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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하나로에서 우라늄 고밀도의 U-Mo 핵연료를 사용할 경우, 사용후 핵연료 처리

정책의 다변화, 핵연료 주기의 연장 및 구동 핵연료 집합체 수의 감소에 따른 조사

공의 추가 확보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목적으로 U-Mo 봉상 핵연

료를 하나로에서 조사 시험하여 실용화하는 연구사업을 원자력 중장기 연구개발 사

업과제로 2000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다. 2001년 6월에는 고밀도(6.0 g-U/cc) 핵연료

를 포함한 U-Mo 분산핵연료를 이용하여 제 1차 노내조사시험을 수행하였으며,

2003년 1월 9일에 중밀도(4.0 또는 4.5g-U/cc) U-Mo 핵연료를 포함한 제 2차 U-Mo

노내조사시험을 평균연소도 60 at%U-235까지 수행하였다. 제 3차 노내조사시험은

제 1차 및 제 2차 시험결과에 나타난 반응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대립 U-Mo

분말을 사용한 4.5 g-U/cc의 U-Mo/Al-Si 분산핵연료를 기본으로 선정하여 2006년

2월 8일에 시작하여 2007년 7월 2일 까지 206 일간 조사하여 약 54 at%의 연소도까

지 수행하였다.

본 보고서는 3차 노내 조사된 12 종류의 U-Mo 분산핵연료, 다심핵연료 및 tube

핵연료에 대한 조사 후 시험 및 연소성능 평가 결과에 관한 것이다. U-Mo 분산핵연료

에서 조대립 U-Mo 입자 사용, U-Mo에 소량의 제3원소 첨가 및 Al-Si 합금기지 적용으

로, KOMO-2 조사시험 핵연료와 비교시에 최대 8%의 팽윤량이 감소되어 U-Mo와 Al

기지 사이의 심한 고온반응 문제를 해결하였다. Monolithic 봉상핵연료인 다심

(6.0gU/cc) 및 tube(13.2gU/cc) 핵연료에서 분산핵연료(최대 12%) 보다 낮은 팽윤

(5.3~8.3%) 특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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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핵 비확산 정책으로 미국을 주축으로 설립된 RERTR program은 연구로

핵연료를 저농축 핵연료로 대체하고자 우라늄 고밀도 저농축 핵연료 개발을 1970년

대 말부터 추진하였다. 우라늄 밀도 4.8 g-U/cc의 uranium silicide 분산핵연료가

개발되어 1980년대 말부터 1 MW 이상인 연구로의 핵연료를 저농축 uranium

silicide 분산핵연료로 대체하도록 추진하여 현재 약 90% 정도까지 이르고 있다.

이 정책에 따라 하나로의 구동핵연료도 저농축 U3Si 분산 핵연료를 채택하여 사용

하고 있다.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고성능 연구용 원자로도 저농축 핵연료로 대체

하고자 약 8 g-U/cc의 고밀도 핵연료를 1996년부터 개발을 착수하였다. 핵연료 대

상물질로 감마상 우라늄 합금 물질을 선정하여 노내 조사시험한 결과, Mo 함량이

7wt.%이상인 U-Mo합금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U-Mo 합금은 강인한 기계

적 특성으로 기존의 파쇄 방법으로 분말을 제조하기가 어렵고, 한국원자력(연)에서

개발한 원심분무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

한편 핵저항성 저농축 핵연료로 대체 사용하는 정책을 주도한 미국은 사용 후

핵연료를 미국으로 환수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환수 정책은 2006년에 종

료되어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 처분하는 방법으로 정책이 변경 수립되었다. 재

처리 처분이 가능한 프랑스의 COGEMA에서는 현재 사용 중인 uranium silicide 분

산핵연료는 재처리가 곤란하고, 개발 중인 U-Mo 핵연료는 재처리가 용이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RERTR program은 현재 사용 중인 uranium silicide 분산핵연

료를 U-Mo 핵연료로 교체하고자, 개발중인 U-Mo 핵연료의 실용화를 추진하게 되

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한국원자력(연)은 U-Mo 분산 봉상 핵연료를 하나로에서 조

사 시험하여 실용화하는 사업을 원자력 중장기 연구개발 사업과제로 2000년도부터

추진하게 되었다. U-Mo 분산핵연료가 하나로에 구동 핵연료로 실용화되면, 하나로

의 사용 후 핵연료 처리 정책이 다변화되어 유리하게 되며 우라늄 고밀도의 U-Mo

핵연료를 사용함으로 핵연료주기를 연장할 수 있고, 구동 핵연료 집합체 수를 줄일

수 있어 조사공 추가 확보도 가능하다.

제 3차 봉상 U-Mo 노내조사시험에서는 제 1차 및 제2차 조사시험 결과에서

밝혀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ⅰ) U-Mo 입자를 조대하게 제조하여 핵연료분말

입자와 알루미늄 기지 간의 계면반응을 억제시키고자 하였고, ⅱ) U-Mo 분산핵연

료 대신에 신형상 순물질 핵연료인 tube 형 및 다심형 핵연료를 제조하여 U-Mo 핵

연료분말 입자와 알루미늄 기지 간의 반응을 배제하고자 하였고, ⅲ) U-Mo계 합금

에 제 3 합금원소(Si, Zr)를 소량 첨가하여 노내 안정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고,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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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물질로 순수한 알루미늄 대신에 소량의 Si 원소를 첨가한 Al-Si 합금 기지물질

을 사용하여 U-Mo 핵연료분말 입자와의 반응을 억제시키고자 하는 등의 주안점을

가지고, 제 3차 조사시험 핵연료를 설계, 제조하였다.

노내조사된 12 종류의 U-Mo 분산핵연료, 다심핵연료 및 tube 핵연료에 대한 조사

후시험 및 연소성능 평가를 완료하였다. U-Mo 분산핵연료에서 조대립 U-Mo 입자 사용,

U-Mo에 소량의 제3원소 첨가 및 Al-Si 합금기지 적용으로, KOMO-2 조사시험 핵연료

와 비교시에 최대 8%의 팽윤량이 감소되어 U-Mo와 Al 기지 사이의 심한 고온반응 문

제를 해결하였다. Monolithic 봉상핵연료인 다심(6.0gU/cc) 및 tube(13.2gU/cc) 핵연료

에서 분산핵연료(최대 12%) 보다 낮은 팽윤(5.3~8.3%) 특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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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후 시험 결과

2.1. KOMO-3 핵연료의 조사이력

연소시험 핵연료(KH-06-C-001)는 41주기 운전노심(2006.2.8)에 장전되어 49주기

운전 후(2007.7.2) 노심에서 인출되었다. 다발 평균 방출 연소도는 약 54 at.%U-235

로 계산되었으며 국부 최대 연소도는 약 66 at.%U-235이었다. 운전일수는 30MW

출력으로 206 FPD (Full Power day)이었다. 노심 내 장전 위치 이동 경로는

OR5(23 FPD 장전) → OR3(183 FPD 장전) 이었다.

표 1. KOMO-3 핵연료의 조사시험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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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KOMO-3 핵연료의 선출력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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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조사연료봉 외관관찰

조사집합체를 해체한 후 핵연료봉에 대한 외관 검사를 수행하였다. 모든 시험연료봉을

관찰한 결과 조사시험시 선출력이 가장 높았던 부위에서도 cladding oxide 층의 spallation

현상이 없는 건전한 핵연료봉 외관을 나타내었다.

그림 2. 4.5 gU/cc U-7Mo/Al(557MD-1) 조사후 연료봉의 외관관찰 사진.

2.3. Gamma Scanning

그림 3. KOMO-3 조사후 연료봉의 Gamma Scan 결과 및 절단위치.

조사 핵연료봉을 절단하기 전에 연소도 분석을 위하여 gamma scan을 실시하

였다. 핵연료봉과 검출기와의 거리는 1600 mm 이었으며 축방향 세기분포를 0.5X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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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크기의 collimateor를 사용하여 연료심재 끝단에서부터 3 mm 씩 500 초의 간

격으로 측정하였다. 일부 화학분석으로 연소도를 측정한 결과 비교하기 위하여 최

대 연소도 부위에서 100,000 초 동안 측정한 후 핵종 스펙트럼을 분석하였다.

조사된 분산 핵연료봉에 대하여 최대 연소도 부위(~65at%U-235)와 50at%U-235

의 상대적으로 낮은 연소도 부위에서 절단을 하여 조직시험, 밀도측정, EPMA 분석

을 위한 시편을 채취하였다.

그림 4. 최대 연소도 부위에서 절단된 KOMO-3 조사후 핵연료봉의 저배율 단면.

2.4. 표면 산화층

KOMO-3 핵연료봉의 조사시험중 생성된 피복재 표면의 산화층에 대한 두께 측정 결과,

낮은 선출력으로 조사되어 50% 연소된 핵연료봉 표면에서는 32～35㎛의 두께가 측정되었으

며 최대 선출력 부위(95 kW/m, 65% 연소도)에서는 KOMO-2 조사시험 핵연료(35～47㎛)와

비슷한 45～54㎛ 두께의 산화층이 관찰되었다. KOMO-3 핵연료중 유일하게 조사시험 전에

autoclave를 이용하여 치밀한 산화막 처리를 안한 핵연료(557MD-2)의 산화층 두께(48㎛)는

표면 산화막 처리한 핵연료(557MD-1, 50㎛)와 거의 비슷하여 치밀한 산화막 전처리가 하나

로 노심조건에서 산화층 성장억제에 영향이 없음이 밝혀졌다.

그림 5. KOMO-3 핵연료의 대표적인 표면산화층 관찰결과.(최대 선출력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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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분산핵연료에 대한 PIE 분석

2.5.1 미세조직

KOMO-3 조사시험된 분산핵연료에 대한 미세조직을 그림 6~18에 나타내었다.

분말 크기(105～210㎛, 210～300㎛, 300～425㎛)가 다른 조대립 U-7Mo/Al 분산핵연

료에 대하여 미세조직을 관찰한 결과(그림6~13), U-Mo 입자가 클수록 Al 기지와의

접촉면적이 적어지면서 분산핵연료 심재내에 U-Mo와 Al 사이의 상호반응에 의해

생성된 낮은 열전도도 특성을 갖는 (U,Mo)Alx 반응층(reaction layer)의 분율이 낮

아지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기존의 150㎛ 이하의 분말크기를 적용한 U-7Mo/Al 분산핵

연료에 대한 고온 조사시험을 수행하였던 KOMO-2 조사시험에서는 U-Mo 와 Al 사이에 완

전반응이 발생하여 심재내에 모든 분산핵연료 조직이 대부분 U(Mo,Al)x의 uranium

aluminide 상으로 형성되었으나 KOMO-3 조사시험에서와 같이 100㎛ 이상의 비교적

큰 입자크기를 분말을 사용하면 65%의 연소도 후에도 분산핵연료 형태가 남아 있음을 확인

하였다. 이와 함께 측정된 최대 팽윤량도 분말크기가 감소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

을 나타내었다.(표 1) 하지만 U-7Mo/Al 분산핵연료에서 65% 연소후 측정된 최대 반응층

두께는 약 70㎛ 정도였음을 감안하면, 큰 입자크기의 효과에 의한 완전반응에 이르는 시간을

늦추는 효과일 뿐, 근본적인 반응층 두께 감소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소량의 제3원소를 첨가한 U-7Mo-1Zr/Al(558MD-1) 핵연료에서 반

응층 두께와 팽윤량는 각각 최대 50㎛ 및 9%로 측정되어 Zr 첨가가 고온 조사조건

에서 핵연료의 팽윤억제에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U-Mo에 소량의 Si을 첨

가한 U-7Mo-0.2Si/Al(559MD-1) 핵연료는 Si 첨가하지 않은 핵연료(557MD-1)와 거

의 비슷한 70㎛ 두께의 반응층과 11.7%의 팽윤량을 나타내어 개선효과가 없었다.

Al-Si 기지를 사용한 U-7Mo/Al-Si 분산핵연료에서는 Si 함량에 따른 반응층

성장억제 효과를 확인하였다. Al 기지내에 Si 첨가량이 0.4% 및 2%로 증가함에 따

라 반응층 두께는 U-7Mo/Al-2Si(557HS-1) 핵연료에서 약 40㎛ 까지 감소하고 최

대 팽윤량 역시 KOMO-3 분산 핵연료중 가장 작은 8%로 측정되어 고온 조사조건

에서 Al-Si 합금기지가 핵연료의 팽윤 억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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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KOMO-3 분산핵연료의 연소도별, 심재 위치별 미세조직.

U-7Mo/Al 300~425㎛(557-LD1) (64.8% BU)

Periphery Middle Center

U-7Mo/Al 300~425㎛(557-LD1) (43.8% BU)

Periphery Middle Center

U-7Mo/Al 210~300㎛(557-MD1) (63% BU)

Periphery Middle Center

U-7Mo/Al 210~300㎛(557-MD1) (44.8% BU)

Periphery Middl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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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7Mo/Al 105~210㎛(557-SD1) (65.2% BU)

Periphery Middle Center

U-7Mo/Al 105~210㎛(557-SD1) (47.0% BU)

Periphery Middle Center

U-7Mo/Al without oxide layer 210~300㎛(557-MD2) (65.6% BU)

Periphery Middle Center

U-7Mo-1Zr/Al 210~300㎛(558-MD1) (64.2% BU)

Periphery Middl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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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7Mo-1Zr/Al 210~300㎛(558-MD1) (48.4% BU)

Periphery Middle Center

U-7Mo-0.2Si/Al 210~300㎛(559-MD2) (64.6% BU)

Periphery Middle Center

U-7Mo-0.2Si/Al 210~300㎛(559-MD2) (47.0% BU)

Periphery Middle Center

U-7Mo/Al-0.4Si 210~300㎛(557-LS1) (62.4% BU)

Periphery Middl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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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7Mo/Al-2Si 210~300㎛(557-HS1) (64.9% BU)

Periphery Middle Center

U-7Mo/Al-2Si 210~300㎛(557-HS1) (47.5% BU)

Periphery Middle Center

U3Si2/Al (560-SD2) (68.8% BU)

Periphery Middle Center

U3Si2/Al (560-SD2) (47.9% BU)

Periphery Middl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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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65% 연소된 KOMO-3 분산핵연료의 quarter-size 심재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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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U-7Mo/Al 300~425㎛(557-LD1) (64.8% BU) 핵연료 심재단면.

그림 9. U-7Mo/Al 300~425㎛(557-LD1) (43.8% BU) 핵연료 심재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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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U-7Mo/Al 210~300㎛(557-MD1) (63% BU) 핵연료 심재단면.

그림 11. U-7Mo/Al 210~300㎛(557-MD1) (44.8% BU) 핵연료 심재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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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U-7Mo/Al 105~210㎛(557-SD1) (65.2% BU) 핵연료 심재단면.

그림 13. U-7Mo/Al 105~210㎛(557-SD1) (47.0% BU) 핵연료 심재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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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U-7Mo-1Zr/Al 210~300㎛(558-MD1) (64.2% BU) 핵연료 심재단면.

그림 15. U-7Mo-1Zr/Al 210~300㎛(558-MD1) (48.4% BU) 핵연료 심재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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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U-7Mo-0.2Si/Al 210~300㎛(559-MD2) (64.6% BU) 핵연료 심재단면.

그림 17. U-7Mo-0.2Si/Al 210~300㎛(559-MD2) (47.0% BU) 핵연료 심재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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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U-7Mo/Al-2Si 210~300㎛(557-HS1) (64.9% BU) 핵연료 심재단면.

그림 19. U-7Mo/Al-2Si 210~300㎛(557-HS1) (47.5% BU) 핵연료 심재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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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U-7Mo/Al-0.4Si 210~300㎛(557-LS1) (62.4% BU) 핵연료 심재단면.

그림 21. U-7Mo/Al without oxide layer 210~300㎛(557-MD2) (65.6% BU) 핵연료

심재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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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반응층 두께분포

조사중 온도가 가장 높은 핵연료 심재중심으로부터 온도가 가장 낮은 표면까

지의 반경방향으로 거리에 따른 반응층 두께분포를 분석한 분석하였다. 그림 22~23

은 U-Mo 입자크기를 달리한 U-7Mo/Al 분산핵연료로부터 측정된 최대연소도

(~65%) 부위와 50% 연소도 부위에서의 반응층 두께 분포이다. 최대 연소도 부위에

서 측정된 반응층 두께분포(그림 22)는 U-Mo 입자크기의 영향이 비교적 뚜렷하지

않았으나, 50% 연소도 부위에서 측정된 반응층의 두께는 U-Mo 입자크기가 클수록

뚜렷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210~300㎛의 큰 핵연료 입자크기를 갖는

U-7Mo/Al 분산핵연료(557-MD1)에서 최대 70㎛의 반응층 두께에도 불구하고 심재

중심부에서 40%의 반응층 분율을 나타내어 전체적으로 10.4%의 낮은 팽윤특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105～210㎛ 크기의 U-Mo/Al(557SD-1) 핵연료에서는 최대 12%,

557LD-1(300～425㎛) 핵연료는 10.6%로 측정되어 팽윤에 미치는 U-Mo 입자크기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그림 24는 U-7Mo/Al 분산핵연료에 소량의 Si을 첨가함에 따라 반응층 두께분포에 미치

는 영향을 잘 나타내고 있다. 먼저 U-7Mo에 0.2wt%의 Si을 첨가(U-7Mo-0.2Si/Al)하여도 반

응층 두께의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에 Al 기지에 소량(0.4wt%)의 Si을 첨가하면

(U-7Mo/Al-0.4Si) 최대 반응층 두께가 ~70㎛에서 50~60㎛ 정도로 약간 감소하였다. 따라서

반응층 성정 억제를 위해서는 U-Mo 핵연료 보다는 Al 기지에 적절한 양의 Si이 첨가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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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65% 연소된 U-7Mo/Al 분산핵연료의 입자크기에 따른 반응층두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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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50% 연소된 U-7Mo/Al 분산핵연료의 입자크기에 따른 반응층 두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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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65% 연소된 U-7Mo/Al 분산핵연료(210-300㎛)의 Si 첨가 방법에 따른 반

응층두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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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는 ~65% 연소된 U-7Mo/Al-xSi(x=0, 0.4, 2 wt%) 분산핵연료(210-300㎛)의

반응층 두께 분포를 나타낸다. U-7Mo/Al 분산핵연료의 최대 반응층 두께는 ~70㎛

이었고, 0.4wt% Si 첨가한 경우(U-7Mo/Al-0.4Si) 최대 반응층 두께는 40~50㎛시에

비하여 2wt% Si이 첨가된 U-7Mo/Al-2Si 분산핵연료에서 반응층 두께가 최소화 되

어 최대 40㎛로 감소되었다.

그림 25. ~65% 연소된 U-7Mo/Al-xSi(x=0, 0.4, 2 wt%) 분산핵연료(210-300㎛)의 반

응층 두께 분포.

그림 26에서는 U-7Mo에 1wt%의 Zr을 첨가한 U-7Mo-1Zr/Al 분산핵연료의 반응층 성장

거동을 U-7Mo/Al과 U-7Mo/Al-2Si 분산핵연료와 비교하였다. U-7Mo-1Zr/Al 분산핵연료에

서 나타난 반응층 두께는 최대 50㎛ 정도로서 U-7Mo/Al 보다는 약 20㎛ 정도 낮은 반면에

U-7Mo/Al-2Si과 비교하면 오히려 약 10㎛ 정도 큰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소량의 Zr을

U-Mo에 첨가하여도 상당량의 반응층 성장 억제효과가 있으나, 2wt% Si을 첨가한 Al-Si 합

금기지를 사용할 경우 보다는 억제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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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65% 연소된 U-7Mo/Al, U-7Mo-1Zr/Al, U-7Mo/Al-2Si 분산핵연료

(210-300㎛)의 반응층 두께 분포.

2.5.3 팽윤량 비교

조사된 U-Mo 핵연료의 팽윤량 평가를 위하여 핵연료 시편의 심재외경을 정확하

게 측정하여 조사전의 치수와 비교하였고, 핵연료봉 길이방향으로의 치수변화는 없

다고 가정함으로서 체적변화량을 측정하여 팽윤량을 계산하였다. 측정된 핵연료 심

재의 팽윤량을 표 1에 정리하였다. 다심 및 Tube 핵연료 시편을 제외한 모든 U-Mo

분산핵연료에서 8.1～11.7%의 팽윤량 변화를 나타내었다.

그림 27은 KOMO-3 분산핵연료의 연소초기의 심재중심부 온도(BOL T)에 따른

측정된 팽윤량의 변화를 KOMO-2 핵연료의 팽윤량과 같이 비교하였다. 조사시에

발생되는 반응층 성장은 조사 유기 열적 활성화 과정 (irradiation-assisted thermally

activated process)로 진행됨을 고려할 때, BOL 온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U-Mo와 Al 기지 사이에 완전반응이 진행되었던 KOMO-2 핵연료에 비해

큰 입자 크기의 U-Mo 분말을 사용하고, U-Mo-X 삼원계 합금 사용 및 Al 기지에

소량의 Si을 첨가하여 조사 말기에도 완전 반응이 억제된 KOMO-3 핵연료는 상대

적으로 낮은 팽윤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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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KOMO-3 분산핵연료의 BOL 온도에 따른 팽윤량 비교.

2.5.4 온도해석

연소도가 63%인 U-Mo/Al 분산핵연료(557MD-1)의 조사중 반응층 생성으로 인한

온도증가를 ANSYS code를 이용한 예측 모델을 통하여 계산한 결과(그림 28), 최대

온도가 37% BU에서 204℃로 계산되었다. 이는 KOMO-2 조사시험때 심재 전체가

반응층으로 변한 4.5gU/cc의 U-7Mo/Al 분산핵연료(494-H2)의 조사중 최대온도가

약 480℃이었음을 고려할 때, 큰 입자크기의 U-Mo 핵연료 분말 사용이 봉상 U-Mo

분산핵연료에서 반응층 감소를 통한 팽윤 억제를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입

증하였다.



- 24 -

0.0 0.5 1.0
0

20

40

60

80

100
Measured

 U-Mo
 IL
 Al

Calculated
 U-Mo
 IL
 Al

KOMO-3 U-7Mo/Al (250mm)
4.5 gU/cm3 (65% BU)

 

 

Vo
lu

m
e 

%

Radial Distance from Center (mm)

(a)

(b)

그림 28. KOMO-3 조사시험된 U-7Mo/Al 분산핵연료(EOL)의 심재 위치별 (a) 상분포 및 (b)

온도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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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반응층에 대한 EPMA 조성분석

약 65% 연소된 U-7Mo/Al(557MD-1) 및 U-7Mo/Al-2Si(557HS-1) 분산핵연료의

반응층에 대한 조성을 EPMA 분석으로 수행하였다. 조사중 최대온도가 204℃ 까지

도달한 U-7Mo/Al(557MD-1) 핵연료심 중심부에서 형성된 반응층 조성은

(U,Mo)Al3.7로 측정되었으며 조사중 최대온도가 약 150℃으로 평가된 핵연료심 외곽

(periphery)의 반응층 조성은 (U,Mo)Al4.7로 측정되어 온도가 낮을수록 Al 함량이 높

은 반응층이 생성되었다. 한편 U-7Mo/Al-2Si(557HS-1) 핵연료의 심재 중심부 및 외

곽에서의 반응층 조성은 (U,Mo)(Al,Si)3.1 및 (U,Mo)(Al,Si)4.7 로 측정되어 Al-Si 합

금기지를 사용하더라도 약 200℃의 고온 영역에서 형성되는 반응층의

(Al+Si)/(U+Mo)이 더욱 감소하였다. 조사중 Al-Si 합금기지로부터 반응층으로 확산

된 Si 량은 최대 10 at%이었으며 반응층/Al-Si 기지의 경계에 주로 분포하였다.

U-Mo 분산핵연료에서 Al-Si 합금기지의 사용은 Al 기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서 모든 온도 영역에 걸쳐서 (Al+Si)/(U+Mo) 비율이 낮은 안정화된 반응층이 형성

되었다. 이를 통하여 안정화된 반응층의 형성은 반응층을 통한 추가적인 Al의 확산

속도를 억제함으로서 반응층 성장을 제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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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U-7Mo/Al(557MD-1) 핵연료(63% 연소후) 중심부의 반응층 EPMA 분석결

과. (심재 중심온도 ~200℃, x=3.7 in (U,Mo)Al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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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U-7Mo/Al(557MD-1) 핵연료(44.7% 연소후) 중심부의 반응층 EPMA 분석

결과. (심재 중심온도 ~150℃, x=4.7 in (U,Mo)Al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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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U-7Mo/Al-2Si(557-HS1) 핵연료(64.8% 연소후) 중심부의 반응층 EPMA 분

석결과. (심재 중심온도 ~200℃, x=3.1 in (U,Mo)(Al,Si)x)



- 27 -

0 10 20 30 40 5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Al-2SiILU-7Mo

 

 

Ch
em

ica
l C

om
po

sit
io

n 
(a

t.%
)

Distance (mm)

 Al
 Si
 U
 Mo

U-7Mo/Al-2Si (43.6% BU)
Fuel Meat Periphery

Fuel meat periphery(~120℃) x=~4.7 in (U,Mo)(Al,Si)x

그림 32. U-7Mo/Al-2Si(557-HS1) 핵연료(64.8% 연소후) 중심부의 반응층 EPMA 분

석결과. (심재 중심온도 ~120℃, x=4.7 in (U,Mo)(Al,S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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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U-7Mo/Al-2Si(557-HS1) 핵연료의 반응층에서 (Al+Si)/(U+Mo) 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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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다심핵연료봉의 조사시험 및 결과

2.6.1 U-Mo 다심핵연료 조사시험 조건

제조된 조사시험용 U-Mo 다심핵연료를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에 2006년 2월

부터 2007년 7월까지 장전하여 조사시험 하였다. 조사시험 조건은 30 MW 열출력

으로 운전되는 하나로 원자로 내의 조사공에 시험 핵연료 집합체를 장전하였다. 시

험 핵연료 집합체는 하나로 18봉 핵연료 집합체의 형상과 같은 집합체에 12개의 시

험 핵연료봉을 최외곽 링에 배치하였으며, 이들 중 한 개가 U-7Mo/Al 다심핵연료

봉이었다. 조사시험 중 U-7Mo 다심핵연료의 burn-up은 약 39.63 at%였고, 206

EFPD(effective full power days) 동안 조사시켰다. 평균 선출력은 56.7 kW/m, 최

대 선출력은 73.9 kW/m였고, 연소도에 따른 선출력 이력은 그림 34와 같다.

U-7Mo의 밀도는 약 17.53 g/cc, 농축도는 19.75%이고, 다심핵연료봉의 우라늄의 밀

도가 6 gU/cc(U의 부피분율:36.8%)인 경우, fission density는 3.27x 1021 f/cm3이고,

fission rate density는 약 1.84 x 1014 f/sec-cm3이다.

그림 34. Linear power histories of Bottom section of U-7Mo Multi-wire in the

KOMO-3 irradi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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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조사후시험 결과 팽윤량 평가

팽윤량 평가는 조사된 핵연료 시편의 심재 외경을 측정하여 조사 전의 치수와

비교하였고, 핵연료봉 길이 방향으로의 치수 변화는 없다고 가정함으로서 체적변화

량을 측정하여 팽윤량을 계산하였다. U-7Mo/Al 다심핵연료봉의 팽윤량은 표 2와

같이 약 8.3% 이었다.

그림 35와 같이 U-7Mo 심재의 안쪽 경계면의 반응층 두께는 35 μm ~ 88 μm이었

다. 산화층의 두께는 그림 36과 같이 약 28 ~ 38 μm이었다.

조사전

지름

(mm)

조사후

지름

(mm)

조사전

면적

분율(%)

조사후

면적

분율(%)

제조시

면적

(mm2)

조사시험

후 면적

(mm2)

팽윤량

(%)

U-Mo

wire
1.95 2.11 36.8 40.2 11.95 14.13 18.2

Al 6.43 6.69 63.2 54.1 20.52 19.02

반응층 5.7 2.00

합계 32.47 35.15 8.3 %

표 2. Fuel meat swelling of U-7Mo multi-wire monolithic fuel.

그림 35에서 4 개의 U-Mo wire 중 2개는 반응층이 두꺼웠고, 2 개는 반응층의

두께가 40 μm 미만으로 반응층의 두께가 작았다. 이러한 반응층의 두께 차이의 원

인은 심재 제조 시 2개의 심재는 다른 심재보다 지름이 작았다. 따라서 swaging 시

안쪽으로 틈새가 생겼다. 따라서 이 틈새 때문에 확산 반응이 어려워 중심쪽 경계

면에서의 반응층이 작게 나타났으며, 잘 접촉된 외곽 쪽으로 확산 두께가 더 두꺼

웠다.

체적 팽윤량 예측은 RERTR의 분산핵연료의 팽윤 평가에 사용되었던 식[35]을

사용하였고, 반응층 두께는 KOMO-2 분산핵연료의 반응층 계산으로 검증된 식[36]

을 계산하였으며, 이러한 식은 실험식이다.

김[35]에 의하면, 조사 중 U-Mo가 재결정이 생성되는 연소도에 이르면 팽윤량이 증

가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2 단계의 식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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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f는 U-Mo 핵연료 심재의 fission density(fissions/cm3)이다.

다심봉의 조사시험 시 fission density 3.27 x 1021 f/cm3의 값을 위 (3-3) 및 (3-4)

식에 대입하면 U-Mo의 핵분열생성물에 의한 팽윤량은 약 18.2%가 된다. 제조 시

핵연료심 중 U-Mo의 분율은 36.8%이므로 전체 핵연료심의 팽윤 중 약 6.7 %가

U-Mo의 팽윤에 기인한다.

반응층의 두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핵연료 심재의 온도 분포를 계산하여야 한

다. 조사 시험 전에 안정한 조사 시험이 되도록 하나로 최대 선출력 120 kW/m에

대한 다심봉의 온도분포를 계산하였지만, 실제 조사 시험 시 다심봉의 평균 선출력

은 56.7 kW/m였고, 최대 선출력은 73.9 kW/m였다. 또한 조사시험 시 핵연료봉 표

면에서 산화층의 발생하게 되면, 열전달 율이 떨어지게 되므로, 이를 고려하려

Ansys code를 사용하여 심재 경계면의 온도를 재계산하게 되었다. 해석조건으로는

최대 선출력 74 kW/m, 산화층의 두께를 약 40 μm, U-Mo 핵연료 열전도도 15

W/m-K, Al 기지 열전도도 220 W/m-K, 핵연료봉 경계면에서의 열전달계수 65,000

W/m2-K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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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μm) (35 μm)

(88 μm) (54 μm)

그림 35. Thicknesses of inside interaction layers of U-7Mo 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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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Thicknesses of oxidation layer of U-7Mo wire.

해석결과는 그림 37과 같이 심재 안쪽의 위치에서는 200 ℃이고, 바깥쪽 위치에

서는 155 ℃로 평가되었다. 이 온도에 대해 (3-5)의 반응두께 평가식에 대입하면 심

재 안쪽의 반응층의 두께는 68 μm, 심재 바깥쪽은 26 μm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반

응층의 면적은 1.28 mm2로 제조 시 심재 면적 32.47 mm2 대비 3.9%이다.

 ×· ·∆·exp

   

 × · ·∆·ex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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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Temperature profile of the multi-wire monolithic fuel with irradiation

conditions.

반응층 형성에 따른 팽윤량은 반응에 참여한 U-Mo와 Al와 반응 생성물

(U-Mo)Alx의 밀도 변화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U-7Mo의 측정 밀도는 17.06 g/cc, U-7Mo의 무게/몰는 215.2 g(20% LEU), Al의 밀

도 2.7 g/cc, 반응생성물은 (U-Mo)Al3 ~ (U-Mo)Al4.4라고 가정하고, (U-Mo)Al3.5의

밀도가 5.95 g/cc라고 하면,


∆

×

 × 
  ························································· (3-7)

즉 반응층이 생성되면, 반응층 생성에 의한 체적 팽윤량은 약 9.3% 발생한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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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반응층의 면적이 3.9%이므로 반응층 생성에 의한 팽윤 기여량은 0.36% 가 된

다.

또한 반응층에서 발생하는 핵분열생성물에 의한 팽윤량은 2-6식으로 계산하면,

9.8% 이므로, 반응층의 면적 3.9%에 이 값을 곱하면, 0.38%가 된다.


∆

 × · ·································································································· (2-6)

계산식에 의한 팽윤량 예측량은 U-Mo의 팽윤량 ~ 6.7%와 반응층 생성에 의한

팽윤 기여량 ~ 0.74%를 합하면, 약 7.44%로 평가되었는데, 실제치 8.3% 보다 작게

평가되었다.

팽윤 측정 결과, 반응층에 의한 팽윤보다는 핵분열물질에 의한 팽윤량이 더 큰

변수로, 이러한 결과는 분산핵연료에 비해 반응 면적이 작은 Monolithic 핵연료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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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Tube 핵연료 조사시험 결과

U-7Mo Tube 형태의 Monolithic 핵연료는 외경 6.35 mm, 내경 4.9 mm, 두께

0.72 ~ 0.73 mm, 길이 5 mm의 Ring 형태로 만들어 양단에 end plug 연결 방법으

로 tube 시편을 조립한 후 피복압출하여 조사시험편을 만들었다. 우라늄 밀도는

16.31 gU/cc였다.

tube 핵연료의 BOL 온도는 262 ℃, 평균선출력은 88.94 kW/m로 조사시켰으며,

조사후 시험 결과 팽윤량은 5.4%로 KOMO-3 조사시편 중 가장 적었다.

그림 38은 80배로 찍은 광학현미경 사진이다. 오른쪽에는 열 팽창에 의한 크랙

으로 보이는 금이 나있는데, 전체적으로 깨지거나 부푼 것과 같은 파손 없이 잘 조

사되었다. 미세조직 관찰은 광학현미경으로 200배로 하였으며, 그림 39, 40과 같이

결정입도의 크기가 50 ~ 150 μm인 tube 핵연료 입계를 따라서 pore가 분포되어 있

었다. 그림 41와 같이 반응층의 두께는 8 ~ 10 μm로 아주 적었다.

 

그림 38. Panoramic views (x 80) of the U-7Mo tube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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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Optical micrographs(x200) of the U-7Mo tube fuel

그림 40. Optical micrographs(x200) of the U-7Mo tube fuel in #2 of Fi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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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Thickness of the interaction layers of the U-7Mo tube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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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하나로에서 우라늄 고밀도의 U-Mo 핵연료를 사용할 경우, 사용후 핵연료 처리

정책의 다변화, 핵연료 주기의 연장 및 구동 핵연료 집합체 수의 감소에 따른 조사

공의 추가 확보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목적으로 U-Mo 봉상 핵연

료를 하나로에서 조사 시험하여 실용화하는 연구사업을 원자력 중장기 연구개발 사

업과제로 2000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다. 2001년 6월에는 고밀도(6.0 g-U/cc) 핵연료

를 포함한 U-Mo 분산핵연료를 이용하여 제 1차 노내조사시험을 수행하였으며,

2003년 1월 9일에 중밀도(4.0 또는 4.5g-U/cc) U-Mo 핵연료를 포함한 제 2차 U-Mo

노내조사시험을 평균연소도 60 at%U-235까지 수행하였다. 제 3차 노내조사시험은

제 1차 및 제 2차 시험결과에 나타난 반응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대립 U-Mo

분말을 사용한 4.5 g-U/cc의 U-Mo/Al-Si 분산핵연료를 기본으로 선정하여 2006년

2월 8일에 시작하여 2007년 7월 2일 까지 206 일간 조사하여 약 54 at%의 연소도까

지 수행하였다.

본 보고서는 3차 노내 조사된 12 종류의 U-Mo 분산핵연료, 다심핵연료 및 tube

핵연료에 대한 조사 후 시험 및 연소성능 평가 결과에 관한 것이다. U-Mo 분산핵연료

에서 조대립 U-Mo 입자 사용, U-Mo에 소량의 제3원소 첨가 및 Al-Si 합금기지 적용으

로, KOMO-2 조사시험 핵연료와 비교시에 최대 8%의 팽윤량이 감소되어 U-Mo와 Al

기지 사이의 심한 고온반응 문제를 해결하였다.

다심핵연료봉을 제조하기 위하여, 지름 2 mm 석영관을 주형으로 사용한 저압주

조 방법을 적용, U-7Mo 지름 1.97 mm의 핵연료 선재를 주조하였다.

압출에 의한 Al 심재를 제조 후, 지름 약 2 mm의 Groove에 U-7Mo를 장입 후

Swaging 방법에 의해 원형의 핵연료 심재를 제조할 수 있었다.

반응층에 의한 핵연료 팽윤량은 약 0.74 % 정도로 추정되며, 핵분열물질에 의한 팽

윤량은 ~ 6.7%로 평가되었다. 추정 핵연료 심재의 온도는 최대 332 ℃로 평가되었

으며, 안쪽 경계면의 온도는 200 ℃, 바깥쪽의 경계면의 온도는 155 ℃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온도는 분산핵연료와 비교하면 더 낮은 온도로 평가된다.

조사 시험 결과 측정된 팽윤량은 ~ 8.3 %로서 KOMO-3의 평균입도 분산핵연료

의 팽윤량 ~12% 보다 적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U-Mo 분산핵연료보다 반응계

면적이 작으며, 핵연료 온도(중심 최대 온도:332 ℃, 안쪽 계면온도: 200 ℃)가 낮아

반응에 의한 팽윤량이 적었기 때문에 얻은 결과이며, 조사시험평가 결과 U-Mo/Al

분산핵연료의 반응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Monolithic 다심핵연료를 성공적으로 제

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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