻

는 등의 실험 목 으로 사용되며, 고내화성의 도형제를 잘 교반하여 부품이 

용탕과 직  하거나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해 붓질 등의 방법으

로 균일하게 코 한 후 충분히 건조하여 용한다. 

 연두색의 알코올성 도형제인 세라몰 2000의 경우, 과거에 비 괴선원운반용 

감손우라늄 차폐용기 주조 실험에서 주철 몰드에 몇 번 용하여 홀코트 

110과 비교된 이 있었으나, 감손우라늄 용해 주조실험에서 홀코트 110보다 

더 좋은 장 은 없었다. 연회색의 홀코트 110의 경우는 수용성 도형제로서 

물을 히 사용할 수 있고 건조하기가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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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0℃이하에서는 별 문제 이 없기 때문에 재 속우라늄이나 잉곳, U 

합  등을 진공상태 혹은 아르곤 분 기에서 용해를 한다. 한, 주조 실험

을 하는 곳에서도 부품의 코 제로 용하고 있다. 

 Y2O3코 제는 아래에 소개되어 있으며, 앞에서 소개한 몰코 등 나머지 도형

제에 해서는 우라늄용해 주조실험에 용한 이 없다.

  (1) Y2O3 도형제

  ① 제조방법

 MC(Methyl Cellulose)와 미지근한 증류수를 1:50의 무게 비율로 혼합한 후 

자성 물질인 stirrer를 24시간 이상 회 시켜 binder를 제조한다. 그리고 제조

한 바인더와 흰색의 미세한 yttria분말을 1:1로 혼합한 후 붓으로 골고루 섞

어서 제조하고 이 과정에서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② 용  장

 속우라늄 용해 실험에서 탕도가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르코니아 

는 알루미나 도가니 내의 용탕이 목표한 온도와 조건에 도달된 후 출탕시

킬 때까지 출되지 않고 도가니 내에 유지되도록 하기 함이다.

 지르코니아 라즈마 spray로 코 된 출탕 과 탕구 등에 용될 수 있으

며 경우에 따라서는 도가니 내벽 등 부품의 slurry코 에도 용된다. 

 도포 후 충분히 건조 시킨 다음 도가니에 속우라늄을 장입하고 진공이나 

아르곤 분 기의 용해과정 에서 목표한 온도와 조건이 도달될 때까지 고

온의 용탕이 출되지 않도록  Holcote 110과 함께 용될 수 있다.

 실험 후 흑연부품은 코 제를 제거하고 재 코 하는 방법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코 제의 제거가 비교  쉽고, 폐기물 발생이 은 장 이 있다.

  ③ 단 

▪ Binder를 제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며 제조한 binder를 가지고 다시

   코 제를 제조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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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가 복잡하거나 내경이 작고 깊은 부분의 내부에는 용하기가 어렵

   다.

▪ 코  작업 후에는 자연건조나 열기 등으로 건조시키기 한 충분한 시

   간이 필요하다.

▪ 흑연도가니 내벽 등에 직  용했을 때 고온에서 우라늄 용탕과 반응하

   며 실험 후 코 제를 제거하기가 어렵거나 제거 과정에서 부품이 손상되

   는 경우가 생긴다.

  (2) Holcote 110

   ① 용  장

  Holcote 110은 주성분이 zircon(ZrO2 화합물)으로 내열성이 우수한 도형제

라는 장 을 가지고 있다.  고온에서 속이나 흑연 등과 반응을 잘하고, 산

화성이 강한 속우라늄이나 합  등을 진공 는 아르곤분 기에서 용해 

주조하는데 필요한 흑연부품 등이 우라늄용탕과 반응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

한 실험결과를 얻기 하여 도가니 내벽 등 용탕이 닿는 부분을 균일하게 

slurry 코 한 후 충분히 건조시켜야하며, 1,600 ℃ 정도까지 사용 가능하다.  

고온에서 용탕에 잠기지 않은 부 의 코  층이 박리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런 상을 어느 정도 방지하고 부품의 표면을 매끄럽게 코 하기 해서는 

도형제와 물과의 희석 비율을 히 조 하여 얇고 균일하게 코 하는 기

술이 필요하다. 실험 후 흑연 부품은 코 제를 제거하고 다시 코 함으로써, 

반복하여 계속사용 할 수 있으며, 코 제 제거가 쉽고 폐기물  발생이 다.

   ② 용 시 주의할 

  코 할 때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고, 코  후 충분히 건조시켜야하

며,  흑연 도가니 내벽을 코 하여 건조시킨 상태에서 속우라늄 등을 장입

할 때 장입물의 불규칙하고 날카로운 부분에 의해 코 된 부 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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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단 

▪ 고온이 되면 용탕에 잠기지 않은 부분에서 코  층의 박리 상이 일어나

는 경우가 있다.

▪ 1,600 ℃ 이상에서의 용은 무리이다.

▪ 형태가 복잡하거나 내경이 작고 깊은 부분의 내부 코 에는 용하기가 

어렵다.

▪ 코 작업 후 자연건조나, 열기 등으로 충분히 건조시켜야 하므로 시간

이 걸린다.

▪ 1 회성으로, 한번 사용 후에는 코 제를 제거한 다음, 다시 코  하여 

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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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rmal Spray

  용사(Thermal Spray)란 분말 는 선형재료를 고온의 열원으로 용융시킨 

후 모재에 고속으로 분사시켜 모재 표면에 피막을 형성시키는 기법으로써, 

내구성이 우수하고 마모  손상된 부품의 재생이 용이하며, 코  재료의 종

류, 형상, 치수에 한 자유도가 넓다. 피막 형성 시 소재의 변형과 재질에 

변화가 으며, 두꺼운 피막 형성이 가능하고, 균일한 품질  복합피복 형

성이 용이하며, 사용 목 과 용도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용사를 할 수 있으

며, 용사공정, 개요, 요 인자, 용사법(화염, 폭발, 고속화염, 아크, 기 라

즈마, 진공 라즈마, 분 기 제어 라즈마 용사 등), 용사 법에 한 코

특성  응용 분야, 용사 분말 제조방법, 용사피막의 기능  특성, 코 재

료, 코  층 분석 등에 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 다.[8]

 가. 라즈마 스 이 용사 코

  라즈마 용사 시스템의 구성은 가스와 워를 공  받아 라즈마를 발

생시키고,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콘트롤 장비와 모재의 온도를 유지시켜

주기 한 압축 공기 공  장치, 라즈마 화염 발생 시 라즈마 건을 보호

해 주는 냉각수 공  장치, 코 하고자 하는 분말의 공  장치와 라즈마 

건으로 구성되며, 열 용사 공정의 구성은 크게 고온/고속의 열원 형성, 열원

과 입자의 상호작용을 통한 가열/용융/가속, 높은 에 지를 함유한 입자의 

모재와의 충돌, 액상입자의 충돌 압력에 따른 유동을 통한 퍼짐  속응고 

 속냉각, 개별입자의 층 을 통한 코 형성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

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형성되는 입자는 각 단계별의 다양한 공정조건에 

따라서 미세조직(형성되는 상  상 조성, 도/기공함량, 산화물, 균열 등)

과 코  결합강도, 잔류응력 등의 코 특성이 달라지게되고 결과 으로 코

의 열 , 기계 , 열기계 , 물리   화학  특성이 달라진다.  코 의 형

성 기구는 코  입자와 모재, 코 입자와 먼  코 된 코 층간의 맞물림 

상과 같은 기계 인 결함을 주로 하여 일부 확산을 동반한 야 학 인 결합

을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코 이 충분한 결합력을 가지기 해서는 특히 

이종소재간의 계면에서의 결합력을 가지기 해서는 모재의 처리 공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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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의 최 화 과정이 매우 요하다[7].

  라즈마란 기체를 수천도 이상으로 가열하 을 때 그 속의 가스원자가 

원자핵과 자로 나 어져 양이온과 음이온상태로 된 것을 의미 하며, 라

즈마 스 이 코 은 원자핵과 자가 분리된 가스 상태( 고온 리기체)

인 라즈마를 이용하여 고 융 의 분말을 순간 으로 완  용융시켜 처리

모재에 고속으로 분사 착시켜 피막을 형성시키는 코 방법으로써, 우수한 

피막을 만들어 내열, 내식, 내마모성 등을 높여 여러 분야에서 필요한 용도

에 다양하게 사용된다.  코 품질은 코  피막의 내마모성과 내식성 등이 

요하고, 이러한 특성은 코 제의 고경도(Hardness), 코 피막의 착강도, 피

막의 치 도에 의해 좌우되며, 코 방법, 용사재료  우수성, 련 산업별 

사용분야, 용부품 등에 해[6] 기술 하고 있다.

  (1) 코  방법

  라즈마 스 이 코 은 역극성 아크(Non-Transfer Arc)에 의해 불활성

가스(Ar, He, N2등)로부터 생성되는 라즈마 흐름(속도: 마하2, 심 온도: 

16,500°C)에 피막재료를 투입하고, 순간 으로 용융시켜 완  용융된 분말 용

사재를 고속으로 분사 착시켜 피막을 형성시키는 코  방법이다.

          

그림 1. Plasma Spray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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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용사재료  우수성

  용사재로는 속, 비 속, 세라믹 (주로 속산화물, 탄화물), Cermet 등으

로 범 하다.  우수성으로는 탁월한 내마모성, 내열성, 내식성, 기 도, 

기 차폐 성, 등의 우수한 피막을 얻을 수 있으며, 한 육성보수도 가능하

며, 용사시의 가공물의 표면 온도가 150°C 이내로 제어되기 때문에 거의 모

든 모재에 한 코 이 가능하다.

 나. JP-5000 용사법 (H.V.O.F Coating)

  Rocket 연소실로부터 고압(연소압력: 13 Bar) 상태로 토출되는 극 음속의 

Jet흐름(속도: 2100 m/sec 이상)의 가열 가속 에 지를 이용 하여 최 의 충

돌 운동에 지에 의해 용사재를 연화(Soften)  가속시킴으로써 극히 치

한 고 도의 피막을 형성시키는 새로운 용사 방법으로써, 용사재로는  융

의 속, 비 속, 경합 , 속탄화물(WC), 속붕소 화합물이 주로 사용

되고, 용사재의 비행속도 (속도: 900 m/sec 이상)가 극히 빠르기 때문에 공

기 에서의 체재시간이 짧아서 조직의 물성변화(산화, 변질)가 거의 없으며, 

조직이 강하고 치 한 고 도의 경피막 (W.C : DPH 300 1400)을 얻을 수 

있는 용사 법이다[6].

 다. GAS 용사법 (Wire Metallizing)

  아세틸  + 산소 (3100 °C), 로  + 산소 (2700 °C)의 연소를 열원으로 

하여 각종 속, 합 선재를 연속 으로 용사하여 피막을 형성시키는 방법으

로 새로운 기계부품이면 성능 향상에,  마모나 부식을 받는 부품이면 렴

한 비용으로 신품과 같은 성능을 얻을 수 있으므로 범 한 산업분야에 

용할 수가 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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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ARC JET 용사법 (Wire Metallizing)

  기 ARC를 열원으로 하여 용사하는 방법으로 피막이 치 하고 경도를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6].

 마. 고속 화염용사

    (high-Velocity Oxygen Fuel Spraying, HVOF)

  고속 화염용사는 연료가스( 로 , 메틸아세틸 , 헵탄, 수소)를 산소와 함

께 고압에서 연소시켜 고속의 제트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분말은 공 가스

로 제트에 주입되고, 작동 가스는 연소실에서 연소되어 노즐을 통하여 토치 

밖으로 분사된다.  화염의 온도는 3,170～3,440 K이고, 분사되는 제트의 속도

는 2,000 m/sec이며, 장 과 단 을 기술하고 있다[8].

  (1) 장 

▪ 우수한 합강도를 지니는 코  층 제조 (내구성  수명연장 가능).

▪ 높은 경도를 지닌 치 한 코  층 제조 (우수한 내 마모 특성).

▪ 높은 입자속도로 인해 코  층 내에 압축잔류응력이 발생(수 mm 이상의 

후막 형성가능).

▪ 피로 특성  열 충격 항성 향상.

  (2) 단 

▪ 산화물의 용사는 불가능하다.

 바. 기 라즈마 용사 (Atmospheric Plasma Spraying)

  Ar, He, N2 등의 가스를 아크로 라즈마화 하고, 이것을 노즐로 부터 배

출시켜 고온, 고속의 라즈마 제트를 열원으로 하는 피막형성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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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즈마 발생장치는 Cu로 된 원형의 양극과 W로 된 음극으로 구성되고, 

발생장치에서 기 아크 방 이 작동가스를 라즈마화하여 제트를 형성하

며, 화염온도는 10,000~15,000 K, 화염속도는 150~300 m/s, Enthalpy는 

16,000 ~20,000 J/l이며, 장 , 단 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8].

  (1) 장 

▪ 고 융 의 W, Mo같은 속과 세라믹 코 에 필수 이며 유일한 용사기

법이다.

▪ 속, 세라믹스 등 안정한 용융 상을 수반하는 물질이라면 용사가 가능

하기 때문에 피막재료의 선택 역이 높다.

▪ Plasma jet의 속도가 크므로 용사재료가 고속으로 피처리물에 충돌하고 

이로 인해 고 착강도, 고 도의 피막 제조가 가능하다.

▪ 출력화가 용이하므로 단 시간당 용사량이 커서 작업성이 좋고 경제성

이 높은 공법입니다.

▪ 무산소, 무탄소이며 청정, 열화학  활성인 열원이기 때문에 용사 재료의 

오염  변화가 다.

▪ 열원의 종류와 조건에 의해 용사비행 입자의 온도, dwell time, 분 기 

가스성분과의 시간 특히 모재표면에의 충돌에 지, 냉 응고속도 등

이 달라진다. 즉 용사피막의 물리화학  성질이 크게 달라진다.

  (2) 단 

▪ 기압의 분 기에서의 공정으로 주변 공기가 라즈마 제트 불꽃 내에 

혼입되어 결과 으로 기공도가 높고 부착 율이 약해진다.

▪ 피막재에 따라 산화물 는 질화물이 형성되어 불순물이 섞인 코 을 얻

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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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용사피막의 기능  특성

  (1) 속 용사피막

  용사피막은 화염용사, 아크, 라즈마 등의 열원에 의해 용융되고, 압축공

기 제트 등에 의해 가속된 미세한 입자가 모재 표면에 부착  층되어 형

성된다.  따라서 기  용사에 의해서 형성된 속피막은 일반 으로 층상

의 단면조직을 나타내고, 내부는 기공과 산화물 등을 함유하는 구조를 이루

고 있다.  속용사에는 용사방법과 용사재료를 당하게 선정함으로써 여러 

특성을 나타내는 피막을 형성시킬 수 있고, 응용분야도 매우 다양하다.  실

제로는 속 용사피막의 기능은 하나는 이종 속  세라믹 피막 등을 강화

하기 한 결합 층의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모재의 내식, 내마모, 내열  

내고온 산화성 등을 향상하기 한 표면개질 층의 기능이다[8].

  (2) 세라믹 용사피막

  세라믹 용사피막의 목 은 일반 으로 세라믹스가 융 이 높고 경질상이

기 때문에 고온  마모 등의 기계  조건하에서 시공재료를 안 하게 장시

간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용사피막은 소재 는 간 용사 합 피막의 고

온산화를 비롯하여, S, Na, V 등과 같은 연료에 포함되는 유해부식매체에 의

한 손상  균열, 박리를 방지하기 한 수단으로 사용되며, 내열기능피복과 

내마모기능피복에 해[8] 기술하고 있다.

 아. 용사코  응용분야

  용사는 소재표면에 피막을 형성시켜 내마모성, 내열성, 내식성. 연성 등

과 같은 표면기능을 개선시킴으로써 제품의 수명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화학 

산업, 에 지산업, 철강 산업, 비철산업, 조선 산업, 자동차 철도산업, 우주 

항공 산업, 섬유산업, 디젤엔진, 항공기용 엔진, 기계 산업, 발 분야 등 그 

용분야가 속하게 증 되고 있으며, 산업별 응용분야에 해[8] 아래와 같

이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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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화학 산업

  석유채취에 사용되는 장비들은 마모, 침식, 부식 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

를 막기 한 수단으로 장비의 형상을 변형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표면의 성질을 개선시키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드릴 비트의  부분에는 폭발용사 방법으로 WC-15%Co 분말을 피복한다.

  다결정 다이아몬드 단기는 자용성 합 을 화염 용사한 후 로에서 용사  

  시킨다.

  로터에는 폭발 용사법을 이용하여 복합분말을 피복한다.

  기분해라인 Anode Plate, Backboard.

  Compressor, Shaft, Impeller, Impeller Shaft, Housing, Blade, 각종 Valve,  

  Seal.

  (2) 에 지산업

  보일러 내부에는 증기와 물이 순환하며, 이들은 연소열에 의해 가열된다.  

외부직경이 약 50㎜인 이 에는 17MPa의 압력으로 증기가 순환하며, 외측

부는 고온부식에 견뎌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 는 APS나 HVOF에 

의해 STS 310을 피복하거나 APS에 의해 Ni+50wt.&Cr이 피복된다.

  (3) 철강 산업

  제철 련 장치의 부품은 마모, 열 손, 부식과 같은 손상을 받는 곳이 많

아 주로 보수용사가 용되어오고 있다.  용사재료로는, 경질합 , 세라믹스 

 복합 서메트가 주로 사용된다.  구체 으로 열거하면, 소결장치, 코크스 

로, 용 로 등의 원료처리 설비는 가혹한 환경에서 작동하고,  기계  충

격을 수반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자용성 합 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용

로와 로에서는 용선, 용강과 하는 부 가 많기 때문에 용탕 손실, 열 

손에 한 책이 필요하다.  연속주조 설비의 수냉 몰드는 윗부분에는 용

강에 의한 열 충격과 용강 면의 강하에 의한 마모, 하부에는 응고 철과의 

마모가 문제로 되고 있으므로, 용강의 냉각도 고려하여 Ni기 자용합  등

을 몰드 내면에 용사한다.  압연 공정에서의 압연 롤은 마모와 고열부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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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충격력, 냉각수와 스 일 등에 의해 심하게 부식되기 때문에 Ni기 자용

합 , Cr탄화물, W탄화물과 Al2O3, 산화Cr 등의 용사가 용되고 있다.  그

밖에, Hot process roll, Cold Process Rolls, Electroplation Roll, Pump, 

Valve Parts등에 용사코 이 용된다.

  (4) 비철산업

  열간 압출기술은 이음매 없는 통  황동 을 생산하는 기술로써, 압출 

재료는 1,070 K에서 소성가공으로 다이를 통해 압출된다.  피복되지 않은 다

이는 18～22 회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지만, 피복을 한 경우에는 약 58 회까

지 사용할 수 있다.  이때 피막은 APS에 의해 NiCr과 Al2O3로 100 ㎛ 정도 

상부 피복을 한다.  이사이에 NiCr과 Al2O3를 27:75, 50:50, 75:25의 비율로 

혼합하여 각각 100 ㎛ 두께로 간층을 형성시킨다.

  (5) 조선 산업

  선박용 가스터빈에도 용되고 있다.  미 해군의 LM 2500 선박용 엔진에

서 2단계 고압 터빈의 블 이드에 SPS와 VPS를 이용하여 Co-25Cr- 10.5Al- 

2.5Hf- 5Pt 분말을 피복하는 방법 등이 개발되었다.

 자. Coating용 소재의 종류  특성

  Coating재별 성분, 특성, 응용 를 Ceramics(표 1.), Pure Metals(표 2.), 

Carbides(표 3.), Self Fluxing Alloys(표 4.), Wires(표 5.)에서 기술하고 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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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성분(%) 특 성 응 용 

OA-101

Al2O3 96

TiO₂2

SiO₂0.5

회백색, 사용온도 550℃

이하 고온에서 내마모,

내식, 내산 등에 우수함

섬유기계 부품, 펌  씰

OA-105 Al2O3 98

백색, 사용온도 800℃

이하 고온에서 내마모,

내식, 내산 등에 우수

함, 기차폐

기 연 부품, 섬유기계

부품, 고주  코일, 반도체

부품

OCR-106

Cr2O3 96

TiO₂2

others 2

흑갈색, 고경도, 사용온

도 540℃ 이하, 내마모,

내산성, 내알카리성 우

수, 조직이 치

메카니컬 씰, 섬유기계 부

품, 웨어링, 롤류

OAT-130
Al2O3 87

TiO₂13

흑청색, 치 한 조직,

내마모성, 내식, 내산성

우수

신선기, 캡스탄, 터빈노즐,

러그게이지, 섬유기계

부품

OAT-131
Al2O3 60

TiO₂40

흑청색, 사용온도 550℃

이하, 기 도
섬유기계 부품, VTR드럼

OZR

ZrO₂93

CaO 5

Al2O3 0.5

SiO₂0.4

others 1.1

사용온도 840℃

고온에서 입자의 부식

방지

내열성, 산화방지

로켓트 노즐, 미사일 캡

  (1) Ceramics

표 1. Ceramics 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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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Pure Metals

표 2. 순 속 코 제

품 명 성분(%) 특 성 응 용 

P-54 Al 99
기  내식성

기 도도 우수

비자성 부품, 기 도용

부품, 반도체 부품

P-55 Cu 99 기 도도 우수
인쇄기계 부품, 기 도

부품, 열 도 부품

P-64 Mo 99 내마모성, 고 도

제지 롤 고윤활성 부품

펄 , 피스톤링, 싱크로

링, 밸

P-56 Ni 99.5 착력 우수 기계육성 보수

P-45C

Co Balance

Cr25.5 Ni10.5

W7.5 C0.5

고온에서 내마모성

우수, 입자에 의한

내부식  내마모

우수

보일러, 튜 , 가스터빈

  (3) Carbides

표 3. Carbides 코 제

품 명 성분(%) 특 성 응 용 

C-81
Cr3C2 Balance

Ni20 Cr5

내부식, 내침식, 내마모성

우수, 윤활성이 좋고 고온

에서의 가스에 의한 부식에

강하다

연료 , 펌 하우징,

밸 , 스핀들

C-71 WC88 CO12
코 면이 치 하고 마찰면

에서 내마모성이 뛰어나다.

제지용 롤, 기계부품,

펌 , 팬 블 이드

발 설비

C-73 WC83 CO17 

내충격성이 뛰어나고 마찰

면에서 내마모성이 뛰어나

다.

가스터빈, 엔진 블

이드 팬, 피스톤로드,

런져, 항공기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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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Self Fluxing Alloys

표 4. Self Fluxing Alloys 코 제

품 명 성분(%) 특 성 응 용 

SF-16C

Ni Balance

Crl6 Si4 B4

Cu3 Mo3 Fe25 C0.5

코 면이 치 하고 부식

 마모에 강하다.

열 충격에 강하다.

피스톤 링, 슬

리 , 비 자성

부품

SF-31C

Ni Balance W.C35

Cr11 Fe2.5 Si25 B25

C0.5

휴징 후 내침식, 내마모,

내부식에 뛰어난 효과를

나타낸다.

펌  씰, 캠팔

로워, 로크 암,

캡스탄, 콘

SF-34F

W.C Balance Ni33

Cr9 Fe3.5 Si2 B2

C0.5

조직이 치 하고 내마모

성이 뛰어나다.

입자에 의한 침식에 강하

다.

피스톤 링, 슬

리 , 펌  씰

  (5) Wires

표 5. 코 용 Wire의 종류

품 명 성분(%) 특 성 응 용 

SW-002

Cr13 Si0.5 Ni0.5

Mn0.5 Co35 Fe

잔량

내마모성이 우수

육성

기계부품 육성 보구,

롤  수리

SW-Mo 99.9
내마모성  윤활성이

우수

엔진 블록, 싱크로나

이즈 링, 제지 롤

SM-Al 99.8

기  침식에 강하

고 기  열 도도

가 우수하다.

방식용 부품, 반도체

부품

SW-Cu 99.8
열 도도  기 

도도 우수
열 도용 동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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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속우라늄 용해 주조 경험 정리

 1. 개 요

  우라늄은 산화성이 강하여 불붙기 쉽고, 속이나 흑연 등과 반응을 잘하

는 성질이 있으므로, 우라늄이나 우라늄 합  등의 용해 실험은 매우 주의가 

필요하며, 용해 주조 과정에서 최 한 산화를 방지하여야 하므로 진공 는 

불활성 기체인 아르곤분 기 상태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속우라늄 용해 

실험에서 도가니 등의 부품으로는 우라늄 용탕과의 반응성이 은 지르코니

아 등과 같은 세라믹 종류의 도가니를 선택하여 흑연부품과 함께 사용하거

나, 도가니 등 흑연 부품을 지르코니아 라즈마 스 이 코 하여 사용하

거나, 는 실험 용도에 따라 한 도형제를 구입하여 붓 칠 등의 방법으

로 slurry 코 하여 사용한다. 흑연 부품은 사용 후 코 제를 제거하고 다시 

코 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세라믹 종류는 열 충격에 따른 crack 발생 

등으로 계속 사용하기가 어려우며, 사용할 때마다 비 가연성 폐기물 발생이 

늘어난다.  따라서 우라늄 용탕과 반응하지 않으면서 내열성과 열 충격성, 

내식성 등이 강하고, 코  과정 없이 오래도록 반복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찾거나 재료를 개발하는 것은 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괴상의 순수 속우라늄의 사용은 U235 농축도가 약 0.3% 미만인 

DU(Depleted Uranium), 약 0.7%인 NU(Natural Uranium), 20% 이하인 

LEU(Low Enriched Uranium)를 사용하며, 실험용으로는 주로 NU나 DU를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Si나 Mo 속 등과 같은 원소를 첨가하여 합

을 제조한다.  장입량이 은 시편이나 잉곳, 합  등을 만드는 실험에서는 

지르코니아나 알루미나 등 세라믹 종류의 소형도가니에 우라늄이나 합 원

소 등을 량 장입하고, 흑연발열체를 가공하여 그 안에 조립하여 용해한

다.  많은 량을 용해 주조할 때는 도가니 등 조립되는 흑연 부품들을 용도에 

따라 여러 종류의 크기와 모양으로 가공하여 지르콘이 주성분인 홀코트 110

이라고 하는 수용성 도형제를 사용하여, 용탕이 닿는 부분을 모두 붓으로 슬

러리 코 하여 충분히 건조시킨 후 흑연도가니에 직  장입하여 용해한다.  

1,600℃이상의 고온에서는 홀코트 110을 용하기가 어려우므로 세라믹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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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가니를 사용하거나 는 지르코니아 라즈마 스 이 코 된 흑연 

도가니에 용해할 물질을 직  장입하여 용해한다.  괴상의 속우라늄은 실

험 종류에 따라 도가니에 장입 가능한 크기로 주조하거나 단하여 장입하

고, 부품과 장치를 순서에 따라 치를 잘 맞추어 조립한 후 냉각수, 압축공

기 등의 공  상태와 발진기, 이블 등의 안 여부를 확인한 다음 진공 펌

를 작동시켜 진공상태(주로10
-2~10-3 torr)를 만들고, 발진기를 가동하여 용

해한다.  우라늄이나 합 이 도가니에서 완 히 용해되면 건 한 주물을 얻

기 해 약 150 ℃ ~ 200 ℃정도의 super heating을 하고 몇 분 동안 유지 

시킨 후 용탕을 주형으로 내려 보내게 되면 필요한 형상의 ingot이 주조된

다.  도가니 내의 용탕온도는 장치의 쪽에 있는 view port glass를 통해 

radiation pyrometer로 측정하고, 주형온도는 thermocouple을 사용하여 측정

하며, 건 한 ingot이 만들어지려면 주형의 열온도와 용탕의 super heating

이 요하다.  용해 주조 실험이 끝나면 발진기 power 스 치를 끄고, 잠시 

후 발진기 냉각수와 원스 치를 끄며, 용해로체 냉각수와 압축공기 밸 는 

장치 내부 온도가 최소한 150℃이내로 충분히 냉각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잠

근다.  150℃ 이내로 냉각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발진기 power 스 치를 off

한 때로부터 상황에 따라 약 4~5시간 정도 걸리며, 상온상태가 된 다음날 이

후에 해체하여 glove box에서 물질을 회수하고, 부품에 붙어있는 코 제 등

을 깨끗이 제거한 후 회수 물질의 계량  정리 정돈과 검을 한다.

 2. 장치의 구성

  기존, 속우라늄 용해 주조 실험 장치의 구성은 발진기(440V 100Kw 

3Khz)  power cable부분, 진공 chamber  유도 코일 부분, control 

system, 진공펌  system(rotary, booster, diffusion), Ar gas 공  부분, 

glove box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헤  필터가 장착된 배기 system으로 연결

되어 있으며, 기타 압축공기  냉각수 부분 등의 utility부분으로 구성 되어

있다.  유도코일 부분은 장치에 따라 코일외장형과 내장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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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도 코일 외장형

  외장형은 유도코일이 용해로체 외부에 조립되어 있는 형태(그림 2.)로써 이

동식으로 base 부분, 진공 chamber(quartz tube), 상/하 flange, 유도코일 부

분으로 구성되어있고, 냉각수 공 설비와 진공 펌 , 배기 system으로 연결

된다.  quartz tube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냉각수가 돌아나가게 되어있으

며, 괴상의 속 우라늄을 용해 주조 실험하는데 주로 사용한다.  rotosil이라

고 하는 quartz tube를 유도 코일 안쪽에 조립하여 용해 chamber를 구성하

며, 규모에 비해 1 batch에 괴상의 속우라늄 100kg이상을 용해 주조할 수 

있고, 용해용 유도코일 에 주형 열용 유도코일이 있어서 주형을 열하

도록 되어있다.

그림 2. 유도코일 외장형 용해로체

  (2) 유도코일 내장형

  내장형은 유도코일이 용해로체 내부에 조립되어있는 형태(그림 3.)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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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 tank 속에 유도코일이 내장되어있기 때문에 고온으로부터 chamber나 

유도코일을 보호하기 한 단열재를 유도코일 안쪽에 설치하므로 이를 한 

일정한 공간이 필요하다.  steel tank는 이  chamber로 되어있고 유도코일

과 chamber 내부를 냉각수가 돌게 되어있다. 유도코일 내장형은 주로 용해

용 유도코일만 설치되어있으며, 장치형태나 실험용도에 따라 재 원심분말

제조장치, 연속주조장치, 박 제조장치, 우라늄 용해주조장치가 있다. 주형

열부분이 유도코일 신에 흑연 항가열장치가 설치되어있는 우라늄 용해 

주조장치(그림 4.)는 steel tank를 상, 하부로 나 어서 두개의 chamber가 

flange로 조립되어 있다. 용해용 유도코일은 상부chamber 내에 설치되어있

고, 하부 chamber 내에는 유도코일 신에 주형 열용 흑연 항가열장치가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발진기 외에 별도로 transformer 등이 추가 설치됨에 

따라 주변설비가 복잡하다. 부품의 setting은 하부 chamber 에 유압 lifting

장치가 별도로 설치되어 그 에 부품을 조립한 후 chamber 안으로 이송하

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chamber 내부의 코일 치 등을 미리 측정한 후 거기

에 맞게 부품의 치를 맞추어야하며, 주형 열용 흑연 항가열 chamber 내

에 주조용 흑연부품을 blank 상태로 조립하여 약 1,000℃ 가열 실험 후 흑연

항가열체가 안 한 온도인 70℃이하로 냉각되는 다음날 오 까지 무인상

태로 냉각수를 열어두어야 되는 등의 단 이 있다.

그림 3. 유도코일 내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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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주형 열부분이 흑연 항가열장치로

구성되어있는 우라늄 용해 주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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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우라늄 합 제조  주조 실험 경험

  (1) DU  DU-1.7Wt.%Nd 합  제조 실험(1998. 02. 03.)

   ① 실험목

  타 과제에서 제조를 의뢰한 실험으로, 순수 DU ingot과 DU-1.7Wt.% 

Nd 합 을 만들어서 200 ℃, 300 ℃ 등 고온에서의 두 물질 사이의 속

산화성 등 안정성을 비교할 목 으로 시편을 제조하 다.

   ② 실험 비

  물질을 장입할 다공질 MgO 도가니(내경 36 mm, 외경 50 mm, 높이 

142 mm, 깊이 135 mm) 2 개, 흑연 supporter, 흑연 susceptor (MgO 도

가니 2 개를 장입할 수 있도록 hole을 2 개 가공) 등의 부품을 비함.  

MgO 도가니에 장입할 시료(Nd 속, DU)를 비하고, DU시료는 도가니

에 장입이 가능한 크기로 미리 단하여 비함.  MgO 도가니는 용탕과

의 반응에 비하여 내부를 Holcote 110으로 slurry coating하여 건조시킴.

   ③ 실험(장입, 용해, 해체)  결과

  한 batch에 2개의 ingot을 제조하기 해 MgO 도가니 하나에는 순수 

DU시료를, 다른 하나에는 Nd와 DU시료를 각각 장입함.  Nd와 DU시료

를 함께 장입하는 도가니에는, 도가니 내에서 물질이 용해되면서 비 이 

가벼운 시료가 로 뜨는 것에 비하고 합 이 잘 되도록 하기 하여 

Nd(비  7.0, melting point 1,024℃)를 먼  장입한 다음 순수 DU(비  

19.07, melting point 1,132℃)를 장입함 (※ Nd는 강력한 산화성이 있어서 

화재를 주의해야하며, 이나 피부 등을 자극하여 가려움증이나 염증을 

일으킬 수 있음).  흑연 susceptor의 2개의 hole에 각각의 시료가 장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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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O 도가니를 장입하고 흑연 supporter, 도가니 등 부품과 장치(그림 2.)

를 치를 잘 맞추어 조립함.  10-2~10-3 torr 의 진공도에서 용해하여 용

탕온도 1,300 ℃에서 수 분간 유지 후 가열을 종료하고 자연냉각 시키는 

과정(950℃~1,000℃사이)에서 control panel의 main switch를 끄는 순간 

vent valve가 열려있어서 그곳으로 공기가 유입되어 다소의 연기 발생과 

함께 산화됨.  공기차단 후 pumping 하 으며, 상온상태가 된 다음날 장

치의 진공을 해제하고 장치와 부품을 분리하여 glove box에서 DU ingot

(길이 70mm, 무게 1kg)과 DU-1.7Wt.%Nd ingot(길이 70mm, 무게 985g)

을 회수하 음.

  (2) DU-1.7Wt.%Nd 합  주조 실험(1998. 06. 26.)

   ① 실험목

  앞의 실험에서 실험도  공기 유입에 따른 DU-1.7Nd 합 의 산화로 인

해 DU-1.7Nd 합 을 다시 만들기 함.

   ② 실험 비

  MgO 도가니를 사용하여 합 시료를 용해제조하는 방법 신 주조방법

을 선택함.  구경20mm의 Cu mold를 비하여 mold 내부를 Y2O3 slurry 

coating하고, 12Wt.% Y2O3 안정화 지르코니아 plasma spray coating된 흑

연도가니(내경80mm) 내부와 분배기, bracket, pouring rod 등 부품의 용

탕이 닫는 부분을 모두 Y2O3 slurry coating하여 건조시키고, 흑연 링은 

Holcote 110 으로 slurry coating하여 건조시킴.

   ③ 실험(장입, 용해, 해체)  결과

  코 한 흑연도가니에 DU 962.3g과 Nd 약 16.7g을 장입하고, 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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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er, Cu mold, 분배기, 도가니 등 부품과 장치(그림 2.)를 조립한 후 

진공도 10-2~10-3 torr에서 용해하여 용탕온도 1,600℃에서 10 분간 유지 후 

출탕시켜 주조함.  상온상태로 로냉 된 다음 장치의 진공을 해제하고 장

치와 부품을 분리하여 glove box에서 건 하게 주조된 DU-1.7Nd 합  

832.4g을 회수하 음.

  (3) Zr-38Wt.%DU 합 제조  ingot 주조실험

   ① 실험목

  Zr-38Wt.%DU(melting point 1,770℃, 비  8.6)합 을 제조하여 미세조

직  도가니와 용탕과의 반응성을 찰하기 하여 실험함.

   ② 실험 비

  ZrO2 crucible(내경 50 mm, 외경 60 mm, 길이 195 mm), MgO 도가니, 

구경 20mm Cu mold, plasma spray coating된 흑연도가니, 흑연

supporter, ZrO2 도가니를 장입할 수 있도록 가공된 흑연 susceptor, 흑연 

distributor, ring, 단열재 등 실험에 필요한 부품을 비함.  도가니에 장

입할 시료(Zr 속, DU)를 비하고, DU는 도가니에 장입이 가능한 크기

로 미리 단하여 비함.  ZrO2 도가니, 흑연도가니, Cu mold, 분배기 

등의 부품을 필요에 따라 Holcote 110 는 Y2O3 coating제와 Holcote 

110을 함께 용하여 slurry coating한 후 건조시킴.

   ③ 실험(장입, 용해, 해체)  결과

  첫 번째 실험(1998. 03. 25.)은 ZrO2 도가니를 사용하여 Zr 속(비  

6.49, melting point 1,852℃) 765.2g과 DU 469g를 장입하고, 이것을 다시 

흑연 susceptor에 장입한 후 장치(그림 3.)내에 부품과 함께 조립하고,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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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torr의 진공도에서 용해하여 용탕온도 1,980 ℃에서 가열을 종료하

고 로냉하 다.  상온상태로 냉각된 다음, 장치의 진공을 해제하고 장치와 

부품을 분리하여 ingot(지름 50mm, 길이 80 mm ~ 100 mm)을 회수한 결

과 아래에서부터 2/5지 까지는 거칠고, Pore가 많이 생겼으나 나머지 부

분은 체로 건 하 으며, ZrO2 도가니 내부 상태는, ingot에 pore가 많

이 생긴 부분과 되어있던 부 가 특히 많이 반응하여, 용탕의 일부가 

도가니 내벽에 응착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실험(1998. 04. 03.)

에서는 MgO 도가니를 사용하 으며, 1,630℃정도에서 어떤 물질의 증발

로 인하여 view port glass의 그을림 상이 발생, 온도를 측정할 수 없어

서 실험을 지함.  세 번째 실험(1998. 06. 24.)에서는 Cu mold와 흑연

ring 등은 내부를 Holcote 110으로 slurry coating하고, 분배기와 plasma 

spray coating된 흑연도가니는 Y2O3 coating제를 용한 후 Holcote 110으

로 slurry coating하여 건조시킴.  도가니에 Zr 속 808.9g과 DU 495.8g

을 장입하고, 장치(그림 2.)와 부품을 조립한 후 10-2~10-3torr 의 진공도에

서 용해하여 용탕온도 1,870℃에서 약 3 분간 유지 후 출탕시켰으며, 상온

상태로 로냉한 후 해체하여 Zr-38DU ingot 606.8g을 회수하 다.  흑연도

가니, pouring rod, distributor등 용탕과 한 흑연부품들은 일부에서 

용탕이 부품에 침투하는 등 재 사용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용탕과 반응

하 음. 실험결과에서 볼 때 도가니 재질과 코 제에 따른 시료와의 고온

에서의 안정성, 반응성  한 super heating 등의 검토가 요하다고 

단된다.

  (4) DU-Mo-X(삼원계 합 ) 제조실험(1998. 08. 11.)

   ① 실험목

  연구로용 고 도 핵연료개발 목 으로 합 별 특성비교 찰을 하여 

제조하 음.

   ② 실험 비



- 36 -

  ZrO2 도가니(외경 15 mm, 내경 10 mm, 길이 62 mm, 깊이 57 ~ 59 

mm, 무게 약 32 g) 9 개 비, 도가니에 장입할 DU(장입 가능한 크기로 

단)  합 원소 9종(Mo, Ni, Cr, V, W, Ta, Ru, Mn. Fe) 비, 흑연 

susceptor(ZrO2 도가니 9 개를 장입할 수 있도록 hole 가공  번호표시), 

흑연 supporter, 단열재 등의 부품을 비함.

   ③ 실험(장입, 용해, 해체)  결과

  ZrO2 도가니 9개에 각각 DU+합 원소를 종류별로 장입하고, 이것을 다

시 흑연 susceptor에 장입한 후 supporter, susceptor등 흑연부품과 장치

(그림 2.)를 조립함.  10-2~10-3torr 의 진공도에서 용해하여 용탕온도 

1,700℃에서 3 분간 유지 후 가열을 종료하고, 상온상태로 로냉한 다음 해

체하여 1~9 번까지 종류별로 ingot을 회수함.

  (5) Y2O3, AlN, Si3N4 - U3Si2 반응성 실험(1998. 08. 18.)

   ① 실험목

  Y2O3, AlN, Si3N4, 각각의 시편에 한 U3Si2용탕 내부와 흑연 발열체 

에서의 반응상태 찰  우라늄합  제조용 도가니 개발을 해 합  

용탕과의 열  양립성 시험을 목 으로 함.

   ② 실험 비

  Y2O3, AlN, Si3N4, 각각에 한 plate 형태와 rod 형태의 시편을 구입함. 

U3Si2 시료는 atomizing 실험(DS2-329) 후 ZrO2 도가니 내에서 회수한 사

용가능한 scrap(잔탕)으로 비함.  장입에 사용할 ZrO2 도가니(외경 15 

mm, 내경 10 mm, 길이 62 mm, 깊이 57 ~ 59 mm, 무게 약 32 g) 3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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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연 susceptor 등 부품을 비함.

   ③ 실험(장입, 용해, 해체)  결과

  ZrO2 도가니 1번에는 Y2O3 시편 37.77 g + U3Si2 시료 11.7 g을 장입한 

후 이것을 다시 흑연 발열체에 장입하고, 흑연 발열체 에는 Y2O3 시편 

2 조각(7.2g)을 올려놓음. ZrO2 도가니 2번에는 AlN 시편 37.77 g + U3Si2 

시료 10.6 g을 장입한 후 이것을 다시 흑연 발열체에 장입하고, 흑연 발열

체 에는 AlN 시편 2 조각(4.85 g)을 올려놓음.  ZrO2 도가니 3번에는 

Si3N4 시편 38.03 g + U3Si2 시료 13.4 g을 장입한 후 이것을 다시 흑연 

발열체에 장입하고, 흑연 발열체 에는 Si3N4 시편 2 조각(0.58g)을 올려

놓음.  이상으로, 장입과 조립 비를 완료한 다음 흑연부품과 장치(그림 

2.)를 조립함.  진공도 10-2 ~ 10-3 torr에서 용해하여 용탕온도 1,900 ℃에

서 1 시간 유지 후 가열을 종료하고 로냉 함.  상온 상태로 냉각된 다음, 

장치의 진공을 해제하고, 장치와 부품을 분리, 해체한 결과 ZrO2 도가니 1 

번은 도가니와 내용물을 합한 무게가 실험 (49.47 g) 보다 6.17 g감소하

고, ZrO2 도가니 2 번은 도가니와 내용물을 합한 무게가 실험 (48.37 

g) 보다 4.67 g감소하 으며, ZrO2 도가니 3 번은 도가니와 내용물을 합한 

무게가 실험 (51.43 g) 보다 3.63 g 감소하 음. 한편 흑연 발열체 에 

올려놓아두었던 시편조각들은 없어짐. 따라서 고온에서 오랫동안 유지했

을 때 시편이나 도가니가 분해되어 증발되는 것으로 추정됨.

  (6) DU-Ta 반응실험

   ① 실험목

  타 과제에서 제조를 의뢰한 실험으로, DU 용융상태 내에서의 Ta의 반

응상태  표면상태 조사, 분석을 목 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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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실험 비

  ZrO2 도가니(ID 10 mm, 길이 100 mm)  도가니에 장입할 DU(재 사

용 가능한 scrap)와 Ta  비, 흑연 susceptor (ZrO2 도가니를 장입할 수 

있도록 hole 가공), 흑연 supporter, 단열재 등 조립에 필요한 부품을 

비.

   ③ 실험(장입, 용해, 해체)  결과

  3 회에 걸쳐서 실험을 하 으며, 첫 번째 실험(1999. 01. 12.)은 ZrO2 도

가니(ID 10mm, 길이 100mm, 무게 66.6 g) 1 개를 사용, DU scrap 60 g 

+ Ta (지름 4mm, 길이 25mm, 무게 5.32g)을 장입하고, 이것을 다시 흑

연발열체에 장입한 다음, 진공도 10-2 ~ 10-3torr 에서 용해하여 1,300 ℃

에서 1 시간 유지 후 가열을 종료하고, 상온상태로 냉각된 다음 회수한 

결과 총, 무게가 실험 (131.92 g)보다 7.82 g이 감소하 으며, 지름9.6 

mm, 길이 50.6 mm, 무게 60.44 g의 ingot을 회수하 음.  두 번째 실험

(1999. 01. 19.)은 ZrO2 도가니(ID 10 mm, 길이 100 mm, 무게 59.96 g) 1 

개를 사용, DU scrap 60 g + Ta (지름 4 mm, 길이 24 mm, 무게 5.0 

g)을 장입하고 용해하여 1,160 ℃에서 1시간 유지 후 가열을 종료하고, 상

온상태로 로냉된 다음 회수한 결과, 총 무게가 실험 (124.96 g)보다 

0.06g 감소되어 무게변화가 거의 없었으며, Ta 이 로 돌출되어 박 있

는 상태의 ingot(지름 9.6 mm, 체길이 60 mm, ingot 부  44 mm, 무

게 60.79 g)을 회수하 음.  세 번째 실험(1999. 02. 05.)은 ZrO2도가니(ID 

10 mm, 길이 100 mm, 무게 66.6 g) 1 개를 사용, DU scrap 25 g + DU

순 속 36.5 g + Ta (지름 4 mm, 길이 25 mm, 무게 5.2 g)을 장입하고 

용해하여 1,300 ℃에서 4 시간 유지 후 가열을 종료하고, 상온상태로 로냉 

된 다음 지름 8 mm, 길이 68 mm, 무게 56.2 g의 ingot을 회수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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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DU-10Wt.%Mo ingot 주조실험(1999. 08. 20.)

   ① 실험목

  Aluminum과 U-Mo와의 확산  찰 목 .

   ② 실험 비

  흑연 mold (지름 26 mm 3 hole, 길이 295 mm), 흑연도가니(지르코니

아 라즈마 코 된 것), distributer, bracket  guide등의 부품을 비하

고, 용탕이 닿는 부분을 Holcote 110으로 slurry coating하여 건조시킴.  

기타 조립에 필요한 부품을 비함.  mold에는 thermocouple(K-type)을 

삽입할 수 있도록 상, , 하부에 hole을 가공.

   ③ 실험(장입, 용해, 해체)  결과

  흑연도가니에 합 원료(DU 7,370 g, Mo 818.9 g)를 장입하고, 

supporter, mold, 도가니 등 흑연부품과 장치(그림 2.)를 조립함.  10-2 

~10-3 torr의 진공도에서 용해하여 용탕온도 1,600 ℃에서 약 3 분간 유지 

후 출탕시키고, 출탕직 의 mold 온도는 하부가 315 ℃, 앙이 355 ℃, 

상부가 420 ℃가 되도록 유지 하 다.  상온상태로 로냉된 다음, 건 하게 

주조된 지름 26 mm, 길이 약 280 mm rod 3 개를 회수하 다.

  (8) DU-7Wt.%Mo 용해실험(2000. 05. 16.)

   ① 실험목

  흑연도가니와 코 제별 열 양립성 찰을 목 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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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실험 비

  흑연도가니(외경 20 mm, 내경 15 mm, 길이 64 mm) 5개  조립에 필

요한 흑연부품을 비하고, 흑연도가니에는 각각 1 번 ~ 5 번까지 번호를 

표시하여 구분하 다.  Y2O3, TiC, Holcote 110, Y2O3+Holcote 110, TiC + 

Holcote 110을 slurry coating하여 건조시키고, 도가니에 장입할 DU와 Mo

를 비하 다.

   ③ 실험(장입, 용해, 해체)  결과

  흑연도가니 1 번(Y2O3 코 )에는 DU 35.6 g + Mo 2.7 g, 2 번(TiC 코

)에는 DU 38.3 g + Mo 2.9 g, 3 번(Holcote 110 코 )에는 DU 32.7 g 

+ Mo 2.5 g, 4 번(Y2O3 + Holcote 110코 )에는 DU 35.1 g + Mo 2.6 g, 

5 번(TiC + Holcote 110코 )에는 DU 36.3 g + Mo 2.7 g을 장입하고, 이

것을 다시 흑연 발열체에 장입한 후 흑연부품과 장치(그림 2.)를 조립하

다.  진공도 10-2 ~ 10-3 torr에서 용해하여 용탕온도 1,700 ℃에서 3 분간 

유지 후 가열을 종료하고, 용해로 내에서 상온상태로 자연 냉각된 다음, 

장치의 진공을 해제하고, 장치와 부품을 분리하여 glove box에서 도가니

와 내용물을 분리하지 않고 종류별로 함께 회수하 다.

  흑연도가니 내벽에 ZrO2․SiO2가 주성분인 Holcote #110을 slurry 도포

한 결과, 그림 5-(a)에 나타낸 바와 같이, U-7wt.%Mo 용탕 사이 간 반

응 층은 t 2.2 mm 정도로 균일하게 형성되었다.  EDX로서 간 반응 층

의 조성을 point analysis한 결과, 42 at.% U, 29 at.% C, 14 at.% O, 9 

at.% Si, 5 at.% Mo, 0.3 at.% Zr 이었다.  Holcote #110 도포재 층은 확인

되지 않았으며, Holcote #110 도포재 층에 우라늄과 탄소가 침투해 들어

와 새로운 물질인 간 반응 층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흑연도가니 

내벽에 Y2O3를 slurry 도포한 결과, 그림 5-(b)에 나타낸 바와 같이, t 100 

㎛ 정도의 Y2O3 도포재 층이 건재하 으며, 도포재 층으로 우라늄용탕이 

침투되지 않은 상태이었다.  흑연도가니 내벽에 TiC를 slurry 도포한 결

과, 그림 5-(c)에 나타낸 바와 같이, TiC 도포 층은 Y2O3와 외 상 거의 마

찬가지로 건재하 다.  흑연도가니 내벽에 Y2O3 + Holcote #110을 slu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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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포한 결과, 그림 5-(d)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간 반응 층이 t 100 ㎛ 정

도 손되어 있었으며 도포재 층과 흑연도가니가 약간 반응한 것으로 추

정된다.  EDX로 point analysis한 결과, 간층 조성은 85 at.% C, 14 

at.% O, 2 at.% Zr 이었으며, U, Mo, Si, Y은 확인되지 않았다.  흑연도가

니 내벽에 TiC + Holcote #110을 slurry 도포한 결과, 그림 5-(e)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간 반응 층은 t 300 ㎛ 정도 되었다.  EDX로서 line 

scanning 결과, C, Ti, U이 크게 함유되어 있었으며, point analysis 결과, 

42 at.% Ti, 37 at.% C, 15 at.% O, 1 at.% Si, 1 at.% Zr, 4 at.% U, 2 

at.% Mo 이었다.  SEM과 EDX 분석결과, 도포재 층 쪽으로 우라늄용탕이 

약간 침투, 반응한 것으로 추정된다[9].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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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그림 5. 흑연도가니 내벽에 slurry 도포하여 U-7wt.%Mo와 고온 반응시킨  

단면의 주사식 자 미경 사진;[9].

      (a) Holcote #110,  (b) Y2O3,

      (c) TiC,  (d) Y2O3 + Holcote #110,

      (e) TiC + Holcote #110.

  (9) DU-Ge-Cu(DUGe2Cu2)합  제조실험

   ① 실험목

  자성재료 연구(인하  물리학과)를 한 합 제조

   ② 실험 비

  DU 단, Cu 분말과 Ge(99.99%) shape powder 비, 다공성(OD 20 mm, 

ID 13 mm, L 38 mm)  치 질(OD 15 mm, ID 10 mm, L 100 mm)지르

코니아 도가니, 흑연발열체, supporter, 단열재 등을 비하 다.

   ③ 실험(장입, 용해, 해체)  결과

  합 조성은 Du-24.9Wt.%Cu-28.46Wt.%Ge(melting point 약 1,800 ℃)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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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2 차에 걸쳐 실험을 하 다.  1 차 실험(2001. 03. 07)에서는 DU 15.4 

g, Cu 8.22 g, Ge 9.4 g을 치 질 지르코니아 도가니에 장입하고, 이것을 다

시 흑연발열체에 장입한 다음, 장치(그림 3.)내에 조립한 후 10
-2 ~ 10-3 torr

의 진공도에서 용해하여 용탕온도 1,920 ℃에서 10 분간 유지한 다음 가열을 

종료하고, 용해로 내에서 상온상태까지 서서히 냉각시켰다.  장치의 진공을 

해제하고, 장치와 부품을 분리, 해체한 결과 승온  는 냉각 일 때 발

생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나 지르코니아 도가니가 손되어 용탕이 모두 새어

나가 흑연발열체와 supporter 속으로 반응 침투되었으며, 일부 Ge  Cu의 

증발로 추정되는, chamber 내부의 검게 그을림 상이 발생했다.  2 차 실험

(2001. 04. 11)에서는 지르코니아 도가니 치 질과 다공성을 함께 사용하 으

며, 치 질에는 DU 10.6 g, Ge 6.5 g, Cu 5.7 g을, 다공성에는 DU 6.1 g, Ge 

3.7 g, Cu 3.3 g을 각각 장입하고, 이것을 다시 흑연발열체에 장입한 다음, 

장치(그림 3.)내에 조립한 후 10
-2 torr ~ 10-3 torr의 진공도에서 용해하여 용

탕온도 1,900 ℃에서 5 분간 유지한 다음 가열을 종료하고, 용해로 내에서 

상온상태까지 서서히 냉각시켰다.  장치의 진공을 해제하고, 장치와 부품을 

분리, 해체한 결과 chamber 내부가 검게 그을렸으며, 다공성 도가니에서는 

용탕이 도가니 벽으로 모두 스며들어 없어졌으며, 치 질 도가니에서만 

ingot(11 g)을 회수할 수 있었다.

  (10) Shielding Container 주조 실험

   ① 실험목

  비 괴 시험용 방사성동 원소인 Ir-192(지름 3 mm, 120 Ci) 운반용기와 

의료용 방사성동 원소인 Ir-192(지름 1.1 mm, 10 Ci) 운반용기  bulk선원

(多선원)용 운반용기(Ir-192 10,000 Ci까지, 액체Mo-99 800 Ci, I-131 1.000 Ci 

등 운반용)를 만들기 한 목 으로 주조실험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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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실험 비

  Supporter, 상하 분리형 mold, distributor, 도가니, ring, core, 단열재 등의 

흑연부품을 각각의 실험 목 에 맞는 모양과 종류 크기별로 비하고, 운반

용기의 용도에 따라 mold 내부에 조립할 S자형 SUS tube와 Ti재질의 tube 

 U자형 Ti 재질의 tube를 비함.  mold와 도가니 내벽, tube 등 용탕이 

닿는 부분을 모두 slurry coating하여 건조시킴.  mold에는 thermocouple 

(K-type)을 삽입할 수 있도록 하, , 상부에 hole을 가공함.  도가니에 장입

할 pellet형 는 slug형 Mo 속과 DU를 비하고, DU는 도가니의 크기와 

실험목 에 맞게 계산하여 한 량과 크기로 단하여 비하 다.

   ③ 실험(장입, 용해, 해체)  결과

  비 괴 시험용 방사성동 원소운반용 차폐용기의 경우 1999년 2월 19일, 1

차부터 2005년 7월 29일 기간 동안 20차에 걸쳐 주조실험을 하 으며, 최

실험에서는 주철 mold와 S 자형 SUS tube 등의 부품에 Holcote 110을 

slurry coating하여 실험하 다.  국산 DU용기(RI용기) 21.2 kg을 아세톤 세

척하여 재 용해하 으며, 합 조성은 DU-1.9Wt.%Mo로 하 다.  도가니에 

내용물을 장입하고, 장치(그림 2.)내에 부품을 순서 로 조립한 후 10-2 ~ 10-3 

torr 의 진공도에서 용해하여 용탕온도 1,350 ℃에서 10 분간 유지한 다음 

출탕하 다.  용해  view port가 검게 그을려 radiation pyrometer의 용탕

온도 측정이 부정확하 으며, 원인은 국산 DU 용기(RI 용기)에 존재하고 있

던 불순물이 용해 에 증발되어 view port에 응착된 것으로 추정된다.  출

탕직  mold의 thermocouple 온도는 하부가 175 ℃, 앙이 216 ℃, 상부가

440 ℃이었으며, 출탕 후 용해로 내에서 상온상태까지 서서히 냉각시켰다.  

냉각 후 장치의 진공을 해제하고, 장치와 부품을 분리 해체한 결과, mold 내

부의 S자형 SUS tube가 용해되었고, tube를 통해 용탕의 일부가 흘러나와 

mold  흑연부품에 달라붙어 응고되었으며, 흑연도가니는 용탕에 의해 침

식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주조된 차폐용기는 형태는 유지 되었으나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 고, 내부의 S자형 SUS tube가 용해되어 사용불가 하

다.  2차 실험에서는 주철 mold내부에는 Ceramol 2000을 slurry coating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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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흑연도가니, distributor, ring 등 기타 부품에는 Holcote 110을 slurry 

coating하여 건조시켰으며, S자형 SUS tube는 용해되지 않도록 하기 해 표

면을 지르코니아 라즈마 스 이 코 하고, 그 에 Holcote 110을 slurry 

coating하여 건조 시킨 후 내부를 ZrO2 powder로 채워서 사용하 다.  환원

DU 11.57 kg과 DU-1.9Wt.%Mo scrap 9.9 kg을 묽은 질산용액에 세척하여 

장입하 으며  최 실험과 동일하게 합 조성은 DU-1.9Wt.%Mo로 하고, 장

치(그림 2.)내에 부품을 순서 로 조립한 다음 10
-2 ~ 10-3 torr 의 진공도에

서 용해하여 용탕온도 1,350 ℃에서 10 분간 유지한 후 출탕하 다.  출탕직

 mold온도는 1차 때와 비슷하게 낮았으며, 상온상태로 로냉 후 진공을 해

제하고, 장치와 부품을 분리, 해체한 결과 S자형 SUS tube는 용해되지 않았

으나,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 다.  3 차 이후 실험부터는 S자형 tube의 재질

을 티타늄으로 바꾸었으며, 출탕 시 tube가 용해되지 않도록 하기 해 흑연

으로 gate 부품을 만들어서 용탕이 tube 로 직  낙하되지 않도록 조치하

으며, 코 제는 Holcote 110을 용하 다.  mold는 5 차, 6 차 실험에서는 

흑연재질을 사용하고, 7 차에서 다시 주철을 사용하 다가 8 차부터는 계속 

흑연재질을 사용하 다.  주조된 차폐용기의 표면 상태는 4 차 실험에서는 

체로 양호 하 으나, 5 차 실험부터는 양호하 다.  이유는 1～3 차까지와

는 달리 4 차 실험부터는 mold의 하, , 상부의 출탕직  열온도를 열

용 유도코일을 사용하여 각각, 약 400 ℃이상, 450 ℃이상, 500 ℃이상으로 

높 기 때문에 온도차에 의한 기포가 주물표면에 향을 주지 않았다고 생

각되며, 1 ～ 3 차까지는 mold의 열온도가 반 으로 무 낮은 상태에

서 출탕하여 온도차에 의해 기포가 생겨 주물표면에 곰보형태의 기공 자국

을 많이 형성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15 차 실험부터는 합 조성을 

DU-0.2Wt.%Mo로 하고, 출탕온도는 1,350 ℃에서 약 3분간 유지 하 다.  건

하게 주조된 비 괴 시험을 한 방사성동 원소운반용 차폐용기의 형태

(그림 6.)  mold(그림 7.)와 Holcote 110을 slurry coating하여 건조시킨 사

용 의 흑연도가니(그림 8.), 그리고 사용 후 흑연도가니(그림 9.)의 형상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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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DU shield 주조용 

코 된 도가니(용해 후) 

 그림 6. 감마카메라 DU shield           그림 7. DU shield 주조용 mold

  

  사용 후의 흑연도가니 내부에는 용탕이 완 히 출탕되고 나면 용탕 에 

떠 있던 불순물을 포함한 내용물의 산화막이 응고되어 허물모양의 푸석푸석

한 검은색의 skull이 남게 되는데, 그림 9 는 이것을 제거한 후의 내부모습이

며, 용탕에 잠겨있던 부분은 박리가 없으나, 용탕에 잠기지 않았던 부분에서 

코 제의 박리 상이 일어났음을 볼 수 있다.  Holcote 110 코 제는 용탕에 

의해 침식이나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잘 제거가 되며, 흑연도가니는 다시 코

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의료용 방사성동 원소운반용 차폐용기(그림 10.) 주조실험의 경우는, 비

괴 시험용 방사성동 원소 운반용 차폐용기 주조실험을 바탕으로 2002년 10

월 15일, 1회부터 2003년 2월 27일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주조실험을 하고, 

2003년 11월 27일, 1차부터 2004년 3월 8일 기간 동안 8차에 걸쳐 생산을 하

다.  부품으로는 분리형 mold, 도가니, gate 등의 흑연부품과 U자형 Ti 

tube를 Holcote 110을 용, slurry coating한 후 건조시켜 사용하 으며, 장

입량은 DU 약 17 kg 내 외에 합 조성은 DU-0.2Wt.%Mo로 하 다.  도가니

그림 8. DU shield 주조용 코

된 도가니(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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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내용물을 장입하고, 부품과 장치(그림 2.)의 조립을 완료한 후 진공도 10-2 

~ 10-3 torr 범 에서 용해하여 용탕온도 1,350 ℃ 내외에서 3 분정도 유지 

후 출탕하 으며, mold의 하, , 상부의 출탕직  열온도는 각각 약 450 

℃, 500 ℃, 550 ℃로 하 다.  최  실험에서는 U자형 Ti tube의 간 용

부 가 용해되어 용탕이 tube를 통해 용해로체 바닥으로 반 가량 유출되

어 실험을 실패하 고, 2 회 실험에서는 mold가 열되기 에 자동출탕 되

어 표면 상태는 불량하 지만 형태는 유지 되었으며, 3 회 실험부터는 주조

된 차폐용기의 모양과 표면 상태가 모두 양호하 다.  비 괴 시험용 방사성

동 원소운반용 차폐용기 주조실험의 경우에서도 용탕이 tube 에 직  낙

하하지 않도록 하는 gate 부품의 distribution 역할이 요하며, 한 양호한 

표면상태가 되려면 mold의 열이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회 실험

에서 tube가 용해된 원인은 gate부품이 없는 상태로 조립하여 실험을 한 결

과 출탕 시 tube가 용탕 속에 완 히 잠길 때까지 고온의 용탕이 tube 에 

계속해서 직  낙하함에 따라 tube가 고온에 견디지 못하고 용해되어 발생

된 상으로 생각된다.  차폐용기의 모양과 표면 상태는 3 회 실험 이후부터

는 양호하 으며, 재 의료용 방사성동 원소운반용 차폐용기의 경우 압탕  

단, casing작업, 안 성시험, 핵물질면제신청, 인허가 등의 차를 거쳐 운

반용기로 제작, 사용되고 있다.

  Bulk선원(多선원) 운반용 형 차폐용기(그림 11-a~b.) 주조실험은 2004년 

12월 3일, 1차부터 2007년 4월 12일 기간 동안 7차에 걸쳐 주조실험을 하

으며, 흑연도가니, 분리형 mold, supporter, distributor, ring, bracket, guide

등의 흑연부품에 Holcote 110을 slurry coating하여 용하 다.  장입량은 

DU 약 120～140 kg 내외에 합 조성은 DU-0.2Wt.%Mo로 하 다.  장치의 

크기에 맞추어 도가니  기타 조립되는 부품의 최  크기가 한정되기 때문

에 많은 량의 DU나 크고 무거운 덩어리를 도가니(OD 250 mm, ID 200 

mm, L 350 mm, D 320 mm)에 장입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는 DU의 단

크기와 형태, 장입방법 등에 한 계산이 필요하다.  1차 실험에서는 도면상

의 도가니 내부공간에 DU의 장입형태를 그림으로 표시하여 계산하고, DU 

약 140.4 kg을 크기에 맞게 수십 조각으로 단하여 Mo 281.5 g과함께 부품

을 모두 조립한 상태에서 도가니에 장입(그림 12.)한 후 장치(그림 2.)를 조립

하고, 진공도는 diffusion pump를 가동시키지 않고, 10-2 torr 범 에서 용해

하여 용탕온도 1,330 ℃에서 3 분정도 유지 후 출탕하 으며, mold(그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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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 , 상부의 출탕직  열온도는 열용 유도코일을 사용하여, 각각, 

약 408 ℃, 470 ℃, 755 ℃되게 하 다.  출탕직후의 mold온도는 513 ℃, 647 

℃, 781 ℃로 하부와 앙의 온도가 각각 약 100 ℃, 170 ℃ 상승되었으며, 

출탕 후 10 분 동안 각각, 627 ℃, 715 ℃, 889 ℃까지 상승된 후 냉각되기 

시작하 다. 상온상태로 로냉 후 해체 결과 건 하게 주조되었으며, core를 

제거하고, 약 139.4 kg무게의 차폐용기를 회수한 다음 단구역으로 운반하

여 압탕을 단하고, 추후에 casing되어 낙하, 화재 등의 안 성시험에 사용

되었다.  2 차 실험부터는 DU derby를 수십 조각으로 단하여 장입하는데 

따른 어려움과 loss를 이는 방안으로 도가니 2 개를 사용하여 무겁고 불규

칙한 모양의 DU derby를 장입하기 편리하도록 수회에 걸쳐 1,400 ℃~1,450 

℃에서 용해 후 로냉하여 원 모양의 잉곳(그림 14.)을 만든 후 이것을 외경

지그를 사용하여 장입하 다.  2 차 실험에서는 차폐용기 주조용 도가니에 

합 원소를 포함하여 약 131.5 kg을 장입하 으며, 진공도 2.3 x 10
-1 torr ～

7.1 x 10-2 torr범 에서 용해하여 용탕온도 1,330 ℃에서 출탕하 으며, 승온 

과정에서 gas발생이 많아 진공도가 좋지 않았다.  mold 하, , 상부의 출탕

직  열온도는 각각, 487 ℃, 567 ℃, 690 ℃이었으며, 출탕직후는 531 ℃, 

628 ℃, 752 ℃로 승온하었다. 상온상태로 로냉 후 해체 결과 건 하게 주조

되었으며, core를 제거하고, 129.5 kg무게의 차폐용기를 회수하여 압탕 부분

을 단하 다.  주조품의 표면 상태와 단면의 색깔 등을 비교해 봤을 때 

진공도는 잉곳의 표면에서부터 내부로의 산화막 두께를 결정하는 것으로 생

각된다.  3 차 실험은 자동출탕방식을 용하 으며, DU 잉곳을 미리 주조 

후 단하여 출탕구에 용하 다.  용탕온도 1,200 ℃에서 자동출탕이 되었

으며, 실험과정의 진공도는 4.6 x 10-2 torr ～ 9.3 x 10-2 torr이었고, mold 

하, , 상부의 출탕직  열온도는 각각, 487 ℃, 530 ℃, 632 ℃이었으며, 

상온상태로 로냉 후 해체결과 129 kg무게의 차폐용기는 건 하게 주조되었

으나, super heating이 될 수 없는 조건에서 용탕이 충분히 stirring되지 못해 

Mo 속이 용해되지 않고 용탕 에 떠 있다가 skull과 함께 도가니 내에서 

응고되어 존재하 다.  4 차 실험은 합  원소를 포함하여 약 130.5 kg을 장

입하고, 용탕온도 1,310 ℃에서 출탕하 으나, mold에 조립되어있던 core가 

용탕의 부압에 의해 로 이탈하여 용탕이 모두 용해로체 바닥으로 출

되면서, 진공도가 격히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 다.  이로 인해 못쓰게 

된 supporter 2개와 SUS 재질의 용해로체 하부 chamber 부분을 가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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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하 으며, 회수한 약 130 kg의 scrap은 장고로 입고처리 하 다.  5 

차 실험에서는 1 차 실험에서 주조하여 안 성시험에 사용하 던 차폐 용기

를 탈 casing한 후 보유하고 있던 압탕과 합하여 약 132.8 kg을 내경지그와 

크 인을 이용하여 장입하고 재용해하여 용탕온도 1,366 ℃에서 출탕하 으

나, 상온으로 로냉 된 후 해체결과 36.8 kg이 출탕되지 않고 도가니 내에 잔

탕으로 남아 응고되는 바람에 차폐용기의 압탕 부분이 형성되어지지 못했다.  

도가니 내에 잔탕이 남은원인은, lid가 도가니의 출탕구를 막고 있는 상태로 

용탕이 응고되어 있는 것으로 단할 때 용탕 로 떠올라야 될 출탕 lid가 

떠오르지 않고 있다가 출탕이 되는 도 에 다시 출탕구를 막으면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6 차 실험은, 3 차에서 자동출탕방식으로 주조한 합 이 

안 된 차폐용기 몸통과 압탕에 합 원소인 Mo를 합하여 약 128.1 kg을 장입

하고, 용탕온도를 1,420 ℃까지 승온 후 1,354 ℃로 떨어뜨린 다음 출탕하

으며, 해체결과 건 하게 주조된 차폐용기 126.5 kg을 회수하 다.  7 차 실

험에서는 5 차에서 압탕 형성이 안 된 차폐용기 몸통부분과 6 차에서 주조

하여 단한 차폐용기의 압탕 부분을 합하여 약 118.9 kg을 장입하고, 용탕

온도를 1,412 ℃까지 승온 후  1,357 ℃로 떨어뜨린 다음 출탕하 으며, 

mold 하, , 상부의 출탕직  열온도는 각각, 412 ℃, 464 ℃, 587 ℃이었

고, 출탕직후(약 3 분후)는 각각, 512 ℃, 594 ℃, 708 ℃이었다.  상온상태로 

로냉 후 해체결과 건 하게 주조된 차폐용기 117 kg을 회수하 다.  bulk선

원(多선원) 운반용 형 차폐용기와 련하여 용기의 뚜껑을 만들기 해 합

 조성 DU-0.2Wt.%Mo의 잉곳(그림 15.)을 2회에 걸쳐 주조실험 하 다.  

부품으로는 도가니, ring, mold(OD 200mm, ID 90mm, 코  후의ID 89.3 

mm, L200 mm x 2 ea : 높이 400 mm), distributor 등의 흑연부품을 비하

고, Holcote 110을 slurry coating하여 용하 다.  1 회 실험은 합 원소를 

포함하여 약 26.6 kg을 장입하고 용해하여, 용탕온도 1,360 ℃에서 출탕하

으며, 실험과정의 진공도는 6 x 10-2 torr ～ 4.2 x 10-2 torr이었고, mold 하, 

, 상부의 출탕직  열온도는 각각, 408 ℃, 438 ℃, 591 ℃이었으며, 출탕

직후는 각각, 455 ℃, 464 ℃, 603 ℃ 로 승온하 다.  출탕 4 분 후에는 각

각, 517 ℃, 541 ℃, 624 ℃까지 승온되었으며, 상온 상태로 로냉 후 건 하

게 주조된, 무게 약 26.1 kg, 길이 238 mm의 잉곳을 회수하여 뚜껑으로 사

용할 길이만큼 단하기 해 운반하 다. 잉곳의 외경은 87.2 mm～ 87.6 

mm로써, 코  후의 mold 내경에 비해 1.7 mm ～ 2.1 mm가 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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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9%～2.4%가 수축된 것으로 수축율이 크다는 것을 보여 다.  2 회 실험

에서는 차폐용기의 압탕 부  약 21.2 kg을 장입하여 재 용해하 으며, 용탕

온도 1,355 ℃에서 출탕하 다.  실험과정의 진공도는 10
-2 torr범 이었고, 

mold 하, , 상부의 출탕직  열온도는 각각, 372 ℃, 401 ℃, 564 ℃이었

으며, 출탕 3 분후는 각각, 462 ℃, 481 ℃, 579 ℃로 승온 되었다.  상온상태

로 로냉 후 건 하게 주조된, 무게 약 19.9 kg, 길이 180 mm, 외경 87.5 mm

의 잉곳을 회수하여 단하 으며, 상부 쪽에 약 50 mm깊이의 수축공이 발

생되었다. 수축공은 발생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수축공의 깊이  표면 상

태는 mold의 형태, 한 열온도에 따른 각 부 별 온도차와 용탕온도 

등의 변수  코 기술에 따른 코 면의 거칠기 정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0. 의료용 방사성         그림 11-a. Bulk선원(多선원)운반

      동 원소운반용 차폐용기         용 형 차폐용기(압탕 단 )

                                      높이 약380mm x 외경193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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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무겁고 불규칙한 모양의 DU 

derby를 용해하여 장입하기 편리하도

록 원 모양의 잉곳으로 만든 형태

  그림 11-b. Bulk선원(多선원)운반      그림 12. 단 DU의 장입형태

   용 형 차폐용기(압탕 단 후)          

그림 13. Bulk선원(多선원)운반용

  형 차폐용기 주조용 mold형태

       

 그림 15. DU-0.2Wt.%Mo 잉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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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불용 우라늄박  재 용해 실험

   ① 실험목

  우라늄 박 제조실험과정에서 발생된 길이가 길고, 두께가 약 100 ~ 200 

µm, 폭이 약 1 ~ 50 mm이며, 공기 에서 산화된 불용박 이 용해가 잘 되

는지를 보고, 용해가 되면 잉곳으로 만들어서 가능하면 재사용하거나, 는 

부피를 감량하여 안정하게 만들어서 보 을 용이하게 하기 한 목 으로 실

험을 하 다.

   ② 실험 비

  부품으로는 흑연도가니(H210 mm, OD230 mm, ID180 mm, D190 mm) 3

개와 흑연 ring을 비하여 내부를 Holcote 110을 slurry coating하여 건조시

키고, 조립에 필요한 단열재와 supporter 등을 비하 다. 원료 비는 불용

박 을 잘게 단하거나 둥 게 말아서 압착하여 코 된 도가니에 개당 약7 

~ 11kg되게 가득 채워 담은상태로 운반하여 비하 다.

   ③ 실험(장입, 용해, 해체)  결과

  유도코일 외장형 quartz tube형 용해로체(그림 2.)에서 2006년 01월 26일부

터 2006년 06월 29일까지 13 회 실험을 하 으며, 불용박 을 가득채운 흑연

도가니 2 개를 1 batch에 동시에 조립하여 주로 용해하 다.  DU 박 은 8

차에 걸쳐 약 83 kg을, DU-7Mo 박 은 5 차에 걸쳐 약 50 kg을 용해하여 

그림 14 모양의 잉곳으로 만들었으며, 1 차 실험에서는 도가니 1 개에 둥

게 말아서 압착한 불용 DU 박  약 10.2 kg을 상으로 진공도 3.5 x 10-1 

torr ～ 6.1 x 10-2 torr에서 1시간 30분 동안 승온시켜 radiation pyrometer 

온도 1,645 ℃에서 5 분간 유지한 후 로냉하 다.  2 차 실험에서는 잘게 

단한 불용박  약 7.1 kg이 장입된 도가니에 1 차 실험에서 만든 잉곳 약

10.1 kg을 추가로 장입하여 약 17.2 kg을 진공도 10-2 torr 에서 75 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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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온시켜 radiation pyrometer 온도 1,600 ℃～1,645 ℃사이에서 4 분간 유지

한 후 로냉하 다.  5 차 실험까지 잘게 단한 불용박 과 만들어진 잉곳을 

함께 용해하여 무게 45.1 kg의 잉곳 1 개를 회수하고, 같은 방법으로 6 차 

실험부터 8차 실험까지에서 무게 37.6 kg의 잉곳 1 개를 회수하여 합계82.7 

kg을 회수하 다.  DU-7Mo 불용박  용해실험의 경우 1 차 실험에서는 잘

게 단한 불용박  약 10.5 kg을 진공도 6.4 x 10
-2 torr ～ 9.0 x 10-2 torr에

서 50 분 동안 승온시켜 radiation pyrometer 온도 1,510 ℃에서 유지시간 없

이 로냉하 다.  2 차 실험은 잘게 단한 불용박 이 장입된 도가니에 1 차 

실험에서 만든 잉곳을 추가로 장입하여 진공도 5.3 x 10
-2 torr ～ 1.2 x 10-1 

torr에서 62 분 동안 승온시켜 radiation pyrometer 온도 1,546 ℃에서 유지

시간 없이 로냉하 으며, 무게 26.7 kg의 잉곳 1 개를 회수하 다.  같은 방

법으로 3 차 실험부터 5 차 실험까지에서 무게 23.1 kg의 잉곳 1개를 회수하

여 합계 49.8 kg을 회수하 다.  용해가 잘 되도록 하기 해 체 으로 고

온을 유지하 으며, 최 에 박 만 장입된 상태로 용해하 을 때는 회수한 

잉곳의 면에 나무의 나이테모양의 둥근 무늬가 있었으나 장입된 박  

에 앞의 실험에서 제조된 잉곳을 추가로 장입하면서 용해한 결과 잉곳의 윗

부분은 산화물과 불순물 등으로 추정되는 것들이 응고되어 푸석푸석하 으

나 나머지 부분은 표면상태가 건 하 다.  최종 으로 회수한 잉곳들은 내

부 상태를 보기 해 단장소로 옮겨졌으며, 단면을 살펴본 결과 용해가 

잘되어 매끈하 으나 수차례에 걸쳐 재사용  재 용해 실험을 반복하 던 

물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순물이 많이 포함되어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재사용 하지는 않았지만, 부피를 크게 감량하고, 안정한 형태로 만들어서 보

을 용이하도록 하 다.

  (12) UC제조실험(2005. 01. 14. )

  흑연도가니와 supporter, 단열재 등을 비하고 흑연도가니에 코 을 하지 

않은 상태로 감손우라늄 505.3 g을 장입하고 부품을 조립한 후 10 t짜리 단

열재를 이 으로 처리하고 장치(그림 2.)를 조립하여 실험하 다.  승온 조건

을 2,500 ℃로 잡았으나 UC 합 의 melting point가 약 2,530 ℃인 을 고

려하여 진공도 4.5 x 10-2 torr ～ 5.5 x 10-2 torr에서 radiation pyrometer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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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600 ℃까지 승온 후 로냉하 다.  승온 시간은 1시간 35분 동안이었으

며, 로냉  2,530 ℃이상에서 약 10분정도 유지되는 과정에서 view port가 

검게 코 되면서 하강온도를 감지할 수 없었다.  해체하여 도가니와 함께 

단 결과 흑연도가니 내부의 면과 면이 잉곳을 심으로 10～15mm정도 

둥 게 침식되었으며, 용탕이 흑연도가니 내벽으로 불규칙하게 깊숙이 침투

되거나 스며들어가지는 않았다.  화학분석용 시료 ① 5.3 g, ② 5.6 g, ③ 9.9 

g을 채취하여 화학분석을 의뢰하 으며, 분석결과를 보면 C(탄소)의 함량이 

시료 ①은 11.93 Wt.%, ②는 9.74 Wt.%, ③은 9.09 Wt.%이었으며, U의 함량

은 시료 ①은 89.309±0.076 Wt.%, ②는 89.614±0.068 Wt.%, ③은89.282 

±0.054 Wt.%로 확인되었다.

  (13) 압 사출주조실험

  연구로용 고 도핵연료인 monolithic U-Mo 핵연료개발을 목 으로 지름 2  

mm와 7 mm rod 주조실험을 2004년 12월 23일부터 2005년 8월 11일 기간 

동안 DU-7Mo(지름 2 mm) 4 회, LEU-7Mo(지름 2 mm, 7 mm) 2 회, 

LEU-7Mo-0.2Si(지름 2 mm) 1 회 하 다.  흑연단열재 등 부품을 비하고, 

흑연 susceptor(그림 20.) 등의 부품 내벽을 Holcote 110으로 slurry coating

하여 건조시키고, 내부에 지르코니아 도가니(그림 18.)를 조립하여 우라늄과 

합 물질을 장입하 으며, 용해 chamber의 뚜껑에 있는 pouring rod 조립 

부분을 이용하여 quartz mold를 장착한 후 장치(그림 19.)를 조립하고 실험

하 다.  2004년 12월 23일의 최 실험에서는 quartz mold는 tube 1 개짜리

를 코  없이 장착하고 진공도 5.0 x 10-2 torr ～ 4.2 x 10-2 torr 범 에서 용

해하여 radiation pyrometer 온도 1,413 ℃에서 pouring rod 조립 부분을 아

래로 내려 quartz mold가 용탕속에 20 mm정도 잠기도록하고 power off 후 

Ar gas를 주입하 다.  gas가 주입되면서 온도가 1,295 ℃까지 하강하 다가 

주입 후 다시1,400 ℃로 상승하 고, quartz mold는 들어 올리지 않고 그

로 로냉시켰으며, 해체결과 지름 2 mm, 길이 160 mm rod 1 개가 외 상 

건 하게 주조되었다.  2005년 6월 14일 두 번째 실험에서는 지르코니아 도

가니(OD 40 mm, ID 30 mm, H85 mm, Depth 80 mm)에 용탕 높이가 38 

mm정도 되게 감손우라늄과 합 원소를 계산하여 장입하 으며, quartz 



- 55 -

mold는 OD 4 mm, ID 2 mm, tube 부분 길이 234 mm 8개 용 , 체 길

이 255 mm 짜리에 Si 혼입을 최소화하기 해 tube 내 외벽 모두를 Holcote 

110으로 slurry coating하여 건조시킨 후 장착하 다.  6 x 10
-2 torr ～ 2.8 x 

10-3 torr 범 의 진공도에서 용해하여 용탕온도가 1,390 ℃되었을 때 power

를 off한 후 1,307 ℃까지 냉각된 상태에서 quartz mold를 용탕 속으로 삽입

하고 Ar gas를 주입하 으며, 1,256 ℃까지 냉각된 상태에서 quartz mold를 

용탕 밖으로 들어 올리고 로냉시켰다.  해체결과 tube 8 개  2 개에는 용탕

이  주입되지 않았고, 나머지 6 개는 tube의 상부 60～70 mm정도는 용

탕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응고되었으며, 지름 2 mm, 길이 130～140 mm 

rod 4개가 외 상 건 하게 주조 되었다.  2005년 7월 7일 세 번째 실험에서

는 용탕온도 1,415℃에서 power를 off하고, 1,368 ℃로 냉각된 상태에서 내, 

외부 모두 Holcote 110을 용한 quartz mold를 용탕 속으로 삽입하고 Ar 

gas를 주입하 으며, 1,285 ℃까지 냉각된 상태에서 quartz mold를 용탕 밖

으로 들어 올리고 로냉 시킨 결과 지름 2 mm tube 8 개 에 2 개에만 길이 

143 mm와 48 mm의 rod가 주조되었다.  2005년 7월 11일 네 번째 실험에서

는 quartz mold를 coating하지 않고 사용하 다.  용탕온도가 1,365 ℃에서 

quartz mold를 용탕 속으로 삽입하고 Ar gas를 주입하 으며, 약 7 분 후 

1,348 ℃까지 냉각된 상태에서 quartz mold를 용탕 밖으로 들어 올리고 로

냉시켜 해체한 결과 quartz mold 각각의 tube 8 개에 모두 용탕이 주입되었

고, 용탕주입 가능 길이 234 mm  주입된길이가 165 mm～185 mm이었으

며, 회수된 8 개의rod(그림 21.) size는 지름 2 mm, 길이 145 mm～182 mm

범 로써 건 하게 주조되었다.

  2005년 8월 9일부터 11일까지 3회에 걸쳐 연속으로 농축우라늄을 사용

하여 실험을 하 다.  첫 번째는 LEU-7Mo합 용탕으로부터 지름 2mm의 

rod를 주조하는 실험을 하 으며, 원료로는 LEU lump(농축도 19.742%)와 

Mo slug(순도 99.95%)를 비하고, 흑연부품과 지르코니아 도가니, quartz 

mold 등의 부품을 비하 다.  quartz mold는 tube 내 외벽 모두를 

Holcote 110으로 slurry coating하여 건조시켜서 사용하 으며, 지르코니아 

도가니에 원료를 장입하고 부품과 장치를 조립한 후 진공도 6 x 10-2 torr～

3.3 x 10-3 torr 범 에서 용해하여 용탕온도가 1,365 ℃되었을 때 quartz 

mold를 용탕 속으로 삽입하고 Ar gas를 주입하 으며, Ar gas 주입완료 후 

곧바로 quartz mold를 용탕 밖으로 들어 올리면서 냉 목 으로 Ar ga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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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주입한 결과 1,280 ℃에서 thermal shock으로 tube가 손되었다.  로냉 

후 해체결과 quartz mold 각각의 tube 8 개  7 개에만 용탕이 주입되었고, 

용탕주입 가능 길이 234 mm  주입된 최 길이가 210 mm이었으며, 최소 

길이는 53 mm로 짧았다.  건 하게 주조된 7 개의 rod size는 지름 2 mm, 

길이 53 ～ 210 mm 까지이며, 평균 길이는 약 150 mm이었다.  두 번째는 

LEU-7Mo 합  용탕으로부터 지름 7 mm의 rod를 주조하는 실험을 하 으

며, 원료는 잔량으로 남아있던 LEU lump에 Mo slug를 추가하고, 첫 번째 

실험에서 회수한 scrap을 합하여 장입하 다.  quartz mold(그림 17.)는 tube

가 2 개짜리이며, 내 외벽 모두를 Holcote 110으로 slurry coating하여 건조

시켜서 사용하 다.  부품과 장치를 조립한 후 진공도 4.2 x 10
-2 torr ～ 2.8 

x 10
-3 torr 범 에서 용해하여 용탕온도가 1,389 ℃되었을 때 quartz mold를 

용탕 속으로 삽입하고 곧바로 Ar gas를 주입하 으며, 약 3 분후 용탕온도가 

1,376 ℃일 때 quartz mold를 용탕 밖으로 들어 올리면서 냉 목 으로 Ar 

gas를 재차 주입하 다. 로냉 후 해체 결과 quartz mold 각각의 tube 2 개에 

용탕이 잘 주입되었고, 용탕주입 가능 길이 234 mm  각각 215 mm와 220 

mm가 주입되었으며, 건 하게 주조된 지름 7 mm rod 2개(그림 22.)를 회수

하 다.  세 번째는 LEU-7Mo-0.2Si 합  용탕으로부터 지름 2 mm의 rod를 

주조하는 실험을 하 으며, 원료는 앞의 실험에서 회수한 scrap을 재활용하

여 합 원소를 첨가하여 장입하 다.  quartz mold(그림 16.)는 tube가 8 개

짜리인데 코  도  tube 1 개가 손되어 7 개가 되었으며, 내 외벽 모두를 

Holcote 110으로 slurry coating(그림 19.)하여 건조시켜서 사용하 다.  부품

과 장치를 조립한 후 진공도 5.5 x 10-2 torr ～ 3 x 10-3 torr 범 에서 용해

하여 용탕온도가 1,389 ℃일 때 quartz mold를 용탕 속으로 삽입하고 곧바

로 Ar gas를 기압까지 주입하 으며, 약 3 분후 quartz mold를 용탕 밖으

로 들어 올린 후 냉 목 으로 Ar gas를 재차 약간 주입하 다.  로냉 후 

해체 결과 quartz mold 각각의 tube 6 개에만 용탕이 주입되었으며, 주입가

능길이 234 mm 에 87～200 mm 분포로 주입되었으며, 건 하게 주조된 

지름 2 mm rod 6 개를 회수하 다.  농축우라늄 합 으로 주조한 rod는 

시험편으로 가공되어, 하나로원자로 내에서 조사 시험용으로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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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6.              그림 17.            그림 18.

         quartz mold          quartz mold       지르코니아 도가니

         tube 8개짜리          tube 2개짜리

          그림 19.             그림 20.              그림 21.

       내 외벽 모두를        흑연 susceptor         지름 2 mm rod

       Holcote 110으로                          길이 145 mm～182 mm

       slurry coating한

       quartz mold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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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 지름 7 mm rod, 길이 215 mm와 22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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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 quartz의 재료 특성

- 주성분 : SiO2(무수규산)

- 최고순도 : 99.99%이상

- Softening point(연화 ) : 1,683℃(1,500℃～1,670℃)

- Annealing point(강화 ) : 1,215℃

- Strain point(피로, 뒤틀림 변형 ) : 1,120℃

- 열팽창계수 : 5x19-7cm/℃

- 화학 으로 안정하며, gas함유량이 고 열팽창계수가 다.

- 고온 안 성이 있고 냉 열에 잘 견디며, 기 연성이 높고 내산성이 

매우 높다.

- 자외선 역  장은 물론 외선 장의 빛도 투과하며, 빛 투과성이 

뛰어나다.

- 150℃에서 인산에 식각된다.

- 온도 계없이 불화수소산에 식각된다.

- 가열할 때 graphite가 인 해 있거나 닿아있으면, SiO2의 격한 분해가 이

루어진다.

- 고온으로 가공하는 작업 시 가열이 응집되는 지역의 바로  부분에 연무 

는 연기의 띠 이 생겨나게 되며, 이러한 연무는 SiO가 공기나 물로부

터 발생한 수소와 결합하기 때문에 생겨나며, 극도로 작은 무정형의 SiO2

입자로 응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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